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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수화물의 질과 당뇨병

서  론

2013년 11월에 미국 당뇨병 환자 영양관리지침 개정

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2014년에 발표된 미국당뇨병

학회의 당뇨병 진료지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1]. 개

정된 당뇨병 환자의 임상영양치료 지침의 핵심은 환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개별화이며, 또한 당뇨병 환자

에 있어 탄수화물의 질을 구성하는 당지수(glycemic 

index, GI)/당부하지수(glycemic load, GL), 식이섬

유소(dietary fiber), 설탕(sucrose), 과당(fructose) 

등의 섭취를 어떻게 권고할지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

다(Table 1). 이에 본 고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

절에 당지수/당부하지수, 식이섬유소, 설탕, 과당 등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최근 연구 결과들을 정리

하여 미국당뇨병학회가 어떠한 근거로 2014년도 지침

을 제시하였는지 살펴보고, 현장에서 당뇨병 환자의 영

양치료에 있어서 이번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본  론

1. 당지수와 당부하지수

•2014년 미국당뇨병학회 권고안: 당부하지수가 높은 

식품 대신 당부하지수가 낮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혈당 조절 향상에 다소 도움이 된다(grade C)[1].

당지수란 50 g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을 

섭취한 후 2시간 동안의 혈당 반응 곡선의 면적을 50 g

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포도당이나 흰빵을 섭취

했을 때와 비교하여 백분율로 표시한 값으로 식품의 숙

성 정도, 물리적 형태, 가공과정, 조리과정, 함유 단백

질량 혹은 지방량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당

부하지수는 당지수에 양적 개념을 더한 것으로 식품의 

1회 섭취 분량에 함유되어 있는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

하여 혈당반응을 계산한 지표이다. 

당지수 혹은 당부하지수가 낮은 식품이 혈당 수치를 

개선시키는지에 대해 현재까지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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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대조군 연구에서 최소 40명 이상의 당뇨병 환자

를 대상으로 8주 이상 진행된 연구들의 결과들은 다음

과 같다. Heilbronn 등[2]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

으로 저당지수식(당지수 = 43), 고당지수식(당지수 = 

Table 1. Changes concerning the amount and quality of carbohydrate intake for adults with diabetes mellitus. A compari-
son of 2014 ADA nutrition recommendations with 2008 ADA nutrition recommendations [1,24] 

Topic Changes 2008 ADA nutrition recommendations 2014 ADA nutrition recommendations

Carbohydrates Evidence rating down Monitoring carbohydrate, whether by 
carbohydrate counting, exchanges, or 
experienced-based estimation, remains 
a key strategy in achieving glycemic 
control [A]

Monitoring carbohydrate intake, whether 
by carbohydrate counting, or experienced 
based estimation remains a key strategy in 
achieving glycemic control [B]

Some changes A dietary pattern that includes carbo-
hydrate from fruits, vegetables, whole 
grains, legumes, and low-fat milk is 
encouraged for good health [B]

For good health, carbohydrate intake from 
vegetables, fruits, whole grains, legumes, 
and dairy products should be advised over 
intake from other carbohydrate sources, 
especially those that contain added fats, 
sugars, or sodium [B]

Glycemic index and 
glycemic load

Some changes 
& evidence rating down

The use of glycemic index and load may 
provide a modest additional benefit over 
that observed when total carbohydrate is 
considered alone [B] 

Substituting low-glycemic load foods for 
higher-glycemic load foods may modestly 
improve glycemic control [C]

Dietary fiber and
whole grains

Some changes 
& evidence rating down

As for the general population, people 
with diabetes are encouraged to con-
sume a variety of fiber-containing foods. 
However, evidence is lacking to recom-
mend a higher fiber intake foe people 
with diabetes than the population as a 
whole [B]

People with diabetes should consume at 
least the amount of fiber and whole grains 
recommended for the general public [C]

