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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bA1c was recently adopted as a reliable indicator for screening diabet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bil-
ity of nutrition consultation to prevent diabetes in overweight women (BMI 23 kg/m2 or more) using HbA1c 
as an indicator. Twenty overweight and obese women (with HbA1c≥5.7%) completed the 12-week nutritional 
study, with individual and personalized nutrition counseling performed every 2 weeks. The main study guide-
lines involved the following: 1) reducing the intake of high fat foods and alcohol, 2) consuming a large amount 
of vegetables, 3) reducing the intake of simple sugars and empty-calorie foods, and 4) increasing physical ac-
tivity to ≥30 min/day. Anthropometric (height, weight, BMI, body muscle (kg), body fat (%), waist and hip 
circumference, blood pressure) and biochemical parameters (fasting blood sugar (FBS), HbA1c, lipid profiles, 
hs-CRP)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nutrition consultation. After 12 weeks, the HbA1c＜5.7% group 
had significant decreases in BMI, WC, HC, WHR, HbA1c, hs-CRP and also dietary intake of energy (P
＜0.01), carbohydrates, lipids (P＜0.01), proteins (P＜0.01) and cholesterol was significantly decreased (P
＜0.05). In the HbA1c ≥5.7% group, HbA1c, TC, LDL, NON-HDL, hs-CRP and dietary intake of energy, 
carbohydrate, lipid, protein, and cholesterol significantly decreased (P＜0.05). These results suggest that nu-
trition consultation effectively helps to prevent diabetes in overweight and obese women after applying HbA1c 
standards. Overall, the improvement in all markers measured suggest that HbA1c is a good indicator for 
blood glucose regulation, helping to prevent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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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는 질병이다. 국제당뇨병연맹에서는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약 2
억 8500만 명이며, 20년 내에 약 4억 38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International Diabetes Fe-
deration 2010). 당뇨병의 증가에 따라 조기 진단 및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는데,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만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10.1%로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30세 이상 성인의 약 20%인 620만 명이 당뇨병

전기에 해당하는 공복혈당장애로, 성인 10명 중 3명
이 당뇨병환자이거나 잠재적 당뇨병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와 향후 40년간 당뇨병 환자수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뇨병의 예방이 필요

한 단계로서 당뇨병전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전기는 정상혈당보다는 혈당이 높고 당뇨

병으로 진단할 만큼 높지는 않은 상태를 말하며, 공
복혈당장애, 내당능장애, HbA1c 5.7∼6.4% 중 한가

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를 말한다. 당뇨병전기에서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식후 2시간 혈당을 기준으

로 내당능장애를 판정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

활습관교정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었다. 
Finnish Diabetes Prevention Study(DPS) 연구(Tuomi-
lehto 등 2001; Lindström 등 2003)는 생활습관교정의 

제2형 당뇨병 발병 감소 효과를 관찰한 연구로, 과

체중 혹은 비만한 내당능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생

활습관교정을 시행하였을 때 교정군의 2년 후 제2
형 당뇨병의 발생률이 대조군보다 58% 낮았으며, 
연구 종료 후에도 당뇨병 위험감소 효과는 지속되

어 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상대위험도가 36%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Da Qing study, 

Diabetes Prevention Program(DPP), Japanese study, In-
dian Diabetes Prevention Program(IDPP) 등 많은 대규

모 연구들을 통해서 내당능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생활습관교정(체중 감량, 중등도의 운동 

등)을 하였을 때 대조군이나 약제치료군에 비해 상

대위험도가 약 30∼60%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전기 위험인자는 당뇨병의 위

험인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

으로 제2형 당뇨병의 가족력, 과체중, 고혈압, 복부 

비만, 임신성 당뇨병의 병력(Eldin 등 2008) 등이 있

으며, 최근에는 높은 HbA1c 수치가 제2형 당뇨병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발표

된 바 있다(Bonora 등 2011). 비만한 사람에게서 제2
형 당뇨병의 발생 빈도가 훨씬 높고, 제2형 당뇨병

의 발생률은 과거의 비만 정도 및 기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어 높은 BMI 또한 당뇨

