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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크레틴 효과를 고려한 혈당 동역학 

모델의 구현과 응용에 관한 연구 
김명선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 전공  

 

본 논문에서는 인크레틴 효과를 고려한 수학적 모델을 구현하여 경구 당 

부하 및 정맥으로 주입한 포도당에 대한 혈당 및 호르몬 변화를 예측한다. 

더불어 모델을 응용하여 프로그램으로 경구 당 부하 검사와 동일한 혈당을 

만들어야 하는 동일 혈당 정맥 포도당 주입 검사에서 최적의 주입속도를 

계산하여 이전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안정되고 일치율이 높은 

혈당그래프를 얻고자 한다. 인크레틴 효과는 같은 혈당 상태일 때, 경구와 

정맥으로 주입한 포도당에 따른 인슐린 농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구 당 부하 검사와 동일 혈당 정맥 포도당 

주입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전 주입속도 결정 방법은 정해진 규칙 

없이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시행착오가 따랐으며 숙련된 임상시험자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입속도에 따른 혈당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목표 혈당에 적합한 주입속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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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시행되었던 9 명 대상자의 경구 당 부하 검사 동안의 혈당변화를 

기반으로 매개변수를 추정하여 개인화된 경구 당 부하 모델을 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으로 모델을 구현하여 혈당 및 호르몬 변화를 예측하고 정맥 

포도당 주입에 따른 혈당 변화와 임상시험을 비교한 결과 상관관계계수가 

0.85 로 모델이 임상시험결과를 유사하게 표현했음을 확인했다.  

검증된 모델을 응용하여 동일 혈당 정맥 포도당 주입 검사 동안의 

주입속도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Mathematical Model to compute 

Isoglycemic Intravenous Glucose Infusion rate, MM-IIGI)을 개발하였다. 

MM-IIGI 는 MATLAB R2012a 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표현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여 결정한 주입속도로 새롭게 모집한 9 명의 

대상자에게 시행하여 얻은 임상시험 결과와 이전 방법으로 얻은 임상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일치율이 0.97 로 

이전보다 0.1 더 높아진 혈당 그래프를 얻었고, 시간마다의 혈당차이가 

이전 방법으로 수행한 결과보다 약 40%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은 경구 당 부하 검사와 동일 혈당 정맥 주입 

검사의 혈당 및 호르몬을 예측하는데 쓰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한 

프로그램(MM-IIGI)은 인크레틴 연구에 비용 절감 및 안정된 결과를 얻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주요어: 경구 당 부하 검사, 동일 혈당 정맥 포도당 주입 검사, 

인크레틴 효과, 혈당 동역학 모델 

학 번: 201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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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배경지식 

1.1.1.  당뇨병 

당뇨병(Diabetes mellitus)은 혈액 내의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Insulin) 분비의 부족, 분비된 인슐린이 세포에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 포도당의 이용 저하 및 포도당 생산 증가 등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혈당 농도가 짙어지는 고혈당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1]. 고혈당 때문에 혈액의 점성이 커지면 혈액 순환이 나빠져, 심혈관 

질환과 망막병증 등의 합병증 유발의 위험성을 높인다. 당뇨병과 

합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 혹은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  

 

1.1.2.  당뇨병 유병률  

당뇨병의 유병률(prevalence rate)은 지난 30 년간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해왔으며, 2010 년 기준으로 전 세계 20 세 이상 인구의 6.4% 

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2030 년에는 7.7%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2].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제 2 형 당뇨병의 유병률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비만의 증가와 운동량의 감소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장 환자 수가 많은 만성질환으로서, 전 국민의 약 10%가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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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이고 [3] 매년 10%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2010 년 학회에서 국내 당뇨병의 실태를 국가 위기 

상황 직전으로 규정했다. 특히, 당뇨병 유병률은 최근 청소년, 

20~30 대에서 증가하고 있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유병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 경제적 비용 또한 나날이 치솟고 있다.  

 

1.1.3. 한국 당뇨병 환자의 특징  

한국의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는 비만형도 있지만, 서양과 

비교하면 비 비만형이 많으며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며 인슐린 분비능 저하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4].  

서양인의 제 2 형 당뇨병은 대부분 비만에 의한 당뇨병이지만, 한국인의 

제 2 형 당뇨병은 비 비만형인 마른 사람에게서도 나타난다. 비만에 의한 

당뇨병은 운동량 부족, 비만,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이미 분비된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병이 

발생하고, 베타세포의 수가 적은 경우는 인슐린 분비 부족(분비능 저하) 

으로 당뇨병이 발생한다. 한국인은 같은 췌장 부피에 존재하는 베타 

세포(β-cell) 수가 서양인보다 70~80% 적다는 보고가 있다 [5]. 따라서 

한국인의 체질로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환경에서 서양인보다 

한국인이 당뇨병에 더 취약하다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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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혈당 관리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혈당관리가 필요하다 [6]. 혈당 

관리에는 생활 습관의 교정을 기본으로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혈당관리에  

필요한 기술에 관해 서술하겠다.  

 

1.2.1. 인슐린 치료  

당뇨병의 환자나 고혈당이 발생하는 수술 환자에게 인슐린 치료를 

시행하면 합병증의 위험과 병의 진행을 지연시킨다 [6]. 그러나 인슐린  

치료는 병의 진행 정도와 환자의 병태 생리학적 상태에 따라 알맞은 치료 

방법이 요구된다. 병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구 당 부하 검사, 

HbA1c 검사 등 여러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약물치료를 처방한다. 처방한 방법에 따라 약물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유동적이다. 혈당은 식사량에 따라 변하며, 

그날의 대상의 상태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혈당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된 혈당에 알맞은 양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약제를 

주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환자 스스로 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저혈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매일 매시간 관리하기에 

부담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췌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자동으로 

처리하는 인공췌장이 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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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인공 췌장  

췌장(Pancreas)은 소화 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으로, 이자액을 

분비하는 외분비와 당 대사에 관련된 호르몬의 내분비를 담당한다. 

당뇨병은 이러한 췌장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생기는 병이므로, 

인공 췌장이 개발되면 췌장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인공 췌장은 

의료기기, 생명공학, 유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 

기기로서의 인공 췌장만을 설명하겠다. 의료기기, 즉 기계적 인공 췌장의 

개발을 위해서는 연속 측정용 혈당 측정 센서, 인슐린 주입 펌프 기술과 

혈당의 농도에 따라 인슐린의 적정량을 결정하는 제어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6, 7].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직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속측정용 혈당 센서 기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면, 상대적으로 제어알고리즘의 개발은 미약하다. 따라서 

제어알고리즘의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 제어 알고리즘을 연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가상환자 실험환경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연구에 

투입되는 큰 비용과 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7].  

