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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oke is one of the major complications of diabetes and increases morbidity and mortality. 
Hyperglycemia confers increased risk of stroke occurrence. Furthermore,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such as hypertension and dyslipidemia frequently coexist in patients with diabetes and increase the risk 
of stroke. Some recent cardiovascular outcome trials of newer anti-diabetic medications have shown 
beneficial effects on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Prevention and improving outcomes of stroke in 
patients with diabetes requires proper management of hyperglycemia and additional risk factors. This 
review is an evidence-based approach to the epidemiology, glycemic control, effects of anti-diabetic 
medications on stoke, and risk factor management for prevention and improving outcomes of stroke for 
patients with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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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당뇨병은 뇌졸중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제2형 당뇨병환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과 같은 추가

의 뇌졸중 위험인자들을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더 많

이 동반하게 되어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제2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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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병뿐만 아니라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도 뇌졸중의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졸중은 당뇨병환자의 주요 

사망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하게 되어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당뇨병을 동

반한 뇌졸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 심각한 예

후를 보인다. 그러므로 당뇨병환자에서 뇌졸중의 일차 및 이

차 예방은 매우 중요한 치료 목표 중 하나이다. 당뇨병환자

에서 뇌졸중의 예방방법은 생활습관교정, 적절한 혈당조절, 

동반된 위험인자들의 교정, 항혈소판제 사용 등을 포함한다. 

이 리뷰에서는 역학, 혈당조절 정도 및 당뇨병 약제 종류에 

따른 뇌졸중에 대한 효과, 그리고 당뇨병환자에서 뇌졸중 위

험인자의 관리 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본론

1. 역학

대한당뇨병학회에서 2019년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

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당

뇨병환자 10,000명당 남성 254명, 여성 258명이 뇌졸중을 가

지고 있으며, 당뇨병환자의 8.9%가 뇌혈관질환에 의해 사망

한다[1]. 

여러 코호트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에서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함을 보고한 바 있다. Mulnier 등[2]이 발표한 영국에서 

시행된 코호트 관찰연구에서는 약 7년간의 추적관찰 중 제

2형 당뇨병환자에서 뇌졸중의 연령보정 위험비(hazard ratio, 

HR)가 2.19 (95% confidence interval [CI] 2.09~2.32)로, 제

2형 당뇨병환자에서 두 배 이상 뇌졸중 발생위험이 증가함

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당뇨병에 의한 뇌졸중 위험증가

는 젊은 여성에서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뇌졸중 위험인자가 적은 젊은 여성에서 당뇨병 자체가 뇌졸

중 발생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

에서는 당뇨병환자에서 당뇨병의 유병기간, 흡연, 비만, 심방

세동, 고혈압 등이 뇌졸중의 추가적인 위험인자로 나타났다

[2]. 64개 코호트 연구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당뇨병-관련 

뇌졸중 위험비는 여성에서 2.28 (95% CI 1.93~2.69), 남성에서 

1.83 (95% CI 1.60~2.08)의 결과를 보였다[3]. 제1형 당뇨병에

서도 뇌졸중의 위험은 증가한다. 스웨덴에서 시행된 코호트 

관찰연구에서 약 7.9년간 추적 관찰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

교한 제1형 당뇨병환자의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비는 3.29 

(95% CI 2.96~3.66),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비는 2.49 (95% 

CI 1.96~3.16)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4]. 국민건강보험 데

이터를 이용한 국내 통계에서도 당뇨병환자에서 대조군에 비

하여 뇌졸중 발생 위험이 2.2배(95% CI 2.08~2.32) 증가하였

다[5]. 

당뇨병환자에서 발생한 뇌졸중은 예후도 더 나쁘다. 많은 

연구에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 뇌졸중의 재발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뇌졸중 후 기능의 회복이나 재활효과 정도도 당뇨

병환자에서 더 더딘 결과를 보인다[5,6]. 

