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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심대학은
왜 태동돼야만 했나?
“대사증후군 인자 종합적으로 보고 집중연구하라는 학술적 요구에 부응한 것”
“심장대사증후군 학문발전 이뤄내, 세계에 심혈관질환 예방해법 제시할 것”

세계 유일 심장대사증후군학회
심장대사증후군학회(이하 심대학, Korean Society of CardioMetabolic Syndrome)가 공식 출
범했다. 심혈관 위험인자들에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각개격파식 기초·임상전략에서 벗어나 심혈
관 위험인자들의 집합체로서 대사증후군을 하나의 질병 또는 병태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연
구해 심장·내분비학계의 오랜 숙원인 심혈관질환 예방의 해법을 전세계에 제시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Cover Story

심대학은 지난달 22·23일 양일간 서울 홍은동에 위치한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
태평양 심장대사증후군 국제학술대회(2nd Asia-Pacific CardioMetabolic Syndrome, APCMS)’,
속칭 ‘심장대사증후군학회 창립 국제학술대회(APCMS 2019)’를 열고 대한심장학회 심장대사증
후군연구회 창립 4년 만에 학회로 독립,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천명했다. 전세계 의학계에
서 심장대사증후군(CardioMetabolic Syndrome)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널리 회자되고 있지만, 학
회의 명칭을 달고 심장대사증후군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단체는 심대학이 처음이다.

심대연 4년만에 학회로 독립
심대학의 태동은 대한심장학회 심장대사증후군연구회(이하 심대연)에 기원을 두고 있다. 심대
연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들의 심각성을 학술적인 측면에서 조명하고, 그 해결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4년 9월에 창립했다. 심대연은 심혈관질환 위험을 배가시키는 등 국민건강에 가하
는 치명적인 위협을 적극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를
통한 심혈관질환 예방이라는 국민보건의 숙원을 이뤄내겠다는 목적 하에 탄생했다.

연구활동과 국제학계 교류·협력
심대연은 창립 이후 대사증후군 보건정책 및 치료의 기틀이 될 한국인 대상 역학연구에 전념
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국제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지난 4년간 연구활동의 결실로, 최

심대학, 지난달 열린 
APCMS 2019에서
연구회에서 학회로 독립 천명

근 우리나라 대사증후군 팩트시트(Metabolic Syndrome Fact Sheet in Korea 2018, 일명 Korean

심대연 4년 활동만에 

Survey of CardioMetabolic Syndrome 연구)를 완성해 보고했고 Atherosclerosis 국제학술지

학회로 승격, 본격 활동시작

2018년 10월호에 게재했다. 지난해부터는 아시아·태평양 심장대사증후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중국·일본의 유관 학회와 공동심포지움을 여는 등 활발한 세계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향
고광곤 심장대사증후군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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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학으로 파이확장
대사증후군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과거 심대연을 진두지휘했고, 앞으로 심대학을 이끌어가
게 될 고광곤 회장(가천대길병원 심장내과)은 “심대연 창립 후 약 4년 동안 연구회 활동을 통해

구회가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당뇨병학회, 고혈압학회, 지질동맥경화학회, 비만학회 등에 존재
하는 이들 연구회는 대사증후군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데 있어 각각이 다루는 심혈관 위험인자
(고혈당,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장뿐 아니라 내분비, 영양, 운동, 예방의학, 역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했다”

고 회장은 대사증후군이 심혈관 위험인자의 집합체로서 각각의 위험인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며 “이 든든한 기반 위에 심대학을 세워놓고 학문적 발전과 세계적 교류를 위해 다시금 도전한

심혈관질환 위험을 배가시키는 병태인 만큼, 이들 인자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다”고 밝혔다. 심대연의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회 소속 연구회로서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었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향후 심대학이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인자들을 개별적이 아닌 상호작

는데, 학회로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갖췄고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준비가

용을 통해 병태를 유발하는 집합체로 보고 학술적 접근을 해 나갈 것이라는 말이다.

향후 심대학의 숙제
△심혈관 위험인자 간
상호작용에 의한 심혈관질환
위험증가
△ 심혈관 위험인자 개별이
아닌 종합적인 관리차원에서
대사증후군 바라보고 접근해야

됐다고 판단해 학회로 독립해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심혈관 위험인자 종합관리
왜 심대학인가?

고광곤 회장은 대사증후군의 예방·치료에 있어 ‘Global Risk Management’라 불리는 심혈관

학회출범을 준비할 당시 주위로부터 “왜 심장대사증후군학회를 만들려 하는가?”라는 말을 많

위험인자 종합관리 패러다임을 주창해 온 임상의학자 중 한 명이다. 기존의 개별 위험인자 차원

이 들었다고 한다. 고광곤 회장은 이에 대해 서양과 비교해 한국인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결코 뒤

이 아닌 환자의 전체 심혈관질환 위험도 관점에서 치료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이상지질혈증·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대사증후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

고혈압·고혈당·비만 등 각각의 위험인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의 집합체에서 기인하는 전체

개별 심혈관 위험인자만이 아니라 대사증후군이라는 병태에 초점을 맞춰 집중 연구활동을 펼치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예측하고 이에 기반해 치료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

는 학회가 필요했던 이유다.

특히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위험이 배가되는 이유를 동시발현되는 심혈관 위험인자
간 상호작용에서 찾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상지질혈증·고혈당·고혈압·비만 등이 동반

대사증후군 유병률
심대학이 최근 업데이트해 발표한 ‘Metabolic Syndrome Fact Sheet in Korea 2018’에 따르면,
국내 성인 5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 환자다. 유병률은 2007년 21.1%에서 2015년 22.4%로 큰 폭
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그렇다고 줄지도 않았다.

된 상태에서 이들 위험인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죽상동맥경화증이 악화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위험인자 전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인자 간 상호작용을 차단할 수 있고, 각각의 위험인자에서
더 나아가 다른 인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혈관보호효과가 있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고 회장의 학술적 담론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유병률이 계속 위험수위를 달리고 있

연령별 유병률을 들여다 보면 심각성이 더해진다. 30세 이상 성인인구를 기준했을 때

는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위험인자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2015년 유병률은 27%로 3명 중 1명 꼴이다. 19세 이상 성인에서도 20.3%로 역시 높은 유

는 것이다. 또 이러한 역학 및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심대학이 태동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병률을 보이는데, 고연령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65세 이상 연령대의 유병률은 38%로 2.5명
당 1명 꼴로 대사증후군 환자에 해당한다.

연구·대국민 홍보·세계와 교류

우리나라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는데, 분

대사증후군에 초점을 맞춘 심혈관 위험인자의 종합관리라는 숙제를 안고 심대학을 태동시킨

당서울대병원 임수 교수와 고광곤 회장이 발표한 연구다. 1998·2001·2005·2007년 국민건강영

고 회장은 향후 △연구 △대국민 홍보 △세계학계와의 교류 등 3대과제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

양조사 참여자들을 코호트로 구성해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함께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인자들

혔다. 먼저 학술활동을 통해 전국의 기초의학자 및 임상의들에게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공함

의 변화를 본 결과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998년 24.9%에서 2001년 29.2%, 2005년 30.4%, 2007

으로써 대사증후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진단과 치료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축적

년 31.3%로 일관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998~2007년까지 10년간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된 데이터를 매년 2월에 개최되는 APCMS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6.4% 증가한 가운데, 우리나라 성인인구 3명 당 1명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세계에 널리 알리고 각국의 대사증후군 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세계학회와의 교류를 이루는 것

이상 언급한 두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1998~2015년까지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대사증후군 유

도 매우 중요한 목표다. 고 회장은 이를 위해 2020년에는 외국의 연구자에게도 연구비상을 수여

병률 변화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998~2007년까지 유병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고, 2021년에는 학회의 공식저널(가제; CardioMetabolic Syndrome)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전

이후 2015년까지 큰 폭의 증가세가 멈춘 상태에서 감소하지도 않는 정체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했다.

있다.

심대학 향후 주력방안
△ 기초·임상·역학연구 매진
△ 대국민 홍보 지역확대
△ 국제학술대회 외연확장

더불어 심대연 때부터 진행해 온 대국민 홍보 캠페인(색동캠페인)도 지역을 확대해 전국의 환
자와 의사들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대사증후군 접근법 달라져야”
그림. 우리나라 대사증후군 유병률
출처: Metabolic Syndrome
Fact Sheet in Kore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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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장이 말하는 심대학 차원의 대사증후군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대사증후군 예방·치료에
대한 접근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순환기·내분비 관련 학회에도 대사증후군연

아시아·태평양 심장대사증후군 국제학술대회에 3회 APCMS 2020 학회때는 유럽과 북미 학계도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등 외연을 확대해 세계에 한국 심장학의 위상을 널리 전파하겠다는 것 또
한 고광곤 심장대사증후군학회 회장이 내세운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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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Metabolic Syndrome

Physiology & Epidemiology

The More Risk Factors, The Higher CVD Risk
Diagnosis
대사증후군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남성 40mg/dL·여성 50mg/dL
이하이면서 혈압(130/85mmHg), 혈당(100mg/dL), 중성지방(150mg/
dL)은 높고 복부비만(남 90cm, 여 85cm)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 가운데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할 수 있다. 즉 한 개인에게 고혈당·고혈
압·이상지질혈증·복부비만 등 심혈관 위험인자가 동시에 다발하는 병태다.

CVD Risk
동반되는 다중 위험인자들이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
CVD) 위험을 배가시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INTERHEART 연
구에서는 심근경색증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 흡연 2.9배, 당뇨병
2.4배, 고혈압 1.9배씩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았다. 하지만 3개 인자가 동
시에 발현되는 경우 위험도는 13.0배까지 급증했다. 흡연, 당뇨병, 고혈압
에 지질이상까지 합쳐지면 위험도는 42.3배, 여기에 복부비만까지 더해지
면 위험도가 68.5배로 높아진다.

Korean Fact Sheet
심장대사증후군학회(회장 고광곤)의 팩트시트를 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인구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2.4%로 5명 중 1명 꼴로 심혈관 위험인
자의 집합체로부터 고통받고 있다.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각각 인자의 유
병률은 낮은 HDL 콜레스테롤이 30.3%로 가장 높았고 고혈압(29.8%),
고혈당(28.8%), 고중성지방혈증(28.1%), 복부비만(23.6%) 순이다
*THE MOST는 ‘대사증후군’ 특집호를 맞아 ‘심장대사증후군학회’와 공동기획으로 대사증후군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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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 연구에서도 대사증후군을 지닌 여
성은 대사증후군이 없는 여성에 비해서
나이를 고려하고서도 총 사망률이 유의
하게 높았으며 심지어 다른 위험요인을
고려하고서도 유의하게 높았다(위험도

심장과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의 심혈관 합병증 위험

1.82, 95% 신뢰구간 1.15-2.88). 전체
대상군에서 대사증후군 환자는 대사증
후군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다른 위험
요인을 고려하고서도 유의하게 심혈관
계 사망이 많았다(위험도 1.60, 95% 신
뢰구간 1.02-2.20).
이 연구에서는 주로 당뇨병과 고혈압
의 존재가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쳐서

그림 1. 95만 108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는
유의하게 2.35배 증가돼 있다. (adapted from Mottillo S et al. J Am Coll Cardiol 2010;56:1113-32)

이 두 질환을 지닌 환자를 제하고 분석
대사증후군 환자에서는 심혈관질환,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

하면 유의한 위험도 증가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

syndrome)은 심혈관질환 위험

망률 및 뇌졸중 위험도가 대략 2배 증가되며 총 사망률은

에서는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총 사망률과 심혈관질환 위험

요인이 한 개인에 동시에 존재

1.5배 증가된다고 보고됐다.

도의 증가는 주로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보이는 당뇨병 혹

할 때 진단되며 현재 대사증후

즉,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위험에 관한 87개의 연구를 포

군의 진단기준은 복부비만, 고

함한 95만 1083명 환자의 메타분석에서 대사증후군 환자

이상을 요약하면 대사증후군 환자는 심혈관질환 발생

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 낮

는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2.35(95% 신뢰구간 2.02-2.73)배

위험,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및 뇌졸중 위험이 대사증

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로 증가됐으며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상대위험도

후군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은 확실

로서 그 구성 요소 각각이 심

가 2.40(95% 신뢰구간 1.87-3.08), 총 사망율도 상대위험도

하다. 대사증후군 진단 자체가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복

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잘

1.58 (95% 신뢰구간 1.39-1.78), 심근경색증 발생 상대위험

합적으로 지닌 환자이므로 심혈관질환 증가는 당연한 것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

도 1.99(95% 신뢰구간 1.61-2.46), 뇌졸중 발생 상대위험도

이라고 할 수 있으나, 메타분석에서 이러한 위험요인을 고

혈관질환 위험요인이 3가지

2.27(95% 신뢰구간 1.80-2.85)로 증가돼 있었다. 더불어 대

려하고서도 대사증후군 존재 자체가 심혈관질환 위험을

이상 존재할 때 진단되는 대사증후군을 지닌 환자에서 심

사증후군 환자 중 당뇨병 환자를 제하고 분석해도 이러한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일부 연구에서는 고혈압, 당

혈관질환 발생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는 일관되게 유지됐다(그림 1).

뇨병의 심혈관 위험도를 고려하면 그 위험도가 현저히 감

한승환
가천의대 교수
가천대길병원 심장내과

은 고혈압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사증후군 환자에서는 이러한 개별 위험요인을

또 다른 메타분석은 43개의 코호트를 포함하는 37개의

소한다고 보고 함)를 볼 때 개개의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산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즉 고혈압 만 있는 환자 혹은 고

연구, 17만 2573명을 분석한 연구로서 대사증후군은 심혈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사증후군의 핵심적인 병

혈당 만 있는 환자들과는 달리 이러한 심혈관질환 위험요

관사건 발생 상대위험도가 1.78(95% 신뢰구간 1.58-2.00)

태생리(그림 2)인 인슐린저항성을 함께 개선시킬 수 있는

인을 복합적으로 지니며, 이러한 대사증후군 환자에서는

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낮

적극적인 생활요법과 약물치료가 병행되면 그 예후가 더

혈당 조절, 중성지방 조절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은 환자군(저위험군)의 경우, 특히 여성에서 그 위험도가

좋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전향적인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발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높은 경향을 보였다. 흥미 있게도 이 연구에서는 대사증후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겠다.

으로 밝혀져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환자

군 환자들이 지닌 기존의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고려하

는 당뇨병 발생 위험이 3~7배 증가돼 있으며 심혈관질환

고서도 대사증후군 그 자체는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증가시

발생도 증가돼 있음이 증명돼 있다.

키는 결과를 보였다(상대위험도 1.54, 95% 신뢰구간 1.32-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발생이 증가되는가 하
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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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한국인을 대상으로 1만 5971명의 검진자료를 활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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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metab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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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대사증후군의
실체와 임상진단

한국

NCEP-ATP III

(5개 중 3개 이상)

(5개 중 3개 이상)

WHO

IDF

(혈당이상 + 2개 이상)

(복부비만 + 다른 2개 이상)

복부비만

허리둘레,
남자 ≥ 90cm
여자 ≥ 85cm

허리둘레,
남자 ＞ 102cm (40인치)
여자 ＞ 88cm (35인치)

체질량지수 ＞ 30kg/m2
그리고
허리엉덩이비율
남자 ＞ 0.9
여자 ＞ 0.85

고중성지방혈증

≥150mg/dL

≥150mg/dL
또는 치료 중

≥150mg/dL

≥150mg/dL
또는 치료 중

저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혈증

남자 ＜ 40mg/dL
여자 ＜ 50mg/dL

남자 ＜ 40mg/dL
여자 ＜ 50mg/dL
또는 치료 중

남자 ＜ 35mg/dL
여자 ＜ 39mg/dL

남자 ＜ 40mg/dL
여자 ＜ 50mg/dL
또는 치료 중

혈압

≥130/85mmHg
또는 혈압강하제 복용 중

≥130/85mmHg

≥140/90mmHg
또는 혈압강하제 복용 중

≥130/85mmHg
또는 혈압강하제 복용 중

혈당

공복혈당 ≥ 100 mg/dL
또는 혈당강하제 복용 중

공복혈당
110-125mg/dL

당불내성 또는 당뇨병이나
인슐린저항성(HOMA-IR)

공복혈당
100-125mg/dL 또는 당뇨병

허리둘레,
남자 ≥ 94cm(아시안 ≥ 90cm)
여자 ≥ 80cm(아시안 ≥ 80cm)

표. 대사증후군의 정의
NCEP-ATP III = US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III; WHO= Word Health Organization; IDF=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경희의대 교수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심장대사증후군(cardiometabolic

이 제각각이다(표). 우리나라는 주로 NCEP-

중 22.4%로 2007년 21.1%에 비해 크게 변화

지 않는 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보다

syndrome)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및 이

ATP III 기준에 준해 대사증후군을 정의하고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지질혈증의 심혈관 위험인자를 여러 개 가

있다. 대사증후군의 진단은 비교적 간단해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데 여

현대사회에서는 교통의 발달로 운동이 줄

지고 있는 경우로, 여러 위험인자의 단순한

복부비만(허리둘레) 및 중성지방과 고밀도

성의 경우 폐경기인 50대 이후 대사증후군

어들고, 패스트푸드의 섭취가 늘면서 비만이

집합체가 아니라 향후 심혈관질환 및 당뇨병

지단백콜레스테롤, 공복혈당과 함께 혈압측

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접근도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질병’이다. 역사적으로

정이 필요하며,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

나, 남성은 50대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결국에 심혈관질

는 당뇨병, 고혈압 및 비만이 죽상경화의 주

단의 건강검진에 모두 포함돼 있어서 진단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이후에 심혈관

환 및 당뇨병과 그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

요 위험인자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위험인자

용이해졌다.

질환의 위험이 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대사증

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된다.

들에 대한 다양한 제안 및 연구가 있었으며,
1988년 미국당뇨병학회 강연에서 Gerald M.
Reaven은 인슐린저항성을 그 기전으로 제시

후군은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된다.

대사증후군이 왜 문제가 되는가?
심장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대사증후군의 치료
대사증후군은 진단 자체가 복부비만 및 고

하지만 당시에는 복부비만은 빠져 있었고

증의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함께 가지고 있

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의 여러 가지 위

이후 인슐린저항성증후군과 함께 여러 가지

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심혈관질환 및 당

험인자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로 혼용되다가 Jean-Pierre Després 등은 복

뇨병의 발생위험이 높다는 것이 문제다. 또

치료라기보다는 각각의 인자들에 대한 ‘포괄

부비만과 대사증후군이 연결돼 있고 심혈관

한 대사증후군은 치매, 암, 지방간 등을 잘 동

적 관리’가 중요하다. 즉, 대사증후군의 요소

질환의 주요 위험이기 때문에 심장대사증후

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하나가 대부분 운동이나 식이조절 등 생

군이라 부르기도 했다.

대사증후군의 또 다른 문제점은 환자가 적
지 않다는 것이다. 대략 성인의 4분의 1 정도

대사증후군의 진단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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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비만 및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

하면서 ‘syndrome X’라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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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고위험 음주군 및 규칙적인 운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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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복시 혈액내 낮은 고밀도콜레스테롤: 남성

40mg/dL, 여성 50mg/dL 미만
4) 혈압: 130/85mmHg 이상
5) 공복시 혈당: 110mg/dL 이상

위 기준 중에서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한국인 대사증후군의 역학
연령 따라 유병률 증가…50대 남성 36.8%

경우를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했다.

1. 2007~2015년 대사증후군 유병률
국내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국내 성인 5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 환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그림 1. 최근 10년간 대사증후군 유병률 변화

2007년 21.1%, 2015년 22.4%를 기록해 유
의미한 증가 또는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Sub 01 | Epidemiology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유병률이 줄지 않았다. 해당기간 동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 이상지혈증,

이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

안 남성은 증가하는 추세(2007년 21.9%,

고혈압, 고혈당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을 말

라서 한국인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과

2015년 26.9%)였으나 여성은 감소하는 추

한다. 1988년 미국의 의사인 리븐 박사가 심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인자 및 역학적 특징

세(2007년 20.3%, 2015년 17.9%)를 보였다.

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위험인자들은

을 확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심뇌혈관질환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해 ‘X증후군’이

과 당뇨병의 예방이 가능하다. 최근 2018년

라는 병명으로 발표했다.

도 2월에 심장학회 대사증후군연구회에서

1998년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이를 ‘대사
증후군’으로 다시 이름지었다. 대사증후군
김장영
연세원주의대 교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

한국인의 자료를 보고해 이를 정리하고자
한다.

유병률도 증가해 50대 36.8%로 정점을 찍

자료의 출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를

은 후 60대 36.5%, 70대 30.1%로 감소세를

로 생각되고 있다. 즉, 체내에 인슐린이 분

대표하는 보건통계지표인 국민건강영양조사

보였다. 반면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비되더라도 주요장기의 저항성으로 인해

자료 중에서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의 19

50대 25.5%에서 60대 39.2%로 급증했고 70

고혈당은 개선되지 않고, 인슐린 농도만 높

세 이상 성인인구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대 이상에서는 40.5%로 가장 높았다. 여성

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해 인슐린저항증후

유병률은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계속 변하고

은 47~50세에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폐경

증후군 진단기준 항목별 유병률이 여성보

군으로 부르기도 했다.

있고 최근 고령사회에 진입한 점을 고려해

후 여성 호르몬 감소가 유병률 급증에 영향

다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혈액 내 낮은 고

2005년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준으로

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밀도콜레스테롤만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

으로 인한 당뇨병, 지질대사 이상으로 인한
중성지방 증가, 고밀도콜레스테롤, 나트륨
성분 증가로 인한 고혈압, 요산 증가로 인한

대사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다
음과 같다.

반된다.
국내외 자료를 정리해 보면 대사증후군
환자는 당뇨병의 위험이 5배, 심뇌혈관질환

그림 2. 성별 연령별 대사증후군 유병률

다. 특징적으로 5개의 항목 중 고혈당 항목

나이를 보정한 후 유병률을 산출했다.

3.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항목별 유병률

은 조사기간 동안 남녀 모두 꾸준히 유병률
이 증가하는 소견이 보이고 있었다.

낮은 고밀도콜레스테롤혈증이 30.3%로

통풍 등이 있다. 여기에 보통 복부비만이 동

THE MOST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

은 인슐린저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

대사증후군의 주요증상은 혈당 대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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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연령별
대사증후군 유병률 특징

1) 허리둘레: 남성의 경우 90cm, 여성의 경우

가장 높았고 고혈압(29.8%), 고혈당(28.8%),

85cm 이상

고중성지방혈증(28.1%), 복부비만(23.6%)

2) 공복시 혈액내 중성지방: 150mg/dL 이상

이 그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대사

4. 사회경제적 수준과
생활습관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유병률 차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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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ub 02

증후군 유병률이 높음. (부정기적인 운동:
19.9%, 정기적인 운동: 13.9%)
- 정신적 스트레스 많으면 대사증후군 유병

률이 높음. (높은 스트레스: 22.5%, 낮은 스
트레스: 19.7%)
마지막으로, 대사증후군 유병률 지역별 차
이를 보였다. 서울(21%), 부산(19.8%)보다
충북(28.8%), 전남(27.7%), 경북(27.7%), 강
원(25.5%) 지역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상
대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도시지역에 비해

CardioMetabolic
Syndrome

Prevention & Treatments

농촌지역의 유병률이 더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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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본다면, 19세 이상
성인 5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
으며, 최근 10년간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유
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해당기간 동안
유병률이 남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
나 여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성은
연령에 따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
하며 특히 폐경기인 50대 이후에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남성은 50대에서 가장 높

그림 3. 지역별 대사증후군 유병률

이가 나타났다. 소득(저소득층: 25.4%, 고

후군의 유병률이 높으며, 도시지역에 비하

소득층:17.7%)과 교육수준(초등: 36.4%, 대

여 농촌지역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

졸: 17.7%)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의 유병

았다. 생활습관에 따라서는 흡연자, 고위험

률이 높았다.

