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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뇌경색 환자에서 뇌경색 아형에 따른 내원 시 혈당
과 예후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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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sociation between Neurological Prognosis and Serum
Glucose Level by Stroke Subtype in Acute Ischemic Stroke
Tae-Won Kim, Jeong-Min So, Sung-Woo Chung, In-Uk Song
Department of Neurolog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Korea

Background: Studies evaluating the prognostic value of admission glucose level (AGL) by stroke subtypes are rare. We
aimed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AGL and short-term outcome by each stroke subtype.
Methods: We recruited 265 patients with acute infarction who were consecutively admitted to our hospital after acute
stroke. We classified the patients into lacunar, large artery artherosclerosis (LAA) or cardioembolic infarction according
to the TOAST stroke classification. AGL were measured at admission.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NIHSS) were evaluated initially and at 5 admission days.
Results: Fifty patients were lacunar group, 190 were LAA group and 25 were cardioembolic group. All enrolled patients
with higher AGL had significantly worse functional outcomes in acute stage compared to the low AGL group (P=0.005).
In respect to stroke suptype, AGL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worse functional outcome in acute stage only in
LAA group (P=0.002). There were no association between AGL and functional outcome in lacunar or cardioembolic
infarction.
Conclusion: The prognostic implication of AGL in acute ischemic stroke was different depending on each stroke subtype.
Although AGL predicted worse functional outcome only in LAA group, it did not associate with functional outcome in
the lacunar or cardioembolic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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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환자들에게서도 고혈당이 관찰된다. 약 60%의 급성 뇌
경색 환자가 고혈당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1) 이러한

많은 뇌경색 환자가 고혈당을 경험하여, 당뇨가 없는

소위 뇌졸중 후 고혈당은 불량한 예후 및 사망률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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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1-3) 아직 진단되지 않은 잠복된 내당능장애 및 당

대상 및 방법

뇨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연
구에서 뇌경색 환자에서 고혈당을 치료하였을 때 뚜렷한

1. 대상군

4)

이득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떤 환자에서 고혈당이 문제
가 되는지 좀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 환자들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발병

24시간 이내 연속적으로 입원한 모든 뇌경색 환자를 대

고혈당과 뇌경색 예후를 평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11)
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는 TOAST classification 을 이

5-10)
뇌경
뇌경색 부피 또는 뇌경색 위치에 중점을 두었다.

용하여 분류하였으며 그 중에서 열공성, 대혈관동맥경화

색 병리 생리학을 반영한 뇌경색 아형(예를 들면 TOAST

(large artery artherosclerosis, LAA), 심장성 환자를 분석하

stroke classification, the Trial of ORG 10172 in Acute

였다.

11)

Stroke Treatment [TOAST] stroke classification criteria )

열공성 뇌경색은 확산 강조 자기공명 영상(diffusion

11)

에 따른 뇌졸중 후 고혈당을 연구한 논문들은 드물다.

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ing)에서 병변이 20 mm

그래서 이 연구는 각 뇌경색 아형에 따른 입원 시 혈당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였다.12) 대혈관동맥경화는 확산 강

을 분석하여 예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 자기공명 영상에서 보이는 급성 뇌경색과 연관된 혈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initial high serum glucose level group and low level group in patients with
acute cerebral infarction

Initial high serum glucose
level group (n=133)
Age (years), median (IQR)
Sex (female) (%)
History of hypertension (%)
History of diabetes mellitus
History of dyslipidemia
History of clinical stroke
Current smoker
Initial serum glucose level (mg/L), median (IQR)
CRP, median (IQR)
Initial NIHSS, median (IQR)
NIHSS on admission day 5, median (IQR)

69
69
105
24
36
47
59
168.5
0.2
4
3

(62∼76)
(41.3)
(62.9)
(14.4)
(21.7)
(28.1)
(36)
(149∼216)
(0.11-0.64)
(1.5∼7)
(1∼7)

Initial low serum glucose
level group (n=132)
70
41
75
62
32
23
28
108
0.17
3
3

(62∼76)
(41.8)
(76.5)
(63.3)
(32.7)
(23.5)
(65)
(96∼119)
(0.06∼0.56)
(2∼6)
(1∼5)

P value

0.934
0.021*
＜0.001**
0.058*
0.471
0.411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and the number of patients (%). IQR: interquartile range.