Sucrose Some changes Sucrose-containing foods can be sub-
stituted for other carbohydrates in the 
meal plan or, if added to the meal plan, 
covered with insulin or other glucose-
lowering medications. Care should be 
taken to avoid excess energy intake [A]

While substituting sucrose-containing foods 
for isocaloric amounts of other carbohy-
drates may have similar blood glucose 
effects, consumption should be minimized to 
avoid displacing nutrient-dense food choices 
[A]

Fructose Added Fructose consumed ad “free fructose”(i.
e., naturally occurring in foods such as 
fruit) may result in better glycemic control 
compared with isocaloric intake of sucrose 
or starch [B]

Free fructose is not likely to have detrimen-
tal effects on triglycerides as long as intake 
is not excessive (＞12% energy) [C]

People with diabetes should limit or avoid 
intake of SSBs(from any caloric sweetener 
including high fructose corn syrup and 
sucrose) to reduce risk foe weight gain and 
worsening of cardiometabolic risk profile [B]

NNSs
(nonnutritive sweeteners) 
and hypocaloric sweeteners

Some changes 
& evidence rating down

Sugar alcohols and nonnutritive sweet-
eners are safe when consumed within 
the daily intake levels established by the 
FDA [A]

Use of NNSs has the potential to reduce 
overall calorie and carbohydrate intake if 
substituted for caloric sweeteners without 
compensation by intake of additional calo-
ries from other food sources [B]

The level of evidence that supports each recommendation is listed after the recommendation using the letters A, B, C, or E.
A table linking recommendations to evidence can be reviewed at http://professional.diabetes.org/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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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을 8주 동안 제공한 결과, 두 군 간에 공복혈당, 당

화혈색소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Wolever 등[3]이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저당지수식(당지

수 = 55), 고당지수식(당지수 = 63)을 섭취토록 한 결

과, 두 군 사이에 당화혈색소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지만, 저당지수식 섭취군에서 공복혈당은 높게, 식후 2

시간 혈당은 낮게 나타났다. Amano 등[4]의 연구에서

도 저당지수식(당지수 = 62)과 일상식이(당지수 = 68) 

간에 당화혈색소 차이는 없었다. 반면 Jenkins 등[5]이 

legume을 하루 1컵 이상 포함한 저당지수식(당지수 = 

66) 섭취 시 당화혈색소가 대조군에 비해 0.5% 유의적

으로 더 낮았다. 몇몇 메타 분석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Brand-Miller 등[6]의 메타분석 결과

에 의하면 저당지수식 섭취 시 고당지수식 섭취 시에 비

해 당화혈색소가 0.43% 낮았다고 하였고, Thomas 등

[7]이 제1형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4주 이상 

진행된 무작위대조군 연구 12개를 모아 메타분석한 결

과에서도 저당지수식을 섭취할 경우 당화혈색소가 

0.43%, 프룩토사민은 4.14 mg/dL 유의적으로 낮았다

고 보고하였다. Ajala 등[8]도 6달 이상 진행된 무작위

대조군 연구 3개를 모아 메타분석한 결과 저당지수식 

섭취 시 당화혈색소가 0.14% 유의적으로 낮았다고 하

였다. 그리고 2009년에 발표된 Cochrane 리뷰에서도 

저당지수식을 섭취할 경우 당화혈색소가 0.5% 낮았다

고 보고하였다[9]. 

메타분석이나 리뷰에서는 저당지수식을 섭취할 경우 

고당지수식 섭취할 경우에 비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대부분이었던데 반면 무작위대조

군 연구에서는 저당지수식과 고당지수식 간에 유의적인 

혈당 조절의 차이를 보고하는 연구 결과가 적은 것으로 

보아 혈당 조절에 있어 저당지수식의 효과에 대해 여전

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보고된 무작위대조

군 연구에서 각 연구마다 저당지수식와 고당지수식을 

나누는 당지수 기준치가 모두 달랐던 점은 무작위대조

군 연구 결과들을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미국당뇨병학회에서 지침을 당

지수가 아닌 당부하지수로 발표하였다는 것이다. 2014

년 발표된 Farvid 등[10]의 연구결과를 보면 이점에 한

층 더 수긍이 간다. Farvid 등은 751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횡단적 단면연구에서 당부하지

