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형 당뇨 환자의 식습관, 운동 습관, 

스트레스,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유    해    



제 2형 당뇨 환자의 식습관, 운동 습관, 

스트레스,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지도  유   지   수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유    해    



유해 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년  12월    일



감사의 

 

  "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 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

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

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1하-2) ” 

  대학원에 진학하는 처음에서부터 논문이 완성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

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 가

운데 성장케 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논문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힘들 때마다 성경 말 과 격려의 

말로 위로해주시고 논문의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전체적인 과정을 이끌어 주신 유

지수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부 때부터 무조건적으로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셨으며 연구의 방향과 기틀을 바로 잡아 주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

게 지도해 주신 유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 수집과 대상자 선

정에 도움을 주시고 연구 방법에 도움을 주신 이현철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

다.

  언제나 저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으시고 삶의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 주셨던 이태화 교수님, 연구소 업무와  논문의 과정을 병행하는 과정 

가운데 전인격적인 배려를 해주신 김소야자 학장님, 학부시절부터 부족한 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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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양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아주 대학교 병원 이지현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에 적극적

으로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던 대상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건강한 삶

과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무실에서 항상 함께 있으면서 힘들 때마다 격려하며 정신적, 물질적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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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 선생님, 한선옥 선생님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의 최종 교정을 도와준 후배 선희, 언제나 격려하며 자신감을 심어주었던 

친구 수진이와 후배 현신이, 수연이, 52병동의 윤예섭 선생님, 안순 언니, 인선이

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진심 어린 격려로 

용기를 북돋워 주었던 혜경 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있으며 기도로 지지해주며 사랑해주었던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모

든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저에게 든든한 후원자로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며 지금까지 돌보

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리고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해주셨던 사랑하는 부모님과 

오빠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항상 사랑하시며 저를 통해 당

신의 광을 나타내시길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주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4. 1. 16.

연구자   유 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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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제2형 당뇨 환자의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제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와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03

년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서울 소재 당뇨 전문 병원 한 곳과 

Y대 부속 병원 당뇨병 센터 외래에서 통원 치료하는 제 2형 당뇨 환자 148명을 

대상으로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당화혈색소 및 인구 사회학적 특성, 질병 

관련 특성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Window program0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

고, 서술 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당화혈색소에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F=2.68, p<.05) 

직업 유무(t=2.36, p=.02), 교육 정도(F=17.47, p=.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질병관련 특성과 당화혈색소와의 관계에서는, 이환 기간이 길수록 당화혈색

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6.05, p=.00), 입원 경험 유무도 통계적으로 유의

하 다(t=-3.5, p=.00). 그 밖에 합병증 유무, 당뇨 교육 유무에 따른 당화혈색소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식습관 총 점수와 당화혈색소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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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운동 강도는 보통 이상의 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가볍게 한 집단보다 당화

혈색소가 유의하게 더 낮았으며(t=2.87, p=.00), 운동 시간은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집단이 1시간 미만으로 운동한 집단보다 당화혈색소가 더 낮았다(t=4.28, p=.00). 

운동 여부, 운동 기간, 운동 빈도에 따른 당화 혈색소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5. 운동 습관 중에 하루 운동 시간과 운동 기간에 있어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여서 운동 기간이 길수록 하루 운동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r=.20, p<.05).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규칙적인 식생활, 보통 이상의 

운동 강도, 하루 한 시간 이상의 운동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당화혈색소에 긍정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습관이 좋은 집단에서 당화혈색소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규칙적이고 저콜레스테롤 식이를 하는 사람에게 당화혈

색소가 낮으며 중등도의 운동을 한 시간 정도 시행하는 것이 당대사에 좋은 효과

를 나타낸다는 기존의 문헌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혈당 조절 

관리 방법을 개발, 적용할 때 규칙적인 식생활과 지속적인 운동 계획을 고려하여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습관 교육 

프로그램 중재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핵심 되는 말 :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당화혈색소, 제 2형 당뇨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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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최근 사회구조의 현대화에 따른 운동량 및 활동량의 감소에 반하여 스트레스의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양 불균형 등으로 많은 성인병이 발병되고 있으

며, 특히 1980년대 이후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당뇨병 

환자의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성인 인구의 1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허갑범, 1999). 또한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은 1981년에서 

1990년까지 10년 사이 3-4배로 크게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성찬, 1996).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 여부에 따라 제 1형과 제 2형으로 나뉘는데, 제 2형 당

뇨병은 체내 인슐린 생산은 부족하지 않지만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내로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이다(안응남 등, 1998; 예현수 등, 

1996). 제 2형 당뇨병은 주로 당뇨병의 유전적 인자를 가진 사람이 비만, 운동 부

족, 스트레스, 임신, 외상 등 당 대사를 나쁘게 하는 환경적 조건에 노출되었을 때 

발병하는 특징을 가진 유형이다(김정묵, 1993). 

  당뇨병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는 정신적, 정서적 향 뿐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

에도 많은 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어지고 있다.(최경애, 1994).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에프네프린과 코티졸이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박동을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의 수치를 

낮추고 그 작용을 방해하여 고혈당을 유발한다(대한당뇨병학회, 1999; 대한심신스

트레스학회, 1997). 

  따라서 효율적인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비만, 과식, 운동부족, 과

다한 스트레스 등을 일상생활에서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현준 등, 

1999).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균형 있는 양소의 섭취와 운동 관리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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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심리 사회적 측면으로의 접근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유형준, 1998). 

  최근에 제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식습관에 관한 연구와 식이요법, 운동 

요법을 적용하여 당대사 및 지질대사에 미치는 효과를 본 연구들이 다양하게 보

고 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당뇨병 조절 관리에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의 측면

을 조사한 연구는 극히 미비하다. 최근, 제 2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요법 

및 식이 요법을 실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상자마다 당대사와 지질대사 조절 

효과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 정도와 혈당 수치가 관

계가 있다는 연구가 몇몇 보고 되어지고 있다(유재희, 2002; 윤진숙 등, 2002; 황애

란 등, 2001). 그러나 아직까지 제 2형 당뇨 환자의 혈당,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

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며, 이들이 당화혈색소에 미치

는 향을 파악한 연구도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가 제 2형 당뇨 환자의 당화혈색소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여 

당뇨병 환자 관리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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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 2형 당뇨 환자의 당화혈색소와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

스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봄으로써 간호 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함

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제 2형 당뇨 환자의 당화혈색소 수준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한다.

 2) 제 2형 당뇨 환자의 식습관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제 2형 당뇨 환자의 운동 습관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C. 용어의 정의

 1. 제 2형 당뇨 환자

  췌장의 β세포 기능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인슐린에 대하여 근육이나 간, 지방

조직과 같은 말초조직의 반응력이 감소된 환자이다(허갑범, 1992).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개인 당뇨 전문 병원 한 곳과 Y대학 부속 병원에서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로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 중인 환자를 의미한다.

 2. 식습관

  식습관은 식생활 습관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대한 양사회(1991)의 ‘건

강을 위한 양진단’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25문항으로 조사된 내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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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운동습관

  운동 습관은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운동하는 습관을 의미하며(최봉 , 2001), 본 

연구에서는 김남진(2002)이 사용한 운동실천에 관한 설문지 중 연구목적에 적합한 

내용들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로 조사된 내용을 의미한다.

 4.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며, 자신의 안녕이 위협

당한다고 평가되는 인간과 환경간의 특정한 관계를 의미하며(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Goldberg가 고안한 사회․심리적 측정도구인 GHQ-12를 장

세진(1992)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값을 의미하며, 수치와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

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5. 당화혈색소(HbA1C)

  당화혈색소는 혈중에 포도당이 결합된 혈색소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대상

자가 서울 소재 당뇨전문병원과 Y대 부속병원 당뇨 센터 외래 검사실을 통해 측

정한 당화혈색소 수치를 의미한다. 당화혈색소의 정상수치는 6%미만이다(최 길 

등,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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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제 2형 당뇨 환자의 생활 습관

1. 제 2형 당뇨 환자의 식습관

  당뇨병은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대사의 장애를 나타내는 질환(대한당뇨병학

회, 1998)으로 무작위 혈당치가 200mg/dl 이상이며, 다뇨, 다갈, 다식 및 체중감소

의 증상이 있거나 두 번 이상 검사한 공복 시 혈당치가 140mg/dl 이상일 때, 공

복 시 혈당치가 140mg/dl 미만이면서 두 번 이상 경구 당부하 검사에서 혈당치가 

높은 경우 등이며, 소혈관, 대혈관 및 신경의 만성합병증을 동반한다(대한당뇨병학

회, 2000; 허갑범, 1992).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제 1형),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제 2형) 및 