병의 강력한 위험인자라 할 수 있겠다. 이는 2011년 

국내에서 당뇨병 소견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건강

검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HbA1c가 높을수록 

BMI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Nah & Cho 2011).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ADA)에서는 2010년 당뇨진료지침(Stan-
dards of Medical Care in Diabetes 2010)에서 ‘당뇨위

험 요인’으로 HbA1c 5.7∼6.4%를 사용할 것을 권장

하고 있다(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12). 실제

로 여러 연구(Heianza 등 2012; Zhang 등 2012)에서 

HbA1c를 지표로서 사용하는 것이 당뇨병 및 당뇨병

전기를 선별 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당뇨병전기에서 당

뇨병 예방을 위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교정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당뇨 고

위험군 혹은 당뇨병전기 환자를 위한 공식적인 영

양적 권고안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식습관 교정

을 한 경우에 HbA1c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체중 및 비만 여성에서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습관 교정이 HbA1c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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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30∼64세의 과체중 

및 비만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공개 모집

하였다. 지원자 중 BMI가 23 이상인 사람들을 선별

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동의서를 제출 받아 최종 30
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11년 10∼12월까지 

12주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30명은 연구 시작 시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를 시행

하였으며, ADA에서 제시한 당뇨병전기 진단 기준에 

따라 HbA1c 5.7%를 기준으로 두 군으로 나누었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상담에 비협조적이거나 거부

하는 경우, 식사일지 작성이 불완전한 10명의 참여

자가 중도 탈락되어 프로그램 전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연구 시작 전, 후에 신체계측, 혈액 검사 

및 식사섭취조사에 모두 응한 20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습관 교정 프로그램은 12

주 동안 2주 1회에 걸친 개별 영양상담으로 진행되

었다. 1회 영양상담은 약 15∼20분 동안 진행되었으

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본 지침을 중심으로 연구

가 진행되는 동안의 식사일지를 근거로 한 식사구

성 및 양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방향으

로 이루어졌다. 또한 영양상담 중 Can-pro 4.0을 이

용한 개별 식사섭취 분석 자료와 당뇨병 예방을 위

한 기본 지침과 관련된 영양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식습관 및 생활습관 변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본 지침은 미국 당뇨병학회의 

당뇨병 예방을 위한 영양적 권고안을 참고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1) 일반사항, 신체계측 조사 

일반사항으로는 나이, 규칙적인 운동 여부, 고혈

압 유무를 영양사가 일대일로 면접조사 하였으며, 
연구 시작 전후에 신장, 체중, 혈압 및 체 성분 검

사 등의 기초 검사를 통해 참여자들의 신체계측 및 

혈압을 조사하였다. 신장계를 이용하여 신장을 측정

하였고, 체지방측정계(HBF-357, OMRON, Japan)를 

사용하여 체중(kg) 및 체지방률(%), 체근육량(kg)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신장과 체중을 근거로 body 
mass index(BMI, 체질량지수=체중(kg)/신장(m)2)를 산

출하였다. 신체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측정하였다. 허리둘레는 배꼽 위로 2 
cm 부위를 측정하였고, 엉덩이둘레는 엉덩이의 가장 

높은 부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cm 단위로 2회 

측정하여 평균 내었다. 혈압은 편히 앉은 상태에서 

적어도 5분간의 휴식 후 팔을 심장 높이에 올리고 

측정하였으며, 자동혈압계(HEM-1000, OMRON, Japan)
를 이용하여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2회 측정

하여 그 평균을 구하였다. 

2) 생화학 검사

영양상담 실시 전, 후에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

서 혈액을 채취 하였으며, 공복혈당, HbA1c, TC, 
HDL-콜레스테롤, TG, LDL-콜레스테롤, hs-CRP를 분

석하였다. 혈액 분석은 녹십자에 의뢰하여 분석하였

다. NON-HDL은 [NON-HDL=Total cholesterol－HDL 
cholesterol]으로 산출하여 평가하였다. 

