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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 단백질 섭취량과 고민감도 C-반응
단백 농도와의 연관성: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016–2018
류한나, 최가완, 이혜수, 최민규, 노용균*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Association between Dietary Protein Intake and Serum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Level in
the Korean Elderly with Diabetes: Based o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8
Hanna Ryoo, Ga-wan Choi, Hey-soo Lee, Min-kyu Choi, Yong-kyun Roh*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Studies have shown that adequate protein intake (API) in patients with diabetes is associated with a reduction in cardiovascular risk
factors.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 has emerged as a new screening test to predict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protein intake and hs-CRP levels in elderly Korean patients with diabetes.
Methods: Data were derived from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8). Participants included 889 adults
aged 65 years or older with diabetes. They were grouped by dietary protein intake per body weight (g/kg BW) into a low protein intake group (LPI,
<1.0 g/kg BW) and adequate protein intake group (API, ≥1.0 g/kg BW).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between protein intake and hs-CRP levels.
Results: The mean hs-CRP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LPI group than in the API group (1.3±1.6 mg/L vs. 1.0±1.0 mg/L). In model 1, which was
adjusted for age, sex, body mass index, and waist circumstance, hs-CRP was decreased by 7.8% (P=0.024) in the API group compared to that in the
LPI group. In model 3, which was additionally adjusted for smoking, systolic blood pressure, fasting glucos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highdensity lipid cholesterol, hs-CRP was decreased by 7.1% in the API group compared to that in the LPI group (P=0.036).
Conclusion: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rotein intake and hs-CRP in elderly Korean patients with diabetes.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some evidence that adequate protein intake should be recommended to reduce cardiovascular risk in elderly patients with diabetes.
Keywords: Protein Deficiency; C-Reactive Protein; Aged; Diabetes Mellitus

률이 증가하는 한편 노인 당뇨병 유병률 또한 점차 증가하여 노인

서론

10명 중 3명(29.8%)이 당뇨병 환자이며, 비슷한 수의 노인들이 당뇨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간한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8에 따
르면 2016년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14.4%)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
으며 전년도 대비 유병률이 3%가량 증가하였다. 전체 당뇨병 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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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가지고 있지만 진단되지 않은 채로 지내며, 또 다른 20% 정도
는 당뇨병 전 단계에 있다.1)
당뇨병 환자 관리에 있어 약물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생활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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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교정이며 생활 습관 교정에는 임상영양 요법과 운동 요법이 포함

본 연구에서는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 단백질 섭취량과 hs-CRP 농도

된다. 노인 당뇨병 환자의 관리에서도 이러한 생활 습관 교정이 강조

와의 연관성을 조사함으로써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심혈관 질환 예

되고 있으나 노인 증후군(요실금, 인지장애, 불면증, 보행장애, 낙상,

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3)

근골격계 통증)과 관련된 여러 기능 장애가 동반되어

이 중에서도

운동 요법을 실제로 실천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방법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간한 2019년 당뇨병 진료 지침에 따르면 당
뇨병 환자의 임상영양요법으로 전체 에너지 섭취량을 조절하고 탄

1. 연구 대상

수화물 섭취량은 총 에너지의 50%–60%를 권고하며, 지방 섭취는

본 연구는 2016–2018년에 시행된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3개년

총 에너지의 30% 이내로 유지할 것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개년 중 2016년, 2017년 자료는

성인에게 권장되는 체중당 1.0–1.5 g/kg 혹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았으며 2018년에는 연구윤리심

15%–20%의 단백질 섭취량이 당뇨병성 신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에

의위원회의 승인(2018-01-03-P-A)을 받아 수행한 조사로, 국민건강영

게 건강을 개선시킨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며, 당뇨병 환자의 혈당

양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는 IRB 승인을 면제받았다. 65

관리와 심혈관 관련 위험 요인 조절을 위해 이상적인 단백질 섭취량

세 이상 당뇨병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염증상태를 의심

은 정해지지 않았다.5,6)