양실조성 당뇨병(malnutrition related diabetes mellitus)등으로 1985년 세계 보건 

기구(WHO)에서 분류하 으며, 1997년 미국당뇨병학회에서는 인슐린 의존형, 인슐

린 비의존형의 용어를 폐지하고 제 1형 당뇨병, 제 2형 당뇨병으로 통일하 다(김

설 등, 1999). 우리 나라의 84% 이상이 제 2형 당뇨병이며(Lee 등, 1984), 제 2형 

당뇨병은 40대 이후에 발병하며 진행속도가 느리며 제 1형에 비해 임상증상이 뚜

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제 2형 당뇨병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환경 요

인에 의해 향을 받게 되는데, 환경적으로는 비만, 식생활,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있다(Morris, 1989; Wilson 등, 1986). 특히 식사요인은 질병의 발현과 

진행에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으므로(NIH, 1986; Franz, 1994), 식생활 관리는 

질병의 치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2형 당뇨 환자에서 식사요법의 목표는 혈당 및 혈중 지방 수치를 정상화시

키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며 합병증의 지연 및 예방을 하여 좋은 양상태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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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것이다(대한 당뇨병학회, 1998). 제 2형 당뇨 환자의 식사요법으로는 초기

에는 저당질 식사를 권장하 지만, 고지방으로 인한 동맥경화의 유병률이 현저히 

증가하고 동맥경화가 당뇨환자의 주된 사망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10년 동안

에는 고당질(당질 55-60%)식사를 권장하게 되었다(이정민, 1998).

  미국의 경우에는 제 2형 당뇨 환자의 식사로 총 열량 55-60%를 탄수화물로 섭

취하고, 당질중 66%이상은 복합당질로 섭취하며, 지방은 총 열량의 30%미만으로, 

단백질은 체중 1kg 당 0.8g 그리고 섬유소를 하루에 약 40g씩 섭취하는 것을 권장

하고 있다(Lesley 등, 1994).

  우리 나라의 경우 총 열량 중 당질 60%, 단백질 20%, 지방 20%를 권장하고 있

다(대한 당뇨병 학회, 1990). 우리나라에서 제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식이 섭

취량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평균 섭취 열량은 1600- 1800kcal로 나타났고 당

질,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60-70%:16-18%:16:22% 정도로 나타났다(이연경 등, 

1994; 이지현, 2002; 최미숙, 1991; 박선 , 1994).

  이 중 이지현(2002)의 연구에 의하면, 제 2형 당뇨 환자의 식습관 점수가 양호

한 군이 불량한 군보다 섭취 열량이 적게 나타났으며, 비타민 C ․ 칼슘섭취를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화혈색소와 식습관 점수, 운동 횟수 등과는 

서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이 제 2형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식이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어떠한 식습관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데는 각각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는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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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형 당뇨 환자의 운동습관 

  운동은 골격근에서 당 이용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대사장

애를 개선하고, HbA1C의 농도를 저하시킨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혈중 포도당 

농도를 감소시키며 근육을 비롯한 말초조직의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킨다(Delvin 

등, 1987). 특히, 제 2형 당뇨 환자들의 경우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조절, 체중 유

지 및 조절, 삶의 질 향상, 당뇨 합병증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

이 권장되고 있다(김성수 등, 1995;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ADA], 2001; 

대한당뇨병학회 역, 1999; Horton, 1991). 그런데 이러한 운동 효과를 획득하기 위

해서는 진단 초기부터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할 것과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평생의 생활습관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세브란스병원, 1998). 

  제 2형 당뇨 환자에게 처방하는 전체 운동의 구성은 유산소 운동 80%, 근력 운

동 15%, 유연성 운동 5%의 비율로 구성되며,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달기기 등의 유산소 운동이다(송 득, 

1998). 걷기, 조깅, 사이클링, 수 , 미용체조 등의 유산소성운동은 말초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합병증을 예방하고 심신을 상쾌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가정관리연구원, 

1992), 칼로리를 소모시켜서 식사요법의 효과를 높여주며, 스트레스를 해소시킴으

로 체내 혈당조절이 잘 되게 하고, 당뇨병 환자에게 흔한 지질대사 장애를 감소시

키며, 주된 사망원인인 죽상동맥경화증 등의 위험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

다(허갑범, 1995).

  제 2형 당뇨 환자의 운동 빈도는 주당 3-5일 정도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하루 30-45분정도 운동하는 것이 적당하다(ACSM, 2000). 또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는 운동인 보행은 1분간 약 2.6-3.5칼로리의 에

너지를 소모시키는데(대한당뇨병학회, 1995; 가정건강관리 연구원, 1992; 김정묵, 

1993), 조철구(1996)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는 하루에 240칼로리의 에너지를 소모

할 정도의 운동으로 걷기 40분과 체조 20분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 2형 당

뇨 환자를 위한 운동관련 연구는 주로 의학, 체육학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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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간호학과 식품 양학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전점이, 1999, 2000). 국내

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가 운동 효과를 생리적 지표로 본 연구(허갑범, 1985; 박해

심 등, 1985)나 운동 효과를 증명하려는 연구(이혜란, 1990; 전점이, 1991; 김춘자, 

1996, 2001), 혹은 운동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연구(백경신, 1990; 

석부현, 1992)등으로 이루어졌다.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보면, 운동요법을 시행한 

집단이 시행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당대사량이 증가하거나 혈당 수치가 낮아지며, 

자기효능점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어지고 있다(김춘자, 1996, 2001; 

이혜란, 1990; 석부현, 1992). 그러나, 운동 양상 및 운동 습관에 관한 연구는 운동

양상의 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황성자, 1999)가 있었을 뿐이어서 제 2형 당뇨 환

자의 운동 습관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국외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운동을 통한 제 2형 당뇨 환자의 생리적 효과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Shimokate 등, 1991; Petrella, 1999; Lehmann 등, 1995; 

Agurs, 1997; Honkola, 1997) 등이 주로 대부분이었다. 

  이상에서 제 2형 당뇨 환자에 있어서 운동은 혈당 조절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

적인 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운동 방법과 효과들이 제시되어지고 있지만 현재 제 2형 당뇨 환자들의 운동 양

상 혹은 습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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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2형 당뇨 환자의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여지고 있지만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김동균, 1987).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스트레스는 세 가

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상호작

용으로서의 스트레스가 그것이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취하여온 입장으로서, 환경적 

요구 및 내적 요구에 개인, 사회, 조직체계내의 적응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나타

나는 반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정미내, 1992).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최근

까지도 심리학자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환경 

내의 하나의 자극 특징으로 보는 입장이다(장석진, 1999).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사람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계론적 입장은 개인의 역동적인 심리과정

을 중시하는 새로운 개념체계이다. 이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소유한 자원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양상이 달

라지게 된다고 본다(박유정, 1993).  

  당뇨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혹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

든 혈당유지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최경애, 1994). 즉,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호

르몬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박동을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그 작용을 방해하여 고혈당을 유발한다(대한당

뇨병학회, 1999). 스트레스는 에피네프린 분비를 유발하여 혈당을 증가시키며 스트

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코티졸이 분비된다. 코티졸은 간장에 작용하여 간장

에 저장되어 있는 리코겐을 혈중으로 보내는 작용을 하게 되며 따라서 혈당을 

상승시키게 된다(대한심신스트레스학회, 1997; 민병일, 1994). 

  스트레스와 당뇨병과의 연구에서 몇몇 연구자들은 스트레스가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 다(고경봉 등, 1992; 문수재 등, 1994; Stein 등, 1971). 특히, 고

경봉 등(1992)의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의 78%는 정신신체장애를 나타냈으며, 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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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971)의 연구에서는 발병 후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내분비 변화를 일

으켜 양 대사의 변화를 초래하여 양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이와 

같이,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지속된 심리적 스트레스가 유전적 요소

나 호르몬의 불균형과 더불어 당뇨병을 만드는 원인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최소한 당뇨병의 경과에 향을 줄 수 있다.