3) 식사섭취 조사

식사섭취 조사는 식사일지 작성을 통해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서 식사일지는 식사섭취 조사를 위

한 것뿐만 아니라 지원자 스스로 본인의 식사섭취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상담 시 영양사와 함께 실제 

섭취한 식사 구성 및 양 등을 확인하여 함께 개선 

방향과 목표를 정하기 위해 연구 기간 동안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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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tional recommendations
for diabetes prevention of ADA1)

Basic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diabetes in this study

Lifestyle changes that include moderate weight loss (7% body weight) 
and regular physical activity (150 min/week) can reduce the risk for 
developing diabetes and are therefore recommended.

Lifestyle changes for appropriate weight maintenance can reduce 
the risk for developing diabetes and are therefore recommended.

Reducing dietary fat is recommended. Reducing dietary fat is recommended (Especially animal fat).

Recommendation for dietary fiber (14 g fiber/1,000 kcal) and foods 
containing whole grains (one-half of grain intake)

Recommendation for dietary fiber and foods containing whole grains
(more than 3 plates vegetables side dish per meal)

Low-glycemic load diets is recommended. Reducing simple sugar intake is recommended
(Sweet beverages, candy, chocolate, crackers)

Observational studies report that moderate alcohol intake may reduce 
the risk for diabetes, but the data do not support recommending 
alcohol consumption to individuals at risk of diabetes.

Refrain from, or reducing alcohol intake is recommended.

Routine supplementation is not advised because of lack of evidence 
of efficacy and concern related to long-term safety.

Recommended for at least 30 minutes of aerobic exercise daily.

1) ADA: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Table 1. Recommendation for prevention of diabetes.

Variables Total 
(n=20)

Subgroup by HbA1c

HbA1c＜5.7% 
(n=12)

HbA1c≥5.7% 
(n=8)

Age (years) 44.4±5.371) 43.42±6.19 45.88±3.75

Regular exercise

Yes   9 (45)2)  7 (58.3) 2 (25)

No 11 (55)  5 (41.7) 6 (75)

High blood pressure

Yes  4 (20) 3 (25)  1 (12.5)

No 16 (80) 9 (75)  7 (87.5)
1) Mean±S.D.
2) N (%)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으로 식사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시작 전 

미리 식사일지를 배포하고 작성법을 알려주어 주중 

2회, 주말 1회를 포함한 총 3일간의 식사 기록을 연

구 시작일에 제출하도록 했다. 연구 중에도 마찬가

지로 주중 2회, 주말 1회를 포함하여 1주 3일씩 작

성하도록 하였으며, 2주 마다 이루어진 상담 시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구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식사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양상

담 시 제시한 당뇨병 예방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영양상담 전, 후 식

사 섭취 비교는 연구 시작 전 작성한 3일간의 식사 

일지와 연구 종료 직전에 제출한 3일간의 식사 일

지를 분석하여 이용하였다. 식사섭취 조사 결과는 

영양평가용 프로그램 Can-pro 4.0을 이용하여 열량, 
당질,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소 섭

취량을 분석하였다. 

4) 통계방법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는 SPSS 프로그램

(Version 20.0)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통계치를 산출

하였으며, 결과는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표시하였다. 측정된 표본수가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아 비모수적 통계 방법을 이용하

였다. 비모수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생활습관 교정 

전-후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

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4.4±5.37세였다. 대상자의 규



116 | HbA1c에 따른 당뇨병 예방 교육

Variables
Total (n=20)

Subgroup by HbA1c

HbA1c＜5.7% (n=12) HbA1c≥5.7% (n=8)

0 wk 12 wks 0 wk 12 wks 0 wk 12 wks

Height (cm) 158.33±3.371) 157.96±3.64 158.88±3.06

Weight (kg)   68.2±7.13  67.51±8.03  67.75±7.99   66.6±9.05  68.88±6.07  68.86±6.54

Body muscle (kg)  16.45±1.55  16.71±1.54  16.35±1.78  16.34±1.61   16.6±1.25  17.23±0.49

Body fat (%)   34.5±2.88  34.39±4.06  34.38±0.9  34.48±4.88  34.68±2.72  34.24±2.72

BMI (kg/m2)  27.47±2.64  26.91±2.85**  27.47±2.94  26.67±3.2**  27.47±2.31  27.28±2.4

SBP (mmHg)  121.1±14.81 121.83±10.59 125.58±15.69 120.17±10.76 114.38±11.04 124.31±10.53