할 수 있는 혈중 백혈구≥10,000/mm3, hs-CRP≥10 mg/L인 경우와 0.8

4)

여러 연구에 의해 단백질 섭취의 부족은 근감소증에 영향을 준

g/kg/d의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유지하도록 권고되는 신부전 진단

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7-9) 근감소증이 있게 되면 심혈관질환의 위

자를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단백질 섭취량에 대

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0)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고

한 결측값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889명을 대상자로

단백질 섭취가 체중 감량, 혈당 조절 및 혈압 강하에 유익한 효과가

하였다.

있음을 보여준 메타 분석 결과가 있었고10) 한국 노인 여성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단백질 섭취량은 심혈관 대사 위험요소 및 대사증

2. 연구 변수에 대한 정의

조사 1일 전 식품 섭취 내용(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수집된

후군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4)
당뇨병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심혈관질환으로 당뇨병 환

영양조사 자료 중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으로 나누어 체중당 단백질

자를 관리함에 있어 혈당 조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심혈관질환의

섭취량을 계산하였고, 연구 대상자를 체중당 단백질 섭취량이 1 g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와 교정 가능한 요인들을 교정하여 심혈관계

미만인 낮은 단백질 섭취(low protein intake, LPI) 군과 체중당 단백

11-13)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평가 방법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Framingham risk score

질 섭취량이 1 g 이상인 적절한 단백질 섭취(adequate protein intake,

API) 군으로 구분하였다.

(FRS)이며 이는 성별, 나이, low-density lipid 콜레스테롤 또는 총 콜

음주 여부는 월 2회 이상을 기준으로, 흡연 여부는 평생 5갑(100

레스테롤, high-density lipid cholesterol (HDL)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

개비) 이상 흡연한 것을 기준으로 유무를 구분하였다. 근력 운동은

압, 이완기 혈압, 당뇨병 유무, 흡연 상태를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

주 2회 이상,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

한다. 하지만 FRS가 동양인에 있어서는 심혈관계 위험도를 과대 평

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
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

13,14)

가하고 있다는 몇 가지 근거들이 제시된 바 있다.

C-반응 단백(C-reactive protein, CRP)은 전신적인 염증 상태를 나

하는 시간을 실천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타내는 지표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죽상경화증에는 낮은 수준의 염
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CRP 농도를 고감도 분

3. 통계 분석

석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고민감도 C-반응 단백(high-sensitivity CRP,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범주형 변수에

hs-CRP)이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선별검사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

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hs-CRP와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요인들에

을 제시하였고,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

15)

16)

는 연령,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여부 등이 있다.

여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시하였다.

현재 노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와 hs-CRP 농도와

체중당 단백질 섭취량과 hs-CRP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

의 연관성에 대하여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중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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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5개의 모형으로 나누어

결과

단계적으로 보정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1에서는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를,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추가로 흡연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여부, 근력 운동 및 유산소 운동 여부를 보정하였다. 모형 3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당뇨병이 있는 노인으로 총 889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흡연 여부, 수축기 혈압, 공복 혈

명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을 성별로 나누어 남녀간의 일반적 특성을

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을 보정하였다. 모형

비교하였다(Table 1).

4에서는 모형 2의 보정 변수에 추가로 수축기 혈압, 공복 혈당, 총 콜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3.2±4.8세였다. 체중당 단백질 섭취

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을 보정하였으며 모형 5에서는

량 평균은 0.8±0.4 g/kg이었으며 남, 여 각각 0.9±0.4 g/kg, 0.8±0.4

모형 4에 추가로 에너지 섭취량과 탄수화물 섭취량을 보정하였다.

g/kg으로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평균 연령, 체질량 지

통계 분석은 IBM SPSS ver. 26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value 0.05 미만으로 하였다.

