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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 2 형 당뇨병 환자에서 경흉부초음파검사를 이용한  

심근미세순환 평가 및 대사증후군의 영향  

 

 

제 2 형 당뇨병 환자에서 임상적 또는 대사적 장애는 심혈관계 질

환, 특히 관상동맥질환의 고위험 인자로 생각되며, 당뇨병 환자에

서 모든 사망원인의 75% 를 차지한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서 심

혈관계 질환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에서 관상동맥혈관의 내피세포 의존적인 혈관확장 작용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이는 CFR (coronary flow velocity 

reserve)로 평가할 수 있다. CFR 은 관상동맥협착증이 없는 상태에

서도 관상동맥의 미세순환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경흉부초음파로도 측정가능

하며, 이는 이전의 침습적인 방법들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차이가 

없어 향후 심근미세순환을 평가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 2 형 당뇨병 환자에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경흉부초음파를 사용하여 측정한 CFR 이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합

병증의 조기예측인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대

사증후군 여부가 심근미세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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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협착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환자들 중, 정상혈

당을 보이는 환자군 (Group 1), 공복시혈당장애를 보이는 군 

(Group2), 당뇨병 환자군 (Group 3) 과, 관상동맥협착증이 없는 당

뇨병 환자군 (Group 4) 간의 CFR 을 비교해 볼 때, Group 3 (2.17 ± 

0.76), Group 4 (2.30 ± 0.83) 는 Group 1 (2.68 ± 1.13) 과 비교

하여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CFR 의 감소가 있었으며, 각 Group 들 

간에는 공복시 혈당, 중성지방, HbA1c 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이 중 CFR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공복시 

혈당이었으며, 그외 혈중 지질농도, Free fatty acid, 체질량지수, 

인슐린 등과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관상동맥협착증이 없

는 당뇨병 환자들 (Group 4) 을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

과, 대사증후군이 있는 군이 대사증후군이 없는 군에 비해 CFR 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0.05) 

(2.34 ± 0.75 vs 2.72 ± 0.51).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당뇨병 환자는 관상동맥 협착증 

유무에 상관없이 CFR 이 감소되어 있었고, 이러한 관상동맥의 미세

혈류의 감소로 인해 결국 이완기성 심부전이나 당뇨병성심근병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당뇨병환자에서 심장기능 평가의 한 방법으로 경

흉부초음파를 이용한 CFR 의 측정이 관상동맥 미세혈류를 알 수 있

는 좋은 지표로 생각되며,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도 대사증후군의 

다른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심근미세순환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조기에 이러한 관상동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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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혈류 감소를 발견하는 것이 향후 당뇨병으로 인한 심혈관 합병증

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당뇨병 환자들에 있어

서 심근미세순환에 대한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제 2 형 당뇨병, 경흉부초음파, 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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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형 당뇨병 환자에서 경흉부초음파검사를 이용한  

심근미세순환 평가 및 대사증후군의 영향 

 

<지도교수 이 현 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현 주 

 

 

Ⅰ. 서  론 

 

제 2 형 당뇨병 환자에서 임상적 또는 대사적 장애는 심혈관계 질

환, 특히 관상동맥질환의 고위험 인자로 생각되며, 당뇨병 환자에

서 모든 사망원인의 75% 를 차지한다 1.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서 심

혈관계 질환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당뇨병 환자에서 내피세포 장애에 대한 보고들이 있는데, 이들에서  

관상동맥혈관의 내피세포 의존적인 혈관확장 작용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이는 CFR (coronary flow velocity reserve)

로 평가할 수 있으며 2, 이는 동맥경화증의 초기단계로 알려져 있다

3. 여기서 CFR 이라는 것은 관상동맥협착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관상

동맥의 미세순환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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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baseline peak flow velocity 와 hyperemic peak flow 

velocity 의 비율로 표시된다. 이러한 CFR 의 측정은 예전에는 침습

적인 방법으로 도플러 guide wire 나 경식도초음파를 많이 이용하

여 측정하였으나, 최근에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경흉부초음파로도 

측정이 가능하며, 이는 이전의 침습적인 방법들과 비교해 볼 때 크

게 차이가 없어 향후 심근미세순환을 평가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 2 형 당뇨병 환자에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경흉부초음파를 사용하여 측정한 CFR 이 당뇨병의 심혈관 합병증의 

조기예측인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대사증후

군 유뮤에 따른 심근미세순환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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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2 년 5 월부터 2003 년 2 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경흉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환자들 중 관상동맥협착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정상당부하를 나타내는 환자 96 명 

(Group 1), 공복시혈당장애를 나타내는 환자 11 명 (Group 2), 제 2 

형 당뇨병이 있는 환자 41 명 (Group 3) 으로 분류하였고, 관상동맥

협착증이 없으면서 제 2 형 당뇨병만 가진 55 명 (Group 4) 을 추가

하여 총 4 개의 군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제 4 군은 제 2 형 당뇨

병으로 진단받고 치료중인 환자들 중 흉통의 증상이 없고 심전도 

소견상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으며 운동부하검

사를 시행하여 관상동맥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가. 당뇨병이 있는 환자 

1) 모든 환자에서 체중, 키, 체질량지수, 허리-엉덩이 둘레비, 

당뇨병의 이환기간, 고혈압 유무, 흡연력을 조사하고, 기본

적인 혈액 검사로 공복시 혈당, HbA1c, 인슐린, C-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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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크레아티닌, 혈중 요산, 혈청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

방,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hsCRP, 렙틴을 측정한다.  