DBP (mmHg)  75.23±10.99  74.85±8.13  78.54±12.39  75.38±8.37  70.25±6.28  74.06±8.27

WC (cm)  86.55±8.36  84.02±9.05**  86.08±7.12  82.98±8.31**  87.26±10.46  85.56±10.45

HC (cm)  99.81±4.43  99.35±4.94 100.73±4.83  99.43±5.52*  98.43±3.6  99.21±4.27

WHR   0.87±0.07   0.85±0.08**   0.86±.049   0.83±.052**   0.89±.093   0.86±0.11
1)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0 week and 12 week by Mann Whitney U-test P＜0.05
*P＜0.05, **P＜0.01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WC: waist circumference, HC: hip circumference, WHR: 
waist hip ratio

Table 3. Changes in anthropometric measurement between 0 week and 12 weeks.

Figure 1. Changes in (A) HbA1c and (B) fasting blood sugar between 0 week and 12 week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0 week and 12 weeks by Mann Whitney U-test P＜0.05
*P＜0.05

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45%였으며, HbA1c 5.7%로 

군을 나누었을 때 HbA1c＜5.7%군에서 58.3%, HbA1c 
≥5.7%군에서 25%로, HbA1c＜5.7%군에서 규칙적인 

운동 실천률이 높았다. 고혈압의 비율은 전체 대상

자의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계측

본 연구에 참여한 20명의 대상자들의 신체계측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구 종료 후 BMI와 허리둘레, WHR이 유의하게

(P＜0.01) 감소하였다. HbA1c 5.7%를 기준으로 군을 

나누었을 때 HbA1c＜5.7%군에서는 BMI(P＜0.01),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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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s in (A) usual intakes of energy from dietary record between 0 week and 12 weeks and (B) % of alcohol calorie 
from total energy.  
Significantly different 0 week and 12 weeks by Mann Whitney U-test P＜0.05
*P＜0.05, **P＜0.01

Variables
(mg/dl)

Total (n=20)
Subgroup by HbA1c

HbA1c＜5.7% (n=12) HbA1c≥5.7% (n=8)

0 wk 12 wks 0 wk 12 wks 0 wk 12 wks

TC  204.1±30.31)  193.9±25.78 199.42±24.43 193.92±24.02 211.13±38.22 193.88±29.96*

HDL-C  55.79±12.45  51.75±12.93*    60±11.45  56.58±9.86    50±12.06   44.5±14.17*

TG 105.21±38.07  136.5±81.78* 105.09±39.78 115.08±72.09 105.38±38.28 168.63±89.57*

LDL-C 128.53±31.06 114.95±23.71** 120.09±25.92 114.42±25.27 140.13±35.43 115.75±22.81*

NON-HDL 149.53±33.17  142.2±28.02   141±28.19 137.33±137.33 161.25±37.71  149.5±31.3*

hs-CRP   1.57±1.37   0.89±0.89**   1.74±1.39   0.88±0.91*    1.3±1.37    0.9±0.92*
1)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0 week and 12 weeks by Mann Whitney U-test at P＜0.05
*P＜0.05, **P＜0.01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e lipoprotein cholesterol, TG: triglyceride, LDL-C: low dense lipoprotein cholesterol, NON-HDL: total 
cholesterol-HDL cholesterol,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Table 4. Changes in lipid profiles between 0 week and 12 weeks.

둘레(P＜0.01), 엉덩이둘레(P＜0.05), 허리-엉덩이 둘

레 비(WHR)(P＜0.01)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HbA1c≥5.7%군에서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 

3. 혈당 검사

생활습관 교정 전후 혈당 검사 결과는 Fig. 1과 

같다. 교정 후 HbA1c가 유의하게(P＜0.05) 감소하였

으며, 공복혈당은 유의하게(P＜0.05) 증가하였다. 