수, 수축기 혈압,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에너지 섭취량 중
탄수화물 비율은 여자가 허리둘레, 공복 혈당, 요산, 에너지 섭취량,
단백질 섭취량, 에너지 섭취량 중 단백질 비율, 지방 섭취량, 탄수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according to sex
Characteristic

Total (n=889)

Male (n=405)

Female (n=484)

P-value

Age (y)

73.2±4.8

72.7±4.6

73.7±4.9

0.002

Body weight (kg)

62.6±9.7

67.4±9.2

58.5±8.1

<0.001

BMI (kg/m2)

24.9±3.2

24.4±3.0

25.3±3.3

<0.001

WC (cm)

88.4±8.7

89.4±8.4

87.6±8.8

0.001

SBP (mmHg)

128.7±17.0

125.9±16.0

131.0±17.6

<0.001

DBP (mmHg)

69.8±9.4

69.6±9.2

70.0±9.6

<twice/mo

397 (60.8)

171 (46.1)

226 (80.1)

≥twice/mo

256 (39.2)

200 (53.9)

56 (19.9)

<5 packs

372 (42.0)

58 (14.3)

314 (65.3)

≥5 packs

514 (58.0)

347 (85.7)

167 (34.7)

<twice/wk

762 (85.7)

318 (78.5)

444 (91.7)

≥twice/wk

127 (14.3)

87 (21.5)

40 (8.3)

636 (72.5)

263 (66.1)

373 (77.9)

<0.001

Smoking

<0.001

Weight training

<0.001

Aerobic exercise
Yes
No
Fasting glucose (mg/dL)
HbA1C (%)
Total cholesterol (mg/dL)
HDL-C (mg/dL)
Triglyceride (mg/dL)
Uric acid (mg/dL)
hs-CRP (mg/L)
Total energy (kcal/d)

0.452
<0.001

Alcohol use

241 (27.5)

135 (33.9)

106 (22.1)

135.9±37.0

138.7±39.0

133.6±34.8

0.042

7.0±1.2

7.1±1.3

7.0±1.1

0.493

168.8±37.9

165.9±37.0

171.2±38.6

0.036

44.9±11.0

43.7±11.3

46.0±10.7

0.002

150.5±106.2

150.7±90.4

150.2±118.0

0.943

5.0±1.4

5.4±1.5

4.8±1.3

<0.001

1.2±1.5
1,603.7±668.1

1.2±1.5
1,864.0±674.3

1.3±1.5
1,386.0±579.8

0.628
<0.001

54.2±27.2

62.0±29.0

45.0±22.8

<0.001

0.8±0.4

0.9±0.4

0.8±0.4

<0.001

Protein (% of energy)

13.0±3.6

13.2±3.5

12.7±3.6

0.038

Total fat (g/d)

24.8±20.0

29.8±21.3

20.6±17.8

<0.001

Protein intake (g/d)
Protein intake/body weight (g/kg)

Fat (% of energy)
Carbohydrates (g/d)
Carbohydrate (% of energy)

13.3±7.7

13.8±7.3

12.9±.8.0

0.075

280.0±112.8

312.6±110.7

252.8±107.3

<0.001

71.2±11.3

68.4±11.6

73.6±10.5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sta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bA1C, hemoglobin A1C; HDL-C, high-density lipid cholesterol; hs-CRP,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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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섭취량은 남자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또한 음주, 흡연, 근력 운

에너지 섭취량은 1,346.6±49.06 kcal vs. 2,236.5±634.2 kcal, 지방 섭

동, 유산소 운동의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취량은 17.5±11.7 g vs. 42.6±24.8 g, 탄수화물 섭취량은 247.1±92.9 g

이외 나머지 변수들은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s. 361.5±117.1 g으로 API 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전체 에너지 섭취
량 중 탄수화물 비율은 LPI 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74.0%±

10.6% vs. 64.7%±10.2%). 이외 성별(P<0.001), 흡연(P=0.023), 근력 운

2. 체중당 단백질 섭취량 군에 따른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중 체중당 단백질 섭취량 1 g 미만인 LPI 군이 628명

