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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es mellitus (DM) leads to a variety of complications and thus we have retrospectively studied to investigate 
problems of nerve conduction velocity (NCV) study and the heart in the patients with type-II DM. Blood glucose and 
blood pressure levels were higher in DM group than in Non-DM group. We found that several latencies were delayed in 
motor conduction study of upper (median and ulnar nerve) and lower extremities (peroneal and tibial nerve), whereas 
amplitudes and NCVs were decreased in DM group compared with Non-DM group. Latencies of sensory conduction 
study in upper and lower extremities (sural nerve) were delayed, while amplitudes and NCVs were lower in DM group 
than in Non-DM group. Abnormal percent of the electrocardiogram was higher in DM group than in Non-DM group. This 
retrospective study suggests that type-II DM can cause a damage effect on the peripheral nerve and the hear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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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및 혈당의 비정상적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 대사성 질환으로 전 세계적인 보

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7년의 통계에서 전 세계 

인구 중 약 1억 2천 만 명의 유병률을 보였고 일부 연구

는 2010년에 이르러 2억 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추정하였다 (Vinik and Vinik, 2003). 게다가 Zimmet et 

al. (2001)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매년 1%씩

의 새로운 당뇨병 환자의 발생 증가율을 보여 향후 전 

세계 인구 중 약 10억 명이 당뇨병으로 인해 심각한 의

학적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당뇨병은 의학적

으로 분명한 진단이 결정되기 전 초기의 보편적 전구 증

세로 대사이상증이 흔히 온다. 이러한 대사이상증후군으

로는 복부비만,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죽종형성지질이상

증 (atherogenic dyslipidemia), 혈액응고촉진 경향 등이 있

다 (Vinik and Viaik, 2003). 당뇨병의 유형 중 인슐린의존

성 I형보다 인슐린비의존성 II형 당뇨병이 다양한 합병증

을 유발하므로 특히 임상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무증상 II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망막병증 (retinopathy), 신장병증 (nephropathy), 신경병증 

(neuropathy)에 대한 검사를 스크린 테스트로 받을 것을 

흔히 권고한다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07). 그러

나 II형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은 관상동맥 심장질환으로 

해마다 발병 위험률이 증가하고 있다. 심혈관 질환은 II형 

당뇨병 환자의 가장 중요한 합병질병이며 이들 환자 사

망의 약 2/3의 원인이 되고 있다 (Adult treatment panel 

III, 2002). 

최근의 여러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II형 당뇨병으

로 인한 합병증 발생 및 병태생리학적 영향에 관해 연구

해 왔으나, 보편적 방법을 통한 당뇨병이 신경생리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저자들은 신경생리학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반드

시 사용해야 하는 신경전도속도 검사와 임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심전도를 이용하여 

II형 당뇨병이 말초신경계와 심장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조사하여 향후 당뇨병 관리 및 합병증 치료의 기

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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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대상 

2000년~2007년까지 'A' 병원을 내원한 당뇨 환자 121

명 (당뇨그룹)과 비당뇨 환자 (일반 감기 등의 환자, 비당

뇨그룹) 11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체 대상자들 중 뇌

졸중,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수술, 암치료 등을 포함한 

심각한 기왕력이 있는 환자들은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이 

연구는 환자의 과거 기록 차트의 자료들만을 순수하게 

분석하였고 추가적 검체 채취나 검사들은 실시하지 않

고 후향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의 IRB (Institution al Review Board for Human Research 

Catholic University of Pusan)에 따라 실시하였다. 

방법 

기본 변수.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나이, 성비, 공복 시 

혈당, 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 당뇨병 유병기간을 조사 

비교하였다 (Table 1). 

 

신경전도검사.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에 대해 상지 및 

하지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전도검사 및 F-wave 검사 

(후기반응)를 시행하였다. 신경전도검사는 검사실 실온

을 26℃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Neuropack M1 EP/EMG 

Measuring system MEB-9200 (Nihon Kohden Co., Japan)을 

사용하여 상지에서는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을, 하지에서

는 비골신경, 후경골신경, 비복신경을 구획별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정중신경과 척골신경 감각신경 전도검사는 

정방향방법 (orthodromic method)을, 비복신경은 역방향방

법 (antidromic method)을 사용하여 검사하였다. 검출자극, 

자극전극 및 접지전극은 모두 상품화된 Alpine biomed

사의 Pre-Gellded Disposalble Surface Electrode를 사용하

였다. 감각신경 전도검사의 경우 0.2 msec의 square wave 

pulse로 자극하였고 필터는 20~2,000 Hz, sweep speed는 

2 msec/division, sensitivity는 50 μV/division으로 하였다. 