음주자,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은 군, 정

생활습관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다.
-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았다. (흡연: 27.4%, 비흡연:
18.1%)
- 고위험 음주자는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았다. (고위험 음주 26.1%, 저위험 음주:
19.8%)
-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은 군에서 대사

THE MOST

CVD Risk Score
심혈관질환 위험을 배가시키는 대사증후군에 대처하기 위해 등장한 치료개
념이 바로 ‘global risk management’라 불리는 심혈관 위험인자 종합관리
패러다임이다. 기존의 개별 위험인자 차원이 아닌 환자의 전체 심혈관질환 위
험도 관점에서 치료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이상지질혈증·고혈압·고혈당·
비만 등 각각의 위험인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의 집합체에서 기인하는 전
체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예측하고 이에 기반해 치료전략을 짜게 된다.

은 유병률을 보여다.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사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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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군에서 높은 유병률

Korean Epidemiology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혈당에 이상지질혈증이 또는 고혈압에 고혈당이 동반
되는 등의 다중 만성질환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순환기나 내분비학계의
팩트시트를 보면, 전체환자군의 50% 정도가 2개 이상의 심혈관 위험인자
를 동반하고 있다. 반면 이렇게 동시에 발현되는 다중 만성질환을 모두 치
료하고 있는 환자들은 소수에 머물고 있다.

을 보였다.

Marker → CV Prot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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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됐
으며 특히 스타틴, 항고혈압약
제 및 항혈전제의 투여는 관상
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지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위험인자
종합관리 패러다임

난 20년동안 50% 감소시켰다
고 볼 수 있다. 약물순응도는 질
환 예방과 치료에 매우 중요하
며 알약 개수 및 횟수와 관련된
복용 방법의 단순화는 약물순응
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궁극
적으로 환자의 예후 개선과 의
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단

대사증후군은 심장 및 대사

Disease study)에서 고콜레스테롤 환자들에서 스타틴 치료

일 질환에 대한 고정용량 병합

질환들을 근본으로 하는 위험

가 심혈관질환유병률 및 사망률을 매우 유의하게 감소시켰

복합제(fixed dose combination,

인자들의 집합으로 알려져 있

더라도 여전히 심혈관질환의 위험은 상당하며 장기간 관찰

FDC)는 고혈압 및 당뇨병, 고지

다. 특히 복부 또는 중심비만이

한 결과 3분의 2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결국에는 심혈관사건

혈증 치료에서 널리 쓰이고 있

심장대사 위험도를 높이는 가

이 발생했다.

으며 고혈압 약제와 스타틴이

그림. 대사증후군에서 다중인자들의 종합관리와 약물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약물치료 방법

장 중요한 인자이며 대사증후

따라서, 총체적인 환자관리와 심혈관계 위험인자들

군의 개별 인자들은 독립적이

을 감소시키는 종합관리(Global Cardiovascular Risk

의 처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 당뇨병 약제와 스타

면서도 서로 인과관계로 연결

Management) 개념이 대두됐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여러가

틴의 복합제도 임상시험 중에 있다.

돼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지 위험인자들을 강력하게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금연과 저

폴리필(Polypill)은 여러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을 동시에

+ lisinopril + HCTZ)에 의한 조절 효과가 더 컸으며 심혈관

(Athersclerotic cardiovascular

밀도콜레스테롤 상승, 고밀도콜레스테롤 감소, 중성지방 상

감소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성분들을 조합한 하나

질환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를 폴리필군에서 48% 감소시킬

disease, ASCVD)에 대한 위험

승, 높은 혈압, 인술린저항성, 비만과 혈당 관리를 모두 포함

의 알약으로, 2003년 영국의 예방의학 Wald NJ 교수가 처음

것으로 예측됐다(Eur J Prev Cardiol. 2016).

도를 높이게 된다. 그리하여 대사증후군 인자들의 수가 증

한다. 10년 ASCVD Risk와 같은 심혈관질환 위험도 모델을

서술했다.

가함에 따라 ASCVD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또

통해 개별 환자의 질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실

스타틴, 항고혈압제, 호모시스테인, 아스피린 및 엽산을 포

이 없는 중등도 위험군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 95만명 환자들에 대한 메타분석(J Am Coll Cardio. 2015)

제로 계산에 포함되는 인자들이 대사증후군 인자들로 이 또

함하는 하나의 알약-폴리필을 복용했을 때 심혈관질환 및

rosuvastatin + candesartan + HCTZ 3제 폴리필 요법이 위

에 의하면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관상동맥심장질환으로 사

한 심혈관계 위험인자 종합관리 패러다임을 잘 반영한다 하

뇌졸중을 각각 88%, 80% 줄일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는 폴

약 대비 주요 혈관사건을 29%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망할 가능성이 2배, 그리고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발생 위

겠다.

리필이 여러 임상연구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1·2차예방에 대

아직까지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약물용량이나 어떤 성분

박성미
고려의대 교수
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험이 3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이나 식이요법 등의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우선시되

하나의 정제로 만들어진 복합제

해서도 받아들여지는 치료방법이 됐다.

PILL-Pilot 연구에서는 고위험군 및 기저 콜레스테롤이나
수축기혈압이 높았던 군에서 폴리필(aspirin + simvastatin

2016년 NEJM에 발표된 HOPE-3 연구는 심혈관질환

들을 조합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정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고식적으로 약물치료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소규모 환

는 치료 전략이나 위험인자들이 적절히 조절이 되지 않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폴리필을 사용한 심혈관질환 예방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복합제 또는 폴리필 사용의 가장 큰

자들에서 개별적인 위험인자들에 국한되어 있어 심혈관계

다면 각각에 부합하는 중재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특히 이

을 위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UMPIRE (Eur J Prev Cardiol.

장점은 환자의 순응도 개선 및 질환 발생에 따라 지속적으로

질환의 예방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예를

상지질혈증, 고혈압이나 고혈당증을 가진 경우에는 표적치

2014)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5년 심혈관질환 위

요구되는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사증후

들면, 대규모 임상연구(Scandinavian Simvastatin Survival

료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사증후군이 여러 위험요

험 ≥15%인 환자들에서 aspirin, simvastatin, lisinopril 그리

군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다제 병합요법

Study, the Cholesterol and Recurrent Events trial, the Air

소의 복합질환임을 고려할 때, 심혈관질환의 예방효과 증대

고 atenolol 또는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HCTZ) 조합으로 된

은 필수적이며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복합제 또는 폴리필 처

Force/Texas Coronary Atherosclerosis Prevention studies,

를 위해서는 다제병합요법이 필수적이다.

폴리필 사용이 일반적인 처방보다 약물순응도를 높였다고

방과 관심이 필요하다.

and Long-term Intervention with Pravastatin in Isch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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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에 대한 2차 예방에 대한 다제약물요법의 효능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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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약물 반응도 유의하게 줄이

CardioMetabolic Syndrome | Dyslipidemia

한국인 이상지질혈증과
고TG 저HDL의 치료

또한 HDL-C를 증가시키는 CETP억제제 연구들, 즉

했다. 이는 오메가-3 지방산들 중에서도 EPA가 DHA보다

ILLUMINATE(torcetrapib), Dal-OUTCOME(dalcetrapib),

세포막 안정효과가 우수하다는 주장과, 1g이 아닌 4g 고용

ACCELERATE(evacetrapib) 연구들에서도 CETP억제제 +

량 투여가 중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된 배경이다.

스타틴 병용치료가 스타틴 단독치료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

REDUCE-IT 연구는 고중성지방혈증이 있는 죽상경화

등 예후를 개선하지 못했고,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혈압

성 혈관질환자 또는 1개 이상 추가 위험인자를 동반한 당

을 올려 예후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뇨병 고위험군 대상자들이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HPS3-REVEAL(anacetrapib) 연구에서는 anacetrapib

EPA(icosapent ethyl)를 고용량, 즉 하루 4g씩 경구복용해

+ statin 병용치료가 스타틴 단독치료에 비해 심혈관 예후

대조군과의 예후를 비교했다. EPA 4g 고용량 투여로 주요

를 개선시켰으나, HDL-C 증가보다는 다른 여러 기전들이

심혈관질환 발생이 25%, 심혈관 사망이 20% 유의하게 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됐고, anacetrapib 안전성

소했기에, 중성지방 관리가 필요한 환자군과 치료방법을

과 효과에 대한 추가 임상연구 시행이 요구돼, 결국 개발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치료시작 1년 후 중성지방 변

중단됐다. 또한 혈중 HDL-C 수치보다는 HDL 기능이 심혈

화수치가 예후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기에 추적관리 지표

관계 예후에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미국, 유럽, 한

로 non-HDL-C를 고려할 수 있다.

국, 일본 등 모든 진료지침에서 낮은 HDL-C에 대해 생활

2018년 11월 미국심장학
회(AHA) 학술대회에서 발

김상현
서울의대 교수
보라매병원 순환기내과

고중성지방혈증에 대해서는 식사 및 체중조절, 운동 등

오메가-3 지방산은 EPA+DHA 복합제였으며 하루 1 gram

생활습관개선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고위험군을 대상으

투여로 저용량이었는데, 주요 심혈관사건 발생을 유의하게

률이 7.1%로 낮았으나 갱년기 이후 증가해 50~64세에

로 생활습관개선 노력 후에도 고중성지방혈증이 지속되면

감소시키지 못했다.

서는 16.9%였다.

스타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스

VITAL 연구에서 오메가-3 지방산은 2차 연구지표들 중

표돼 출판된 REDUCE-IT,

높은 TG와 낮은 HDL-C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자로

타틴이 중성지방 수치를 18~22% 정도 낮출 수 있고, 저밀

의 하나인 심근경색증 발생을 28% 감소시켰고, 관상동맥

VITAL 연구 및 2018년 8월

는 비만, 과체중, 육체적 활동 부족, 과도한 흡연, 과

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심혈관질환 예후를 개선

재개통술을 22%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특히 생선섭취가

유럽심장학회(ESC) 학술

도한 음주, 고탄수화물 식이(전체 칼로리의 60% 초

시켰다는 것을 증명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기 때문이다.

적은 하위군들에서 유의하게 더 좋은 효과를 보였으나, 하

대회에서 발표되고 출판된

과), 만성질환(제2형당뇨병, 만성신부전, 신증후군), 약

스타틴 투여 후에도 중성지방 수치가 계속 높은 경우에는

위군 분석결과라는 제한점이 있다.

ASCEND 연구결과들을 보

제(corticosteroid, estrogen, retinoids, high doses of

fibrate, omega-3 지방산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면, 고중성지방혈증 관리가

beta-adrenergic blockers),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 등에

필요한 환자군과 치료방법

의해 2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위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추적관리 지표로 중성지방

FIELD 연구와 ACCORD-LIPID 연구에서 스타틴에

수치만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중성지방이 풍부하게 함유된

fibrate 병용투여가 스타틴 단독치료에 비해 심혈관 예후

여러 지단백들의 콜레스테롤 즉 non-HDL-C를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각각의 원인 제거를 통해 고중성지방혈증을 조절하는

를 개선하지 못했다. 하위군 분석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가 있고, 대사증후군 구성

것이 좋으며, 특히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삼가하는 식

204mg/dL 이상이면서 HDL-C 수치가 34mg/dL 이하였던

이는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고 수치에만 매달려 조절하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사조절과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개선을 통해 비만이

환자들의 결과를 보면, 스타틴과 fenofibrate 병용투여군

보다는 다른 지질단백들과 대사이상, 혈압 등 대사증후군

있다.

나 인슐린저항성을 개선해 대사증후군을 조절하면서 동

에서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12.4%로 스타틴 단독치료군의

위험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시에 고중성지방혈증 개선효과를 쉽게 얻는 것이 바람

17.3%보다 상대적으로 31% 감소해 유의한 예후개선 효과

다. 즉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비만, 인슐린

직하다.

를 보였다. 후속 추가분석이어서 논란이 있지만, 중성지방

저항성 등 여러 위험인자를 개선하여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이 높고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들을 관리하는 것이 심혈관질환의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만30
세이상, 표준화, 공복 12시간 기준)이 높아서 200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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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저위험군을 대상으로 1차예방 위주로 진행되었고,

후 계속 약 17%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

낮은 HDL-C에 대해서는 운동과 체중조절 등 생활

사 2017년 결과를 보면, 만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고중

습관개선만을 권유하며, 특별한 약물치료를 권장하지

성지방혈증 유병률은 전체 17.5%이고, 남자 23.9%, 여

않는다. 왜냐하면 HDL-C를 증가시키는 임상연구들

과거에 EPA와 DHA가 복합된 오메가-3 지방산을

자 12.0%로 남자에서 2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AIM-HIGH, HPS2-THRIVE)에서 nicotinic acid + 스

심근경색증 환자들에게 투여한 연구들 중에 GISSI-

경우 30~49세에서의 유병률이 26.6%로 가장 높았으며,

타틴 병용치료가 스타틴 단독치료에 비해 심혈관계 예

PREVENSIONE 연구, JELIS 연구 이외의 Alpha-omega 연

65세 이후에는 15.9%였다. 여성은 30~49세에서의 유병

후를 개선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 등 다른 연구들은 유의한 예후개선효과를 증명하지 못

THE MOST

약물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 근거가 됐다.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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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02 | Dyslipidemia

습관관리 외의 특별한 약물 치료를 권장하지는 않는다.

ASCEND 연구나 VITAL 연구는 REDUCE-IT 연구와는

CardioMetabolic Syndrome | Dyslipidemia

International Trial) 연구의 치료군에서 목
표로 했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55mg/

연령

ASCVD 유무 혹은
10년 ASCVD 위험도 ＞ 20%

스타틴 권장 강도(intensity) 및 병합요법 여부

dL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결과를 통
없음

해 1차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
이 중요하다는 소위 ‘LDL 콜레스테롤 가설’
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특히 하위분석

당뇨병·이상지질혈증 동반환자의
LDL콜레스테롤 강하전략

고강도 스타틴

40세 미만
있음

최대 가용 스타틴 복용 후에도 LDL 콜레스테롤
70mg/dL 이상이면 ezetimibe 혹은
PCSK9억제제 추가 고려

없음

중강도(moderate intensity) 스타틴**

상 당뇨병 환자군에서 심혈관질환 위험 감
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새로이 개정된 한국지질․동맥
경화학회의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제4판
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질환 고위

고강도 스타틴

40세 이상
있음

험군에 속해 LDL 콜레스테롤 치료목표치는

권장하지 않음*

100mg/dL 미만이며 non-HDL 콜레스테롤

최대 가용 스타틴 복용 후에도 LDL 콜레스테롤
70 mg/dL 이상이면 ezetimibe 혹은
PCSK9억제제 추가 고려

(총콜레스테롤에서 HDL 콜레스테롤을 뺀

표 1. ADA 진료지침: 당뇨병•이상지질혈증 동반환자의 LDL 콜레스테롤 치료

수치) 치료목표치는 130mg/dL 미만으로 권

* 일반적으로는 권고하지 않으나 ASCVD 위험인자(LDL 콜레스테롤 100mg/dL 이상, 고혈압, 흡연, 만성신질환, 알부민뇨, 조기
ASCVD 가족력 등) 여부를 고려해 중강도 스타틴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음

고되고 있다.

** LDL 콜레스테롤 30~50% 강하 가능한 스타틴

그러나 관상동맥질환, 죽상경화성 허혈뇌

권혁상
가톨릭의대 교수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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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Diabetes

매년 미국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졸중 및 일과성뇌허혈발작 그리고 말초혈관

Fact Sheet 2018에 의하면 우리나라 당뇨병

Association, ADA)에서 발표되는 임상진료

질환이 동반된 경우는 초고위험군으로 분

서 이상지질혈증의 인지율과 치료율은 각각

환자 4명 중 3명은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

지침인 Clinical Practice Recommendation

류돼 LDL 콜레스테롤 70mg/dL 미만, non-

34.6%, 23.6% 이며 목표도달율은 62.6%에

며,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이상지질혈

2019년도 편에서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

HDL 콜레스테롤 100mg/dL 미만으로 치

그쳤다. 특히 심혈관질환 발생 고위험군의

증의 위험도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료목표치가 권고됐다. 한편 병용요법과 관

목표도달율은 22.2%로서 일반적인 당뇨병

흔히 당뇨병 환자에서 특징적인 이상지질

ASCVD)이 있는 경우는 연령과 상관없이

련해서는 최대 가용 스타틴을 사용하고도

환자의 목표도달율보다 크게 낮았다. 한 조

혈증 패턴은 고중성지방혈증과 저HDL콜레

(LDL 콜레스테롤 50% 이상 강하 가능한) 고

목표 LDL 콜레스테롤에 도달하지 않으면

사에 의하면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환자에서

스테롤혈증이지만 새로이 진단된 제2형당

강도 스타틴(high intensity statin)을 사용하

ezetimibe 혹은 PCSK9억제제 추가를 고려

목표 LDL 콜레스테롤에 도달하기 위한 약

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United Kingdom

도록 권고했다(표 1).

하도록 했다.

제 변경 혹은 증량(예: 중강도 → 고강도 스

Prospective Diabetes Study(UKPDS 연구)

2017년도 미국내분비학회(American

올해 5월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

타틴)의 경우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생

에서 관상동맥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y/

에서 당뇨병진료지침 제6판이 공개될 예정

각과 실제 처방패턴 사이에 간극이 컸다는

인자를 조사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 HDL

American College of Endocrinology,

이며 아마도 당뇨병 환자의 이상지질혈증

보고도 있다.

콜레스테롤, HbA1c, 수축기혈압 및 흡연 순

AACE/ACE) 진료지침에 의하면, ASCVD

관리, 특히 스타틴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지

따라서 일단 스타틴 치료를 권고해 시작

서로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뇨병 환

를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극초고위험군

질․동맥경화학회의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하기 전 심혈관질환 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자에서도 결국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

(extreme risk)으로 따로 분류해 LDL 콜

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가와 알맞은 강도의 스타틴을 처방하는

해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것이

레스테롤 치료목표치를 55mg/dL 미만으

사실은 치료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상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그 이후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게 되었다. 대략

로 권고한 바 있다. 이는 급성관상동맥증후

지질혈증에 대한 인지율과 치료율을 높이

치료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의 추적 및 실

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1mmol/L(39mg/

군(Acute coronary syndrome, ACS)환자

고, 일단 스타틴치료를 시작한 환자들에게

패했을 경우 적극적인 약제 변경 혹은 증량

dL) 강하시킬 떄마다 관상동맥질환의 발생

를 대상으로 해 심혈관질환 2차예방에 성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해 목표도달율을 높이

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감소시켜야

위험도를 36%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

공한 IMPROVE-IT(IMProved Reduction

는 것이다.

할 것이다.

져 있다.

o f O u t c o m e s: V Y T O R I N E f f i c a c y

국내 현황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에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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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IT을 통해본
중성지방 관리전략

출간된 VITAL 연구는 omega-3를 대상으로 1차예방 효과

는 용법으로 Reduction of Cardiovascular Events with

를 본 것으로, 이 연구는 심혈관계 사건의 감소를 증명하지

Icosapent Ethyl – Intervention Trial(REDUCE-IT) 연구

못했다. 연구 대상자가 기저 위험도가 낮은 일반인을 대상

가 진행됐다.

으로 했다는 점과 omega-3 약제의 조성성분(즉 EPA의 함

이 연구의 착안은 EPA가 DHA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포

유량과 전체용량)이 달랐다는 점이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막 구성, 지질 대사 및 세포막 지질 산화에 영향을 끼친다

초래했다고 생각돼, 이미 심혈관질환을 앓았거나 그 위험

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즉, 세포막의 안정성에 EPA가 기여

도가 높은 환자에서 omega-3 지방산 제제 중 EPA 제제가

를 한다는 기초 연구 등에 바탕을 두고 임상사건을 살펴본

현재까지는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이다. TG를 낮추는 다른 약물과는 달리 EPA는 염증

Omega-3 지방산 제제는 이러한 훌륭한 결과가 나왔으

마커(inflammation marker), 콜레스테롤 결정(cholesterol

나 현재 시판 중인 대부분의 O3FA 제제는 FDA의 승인을

crystal) 형성, 내피세포기능이상(endothelial dysfunction)

받지 않았거나 over-the-counter(OTC)로 분류돼 정제 및

을 줄인다고 돼 있으며, 다양한 ApoB- 함유 지단백질 입자

그 용량이 표기와 다르게 정확하지 않고, 유통과정 중에 빛

의 산화적 변형뿐만 아니라 HDL의 기능성 증가의 효과가

이나 오염물에 의해 산화되기 쉬워 함량의 변화가 많으며,

있음이 밝혀졌다.

정확하다 하더라도 실제 연구에 쓰인 만큼의 용량을 먹기

REDUCE-IT은 기존에 이미 4주 이상 안정적인 용량의

에는 많은 양을 복용해야 하므로 지금 바로 임상에 적용하

스타틴 치료를 하고 있어 저밀도 콜레스테롤(Low-density

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국내시판 중

죽상동맥경화성 심혈

용을 보완했으나 AIM-High 연구에서 심혈관사건을 경

cholesterol, LDL)의 혈중농도가 41~100mg/dL이 유지되

인 전문의약품의 omega-3 제제는 DHA+EPA가 약 1:1로

관질환(atherosclerotic

감시키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됐다. Fenofibrate 제제는

는 환자 중 공복 중성지방의 혈중농도가 150~499mg/dL로

복합된 약제로서 상기 REDUCE-IT 연구의 EPA의 순수

cardiovascular disease,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ACCORD 연구와 FIELD 연

조절되지 않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2차예방 대

용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8~10 이상의 tablet을 복용

ASCVD)에서 스타틴 약물

구에서 전체적인 심혈관 이득은 보이지 않았으나 TG가

상 환자가 70%, 당뇨병 환자가 60%, TG ＞ 200mg/dL이며

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실제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향

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

높고 HDL-C가 낮은 환자에서는 심혈관사건을 감소시

HDL-C ＜ 35mg/dL인 환자는 20% 차지 하였고 전체환자

후 Statin Residual Risk Reduction with EpaNova in High

인 치료방법이다. 스타틴

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바 있어서 이러한 특정 군만

중 TG ＞ 200mg/dL인 환자는 61%를 차지해 기저의 심장

Cardiovascular Risk(STRENGTH)를 포함한 RESPECT-

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을 사용한 연구 데이터가 필요한 실정이다.