2) 모든 환자에서 당뇨병의 합병증 유무를 검사하기 위해, 안

저촬영, 신경전도검사, 24 시간 소변검사, 자율신경병증검사, 

복부초음파검사를 시행한다.  

3) 모든 환자에서 경흉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혈관확

장제나 스타틴 계열의 약제는 중단하도록 하고, 가능한 검

사전날 저녁부터 금연하도록 하였다. 

4) 경흉부초음파를 통한 CFR 의 측정은 환자를 좌측위 자세로 

하고 좌중간 쇄골선과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늑골간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probe 를 대면 LAD (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 의 혈류를 관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도플러를 이용하여 혈류속도를 측정하면 수축기와 

이완기 시의 혈류로 이분화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때, 이완기 시의 최대혈류속도를 측정한다. 이후 아데노신

을 140ug/kg/min 으로 2 분간 정맥내로 주입한 후 도플러를 

이용하여 혈류속도를 측정 및 이완기시의 최대혈류속도를 

측정하고 이 두 값의 비로 CFR 을 계산한다.  

5) 경흉부초음파를 시행하는 당일 맥박수와 혈압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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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뇨병이 없는 환자 

1) 모든 환자에서 체중, 키, 체질량지수, 허리-엉덩이 둘레비, 

고혈압 유무, 흡연력을 조사하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로 공

복시 혈당, HbA1c, 혈중 크레아티닌, 혈중 요산, 혈청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저밀도지

단백-콜레스테롤을 측정한다.  

2) 위의 3)-5)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 관상동맥 협착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들은 대사증후군 (NCEP-

ATPIII) 여부에 따라 임상양상 및 CFR 을 비교분석 하였다.  

 

 

3. 통계 및 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개인용 컴퓨터 통계프로그램  SPSS 

(window release 11.0) package 를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값은 평

균 ± 표준편차, 또는 전체에 대한 백분율로 표현하였다. 각군간의 

차이는 ANOV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성별, 고혈압 유무, 당뇨

병성 망막병증 유무, 대사증후군 유무에 대한 분석은 t-test 를 이

용하였으며, p-value 가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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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연구 대상 환자군의 임상적 특성 

 

관상동맥협착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정상혈당을 보이는 

환자군 96 명 (Group 1),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

행한 공복시 혈당장애군 11 명 (Group 2), 관상동맥협착증으로 스텐

트 삽입술을 시행한 당뇨병 환자군 41 명 (Group 3), 관상동맥 협착

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군 55 명 (Group 4) 간의 성별, 연령, 체중, 

혈압,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콜레

스테롤 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이들 각 군간의 공복시 혈당, 중성

지방, HbA1c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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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and biochemical characteristics 

 

               CAOD (+)              CAOD (-) 

 NGT IFG DM DM 

n 96 11 41 55 

Age (yr) 58.2 ± 8.9 61.2 ± 9.3 61.3 ± 9.5 58.1 ±10.1 

Weight (kg) 66.2 ± 8.7 67.4 ± 10.3 67.1 ± 9.4 64.4 ± 10.9 

sBP (mmHg) 133.0 ± 15.9 135.0 ± 15.5 142.1 ± 14.3 130.6± 20.3 

dBP(mmHg) 78.1 ± 6.4 79.3 ± 6.5 82.1 ± 7.0 78.3 ± 7.5 

Fasting glucose 

(mg/dL) * 

94.2 ± 10.3 149.3 ± 9.3 168.5 ± 49.5 151.7 ± 51.2 

T-chol (mg/dL) 184.9 ± 3.5 185.1 ± 9.3 187.7 ± 6.3 183.6 ± 41.3 

TG (mg/dL) * 132.8 ± 59.0 180.7 ± 56.2 141.6 ± 132.7 194.5 ± 191.0 

HDL-C (mg/dL) 45.1 ± 4.5 42.3 ± 5.4 43.5 ± 7.8 41.8 ± 8.8 

LDL-C (mg/dL) 110.5 ± 30.4 121.1 ± 27.5 116.1 ± 35.0 106.9 ± 31.3 

HbA1c (%) 5.4 ± 1.4 6.5 ± 0.6 7.6 ± 1.5 8.9 ± 2.4 

* p < 0.05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TG : triglyceride, C : cholesterol 