  제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

이나 최근 들어 심리 사회적 측면으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임정원 등, 2001; 

Herpertz 등, 2002; Fukunishi 등, 1998; 최지은, 2001; 이용미, 1997). 이용미(1997)

의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80% 이상이 ‘자신의 스트레스가 혈당에 향을 미

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Herperz 등(2002)의 연구에서는 제 2형 당뇨병환자

에 있어서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 가운데에서 혈당 수치와 스트레스 경험 및 스트레스 지각에는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연구도 몇몇 보고 되어지고 있다(최지은, 2001; 임정

원 등, 2001). 이는 스트레스가 하나의 요인이 아닌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임정원 등, 2001), 스트레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운동, 식사행동, 사회적 지지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유수정 

등, 2001; 최혁준 등, 2001; 장세진, 1992). 장세진(1992)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인

자로서 일상적 생활에 부정적인 향을 주는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 사건들과 만

성적 긴장이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발생을 중

재하는 대응자원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혁준 등(2001)의 연구에서 운동을 

한 날이 운동하지 않은 날에 비해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운동 여부가 스트레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과도한 스트레스가 당뇨 환자에 있어서 혈당 관리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부 연구들에서 보고 되어지고 있으나 혈당 수치와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가 미비하므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하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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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당화혈색소에 향을 미치는 요인

 

  사람의 적혈구 안에는 혈색소(헤모 로빈)이라고 하는 산소운반에 필요한 단

백질이 들어 있다. 핏속에 포도당(혈당)이 높이 증가하면 포도당의 일부가 혈색

소에 결합된다. 이렇게 포도당이 결합된 혈색소를 당화혈색소라고 하며 헤모

로빈 에이원씨(HbA1C)라고도 부르다. 적혈구의 수명은 약 120일이며, 우리의 몸 

안에서는 매일 일부의 적혈구가 깨지고 한편에서는 그만큼 새로 만들어져서 일

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한번 포도당이 결합되어 당화혈색소가 만들어지면 그 적

혈구는 수명이 다되어 분해 될 때까지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러므

로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적혈구내에 있는 당화혈색소도 증가

한다(최지은, 2001).

  혈당 검사가 매일매일 피 속의 당분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알아보는 검사인 

반면, 당화혈색소는 지난 8주간의 혈당치를 반 하며, 따라서 비교적 장기간의 

혈당치를 반 하게 되므로 최근 수개월동안 당뇨병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지표로 이용된다. 당화혈색소의 정상 수치는 6%미만이다(최 길 등, 

1994).

  당화혈색소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양상태가 있다. Bell 등(1995)이 제 2

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총열량 섭취량은 대상 환자 모두에게서 당

화혈색소의 예측인자로 나타났으며, 흑인 화자들은 지방 섭취량도 당화혈색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himakawa 등(1993)의 연구에서도 제 1형 당

뇨 남자 환자에서 총열량, 당질, 단백질, 지방 그리고 지방으로부터 얻는 열량의 

비율과 당화혈색소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다. 이정민(1998)의 연구에

서는 제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당화혈색소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

는데, 총 열랑 섭취량의 증가와 당화혈색소와의 사이에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화혈색소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보고 되고 있다. 

Frenzel 등(1988)의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 39명의 당화혈색소와 인지한 스트



- 12 -

레스 수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한바 있으며, Peyrot 등(1992)은 제 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한 실험에서 대상자의 당화혈색소가 유의

하게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이상의 문헌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 2형 당뇨 환자에 있어서 식습관, 운동습

관, 스트레스는 혈당 조절 및 질병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며, 꾸준히 관리해 나가야 할 생활습관들이다. 당뇨 환자에 있어서 식이 조절은 

매우 중요하며 혈당 수치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

로 한 다양한 운동 방법들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제시한 연구들이 보고되어 지

고 있다. 스트레스는 혈당 수치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그 연구가 미비하나 몇몇의 

연구들에서 스트레스 경험이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 지고 

있다. 또한, 이들 생활습관은 상호 연관적으로 서로 접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

나 제 2형 당뇨 환자에 있어서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의 상호 관련성을 본 

연구는 매우 미비하며 이들 생활습관과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을 본 연구도 부족

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 2형 당뇨 환자의 이 세 가지 생활습관을 

조사하고, 이들 간의 상호 연관성 및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13 -

Ⅲ. 연구 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 2형 당뇨 환자의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및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03년 10월 16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서울 소재 개인 

당뇨 전문 병원 한 곳과 Y대학 부속 병원 당뇨병센터 외래에서 통원 치료하는 제 

2형 당뇨환자들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187명을 편의 추출하 으나, 이 중 자료

가 불충분하여 사용할 수 없는 대상자를 제외하여 최종 148명이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만 70세 미만의 통원 치료 받는 환자

   2) 국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설문지의 응답이 가능한 자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위의 조건으로 연구대상자를 제한한 이유는 고령의 나이로 인한 생리적 신체 

기관의 노화가 당화혈색소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

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할 때,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응답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졸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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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 도구 

1. 식습관 및 운동 습관 조사 도구

 

  식습관 조사 도구로는 대한 양사회(1991)의 ‘건강을 위한 양진단’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총 25문항으로 식생활의 규칙성, 식생활의 균형, 성인병과 

식생활, 식생활과 건강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있다. 식생활의 규칙

성에서는 식사횟수, 식사량과 식사시간의 규칙성, 식사속도, 과식 정도를 조사하

고, 식생활과 균형은 일별 곡류, 단백질, 채소류, 유지류의 섭취 횟수, 주별 우유 

및 유제품, 과일류 섭취 횟수 등을 조사하 다. 성인병과 식생활은 가공식품, 염분

이 많이 함유된 식품류, 단순 당질 식품류 섭취 횟수, 주별 외식 횟수, 음주 섭취 

횟수, 운동을 하는 횟수 등을 조사하 고, 식생활과 건강은 건강식품 섭취, 건강보

조식품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하 다. 식습관 총 점수는 식생활의 규칙성과 성인병

과 식생활 두 부분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 후 평균을 계산하여 식습

관 점수를 결정하 다.

  운동습관 조사 도구는 김남진(2002)이 사용한 운동실천에 관한 설문지 중 연구

목적에 적합한 내용들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로 조사하 다. 문항은 총 6문

항으로서, 운동 여부, 운동 기간, 운동 종류, 하루 총 운동 시간, 운동 강도 등을 

조사하 다. 

2. 스트레스 측정 도구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스트레스 측정도구로서 선행된 연구에서 높

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받은 GHQ-12를 장세진(1992)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

여 조사하 다. 총 12문항으로 각각의 문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종종 그렇다’, ‘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를 주어 0-3점씩 점수를 주어 GHQ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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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정하 다. 점수 범위는 0-36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3이

었다. 

3. 혈액 검사

  당화 혈색소(HbA1C)는 효소법에 의한 일본 시마츠 제작의 자동 생화학 분석기

를 사용하여 외래 당뇨병 센터 및 당뇨 전문 병원 임상병리 검사실에서 측정한 

수치를 의무 기록지를 통해 수집하 고, 연구를 위한 조사 시기와 같은 시기에 측

정한 수치를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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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 수집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 소재 개인 당뇨전문 병원 한 곳과 Y대학 부속 병

원 당뇨병센터 외래에서 2003년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 다. 대상자

가 외래에 왔을 때 대기 시간 중에 자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 으나, 질문이 

있을 시에는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 다. 설문지 한 부를 조사하는데 드는 시간은 

평균 10분이었다. 일반적 사항과 식습관 및 운동습관,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고, 

당화혈색소는 조사 당일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한 수치를 추후에 의무 기록지를 

통해 수집하 다. 

E. 자료 분석 및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하여 분석하 다.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구체적인 통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

다.

  2) 질병 관련 제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를 실시하 다. 

  3) 식습관 점수, 운동습관,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당화혈색소의 차이를 보기 위

하여 t-test와 ANOVA,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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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48명으로서, 성별은 남자가 68명(45.9%), 여자가 80명

(54.1%)이다. 연령의 분포는 31세부터 70세까지 는데 그 분포를 보면 40세 이하

는 8명(5.4%), 40대는 27명(18.2%), 50대는 56명(37.8%), 60대 이상은 57명(38.5%)으

로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 2형 당뇨병은 주로 40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며, 40대 이후가 전체 당뇨 환자의 70%에 해당하는 것을 반 해주는 

결과이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6.52(±8.94)세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의 결혼 여부는 기혼이 140명(94.6%)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이 2

명(1.4%), 사별이 3명(2.0%), 미혼이 3명(2.0%)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58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이 53명(35.8%), 중졸이 21명(14.2%), 국졸

이 16명(10.8%)순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110명(74.3%)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

고 있어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황

성자(1999)가 제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기혼이 89.8%로 가장 

많았고 교육 수준이 대학졸업 이상이 30.1%로 가장 많았던 결과와 유사하다. 

