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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betes mellitus (DM) is a well-established independent risk factor for cerebral infarction (CI). Additionally, the 
DM as well as CI are influenced significantly by health-related behaviors and die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
pare the food habits, nutrient intakes, and dietary patterns and quality in DM patients with CI (DM-CI) and without CI. 
This study was accomplished with 68 subjects (DM-CI group = 28, DM group = 40). Health-related behaviors, food 
habits, nutrient intakes and dietary quality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the mean ages and durations of diabetes in 
DM-CI and DM groups were 65.6 ± 9.2, 10.9 ± 8.5 and 69.2 ± 3.0, 9.7 ± 8.4 years, respectively. The health-related 
behaviors such as, smoking, alcohol drinking, and regular exercising in both group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showing the number of subjects who were smoking and drinking alcoho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DM-CI group and 
the opposit result was seen for exercise. In male subjects, the intake of carbohydrate and sodium of DM-CI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DM group (p < 0.05). In female subjects, the intake of calorie, carbohydrate, fat, sodium, 
and cholesterol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DM-CI group (p < 0.05). Daily intake of vitamin B1, vitamin B2, folate, 
vitamin C, and calcium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DM group (p < 0.05). In the comparison with the dietary reference 
intake for Koreans (KDRI), vitamin B1, vitamin B2, folate, and calcium intakes were lower in DM-CI group whereas 
calcium and zinc intakes were in DM group. Moreover, index of nutritional quality (INQ) of vitamin B1, vitamin B2, vi-
tamin C, folate, and calcium were lower significantly in DM-CI group (p < 0.05). Dietary quality including dietary diver-
sity score (DDS), GMVDF (grain, meat, vegetable, dairy, fruit), and dietary quality index (DQI) was significantly lower 
in DM-CI group (p < 0.05). According to the results, diabetic mellitus patients accompanied by cerebral infarction had 
poorer eating patterns and dietary quality in accordance with poorer health-related behaviors compared with the DM pa-
tients without CI. (Korean J Nutr 2008; 41(7): 621 ~ 633) 
 
KEY WORDS : diabetes mellitus, cerebral infarction, health-related behaviors, nutrient intakes, dietary quality.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1) 그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병과 뇌

졸중이며 이 두질환의 사망률을 합하면 사망률 1위인 암

을 상회한다.2) 뿐만 아니라 두 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진 환

자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발표되어 그 연관성 또한 주목받

고 있다.3) 

당뇨병은 유병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말초동맥, 관상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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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뇌동맥에 죽상경화증 (atherosclerosis)과 같은 병리

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또한, 고혈압의 유병률을 증가시켜 

이로 인한 뇌혈관질환을 증가시킨다.4) 당뇨병은 뇌경색의 

독립적 위험인자이며5) 각 연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당뇨병 환자에서 뇌경색 유발의 위험도는 1.8~3.6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6-8) 또한, 당뇨병 환자 사망원인의 약 

20~25%가 허혈성뇌혈관질환에 기인한다는 연구결과도 있

다.9) 당뇨병은 뇌경색 발병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합병

증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뇌경색 급성기의 혈당 상승은 환

자의 예후를 불량하게 유도한다.10) 또한, 고혈당은 허혈성 

뇌신경 세포 손상을 악화시켜 뇌경색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11)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만, 식생활,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12) 특

히, 식생활 요인은 당뇨의 발현과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

소이다.13) 당뇨병은 서구형 식사, 고열량, 고지방, 고당질, 

저섬유소 및 저복합당질의 섭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

혀졌으며13,14) 또한 잦은 과식 및 외식, 빠른 식사 속도, 불

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15)  

뇌경색의 경우, 식생활과 관련하여 포화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산의 과잉섭취, 불포화지방산의 섭취부족 등이 위험률

을 높이고16) 전곡류,17) 채소와 과일,18) 항산화비타민, 식이

섬유, 칼륨, 마그네슘 등19,20)은 뇌경색의 위험률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hoi-Kwon 등21)의 연구에서는 

고염식을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보고하였으며 Date 등22)의 

연구에서는 고염식보다 불량한 영양상태가 위험률을 높이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당뇨병와 뇌경색 모두 

식이섭취와 식습관, 그리고 불량한 영양상태에 영향을 받

는다.21,23) 이미 많은 연구15,24)에서 당뇨병 환자의 식습관 및 

식사섭취 상태를 조사한 바 있으나 뇌경색을 동반한 당뇨

병 환자의 식사와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 모두에서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 중 뇌경색을 동반질

환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 (뇌경색 당뇨환자)와 가지고 있

지 않은 환자 (비뇌경색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식·생활

습관, 식사 섭취상태 및 식사의 질을 비교하고 뇌경색 당

뇨병 환자의 식이특징을 조사하여 합병증 환자에서 영양관

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 구 방 법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서울 소재 

K대학 부속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뇌전산화단층촬영 (brain 

computed tomography) 또는 뇌자기공명영상촬영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상 뇌경색으로 진단 받은 

당뇨병 환자 (diabetes mellitus with cerebral infarction 

group: DM-CI군)와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 

(diabetes mellitus group: DM군)를 대상으로 하였다. 당

뇨병 환자는 대한당뇨병학회 진단 기준인 공복 시 혈당이 

126 mg/dl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mg/dl 이

상인 자로 하였다.25) 

본 연구는 단면적 임상 관찰연구 (clinical observational 

cross-sectional study)로 모든 대상자는 본인이 당뇨병 

환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혈당 관리를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뇌경색 당뇨병 환자는 뇌경색의 치료를 위한 약물치

료 (양약, 한약), 침 치료,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었다.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한 68

명을 대상자로 본 연구는 2005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

지 진행되었다.  
 

일반사항 조사 및 신체계측 
일반사항 조사는 대상자의 성별, 연령, 동거가족 형태, 당

뇨 유병기간, 당뇨교육경험, 관리방법, 혈당관리의 어려운 

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에 관

한 사항으로 흡연, 음주, 운동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는 일

대일 면접을 통해 대상자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조사되었다. 

신체계측은 당뇨병 환자의 경우 체성분 분석기 (Inbody 

4.0, biospace,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뇌경색

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기기 사용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입원 시 측정한 신장을 이용하였다. 대상자들은 모두 최소

한의 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의복무게로 0.5 kg를 제외하

였다. 체중 (kg)을 신장 (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체질

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를 구하였다. 혈압은 10

분간 안정을 취한 뒤 표준 전자혈압계 (FT500, Korea)를 

이용하여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을 두 번 반복 측정하

여 그 평균을 구하였다. 
 

식습관 조사 및 식이섭취 조사 
식습관 조사로 식사 및 식사의 규칙성, 간식 및 외식 섭

취 빈도 등을 조사하였다. 식품섭취빈도조사는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26)의 식품섭취 빈도조사지를 일부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반정량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semi-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SQFFQ)는 85개의 음식 혹은 식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섭취

빈도 (거의 안먹음, 6~11회/년, 1회/월, 2~3회/월, 1회/주, 

2~3회/주, 4~6회/주, 1회/일, 2회/일, 3회/일)와 1회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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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기준량보다 적음, 기준량, 기준량보다 많음, 기준량의 

2배 이상)으로 조사하였다.  

