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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당뇨병은 가장 흔한 내분비질환으로 인슐린(insulin)의 결

핍(제1형) 또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및 점진적 인슐린 분

비 결함(제2형)으로 혈중 포도당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대

사성질환이다. 제1형과 제2형 외에도 임신 중 진단된 당뇨

병(임신성 당뇨병)과 기타 유전적 결함, 약물, 감염 등의 요

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1]. 이 중 제2형 당뇨병이 가

장 흔한 형태이며, 생활습관의 변화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

로 인해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2]. 국민건강통계에 따르

면, 국내 만 30세 이상 전제 인구에서의 당뇨병 유병률은  

2005년 이후로 9-11%를 보이고,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유

병률이 25-27% 정도로 높아, 당뇨병을 가진 환자의 수술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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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es mellitus is the most common metabolic disease characterized by elevated blood glucose, which results in 
damage to the heart, blood vessels, eyes, kidney, and nervous system. The incidence of diabetes mellitus has increased 
in Korea due to longer life expectancy or lifestyle improvement. Since diabetes affects multiple organs including 
the cardiovascular, neuroendocrine, and autonomic nervous systems, the risk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such as wound infection and cardiovascular events might be increased in patients with diabetes. In addition to 
postoperative complications, hypoglycemia or hyperglycemia in diabetes may also cause serious problems during 
surgery. Preoperative fasting and surgical stress may contribute to the derangement of the patient’s physiological 
status. For appropriate management of diabetic patients in the perioperative period, patients should be evaluated 
in detail preoperatively and their blood glucose levels should be checked repeatedly during the surgery and even 
after surgery. The present paper reviews preoperative, intraoperative, and postoperativ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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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perioperative period)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크다[3].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외에도 심혈관계질환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사망률과 이환율이 증가한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당뇨병이 없

는 환자에 비해 위마비(gastroparesis), 심혈관계 부작용, 수

술 후 감염 등의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4]. 하지만, 수술전후기에 혈당조절 방법에 대해서

는 아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고혈당이 감염, 심혈관계 합

병증 등의 발생과 연관이 있지만, 혈당조절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수술에 따른 사망률이나 재원기간 등을 의미 있게 감소

시킨다는 데에는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5,6]. 

이 글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전신 또는 부위 마취로 수술을 

받는 경우, 마취 전 평가 및 관리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 수술 중 혈당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수술 후 회복

실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마취 전 평가 및 혈당관리

당뇨병 환자의 마취 전 평가에서 기본적인 혈액검사는 매

우 중요하다.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HbA1C)는 모든 환

자에서 혈당이 잘 조절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

야 하는 검사이다. 통상적으로 성인 당뇨병 환자에서 HbA1C

는 제2형인 경우 <6.5%, 제1형인 경우 <7.0%가 권고된다

[1]. HbA1C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평균 혈당은 28.7 × 

HbA1C - 46.7로 나타낼 수 있다(Table 1) [7]. 수술 전 검사에

서 HbA1C 수치가 높은 경우 혈당조절이 잘되지 않은 것을 의

미하며, 이는 수술 부위 감염, 하기도 감염, 급성 신손상,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재원기간의 연장 등의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

[4,8]. 하지만 이러한 환자들에서 수술 전 HbA1C를 교정하는 

것이 술 후 경과를 개선하지는 못한다[8,9]. 당뇨병의 만성합

병증으로 신기능 이상이 동반될 수 있어, 수술 전 검사에서는 

HbA1C 검사뿐 아니라 기본적인 전해질 수치 및 신장기능 평가

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서 경추의 환추후두

관절(atlanto-occipital joint)에 운동성 제한이 동반되는 경우

가 있어 기도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하다[9,10]. 

전신마취 또는 부위마취 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 환자는 

수술 전 금식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수술 전 금

식은 고형식의 경우 6-8시간 이상을 유지하는데,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위배출 시간이 지연될 경우가 있어 좀 더 

긴 시간의 금식이 요구될 수 있다 [9,11]. 수술 전 금식 상태

는 당뇨병 환자의 대사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술 전 반

복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수술스케줄은 가급적 아침에 잡

아 금식시간을 줄이도록 한다. 인슐린이 결핍된 제1형 당뇨

병 환자의 경우, 수술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당뇨

병 케톤산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슐린의 기저 용량을 유

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6]. 환자가 평소 어떤 방법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이요법

만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라면, 2- 

3시간 간격으로 혈당을 체크하면서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하

다[12]. 경구혈당강하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혈당조절

이 잘된다면 수술 1일 전까지 약물을 유지할 수 있다. 인슐

린을 사용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금식시간이 길어

짐에 따라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어, 인슐린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6]. 의료기관에 따라 수술 전 혈당조절의 방

법은 인슐린과 포도당의 병용 또는 인슐린 피하주사 등 다양

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반복적으로 혈당을 체크하면서 조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중 혈당관리

혈당조절이 잘되지 않는 환자에서 흔한 합병증으로 자율

신경계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말초혈관의 수축

Table 1.  Hemoglobin A1C and estimated average glucose

Hemoglobin A1C (%) Estimated average glucose (mg/dL [mmol/L])

6 126 (7.0)

6.5 140 (7.8)

7 154 (8.6)

7.5 169 (9.4)

8   183 (10.1)

8.5   197 (10.9)

9   21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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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떨어져 프로포폴(propofol)과 같은 마취유도제에 의

한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중 체온손실의 위험이 증

가한다[13]. 또한, 미주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박 수의 

변화가 감쇄될 수 있기 때문에 마취유도 시 혈역학적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14]. 