  직업 종류로는 가정 주부가 66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이 19명

(12.8%), 전문/행정관리직이 17명(11.5%), 퇴직/무직이 16명(10.8%), 서비스직이 14

명(9.5%)순으로 나타났다. 전문/행정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을 다 합해서 33.8%

가 되어 실재로 직업에 종사하는 대상자가 많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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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8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범 위 

성별 남 68 45.9

여 80 54.1

연령 40세 이하 8 5.4 56.52±8.94 31-70

41세∼50세 27 18.2

51세∼60세 56 37.8

61세∼70세 57 38.5

결혼여부 미혼 3 2.0

기혼 140 94.6

이혼 2 1.4

사별 3 2.0

교육정도 국졸 16 10.8

중졸 21 14.2

고졸 58 39.2

대졸 53 35.8

직업종류 전문/행정관리직 17 11.5

사무직 19 12.8

생산직 11 7.4

서비스직 14 9.5

가정주부 66 44.6

퇴직/무직 1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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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질병관련 특성을 크게 이환기간, 

혈당수치(식전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 합병증의 유무, 치료방법, 당뇨 교육경험 

유무, 입원 경험 유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이환기간은 8.2년이며, 이환 기간은 5년 미만이 56명

(37.8%)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34명(23.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30명(20.3%), 15년 이상은 28명(18.9%)으로 나타났다. Roggiero 등(1987)의 연구대

상자 당뇨병 환자들은 진단 받은 지 10년 이상 된 환자가 53.1%로 가장 많았고 5

년 미만은 15.7%로 나타났다. 황성자(1999)의 연구에서는 5년 미만이 29.0%로 가

장 많이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는데,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 당뇨병 환자

수가 상승하는 추세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혈당수치는 식전혈당과 식후혈당과 당화혈색소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식전혈

당은 평균 149.9mg/dl로 나타났고 식후혈당은 216.0mg/dl로 나타났으며, 당화혈

색소는 8.45%로 나타나 혈당수치가 정상 수치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식전 혈당의 정상 범주인 115mg/dl미만인 대상자는 35명(23.6%), 식후혈당의 정상

범주인 140mg/dl 미만인 대상자는 28명(18.9%), 당화혈색소의 정상범주인 6%이하

인 응답자는 6명(4.1%)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혈당수치가 정상범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유무에서는 ‘합병증을 가지고 있다’가 43명

(29.1%), ‘합병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105명(70.9%)으로 합병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당뇨로 인한 입원 경험 유무에서는 

102명(68.9%)의 대상자들이 당뇨로 인한 입원 경험이 없었으며, 46명(31.1%)의 대

상자들이 1회 이상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의 치료방법은 경구

혈당강하제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111명(75.0%), 인슐린을 사용하는 대상자가 11명

(7.4%), 경구혈당강하제와 인슐린을 함께 처방 받은 대상자가 16명(10.8%), 약물요

법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10명(6.8%)으로 나타나 경구혈당강하제로 치료받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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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n=148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이환기간 5년 미만 56 37.8

5년 이상 - 10년 미만 34 23.0

10년이상 - 15년 미만 30 20.3

15년 이상 28 18.9

합병증 유 43 29.1

무 105 70.9

치료방법 경구혈당 강하제 111 75

인슐린 11 7.4

둘 다 16 10.8

약물 투여 안함 10 6.8

식전혈당 115mg/dl 미만 35 23.6

115mg/dl 이상 - 140mg/dl 미만 48 32.4

140mg/dl 이상 - 180mg/dl 미만 29 19.6

180mg/dl 이상 - 220mg/dl 미만 23 15.5

220mg/dl 이상 13 8.8

식후혈당 140mg/dl 미만 28 18.9

140mg/dl 이상 - 200mg/dl 미만 28 18.9

200mg/dl 이상 - 250mg/dl 미만 29 19.6

250mg/dl 이상 - 300mg/dl 미만 16 10.8

300mg/dl 이상 21 14.2

검사하지 않음 26 17.6

당화혈색소 6% 미만 6 4.1

6% 이상 - 8% 미만 63 42.6

8% 이상 - 10% 미만 51 34.5

10%이상 28 18.9

당뇨교육 유 87 58.8

무 61 41.2

입원경험 유 46 31.1

무 102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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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대상자 다수는 합병증으

로 인하여 입원한 경험이 없고, 경구약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다. 당뇨 교육 경

험 유무에서는 87명(58.8%)의 대상자들은 1회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61명(41.2%)은 ‘당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1/3 이상에 해당하는 대

상자는 당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상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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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식습관, 운동 습관, 스트레스 분석

 1.  식습관 

  식습관 조사 설문지는 총 25문항으로 식생활의 규칙성, 식생활의 균형, 성인병

과 식생활, 식생활과 건강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 식생활의 규칙성 

  연구 대상자들의 식생활 규칙성을 평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상자들 중 132명(89.2%)은 하루 3회 식사를 섭취하 으며,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고 먹는 경우가 132명(89.2%)으로 나타나서 다수의 대상자들이 하루에 3번 식사

를 섭취하며 조식을 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7명(72.3%)의 대상자들

이 식사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 다. 식사를 하는 속도는 ‘천

천히 먹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19명(12.8%)인 것에 비해 ‘빨리 한다’고 응답한 사

람이 70명(47.3%)으로 나타났다. 과식 빈도의 경우 ‘거의 안하다’는 경우가 44명

(29.7%), ‘가끔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84명(56.8%), 자주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8

명(12.2%)으로 과반수 이상이 때때로 식사량 조절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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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식습관: 식생활의 규칙성 

n=148

내용 구분 실수 백분율(%)

하루 식사 횟수 3번 132 89.2

2번 7 4.7

1번 1 0.7

4번 이상 3 2.0

불규칙 5 3.4

아침식사의 규칙성 예 132 89.2

아니오 16 10.8

식사시간의 규칙성 예 107 72.3

아니오 40 27.0

무응답 1 0.7

식사 속도 천천히 19 12.8

보통 59 39.9

빨리 70 47.3

과식 빈도 거의 없다 44 29.7

가끔 있다 84 56.8

자주 있다 18 12.2

무응답 2 1.4

2) 식생활의 균형

  식생활의 균형을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상자 중 113명(76.4%)이 하루 3회 곡류 음식을 섭취하고 있으며, 하루 2회 섭

취하는 경우는 24명(16.2%), 1회 이하는 11명(7.4%)이었다. 단백질 섭취 횟수는 하

루 1회 이하가 62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 섭취 횟수는 하루 3회가 71명

(48.0%)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 섭취는 하루에 1회 이하가 131명(88.5%)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유 및 유제품은 일주일에 0-2회 먹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78명(52.7%)

으로 다른 식품과 비교하여 유제품 섭취가 부족하게 나왔으며 이는 이지현(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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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유제품 섭취를 거의 안 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이는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57세로 우리나라에서 유제품 섭취가 일상화되지 않

은 연령대인 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표 4> 식습관: 식생활의 균형

n=148

내용 구분 실수 백분율(%)

하루 곡류섭취횟수 3회 113 76.4

2회 24 16.2

1회 이하 11 7.4

하루 단백질 섭취횟수 3회 33 22.3

2회 52 35.1

1회 이하 62 41.9

무응답 1 0.7

하루 채소류 섭취횟수 3회 71 48.0

2회 50 33.8

1회 이하 26 17.6

무응답 1 0.7

하루 지방 섭취횟수 3회 4 2.7

2회 9 6.1

1회 이하 131 88.5

무응답 4 2.7

주당 유제품 섭취횟수 6-7회 39 26.4

3-5회 27 18.2

0-2회 78 52.7

무응답 4 2.7

주당 과일 섭취횟수 6-7회 49 33.1

3-5회 53 35.8

0-2회 46 31.1

하루 균형잡힌 식사횟수 3회 45 30.4

2회 45 30.4

1회 이하 57 38.5

무응답 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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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병과 식생활

  식습관 중 성인병과 식생활 부분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구 대상자 중 137명(92.6%)이 가공식품, 반가공식품, 인스탄트 식품을 일주일

에 0-2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 음식 섭취 횟수도 주당 0-2회로 적게 섭취

하는 대상자가 116명(7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지현(2002)은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가 식사 섭취 중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단 음식을 피한다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이 단 음식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자 중 82명(55.4%)이 짠 음식, 밑반찬, 젓갈류, 자반, 김치 등을 

선호한다고 응답하 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고지방 음식의 경우 142명

(95.9%)이 일주일에 0-2회로 적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의 경우, 대상자 중 101명(68.2%)이 일주일에 2회 이하 혹은 한번도 외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대상자 중 130명(87.8%)이 일주일에 0-2회 정도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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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식습관: 성인병과 식생활

n=148

내용 구분 실수 백분율(%)

주당 가공식품 섭취횟수 6-7회 1 0.7

3-5회 8 5.4

0-2회 137 92.6

무응답 2 1.4

주당 단음식 섭취횟수 6-7회 2 1.4

3-5회 26 17.6

0-2회 116 78.4

무응답 4 2.7

짠음식 선호 예 82 55.4

아니오 65 43.9

무응답 1 0.7

주당 고지방식품 섭취횟수 6-7회 0 0.0

3-5회 2 1.4

0-2회 142 95.9

무응답 4 2.7

주당 외식 횟수 6-7회 13 8.8

3-5회 31 20.9

0-2회 101 68.2

무응답 3 2.0

주당 음주 횟수 6-7회 3 2.0

3-5회 8 5.4

0-2회 130 87.8

무응답 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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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생활과 건강

  식습관 중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상자 중 비타민제나 양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94명(63.5%)이며, 식사 이외에 