2. 혈당조절

1) 엄격한 혈당조절의 뇌졸중 예방효과

일부 관찰연구들에서 조절되지 않는 고혈당이 뇌졸중의 중

요한 위험요소로 나타난다. 약 27만 명을 대상으로 스웨덴

에서 시행된 관찰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는 흡연, 신체

활동, 결혼 상태, 당화혈색소 수치, 스타틴 사용 여부 등이 뇌

졸중 발생의 예측인자들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당화혈색소

가 가장 중요한 뇌졸중 발생의 예측인자였다. 이 연구에서 당

화혈색소 7%를 기준값으로 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7%를 초

과하는 경우 뇌졸중의 위험비가 선형으로 비례하여 증가하였

다[7]. 이 연구결과는 당화혈색소 7% 미만으로 혈당을 조절

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한다. 제1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한 관찰연구에서도 당화혈색

소가 증가할수록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고, 당화혈색

소가 9.7% 이상인 경우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비가 7.94 (95% 

CI 6.29~10.03)로 증가하였다[4]. 

그러나 엄격한 혈당조절의 뇌졸중 예방효과가 무작위대

조군연구에서 증명된 바는 아직 없다. 새로 진단받은 제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United Kingdom Pro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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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es Study (UKPDS)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혈당조절군

에서 미세혈관질환 발생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으나, 뇌졸중의 

경우 비치명적 뇌졸중의 위험도 1.07 (95% CI 0.68~1.69), 치

명적 뇌졸중 위험도 1.17 (95% CI 0.5~2.54)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며[8], 제1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DCCT) 연구에서도 적극적

인 혈당조절군에서 미세혈관합병증 발생은 감소하였으나 대

혈관합병증 위험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9]. UKPDS 

연구종료 10년 뒤 추적연구에서는 미세혈관합병증과 심근경

색, 총 사망 등의 발생이 적극적인 혈당조절군에서 의미 있게 

낮은 레거시 효과(legacy effect)를 보였으나 뇌졸중 발생은 

차이가 없었다[10]. 

이후 정상에 가까운 매우 철저한 혈당조절의 대혈관합병

증 예방효과를 보고자 한 무작위대조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ACCORD, ADVANCE, VADT 등이 대표 연구들이다. 이 연

구들에서 엄격한 혈당조절군과 대조군 사이에 연구의 일차결

과인 주요 심혈관사건 발생의 차이가 없었으며, 뇌졸중의 위험

도 역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1-13]. ACCORD, ADVANCE, 

VADT 연구의 특징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높고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10년 정도 진행된 제2형 당뇨병환자들이 대상이었

던 점이다. 새로 진단받은 당뇨병환자를 10년간 추적관찰한 

연구에서 당뇨병 진단 첫 1년에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

우 10년 뒤 대혈관합병증의 발생이 더 많았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14], 이는 초기 당뇨병환자에서 적극적인 혈당조절이 

대혈관합병증에 이로울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초기 당

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무작위대조연구가 시행된

다면 이에 대한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당뇨병환자에서 정상에 

가까운 엄격한 혈당조절을 하는 것은 뇌졸중 예방에는 도움

이 되지 않는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당화혈색소 목표치는 일

반적인 권고 목표치를 따르도록 하며, 뇌졸중과 같은 대혈관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오히려 당화혈색소 목표치를 상

향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된다[15]. 이는 저혈당 발

생, 당뇨병 유병기간, 여명, 동반질환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해

야 하며, 뇌졸중 기왕력이 있는 당뇨병환자는 고령인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저혈당의 위험에 대해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급성 뇌졸중 시기에 혈당조절

고혈당은 뇌졸중 급성기에서 자주 발생하며, 이전에 당뇨병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뇌졸중 급성기의 고혈당 자체가 뇌졸

중 예후를 나쁘게 한다. 여러 관찰연구에서 급성 고혈당은 뇌

졸중의 경색 크기, 더 긴 입원 기간, 기능회복 저하, 사망률 증

가 등과 연관이 있었다[16]. 그러나 인슐린의 지속적 정맥투여

를 통한 엄격한 혈당조절이 예후를 개선시킨다는 증거는 명

확하지 않다. 11개의 무작위대조연구의 메타분석에서 허혈성 

뇌졸중의 급성기에 혈당수치를 72~135 mg/dL로 조절한 엄

격한 혈당조절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사망률이나 

기능 회복에 차이가 없었다[17]. 가장 최근에는 허혈성 뇌졸중

의 급성기에 혈당목표를 80~130 mg/dL로 엄격히 조절한 경

우와 80~179 mg/dL로 표준치료를 한 경우를 비교한 무작

위대조연구인 The Stroke Hyperglycemia Insulin Network 

Effort (SHINE)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90일 

뒤 증상 정도와 사망 여부 등으로 평가한 뇌졸중 점수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 저혈당 발생은 엄격한 혈당조절군에

