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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액으로 Icodextrin을 사용한 환자에서 전신마취 중 
혈당 측정 오류로 진단이 지연된 심한 저혈당증

—증례보고—
가톨릭 학교 의과 학 인천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   은   정ㆍ이   승   환

Received: August 18, 2008.

Accepted: November 10, 2008.

Corresponding author: Eun Jung Cho, M.D., Ph.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Incheon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pyeong-dong, Bupyeong-gu, 

Incheon 403-010, Korea. Tel: 82-32-510-5518, Fax: 82-32-518-2718, E-mail: 

gkjw2000@yahoo.co.kr

Copyright ⓒ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2009

Severe hypoglycemia due to falsely elevated capillary blood glucose levels in 
a peritoneal dialysis patient using icodextrin

−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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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Korea 

  In a patient with diabetes mellitus undergoing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with icodextrin, icodextrin is partially 

absorbed via lymphatics into the systemic circulation and its metabolites may affect the enzymatic glucose determinations used 

in many bedside glucometers (using glucose dehydrogenase-based method).  This leads to erroneously elevated glucose levels.  

We report a severe hypoglycemia due to falsely elevated capillary blood glucose levels in a patient with diabetes mellitus undergoing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with icodextrin during general anesthesia.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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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성 만성신부  환자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

부 환자의 치료로서 지속성 휴 복막투석(continuous ambu-

latory peritoneal dialysis, CAPD)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1]. 

복막투석액은 삼투압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보통 포도당

(glucose)을 포함하고 있으나, 복막의 특성에 따라, 혹은 장

기간 복막투석 후 복막의 구조 , 기능 인 변화가 래하

여 포도당 삼투능력의 하를 발생시킨다 [2].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icodextrin (a corn starch-derived glu-

cose polymer)이 개발되었고, 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 

Icodextrin은 림 을 통해 신순환으로 흡수가 되어 mal-

tose, maltotriose, maltotetraose 등의 사산물로 가수분해되는

데 이러한 사산물들이 glucose dehydrogenase-based method

를 사용하는 당측정기를 사용한 모세 액 당을 실제

치보다 높게 측정하는 단 이 있다 [3-5]. 

  자들은 icodextrin을 사용한 지속성 휴 복막투석을 시

행 받는 환자가 장천공을 진단받고 신마취 하에 수술 , 

당측정기의 당 과다 측정으로 심한 당증의 발견이 

지연된 경우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47세의 남자 환자가 장천공으로 인해 복강경을 이용한 

응 수술이 계획되었다. 과거력에서 20년 부터 당뇨를 앓

고 있었고, 2년 부터 당뇨성 만성신부 으로 icodextrin 

7.5% (ExtranealⓇ, Baxter Healthcare SA, Singapore)를 사용하

여 지속성 휴 복막투석을 시행 받고 있었다. 환자는 내원 

6시간  지속성 휴 복막투석을 시행하고, 내원 1시간 

부터 심한 복부통증이 있어 응 실을 내원하 다. 술  검

사에서 FBS 128 mg/dl, BUN 51.8 mg/dl, Cr 8.2 mg/dl, Na＋ 

128 mEq/L, K＋ 4.7 mEq/L을 보 고, 복부 팽창소견을 나타

내었다.

  수술실 도착 시, 활력징후는 압 85/52 mmHg, 심박수 

140회/분, 맥박산소포화도 94% 다. 수액은 하트만액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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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되고 있었다. 마취유도는 thiopental sodium 200 mg, vecu-