가상환자 실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환자의 체내에서 

발생하는 생화학적, 병리적, 생체 역학적 현상을 수학적 모델로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슐린 주입에 의한 혈당 변화의 민감성 혹은 

저항성을 볼 수 있는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당뇨병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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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변수들은 다양하므로 혈당과 인슐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동역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림 1. 혈당 관리의 자동 제어 시스템 

환자(Patient)의 혈당을 센서(Sensor)를 이용해 자동으로 측정하고, 가상 

환자 모델(Virtual patient model)에 넣어 예측값과 실제 측정값을 

비교한다. 제어 및 조정(Control & Reconfiguration)을 이용해 환자에게 

필요한 인슐린 및 약품 등을 계산하여 가상 환자 모델에 시뮬레이션하여 

기댓값을 계산하고, 목표와 일치하면 자동으로 인슐린 펌프(Insulin 

infusion pump)에 주입하거나, 의사에게 참조 값(Disease diagnosis 

assist)을 제시하여 진단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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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혈당 동역학 모델  

혈당 동역학(Gluco-dynamics) 모델은 생체 내에서의 포도당(Glucose) - 

인슐린(Insulin) 관련 혈당 조절 동역학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포도당과 인슐린의 관계만을 나타낸 단순한 형태에서 여러 장기 및 

호르몬을 고려한 복잡한 형태로 존재한다.  

 

1.3.1. 혈당 동역학 모델의 종류 

포도당과 인슐린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들이 

발표되었다 [6].  

대표적으로 Bergman 의 Minimal model [8]은 정맥 당 부하 검사 

(IntraVenous Glucose Tolerance Test, IVGTT) 에 대한 혈당 및 인슐린 

변화를 표현하였고, 1970 년대부터 발표되어 지속해서 발전하며 여러 

연구에 이용되었다. 임상에서는 인슐린 민감성(Insulin sensitivity), 포도당 

유효성(Glucose effectiveness)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Cobelli’s model [9, 10] 은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두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포함하였고, 간, 신장 등 여러 장기기관을 고려하여 모델을 

구성하였고, 임상과 혈당 동역학 모델 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Hovorka model [11, 12] 은 IVGTT 를 표현한 혈당 동역학 모델에서 

발전하여 피하로 주입된 인슐린에 의한 혈당 변화를 표현하여 인슐린 

치료를 받는 제 1 형 당뇨병, 중환자의 혈당 변화를 표현하고,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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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혈당을 제어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Sorensen model [13]은 

혈당 및 인슐린 조절에 관여하는 6 개의 장기기관, 뇌, 심장/폐, 위장, 간, 

신장과 주변 기관의 상관관계를 모델로서 표현하였다.  

IVGTT 를 표현한 모델 이외에도 경구 당 부하 검사(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에 대한 혈당 동역학을 표현하는 다양한 모델 

[14-18] 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경구 당에 대한 혈당 변화는 

정맥으로 주입한 포도당에 의한 변화에 비해 위 배출 시간 [19-21], 

위장관 호르몬의 분비 및 혈당 농도에 따라 다양하여 [22, 23] 표준화하여 

표현하기 어렵다.  

더불어 최근에는 혈당 조절 및 제 2 형 당뇨병의 병태생리에서 인크레틴 

호르몬의 역할이 새롭게 대두하면서 [24] 혈당 조절 모델에 인크레틴의 

개념을 포함한 모델이 발표되고 있다 [19, 25, 26].  

Brubaker model [25]은 정상 내당능을 지닌 대상자들의 50g 과 100g 

OGTT 결과 범위 안에 혈당, 인슐린과 인크레틴 호르몬의 그래프가 

그려지도록 모델을 구성하였다. Burattini model [26]은 Brubaker 

model 의 포도당 흡수 부분을 수정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였고, 

각기 다른 두 집단의 정상 내당능을 지닌 대상자들의 75g OGTT 결과를 

매개변수 추정을 통해 모델을 구성하였다. Salinari model [19]은 

추적자법을 이용하여 포도당 흡수속도를 표현하고, 제 2 형 당뇨병 6 명과 

대조군 8 명에 대한 75g OGTT 결과를 두 인크레틴 호르몬과 함께 모델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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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모델들은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부터 혈당 특성을 반영한 

모델로서, 한국인의 혈당 특성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혈당 특성 분석이나 당뇨병 연구에 모델을 바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1.3.2. 혈당 동역학 모델의 장점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면 측정하기 어렵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여 혈당 조절 과정을 관찰하는데 유용하다 [6]. 또한, 자극에 대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실제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테스트가 가능한 

가상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먼저 테스트하여 

발생하는 위험성을 줄이고, 인슐린 치료법의 효과를 가상 환경에서 평가 

및 검증함으로써 임상시험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3.3. 한국인의 당뇨병 특징을 반영한 모델 

당뇨병과 관련하여 많은 의학적 연구가 선행되어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으며, 당뇨병에 의해 초래되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의 손실은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가 한국인에게 직접 응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한국인의 당뇨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병태 생리학적 특징이 다르며, 생활습관 또한 다르다. 이를 고려한 혈당 

동역학 모델을 개발하여 한국인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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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레틴을 포함한 모델을 한국인의 혈당 특성에 맞도록 보완하고, 

정맥으로 주입되는 포도당 경로를 추가하여 하나의 모델로 인크레틴 

효과를 표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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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크레틴 효과 

인크레틴 효과는 같은 혈당 수치를 유지할 때, 경구로 포도당 및 음식을 

섭취했을 때의 인슐린의 농도가 정맥으로 포도당을 주입했을 때의 인슐린 

농도보다 월등히 짙게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27]. 

 

1.4.1. 인크레틴 생리학 

인크레틴 효과를 담당하는 호르몬은 Glucose-dependent Insulinotropic 

Polypeptide(GIP)와 Glucagon-Like Peptide(GLP-1)이 있으며 [24, 28, 

29, 43], 이들은 위장관에서 영양소가 흡수되면서 분비되고, DipePtidyl 

Peptidase-4(DPP-4)에 의해서 분해된다 [30].  

인크레틴 효과는 그림 2 와 같이 정상 내당능을 지닌 자원자 (subject 

with Normal Glucose Tolerance, NGT)에서 50~70%인 반면 [27], 

제 2 형 당뇨병 환자 (Type 2 Diabetic patient, T2D)에서 현저히 줄어들어 

20~30%로 측정된다 [30-34]. 즉, 제 2 형 당뇨병 환자의 적은 인슐린 

분비는 적은 인크레틴 효과와 관련지을 수 있다. 따라서 제 2 형 

당뇨병에서 인크레틴의 생리학적 이해는 더욱 중요시된다.  