 

2. 혈당이 CFR 에 미치는 영향  

 

관상동맥협착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 (Group 4, n=55) 의 임상적 

특징은 Table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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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in diabetics without myocardial ischemia 

 

 Mean ± SD 
Age (yr) 58.1 ± 10.1 
Sex (M:F) 27:28 
Height (cm) 161.8 ± 9.0 
Weight (kg) 64.4 ± 10.9 
BMI (kg/m2) 24.7 ± 3.4 
Waist (cm) 88.1 ± 10.7 
Hip (cm) 94.1 ± 8.1 
WHR 0.93 ± 0.75 
sBP (mmHg) 130.6± 20.3 
dBP (mmHg) 78.3 ± 7.5 
Heart rate (beat/min) 73.6 ± 11.9 
DM duration (yr) 9.1 ± 6.6 
Hypertension history  51% 
Family history 39% 
Fasting glucose (mg/dL) 151.7 ± 51.2 
Postprandial glucose (mg/dL) 227.5 ± 63.7 
HbA1c (%) 8.9 ± 2.4 
AC insulin (µU/ml) 7.6 ± 5.1 
Leptin (µg/L) 5.5 ± 3.9 
T-cholesterol (mg/dL) 183.6 ± 41.3 
Triglyceride (mg/dL) 194.5 ± 191.0 
HDL-C (mg/dL) 41.8 ± 8.8 
LDL-C (mg/dL) 106.9 ± 31.3 
Free fatty acid (µEq/L) 590.0 ± 271.7 
hsCRP (mg/L) 3.42 ± 6.8 
Lp(a) (mg/dl) 24.2 ± 31.7 
Fibrinogen (mg/dl) 426.0 ± 142.4 
24hr urine albumin (mg/24hr) 369.6 ± 838.8 
Baseline 21.5 ± 10.5 
Hyperemia 48.5 ± 15.7 
CFR 2.30 ±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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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간의 CFR 을 비교해보면, 관상동맥협착증으로 스텐트 삽입

술을 시행한 환자들 중 정상혈당을 보이는 환자군 (Group 1) 과 당

뇨병을 가지는 환자군 (Group 3)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2.68 ± 1.13 vs 2.17 ± 0.76, p<0.001). 또한, 관

상동맥협착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정상혈당을 보이는 환자

군 (Group 1) 과 관상동맥협착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군 (Group 4) 

간에도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2.68 ± 1.13 vs 

2.30 ± 0.83, p<0.05). 관상동맥협착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한 공복시 혈당장애가 있는 환자군의 CFR 은 다른 군과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2.61 ±  1.25) (Figure 1).  

 

Figure 1. CFR values in 4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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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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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FR 과 연관된 인자들 

 

총 184 명에 대하여 CFR 과 연관된 인자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

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CFR 은 공복시 혈당 (r= -0.242) 에만 통계

학적으로 의미있는 역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p=0.001) 

(Figure 2). 그 외 콜레스테롤이나 FFA, 체질량지수, 인슐린 등과

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ure 2. Correlation between CFR and gluc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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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 0.242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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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상동맥 협착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에서 CFR 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관상동맥 협착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 (n=55) 명을 대상으로 CFR

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보았는데, 나이 

(r=0.284), 키 (r=0.426), hyperemic CFR (r=0.387) 은 CFR 과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baseline CFR (r= -0.581), Lp(a) (r== 

-0.320), 24 시간 뇨중 알부민 (r=-0.306) 은 CFR 과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p<0.05).   

 

5. 관상동맥 협착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군의 성별에 따른 임상양상 

및 CFR 의 차이 

 

남성과 여성의 CFR 을 비교해 보았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baseline CFR 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의미있는 높

은 경향을 보였다 (p=0.009). 그 외에도 식후 혈당 (p=0.004) 과 

렙틴 (p=0.042) 이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허리둘레

가 여성쪽에서 좀 더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에 가까운 값을 나타냄

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또한 여성에서 남성보다 고혈압의 과

거력이 있는 환자가 많았다 (p=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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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in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ex 

 

 Male Female p-value 
N 27 28  
Age (yr) 52.4 ± 11.3 58.7 ±8.4 NS 
BMI (kg/m2) 25.3 ± 3.5 24.1 ± 3.2 NS 
Waist (cm) 90.8 ± 10.8 85.5 ± 10.1 NS 
Hip (cm) 96.4 ± 8.9 91.9 ± 6.6 NS 
WHR 0.94 ± 0.06 0.93 ± 0.09 NS 
SBP (mmHg) 130.0 ± 25.4 125.3 ± 14.2 NS 
DBP (mmHg) 78.8 ± 7.6 77.8 ± 7.5 NS 
Heart rate (beat/min) 71.4 ± 15.9 75.4 ± 6.1 NS 
DM duration (yr) 8.9 ± 7.0 9.2 ± 6.4  NS 
Hypertension history 29%  70% NS 
Fasting glucose (mg/dL) 156.0 ±48.8 147.4 ± 54.1 NS 
Postprandial glucose 
(mg/dL) 