서 더 많이 발생했다[18].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뇌졸중 발

생 후 입원 24시간 이내의 급성기에는 혈당조절 목표수치를 

140~180 mg/dL로 조절하는 것이 권고된다[19]. 

3. 당뇨병 약제와 뇌졸중 위험

당뇨병 약제들의 심혈관질환 안전성 연구들이 다수 발

표되고 있어, 대혈관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인 당뇨병 약제

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티아졸리딘다이온

(thiazolidinedione), DPP-4 억제제(dipeptidyl peptidase-4 

inhibitor), GLP-1 수용체작용제(glucagon-like peptide-1 

receptor agonist), SGLT2 억제제(sodium-glucose 

contransporter-2 inhibitor), 인슐린 유사체 등의 심혈관질환 

안전성 무작위대조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으며, 이 중 뇌졸중 

예방효과를 보인 약제는 티아졸리딘다이온과 GLP-1 수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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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anti-diabetic medications on cardiovascular outcomes and stroke in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Study name Participants 
CV outcomes Stroke

Primary CV 
composite

HR (95% CI) Stroke HR (95% CI)

Thiazolidinediones

Pioglitazone PROactive [20]  Type 2 diabetes 
with a history of 
macrovascular disease

All-cause mortality, 
nonfatal MI, stroke, 
ACS, intervention 
in coronary or 
leg arteries, and 
amputation above 
the ankle

0.90
(0.80~1.02)

Stroke 0.81
(0.61~1.07)

HIS PROactive [21] PROactive subgroup 
with previous stroke

All-cause death, 
non-fatal MI, 
ACS, cardiac or leg 
intervention, stroke, 
leg amputation, or 
bypass surgery

0.78
(0.60~1.02)

Fatal and 
nonfatal stroke

0.53
(0.34~0.85)

CNS IRIS [22] Previous ischemic 
stroke or TIA

Fatal or nonfatal 
stroke, or MI

0.76
(0.62~0.93)

Stroke 0.82
(0.61~1.10)

GLP-1 receptor agonists

Lixisenatide ELIXA [28] Type 2 diabetes with 
CVD

CV death, 
MI, stroke, or 
hospitalization for 
unstable angina

1.02
(0.89~1.17)

Stroke 1.12
(0.79~1.58)

Weekly 
exenatide

EXSCEL [29] Type 2 diabetes (70% 
of population have had 
CVD)

CV death, nonfatal 
MI, or nonfatal 
stroke

0.91
(0.83~1.00)

Fatal or nonfatal 
stroke

0.85
(0.70~1.03)

Liraglutide LEADER [25] Type 2 diabetes 
with CVD or high 
cardiovascular risk

CV death, nonfatal 
MI, or nonfatal 
stroke

0.87
(0.78~0.97)

Fatal or nonfatal 
stroke or TIA

0.86
(0.71~1.06)

Semaglutide SUSTAIN-6 [23] Type 2 diabetes 
with CVD or high 
cardiovascular risk

CV death, nonfatal 
MI, or nonfatal 
stroke

0.74
(0.58~0.95)

Nonfatal stroke 0.61
(0.38~0.99)

Albiglutide Harmony [26] Type 2 diabetes with 
CVD

CV death, nonfatal 
MI, or nonfatal 
stroke

0.78
(0.68~0.90)

Nonfatal stroke 0.86
(0.66~1.14)

Dulaglutide REWIND [24] Type 2 diabetes 
with CVD or high 
cardiovascular risk

CV death, nonfatal 
MI, or nonfatal 
stroke

0.88
(0.79~0.99)

Nonfatal stroke 0.76
(0.61~0.95)