이전의 당뇨병 치료제는 체내 혈당 수치와 관계없이 베타 세포를 자극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저혈당의 위험이 있고, 잉여 포도당을 체내의 

축적하여 몸무게를 증가시키는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인크레틴 유사제는 

체내 혈당 수준에 따라 혈당을 조절하여 저혈당의 위험이 적고, 식욕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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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있어 체중 조절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4, 28, 35, 

36]. 더욱이, 베타세포의 양이 적어 서양인보다 인슐린 분비기능은 

약하면서도 탄수화물의 섭취비중이 월등히 높은 한국인에게 인크레틴 

유사제와 인크레틴 분해 억제제의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2. 정상 내당능인 자원자과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인크레틴 효과 

50g 경구 당 부하 검사와 동일혈당 정맥 주입 검사 동안의 정맥 

인슐린(IR insulin=immunoreactive insulin) 그래프 [31]. 좌측: 대조군 

(정상 내당능인 대상자), 우측: 제 2 형 당뇨병 환자. 원 표식이 있는 실선: 

50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결과의 평균, 사각형 표식이 있는 점선: 

동일혈당 정맥 포도당 주입 검사 결과의 평균. 정상 내당능인 

자원자(subjects with Normal Glucose Tolerance, NGT)의 인크레틴 

효과는 50-70%, 제 2 형 당뇨병환자(Type 2 Diabetic patient, T2D)의 

인크레틴 효과는 10-30%으로 측정되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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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인크레틴 효과 계산 방법 

인크레틴 효과(Incretin effect)는 식 (1)과 같이 경구 당 부하 

검사(OGTT)와 동일혈당 정맥 포도당 주입 검사(Isoglycemic Intravenous 

Glucose Infusion study, IIGI study)에서 얻은 인슐린 분비 차이를 

비교하여 측정한다 [37]. 

                    

     
                                 –                                       

                                
 (1) 

 

1.4.3. 정맥 포도당 주입속도 결정 방법 

IIGI study 시 주입 속도는 매 시간 목표 혈당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OGTT 의 혈당 변화의 미분 값을 참조하여 ad-hoc 방법을 

이용하여 시행되어왔다 [27, 32, 38]. IVGTT 의 경우 프로토콜[39]이 

발표가 되어 비교적 안정된 결과를 얻지만, 아직까지 IIGI study 에는 

정해진 프로토콜이 없다. Ad-hoc 방법은 정해진 규칙 없이 경험으로 

주입속도를 결정한다. 쉽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정된 

결과를 얻는 데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경험이 있는 숙련된 연구자가 

필요하다. OGTT 동안의 혈당 변화는 정상 내당능인 대상자라 하더라도 

대상자마다 소화능력이 다르고 [26, 39, 40],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의 

분비 지연과 질병의 진행상태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대상자마다 혈당 

변화 특성을 고려하여 주입속도를 결정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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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크레틴을 고려한 혈당 동역학 모델을 한국인의 혈당 동역학에 

맞게 보완하여 발전시켜 구현하는 것이다. 모델은 대상자의 OGTT 동안의 

혈당 변화를 기반으로 매개변수 추정을 통해 구성한다. 구성된 모델은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여 혈당 및 호르몬 변화를 예측하고, IIGI study 

동안의 혈당 변화를 예측하여 임상시험결과와 유사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델을 응용하여 동일 혈당 포도당 정맥 주입 속도를 결정하는 

프로그램(Mathematical Model to compute Isoglycemic Intravenous 

Glucose Infusion rate, MM-IIGI)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으로 임상 시험하여 모델과 모델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성능을 평가한다. 프로그램으로 계산된 최적화된 주입속도를 

이용한 IIGI study 결과가 이전 ad-hoc 방법으로 결정한 주입속도를 

이용한 시험 결과보다 OGTT, IIGI study 두 임상시험에서 얻은 혈당 

그래프의 일치율이 높고, 더 안정된 시험결과를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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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2.1.  임상시험 

2.1.1. 연구 대상 

대상자는 18 명의 정상 내당능인 대상자로, 남자는 14 명, 여자는 4 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과거에 당뇨병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심 질환, 신 질환, 

간 질환 등의 병력이 없고, 20 세 이상의 성인 남녀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시험은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 내과 주도로 임상 시험 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인정을 받았다. (H-1011-086-341, 

C-1108-122-375) 

모든 대상자는 피험자 설명문을 통해 임상시험 절차를 안내 받았고, 

임상시험에 앞서 피험자 동의서를 받았다. 대상자에게는 인크레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75g OGTT 와 IIGI  study 를 시행했다. IIGI study 동안 

대상자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그룹 1 은 이전에 쓰여오던 방법인 ad-hoc 

방법을 이용하여 정맥 으로 주입하는 글루코즈 속도를 결정하고, 그룹 

2 는 논문에서 제시하는 MM-IIGI 방법을 이용하여 속도를 결정하였다. 두 

그룹의 대상자의 임상 특징은 표 1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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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임상 특징 

Group 1 with ad-hoc method: IIGI study 동안 정맥으로 주입하는 글루코즈 

속도를 ad-hoc method 를 사용한 그룹, Group 2 with MM-IIGI: IIGI study 동안 

정맥으로 주입하는 글루코즈 속도를 MM-IIGI 를 사용한 그룹. BMI(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 (=몸무게/(키
2
)), HbA1c; 당화혈색소 (정상범위: 4~6%), 공복 

혈당은 5.6mmol L
-1

 이하 (≤100mg dL
-1

), 경구 당 부하 검사 2 시간 후 혈당은 

7.8mmol L
-1

 이하 (≤140mg dL
-1

) 가 정상 내당능의 범위이다 [41]. 수치는 평균 

± 표준 편차로 정리하였다. 

  

 

Group 1 with ad-

hoc method 

Group 2 with MM-

IIGI 

P value 

대상자 수 (남/여) 9 (7/2) 9 (7/2)  

나이 [세] 42.6 ± 11.8 33.9 ± 11.3 0.121 

몸무게 [kg] 64.2 ± 11.3 72.7 ± 13.5 0.190 

BMI [kg m
-2

] 22.1  2.6 24.4  3.3 0.063 

HbA1c [%]  5.7  0.2 5.4  0.1 0.032 

75g 경구 당 부하 검사    

공복 혈당 [mmol L
-1

]  5.2  0.5 5.3  0.4 0.297 

최고 혈당 [mmol L
-1

] 10.3  2.1 10.5  1.5 0.536 

최고 혈당 시간 [min] 47.8  7.5 49.5  10.7 0.754 

2 시간 혈당 [mmol L
-1

]  6.9  0.6 6.7  0.7 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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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통계 분석 

모든 통계 분석은 Prism 5.0(GraphPad, San Diego, CA)를 이용하였다. 

연속변수를 비교하기 위해 Mann-Whitney 시험을 하였고, 범주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Chi-square test 를 하였다. 

 

2.1.2. 임상시험절차와 측정방법 

대상자는 총 두 번 방문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하였다. 두 번의 방문 시 

10 시간 이상의 공복(overnight fasting)을 하도록 했다. 첫 번째 방문 시 

키, 체중, 혈압, 맥박수를 측정하고,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지질검사를 

위한 혈액검사를 시행한 후 75g 경구 당 부하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일주일 이상 지난 후 동일 혈당 정맥 포도당 주입검사를 시행했다.  