192.7 ± 54.6 279 ± 34.3 NS 

HbA1c (%) 9.1 ± 2.1 9.2 ± 2.4 NS 
AC insulin (µU/ml) 6.9 ± 4.6 8.4 ± 5.6 NS 
PC insulin (µU/ml) 27.9 ± 18.7 28.4 ± 17.0 NS 
Leptin (µg/L) 4.4 ± 3.2 6.8 ± 4.5 0.042* 
T-chol (mg/dL) 186.3 ± 45.1 181.1 ± 37.3 NS 
Triglyceride (mg/dL) 240.2 ± 254.7 150.4 ± 79.7 NS 
HDL-C (mg/dL) 41.2 ± 9.5  42.4 ± 8.1 NS 
LDL-C (mg/dL) 107.2 ± 29.9 106.8 ± 32.9 NS 
Free fatty acid (µEq/L) 635.0 ± 296.4 547.4 ± 245.9 NS 
hsCRP (mg/L) 2.18 ± 2.18 4.61 ± 9.29 NS 
Lp(a) (mg/dl) 18.9 ± 31.7 28.8 ± 31.6 NS 
Fibrinogen (mg/dl) 395.8 ± 147.5 449.8 ± 139.0 NS 
24hr urine albumin 
(mg/24hr) 

413.8 ± 920.9 329.2 ± 773.9 NS 

Baseline 17.7 ± 5.6 25.1 ± 12.8 0.009* 
Hyperemia 44.9 ± 13.0 51.9± 17.3  NS 
CFR 2.60 ± 0.63 2.40 ± 1.00 NS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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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상동맥협착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군의 고혈압 유무에 따른 

CFR 의 차이 

 

관상동맥협착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군에서 고혈압 유무에 따라 

CFR 을 비교해 본 결과, 고혈압을 가지는 군에서 정상혈압을 나타

내는 군에 비해 baseline CFR 은 높은 경향, hyperemic CFR 은 높

은 경향, CFR 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Table 4).  

 

Table 4. Effect of hypertension on CFR in type 2 diabetes without 

coronary artery obstructive disease.  

 

 정상혈압군 고혈압군 p-value 

N 25 26  

Base 20.42 ± 9.79 22.07 ± 11.80 NS 

Hyperemic 49.20 ± 13.90  46.49 ± 17.11 NS 

CFR 2.58 ± 0.64 2.42 ± 0.95 NS 

 

7. 관상동맥협착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군의 당뇨병성망막증 유무에 

따른 CFR 의 차이  

 

관상동맥협착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군에서 당뇨병성망막증 유무에 

따라 CFR 을 비교해 본 결과, 당뇨병성망막증을 가지는 환자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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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망막증이 없는 환자군에 비해 baseline CFR 은 높은 경향, 

hyperemic CFR 은 낮은 경향, CFR 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통

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Table 6).  

 

Table 5. Effect of diabetic retinopathy on CFR in type 2 diabetes without 

coronary obstructive disease. 

 

 당뇨병성망막증 (-) 당뇨병성망막증 (+) p-value 

N 19 16  

Base 22.09 ± 11.71 24.01 ± 13.11 NS 

Hyperemic 49.26 ± 11.39  45.98 ± 18.48 NS 

CFR 2.48 ± 0.70 2.27 ± 0.79 NS 

 

8. 관상동맥협착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군의 당뇨병성신증 유무에 

따른 CFR 의 차이  

 

 관상동맥협착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군에서 정상알부민뇨 (30 

mg/24hr 이하), 미세알부민뇨 (30‾300 mg/24hr), 거대알부민뇨 

(300 mg/24hr 이상) 를 보이는 당뇨병성신증 유무에 따라 CFR 을 

비교해 본 결과 당뇨병성신증이 있는 환자군에서 당뇨병성신증이 

없는 환자군에 비해 baseline CFR 이 의미있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p<0.05), 특히 정상알부민뇨와 거대알부민뇨 사

이에 통계학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hyperemic CFR 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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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고, CFR 은 당뇨병성신증이 있는 환자군에서 낮은 경향, 특

히 거대알부민뇨를 가지는 환자군에서 1.99 ± 0.76 로 매우 낮은 경

향을 보이지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Table 6,7).  

 

Table 6. Effect of diabetic nephropathy on CFR in type 2 diabetes without 

coronary obstructive disease. 

 

 당뇨병성신증 (-) 당뇨병성신증 (+) p-value 

N 19 27  

Base 17.89 ± 4.56 23.25 ± 11.27 0.060* 

Hyperemic 47.16 ± 17.30  47.69 ± 15.70 NS 

CFR 2.62 ± 0.94 2.34 ± 0.70 NS 

당뇨병성신증 (-) : 정상알부민뇨 

당뇨병성신증 (+) : 미세알부민뇨 + 거대알부민뇨 

 

Table 7. Effect of albuminuria on CFR in type 2 diabetes without 

coronary obstructive disease. 