질환 위험도가 낮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EPA(일본) 및 OMEMI(노르웨이)가 2020~22년 발표예정으

위험감소에 지대한 역할을

O3FA가 중성지방의 혈중농도를 낮추게 되면, 심혈관

Primary end point는 심혈관계 사망, 치명적이지 않

하였지만, 여전히 당뇨 및

계 질환 발생의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여

은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관상동맥 재개통(coronary

상기에 이미 기술한 바대로 당뇨병 환자 중 TG가 높고

다른 대사질환이 있는 환

러 연구들이 진행됐다. 2018년 JAMA에서 발표한 O3FA

revascularization) 및 불안정 협심증으로 인한 입원이었

HDL-C가 낮은 환자에서 fenofibrate의 가능성을 보인 바,

천대영

자들은 심혈관계 질환 발

를 사용한 환자군 500명 이상을 1년 이상 치료한 연구

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P＜0.001) 연관 위험도

이러한 환자군 중 당뇨병 환자로서 심혈관사건의 2차예방

한림의대 임상강사

생의 위험도가 높다. 특히

10개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2007년 일본에서 일본 환

의 25% 감소 및 절대 위험도의 4.8% 감소가 관찰됐다. 또

및 그 위험성이 높은 환자 중 스타틴을 쓰면서도 잔존 위험

대사질환 중에서 중성지방

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Japan EPA Lipid Intervention

한 secondary end point인 심혈관계 사망, 치명적이지 않

이 높은 환자에서는 EPA 혹은 fenofibrate의 사용은 합리

(triglycerides, TG)이 올라가 있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

Study(JELIS) 연구만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결과가 나왔

은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에 대한 비교에서도 총 26%, 각

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 당뇨병 환자로서 TG가 높

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 중성지방을 낮추는

고, 그 외 9개의 연구는 효과 없음으로 밝혀져 메타분석

각에 대한 비교에서 심혈관계 사망을 20%, 심근경색증 사

고 HDL-C가 낮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약물들이 개발됐고, 이는 현재까지 niacin, fenofibrate,

에서도 스타틴 단독 사용군에 비해 스타틴과 O3FA 병합

망을 31%, 뇌졸중 사망을 28% 낮췄다. Tertiary end point

EPA와 fenofibrate의 효능이 임상적으로 다시금 입증이 된

오메가-3 지방산(omega-3 fatty acid, O3FA)을 들 수

군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이득이 없다고 해석됐다.

인 sudden cardiac death 및 cardiac arrest도 각각 31%와

다면 이들은 추가적인 심혈관사건을 줄이는 또 하나의 무

그런데 최근 JELIS에서만 O3FA의 여러 subtype

48% 낮췄으며, 부작용으로는 출혈 위험도가 2.7% vs 2.1%,

기로서 확고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Niacin, fenofibrate는 심혈관계 질환의 감소에 효

중 Eicosapentaenoic acid(EPA)와 Docosahexaenoic

심방세동 혹은 조동이 3.1% vs 2.1% 위약군에 비해 높게

과가 없다고 밝혀졌다. 특히 niacin 제제 자체는 facial

acid(DHA) 혼합제제가 아닌, EPA만을 고용량으로 사

나타난 것 외에는 없었다. 다만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은

flushing이라는 부작용이 심해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용(기존 연구들은 EPA를 226~1100mg/day로 사용)한

낮추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이를 보완한 niacin/laropiprant 복합제제도 비록 부작

것에 기반해 미국을 포함한 11개 나라에서 평균 4.9년

조상호
한림의대 교수
한림대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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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IT과 동시에 AHA 2018에 발표되고 NEJ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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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철저한 식이요법, 체중조절 및 운동이 고

관확장 효과가 있는 신세대 베타차단제는 혈

혈압전단계 환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항고혈

당, 혈청 지질에 해로운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압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있어서도 인슐린

알려져 있다. 그래서 RAS 차단제(ACE 억제

감수성을 향상시켜 혈압을 더욱 낮추고, 대

제, ARB)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거

사이상을 개선하여 당뇨병 발생도 지연시킨

나 이 약물들과의 병용요법은 필요한 고혈압

대사증후군 환자 최적의 혈압조절

다.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서

의 적응증이 있는 경우, 저항성 고혈압의 경

치료의 목표는 혈압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 사용할 수 있다.

최종 목표인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이런 약제의 선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

인슐린저항성 개선·RAS차단제 중심 약물요법 우선고려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며, 특히 당뇨병 발생

럽, 미국의 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 비슷하

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

고, 모든 경우 고혈압 전단계에서부터 철저

까지 고혈압전단계 환자에서는 항고혈압제

한 생활요법 치료를 강조하고 있으나, 유럽

의 심뇌혈관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과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의 경우 항고혈압제

부족하여 약물치료 보다는 적극적인 생활요

는 140/90mmHg이상인 경우 사용하도록 권

법을 강조한다.

고하고 있다.

서론

임상현
가톨릭의대 교수
부천성모병원 순환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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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대사증후군 환자에

항고혈압제를 선택할 때, 당뇨병 발생을 예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 이상지질

서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상대적 위험도가

방하고 심혈관 보호효과가 있으면서 지질

대사증후군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는 당뇨

혈증 및 복부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사

1.5~2배 증가하는데, 이는 복부비만에 동반

대사 및 인슐린 저항성에 이로운 RAS 차

병과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도 및 표적장기

장애로, 고혈압과 제2형당뇨병을 흔히 동반

된 인슐린저항성이 높아질수록 심혈관질환

단제인 안지오텐신전환효소(Angiotensin-

손상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하며, 심혈관질환의 주된 위험요소이다. 최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

Converting Enzyme, ACE) 억제제나 안지

므로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서

근 식생활의 변화와 비만인구의 증가로 그

므로 대사증후군이 있는 고혈압 환자에서

오텐신수용체차단제(Angiotensin Receptor

치료의 목표는 혈압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유병율이 증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

적절한 혈압조절은 심혈관질환의 예방 측

Blocker, ARB)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그와

최종 목표인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우 허리둘레 남성 90cm, 여성 85cm를 기준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지질대사나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며, 특히 당뇨병 발생

미치지 않는 칼슘차단제 역시 우선적으로 추

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사

천된다. 티아지드계 이뇨제의 경우 단독으로

증후군 위험요소 중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압

으로 복부비만을 진단했을 때, 2015년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사증후군

고혈압의 치료 목표 및 약제의 선택

Sub 02 | Hypertension

생활요법과 함께 약물치료를 시작하나

유병률은 19세 이상의 성인에서 22.4%로,

대사증후군 위험요소들 중 인슐린 저항

사용하거나 고용량을 사용하는 경우 저칼륨

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이를 조절하는데

2007년 21.1%에 비해 증가한 경향을 보였

성은 고혈압과 연관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혈증을 포함한 전해질 불균형과 당뇨병 발생

있어서 철저한 생활요법 개선이 중요하고,

다.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 중에서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에 의한 혈

및 지질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저용량

이를 고려한 항고혈압제 선택이 중요하다.

(혈압 ≥ 130/85mmHg이거나 항고혈압제

관확장 효과가 사라지고, 신장에서 염분 재

병용요법을 추천한다.

당뇨병이 없는 경우 고혈압 전단계에 약물치

복용)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대사증후군

흡수는 유지되며,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해

단독요법으로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하

료를 권고하지 않으며, 항고혈압제로는 ACE

환자의 29.8%에서 관찰됐다. 저HDL콜레스

교감신경계는 활성화되고 고혈압 발생에

는 경우 병용요법이 필요한데, 이때 RAS 차

억제제/ARB 혹은 칼슘차단제를 우선적으로

테롤혈증(30.5%) 다음으로 흔하다. 특히 고

기여하게 된다. 이 밖에도 복부비만은 레닌

단제인 ACE 억제제나 ARB, 칼슘차단제와의

고려하고 저용량 이뇨제의 병용요법이나 혈

혈압의 경우 복부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

안지오텐신계(Renin-Angiotensin System,

병용요법 혹은 저용량 티아지드계 이뇨제와

관확장 효과가 있는 베타차단제도 사용할 수

항성과 관련해 발생하고, 고혈압 환자에서

RAS)를 활성화시키고, 염분민감도를 증가

의 병용요법을 추천한다. 그리고 베타차단제

있다. 단독요법으로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약 2

시켜 혈압 상승에 기여한다.

의 경우 atenolol 등 구세대 베타차단제는 당

하는 경우 병용요법이 필요한데, 이때 RAS

배 더 높다. 또 대사증후군이 동반된 고혈압

이런 대사증후군의 요소들과 병태생리에

뇨병 발생을 증가시키고 혈청 지질에 불리

차단제인 ACE 억제제나 ARB와 칼슘차단제

환자는 당뇨병과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

따른 생활습관 개선이 대사증후군을 동반

한 영향이 있으므로 단독으로 장기간 사용하

와의 병용요법 혹은 저용량 티아지드계 이뇨

도 및 표적장기 손상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

한 고혈압 환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

는 것은 주의해야 하지만, 최근 사용되는 혈

제와의 병용요법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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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베타차단제와 칼슘길항제의 병용

항고혈압제 병용요법·복합제의
심혈관 임상혜택

- ACCOMPLISH

베타차단제와 dihydropyridine계의 칼슘길항제 병용요

2008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법은 강압효과 증가, 빈맥억제, 항협심증작용 증가를 기대

ACCOMPLISH 연구에서는 관동맥질환 같은 심혈관계 질

할 수 있다. 그러나 verapamil, diltiazem과 베타차단제의

환 또는 당뇨의 과거력이 있는 고위험 고혈압환자에서

병용 시 심한 서맥이나 방실 차단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

ACE억제제에 칼슘길항제를 병용한 경우와 이뇨제를 병용

에 둬야 한다.

한 경우를 비교하였다. 1만1506명의 환자에서 benazepril
과 amlodipine의 조합이 benazepril과 hydrochlorothiazide

4)ACE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와 칼슘길항제의 병용

의 조합과 비교했을 때 36개월의 추적기간동안 primary

ACE억제제는 칼슘길항제의 혈관확장에 의한 교감신경

outcome(death from cardiovascular causes, nonfatal

계 자극을 억제시킨다. 또한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신기능

myocardial infarction, nonfatal stroke, hospitalization

악화없이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소량 병용

for angina, resuscitation after sudden cardiac arrest,

시에도 우수한 혈압 강하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oronary revascularization)을 2.2% 줄였다(9.6% vs 11.8%,

ACCOMPLISH 연구 이후 많이 처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relative risk reduction 19.6%). 따라서 위 연구들을 토대로

더 강한 강압효과를 위해 이뇨제가 추가로 복합된 3제 복

심혈관계 고위험군 고혈압환자에서 ACE억제제와 칼슘길

합제도 많이 처방되고 있다.

항제의 병용요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5)그 외 혈압강하제 병용요법

- ADVANCE

고혈압은 심혈관질환 발

를 호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정용량 복

생의 주요 위험인자이며 또

합제로는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억제제/안지오텐신

한 고혈압의 치료가 심혈관

수용체차단제(ARB)와 이뇨제, ACE억제제/안지오텐신

계 사망률과 이환율을 감

수용체차단제와 칼슘길항제(CCB)가 대표적으로 처방

많이 처방되지 않지만 특별한 적응증이 있는 경우

당뇨병 환자에서 고정용량 복합로 perindopril과

소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

돼 왔고 최근에는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 칼슘길항제

thiazide 이뇨제와 potassium-sparing 이뇨제, 이뇨제와 알

indapamide를 투여함으로써 예후를 개선시킨 보고가 있

진 사실이다. 최근에는 고혈

와 이뇨제의 3제 복합제도 복용의 편리성으로 많이 처

파차단제, 이뇨제와 clonidine, methyldopa의 사용도 고려

다. 2007년 Lancet지에 발표된 ADVANCE연구에 따르면 1

압의 진단과 치료면에서 조

방이 늘고 있다.

될 수 있다.

만 1140명의 제2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천하고 있으며, 2기 이상의

1)이뇨제와 ACE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의 병용

- ASCOT

고혈압의 경우 초기에서부

이뇨제와 ACE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

2005년 Lancet지에 발표된 ASCOT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터 2가지 이상 약제의 병용

의 병용은 이뇨제의 사용에 따른 레닌 분비증가로 인해

에 3 개 이상의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동반된 1만 9257명의

요법을 권유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병용요법은 강압효

발생한 안지오텐신 II 생성, 이로 인한 혈관수축 및 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amlodipine에 perindopril을 필요에 따라

과를 증가시키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

상승을 억제한다. 또한 ACE억제제는 이뇨제에 의해 발

추가로 투여한 경우 atenolol에 bendroflumethiazide를 추

ACE억제제와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를 병용함으로써

의 고혈압 환자에서 치료 목표인 140/90mmHg 미만으

생하는 저칼륨혈증, 고당증, 고뇨산증 등의 대사이상을

가한 경우에 비해 primary endpoint인 nonfatal myocardial

rennin-angiotensin system(RAS)을 보다 철저히 차단해

로의 강압을 이루기 위해서는 2~3개 약제의 병용요법

상쇄할 수 있다.

infarction과 fatal coronary heart disease는 차이가 없었

혈압조절뿐만 아니라 심장보호, 신장보호 효과가 우수하

지만 fatal and non-fatal stroke (327 vs 422; P=0.0003),

리라는 생각 하에 진행된 연구로 2003년 발표된 심부전환

total coronary endpoint (753 vs 852, P=0.007), total

자를 대상으로 한 CHARM-Added 연구와 2008년 심혈관

이뇨제와 베타차단제의 사용은 이뇨제에 의해 발생

cardiovascular events and procedures (1362 vs 1602, P

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ONTARGET 연구가 있다. 이들

하는 레닌 분비증가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심근수축력

＜0·0001), all-cause mortality(738 vs 820, P=0.025),

의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심부전, 신기능보호 모두에 이중

저용량 병용요법은 강압효과의 효과가 증대되며 부

과 심박동수 및 심박출량을 억제해 효과적인 혈압강하

new-onset diabetes (567 vs 799, P＜0.0001) 등이 적었다

RAS 차단(dual RAS blockade)의 추가적인 효과는 없는 것

작용은 적으므로 순응도(compliance)가 좋아지는 장점

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사이상을 일으킬 수

고 보고했고, 이 결과는 고위험군 고혈압군에서 관동맥질

으로 보고됐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ACE억제제와 안지오텐

이 있다. 또한 고정용량(fixed dose) 복합제는 한 가지

있어 대사증후군 환자나 당뇨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 피

환의 예방에 칼슘길항제와 ACE억제제의 병용요법이 다른

신수용체차단제의 병용요법은 권장되지 않는다.

제형에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포함함으로써 약제의 가

하는 것이 좋으며 최근 사용은 감소하고 있다.

약제조합에 비해 효과적임을 보여줬다.

윤영원
연세의대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active treatment군에서 placebo군에 비해 macrovascular

금 더 공격적인 접근을 추

이 필요하다. 당뇨병이 있거나 만성신질환이 있는 경우
는 130/80mmHg 이하로 치료하며 혈압이 치료목표보
다 20/10mmHg 이상이면 처음부터 2개 이상 약제의 병
용을 추천한다.

2)이뇨제와 베타차단제의 병용

event와 microvascular event가 의미있게 줄었다고 보고했
다(relative risk reduction 9%, 15.5% vs 16.8%).

- CHARM-Added·ONTARGET

격을 낮추고 먹는 알약의 개수를 줄여서 환자의 순응도

30

THE MOST

THE MOST

31

CardioMetabolic Syndrome | Hyperglycemia

대사증후군에서
제2형당뇨병의 치료

있다. 60대 이상인 경우는 조깅, 가벼운 등산,

등이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제2형당뇨병 환

스포츠 댄스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운동 시작

자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혈압 강하를

전에 맨손체조,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가볍

목적으로 쓰는 레닌-안지오텐신계 억제제

게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운동 후에도 가

는 심장, 콩팥 등 중요 장기에 대한 보호효

벼운 마무리 운동으로 마치는 게 좋다. 운동

과가 있으며, 지질 강하 목적으로 많이 쓰는

의 강도는 자신이 최대로 할 수 있는 정도의

statin 계열 약제는 혈관기능의 개선 효과가

60~70%면 충분하고, 적어도 30분 이상을 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만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도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
결론적으로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협심증,

자에게 복부비만을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근경색증, 뇌졸중 발생을 야기할 뿐 만 아

장점에 대해 교육하고, 이를 통해 환자에게

니라, 비만과 관련되어, 관절염, 암 등과도 관

식사조절 및 규칙적인 운동을 열심히 할 수

련이 있다. 실제로 대사증후군 환자의 심뇌

있는 동기를 마련해줘야 한다. 처음부터 너

혈관 질환의 발생률은 정상인 보다 2배 이상

무 무리하게 체중을 정상 값에 맞춰 낮추도

많다. 최근에 국내의 40대 이상 성인에서 외

록 강제하기 보다는 환자의 현재 몸 상태에

견상 비만하지 않으면서 복부비만으로 인해

리둘레는 복부내장지방을 반영한다. 대사증

맞춘 목표를 만들어 내장 지방을 감소시킬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혈증 등이 폭발적으

1980년대에 소개된 대사증후군이란 개념

후군의 중심에는 내장지방의 축적이 있고 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에 대

은 “과식과 운동부족 및 유전 등에 의한 비

에 대한 치료가 근간이 될 수 있다. 이에 따

만으로 이상지혈증, 제2형당뇨병, 통풍, 고혈

라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습관

압, 지방간, 담석증 및 죽상경화증 등이 동일

개선이 가장 우선적인 치료가 된다.

약물요법에서 SGLT-2억제제, GLP-1유사체 우선 고려

대사증후군의 기본 개념

인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Reaven 박사는 이런 개념을 인

- 식사 및 운동요법

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 약물요법

필요하다.

약물요법이 필요한 경우는 장기간 투여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제2형당뇨병의 치료

해도 부작용이 없는 약제를 선택할 필요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사증후군의

가 있다. 또 각 위험요소에 맞는 약제를 먼

구성 요소인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복부

임수

슐린 저항성·고인슐린혈증, 내당능 장애, 이

치료의 제1단계는 내장지방형 비만의 개

저 선택하고 약물 상호작용 등도 고려할 필

비만의 개선을 위해 생활습관 개선이 근간이

서울의대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상지혈증과 고혈압의 조합으로 정의했고 이

선을 목표로 한 식사 및 운동요법이다. 가능

요가 있다. 특히 모든 약제는 부작용이 있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혈당 조절 측면

후 대사증후군으로 불리게 됐다. 대사증후군

하면 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개의 특성에

을 수 있으므로 약제 선택은 반드시 담당 주

에서 보면, 메트포르민을 근간으로 하되, 최

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대사증후군에 해당

맞춘 관련 성분의 섭취 제한을 실시한다. 즉

치의에게 진료를 받은 후 선택하는 것이 필

근에 소개된 새로운 당뇨병 약제인 SGLT-2

되면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의 발생 위험이

고혈압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염분을 줄이

요하다. 최근의 약제들은 단지 지질수치, 혈

억제제 또는 GLP-1 유사체 등이 추천될 수

2~4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

고, 고지혈증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콜레스

압, 혈당치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부가적인

있다.

는 심뇌혈관질환이외에도 지방간, 특정 암

테롤을 낮추는 것을 중점적으로 전반적인 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례로, 혈당 강하

등 다양한 다른 질병들이 대사증후군과 관련

로리 제한을 실시한다. 운동은 본인이 규칙

를 위해 일차적으로 선택되는 메트포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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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 제2형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며, 젊은 나이인 경우 조금 더 운동량이 많은

르몬(incretin)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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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강하제 심혈관질환 예방효과:
혈당조절 vs 심혈관보호효과

과보다는 저혈당에 의한 부작용의 위험이 높

한 찬반토론이 게재됐다. 이러한 논쟁의 배

으므로 목표 혈당치를 상향 조절해야 한다는

경에는 제2형당뇨병이 적어도 8가지 별개의

점이 인정돼 있으며, 환자별로 적절한 혈당

병태생리학적 결함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복

목표를 세움으로써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

잡·미묘한 심혈관·대사장애에 속하기 때문

거나 지연시키면서 저혈당 등의 부작용을 최

이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제2형당뇨병 가이

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라인의 권고안이 집중해온 혈당 자체만을
타깃으로 하고 내재된 대사장애(병태생리학

3.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 당뇨병 약제 선택

적 결함)를 교정하지 못하는 치료로는 지속
적인 당화혈색소(A1C) 감소를 유지할 수 없

2007년 Nissen과 Wolski에 의해 제기된

다. 따라서 치료의 타깃을 고혈당 자체에서

rosiglitazone과 심혈관 위험 이슈는 당뇨병

더 확대해 고혈당의 원인인자를 교정하고 혈

약제와 관련된 안전성 문제를 의료계에 대중

당조절에 이은 심혈관질환 예방효과쪽으로

화시킨 촉매제의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아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당뇨병 신약의
경우 장기적, 대규모 심혈관 안전성 관련 자
료가 허가 후에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이 내려졌다.

1. 제2형당뇨병 환자의
심혈관질환 위험성

조경임
고신의대 교수
고신대복음병원 심장내과

이후 당뇨병 약제의 심혈관 안전성을 평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에 발표된

냐에 대한 문제는 현재까지도 큰 논란이 되

가하기 위한 연구들이 잇달아 발표됐다. 그

미국심장학회(ACC)의 전문가 합의문에서는

제2형당뇨병이 심근경색증, 뇌졸중, 말초

고 있다. 고전적인 UKPDS 연구에서도 집중

러나 이들 대규모 심혈관 임상시험의 결과는

“심장 전문가들은 죽상동맥경화성심혈관질

혈관질환 등 심혈관질환 발병의 주요한 위

적인 혈당조절로 미세혈관 합병증은 유의하

대부분 중립적인 것으로 나와 막대한 연구비

환(ASCVD)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 치

험인자임은 여러 연구결과에 의해 잘 알려져

게 감소됐으나 대혈관합병증인 심혈관질환

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얻는 이득이 무엇이냐

료 시 심혈관 혜택을 입증한 항당뇨병제 투

있다. 실제 당뇨병 환자의 50~70%는 심혈관

의 위험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

는 반론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던 중 sodium-

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담고 있다.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제2형

지는 못했고 최근의 ADVANCE, ACCORD,

glucose co-transporter-2(SGLT-2) 억제

이번 합의문은 최근 SGLT-2 억제제 및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 심혈

VADT 연구결과를 보면 집중적인 혈당조절

제를 이용한 EMPA-REG OUTCOME 연

GLP-1 유사체 등 항당뇨병제가 심혈관질환

관질환 위험이 남성은 3배, 여성은 5배까지

이 유의한 심혈관질환의 예방효과를 보여주

구를 필두로 pioglitazone의 효과를 검증한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가 쏟아지고 있으

높다고 알려져 있다.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

지 못했는데 집중적인 혈당 조절에 따른 부

IRIS 연구, 그리고 glucagon-like peptide-

나, 실제 임상에서는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면 다른 기존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들과는

작용으로 저혈당 발생이 증가된 것이 큰 역

1(GLP-1) 유사체를 이용한 LEADER 연구가

ASCVD 환자를 심장 전문가들이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당뇨병 자체가 허혈성 심장질환

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달아 심혈관 위험을 감소시킨 긍정적 결과

내분비내과 또는 1차 의료기관에 의뢰한다

를 내놓으면서, 그 기전과 향후 연구들의 결

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번 합의

과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문의 주요한 특징은 심장 전문가가 ASCVD

및 뇌졸중 위험을 약 2배 증가시킨다고 보고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혈관질환이

돼 당뇨병은 심혈관질환에 매우 중요한 위험

있는 제2형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목표는

인자이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각 환자에 맞춘

2. 혈당조절과 심혈관질환

THE MOST

2018년 11월 26일에 Journal of the

조절이 심혈관질환에 유익한 영향을 주느

개별화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게 됐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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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혈관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 치료의 실제

서 중증 저혈당 병력이 있는 환자, 기대되는

를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게 최적의 항당뇨병

4. 제2형당뇨병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 고혈당 치료의 타깃을
어디에 둘 것이냐

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각 항당뇨병제의 특
징을 요약해 제시한 점이다.

