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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betic patients need nutritional education more than those suffering from other diseases because of the
necessity of controlling blood glucose levels with dietary trea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nutrition education on diabetes control and antioxidant status, both of which are related
to diabetic complications. Thirty (15 males and 15 females) type 2 diabetes mellitus patients aged 66.7±8.8
years participated in a 4-week nutrition education program. Nutrient intakes, blood glucose level, antioxidant
status, and DNA damage were evaluated before, immediately after, and three months after the education program.
Changes in those parameters over time were analyzed using repeated-measures analysis of covariance. Over
time, HbA1c (p=0.000), plasma total cholesterol (p=0.002), plasma thiobarbituric acid related substances (TBARS;
p=0.000), and leukocyte DNA damage (p=0.000) significantly decreased; plasma retinol (p=0.001), plasma toco-
pherol (p=0.000), erythrocyte catalase (CAT; p=0.000), and erythrocyte glutathione peroxidase (GPx; p=0.000)
significantly increased. In an evaluation of nutrient intakes by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KDRI),
energy (p=0.009), phosphorus (p=0.033), sodium (p=0.001), potassium (p=0.019), zinc (p=0.043), riboflavin (p=
0.050), folic acid (p=0.048) and vitamin C (p=0.008) intakes had significant positive changes. In a correlation
analysis of the biochemical and nutritional changes resulting from the education program, plasma TBAR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potassium (r=-0.418, p<0.05), iron (r=-0.443, p<0.05), riboflavin (r=-0.432, p<0.05),
and folic acid (r=-0.446, p<0.05) intakes, while plasma retino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nergy (r=0.543,
p<0.01), protein (r=0.543, p<0.01), phosphorus (r=0.425, p<0.05), iron (r=0.485, p<0.05), zinc (r=0.570, p<0.01)
and niacin (r=0.510, p<0.05) intakes. Erythrocyte CA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olic acid intake (r=0.605,
p<0.01). From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an improvement in nutrition resulting from a diabetic education
program for type 2 diabetes patients led to improvement in their antioxidant status, also possibly reducing com-
plications resulting from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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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제당뇨병연맹에서는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전체 인구

의 약 6%에 해당하는 약 2억 8,500만 명이며, 20년 내에 약

4억 3,8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뇨병 유병

률은 30세 이상에서 남자 10.8%, 여자 9.3%이며, 연령이 증

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2). 2009년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따르면 인

구 10만 명당 19.6명이 당뇨병으로 사망하고 있어 국내 10대

사인 중 당뇨병이 5위를 차지한다고 하였다(3). 그러나 당뇨

병 환자 중에 혈당강하제나 인슐린 주사를 통해 적정 혈당을

유지하는 사람의 비율은 남자 26.0%, 여자 21.6%로 매우 낮

은 실정이다(2).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한 경우, 또는

분비는 어느 정도 유지되나 민감성이 떨어져서 인슐린의 작

용이 부족한 경우, 또는 인슐린의 분비와 작용이 모두 부족

한 경우 나타나는 대사이상이며, 이 중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는 어느 정도 유지되나 인슐린의 민감성이 떨어져 포도

당의 이용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를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한

다(4). 제2형 당뇨병은 일단 발병하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

지 않으며 다양한 만성합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양교육을 통해 식사요법을 잘 수행하면 이러한 합병증들

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질병에 비해 영양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5-10). 최근 여러 논문

에서도 당뇨병관리에 있어서 식사요법에 관한 영양교육의



690 신경남․이혜상․권정숙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11-13).

당뇨병에서 고혈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망막증,

신장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는

데 과거에는 당뇨병성 합병증의 발생 원인을 고지혈증, 고혈

압 등으로 설명하였으나 최근에는 고혈당으로 인한 산화 스

트레스(oxidative stress)가 중요한 원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14-17). 고혈당 상태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은