 

 정상알부민뇨 미세알부민뇨 거대알부민뇨 

N 19 16 11 

Base 17.89 ± 4.56a 19.17 ± 8.88 21.04 ± 9.42a 

Hyperemic 47.16 ± 17.30  47.23 ± 15.91 47.47 ± 16.19 

CFR 2.62 ± 0.94 2.56 ± 0.57 1.99 ± 0.76 

a: < 0.05 (Turket H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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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상동맥협착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군의 대사증후군 여부에 따

른 CFR 의 차이 

 

55 명의 관상동맥협착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에서 대사증후군 여부

에 따라 그 임상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사증후군을 가지는 군은 

대사증후군을 가지지 않는 군에 비해 유의하게 CFR 이 낮은 것을 

알수 있었다 (2.72 ±  0.51 vs 2.34 ±  0.75) (p=0.049). 양 군에

서의 나이, 당뇨병 이환기간, 공복시 혈당, 식후 혈당, 총콜레스테

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hsCRP, 24 시간 소변 알부

민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성별, 체질량지수, 허

리둘레, 공복시 인슐린, 렙틴,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양 군에

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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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lin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metabolic syndrome 
 
 Metabolic 

syndrome (-) 
Metabolic 

syndrome (+) 
p-value 

N 15 38  
Age (yr) 53.1 ± 10.3 57.2 ± 9.75 NS 
Sex (M:F) 14:1 13:15 < 0.001* 
Height (cm) 166.6 ± 6.1 159.9 ± 9.5 NS 
Weight (kg) 63.0 ± 7.3 65.4 ± 12.0 NS 
BMI (kg/m2) 22.5 ± 1.9 25.6 ± 3.3 0.004* 
Waist (cm) 63.0 ± 7.3 65.4 ± 12.0 0.009* 
Hip (cm) 90.6 ± 3.5 95.7 ± 8.8 0.007* 
WHR 0.90 ± 0.06 0.94 ± 0.07 NS 
sBP (mmHg) 120.0 ± 9.7 128.4 ± 13.4 0.024* 
dBP (mmHg) 75.0 ± 7.0 79.8 ± 7.2 0.046* 
Heart rate (beat/min) 67.2 ± 22.0 75.1 ± 5.56 NS 
DM duration (yr) 9.9 ± 7.6 8.9 ± 6.4 NS 
Hypertension history 17% 62% 0.005* 
Family history 50% 38% NS 
Fasting glucose (mg/dL) 149.4 ± 48.6 152.3 ± 53.2 NS 
Postprandial glucose 
(mg/dL) 

220.3 ± 23.7 229.3 ± 71.1 NS 

HbA1c (%) 8.9 ±2.5 9.2 ± 2.2 NS 
AC insulin (µU/ml) 4.6 ± 4.0 8.6 ± 5.2 0.014* 
PC insulin (µU/ml) 21.1 ± 13.5 29.3 ±17.4 NS 
Leptin (µg/L) 3.28 ± 2.55 6.52 ± 4.22 0.011* 
T-cholesterol (mg/dL) 185.3 ± 35.7  183.1 ± 44.7 NS 
Triglyceride (mg/dL) 161.8 ± 118.7 207.3 ± 216.6 NS 
HDL-C (mg/dL) 47.9 ± 8.8 39.0 ± 7.4 0.001* 
LDL-C (mg/dL) 109.4 ± 32.7 106.0 ± 31.8 NS 
Free fatty acid (µEq/L) 698.4 ± 308.1 538.1 ± 227.1 NS 
hsCRP (mg/L) 5.23 ± 12.2 2.71 ± 3.02 NS 
Lp(a) (mg/dl) 29.6 ± 40.7 21.1 ± 28.3 NS 
Fibrinogen (mg/dl) 446.0 ± 195.2 419.3 ± 138.9 NS 
24hr urine albumin 
(mg/24hr) 

287.8 ± 542.0 421.2 ± 951.1 NS 

Baseline 18.9 ± 5.6 22.1 ± 11.6 NS 
Hyperemia 48.2 ± 10.9 46.9 ± 15.9 NS 
CFR 2.72 ± 0.51 2.34 ± 0.7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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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사증후군 여부에 따른 CFR 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CFR 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한 결과, 대사증후군이 있는 군

은 나이 (r= -0.346), 키 (r= 0.461), 몸무게 (r= 0.334), 이완기

혈압 (r= -0.631), Lp(a) (r= -0.414), 24 시간 소변 알부민(r= -

.372) 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사증후군이 없는 군은 CFR 이 공

복시 인슐린 (r= -0.602), 공복시 C-peptide (r= -0.569) 와 상관

관계가 있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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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현재까지 대개의 문헌보고에 따르면, 심근 미세순환에 대한 연구

