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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당뇨병발은 당뇨병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의 하나

로, 말초 혈관병증과 신경병증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며 감염

과 궤양, 발의 변형, 신경성 관절병증 등을 동반하는 만성질

환이다[1]. 당뇨병은 미국에서 2천 5백만 명의 유병률을 보

이는데 고령화와 함께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40

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며, 65세 이상 인구의 약 26%가 

당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2], 이환율, 사망률, 직장과 가족

으로부터의 격리되는 시간 등 사회적인 손실이 크다[3]. 미

국에서 당뇨를 가진 7억 8천 5백만 명을 2007년부터 2013

년까지 조사한 결과, 당뇨병발과 연관된 감염은 응급실 방

문과 입원의 중요한 원인이었다[4]. 2016년 대한당뇨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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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Diabetic foot is one of the complications of diabetes mellitus, accompanied by infection, ulcer, deformity, 
and neuropathic arthropathy. The prevalence of diabetic foot is approximately 10% to 20% in adult diabetic patients 
over 30 years. Patients with diabetic foot show decreased life quality due to long-term treatment and hospital admission 
for various complicat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tiology of diabetic foot and to prevent the 
accompanying complications. 
Current Concepts: Multiple complications of diabetic foot such as ulcers, infections, and deformities are derived from 
neuropathy (sensory, motor, and autonomic nerves) and angiopathy. Careful physical and radiologic examinations and 
laboratory evaluations are necessary to diagnose diabetic foot. Dressings, surgical decompressions, antibiotics, and 
vascular interventions are helpful for the treatment of ulcers in diabetic foot. Maintaining proper blood glucose levels 
and medication help control the neuropathies. Furthermore, patients should be educated on careful foot care to prevent 
complications.
Discussion and Conclusion: Diabetic foot and its accompanying complications are difficult to treat and decrease 
patients’ quality of life. To prevent complications of diabetic foot, management of blood glucose, patient education on 
self-foot care, screening of high-risk factors, and cooperation of various medical specialist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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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은 2010년 10.1%, 

2011년 12.4%, 2014년 13.7%로 증가하고 있으며[5], 2018

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13.8%), 65세 이상 

성인에서는 약 10명 중 3명(27.6%)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

다.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인 당뇨병발은 입원이나 수술치료

를 필요로 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6]. 

당뇨병 환자 중 4-10%가 당뇨병발 증세를 보이고, 약 5%가 

궤양을 경험하며, 15-25%의 당뇨병 환자가 평생 한 번은 당

뇨병발 증세를 경험한다[7]. 하지 절단 환자의 44.8%가 당뇨

병이 동반되어 있으며, 당뇨병이 있는 경우 궤양은 7.8배, 하

지 절단은 10배 증가한다[8].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당뇨병발 

예방에 대한 교육과 검진, 적극적인 치료를 할 경우 하지 절

단율을 49-85% 감소시킬 수 있다[9]. 따라서 당뇨병발의 원

인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합병증을 예방하

는 것이 중요하다[9].

당뇨병발의 원인

당뇨병은 부적절한 인슐린 분비와 인슐린에 대한 감소된 

반응을 보이는 대사질환이다. 이로 인해 고혈당 상태가 발생

하는데, 이 혈당을 장기간에 걸쳐서 잘 조절하는 것이 혈관, 

신경, 신장, 안구 등의 합병증을 막는 방법이다[10]. 이는 당

뇨병발의 예방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당뇨병발의 원인이 되는 신경병증은 주로 감각신경의 신

경병증(sensory neuropathy)이며, 이는 당뇨병발의 궤양과 

감염의 주된 원인이다. 발의 감각이 저하된 환자는 급성 외

상이나 반복된 충격을 알아차리는 것이 늦어져 연부조직 파

괴가 발생한다. 양측 하지에 대칭으로 발생하며, 환자들은 

스타킹을 신거나 장갑을 낀 것 같은 둔한 하지 감각을 호소

한다. 대체로 점진적인 진행양상을 보여 간과하기 쉽고 결

과적으로 합병증을 동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낮추게 된

다[11,12]. 신경 섬유의 길이가 긴 신경의 원위부에서 먼저 

발생하므로, 발가락과 중족골두 부위에서 증상이 흔히 발생

한다. 신경병증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부검

연구 결과 신경혈관의 변화로 신경에 허혈이 발생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소비톨(sorbitol)의 축적과 최종 당 산화물