포도당의 자가 산화로 인해 자유기(free radical)의 생성이

증가하여 체내 산화/항산화 시스템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

이며, 이로 인해 지질과산화물의 생성이 증가하고 단백질의

당화 과정이 촉진되어 조직에 손상을 일으켜 당뇨병성 합병

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6). 당뇨병과 산화

스트레스의 관련성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당뇨환자는 건강

인에 비해 혈액의 비타민 C, 비타민 E 및 β-carotene 등의

항산화 영양소 농도와 superoxide dismutase(SOD), glu-

tathione peroxidase(GPx) 등의 항산화 효소 활성은 낮고,

지질과산화물 농도와 DNA 손상 정도는 현저히 높음을 보고

하고 있다(18-20). 한편 당뇨환자에게 항산화 영양소와 항산

화 물질을 보충함으로 인슐린 활성 증진에 의한 혈당 감소와

당화헤모글로빈 농도 감소 및 지질과산화물과 DNA 손상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21,22). 따라서

당뇨병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도 혈당 관리의 개선과 함께 체내 산화 스트레스의 감소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Kirkpatrick(23)은 영양교육에 의한 행동변화 효과

는 교육 3～6개월 후에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당뇨병에 대한 영양교육 효과 평가는 교육 직후에

행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7,8,10-12). 그러나 최근 발표

된 초등학교 나트륨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24)에서는 교육

후 3개월부터 교육 효과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영양교육의 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교육 후 3개월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보건소에서의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13)에서도 프

로그램 실시 3개월 후의 변화를 분석하여 효과를 평가하는

등 교육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의 교육효과를 평가하

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당뇨병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당뇨교육의 중요성은

인식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향

이 있고, 그 실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으며, 교육 효과의

평가에 있어서도 당뇨합병증 발생과의 관련성이 높은 항산

화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4주간의 당뇨교육

을 하고, 교육 전, 교육 후 및 교육 후 3개월에 각각 영양소

섭취, 혈당 관리와 항산화 영양상태 및 DNA 손상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당뇨 교육 및 평가 방안

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과 교육방법

경북 안동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안동시 보건소를 내원하

는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본 연구에 동의한 30명(남 15명,

여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 전 일반사항에 관한 설문

조사, 신체 계측, 혈액 검사와 식이섭취 조사를 하였으며,

교육은 매주 1회 총 4회에 걸쳐 실시하고, 교육 5주째에는

당뇨중식회와 함께 혈액 검사와 식이섭취 조사를 실시하였

다. 교육과정과 내용은 당뇨병의 일반사항 및 식사요법의

중요성, 식품교환표 활용법 등으로 구성된 선행 연구(25)를

토대로 항산화 영양소와 당뇨합병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

여 진행하였다. 교육 후 관리로는 교육 후 1개월에 전화로

모든 대상자들에게 교육 내용을 상기시키고 실행 여부를 확

인하였으며, 교육 후 2개월에는 보건소를 방문하게 하여 영

양 상담과 함께 교육 내용을 상기시키고 실행 동기를 부여하

였으며, 교육 후 3개월에는 혈액 검사와 식이섭취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내용

일반사항 및 당뇨관련 특성 조사: 조사대상자의 일반사

항으로는 연령, 성별, 당뇨관련 특성으로는 당뇨병 이환기

간, 가족력, 당뇨관련 영양교육경험, 당뇨치료 여부 및 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신체계측 및 혈압 측정: 신장과 체중은 자동신장체중측

정기(DS-102, Gilwoo Trading, Seoul, Korea)로 측정하고,

신장과 체중 측정치로부터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를 산출하였으며, 혈압은 10분 이상 안정 상태를 유지

한 후 전자혈압계(FT 500, Jawon Medical, Gyeongsan,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식이섭취 조사: 식이섭취 상태는 24시간 회상법을 사용

하였으며, 식품 모형을 사용하여 잘 훈련된 조사원과의 일대

일 면담을 통해 평일 하루 동안의 식사를 조사하였다. 식이

섭취 조사 자료는 CANPro 3.0(한국영양학회)을 사용하여

열량과 각 영양소의 섭취량을 계산하고, 각 연령별 영양섭취

기준(에너지필요추정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에 대한

섭취 비율(%)을 산출하였다.