Table 2.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patients with lacunar infarction, large artery atherosclerosis (LAA) infarction
and cardioembolic infarction

Age (years)
Sex (female) (%)
History of hypertension (%)
History of diabetes mellitus
History of dyslipidemia
History of clinical stroke
Current smoker
Initial serum glucose level (mg/L)
CRP
Initial NIHSS
NIHSS on admission day 5

Lacunar infarction
(n=50)

LAA infarction
(n=190)

Cardioembolic
(n=25)

63.9±11.4
16 (32)
30 (60)
11 (22)
15 (30.6)
7 (14)
19 (38)
134.9±59.9
0.2±0.4
2.6±1.7
2.1±1.6

68.5±10.7
81 (42.6)
132 (69.5)
70 (36.8)
49 (25.8)
59 (31.1)
59 (31.1)
146.4±72.6
0.9±2.7
5.7±5.6
5.2±6.1

70.0±9.3
13 (52)
18 (72)
5 (20)
4 (16)
4 (16)
9 (36)
132.4±41.6
3.6±8.5
8.5±8.0
6.1±5.7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and the number of patients (%).

P value
0.040*
0.045*
0.275
0.108
0.587
0.023*
0.445
0.599
0.000**
0.00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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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50% 이상의 유의한 협착이 있고, 다른 원인 없이
동맥경과가 원인으로 생각될 때로 정의하였다.

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환자들의 나이, 성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예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급성기 정맥 혈전용해제

의 과거력, 흡연등의 임상정보가 조사되었다. 모든 환자

(intravenous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동맥 혈전

는 입원 시에 기본적인 혈액 검사, 흉부 X-ray, 심전도,

제거시술(endovascular thrombectory)을 사용한 환자는 제

24-시간 홀터 심전도, 자기공명영상, 자기공명 혈관조영

외하였으며, 이전에 이미 유의한 장애가 있거나(modified

술 또는 전산화 단층 혈관조영술(computed tomography

13)

Rankin scale (mRS)≥2),

최근 4개월 이내에 뇌졸중이 있

angiography)을 시행하였다.

Table 3. ANCOVA (analysis of covariance) of the interval change of NIHSS scores during 5 days in high vs. low admission glucose
level group analyzed by each stroke subtype (adjusted by the initial NIHSS score, past history of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dyslipidemia and stroke)

All enrolled patients
Lacunar infarction
LAA
Cardioembolic infarction

Initial low glucose group

Initial high glucose group

P value

−0.8±2.7
−0.6±1.5
−0.9±3.0
−0.9±2.0

0.5±4.5
−0.5±0.7
1.0±4.8
−2.8±4.6

0.004**
0.891
0.002**
0.222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and the number of patients. *P＜0.05, **P＜0.01.

Figure 1. Bar graphs 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of the interval change of NIHSS scores during 5 days (from first admission
day to fifth admission day) and glucose level at admission according to stroke subtypes. AGL: admission glucose level, LAA: large artery
atherosclerosis.

김태원 외: 급성기 뇌경색 환자에서 뇌경색 아형에 따른 내원 시 혈당과 예후의 연관성 85

입원 시 혈당은 응급실에 입원 시 어떠한 수액이나 약

군이 저혈당군에 비해서 입원 5일 뒤 NIHSS 변화가 유

이 들어가기 전에 즉시 채혈하였다. 입원 시 혈당은 140

의하게 악화되었다(입원 시 저혈당 −0.8±2.7 vs. 입원 시

mg/dL를 기준으로 입원 시 혈당이 높은 군과 낮은 군으

고혈당 0.5±4.5; P=0.005). 뇌경색 아형별로 분석하였을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9)

때 이러한 효과는 대혈관동맥경화군에서만 유의하게 유
지되었다(−0.9±2.0 vs. 1.0±4.8; P=0.002). 그러나 다른

2. 뇌경색 예후의 평가

뇌경색 아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Table 3,

급성기 뇌경색의 평가를 위해 National Institutes of

Figure 1).

Health Stroke Scale (NIHSS; 0점부터 42점까지이며 높은
점수가 심한 신경학적 결손을 나타냄)을 입원 시 그리고

고

찰

14)
입원 5병일 때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입원 시 혈당이 높은 환자는 유의하게

3. 통계적 분석

단기 예후가 불량하였는데, 이러한 유의한 차이는 대혈관

통계적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동맥경화군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다른 뇌경색 아형

(SPSS) software package version 15.0 (SPSS Inc., Chicago, IL,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는 앞선 다

USA)을 이용하였다. 입원 시 혈당군의 비교는 공분산분

1,15)
른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이용하여 교란요인을 통제하

한 연구에서는 입원 시 혈당이 높은 환자들은 낮은 환자

여 분석하였다. 교란 요인은 전체 환자의 특성을 단변량

들에 비해서 3배 높은 사망률과 1.5배 높은 불량한 기능

분석을 하였을 때 P value＜0.2의 요인들을 교란요인으

1)
적인 예후를 보였다.