HbA1c 5.7%를 기준으로 군을 나누었을 때 HbA1c는 

두 군 모두에서 유의하게(P＜0.05) 감소한 반면 공복

혈당은 HbA1c＜5.7%군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4. 지질 검사

지질 검사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 종료 후 

HDL-C(P＜0.05)과 LDL-C(P＜0.01)은 유의하게 감소

하였으며, TG는 유의하게(P＜0.01) 증가하였다. HbA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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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n=20)

Subgroup by HbA1c

HbA1c＜5.7% (n=12) HbA1c≥5.7% (n=8)

0 wk 12 wks 0 wk 12 wks 0 wk 12 wks

Carbohydrate (g)  297.52±54.121) 239.47±46.29*  288.3±48.06 241.16±53.22* 311.35±62.89 236.95±36.78*

Fat (g)   62.51±26.17  31.22±9.88***  59.68±9.88  31.53±9.44** 66.76±40.88  30.76±11.17*

Protein (g)   81.24±21.34  56.56±13.93***  80.09±17.08  55.05±3.34** 82.98±27.77  58.84±17.53*

Fiber (g)   25.58±5.78  24.59±6.44  25.71±4.22  23.22±5.76 25.39±7.9  26.65±7.23

Cholesterol (mg)  370.91±147.07  201.1±95.42** 368.52±150.13 210.93±99.52* 374.52±152.54 186.36±93.47*

β-carotene (ug)  5,319.9±2,866.5 6,027.7±2,212.1 5,143.4±2,046.4 6,284.2±2,317.1 5,584.8±3,948.2 5,755.4±2,157.2

Vitamin K (ug)  250.10±121.22 306.62±145.40 273.42±113.88 299.08±144.55 215.12±131.06 317.94±155.92

Vitamin C (mg)  104.03±29.47 163.72±66.06** 105.73±29.42 164.43±76.45* 101.49±31.38 162.64±51.56*

Vitamin B1 (mg)    1.77±0.6   1.12±0.33**   1.65±0.39   1.18±0.38*  1.95±0.83   1.03±0.23*

Folate (ug)  551.86±153.89 594.31±145.78 560.53±133.87  616.1±149.42 538.87±189.12 561.63±143.39

Ca (mg)  575.43±166.57 478.59±134.38*  582.3±121.04 456.97±121.9* 565.17±228.22 511.03±153.8

Na (mg)  4,665.8±1,571.53 3,873.79±1,155.1 4,598.2±727.29 3,821.6±1,303.8 4,767.2±2,419.2  3,952±968.72

K (mg) 3,379.32±851.35 2,881.2±683.9** 3,329.36±637.3 2,833.1±698.6* 3,454.3±1,148.2 2,953.3±701.86

Mg (mg)  120.91±50.15  91.95±38.84* 117.26±49.84 100.15±33.79 126.38±53.55  79.65±44.85

Fe (mg)   16.83±4.98  14.36±3.75**  16.67±3.71  13.85±3.12* 17.06±6.74  15.13±4.66
1)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0 week and 12 weeks by Mann Whitney U-test P＜0.05
*P＜0.05, **P＜0.01, ***P＜0.001

Table 5. Changes in usual intakes from dietary record between 0 week and 12 weeks. 

5.7%를 기준으로 군을 나누었을 때 TC는 HbA1c≥
5.7%군에서 연구 시작 전 211.13±38.22 mg/dl에서 연

구 종료 후 193.88±29.96 mg/dl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P＜0.05) 감소하였다. LDL-C과 NON-HDL 역시 

HbA1c≥5.7%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P
＜0.05) 나타났다. HDL-C은 HbA1c≥5.7%군에서 유

의하게(P＜0.05) 감소하였고, TG는 HbA1c≥5.7%군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연구 종료 후 hs-CRP는 유의하게(P＜0.01) 감소하

였으며, HbA1c 5.7%를 기준으로 군을 나누어도 두 

군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5) 감소하였다. 

5. 식사 섭취 분석

연구 전후 식사 섭취량 변화는 Fig. 2와 같다.
열량 섭취량은 연구 종료 후 유의하게(P＜0.01) 

감소하였다. HbA1c 5.7%를 기준으로 군을 나누었을 

때 HbA1c＜5.7%군 2033.14±278.82 kcal/d에서 1434.18 
±254.55 kcal로(P＜0.01), HbA1c≥5.7%군은 2165.28± 
690.31 kcal에서 1409.02±214.83 kcal로(P＜0.05) 두 

군에서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총 열량섭취량 

중 알코올 섭취로 인한 열량의 비율은 HbA1c＜5.7
군에서 6.68%, HbA1c≥5.7%군에서 3.4%였다. 

