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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agement of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should not be restricted to the treatment of hyperglycemia 
and diabetic complications. An integrated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for successful management, 
which should include lifestyle changes, risk control, medications,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complications, assessment of associated comorbidities, and self-management education and support. 
And these efforts should be made periodically and repeatedly after the first visit. The Korean Diabetes 
Association introduced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management for the first time in 2019 when it 
revised the Treatment Guidelines for Diabetes. Currently, it’s limited mainly to assessment and cannot be 
applied in Korea as it is. However, the level of diabetes management in Korea will be further improved 
when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management for diabetes in any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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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전 세계적으로 비만과 더불어 당뇨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30세 이상 성인에게서 당뇨병 유병률

이 2010년 10.1% (320만 명) [1]에서 2016년 14.4% (501

만 명 추정) [2]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약제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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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혈당조절에 큰 도움을 받고 있으나, 혈당조절의 목

표(당화혈색소 < 6.5%) 도달률은 아직도 25.1%에 불과하

다[2].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당뇨병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당뇨병합병증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아

직 없으나, 당뇨병을 진료하는 의사들이 노력하고 당뇨병 

환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당뇨병과 관련된 합

병증, 이환율, 사망률 등은 크게 낮출 수 있다. 대한당뇨

병학회에서는 1990년부터 당뇨병 진료지침을 개발하였는

데,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춘 내용만 다루었었다. 그러나 당

뇨병은 혈당을 낮추거나 합병증의 선별검사만을 하는 등

의 노력만이 아닌, 진단 또는 첫 방문 시부터 방문 때마다 

환자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

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당뇨병학회에서도 매년 발표하는 

“Standard of Medical Care in Diabetes”에 2017년부터 

“Comprehensive Medical Evaluation and Assessment of 

Comorbidities” 편을 추가하였다[3].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는 2019년 “당뇨병 진료지침”을 개정하면서 “당뇨병 환자

의 포괄적 관리”라는 장을 신설하였고, 당뇨병 환자가 처음 

또는 추적 방문하였을 때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를 기술하

였다[4]. 본고에서는 “2019 당뇨병 진료지침”을 바탕으로 

당뇨병 환자의 포괄적 관리(주로 평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본론

당뇨병 환자에게서 포괄적 평가는 첫 방문 그리고 추적 

방문 시 해야 하는 기본적이면서도 일상적인 평가 이외에 

합병증 및 동반질환의 유무, 정신사회적 건강 상태를 확인

하고 환자의 자가관리 수행 능력도 확인하는 모든 것을 포

함한다[5]. 포괄적 평가의 목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

악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1. 첫 방문 시

최근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가 처음으로 의료기관을 방

문하였다면 고혈당 증상이나 징후, 현재 체중과 그동안의 

변화 양상 등을 파악하고, 당뇨병과 관련 합병증의 가족력, 

심혈관질환위험인자, 식습관이나 음주, 운동, 흡연, 췌장질

환 등의 과거력에 대해 병력을 청취한다[6]. 그 외에 영양상

태, 운동과 수면 패턴, 직업 등 생활습관의 양상도 파악해야 

한다. 이미 당뇨병을 확진 받은 경우라면 처음 진단 당시 증

상이나 상황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기존 치료

방법과 그와 관련된 반응 또는 부작용 여부, 당뇨병으로 입

원 여부, 그동안의 혈당 상태(당화혈색소)의 변화, 자가혈당

측정 여부와 결과, 저혈당 발생 여부와 있었다면 원인이나 

대처방법, 심혈관질환위험인자 관리방법, 당뇨병합병증의 

유무나 검사 여부, 다른 동반질환 유무 등도 확인한다. 임신 

가능 여성이라면 임신계획도 미리 파악한다. 당뇨병합병증

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경병증이나 말초동맥질환 

등 합병증의 증상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가관리가 가능한지 가족 내 지지 체계와 환자의 수행 능

력을 평가하고, 이미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라면 과거 당

뇨병교육을 받았는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한

다.

체중, 체질량지수, 혈압을 비롯한 기본적인 신체검사와 

함께,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에게서는 주사 부위도 확인

하며, 포괄적인 발검사를 한다. 발검사는 첫 방문 때 그리고 

매년 하며,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의 증상을 확인하

고, 상처나 굳은살, 변형, 궤양 여부를 관찰하며, 발동맥 맥

박을 촉진하고, 10-g 모노필라멘트 등을 이용해 온도/진동/

통증 감각을 평가한다[7].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에게서는 진단기준을 충족

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혈당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검

사(당화혈색소 등)를 한다. 우리나라 환자들은 대부분 제2

형 당뇨병이지만, 병형을 구분하고 인슐린 치료의 필요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 혈청 인슐린과 C-펩티드를 측정해볼 수 

있는데, 해석할 때는 동시에 측정한 혈장포도당 농도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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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 그러나 제1형 당뇨병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슐

