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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임산부의 자가혈당관리
김선영
삼성서울병원 당뇨교육실

Self-Blood Glucose Management of Diabetes in Pregnancy
Sun Young Kim
Diabetes Education Unit,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

Abstract
The prevalence of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in Korea was 1.7~3.9% in the 1990s, but it has risen
sharply since 2007, reported at 10.5% in 2011, Active prevention and management are needed to help
address this continued increase.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aggressive blood glucose management
can reduce maternal and neonatal complications. The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proposed control
of blood glucose level during pregnancy at, less than 95 mg/dL at fasting, less than 140 mg/dL at 1 hour
postprandial, and less than 120 mg/dL at 2 hours postprandial. In addition, blood glucose management is
necessary for prevention of type 2 diabetes after childbirth.
Keywords: Blood glucose, Diabetes, gestational, Prevention of diabetes

서론

모와 태아의 합병증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에 임신 동안 철
저한 혈당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신 중 고혈당으로

임신 중 당뇨병은 임신 전 당뇨병(pre-gestational)과 임

인해 일반적으로 생기는 합병증에는 유산, 태아 기형, 태아

신성 당뇨병(gestational diabetes)을 포함하여 전체 임신의

고빌리루빈혈증, 거대아, 신생아 저혈당, 임신부의 자간전

약 3~10%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약 90%가 임신성 당

증 등이 있다. 특히 임신 전 이미 당뇨병성 합병증이 있었던

뇨병이다[1].

여성에게는 임신기간 동안 합병증이 더욱 가속화될 위험성

임신 전 당뇨병 환자들은 임신성 당뇨병 환자에 비해 산

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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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신성 당뇨병 환자들은 출산 후 비만과 제2형 당뇨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저혈당 발생 없이 목표혈

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 중 혈당관리는 물

당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저혈당 발생이 잦을 경우에

론 출산 후 혈당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는 혈당조절의 목표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4,5].
HAPO study (Hyperglycemia and Adverse Pregnancy

[2,3].
임신기간 중 바람직한 혈당조절을 위해서는 환자들의 자

Outcome study)에서는 고혈당이 임신결과에 나쁜 영향을

가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고려해야 할 점들을 2019년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데[6], 임신 초기(1분기)에는

미국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서 제

당화혈색소의 목표를 6.0~6.5% 미만, 임신 2~3분기에는

시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6.0% 미만을 목표로 하되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
로 개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임신 시에는 적혈구의 전

본론

환이 증가하여 생리학적으로 당화혈색소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화혈색소를 측정하는 것보다 자주 측

1. 임신 중 혈당조절 목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예시, 매 달 측정) [4].
혈당조절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가혈당 측정이 매

[권고안]

우 중요한데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하루 4~7회(공복, 매

•임신 전 당뇨병과 임신성 당뇨병 모두 혈당조절 목표를

식후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의 혈당측정을 시행하며 인슐

달성하기 위해 공복 및 식후 혈당을 자가측정하기를 권

린을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인슐린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고한다. 임신 전 당뇨병을 가진 여성들 중에는 식전혈당

매 식전혈당 측정을 추가로 권고할 수 있다[7,8].

측정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B

또한 공복 또는 식전혈당보다 식후혈당이 임신 성적과 더

•임신 중에는 적혈구의 전환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화혈

욱 관련이 있으므로 식후혈당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

색소가 임신하지 않은 일반여성에 비해 약간 낮을 수 있

이 바람직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환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다. 이상적으로 당화혈색소의 조절목표는 저혈당이 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9].

지 않을 경우 6% 미만이나 저혈당이 자주 발생하는 경
우에는 7% 미만으로 완화할 수 있다. B

2. 임신 중 당뇨병 관리

[혈당조절 목표]

[권고안]

임신 전 당뇨병과 임신성 당뇨병 모두에서

•생활습관 교정은 임신성 당뇨병 관리에 필수 요소이자

•공복혈당 < 95 mg/dL

치료법이다. 생활습관만으로 혈당조절 목표에 도달하

•식후 1시간 혈당 < 140 mg/dL

지 못하면 약물치료가 추가될 수 있다. A

•식후 2시간 혈당 < 120 mg/dL

•인슐린은 태반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고혈당을 치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임신 초기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어 인슐린 요구량