는 관상동맥 조영술시 CFR 의 측정으로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는 경흉부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심근 미세순환을 

평가하고 이의 유용성을 밝히며, 당뇨병 환자에서 심근 미세순환에 

미치는 인자들을 알아보았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CFR (Coronary flow velocity reserve) 은 관상동맥협착증이 없

는 상태에서 심장의 미세혈관 기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알

려져 있다 4-6. 그 동안 많은 연구에 이용되어 왔던 Doppler 

catheter 나 Doppler guide wire 등은 CFR 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방

법이기는 하나 침습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주 측정하기

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최근 보다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경식도초

음파가 이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left main tract 이나 left 

anterior desencding branch 의 근위부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저자들이 사용한 경흉부초음파 역시 관상동맥 

혈류를 측정할 수 있으나 여전히 left anterior decending artery

의 원위부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7. 하지만, 이 

방법은 비침습적이고 여러 번 반복하여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심근 미세혈류를 추적관찰 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

다.  

당뇨병 환자에서 CFR 을 이용하여 심근혈관확장능이 감소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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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는 1993 년 이후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8,9. 1993 년 Nitenberg 

등 9 은 내피세포 기능장애로 인해 관상동맥의 내피세포 의존적 혈

관확장이 저하되고 이를 CFR 의 감소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였다. 제 2 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침습적인 방법을 이용한 심

근혈류 상태를 평가한 보고들에 따르면, 정상 대조군과 비교해 볼 

때 관상동맥 조영술 상에서 정상소견을 보인 제 2 형 당뇨병 환자

에서 CFR 로 측정된 심근혈류가 감소되어 있다고 하였다 2,10,11. 이

들 연구에서는 CFR 의 감소를 미세혈관병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사실상 많은 연구들에서 당뇨병 환자에서 소혈관의 remodeling 이 

증명되었다 12-15.  

제 2 형 당뇨병 모델인 OLETF rats 을 이용한 연구에서 보면 16, 

15 주된 rat 에서 dipyridamole 을 이용하여 측정한 혈관확장능이 감

소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로써 CFR 은 당뇨병전단계에

서도 이미 손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당뇨병 발

생과정동안 관찰되는 관상동맥혈관의 기능적 변화는 관상소동맥혈

관의 구조적인 변화와 연관되었고, 관상동맥 저항는 혈관직경에 대

한 혈관벽의 비율과 혈관주위 섬유화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따라서, 당뇨병의 발생과정에서 관상동맥소혈관의 

remodeling 은 심근미세순환의 기능적 손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즉, OLEFT rat 에서는 당뇨전단계 및 인슐

린 저항 단계에서 이미 관상동맥의 소혈관벽 비후와 혈관주위 섬유

화가 관찰되는데, 15 주된 OLETF rats 에서 관찰된 심근내 소동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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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벽비후는 인슐린 감작제인 troglitazone 으로 전처치를 한 경우

에 대사적 장애를 호전시키고 심근내 소동맥의 remodeling 의 발생

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17. 또한, Zaman 등 18 은 비만, 

인슐린저항성, 고인슐린혈증 및 제 2 형 당뇨병을 발생시키는 

leptin-deficient mice 에서 당뇨병의 초기단계에서 혈관주위 섬유

화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한 바 있어, 혈관주위 섬유화와 소동맥 평

활근세포의 증식 등의 관상동맥의 소동맥 remodeling 은 당뇨병에 

선행하는 혈청학적인 변화에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Fukui 등은 OLETF rat 에서 제 2 형 당뇨병의 초기단계에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이미 증가되어 있음을 보고하였고 19, in vitro

와 in vivo 상에서 당뇨병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혈

관내피세포 기능의 손상이 오는 것이 증명되었다 20,21. Dipyridamole

은 혈관평활근에서 간질내 adenosine 농도를 증가시켜 저항성이 증

가되어 있는 관상동맥 혈관의 확장을 일으키며, 이러한 shear 

stress 는 혈관내피세포로부터 혈관확장인자를 유리시켜 혈관내피세

포 기능이 보존되어 있는 혈관에서 혈관확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

타나게 되는데 22, 이러한 혈관내피세포 기능이 손상되면 이러한 혈

관확장이 감소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OLETF rat 의 당뇨병

전단계에서 CFR 의 감소의 또 하나의 기전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CFR 의 정상치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2.3‾4.8 로 그 범

위가 넓다 23-26. 이러한 CFR 의 다양성 때문에 CFR 의 실제적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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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각 개인에 있어서 CFR 을 해석하

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는 어느정도의 수치가 정상인

지 비정상인지를 명백하게 잘라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관상동맥협착증이 있는 환자에서 스텐트 삽입을 하고 난 후 

경과 관찰하는 중에 CFR 이 2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는 재협착이 있

다고 판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27.  

