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영양치료 사례연구 - 당뇨병

1. 영양 판정 (Assessment)

2. 목표 설정 (Goal setting)

3. 영양 중재 (Nutritional Intervention)



4. 평가 (Evaluation)

5. 추구관리 (Follow-up)



표 1 - 당뇨환자 영양판정을 위한 checklist

항  목 Checklist
Information 

Source
도구

의료/임상 

정보

ㆍ진단명 : type1, 2, GDM, 합병증유무 등

ㆍ최근의 치료요법 방법 : 식사요법, 경구혈당강하제, 인슐린 투

여방법/투여량/투여시간

ㆍ최근의 교육내용, 당뇨교육 경험

ㆍ운동시 지침 (운동에 대한 medical clearance, limitation)

ㆍ진료과에서의 치료목적

OCS program

또는 chart

ㆍchart나 OCS 

program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설문

지 이용

인체계측치

ㆍ키, 체중

ㆍ이상체중 (IBW), %IBW

ㆍ허리엉덩이둘레비 (WHR, Waist Hip Ratio)

ㆍ체지방

chart 또는

실제 계측

ㆍ신장계, 체중계

ㆍ계산기

ㆍ줄자

ㆍ체성분분석기

생화학 

검사결과

ㆍ공복혈당/식후혈당/당화혈색소(HbA1c)

ㆍ혈압

ㆍ혈중지질 -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

레스테롤  ㆍ단백뇨 유무

chart

영양 정보

ㆍ평소 식사량 및 영양소배분

ㆍ식습관 : 식사횟수 및 정규성, 섭취양상

ㆍ영양제복용 또는 한약/민간요법 사용유무

ㆍ음주 여부 및 정도, 흡연유무 및 정도

ㆍ외식 빈도, 종류

ㆍ체중증감

ㆍ영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요인 

    : food allergy, 치아구조, 연하문제, 미각, 취각 

    : Anorexia/Nausea/Vomiting/Diarrhea/Constipation

interview

ㆍ식습관조사지

ㆍ24시간 회상법

ㆍ식사기록지

기타

ㆍ성별, 나이

ㆍ심리적, 경제적인 요인 

   : 거주형태, 요리여부, 경제력, 교육정도, 고용상태

   : 종교, 관습상의 신념, 가족ㆍ사회적인 지지도, 기타

ㆍ자가혈당측정

   : 혈당조절 목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 자가혈당측정의 빈도와 방법

   : 자가혈당기록내용중 정상범위와 고혈당, 저혈당의 빈도

ㆍ운동 또는 신체활동정도

   : 활동량과 종류 빈도

   : 운동의 제한성과 방해하는 요인

   : 신체적 활동을 늘리기 위한 방법과 능력

ㆍ지식과 기술수준, 태도, 동기부여

   : 기본적인 필수적인 지식수준, 계속적인 교육지식정도

   : 영양과 건강에 대한 태도

   : 환자의 기대치 및 목표

   : 글씨를 읽고 쓸 수 있는지

chart

 & interview

ㆍ설문지 

또는 영양관리일지



  표 2 - 당뇨병 환자의 Clinical/metabolic goals (임신중인 환자 제외)(2003 ADA recommendations) 

지 표 정 상 목 표 중재요망

식전 혈당(mg/dl) <115 80-120 <80 또는 >140

취침전 혈당(mg/dl) <115 100-140 <100 또는 >160

HbA1c(%) <6.8 <7 >8

Total cholesterol(mg/dl) <200  <200 >200

LDL-cholesterol(mg/dl) <130 <100 >130

HDL-cholesterol(mg/dl) >35
> 40 (남)

> 50 (여)
<35

공복시 중성지방(mg/dl) <150 <150 >200

혈압 (mmHg) <140/90 <130/80 >130/80

체중 표준체중 표준체중 적당체중

urine ketone/protein

microalbuminuria

(-/-)

<30mg/day

(-/-)