각 영양소별 섭취량 변화는 Table 5와 같다. 열량

섭취량감소에 따라 당질, 지방 섭취량도 두 군 모두

에서 감소하였다. 단백질 섭취량도 두 군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의 권장섭취량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섬유소 섭취량은 연구 종료 후 유의적인 변

화가 없었으며,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연구 종료 후 

유의하게(P＜0.01) 감소하였다. HbA1c 5.7%를 기준

으로 군을 나누었을 때 HbA1c＜5.7%, HbA1c≥5.7%
군 모두에서 유의적으로(P＜0.05) 감소하였으며, KD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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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권장하는 목표섭취량(300 mg/일 미만) 보다 낮

게 섭취하였다. 연구 종료 후 비타민 B1(P＜0.01)의 

섭취량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비타민 C의 섭취

량은 유의하게(P＜0.01) 증가하였다. 무기질에서는 

Ca, Mg(P＜0.05)와 K, Fe(P＜0.01) 섭취량이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 
HbA1c 5.7%로 군을 나누었을 때 HbA1c＜5.7%군

에서는 비타민 B1(P＜0.05), Ca(P＜0.05), K(P＜0.05), 
Fe(P＜0.05)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비타민 C는 

유의하게(P＜0.05) 증가하였다. HbA1c≥5.7%군에서

는 비타민 B1(P＜0.05)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비
타민 C는 유의하게(P＜0.05) 증가하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HbA1c를 지표로 사용하여 과체중 

및 비만 성인 여성에서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습관 

교정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식습관교정 전후 HbA1c의 변화를 살펴보면 

HbA1c＜5.7%군에서는 5.4±0.22%에서 5.25±1.37%로, 
HbA1c≥5.7%군에서는 6.5±0.34%에서 6.03±0.78%로 

두 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HbA1c≥5.7%
군에 속했던 8명의 대상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4명
이 식습관 교정 후 HbA1c 5.7% 이하로 낮아졌다. 
반면 식습관 교정 후 공복혈당은 HbA1c의 결과와 

다르게 HbA1c＜5.7%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식습관 교정 후 공복혈당 측정을 

위한 혈액채취 시점이 12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졌

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복혈당이 혈액 채취 전 공

복 시간 혹은 이전에 섭취한 음식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된 역학 연구인 United King-
dom Prospective Diabetes Study(UKPDS 1995) 결과에

서 당뇨병환자의 혈당 조절 정도와 심혈관계 합병

증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했을 때, HbA1c가 1% 감소

함에 따라 당뇨병과 관련된 사망률은 25%, 모든 사

망의 7%, 치명적 또는 비치명적 심근경색증이 1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식

습관교정을 통해 HbA1c가 감소한 것은 당뇨병의 예

방 혹은 지연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관련된 심혈관계 합병증 및 사망률이 감소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당뇨병전기에 해당하는 내당능장

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DPS 연구 중 생활습관교정

군에서 HbA1c의 변화량은 교정 1년 후 평균 -0.1%, 
교정 3년 후 변화량은 평균 -0.2%였다. 본 연구에서

는 DPS연구보다 연구 기간 대비 HbA1c의 감소량이 

컸지만 연구 방법 및 기간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장

기적인 추적 조사를 할 경우 당뇨병 예방 혹은 지

연에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는 단정지을 수 없

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당뇨병전기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식

습관 및 생활습관교정이 당뇨병 및 합병증의 예방, 
지연에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

지 우리나라에서는 당뇨병전기에서 당뇨병으로의 

이행을 예방, 혹은 지연시키기 위한 식습관 및 생활

습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ADA의 당뇨병 예방을 위한 영양적 권고안을 수정

하여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이제는 국내 실정에 맞

는 당뇨병 예방을 위한 권고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습관교정이 신체계측 지표 및 

혈액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다

양한 변수를 확인하였다. 많은 연구를 통해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비만하거나 과거에 비만

