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전증과 당뇨병

당뇨병 전증과 당뇨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당뇨병 전증과 당뇨병은 혈당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당뇨병 전증은 혈당 (또는 포도당) 수준이
정상보다 높지만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을 만큼 높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혈당 수준에 대해서는 2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20살 이상의 미국인 성인 약 7천 9백만 명이
당뇨병 전증을 보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위험합니까?
다음은 당뇨병 전증 및 당뇨병에 위험한 인자들
중 몇 가지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인자
� 과체중일 때
� 45세 이상일 때
� 당
 뇨병 가족력이
있을 때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는 상태가 당뇨병 전증 및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은 위장 뒤쪽에 자리한 커다란
분비샘인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섭취한
음식의 당이 혈액에서 몸의 세포로 옮겨가도록 돕습니다.
음식물에서 유래하는 당은 캔디, 케이크, 쿠키, 파이 및
탄산음료와 같은 단 음식에서, 또는 당으로 변하는 전분, 과일
및 우유와 같은 탄수화물에서 유래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 인체는 생산한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이 혈액에 축적되며, 이로
인해 당뇨병 전증이나 제2형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이 있는 사람은 대개 그 사실을 오랫동안 인지하지
못하다가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인슐린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조기에 알면,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2페이지의 박스 속 글을
참조하십시오.

정상 과정

변경할 수 없는 인자
� 고혈압이 있을 때
� H
 DL 콜레스테롤이 낮고 중성지방
(혈중지방)이 높을 때
� 임
 신성 당뇨병이 있었거나 체중 4
킬로그램 이상의 아기를 출산했을 때
� 아
 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당뇨병 위험성이
높은 인종 집단에 속할 때

본인의 위험 요소에 대해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당뇨병 전증의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면 주치의의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십시오.

인슐린 저항
혈당이 목표 범위
내로 유지됨

당이 혈액에 축적됨

포도당
(당)

포도당
(당)

인슐린

인슐린

당이 몸 세포로
들어감

당이 몸 세포로
들어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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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전증은 어떻게 진단합니까?

당뇨병 전증의 위험은 어떻게 낮출 수
있습니까?

당뇨병 전증이 있어도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검사 중 하나로 당뇨병 전증을
발견합니다:

FDA의 승인을 받은 당뇨병 전증 치료제는 현재
없습니다. 당뇨병 전증이 있을 경우, 1년마다 혈당을
측정하여 제2형 당뇨병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ADA: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
따르면, 혈당치가 정상인 경우, 3년마다, 또는 주치의가
권한다면 이보다 자주, 혈당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 공복 혈당 (FPG: Fasting
Plasma Glucose) 검사 —
최소 8시간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혈당을 측정
� 포도당 내성 검사
(GTT)—
최소 8시간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은 다음 의사가
또는 실험실에서 제공한 당음료를 마시고 2시간 경과
후 혈당을 측정

당뇨병 전증이 전부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 A1C—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추정 혈당을 측정

미국당뇨병학회에서 말하는 제2형 당뇨병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치의는 측정치를 살펴보고 당뇨병 전증 및
당뇨병을 진단할 것입니다:

� 체
 중의 7%를 줄인다 (즉, 체중이 90
킬로그램이라면 약 7킬로그램을 줄인다)
� 1
 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정도 적당한 강도의
신체 활동을 한다(예: 빨리 걷기)

| 당뇨병 전증

당뇨병

FPG

100–125 mg/dL

126 mg/dL 이상

GTT

140–199 mg/dL

200 mg/dL 이상

A1C

5.7%–6.4%

6.5% 이상

미국당뇨병학회에서 정한 수치를 상황에 맞추어 조정한 것임. Standards of medical
care in diabetes—2016. Diabetes Care. 2016;39(suppl 1):S1-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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