동(P=0.001), 유산소 운동 여부(P=0.012), 평균 연령(P<0.001), 체질량

(71.3%)이고 체중당 단백질 섭취량 1 g 이상인 API 군이 253명(28.7%)

지수(P<0.001), 허리둘레(P=0.001), 중성지방(P=0.021)이 두 군 간에

이었다. LPI 군과 API 군의 체중당 단백질 섭취량 평균은 각각 0.6±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0.2 g/kg, 1.4±0.4 g/kg이었다. hs-CRP 평균 값은 각각 1.3±1.6 mg/L,
1.0±1.0 mg/L로 LPI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according to category of protein intake per body weight
LP

AP

Number (%)

Characteristic

628 (71.3)

253 (28.7)

Age (y)

73.6±4.7

72.2±4.9

Body weight (kg)

62.7±9.8

62.3±9.5

0.586

BMI (kg/m2)

25.2±3.1

24.2±3.1

<0.001

WC (cm)

P-value
<0.001

89.0±8.6

86.9±8.7

0.001

SBP (mmHg)

129.3±17.2

127.0±16.5

0.079

DBP (mmHg)

69.9±9.5

69.5±9.2

Male

254 (40.4)

148 (58.5)

Female

374 (59.6)

105 (41.5)

<twice/mo

280 (62.9)

114 (56.2)

≥twice/mo

165 (37.1)

89 (43.8)

<5 packs

277 (44.3)

91 (36.0)

≥5 packs

348 (55.7)

162 (64.0)

<twice/wk

554 (88.2)

201 (79.4)

≥twice/wk

74 (11.8)

52 (20.6)

463 (74.9)

167 (66.5)

Alcohol use

Weight training

Aerobic exercise
Yes

0.023

1.417 (1.048–1.915)

0.001

1.937 (1.312–2.860)

0.012

1.502 (1.092–2.067)

155 (25.1)

84 (33.5)

135.9±36.7

136.2±37.4

0.928

7.0±1.2

7.1±1.2

0.793

169.6±38.8

166.9±35.7

0.344

44.9±11.4

45.1±10.2

0.836

155.9±115.8

137.7±77.8

0.021

Uric acid (mg/dL)

5.1±1.4

5.0±1.4

0.453

hs-CRP (mg/L)

1.3±1.6

1.0±1.0

<0.001

Fasting glucose (mg/dL)
HbA1C (%)
Total cholesterol (mg/dL)
HDL-C (mg/dL)
Triglyceride (mg/dL)

Total energy (kcal/d)

1,346.6±490.6

2,236.5±634.2

<0.001

39.0±14.3

85.3±23.7

<0.001

0.6±0.2

1.4±0.4

<0.001

Protein (% of energy)

11.8±2.9

15.7±3.6

<0.001

Total fat (g/d)

17.5±11.7

42.6±24.8

<0.001

Fat (% of energy)

11.8±7.2

17.0±7.9

<0.001

247.1±92.9

361.5±117.1

<0.001

74.0±10.6

64.7±10.2

<0.001

Protein intake (g/d)
Protein intake/body weight (g/kg)

Carbohydrates (g/d)
Carbohydrate (% of energy)

0.482 (0.358–0.648)

0.102

Smoking

No

0.601
<0.001

Sex

OR (95% CI)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LP, low protein intake; AP, adequate protein intake; OR, odds ratio;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sta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bA1C, hemoglobin A1C; HDL-C, high-density lipid cholesterol; hs-CRP,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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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에너지 섭취량과 탄수화물 섭취량이 단

3. 체중당 단백질 섭취량과 hs-CRP의 관계

체중당 단백질 섭취량과 hs-CRP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룹
간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보정한 5개의 모

백질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여 단백질 섭취량과의 상
관성이 다소 가려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형으로 나누어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형 1, 2, 3에서

API 군과 비교하여 LPI 군에서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가 더 높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았으며, 근력 운동 및 유산소 운동 실천 비율은 더 낮았다(Table 2).