당뇨병 환자에서의 적절한 수술 중 혈당 농도에 대하여 

1979년 Alberti 등[15]이 당시의 상식적 판단에 근거하여 수

술 중 혈당을 90–180 mg/dL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고, 2015 영국의 진료지침은 이상적인 수술 중 혈당 범위를 

108–180 mg/dL로 권고하고 있다[16]. 당뇨병 환자의 수술 

중 혈당조절에 있어 저혈당과 고혈당 모두 의미 있는 임상

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저혈당은 통상적으로 전형적인 

저혈당 증상과 함께 혈당 농도가 <70 mg/dL인 경우를 의미

하는데, 주로 인슐린 과다에 의해 발생하며 혈당을 좁은 범

위 내에서 철저하게 조절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경우가 많

다[17]. 마취(특히, 전신마취)된 경우 전형적인 저혈당 증상 

(의식저하, 발한, 떨림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

인 혈당의 확인이 더욱 중요하다. 저혈당이 발생하는 경우,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뇌의 신경저혈당증을 

유발하여 인지기능장애, 발작, 의식불명 등을 유발할 수 있

다[8]. 특히 신경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저혈당은 반

드시 피해야 하며, 혈당을 되도록 >90 mg/dL로 유지하는 

것이 권고된다[18]. 고혈당은 보통 혈당 >180 mg/dL을 의

미한다. 기존에 당뇨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수술을 받는 

경우에 혈당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수술 등 스트레

스에 따른 생리적 반응으로 코티솔, 성장호르몬, 카테콜라민 

등 counter-regulatory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올리

기 때문이다[19]. 이러한 반응을 스트레스성 고혈당이라고 

하며, 추적관찰한 결과 스트레스성 고혈당을 보인 환자의 대

략 35% 정도에서 이상혈당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야 한다[20]. 수술 중 고혈당이 창상감염 또는 심혈관계 합병

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혈당을 80–100 mg/dL 사이

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수술 후 합병증을 의미 있게 감

소시킬 수 있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저혈당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추천되지 않는다[21]. 당뇨병 환자

의 수술중 혈당조절은, 심장수술을 받는 경우 180 mg/dL을 

넘지 않도록 하고, 비심장수술을 받는 경우는 200 mg/dL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권장된다[8]. 

당뇨병 환자가 수술을 받는 경우 금식 시간을 최소화하

는 것이 필요하지만, 금식시간이 길어지거나(보통 한 끼 이

상) 평소 혈당조절이 잘 안되는 환자라면 인슐린 정맥주입

법을 통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슐린 정맥주

입을 위해 Alberti 등[15]이 제시하여 Alberti regimen, 또

는 glucose-insulin-potassium (GIK) regimen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10% 포도당 용액 500 mL에 10 U의 속효성 인슐

린과 10% 염화칼륨 10 mL를 혼합하여 100 mL/hr의 일정

한 속도로 사용하는 방법이다[16]. Alberti regimen은 인슐

린과 포도당을 혼합하여 주입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 용량을 변경하

기 위해서는 매번 혼합수액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10% 포도당 용액이 수술 및 마취를 위한 유지 수액으로 적

절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22]. 인슐린 정맥주입의 또 다른 방

법으로는 Alberti regimen을 변형하여 10% 포도당 용액과 

인슐린을 각기 다른 정맥주사 경로를 통해 주입하는 방법이 

있다. 변형 Alberti regimen 또는 인슐린 가변속도정맥주입

법(variable rate intravenous insulin infusion, VRIII)이라

고 불리는 이 방법은, 10% 포도당 용액을 일정한 속도로 주

입하고, 매시간 측정하는 혈당 농도에 따라 인슐린의 용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인슐린의 주입속도는 평소 투약받는 용

량과 현재 혈당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상태에 따라서 비교적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다. VRIII의 방법은 의료기관마다 다

르지만, 통상적으로 0.5-1 U/hr 정도로 시작하여 0.5 U씩 

조절한다[23]. 당뇨병 환자에서 수술을 위하여 VRIII를 혈당

을 조절하는 방법은 금식 및 수술 시간이 긴 경우에서 일반

적으로 추천되고 있지만, 두 개 이상의 정맥주사 경로가 필

요하고, 매시간 혈당을 체크해야 할 뿐 아니라 측정된 혈당

에 따라 인슐린 주입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과정에서 숙련

된 경험이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VRIII 적응증에 해당하

는 환자의 11%가 실제로 VRIII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수술 

중에 매시간 혈당을 체크하는 경우도 56%밖에 되지 않았다

[24]. 따라서 실제 임상환경에서 당뇨병 환자의 수술 중 혈

당관리를 위해 VRIII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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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요구된다. VRIII를 시행할 때 주의할 사항은 Table 2

와 같다. 