린 분비 능력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소도세

포(islet cell) 자가항체(glutamic acid decarboxylase 자가

항체, 인슐린종항원[insulinoma antigen]-2 자가항체, 인

슐린자가항체 등)를 측정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6]. 또 

성인잠복자가면역당뇨병(latent autoimmune diabetes of 

the adult)도 종종 발견되므로, 이미 제2형 당뇨병으로 진

단되었더라도 전형적이지 않다면 자가항체 검사를 고려

해볼 수 있다. 혈청 지질검사(총콜레스테롤, high-density 

lipoprotein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과 직접 측정하거

나 계산한 low-density lipoprotein [LDL] 콜레스테롤), 사

구체여과율을 계산하기 위한 혈청 크레아티닌, 간기능검사, 

혈청 전해질 등 일상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소변 알부민과 

크레아티닌, 망막 주변부를 포함한 안저검사 및 포괄적 안

과검진 등 미세혈관합병증 선별검사도 해야 한다[8-10]. 망

막촬영술을 망막병증의 선별검사로 사용할 수 있으나, 숙련

된 의사가 판독해야 한다. 제1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또 필요하다면 발목상완압력

지수나 심전도 등도 고려한다.

병력과 사회력, 신체검사, 검사실검사 등을 바탕으로 혈

당이나 심혈관질환위험인자의 조절 목표를 설정하고, 검사

의 빈도도 결정하며, 약물치료 방법도 장단점을 환자와 충

분히 상의해 결정한다. 당뇨병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

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면 다시 교육을 받게 하고, 자가관

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안을 모색한다. 인슐린을 

주사하거나 자가혈당측정을 하기로 했다면 인슐린을 정확

하게 주사하고 상황에 따라 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가

혈당측정기의 사용방법이나 혈당 검사결과를 어떻게 활용

하는지 주기적으로 교육한다. 또한 일상적으로 권고되는 백

신접종은 잘하고 있는지, 암 선별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받도록 

권고한다[4].

2. 매 추적 방문 시

첫 방문 때 이뤄진 포괄적인 평가항목과 더불어 지난 방

문 이후의 병력을 확인한다. 약물치료의 순응도나 부작용 

여부도 평가하며, 만일 문제가 있다면 이유를 확인하고, 약

물의 종류 변경이나 투약방법의 단순화처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저혈당은 환자의 순응도를 떨어뜨

리고 여러 이환율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혈당을 유발

할 수 있는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는 적극적으로 저혈당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

하며,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약

물치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자가관리이므로, 생활습관에 

문제는 없는지, 전에 비해 나빠진 점은 없는지, 자가관리에 

장애 요인은 없는지 매번 확인한다.

방문 시마다 체중과 혈압을 측정하며, 인슐린 주사 부위

를 확인한다. 첫 방문 시 했었던 포괄적인 발검사를 1년마다 

한다. 검사실검사도 적절한 주기로 반복해야 한다. 혈당조

절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당화혈색소는 2~3개월마다 

측정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 빈도는 조정한다[11]. 

혈청 지질검사와 크레아티닌, 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비도 

1년에 한 번 이상 반복적으로 검사한다. 스타틴을 시작했다

면 간기능검사를,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 안지오텐신II

수용체차단제, 이뇨제를 사용하거나 만성신질환이 있을 때

는 혈청 칼륨과 크레아티닌을 좀 더 자주 측정한다[9]. 망막

병증의 선별검사(망막 주변부를 포함한 안저검사 및 포괄적

인 안과검진)도 매년 해야 하나, 망막병증의 소견이 없고 혈

당조절이 잘 되면 1~2년 간격으로 할 수 있다[10].

사소한 사항에 대한 당뇨병교육이라도 방문 시마다 이뤄

져야 하고, 개별화된 임상영양교육도 반복해야 한다. 자가

혈당측정기의 사용방법이나 정확도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야 한다. 당뇨병약제를 조정하는 것처럼 심혈관질환위험인

자를 평가하고 만성신질환 단계를 결정하여 관련 약제를 조

정한다.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여부도 매년 확인한다. 필요

하다면 정신건강에 대한 고려도 이뤄져야 하며,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관리서비스도 주기적으로 받는지 반복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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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며, 금연상담이나 치과검진도 시의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결론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를 진료할 때 적절한 약제를 선

택해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생각하기 쉽

다. 그러나 이는 당뇨병 관리의 한 부분이지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Appendix 1에 포괄적 평가

항목을 첫 방문 시, 매 추적 방문 시, 매년, 필요 시로 구분

해 나열하였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와 같이 당뇨병 환자

를 평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선 순

위를 고려해 주어진 시간이나 상황, 그리고 환자 상태에 따

라 적절한 요소를 선택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어떤 형

태로든 포괄적 평가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우리나라

의 당뇨병 관리수준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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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mponents of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diabetes mellitus