Oral 
semaglutide

PIONEER 6 [27] Type 2 diabetes 
with CVD or high 
cardiovascular risk

CV death, nonfatal 
MI, or nonfatal 
stroke

0.79
(0.57~1.11)

Nonfatal stroke 0.74
(0.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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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제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심혈관질환 안전성 연구들의 뇌 졸중에 대한 효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DPP-4 inhibitors

Saxagliptin SAVOR-TIMI [30] Type 2 diabetes 
with CVD or high 
cardiovascular risk

CV death, MI, or 
ischemic stroke

1.00
(0.89~1.12)

Ischemic stroke 1.11
(0.88~1.39)

Alogliptin EXAMINE [31] Type 2 diabetes with 
ACS within 15~90 
days

CV death, nonfatal 
MI, or nonfatal 
stroke

0.96
(≤ 1.16)

Nonfatal stroke 0.91
(0.55~1.50)

Sitagliptin TECOS [32] Type 2 diabetes with 
CVD

CV death, nonfatal 
MI, nonfatal stroke, 
or hospitalization 
for unstable angina

0.98
(0.88~1.09)

Fatal or nonfatal 
stroke 

0.97
(0.79~1.19)

Linagliptin CARMELINA [33] Type 2 diabetes with 
cardiovascular risk

CV death, nonfatal 
MI, or nonfatal 
stroke

1.02
(0.89~1.22)

Fatal or nonfatal 
stroke 

0.91
(0.67~1.23)

SGLT2 inhibitors

Empagliflozin EMPA-REG 
OUTCOME [34]

Type 2 diabetes with 
CVD 

CV death, nonfatal 
MI, or nonfatal 
stroke

0.86
(0.74~0.99)

Fatal or nonfatal 
stroke 

1.18
(0.89~1.56)

Canagliflozin CANVAS [35] Type 2 diabetes 
with CVD or high 
cardiovascular risk

CV death, nonfatal 
MI, or nonfatal 
stroke

0.86
(0.75~0.97)

Fatal or nonfatal 
stroke 

0.87
(0.69~1.09)

Dapagliflozin DECLARE-TIMI [36] Type 2 diabetes 
with CVD or high 
cardiovascular risk

CV death, nonfatal 
MI, or nonfatal 
ischemic stroke

0.93
(0.84~1.03)

Ischemic stroke 1.01
(0.84~1.21)

CV death or 
hospitalization for 
heart failure

0.83
(0.73~0.95)

Ertugliflozin VERTIS CV [37] Type 2 diabetes with 
CVD

CV death, nonfatal 
MI, or nonfatal 
stroke

0.97
(0.85~1.11)

Fatal or nonfatal 
stroke

1.06
(0.82~1.37)

Insulin analogues

Glargine ORIGIN [38] Type 2 diabetes with 
cardiovascular risk 
factors

CV death, nonfatal 
MI, or nonfatal 
stroke

1.02
(0.94~1.11)

Stroke 1.03
(0.89~1.21)

Degludec DEVOTE [39] Type 2 diabetes CV death, nonfatal 
MI, or nonfatal 
stroke

0.91
(0.78~1.06)

Nonfatal stroke 0.90
(0.65~1.23)

CV, cardiovascular;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MI, myocardial infarction; ACS, acute coronary syndrome;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GLP-1, glucagon-like peptide-1; CVD, cardiovascular disease; DPP-4, dipeptidyl peptidase-4; SGLT2, 
sodium-glucose contransport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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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티아졸리딘다이온

심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제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대조연구인 Prospective Pioglitazone Clinical Trial 

In Macrovascular Events (PROactive) 연구[20]는 티아졸리

딘다이온계 약제인 피오글리타존(pioglitazone)의 심혈관질환 

안전성 연구이다. 일차결과를 전체 사망률, 비치명적 심근경색, 

뇌경색, 급성관상동맥증후군, 관상동맥이나 하지의 중재, 발

목위 절단 등의 복합결과로 하였고, 일차결과는 치료군과 대

조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20]. 그러나 이 연구 이전 뇌경색이 

있었던 환자들의 세부분석에서 피오글리타존 사용군에서 뇌

졸중 발생이 감소하였다(HR 0.53, 95% CI 0.34~0.85). 이러

한 효과는 뇌졸중 기왕력이 없는 환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

다[21]. 허혈성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발작 기왕력이 있으면

서 당뇨병은 없지만 인슐린저항성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Insulin Resistance Intervention after Stroke (IRIS) 연구

