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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표준치료지침 개발

산업화와 함께 제2형 당뇨병의 병인요소들인 평균수명과 비만인구의 증

가, 운동부족과 식생활을 포함한 생활습관의 변화가 제2형 당뇨병의 유병율

을 증가시키면서 당뇨병 관리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Staged Diabetes Management(SDM)은 당뇨병의 당조절과  합병증 

관리에 있어서 임상연구자료에 근거를 둔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치료지침

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1988년에 시작되었고 대한 당뇨병학회에서도 

이 지침을 보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임상적 특성에 맞는 치료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인슐린 감수

성 검사 (Insulin Sensitivity Test)를 시행하여 구한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인 

Kitt 2.5%/min를 기준으로, 인슐린 분비능을 혈청 기저 C-peptide 1.1ng/dl미

만, 1.1ng/dl이상이면서 1.7ng/dl미만, 1.7ng/dl이상 총 6군으로 분류하 다. 대

상군을 각 환자에 따라 제시된 치료를 시행하여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기 

전후 각기 3번 이상 추적관찰하여 외래 방문시에 측정한 생화학적 지표들

의 변화와 혈당조절에 성공한 군 (responder group)에서의 생화학적, 인체계

측적 지표들간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대상환자의 임상적, 생화학적 특징

으로 체질량지수상 비비만형을 나타내었으나, 허리둘레와 복부/둔부둘레비

에서는 여자군에서만 비만형을 나타내었다.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인 Kitt의 

평균값은 2.22±1.11%/min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보 다. 맞춤형 치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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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시행 후의 생화학적 지표들의 변화에는 공복 및 식후혈당, 당화혈색

소, 확장기 혈압, 혈청 중성지방, AST, ALT가 유의하게 감소하 고, 혈당조

절에 성공한 군 (responder group:HbA1c≤7.5%)이 치료 시행 전에는 28.4%에

서 치료 시행 후 51.4%로 증가하 다. 치료지침 시행 후 당화혈색소, 공복 

및 식후 2시간 혈당과 생화학적, 인체계측적 지표들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당화혈색소는 유병기간과 24시간 소변 알부민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고, 허리둘레와 복부/둔부둘레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 다. 공복 및 

식후 2시간 혈당은 유병기간과 24시간 소변 알부민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 그러나, 복부둘레를 남자에서는 90cm이상군과 미만군, 여자에서는 

80cm이상군과 미만군, 복부/둔부둘레비를 남자에서는 1.0이상군과 미만군, 

여자에서는 0.9이상군과 미만군, 24시간 소변 알부민을 30mg/d이상군과 미

만군으로 나누어 치료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표준치료지침은 인슐린 

분비능과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하여 이에 따른 맞춤형 치료법을 적용하여 

미세혈관합병증과 대혈관합병증 발생을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핵심 되는 말 : 제2형 당뇨병, 표준치료지침, 단계별 당뇨병 관리,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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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표준치료지침 개발

<지도교수 이 현 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 혜 원

I. 서론

1. 연구배경  

지난 20년 간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 으며,   2020

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환자수가 2억 5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
. 그 중에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

지는데, 1994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수가 5,140만명에서 2010년에는 1억 3

천8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당뇨병환자의 57.8%

를 차지하는 수치다
3,4
.  한국에서도 제2형 당뇨병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

되어 1960년의 0.9%에서 1990년 말에는 6-9%로 보고되었다
5,6
.

이처럼 아시아 지역에서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이

유는 산업화와 함께  제2형 당뇨병의 병인요소들인 평균수명과 비만인구의 

증가, 운동부족, 식생활의 서구화, 그리고 생활습관의 변화가 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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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의 주된 이환율과 사망률은  미세혈관 합병증 (망막증, 신

증, 신경병증)과 대혈관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뇌졸증, 말초혈관병증)에 의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역학 연구들에 의하면, 공복 혈당치가 126mg/dl 이상인 환자의 10-15%에서  

10년 내 당뇨병성 망막증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UKPDS(United Kingdom 

Prospective Diabetes Study)결과에 의하면 sulfonylurea, insulin, metformin으로 

치료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미세혈관합병증 발생률이 약 25% 감소됨을  

알 수 있었고 metformin 치료군에서는 대혈관합병증의 발생률이 감소됨(심

장마비가 16% 감소)을 관찰하 다
10-12

.