(advanced products of glycosylation)의 증가로 인해 미세

혈관 변화가 일어난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운동신경의 신경병증(motor neuropathy)은 발의 내재근

을 마비시켜 갈퀴발가락(claw toe)이 발생한다. 이때, 중족

족지관절이 과신전되면서 중족골두(metatarsal head)가 발

바닥 쪽으로 밀리게 된다. 골두 족저부에서 기계적 압력이 

증가하고 지방패드가 원위부로 이동하게 되면서 궤양이 발

생한다. 지간관절은 굴곡되어 족배측이 돌출되는데 신발과 

마찰이 생겨 궤양이 발생한다[13]. 

자율신경의 신경병증(autonomic neuropathy)은 땀 분비

와 피부 온도조절에 이상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피부는 마

르고 딱딱해지고 굳은살이 생겨서 잘 갈라진다. 발바닥에 이

런 변화는 감염으로 이어진다. 

말초신경의 혈관병증(peripheral angiopathy)도 보통 신

경병증에 동반되며, 궤양의 연부조직 재생을 늦춘다. 혈관

병증은 조직의 허혈 상태를 유발하여 괴사를 발생시키고 조

직 말단의 회복을 방해하며 허혈성 통증을 유발한다. 혈관의 

죽상경화 변화도 당뇨가 없는 환자에서 보다 더 흔하고 심한 

형태를 보인다[14]. 혈관의 경화가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비

당뇨병 환자에 비해 당뇨병 환자는 혈관경화가 혈관 전체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런 광범위한 경화는 방사선 

검사 상에서 납 파이프의 형태를 보이며, 혈관 우회술의 성

공률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말초 혈관질환은 절단의 고위험

군이며, 나이, 당뇨병 유병기간, 흡연, 조절되지 않는 고혈

당,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과 연관이 있다[15,16]. 

궤양은 관절의 강직과 피부의 굳은살, 신경병증과 혈형 장

애가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외상과 기계적 스트레스가 가

해지면서 발생한다[17,18]. 또한, 운동신경의 신경병증에 

의한 발의 변형과 구축, 보행이상 등도 궤양의 발생 원인

이다. 당뇨병 환자의 68%에서 피부 각질이나 망치족지, 감

각 또는 자율신경의 신경병증 증상을 보이며 나중에 궤양이

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19]. 전경골건(tibialis anterior 

tendon)이 가진 발목의 족배굴국 기능이 약해지면 보행 시 

발바닥의 바닥에 접촉하여 압력이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궤양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다[20]. 한 연구에 의하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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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발 궤양의 77%가 1년 이내에 치유되지만, 울혈성 심

부전, 만성신장질환, 독립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에서는 치유

가 지연된다[21]. 

당뇨병발의 진단

당뇨병발의 진단을 위해서는 우선 진찰실에 들어오는 환

자를 보면서 보행을 관찰하고, 당뇨병의 이환 기간과 인슐린 

의존성 여부 등을 물어본다. 신발의 형태를 확인한 뒤, 신발

과 양말을 벗기고 위생 상태와 가피(괴사딱지), 궤양의 유무 

등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 갈퀴발가락, 후족부 정렬, 뼈의 돌

출부 등 발의 변형도 관찰한다. 또한, 당뇨병발 환자는 신경

병증과 혈관병증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증

상도 관찰한다. 신경병증의 경우 타는 듯한 느낌, 저림, 감

각 저하, 이물감 등을 호소한다. 나일론 단일 세섬유 감각검

사(Semmes-Weinstein monofilament test), 진동검사, 신

경전도검사 등을 시행해 볼 수 있다. 혈관평가는 발목상완지

수(ankle brachial index), 혈관 도플러초음파검사, 경피적 

산소분압 및 족지 혈압(transcutaneous oxygen pressure, 

TcPO2 and toe pressure), 컴퓨터단층혈관조영술 등으로 진

단할 수 있다. 

또한, 영상검사도 당뇨병발의 진단에 도움이 된다. 단순방

사선검사로 뼈의 골절이나 탈구, 변형, 동맥의 석회화 등을 

관찰할 수 있다. 골주사검사는 자기공명영상검사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골수염을 진단할 수 있지만, 골수염 외에도 

뼈의 신진대사가 증가하는 모든 부위에 방사선 섭취가 증가

하는 비특이적 양성소견을 보이는 단점이 있다. 자기공명영

상검사는 뼈와 연부조직의 이상을 모두 검사할 수 있으며 농

양이나 골수염 검사에 효과적이다. 