당뇨병 환자의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VRIII 또는 GIK 

regimen이 권고되지만, 모든 경우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경구혈당강하제 등으로 혈당이 장기간 잘 조절되는 환자가 

생리적 스트레스가 크지 않은 수술을 받는 경우 기존의 혈당

조절 방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16]. 

다만, 기존의 혈당조절 방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자 또는 

의료기관이 고려해야 할 점은 Table 3과 같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의 혈당관리 

수술을 마친 후에는 환자를 회복실 또는 중환자실로 이송

하게 되는데, 이송 후 반드시 혈당을 체크해야 한다[6]. 회복

실에서는 수술 중에 사용한 인슐린의 양과 주입속도 등을 확

인해야 하고, VRIII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인슐린이 투여되

는 정맥주입 경로에 다른 약물이 동시에 투여되지 않도록 한

다. 회복실에서 통증, 구역 및 구토 등으로 약물을 사용할 때 

인슐린을 투여하는 정맥주입 경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정맥주사 튜브 안에 있는 인슐린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가면

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다. 수술 중 VRIII를 시행하던 환

자의 인슐린 투여방법을 피하주사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 아

니라면 정맥 투여를 유지하도록 한다. 회복실에서 혈당을 조

절하는 것이 수술 후 합병증 등을 줄일 수 있지만, 좁은 범

위 내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

므로 조심해야 한다. 회복실에서 혈당을 조절할 때, 이상적

인 조절범위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100–180 mg/dL을 유지

하는 것이 추천된다[6]. 경구혈당강하제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수술을 받는 경우, 경구혈당강하

제는 수술 당일 아침부터 중단하고 수술 후 다시 식사를 시

작하면서부터 투약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경구혈당강하제 

중 dipeptidyl peptidase-4 억제제는 금식 중에도 심한 저

혈당의 위험이 크지 않아 수술전후기에 중단없이 사용할 수

도 있다[4,25]. 

결론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생활습관이 변하면서 고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당뇨

병은 고혈당 자체에 의한 문제보다는, 신장 및 말초신경 등

에 만성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

가시키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

를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는 서구사회와 비교해 당뇨병 환자

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추정된다[26,27]. 당뇨병 환

자의 증가와 함께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이 수술을 받게 되

는 빈도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당뇨병을 직접 다루지 않

Table 2.  Possible clinical problems associated with variable rate intravenous 
insulin infusion  

Problems related to variable rate intravenous insulin infusion

Incorrect programming of insulin infusion rate or sliding strategy

Incorrect connection of insulin or 10% dextrose solution to the intravenous  
   route

Premature discontinuation of insulin or 10% dextrose solution

Insufficient or inadequate sampling of capillary blood glucose

Electrolyte abnormality due to inadequate sodium or potassium  
   supplementation

Too tight glucose control, which may cause hypoglycemia

Table 3.  Clinical consideration for maintaining patient’s normal medication 
during perioperative period  

Clinical aspects to consider for  
maintaining patient’s normal diabetic medication

Considerations related to patient aspect

Is the patient’s blood glucose well-controlled? (i.e., hemoglobin A1C 
<8.5%)

Is the patient hemodynamically stable?

Does the patient have any risk of sepsis or septic shock?

Can the patient be provided with the guideline for the perioperative  
   blood sugar change

Considerations related to surgical aspect

Is the surgery urgent or unexpected?

Is there a risk of long-term postoperative fasting status or postoperative  
   ileus? 

Considerations related to institutional aspect

Can the operation schedule be adjusted for skipping of meal just once?

Is there sufficient staff for explaining the blood glucose control strategy 
to the patient?

Can the patient be provided with the guideline for blood sugar control  
   after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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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사의 경우라도 당뇨병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함은 물

론, 당뇨병이 있는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수술전후

기에 적절한 혈당관리를 통해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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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당뇨병은 가장 흔한 내분비 질환이며,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계

와 신장 및 말초신경 등에 만성적인 합병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 논문은 당뇨병 환자의 마취 전 

평가와 혈당 관리, 수술 중 혈당 관리 및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

고 수술 후 회복실에서의 혈당 관리에 대해 최신 지식을 잘 정

리하여 제시한 논문이다. 당뇨병은 질환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

라 동반되는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 후 유병률과 사망률에 영향

을 주는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뇨

병 환자의 수술 후 좋은 예후를 위해서 매우 세심한 수술전후기 

마취 관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수술전후기 동안 당뇨병 환자

의 적절한 혈당 관리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