혈액의 생화학적 검사: 공복 상태에 채혈한 혈액을 원심

분리(3000×g, 10분, 4oC)하여 혈장을 분리하고, 적혈구는

0.9% NaCl로 3회 세척한 후 각각 -80oC에 보관하였다. 혈당

은 효소 kit(Asan Pharm., Seoul, Korea)로 측정하였고, 당

화혈색소 농도는 NycoCardTM HbA1c kit로 발색시킨 후

NycoCard Reader Ⅱ(Axis-Shield, Dundee, Scotland)로 측

정하고 총 혈색소에 대한 당화혈색소 농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혈장의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및 HDL-콜레

스테롤 농도는 효소 kit(Asan Pharm.)를 사용하였고, 혈장

의 과산화 지질 함량은 Yagi(26)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적혈구 항산화 효소의 활성으로 catalase(CAT) 활성은 Ae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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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Gender
Male
Female
Age (yr)
≧75
65～74
50～64
<50
Weight (kg)
BMI (kg/m2)
Blood pressure (mmHg)
Systolic BP
Diastolic BP
Duration of DM (year)
≦5
6～10
>10
DM treatments
Insulin
OHA
None
Family history
Have
None
Nutrition education
Have
None

15 (50.0)1)

15 (50.0)
66.7±8.82)
6 (20.0)
13 (43.3)
10 (33.3)
1 (3.3)
61.7±10.0
23.9±2.8

129.4±15.0
78.4±9.4
8.3±8.2
12 (40.0)
7 (23.3)
11 (36.7)

3 (10.0)
21 (70.0)
6 (20.0)

13 (43.3)
17 (56.7)

7 (23.3)
23 (76.7)

1)N (%). 2)Mean±SD.
BMI, body mass index; BP, blood pressure; DM, diabetes melli-
tus; OHA, oral hypoglycemic agent.

(27)의 방법으로, superoxide dismutase(SOD) 활성은 Flohe

와 Otting(28)의 방법으로, glutathione peroxidase(GSH-

Px) 활성은 Paglia와 Valentine(29)의 방법으로 분광광도계

를 사용하여 각각 측정하였으며, 혈장 retinol, β-carotene,

tocopherol 및 ascorbic acid의 농도는 Bieri 등(30)의 방법에

따라 HPLC로 각각 분석하였다. DNA 손상 정도는 Singh

등의 방법(31)에 따라 Comet assay를 시행하고 Komet 5.0

image analysis software(Andor, Belfast, Northern Ireland)

로 분석하여 Tail DNA(%), Tail length (μm) 및 Tail Extent

Moment[TEM, tail length×tail DNA(%)/100]로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자료의 처리는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14.0)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혈

액의 생화학적 결과와 영양소 섭취의 교육 전, 교육 직후

및 교육 후 3개월의 차이는 반복 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검정하였다. 그리고 생화학적 결과

와 영양소 섭취에 대해 교육 전과 교육 후 3개월의 차이를

구하고 그 관련성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

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 특성

교육에 참여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남녀 각각 15 명씩 전체 30명으로 평균

연령은 66.7±8.8세, 당뇨병 이환기간은 8.3±8.2년이었으며,

당뇨병 관리방법은 경구혈당 강하제 사용이 70.0%(21명)로

가장 많았으며, 인슐린은 3명만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식사요법만으로 당뇨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다른 연구에서는 혈당강하제 사용비율이 75.0%(13),

83.9%(6), 87.4%(12)로 이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13명(43.3%)이었으

며, Lee 등의 연구(12)에서는 가족력이 있는 비율이 58.3%로

조사되어 이 연구에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영양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23.3%(7명)에 그쳤고 대부분

일회성 교육이었다고 답하였으며, 다른 연구의 35.0%(13),

64.5%(12)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이었다. 당뇨교육은 일회

성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일회성 교육으로는 환자

의 실천도를 높여 자아효능감을 경험하도록 하기에 부족하

므로 교육 내용의 실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프로

그램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10).

영양교육에 의한 혈액 생화학적 특성의 변화

영양교육 전과 교육 후, 그리고 교육 후 3개월의 혈액 생화

학적 특성에 대한 영양교육의 효과를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Table 2). 공복혈당의 경우, 시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의

80%가 혈당강하제 또는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어서 공복혈

당을 대체로 잘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HbA1c의 경우, 시기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교육 전

8.35%이던 것이 교육 직후와 교육 후 3개월에 각각 7.04%와

7.23%를 나타내었으며(p=0.000), 이로서 교육 후 3개월에도

혈당 관리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혈액의 지질 농도를 보면 중성지방과 HDL-콜레스

테롤은 시기에 따른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총 콜레스테롤은 시기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교육