혈액검사(laboratory evaluation)는 주로 일반혈액검사

(complete blood cell count), 적혈구침강속도, C반응단백질 

등을 검사한다. 또한, 혈당과 당화혈색소는 환자의 치료 순

응도 및 혈당 조절을 확인할 수 있다. 206명의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45%가 10% 이상의 당화혈색소를 

보였다[22].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으면 하지 궤양을 가진 환

자에서 절단율이 상승하고 치료기간이 길어진다. 

당뇨병발의 합병증 및 치료

궤양은 당뇨병발에서 생기는 가장 흔한 합병증이며 경제

적인 부담 또한 크다[23]. 궤양의 자연 경과는 위치, 크기, 깊

이에 따라 달라진다. 주로 큰 궤양이 치료가 더 어렵지만 작

은 궤양이라도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발바닥의 궤

양은 주로 하중에 의해서 발생하며, 발등의 궤양은 신발과의 

접촉에 의해서 발생한다. 궤양에 관여하는 위험인자는 신경

병증, 발의 변형, 굳은살, 압력, 말초 혈관질환, 관통 손상, 

좁은 신발 등이다[24]. 또한 알코올 중독이나 이혼과 같은 정

신과적 문제와 당뇨 유병기간, 부적절한 대사관리 등도 원

인으로 보고된다[25]. 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the Diabetic Foot에서는 당뇨환자의 임상 결과를 예측

하는 위험 분류를 하였는데 이는 비교-대조군 연구에서 궤

양의 발생 및 절단율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26]. 일단 

한번 궤양이 발생하면 이 환자의 말초 신경병증이 앞으로도 

궤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정도로 심해졌다는 것을 암시하

며, 이는 새로운 궤양 발생과 절단의 중요한 위험인자가 된

다[27,28].

궤양은 신경병증으로 감각이 소실된 발에 압력이 증가하

여 발생하며, 혈관병증으로 인한 허혈이 있으면 회복이 어렵

다. 따라서, 혈류를 개선하고 상처 부위의 압력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소독하여 이차 

감염을 방지하고, 습윤 드레싱으로 창상 회복을 돕는다. 굳

은살(callus)나 골증식(osteophyte)에 의한 압력, 발의 변형

이나 중족골두에 의한 압박은 수술로 절제를 하여 감압을 시

도해 볼 수 있다. 또한, 국소부위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 전

접촉석고고정(total contact cast)이나 특수제작한 깔창, 보

조신발 등을 이용하며, 전족부에 압력이 과도한 경우 아킬레

스건 연장술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혈류 개선을 위한 치료로

는 약물치료, 고압산소 치료, 혈관 확장술 또는 우회로 이식

술 등이 있다. 음압기구를 이용한 창상 치료에 호전에 없는 

경우, 피부이식이나 국소, 유리피판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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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해 볼 수 있지만 혈관병증이 있는 경우 성공률이 낮아서 

환자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궤양에는 감염이 흔히 동반되는데 다른 감염과 달리 복

합균 감염이 많고, 백혈구 기능이 떨어져있다[29,30]. 혐기

성균에 대한 배양검사와 약물 감수성 검사를 제대로 시행

하는 것이 중요하다. 흔한 균주로는 그람양성구균(gram-

positive cocci: e.g., staphylococci, group B streptococci, 

and enterococci), 그람음성호기성막대균(gram-negative 

aerobic rods: Escherichia coli, Enterobacter, Proteus, 

and Pseudomonas spp.), 혐기성균(anaerobes: Bacteroides 

fragilis and other Bacteroides spp., Clostridium spp., 

and peptostreptococci)이 있으며, 이들의 혼합감염이 흔하

다. 특히,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들(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and staphylococci,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이 있는 경우 감염전문의와 상의하

여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해야 한다. 

