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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Diabetes Care Guidelines of the Korean Diabetes Association in 2015, the use of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in patients with type 1 diabetes who undergo multiple insulin therapy or insulin pump 
therapy is helpful in controlling blood sugar and monitoring blood glucose level when fluctuation is high 
or hypoglycemia is frequent. Recently, the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published in the 2019 Standard 
of Care in Diabetes in the new diabetes technology part the criteria for use and methods of the continuous 
blood glucose meter. Continuous and real-time blood glucose meter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prior to use. In particular, the real-time blood glucose meter is a useful device for prevention 
of hypoglycemia in type 1 diabetes in children and ad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contents of the continuous blood glucose measurement part of the 2019 Standard of Care in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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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

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일반적으로는 현재 시점의 

혈당을 알 수 있는 자가 혈당 측정(self-monitoring blood 

glucose, SMBG)과 지난 2~3개월간 혈당의 평균을 알 수 

있는 당화혈색소(HbA1c), 현재의 SMBG의 한계점을 보완

하기 위한 방법인 연속 혈당 모니터링(continuous gluc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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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CGM)이 있다. CGM은 5분마다 당 수치를 저

장하여 식사 중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일상생활 중에서 변

하고 있는 혈당을 알 수 있고, 당화혈색소와 SMBG로 알아

내기 힘든 저혈당과 고혈당, 혈당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어 

중증 저혈당을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뿐만 아니라[1] 잘 조

절되지 않는 불안정 당뇨병, 엄격한 혈당 조절이 요구되는 

임신성 당뇨병,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당뇨조절 프로그램을 처음 계획하거나 시행•평가하

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의 당뇨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2015년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진료지침에서도 다

회인슐린요법이나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연속 혈당 모니터의 사용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혈당 변동폭이 크거나 저혈당이 빈번한 경우 혈당조

절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CGM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최근 미국 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에서 발표한 The 2019 Standard of Medical Care in 

Diabetes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당뇨병 테크놀로지 부분에

서 CGM에 대한 사용 대상, 방법, 투여기준을 제시하였다. 

연속 및 실시간 혈당 모니터링은 사용에 앞서 교육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 특히 실시간 혈당 모니터링은 소아와 성인

의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장비로, 저혈당 예방을 위한 유

용한 장비로 규정하였다[3].

이에 The 2019 Standard of Medical Care in Diabetes

의 CGM 부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연속 혈당 모니터

1) 권고안

• 센서강화펌프치료가 저혈당증이나 심각한 저혈당의 증

가 없이 혈당 조절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에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 이점은 장치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순응과 관련이 

있다. [A]

• CGM을 할 때 최적의 연속 혈당 모니터 구현 및 지속적

인 사용을 위해서는 당뇨병 교육, 훈련 및 지원이 필요

하다. [E]

• 성공적인 연속 혈당 모니터 사용을 위해서는 보험 재정

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

CGM은 간질 포도당(혈당 포도당과 매우 관련이 있음)을 

측정한다. CGM 장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대부분의 

CGM 장치는 실시간 CGM이며 혈당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

고하고 저혈당 및 고혈당 경보를 포함한다. 다른 유형의 장

치는 성인용으로만 승인된 CGM (isCGM)으로, 간헐적으

로 검사하며 경보가 없고 자동 경고가 있는 시스템보다 비

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소년에 대한 연속 혈당 모니터 사용

1) 권고안

• 혈당 조절을 개선하고 저혈당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도구로서 1형 당뇨병 어린이와 청소년에

게 매일 여러 차례의 주사나 지속적인 피하 인슐린 주사

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시간 CGM을 고려해

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이점은 장치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순응과 관련이 있다. [B]

성인과 소아 환자의 자료를 함께 분석했을 때, 무작위

대조군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에서의 

CGM 사용은 HbA1c 수준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4-6]. 그

러나 Juvenile Diabetes Research Foundation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JDRF-CGM) 연구에서 연령대(8~14

세 및 15~24세)로 청소년을 분석한 결과 CGM 순응도가 

낮아서 HbA1c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7]. 두 소아 

집단에서 RCT 자료를 2차 분석한 결과 주당 6일 이상 센서

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혈당 조절이 개선되었다[8]. CGM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매일 착용하는 것이다[9].