식사를 통한 영양소 섭취량을 조사하기 위해 식사일지를 

통한 식품 기록법 (Food record method)을 이용하여 주

중 2일, 주말 1일의 총 3일간의 섭취량을 조사하였다. 일

대일 면접으로 전문영양사가 식품 모델, 계량컵, 계량스푼 

등을 제시하며 눈대중 분량과 음식의 재료와 조리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였다.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영양평가 프로

그램 (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3.0, 

한국영양학회, 2006)을 이용하여 개인의 영양소 섭취량을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영양소 섭취 상태를 한국인 영양

섭취기준27)과 비교하였다. 
 

식사의 질 평가 
 

섭취 영양소의 양적 평가 

대상자가 섭취한 각 영양소를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KD-
RI)27)의 권장 섭취량 (RI)에 대한 백분율 (% DRI)을 구하

여 영양소 섭취의 양적 수준을 평가하였다. 
 

질적 영양지수 평가 

영양소의 질적 평가는 영양지수 (index of nutritional qu-
ality, INQ)를 이용하여 식사 1,000 kcal중에 포함된 영양

소 함량과 열량 필요추정량 1,000 kcal당 각 영양소 권장

섭취량 (RI)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특정 영양소의 INQ가 

1.0을 상위하면 열량섭취가 적절할 경우, 해당 영양소를 권

장섭취량 이상을 섭취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28) 
 

영양소의 적정도 평가 

섭취한 각 영양소의 적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영양소 적

정 섭취비 (nutrient adequacy ratio, NAR)와 평균 적정 섭

취비 (mean adequacy ratio, MAR)를 이용하였다. NAR

은 각 영양소 섭취량을 KDRI27)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였

으며29) MAR은 각 영양소의 NAR의 상한치를 1.0으로 하여 

1.0을 상위하는 경우, 1.0로 간주하여 평균을 내었다.29,30) 

NAR = 개인의 특정 영양소 섭취량 / 특정 영양소의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KDRI)27) 

MAR = n개의 영양소에 대한 NAR의 합 / n 

(All NAR values are truncated at 1.0) 
 

식사의 다양성 조사 
식사의 다양성은 하루에 섭취하는 식품군의 수 (dietary 

diversity score, DDS)로 판정하였다. 식품군의 다양성 점

수는 식품군 하나를 섭취하였을 경우 1점, 다섯 가지 식품

군 모두를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하였다. 즉, 하

루에 섭취한 식품의 중량을 계산하여 곡류군, 어육류군, 채

소군, 과일군의 고형식품은 30g, 액체류는 60g, 유제품의 

고형식품은 15g, 액체류는 30g 미만을 최소량으로 하여 

최소량기준 보다 적게 섭취하는 식품군은 점수를 부과하지 

않았다.31) 
 

식품군별 섭취 패턴 조사 
식품군별 섭취 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당뇨병의 식품교

환표 배열 순서를 기준으로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우

유군, 과일군 (GMVDF: Grain, Meat, Vegetable, Dairy, 

Fruit) 순으로 나타내었다. 각 식품군별 기준량 이상을 섭

취하였을 경우는 1, 섭취하지 못한 경우는 0으로 표시하였

다. 이러한 기준치는 DDS의 기준과 같이 하였다.31) 
 

총 식품 점수  
식품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총 식품 점수 (Dietary variety 

score, DVS)는 하루에 섭취하는 식품 또는 음식의 총 가

짓수로 나타내었다. 조리법에 차이가 있으나 주재료가 같은 

음식은 한 가지 음식으로 간주하였다.32) 
 

식사의 질 평가 (Dietary quality index, DQI) 
식사의 질 지수 (Deitary quality index, DQI)는 한국영

양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과 한국인을 위한 

식사지침27) 그리고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권장하는 식

사지침33)을 근거로 하고 Patterson 등34)이 만성질환의 위

험도와 관련하여 식사의 질을 평가하고자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DQI는 총 지방의 열량 기여비율, 포

화지방산의 열량 기여 비율, 콜레스테롤 섭취량, 당질의 열

량 기여비율, 단백질의 권장량에 대한 백분율, 칼슘의 권장

량에 대한 백분율, 소디움 섭취량, 채소와 과일군의 1교환

단위 섭취횟수 등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양권

장량에 대한 백분율 평가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KDRI)

으로 하였다. 각 항목 당 3단계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점수 

배점은 한 문항 당 0점에서 2점으로 권장기준에 부합되면 

0점, 중간 기준에 부합되면 1점, 기준에 못 미치면 2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총점은 0∼16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식사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35) 
 

통계분석 
모든 결과는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ver-

sion 8.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두 군의 비교에서 연속변수는 student t-
test를 이용하였으며 비연속 빈도간의 유의성은 Chi-sq-
uare test (χ2-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결과는 평균 

(mean)과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SD)로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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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

이, 뇌경색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군 (DM-CI군) 28명과 비

뇌경색 당뇨병 환자군 (DM군) 40명으로 총 68명이었다. 

DM-CI군에서 남성의 비율은 39.3%, DM군에서는 40.0%

로 유사하였으며, 각 군의 평균 연령은 DM-CI군이 65.6 

± 9.2세 (38∼82세), DM군이 69.2 ± 3.0세 (65∼75세)

로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 분포는 두군 

모두에서 65~70세가 가장 많았고 분포에 따른 두 군 간

의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대상자의 주거형태는 

홀로 사는 경우가 DM-CI군에서 21.4%, DM군에서 12.5%

이었으며 배우자와 단 둘이 사는 경우가 각각 39.3%, 45.0%

로 조사되었다. 즉, 홀로 또는 부부 중심의 동거형태가 두 

군 모두 50%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두 군 간에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두 군에서 당뇨병의 평균 유병기간을 살펴보면 DM-CI

군은 10.9 ± 8.5년, DM군은 9.7 ± 8.4년으로 유사하였다. 

당뇨병 유병기간의 분포는 DM-CI군에서 5~10년과 10~ 

15년이 각각 21.4%로 그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CI군에서

는 1~5년이 25.0%, 5~10년 및 15~20년이 각각 22.5% 

순으로 분포에 따른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당뇨병 관리방법에 따른 특성에서는 당뇨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DM-CI군에서 21.4%, DM군에서는 

47.5%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당

뇨병관리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DM-CI군의 50.0%, DM

군의 55.0%가 식사조절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에 

약값이 비싸고 (DM-CI군: 14.3% vs. DM군: 10.0%) 병

원 다니기 힘들며 (DM-CI군: 14.3% vs. DM군: 12.5%) 

등의 순으로 두 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 현재 혈당관리 방

법으로 경구혈당 강하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DM-CI군에서 

42.9%, DM군에서는 65.0%, 인슐린 주사를 이용하는 경

우는 DM-CI군에서 17.9%, DM군에서는 32.5%이었으며,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비율은 DM-CI군에서 39.3%

인 반면 DM군은 2.5%로 두 군 간에 혈당 관리방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5). 

