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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연속 당측정기에 의한 정상 개의 당 농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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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lood glucose curves in the management for diabetic patients have several limitations including intermittent
assessment of blood glucose concentration, hospitalization, patient restraint, and repeated phlebotom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pply and evaluate a wireless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CGMS) in healthy dogs. Subcutaneous
interstitial glucose concentrations in 7 dogs were continuously monitored and recorded by wireless CGMS. During
induced hyperglycemia, the interstitial glucose concentrations were compared with whole blood glucose concentrations
measured by glucometer and serum glucose concentrations measured by automated chemistry analyzer, respectivel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interstitial, whole blood and serum glucose concentrations. The interstitial
glucose concentrations had a good correlation to serum glucose concentrations. The real-time wireless CGMS is a
valuable tool for monitoring system of glucose concentrations in dogs. Use of the CGMS for diabetic patients will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ver traditional blood glucose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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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으로 진단된 개나 고양이에 주사할 인슐린의 종류,

인슐린 요구량 및 인슐린 작용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혈

당 농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4,5). 일반적으로 수의사는 인

슐린 주사에 대한 환자의 치료 반응을 임상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혈당 곡선을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동

물에 대한 보정과 반복적인 채혈, 그리고 장시간에 걸친 입

원 등이 필요하다(8). 

최근에 연속 당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이하 CGMS)가 개나 고양이의 혈당 농도의 모니터링

을 위해 수의 분야에 소개되었다(3,7,9). 이 시스템은 원래 사

람 당뇨 환자의 혈당 모니터링을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

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이 장치는 혈당 농도가 아니라 피하

의 간질액(subcutaneous interstitial fluid)에서의 당 농도를 측

정하나, 간질액 내의 당 농도가 혈당 농도와 밀접한 상관 관

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CGMS를 혈당 농도 모

니터링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간질액의 당은 산소와 함

께 glucose oxidase에 의해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로

변환되고, 이 과산화수소는 다시 산화되어 CGMS의 센서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킨다(H2O2→

2H++ O2+ 2e−)(8). 이러한 전기적 신호는 CGMS 장치에 의

해 당 농도로 변환되어 보여진다. 이 장치는 연속적으로 5분

간격으로 당 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피하 내로 센서의 한

번 장착을 통해 최장 72시간 동안 환자의 당 농도 모니터링

이 가능하다. 센서의 1회 장착으로 반복적인 채혈 과정 없이

도 장시간 동안 5분 간격으로 혈당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은 혈당 곡선 작성에 있어 발생 가능한 여러 부작용이나

단점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진단된 개나 고

양이에 있어 CGMS의 적용은 현재 임상 수의학 영역에 있

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8,10). 

현재 CGMS는 전 세계적으로 Medtronic사와 Menarini

Diagnostics사에서 생산된 장비가 수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며(1,3,7,9), 센서와 레코더와의 연결 유무에 따라서 유선

시스템과 무선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임상 수의학의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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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선 시스템에 대한 유용성이 개와 고양이에서 보고되

어 있으나(1,3,7,9), 무선 시스템에 대한 임상적 적용 가능성

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의 당 농도 모니터링에 무선 CGMS의 사용이 유용한지를

검토하는데 있다. 

재료 및 방법

실험 동물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적으로

1.2~3.5 세의 건강한 비글견 4마리(암컷 1마리, 수컷 3마리)

와 잡종견 3마리(모두 수컷)들을 실온 (22 ± 2oC)에서 낮(12

시간)과 밤(12시간)의 리듬을 유지하면서 개장에서 개별 사

육하였다. 사료는 펠렛 사료(ProPlan, Purina Korea, Seoul,

Korea)를 급여하였다. 

전혈 당 농도와 혈청 당 농도의 측정

혈당 농도 모니터링을 위해 1시간 또는 2시간 간격으로 요

측피정맥 또는 복재정맥에서 채혈을 실시하였다. 전혈 샘플

과 혈청 샘플의 당 농도는 휴대용 혈당측정기(OneTouch

Ultra Glucometer, LifeScan Korea, Seoul, Korea)와 자동 생

화학 분석기(Hitachi 7020 Clinical Analyzer, Hitachi High-

Technologies Co., Tokyo, Japan)로 각각 측정하였다. 전혈의

당 농도는 채혈 직후에 바로 측정하였으며, 혈청의 당 농도는

12시간 이내에 분석하였다.