에서는 피오글리타존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일차결과

인 새로운 뇌경색 혹은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감소하였다(HR 

0.76, 95% CI 0.62~0.93) [22].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피오글리타존은 당뇨병이나 인슐린저항성이 있는 뇌졸중 환

자에서 뇌졸중 재발을 줄이는 이차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GLP-1 수용체작용제 

현재까지 GLP-1 수용체작용제의 안전성 연구에서 리라글

루타이드(liraglutide),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알비글

루타이드(albiglutide), 둘라글루타이드(dulaglutide) 이 네 가

지 약제 연구들이 심혈관질환 위험감소를 증명하였고, 이 중 

세마글루타이드 연구와 둘라글루타이드 연구에서 약제 사용

군에서 뇌졸중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세마글루타이드 심혈관 안전성 연구인 Trial to Evaluate 

Cardiovascular and Other Long-term Outcomes 

with Semaglutide in Subjects with Type 2 Diabetes 

(SUSTAIN-6) 연구[23]에서는 대조군 대비 주요 심혈관사

건 발생이 26% 감소하였지만(HR 0.74, 95% CI 0.58~0.95) 

사망률은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에서 비치명적 뇌졸중 발

생은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HR 0.61, 95% CI 0.38~0.99) 

[23]. 최근 발표된 둘라글루타이드 심혈관 안전성 연구

인 Researching Cardiovascular Events with a Weekly 

Incretin in Diabetes (REWIND)에서는 둘라글루타이드 사

용군에서 심혈관사건과(HR 0.88, 95% CI 0.79~0.99) 함께 

비치명적 뇌졸중이(HR 0.76, 95% CI 0.61~0.95)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24]. Lirglutide Effect and Action in Diabetes: 

Evaluation of Cardiovascular Outcome Results (LEADER) 

연구[25]에서는 리라글루타이드 사용군에서 주요 심혈관사

건 발생이 대조군 대비 13% 감소하였으며(HR 0.87, 95% 

CI 0.78~0.97), 총 사망률도 15% 유의하게 감소하였다(HR 

0.85, 95% CI 0.74~0.97). 그러나 뇌졸중 발생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HR 0.86, 95% CI 0.71~1.06) [25]. 알비글루타이드 심혈관 

안전성 연구인 Harmony 연구[26]에서는 약제사용군에서 일차

결과인 주요 심혈관사건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지만(HR 0.78, 

95% CI 0.68~0.90) 뇌졸중 발생률에서는 차이가 없었다(HR 

0.86, 95% CI 0.66~1.14). 그 외 경구 세마글루타이드[27], 단

기작용 GLP-1 수용체작용제인 릭시세나타이드[28], 주-사용

(weekly) 엑세나타이드[29] 연구에서는 일차결과인 심혈관사

건과 뇌졸중 모두 대조군과 차이 없는 결과를 보였다. 이들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단기작용 GLP-1 수용체작용제보

다는 장기작용 GLP-1 수용체작용제가 심혈관질환과 뇌졸중

에 이로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DPP-4 억제제

DPP-4 억제제 중 삭사글립틴(saxagliptin), 알로글립틴

(alogliptin), 시타글립틴(sitagliptin), 리나글립틴(linagliptin) 

등이 심혈관질환 안전성에 대한 무작위대조연구결과를 가지

고 있으며, 이 연구들 모두에서 일차결과인 주요 심혈관질환 

사건 발생은 DPP-4 억제제 사용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30-33]. 뇌졸중 발생 단독으로도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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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GLT2 억제제

SGLT2 억제제 중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다파글

리플로진(dapagliflozin), 카나글리플로진(canagliflozin) 및 얼

투글리플로진(ertugliflozin), 이 네 가지 약제가 심혈관 안전

성 무작위대조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34-37]. 이 중 엠파글

리플로진과 카나글리플로진은 연구의 일차결과인 심혈관질환

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을 포함하는 주요 심혈관 

사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고, 엠파글리플로진, 다파글

리플로진, 카나글리플로진 및 얼투글리플로진, 네 약제는 모

두 심부전에 의한 입원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그러나 네 약

제 모두 뇌졸중 발생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금

까지의 연구결과로는 SGLT2 억제제가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심혈관위험이 높은 환자들에서 주요 심혈관사건, 특히 심부전 

위험을 감소시키지만 뇌졸중 발생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

인다. 