 

2.1.2.1. 경구 당 부하 검사 

75g 경구 당 부하 검사(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는 경구로 

섭취한 포도당에 대한 생체 내의 포도당 처리 능력을 시험하여 당뇨병을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자는 75g 포도당 용액을 경구로 섭취한다. 

시험은 섭취 직후 3 시간 동안 진행되고, 5 분마다 0.5mL 씩 채혈하여 

혈당을 측정하고, 처음 30 분 동안은 15 분 간격으로, 이후엔 30 분 

간격으로 9mL 씩 채혈하여 시험 이후 인슐린, 인크레틴 농도 등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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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동일 혈당 정맥 포도당 주입 검사  

동일 혈당 정맥 포도당 주입 검사(Isoglycemic Intravenous Glucose 

Infusion study, IIGI study)는 정맥으로 포도당을 주입하여 OGTT 의 혈당 

그래프와 동일한 혈당 그래프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시험은 OGTT 와 

동일하게 3 시간 동안 진행되며, 5 분 간격으로 채혈하여 혈당을 측정한다. 

포도당 주입속도는 5 분마다 결정되며 측정한 혈당값과 같은 시각의 5 분 

후의 OGTT 의 혈당값과 비교하여 다음 혈당값이 같아지도록 결정한다.  

두 그룹으로 나눈 임상 그룹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포도당 주입속도를 

결정한다. 첫 번째 임상그룹(Group 1)에서는 ad-hoc method 를 이용하여 

주입 속도를 결정한다. 두 번째 임상그룹(Group 2)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MM-IIGI 을 이용하여 주입 속도를 결정한다.  

 

2.1.2.3. 측정방법  

혈장 포도당은 표준 포도당 산화효소 방법(Standard glucose oxidase 

method)으로 측정되었고, 측정기기는 YSI 2300 STAT plus analyzer(YSI 

Inc. Yellow Springs, OH, USA)이다. 인슐린은 화학 

발광면역측정법(Chemiluminescent immunoassay)으로 측정되었고, 

측정기기는 Siemens Centaur XP(Siemens, NY, USA)이다. 인크레틴 

호르몬인 GIP 호르몬은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방법으로 측정되었고, 측정기기는 

Millipore(Billerica, MA, US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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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혈당 동역학 모델 

경구 당 부하에 대한 혈액 내 포도당, 인슐린, 인크레틴 호르몬의 반응을 

수식으로 표현한 모델을 이용한다. 모델의 일부 매개 변수는 대상자의 

임상시험 결과에 맞춰 수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2.2.1. 경구 당 부하 모델  

경구 당 부하에 대한 반응을 혈액 내 포도당-인슐린 반응을 수식으로 

표현한 모델로, 이번 논문에서는 추가로 인크레틴 호르몬을 고려한 모델을  

[25] 참고하였다. 모델은 OGTT 동안의 포도당, 인슐린, 인크레틴 

호르몬을 표현한 세 개의 상미분방정식과 십이지장 내에서의 포도당 흡수, 

간에서의 혈당 조절을 표현한 세 개의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식은 

그림 3 과 같은 구조로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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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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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당 흡수 

OGTT 동안 경구로 섭취한 포도당은 식도를 지나 위, (간, 담낭, 췌장), 

십이지장, 소장, 공장, 회장을 통해 흡수된다. 모델에서는 포도당이 

흡수되는 부분을 간략히 하고, 인크레틴 호르몬의 영향을 표현하기 위해 

크게 십이지장과 장간막으로 표현한다. 인크레틴 호르몬 중 GIP 는 

십이지장/공장(the duodenum)의 K-cell 에서 포도당의 자극에 의해 

분비되며, GLP-1 는 회장의 L-cell 에서 포도당의 자극에 의해 분비된다. 

두 인크레틴 호르몬의 인슐린 분비 효과가 정상인에서 같다고 [25] 

가정하여 모델은 GIP 호르몬만을 참고하였다.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이동하는 포도당 농도와 이 때문에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인 GIP 

호르몬을 표현하기 위해 모델에서는 십이지장에서 흡수되는 속도(DuodG, 

mmol min
-1

)를 식 (2)와 같이 선형 식으로 표현한다. 더불어, 혈당 농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포도당 흡수 속도를 소장의 장간막에서의 

혈당흡수속도(RaGutG, mmol min
-1

)로 식 (4)와 같이 표현한다. 두 식은 

적분하면 식 (3), (5)와 같이 경구로 섭취한 포도당의 양 75g 과 유사하다. 

기존에 발표된 논문 [25]은 50g, 100g OGTT 결과의 문헌들을 참고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사용되는 75g 

OGTT 를 표현하기 위해 모델의 변수를 식 (2), (4)와 같이 수정하였다. 

OGTT Simulation 시에는 식 (2), (4)와 같이 적용하지만, IIGI study 

시에는 경구로 섭취하는 포도당이 없으므로, 식 (2)-(5) 모두 0 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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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5) 

 

간에서의 포도당 평형 

혈당 동역학의 중요한 요소로 간(Liver)은 혈당의 농도를 조절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간은 글리코겐의 분해 및 포도당을 신생합성으로 포도당을 

만들어 혈당 농도를 높이거나, 혈액에서의 포도당을 간에 저장하여 혈당 

농도를 줄인다. 간에서의 포도당 평형 요소(HepbalG, mmol min
-1

)는 식 

(6)과 같이 표현한다. M(L
2
 mU

-1
 min

-1
)은 혈당의 상승을 조절하기 위한 

역할로 혈당이 기저혈당보다 증가하면 M 을 포함한 항은 음수가 되어 

증가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α는 인슐린 분비 감소증을 표현한 

항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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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내 포도당, 인슐린, 인크레틴 호르몬 농도 변화 

혈액 내 포도당 농도 변화는 혈당 농도가 10mmol L
-1

 이하일 때는 식 

(7)과 같이 표현한다. V 는 체액의 부피로, 각 대상자의 몸무게의 20%로 

가정한다. k1, k2 는 각각 인슐린 비매개성 포도당 섭취율과 인슐린 매개성 

포도당 섭취율을 표현한다.  는 인슐린 변화의 형상계수를 표현한다. k10 은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된 매개변수로, 정맥으로 주입한 포도당농도에 

대한 농도변화율을 표현한다. IIGI study 시뮬레이션 시에만 작용한다. 

시뮬레이션 시 혈당의 초기값은 대상자의 임상시험 시 공복 혈당값으로 

한다. 혈당 농도가 10mmol L
-1

 이상일 때는  
      

 
를 추가한다. k3, k4 는 

신장에서 포도당의 농도가 짙으면 여과해내는 것을 표현한다. 

  

  
 

      

 
 

       

 
    

         
  

  
    

   

 
 (7) 

혈액 내 인크레틴 농도 변화는 식 (8)과 같이 표현한다. GIP 호르몬 농도 

변화를 표현한다. RaInc 는 식 (9)와 같이 표현하고, 기저 인크레틴 호르몬의 

농도를 의미한다. 인크레틴 호르몬은 경구로 섭취한 포도당이 십이지장을 

지날 때 농도 변화(DuodG)에 의해서 분비된다.  