수 최상위 사분위에서 최하 사분위에 비하여 공복혈당

이 높을 위험도가 2.58 (95% CI, 1.08-6.15), 당화혈

색소가 높을 위험도는 3.05 (95% CI, 1.33-7.03)으로 

나타났으나, 당지수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혈당 조절에 있어 탄수화물

의 질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

로 당지수 개념을 당뇨병 교육에 적용할 경우 각 환자에 

맞는 탄수화물의 섭취량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당지수가 개인, 식품의 조리 방법, 

그리고 같이 섭취하는 식품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적용시의 제한점도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2. 식이섬유소

•2014년 미국당뇨병학회 권고안: 당뇨병 환자는 식이 

섬유소와 전곡을 적어도 일반인을 위한 권고량 이상

을 섭취해야 한다(grade C)[1]

식이섬유소란 인간의 소장 내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

고 대장에서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발효되는 식품의 

가식부분 및 유사 탄수화물로 보통 불용성 섬유소와 수

용성 섬유소로 나누는데, 수용성 섬유소는 물에 녹거나 

겔을 형성하나 불용성 섬유소는 그러한 성질이 없다. 

미국당뇨병학회는 2014년 당뇨병 진료지침에서 당뇨병 

예방 목적을 포함하여 혈당 조절을 위해 당뇨병 환자에

게 비당뇨인과 같은 수준에서의 섬유소와 전곡 섭취를 

권고하였다. 

식이섬유소 섭취가 제2형 당뇨병 예방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은 많이 발표된 바 있지

만, 그에 비해 식이섬유소 섭취가 혈당 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한 결과들은 많지 않다. 유사한 대

량영양소 섭취 비율을 유지하면서 고식이섬유소 섭취가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무작위대조군 연구

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iacco 등[11]의 연

구결과에 의하면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24주 

동안 고식이섬유소식(50 g), 저식이섬유소식(15 g)을 

제공했을 때에 고식이섬유소식에 순응도가 높았던 군에

서 당화혈색소가 유의적으로 2% 감소했다고 보고하였

고, Chandalia 등[12]이 미국당뇨병학회 권고(총 24 g, 

수용성 섬유소 8 g, 불용성 섬유소 16 g)대로 중정도 식

이섬유소를 섭취한 군과 고식이섬유소(총 50 g, 수용성 

섬유소 25 g, 불용성 섬유소 25 g)를 섭취한 군을 비교

했을 때 당화혈색소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Post 등[13]이 제2형 당뇨병 환

자를 대상으로 하는 15개의 무작위연구들(대조연구와 

교차연구 모두 포함)을 메타분석 한 결과 고식이섬유소 

섭취 시 공복혈당은 15.3 mg/dL, 당화혈색소는 0.26%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Silva 등[14]이 13개

의 무작위대조군 연구만을 대상으로 메타분석 한 결과

에서도 고식이섬유소 섭취 시 당화혈색소가 0.55%, 공

복혈당은 9.91 mg/dL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하루 50 g의 식이섬유소 섭취 시 당뇨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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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식이

섬유소의 일반적인 권고량(24 g/d)을 섭취했을 때보다 

월등하게 혈당 조절에 더 좋은 효과가 있는지는 확실하

지 않다. 그리고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

석한 Park 등[15]에 의하면 한국인의 식이섬유소 섭취

량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55~70%를 탄수화물로 섭취

할 경우 남성 10.0 g/d, 여성 7.6 g/d의 식이 섬유소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 50 g의 식이섬유소 섭취 