있는 약제이다. 경구 혈당강하제 중 메트포르민과 글리

이 줄어들고 공복혈당의 저하가 일어나는데 특히 제1형 당

부라이드는 둘 다 태반을 부분적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뇨병 환자에서 임신 초기 잦은 혈당변동과 저혈당이 생기는

일차 치료약제로 사용되지 않는다. 임신부에 대한 모든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신 중반기부터는 급격한 호르

경구 혈당강하제의 장기간 안정성 데이터는 부족한 상

몬의 변화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혈당이 본격적

황이다. A

으로 오르기 시작하므로 33주까지는 혈당이 가파르게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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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지만 임신이 확정되면 중단해

이점의 측면뿐 아니라 모체와 태아 모두의 대사질환 개선에

야 한다. A

도 도움이 되므로 당뇨병 환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권

•경구 혈당강하제는 일반적으로 임신 중인 제2형 당뇨병

장되고 있다[16,17]. 산욕기(출산 후 6주까지)에는 태반의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는 데는 불충분하고 임

소실에 따라 인슐린 감수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슐린 요구

신 중인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량이 임신 전보다 약 34%까지 낮아질 수 있다[18]. 또한 모

인슐린이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다. E

유수유를 통해서도 혈당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인슐린 치료
를 하는 산모는 저혈당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인슐린

여러 무작위 연구를 보면 식이요법과 운동, 생활습관 상담

용량을 혈당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산욕기 후 1~2주가 지

을 통해 임신성 당뇨병으로 인한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나면 인슐린 요구량이 임신 전 수준으로 돌아가므로 이 역

는 것이 입증되어 있다. 특히 임신 초기와 중기에 의료진의

시 혈당관리에서 고려할 사항이다[19].

개입과 중재가 시작되었을 때 임신성 당뇨병의 예방도 효과
적이었고 임신 성적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10-12]. 그

2)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출산 후 혈당관리

러므로 임신성 당뇨병 환자에게 식이와 운동을 포함한 적극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의 50~70%는 15~25년

적인 생활습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임신성 당뇨병

이후에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출산 후에

의 고위험군에게는 임신 초기부터 환자가 교육에 적극 참여

도 주기적인 추적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20].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출산 6~12주 후 75 g 경구당부하검사를 실시해 당뇨병전

임신 전 당뇨병 환자나 생활습관만으로 혈당조절이 어려

단계 또는 당뇨병 상태가 지속되거나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운 임신성 당뇨병 환자에게는 인슐린이 일차적으로 안전하

하며 이 검사에서 정상이라면 매년 당뇨병 선별검사(예시,

게 고려할 수 있는 약제이다. 임신 중 사용할 수 있는 인슐

A1C, 공복혈장혈당, 75 g 경구당부하검사)를 받을 것을 권

린은 태반을 통과하지 않는 휴먼 인슐린이며[13], 초속효성

고한다[4].

인슐린 유사체 중 리스프로와 아스파트는 비교적 위험이 적
어 임신부에게 사용할 수 있다[14]. 지속형 인슐린 유사체

결론

인 디터미어도 사용 할 수 있지만[15], 글라진과 데글루덱
은 연구가 부족해 임신 중 사용이 아직 권장되지 않고 있다.

당뇨병의 혈당관리에서 자가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경구 혈당강하제인 메트포르민과 글리부라이드는 일부가

차지한다. 특히 임신기간 중 혈당관리를 하는 것은 모체뿐

태반을 통과하고 아직 장기간의 안정성에 대한 임상 자료가

아니라 태아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임신성 당뇨병을

충분치 않으므로, 임신성 당뇨병 치료에 일차적으로 인슐린

처음 진단받거나 기존 당뇨병이 있는 여성이 갑작스러운 임

을 권고하지만 인슐린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환자가 인

신을 한 경우에는 특히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밖에

슐린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메트포르민 혹은 글리부라

없다. 이는 혈당관리를 지연시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

이드의 사용을 시도해 볼 수 있다[8].

상황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교육자가 임신 전 당뇨병 환
자들에게는 적절한 산전상담을 통해 미리 임신에 대비할 수

3. 출산 후 혈당관리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21], 임신성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들에게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하

1) 모유수유
모유수유는 신생아에게 즉각적인 영양공급과 면역학적
www.diabetes.or.kr

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당뇨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하여 환자 스스로가 혈당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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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Am J Obstet Gynecol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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