운동신경 전도검사의 경우 필터는 2~10,000 Hz, sweep 

speed는 3 msec/division, sensitivity는 10 mV/division으로 

하였다. 운동 및 감각신경의 잠복기, 복합근활동전위 

(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CMAP), 감각전위진폭, 

F-파 최소잠복기를 측정하였다. 

 

운동신경 전도검사. 기록전극은 검사하고자 하는 신경이 

지배하는 원위부 근육에 근육팽대부-건 방법으로 부착하

고 환자에게 주의를 집중시킨 후 자극하여 검사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처음에는 최소 자극강도로 원위부를 자극

한 후 점차 강도를 높여 최대상자극까지 올려서 복합근

활동전위 (CMAP)를 기록하였다. 근위부를 최대상자극으

로 자극하여 복합근활동전위의 전도시간 (msec)과, 진폭 

(mV)을 기록하였다. 근위부와 원위부에서 복합근활동전

위의 잠복기와 진폭을 측정하고 필요 시 복합근활동전위

의 지속시간과 모양도 관찰하였다. 활성전극의 중심과 자

극전극 간의 거리를 mm로 측정한 후 운동신경전도속도

를 아래 공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운동신경 전도속도 (m/sec) = 두 자극점 사이의 거리 

(mm) ÷ [근위잠복기 (msec)-원위잠복기 (mes)] 

 

감각신경 전도검사. 해부학적 지침에 따라 정확한 부위에 

기록전극을 부착한 후 정방향 감각신경 전도검사에서는 

원위부 신경섬유를 최대상자극하고, 역방향 감각신경 전

도검사에서는 근위신경섬유를 최대상자극 하였다. 활성

전극은 기록전극 쪽에 두고 복합신경활동전위를 기록하

였다. 만일 복합신경활동전위가 쉽게 기록되지 않을 시 

signal average를 사용하였다. 자극점에서 잠복기를 기록하

고 진폭의 지속기간을 측정하고 파형을 보며 활성자극전

극의 중심에서 활성기록전극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mm

로 계측하여 감각신경 전도속도를 아래 공식으로 구하

였다. 

 

감각신경 전도속도 (m/sec) = 활동자극전극과 활동기록

전극 사이의 거리 (mm) ÷ 잠복기 (msec) 

 

F-파 검사. 검사하고자 하는 상지 및 하지의 신경이 지배

하는 원위부 근육에 근육팽대부-건 방법으로 기록전극을 

부착한 후 활성전극을 척수방향으로 두고 원위부를 자극

하였다. 차단반응을 피하기 위해 2초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한 번씩 최대상자극을 가하여 적어도 10회 이상의 F-파

를 기록한 후 제일 짧은 잠복기를 측정하였다. 

심전도 검사 

전체 연구대상자들에 대해 ECG-9620 series 모델 (Nihon 

Koden Co., Japan)로 심전도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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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모든 자료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양 그룹 

간의 비교에는 unpaired t-test를 적용하였고 심전도 소견 

및 신경전도검사에서 무반응 (no response) 발생률 비교에

는 F-test를 적용하였다 (SPSS version 19). P≤0.05일 때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결  과 

기본 변수 

양 그룹 간의 나이와 성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0.05) 공복 시 혈당, 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 당뇨

병력은 당뇨그룹이 비당뇨그룹 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거

나 길었다 (P<0.05, Table 1). 

상지의 정중신경 운동 전도속도 

종말 잠복기, 손목-팔꿈치 잠복기, 팔꿈치-겨드랑이 잠

복기, F-파 잠복기 모두 당뇨그룹이 비당뇨그룹 보다 유

의하게 연장되었고 (P<0.05, P<0.01, P<0.001) 손목 진폭, 

팔꿈치 진폭, 겨드랑이 진폭, 팔꿈치 전도속도, 팔꿈치-

겨드랑이 전도속도 모두 당뇨그룹이 비당뇨그룹 보다 낮

거나 느렸다 (P<0.001, P<0.000, Table 2). 