건강 보조 식품을 복용하는 경우는 56명(37.8%)으로 나타났다. 건강 보조 식품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는 90명(60.8%)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양이나 건강에 대한 지식을 실제 식생활에 응용하려고 노력하는 

대상자는 73명(49.3%)이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65명(43.9%)으로 나타났다. 식

생활이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98명(66.2%)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6> 식습관: 식생활과 건강 

n=148

내용 구분 실수 백분율(%)

비타민/ 양제 섭취 여부 예 94 63.5

아니오 54 36.5

건강보조식품 섭취 여부 예 56 37.8

아니오 90 60.8

무응답 2 1.4

지식 응용 여부 적극 노력 73 49.3

그저 그렇다 65 43.9

전혀 아니다 9 6.1

무응답 1 0.7

일상생활 도움 여부 예 98 66.2

아니오 50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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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습관 점수

  식습관 점수는 대한 양사회의 1991년 개발한 건강을 위한 양 상담 Program

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식습관 조사 설문지 중 ‘식생활의 규칙성’, ‘식생활과 건

강’, ‘성인병과 식생활’ 세 부분을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 후 평균을 

계산하여 식습관 점수를 정하 다. 식습관 점수는 20∼59점 불량(문제 있음), 60∼

79점 보통 (개선할 여지 있음), 80∼100점 양호(대체로 좋음)하다고 평가하 으며 

평가 결과는 <표 7>과 같다. 총 식습관 점수의 평균은 84.4±6.9점이었으며, 식생활

과 규칙성은 76.6±13.1점, 성인병과 식생활은 87.6±8.2점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 대상자의 식습관 점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식생활의 규칙성 76.6±13.1 36 - 100

성인병과 식생활 87.6±8.2 70 - 100

식습관 총점 84.4±6.9 60 - 100

2. 운동 습관 

  운동 습관에 관한 문항은 총 7문항으로 운동 여부, 운동 종류, 운동 기간, 운동 

빈도, 하루 총 운동 시간, 운동 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  

  108명(73.0%)의 대상자가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 중 운동 기간이 1년 미만인 대상자는 37명(32.5%)이며, 1년 이상 꾸

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71명(62.3%)으로 나타나 비교적 지속적인 운동 

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빈도는 주 3일 미만으로 운동하는 대상

자가 13명(11.4%)인 것에 비해 주 3일 이상 운동하는 대상자가 99명(86.8%)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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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대상자의 운동습관 

n=148

실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운동 여부   예  108(73.0)

           아니오  40(27.0)

운동 기간   1년 미만  71(62.3)

           1년 이상  37(32.5)

무응답  6(5.3)

운동 빈도   주 3일 미만   13(11.4) 

            주 3일 이상  99(86.8)

무응답  2(1.8)

운동 강도 가볍게 천천히  50(43.9)

땀이 날 정도로  36(31.6)

숨찰 때까지   9(7.9)

시간에 맞추어  15(13.2)

기타  3(2.6)

무응답  1(0.9)

운동 종류 걷기  74(64.9) 

등산  12(10.5)

수   4(3.5)

헬스․에어로빅  10(8.8)

기타  7(6.1)

무응답  7(6.1)

운동 시간(시간) 1.43±0.81 0.3 - 5.0

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당뇨 환자가 필요로 하는 주 3일 이상 꾸준히 운

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운동 시간은 평균 하루 1.4시간 정도를 운

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 강도에 대한 문항 응답자 중 50명(43.9%)이 

‘가볍게 천천히’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6명(31.6%)의 대상자들이 ‘땀

날 정도로’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들이 비교적 강도가 세지 않

게 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운동 종류로는 걷기가 74명(69.2%)으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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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 가장 많이 나타났고, 등산이 12명(11.2%), 헬스 및 에어로빅이 10명(9.3%)으

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연구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총합은 남자가 9.0, 여자가 11.0으로 여자가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국내외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높은 스트레스 증상을 보인다는 점과 일치하 다. 또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본 도구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점수를 측정한 연구 결과보다 남, 여 각각 2.2점, 

1.6점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직업

을 가진 대상자가 33.8%이며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66.2%로서, 직장에

서 받는 스트레스 경험이 비교적 없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는 Radloff 등(1975)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차원에서는 직장 여성이 주부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9>. 

<표 9>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

n=148

  스트레스에 관해 구체적인 문항들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의 76명(51.4%)이 항

상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 으며, 자주 그렇다는 대답도 49명(33.1%)으로 

많았다. ‘매사에 쓸모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70명(47.3%)이 긍정

적인 대답을 보 다. ‘어떤 일을 잘 결정할 수 있습니까?’는 질문에 74명(50.0%)이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성별 남 46 9.0±5.84          0-27

              여 91 11.0±5.99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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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그렇다는 대답을 하 으며, 매일의 행위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질문에서는 

‘항상 그렇다’가 49명(33.1%)이며, ‘자주 그렇다’가 49명(33.1%), ‘가끔 그렇다’가 38

명(25.7%)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대상자 중 60명(40.5%)이  부딪치는 어려움을 

항상 해결할 수 있다고 대답하 고, 94명(63.5%)이 항상 혹은 자주 행복하다고 느

낀다고 응답하 다.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수면 곤란을 경험하는 대상자 중 13명

(8.8%)이 ‘항상 그렇다’고 응답하 고 23명(15.5%)이 ‘자주 그렇다’고 응답하 다. 

‘긴장감을 느끼며 생활하십니까’는 질문에서는 19명(12.8%)이 ‘항상 그렇다’고 대답

하 으며 34명(23.0%)이 ‘자주 그렇다’고 대답하 다.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

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항상 그렇다’가 13명(8.8%), ‘자주 그렇

다’가 12명(8.1%)로 나타났으며, 불행하거나 우울함을 느끼는 대상자는 ‘항상 그렇

다’가 8명(5.4%), ‘자주 그렇다’가 10명(6.8%)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항

상 갖지 못하는 대상자는 14명(9.5%)이었으며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항상 

혹은 자주 생각하는 대상자는 14명(9.9%)이었다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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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스트레스 문항별 연구 대상자 빈도(백분율)

n=148

항      목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76(51.4) 49(33.1) 19(12.8) 3(2.0) 1(0.7)

2. 매사에 쓸모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느끼십니까? 
70(47.3) 40(27.0) 29(19.6) 7(4.7) 2(1.4)

3. 어떤 일을 잘 결정할 수 있습니까? 74(50.0) 40(27.0) 29(19.6) 2(1.4) 3(2.0)

4. 매일의 행위에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49(33.1) 49(33.1) 38(25.7) 10(6.8) 2(1.4)

5. 부딪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

   니까?
60(40.5) 48(32.4) 38(25.7) 2(1.4) -

6.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38(25.7) 56(37.8) 42(28.4) 11(7.4) 1(0.7)

7.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합

   니까?
13(8.8) 23(15.5) 53(35.8) 59(39.9) -

8. 긴장감을 느끼며 생활하십니까? 19(12.8) 34(23.0) 42(28.4) 52(35.1) 1(0.7)

9. 귀하의 고민거리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3(8.8) 12(8.1) 54(36.5) 66(44.6) 3(2.0)

10. 불행하고 우울함을 느끼십니까? 8(5.4) 10(6.8) 62(41.9) 68(45.9) -

11. 자신에 대한 확신(믿음)을 갖지 못합  

    니까?
14(9.5) 18(12.2) 46(31.1) 69(46.6) 1(0.7)

12. 자신이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  

    까?
6(4.1) 8(5.4) 43(29.1) 90(60.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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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당화혈색소의 관련 요인 분석

1.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당화혈색소와의 관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화혈색소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사용하 고,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성별에 따른 당화혈색소는 남자가 8.00%, 여자가 7.90%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40세 이하가 9.22%, 40대가 8.25%, 50대

가 7.61%, 60대가 8.26%로서 50대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2.68, p<.05).  

<표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화혈색소의 차이 

n=148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p

성별 남 8.00 1.49
.36 .72

여 7.90 2.15

연령 40세 이하 9.22 1.46

2.68 .04
41세-50세 8.25 1.73

51세-60세 7.61 1.63

61세-70세 8.26 1.81

결혼여부 유 7.25 0.21
-.56 .57

무 7.94 1.73

교육정도 고졸미만 8.32 1.43

17.47고졸 8.98 2.13 .00

대졸이상 7.28 1.72

직업종류 유 8.41 1.53
2.36 .02

무 7.71 1.77



- 34 -

  결혼 상태에 따른 차이는 결혼상태는 크게 ‘미혼’이 ‘기혼’ 두 집단으로 구분하

여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미혼’이 7.25%, ‘기혼’이 7.94%로서 결혼한 사람

이 당화혈색소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

른 차이는 고졸 미만이 8.32%, 고졸이 8.98%, 대졸 이상이 7.28%로서 대졸 이상에

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17.47, p=.00). 직업에 따른 당화혈색소 차이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8.41%로서 

직업이 없는 사람의 수치인 7.7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t=2.36, p=.02).