2. 단계별 당뇨병 관리의 개념

혈당조절이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미세혈관합병증과 대혈관합병

증의 병인에 중요한 역할을 함이 알려지면서 미국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서 엄격한 당조절을 위한 여러 

치료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전략들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당불내성이 이상지혈증, 고혈압, 비만, 혈액응고이상, 가속성 죽상동맥경화

증같은 복잡한 인슐린저항성 증후군을 야기하므로 각 환자특성에 맞는 치

료방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13-18

. 따라서, 당뇨병 관리는 

단순한 혈당조절뿐 아니라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여야만 당

뇨병성 만성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제2형 당뇨병 치료에서 일차약제의 선정에 이견이 있

고, 다수의 당뇨병 환자들에서 치료를 시작할 때 의사의 일관되지 않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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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접근으로 효율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Staged Diabetes Management 

(SDM)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뇨병 환자들의 당조절과 

합병증치료에 있어서 계통적이고 데이터에 근거를 두는 과학적이고도 표준

화된 치료지침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1988년에 Minnealpolis의 

International Diabetes Center에서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19-21, SDM적

용 6개월 후 대조군과 비교하여 당화혈색소가 2% 감소함이 보고 된 바 있

다
22
.

3. 한국인  제2형 당뇨병의 맞춤형 치료지침

최근 식습관의 서구화, 운동부족, 비만으로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인 당뇨병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맞는 

치료기준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기에 이에 맞는 적절한 치료지침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기준에따르면, 서구

인의 경우 비만형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80%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인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비만형이 20%내외에 불과하여 비비만형을 나타내

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나4,8,10,23-24, 중심성 비만증의 지표인 복부/둔부둘레

비 (waist to hip circumference ratio: WHR)가 1이상을 중심성 비만증으로 볼 

때 안 등은 한국인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들의 중심성 비만증의 빈

도를 67%로 보고하 다25. 또한 서구인 제2형 당뇨병의 주된 병인이 인슐린 

저항성인 것에 비하여 한국인의 경우 많은 환자에서 당뇨병 발생시 심한 

체중감소를 보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60%의 환자에서 관찰되고, 나머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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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의 환자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없이 인슐린 분비능이 주로 감소되어 

있어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능의 함수관계의 다양성을 나타낸다

7-8,10,26-27
. 

기존의 당뇨병 치료모형 (SDM) 의 경우 공복 및 무작위혈당을 기준으

로 치료법을 선택하므로 한국인 당뇨병 치료에는 한계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한국인 단계별 당뇨병 관리모형 역시 공복혈당과 

무작위혈당만으로 치료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당뇨병 치료모형이 혈당치만을 기준으로 치료법을 결정

하고 인슐린 분비능과 저항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을 보완하여, 한

국인의 당뇨병 특성에 맞는 치료지침을 개발하고자 하 다. 즉, 제2형 당뇨

병 환자들 개개인의 인슐린 분비능과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하여 이에 따른 

치료지침을 제시하여 혈당 강하뿐 아니라 복부비만, 이상지혈증, 고혈압

등 병발질환에 대한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여 미세혈관합병증과 대혈관합

병증 발생을 최소화 내지 억제시킬 수 있는  ‘맞춤형 치료지침’을 개발하

려고 하 다.

4. 인슐린 분비능과 인슐린 저항성에 따른 치료약제의 선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당뇨병센터에서 과거 시행한 임상

연구자료에 의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는 방법으로 

단시간 인슐린 내성검사(short insulin tolerance test, ITT)의 유용함을 밝힌 바 

있는데
28
, 대조군에서는 인슐린 감수성 지표인 Kitt값이 3.50±0.75%/min인 

것에 비해, 내당능장애군이나 제2형 당뇨병 환자군의 경우 2.56±0.56%/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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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를 Kitt 2.5%/min미만으로 제시하 다. 또

한 인슐린 분비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공복시 혈청 C-peptide농도를 이용