건강관련 행동 특성을 조사한 결과, 흡연을 하는 경우는 

DM-CI군에서 25.0%, DM군에서는 2.5%로 DM-CI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1). 알코올 섭취는 DM-CI군에

서 28.6%, DM군에서는 10.0%이었으며, 주당 평균 섭취

량은 DM-CI군에서 19.8 ± 9.4 g/week, DM군에서 7.0 ± 

4.4 g/week로 DM-CI군에서 유의적으로 섭취빈도와 섭취

량이 높았다 (p < 0.05).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는 DM-CI군에서 32.1%, DM군에서는 87.5%로 DM군에

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운동의 빈도도 DM-CI군에서 2.4 

± 1.0회/주, DM군에서 5.8 ± 1.7회/주로 DM군에서 유의

적으로 높았다 (p < 0.05).  

Table 1. Characteristics of diabetes mellitus patients with or with-
out cerebral infarction 

 DM-CI1) 
(n = 28) 

DM 
(n = 40) 

Male/Female 
 [n, (%)] 

11/17 
(39.3/60.7) 

16/24 
(40.0/60.0) 

Age (yrs) 
< 65 
65-70 
70 ≤ 

65.6 ± 9.22) 
09 (32.1) 
11 (39.3) 
08 (28.6) 

69.2 ± 3.0 
04 (10.0) 
24 (60.0) 
12 (30.0) 

Living status [n, (%)] 
Alone 
With spouse 
With spouse and children 
With other family member 

 
06 (21.4) 
11 (39.3) 
07 (25.0) 
04 (14.3) 

 
05 (12.5) 
18 (45.0) 
15 (37.5) 
02 (05.0) 

Duration of diabetes (yrs) 
≤ 1 
1-5 
5-10 
10-15 
15-20 
20 < 

10.9 ± 8.5 
06 (21.4) 
03 (10.7) 
06 (21.4) 
06 (21.4) 
04 (14.3) 
03 (10.7) 

9.7 ± 8.4 
07 (17.5) 
10 (25.0) 
09 (22.5) 
02 (05.0) 
09 (22.5) 
03 (07.5) 

Experience of diabetic education 
Yes [n, (%)]† 

 
06 (21.4) 

 
19 (47.5) 

Difficulties for diabetic 
 management 

Diet 
Cost of medicine 
Distance to hospital 
Be forgetful to take medicine 
Often painful 

 
 

14 (50.0) 
04 (14.3) 
04 (14.3) 
03 (10.7) 
03 (10.7) 

 
 

22 (55.0) 
04 (10.0) 
05 (12.5) 
04 (10.0) 
05 (12.5) 

Medication [n, (%)]† 
None 
OHA3) 
Insulin 

 
11 (39.3) 
12 (42.9) 
05 (17.9) 

 
01 (02.5) 
26 (65.0) 
13 (32.5) 

Smoking [n (%)]†† 07 (25.0) 01 (02.5) 
Drinking alcohol [n (%)]† 

Amounts (g alcohol/week) 
08 (28.6) 
19.8 ± 9.4 

04 (10.0) 
7.0 ± 4.4*** 

Regular exercise [n, (%)]†† 
Frequency (times/week) 

09 (32.1) 
02.4 ± 1.0 

35 (87.5) 
5.8 ± 1.7*** 

 
1) Diabetes mellitus patients with cerebral infarction 
2) Values are means ± SD 
3) Oral hypoglycemic agent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by Chi-square 
test at †p < 0.05 and ††p < 0.01.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by Student t-
test at *p < 0.05, **p < 0.01 and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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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측 
대상자들의 신체계측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남성의 경

우, 신장은 DM-CI군, DM군이 각각 167.1 ± 6.9, 165.4 ± 

5.0 cm이었고, 체중은 각각 64.4 ± 14.5, 65.4 ± 6.0 kg, 

체질량지수는 각각 22.9 ± 4.1, 23.9 ± 2.4 kg/m2, 비만도 

(PIBW)는 각각 104.2 ± 18.8, 108.7 ± 11.5%로 모든 신

체계측에서 두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정상 범

위에 속하였다. 평균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은 DM-CI군이 

각각 129.1 ± 23.4, 82.7 ± 9.0 mmHg이었고 DM군이 각

각 120.6 ± 13.4, 68.9 ± 7.5 mmHg로 이완기 혈압이 

DM-CI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1). 

여성의 경우, 신장은 DM-CI군, DM군이 각각 155.4 ± 

4.7, 151.9 ± 5.8 cm이었고, 체중은 각각 59.8 ± 7.2, 58.0 

± 7.0 kg, 체질량지수는 각각 24.8 ± 2.7, 25.2 ± 3.0 

kg/m2, 비만도는 각각 117.9 ± 13.0, 120.2 ± 14.4%로 

신장을 제외한 모든 신체계측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

지 않았으나 DM-CI군은 과체중, DM군은 비만에 속하였

다.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은 DM-CI군이 각각 131.8 ± 

13.3, 85.9 ± 8.7 mmHg이었고 DM군이 각각 125.2 ± 

15.6, 74.1 ± 11.3 mmHg로 이완기 혈압이 DM-CI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1).  
 

식습관 및 영양소 섭취 상태 
대상자의 식습관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식사의 규칙

성에서 매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경우가 DM-CI군에서 35.7%

인 것에 비하여 DM군에서는 87.5%로 조사되었으며 반면

에 하루에 한 끼를 거르는 경우는 DM-CI군에서 39.3%, 

DM군에서 7.5%로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p 

< 0.01). 식사를 거르게 되는 주된 이유는 두 군 모두에서 

입맛이 없어서,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귀찮아서 등으로 조사

되었다. 식사시간의 규칙성에서는 식사시간이 일정한 경우

가 DM-CI군에서 32.1%, DM군에서 82.5%로 조사되었으

며 거의 불규칙한 경우는 DM-CI군에서 50.0%인 것에 비

하여 DM군에서는 5.0%로 조사되어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냈다 (p < 0.01). 간식 빈도에서는 거의 간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DM-CI군에서 57.1%, DM군에서 52.5%이었으며 

하루 한 두 번의 간식을 하는 경우는 DM-CI군에서 35.7%, 

DM군에서는 47.5%로 두 군 간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

다. 외식 빈도의 경우, 거의 하지 않거나 가끔 하는 경우가 

DM-CI군에서 각각 32.1%, 32.1%, DM군에서는 각각 

27.5%, 47.5%로 조사되어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매

일의 식사를 본인 및 배우자가 준비하는 경우는 DM-CI군

에서 60.7%, DM군에서 95.0%,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는 

DM-CI군에서 39.3%, DM군에서 5.0%로 군 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p < 0.01).  