그러나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에서 심

수명이 길지 않은 환자, 이미 대혈관합병증

혈관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역학 연구와는 별

이 동반된 환자, 당뇨병 유병기간이 오래된

2017년 미국당뇨병학회저널 Diabetes

에 따른 치료전략을 알고리듬화해 적절한 항

도로, 임상연구에서 혈당을 낮출 때 심혈관

환자, 저혈당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엄격

Care에는 ‘제2형당뇨병 치료 패러다임을 바

당뇨병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문

질환의 발병이 감소하느냐, 즉 엄격한 혈당

한 혈당 조절만으로는 심혈관질환의 예방효

꿔야 할 때인가?’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

에 등장한 항당뇨병제는 임상시험을 통해 심

이를 근거로 ACC는 환자의 임상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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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혜택을 입증한 SGLT-2 억제제(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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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표는 체중감량이다. 체중감량은 매우 서

만 아니라 치료의 반응도를 감소시켜 비만이

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목표를 분명히 알지

있으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20% 더

못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았다. 미국심장학회 합의문은 항당뇨병제의
심혈관 혜택을 검증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
이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 향후 지속해서 개
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항당뇨병제를 통해
ASCVD를 동반한 제2형당뇨병 환자의 심혈
관 예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은 변함없을
것이다.

결론
최근 발표된 몇몇 당뇨병 신약들의 긍정적
심혈관 효과들은 특히 심혈관질환의 고위험
군 환자들에게 어떤 약제를 쓸 것인가에 대
한 행복한 고민들을 더해주고 있다. 혈당조
절의 고전적인 전략 즉, 얼마나 낮게,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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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ima-media thickness in type 2 diabetes: a

3. Wilcox R, Kupfer S, Erdmann E, PROactive Study

합의문에는 배제됐다. 경구용 GLP-1 유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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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glitazone compared with glimepiride on carotid

.Basal insulin and cardiovascular and other outcomes

control and vascular complications in veterans with
type 2 diabetes. N Engl J Med 2009;360:129-139.
8. Green JB, Bethel MA, Paul SK, et al . Rationale,
design, and organization of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valuating Cardiovascular Outcomes with
Sitagliptin (TECO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nd established cardiovascular disease. Am Heart J
2013;166:983-989.
9. R osenstock J, Marx N, Kahn SE, et al .

증가하게 된다.

비만 환자에게는 먼저 감량할 체중 목표

비만을 치료하게 되면 지질대사와 관련된

를 알맞게 정해주는 것이 좋다. 보통 감량

and the sulphonylurea controversy: rationale for the

많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할 목표는 6개월까지 현재 체중의 10%로

active-comparator CAROLINA trial. DiabVasc Dis Res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만을 치

정하면 된다. 1kg 체중을 감소시키려면 대

료하면 고혈압과 혈당 및 중성지방 수치가

략 7000kcal가 소모돼야 한다. 그러므로 1

조절되고 복부비만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일 열량균형을 300~500kcal 줄여서 1주일에

비만의 치료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대

0.2~0.5kg을 감소시키면 6개월에 10% 감량

사증후군도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가능해 진다.

Cardiovascular outcome trials in type 2 diabetes

2013;10:289-301.
10. Scirica BM, Bhatt DL, Braunwald E, et al .Saxagliptin
and cardiovascular outcome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N Engl J Med 2013;369:13171326.
11. White WB, Cannon CP, Heller SR, et al .Alogliptin
after acute coronary syndrome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N Engl J Med 2013;369:1327-1335.

심장대사증후군학회에서 강조하는 질환

체중조절의 목적은 1차적으로 비만으로

빠르게, 얼마나 일찍,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

예방 7대 수칙에도 뱃살을 빼고, 적정 체중

인한 대사질환의 개선과 예방에 있다. 현재

전하게에 덧붙여, 개별 환자의 심혈관 혜택

을 유지하는 것과 유산소, 근력, 복근운동을

체중의 최소 3~5% 체중감량을 통해서도 임

을 최대로 보장하기 위해 어떤 약제를 선택

1회 1시간, 주 4회 이상 하는 것이 포함되어

상적으로 의미있는 심혈관질환 및 당뇨병 발

할 것인가도 최근의 심혈관 아웃컴 연구들

있다. 또한 비만 진료지침에도 대사증후군의

생위험도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무리

(CVOTs)을 통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

치료를 위해 생활습관개선과 각 구성요소의

한 목표를 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요한 당뇨병 치료 전략이 됐다.

치료를 고려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신미승
가천의대 교수
가천대길병원 심장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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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만치료의 3가지 핵심 요소
비만의 치료에 꼭 필요한 3가지 기본요소

동할 경우 1주일에 대략 2000kcal를 소비하
게 된다.

고 실천해 나가야 성공적인 체중감량의 달성
과 감량 체중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1) 적절한 에너지 섭취 제한: 식사 조절

비만의 주 원인으로 운동부족보다 과식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음식섭취를 절제해야 체중

3)Phentermine/topiramate

용한다. 약제 사용 후 3개월내에 5% 이상

(큐시미아, Qsymia®)

진정한 비만의 치료는 살을 찌게하는 잘

의 체중 감량이 없거나 동반질환의 개선효

용량: Phentermine 7.5mg, Topiramate 46mg

못된 행동은 줄이고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을

과가 보이지 않으면 약제 변경을 고려해야

작용기전: 아드레날린성 식욕억제제

늘리는 것이다. 행동교정이란 비만과 관련된

한다. 약물끼리 병합요법을 하더라도 특별

phentermine과 항전간제인 topiramate의

행동상의 문제가 일어날 확률을 줄이기 위해

한 이득이 없고 부작용의 위험성만 증가하

복합제

자기 스스로 행동을 통제해 자신을 관찰하면

기 때문에 병합요법을 잘 하지 않지만 최근

복용방법: 1일 1회 아침에 복용, 초기용량

서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부작용은 줄이고 체중감소 효과는 큰 병합

3.75mg/23mg을 14일간 매일 복용한 후

3) 행동교정

감량에 성공할 수 있다. 식이조절을 위해 하

행동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법들에

제제들이 개발됐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사

7.5mg/46mg으로 증량하여 매일 복용

루에 섭취하여야 할 음식의 총열량을 계산하

는 (i)자극조절기법 (ii)식사행동조절 (iii)보

용약제로는 phentermine, phendimetrazine

안전성: FDA 승인

려면 우선 개인의 표준체중을 알아야 한다.

상 (iv)자기관찰기법 (v)영양교육 (vi)신체적

등이 있고 1년 이상 장기 사용이 가능한 약

주의사항: 심박수 상승, 우울증 및 자살충동,

활동 늘리기 (vii)대체행동기법 (viii)인지 재

제로는 lorcaserin, bupropion/naltrexone,

수면장애, 신기능 장애

phentermine/topiramate 등이 있다. 피

이상반응: 입마름, 감각이상, 변비, 불면

표준체중을 구하는 방법은 △남자: 표준
체중(kg)= 키(m)의 제곱 × 22 △여자: 표준

구조화기법이 있다.
자기 관찰은 행동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주사제로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동을 하는 경우 표준체중 × 30(kcal/day)으

요소로 자기 관찰을 함으로써 습관을 잘 인

liraglutide도 국내에 출시돼 사용 중이다. 비

4) Liraglutide (삭센다, Saxenda®)

로 1일 필요한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 체중

식하게 되고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평가하며

만치료제를 신약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용량: Liraglutide 3mg 주사 제형

감량을 위해서는 1일 필요한 열량 이내로 식

치료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스스로 동기 부

같다.

작용기전: Glucagon-like peptide-1(GLP-1)

단을 잘 구성해야 한다. 식단에는 6가지 식품

여하도록 한다. 임상에서는 흔히 식사행동일
기, 운동일기 등을 작성하고 체중을 정기적

1)Lorcaserin(벨빅, Belviq )

용량 및 투약방법: 1일 1회 피하주사, 0.6mg부

족하지 않도록 한다.

으로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극조절기법

용량: Lorcaserin 10mg

터 시작하여 1주일 마다 0.6mg씩 증량하여

은 과식, 과음이나 신체활동 감소와 같은 비

작용기전: 세로토닌 2C 수용체 작용제

하루 최대 용량은 3mg

만 조장 행동을 자극하는 선행행동을 변화시

복용방법: 1일 2회 아침 저녁, 장기 복용가능

안전성: FDA 승인

켜 체중감량을 하는 방법이다.

안전성: FDA 승인, 심장판막부작용 없음

주의사항: 췌장염, 신장기능저하, 담낭기능저하

주의사항: 주의력이나 기억력 장애

이상반응: 치료개시 4주이내에 오심, 구토가

이상반응: 오심, 두통, 피로

심하다가 점차 감소, 설사, 변비

References

유지하도록 해 준다. 운동의 효과로 체지방
의 감소, 혈중 지질 농도의 개선, 근골격계 기

III. 비만의 약물치료

능 및 내분비 대사기능 향상, 노화방지, 면역

비만의 기본 치료법은 식사 조절, 운동 및

기능 향상, 스트레스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

행동교정이고 약물요법은 보조치료법이다.

2)Bupropion/Naltrexone(콘트라브, Contrave®)

다. 그렇지만 비만한 사람들은 동반질환 때

식사요법, 운동요법의 병행 없이 약물요법에

용량: Bupropion 360mg, naltrexone 32mg

문에 운동 전 위험도를 파악한 후 개인별 맞

의존할 경우 약물 중지 후 다시 체중이 증가

작용기전: 아편상 길항제인 naltrexone 및 항

춤운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체활동에 무리가 되는 심혈관질환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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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체에 작용
®

군을 골고루 잘 분배해서 필수 영양소가 부

규칙적인 운동은 인체의 기능을 원활하게

Sub 02 | Obesity

체중(kg) = 키(m)의 제곱 × 21이다. 보통 활

2) 신체활동량 증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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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는 식욕억제제와 지방흡수 억
제제가 있는데 주로 식욕억제제를 많이 사

는 적절한 에너지 섭취 제한, 신체활동량 증
가, 행동교정이다. 이 기본요소를 잘 숙지하

이상반응: 오심, 변비, 두통

시도해 볼 수 있다.

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보통 3~6개월간

우울제인 bupropion 복합제

의 식사 및 운동요법 후에도 10% 이상의 체

시상하부의 POMC를 활성화시켜 식욕억제

반되어 있지 않다면, 운동시간은 30~60분 정

중변화가 없으면 비만치료제를 사용해 볼 수

복용방법: 초기용량 1일 1정으로 시작하여 매

도, 유산소 운동을 중강도로 주 5회 이상 규

있다. 체질량지수 25kg/㎡ 이상인 환자에게

주 1정씩 증량, 4주 이후 유지용량 1일 4정

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중강도는 운동자

사용하지만, 23~25kg/㎡인 과체중 환자에서

안전성: FDA 승인

각도에서 ‘약간 힘들다’ 정도의 주관적 느낌

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심

주의사항: 혈압, 맥박상승, 우울증 및 자살 충

인데, 이 중강도로 30~60분간, 1주에 5회 운

혈관계 합병증이 동반돼 있다면 약물치료를

동, 간기능 장애

1. 대한비만학회. 비만진료지침2018. 2018.
2. 강재헌. 비만의 최신약물치료. Korean Society for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3. Roh E, Kim MS. New and emerging drugs for the
treatment of obesity.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5;58(5):452.
4. Lee SY. Medical Management of Obesity. The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2017;17(2):66.
5. Kim MK, Kim CS. Recent Advances in AntiObesity Agents.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2018;93(6):501-508.

THE MOST

39

MD
SPOT
Multidisci plinary Data

THE MOST는 의사들의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의 임상의학 정보를 심
도 깊은 분석과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루에도 수백건을 넘나드는 연구의 홍
수 속에 애를 먹고 있는 임상의들. 의학저널, 학술대회,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의학지식을 어떻게 선택·수용할지부터 이를
또 어떻게 임상에 적용해야 할지까지 수고로운 시간과의 전쟁을 요합니다. 특히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차의료 임상의들은 순환기·내
분비·호흡기·소화기 등 다학제 측면의 CME를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월간 의학학술잡지 THE MOST는 임상의들의 최신 의학정보에 대한 갈증과 부
족한 시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Multidisciplinary Data Spot(MD SPOT)
섹션을 보강·신설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세계 유수의 의학저널 또는 국제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주요 연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쉽게 정리·분석해 소개하
는 지면으로, Research·Guideline·Conference 서브섹션이 주요 콘텐
츠를 장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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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로수바스타틴으로
ASCVD 초고위험군 관리한다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증도에 따른 목표지질 수치에 대

투여했을 때 플라크를 안정화시키고 항염증효과도 보이며

한 치료를 권고했다. 특히 중증도에 초고위험군을 추가해 중

혈전생성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UPITER 연구에서

증도별 치료전략을 강조했다.

스타틴 투여 후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이 감소했다는 결과와
도 일관된 내용이다. 이에 ACS, 급성 MI 등 PCI가 필요한 환

Q 국내 가이드라인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자에서 초기 단계(early stage)에 스타틴을 투여하도록 하고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가이드라인은 유럽형이라고 볼 수

있고, 계획된 PCI 환자에서도 스타틴을 투여하는 방향을 고

있다. 심혈관질환 위험에 따라 목표 LDL 콜레스테롤(LDL-C)

려하고 있다.

타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초고위험군인 ASCVD 환자에
대해서는 LDL-C 70mg/dL 미만으로 조절하거나 베이스라인

Q 다양한 위험인자가 포함된 대사증후군 환자에 대한

대비 LDL-C 50% 이상 감소를 권고하고 있다.

스타틴 전략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와 미국심장학

서는 로수바스타틴(20·40mg)과 아토르바스타틴(40·80mg)

60%가 이상지질혈증 동반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질과

회(ACC)·심장협회(AHA)는 지난해

을 고강도 스타틴으로 꼽고 있다. 이 중 국내에서 사용가능

혈압의 동시 조절이 필요한 대사증후군 환자에서는 스타틴

이상지질혈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

한 스타틴 중에서는 로수바스타틴 20mg을 가장 강력한 스

과 항고혈압제의 병용요법이 필요하다. 특히 항고혈압제 중

발표한 바 있다. 국내외 죽상동맥경화성

타틴으로 보고 있다. 국내 초고위험군 환자에서 로수바스타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ARB)는 일부 연구에서 혈당억제

심혈관질환(ASCVD)의 관리방향이 업

틴을 적용할 경우 70% 이상에서 목표 LDL-C에 도달할 수

효과도 보고하고 있어 당뇨병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우선 고

있다고 보고 있다.

려할 수 있다. 또 환자의 순응도를 고려해 단일 복합제를 적

국내 진료지침과 미국 가이드라인은 세

용하도록 한다.

Q 고강도 스타틴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을 꼽자면?
고강도 스타틴 투여를 통해 LDL-C를 적극적으로 떨어뜨리

Q 고강도 스타틴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고 결과적으로 동맥경화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로수바

고강도 스타틴 사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는 여러 가지 지적

부적인 부분에서 온도차를 보인다. 특히

스타틴의 경우 일련의 연구에 동맥경화 감소를 보고해 왔다.

된 바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결론적으로 스

ASCVD 초고위험군(very high)의 적절

SATURN 연구에서는 아토르바스타틴 대비 총죽종용적(TAV)

타틴을 통한 심혈관 혜택이 압도적으로 크다. 대표적으로 근

한 관리전략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을 더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고(-6.39% vs -4.42%), 일본에

육합병증 중 횡문근융해증은 발생 빈도 자체가 낮고, 근육통

주제 중 하나다. 연세의대 고영국 교수(세

서 경동맥초음파(IVUS)로 평가한 연구들에서는 로수바스타

증 또는 약화의 경우 인과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란스병원 심장내과)에게 ASCVD 초고

틴이 지질이 많은 불안정한 플라크(plaque)를 안정화시키고

특히 로수바스타틴은 고강도임에도 다른 스타틴과 비교

위험군 관리전략의 현재에 대해 물었다.

염증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진행된 ARTMAP

했을 때 근육합병증 발생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도 로수바스타틴은 아토르바스타틴 대비 총TAV를

간효소 수치를 높인다는 보고도 있지만, 이 역시 다른 스타

유의하게 더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7.4% vs -3.9%).

틴과 유사한 정도였다.

Q 외국 이상지질혈증 가이드라인의 큰 틀을

있고 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스타틴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한다면?

하지만 스타틴 전략을 적용하는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인

Q PCI 환자 역시 초고위험군으로 꼽힌다.

틴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 당뇨병 발생 위험을 10% 가

세계적으로 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하는 전략에는 중지

다. 미국의 ACC·AHA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타틴으로 치

량 높이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심혈관질환 초고위험군의 상

가 모여있다. 궁극적으로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료가 가능한 4개의 환자군과 강도(intensity)별 스타틴 전

이 환자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스타틴의 또다른
혜택이 있다면?

(ASCVD)을 위시한 심혈관질환의 예방, 치료를 강조하고

략을 고수하고 있다. 저강도의 스타틴은 권고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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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증가의 경우 로수바스타틴을 포함한 전반적인 스타

황을 고려할 때 심혈관 혜택이 더 크다고 본다.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급성 심근경색증(MI) 등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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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의 혜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고혈압 환자 중

돼 큰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42

타틴 투여를 통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PCI 전 스타틴을

타틴이 필요한 이들로 볼 수 있다. ACC·AHA 가이드라인에

됐고, 스타틴이 1차 치료전략으로 권고

			

했다. 이에 비해 유럽의 ESC(유럽심장학회)·EAS(동맥경화

고위험군에 속하는 대사증후군 환자에서도 고강도 스타

를 중심으로 한 심혈관질환 관리가 강조

연세의대 고영국 교수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가 필요한 환자에서 시술 전 스

이 환자군은 ACC·AHA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고강도 스

데이트된 것이다. 전반적으로 ASCVD

사진·김민수 기자

있고,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는 고강도로 치료할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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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중 당뇨병 또는 당화혈색소(A1C)

타틴, 로수바스타틴 치료군의 NODM 위험이

6.5% 이상, 베어메탈 스텐트 시술 환자, 벌룬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술, PCI 실패한 환자들은 배제했다. 추가
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만 대상으로 하
기 위해 주요유해심혈관사건(MACE) 환자들

한국인에서 안전한
중강도 스타틴 입지 확보
타 스타틴 대비 AMI에서 신규 당뇨병 발생 위험 낮아

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스타틴 종류별 안전성 차이 확인
결과적으로 연구팀은 “중강도 아토르바스
타틴, 로수바스타틴과 비교했을 때 피타바스

환자들의 평균연령은 63~64세, 고혈압 동

타틴은 AMI 환자에서 유사한 임상적 아웃컴

반율은 42%, 이상지질혈증 동반율은 10%

을 보이면서도 NODM 발생 위험은 낮은 것

전후였다. 혈당은 140mg/dL 전후였으며,

으로 나타났다”고 정리했다.

80% 이상의 환자들이 베타차단제, 안지오텐

이와 함께 스타틴의 NODM 위험에 대한

신전환효소억제제(ACEi)나 안지오텐신수용

계열 효과(class effect)는 논쟁 중이라고 전

체차단제(ARB)를 복용하고 있었다.

제하며 “일반적으로 아토르바스타틴과 심바
스타틴은 혈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등은 차

으로 알려져 있고, 프라바스타틴과 피타바스

이가 있어 다변량변수 분석에서 보정했다.

타틴은 효과가 있거나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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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STEMI), 총콜레

났다”고 부연했다.

NODM 발생률
최종 분석에는 2443명이 포함됐고, 중강

등한 수준의 지질 프로파일 개선 효과를 보

를 대상으로 같은 강도 스타틴 간 NODM 위

도 스타틴으로는 피타바스타틴, 아토르바스

여왔다. 앞선 회귀분석 연구에서도 피타바스

스타틴은 심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험을 비교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

타틴, 로수바스타틴이 적용됐다. 스타틴별

타틴은 아토르바스타틴과 비교했을 때 다양

핵심전략으로 자리잡혀 있다. 대표적으로 이

내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우선 눈길

환자수는 아토르바스타틴군 1240명(50.8%),

한 혈당관련 파라미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지질혈증에서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국내

이 간다.

로수바스타틴군 951명(38.9%), 피타바스타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타바스타틴이 일관되

틴군 252명(10.3%)이었다.

게 NODM 위험은 높이지 않았고 유의한 임

스타틴의 안전성 문제

가이드라인 모두에서 스타틴을 1차 치료전

고려의대 최철웅 교수(고대구로병원 순환

략으로 권고하고 있고, 스타틴 전략의 심혈

기내과)팀은 한국인급성심근경색증등록사

1차 종료점은 추적관찰 3년 시점의

관 혜택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업(KAMIR) 연구 자료에서 환자군을 추려

NODM 발생률이었다. NODM은 공복혈장혈

있다.

분석했다(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

당 126mg/dL 이상 또는 당화혈색소(A1C)

2018).

6.5% 이상으로 정의했다. 평균 추적관찰기간

LAMISⅡ

은 913±267일(평균 3년)이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 AMI 환자를 대상으로 또다른 연구인 LAMISⅡ 연구(Korean J Intern
Med. 2017)와 일관되게 피타바스타틴이 혈당관련 안전성을 보고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LAMIS Ⅱ에서는 피타바스타틴이 당뇨병 유무에 상관없이 공복혈장혈당과 AIC를 감소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LAMISⅡ 연구에서는 KAMIR 연구 대상자 중 1101명을 선별해 분석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61.06세, STEMI 환자는 59.1%, 고혈압 동반율은 46.9%, 당뇨병 동반율은 26%,
이상지질혈증 동반율은 42.8%였다.
피타바스타틴 1일 2mg군, 4mg군의 MACE 발생률을 평가했고, 지질프로파일, 공복혈장
혈당, A1C 등도 함께 평가했다. 그 결과 12개월 시점 MACE 발생률, 심장사망 발생률은
2mg군, 4mg군에서 9.07%, 9.13%로 유사했다. 심장사망 발생률도 비슷했다.
공복혈장혈당은 당뇨병 환자 중 2mg군에서 30.56mg/dL, 4mg군에서 20.68mg/dL 감
소했고, 비당뇨병 환자에서도 각각 20.37mg/dL, 19.90mg/dL 낮아져 당뇨병 유무에 무
관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A1C도 소폭이지만 감소경향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스타틴이 대부분의 환

이 연구에서는 중강도 스타틴의 NODM

자에서 높은 안전성과 내약성을 보이지만,

위험을 비교했는데, AMI 환자가 고위험군임

평가 결과 NODM 발생률은 피타바스타

근육병증, 간효소 증가, 새로운 당뇨병 발생

에도 중강도 스타틴에 초점을 맞춘 이유로는

틴군 3.0%, 아토르바스타틴군 8.4%, 로수

(NODM) 등 유해사건도 보고되고 있다.

“실제 아시아 임상현장에서는 서양보다 환

바스타틴군 10.4%로 피타바스타틴군에서

자들의 체중이 적기 때문에 중강도 스타틴이

NODM 위험이 낮았다(P=0.001).