하 으며, 인슐린 분비능이 혈당조절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

슐린 저항성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공복 혈청 C-peptide농도에 따

른 치료약제의 효과를 본 결과를 살펴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Kitt가 

2.5%/min이상인 47명의 환자에서 식사 운동 요법 시행시 혈청 C-peptide가 

1.7ng/dl 이상인 환자에서는 3개월 후 당화혈색소치가 7.5%이하로 호전된  

경우가 92.5% 으나 혈청 C-peptide가 1.7ng/dl미만인 환자에서는 18.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환

자에서  혈청 C-peptide가 1.7ng/dl 이상인 환자에서는 식사 운동요법이, 혈

청 C-peptide가 1.7ng/dl 미만인 환자에서는 약제투여가 필요함을 시사하

다. 다시 Kitt가 2.5%/min이상인 환자 66명을 대상으로 sulfonylurea와 운동 

및 식사요법 시행후 3개월 후 당화혈색소치를 측정한 결과 혈청 C-peptide

가 1.1ng/dl 미만인 환자에서는 7.5%이하인 경우가 5.9%로 1.1ng/dl이상군의 

53.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당화혈색소치가 높아 이 환자군에서의 

인슐린 분비능의 저하가 의심되고 따라서 인슐린 투여가 필요함을 알수 있

었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군으로 

분류하여 치료지침을 설정하 다(Figure 1).

엄격한 혈당조절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미세혈관 및 대혈관 합병증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진행을 늦출 수 있음이 여러 연구결과들에 의하여 밝

혀지면서, 당뇨병 환자들의 이환율 및 사망률의 감소 뿐 아니라 삶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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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위하여 보다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치료지침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제2형 당뇨병의 유병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에, 한국인 제2

형 당뇨병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맞게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감소

정도와 인슐린 저항성을 평가하여 이에 따른 치료법을 적용하여  미세혈관 

및 대혈관합병증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표준치료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시 각종 임상적, 생화학적 지표의 변화

를 살펴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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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 Standardized therapeutic model in Korean type 2 DM 

Kitt:rate constant for glucose disappearance in ITT (Insulin Tolerance Test) 

TZD: Thiazolidinedione, FPG: fasting plasma glucose, 

PP2hr: postprandial 2hr plasma gluc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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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및 방법

1. 대상

서론에서 제시한 한국인 제2형 당뇨병 맞춤형 치료지침에 따른 연세대

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당뇨병센터에 내원한 제2형 당뇨병 환자중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 각기 최소 3번이상 외래 방문한 

18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 다.

2. 방법

가. 인슐린 내성검사 (Insulin Tolerance Test, ITT)

대상자들은 10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검사 당일 세브란스병원 당

뇨병센터에 내원하여 한쪽 수부정맥에 20G 카테터를 삽입하여 채혈에 이용

하 고, 반대편 전박정맥에 20G 카테터를 삽입하여 인슐린 주사 및 검사 

종료후 포도당 정주를 하는데 사용하 다. 안정된 상태에서 인슐린 (RI 

1U/mL)을 대상자 체중 1kg당 0.1U로 계산하여 전박정맥에 주사하고 반대편 

수부정맥에서 0, 3, 6, 9, 12, 15분에 각각 채혈하 다. 저혈당을 막기위해여 

15분 채혈후 곧바로 20% 포도당 100mL을 정주하 으며, 혈액은 곧바로 원

심분리하여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 다. 혈장 포도당 농도는 Beckman 

glucose analyzer (Beckman Instruments, Fullerton, CA, USA)를 이용한 glucose 

oxidase법으로 측정하 다. 인슐린 내성검사시 시간대별로 측정된 포도당 농

도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각각 자연로그로 환산하고 3-15분의 값

을 이용하여 regression line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이로부터 기저혈당이 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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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떨어지는 t1/2를 구하고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Kitt(rate constant for plasma 

glucose disapperance)를 아래의 공식으로 구하 다28.

Kitt = 0.693/ t1/2 x 100 (%/min)

나. 인체 계측 및 혈압 측정

 인체 계측으로 신장, 체중, 허리 및 둔부를 측정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표준체중율 (Ideal body weight, IBW)과 중심성 비만증의 

지표인 복부/둔부둘레비 (waist to hip circumference ratio, WHR)를 구하 다. 

혈압측정은 대상자를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5분간 안정시킨 후 자동혈압계

를 이용하여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을 측정하 다.