<30mg/day

(+/+)

>30mg/day

임상적 증상/증후 (-) (-)

고혈당, 저혈당증세(+)

다뇨, 다갈, 다식(+)

체중감소(+)

 



 표 3 - 당뇨병학회 단계별 식사교육 지침 제안서(2001)

단계

(소요시간)
교  육  항  목

A. 영양판정

ㆍ임상 자료 수집

ㆍ환자 면담 - 식사력 학습 능력과 동기유발 정도, 관리 정도

ㆍ영양상태 판정

ㆍ열량 및 영양소 요구량 산정

B. 초기단계

ㆍ식사조절의 중요성                     ㆍ식습관 교정

ㆍ단순당과 복합당                          - 식사의 균형성

ㆍ당뇨 자유식품                            - 식사의 규칙성

ㆍ민간요법 / 건강 보조식품                 - 간단한 식사 지침(술, 염분, 지방)   

C. 중간단계

ㆍ처방열량                               ㆍ조리법 / 인공감미료 이용법

ㆍ식품 교환표 교육                       ㆍ섬유소의 역할과 급원

   - 식품군 교육                         ㆍ술과 혈당조절

   - 1교환단위 교육                      ㆍ아플 때 식사관리

   - 식사 계획                           ㆍ식사일기 기록법

ㆍ영양소 개념(기능, 급원 열량)            ㆍ약물과 영양소의 상호작용 / 저혈당 

D. 심화단계

ㆍ외식 / 특별한 날의 식사                ㆍ혈당 형태 관리 (Pattern management)

ㆍ고급 영양소(기능성 당질, 지방산 종류)   ㆍ식품 성분표 읽기

ㆍ운동과 식사조절

E. 선택단계
ㆍ단백질 조절식           ㆍ칼륨조절식              ㆍ염분조절식  

ㆍ고지혈증식              ㆍ 위장관 신경병증과 식사조절



첨부 1 - S 병원의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 개요

당뇨병교육의 종류 교육 구성
교육수가

보험급여
주요 대상 

성인당뇨병

기본과정

(단체+개인)

 단체교육

 개별교육 - 당뇨병 관리 

           - 식사 관리 

 소책자 제공 

비급여
당뇨병 초진 환자

재교육 필요한 환자

합병증 단체교육  단체교육 비급여
초진 교육 시

합병증 발생 시 

성인당뇨병 심화과정

합병증 개인교육

(영양+간호)

 개별교육 

- 식사/검사/저혈당/발/위

생 등 집중교육이 필요한 

부분의 관리

비급여

당뇨병교육 유경험자

 혈당조절 불량 시

 치료법 변경 시

합병증 발생 시

인슐린주사교육

(간호+영양+교재)

 개별교육

  - 인슐린 주사법 교육

  - 저혈당 교육

  - 혈당패턴관리

  - 식사교육

비급여

인슐린 주사 시작 시 

인슐린 주사 종류 변경 시

인슐린 용량 조정 교육 시 

 2004년 6월 교육 수가 산정 이후 적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첨부 2 - S 병원의 당뇨병 기본과정 프로그램 Flow 1 - 성인 당뇨

항      목 담당자 장소 기타

<성인당뇨병 기본 교육 과정> 지시 의사 진료실

동의서 작성 및 교육 시간 예약 간호사 내분비검사실

당뇨병 교실 교육 참관

(당뇨 기본 과정)

당뇨교육자

(의사,간호사,영

양사)