급성 심근경색증에서 스타틴
급성 심근경색증(AMI)도 심혈관질환 고위

고강도 스타틴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험군인만큼 고강도 스타틴이 주요한 치료전
략으로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 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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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타바스타틴은 아토르바스타틴과 동

다변량변수 분석에서는 연령, 성별, 체질
량지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

KAMIR 환자 대상

롤, 크레아티닌-MG 분절, 혈당, 크레아티닌

환자를 대상으로 중강도 스타틴의 NODM 위

연구에서는 2011년 11월~2015년 5월 등

수치 등을 보정 후 콕스 회귀분석을 진행했

험도를 비교한 연구가 발표됐다. AMI 환자

록된 AMI 환자 1만 2431명을 대상으로 했

고, 그 결과 피타바스타틴 대비 아토르바스

상적 효과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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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대사증후군학회
창립
국제학술대회

대사증후군 학문적 성과, 세계와 공유
올해 새롭게 출범한 심장대사증후군학회(이하 심대학)가 학회 창립총회와 동시에 심장대사증후
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심대학(회장 고광곤)은 지난달 22·23일 그랜드힐튼 서울에서 ‘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심장대사증후군 국제학술대회(2nd APCMS CONGRESS)’를 열고
Conference Highlight | APCMS 2019

대한심장학회 심장대사증후군연구회 창립 5년 만에 학회로 독립, 본격적인 활동을 천명했다.
첫 활동은 심장대사증후군 관련 국제학술대회의 개최. 심대학은 심장대사증후군 관련 학문적
진일보의 성과를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북미를 비롯한 세계 학계와 공유하고 외국의 학
술데이터를 습득하기 위해 APCMS 2019를 성대히 열었다. 양일간 개최된 APCMS 2019
에서는 심장대사증후군과 관련한 생활습관개선요법을 비롯해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혈압·혈
당·비만·콜레스테롤의 종합적인 관리전략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의 대
사증후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현황과 관리실
태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했다.
이상돈·박선혜 기자 sdlee@moston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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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박상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고혈압은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망원인

(efferent arteriolar vasoconstriction, fibrosis)

“인슐린저항성과 RAAS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억제할 수 있

상호작용하는 기전으로

는 ARB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당뇨병 환자의 혈압치료에
RAAS억제제 역할 커”

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니나라의 경우도, 고

대사증후군 환자
최적의 항고혈압제 치료전략은?
한림의대 박상민 교수 “강력·24시간 혈압조절 혜택 담보돼야”

고혈압은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핵심인자 중 하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분석 결과,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의 절반가량이 고혈

혈압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심뇌혈관질
환에 의한 사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ARB는 안지오

고혈압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혈관질환 위험

텐신 II가 결합해 혈관을 수축시키는 AT1 수

인자로 작용하는데, 혈압이 20/10mmHg 증

용체에 붙어 안지오텐신 II 활성을 억제하고

가할 때마다 심혈관 사망위험은 2배가량 느

궁극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기전이다. 그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고혈

는 “당뇨병·고혈압 동반환자의 병태생리 특

압은 고혈당·비만·흡연·이상지질혈증 등과

성 상 초기에 혈압을 제압하기가 힘들고 혈

함께 죽상동맥경화증의 발생 및 악화에 심대

관손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보다 빠르게 목표치 미만으로 강압해야 한다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이

고 지적, ARB를 통해 RAAS를 공략해 빠르

환 및 사망의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고 강력하게 혈압을 낮출 수 있는 항고혈압

기준이 되는 위험인자 각각의 유병률은 낮은 HDL 콜레스테롤이 30.3%로 가장 높았고, 높은 혈압 29.8%, 공복혈당 상승 28.8%, 높
은 중성지방 28.1%, 복부비만 23.6%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나타나는 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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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585만명)이었다. 나머지는 당뇨병(258만명), 고지혈증(144만명), 심혈관질환(102만명), 뇌혈관질환(101만명) 순으로 고혈압 환자
에서 여타 대사질환 동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심장대사증후군학회의 대사증후군 FACT SHEET를 봐도, 대사증후군 진단

아질사르탄 메독소밀

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뇨병과 고혈압

박 교수는 이러한 임상적 요구에 대한 해

박 교수는 대사증후군 중에서도 당뇨병

법으로 신규 ARB 제제에 해당하는 아질사

과 고혈압의 상호작용에 주목했다. 인슐린저

르탄 메독소밀(이달비)을 제시했다. “다른

항성과 RAAS가 상호작용하는 기전이다. 인

ARB 제제와 비교해 AT1 수용체와의 결합

슐린저항성에 의한 제2형당뇨병 환자에서

능력이 더 강해 RAAS의 활성화를 보다 효

RAAS가 항진되고, 이로 인해 고혈압이 발

율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물론, 수용체와 결

압은 다른 심혈관 위험인자와 동반되기 때문

이와 관련해 한림의대 박상민 교수(춘천성

생할 수 있다. 또한 역으로, 고혈압전단계부

합 후 보다 천천히 해리되는 특성으로 인해

에 더욱 치료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심병원 순환기내과)는 최근 열린 심장대사증

터 RAAS가 활성화되는데 고혈압 환자에서

이달비의 강한 혈압강하력을 24시간 유지할

혈당·이상지질혈증·비만 등이 혈관의 구조·

후군학회 국제학술대회(APCMS 2019)에서

RAAS가 항진되고 궁극적으로 안지오텐신 II

수 있다”는 것.

기능적 손상을 야기하는 시기에 고혈압도 함

‘심장대사증후군·고혈압 환자에서 최적의 항

가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당

특히 이달비는 박 교수가 강조한 제2형당

께 발생한다. 따라서 고혈압을 진단받은 시점

고혈압제 치료’에 대해 강연, 다른 심혈관 위

뇨병 환자에서 혈압치료는 RAAS를 억제하

뇨병 관련 혜택에서 ARB 가운데 독보적인

또는 고위험군 고혈압

에는 노화나 여타 심혈관 위험인자로 인한 혈

험인자를 동반하는 고혈압 환자를 어떻게 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존재감을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환자에서 다른 ARB 제제

관손상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료해야 하는 지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 그

박 교수는 강연에서 “총 3개의 무작위·대조

항고혈압제 치료

여기에 당뇨병까지 겹치면 심혈관질환(대

는 “다른 심혈관 위험인자들과 고혈압이 상

혈관합병증) 위험이 더 증가 또는 가속화되

호작용해 심혈관질환 위험을 더 높이는 대사

박 교수는 당뇨병 등을 다른 심혈관 위험

형당뇨병 환자 그룹에서 아질사르탄 40mg

는 것은 물론 혈관의 구조·기능적 손상을 되

증후군 환자의 혈압치료 시에, 안지오텐수용

인자를 동반하는 고혈압, 즉 대사증후군 환자

과 80mg 요법의 베이스라인 대비 수축기혈

돌리기도 쉽지 않아 치료가 어렵다. 때문에

체차단체(ARB) 등을 통해 레닌·안지오텐신·

의 혈압치료에 있어 항고혈압제 선택에 신중

압 변화가 -15.1mmHg와 -14.2mmHg로 올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혈압치료를 위한 항고

알도스테론계(RAAS)를 억제하는 것이 혈압

을 기할수밖에 없다며 RAAS 억제의 역할을

메사르탄 40mg(-10.5mmHg)과 유의한 차

혈압제 선택에 있어서는 초기부터 혈압을 목

조절은 물론 대사기능장애를 개선하는 데 매

강조했다. RAAS, 특히 안지오텐신 II가 심·뇌

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표치까지 낮출 수 있는 강력한 강압력의 단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

혈관(myocyte apoptosis, myocardial fibrosis,

발사르탄과의 비교를 봐도, 당뇨병 환자

독제제 또는 병합요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뇨병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서 ARB 치료가

coronary vasoconstruction, vasopressin

군에서 아질사르탄(40, 80mg)의 수축기혈압

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secretion, sympathetic activation), 신장

변화는 -14.5mmHg와 -15.5mmHg로 발사

“이달비, 제2형당뇨병 동반

대비 혈압강하력 우수”

군 임상연구(RCT)를 종합분석한 결과, 제2

THE MOST

49

Conference Highlight | APCMS 2019

나타내는 다른 항고혈압제를 더해 보다 강한
강하고 지속적인 혈압강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ARB 제제 이달비
에 티아지드 유사 이뇨제 클로르탈리돈을 더

한국 3대 만성질환 ‘주의보’
중국은 ‘경보’?

한 복합제(이달비클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달비의 파트너로 선택된 티아지드 유사
이뇨제 클로르탈리돈은 강력한 혈압조절 효
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 반감기가 40시간 정도로 상대적으로 긴

중국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관리율, 한국보다 저조

지속강압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기전이다.
박 교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혈압강하력에
더해 클로르탈리돈이 좌심실비대, 골절, 신장
한림의대 박상민 교수는 APCMS 2019에서 ‘심장대사증후군·고혈압 환자에서 최적의
항고혈압제 치료’에 대해 강연, 다른 심혈관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고혈압 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략적 해법을 제시했다.

결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면발현
효과(pleiotropic)를 나타내고 대사 관련 부

중국의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3대 만성질환 관리상황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리얼월드 데이터와 지

작용 위험이 낮아 순응도 개선에도 기여한다

난해 발표된 국내 3대 만성질환 팩트시트를 비교한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병률은 한국과 중국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고 이상지질혈증

고 언급했다. 또한 클로르탈리돈은 MRFIT,

은 중국이 더 높았다. 그러나 만성질환 인지율·치료율·조절률 등 관리지표는 중국이 한국보다 저조했다. 국내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

르탄 320mg(-7.8mmHg)보다 우수한 혈압

SHEP, ALLHAT 등 랜드마크 임상연구에서

강하 효과를 보였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심혈관 임상혜택을 검증받은 바 있다.

“당뇨병, 신장질환 등을 동반한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고혈압 환자에서 이달비가 강력한
AT1 수용체 결합력으로 당뇨병 환자의 심혈

ARB와 이뇨제를 합친 이달비클로는 6주

관질환 위험을 낮추고 신장보효과도 나타낸

치료·관찰 임상시험에서 진료실혈압을 측

다”고 강조했다.

정했을 때 위약군 대비 수축기(-36.2mmHg,

울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심장대사증후군 국제학술대회(2nd APCMS CONGRESS)’에서 중국 만성질환 관리현황을 발표,
이 같이 밝혔다.

고혈압

-34.4mmHg vs -21.8mmHg, P ＜ 0.05)

간 일관된 혈압조절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와 이완기혈압(-16.2mmHg, -16.0mmHg

고혈압 유병률은 한국과 중국이 큰 차이

70

혈압 변동성을 고려한 항고혈압제 치료의 중

vs -8.9mmHg, P ＜ 0.05) 모두에서 우

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대한고혈

60

요성을 언급했다. 아침이나 야간 등 활동시

수한 강압효과를 나타냈다. 이달비클로

압학회 팩트시트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고

50

간 외의 영역에서 고혈압이 발생할 경우 심

(40mg/25mg, 80mg/25mg)와 올메사르탄/

혈압 유병률은 29%였다. 중국 고혈압 유병

40

혈관질환 위험이 더 높은 만큼 특정시간대에

HCTZ(40mg/25mg)를 비교한 결과도 같은

률은 2012~2015년 기준 23.2%로 추산된다

발생하는 높은 혈압까지 강압시킬 수 있어야

양상으로 이달비클로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Circulation 2018;137:2344~2356).

한다는 것인데, 이달비는 연구를 통해 아침·

강압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고혈압 관리지표는 국가 간 다

주간·야간의 혈압상승을 유의하게 억제하고

ARB 중 가장 강력한 수용체 결합력으로

른 양상을 보였다. 고혈압 인지율은 한국이

낮추는 등 24시간 혈압조절 혜택을 나타내

24시간 혈압조절 혜택을 나타내는 이달비와

65%였지만, 중국은 46.9%로 한국보다 약

는 것으로 보고됐다.

여러 연구에서 심혈관 임상혜택을 입증받은

20%p 낮았다. 치료율은 한국이 61%, 중국이

클로르탈리돈의 조합은 고혈압 복합요법 시

40.8%로 20%p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장에서 최초이지만 많은 연구결과를 갖고 있

조절률은 한국이 44%로 고혈압 환자 2명 중

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명에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지만, 중국은

박 교수는 강력한 24시간 혈압조절력의
이달비에, 상이한 기전으로 동일한 혜택을

THE MOST

강력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산병원 Aijun Sun 교수와 후아산병원 Yong Li 교수는 지난달 23일 그랜드힐튼 서

박 교수는 또한 혈압치료와 관련해 24시

클로르탈리돈

50

이달비클로

혈증 관련 학회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심각한 중국은 더욱

15.3%로 10명 중 1~2명만 혈압이 조절됐다.

80

30

한, 2016

65%

61%
46.9%

20

중, 2012~2015

40.8%

10

44%
15.3%

0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그림 1. 고혈압 관리지표

당뇨병
당뇨병 유병률 및 관리지표도 고혈압
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대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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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한, 2016

중, 2013

70

로 5명 중 1명이 이상지질혈증 환자였다. 반

60

면 2012년 중국건강영양조사 결과, 중국 이

50

상지질혈증 유병률은 40.4%로 우리나라보

40
30

2016년 기준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19.9%

62.6%

20

다 2배 이상 높았다(Nat Rev Cardiol 2018년

56.7%
36.5%

11월 22일자 온라인판).

32.2%

25.1%

10

15.8%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이상지질혈증 관리지
표는 조절률이었다. 이상지질혈증 조절률은

0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한국이 41.3%, 중국이 8.9%로 중국의 조절률

그림 2. 당뇨병 관리지표

은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이상지질혈
증 인지율은 한국이 58.4%, 중국이 31%, 치

80

한, 2016

중, 2012

70

료율은 각각 49.1%와 19.5%로, 모든 관리지
표가 중국이 한국보다 낮았다.

60
50

“경제성장 등으로 대사증후군 증가…
질환 인지도 높여야”

40
30

58.4%

20

49.1%
19.5%

10
0

인지율

중국 심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빠른 경제성

41.3%

31%

치료율

장 등으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을
8.9%

조절률

그림 3. 이상지질혈증 관리지표

ISC 2019

앓고 있는 심장대사증후군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Sun 교수는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 빠른 경제성장뿐 아니라 건

뇨병학회 팩트시트에서 국내 당뇨병 유병

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을 가진 성인이 늘면서

률은 2016년 기준 14.4%였다. 중국 당뇨병

심장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유병률은 2013년 기준 10.9%였다(JAMA

며 “하지만 심장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인 고

2017;317:2515~2523).

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은 제대로 진단이

당뇨병 관리지표에 따라서는 2배 가까
운 차이가 나타났다. 당뇨병 인지율은 한국

이뤄지지 않거나 환자들이 치료받지 않아 증
상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은 교정

보다 2배가량 높았다. 치료율은 각각 56.7%

가능한 심장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이기에 임

와 32.2%였다. 조절률은 한국 25.1%, 중국

상에서 세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

15.8%로, 한국이 중국보다 약 10%p 더 당뇨

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Li 교수는 “심

병이 조절되고 있었다.

장대사증후군이 있다면 심혈관질환 발병위
험이 상당히 높다”면서 “심장대사증후군은

이상지질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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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개입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임상에

이상지질혈증은 고혈압, 당뇨병과 달리 국

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자들을 관리해야

가 간 유병률부터 차이가 나타났다. 2018년

하며, 그 과정에서 환자와 간결하면서 포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팩트시트에 의하면,

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 학술대회에서도 약물부터 시술까지 뇌졸중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됐다.
SPRINT 연구에서 촉발된 ‘lower is better’ 혈압관리 기조가 뇌졸중에서도 통용되는지를 평
가한 RESPECT, ENCHANTED 연구, 실로스타졸과 아스피린의 이중항혈소판요법을 조

Conference Highlight | ISC 2019

62.6%, 중국 36.5%로 한국 인지율이 중국

2019년 국제뇌졸중학술대회(ISC 2019)가 지난 2월 6~9일 하와이에서 개최됐다. 올

명한 CSPS.com 연구, 고혈당증 동반 환자의 혈당강하 전략을 평가한 SHINE 연구 등이
Late Breaking Science 세션에서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경동맥 협착증에서 최적의 혈관
내 치료전략을 모색한 CREST & ACT1 분석연구, 수술적 치료전략의 출혈에 대한 효과를 평
가한 MISTIE Ⅲ 연구도 Late Breaking Science 세션에서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한편 국
내 뇌졸중 역학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도 포스터 세션에 자리했다.
임세형·박선혜 기자 shlim@moston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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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라인에서 환자들의 특징은 유사했다.

엄격한 혈압조절,
뇌졸중 재발예방 가능성까지 보였다
- 연구 조기종료로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못해
- 추가 메타분석에서도 일관된 경향 확인

혈압의 ‘lower is better’ 기조의 확인이 주요 과제로 부각된 것. 일본 도쿄여성의대 Kazuo Kitagawa 교수팀이 발표한 RESPECT 연

환자분류 및 진행과정
뇌졸중 관리에서 혈압이 주요 인자로 꼽
을 확인하고자 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

Kazuo Kitagawa
일본 도쿄여성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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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라인 수축기혈압 140mmHg 미만

고강도 혈압조절군 14.8%로 차이가 없었고.

인 환자에서는 재발위험이 크게 감소하지 않

뇌졸중 병력에서도 허혈성 뇌졸중이 각각

았지만(HR 0.91) 140mmHg 이상인 환자에

86.0%, 84.0%, 두개내출혈이 14.0%, 16.0%

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HR 0.66, P=0.479).

추가 메타분석 결과도

였다.

또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화

뇌졸중 재발예방효과 뒷받침

고강도 혈압조절 전략의
일관된 혜택 보고

감소경향 확인

평균 추적관찰 기간 3.9년, 최종 5년 시점

서는 감소 경향이 보였다(HR 0.65, P=0.353).

추가 메타분석

뇌졸중 재발률은 표준 혈압조절군이 연간

하지만 궁극적으로 RESPECT 연구에서

2.26%, 고강도 혈압조절군이 연간 1.65%로

고강도 혈압조절 전략과 표준 혈압조절 전략

고강도 혈압 조절군에서 위험이 27% 감소한

간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못했다. 이에

것으로 나타났다(HR 0.73, 95%CI 0.49-1.11,

대해서는 “1280명을 무작위로 배정한 후 모

P=0.0143).

집인원이 빠르게 모이지 않았고, 자금지원이

세부분석에서도 전반적으로 고강도 혈압
조절군에서 재발률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끊겨 2016년 12월 31일 조기중단됐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1.76%, 고강도 혈압조절군 1.60%(P=0.686),

하기 위해 새로운 메타분석을 진행했다.

두개내출혈 발생률은 각각 0.46%, 0.04%로

RESPECT 연구와 기존에 고강도 혈압조

나타났다(P=0.021). 허혈성 뇌졸중에서는 죽

절 효과를 평가한 SPS3(2013년), PAST-

상동맥경화성 경색. 심인성 색전증의 감소

BP(2016년), PODCAST(2017년) 연구와 한

위험을 25% 감소시켰고, 세부 분석에서 뇌졸

비율이 높았고, 두개내출혈에서는 주요혈관

데 묶어 분석한 것. 각 연구에서 고강도 혈

중 발생 위험은 21%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성사건, 모든 원인 사망 발생률의 감소 비율

압조절 전략은 뇌졸중 재발 위험을 감소

이 높았다.

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RESPECT 연구

RESPECT

허혈성 뇌졸중 재발 위험

가 없었지만(HR 1.01), 당뇨병 동반 환자에

이에 연구팀은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더

히고 있는 가운데 고강도 혈압조절의 혜택

고강도 혈압 조절군에서

뇌졸중 발생률은 표준 혈압조절군 15.7%,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은 표준 혈압조절군

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재발예방에 대한 고강도 혈압조절 전략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RESPECT

Conference Highlight

국제뇌졸중학술대회(ISC 2019)에서도 혈압의 ‘lower is better’ 관리기조가 화두로 던져졌다. 일부 심혈관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P=0.084).

또 베이스라인 특징별로 분석했을 때도

는 25%(HR 0.75, 0.50-1.11), SPS3 연구는

니다. PROGRESS 연구에서는 수축기혈압

올해 발표된 RESPECT 연구에서는 뇌경

70세 이상, 여성, 두개내출혈 병력, 베이스라

19%(HR 0.81, 0.64-1.02), PAST-BP 연구는

을 114mmHg까지 떨어뜨렸을 때 수축기혈

색 또는 뇌출혈이 있었던 뇌졸중 병력 환자

인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당뇨병 동

86%(HR 0.14, 0.01-2.72), PODCAST 연구는

압 149mmHg, 130mmHg 조절군 대비 재발

들을 대상으로 표준 혈압조절 전략과 고강

반 환자에서 고강도 혈압조절이 효과가 있

66%(0.04-3.15)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률이 낮았고, SPS3 연구에서는 열공성 뇌졸

도 혈압조절 전략의 영향을 비교했다. 고강

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미만에서는 표준

종합하면 고강도 혈압조절 전략은 전반적으

중 환자를 수축기혈압 140mmHg 조절군과

도 혈압조절군은 120/80mmHg 미만, 표준

혈압조절군과 거의 차이가 없었던 반면 70

로 22%의 재발위험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130mmHg 조절군으로 분류해 비교한 결과

혈압 조절군은 140/90mmHg 미만(심근경색

세 이상에서는 재발률이 43% 감소했고(HR

(HR 0.78, 0.64-0.96).

130mmHg 조절군에서 재발률이 조금 더 낮

증, 만성 신장질환,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는

0.57, P=0.260), 성별 구분에서는 남성보다

연구팀은 “RESPECT 연구는 고강도 혈압

았다.

130/80mmHg 미만)을 타깃으로 설정했다.

(HR 0.78) 여성에서 혜택이 더 컸다(HR 0.61,

조절 전략과 뇌졸중 재발 예방 간 유의한 연

P=0.613).

관성은 입증하지 못했지만, 업데이트한 메타

연구팀은 SPRINT 연구(NEJM. 2015)가 고

총 1514명이 모집했고, 최종 1280명이 무

강도 혈압조절 전략의 혜택에 무게를 실어줬

작위에 배정됐다. 고강도 혈압조절군은 640

뇌졸중 사건별로는 격차가 컸는데 허혈

분석은 130/80mmHg 미만으로 혈압으로 조

다고 강조했다. SPRINT 연구에서는 고강도

명, 표준 혈압조절군은 640명이었고 최종 분

성 뇌졸중 재발률도 감소했지만(HR 0.85) 두

절했을 때 뇌졸중 재발예방 효과를 뒷받침해

혈압조절이 표준 혈압조절보다 심혈관사건

석에는 각각 630명, 633명이 배정됐다.

개내출혈 재발률이 크게 감소했다(HR 0.41,

준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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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돼 있었고, 전체 환자 중 아시아인은 74%
였다.

고강도 혈압조절,
허혈성 뇌졸중 환자 출혈 줄인다
- 환자 기능에는 유의한 차이 없어
- 중증 포함한 두개내출혈 발생률 감소 확인

압조절군 14.8%, 표준 혈압조절군 18.7%

압조절군에서 3.7시간, 표준 혈압조절군에서

로 고강도 혈압조절군에서 25% 낮았다(OR

4.0시간 내에 시행됐다.

0.75, 0.60-0.94, P=0.0137). 또 중증 두개내
출혈 발생률도 각각 5.5%, 9.0%로 고강도

1차 종료점 차이 없어

P=0.0017) 낮았다. 추가적으로 7일 이내 영

화였고, 안전성 아웃컴은 모든 두개내출혈

상의학검사로 확인된 두개내출혈 발생률 역

을 주료 확인했다. 이와 함께 회복정도(mRS

시 각각 13.2%, 16.1%로 고강도 혈압조절군

0~1), 다른 장애 척도, 건강 관련 삶의 질, 증

에서 21%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OR

상성 두개내출혈도 평가했다.