다. 혈청학적 검사

모든 대상자들은 10시간 이상 금식한 후 채혈하여 식전 혈당, 당화혈

색소, 총콜레스테롤, 고 도지단백, 중성지방, AST, ALT, insulin, C-peptide를 

측정하 으며, 식후 2시간 후 식후 혈당, insulin 및 C-peptide농도를 측정하

다. 

3. 연구내용

선정된 환자들을 앞에서 제시한 한국인 제2형 당뇨병 맞춤치료지침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은 Kitt 2.5%/min를 기준으로, 인슐린 분비능을 C-peptide 

1.1ng/dl미만, 1.1ng/dl이상이면서 1.7ng/dl미만, 1.7ng/dl이상 총 6군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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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각각에 따라 제시된 치료를 시행하여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기 전후 각

기 3번 외래 방문시에 측정한 공복 및 식후 2시간 혈당, 당화 혈색소, 혈압, 

혈청 지질대사치, 간수치의 평균을 비교분석하 다. 또한 맞춤형치료를 시

행한 군에서 당화혈색소치를 통하여 혈당조절에 성공한 군 (responder 

group)에서의 연령, 성별, 복부/둔부둘레비, 24시간 소변 알부민, 혈청 지질

대사치, 간수치, 혈압, 체질량지수, insulin, C-peptide, Kitt간의  상관성을 비

교하 다.

4. 통계 및 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0.0을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 모든 측정치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표시하 고, 각군간의 비

교는 그룹간 측정치의 유의성을 보기위해 student s t-test를 실시하엿다. 당

뇨병 관련인자에 따른 치료반응정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 고, 변수를 층화한 상태에서 치료반응정도를 검정하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시행하 다. P-value가 0.05미만일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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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대상환자의 임상적, 생화학적 특징

총대상군은 183명으로 남자 79명(43.2%),여자 104명(56.8%)이었다. 평균

연령은 60.49±8.75세 고 평균 당뇨병 유병기간은 10.04±6.03년이었다. 체

질량지수(BMI)는 남자군은 24.03±2.74kg/m
2
, 여자군은 24.82±3.00kg/m

2
로 세

계보건기구의 비만기준인 25kg/m
2
에 미치지 않는 비비만형을 나타내었으나, 

평균허리둘레는 남자군의 경우 86.36±6.57cm, 여자군의 경우 86.88±9.07cm

이었고, 복부/둔부둘레비는 남자군에서는 0.95±0.06, 여자군에서는 0.95±0.08

로 여자군에서만 중심성 비만을 나타내었다.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인 Kitt의 

평균 값은 2.22±1.11%/min로 2.5%/min미만으로 나타나 인슐린 저항성을 보

다. 맞춤형 치료지침 도입에 따라 치료방법이 변경된 환자는 108명(59%)

이었고, 그대로 유지한 환자는 75명(41%)이었다(Table 1).

2. 맞춤형 치료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생화학적 지표 변화

맞춤형 치료지침을 적용하여 3회 이상 외래 방문 후 각기 방문시 측정

한 생화학적 지표들의 평균치를 시행 전후로 비교하 다. 치료 시행 전에 

비하여 시행 후의 공복 및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확장기혈압, 중성지방, 

AST, ALT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Table 2).

또한 당화혈색소 7.5%이하를 혈당조절에 반응한 군(responder group)으

로 보았을때 맞춤형 치료모형을 적용하기 전 28.4%의 환자에서 반응하 으

나  치료지침 적용 후에는 51.4%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Figure 2).



- 14 -

Table 1.  Clinical and metabol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otal

No 183

Sex(M/F) 79/104

Age(years) 60.49±8.75

Follow up period(months) 11.91±4.37

Duration(years) 10.04±6.03

BMI(kg/m2)

   Male 24.03±2.74

   Female 24.82±3.00

Waist(cm)