시청각교육실
교육지시후 

1주이내

당뇨관리지식 평가 및 설문 작성

1차 개별교육실시 - 당뇨병관리 

              - 영양상담 

당뇨교육간호사

당뇨교육영양사

당뇨병교육실

영양상담실

단체교육 참관후 

1주이내 또는

다음 진료 시

평가 및 추구관리 의사 진료실
필요시 재교육 

의뢰

<참 고>

 당뇨병 교실 - 매주 월, 수 1시 30분 ~ 4시 

   당뇨병의 개요 및 치료 (40분) - 내분비 전임의

   당뇨병의 식사요법 (40분) - 당뇨병교육 영양사

   당뇨병의 일반관리 (40분) - 당뇨병교육 영양사

 개별 교육은 당뇨병 교실 참관 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시간 조정함

 개별 교육 전 생활습관표 작성 및 식사기록지(2일간) 작성 후 방문토록 안내됨

 합병증 단체 교육 오더 동시 발행된 경우 합병증 교실 참관

 입원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가 교육동의서 받으며, 개별 상담은 병실에서 실시함



첨부 3 - S 병원의 당뇨병 기본과정(개인교육-영양) 업무지침 - 성인당뇨

 교육명 당뇨병 기본과정 개인교육 - 성인 영양

교육대상자
당뇨병 기본과정 교육의뢰 시

  - 당뇨로 처음 진단 받았거나 혹은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 및 그 보호자

교육목표
 개별화된 식사 조절 방법 교육을 통해 환자 스스로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진행을 예방 또는 지연시킨다. 

교육내용

 식사 섭취량 및 식습관 분석

 식품 교환표를 이용한 적정 섭취량 및 식사계획 방법 설명

 처방받은 약물요법과 식사조절과의 관계 설명

 섭취 제한 식품 및 외식시 주의사항 설명

 기타 생활 습관 조절 및 생활시 주의사항 설명

운영방법

 사전에 단체 교육이 반드시 필요

 당뇨병교실 참관후 2일간 식사기록지와 생활습관점검표 작성하여 개별교육

시 지참

 당뇨지식 TEST 후 간호상담과 영양상담 실시

소요시간

총 소요시간 40분

   Chart review  5분

   환자면담 및 식사력 파악 10분

   영양상담  20분

   의무기록  5분

교육장소
외래환자-영양상담실 (본원 1층 내과외래 내분비센터)   

입원환자-병실

교육자료
 당뇨병의 식사요법 (리플렛) 

 options



첨부 4 - S 병원의 당뇨병 기본과정 프로그램 Flow 2 - 임신성당뇨병의 경우

항      목 담당자 장소 기타

<성인당뇨병 기본 교육 과정> 지시 의사 진료실

동의서 작성 간호사 당뇨병교육실

1차 개별교육실시 - 당뇨병관리 

               - 영양상담 

당뇨교육간호사

당뇨교육영양사

당뇨병교육실

영양상담실
가능한한 당일

2차 개별교육실시 - 당뇨병관리

               - 영양상담

당뇨교육간호사

당뇨교육영양사

당뇨병교육실

영양상담실

1차 교육 후

1주 뒤

평가 및 추구관리 의사 진료실
필요시 재교육 

의뢰

출산 후 퇴원 교육 당뇨병교육영양사 병실

출산 후 영양관리 

및 당뇨병 예방 

교육

<참 고>

 임신성당뇨병의 경우는 당뇨병교실을 참관하지 않는 대신 2차 개별 교육을 실시

 1차 교육 시 혈당측정기를 대여하고, 출산 후 회수

 2차 교육 방문 시에는 혈당측정결과, 식사기록, 체중 변화, 케톤뇨 검사결과를 기록해서 오

도록 안내. 대개의 경우 1차 교육 후 1주 뒤 산부인과 진료후 방문

 <인슐린 주사과정> 오더 지시가 나면 인슐린 주사와 관련된 교육 시행



첨부 5 - S 병원의 당뇨병 기본과정(개인교육-영양) 업무지침 - 임신성 당뇨병

 교육명 당뇨병 기본과정 개인교육 - 임신성당뇨병 영양

교육대상자
당뇨병 기본과정 교육의뢰 시

  -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와 그 보호자

교육목표

임신 중 적절한 영양섭취를 통해 정상적인 체중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과 임신부의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한다.