0.79, 0.62-1.00, P=0.0542) 고강도 혈압조절

혈압은 146mmHg에서 139mmHg, 표준 혈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서 고강도 혈압조절은 기능적 아웃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두개내출혈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

압조절군은 153mmHg에서 144mmHg로 감

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조지연구소(George Institute) Craig Anderson 박사팀이 국제뇌졸중학술대회(ISC 2019)에서 발표한

소했고, 양군의 차이는 6mmHg였다.

성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 중 수축기혈압이

미만으로 조절한 고강도 조절전략은 가이드

점수에 따른 비율을 비교했을 때 mRS 0점

180mmHg 미만으로 조절한 전략과 비교했

은 고강도 혈압조절군 28.6%, 표준 혈압조절

을 때 1차 효과 아웃컴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군 28.2%이었고, mRS 1점은 24.9%, 23.8%,

하위분석에서도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것으

mRS 2점은 12.9%, 14.4%, mRS 3점은

로 나타났다”며 “가이드라인의 주요한 변화

1시간 이내 수축기혈압 130~140mmHg 조

10.3%, 10.8%, mRS 4점은 9.1%, 9.4%, mRS

를 이끌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정리

절 후 72시간 유지, 표준 치료군은 수축기혈

5점은 4.7%, 5.4%, mRS 6점은 9.5%, 7.9%로

했다.

압 180mmHg 미만 유지였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mRS와 중증 유해사건에서는 안

이가 없었다. 연령(65세 기준), 성별, 무작위

개내출혈 위험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며

ENCHANTED 연구에서는 2012년 3월부

시점, 고혈압 병력, 항혈소판제 복용 등에서

고강도 혈압조절 전략의 혜택도 강조했다.

터 2018년 4월까지 환자를 모집해 고강도 혈

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베이스라인 수축기혈

이어 “차후 뇌영상 베이터베이스 분석을

이번 연구는 전향적 무작위 오픈라벨 맹

압조절군에는 1081명, 표준 혈압조절군에는

압, 베이스라인 NIHSS, CT 검사결과 뇌경색,

기반으로 한 두개내출혈 위험 감소 기전 연

검 아웃컴 평가(PROBE) 디자인으로 설계됐

1115명이 무작위로 배정됐고, 무작위 분류를

알테플라제 용량 등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

구, 대혈관폐색 및 혈관내수술 치료사례에서

다. 대상 환자들은 뇌졸중이 발생한 지 4.5시

마친 환자수는 각각 1072명, 1108명이었다.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혈압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가 명확한 답을

경을 밝혔다.

THE MOST

이에 연구팀은 “수축기혈압을 140mmHg

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뇌내출혈을 포함한 두

표수치는 권고하고 있지 않다”며 연구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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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컴은 양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위분석에서도 양군의 1차 종료점에는 차

라는 점은 제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절 목

아시아인 70% 이상

미국 조지연구소 박사

단 이외 사망, 신경학적 감소, 삶의 질 등

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목표수치인

185mmHg 이상일 경우 항혈전 치료가 금기

Craig Anderson

군의 일관된 혜택을 보였다.

mRS 변화는 양군에 차이가 없었다. mRS

인 알테플라아제 표준용량(0.9mg/kg)과 저용량(0.6mg/kg)을 비교한 결과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는 급

혈압조절군에서 41%(OR 0.59, 0.42-0.82,

1차 종료점은 90일 시점 mRS 점수의 변

를 비교한 결과 고강도 혈압조절군의 수축기

고강도 혈압조절 전략

그렇지만 두개내출혈 발생률은 고강도 혈

혈압강하 치료는 증상발생 후 고강도 혈

우선 뇌졸중 발생 1시간 시점과 24시간 후

ENCHANTED 연구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아웃컴 개선을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이전에는 정맥투여 재조합 플라스미노겐

두개내출혈 분석

간 이내에 알테플라아제로 치료가 가능한 급

베이스라인에서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양

이 중 NIHSS 베이스라인 점수에 따라 세

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였다. 환자들의 수축

군 모두 67세였고, 고혈압 병력은 고강도 혈

부분석한 결과 NIHSS 0~5점에서는 고강도

한편 연구팀은 오픈 디자인인만큼 잠재적

기혈압은 150mmHg 이상, 치료 시간은 뇌졸

압조절군 72%, 표준 혈압조절군 71%로 유

혈압조절 전략의 혜택이 있었지만, NIHSS

으로 혈압 관리, 알테플라제 용량, 다른 관리

중 발생 6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사했고, 혈압은 165/91mmHg였다. NIHSS

6~10점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NIHSS 11~15

전략 등에 대한 잠재적 바이어스(bias)가 있

환자들은 고강도 혈압조절군과 표준 혈압

점수는 각각 7점, 8점이었고 대동맥 죽종 동

점, 16점 이상에서는 표준 혈압조절군에서

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절군으로 분류됐다. 고강도 혈압조절군은

반율은 43%, 45%였다. 중국인은 65%가 포

혜택이 있었다.

ENCHANTED
급성기 뇌졸중에서
고강도 혈압조절 전략이
두개내출혈 발생 감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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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당증 동반 뇌졸중 환자
‘집중 혈당조절’ 혜택 無

인 이들이었다. 등록 당시 미국국립보건원 뇌

는 1점인 비율은 집중조절군에서 43.7%, 표

졸중척도(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준조절군에서 44.7%(RR 0.98, 0.83-1.15), 바

scale, NIHSS) 점수는 3~22점이었다. 제1형당

텔 척도(Barthel index)에서 긍정적인 결과

뇨병, 신장투석, 인슐린투여가 필요한 환자, 추

를 보인 비율도 각각 55.2%, 54.7%(RR 1.01,

적관찰이 불가능한 이들은 배제했다.

0.90-1.13)으로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환자들은 목표혈당 80~130mg/dL군(집

게다가 중증 저혈당증은 집중조절군에서

중조절군, 581명)과 180mg/dL 미만군(표준

2.6%(15명) 보고됐으나 표준조절군에서는

조절군, 570명)으로 무작위 분류됐다(1:1 비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RR 2.58, 1.29-

율). 집중조절군에게는 인슐린을 정맥으로

3.87). 이는 강력한 혈당 조절 시 오히려 중증

점적투여(insulin drip)했고, 표준조절군에

저혈당증 위험이 증가해 의료진의 관리가 필

게는 인슐린을 피하주사했다. 전체 환자군은

요한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 72시간 동안 인슐린 치료를 받았다.
환자군의 평균 연령은 66세, 여성 비율은
45% 전후, 허혈성 뇌졸중 병력은 17%, 제2
형당뇨병 병력은 80%, 고혈압 병력은 88%

고혈당증을 동반한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집중적인 혈당강하 치료전략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버지니아대학 Karen C

에서 확인됐다.

Johnston 교수팀이 발표한 SHINE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당을 80~130mg/dL로 조절한 환자군과 180mg/dL 미만 조절군을 비교
한 결과 90일째 기능적 예후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고 역으로 중증 저혈당증 발생률은 높았다.

급성 허헐성 뇌졸중에서 고혈당증

는 우려가 있었다.

버지니아대학 교수

연구 종료점 평가

시했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1차 효과 종료점은 등록 당시 대비 90일째

Johnston 교수는 “고혈당증을 동반한 급

평가한 mRS(modified Rankin Scale) 점수

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는 혈당을 강력하게

변화였다. 등록 당시 NIHSS 점수가 △3~7

조절하더라도 90일째 기능적 예후가 개선되

점 △8~14점 △15~22점인 환자군은 90일째

지 않았다”면서 “이번 연구는 두 가지 치료
전략 중 어떤 치료가 더 적절한지에 대한 답

으로 발생하고, 전임상은 물론 임상시험 자

뇌졸중 및 두개내출혈 환자에서 인슐린 투여

경우 으로 평가되면 기능적 예후가 개선됐다

을 줬다. 임상에서는 180mg/dL 미만을 목표

료에서 급성 뇌허혈증에서 고혈당증이 동반

가 위약 대비 사망률 감소효과를 보이지 못

고 판단했다.

로 인슐린을 피하주사하는 치료전략을 선호

되면 아웃컴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했고, GRASP 연구에서도 적절한 혈당조절

대표적으로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

전략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 혈당 수치가 4분위수에서 가장 높았던

1차 안전성 종료점은 치료 동안 혈당이
40mg/dL 미만으로 감소한 중증 저혈당증
발생으로 정의했다.

SHINE 연구

SHINE
고혈당 동반
급성 허혈성 뇌졸중에서
고강도 혈당조절전략
유의한 효과 없어

중 환자의 치료전략에 대해 확실한 답을 제

mRS 점수가 각각 △0점 △0~1점 △0~2점일

적정혈당 수치
180mg/dL 미만 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브라운대학 Karen Furie 교수는 “연
구결과에 따라 임상에서는 이들의 혈당을 강

72시간 치료 동안 집중조절군의 평균

력하게 조절하기보단 180mg/dL 미만으로

군은 가장 낮았던 군보다 모든 원인에 의한

이에 Johnston 교수팀은 고혈당증을 동반

혈당은 등록 당시 188mg/dL에서 치료

느슨하게 조절하게 될 것”이라며 “SHINE 연

사망 위험이 2.18배 높았다(HR 2.18; 95% CI

한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혈당 관리전

후 118mg/dL로 감소했다. 표준조절군은

구가 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1.36~3.48)(Eur J Neurol 2012;19(6):884-

략을 확인하기 위해 SHINE 연구를 진행했

187mg/dL에서 179mg/dL로 조절됐다. 90

전망했다.

891).

다. 이를 위해 미국 63개 의료기관에서 18세

일째 기능적 예후를 평가한 결과, 집중조절

미국 시다스-시나이 메디컬센터 Patrick

이상의 고혈당증 동반 급성 허혈성 뇌졸중

군은 표준조절군보다 예후가 향상되지 않았

Lyden 교수는 “집중적인 혈당조절의 혜택에

환자 1151명을 모집했다.

다. 1차 효과 종료점 달성률은 집중조절군

대한 결과는 부정적이었지만 의심할 여지가

당을 강력하게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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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했거나 혈당이 증가한 급성 허혈성 뇌졸

게다가 GIST-UK 연구에서는 급성 허혈성

하지만 뇌졸중 증상 발생 후 초기부터 혈

58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결과가 고혈당증을

고혈당증은 급성 허혈성 뇌졸중이 일반적

으로 혈당 수치에 따른 사망 위험을 비교한
Karen Johnston

“논란 종지부…
최적 치료전략에 대한 답 제시했다”

학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집

전체 환자들은 제2형당뇨병 환자로 혈당이

이 20.5%, 표준조절군이 21.6%로 치료에 따

없었다”면서 “표준 혈당조절은 의료진의 업

중적인 혈당조절로 중증 저혈당증이 나타나

110mg/dL 이상이거나 당뇨병 동반 여부는

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adjusted RR 0.97;

무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의료

오히려 허혈성 뇌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혈당이 150mg/dL 이상

95% CI 0.87~1.08). 추가적으로 NIHSS 0 또

진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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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제거술 후 수축기혈압
140·160mmHg 이하 조절이 적절

기저핵 출혈에서
고강도 혈압조절의 혈종감소 혜택
ATACH-2

국제뇌졸중학회학술대회(ISC 2019)에서

압 160mmHg 이하군(B군), 수축기혈압

고강도 혈압조절을 통해 혜택을 기대할

1000명을 분석한 결과 870명이 심부 두개

는 혈전제거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220mmHg 또는 180mmHg 이하군(C군) 3

고강도 혈압조절이

수 있는 환자군에 대한 근거가 ISC 2019

내출혈이 있었고, 이들 중 780명은 신경영상

고강도 혈압조절 전략을 평가한 연구도 선

개군으로 분류됐다. 재관류 후 환자들의

심부 두개내 출혈,

구연발표 세션에서 선보였다. 예일의대

검사, 아웃컴 자료가 있었다. 시상과 기저핵

보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대 Mohammad

아웃컴은 증상성 두개내출혈, 90일 시점

Audrey C. Leasure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의 검사를 받은 환자수는 각각 336명, 444명

Anadani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혈전

mRS(modified Rankin Scale), 90일 시점 사

로, 고강도 혈압조절 전략이 임상적 아웃컴

이었다.

제거술을 무사히 받고, 고강도로 혈압을 조

망률로 평가했다.

특히 기저핵에서
혈종 감소효과 보여

은 개선시키지 못했지만, 일부 출혈 환자군
의 혈종 감소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985명의 환자들이 연구에 포함됐다. 환
자들의 베이스라인 특성은 유사했지만, C군

군에서 혈종팽창이 17%, 표준 조절군 26%

연구에서는 “미국심장협회·뇌졸중협

의 환자에서는 백인, 심방세동의 비율이 높

동시 두개내출혈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험

로 고강도 혈압조절군에서 팽창정도가 40%

회(AHA·ASA)는 혈전제거술(mechanical

았다. 또 C군의 환자들이 정맥투여 플라스미

인자다”라며 혈압조절에 초점을 맞춘 배경

낮았다(OR 0.6, 95% CI 0.4-0.9, P=0.008).

thrombectomy) 후 적정 목표혈압으로

노겐 활성제(tPA) 치료를 받은 비율이 높았

을 설명했다.

연령, 성별, 베이스라인 INR, 평가 시점 등

180/105mmHg 미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

다. TICI 2c-3으로 평가한 재관류술 성공률

다변량변수를 보정한 후 평가했을 때도 동

만 다양한 재관류 손상을 우려해 다양한 혈

은 A군 88.2%, B군 53.6%, C군 73.2%였다(P

일한 경향이 확인됐다(OR 0.6, P=0.01).

관내 센터에서는 각기 다른 혈압목표를 적용

＜0.001).

심부 두개내출혈(deep ICH)에서 혈종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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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배정됐다. 평가결과 고강도 혈압조절

절한 환자군에서 기능적 아웃컴과 출혈 위험

연구팀은 “고혈압은 심부뇌영역을 포함해

이번 연구에서는 고강도 혈압조절전략이

60

전체 환자들 중 52%가 고강도 혈압조절

(hematoma expansion)을 줄이고 기능적 아

고강도 혈압조절을 통한 치료효과는 특

웃컴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이

정 심부 두개내출혈 장소에 따라 차이를 보

와 함께 특정 심부구조(deep structure), 즉

였다(연관성 P=0.02). 기저핵 출혈에서는

시상과 기저핵(thalamus vs basal ganglia)
에 따른 영향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자 했다.

하고 있다”며 혈전제거술 환자에 초점을 맞

아웃컴을 비교한 결과 mRS 0~2점 도

혈전제거술 후

달률은 A군 50%, B군 52%, C군 38%였다

고강도 수축기혈압 조절

연구팀은 “의료기관 별로 각기 다른 목표

(P＞0.001)로 A군과 B군에서 높았고. 증상

기능적 아웃컴에 혜택

고강도 혈압조절군의 혈종 크기가 더 적었

혈압치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를

성 두개내출혈 발생률은 각각 2.8%, 7.1%,

지만(고강도 혈압조절군 0.4mL vs 0.9mL,

통해 혈압 목표수치에 따른 기능 및 출혈 관

5.2%(P=0.04)로 고강도 혈압조절을 받은 환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ATACH-2 연구

P=0.002), 시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련 아웃컴의 차이를 평가했다”며 연구목표

자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 2차분석 내용이다. ATACH-2 연구는 4.5

(0.3mL vs 0.4mL, P=0.48). 단 고강도 혈압

를 밝혔다.

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두개내출혈과

조절은 3개월 시점 mRS 변화와 연관성이

60mL 미만의 혈종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들

없었다.

춘 이유를 밝혔다.

추가적으로 다변량 변수 분석을 진행한 결

이 연구는 다국가 다기관 회귀분석 연구로

과에서도 중간강도 및 고강도 혈압조절 전략

7개 뇌졸중 센터에서 환자를 모집했다. 연구

은 mRS 0~2점 도달률과는 연관성을 보였다.

을 고강도 혈압조절군과 표준 혈압조절군으

이에 연구팀은 “표준 혈압조절 대비 고강

대상 환자는 혈전제거술로 치료받은 전순환

하지만 증상성 두개내출혈이나 사망률과는

로 무작위 분류해 평가했다. 고강도 혈압조

도 혈압조절은 심부 두개내출혈에서 혈종감

부 대혈관폐색 환자 중 재관류을 받은 환자

연관성이 없었다.

절군은 수축기혈압을 110~139mmHg, 표준

소와 연관성을 보였다. 특히 기저핵에서 더

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혈압조절군은 140~179mmHg 범위로 조절

효과가 컸다. 단 하위그룹 분석에서는 고강

환자들은 혈전제거술 후 24시간 동안

했다. 혈종의 유의한 팽창은 베이스라인 대

도 혈압조절이 아웃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

각기 다른 수축기혈압 조절목표를 설정

비 24시간 시점 CT로 확인했을 때 33% 초

았다”며 특정 부위 두개내출혈에 대해 고강

받았다. 환자들은 수축기혈압 140mmHg

과 증가로 설정했다.

도 혈압조절이 효과를 보였다고 정리했다.

또는 120mmHg 이하(A군), 수축기혈

또 하위그룹 분석에서는 A군 중 목표치에 도
달한 환자에서 기능적 아웃컴과 연관이 있었지
만 B, C군에서는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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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후 24시간,
높은 혈압변동성이 사망위험도 높인다

실로스타졸,
허혈성 뇌졸중 2차예방의 핵심전략으로

VISTA 2차분석
수축기혈압 변동성 높을수록
사망위험, 기능적 예후
좋지 않아

급성 허혈성 뇌졸중 후 혈압변동성이 환

가장 높은 군과 가장 낮은 군의 자료를 보정

실로스타졸이 국제뇌졸중학술대회(ISC

자의 아웃컴에 일부 연관성을 보인다는 점이

하지 않고(unadjusted) 표준편차(standard

2019)에서 발표된 CSPS.com 연구를 통해 허

확인됐다. 미국 유타대학 Adam de Havenon

deviation, SD)로 90일 이내 사망 위험을 분

혈성 뇌졸중 2차예방의 핵심전략으로 부각

평균 17개월 추적관찰한 결과, 허혈성 뇌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AMI 후 높은

석한 결과 혈압변동성이 높은 환자군에서 위

됐다. 연구를 발표한 일본 국립순환기병센

졸중 재발률은 실로스타졸 병용군 3.2%, 항

수축기혈압 변동성은 90일 이내 사망률을

험이 8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 1.80,

터(National Cerebral and CardioVascular

혈소판제 단독요법군 6.9%로 실로스타졸 병

높인 것으로 보고됐다.

95% CI 1.35-2.41, P＜0.001).

Center) Kazunori Toyoda 교수는 “아스피

용 시 뇌졸중 재발 위험이 절반 이상 감소했
다(HR 0.49, P=0.001).

성별, 연령, 베이스라인 NIHSS 점수, tPA

린과 클로피도그렐의 이중항혈소판요법

번 연구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후 급성기에

투여, 평균혈압을 보정한 후 SD도 61% 높

(DAPT)이 허혈성 뇌졸중 초기 재발 감소에

뇌졸중 및 심근경색증, 혈관질환으로 인한

서 혈압변동성의 증가가 사망과 아웃컴 예후

았다(1.61, 1.17-2.22, P=0.004). 추가적

효과를 보이지만, 장기간 사용에 따른 출혈

사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위험도 실로스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했다. 연구

으로 연령, 성별, 베이스라인 NIHSS, 당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허혈성 뇌졸중의 2

타졸 병용요법군에서 항혈소판제 단독요법

에 참여한 환자들은 연구등록 후 24시간 동

뇨병 병력, 뇌졸중 여부를 보정했을때도

차예방에 대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

군 대비 48% 낮았다(HR 0.52, P=0.0008).

안 4~5회 혈압을 측정받았다. 1차 종료점은

60% 높은 것으로 나타나(1.60, 1.16-2.20,

했다.

사망, 2차 종료점은 등록시점과 90일 시점

P=0.004) 높은 혈압변동성과 90일 이내 사

이번 연구는 실로스타졸에 대한 주요 임상

률은 실로스타졸 병용요법군 0.9%, 항혈소판

mRS 3~6점 비율이었다. 혈압 변동성은 통계

망률 간 일관된 연관성이 확인됐다. 또 변이

인 CSPS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2000년에 발

제 단독요법군 1.4%로 양 군이 유사했고(HR

적 방법론을 통해 측정했고, 가장 높을 때와

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절대 변동성

표된 CSPS 연구에서는 실로스타졸이 위약군

0.66, P=0.354), 전체 출혈 발생률도 차이가

가장 낮을 때를 비교했다.

(absolute real variability) 등으로 분석했을

대비 유의한 허혈성 뇌졸중 재발 예방효과를

없었다(4.1% vs 3.5%).

때도 혈압변동성이 높은 경우의 일관된 위

보였고, 2010년 발표된 CSPS2 연구에서는

위장관질환, 감염,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험도가 확인됐다.

아스피린 대비 뇌졸중 재발 위험 25%, 주요

등을 포함한 모든 이상반응 발생률은 실로

출혈 위험도 50% 이상 줄였다.

스타졸 병용요법군(27.4%)이 의미있게 높았

중 46.6%인 907명이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

90일 mRS 2점 이상인 좋지않은 예후에 대

부터 연구등록까지의 시간은 4.8±2.4시간이

한 위험도 수축기혈압 변동성이 높은 환자에

이런 가운데 올해 발표된 CSPS.com 연구

다(항혈소판제 단독요법군 23.1%, P=0.038).

었고, 전체 환자 중 27.4%(907명)가 정맥투

서 높았지만, SD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에서는 만성기 허혈성 뇌졸중에서 재발예방

특히 두근거림이나 빈맥 등 심장사건이 나타

여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제(tPA)를 투여

없었고, 환자특징을 분석했을 때도 통계적

에서 실로스타졸을 포함한 DAPT의 효과 및

난 환자는 실로스타졸 병용요법군이 8.4%로

받았다. 전체 환자들 중 19%(332명)이 90일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안전성을 평가했다.

항혈소판제 단독요법군(1.8%)보다 유의미하

전체 환자들은 아스피린(81~100mg) 단독

좋지 않은 예후에 대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

군, 클로피도그렐(50~75mg) 단독군(항혈소

단 연구팀은 “중증 이상반응 발생률은 항

연구 분석결과 수축기혈압 변동성이 높을

로 정리됐다. 분석 모델별로 일관되지 않았

판제 단독요법군, 926명) 또는 실로스타졸

혈소판제 단독요법군이 실로스타졸 병용요

수록 모든 원인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

고, 환자 특징을 보정한 모델에서도 위험은

(100mg, 1일 2회) + 아스피린, 실로스타졸 +

법군 대비 높았다(15% vs 9.3%, P＜0.001)”

타났다. 하지만 좋지 않은 예후와는 연관성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기 때문으로 풀

클로피도그렐 병용군으로 무작위 분류됐다.

고 적시해 실로스타졸 치료에 따른 이상반응

이 없었다. 대표적으로 수축기혈압 변동성이

이된다.

1차 효과 종료점은 허혈성 뇌졸중 재발,

일본 국립순환기병센터 교수

CSPS.com
실로스타졸 
+ 아스피린과 병용
뇌졸중 재발 위험 절반 이상
줄여

게 많았다(P＜0.001).