상지의 척골신경 운동 전도속도 

종말 잠복기, 손목-팔꿈치 잠복기, 팔꿈치-겨드랑이 잠

복기, F-파 모두 당뇨그룹이 비당뇨그룹 보다 유의하게 

연장되었고 (P<0.05, P<0.000), 손목 진폭, 팔꿈치 진폭, 

겨드랑이 진폭, 손목-팔꿈치 전도속도, 팔꿈치-겨드랑이 

전도속도 모두 당뇨그룹이 비당뇨그룹 보다 유의하게 낮

거나 느려졌다 (P<0.000, Table 3). 

하지의 비골신경 운동 전도속도 

종말 잠복기, 발목종아리뼈머리 잠복기, F-파 잠복기는 

당뇨그룹이 비당뇨그룹 보다 유의하게 연장되었고 (P< 

0.05), 발목 진폭, 종아리뼈머리 진폭, 오금 진폭, 발목종

아리뼈머리 전도속도 및 종아리뼈머리-오금 전도속도는 

당뇨그룹이 비당뇨그룹 보다 유의하게 낮거나 느렸다 

(P<0.000, Table 4). 

하지의 경골신경 운동 전도속도 

종말 잠복기, 발목-오금 잠복기, F-파 잠복기 모두 당

뇨그룹이 비당뇨그룹 보다 유의하게 연장되었고 (P<0.05, 

P<0.000), 발목 진폭, 오금 진폭, 발목-오금 전도속도는 

당뇨그룹이 비당뇨그룹 보다 낮거나 느렸다 (P<0.000, 

Table 5). 

Table 1. Characteristics of Non-DM and DM group 

Group 
Variable Non-DM 

(n=121) 
DM 

(n=114) 

Age  59.90±10.75 61.84±9.66 

Sex (M : F) 62 : 59 59 : 55 

Glucose level (mg/dL) 108.66±23.82  230.40±113.43*

SBP (mmHg) 125.89±18.70 135.03±15.26*

DBP (mmHg) 81.06±8.51  83.58±10.03*

DM-period (year) 0  16.37±13.42*

Data were expressed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SD). 
*, P<0.05 (compared with Non-DM group). 
Abbreviation: M, male; F, femal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DM-period, the period suffering
from diabetes mellitus. 

Table 2. Comparison of motor conduction study of median nerve 
in upper extremities between two groups 

Non-DM vs. DM 
Variable 

Right Left 

T-latency (msec) 3.23±0.66 vs 
3.94±1.40¶ 

3.16±0.58 vs
3.62±1.40** 

WE-latency (msec) 7.27±0.78 vs 
8.35±1.89¶ 

7.23±0.73 vs
7.95±2.22** 

EA-latency (msec) 9.27±0.93 vs 
10.51±2.18¶ 

9.14±0.84 vs
9.91±2.67* 

F-wave (msec) 25.69±3.75 vs 
26.79±7.67* 

26.14±3.82 vs
26.06±8.04 

W-amplitude (mV) 15.74±3.61 vs 
13.23±5.34‡ 

15.35±3.49 vs
12.81±4.88¶ 

E-amplitude (mV) 14.80±3.49 vs 
12.37±5.11‡ 

14.19±3.61 vs
11.72±4.65¶ 

A-amplitude (mV) 14.15±3.48 vs 
11.77±4.90¶ 

13.94±3.41 vs
11.21±4.55¶ 

WE-NCV (m/sec) 56.68±3.43 vs 
51.37±8.17¶ 

56.43±3.02 vs
48.79±10.81¶

EA-NCV (m/sec) 59.80±4.23 vs 
54.27±8.79¶ 

62.24±4.81 vs
54.54±10.28¶

Data were expressed the mean ± SD. 
*, P<0.05; **, P<0.01; ‡, P<0.001; ¶, P<0.000 (compared with 
Non-DM group). 
Abbreviation: T, terminal; W-E, wrist-elbow; E-A, elbow-axillary; 
W, wrist; E, elbow; A, axillary; NCV, nerve conduction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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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의 정중신경 감각 전도속도 