는 LPI 군과 비교하여 API 군이 hs-CRP 값이 7.8% 감소하였고

이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건강한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음을 보

(P=0.024), 모형 2에서는 6.8% 감소하였다(P=0.043). 나이, 성별, 체질

여준다.

량 지수, 허리둘레, 흡연 여부, 수축기 혈압,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

본 연구 대상의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 단백질 비율의 평균은

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까지 보정한 모형 3에서는 7.1% 감소

13.0%±3.6%였고 LPI 군과 API 군이 각각 11.8%±2.9%, 15.7%±3.6%

하였다(P=0.036). 하지만 모형 2에 수축기 혈압, 공복 혈당, 총 콜레

였다. 최근 연구에서 저단백질 섭취가 66세 미만 인구에서는 사망

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에너지 섭취량과 탄수화물 섭

률을 줄여주지만 66세 이상 인구에서는 고단백질 식이가 암을 포함

취량을 추가로 보정한 모형 4와 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

한 총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다.17) 이 연구에서

을 보이지 않았다(Table 3).

는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 단백질 비율에 따라 low protein group
(<10%), moderate protein group (10%–19%), high protein group (≥20%)
의 세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는데 혼란 가능한 보정 변수를 보정

고찰

한 뒤 low protein group과 비교하여 moderate protein group과 high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국 노인 당뇨병

protein group에서 전체 원인 사망률이 각각 21%, 29% 감소하였고,

환자에서 단백질 섭취량과 혈중 hs-CRP 농도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이는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 지방 비율과 탄수화물 비율을 추가하

결과 LPI 군과 비교하여 API 군의 hs-CRP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

여 보정한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심혈관질환 관련 사망률

다. 하지만 API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던 에너지 섭취량과 탄수화물

또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는 못하였다.

섭취량에 대한 보정 후에는 단백질 섭취량과 hs-CRP와의 유의한 연

2015년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
르면 65 세 이상에서 권고되는 단백질의 평균 필요량(Estimated

Table 3. Association between protein intake per body weight and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
hs-CRP

Low protein
intake

Adequate protein
intake

Model 1

Reference

-0.078

Model 2

Reference

P-value
P-value
Model 3

Reference
P-value

Model 4

Reference

Model 5

Reference

P-value
P-value

0.023

R2

P-value

0.032

<0.001

0.037

<0.001

0.067

<0.001

0.071

<0.001

0.077

<0.001

-0.063
0.066
-0.038
0.382

Values are from multiple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expressed as β.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sex, body mass index, waist circumstance, smoking state.
Model 2 was adjusted for age, sex, body mass index, waist circumstance, smoking state, weight training, aerobic exercise. Model 3 was adjusted for age, sex,
body mass index, waist circumstance, smoking state, systolic blood pressure,
fasting glucos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Model 4 was adjusted for age, sex, body mass index, waist circumstance,
smoking state, weight training, aerobic exercise, systolic blood pressure, fasting
glucos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Model
5 was adjusted for age, sex, body mass index, waist circumstance, smoking
state, weight training, aerobic exercise, systolic blood pressure, fasting glucos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otal energy
intake, carbohydrate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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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2012–2016년 5년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평균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24.1%, 40.5%였고, 여성에서는 같은 연령대에
서 각각 36.3%, 59.9%에 달했다. 65세 미만 성인에서는 평균 필요량
이하 섭취자의 비율이 남성에서 13.6% –18.9 %, 여성에서 19.1% –

-0.071
0.036

에서 45 g/d, 55 g/d, 여성에서 40 g/d, 45 g/d로 제시하였는데18) 이
필요량 이하 섭취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19) 남성에서는 65–74세,