권고는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달성 불가능해 보

인다. 또한 과도한 식이섬유소 섭취는 복부 불편감, 영

양소 흡수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인 영

양섭취기준에서 성인의 식이섬유소 충분섭취량을 남성 

25 g/d, 여성 20 g/d으로 설정하였고[16], 미국당뇨병

학회는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이섬유소 섭취를 14 

g/1,000kcal으로 권고하였다[1].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식이섬유소 섭취 1차 목표량을 일반인을 위한 식이 섬

유소 섭취 권고량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환자에

게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3. 설탕

•2014년 미국당뇨병학회 권고안: 동일한 열량의 다른 

탄수화물 대신 설탕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였을 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지만, 영양소 밀도가 높

은 식품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를 최소화해야한 한다(grade A)[1].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이당류로 식품의 가

공 및 조리 시 첨가당 형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섭취 탄수화물의 형태가 설탕이든 녹말이든 

탄수화물의 섭취 총량만 동일하다면 식후 혈당 수치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들을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Santacroce 등[17], Loghmani 등[18], Bantle 등[19]

의 연구에서 제1형 혹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교차 연구를 수행한 결과, 고설탕 섭취군(총 열

량의 10~19%)과 저설탕 섭취군 간에 혈당 반응에 차이

가 없었다. 또한 Rickard 등의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

상으로 한 무작위대조군 연구에서도 고설탕 섭취군(총 

열량의 35%)과 중정도 설탕 섭취군(총 열량의 17%) 간

에 혈당 반응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하루 섭취열량의 10~35%까지는 설탕으로 

섭취해도 혈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미

국당뇨병학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당뇨병 환자에 설

탕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미국당뇨병학회

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반적으로 설탕이 함유된 음식의 

대부분이 고열량이면서 다양한 영양소 함유가 낮은 식

품이기 때문에 건강한 식이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섭취를 자제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4. 과당

•2014년 미국당뇨병학회 권고안: 당뇨병 환자나 당뇨

병 위험이 높은 사람은 체중 증가 위험과 심혈관 질

환 위험 프로필의 악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탕첨

가음료(고과당시럽과 설탕을 포함하여 모든 열량 감

미료가 들어있는)의 섭취를 제한하거나 피해야 한다

(grade B)[1].

과당은 자연적으로는 과일에서 발견되는 단당류로 근

래에 고과당시럽(high-fructose corn syrup, HFCS)

이나 설탕의 형태로 음료나 과자 등에 첨가당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메타분석 연구에서 Cozma 등[20]이 다른 형태의 탄

수화물과 비교하여 과당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13개의 무작위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동

일한 열량의 다른 탄수화물을 과당으로 대체할 경우 당

화 단백질이 유의적으로 0.27%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Livesey 등[21]이 메타-회귀모델을 산출한 결

과 90 g/d 이하의 과당 섭취는 당화혈색소 조절에 있어 

섭취량 의존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과다한 과당 섭취는 혈중 지질 수치를 악화시켜 심혈관 

합병증 발생을 과속화시킬 수 있다. Malik 등[22]이 설

탕첨가음료(탄산음료, 과일주스, 아이스 티, 비타민과 

에너지 음료 등)의 섭취가 대사증후군과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1개의 전향

적 코호트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설탕첨가음료를 1~2잔 섭취한 최상위 사분위에서 최하

위 사분위에 비해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은 20%,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은 26% 높았다고 하였다. 

Sievenpiper 등[23]은 메타분석을 통해 과당 섭취가 중

성지질 수치를 올린다고 보고하면서, 중성지질 수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당의 임계 투여량을 60 

g/d (10% energy)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과당 섭취는 혈당 조절

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이상지질혈증 및 심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지나친 과당 고함유 식품 섭취를 

지양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결  론

2014년 미국당뇨병학회의 당뇨병 진료지침은 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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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양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의 질도 당뇨병 환자의 혈

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하며, 혈당 

조절을 위한 임상영양치료에 탄수화물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탄수화물의 질에 기여하

는 각 요인들마다 제한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이러

한 부분들도 고려하여 환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개

별화된 영양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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