Table 2. Anthropometrics and blood pressure of diabetes mellitus patients with or without cerebral infarction 

Male Female 
 

DM-CI1) (n = 11) DM (n = 16) DM-CI1) (n = 17) DM (n = 24) 

Height (cm) 167.1 ± 06.92) 165.4 ± 05.0 155.4 ± 04.7 151.9 ± 05.8* 
Weight (kg) 064.4 ± 14.5 065.4 ± 06.0 059.8 ± 07.2 058.0 ± 07.0 
BMI3) (kg/m2) 022.9 ± 04.1 023.9 ± 02.4 024.8 ± 02.7 025.2 ± 03.0 
PIBW4) (%) 104.2 ± 18.8 108.7 ± 11.5 117.9 ± 13.0 120.2 ± 14.4 
Systolic BP5) (mmHg) 129.1 ± 23.4 120.6 ± 13.4 131.8 ± 13.3 125.2 ± 15.6 
Diastolic BP (mmHg) 082.7 ± 09.0 068.9 ± 7.5*** 085.9 ± 08.7 074.1 ± 11.3** 
 
1) Diabetes mellitus patients with cerebral infarction 2) Values are means ± SD 
3) body mass index (kg/m3) 4) ideal body weight (%) 
5) blood pressure (mmHg)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by student t-test at *p < 0.05, **p < 0.01 and ***p < 0.001 
 

Table 3. Food habits of diabetes melltus patients with or without 
cerebral infarction 

Food habit DM-CI1) 
(n = 28) 

DM 
(n = 40) 

Regularity of meal†† 
3 meals/day 
5 meals/two day 
2 meals/day 

 
10 (35.7)2) 
07 (25.0) 
11 (39.3) 

 
35 (87.5) 
02 (05.0) 
03 (07.5) 

Regularity of mealtime†† 
Regular 
Sometimes irregular 
Always irregular 

 
09 (32.1) 
05 (17.9) 
14 (50.0) 

 
33 (82.5) 
05 (12.5) 
02 (05.0) 

Daily snack frequency 
Never 
1-2 times/day 
> 3 times/day 

 
16 (57.1) 
10 (35.7) 
02 (07.1) 

 
21 (52.5) 
17 (47.5) 
02 (05.0) 

Frequency of eating out 
Rarely 
Occasionally 
Often 

 
09 (32.1) 
09 (32.1) 
10 (35.7) 

 
11 (27.5) 
17 (47.5) 
12 (30.0) 

Cooking† 
By him (her) self or spouse 
Other person 

 
17 (60.7) 
11 (39.3) 

 
38 (95.0) 
02 (05.0) 

 
1) Diabetes mellitus patients with cerebral infarction 
2) Values are n (%)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ow groups by Chi-square
test at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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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의 일일 영양소 섭취량 조사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남자의 경우, 하루 총 섭취열량은 DM-CI군에

서 2119.2 ± 409.7, DM군에서 1843.5 ± 253.1 kcal로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탄수화물의 섭취는 

DM-CI군에서 339.2 ± 59.7, DM군에서 280.8 ± 43.0 

g/day로 DM-CI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단

백질 (75.8 ± 17.9 vs. 88.7 ± 22.9 g/day)과 지방 (49.4 

± 15.4 vs. 44.4 ± 16.6 g/day)은 1일 섭취량에서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열량 섭취

비율은 DM-CI군에서 64.4：14.8：20.7, DM군에서 61.4：

19.1：21.4로 나타났다. 

식이섬유소의 1일 섭취량은 DM-CI군에서 21.3 ± 5.0, 

DM군에서 22.7 ± 4.8 g로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

으나 나트륨 섭취량은 각각 5766.0 ± 1252.1, 4805.2 ± 

738.8 mg으로 DM-CI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콜레스테롤 1일 섭취량은 DM-CI군에서 309.3 ± 106.3, DM

군에서 219.2 ± 127.4 mg으로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  

한편 여자의 경우, 하루 총 섭취열량은 DM-CI군에서 

1872.9 ± 233.8, DM군에서 1502.2 ± 279.6 kcal로 DM-
CI군에서 많이 섭취하고 있었으며, 탄수화물의 섭취도 각각 

304.0 ± 43.4와 252.2 ± 47.7 g/day로 DM-CI군에서 유

의적으로 높게 섭취하였다 (p < 0.001). 한편, 단백질의 섭

취는 DM-CI군에서 69.0 ± 11.2, DM군에서 61.8 ± 20.2 

g/day로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지방의 섭취

는 각각 42.5 ± 10.5, 29.8 ± 14.5 g/day으로 DM-CI군에

서 높게 섭취하고 있었다 (p < 0.01). 탄수화물：단백질：지

방의 열량 섭취비율은 DM-CI군에서 65.0：14.8：20.4, 

DM군에서 67.7：16.3：17.4이었다. 

식이섬유소의 1일 섭취량은 DM-CI군에서 20.4 ± 4.6, 

DM군에서 16.7 ± 4.1 g, 나트륨 섭취량은 각 군에서 각각 

5776.8 ± 802.2, 3531.6 ± 904.4 mg, 콜레스테롤 섭취량

은 각 군에서 각각 269.8 ± 53.4, 131.5 ± 104.6 mg으로 

모두 DM-CI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섭취하였다 (p < 0.01).  

각 영양소를 KDRI27)의 권장섭취량과 비교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비타민 B1, 비타민 B2, 엽산, 비타민 C, 칼슘 섭

취의 권장 섭취량에 대한 비율이 DM군에서 유의적으로 높

았으며 단백질과 아연의 비율은 DM-CI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1). 그 외의 영양소에서는 두 군 간 차이가 없

었다. 칼슘의 경우, 두 군에서 각각 권장량의 55.4 ± 14.3%, 

84.7 ± 35.4%로 모두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군별로 권장섭취량에 미달되는 영양소는 DM-CI군

에서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C, 칼

슘이었고 DM군에서는 비타민 A, 칼슘과 아연이었다. 
 

Table 4. Daily nutrients intake of diabetes mellitus patients with or without cerebral infarction 

Male Female 
 

DM-CI1) (n = 11) DM (n = 16) DM-CI1) (n = 17) DM (n = 24) 

Energy (kcal) 2,119.2 ± 409.72) 1,843.5 ± 253.1 1,872.9 ± 233.8 1,502.2 ± 279.6*** 

Carbohydrate (g) 0,339.2 ± 59.70 0,280.8 ± 43.0* 0,304.0 ± 43.40 0,252.2 ± 47.7***0 

Protein (g) 0,078.5 ± 17.90 0,088.7 ± 22.90 0,069.0 ± 11.20 0,061.8 ± 20.20 

Fat (g) 0,049.4 ± 15.40 0,044.4 ± 16.60 0,042.5 ± 10.50 0,029.8 ± 14.5**0 

C : P : F ratio (%)3) 64.4 : 14.8 : 20.7 61.4 : 19.1 : 21.4 65.0 : 14.8 : 20.4 67.7 : 16.3 : 17.4 

Dietary fiber (g) 0,021.3 ± 5.000 0,022.7 ± 4.800 0,020.4 ± 4.600 0,016.7 ± 4.1**00 

Sodium (mg) 5,766.0 ± 1,252.1 4,805.2 ± 738.8* 5,776.8 ± 802.2 3,532.6 ± 904.4*** 