   Male 86.35±6.57

   Female 86.88±9.07

WHR  

   Male 0.95±0.06

   Female 0.95±0.08

Insulin(AC,uU/mL) 7.36±4.57

C-peptide(AC,ng/mL) 1.63±0.61

Kitt(%/min) 2.22±1.10

Treatment changed(%) 59

Treatment unchanged(%) 41

Antihypertensive medication(%) 57.9

Lipid-lowering medication(%) 30.6

Values are mean ±standard deviation

BMI:body mass index, WHR:waist to hip circumference ratio

Kitt: rate constant for glucose disappearance in ITT (Insulin Toler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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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biological parameters between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groups

 Pre-treatment  Post-treatment

FPG(mg/dl) 177.04 ± 38.55 148.22 ± 31.21**

PP2hrG(mg/dl) 255.59 ± 60.12 221.05 ± 58.40**

HbA1c(%)   8.37 ±  1.42   7.72 ±  1.39**

Systolic BP(mmHg) 142.93 ± 14.42 143.20 ± 32.19

Diastolic BP(mmHg)  88.43 ±  1.77  84.14 ±  8.65**

Cholesterol(mmol/L) 200.85 ± 29.92 199.81 ± 58.69

Triglyceride(mmol/L) 182.24 ± 118.21 164.71 ± 86.84*

HDL-C(mmol/L)  47.45 ±  9.99  47.69 ± 10.01

AST(IU/mL)  23.20 ±  8.36  21.74 ±  7.85**

ALT(IU/mL)  26.33 ± 12.76  23.17 ± 10.67**

Values are mean± standard deviation

FPG:fasting plasma sugar, PP2hrG:postprandial 2hr plasma glucose

*: p<0.01, **: p<0.001 



- 16 -

28.4

51.4

39.9

31.7 31.7

16.9

0

10

20

30

40

50

60

(%)

<7.5** 7.5-8.9 >=9.0**

HbA1c (%)

치료전

치료후

Figure 2. Comparison of treatment response according to HbA1c level.

**:p-value<0.01 compared to the pre-trement group

3.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식후 2시간 혈당과 생화학적, 인체계측적 지표

들간의 상관성

제2형 당뇨병 표준치료지침 시행후에 측정한 평균 당화혈색소, 평균 

공복 및 식후 2시간 혈당이 각종 생화학적 지표와 인체계측적 지표들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을 이용한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당화혈색소는 유병기간과 24시간 소변알부민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으며 허리둘레와 복부/둔부둘레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 다. 공복 및 

식후 2시간 혈당은 유병기간과 24시간 소변 알부민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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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fasting blood glucose, postprandial glucose, 

HbA1c and anthropometric and biochemical parameters

HbA1c FBS PP2hrG

Age -0.011  0.002  0.106

Duration  0.255**  0.304**  0.212*

BMI -0.089  0.031 -0.066

Waist -0.238*  0.003 -0.072

WHR -0.240*  0.001 -0.010

24hr u-albumin  0.268*  0.266*  0.336**

Insulin ,AC -0.030  0.007 -0.044

C-peptide, AC -0.096  0.014  0.002

Kitt -0.099 -0.030  0.045

Systolic BP -0.049  0.052  0.039

Diastolic BP -0.130 -0.025 -0.058

T.cholesterol  0.113  0.065  0.095

Triglyceride -0.001  0.067  0.086

HDL-C  0.061  0.042  0.022

Values are correlation coefficiency

*:p<0.01, **:p<0.001

24hr u-albumin: 24hour urine albumin

PP2hrG: postprandial 2hr serum gluc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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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리둘레 , 복부 /둔부둘레비 , 24시간 소변 알부민 수치에 따른 치료

반응 

중심성비만의 지표인 허리둘레를 총 183명에서 남성에서는 90cm이상

군과 미만군, 여성에서는 80cm이상군과 미만군으로 나누어 맞춤형 치료지

침 적용후 당화혈색소가 7.5%이하로 조절되는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복부/둔부둘레비 역시 남성에서는 1.0, 여성에서는 

0.9를 기준으로 각기 2군으로 나누어 치료반응도를 살펴보았고, 24시간 소

변 알부민을 미세알부민뇨의 기준인 30mg/d를 기준으로  나누어 각기군에 

따른 치료반응도를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4-6)

Table 4. Standardized analysis for trend between waist circumference and 

treatment response

Male Female

Waist(cm) <90     ≥90 <80 ≥80

HbA1c<7.5%(%) 56.7 73.7 38.5 46.2

r 1.753 0.004

p-value 0.186 0.95

r: correlation coei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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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andardized analysis for trend between WHR and treatment response