정상에 가까운 혈당을 유지함으로써 고혈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과적합병

증을 예방한다.

출산 후 당뇨병 발병 예방을 위한 좋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교육내용

 임신성당뇨병에 대한 이해 및 식사요법의 중요성 설명

 식사 섭취량 및 식습관 분석

 케톤검사결과의 의미식품 교환표를 이용한 적정 섭취량 설명 

 식품 교환표를 이용한 식사계획 방법 설명 

 처방받은 약물요법과 식사조절과의 관계 설명 

 섭취 제한 식품 및 외식시 주의사항

 기타 생활 습관 조절 및 생활시 주의사항

운영방법

 사전에 단체 교육이 반드시 필요

 당뇨병교실 참관후 2일간 식사기록지와 생활습관점검표 작성하여 개별교육

시 지참

 당뇨지식 TEST 후 간호상담과 영양상담 실시

소요시간

총 소요시간 50분

   Chart review  5분

   환자면담 및 식사력 파악 10분

   영양상담  30분

   의무기록  5분

교육장소
외래환자-영양상담실 (본원 1층 내과외래 내분비센터)   

입원환자-병실

교육자료
 당뇨병의 식사요법 (리플렛) 

 options



첨부 6 - S 병원의 당뇨병 심화개인교육 프로그램 Flow

항      목 담당자 장소 기타

<성인당뇨병 합병증 심화 개인 교육> 

지시 
의사 진료실

동의서 작성 및 교육

(필요시 교육 시간 예약)

당뇨병교육간호사

당뇨병교육영양사

당뇨병교육실

영양상담실

당일 상담 어려운 

경우 교육 예약

개별교육실시 - 간호교육 

          - 영양교육 

당뇨교육간호사

당뇨교육영양사

당뇨병교육실

영양상담실

교육 지시 내용에 

맞추어 개별 교육 

실시

평가 및 추구관리
당뇨교육간호사

당뇨교육영양사

당뇨병교육실

영양상담실

다음 진료 시

혈당수첩/식사기록

지 가지고 방문

<참 고>

 당뇨병 합병증 심화개인교육의 종류

  - 식사 심화개인 교육

  - 식사/검사/저혈당 또는 검사/저혈당

  - 식사/발/위생 또는 발/위생

  - 이상전과정

 입원 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가 교육동의서 받으며, 개별 상담은 병실에서 실시함



첨부 7 - S 병원의 당뇨병 심화과정(개인교육-영양) 업무지침

 교육명 당뇨병 심화과정 개인교육 - 성인 영양

교육대상자

 당뇨병 합병증 심화개인 교육의뢰 시

   - 당뇨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오래된 당뇨병 환자 중 식사관리의 

문제가 있거나 합병증 등의 문제로 식사 요법 교육이 필요한 환자 및 그 보호

자

교육목표

 환자의 현재 당뇨병 관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별화된 식사 조절 

방법 을 교육함으로써 환자 스스로의 당d뇨병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당뇨

로 인한 합병증의 진행을 예방 또는 지연시킨다. 

교육내용

 평소 섭취량 및 식습관 분석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제시

   - 혈당 조절 불량 (과잉 식사 섭취, 고당질식사, 잦은 외식, 음주 등)

   - 영양문제 (비만, 체중 감소, 영양불균형 등)

   - 합병증 및 기타질환 동반 (이상지혈증,고혈압,신장합병증,간질환,이식후 

등)

 식품교환표를 이용하여 식품선택 및 식사량 교육

 지속적인 당뇨병 관리 격려 (식사, 운동, 혈당측정, 약물복용준수 등)

 혈당패턴관리

운영방법

 오더 지시 후 당일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 또는 상담실의 시간이 여의

치 않은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날짜 조정

 상담 후 F/U 실시(다음 외래일)

    - 혈당 수첩 및 식사기록지 작성해서 오도록

소요시간

총 소요시간 60분 (상담 40분 + F/U 20분)