ronium 6 mg으로 시행하 고, 마취유지는 O2 2 L/min, N2O 

2 L/min, Sevoflurane 1−1.5 vol%로 진행하 다. 마취유도 

후 좌측 외경정맥에 16 G 정맥로를 확보하 고, 생리식염

수를 투여하기 시작하 다. 마취유도 후 압이 70/40 

mmHg로 감소하여 ephedrine 10 mg을 투여하 고, dopamine 

5−10 μg/kg/min을 지속 으로 투여하 다. 마취  압은 

90/60−110/60 mmHg, 심박수 100−120회/분, 맥박산소포화

도 99−100%,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30−36 mmHg를 나타

내었다. 마취유도 30분 후 모세 당측정기(AccuCheck, 

Roche Diagnostics, USA)를 사용하여 측정한 당치는 218 

mg/dL이 다.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진행되었으나 염증과 

유착이 매우 심하여 복강경수술로는 불가능하다는 단 하

에 마취 시작 2시간 후 개복술로 환되었고, 왼쪽 노동맥

에 21 G로 동맥삽 술을 시행하고 수술실에 구비된 동맥

가스/ 해질분석기(GEM Premier 3000, Instrumentation 

Laboratory, USA)를 이용하여 동맥 가스와 해질분석을 

실시하 다. 동맥 가스분석 결과는 pH 7.12, PaCO2 51 

mmHg, PaO2 231 mmHg, HCO3
− 16.6 mM/L, SaO2 100%이

고, Na＋ 132 mM/L, K＋ 3.1 mM/L, glucose 17 mg/dl를 보

다. 산증의 교정을 해 NaHCO3 40 mEq를 투여하고, 심한 

당 소견을 보 으나 본원 수술실의 동맥 가스/ 해질

분석기가 가끔 해질의 농도를 부정확하게 측정하는 경우

가 있어서, 다시 모세 당측정기를 사용하여 당을 측

정하 고 이때 당치는 160 mg/dl를 보 다. 한 환자에

게 발한증상이 없어서 모세 당측정기의 수치를 신뢰

하 다. 30분 후 다시 동맥 가스분석을 실시하 고, 결과

는 pH 7.14, PaCO2 53 mmHg, PaO2 212 mmHg, HCO3
− 18 

mM/L, SaO2 100%이고, Na＋ 133 mM/L, K＋ 2.9 mM/L, glu-

cose 13 mg/dl를 보 다. 자들은 다시 모세 당측정기

로 당을 측정하 고 142 mg/dl를 보 다. 모세 당측

정기의 고장여부를 확인하기 해 자의 당을 측정하

으나 정상범 를 나타내어 모세 당측정기의 고장은 

아니라고 단했다. 산증의 교정을 해 NaHCO3 40 mEq를 

반복 투여하 고, 40분 후 glucose를 본원 임상병리과

(Hitachi 7600, Hitach High-Technologies, Japan)로 보내어 측

정하 다. Glucose 측정치의 결과가 나오기 에 수술은 종

료되었고, pyridostigmine 10 mg과 glycopyrrolate 0.4 mg으로 

근이완을 가역시키고, 자발호흡은 있었으나 환자의 의식은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이 때 임상병리과로 보낸 당치가 

16 mg/dl로 나왔고 즉시 20% dextrose water 60 ml를 투여하

으며, 투여 직후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었다. 수술은 회장-

결장 제술이 시행되었고, 총 마취시간은 4시간 30분, 투여

된 수액은 하트만액 1,700 ml, 생리식염수 3,600 ml, 6% hy-

droxyethyl starch 500 ml 다. 환자는 발 을 시행하지 않고 

환자실로 이실 되어 SIMV mode로 인공호흡을 실시하

고, 이실 직후 바로 채 하여 본원 임상병리과로 glucose측

정을 보내고, 모세 당측정기로 당을 측정한 결과, 

임상병리과에서 측정한 glucose는 48 mg/dl, 모세 당측

정기의 측정치는 138 mg/dl를 보 다. 즉각 50% dextrose 

water 50 ml를 투여하 고, 다시 임상병리과로 glucose측정

을 보냈으며 glucose는 189 mg/dl를 보 다. 이 후 icodextrin

을 사용하여 복막투석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glucose-de-

hydrogenase pyrroquinolinequinone (GDH-PQQ)방법을 사용하

는 당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 당을 과측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glucose oxidase방법을 사용하는 

다른 기종의 모세 당측정기(Accutrend GC, ROCHE 

DIAGNOSTICS, Germany)를 사용하여 환자실에서 치료를 

시행하 다. 환자의 증상이 호 되어 수술 5일 후 발 하

으나, 수술 7일 후 체온이 상승하고 복부가 다시 팽창하기 

시작하 으며 수술 16일째 사망하 다. 

고      찰

  당뇨와 신부 환자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말기 신

부 환자들의 치료로 복막투석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1]. 

복막투석은 미세여과(ultrafiltration)를 유발하기 해서 삼

투성용질로 포도당을 사용한다. 미세여과능력을 증가시키

기 해서 고농도의 포도당용액이 투석액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 이러한 용액의 장기간의 사용으로 복막에 구조 , 기

능 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최근 Icodextrin (a corn starch-derived gucose polymer)을 포

함한 복막투석액은 고농도의 포도당으로 인한 복막의 손상

을 이고, 이 의 복막투석액에 비해 고인슐린 증을 이

며, 탁월한 미세여과능력을 보이며, 생역학 으로 더 안

정 이라고 보고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4,6,7]. 하지만 

일부 모세 액 당측정시약지와 반응하여 모세 액 당

을 과다 측정하는 오류가 보고되고 있다 [1,3-5]. 