CFR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기전에 대해 보고한 문헌에 따르

면 28,29 1) 대사적 요구량이 많아지는 경우, 2) 비정상적인 혈관외 

요소들의 증가로 인한 심근 압박효과, 3) 맥박수와 같이 관상동맥

혈류의 압력의 변화, 4) 관상동맥 미세혈관의 구조적 이상으로 나

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CFR 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인자들

에 대한 보고들이 많은데, 그 중 Heinrich 등 30 이 발표한 바에 의

하면, 관상동맥조영술 상에서 협착이 없는 환자 141 명에서 

Intracoronary Doppler 를 사용하여 CFR 을 각각의 관상동맥혈관에

서 측정하였는데, LAD 에서 3.0 ± 0.8, LCx 에서 2.8 ± 0.8, RCA 에

서 3.2 ± 0.9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CFR 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은 나이, 수축기혈압, 맥박수, baseline average peak velocity 

(APV) 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중회귀분석

을 통해 CFR 를 예측할수 있는 인자로써 나이와 baseline APV 를 제

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나이와 baseline APV 가 관상동맥혈관이 

정상인 환자들에서 CFR 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며, 이들만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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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으로 CFR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본 연구에서 

보면 관상동맥 협착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에서 CFR 은 나이, 키,  

Lp(a), 24 시간 뇨중 알부민, baseline CFR, hyperemic CFR 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보고들에서 나타난 혈압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혈당의 차이가 CFR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공복시 혈당이 CFR 과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전의 문헌보고에 따르면 고혈당과 고지혈증이 내피세포 

기능장애를 일으키게 되어 결국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가 될 뿐만 

안라, 앞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기전들에 의해 CFR 의 감소를 일으키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결국,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조절이 CFR 을 

유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는 여러 문헌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혈당조절은 제 1 형 당뇨병 환자에서 microangiopathy, neuropathy or 

retinopathy 와 선상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31. 또한, 제 2 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조절은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선상의 상관

관계를 가진다 32. 그러나 혈당조절과 혈류장애나 최대심근확장능과

의 상관관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Aversano 등 33 이 보고한 바

에 의하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없는 환자에서 제 2 형 당뇨병 

환자에서 PET 을 이용하여 myocardial blood flow (MBF) 를 측정하

여 관찰하였는데, baseline MBF 의 상승 없이 심근미세혈류보유능

(MFR)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혈당조절정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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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시 혈당과 HbA1c 및 성별이 MFR 과 가장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4. 또한 증상이 없는 제 2 형 당뇨병 환자에서 장기간의 혈

당조절이 MFR 과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는 보고도 있다 35. 또한 

만성적인 고혈당이 당뇨병 환자에서 내피세포 의존적- 또는 비의존

적인 혈관확장기능의 손상에 주요한 작용을 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

며 36, 본 연구에서도 CFR 은 혈당과 역상관관계를 나타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 2 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조절이 

CFR 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들 환자에서 철저

한 혈당조절이 필요하겠다.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사용하는 경우 관상동맥저항의 증가와 

reactive hyperemia 에 대한 반응이 감소가 보고 33 된 바 있어, 경

구용 혈당강하제의 사용이 최대심근확장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식이요법을 사용하는 군과 약제를 사용하는 

군 사이에 flow reserve 는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MFR 은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의미있게 낮은데, 폐경후 여성에서는 

estrogen 의 protective 효과가 없지만 폐경전 여성에서는 estrogen

의 protective 효과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Czernin 등 37 은 MFR

에 대한 나이의 영향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CFR 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baseline CFR 은 남성보다 여성

에서 좀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에서 여성보다 대체적으로 

CFR 이 감소되어 있다는 보고들과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그러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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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여성에서 연령이 높고 허리둘레가 상대적으

로 좀더 대사증후군에 가까운 경향을 보이며, 식후 혈당과 렙틴의 

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며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른 baseline CFR 의 차이는 

이러한 여러가지 인자들의 복합적인 효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Mayer 등 38, Nasher 등 8, Yokoyama 등 3,39 은 혈관조영술상에서 

정상적인 관상동맥을 보이는 당뇨병과 고지혈증에서 endothelial 

dysfunction 을 관찰하였고 이는 atherosclerosis 의 early process 

로 알려지게 되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obesity 나 insulin 

resistance 와 endothelial dysfunction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없는데 Isao 등 40 이 Doppler echocardiography 를 이용하

여 CFR 을 측정함으로써 일부 보고된 바는 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는 동맥경화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생각되었다 41. Compensatory hyperinsulinemia, 

related to hyperlipidemia and hypertension 도 역시 당뇨병전단

계에서 조차도 동맥경화증을 유발한다고 보고되었다 42-44.  

CFR<2.5 를 microvascular angina 라고 가정할 때 CFR 의 감소에

도 불구하고 대사증후군을 가지는 환자에서 심근허혈을 나타내는 

대사적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는 보고도 있다 45.  