    

  
 

     

 
                                                         (8) 

                                                                                     (9) 

혈액 내 인슐린 농도 변화는 식 (10)과 같이 표현한다. 인슐린 농도는 

혈당과 인크레틴의 농도에 따라 변화하며, 변화율은 매개변수 k7, k8 으로 

표현한다. β 는 혈당, 인크레틴 이외의 영향을 주는 요소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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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시 혈액 내 인슐린과 인크레틴의 초기값은 임상시험 결과의 

평균값으로 정한다. 

  

  
    

                                     (10) 

모델은 MATLAB R2012a (Mathworks Inc. MA, USA)에서 시행하고, 

상미분방정식의 해는 MATLAB 에서 4, 5 차 룽게-쿠타 방법을 재현한 

‘ode45’ 함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2.2.2. 매개변수추정 

모델의 매개 변수 중 k5, k7, k8, 그리고 M 에 대하여 대상자의 OGTT 

혈당 그래프를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매개 변수의 추정 범위는 

혈당과 다른 호르몬들의 농도가 0 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매개 

변수들의 값은 각 시간마다 임상에서의 측정 혈당값과 시뮬레이션의 예측 

혈당값의 차이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결정하였다 [12]. 매개변수 k10 은 

처음에는 고정된 값으로 시작하고, 4 개의 매개 변수 추정을 마친 후에 

IIGI study 에서의 혈당값과 시뮬레이션의 혈당값의 차이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결정하였다. 매개 변수의 추정 범위는 6~14mmol mL
-1

로 

결정하였다. 매개 변수는 MATLAB 에 내재하여 있는 ‘patternsearch’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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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뮬레이션 

2.3.1. 시뮬레이션 절차 

시뮬레이션은 매개변수 추정을 통해 정해진 대상자마다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임상시험을 재현한다. OGTT 시뮬레이션은 Input 을 고려하기 

위해 식 (2), (4)을 반영하여 75g 을 경구로 섭취한 것을 재현한다. IIGI 

study 는 경구로 섭취하는 포도당이 없으므로 식 (2), (4)은 0 이 되고, 

입력(input)으로 임상시험에서 쓰인 정맥으로 주입한 포도당속도를 

시간마다 재현한다. 시뮬레이션 시 혈당의 초기값은 대상자마다 공복 

혈당으로 정하고, 인슐린과 인크레틴 호르몬의 초기값은 대상자들의 

평균값으로 정한다. 180 분 동안의 혈액 내 포도당, 인슐린, 인크레틴 

호르몬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다. 

 

2.3.2. 시뮬레이션 성능 평가 방법 

시뮬레이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결과와 임상시험 결과를 

비교한다.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과 

임상시험에서 얻은 혈당 및 호르몬 그래프의 일치율을 보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계산하여 비교한다. 두 번째는 혈당 및 호르몬 

그래프 아래 면적의 비(Ratio of incremental Area Under the Curve, Ratio 

of iAUC)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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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M-IIGI 

MM-IIGI 은 Mathematical Model to compute Isoglycemic Intravenous 

Glucose Infusion rate 의 약자로, IIGI study 동안 혈당 그래프가 OGTT 의 

혈당 그래프와 일치하게 하기 위해 최적의 정맥 포도당 주입 속도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 주입속도에 따른 

자원자마다의 혈당 변화를 예측한다.   

 

2.4.1. 프로그램의 구성 및 원리 

MM-IIGI 은 그림 4 와 같이 데이터베이스(Database), 대상자마다 

개인화된 수학모델(Individualized OGTT model), 정맥 포도당 주입속도 

계산(Intravenous glucose infusion rate), 매개변수 k10 의 

조정(Adjustment of parameter k10) 총 4 부분으로 구성한다. 

Database 에는 OGTT 에서 얻은 대상자들의 혈당 변화를 저장한다. 

Individualized OGTT model 은 Database 에 저장해둔 OGTT 동안 

대상자들의 혈당 변화를 바탕으로 앞서 2.2.2 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매개변수를 추정하여 구성한다. 포도당 주입속도는 모델을 이용하여 

일정한 주입속도를 넣어 시뮬레이션한 뒤, 5 분 후 혈당 변화를 예측하여 

예측 혈당이 목표 혈당과 일치하게 하는 값으로 결정한다. 매개변수 k10 의 

조정은 대상자마다 같은 주입속도로 하더라도 혈당 변화가 다른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인슐린 증가의 영향을 적게 받는 시험 초기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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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IGI 은 MATLAB 을 기반으로 하여 GUI 로 표현한다. IIGI study 

시에 Database 에 있는 대상자의 OGTT data 를 불러들이면 MM-IIGI 은 

시작한다. 시험 시작 5 분 전의 혈당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정맥 포도당 

주입속도와 5 분 후 예측 혈당값을 계산하여 나타낸다. 이러한 계산은 

임상시험 동안 5 분마다 진행된다.  

 

그림 4. MM-IIGI 구성 및 동일혈당주입검사 과정 

MM-IIGI 의 실선은 GUI 에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점선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다. IIGI study 동안 사용하며, 사용자는 

Database 의 자원자의 OGTT 결과를 불러들인 후에 대상자의 공복혈당을 

입력하면 주입속도와 예측 혈당이 계산된다. 5 분마다 혈당을 입력하고 

주입속도 계산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매개변수 k10 은 초기값 10 으로 

시작하며, 4 회 동안은 이 주입속도에 따른 혈당 반응에 따라 조정되어 

이후에는 평균값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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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매개변수 조정 

매개변수 k10 은 정맥으로 주입한 포도당에 대한 혈당 변화에 대한 

반응계수이다. 정맥으로 주입한 포도당에 대한 혈당 변화는 대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IIGI study 동안 주입한 포도당에 대한 혈당 변화와 예측한 

혈당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매개 변수의 값을 결정한다. 매개 변수 k10 의 

초기값은 10mg dL
-1

로 가정한다. 만약 예측 혈당보다 실제 혈당 변화가 

작다면, k10 은 변화에 비례하여 10 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것이다. 같은 

원리로, 예측 혈당보다 실제 혈당 변화가 크다면 k10 은 변화에 비례하여 

10 보다 큰 값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처음 변화만으로 반응을 단정 지을 

수 없고, 반응은 변화하는 값이기 때문에 시간 지연을 고려하여 이전 

k10 의 값과 현재 계산된 k10 을 평균화하여 모델에 적용하여 다음 혈당 

주입속도를 계산한다. 이러한 과정은 식 (11)과 같이 IIGI study 시험 시작 

후 초기 4 회 동안 진행한다.  