5) 인슐린

인슐린의 심혈관 안전성을 본 연구는 인슐린 글라진

(glargine)의 Outcome Reduction with an Initial Glargine 

Intervention (ORIGIN) 연구[38]와 인슐린 데글루덱

(degludeg)의 Trial Comparing Cardiovascular Safety of 

Insulin Degludec versus Insulin Glargine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t High Risk of Cardiovascular Events 

(DEVOTE) 연구[39]가 있다. ORIGIN 연구는 초기 당뇨병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슐린 글라진 사용군과 표준치료

의 대조군을 비교하여 주요 심혈관사건 발생이 차이가 없었

고, 뇌경색 발생 단독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HR 1.03, 

95% CI 0.89~1.21) [38]. DEVOTE 연구는 제2형 당뇨병환자

에서 인슐린 데글루덱과 인슐린 글라진의 효과와 안전성을 비

교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두 약제의 심혈관질환 발생의 차

이는 없었고 비치명적 뇌졸중도 차이가 없었다(HR 0.90, 95% 

CI 0.65~1.23) [39]. 

4. 당뇨병환자에서 뇌졸중 위험인자 관리

뇌졸중의 위험요소 교정이 가능한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

이 당뇨병환자의 뇌졸중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교

정이 가능한 뇌졸중 위험인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이 있다. 

1) 고혈압

고혈압은 당뇨병환자에서 뇌졸중 발생의 중요한 유발인자

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당뇨병환자에서 고혈압 조절이 뇌졸중 

발생을 감소시킴을 증명하였다. 대표적으로 UKPDS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혈압을 표준치료(154/87 mm Hg)보다 

더 낮게(144/82 mm Hg) 조절한 군에서 뇌졸중 위험이 44% 

감소하였다[40].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엄격한 혈압조절 효과

를 본 ACCORD BP 연구에서는 엄격한 조절군은 수축기혈압 

120 mm Hg 미만으로, 대조군은 140 mm Hg 미만으로 조절

하도록 하였고 엄격히 혈압을 조절한 군에서 전체 뇌졸중 위

험(HR 0.59, 95% CI 0.39~0.89)과 비치명적 뇌졸중 위험(HR 

0.62, 95% CI 0.41~0.96)이 모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엄격한 

혈압조절군은 이상반응도 더 많았다[41]. 제2형 당뇨병 혹은 

공복혈당이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혈압목표를 본 13개

의 무작위대조연구의 메타분석에서는 엄격한 혈압조절군 ≤ 

135 mm Hg, 대조군 ≤ 140 mm Hg를 목표로 하였을 때, 엄

격한 혈압조절군에서 뇌졸중 위험이 17% 감소하였지만 다른 

혈관 및 미세혈관합병증 위험은 차이가 없었고, 심각한 부작

용은 20% 증가하였다[42].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대부

분의 가이드라인에서 뇌졸중의 일차 예방을 위해서 당뇨병환

자의 혈압목표를 < 140/90 mm Hg로 제시한다.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뇌졸중을 포함하는 심혈관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환자의 혈압목표를 < 140/90 mm Hg로 권고하며, 뇌

졸중을 이미 동반하고 있는 당뇨병환자에서는 목표혈압을 < 

130/80 mm Hg로 조절할 것을 권고한다[15]. 