 

2.  질병 관련 특성과 당화혈색소와의 관계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당화혈색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1>.

  합병증 유무와 당화혈색소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환기간을 5년 미

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당화혈색소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5년 미만의 이환기간을 가진 집단은 7.79%, 5년 이상-10년 미만은 

8.66%, 10년 이상은 8.96%로서 이환 기간이 길수록 당화혈색소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79, p=.00). 사후 분석을 Bonferroni 

검정으로 시행한 결과 이환기간이 5년 미만인 대상자 집단과 10년 이상의 대상자 

집단에서 당화혈색소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표 12-2>.

  당뇨로 인한 입원 경험이 있는 집단의 당화혈색소는 8.84%, 입원 경험이 없는 

집단은 7.68%로서 입원 경험이 있는 집단에 당화혈색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t=-3.5, p=.00). 이는 당화혈색소가 당뇨병이 잘 조절되

고 있는지를 대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당뇨병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입원하

여 치료를 받게 되므로 당뇨로 인한 입원 경험이 있는 집단이 입원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온 것이라고 사료된다. 약물요법, 당뇨 교육 유

무에 따른 당화혈색소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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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당화혈색소의 차이 

n=148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p

합병증 유 8.42 1.64
1.79 .08

무 7.80 1.73

이환기간 5년미만 7.79 1.56

6.05 .005년이상-10년미만 8.66 1.94

10년이상 8.96 2.03

약물요법 경구혈당강하제 8.39 1.95

1.06 .37
인슐린 8.32 1.42

둘다 9.01 1.37

사용안함 8.03 2.07

당뇨교육 유 7.83 1.82
.98 .33

무 8.12 1.51

입원경험 유 8.84 1.96
-3.5 .00

무 7.68 1.57

<표 12-2> 이환 기간에 따른 당화혈색소의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 

n=148

Variables

ANOVA Bonferroni test

Sun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이환기간분류 

Mean 

Difference
p

이환 기간 41.01    2 20.50 6.05* .00 1-2     -.87 .19

1-3    -1.41* .00

1-4     -.92 .20

2-3     -.54 1.00 

2-4    -5.19 1.00

3-4 .49 1.00

1은 5년 미만, 2는 5년이상-10년 미만, 3은 10년 이상-15년 미만, 4는 15년 이상임.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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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식습관, 운동 습관, 스트레스와 당화혈색소와의 관계

1. 식습관과 당화혈색소와의 관계

  

1) 식습관 점수에 따른 당화혈색소의 차이

  대한 양사회(1991)는 식습관 점수를 20∼59점 불량(문제 있음), 60∼79점 보통 

(개선할 여지 있음), 80∼100점 양호(대체로 좋음)하다고 분류하 다. 이 분류를 사

용하여 식습관과 당화혈색소와의 관계를 분산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식습관 점수

가 ‘양호’한 군이 ‘보통’인 군보다 당화혈색소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지 않았다 <표 13>. 

<표 13>  식습관 점수에 따른 당화혈색소의 차이

n=148

2. 운동 습관과 당화혈색소와의 관계 

  운동 습관과 당화혈색소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통해 분

석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운동 강도에 있어서 가볍게 운동하는 대상자와 보통 이상으로 운동하는 대상자 

집단으로 나누어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을 분석해 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정상인 

6%미만보다는 높았지만 가볍게 운동하는 집단의 당화혈색소는 8.50%이며 보통 이

구분 N(명) 평균 표준편차 F p

개선여지있음 34 8.37 .27
3.1 .08

대체로좋음 113 7.7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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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강도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7.65%로서 보통 이상의 강도로 운동하는 집단이 

당화혈색소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2.87, p=.00).  

  운동 시간은 1시간미만으로 운동하는 경우에 당화혈색소가 8.64%인 반면에, 1시

간 이상으로 운동하는 경우는 7.46%로서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집단이 당화혈색소

가 더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4.28, P=.00). 

  운동 유무, 운동 기간, 주당 운동 빈도와 당화혈색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의

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14> 운동 습관과 당화혈색소와의 관계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p

운동여부 유 8.40 1.81
-.48 .63

무 8.59 2.23

운동기간 1년 미만 8.39 1.72
.27. .79

1년 이상 8.30 1.83

운동빈도 주 3일 미만 8.05 2.03
-.62 .54

주 3일 이상 8.38 1.76

운동강도 가볍게 8.50 2.03
2.87 .00

보통 이상 7.65 1.49

운동시간 1시간 미만 8.64 1.92
4.28 .00

1시간 이상 7.46 1.42

3.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당화혈색소와의 상관관계 분석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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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시행하 다 <표 15>. 

  당화혈색소는 식습관 점수, 1일 운동 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r=-.25, p=.00; r=-.34, p=.02)를 보 다. 즉, 식습관 점수가 좋으며, 하루 운동 시간

이 많을수록 당화혈색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좋은 식습관 형성과 충분

한 운동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당뇨병 조절에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스트레스 점수와 운동 기간과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식습관 점수는 운동 양상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식습관 점수와 하루 운동 

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20, p=.02)를 보 으며, 운동 기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식습관 점수와 스트레스 점수에서도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운동시간과 운동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20, p<.05) 보 으

며, 이는 운동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하루 총 운동 시간도 길게 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 스트레스 점수와 하루 운동 시간, 운

동 기간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15>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n=148

 
*
p<.05 

**
p<.01  

 식습관 점수 스트레스 점수 운동시간/1일 운동 기간

식습관 점수

스트레스 점수 -.14

운동시간/1일  .20
*

 .04

운동 기간 .09  .13 .20
*
 

당화혈색소 -.25** -.04 -.3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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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A. 제 2형 당뇨 환자의 생활 습관 분석

  제 2형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있어서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조절은 매

우 중요한 향을 미친다. 혈당 조절 중 당화혈색소 수치는 장기간 당뇨병이 잘 

조절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당화혈색소와 식습

관, 운동습관,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당화혈색소에 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식습관, 운동

습관, 스트레스가 제 2형 당뇨 환자의 당화혈색소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 다.

  본 연구 결과에서 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27명(18.2%), 50대가 

56명(37.8%), 60대 이상이 57명(38.5%)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의 경

우 40-60대가 전체 당뇨병 환자의 70%라는 통계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대상자들의 생활 습관 중 식습관 양상 중에 대상자의 132명(89.2%)이 하루 

3회 식사를 거르지 않고 섭취하며, 조식을 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지현(2002)의 연구 결과에서 하루 3회 식사를 거르지 않고 섭취했던 경우가 대

상자의 81.8% 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불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부적절한 식사 

섭취를 초래하며 비만이나 고지혈증 등에 향을 준다고 하여 당뇨 환자에게 규

칙적인 아침 식사 습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지고 있다(이선희 등, 1996; 이지현, 

2002). 또한 과식 빈도의 경우에는 과식을 가끔 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84명

(56.8%), 자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8명(12.2%)에 해당하는데, 과식은 바람직한 

혈당 조절과 체중 조절이 필요한 제 2형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는 삼가야 할 필요

가 있는 식사 습관이다(대한 당뇨병 학회, 1990). 따라서 제 2형 당뇨 환자 의 식

습관 교육 내용에 적절한 식사량 조절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교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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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 중 식사 이외의 건강 보조 식품을 복용하는 경우가 56명(37.8%)

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건강 보조 식품 종류는 본 연구에서 조사되어지지 않

았다. 김진엽 등(1994)은 당뇨병과 민간요법에 관한 연구에서, 달개비풀이 혈당 강

하와 포도당 대사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 고, 인삼, 달맞이 꽃 등은 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문석 등(1994)의 연구에 의하면, 민간 요법에 의존

한 당뇨병 환자의 79.9%가 당뇨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5.6%에서는 악화되었다

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대체 요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면서 여러 방법들

이 각종 성인병에 도입되어지고 있는데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 입증된 효

과를 보일 때 적용되어져야 하리라고 여겨지며 당뇨병과 관련되어서도 이와 관련

된 추후 연구들이 진행되어져야 하리라고 사료된다.   