Cholesterol (mg) 0,309.3 ± 106.3 0,219.2 ± 127.4 0,269.8 ± 53.40 0,131.5 ± 104.6*** 
 
1) Diabetes mellitus patients with cerebral infarction 
2) Values are means ± SD 
3) Ratio of carbohydrate to protein to fat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by student t-test at *p < 0.05, **p < 0.01 and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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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nutrient intakes with KDRI. DM-CI: Diabetes 
mellitus patients with cerebral infarction. *: Significantly different 
by student t-test at *p < 0.05, **p < 0.01 and ***p < 0.001. KDRI: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Dietary Reference Intake for Koreans,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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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의 질 평가 
대상자의 식사의 질 평가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식

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INQ의 경우, 단백질과 아연은 DM-
CI군에서 그리고 비타민 B1, 비타민 C, 비타민 B2, 엽산, 

칼슘은 DM군에서 적정도가 높았다 (p < 0.05). 영양소의 

전반적인 적정 섭취비를 나타내는 MAR 평가에서는 DM-

CI군이 0.84 ± 0.09, DM군이 0.85 ± 0.11로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식품군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DDS의 결과는 DM-CI군, DM

군에서 각각 3.6 ± 0.6, 4.0 ± 0.9로 DM-CI군에서 유의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식품군 섭취패턴에

서는 곡류군, 육류군, 채소군, 유제품군, 과일군의 다섯 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하는 비율이 (GMVDF = 11111) DM-
CI군에서는 0%이었으나 DM군에서는 32.5%로 높게 나타

났으며 육류군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GMVDF = 10111)

도 DM-CI군에서 17.9%, DM군에서는 0%로 큰 차이를 보

였다 (p < 0.05). 섭취한 식품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DVS 결

과는 DM-CI군은 13.0 ± 5.2종, DM군은 15.2 ± 4.9종으로 

두 군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식사의 질은 DM-CI군

이 8.3 ± 1.3, DM군은 6.9 ± 1.7로 DM군이 유의적으로 

점수가 낮아 DM-CI군에 비하여 식사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본 연구 결과 DM-CI군과 DM군 간에‘당뇨 영양교육의 

경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어 (Table 1) 두 군

에서 교육경험에 따른 영양소 섭취 및 식사의 질을 비교하

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DM-CI군에서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영양교육 경험 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비타

민 B1, B2, B6, C, 엽산, 칼슘 섭취의 DRI 비율 (%) 또한 영

양교육 비경험 군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p < 0.05). 

MAR 평가에서는 영양교육 경험 군이 0.86 ± 0.13, 비경험 

군이 0.83 ± 0.09로 영양교육 경험 군에서 전반적인 영양

소 섭취가 적절하였으며, DDS도 영양교육 경험군에서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나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p < 0.001). DVS에서도 영양교육 경험 군은 15.8 ± 

5.1종, 비경험 군은 10.1 ± 5.3종으로 영양교육 경험 군에

서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고 있었다 (p < 0.01). DQI 평가

는 영양교육 경험 군이 7.3 ± 1.8, 비경험 군이 9.0 ± 1.2

점으로 영양교육 경험 군의 식사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p < 0.01). DM군에서도 영양교육 비경험 군에서 

비타민 B1, C, 엽산, 칼슘 섭취의 DRI 비율 (%)이 유의적

으로 낮았으며 (p < 0.05), MAR 평가에서도 비경험 군의 

점수가 낮아 영양소 섭취가 적절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p < 0.05). DDS도 두 군에서 각각 4.2 ± 0.6, 3.6 ± 1.0로 

영양교육 비경험 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았다 (p < 0.05). DVS

에서도 영양교육 경험 군은 17.1 ± 5.3종, 비경험 군은 13.3 

± 4.5종으로 영양교육 경험 군에서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

고 있었다 (p < 0.01). DQI 평가에서는 영양교육 경험 군

이 6.7 ± 1.7, 영양교육 비경험 군이 7.3 ± 1.5로 영양교육 

경험 군의 식사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Table 5. The nutritional quality of diabetes mellitus patients with
or without cerebral infarction 

Variables DM-CI1) 
(n = 28) 

DM 
(n = 40) 

INQ4)   
Protein 1.4 ± 0.32) 1.1 ± 0.4* 

Vitamin A 1.0 ± 0.4 0.9 ± 0.7 

Vitamin B1 0.9 ± 0.2 1.0 ± 0.4* 

Vitamin B2 0.6 ± 0.2 1.0 ± 0.4*** 

Niacin 0.9 ± 0.2 1.0 ± 0.4 

Vitamin B6 1.3 ± 0.3 1.3 ± 0.5 

Folate 0.5 ± 0.2 1.1 ± 0.4*** 

Vitamin C 0.8 ± 0.2 1.2 ± 0.8*** 

Calcium 0.5 ± 0.1 0.8 ± 0.3*** 

Phosphorus 1.3 ± 0.3 1.4 ± 0.5 

Iron 1.3 ± 0.3 1.2 ± 0.5 

Zinc 1.0 ± 0.3 0.8 ± 0.2*** 

MAR5) 0.84 ± 0.09 0.85 ± 0.11 

DDS6) 3.6 ± 0.6 4.0 ± 0.9* 

GMVDF7)†   
111118) 0 (00.0)3) 13 (32.5) 

11110 5 (17.9) 05 (12.5) 

11101 8 (28.6) 10 (25.0) 

10111 5 (17.9) 00 (00.0) 

11100 7 (25.0) 06 (15.0) 

10110 0 (00.0) 02 (05.0) 

10101 1 (03.6) 02 (05.0) 

10100 2 (07.1) 02 (05.0) 

DVS9) 13.0 ± 5.2 15.2 ± 4.9*** 

DQI10) score 08.3 ± 1.3 06.9 ± 1.7*** 
 
1) Diabetes mellitus patients with cerebral infarction 
2) Values are means ± SD 
3) Values are n (%) 
4) Index of nutritional quality 
5) Mean adequacy ratio  
6) Dietary diversity score counts the number of food groups con-

sumed daily meal from major five food groups (grain, meat, 
vegetable, dairy, fruit). 