  Icodextrin은 복막을 통과하지는 못하지만 림 을 통하

여 최  40%까지 흡수가 되며 흡수된 icodextrin은 α

-amylase에 의해 maltose, maltotriose 등의 oligosaccharide로 

사된다. 포도당 측정법  glucose-dehydrogenase pyrroqui-

nolinequinone (GDH-PQQ)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포도당뿐만 

아니라 사산물인 maltose, maltotriose까지 측정함으로써 

당을 과다 측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3-5,8,9]. 본 증례에서 

사용한 모세 당측정기(AccuCheck, Roche Diagnostics, 

USA)는 GDH-PQQ방법을 사용하는 기계로 환자의 당을 

과다 측정하 다. 본 증례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하여 동

맥 가스분석을 실시하 고, 수술실에 설치 된 가스분석기

에서 해질과 포도당이 같이 측정되었으므로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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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치를 의심하게 되어, 임상병리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만일 당뇨로 복막투석을 받는 환자가 비교  안정

된 상태 다면 모세 당측정기만으로 당을 측정했을 

것이고, 환자에게 심한 당증이 있는 것을 진단하지 못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원 임상병리과에서 사용하는 기종(Hitachi 7600, Hitach 

High-Technologies, Japan)은 glucose oxidase방법으로 포도당

치를 구하며, 재 부분의 검사실에서 사용되는 기계는 

glucose oxidase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 본원 수술실내

의 동맥 가스/ 해질분석기(GEM Premier 3000, Instrumenta-

tion Laboratory, USA)는 amperometric방법을 사용하여 포도

당치를 구하므로 icodextrin사용으로 인한 과측정의 오류는 

없었다. 

  포도당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는 

glucose hexokinase 방법으로 매우 오래 부터 사용되어 왔

다. 둘째는 glucose oxidase 방법으로 glucose oxidase가 glu-

cose와 반응하여 glucose를 hydrogen peroxide와 gluconic acid

로 환시킨 후 glucose농도에 비례하여 생성되는 hydrogen 

peroxide를 peroxidase indicator를 이용해 검출하는 것이다. 

그 외 glucose-dehydrogenase pyrroquinolinequinone (GDH-PQQ)

방법, glucose-dehydrogenase nicotine adenine dinucleotide 

(GDH-NAD)방법이 있다. GDH-PQQ방법을 사용시 maltose, 

maltotriose 등의 이당류, 다당류들과도 시약이 반응하여 실

제 포도당치보다 과측정하게 된다 [1,4,9].

  당은 당뇨환자의 치료  가장 심각한 증상이며, 의

식이 있는 환자는 당시 가벼운 두통부터 경련, 혼수까

지의 추신경계 변화를 보이며 확실한 임상 증상이 발생

하기 에 당 증세를 호소하기도 한다. 한 당시 

cathecholamine이 증가하여 빈맥, 발한, 물흘림, 고 압 등

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마취가 되어 있는 환자는 

당 증세를 본인이 호소할 수가 없고, 교감신경계 항진 

증상을 얕은 마취상태로 인식 할 수가 있으며, 심한 당뇨로 

자율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는 교감신경항진 증상이 분명하

지 않을 수 있다 [10]. 본 증례에서도 모세 당측정기의 

포도당치와 수술실내 동맥 가스분석기에서의 포도당치에 

차이를 보여서 환자에게 혹시 발한증상이 있나 확인하 으

나 발한증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 Kroll 등은 [11] 당뇨와 

만성신부 으로 icodextrin을 이용한 지속성 휴 복막투석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수술  GDH-PQQ방법을 사용하는 모

세 당측정기로 당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마취 과 PACU (postanesthesia care unit)에서는 임상

병리과를 통하여 당을 측정하 으나, 기 내삽 과 진정

상태로 환자실로 이실 된 후, GDH-PQQ방법을 사용한 모

세 당측정기로 당이 측정되고 과측정된 당에 따

른 극 인 당조 을 시행 함으로서 환자가 당뇌병

증(hypoglycemic encephalopathy)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하 다. 

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당증 진단의 어려움을 보

여  보고라고 생각하며, 신마취 의 환자들은 당의 

증상을 표 할 수 없으므로 마취과의사의 세심한 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부 환자에서 당의 원인은 당유도제(hypoglyce-

mic agent), 패 증, 양실조, 간부  등이 있으며, 패 증

으로 유발된 당은 불길한 징조로 진단과 치료를 즉각

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12]. 본 증례의 경우, 

복강 내 염증과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인 을 고려하면 

환자의 양상태가 좋지 않았고, 패 증이 동반되어 수술 

에 당증이 심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 으로, 복막투석을 시행 받고 있는 신부 환자의 마

취시, 복막투석액의 종류를 마취과의사가 반드시 확인하고 

복막투석액으로 icodextrin을 사용하는 경우, GDH-PQQ방법

을 사용한 모세 당측정기는 당을 과다 측정하는 오

류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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