이완기혈압 변동성 역시 90일 이내 사망,

좋지 않은 것(poor outcome)으로 나타났다.

Kazunori Toyoda

이와 함께 중증 또는 치명적인 출혈 발생

은 69.7±12.3세였다. 평균 뇌졸중 발생시간

시점에 사망했고, 58%(1125명)에서 예후가

THE MOST

이었다.

이번 연구는 VISTA 연구 2차 분석이다. 이

연구에는 1947명이 포함됐다. 전체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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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종료점은 중증 또는 치명적인 출혈

이 심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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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록사반·아픽사반 ‘역전제’,
항응고 역전효과 ‘합격점’

아침 뇌졸중 환자,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안덱사네트 알파(andexanet alfa)가 리

1차 종료점은 안덱사네트 알파 투약 후

ISC 2019에서는 한국인 뇌졸중 환자의 임

점로 대동소이했지만(P＜0.001), 모든 종

이른 아침에 병원에 오는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바록사반, 아픽사반 등 제10혈액응고인자

항 제10혈액응고인자 활성도(anti-factor

상적 특징을 정리한 연구들도 다수 포스터세

류의 혈전용해술(정맥투여, 동맥투여을 받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

복용군에서 

(factor Xa) 억제제의 항응고 효과를 역전시

Xa activity) 변화 및 12시간째에 평가한 지

션에서 선보였다. 인제의대 조용진 교수(일

은 비율은 24.8%, 17.9%, 14.8%, 21.4%로 차

수는 적지만, 중증도는 높아

키고 지혈효과를 회복시키는 약물로 합격점

혈효과hemostatic efficacy)로 설정했다. 지

산백병원 신경과)팀은 병원에 도착한 시간에

이를 보였다(P＜0.001).하지만 3개월 시점

을 받았다.

혈효과는 와파린 역전제인 프로트롬빈복합

따른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임상적

mRS 0~2점 도달률은 53.6%, 58.4%, 62.7%,

ANNEXA-4 연구결과 리바록사반 또는

농축액(PCC)의 지혈효과를 검증하고자 개

특징을 정리했다.

58.9%로 유사한 범위로 나타났다(P＜0.001).

아픽사반을 복용하고 급성 주요 출혈이 나타

발한 방법을 토대로 평가했다(Circulation

난 환자에게 안덱사네트 알파를 투약한 결과

2013;128:1234-1243).

ANNEXA-4

안덱사넷트 알파 투여후
약물활성도 억제, 
지혈효과 평가 통해
Xa 인자 억제제의 
효과 중화 확인

이 연구는 한국인뇌졸중등록사업연구

이에 연구팀은 “이른 아침에 병원에 도착

(KSR)의 일환으로 진행된 CRCS-K 분석결

한 뇌졸중 환자의 수는 가장 적었지만, 혈전

평가 결과, 리바록사반 복용군의 항 제10

과다. 2009년 12월~2017년 11월 한국내 12

용해술이 필요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며 EM

안덱사네트 알파는 Xa 인자에 작용해 제

혈액응고인자 활성도(중앙값)는 등록 당시

개 의료기관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들을 대

군의 높은 중증도를 언급했다.

10혈액응고인자 억제제의 항응고 효과를 중

211.8ng/mL에서 안덱사네트 알파 일시정맥

상으로 했다. 환자들은 증상발현 후 7시간

또 “EM군의 연령이 비교적 낮았고, 심인

화시키는 약물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주입 후 14.2ng/mL로 92% 감소했다(95% CI

이내에 뇌졸중으로 처음 진단받았고, 뇌영

성 색전성 아형 비율이 높았으며 3개월 시점

지난해 5월 안덱사네트 알파를 리바록사반

88~94).

상의학검사를 통해 허혈성 병변이 확인된

mRS로 평가한 아웃컴도 좋지 않았다”면서

이들이었다.

이른 아침에 병원에 도착하는 급성기 허혈성

92%의 항응고 역전 효과가 나타났다.

과 아픽사반 역전제로서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안덱사네트 알파가 제10
혈액응고인자 억제제 복용 후 급성 출혈이
나타난 환자의 출혈을 빠른 시간 내에 막을
수 있을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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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픽사반 복용군도 등록 당시 149.7ng/
mL에서 안덱사네트 알파 일시정맥주입 후
11.1ng/mL로 92% 줄었다(95% CI 91~93).
이어 안덱사네트 알파 투약 종료 후 12시
간째 지혈효과를 평가했고, 검사를 완료한

환자들은 도착시간에 따라 △이른 아침
(EM, 0~6시) △늦은 아침(LM,, 6~12시), △
오후(AF, 12~18시) △저녁(EV, 18~24시) 4
개군으로 분류됐다.

뇌졸중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CRCK-K 연구 2016년 보고서에서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 3만 8640명을

제10혈액응고인자 억제제를 복용하고 18

249명 중 우수한(excellent) 또는 효과적인

총 3만 1992명이 포함됐고, 환자군별로 각

분석한 결과 평균 증상 발생 연령은 67.7세

시간 이내에 급성 주요 출혈이 나타난 환자

(good) 지혈효과를 보인 이들은 82%(204명)

각 2034명(6.4%), 9400명(29.4%), 1만 3277

였고, 심인성 색전성 뇌졸중 환자는 22%, 증

352명이 분석에 포함됐다. 평균 나이는 77세

로 조사됐다.

명(41.5%), 7281명(22.8%)이었다. 즉 EM 군

상발현 후 병원까지 도착한 시간은 44.2시

이 가장 적었다.

간, NIHSS 평균 점수는 4점으로 보고된 바

였고, 뇌내출혈 발생 환자가 64%(227명)로

최소 30일간 추적관찰한 안덱사네트 알파

가장 많았으며, 위장관 출혈은 26%(90명)에

안전성 평가에서 혈전성 사건은 10%(34명)

평균 연령은 EM군 64.9세, LM군 68.2세,

서 발생했다.

에서 나타났지만 이는 항응고제 복용을 재

AF군 67.4세, EV군 67.0세로 EM 군이 낮

연구팀은 환자들에게 안덱사네트 알파를

시작하지 않은 환자들에 국한됐다. 항응고제

았고, 심인성 색전성 아형 비율은 26.7%,

15~30분 동안 일시정맥주입(IV bolus) 후

를 다시 복용하면 혈전성 사건은 발생하지

21.6%, 20.3%, 24.4%로 EM군에서 높았다(P

2시간 동안 약물을 정맥주사(IV infusion)

않았다. 이와 함께 30일이내 사망한 환자는

＜0.001).

했다.

14%(49명)로 파악됐다.

추가적인 적절한 관리 필요

있다.

평균 NIHSS 점수는 각각 4점, 4점, 3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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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내 병원 도착한 뇌졸중 환자…
20년 새 ‘8%p’ 증가

뇌졸중 재활치료 후 기능 회복
‘남녀 다르다’

전향적 등록사업 연구인

뇌졸중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율은 대동맥 죽상경화증은 증가, 심인성 색

재활치료를 받은 뇌졸중 환자의 기능 회복

동반질환 등을 보정해 분석한 결과, 재활치

한국인 뇌졸중 대상

KSR 분석결과

도착한 국내 환자가 20년 새 약 8%p 증가한

전은 감소, 소혈관 폐색은 증가하는 양상을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료를 받은 여성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 예후

KOSCO 결과

동반질환, 아형 경향 변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재관류 치료를

보였다. 대동맥 죽상경화증 환자가 1세대군

이는 한국뇌졸중재활코호트연구(KOSCO)의

는 남성보다 중증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혈성 뇌졸중 후

받은 뇌졸중 환자도 지난 20년 동안 9%p가

36.1%에서 2세대군 32.6%로 약 4%p 줄었

중반분석결과다. 10년으로 계획된 KOSCO

재활치료 후 7일째 FMA, K-FAST, FAC

량 늘었다.

고, 심인성 색전 환자는 1세대군 25.4%에서

연구 중 24개월째 다양한 기능적 평가를 시

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다. 평균 FMA

이 역시 한국뇌졸중등록사업(Korean

2세대군 19.9%로 5%p가량 감소했다. 이와

행, 분석한 것으로 재활치료를 받은 여성 뇌

점수는 남성 76.1점, 여성 73.2점, K-FAST

Stroke Registry, KSR) 데이터를 분석한 결

달리 소혈관 폐색 환자는 1세대군 17.1%에

졸중 환자의 기능적 예후의 회복정도가 남성

점수는 각각 19.9점과 17.2점, FAC 점수는 각

과로, 국내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 특징

서 2세대군 21.3%로 4%p가량 늘었다.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2.8점과 2.5점이었다(모두 P<0.001).

치료율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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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치료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KSR 데이터

치료전략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1세대

연구에서는 뇌졸중 후 기능적 회복에서 성

3, 12, 24개월째 K-MBI, K-FAST, FAC 점

를 2002년 1월~2010년 11월(1세대군), 2014

군과 비교했을 때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

별에 따른 패턴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수를 평가했을 때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낮

년 8월~2018년 5월(2세대군)로 분류했다. 1

에 병원에 도착한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

이에 총 1만 636명(남성 뇌졸중 환자 6043

았다. 24개월째 ASHA-NOMS도 여성에서

세대군에는 4만 6098명, 2세대군에는 3만

는 1세대군 25.6%에서 2세대군 33.9%로 늘

명, 여성 환자 4593명)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더 낮아, 남성과 비교해 여성의 기능적 예후

9291명의 데이터가 포함됐다.

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뇌졸중 치료율도

후 기능적 예후 변화를 비교했다. 여성 환자

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들의 특징을 먼저 비교했을 때 2세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관류 치료를 받

들은 남성 환자보다 고령이었고(62.9세 vs

재활치료 후 24개월째 기능적 예후를 살

군의 평균연령은 68.0세, 남성 비율은 58.3%

은 환자는 1세대군 6.8%에서 2세대군 15.3%

68.1세), 교육수준이 낮았으며(6.2 vs 4.3), 체

펴보면, 평균 K-MBI 점수는 남성 92.2점, 여

로 나타났다. 1세대군과 비교했을 때 연령은

로 증가했고, 정맥내 혈전용해술을 받은 환

질량지수(BMI)도 남성보다 낮았다(23.7kg/

성 90.1점(P=0.001) K-FAST는 각각 24.8점

5년 이상 기간동안 평균 연간 0.21세 증가한

자는 각각 5.6%와 11.7%로 20년새 약 6%p

㎡ vs 23.2kg/㎡). 또 동반질환이 많았고, 미

과 22.4점(P＜0.001), FAC 점수는 각각 4.5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동반질환에서는

늘었다.

국뇌졸중척도(NIHSS) 점수로 평가한 뇌졸

점과 4.3점(P＜0.001), ASHA-NOMS 점수는

중 중증도도 심했다(4.9 vs 6.1).

6.8점과 6.7점(P=0.049)이었다. 3, 12, 24개월

고혈압, 당뇨병 동반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

연구를 진행한 서울의대 정한영 교수(서울

만 이상지질혈증 동반율은 증가했고, 뇌졸중

대병원 신경과)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 뇌

재활치료를 통한 후 기능적 예후는 △일

병력 환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중 환자 특징에 변화가 있었다”며 “수명

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한국판 수정

뇌졸중 치료에서도 소폭 변화를 보였다.

증가, 서구화된 생활습관, 뇌졸중 치료 변화,

바델지수(K-MBI)’ △운동능력을 평가하는

연구를 발표한 성균관의대 신민아 임상강

정맥내 혈전제거술을 받은 환자 비율은 변

대중들의 인식 개선 등이 이 같은 변화에 영

‘푸글-마이어 평가(FMA)’ △기능적 보행

사(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는 “이번 연구

화가 없었지만(P=0.147), 동맥내 혈전제거술

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수(FAC) △미국언어청각협회 연하척도

는 성별에 따른 뇌졸중 재활치료 전략을 수

을 받은 환자 비율은 의미 있게 증가했다(P

(ASHA-NOMS) △한국판 프렌차이 실어증

립하는 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

＜0.001).

선별검사(K-FAST) 등을 활용했다.

다”며 연구결과에 무게를 실었다.

뇌졸중 아형(stroke subtypes)에서도 변

연구에서는 기능적 회복을 평가하기 위해

화가 확인됐다. 뇌졸중 아형에 따른 환자 비

나이, 뇌졸중 아형, 증상 발생 전 인지 수준,

여성에서 회복정도 낮아

째에 평가한 FMA 점수는 두 군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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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심장치료 예후에도
영향 미치는 복부비만

국내 연구팀이 복부지방이 많은 사람이 심

빌더는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은 적지만, 체

혈관 치료 예후도 나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질량지수로 평가하면 ‘비만’에 해당될 수 있

했다. 아주의대 임홍석 교수(아주대병원 순

다는 것.

THE MOST는 독자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환기내과)는 심혈관질환으로 스텐트 삽입술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새로운 비만 평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환자 441명

가법으로 ‘이중 에너지 X선 흡수법(Dual

을 대상으로 △ 총 체지방 △ 부위별(팔, 다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리, 몸통 등) 체지방 △ 총 체지방과 부위별

이용해 지방, 근골격조직 등을 구분해 측정

체지방의 비율을 측정하고 시술 후 5년간의

했다.

주요 임상경과를 관찰한 결과다.

임홍석 교수는 “다른 부위보다 복부(몸통)
에 지방이 있으면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가의 상관관계를 입증해주는 근거가 하나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심장혈관질환의 일반적인

늘었다. 복부비만은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치료법으로 많은 환자들이 받고 있는 스텐트

핵심인자 중 하나로 인슐린저항성이나 이상

시술 즉, 심혈관 중재시술 후 예후도 좋지 않

지질혈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

은 것으로 이번에 확인했다”며 “심장혈관질

계의 집중 연구대상이다.

환의 예방 뿐만 아니라 시술 후 심장건강을

가장 높았던 환자군이 가장 낮았던 환자군에

위해 ‘Monthly Medical
Observer’ 섹션을 통해
의료계 주간전문지 Medical
Observer 온·오프라인에
보도된 외신·학술뉴스를
요약·발췌해 소개합니다.

이로 인해 복부비만과 심혈관질환 위험증

결과는 지방이 복부(몸통)에 있는 비율이

임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특히 복부에 지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이를 위해 Medical
Observer와 콘텐츠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주의대 임홍석 교수팀,
복부지방이 심혈관 치료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 발표

비해 주요 심혈관사건 발생률이 약 1.8배 더

또한 “비만을 단순히 체질량지수 만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주요 심혈관사건을

평가하는 것보다 우리 몸 부위별로 지방, 근

비교군에 비해 심혈관사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재시술, 비치명적

육량 등을 세부적으로 측정하여 건강관리에

발생률 약 1.8배 높아

심근경색증 등으로 정의했다.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말

체질량지수(BMI)와 주요 심혈관사건 발생

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8년 5월 PLOS

과는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ONE에 체지방분포가 약물방출스텐트 시술

얻었다. 체질량지수는 체중과 신장을 이용한

후 장기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으로

단순 계산식(BMI = 체중 kg ÷키 ㎡)이라 지

게재됐다.

방, 근육 등을 구분해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

복부비만 환자군이 다른

박선재 기자 【2월 1일자 온라인판】

이란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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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환자의
또 다른 적 ‘암’
심부전 환자, 
암 발생 및 사망 위험 높아
심부전과 암, 공통 위험 인자
우선 관리해야…
심장·암 전문의 협업 필요

(paraoxonase)1 등을 잠재적인 암 발생 위험

이면 암 발생률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

인자로 추정했다. 이들을 심부전이 없는 쥐

언했다.

에게 적용한 결과, 이 중 서핀A3이 종양성장

고려의대 김응주 교수(고대구로병원 순환

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기내과)는 “심부전 환자에서 조기에 암을 발

서핀A3가 가장 유력한 암 발생 위험인자로

견하면 치료 성적은 좋을 수 있으나, 이미 심

꼽힌다.

부전까지 진행한 경우는 암에 의한 사망보다

덴마크 오덴스대학병원 Ann Banke 박사

다. 최근 여러 역학연구 및 환자 대조군 연구

팀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Eur J

서울의대 조현재 교수(서울대병원 순환기

심부전에 의한 사망 위험이 더 높다”며 “이

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에서 심장과는 무관한

Heart Fail. 2016 Mar;18(3):260-6). 암 과거

내과)는 “심부전 등 심장질환과 암은 메커니

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심장내과 전문의와

합병증이 다수 발생했으며, 이 중 암 발생 위

력이 없는 심부전 환자 9407명을 분석한 결

즘 상 여러모로 유사하며, 공통된 위험요소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정해진 순서와 전략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암

과, 모든 종류의 암 발생위험이 심부전이 아

를 가지면서 상호작용해 두 질환이 같이 발

을 따라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부전

닌 사람보다 24% 더 높았다(IRR 1.24, 95%

생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세포

또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위험경고가 주를 이뤘다.

CI 1.15-1.33 P＜0.0001).

자체에서 나오는 위험 인자가 심부전을 유발

있는 심장-종양학(cardio-oncology)은 국

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내 임상 현장에도 도입이 절실하다”며 “다학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적 접근을 통해 심부전 환자와 암 환자의

2016년 유럽심장학회(ESC)는 가이드라인

암 유형별로는 피부암이 가장 위험이 높

을 통해 암 치료의 심장독성 위험을 경고했

았다. 그 다음으로는 폐암, 신장·비뇨기암,

고, 같은 해 캐나다심장학회(CCS)도 암 치료

간·담낭암, 림프·혈액암, 유방암, 대장암 순

과정에서 심혈관 합병증 관리법을 제시한 바

이었다.

생존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심부전·암 공통 위험인자
우선 관리해야

있다. 2014년 미국심초음파학회(ASE), 유럽

Banke 박사는 “심부전 환자의 암 발생위

심혈관영상협회(EACI) 등도 관련 전문가 합

험 증가는 심부전으로 진단된 지 1년 이후에

이 처럼 심부전 환자의 암 발생위험이 제

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도 지속됐다”며 “또한 심부전을 동반하지 않

기되고 있지만, 아직 진료현장에서는 암 환

그러나 심부전 환자의 암 발생 위험에 대

은 암 환자와 비교해 예후는 더 심각했다”고

자의 심부전 예방 및 관리법이 우선 논의되

한 경각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에서 이

밝혔다. Tai Hasin 박사는 “심부전 환자의 암

고 있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화학요법, 방사

번 경고는 더욱 주목할 부분이다.

발생 위험증가는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선치료의 심장독성이 심부전을 비롯한 심혈

높아졌다”며 “심부전 환자에서 암 또는 심장

관질환 발생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이미

외 질환을 꾸준히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설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또한 심부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암 발생위험과의 비교에서도 암 환

스웨덴 카롤린스카대학병원 Karolinska
Institutet 박사팀 연구에 따르면, 심부전 환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상관 기자 【2월 21일자 온라인판】

자의 심부전 발생위험이 더 심각한 것으로

심장배출 단백질이 종양성장 유도

간주된다.

자 539명 중 16%에서 암이 발생했다(Eur J

심부전과 암의 연관성을 보여준 연구에 이

때문에 심부전 환자의 암 발생 위험을 입

Heart Fail. 2014 Sep;16:992-1001). 미국 메

어 심부전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증하고, 암 관리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요클리닉 Tai Hasin 박사팀이 심부전 환자

위한 연구도 진행됐다. 네덜란드 흐로닝언의

더 많은 컨센서스가 모여야 하는 상황이다.

961명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암 발생 및 사망

대 Wouter C. Meijers 박사팀은 동물실험을

현재는 심부전과 암의 공통 위험인자를 우선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J Am Coll Cardiol.

통해 기능이 저하된 심장에서 나오는 단백질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문가의 중지가

2013 Sep 3;62:881-6).

이 종양성장을 유도해 암 발생위험을 높였을

모이고 있으며, 다학제적 접근도 강조되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있다.

심부전 환자의 암 발생위험은 심부전이 아

THE MOST

“심부전 자체를 잘 관리하고, 만성 염증을 줄

심부전 환자의 암 위험 경고가 나오고 있

심부전 환자,
암 발생 및 사망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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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민(ceruloplasmin), 파라옥소나아제

닌 사람보다 68% 더 높았고(HR 1.68, 95%

연구에서는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주

조 교수는 “심혈관 질환과 암에는 염증, 비

CI 1.13-2.50),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56%

로 발견되는 단백질인 서핀(Sepin)A1/

만, 산화 스트레스, 당뇨, 고혈압, 흡연, 잘못

더 높았다(HR 1.56, 95% CI 1.22-1.99).

A3, 피브로넥틴(fibronectin), 세룰로플

된 생활습관 등이 공통으로 영향을 준다”며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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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 제제 항궤양제 시장 견인…
P-CAB 게임 체인져?
최근 5년간 연평균 3.4%

그 동안 PPI 제제가 주도해 왔던 항궤양제

선전했다.

전망한다”며 “이론적으로 볼 때 P-CAB 제제

뿐 아니라 효과저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국내 출시 앞둔 P-CAB 제제

는 효과는 즉시 나타날뿐더러 반감기는 PPI

제균 치료도 기대된다”며 “P-CAB이 시장에

“PPI 단점 극복”… 

제제보다 길다. 특히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

나올 경우 처방패턴의 변화는 시간문제”라

개원가 “시장변화 시간문제”

용 발생도 적은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고 말했다.

실제 의료계에 따르면 PPI 제제는 장기간

다만, 이같은 P-CAB 제제의 장점은 ‘이론’

복용 시 칼슘흡수를 저해해 골다공증, 남성

에 근거한 것일 뿐 직접 시장에서 부딪혀봐

불임, 뇌졸중, 위암, 식도암 등을 유발하는 것

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도 있다. 또 다른

성장… 덱실란트·놀텍 연평균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PPI 제제는 연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성장세를 보

으로 보고된다. 이를 극복한 약물이 P-CAB

내과 개원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가

원외처방 성장

평균 3%대의 성장을 거듭하며 시장을 이끌

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란스톤과 넥시움은

제제로, 실제 CJ헬스케어의 30호 국산신약

다르기 때문에 실제 개원 현장에서도 저마다

어 왔지만, 단점도 명확했다. 하지만 PPI 제

연평균 처방액이 감소하는 반면, 국내 제약

케이캡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복용 첫날

처방하는 약물이 다른 상황”이라며 “이 때문

제의 단점을 극복한 P-CAB 제제가 등장을

사의 품목들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

부터 1시간 이내에 위산분비 차단 효과를 보

에 P-CAB 제제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처방

예고하면서 개원가에서는 소위 ‘게임 체인

이다. 실제로 란스톤은 2014년 419억원을 시

였다.

패턴이 급격히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

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의약

작으로 2018년 369억원을 기록하기까지 연

또 반감기가 2시간 정도에 불과해 1일 2회

다. 이 개원의는 “P-CAB 제제는 신경내분비

품이라는 게 환자에 따라 다른 만큼 직접 시

평균 2.9%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넥시

복용해야 하는 PPI 제제와 달리 P-CAB 제

종양 발생 이벤트가 있었던 약물”이라며 “실

장에서 부딪혀야 그 성과를 알 수 있을 것이

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551억원에서 361억

제는 1일 1회 복용으로 24시간 동안 위 내 산

제 환자 처방으로 이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

라는 예상도 나온다.

원으로 연평균 9% 뒷걸음질쳤다.