      
                             

   
                (11) 

 

2.4.3. 프로그램 성능 평가 방법 

두 그룹으로 나눈 대상자들의 임상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MM-IIGI 의 개발 및 이용 목적은 IIGI study 동안 얻은 혈당 그래프와 

OGTT 동안 혈당 그래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전에 ad-hoc 

방법으로 얻은 혈당 그래프와 MM-IIGI 을 이용하여 얻은 혈당 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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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OGTT 혈당 그래프와 비교하여 어느 방법으로 얻은 혈당 그래프가 

OGTT 동안 얻은 혈당 그래프와 일치하는지를 평가한다. 평가하는 방법은 

각 방법으로 얻은 혈당 그래프와 OGTT 혈당 그래프 간의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와 Root mean square error(RMSE) 을 계산하여 

그 크기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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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대상자의 OGTT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식의 매개변수 추정을 하여 

대상자마다 개인화된 모델을 구성하였다. Group 1 의 데이터는 IIGI study 

동안 ad-hoc 방법으로 주입 속도를 결정하여 얻은 혈당 결과이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모델을 구성하였고, OGTT 와 IIGI 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이후에 모델을 기반으로 목표 혈당에 맞는 

포도당 주입속도를 계산하는 MM-IIGI 을 구성하였다. Group 2 는 IIGI 

study 동안 MM-IIGI 을 이용하여 주입속도를 결정하여 혈당 결과를 

얻었다. 각 Group 1 과 Group 2 에서 얻은 OGTT 와 IIGI study 동안의  

혈당 그래프간의 일치율을 비교하여 MM-IIGI 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3.1.  시뮬레이션 

3.1.1. 매개변수 추정 

모델의 매개 변수를 각 대상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하였다. 결과는 

표 2 에 기록하였다. Brubaker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인크레틴 호르몬의 분비를 나타내는 매개변수, k5 가 71% 감소하였다. 

Glucose 에 의한 인슐린 분비를 나타내는 매개변수, k7 는 25% 감소하였다. 

인크레틴에 의한 인슐린 분비를 나타내는 매개변수, k8 은 14%, 간에서의 

포도당 농도 조절매개변수, M 은 20% 증가하였다. 정맥 주입 포도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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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혈당반응을 나타내는 k10 은 초기에 설정했던 값 10mmol mL
-1

 보다 

7% 감소하였다.  

표 2. 그룹 1의 OGTT 모델 매개변수 추정 값 

k5 (Rate of appearance of incretin due to DuodG; ng L
-1

 mmol
-1

), k7 

(Rate of appearance of insulin due to G; mU min
-1

 mmol
-1.3

 L
-0.3

), 

k8(rate of appearance of I due to Inc; mU min
-1

 ng
-1

), M (Effects of 

counter-regulatory factors on liver; L
2
 mU

-1 
min

-1
), and k10 (Response 

of plasma glucose concentration to the infused IV glucose; mmol mL
-1

 ) 

S.D.; Standard Deviation. 

  

Parameter/ 

Subject 
k5 k7 10 k8 10

3
 M 10

2
 k10 

#1 10.27 1.12 7.87 1.9 8.11 

#2 13.29 0.94 5.00 3.5 7.44 

#3 8.49 0.78 8.75 1.7 13.94 

#4 8.69 0.65 5.00 3.3 7.22 

#5 4.33 0.90 3.47 3.5 8.97 

#6 4.36 1.20 5.00 1.7 13.08 

#7 4.00 0.90 5.58 3.5 9.29 

#8 10.07 1.07 7.96 1.4 7.73 

#9 8.77 1.18 2.50 1.0 7.61 

Mean ± 

S.D. 

8.02 ± 

3.21 

0.94 ± 

0.53 

5.68 ± 

2.12 
2.4 ± 1.0 

9.27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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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두 임상시험의 시뮬레이션 

OGTT 와 IIGI study 에 대한 혈당, 인슐린과 인크레틴 (GIP) 호르몬 농도 

변화를 임상시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비교하였고, 결과를 그림 

5 와 같이 표현하였다. 대상자 7 의 인크레틴 효과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58.6%, 임상 시험 결과는 51.4%로 계산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인크레틴 

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는 56.5% ± 10.6%, 임상시험 

결과는 52.5% ± 19.6%로 계산하였다. 

 

3.1.3. 시뮬레이션 성능 평가 

각 호르몬 농도 변화에 대한 임상시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각 

지표에 따라 비교한 결과를 표 3 에 정리하였다. OGTT 기반으로 된 

모델로서 OGTT 와 IIGI study 추정 결과 모두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두 지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표 3. 시뮬레이션 결과와 임상시험결과와의 비교 검증 

Data is mean ± standard deviation. 

 OGTT IIGI study 

 Glucose Insulin Incretin Glucose Insulin Incretin 

Correlation 

coefficient 

0.81 ± 

0.17 

0.85 ± 

0.18 

0.59 ± 

0.42 

0.85 ± 

0.06 

0.85 ± 

0.11 

0.18 ± 

0.56 

Ratio of 

iAUC 

1.18 ± 

0.39 

0.79 ± 

0.26 

0.86 ± 

0.41 

1.14 ± 

0.35 

0.86 ± 

0.52 

0.67 ±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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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룹 1 의 시뮬레이션 및 임상시험의 혈당 농도 비교 결과 

실선: 시뮬레이션, 파선: 임상시험 (원 표식:OGTT, 빈 원 표식: IIGI)*.  

그래프 하단의 녹색 실선: IIGI study 동안의 정맥 포도당 주입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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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그룹 1의 시뮬레이션 및 임상시험의 혈장 인슐린 농도 비교 결과 

실선: 시뮬레이션, 파선: 임상시험 (원 표식:OGTT, 빈 원 표식: I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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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그룹 1 의 시뮬레이션 및 임상시험의 인크레틴 농도 비교 결과 

실선: 시뮬레이션, 파선: 임상시험 (원 표식:OGTT, 빈 원 표식: I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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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6, 7 공통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선으로 표현하며 실선 

중에서 파란색 선은 OGTT, 빨간색 선은 IIGI study 를 표현한다. 임상시험 

결과는 표식이 있는 파선으로 표현하며, 원 표식이 있는 파란색 선은 

OGTT, 빈 원 표식이 있는 빨간색 선은 IIGI study 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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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M-IIGI 

임상시험인 IIGI study 동안의 결과로, MM-IIGI 을 구성하고 있는 모델, 

k10 조정 값, MM-IIGI 의 GUI 와 MM-IIGI 으로 이용하여 얻은 혈당 변화 

값과 이전 방법인 ad-hoc 방법으로 수행했던 혈당변화 값을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3.2.1. 매개변수 추정 및 조정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각 대상자의 OGTT 혈당 변화 값을 기반으로 

모델의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결과는 표 4 와 같이 정리하였다. 매개변수 

k5 의 평균값은 이전 모델 [25]과 비교하면 67% 감소하였고, 시뮬레이션 

모델과 비교하면 13% 증가하였다. 매개변수 k7 의 평균값은 이전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7% 감소하였고, 시뮬레이션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는 23% 

증가하였다. 매개변수 k8 의 평균값은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19% 

증가하였고, 시뮬레이션 모델과 비교하면 4% 증가하였다. 매개변수 M 의 

평균값은 이전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5% 감소하였고, 시뮬레이션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20% 감소하였다. 매개변수 k10 의 평균값은 시뮬레이션 

모델의 값보다 27%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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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그룹 2의 OGTT 모델 매개변수 추정 값 

k5 (Rate of appearance of incretin due to DuodG; ng L
-1

 mmol
-1

), k7 

(Rate of appearance of insulin due to G; mU min
-1

 mmol
-1.3

 L
-0.3

), 

k8(rate of appearance of I due to Inc; mU min
-1

 ng
-1

), M (Effects of 

counter-regulatory factors on liver; L
2
 mU

-1 
min

-1
), and k10 (Response 

of plasma glucose concentration to the infused IV glucose; mmol mL
-1

 ) 

S.D.; Standard Deviation. 