저혈당 예방을 목표로 한 RCT는 저혈당에 걸린 시간을 

약 40% 줄이고 하루에 1단계 저혈당의 발생 횟수를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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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경미한 유의한 감소를 입증했다[10].

3. 성인에서의 실시간 연속 혈당 모니터 사용

1) 권고안

• 집중적인 인슐린 요법과 함께 실시간으로 연속 혈당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혈당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1

형 당뇨병 성인의 A1c를 낮추는 유용한 도구이다. [A]

• 실시간 CGM은 저혈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저혈당 에

피소드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B]

• 실시간 CGM은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 가능한 한 매일 

사용해야 한다. [A]

• 제1형 당뇨병 임산부에서 당화혈색소와 neonatal 

outcomes를 개선시키기 위해 실시간 CGM이 효과적으

로 사용될 수 있다. [B]

• 저혈당 발생을 예방하고 중증도를 줄이기 위하여 저혈

당 위험이 높은 제1형 당뇨병 성인에게 센서 자동 증강 

펌프 치료가 고려될 수 있다. [B]

일반적으로 HbA1c 감소는 기준 HbA1c가 더 높은 연구

에서 나타났다. 일일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multiple daily 

injection, MDI) 환자의 CGM 효과를 평가한 제1형 당뇨

병 성인 2건의 연구에서 A1c의 유의한 감소가 있었는데 

–0.6% [11], 다른 하나는 –0.43% [12]였다. 제1형 당

뇨병이 있는 소규모의 교육 수준이 낮은 성인에서 수행된 

작은 연구에서 A1c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다[13]. JDRF-

CGM 연구의 성인 하위 집단에서는 인슐린 펌프 요법으로 

주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A1c가 –0.53% [7]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CGM 장치를 착용할 때 더 나은 순응도는 혈당 

조절의 개선 가능성을 더 크게 나타냈다[14].

저혈당 발작 감소가 주요 결론이었던 성인 연구에서 제

1형 당뇨병 환자의 MDI 또는 지속 피하 인슐린 주입요법

(continuous subcutaneous insulin infusion, CSII)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15]. 저혈당 발생 위험이 높은 환

자의 한 연구에서 저혈당의 모든 수준의 비율이 감소했다. 

MDI에 대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연구(DIAMOND)에서 

복수 일일 주사 및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은 저혈당의 감

소를 보여주지 못했다[16]. 인슐린 유무에 관계없이 경구약

을 복용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는 저혈당 

발생률이 감소하지 않았다[17]. CGM은 저혈당에 대한 인

식이 없거나 저혈당증이 빈번한 인슐린 치료 환자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지만, 심각한 저혈당의 지속적인 감소는 보이

지 않았다[5,6].

1개의 잘 설계된 RCT는 MDI 또는 CSII에서 임신한 제1

형 당뇨병이 있는 성인 여성에서 HbA1c 수치가 감소한 것

을 보여주었다[18]. 어머니가 임신 중에 CGM을 사용했을 

때 신생아 결과가 더 좋았다[19].

4. 간헐적 연속 혈당 모니터 사용

1) 권고안

• 간헐적으로 스캔되는 연속 혈당 모니터는 빈번한 혈당 

검사를 필요로 하는 성인 당뇨병 환자에서 자가 혈당 측

정 대신 사용할 수 있다. [C]

isCGM (때로는 플래시 CGM이라고도 함)은 피부 아래

에 삽입된 0.4 mm 두께의 필라멘트를 통해 간질액 내 포도

당을 측정하는 CGM이다. isCGM의 개인용 버전에는 센서

를 통해 센서를 스캔한 후 실시간 혈당값을 표시하는 수신

기가 있다. 캐나다 의약품안전청은 isCGM의 성능과 정확

성, 저혈당, A1c에 대한 영향, 환자 만족도 및 삶의 질에 대

한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여 빈번한 테스트가 필요한 환자에

게 특히 SMBG를 대체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20].

결론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혈당 조절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혈당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의 SMBG의 단점을 보완

한 CGM은 혈당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당뇨병 환자의 혈

당 조절을 개선시키고 저혈당의 감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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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ADA 권고로 최근 사용이 늘어나

고 있는 당뇨병 관련 첨단 의료기기에 관해 당뇨병 환자들

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당뇨병 교육자 스스로의 공부

가 필요하겠고, 이에 따라 환자들이 장비 사용에 앞서 정확

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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