도를 pH4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생할지 모르기에 조심해야 한다”

항궤양제 독점 PPI 제제…
연평균 3.4% 성장

이와 달리 에소메졸은 2014년 175억원

나 야간 산 돌파 현상을 줄였다. 이 개원의는

의 처방실적을 올리는 데 그쳤지만 연평

“P-CAB 제제는 PPI 제제 단점을 극복했을

균 10.99%의 고성장을 유지했다. 놀텍 역시

그 동안 PPI(프로톤펌프억제제) 제제는

2014년 처방액 128억원에 불과했지만, 2018

항궤양제 시장을 독점해 왔다. 특히 최근 5

년까지 연평균 28.63%라는 급격한 성장곡선

년 동안 연평균 3.4%의 성장을 해오며 시장

을 그리고 있다. 아울러 다케다의 덱실란트

파이를 키워왔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

도 2014년 처방실적 60억원에 불과했지만,

트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PPI 제제는 2089

연평균 28.63%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8년

억원의 원외처방 실적을 올렸다. 2015년

152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절대액수에서 부

1750억원의 처방액을 올리며 2014년 기록

족하지만 대원제약의 에스원엠프는 47.15%,

한 1836억원 대비 4.68% 감소했지만 이후

얀센의 파리에트는 14.36% 연평균 처방액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의대 장인진 교수는 ‘위산분비에 대한 P-CAB의 작용기전’을, 성균관의대 이

1808억원, 1915억원, 2089억원으로 처방액

증가율을 보였다.

준행 교수가 ‘GERD 진단·치료 및 PPI와 케이캡정의 임상비교’에 대해 발표했다. 장인진 교수는 “케

품목별 처방실적을 살펴보면, 다케다의
란스톤(란스톤LFDT 포함)은 지난해 369억

THE MOST

“P-CAB 제제, PPI 단점 극복한 약”
CJ헬스케어는 지난 1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테고프라잔) 런칭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국산
신약 30호인 케이캡은 P-CAB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이다. 심포지움은 케이캡정 출시를 앞두
고 P-CAB 계열인 케이캡정과 기존 PPI 계열 제품을 비교한 임상결과 발표 및 위식도역류질환에 대
한 최신 지견 등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캡정은 기존 PPI 계열 약물 대비 화합물구조 및 작용기전이 전혀 다른 혁신적인 위산분비차단제”라

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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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구 기자 【2월 19일자 온라인판】

P-CAB 제세 시장출시 예고…
시장 판도 바꿀까

며 “빠르고 강력한 약효를 바탕으로 식이영향이 없고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우려가 낮아 기존 PPI의
주요단점들을 모두 극복한 약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준행 교수는 “PPI는 하루 두 번 아침, 저녁 식사
전에 복용하더라도 새벽 1시부터 위 내 pH가 4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야간 산 돌파 현상’이

원의 처방액을 올리며 전년보다 3.9% 성장

이런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새롭게 출시될

하며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을 제쳤다.

P-CAB 제제가 PPI 제제가 장악하고 있는 항

간 위산 분비 억제 효과를 확인했고, 안전성도 우수했다”고 말했다.

넥시움은 지난해 2017년 대비 1.1% 성장에

궤양제 시장을 바꿀 '게임 체인져'가 될 것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원광의대 최석채 교수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대한 미 충족 욕구와 테고프라잔

그친 361억원의 처방액을 올리면서 란스톤

라고 말한다. P-CAB 제제가 PPI 제제의 단

의 역할’을 발표했다. 최석채 교수는 “케이캡정은 투여 첫 날부터 최대 위산분비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에 선두자리를 내줬다. 뒤이어 한미약품의

점을 극복한 약물이라는 게 그 이유다. 내과

며 “기존 PPI 제제에 불응하는 환자 뿐 아니라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위식도역류질환에 대한

에소메졸이 265억원을 기록했고, 국산신약

의 한 개원의는 “P-CAB 제제 신약이 등장하

인 일양약품의 놀텍이 262억원을 기록하며

면서 항궤양제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발생한 반면, 케이캡정은 하루에 한 번, 1정 복용 시 24시간 동안 위 내 pH를 4 이상으로 유지해 야

치료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용한 약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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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패치 vs 전자담배

전자담배가
뇌졸중 부른다?

금연효과 누가 더 셀까?
최상위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무작위 대조

찰연구에서 전자담배와 심근경색증 등 심혈

ISC 2019서 발표…

군 임상연구에서 전자담배가 니코틴 대체요

사 등 관련 저자는 사설을 내고 전자담배

다는 인식으로 인해 전자담배 사용인구가

관질환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번 연구

법(패치, 껌)보다 금연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의 확대를 우려하고 나섰다(DOI: 10.1056/

늘고 있는 가운데, 전자담배가 뇌졸중 위험

는 대규모 코호트를 통해 전자담배 위험을

뇌졸중 위험 70% 이상 ↑

나왔다. 이 연구는 정책반영을 목표로 미국

NEJMe1900484). Drazen 박사는 이번 연구

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자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보건의료연구원(NIHR)과 영국암예방연구

를 통해 전자담배의 청소년 사용확대에 우

담배 사용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을 분석

연구를 포함한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결과를

기관이 후원한 것인데, 비약물요법이 약물

려를 표하는 동시에 중독예방 차원에서 여

한 결과, 정기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한 군

통해,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거나 흡연하

요법을 이긴 것으로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

러가지 종류의 맛으로 판매되고 있는 전자

은 비사용군보다 뇌졸중 위험이 70% 이상

지 않은 이들에게 전자담배 또는 일반담배

추지 못하고 있다.

담배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승했다.

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메시

지난 1월 30일자 NEJM 온라인판에 따

이에 따라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이 같

미국 캔자스의대 Paul M. Ndunda 교

르면, 금연의지가 있는 886명을 무작위로

은 의견을 받아들여 조만간 멘솔 등과 같은

수팀은 전자담배와 뇌졸중의 연관성을 확

다만 이번 연구는 전자담배가 뇌졸중 위

나눠 전자담배와 니코틴대체제를 주고 1

매우 제한적인 맛을 제외한 다른 맛을 내는

인하고자 2016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험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

년째 금연 성공률을 조사했더니 전자담배

전자담배 원액의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알

(CDC)가 진행한 건강위험행태요인감시체

로, 추후 명확한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연

를 사용한 군에서 금연 성공률이 앞도적으

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자담배

계(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Ndunda

로 높았다. 1년째 금연율은 전자담배군에서

판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번 연구결과

System, BRFSS) 조사 데이터를 분석했다.

교수는 “연구에서 전자담배군이 얼마나 많

18.0%로 나타났고 니코틴 패치제군은 9.9%

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

로, 통계적으로 금연 성공률이 전자담배가

고 있다.

은 연기(vaping)를 흡입하는지를 정량화하

자 약 41만명 중 6만 6800명이 전자담배를

지 않았다”며 “향후 이 같은 한계점을 고려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일시적인 영향

정기적으로 사용했고(전자담배군), 전자담

해 전자담배와 뇌졸중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으로 니코틴 패치제에서 전자담배로 전환이

배 비사용군은 약 34만 3900명이었다(비사

수 있는 대규모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

이어 중단에 성공환 사람 중 전자담배와

예상된다”면서도 “금연 성공률이 20%에도

용군). 평균나이는 전자담배군이 44세로 비

러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들

니코틴 패치제 사용률은 각각 80%와 9%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여전히 전자담배를

사용군(57세)보다 어렸고, 당뇨병 유병률

의 장기간 예후를 평가한 연구도 진행돼야

로 나타났다. 부작용에서는 목구멍 또는 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금연 예

도 낮았다(각각 9.8% vs 12.1%). 체질량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내 자극은 전자담배가 더 높았고(65.3%

방효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수(BMI)는 전자담배군 27.7kg/㎡, 비사용군

vs 51.2%), 구역과 같은 소화기질환 발생률

고 말했다.

28.1kg/㎡였다.

첫 대규모 RCT 나와…

은 니코틴 패치군에서 좀 더 많이 발생했다

1년 성공률 
18% vs 9.9% 두 배 차이

박상준 기자 【1월 31일자 온라인판】

(31.3% vs 37.9%). 특이한 점은 전자담배군

과, 전자담배군은 비사용군보다 뇌졸중 발

data)”라며 “전자담배가 가열담배보다 안전

에서 감기 발생위험과 가래 발생률이 현저

생위험이 1.71배 높았다(OR 1.71, 95%

하다는 인식과 달리 이번 연구는 가열담배

하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베이스라인 대비

CI 1.64~1.8). 게다가 심근경색증 또는 협

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심혈관사건 위험을

52주째에서 변화를 평가했을때 감기와 가래

심증/관상동맥질환 위험도 전자담배군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생률은 각각 20%와 30% 더 낮았다.

이 비사용군 대비 각각 1.59배(OR 1.59,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2월 6일 미국 하와이

95% CI 1.53~1.66), 1.4배(OR 1.4, 95% CI

에서 개최된 2019 국제뇌졸중컨퍼런스(ISC

1.35~1.46) 높았다.

2019)에서 발표됐다.

다 효과가 뛰어나다고 결론내렸다. 이 같

Ndunda 교수는 “그 동안 일부 소규모 관

위험도 확인

수는 “이번 연구는 전자담배와 심각한 심혈
관사건의 연관성을 본 첫 실제 데이터(real

법으로서 전자담배는 니코틴 대체제보

협심증/관상동맥질환 

미국 켄터키대학 Larry B. Goldstein 교

나이·성별·BMI 등을 보정해 분석한 결

이 결과에 따라 연구팀은 금연 보조요

심근경색증 또는 

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RFSS 조사에 참여한 18세 이상 응답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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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

정기적으로 사용한 군 

8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R 1.83, P

74

은 결론이 나오면서 Jeffrey M. Drazen 박

박선혜 기자 【2월 12일자 온라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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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일반 미세먼저보다 심방세동 위험 5배

공공의 적 미세먼지,
지금까지 나온 위험성 연구는?

암, 정신질환, 비만 등 
질환 위험 다양

교수팀 국내환자 43만명

동 발생위험이 17.9%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방세동 발생위험이 3.4% 증가하는 데 그쳤

드러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지

를 분석한 결과로, 대상자의 연령·성별·흡

났다. 이는 일반 미세먼지(PM10)와 비교해

다(HR 1.034, P＜0.001).

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의한 위험

연·음주·교육수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기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연세의대 정보영·김

또한 남성, 60세 이상, 비만, 심근경색증

성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환은 호흡기 및 심

에 더욱 의미가 크다.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인수 교수팀(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은 국

또는 고혈압 과거력 등을 지녔을수록 미세

혈관질환이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

(PM10)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

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우리나라 성인 남

먼지에 의한 심방세동 발생위험이 높았다.

면 미세먼지는 비단 호흡기, 심혈관질환뿐만

황 농도를 4분위로 나눠 일상 스트레스, 삶의

녀 코호트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전문학술지

미세먼지 외에도 아황산가스(SO2), 이산화

아니라 암, 정신질환, 비만 등 여러 질환에 영

질, 우울증, 자살 충동 위험 등을 살펴봤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logy 온라인

질소(NO2), 일산화탄소(CO)도 심방세동 발

판에 발표했다.

생과 연관성이 있었고, 건강한 성인일지라

향을 미치고 있다. 가히 공공의 적이라고 부

결과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스트

이번 연구는 동일한 대기조건을 경험한

40%, 자살충동 24%까지 각각 높아진 것으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대규모 코호트 연

로 나타났다. 또한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구로, 일반 인구집단의 장기간 초미세먼지

정보영 교수는 “기존 미국, 유럽에 진행된

미세먼지와 암의 연관성은 지난해 11월

농도 상승은 우울증 위험을 각각 50%, 63%

노출과 심방세동과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확

일부 소규모 연구와 달리 이번 연구는 상대

국제환경연구공중보건잡지(International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산화황

인한 자료이기에 시사점이 크다. 연구진은

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동아시아 권역에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농도와 정신 건강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

서 수행한 대규모 연구라 미세먼지가 인체

Public Health)에 실린 연구에서 확인할 수

지 않았다.

단에 등록된 18세 이상 남녀 43만 2587명을

에 미치는 영향 및 질환과의 연관성을 살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대상자들은 건

는데 적절했다”며 “일반 인구집단에서 장기

강검진 이전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은 적이

간 초미세먼지 노출과 심방세동과의 연관성

없었다.

을 처음으로 확인했으며, 건강한 성인도 영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 높여

팀(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은 장기간

미세먼지 높을수록 체중감량 적어
미세먼지는 비만 등 대사질환 위험증가와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평균 3.9±1.3년간 연구결과 모든 대상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했

폐암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암으로 인한

해 3월 대한당뇨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

자의 1.3%가 심방세동으로 새로 진단받

다”고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 연구는 보건

사망위험을 높여 주목된다.

르면 서울을 비롯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세브란스병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국민건강

높은 도시 거주자들은 체중감량 효과가 유의

원 자체 통계인 0.9%보다 높은 수치다. 즉,

임상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하게 낮았다. 특히 이는 일반 초미세먼지 환

미세먼지 용량에 따라 인체 반응이 영향

경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을 받았다는 용량-반응성(concentratino-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 시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연구도 나왔다. 지난해 4월

최상관 기자 【2월 6일자 온라인판】

17.9%, 일반 미세먼지 3.4%

한 수치를 보였다.

의 미세먼지 노출이 암으로 인한 사망률에

우울증 자살충동 위험 높여

코호트 분석결과
심방세동 위험은 초미세먼지

도 이러한 대기상황에 오래 노출되면 유사

레스 위험은 20%, 삶의 질 악화 38%, 우울증

있다. 해당 연구에서 연세의대 이용제 교수

THE MOST

연세의대 정보영·김인수

에 등록된 국내 성인 12만 4205명 코호트

산화스트레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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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입자가 큰 일반 미세먼지의 경우는 심

미세먼지가 여러 질환을 넘나들며 마각을

를 만하다.
염증이 주원인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되면 심방세

최상관 기자 【1월 21일자 온라인판】

responsive)를 보였다.

PLOS ONE에 실린 건국의대 신진영 교수팀

특히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심방세

(건국대병원 가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동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인자임이 확인된 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우울증과 자살충

이 주목할 점이다. 초미세먼지가 10µg/㎥

동 위험이 높았고, 삶의 질은 낮았다.

증가하면 미세먼지와 노출되지 않았을 때와

특히 이 연구는 2013년 한국지역사회건

비교해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17.9% 증가

강조사(Korean Community Health Survey)

했다(HR 1.179, P＜0.001). 반면 초미세먼지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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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고통 없는
‘먹는 인슐린’ 시대 열릴까?

경구용 인슐린, 주사제
치료부담 문제 해결해 치료율
높일 수 있어
새로운 기술 개발되고 있지만,
‘비용’ 등 문제로 대부분 전임상
단계에 그쳐

경희의대 우정택 교수

던 인슐린 주사제가 위에 자리 잡아 인슐린

로 유사해 안전성도 확보했다. 하지만 긍정적

“임상에서 요구 충분…기술

을 주사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는 최종적으로

발전한다면 개발 가능할 것”

‘스스로 자리 잡는 밀리미터 크기의 투약기

I338 개발을 중단했다. I338을 개발하기 위해

(self-orienting millimeter-scale applicator,

서는 고용량 인슐린을 사용해야 하므로, 대량

SOMA)’라고 명명했다.

생산하기엔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경구용 인슐린은 주사제와 달리 체내

엄밀히 말하면 이 기술은 체내에서 투약하

다만 이스라엘 제약회사인 오라메드

사’하는 시대를 끝내고 ‘먹는’ 시대를 열기 위

인슐린처럼 소화관에서 흡수되면 간으로 바

는 인슐린 주사제로 봐야 하지만, 캡슐을 먹

(Oramed)가 경구용 인슐린 ‘ORMD-0801’에

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경구로 복용하는

로 이동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유사

어 인슐린 주사제를 위까지 전달한다는 점에

대한 임상2b상을 진행하고 있어, 첫 경구용

인슐린(경구용 인슐린)을 개발해 당뇨병 환

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

서 큰 범위의 경구용 인슐린이라 볼 수 있다.

인슐린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자들이 느끼는 주사제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

구하고 단백질 성분인 인슐린을 복용하면 위

돼지를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에 따르면, 이

할 것으로 보인다. 제2형당뇨병 환자 188명을

함을 덜고 치료 편의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에서 분비되는 위산으로 인해 음식물이 소화

기술을 통해 인슐린 300µg을 체내에 전달할

대상으로 ORMD-0801을 28일간 복용했을

당뇨병 치료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되듯 인슐린이 분해된다는 문제가 있다. 결

수 있었고 최대 5mg까지 증량 가능했다. 또

때 효과를 평가한 임상b상 결과, 치료받지 않

실제 임상에서 당뇨병 환자들은 자가 주사

국 경구용 인슐린 개발의 핵심은 인슐린이

인슐린 주사제와 유사한 혈당조절 효과가 나

은 이들보다 혈당수치가 6.47% 더 감소했다.

용 펜 사용의 불편함, 잦은 투여횟수에 대한

위에서 분해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력에 달려

타났으며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임상2b상에서는 치료기

부담, 주삿바늘에 대한 공포 등으로 인슐린

있다. 이에 학계와 제약업계는 인슐린을 체

치료를 기피하고 있다. 2015년 한국당뇨환우

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연합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2형당뇨병 환

집중하는 분위기다.

고 인슐린 주사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치료

간을 연장, ORMD-0801을 90일간 복용했을

임상시험 긍정적이었지만
최종 개발 ‘중단’…왜?
문제는 동물 대상의 시험에서 경구용 인

경구용 인슐린 체내전달 기술개발 중

슐린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을지라도,

때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경구용 인슐린 개발 비용 상당…
비용 대비 효과 검증해야”

지난해 미국 하버드대 공학·응용과학부

개발비용 등의 문제로 대다수 연구가 임상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종합했을 때 경

경구용 인슐린은 주사제의 한계점을 해결

(SEAS)의 Samir Mitragotri 교수팀은 인슐

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구용 인슐린이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

할 수 있어, 시장에 도입된다면 많은 당뇨병

린을 체내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필수 영양소

당뇨병 환자에서 효과를 입증한 경구용 인

고 시장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

환자가 치료에 대한 부담 없이 혈당을 효과

인 콜린(choline)과 식품첨가제인 게란산

슐린도 있지만,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라는 장벽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

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

(geranic acid)을 함유한 이온성 액체(ionic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종 상용화까

희의대 우정택 교수(내분비내과)는 “그 동안

지만 경구용 인슐린 개발을 위한 연구 열정

liquid) 캡슐을 개발했다. 이 캡슐은 내산성

지 이르지 못했다.

경구용 인슐린을 개발하고자 새로운 기술에

과 달리 상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시적

(acid-resistant)이 있는 장용성 코팅(acid-

대표적으로 지난달 덴마크 노보노디스

대한 연구가 이뤄졌으나, 임상시험까지 진행

인 성과는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경구용 인

resistant enteric coating) 형태로 개발돼, 위

크사는 인슐린 투약 경험이 없는 제2형당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구로 투약

슐린 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했다.

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장으로 이동해 분

뇨병 환자에서 경구용 인슐린 ‘I338(Oral

한 인슐린은 체내에 흡수되는 양이 적을뿐더

해된다(PNAS 2018;115:7296-7301).

insulin 338)’이 주사로 투약하는 인슐린 글

러 체내에 어느 정도 흡수됐는지 예측하기가

이 같은 기술을 적용한 경구용 인슐린

라진과 유사한 혈당조절 효과를 보였다는 임

어려워, 결국 많은 양의 인슐린을 (경구용 제

경구용 인슐린은 생리학적(physiologically)

을 쥐에게 투약한 결과, 2시간 이내 혈당

상2상 결과를 발표했다(Lancet Diabetes &

제에 넣어) 투약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

인 측면에서 인슐린 주사제보다 체내 부담이

수치가 38% 감소했고 이후 천천히 떨어져

Endocrinology 1월 21일자 온라인판).

하다”고 지적했다.

덜한 것으로 분석된다. 체내 인슐린은 췌장

10시간 째에는 45% 감소했다. 아울러 작

제2형당뇨병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8주째

에서 분비된 후 가장 먼저 간을 통과하지만,

은 형태로 만든 인슐린 주사제를 캡슐에 여

공복혈당 수치를 비교한 결과, I338 치료군

인슐린을 주사로 투입하면 혈류를 통해 체내

러 개 넣어, 캡슐을 먹으면 인슐린을 위까

은 7.1mmol/L, 인슐린 주사제군은 6.8mmol/

를 순환하고 이후 남은 인슐린이 간으로 이

지 전달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됐다(Science

L로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동한다.

2019;363:611-615). 앞선 경구용 인슐린

없었다(P=0.46). 이상반응 발생률도 I338군

시기를 놓치고 있었다.

먹는 인슐린 개발의 걸림돌은?

THE MOST

15명(60%), 인슐린 주사제군 17명(68%)으

당뇨병학계 및 제약업계가 인슐린을 ‘주

자 10명 중 7명은 의료진의 권고에도 불구하

78

과 달리 캡슐이 위산에 녹으면 그 안에 있

박선혜 기자 【2월 29일자 온라인판】

THE MOST

79

단독요법만으로도
다제내성 B형간염 치료 우수

TDF 단독요법,
병용요법과 치료 효과 비슷

단독요법만으로도 다제내성 만성 B형간

은 단독요법과 복합요법이 각각 71.7% vs

염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68.9%, 85.1% vs 84.2%, 92.1% vs 92.7%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 안상훈 교수팀(소화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92주

기내과)이 다제내성 만성 B형간염 환자를 장

(93.4 % vs 95.7%), 240주(97.7% vs 97.2%)

기 추적·관찰한 결과, 테노포비어(tenofovir

로 범위를 확대해도 마찬가지였다. 이외에도

disoproxyl fumarate, TDF) 단독요법만으로도

연령, 성별, 간경변 유무, B형간염 항원에 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억제됐다.

한 양성반응, 신장기능 등 여러 인자와 관련

TDF는 현재 B형간염에 가장 많이 사용
되는 항바이러스제다. 연구진은 만성 B형간

세브란스병원 안상훈 교수
“다제내성 환자 심리적·경제적
부담 및 국가 의료비용
감소효과 거둘 것”

해서도 바이러스 반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0.05).

염 환자 총 423명을 TDF 단독요법군(174명)

안 교수는 “지금까지는 짧은 연구기간에

과 TDF 병용요법군(249명)으로 나눠 평균

한정된 단독요법 연구결과만 있어 치료에 직

180주간 추적·관찰했다. 각 치료군의 효과평

접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연구는 4년이 넘

가 척도가 되는 바이러스 반응은 혈청 HBV

는 장기간에 걸친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대한

DNA 20IU/mL 미만으로 정의했다.

간학회 B형간염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판에

연구결과 TDF 단독요법만으로도 항바이

반영됐다”며 “치료법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

러스 약제내성 종류, 혈중 바이러스 수치 등

던 다제내성 환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에 상관없이 적어도 4년 이상 B형간염 바이

줄이고, 국가적으로도 의료 비용 감소 효과

러스 억제효과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

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했다. 48주, 96주, 144주별 바이러스 반응률

최상관 기자 【2월 27일자 온라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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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는 개원의·클리닉 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최신 임상정보를
제공하는 월간 의학저널 입니다. 질환치료와 관련한 난제들에 해결책
을 제시하기 위해 편집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임상진료 과정

THE MOST 대표 이메일 most@mostonline.co.kr

80

THE MOST

04

1701_1902_TFT_1_AD_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