전, 교육 후 및 3개월 후에 각각 202.0, 181.4 및 175.9 mg/dL

로 나타났다(p=0.002). Lee 등의 연구(12)에서는 교육 후 공

복혈당과 HbA1c의 감소 효과는 있었으나 총콜레스테롤의

감소 효과는 없었다고 하였으며, Kang 등의 연구(11)에서는

교육 후 공복혈당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고, Oh와 Kim의 연구(13)에서는 교육 후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의 유의미한 변화

는 없었으나 HbA1c의 경우에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하

였다. 연구에 따라서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 후 HbA1c의 감소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장 항산화 영양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혈장 레티놀

(p=0.001)과 토코페롤 농도(p=0.000)는 교육 전, 교육 후 및

교육 후 3개월에 각각 0.45, 0.44 및 0.61 μg/mL와 5.73, 4.48

및 6.96 μg/mL로 시기에 따라 유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혈



692 신경남․이혜상․권정숙

Table 2. Biochemical measurements of the subjects between before and after nutrition education

Variables Before education
Immediately after
education

3 months after
education

p-value

FBG (mg/dL)
HbA1c (%)
Blood lipids (mg/dL)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Plasma antioxidant nutrients (μg/mL)
Retinol
β-Carotene
Ascorbic acid
α-Tocopherol
Erythrocyte antioxidant enzymes
CAT (k/g Hb)
GPx (nmole/g Hb)
SOD (U/g Hb)
Plasma TBARS (nmole/mL)
DNA damage
Tail DNA (%)
Tail length (μm)
TEM

118.2±57.71)
8.35±1.21

102.7±54.3
202.0±40.9
42.4±11.7

0.45±0.14
1.26±1.08
28.4±16.9
5.73±1.93

890.6±109.7
223.4±35.2
1069.5±291.0
4.22±0.85

9.1±1.0
13.1±1.6
1.16±0.23

124.2±22.7
7.04±0.72

117.8±73.3
181.4±30.9
44.9±12.3

0.44±0.19
1.36±1.02
34.4±14.4
4.48±1.87

1098.7±323.0
397.2±119.0
1143.2±217.7
3.64±0.96

110.4±28.3
7.23±0.91

84.4±43.9
175.9±30.4
42.4±13.7

0.61±0.17
1.29±1.09
30.2±12.3
6.96±1.35

1362.3±316.4
353.1±42.4
1224.6±243.5
4.02±1.27

5.8±1.1
8.0±1.4
0.55±0.18

0.088
0.000

0.256
0.002
0.120

0.001
0.559
0.319
0.000

0.000
0.000
0.090
0.000

0.000
0.000
0.000

1)Mean±SD. Change in each variable over time was analyzed using repeated-measures analysis of covariance.
FBG, fasting blood glucose; CAT, catalase; GPx, glutathione peroxidase; SOD, superoxide dismutase; TBARS,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EM, tail extent moment.

장 β-carotene과 비타민 C 농도는 각각 1.26, 1.36 및 1.29

μg/mL와 28.4, 34.4 및 30.2 μg/mL로 교육 직후에 다소 상승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시기에 따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

다. 당뇨병에서는 산화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항산화 비타

민의 소모가 증가하므로 혈액 항산화 비타민 농도가 정상인

에 비해 낮으며(20,32), 당뇨병 환자에게 비타민 E를 보충하

면 HbA1c, 혈액 과산화지질 농도, LDL의 산화 및 DNA 손

상이 감소된다고 하였다(22,33). 이 연구에서는 당뇨교육을

통해 항산화 비타민을 포함하여 영양소 섭취가 전반적으로

향상(Table 3)된 것이 항산화 비타민의 혈중 농도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적혈구에서 항산화 효소 활성을 측정한 결과, CAT(p=

0.000)와 GPx(p=0.000)의 활성이 시기에 따라 유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SOD 활성은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 항산화

효소의 활성 증가와 반대로 혈장의 과산화지질(TBARS) 농

도는 시기에 따라 유의적으로(p=0.000)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당뇨병에서는 항산화 효소 활성이 정상인보다 낮으며,

이는 당뇨병에서 혈당 조절이 부적절할 경우 항산화 효소

단백질의 당화로 인해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감소하며, 이와

함께 혈액 과산화지질 농도는 상승하여 합병증 발생이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20,34-36). 또한 당뇨병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지혈증이 수반되며 혈액의 지질은 자유기의

일차 공격 대상이 되므로 항산화능이 감소된 상태에서는 혈

액의 과산화지질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미세혈관 합

병증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38).