   Chart review  5분

   환자면담 및 식사력 파악 10분

   영양상담  20분

   의무기록  5분

교육장소
외래환자-영양상담실 (본원 1층 내과외래 내분비센터)   

입원환자-병실

교육자료
 당뇨병의 식사요법 (리플렛) 

 options - 저염식, 고지혈증식, 만성신부전시 식사요법 등



첨부 8 - S 병원의 당뇨합병증 단체교육 프로그램 Flow

항      목 담당자 장소 기타

<성인당뇨병 합병증 단체교육> 지시 의사 진료실

동의서 작성 및 교육 시간 예약 간호사 내분비검사실

당뇨병 합병증 교실 참관

안과전임의

신장내과전임의

내분비전임의

본원 4층

시청각교육실

교육지시후 

2주이내

평가 및 추구관리 의사 진료실
필요시 재교육 

의뢰

<참 고>

 합병증 교실 - 매주 목요일 1시30분~3시

   당뇨병과 망막합병증 (30분) - 안과전임의

   당뇨병과 신장합병증 (30분) - 신장내과전임의

   당뇨병과 동맥경화증 (30분) - 내분비전임의

 합병증 심화개인 교육 (식사) 오더 동시 발행된 경우는 교육 지시 당일 개별 상담(영양교

육) 실시함



첨부 9 - S 병원의 인슐린 주사법 교육 프로그램 Flow

항      목 담당자 장소 기타

<인슐린 주사 교육> 지시 

및 교육(인슐린 치료에 대한 이해)
의사 진료실

동의서 작성 및 교육

(필요시 교육 시간 예약)

당뇨교육간호사

당뇨교육영양사

당뇨병교육실

영양상담실

당일 상담 어려운 

경우 교육 예약

개별교육실시 - 간호교육 

          - 영양교육 

당뇨교육간호사

당뇨교육영양사

당뇨병교육실

영양상담실

평가 및 추구관리

- 인슐린 용량 조정

- Pattern management

- 식사 계획 조정 

의 사

당뇨교육간호사

당뇨교육영양사

진료실

당뇨병교육실

영양상담실

다음 진료 시

혈당수첩/식사기록

지 가지고 방문

<참 고>

 인슐린 주사 교육의 경우 1차 교육 후 당뇨병교육간호사가 전화상담 통해 F/U 실시함

 입원 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가 교육동의서 받으며, 개별 상담은 병실에서 실시함

. 



첨부 10 - S 병원의 인슐린 주사법 교육(영양) 업무지침

 교육명 당뇨병 인슐린 주사법 교육 - 성인 영양

교육대상자

 인슐린 주사 교육의뢰 시

  - 인슐린 주사를 처음 시작하거나 인슐린 regimen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

슐린 용량 조정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교육목표

 인슐린 주사의 필요성 및 주사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인슐린 주사시 

부작용(저혈당, 체중 증가 등)을 예방을 하고, 혈당 조절 향상을 위한 식사요

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

 인슐린 치료에 대한 이해 도모

 인슐린/식사와의 조화를 위한 식사요법 원칙 설명

 평소 섭취량 및 식습관 분석

 저혈당 예방 및 체중 증가 방지를 위한 식사량 및 식사배분 교육

 지속적인 당뇨병 관리 격려 (식사, 운동, 혈당측정, 약물복용준수 등)

 혈당패턴관리

운영방법
 오더 지시 후 당일 상담을 원칙, 환자 또는 상담실의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날짜 조정

소요시간

총 소요시간 40분 

   Chart review  5분

   환자면담 및 식사력 파악 10분

   영양상담  20분

   의무기록  5분

교육장소
외래환자-영양상담실 (본원 1층 내과외래 내분비센터)   

입원환자-병실

교육자료

 인슐린 주사법(교재)

 인슐린 주사 시 식사관리, 당뇨병의 식사요법 (리플렛) 

 op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