무선 CGMS의 장착

본 연구에 사용한 무선 CGMS (Guardian® RT, Medtronic

Korea, Seoul Korea)는 센서, 발신기, 모니터 및 센서 삽입

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1). 센서는 털을 제거한 후 가

슴 쪽 옆면(대략 3-8 늑골)의 피하 내로 삽입하였으며, 발신

기와의 부착 후에는 테이프(MicroporeTM, 3M Korea, Seoul,

Korea)와 자체 접착식 탄력붕대(CobanTM, 3M Korea, Seoul,

Korea)로 고정하였다(Fig 2). 본 장치의 측정값 보정을 위해

센서 장착 2시간 후 최초 혈당 수치를 입력해서 초기화 하

였으며, 이후 매 8시간 마다 측정한 당 농도를 입력하였다.

처음 장착한 센서는 최장 72시간 동안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매 5분 간격으로 당 측정값을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였

으며 혈당 농도의 측정 가능 범위는 40-400 mg/dL였다. 센

서와 발신기를 장착한 동물과 모니터와의 거리는 반경 2 m

이내를 유지하였다. 

당 부하 시험

건강한 7마리 개에 정맥 내로 50% 포도당 주사액(0.5 g of

glucose/kg; 50% dextrose Inj, Daihan Pharm Co., Seoul,

Korea)을 주입한 후 혈당 농도의 변화를 무선 CGMS, 휴대

용 혈당 측정기 및 자동 생화학 분석기로 당 농도를 각각 측

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모든 통계 분석은 SigmaStat 소프트웨어(version 3.5, Systat

Fig 1. The wireless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A)
The monitor. (B) The transmitter. (C) The sensor. (D) The sen-
serter.

Fig 2. Attachment of the wireless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CGMS) to a dog. (A) The subcutaneous CGMS sensor
in place. (B) The transmitter attached to trans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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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Inc., San Jose, CA, USA)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무선 CGMS를 이용하여 얻어진 당 측정값들은 전혈과 혈청

샘플을 통해 측정한 혈당 농도값들과 각각 단순 선형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고 회귀 계수와 상관 계수를 구하였다. 

결  과

건강한 개에서 무선 CGMS의 장착 

임상적으로 건강한 개에 무선 CGMS의 장착 및 당 농도의

측정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었다. 무선 CGMS의 센서 삽입

으로 인한 피부의 자극이나 염증 소견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전혈 당 농도, 혈청 당 농도 및 무선 CGMS를 이용하여

측정한 간질액 당 농도 사이의 상관관계

임상적으로 건강한 개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채혈한 전혈

및 혈청 당 농도 간의 상관 관계를 평가한 결과, 전혈 당 농

도와 혈청 당 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positive)의 상관

관계(r = 0.937)를 나타내었다(Fig 3). 건강한 개의 정맥 내로

50% 포도당 주입 시에 무선 CGMS의 측정값은 즉각적인 피

하 조직의 간질액 내 당 농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Fig 4).

그리고 전혈 당 농도와 무선 CGMS를 이용하여 간질액에서

측정한 당 농도 사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

계(r = 0.970)를 나타내었으며(Fig 5A), 혈청 당 농도와 무선

CGMS에 의한 간질액 당 농도 측정값 사이에도 유의적인 양

의 상관 관계(r = 0.976)를 나타내었다(Fig 5B). 

 

고  찰

 본 연구 결과는 개에서 무선 CGMS로 측정한 간질액 내

에서의 당 농도 측정값이 전혈의 당 농도 측정값과 혈청의

당 농도 측정값과의 관계에 있어 모두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당뇨병과 같은 혈당 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개에 무선 CGMS의

사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최근의 선행 연구에서 개, 고양이

및 말 등에서 CGMS의 적용은 임상적으로 아주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3,7,9). 특히 당뇨병으로 진단된 고양이

에 있어 CGMS의 적용은 매우 정확한 혈당 농도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었다(7,9). 당뇨병 고양이 환자에 글라진과 같은

인슐린 사용을 위한 혈당 곡선의 작성은 적어도 24시간 동

안 일정 간격으로(1시간 또는 2시간 간격) 혈액 샘플을 획득

Fig 3. Correlation between whole blood and serum glucose con-
centrations from 7 healthy dog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whole blood and serum glucose concentrations. 

Fig 4. A representative curve of serial interstitial glucose
concentration recorded by a wireless CGMS from a healthy dog.

Fig 5. Correlation among interstitial, whole blood and serum
glucose concentrations from 7 healthy dogs. (A)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terstitial and whole blood glucose
concentrations. (B)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terstitial and serum glucose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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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채혈 과정이 필요하

며, 또한 고양이에서는 보정 및 채혈 과정으로 인해 스트레

스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혈당 값이 높게 측정될 가

능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5,7). 결국 해당 동

물에 대한 혈당 곡선의 정확한 작성 및 평가가 어렵게 된다.