이 연구에서는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혈액 항산화 효소

활성이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혈액의 과산화지질 농도도 감

소하였으며 항산화능이 증진된 상태가 교육 후 3개월에서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DNA 손상 정도를 Comet assay로 분석한 결과, Tail DNA

(%)가 교육 전 9.1%에서 교육 후 3개월에 5.8%로 34% 감소

하였으며, Tail length도 13.1 μm에서 8.0 μm로, TEM도 1.16

에서 0.55로 각각 유의적(p=0.000)으로 감소하였다. 당뇨병

에서 DNA 손상 여부를 조사한 다른 연구에서도 당뇨병에서

SOD와 GPx 활성 감소와 아울러 DNA 손상이 증가하였고,

비타민 E 보충으로 DNA 손상 정도가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22,39). 이 연구에서도 영양교육 후 영양섭취가 개선되었고

항산화 효소의 활성도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DNA 손상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에 의한 영양소 섭취 상태의 변화

영양소 섭취 상태에 대한 영양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영양소 섭취량을 한국인영양섭취기준의 각 연령대별 에

너지필요추정량(EER), 권장섭취량(RI) 및 충분섭취량(AI)

에 대해 섭취비율(%)을 구하고, 교육 효과를 반복측정 분산

분석으로 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에너지의 경우, 교

육 전에 EER의 76.4% 수준으로 섭취하였으나 교육 직후와

교육 후 3개월에 각각 83.6%와 90.6%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9). 에너지 섭취의 증가와 함께 모든

영양소의 섭취량이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인(p=0.033), 나트륨(p=0.001), 칼륨(p=

0.019), 아연(p=0.043), 리보플라빈(p=0.050), 엽산(p=0.048)

및 비타민 C(p=0.008)의 섭취는 시간 경과에 따라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다. 당뇨병에서 식이를 통한 영양소의 보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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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between before and after nutrition education

Nutrients Before education
Immediately after
education

3 months
after education

p-value

Energy (% EER)
Protein (% RI)
CHO:Fat:Protein (% Cal)
Calcium (% RI)
Phosphorus (% RI)
Sodium (% AI)
Potassium (% AI)
Iron (% RI)
Zinc (% RI)
Vitamin A (% RI)
β-Carotene (mg/day)
Thiamin (% RI)
Riboflavin (% RI)
Niacin (% RI)
Vitamin B6 (% RI)
Folic acid (% RI)
Vitamin C (% RI)
Vitamin E (% AI)

76.4±21.71)
158.8±55.4
62:17:21
83.3±39.4
124.2±18.7
340.9±134.8
49.2±15.6
151.9±42.1
91.1±28.4
92.6±87.0
2.9±2.6
73.1±31.6
54.3±25.4
85.0±33.5
115.3±51.1
47.9±21.0
73.9±37.8
91.8±61.6

83.6±15.1
149.6±17.8
60:22:18
84.1±50.2
111.6±35.6
310.7±145.5
51.3±16.1
155.7±55.0
96.8±25.0
101.5±112.5
3.2±4.4
75.1±23.4
58.9±21.8
80.0±25.8
113.1±38.5
61.1±32.3
89.1±63.8
109.5±59.5

90.6±21.7
166.0±62.5
62:20:18
88.2±39.3
138.9±31.2
381.3±143.0
62.0±14.3
165.7±51.9
105.9±32.8
129.4±178.5
4.7±7.3
83.8±20.0
73.7±29.0
100.2±40.1
142.3±46.7
66.7±17.4
128.8±74.8
103.9±44.4

0.009
0.781

0.959
0.033
0.001
0.019
0.664
0.043
0.752
0.484
0.624
0.050
0.174
0.060
0.048
0.008
0.071

1)Mean±SD. Change in each variable over time was analyzed using repeated-measures analysis of covariance.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RI, Recommended Intake; AI, Adequate Intake.