  운동 습관과 관련된 결과들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들 중 108명(73%)이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

는 71명(62.3%)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뇨 환자들의 운동 양상을 연구한 황성자

(1999)의 연구 결과에서, 6개월 이상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대상자 수가 115명

(67.3%)이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운동 지속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

면 6개월 이상 어떤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습관이 되어 앞으로도 계속 그 행위를 

수행할 확률이 높다고 했다(Fluery, 1992; Marcus 등, 1992). 그러므로 당뇨병 환자

들이 습관적으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동을 시작한 후 처음 6개월 동안에

는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수행한 운동 종류로는 걷기가 74명(64.9%)으로 가장 많았

다. 당뇨병 환자들이 걷기를 가장 많이 수행하는 것은 걷기가 어느 곳에서나 쉽게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며, 40대 이후의 연령층에 

적합하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면서 각자에 맞게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

이며, 따라서 제 2형 당뇨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걷기를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권

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당뇨병 환자들은 운동으로 인한 저혈당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보다는 안전하고 쉬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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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Stevenson 등, 1985). 또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대

상자가 40명(27.0%)으로 대상자의 약 1/3가량에 해당하며,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한 지 1년 미만인 대상자가 71명(62.3%)에 해

당하므로 간호에서는 제 2형 당뇨 환자의 운동 수행 및 운동 지속에 대한 지속적

인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사료되며 운동을 수행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여 각자에 

맞는 개별적인 운동 중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중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양상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총합

은 남자가 9.0, 여자가 11.0으로 여자가 더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

구되었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스트레스 

증상을 보인다는 점과 일치하 다(최정애, 1982; 장세진, 1992). 또한 이러한 스

트레스 총합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도구인 

GHQ-12로 측정한 장세진(1992)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남, 여 각

각 2.2점, 1.6점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 중에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66.2%로서 약 3/2정도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Radloff(1975)에 따르면 스트레스 차원에서는 직장 여성이 

주부보다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상아

(2001)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원인이 직장/학업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스트레스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제 2형 당뇨병을 가진 질병 관련 특성에 대한 향이 아니라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인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고경봉 등

(1992)은 제 2형 당뇨 환자들의 스트레스 인자는 스트레스 지각에 향을 미치

지 않았으나 발병 및 병의 악화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당뇨

병 환자에게 스트레스와 당뇨병 관리와의 문제는 스트레스의 양이 중요한 요

소가 아니라 환자 개인의 스트레스 적응 능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환자 스스로

가 어떻게 지각하고 대처하는가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져야 한다(최지은, 

2001). 따라서 제 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경험, 지각, 대처 

유형과 관련된 연구들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개인에 맞는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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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제 2형 당뇨 환자들의 바람직한 생활습관은 혈당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

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대상자들은 하루 3회 식사를 하고 조식을 

거르지 않는 등의 비교적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가끔 이상 과식

을 하고 적정량의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68%로 나타나 앞으로 당뇨 교육 시에 

적량의 식사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리라고 

사료된다. 운동 습관의 경우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보통 이상의 강도를 하는 집단이 더 당화혈색소가 

낮았음이 보고 되어지고 있으므로 단계별로 운동 강도를 나누어서 어떠한 운동 

강도가 당화혈색소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는 추후 연구들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반응에 따른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을 

본 추후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와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을 규명해 나가야 할 것

이며 그것을 토대로 포괄적인 접근으로의 당뇨 교육 프로그램일 개발되어져 나가

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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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당화혈색소의 관련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당화혈색소에 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던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면, 생활 습관 중 운동 강도와 당화혈색소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t=2.87, p=.00), 가볍고 천천히 운동을 

하는 집단보다 보통 이상의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 당화혈색소가 더 낮게 나

타났다. 또한 운동 시간에 있어서 1시간 미만으로 운동하는 집단에 비해 1시간 이

상 운동하는 집단에서 당화혈색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t=4.28, p=.00). 

이는 중등도의 운동을 한번에 40-60분 이상 시행하 을 때 칼로리 소모가 극대화 

되며 당대사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반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Bell 

등, 1992; 김 설 등, 1999; Robertson, 1984). 운동 빈도는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집단과 주 3회 이하 운동하는 집단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

았다. 당조절이나 인슐린 감수성 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 3회 이상이어야 

하는데(Young, 1995), 황성자(1999)에 의하면 운동 빈도에는 연령, 상호작용/지지, 

건강상태, 운동습관, 건강통제위, 자기 효능, 장애성 등 비교적 많은 요인이 향

력을 미친다고 보고 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 제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빈도와 그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는 추후 연구 및 반복 연

구가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식습관 점수, 스트레스 점수, 1일 운동시간, 운동 기간, 당화혈색소와의 상관성

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하 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습관과 당화혈색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식습관 점수와 당화혈색소와는 유의

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25, p=.00)를 보 으며, 이는 식

습관 점수가 높을수록 당화혈색소는 적은 것을 의미하다.  이는 규칙적이고 좋은 

식습관이 제 2형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당뇨 교육 중 식사요법은 섭취한 식품에 대하여 혈당을 포함한 체내 대사의 

조절 자체가 민감한 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관리 방

법이며(박선 , 1994), 특히 제 2형 당뇨 환자들은 식사 요법의 올바른 실천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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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서은경, 1989). 따라서 제 2형 당뇨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식사 교육 프

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실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당화혈색소와 1일 운동시간에서도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

관관계(r=-.34, p=.02)를 보여서 하루 운동 시간이 많을수록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운동 시간과 운동 기간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20, p<.05)를 보여서 운동 습관을 꾸준하게 지속하는 사

람이 하루 운동 시간도 길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

로 한 황성자(1999)의 연구에서 운동습관이 없는 대상자는 운동습관이 있는 대상

자에 비해 유의하게 운동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운동이 습관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운동 프로그램

을 관리해 나가는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스트레스 점수와 당화혈색소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

다. 최지은(2001)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경험, 스트레스 지각, 스트레

스 대처방식과 혈당 수치와의 관계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혈

당 수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으나 스트레스 경험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 또한 이선 (1985)의 연구에서도 당뇨병 특성별에 따른 각 군 간의 

스트레스 값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

와 유사하다. 그러나 고경봉 등(1992)은 제 2형 당뇨 환자들의 스트레스 인자는 발

병 및 병의 악화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

에게 스트레스 수치가 당화혈색소 혹은 혈당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므

로(Peyrot 등, 1992; Delamater 등, 1987; 홍순명, 1995) 보다 더 다양한 스트레스 

도구와 스트레스 호르몬 등의 생리적 지표를 이용하여 당화혈색소와 스트레스와

의 관계를 살펴보는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질병 관련 제 특성에 따른 당화혈색소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본 연구 결과 중에서 이환 기간이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인 대상자의 당화혈색소는 각각 7.79%, 8.66%, 8.96%로서 이환기간이 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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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혈색소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6.05, 

p=.00) 이는 이지현(2002)의 연구에서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수록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유사하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가 오래 지속

되는 것은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 합병증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이정민, 

1998). 따라서 제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혈당 조절과 지속

적인 추후 관리를 통해 치명적인 합병증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당뇨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당화혈색소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연구 대상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당뇨 

교육을 한번도 받지 못한 대상자가 61명(41.2%)로서 매우 높은 빈도수를 보이

고 있으며, 2회 이상 당뇨 교육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뇨병 환자 자신이 당뇨병의 조절 상태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자기 

관리가 특히 중요하며, 가정에서나 사회 생활에서 자기 관리를 충실히 하자면 

환자 자신이 당뇨병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결국 환자 

교육이 당뇨병 관리에 근본이 되며, 그만큼 당뇨병에 있어서 환자 교육이 중

요하다(김응진, 1992; 박오장, 1986; 이선희, 1986). 따라서, 지속적이고 정기적

인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될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이 스스로 당뇨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고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간호 중재가 시급히 마련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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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의 의의 

  지금까지 제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제시된 기존의 연구들은 식습관, 운동 

요법 등 혈당 조절에 향을 미치는 한, 두 가지 변인들을 주축으로 진행되어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제 2형 당뇨 환자

의 생활 습관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추후에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질 

연구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장기간의 조절 상태를 볼 수 있는 지표인 당화혈색소와 생활습관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스트레스와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극히 

미비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앞으로 사회심리적인 요인과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

을 조사할 연구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제 2형 당뇨 환자의 식습관, 운동 습관, 

스트레스,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혈당 조절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으며 이를 간

호 실무에 적용하여 간호의 질적 관리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간호 교육 측면에서는 일회적인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이고 생활 

습관 전반을 포함시킨 당뇨 환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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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제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와 당화혈

색소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 소재 당뇨 전문 병원과 

Y대 부속 병원 당뇨병 센터 외래에서 통원 치료하는 제 2형 당뇨 환자 148명

을 대상을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당화혈색소 및 인구 사회학적 특성, 질

병 관련 특성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

화하여 SPSS/WIN 10.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고, 서술 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Bonferroni test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당화혈색소에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직

업 유무, 교육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

하의 연령층이 당화혈색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병관련 특성과 당화혈색소와의 관계에서는, 이환 기간이 길수록 당화혈색

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6.05, p=.00), 입원 경험 유무(t=-3.5, p=.00)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그 밖에 합병증 유무, 당뇨 교육 유무에 따른 당화혈