Male Female

WHR <1.0 ≥1.0 <0.9 ≥0.9

HbA1c<7.5%(%) 48.6 42.0 37.7 57.1

r 0.403 3.566

p-value 0.526 0.059

r: correlation coeifficeint

Table 6. Standardized analysis for trend between 24hr urine albumin 

and treatment response

Male Female

24hr albumin <30 ≥30 <30 ≥30

HbA1c<7.5%(%) 62.8 47.1 47.8 39.1

r 1.241 0.514

p-value 0.265 0.473
 

r: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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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최근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맞는 치료기준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

기에 인종적 특성인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능의 함수관계의 다양성

을 치료지침에 반 하여 표준치료지침 적용시 인체계측 및 생화학적 지표

의 변화와 당뇨병의 위험인자들과 치료반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 

치료모형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연구 다. 

2000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부에서 아시아인에 합당한 과체중과 

비만을 정상체중(BMI<23kg/m
2
), 과체중 (BMI 23.0-24.9kg/m

2
), 비만 I단계 

(BMI 25.0-29.9kg/m2), 비만 II단계 (BMI≥30kg/m2)로 나누었으며, 허리둘레

는 남성의 경우 90cm이상, 여성의 경우 80cm이상으로 제시하 다
29
. 본 연

구결과에서는 체질량지수상 남성, 여성군 모두에서 비비만형을 나타내었으

나, 허리둘레는 여성에서만 중심성 비만을 나타내었고, 복부/둔부둘레비 역

시 남성에서는 1.0이상, 여성에서는 0.9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여성에서만 

중심성 비만을 나타내었다.  

여성군에서만 중심성 비만을 나타낸 이유는 본 대상군의 평균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여성에서 폐경후 여성호르몬의 급격한 분비감소에 따른 내

장지방의 축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29
. 특히 한국인 당뇨병에서는 체질

량지수나 표준체중백분율을 기준으로 평가시 비만인이 많지 않으나, 허리둘

레나 복부/둔부둘레비로 평가할 경우 중심성 비만증을 보이는 환자가 많아 

이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심성 비만증은 내장지방의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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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에 의한 것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

압및 죽상 동맥경화증등의 대사증후군을 유발한다30.

혈청 평균 C-peptide농도를 측정한 결과 경미한 인슐린 분비장애를 나

타내었고(1.63±0.61ng/mL), 평균 Kitt값은 2.5%/min미만 (2.22±1.10%/min)으로 

한국인 제2형 당뇨병의 총체적인 병인에 인슐린 분비감소와 인슐린 저항성

이 함께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 총대상군의 57.9%, 30.6%이 각각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어 인슐린 저항성에 따른 고인슐린혈증, 인

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등의 질환들이 모두 죽상경화

증의 위험인자라는 관점에서 상호연관성을 갖는 질환군임을 알 수 있었다.

맞춤형 치료모형 적용후 공복 및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확장기 혈압, 

중성지방, AST, ALT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인슐린저항성에서 혈압이 중

요 관련인자임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고
32,33

, 남등
32-34
의 연구 결과

에서도 수축기 및 이관기 혈압과 공복 혈청 인슐린 농도간에  양의 상관성

을 보 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 을 때도 공복 혈청 인슐린 농도가 혈

압의 중요한 관련인자로 나타났다.

인슐린저항성에서 나타나는 이상지혈증은 혈중 초저 도지단백과 중성

지방의 증가와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holesterol)의 감소가 특징적이

며 총콜레스테롤이나 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holesterol)농도와는 관

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4-36

, 본 연구에서도  치료지침 적용후 인슐

린 저항성 개선으로 인하여 혈청 중성지방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총콜레스테롤은 변화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의 대사증후군 정의에 의하

면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남성에서는 35mmol/mL미만, 여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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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mmol/mL미만을 감소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혈청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아마도 

치료 전 이미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평균치가 47.45±9.99mmol/mL로 높

아 치료지침 적용후에 매우 미미한 변화를 보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치료지침 적용후 치료반응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인자로는 당

뇨병의 이환기간이 당화혈색소, 공복 및 식후혈당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 과거 연구결과에 의하면 당뇨병의 이환기간이 긴 환자는 체중의 감

소가 오더라도 복부비만의 개선을 보이지 않았고 따라서 혈당조절이 잘 되

지 않았다
37-38

.