고혈당과 뇌경색 예후를 평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로 선정하였다.

뇌경색 부피 또는 뇌경색 위치에 중점을 두었다.5-10) 뇌경

결

과

색 병리 생리학을 반영한 뇌경색 아형 분류(예를 들면

TOAST stroke classification)에 따른 뇌졸중 후 고혈당을
총 265명의 환자가 분석되었다 이 중 열공성은 50명

연구한 논문들은 드물다.11) 뇌경색 아형으로 분석한 연구

이었으며, 대혈관동맥경화는 190명, 심장성은 25명이었

들에서도 단순히 열공성과 비열공성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Table 1은 전체 환자의 특성을 입원 시 고혈당군과

16-18)
뇌경색의 발생 기전을 반영한 TOAST 뇌경색
였다.

저혈당군으로 나누어서 보여준다. 두 군에서 고혈압 과

분류를 이용한 연구는 아직 없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거력(62.9% vs. 76.5; P=0.021), 당뇨 과거력(14.4% vs.

이 연구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 장점이 있다.

63.3; P=0.021)이 유의하게 입원 시 고혈당군에서 많았
다.
전체 환자의 특성을 각 뇌경색 아형별로 나누어 Table

2에서 보여주었다.
뇌경색 아형별 특성에서는 나이(열공성 63.9±11.4 vs.
대혈관동맥경화 68.5±10.7 vs. 심장성 70.0±9.3; P=0.040),

열공성과 비열공성으로 나눈 여러 연구들에서 열공성
뇌경색에서는 입원 시 혈당이 예후와 연관성이 없었는
데, 저자들은 이를 반암부(penumbra)의 부재로 설명하였
17,18)

다.

순차적인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반암부와 혈당

의 관계를 연구한 한 논문에서는, 고혈당이 반암부를 감
3)

소시켜 뇌졸중 크기를 증가시켰다.

성별(32% vs. 42.6% vs. 52%; P=0.040), 뇌졸중 과거력

본 연구에서 같은 대혈관폐색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14% vs. 31.1% vs. 16%; P=0.023), CRP (C-reactive pro-

혈당의 예후 예측성은 대혈관동맥경화와 심장성 뇌경색

tein) (0.2±0.4 vs. 0.9±2.7 vs 3.6±8.5; P=0.040), 처음 NIHSS

에서 달랐는데, 앞서 언급된 반음부의 중요성이 하나의

(2.6±1.7 vs. 5.7±5.6 vs 8.5±8.0; P＜0.001), 5병일 NIHSS

이유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혈관동맥경화는 동맥

(2.1±1.6 vs. 5.2±6.1 vs 6.1±5.7; P=0.004)이 유의한 차이

경화가 천천히 진행함으로써 여러 곁가지순환(collateral

를 보였다.

circulation)으로 반음영이 잘 발달되고 유지되는 반면, 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과거력을 보정한 공분

장성 뇌경색은 처음에 최대로 혈관이 막혀 곁가지가 대

산분석에서 모든 환자를 분석하였을 때 입원 시 고혈당

혈관동맥경화에 비해 발달될 시간이 비교적 적다. 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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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뇌졸중에서 반음영을 감소시키므로 아마도 반음영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혈관동맥경화에서 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8.

이 연구는 여러 제한점을 보인다. 첫째, 뇌경색의 용적
을 측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뇌경색

9.

용적을 일상적으로 측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치료 결정에

TOAST classification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논문의
결과는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아시아인과 백인에서 결과의 적용에 인종적인

10.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시아 나라에서는 대혈관동맥경
화가 대혈관 폐색의 가장 흔한 원인인 반면, 백인에서는
19-21)
그
심장성 뇌경색이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다.

11.

러므로 모든 환자를 분석하였을 때 얻은 유의한 결과가
다른 인종에서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급성기 뇌경색에서 입원 시 혈당과 뇌졸

12.

중 예후의 연관성은 뇌경색 아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대
혈관동맥경화에서 입원 시 고혈당은 불량한 예후를 예측
한 반면, 열공성 및 심장성에서는 입원 시 혈당과 예후

13.

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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