2) 이상지질혈증

당뇨병환자에서 LDL-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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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esterol) 증가가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며, 스타틴요법

이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LDL-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감

소시키고 심혈관질환을 예방함이 잘 증명되어 있다[43]. 스타

틴의 뇌졸중의 이차예방효과는 정상혈당보다 당뇨병이나 공

복혈당이상을 가진 환자들에서 더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44]. 미국당뇨병학회에서는 심혈관질환을 동반하지 않

은 40~75세 당뇨병환자에서는 중등강도 스타틴을 사용을,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20~39세 당뇨병환자에

서도 중등강도 스타틴 사용을 권고하고, 심혈관질환을 동

반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들이 있는 경우

는 고강도 스타틴 사용을 권고한다. 심혈관질환이 있는 당뇨

병환자는 고강도 스타틴을 사용하고, 스타틴 사용 후에도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70 mg/dL 이상인 경우에는 에제티

마이브(ezetimibe)나 PCSK9 억제제(proprotein convertase 

subtilisin/kexin type 9 inhibitor) 사용을 권고한다[45]. 유

럽심장학회에서는 위험도에 따라 LDL-콜레스테롤 목표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35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혹은 50세 미만 제

2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추가의 위험인자가 없으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100 mg/dL 미만으로, 당뇨병이 있으면서 

표적장기손상은 없지만 유병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다른 위

험인자가 있다면 70 mg/dL 미만으로, 그리고 심혈관질환이

나 표적장기손상이 있다면 55 mg/dL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한다[46].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심혈관질환이 없는 당뇨

병환자의 목표 LDL-콜레스테롤 수치를 100 mg/dL 미만으

로, 표적장기손상이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거나 심

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70 mg/dL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

한다[15]. 

5. 항혈소판제 사용

당뇨병환자에서 항혈소판제의 일차예방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6개 대규모 무작위대조연구 메타분석인 ATT (The 

Antithrombotic Treatment Trialists’) 연구에서는 아스피린

(75~500 mg) 사용군에서 전체 혈관질환 발생위험도는 12%, 

비치명적 심근경색증은 23%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심혈관 사

망과 뇌졸중에 대한 효과는 적었고, 특히 출혈성 뇌졸중은 

약 32% 증가하였다[47]. 그러나 일본에서 시행된 제2형 당뇨

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대조연구에서는 저용량 아스피

린(100 mg/day) 사용군에서 심혈관질환 위험도의 유의한 감

소나 출혈성 뇌졸중의 증가는 없었고, 반면 위장관출혈은 대

조군 대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48].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높은 

40~70세 당뇨병환자는 출혈 위험도가 높지 않을 경우 심혈

관질환 일차예방을 위해 아스피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15].

항혈소판제 사용은 당뇨병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의 이차예방

에 효과적임이 여러 연구에서 잘 증명되었다. ATT 연구에서

는 당뇨병환자에서 아스피린의 심혈관질환 이차예방 효과를 

메타분석한 결과, 아스피린 사용군에서 심각한 혈관질환 발

생이 유의하게 적었다[47]. 추가 분석자료에서는 아스피린 사

용군에서 주요 관상동맥질환(4.3% vs 5.3%) 및 전체 뇌졸중

(2.08% vs 2.54%) 발생이 적었고, 출혈성 뇌졸중 발생은 증

가하지 않았다. Clopidogrel versus Aspirin in Patients at 

Risk of Ischemic Events (CAPRIE)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

이 있었던 당뇨병환자에서 클로피도그렐 사용이 아스피린 사

용에 비하여 심혈관 예방효과가 더 크고 출혈 부작용이 적

다는 결과를 보였다[49]. 대한당뇨병학회에는 심혈관질환 병

력이 있는 당뇨병환자에서 이차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 100 

mg/일 사용을 권고하고, 아스피린 과민반응이 있을 경우 클

로피도그렐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5]. 최근 연구에서

는 일과성 허혈발작이나 minor stroke 환자들에서 아스피린

과 클로피도그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예후를 개선한다는 

결과를 보였으나[50] 장기간 두 약제를 병합해 사용하는 것

의 유용성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결론

당뇨병환자에서 뇌졸중의 위험은 크게 증가하고, 그 예후

도 더 나쁘다. 당뇨병환자에서 뇌졸중 예방을 위해 혈당조절

이 중요하지만 장기간의 매우 엄격한 혈당조절이 뇌졸중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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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는 결과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뇌졸중 예방을 위

해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집중관리, 생활

습관관리, 예방에 효과가 있는 적절한 약제 선택 등이 중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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