7) Grain, Meat, Vegetables, Dairy, Fruit 
8) 1: Food group is present, 0: Food group is absent, ie, GMVDF

= 11111 donates that all five food groups are present 
9) Dietary variety score counts the total number of food con-

sumed per day 
10) Dietary quality index scores were summed across the eight

recommendations to develop a diet quality from 0 (excel-
lent diet) to 16 (poor diet) 

†: Significantly different by Chi-square test at †p < 0.05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by student t-
test at *p < 0.05, **p < 0.01 and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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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관리를 위한 약물유형, 흡연, 음주 및 규칙적인 운

동의 항목에서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Table 

1) 이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 군에서 식사의 질을 비교

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DM-CI군과 DM군에서 운동의 

규칙성을 제외한 약물유형, 흡연, 음주에 따른 MAR, DDS, 

DVS, 식사의 질에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DM-CI군과 DM군의 DDS

가 각각 3.4 ± 0.7, 3.2 ± 0.8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

의 DDS 보다 유의적으로 낮아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따라서 DM-CI군과 

DM군에서 약물유형, 흡연여부, 음주여부의 유의적인 차이

는 두 군 간 특성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고     찰 
 

당뇨병과 뇌경색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증

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1,2) 2005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0세 이상에서 공복 혈당

장애 및 당뇨병 유병률은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

하였으며, 본 연구 대상자와 같은 연령대에서는 유병률이 

15.6%로 나타났다.26) 한편, 미국의 경우, 같은 연령대인 65 

∼70세 노인에서 당뇨병 유병률은 11.7%로 보고되었다.36) 

당뇨병은 뇌경색의 독립적인 위험인자7)로 Framingham 

연구37)에서는 남성 당뇨병 환자에서 2.5배, 여성 당뇨병 환

자에서는 3.6배 뇌경색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Chung38)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뇨병과 뇌졸중을 모

두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뇌경색과 뇌출혈 발병이 약 10대 

1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당뇨병이 뇌졸중

의 위험을 10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 

뇌졸중의 생활 위험요인으로 흡연, 음주, 운동 및 혈압 등

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 결과, 뇌경색을 동반한 당뇨병 환

자들에서 흡연율 (25%)이 뇌경색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

Table 6. Nutrients intake and nutritional quality of DM-CI and DM groups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 of diabetic education 

DM-CI1) DM 
Variables 

Experience (n = 6) No experience (n = 22) Experience (n = 19) No experience (n = 21) 

Energy (Kcal) 1858.3 ± 280.52) 2000.0 ± 343.0 1762.0 ± 356.4 1601.7 ± 314.3 

C : P : F ratio (%)3) 63.4 :16.0 : 20.7 65.1 : 14.7 : 20.2 63.9 : 18.2 : 19.4 64.4 : 17.6 : 20.4 

Dietary fiber 0021.8 ± 4.000 0019.0 ± 5.0 0020.0 ± 6.100 0018.3 ± 4.8 

Cholesterol 0210.5 ± 108.9 0308.4 ± 74.0* 0181.1 ± 125.8 0197.1 ± 118.6 

%DRI4)     
Protein 0137.9 ± 34.9 0147.7 ± 33.2 0128.0 ± 33.60 0116.3 ± 42.6 

Vitamin A 0124.2 ± 45.0 0095.5 ± 36.2 0108.4 ± 52.40 0088.4 ± 49.3 

Vitamin B1 0119.1 ± 21.2 0083.2 ± 18.9* 0116.9 ± 36.60 0089.3 ± 31.8* 

Vitamin B2 0086.4 ± 24.5 0066.6 ± 17.7* 0110.3 ± 43.10 0097.4 ± 76.1 

Niacin 0103.1 ± 25.6 0093.3 ± 22.1 0117.6 ± 39.20 0097.2 ± 28.8 

Vitamin B6 0155.9 ± 33.1 0135.4 ± 28.4* 0147.0 ± 48.40 0130.9 ± 39.5 

Folate 0098.5 ± 42.1 0047.7 ± 18.1** 0112.6 ± 47.50 0091.2 ± 26.1* 

Vitamin C 0109.5 ± 45.6 0076.6 ± 21.6* 0130.9 ± 43.80 0101.7 ± 53.5* 

Calcium 0072.4 ± 15.9 0049.5 ± 14.3*** 0092.1 ± 40.10 0071.9 ± 33.5* 

Phosphorus 0152.8 ± 31.7 0134.2 ± 33.0 0146.0 ± 42.10 0124.5 ± 47.7 

Iron 0132.9 ± 35.5 0136.2 ± 29.1 0130.4 ± 39.40 0118.3 ± 41.7 

Zinc 0103.1 ± 29.1 0110.9 ± 23.4 0092.6 ± 22.60 0078.5 ± 28.1 

MAR5) 000.86 ± 0.13 000.83 ± 0.09* 0.87 ± 0.11 000.83 ± 0.11* 

DDS6) 0004.0 ± 0.70 0003.4 ± 0.7*** 0004.2 ± 0.600 0003.6 ± 1.0* 

DVS7) 0015.8 ± 5.10 0010.1 ± 5.3** 0017.1 ± 5.300 0013.3 ± 4.5** 

DQI8) score 0007.3 ± 1.80 0009.0 ± 1.2** 0006.7 ± 1.700 0007.3 ± 1.5* 
 
1) Diabetes mellitus patients with cerebral infarction  2) Values are means ± SD 
3) Ratio of carbohydrate to protein to fat  4) Dietary Reference Intake for Koreans  
5) Mean adequacy ratio  
6) Dietary diversity score counts the number of food groups consumed daily meal from major five food groups (grain, meat, vege-

table, dairy, fruit) 
7) Dietary variety score counts the total number of food consumed per day 
8) Dietary quality index scores were summed across the eight recommendations to develop a diet quality from 0 (excellent diet) to 

16 (poor diet)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by student t-test at *p < 0.05, **p < 0.01 and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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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환자에 비하여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연령대의 흡연율이 17.4%인 것과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

이었다.26) 남성에서 하루 1~20개피를 흡연하는 경우, 뇌경

색의 위험이 2.97배, 하루 21개피 이상을 흡연하는 경우

는 3.26 배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41) 

한편, 뇌졸중과 음주의 경우, Cheong 등42)과 Song 등43)

은 뇌졸중 환자의 음주율이 각각 43.9%, 61.4%로 보고하

였으며 국민영양조사26)에서는 같은 연령대 월 1회 이상 음

주를 하는 비율이 35.2%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보다 높

은 음주율을 보였다. 한편, Djoussé 등44)의 연구에서는 뇌

경색 환자에서 알코올 섭취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뇌

경색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들의 음주율은 비뇌경색 당뇨병 

환자에 비해 약 2.8배 더 높았으며, 음주량에서도 5배 이상 

더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었다. 

당뇨병 환자에서 운동은 혈당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체중을 조절해주고 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Kim 등45)은 보고하였다. 또한 Yoo46)의 연구에서는 

보통 이상의 강도로 운동을 한 집단이 가벼운 강도로 운동

을 한 집단보다 혈당조절이 잘되었으며 운동시간도 1회 1

시간 이상 한 집단이 1시간 미만으로 한 집단보다 혈당조

절이 잘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뇌경색을 동

반한 당뇨병 환자에서는 자유로운 운동이 불가능하고 개개

인마다 활동능력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운동이 권장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당뇨병 환자에서 혈압 조절 목표는 130/80 mmHg으로 

엄격히 권장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혈압 약

을 복용하면서 혈압을 조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뇌경

색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의 이완기 혈압은 남녀 모두에서 

뇌경색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

으며 특히, 여자 대상자에서 수축기, 이완기 혈압 모두 이 범

위를 상위하였다. 50세 이상의 뇌경색을 동반하지 않은 당

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26)에서는 평균 수축기혈

압 135.7 ± 19.0 mmHg, 이완기 혈압 83.7 ± 11.4 mmHg

로 나타나 본 연구 당뇨병 대상자에서 관리가 보다 더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뇌졸중의 생활 위험요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양교육의 경험 유무와 위험 요인들을 분석해 본 