색소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식습관과 당화혈색소의 관계에 있어서는 식습관 점수와 당화혈색소와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25, p=.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 

습관에 따른 당화혈색소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운동 강도(t=2.87, p=.00)와 

운동 시간(t=4.28, p=.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운동 강도는 보

통 이상의 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가볍게 한 집단보다 당화혈색소가 더 낮았

으며, 운동 시간은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집단이 1시간미만으로 운동한 집단보

다 당화혈색소가 더 낮았다. 운동 여부, 운동 기간, 운동 빈도에 따른 당화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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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스트레스 총합과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

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습관 중에 하루 운동 시간과 운동 기간에 있어서 양의 상관관계(r=.20, 

p<.05)를 보여서 운동 기간이 길수록 하루 운동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식습관과 운동 기간, 운동 빈도와 식습관, 스트레스와 그 밖의 운동 

관련 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규칙적인 식습관, 보통 이상의 운동 

강도, 하루 한 시간 이상의 운동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당화혈색소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습관이 좋은 집단에서 당화혈색소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혈당 조절 관리 방법을 개발, 적용할 때 규칙적인 

식생활과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고려하여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가 제 2형 당뇨 환자의 생활 습관 조절을 위한 중재 개

발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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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도구는 생리적인 요인을 측

정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생리적인 지표를 포함한 연구 도구를 이용하여 당화

혈색소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의 식습관 도구는 1991년도에 대한 양사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서 최근에 제작된 도구가 아니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식습관 도구이므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식습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제언한

다. 

  3.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이고 지속적인 생활 습관 교육 프로그램 중재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을 제

언한다.

  4. 제 2형 당뇨 환자의 당화혈색소와 다른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가 부족

하며, 특히 정서적인 개념들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가 미비하므로 스트레스 외의 

다른 관련 변수를 포함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어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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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

로 평소 당뇨병 환자 간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내용들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내용들

로서 혈당 관리 조절을 하기가 어려운 당뇨병환자들에게 도

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질문지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

며 절대 비 이 보장됩니다.

   질문지를 끝까지 작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연구에 참

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 10월

                                     연구자 유 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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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을 읽고 해당 난에 “V"표 혹은 알맞은 내용을 기록해 주시기 바

랍니다. 

1. 성  별 : 남__  여 __

2. 연  령 : 만 ____ 세

3. 신  장 : ____ cm

4. 체  중 : 당뇨병에 걸리기 전  _____ kg  ,   현재 ______ kg

5. 결혼상태 : 미혼__       기혼__        이혼__        사별__ 

6. 교육수준 : 국졸 미만 __  국졸 __  중졸 __  고졸 __  대졸이상 __

7. 직  업 : 전문/행정관리직 __    사무직 __    생산직 __    농업__ 

            서비스직__   판매직__    가정주부__    퇴직/무직__   

8. 당뇨병 진단을 언제 받으셨나요? _____ 년  ____월,  또는_____년 전 

9. 당뇨합병증 : 있다 __   없다__ 

   (있는 경우 합병증 종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_________________ )

10. 당뇨교육(식이, 약물, 운동요법)받으신 경험 : 있다__ (   )회 없다__ 

11. 당뇨로 입원경험 : 있다__(   )회      없다__

12. 현재의 약물요법 : 경구 약__ 인슐린__  없다__  경구 약/인슐린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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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식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난 또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1. 하루에 식사를 몇 회 하십니까?

 ①3회   ②2회   ③1회    ④4회 이상   ⑤불규칙함

2. 식사속도가 어떻습니까?

 ①천천히 한다   ②보통   ③빨리 한다

3. 과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거의 없다   ②가끔 있다   ③자주 있다

4. 당신의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① 거의 누워 있거나 앉아서 지낸다.

 ② 하루에 걷는 시간이 2시간 이하이거나 가사작업량이 적은 주부(자녀

가 없거나 직접 돌보지 않는 주부 포함), 또는 사무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③ 하루에 걷는 시간이 2-4시간 정도이거나 가사작업량이 많은 주부(자

녀를 직접 돌보는 주부 포함), 또는 제종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④ 농업, 어업, 토목, 건축 등의 일에 종사하고 있다.

 ⑤ 운동 선수이거나 목재 운반, 농번기의 농경 작업 등의 중노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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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이나 건강에 대한 지식을 실제 식생활에 응용하려고 노력하십니까?

 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그저 그렇다  ③ 전혀 아니다

* 다음의 질문들에 대하여 해당란에 “V"표 해주십시오.

* 다음의 음식들을 하루에 몇 회 드시는지 해당란에 “V"표 해주십시오.

내        용 예 아니오

 짠음식, 밑반찬, 젓갈류, 장아찌, 자반, 김치 등을 

 좋아한다. 

 비타민제나 양제를 드십니까?

 식사 외에 건강을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드십니까?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십니까?

 늘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십니까?

 당신의 식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음  식  명 3회 2회
1회 

이하

 밥, 빵, 국수 등 곡류 음식

 생선, 고기, 계란, 콩, 두부 등의 반찬

 채소류(나물, 김치 등), 해조류(미역, 김 등), 버섯

 등의 반찬

 주식, 야채반찬, 육류 등 골고루 배합된 식사

 튀김, 전, 볶음 등이나 기름을 사용한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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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음식들을 일주일에 몇 회 드시는지 해당란에 “V"표 해 주십시오.

Ⅲ. 다음은 운동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또는 번호에 “V"표 

해주십시오.

 1. 운동여부 : ① 현재 하고 있음    ② 현재 하고 있지 않음

    ** 운동을 안 하는 분은 Ⅳ 로 넘어가세요.

 2. 현재 하고 있는 운동 종류를 있는 대로 써 주십시오. 

 

3. 운동 기간? _________ 년 _______ 개월

4. 주당 운동 빈도는? ____________ 일/주

음  식  명 0-2회 3-5회 6-7회

 우유 및 유제품(치즈, 고형 요거트 등)

 과일

 술

 가공식품, 반가공식품, 인스탄트 식품 

 단음식(과자, 초코렛, 꿀, 엿, 아이스크림, 청량

음료 

 및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

 생크림, 버터, 파이

 계란, 기름이 많은 고기, 어육류의 내장, 오징어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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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루 총 운동 시간은? _____________ 시간 ______ 분

6. 운동 강도는?

    ①가볍게 오래함     ②땀이 날 때까지  ③숨이 찰 때까지

    ④시간에 맞추어서   ⑤짧고 강하게     ⑥기타 ___________

Ⅳ. 최근에 자신의 느낌을 해당란에 “V"표 해 주십시오.

성함 : 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 월 ________ 일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      목
항상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가끔

그렇

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2. 매사에 쓸모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3. 어떤 일을 잘 결정할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4. 매일의 행위에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5. 부딪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6.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7.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까? ① ② ③ ④

8. 긴장감을 느끼며 생활하십니까? ① ② ③ ④

9. 귀하의 고민거리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10. 불행하고 우울함을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11. 자신에 대한 확신(믿음)을 갖기 못합니까? ① ② ③ ④

12. 자신이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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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Diet, Exercise, Stress, and HbA1C

 among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Yoo, Hae Young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iet, 

exercise, stress, and HbA1C. The survey metho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a from 148 type 2 diabetic patients.  The 

questionnaire included questions on diet, exercise, stress, HbA1C,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003 to November,  2003 from one private clinic 

specializing DM and the outpatient clinic at a university affiliated medical 

center in Seoul.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es were done using SPSS 10.0 Window progra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ing.

 1. Age(F=2.68, p<.05), employment status(t=2.36, p=.02), and the level of 

education(F=17.47, p=.00)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HbA1C.  The 

patients who were aged under 40, were employed, and with les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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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significantly higher HbA1C.  

 2. Duration of diabetes and history of hospitalizat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HbA1C(t=-3.5, p=.00).  The patients who had 

diabetes longer and had a history of hospitaliza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HbA1C(F=6.05, p=.00).

  3.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poor dietary habit and 

higher level of HbA1C(r=-.25, p=.00).

  4. HbA1C was significantly lower in a group exercising more vigorously 

than less vigorously(t=2.87, p=.00), and in a group exercising over 1 hour per 

day than less than 1 hour(t=4.28, p=.00). 

Either frequency nor period since exercis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5.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evance between exercise time per day and 

the period of exercise, positive correlation was showed(r=.20, p<.05).

  In conclusion based on this study, maintaining a regular diet, exercise over 

1-hour moderately everyday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lower level of 

HbA1C. These results coincide with other studies reporting similar findings.  

Thus, it is suggested that regular eating habit and moderate exercise should be 

emphasized in  educational programs for type 2 diabetic patients. 

Key words : Diet, Exercise, Stress, HbA1C, Type 2 Diabetes Melli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