당뇨병발에서 말초신경 신경병증의 치료는 혈당 조절이 

중요하다. 다양한 연구에서 고혈당과 말초신경 신경병증의 

증세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운동, 

식이요법, 인슐린 투여 등으로 당화혈색소 수치를 7.0 mg/

dL 아래로 조절하여야 한다. 혈당 조절 외에도 흡연, 심혈관

질환의 과거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도 중요한 원인이

므로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32]. 통증성 신경병증은 말

초신경뿐만 아니라 중추신경의 기능과 구조적 변화를 동반

한다. 신경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증적 증상 치료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신경병성통증

(neuropathic pain)에 사용하는 항우울제, 항경련제, 아편유

사제 등을 사용한다.  

말초 혈관의 치료 목적은 조직에 적절한 산소를 공급하게 

하여 새로운 육아 조직을 만들고 미생물 침입에 대한 면역반

응을 높이는 데 있다. 우선 금연, 체중 조절, 혈당, 고지질, 

고혈압을 잘 관리하여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한다. 보행 운동

을 통해서 근육의 퇴화를 막고 대사 효율을 높이며 측부혈관

을 발달시킬 수 있다. 항혈소판제나 혈관확장제의 사용도 도

움이 된다. 이러한 치료에도 통증이나 궤양, 조직 괴사가 진

행되면 경피적 혈관 중재술을 시행해 볼 수 있다. 주로 풍선

혈관성형이나 스텐트삽입술을 시도한다.  

궤양은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 한번 치료에 성

공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여러 위험인자들 때문에 재발할 가

능성이 높다. 수술로 발의 구조적 문제와 혈류를 개선할 수 

있지만, 신경병증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

문이다. 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나타나는 주의 신호인 고통

을 잘 느끼지 못하는 환자들은 보조기나 적절한 신발은 착용

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 19개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

한 결과 1년 이내 재발률은 약 40%이며, 3년 이내 60%, 5년 

이내 65%가 재발한다[33]. 

그러므로 환자가 교육을 받고 스스로 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34]. 발에 상처가 생겨도 감각 저하로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의 피부와 발가락 사이를 매일 

관찰하여 상처나 물집, 굳은살 등을 살펴본다. 순한 비누를 

이용하여 매일 발을 씻고 잘 말려준다. 목욕 후 발톱이 부드

러운 상태에서 잘라주며, 발가락의 종축에 수직으로 잘라서 

내향성발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두꺼워진 발톱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깎아주는 것이 좋은데, 특수한 수술 

기구가 필요하므로 전문의와 상의하여 시술을 받는 것이 좋

다. 마르고 딱딱해진 피부는 습윤 로션을 발라주도록 하며, 

발가락 사이는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안 바르는 것이 좋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가 쉽게 마르기 때문에 피

하는 것이 좋다. 뜨거운 물주머니나, 뜨거운 물에 목욕, 전기

장판, 온열기구는 화상 예방을 위해 피하는 것이 좋다. 압력

이 분산되고 꽉 끼지 않는 신발을 선택하고 맨발 보행을 피

하며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도록 한다. 신발은 너무 조이거

나 느슨하지 않으며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새 신

발은 하루 1-2시간씩 천천히 신어서 적응하도록 한다.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흡연, 코르셋, 조이는 벨트, 다리 꼬거나 책

상다리로 앉기, 오래 서 있기를 피한다. 

결론

당뇨병발은 혈관병증과 신경병증을 원인으로 발에 구조적 

변화, 궤양, 감염 등이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이로 인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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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환자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므로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이 필요하다. 합병증의 발생률을 줄이

고 하지 절단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혈당 관리, 정기적인 발 

검진, 고위험군 선별, 환자와 가족에게 발 관리 교육, 여러 

전문분야 의료진의 협진이 필요하다.

찾아보기말:  당뇨병발; 원인; 진단; 치료;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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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당뇨병발은 당뇨환자의 4-10%에서 발생되며, 당뇨환자의 15-

25%는 평생 한번 당뇨병발을 경험할 정도로 흔한 당뇨합병증이

다. 하지 절단의 대부분이 당뇨병발 때문이며, 당뇨병발의 만성 

합병증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필요로 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

시키고 개인과 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당뇨병발의 원인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개인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논문은 당뇨병발의 원인, 증상, 진단법, 합병증 및 치료에 대한 

최신 논문들을 정리하여 기술하고 있다. 신경병증 및 말초 혈관

병증 등 당뇨병발의 기전에 대한 최신 연구 자료를 통해 이해를 

돕고, 치료에 대한 실제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여 근거 중심의 당

뇨병발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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