Table 7. Nutritional quality of DM-CI and DM groups according to the types of medication and health-related behaviors 

 MAR1) DDS2) DVS3) DQI4) 

No medication (n = 11) 0.86 ± 0.095) 3.6 ± 0.7 15.0 ± 5.3 8.1 ± 1.3 

OHA7) (n = 12) 0.83 ± 0.12 3.6 ± 0.5 10.7 ± 4.0 8.4 ± 1.3 

DM-CI6) 

Insulin (n = 5) 0.87 ± 0.09 3.4 ± 0.9 14.4 ± 5.9 7.4 ± 1.3 

No medication (n = 1) 0.94 5.0 15.0 4.0 

OHA (n = 26) 0.85 ± 0.12 4.1 ± 0.8 16.1 ± 5.0 6.7 ± 1.6 

Types of medication 

DM 

Insulin (n = 13) 0.85 ± 0.09 3.7 ± 1.0 13.3 ± 4.6 7.7 ± 1.6 

Smoker (n = 7) 0.85 ± 0.08 3.7 ± 0.5 14.6 ± 5.3 8.1 ± 1.8 DM-CI 

No/Ex smoker (n = 21) 0.84 ± 0.10 3.5 ± 0.7 12.5 ± 5.1 8.3 ± 1.2 

Smoker (n = 1) 0.95 4.0 10.0 7.0 

Smoking 

DM 

No/Ex smoker (n = 39) 0.85 ± 0.11 4.0 ± 0.9 15.3 ± 4.9 6.9 ± 1.7 

Drinker (n = 8) 0.85 ± 0.09 3.8 ± 0.5 14.9 ± 5.4 8.1 ± 1.7 DM-CI 

No/Ex drinker (n=20) 0.84 ± 0.10 3.5 ± 0.7 12.3 ± 5.0 8.3 ± 1.2 

Drinker (n = 4) 0.82 ± 0.08 4.0 ± 0.8 17.8 ± 3.3 6.8 ± 1.0 

Drinking alcohol 

DM 

No/Ex drinker (n = 36) 0.84 ± 0.11 4.0 ± 0.9 14.9 ± 5.0 6.9 ± 1.8 

Regular (n = 9) 0.87 ± 0.10 3.9 ± 0.3 14.2 ± 5.6 7.8 ± 1.0 DM-CI 

Irregular (n = 19) 0.84 ± 0.10 3.4 ± 0.7* 12.5 ± 5.0 8.5 ± 1.4 

Regular (n = 35) 0.85 ± 0.11 4.1 ± 0.8 15.8 ± 5.0 6.8 ± 1.7 

Regularity of exercise 

DM 

Irregular (n = 5) 0.84 ± 0.14 3.2 ± 0.8* 12.0 ± 3.5 7.6 ± 1.8 
 
1) Mean adequacy ratio 
2) Dietary diversity score counts the number of food groups consumed daily meal from major five food groups (grain, meat, vege-

table, dairy, fruit) 
3) Dietary variety score counts the total number of food consumed per day 
4) Dietary quality index scores were summed across the eight recommendations to develop a diet quality from 0 (excellent diet) to 

16 (poor diet) 
5) Values are means ± SD 
6) Diabetes mellitus patients with cerebral infarction 
7) Oral hypoglycemic agent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by student t-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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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영양교육 경험이 있는 군에서 흡연율 (영양교육 경험

군 vs 비경험군：4.0% vs 16.3%)과 음주율 (영양교육 경

험군 vs 비경험군：12.0% vs 20.9%)이 낮았고 규칙적으

로 운동하는 비율은 (영양교육 경험군 vs 비경험군：76.0% 

vs 58.1%)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영양교육으로 생

활습관이 교정된 당뇨병 환자에서 뇌경색발병이 예방되었

는지, 뇌경색이 원인이 되어 불량한 생활습관을 가지게 되

었는지는 본 연구 결과로는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향후 이

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당뇨병 환자에서 규칙적인 식사패턴은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특히, 경구혈당강하제나 인슐린주사로 혈당을 조절

하는 당뇨병 환자에서 불규칙적인 식사는 저혈당과 고혈당

을 반복적으로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여러 합병증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식사의 규칙성은 뇌경색을 동반하

지 않은 당뇨병 환자들에서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당뇨병 환자에서 식사 속도가 빠르고 식사습관이 

매우 불규칙 한 것으로 조사된 Yang과 Kim15)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비뇌경색 당뇨병 환

자에서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다른 연구15,24,49,50)에 비해 낮

았으며 운동도 비교적 규칙적으로 하고 흡연 및 알코올의 

섭취도 낮았다. 그러나 뇌경색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

는 불규칙한 식습관 및 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Yang과 Kim15)

의 연구 및 Yim 등,39) Lee51)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

타냈다. 식사와 관련하여 간식 및 외식의 빈도는 뇌경색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와 비뇌경색 당뇨병 환자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Ahn 등48)의 연구에서 보고한 당뇨병 환자

들의 외식 횟수와 유사하였고 Kim과 Um40)의 연구에서의 

외식 횟수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실시된 국민영양조사26)에서 3대 열량 영양소

의 구성비율은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이 64.3：15.4：

20.3으로 나타나 1969년 국민영양조사가 실시된 이래 처

음으로 지방 에너지 기여비율이 20%를 초과하였다. 본 연구

에서의 열량 영양소의 구성비율은 탄수화물이 61.4∼67.7%, 

단백질이 14.8∼19.2%, 지방이 17.4∼21.4%로 뇌경색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와 비뇌경색 당뇨병 환자에서 유사하였

으며 국민영양조사 결과와도 유사하여 우리나라의 식단의 

보편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당뇨병학회에서 권장하고 있

는 열량 영양소의 비율이 55∼60：14∼20：20∼25임을 

감안한다면 탄수화물의 섭취가 다소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52) 

Ahn48)의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의 하루 열량 섭취량은 1,944 

kcal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의 뇌경색을 동반한 남자 당

뇨병 환자들은 평균 2,119 kcal를 섭취하여 더 많은 열량

을 섭취하고 있었고, 뇌경색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

들은 남녀 모두 Ahn48)의 결과보다 적게 섭취하였다. 그러나 

국민영양조사의 같은 연령대 평균 에너지 섭취량인 1,643 

kcal보다는 다소 높게 섭취하고 있었다.26) 

나트륨 섭취는 대상자 모두에서 높은 섭취량을 보였으며 

특히, 뇌경색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한국인 영양섭

취 기준27)인 1일 2,000 mg보다 약 3배 더 높았으며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인 4,695 

mg보다도 높았다. 고나트륨 식사는 뇌경색의 위험요인으

로 밝혀져 있고21) 본 연구 대상자들은 고혈압의 비율도 높

아 차별화된 영양관리를 통하여 나트륨 섭취의 감소가 요

구된다. 