당뇨병 환자에서 CFR 의 감소를 미세혈관병증으로 설명하기도 하

는데, Takasho 등 46 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에서 CFR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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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는 당뇨병성망막증이 있는 경우에 더욱 감소되며 특히 진행된 

당뇨병성망막증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감소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성망막증이나 당뇨병성신증의 여부가 CFR 에는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거대알부민뇨를 보이는 

환자군에서 정상알부민뇨를 보이는 환자군에 비해 baseline CFR 이 

증가되어 있고, CFR 과 24 시간 소변 알부민 농도가 서로 역상관관

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이러한 미세혈관합병증 정도와 CFR 도 서

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러한 관상동맥의 미세혈류의 감소로 결국 관상동맥혈관상에서 

동맥경화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심근허혈을 유발할 수 있다 46. 이는 

결국 이완기 및 수축기능의 장애를 유발하여 혈관외저항을 증가시

켜 결국 CFR 이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따라서 조기에 

이러한 미세혈류의 감소를 찾아내어서 이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치

료에 도움이 되는 약제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TGF-beta1 은 심근의 혈관주위 콜라겐 합성에 주로 영향을 주는

데, 당뇨병 환자에서 CFR 의 혈관주위 collagen 합성과 연관되어 혈

관내피세포 기능장애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한 바 있다 47. 또한, 

pioglitazone 이 15 주된 OLETF rat 에서 5 주간 치료를 하였을 경우 

심근 collagen 함량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심근의 이완기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48. 따라서, 향후 심근미세순

환에 도움이 되는 약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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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당뇨병 환자는 관상동맥 협착증 유무에 상관없이 CFR 이 감소되어 

있어, 당뇨병은 관상동맥 질환에 무관하게 관상동맥 미세혈류를 감

소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상동맥의 미세혈류의 감소

로 인해 결국 이완기성 심부전이나 당뇨병성 심근병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당뇨병환자에서 심장기능 평가의 한 방법으로 경흉부초음

파를 이용한 CFR 측정이 관상동맥 미세혈류를 알 수 있는 좋은 지

표로 생각이 된다. 조기에 이러한 CFR 감소, 즉 관상동맥 미세혈류 

감소를 발견하는 것이 향후 당뇨병으로 인한 심혈관 합병증을 예측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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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ssessment of Cardiac blood flow by Transthoracic LAD 

(left anterior descending) Doppler Echocardiography and 

Effect of Metabolic Syndrome in type 2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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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Hyun Chul Lee) 

 

The clinical or metabolic abnormalities observed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re associated with cardiovascular 

disease, especially coronary heart disease, which is 

responsible for 75% of all deaths in diabetic patients. 

Therefore, the evalua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diabetic patients is important. Endothelial dysfunction 

reduces the response of endothelial-dependent vasodilation of 

coronary arteries, and can be detected as a restriction of CFR 

(coronary flow reserve). Endothelial dysfunction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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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in angiographically normal coronary arteries with 

diabetes mellitus and is recognized as the early process of 

arteriosclerosis. Recently, CFR is determined by non-invasive 

transthoracic ultrasonography, and is not different comparing 

to formally invasive method.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 

whether the evaluation of CFR is the early estimating factors 

of cardiovascular complication by non-invasive transthoracic 

ultrasonography in type 2 diabetic patients, and whether 

presence of metabolic syndrome affect coronary 

microcirculation.  

Of patients that was performed insert stent in stenotic 

coronary artery, we divided to 3 groups as patients with 

normal glucose tolerance (Group 1), with impaired fasting 

glucose (Group 2) and with diabetes (Group 3), and added 

diabetic patients without coronary artery disease (Group 4). 

CFR was decreased in both Group 3 (2.17 ± 0.76) and Group 4 

(2.30 ± 0.83) rather than Group 1 (2.68 ± 1.13). Fasting 

glucose, triglyceride, HbA1c are significant different in all 

groups (p<0.05). Fasting glucose is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FR, but lipid profile, free fatty acid, BMI, insulin was 

not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FR. Diabetic patient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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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bolic syndrome had decreased CFR compared with diabetic 

patients without metabolic syndrome (p=0.05) (2.34 ± 0.75 vs 

2.72 ± 0.51).  

In summary, diabetic patients had decreased CFR whether 

present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or not. Thease 

microvascular abnormalities may lead to myocardial ischemia in 

the absence of epicardial coronary atherosclerosis in some 

circumstances, and thus contribute to adverse cardiovascular 

events in diabetic patients. The measurement of CFR by 

transthoracic ultrasonography is good index to evaluate of 

coronary microcirculation. Early detection of abnormality of 

microcirulation is contribute to predict the cardiovascular 

complication in diabetic paitents, and we think that more 

study are needed to support these results. 

 

Key Words : type 2 diabetes, transthoracic ultrasonography, 

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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