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서구인의 경우 제2형 당뇨

병 환자의 60∼90%가 비만하며, 비만이 내당능장애 

및 제2형 당뇨병에 선행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Wilson 등 1981; Carey 등 1997; Golay 등 1997). 대
한당뇨병학회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부터 산

출한 2010년 한국 당뇨병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

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약 75%가 과체중 혹은 비만

이며, 여성 당뇨병 환자의 약 60%에서 복부비만이 

동반된다고 한다(Korean Diabetes Association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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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당뇨병 예방을 위해 체중 감량을 할 것이 

권장되고 있는데, DPS, DPP 등의 대부분 무작위 대

조연구들에서 생활습관교정이 제2형 당뇨병의 예방

은 물론 초기 치료로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대부분 체중감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하지만 Da Qing, IDPP연구에서 체중감량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위험도의 감소효

과는 컸으므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모든 것이 체중감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식습관교정을 시행 하였을 때 

HbA1c＜5.7%군에서 비만 관련 지표인 허리둘레, 
BMI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두 군 모두에

서 HbA1c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선행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체중감소 이외에 HbA1c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요인으로 식습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식이섬유

소는 당뇨병 환자에서 위 배출, 소화, 당 흡수를 지

연시켜 식후 당 대사(Anderson 등 1999)와 장기적인 

혈당 조절(Vuksan 등 1999; Chandalia 등 2000)에 효

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몇몇의 연구에서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고 섬유소 섭취가 인슐린 요

구를 줄인다고 보고하였다(Simpson 등 1981). 또한 

Kaline 등(2007)은 당뇨병 예방에서 식이섬유소의 중

요성과 효과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제2형 당뇨병 예

방에 전곡류가 특히 효과적이며, 당뇨병 예방을 위

해 적어도 1일 30 g의 식이섬유소를 섭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식습관 교정 후 총 섭취

열량이 약 500∼600 kcal 감소하였으나, 식이섬유소 

섭취량은 식습관 교정 전후 모두 약 25 g으로 거의 

유지되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식사 지

침에서 지방 섭취를 줄이기, 섬유소 섭취에 대한 항

목을 잘 이행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식습

관 변화가 HbA1c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

다. 또한 섬유소 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

았지만 점차적으로 섭취한 열량이 줄어들면서 열량 

대비 섬유소 섭취량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이섬유소를 권장섭취량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경우 

그보다 더 섭취하지 않아도 연령과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여 총 섭취 열량을 조절한다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식습관 교정 후 섭취 열량 감소량에 비해 체중감

량이 크지 않았던 것은 본 연구의 목표가 체중감량

을 위한 식사섭취 감량보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 전

반적인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구 시

작과 동시에 식사 섭취량이 크게 줄지 않고 점차적

으로 감소하여 체중감량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DPS, DPP 등의 연구와 같이 식습

관 변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교육하고 관찰한다면 

체중 조절에도 유의한 효과를 낼 것이라 생각된다.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이상지질혈증의 가장 흔한 

변화는 중성지방의 증가, HDL-C의 감소와 LDL-C의 

형태변화이다. LDL-C의 농도는 정상인보다 약간 증

가하거나 비슷한 정도이지만 LDL-C의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화에 더 민

감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조절 정

도와 지질이상이 연관성을 보였다(Ismail 등 2001; 
Ko 등 2001; Al-Adsani 등 2004). Ford 등(2010)은 

Impaired fasting glucose(IFG), Impaired glucose toler-
ance(IGT)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영양교육 중재 후 지질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Kim 등(2010)의 연구에서는 TC의 

감소 효과는 없었다고 하였으며, Oh & Kim(2010)의 

연구에서는 TC, TG, HDL-C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

다고 하였다. 또한 Shin 등(2011)의 연구에서는 TG
와 HDL-C은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으며, TC만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지질 지표의 변화를 보면 식습관교정 

후 HbA1c≥5.7%군에서만 TC, LDL-C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이는 연구 시작 전부터 HbA1c
≥5.7%군이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같은 

식습관중재를 하였을 때 더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

로 생각된다. 심혈관계질환의 강력한 지표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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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NON-HDL 역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TG는 HbA1c≥5.7%군에서 유의하게 높아졌는데, TG
는 혈액 채취 전 섭취한 음식과 공복 시간에 영향