이미 복부/둔부둘레비(WHR)가 인슐린저항성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

이 여러 연구결과에서 보고되었고6,23,31,39, 본 연구 결과에서도 치료 후 체질

량지수의 증가와 치료반응간에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당화혈색

소와 허리둘레, 복부/둔부둘레비(WHR)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는 체지방량의 증가보다는 체지방분포의 이상이 포도당 대사장애에 더 중

요한 역할을 하여 전신비만보다 복부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좌우하는 중

요인자임을 암시하고 있다. 내장지방은 지방 분해 자극에 예민하여 지방산

을 과다하게 분비하여 인슐린분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과다한 혈중 유

리지방산이 간에서는 인슐린제거를 방해하므로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을 초래하게 되며
8,40 
따라서 복부/둔부둘레비(WHR)증가시 심혈관계질

환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된다41.

복부/둔부둘레비가 당질 및 지질대사 장애의 가장 좋은 지표라는 외국

보고와 비슷하게
42-43

, 본 연구에서도 복부/둔부둘레비와 허리둘레 모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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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상관관계를 보 으며, 그 중에서 복부/둔부둘레비가 더 높은 상관관

계를 보 다(WHR: r=-0.240 p=0.001, waist: r=-0.238 p=0.003)

1988년 Reaven이 인슐린저항성증후군 개념을 처음 제시하 을 때  인

슐린비의존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혈증 및 죽상동맥 경화증만을 포함하

으나35, 그 후 미세알부민뇨와 인슐린 저항성의 상관성이 추가로 밝혀져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의 개념이 더 확대되었고, 죽상동맥경화증과의 관련성

도 분명히 밝혀져 있다
42-44

. 본 연구에서도 24시간 소변 알부민이 치료지침 

적용후의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식후혈당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임상

에서 미세알부민뇨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돤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치료반응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허리둘레와 복부/둔부둘레비를 

중심성 비만기준에 따라 비비만군과 비만군으로 나누어 당화혈색소와의 상

관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

며, 미세알부민뇨 (≥30mg/d) 역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혈당조절에 성공한 군(responder group)의 비율을 각 치료군에 따라 살

펴보면 식사운동요법을 실시한 군에서는 100% 모두가 당화혈색소 7.5%미

만으로 치료에 잘 반응하 고 sulfonylurea단독치료군의 65.2%, sulfonylurea 

+ metformin/TZD투여군의 45%, metformin/TZD단독투여군의 50%,  insulin투

여군의 37.5%, 그리고 insulin + metformin/TZD투여군의 20%에서 당화혈색

소 7.5%미만을 달성하 다. 이는 본 연구의 표준치료지침을 적용하더라도 

인슐린분비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거나 인슐린분비능과 인슐린 저항성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치료에 한계를 나타내

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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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로 인슐린 감수성 검사(Insulin 

Tolerance Test, ITT)에서 구한 Kitt를 사용하 는데 ITT는 그 방법이 간단하

고 신속하며 가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 ITT는 역조절(counter 

regulation)에 의한 catecholamine, glucagon, corticosteroid분비에 따라 포도당 

농도가 변할 수 있고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며 신체 부위에 따라 인슐린 저

항의 차이를 보인다는 반박을 받았으나, Bonora등이 ITT시행 후 15,30분에 

각각 혈장 epinephrine, NE, glucagon, GH, cortisol 농도를 측정한 결과 15분

까지는 혈장 농도의 변화가 없었고, 30분 경과시에 이르러서야 저혈당과 이

로 인한 역조절 반응(counter regulatory response)을 보여 혈장 포도장 농도의 

감소 속도 (Kitt)를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 고 

마지막 채혈 후 포도당 정주로 저혈당 및 역조절 반응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ITT는 인슐린 저항성 평가의 가장 좋은 지표인 정상혈당 크램프기법 

(euglycemic glucose clamp technique)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임이 보고된 바 

있다28,45-49. 