  

Parameter/ 

Subject 
k5 k7 10 k8 10

3
 M 10

2
 k10 

#1 8.19 1.18 2.05 1.9 8.42 

#2 19.18 1.18 4.85 1.1 9.85 

#3 5.75 0.97 4.36 1.0 12.25 

#4 4.00 1.20 5.81 1.0 10.26 

#5 14.12 1.20 5.00 4.0 9.09 

#6 6.19 1.20 7.92 1.0 8.90 

#7 4.00 1.10 5.00 3.6 11.03 

#8 4.00 1.20 10.00 1.7 8.43 

#9 15.39 1.20 5.00 1.9 10.65 

Mean ± S.D. 
9.07 ± 

5.85 

1.16 ± 

0.08 

5.95 ± 

2.52 
1.9 ± 1.1 

9.71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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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MM-IIGI 결과 

MATLAB 기반으로 만든 MM-IIGI 의 GUI 는 그림 8 과 같고, 실제 

임상시험 시 화면을 캡쳐(capture)한 그림이다. MM-IIGI 은 IIGI study 

동안 정맥으로 주입하는 글루코즈 주입 속도를 계산할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설명과 시험 시 혈당 변화를 바로 그래프로 표현하여 OGTT 

그래프와 비교하면서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입력한 혈당 변화 

값을 바로 엑셀 문서로 저장할 수 있다. 

Group 2 의 OGTT 동안의 혈당변화 평균값과 MM-IIGI 을 이용해 얻은 

IIGI Study 동안의 혈당변화 값을 비교한 그래프와 Group 1 의 OGTT 

동안의 혈당변화 평균값과 ad-hoc method 를 이용해 얻은 IIGI Study 

동안의 혈당변화 값을 그림 9 와 같이 비교하였다. MM-IIGI 을 이용할 때, 

증가구간에서 OGTT 혈당 변화와 IIGI study 혈당 변화 간의 차이가 ad-

hoc 방법을 이용할 때보다 적다는 것을 그림 9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rror-bar 의 크기도 MM-IIGI 을 이용할 때 OGTT 와 더 유사한 

것을 그림 9 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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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IIGI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 초기 화면 

 

(b) IIGI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 자원자 선택 직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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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M-IIGI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 임상시험 중간 화면 

 

(d) MM-IIGI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 임상시험 직후 화면 

그림 8. MM-IIGI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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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상단의 Subject Number 에서 자원자에게 부여된 번호를 선택하면 (a) 

에서 (b) 그림과 같이 OGTT 결과가 좌측 표와 그래프에 자동으로 

생성된다. (c) 그림과 같이 현재 시간과 현재 혈당을 중앙의 하얀 칸에 

입력하고, 녹색 “Calculate” 버튼을 누르면 목표 혈당에 맞는 주입속도와 

5 분 후 예측 혈당이 계산된다. 동시에, 왼쪽 테이블에 시간, 혈당, 

주입속도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그래프가 그려진다. 우측 Program 

process 는 시험 진행에 따라 입력사항과 주의사항이 적혀있다. 주황색 

“RESET” 버튼은 누르면 프로그램은 새롭게 시작된다. (d) 그림과 같이 

임상시험이 끝났을 경우, 회색 “SAVE” 버튼을 누르면 좌측 표가 Excel 

파일로 저장된다. 그래프의 파란 선은 OGTT 의 혈당변화 값이며, 분홍 

선은 OGTT 의 혈당변화 값을 filtering 한 값이고, 검은 선은 실제 IIGI 

study 동안의 혈당변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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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 주입속도 결정 방법에 따른 임상시험 결과 비교 

 (a) Ad-hoc 방법으로 주입속도 결정한 결과, (b) MM-IIGI 을 이용해 

주입속도 결정한 결과. OGTT 동안의 혈당 농도 변화 (원 표식이 있는 

점선), IIGI study 동안의 혈당 농도 변화 (사각형 표식이 있는 실선), 두 

그래프간 차이 (막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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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MM-IIGI 성능 평가 

Group 2 의 OGTT 동안의 혈당변화 값과 MM-IIGI 을 이용해 얻은 IIGI 

Study 동안의 혈당변화 값을 비교하여 얻은 지표들과 Group 1 의 OGTT 

동안의 혈당변화 값과 ad-hoc method 를 이용해 얻은 IIGI Study 동안의 

혈당변화 값을 비교하여 얻은 지표들을 표 5 에 정리하였다. Group 2 와 

Group 1 의 correlation coefficient 를 비교하면 (0.97 ± 0.02 vs. 0.87 ± 

0.09, P = 0.0011) MM-IIGI 을 사용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correlation 

coefficient 가 0.1 컸다. RMSE (10.24 ± 1.94 vs. 16.84 ± 4.43, P = 

0.0019) 즉, 각 측정 시간 별 두 그래프의 차이는 평균적으로 39% 

감소하였으며, 표준 오차 또한 56% 감소하였다.  

 

표 5. MM-IIGI의 성능 비교 

RMSE: root mean square error, Data is mean ± standard deviation. 

  

 
Group 1 with ad-

hoc method  

Group 2 with 

MM-IIGI  
P value 

Correlation 

coefficient 
0.87 ± 0.09 0.97 ± 0.02 0.0011 

RMSE [mg/dL] 16.84 ± 4.43 10.24 ± 1.94 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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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4.1.  시뮬레이션 

모델의 매개 변수 추정과정은 기존 모델이 가지고 있던 변수가 표현한 

결과와 새로운 대상자의 임상시험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표현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모델의 15 개의 매개변수 중 4 개의 변수만을 선택한 

이유는 선택한 변수가 이전 연구에서도 평형상태에서 추정하여 얻은 

수치였고, 다른 변수는 임상결과를 통해 얻은 수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변수들을 조정한 결과, 혈당 및 호르몬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었다. 예를 들어, 임상결과에서 혈당이 감소하는 

속도가 느리고 인슐린 분비가 작은 경우 k7 가 작게 측정되었다. 매개 변수 

추정을 통해 각 모델의 매개 변수는 그림 8 과 같이 개인마다의 혈당 

동역학 특성을 반영하여 모델을 구현하였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은 경구 당 부하 검사 동안의 혈당 변화 

및 호르몬 변화를 표현한 것이다. 임상시험에서 얻은 대상자마다 혈당 

변화를 기반으로 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하였지만, 혈당 변화가 다양하여 

이를 표현하는 데 몇 가지 제한이 있었다.  