첫 방문 

시

매 추적

방문 시

매년 필요 시

병력 당뇨병 병력

ㆍ발병 시 상황(나이, 증상)

ㆍ이전 치료 약물의 반응과 부작용 여부, 순응도 확인

ㆍ과거 입원의 원인, 횟수, 중증도 평가(당뇨병케톤산증 유무 등)

O

O

O

합병증과 동반질환 병력

ㆍ대혈관- 및 미세혈관합병증 유무

ㆍ고혈압, 지질관련 질환 유무

ㆍ다른 동반/과거 질환 병력 확인

ㆍ치과 진료 확인

ㆍ포괄적 안과검진 확인

O

O

O

O Oa

O

보조약물 복용 여부 확인 O O

가족력

ㆍ직계가족의 당뇨병 병력

ㆍ직계가족의 심혈관질환 병력

ㆍ직계가족의 자가면역질환 병력

O

O

O

생활습관 평가

ㆍ식사(기호식품 포함)와 운동 패턴, 체중변화

ㆍ음주/흡연 습관

ㆍ수면습관

O

O

O

O

O

O

직업 확인 O O

지난 방문 이후 병력/가족력/사회력 변화 확인 O

선별 및 

확인

신경병증

ㆍ미시간신경병증선별도구

  (Michigan Neuropathy Screening Instrument)

ㆍ감각/운동증상 확인

ㆍ자율신경증상 확인

O

O

O

O

O

O

저혈당

ㆍ발생 시기, 빈도, 원인, 인지여부 O O

자가관리교육과 지원체계

ㆍ당뇨병교육과 수행 여부 확인

ㆍ자가관리 장애요인 확인(가족 내 지지체계, 스트레스)

O

O O

임신계획

ㆍ(임신 가능 여성에게서) 피임 필요성 평가와 임신계획 O O

정신건강 상태

ㆍ우울, 불안, 섭식장애 선별(의심되는 경우)

ㆍ인지기능장애 평가 고려(65세 이상)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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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ㆍ키,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ㆍ혈압

ㆍ기립혈압

ㆍ갑상선 촉진

ㆍ피부확인(흑색가시세포증, 인슐린 주사 부위, 지방이상증)

ㆍ발검사

 - 시진(상처, 굳은살, 변형, 궤양, 감입발톱)

 - 발동맥 맥박

 - 온도/진동/통증 감각 확인, 10-g 모노필라멘트 검사, 발목반사검사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검사실

검사

ㆍ당화혈색소

ㆍC-펩티드/인슐린

ㆍ자가항체

ㆍ총/LDL/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ㆍ간기능검사

ㆍ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비

ㆍ혈청 크레아티닌(사구체여과율 계산)

ㆍ갑상선자극호르몬(제1형 당뇨병의 경우)

ㆍ혈청 칼륨

ㆍ안저검사h

ㆍ발목상완압력지수

ㆍ심전도

O

O

O

O

O

O

O

O

O

Ob

O

O

O

O

O

O

Oc

Od

Oe

Oe

Of

Og

Og

O

O

평가와 

계획

조절 목표 설정

ㆍ당화혈색소/혈당 목표와 검사 빈도 설정

ㆍ혈압 목표 설정

O

O

O

O

당뇨병 치료 계획

ㆍ약물치료방법 선택과 조정, 약물복용 순응도 확인

ㆍ생활습관 관리

ㆍ당뇨병교육과 자가관리 지원

ㆍ자가혈당측정기 사용 확인과 교육

ㆍ지속혈당감시장치 사용과 교육(사용 중인 경우)

ㆍ인슐린 투여 장치 사용과 교육(사용 중인 경우)

O

O

O

O

O

O

O

O

O

O

심혈관위험 평가와 만성신질환 단계 결정

ㆍ죽상경화증심혈관질환 위험인자 확인

ㆍ만성신질환 단계 결정

O

O

O

O

예방접종 여부 O Oi O

정기검진(암 선별검사 포함) 여부 O O

a계속 정상소견이며 혈당조절이 잘되면 1~2년 간격으로 검사.
b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측정하나, 혈당변화가 심하거나, 약제를 변경했거나, 철저한 조절이 필요할 때는 더 자주 측정.
c제1형 당뇨병이 의심되거나, 적절한 치료에도 혈당조절이 안되거나, 약물의 조정이 필요할 때 검사.
d제1형 당뇨병이 의심될 때 검사.
e스타틴 사용 4~12주 후 또는 지질 농도나 간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 사용이나 상황에서는 추가로 검사.
f소변알부민배설이 증가되어 있다면 알부민뇨를 확진하기 전 3-6개월 내 1-2회 추가로 검사.
g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 안지오텐신II수용체차단제, 이뇨제를 사용하거나 만성신질환이 있을 때는 자주 검사.
h포괄적 안과검진를 못하는 경우 검사.
i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은 매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