인슐린 분비능의 지표로 공복 혈청 C-peptide농도를 사용하 는데 

C-peptide는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과 동일 분자량(equimolar amount)

으로 분비되며 인슐린과 달리 C-peptide는 일정한 말초 청소율(peripheral 

clearance)을 보여 임상에서 인슐린 분비반응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인슐린 분비능을 정확히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표준치료지침 시행 후 혈당조절이나 혈압, 지질대

사치의 개선을 입증하 으나 그밖의 제2형 당뇨병에서의 미세혈관합병증이

나 대혈관합병증과의 관계는 밝히지 못하 다. 이는 앞으로 표준치료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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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시행한 환자에서 혈당조절이나 지질대사치의 개선이 합병증에 미치

는 향과 인슐린 저항성이나 분비능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표준치료지침은 한국

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맞게 인슐린 분비 감소정도와 인슐

린 저항성의 정도를 측정하여 이에 따른 치료지침을 적용함으로써 미세혈

관합병증과 대혈관합병증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임상적으로 유용한 

치료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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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표준치료지침을 각 환자의

인슐린 분비능과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하여 그에 따라 6군으로 나누어 치

료한 후 이 치료모형의 임상적 유용성을 살펴 본  연구 다. 맞춤형 치료 

시행 전에 비하여 치료 시행 후 공복 및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 확장기 혈

압, 중성지방, AST, ALT가 유의하게 감소하 고, 당화혈색소 7.5%이하로 

혈당 조절에 성공한 군 (responder group)이 치료 시행 전 28.4%에서 치료 

시행 후 51.4%로 증가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인 제2형 당

뇨병 환자의 표준치료지침은 당조절 뿐 아니라 지질대사이상, 고혈압, 비만, 

혈액응고이상, 가속성 죽상 동맥경화증등의 일련 질환들인 인슐린저항성 증

후군을 개선시켜 미세혈관 및 대혈관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당

뇨병 환자들의 이환율 및 사망률의 감소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임상적 치료지침으로 사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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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standardized therapeutic model in

Korean type 2 diabetic patients

Hae Won Chung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 Chul Lee)

Increase in mean life span and obese population, lack of exercise, change in 

eating habits, change in lifestyle increased the prevalence of type 2 diabetes 

worldwidely. It is well known that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can achieve 

improved glycemic control by participating in a Staged Diabetes Management 

(SDM) program. However, there are a few limitations in  application of SDM 

program to Korean type 2 diabetic patients because of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Korean type 2 diabetic patients have nonobese but centrally 

obese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Also, they have more variable relationships 

between  insulin secretion and insulin resistance. Therefore, we proposed new 

therapeutic strategy which considers ethnic characteristics and assesses patient 

by  insulin secretion and insulin resistance, not only by fasting and random 

blood glucose levels. In this study, we have previously assesse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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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in secretion by serum fasting C-peptide level and insulin resistance by 

insulin tolerance test (ITT) and proposed new therapeutic model to evaluate 

whether this strategy improves glycemic control in type 2 diabetic patients 

compared to conventionally treated baseline group: by cut-off  value of 

2.5%/min in insulin resistance and 1.1ng/dl, 1.7ng/dl in insulin secretion. Total 

183 patients were enrolled in this program for at least 3 visits and 51.4percent 

of the group achieved a HbA1c valued of less than 7.5 percent compared to 

28.4 percent of conventionallly treated baseline group. Mean fasting glucose 

level dropped from 177.04±38.55 mg/dl to 148.22±31.21 mg/dl, mean 

postprandial 2 hour glucose level dropped from 255.59±60.12 mg/dl to 

221.05±58.40mg/dl, mean  HbA1c level dropped from 8.37±1.42% to 

7.72±1.39% even though baseline group already received conventional treatment, 

and all these three parameters had statistical significance of p-value less than 

0.001. After applying the treatment model, disease duration and 24hour urine 

albumin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HbA1c, fasting blood glucose, and 

postprandial 2hour glucose level. Waist and waist to hip circumference ratio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HbA1c. The new standardized therapeutic 

model strongly suggests its valuable clinical application in Korean type 2 

diabetic patients. 

Key Words : type 2 diabetes, standardized diabetes management, 

insulin resistance, insulin secre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