항산화 상태가 개선이 되면 산화 스트레스를 현저히 감소시

켜 당뇨합병증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으며, 특히 비타민 E와 아연, 그리고 과일과 채소에 함유되

어 있는 flavonoids들의 효과가 알려져 있다(40). 이 연구에

서는 교육을 통한 영양소의 섭취 상태의 개선 효과가 교육

후 3개월까지도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채소와 과일의 섭취 증가로 인해 엽산과

비타민 C의 섭취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비타민 E의 섭

취도 유의성은 없었지만 증가한 것으로부터 이들이 항산화

영양상태의 개선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Ford 등

(41)은 혈중 카로티노이드 농도의 상승과 혈당 저하와의 관

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베타-카로틴의

섭취도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개인

별 섭취량의 차이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영양교육

에 의한 영양소 섭취 상태의 변화를 측정하는 경우 대상자의

영양섭취기준과 관계없이 섭취량 자체의 변화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5,11). 이 연구에서는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

취비율을 비교한 관계로 선행연구와의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대상자들의 영양 섭취 상태가 개선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양소 섭취 상태의 변화와 생화학적 결과의 변화 간의

상관성

영양소 섭취 상태의 변화와 생화학적 특성 변화 간의 관련

성을 알아보기 위해 영양교육 후 3개월의 결과와 교육 전

결과의 차이를 구하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영양소 섭취

변화와 생화학적 변화의 관련성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Table 4).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

변화는 HbA1c 및 공복혈당의 변화와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

나 유의성은 없었다. 즉 영양소 섭취의 증가로 영양 섭취

상태가 좋아질수록 HbA1c와 공복혈당이 낮아지는 경향이

었으며, 인은 섭취가 증가할수록 공복혈당이, 나트륨은 공복

혈당과 HbA1c 둘 다 올라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영양소

섭취 변화가 혈장 과산화지질 농도 변화와도 대부분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특히 칼륨(r=-0.418, p<0.05), 철분(r=

-0.443, p<0.05), 리보플라빈(r=-0.432, p<0.05) 및 엽산(r=

-0.446, p<0.05)과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성을 보여 이들 영

양소의 섭취 상태 개선이 혈액의 과산화지질 감소와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장의 레티놀, 베타-카로틴, 토코

페롤 및 비타민 C 농도에 있어서도 영양 상태의 개선과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중에서 혈장 레티놀

과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인 영양소로는 에너지(r=0.543, p<

0.01), 단백질(r=0.545, p<0.01), 인(r=0.425, p<0.05), 철분

(r=0.485, p<0.05), 아연(r=0.570, p<0.01) 및 나이아신(r=

0.510, p<0.05)이 있었다. 단일 영양소 섭취 변화가 DNA 손

상정도(TEM) 변화와 상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엽산섭

취 변화는 CAT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성(r=0.605, p<0.01)을

보였다. Choi 등(22)의 연구에서는 고혈당과 DNA 손상 정도

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

행한 4주간의 영양교육을 통해 대상자의 영양소 섭취 상태

의 개선이 체내 항산화능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

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가 적었고 교육 효과만을 측정하기 위한 통제그룹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교육효과 측정 방법으로 교육

전, 교육 직후, 교육 후 3개월의 영양소 섭취상태, 혈액의

생화학적 항산화특성 및 DNA 손상정도를 평가하였고,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중․노년층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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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nutritional and biochemical changes through diabetic education

Nutrients FBG HbA1c TBARS
Plasma
retinol

Plasma
β-caro
-tene

Plasma
α-toco
-pherol

Plasma
ascorbic
acid

CAT GPx SOD
DNA
damage
(TEM)

Energy
Protein
Calcium
Phosphorus
Sodium
Potassium
Iron
Zinc
Vitamin A
β-Carotene
Thiamin
Riboflavin
Niacin
Vitamin B6
Folic acid
Vitamin C
Vitamin E

-0.152
-0.083
-0.014
0.073
0.176
-0.223
-0.264
-0.207
-0.105
-0.071
-0.136
-0.256
-0.223
-0.223
-0.230
-0.392
-0.365

-0.240
-0.267
-0.156
-0.272
0.296
-0.398
-0.263
-0.281
-0.004
-0.124
-0.266
-0.205
-0.286
-0.035
-0.336
-0.084
-0.045