첫 번째로는 모델은 검사 동안의 한 번의 정점만 표현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혈당변화가 한 번의 정점만 가졌지만, 예외적으로, 정상 

내당능이지만 두 번의 정점을 가지는 혈당 그래프가 있었다.  

또한, 정점이 대부분 30~60 분 이내에 있는 경우는 잘 표현하는 데에 

비해 100 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 표현하는데 현재 모델은 소화기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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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 지연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혈당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호르몬의 분비도 다른 대상자들과 달리 지연이 되어 그래프의 

일치율이 매우 낮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동일 

혈당 정맥 포도당 주입검사 동안의 혈당 변화를 예측은 임상시험 결과와 

유사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임상시험 때의 다른 공복혈당이나 시험 끝인 

180 분가량에서 혈당이 공복혈당농도보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표현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다. 모델은 경구 당 부하 검사 동안의 

혈당변화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져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혈당변화를 필터링을 통해 앞뒤의 혈당 

변화를 참고하여 급격한 변화를 매끄럽게 하여 모델에 적용하여 

극복하였다.  

 

4.2.  MM-IIGI 

MM-IIGI 을 이용하여 이전 방법보다 수행한 결과보다 안정되고 일치율이 

높은 결과를 얻었다. 임상시험을 통해 이전 방법으로 얻은 결과와 

비교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MM-IIGI 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이상적으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두 방법을 적용하거나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주입속도 결정 방법을 달리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두 그룹의 

대상자는 각각 다른 시험목적으로 참여하였다. Ad-hoc method 로 실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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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은 인크레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된 연구로서, 주입속도 

결정 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다. 선행연구에서 나온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입속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프로그램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두 번째 그룹을 모집하는 연구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두 그룹의 특성은 나이, BMI 면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Group 2 의 

임상적 특징은 Group 1 의 특징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나이가 적다. 그러나 두 그룹의 OGTT 동안의 혈당 변화는 

유사하며, 비만과 인크레틴 효과의 혈당 부하는 영향이 적다는 보고를 [42] 

참조하여 두 그룹이 유사하다고 가정하였다.  

매개변수 k10 은 정맥 주입에 대한 혈당 반응을 나타내는 계수로, 시험 

당일, 시험 동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변한다. 개인화된 모델뿐만 아니라, 

k10 의 크기도 목표 혈당에 대한 주입속도의 크기에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k10 이 작게 조정된 경우 같은 변화에서 주입속도가 크다. 조정된 

k10 과 매개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계산해보니, 변수 k7 과 음의 상관관계 

(r=-0.79)를 가졌다. 이는 인슐린 분비가 작다고 예측되는 대상자 

모델에서는 정맥 주입 속도에 대한 반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발전 방향 

대상자의 혈당조절특성에 따라 구성한 모델은 OGTT 모델 분야뿐만 

아니라 인크레틴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경구와 정맥으로 주입한 

포도당에 의한 호르몬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 혈당 시스템에 자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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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변화를 관찰하기 쉽다. 비록 본 연구는 건강한 내당능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델링을 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였지만, 다음에 

제 2 형 당뇨병 환자, 내당능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인크레틴 호르몬 중 GIP 만 

포함하였지만, GLP-1 호르몬을 추가하여 참고한다면 인크레틴 효과를 

표현하는데 더 정확해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주입속도 결정 프로그램은 다른 대상자에게 적용 

가능할 것이며, 웹 기반으로 개발된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하여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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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개인화된 혈당 동역학 모델을 구현하고, 모델을 응용하여 

임상시험 방법을 개선한다.  

시뮬레이션과 프로그램의 기반이 된 모델은 기존의 OGTT 모델을 75g 당 

부하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게 개선하고, 경구뿐만 아니라 정맥으로 

주입하는 포도당도 동시에 표현하였다. 따라서 포도당 주입 루트에 따라 

인슐린, 인크레틴 호르몬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더불어 인크레틴 

효과의 계산 및 예측도 가능해졌다. 또한, 대상자의 OGTT 동안의 

혈당변화에 따라 모델의 매개변수를 추정하여 대상자의 포도당 소화 

능력에 따른 개인화된 모델을 구성하였다. 정맥으로 주입한 혈당에 

대해서도 매개변수를 추정하여 경구, 정맥 모두에 대해 개인화하여 

표현하였고, 이를 응용하여 혈당 예측 및 제어를 할 수 있다. 

주입속도에 대한 혈당을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을 응용하여 목표한 혈당에 

대한 주입속도를 계산하는 MM-IIGI 를 개발했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주입속도를 결정하여, 시뮬레이션과 

임상시험을 통해 이전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동일 혈당 정맥 포도당 

주입검사 동안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었음을 이전 방법을 이용한 

결과의 비교하였다. 그 결과 MM-IIGI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IIGI 

study 동안의 혈당변화가 OGTT 동안의 혈당변화와 더 유사하고, 혈당 

그래프간 차이가 40% 더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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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OGTT 와 IIGI study 의 혈당 및 호르몬 반응을 

예측하고 제어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상시험에서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적합한 주입속도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포도당주입을 줄이고 안정된 결과를 얻어 대상자, 임상시험자의 

부담과 시험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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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velopment of a Model for Gluco-dynamics 

with Incretin Effect and its application 

Myeungseon Kim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model-based approach was used to predict the overall glycemic 

system behavior for stimulations of intravenous glucose and oral 

glucose. An oral glucose tolerance model was developed to include 

incretin hormones for an in depth study of their physiological aspects. 

The proposed model predicts the glucose response during an oral 

glucose tolerance test and during an isoglycemic intravenous glucose 

infusion study to improve clinical research. Both clinical studies are 

necessary to calculate the ‘incretin effect’. However, the isoglycemic 

intravenous glucose infusion study is quite complex and requires highly 

experienced researchers. The proposed ‘Mathematical Model to 

compute Isoglycemic Intravenous Glucose Infusion rate(MM-IIGI)’ is 

built on the MATLAB R2012a graphic user interface to calcul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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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venous glucose infusion rate during the isoglycemic intravenous 

glucose infusion study and predict the glucose responses of the 

infusion rate to easily obtain and stable results. The results used the 

program enhanced the accuracy of the isoglycemic intravenous glucose 

infusion study by dealing with the glucose profiles during the oral 

glucose tolerance test compared to the previous method. This research 

result could be applied to predict and control the gluco-regulatory 

system. The proposed MM-IIGI would be able to provide cost-benefits 

on Incretin-related studies. 

Keywords: Oral glucose tolerance test, Isoglycemic intravenous glucose infusion 

study, Incretin effect, Mathematical model of Gluco-regula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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