뇌경색 당뇨병 환자에서 콜레스테롤 섭취는 고지혈증 또

는 심장질환이 있거나 이의 예방을 위해서 1일 200 mg을 

권장하고 있는데53) 본 연구 대상자들의 콜레스테롤 섭취는 

뇌경색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 남녀 각각 309.3, 269.8 

mg을 섭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또한 요구된다. 콜레

스테롤의 섭취와 뇌경색 발생과의 관련성 연구5)에서 명확

한 양의 관계는 밝히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뇌경색 당

뇨병 환자에서 비뇌경색 당뇨병 환자보다 콜레스테롤의 섭

취가 많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식사의 질 평가에서 여러 방법에 의하여 뇌경색과 비뇌

경색 당뇨병 환자를 비교한 결과 뇌경색 당뇨병 환자들이 

하루에 다섯 가지 식품군을 모두 섭취한 경우는 없었으며 

유제품군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유제품군

과 과일군을 섭취하지 않는 비율은 뇌경색 당뇨병 환자에

서는 71.5%, 비뇌경색 당뇨병 환자에서는 52.5%로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Yim55)의 연구에서도 유제품과 과일군

을 섭취하지 않은 노인이 40%를 차지한 결과보다 더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하루에 섭취하는 식품의 가짓 수

는 뇌경색 당뇨병 환자에서 적게는 4종, 많게는 25종의 식

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한국영양학회에서 권

장한 1일 20가지 이상을 섭취하는 비율은 10.7%이었으

나 비뇌경색 당뇨병 환자에서는 적게는 7종, 많게는 27종

의 다른 식품을 섭취하였고 20가지 이상 섭취한 경우는 

25.0%이었다. 국내 노인 연구56)에서 남, 녀 각각 1일 섭

취하고 있는 식품의 수가 19.6종, 17.7종인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당뇨 환자에서 식품 선택의 다양성이 낮았다. 외국 노

인 연구에서도 노인들은 다양성이 결여된 식사를 하고 있

었으며 필수영양소의 섭취가 부족 될 수 있는 식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32,57) 

본 연구에서 식사의 질 평가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식품군의 다양성과 섭취 식품의 가짓수 사이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r = 0.784, p = 0.00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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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ong 등58)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

한, 영양소 섭취의 적절성 평가에서 아연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 (단백질, 칼슘, 인,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B1, B2, 

비타민 B6, 나이아신, 비타민 C, 엽산) 섭취의 적절성과 식사

의 질 사이에 양의 관련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 < 0.05).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서 다양한 식품군의 섭취와 1일 섭취 

식품의 가짓수를 늘리고 영양소의 적절성을 높여 식사의 질

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뇌경색 당뇨병 환자에서 

식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양소 섭취 및 식사의 질을 영양교육의 경험 유무와 관

련하여 분석해 본 결과, 뇌경색 당뇨 군과 비뇌경색 당뇨 

군 모두에서 영양교육 경험이 있는 군의 영양소 섭취와 식

사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여러 연구39,40)를 통

하여 당뇨병 환자에서 영양교육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며 

뇌경색 당뇨병 환자에서도 개개인에 맞는 영양교육을 통해 

식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상자의 수가 적어 뇌경색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의 특성

을 잘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당뇨병 환자는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당뇨병 환자는 내분비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로 

모집단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당뇨

병 유병기간의 범위 (표준편차)가 큰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두 군 간에 유병기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에서 차이가 

없었음으로 두 군 간의 비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단면적 임상 관찰연구를 기초로 심도깊은 연구가 요

구된다.  

 

요     약 
 

뇌경색을 동반질환으로 가지는 당뇨병 환자와 뇌경색이 

발병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의 식·생활습관, 영양소 섭취

상태 및 식사의 질을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뇌경색 당뇨병 환자인 DM-CI군과 비뇌경색 당뇨 환

자인 DM군의 평균 연령은 65.6, 69.2세, 당뇨병 유병 기

간은 10.9, 9.7년으로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당뇨병 

교육을 받은 경험은 DM-CI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DM-CI: 21.4% vs. DM: 47.5%) 약물치료에서도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었다 (p < 0.05). 흡연율 (DM-
CI: 25.0% vs. DM: 2.5%)과 음주율 (DM-CI: 28.6% vs. 

DM: 10.0%)은 DM-CI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p < 

0.05) 규칙적인 운동과 운동 횟수에서는 DM-CI군에서 유

의적으로 낮았다 (p < 0.05).  

2) 신체계측에서는 군 간에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여자의 경우, 평균 신장이 DM-CI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

으며 (p < 0.05) 체질량 지수가 두 군 모두 과체중-비만 범

위에 있었다. 혈압측정 결과, 수축기 혈압은 군 간의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완기 혈압에서 남녀 모두 DM-CI군

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3)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DM군에서 유

의적으로 높았고 하루에 한 끼를 거르는 경우는 DM-CI군

에서 많았다 (p < 0.05). 식사시간이 불규칙한 경우는 DM-
CI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p < 0.05) 간식의 섭취빈도 

및 외식의 섭취 빈도에서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4) 일일 탄수화물, 나트륨 섭취량은 남녀 모두 DM-CI군

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여자 DM-
CI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비타민 B1, B2, C, 

엽산, 칼슘 섭취는 DM군에서 높았으며 단백질, 아연의 섭

취는 DM-CI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영양소 

섭취량을 권장섭취량과 비교한 결과, DM군에서 비타민 A, 

칼슘, 아연이 권장섭취량에 미달되었으며 DM-CI군에서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C, 칼슘이 미

달되었다. 

5) 식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INQ의 경우, DM-CI군에서 

비타민 B1, 비타민 C, 비타민 B2, 엽산, 칼슘의 적정도가 유

의적으로 낮았다 (p < 0.05). 식품군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DDS는 DM-CI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p < 0.05) 섭

취 식품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DVS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

었다. 식사 섭취패턴은 두 군에서 유의적으로 다르게 나타

났는데 DM군에서는 다섯 가지 식품군을 섭취하는 비율이 

(GMVDF = 11111) 가장 높았던 반면 DM-CI군에서는 

유제품군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GMVDF = 11101) 가

장 높았다 (p < 0.05). 식사의 질 평가에서 DM-CI군, DM

군이 각각 8.3 ± 1.3, 6.9 ± 1.7로 DM-CI군에서 식사의 질

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p < 0.05).  

결론적으로, 뇌경색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뇌경색을 동

반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에 비해 흡연, 음주, 운동 등의 건

강관련 습관이 좋지 않았다. 또한 열량, 지방, 나트륨, 콜레

스테롤의 섭취는 많은 반면,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량이 

낮았으며 영양소 섭취 적정도와 식품 섭취패턴 및 식사의 

질이 저하되어 있었다. 따라서 뇌경색을 동반한 당뇨병 환

자는 당뇨병 관리를 위한 건강 관련 습관을 조절함과 동시

에 다양한 식품 섭취를 통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당뇨병은 기본적으로 식사요법을 잘 실행할 때 

여러 합병증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약물 복용 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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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요성은 강조된다. 식사요법은 올바른 영양교육을 통

하여 건강관련 생활습관과 함께 습득될 수 있는 부분이므

로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

에서도 개개인에 맞는 적극적인 의학영양치료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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