-0.188
-0.173
-0.153
-0.145
0.060
-0.418*

-0.443
*

-0.048
-0.071
-0.270
-0.133
-0.432*

-0.133
-0.177
-0.446

*

-0.043
-0.319

0.543
**

0.545**

-0.067
0.425*

-0.345
0.154
0.485

*

0.570**

-0.060
0.144
0.097
0.319
0.510

*

0.327
0.051
0.018
0.146

0.245
0.163
0.049
0.155
-0.187
0.049
0.341
0.262
0.007
-0.147
-0.015
0.028
0.141
-0.094
0.070
0.084
0.017

0.278
0.267
-0.005
0.211
-0.279
0.045
-0.007
0.370
-0.260
-0.010
0.033
0.054
0.099
0.046
0.165
0.000
0.010

-0.308
-0.120
0.168
0.010
0.075
0.050
0.127
0.005
0.216
0.007
0.006
-0.178
-0.260
-0.050
-0.051
0.103
-0.209

0.298
0.265
0.032
0.363
-0.078
0.373
-0.074
0.319
-0.327
-0.234
0.183
0.332
0.225
0.321
0.605

**

0.135
0.348

-0.070
-0.198
-0.297
-0.137
-0.016
-0.092
-0.242
-0.006
0.039
-0.164
-0.088
-0.036
0.058
0.066
-0.179
0.080
0.179

-0.024
-0.136
-0.171
-0.204
0.231
-0.292
-0.027
-0.045
-0.066
0.180
0.004
0.018
-0.045
-0.007
-0.175
-0.209
-0.274

0.027
-0.093
-0.325
-0.203
0.148
-0.277
-0.104
0.083
-0.020
-0.023
-0.187
-0.155
0.101
-0.086
-0.206
-0.235
-0.143

Abbreviations: See below Table 2.

양교육을 수행할 경우 영양소 섭취 상태 개선을 통한 체내

항산화상태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영양교육의 효과를 평가

하여 관련 자료를 더 많이 축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이와 같은 연구는 당뇨합병증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당뇨병으로 인한 의료비용 경

감과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는 효과적인 당뇨 교육 및 평가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안동시 보건소를 내원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4주간의 당뇨교육을 하고, 교육 전,

교육 후 및 교육 후 3개월에 각각 영양소 섭취, 혈당 관리와

항산화 영양상태 및 DNA 손상 정도를 조사하여 영양교육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시기에 따른 교육 효과를 반복 측정 분

산 분석으로 검정한 결과, HbA1c와 총 콜레스테롤은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고, 혈장 레티놀(p=0.001)과 토코페롤(p=0.000),

그리고 CAT(p=0.000)와 GPx(p=0.000)의 활성은 유의적으

로 상승하였으며, 혈장 과산화지질(TBARS) 농도(p=0.000)

와 DNA 손상 정도(p=0.000)는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소 섭취 상태에 대한 영양교육의 효과는 에너

지의 경우, 교육 전에 EER의 76.4% 수준으로 섭취하였으나

교육 직후와 교육 후 3개월에 각각 83.6%와 90.6%로 유의하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9). 에너지 섭취의 증가와

함께 인(p=0.033), 나트륨(p=0.001), 칼륨(p=0.019), 아연(p=

0.043), 리보플라빈(p=0.050), 엽산(p=0.048) 및 비타민 C(p=

0.008)의 섭취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영양소 섭취

상태의 변화와 생화학적 특성 변화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 변화는 공복혈당 및 HbA1c의

변화와 유의성은 없었으나 음의 상관성을 보였고, 칼륨(r=

-0.418, p<0.05), 철분(r=-0.443, p<0.05), 리보플라빈(r=

-0.432, p<0.05) 및 엽산(r=-0.446, p<0.05)의 섭취 상태 개선

이 혈액의 과산화지질 감소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에너지(r=0.543, p<0.01), 단백질(r=0.545, p<0.01), 인(r=

0.425, p<0.05), 철분(r=0.485, p<0.05), 아연(r=0.570, p<0.01)

및 나이아신(r=0.510, p<0.05)의 섭취는 혈장 레티놀과, 엽산

섭취(r=0.605, p<0.01)의 변화는 CAT와 각각 유의적인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처럼 당뇨병에서 식이를 통한 영양소의

섭취 증가는 항산화 상태 개선 및 산화 스트레스 감소와 일

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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