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의 식사와 운동요법
당뇨병환자라면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은 평생 하도록 하자.
당뇨병의 치료수단으로서 경구혈당강하제와 인슐린 주사를 사용해도 식사와 운동요
법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한, 정확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 당뇨병 치료의 기
본은 평생을 통해 환자 스스로 하는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에 있다. 식사요법의 원칙은
공복 시 80%를 한도로 단백질, 당질,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복 시 80%로
일반적으로 가벼운 작업을 하는 성인의 경우, 표준체중 1kg당 하루 25~30kcal가 표
준이다. 예를 들어 신장 170cm의 사람의 표준체중은 (170-100) 0.9=63kg이므로
1260~1890kca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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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단백질과 지방은 각 20~30%로 배분해야 한다. 당뇨병의 기초식은 하루 15
단위 1,200kcal인데, 이것으로도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ㆍ과자류와 청량음료는 섭취하지 말라.
이들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 당질은 급격하게 혈당치를 상승시킨다.
ㆍ과일의 지나친 섭취도 주의를
과당도 체내에 들어가면 포도당으로 변한다. 현재 여름엔 수박, 겨울에는 귤을 지나
치게 섭취하여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다.
ㆍ고기보다 생선을 많이 먹는다.
방어, 고등어, 정어리 등 푸른 생선에 많이 포합되어 있는 EPA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을 저하시켜 혈액의 흐름을 막히지 않도록 하는 작용이 있어 당뇨병의 합병증인 동맥
경화도 예방할 수 있다.
ㆍ술은 하루 1홉 이내로
청주로 1홉, 맥주로 1병, 물탄 위스키 더블1잔 까지라면 좋다. 2홉 이상 마시면 혈
당의 조절이 나빠진다.
ㆍ담배는 피우지 않는다.
흡연은 당뇨병의 합병증인 동맥경화를 촉진시킨다.
ㆍ인스턴트식품을 삼간다.
식염 및 당질이 많기 때문에 당뇨병 식사로는 좋지 않다.

ㆍ유산소 운동을 한다.
산보, 조깅, 수영, 댄스, 에어로빅 등의 유산소 운동은 활동성을 높여 몸의 지방을
제거한다.
ㆍ걷기 운동은 식후 30분~1시간 후가 가장 효과적이다.
특별한 스포츠를 하지 않아도 걷기가 최고다. 1분에 60~90M의 속도(자각적으로 항
상 상쾌감이 있는 속도)로 1회20분 이상 한다. 시간대로는 식후 30분~ 1시간 후의 고
혈당 시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인슐린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당질이 이
용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절약할 수 있고 저혈당에 빠질 걱정도 적기 때문이다. 반대
로 식사 직후의 운동은 음식이 위장에 있어 소화에 방해가 되어 유해하다.
ㆍ식물 섬유를 하루 30g정도는 섭취하여 변비를 없앤다.
사과, 감자 등은 껍질 채로 먹는다. 변비를 그치게 하는 것은 혈당치의 콜레스테롤
에도 연결된다. 위에서 열거한 항목들을 일상생활에서 주의 하지 않으면 생명에 연결
되는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므로 항상 명심하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