게다가 개와 고양이 모두에서 채혈 간격 사이의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혈당 변화를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CGMS의 적용은 한 번의 장착으로 3일 동안 유지할 수 있

으며, 채혈 과정 없이 5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당 농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장시간의 입원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

에 환자는 원래 생활하던 환경 하에서 보호자의 관찰만을 통

해 당 농도의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이러한 CGMS의 장점들

은 당뇨병이 발생한 개와 고양이에서 임상적으로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선 연구들은 대부분 무선 CGMS가 아니라, 유선

CGMS (conventional CGMS)를 이용하여 그 임상적 유용성

을 평가하였다(1,3,7,9). 최근에 들어서야 무선 CGMS와 유선

CGMS의 그 진단적 가치에 대해 비교 평가를 실시하였다(6).

비록 무선 CGMS를 이용한 당 측정값과 유선 CGMS 당

측정값이 유의적으로 다르게 관찰되었지만, 자동 혈당 측정

기로 얻어진 혈당 농도와 비교하였을 때에는 무선 CGMS 측

정값 또는 유선 CGMS 측정값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은 관찰

되지 않았다(6). 이러한 결과는 비록 유선 CGMS로 측정한

값과 무선 CGMS로 측정한 값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실제 혈당 값과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무선

CGMS를 이용한 당 농도 측정도 임상적으로 유용할 수 있음

을 반증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무선

CGMS를 이용하여 측정한 당 농도는 전혈과 혈청 샘플을 이

용한 당 농도 측정값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여주었다. 

당뇨병 환자를 관리함에 있어 CGMS의 사용은 실제적인

모든 임상적 상황에 대해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

다(3,8). 우선 CGMS의 당 농도측정 범위가 40-400 mg/dL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심각한 저혈당증이나 400

mg/dL 이상의 고혈당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인슐린 사용과 관

련한 용량과 용법이 결정되지 않은 환자에 CGMS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CGMS의 사용에 있어 추가적인 단점

으로는 비록 한 번의 장착으로 3일 간의 센서 사용이 가능

하지만, 매일 최소 12시간 간격으로 혈당 농도 측정값을 입

력하는 보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보호자의 경

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일회용인 센서의 구입비만을 전통

적인 혈당 곡선 작성을 위한 입원비와 비교하였을 때에는 상

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지만 CGMS 전체 시스템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보호자에 의한 CGMS 구매는 국내 현실에

서는 불가능할 수 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동물의 마취기간 동안에

CGMS로 측정한 당 농도 값과 휴대용 화학 분석기로 측정

기 당 농도 값 사이에 20%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

하였다(2). 특히 저혈당 발생 빈도율에 대한 분석에서

CGMS 측정값에는 총 126 회의 측정 동안에 25 회의 저혈

당 범위에 속하는 당 농도를 나타내었지만, 휴대용 화학 분

석기로 측정 시에는 오직 1 회의 낮은 당 농도를 나타내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의 마취기간 동안에는 CGMS의

사용을 추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2). 당뇨병이 발생한 개

에서 CGMS를 이용한 당 측정값과 휴대용 혈당 측정기를 이

용한 혈당 측정값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관

찰하였다(3). CGMS로 측정한 당 농도 값이 휴대용 혈당 측

정기로부터 얻어진 당 농도 값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으며, 특

정 개들에서는 유의적인 통계차가 확인되었다(3). 이와 같은

당 농도 값의 차이는 간질액과 혈액 간의 당 농도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의 지체기(lag phase)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3). 본 연구에서도 특정 개체 2마리에서 정맥

내로 50% 포도당을 주입한 직후 무선 CGMS로 측정한 당

농도 값이 전혈을 이용하여 측정한 당 농도 값에 비해 약

20% 가량 낮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당 농도 값의 차이들은

비록 적은 개체수로 인해 유의적인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지

는 않았지만, 실제 임상 하에서는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부

분으로 생각된다. 

 

결  론

건강한 개에서 무선 CGMS를 이용한 간질액 내에서의 당

농도 측정은 전혈 또는 혈청 샘플을 통해 측정한 당 농도 값

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선

CGMS의 사용은 유선 CGMS와 마찬가지로 당뇨병이 발생한

개에 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반복적인

채혈을 통해 작성한 혈당 곡선보다 더욱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CGMS

사용은 CGMS 장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반드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급격한 혈당 변화를

나타내는 실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선 CGMS의 유

용성에 대한 평가가 향후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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