-0.068
0.043

Average Requirement)과 권장 섭취량(reference nutrient intake)은 남성

30.7%였던 점을 고려하면 노인에서 오히려 늘어나는 단백질 요구량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 인구 집단에서 단백질 섭취 부족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도 전체 대상의 71.3%가 LPI 군에
포함되었고 LPI 군에는 여성이 59.6%로 더 많이 포함되었으며 API
군에는 남성이 58.5%로 더 많이 포함되어 위 결과와 같이 노인 인구
집단에서 단백질 섭취 부족이 심각하며 이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두
드러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의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 탄수화물 비율의 평
균은 71.2%±11.3%로 2019년 당뇨병 진료 지침에서 권고하는 50%–

60%를 상회하며 이는 특히나 LPI 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74.0%
±10.6% vs. 64.7%±10.2%). 지방 섭취 비율은 전체 평균 13.3%±7.7%
Korean J Fam Pract. 2020;10(5):36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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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API 군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나(17.0%±7.9% vs. 11.8%±7.2%)

대상자로 하여 체중당 단백질 섭취량이 1 g 미만인 LPI 군과 체중당

두 군 모두 권고되는 30% 이하의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를 토대로

단백질 섭취량이 1 g 이상인 API 군으로 구분하였다. 체중당 단백질

노인 당뇨병 환자의 임상 영양 요법 교육 시에 전체 식사 중 탄수화

섭취량과 hs-CRP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선형 회귀분석

물의 비중을 줄이고, 단백질의 비중을 늘려야 함을 강조하는 데 근

을 실시하였고 단계적으로 보정 변수를 추가하여 총 5개의 모형으

거를 얻을 수 있다.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CRP는 정상인에서는 매우

결과: 전체 대상자의 체중당 단백질 섭취량 평균은 0.8±0.4 g/kg이

낮은 농도로 존재하며 그 농도를 고감도 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었으며 LPI 군과 API 군의 평균은 각각 0.6±0.2 g/kg, 1.4±0.4 g/kg

hs-CRP는 건강한 성인에서 심혈관질환 관련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

이었다. hs-CRP 평균 값은 각각 1.3±1.6 mg/L, 1.0±1.0 mg/L로 LPI

는 인자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 단백질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나이, 성별, 체질량

섭취량과 혈중 hs-CRP 농도와의 연관성은 보여줄 수 있으나 인과 관

지수, 허리둘레를 보정한 모형 1에서 LPI 군과 비교하여 API 군에서

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심혈관질환 관련 위험을 줄이기

hs-CRP 값이 7.8% 감소하였고(P=0.024), 여기에 추가적으로 흡연 여

위해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어야 한다는 데 단정적 근거를 제

부, 근력 운동 및 유산소 운동 여부를 보정한 모형 2에서는 6.8% 감

시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백

소하였다(P=0.043). 또한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흡연 여

질 섭취량에 따라 실제 심혈관계 질환 발생 및 사망의 위험이 줄어

부, 수축기 혈압,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

드는지 조사하는 코호트 연구 혹은 무작위 대조 연구가 필요할 것

테롤까지 보정한 모형 3에서는 7.1% 감소하였다(P=0.036).

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요 변수였던 단백질 섭취량이 개인의 회상에

결론: 한국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 단백질 섭취량과 혈중 hs-CRP 사

의한 기록에 기초하여 조사되었으므로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

이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의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식이 단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단백

백질 섭취량에 대한 생체 표지자인 24시간 소변 질소 수치20)를 사용

질 섭취가 권장되어야 한다는 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15)

한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는 동물성 단백
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전

중심단어: 단백질 부족; C-반응 단백; 노인; 당뇨병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21)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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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위험 요인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선별검사법으로 hs-CRP가 제시되
어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 단백질 섭취량과 혈중 hs-CRP 농도와의 연
관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16–2018년에 시행된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3개
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당뇨병이 있는 노인 총 889명을
Korean J Fam Pract. 2020;10(5):36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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