을 민감하게 받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 식습관교

정 후 TG가 높아진 것은 공복 혈당이 높아진 것과 

같이 공복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아 높게 측정된 것

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습관중재가 혈중 지질수치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HbA1c가 

높은 군에서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에 

따라서 영양상담 후 혈중 지질 농도의 변화의 차이

는 있었으나, 혈당이 높아짐에 따라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당뇨병전기부터 당뇨예방을 위

한 식습관교정 혹은 영양중재 시 혈당뿐만 아니라 

혈중 지질 농도도 함께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당뇨병에서 영양중재 후 혈중 지질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많지만 당뇨병전기를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미비하여 당뇨병전기에서 좀 더 장기

적인 상담, 교육 후 지질 지표의 변화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겠다. 
한편, CRP는 많은 연구에서 혈당, 혈중 지질농도, 

혈압 등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Ford 
1999; Aronson 등 2004), CRP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Saito 등

(2003)의 연구에서는 연령, 흡연, 비만, 고혈압, 고지

혈증 등이 CRP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식품

섭취와 관련해서는 King 등(2003)의 연구에서 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식이섬유소 섭취가 적을수록 CRP 
수치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Volpato 등

(2004)의 연구에서는 약간의 알코올 섭취가 CRP를 

낮춘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Lee 등 2004) 성인 남자에서 흡연과 BMI, 체지

방이, 여자에서는 고 연령과 체지방이 CRP의 증가

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CRP와 

질환 혹은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되었으나 정상인보다 CRP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뇨병전기 사람들의 CRP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식습관교

정 후 두 군 모두에서 hs-CRP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습관교정이 HbA1c 수치에 상

관없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확인하였다. 하

지만 hs-CRP 수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이들의 상

호관련성에 대해 의견이 아직 분분하며 명확하지 

않은 만큼 질환과 환경적 요인에 따른 hs-CRP 수치

의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HbA1c를 지표로 

당뇨병전기에 해당하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식습

관교정을 시행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뇨병 예방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식습관교정 

후 HbA1c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당뇨병 예방 및 

지연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본 연구

가 12주 동안 이루어져 식습관교정이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효과분석

을 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HbA1c에 의해 당

뇨병전기로 진단받은 사람들에게서 식습관교정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내에서 당뇨병

전기에서 당뇨병 예방을 위한 공식적인 권고안이 

제시된 바 없으며, 본 연구는 식습관교정이 2주마다 

개별상담으로 진행되어 소요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고, 개별 목표에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와 같이 당뇨병전기에서 당뇨병예방을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많은 대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한 체

계화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와 향후 40년간 당뇨병 환

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뇨병의 예

방이 필요한 단계로서 당뇨병전기에 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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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체중 및 비

만 여성에서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습관 교정이 

HbA1c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1. 식습관교정 전후 HbA1c의 변화를 살펴보면 

HbA1c＜5.7%군에서는 식습관 교정 후 공복혈당

이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HbA1c는 5.4±0.22%에

서 5.25±1.37%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HbA1c≥
5.7%군의 HbA1c는 6.5±0.34%에서 6.03±0.78%로 

감소하여, 두 군 모두에서 HbA1c가 유의하게 감

소함이 확인되었다. 
2. 식습관 교정 후 총 섭취열량이 감소하였으며, 식

이섬유소 섭취량은 약 25 g으로 거의 유지되었다. 
따라서 식이섬유소를 권장섭취량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경우 그보다 더 섭취하지 않아도 연령과 신

장 및 체중을 고려하여 총 섭취 열량을 조절한다

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

된다. 
3. HbA1c≥5.7%군에서 식습관교정 후 TC, LDL-C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로써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습관교정이 혈중 지질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식습관교정 후 두 군 모두에서 hs-CRP가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 

과체중 및 비만인 성인 여성에서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습관교정은 HbA1c의 변화 및 TC, LDL-C, 
hs-CRP 등 합병증과 관련된 혈액 지표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당뇨병전기에

서 식습관교정의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당뇨병전기

에서 당뇨병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중요

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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