두 번째 손가락(검지)-손목 잠복기, 손바닥 손목 잠복

기, 손목-팔꿈치 잠복기, 팔꿈치-겨드랑이 잠복기는 당

뇨그룹이 비당뇨그룹 보다 유의하게 연장되었다 (P<0.05, 

P<0.001, P<0.000). 검지 진폭, 손바닥 진폭, 손목 진폭, 

팔꿈치 진폭, 그리고, 검지-손목 전도속도, 손바닥-손목 

전도속도, 손목-팔꿈치 전도속도, 팔꿈치-겨드랑이 전도

속도는 당뇨그룹이 비당뇨그룹 보다 유의하게 낮거나 느

렸다 (P<0.001, P<0.000, Table 6). 

상지의 척골신경 감각 전도속도 

검지-손목 잠복기, 손목-팔꿈치 잠복기, 팔꿈치-겨드

랑이 잠복기는 당뇨그룹이 비당뇨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연장되었다 (P<0.05, P<0.000), 검지 진폭, 손목 진폭, 팔

꿈치 진폭, 그리고 검지-손목 전도속도, 손목-팔꿈치 전

도속도, 팔꿈치-겨드랑이 전도속도는 당뇨그룹이 비당뇨

그룹 보다 유의하게 낮거나 느렸다 (P<0.000, Table 7). 

하지의 비복신경 감각 전도속도 

종말 잠복기는 양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0.00) 진폭과 전도속도는 당뇨그룹이 비당뇨그룹 보

다 유의하게 낮거나 느렸다 (P<0.001, P<0.000, Table 8). 

Table 3. Comparison of motor conduction study of ulnar nerve in
upper extremities between two groups 

Non-DM vs. DM 
Variable 

Right Left 

T-latency (msec) 2.20±0.30 vs 
2.50±0.49¶ 

2.23±0.29 vs 
2.54±0.33¶ 

WE-latency (msec) 6.38±0.62 vs 
7.28±1.36¶ 

6.36±0.69 vs 
7.19±0.97¶ 

EA-latency (msec) 8.52±0.76 vs 
9.72±1.79¶ 

8.51±0.79 vs 
9.41±1.51¶ 

F-wave (msec) 25.13±2.64 vs 
26.31±6.68* 

25.30±2.02 vs 
28.06±3.26¶ 

W-amplitude (mV) 15.99±3.06 vs 
13.44±3.95¶ 

15.89±2.96 vs 
13.88±3.39¶ 

E-amplitude (mV) 14.88±2.72 vs 
12.20±4.03¶ 

14.92±2.95 vs 
12.87±3.39¶ 

A-amplitude (mV) 26.37±13.90 vs 
11.41±3.76¶ 

14.04±2.89 vs 
12.73±5.17* 

WE-NCV (m/sec) 57.68±3.46 vs 
51.81±6.17¶ 

57.59±3.59 vs 
51.91±4.89¶ 

EA-NCV (m/sec) 59.84±6.40 vs 
54.54±7.80¶ 

59.58±4.49 vs 
54.36±6.60¶ 

Data were expressed the mean ± SD. 
*, P<0.05; ¶, P<0.000 (compared with Non-DM group). 
Abbreviation: T, terminal; W-E, wrist-elbow; E-A, elbow-axillary; 
W, wrist; E, elbow; A, axillary; NCV, nerve conduction velocity.

Table 4. Comparison of motor conduction study of peroneal nerve
in lower extremities between two groups 

Non-DM vs. DM 
Variable 

Right Left 

T-latency (msec) 3.73±0.72 vs 
4.20±1.57* 

3.81±0.79 vs
4.09±1.92 

AFH-latency (msec) 10.12±1.65 vs 
11.25±3.67* 

10.27±1.64 vs
10.82±4.52 

FHPF-latency (msec) 12.12±3.87 vs 
13.01±4.19 

11.96±1.92 vs
12.50±5.15 

F-wave (msec) 43.61±12.37 vs 
40.53±13.16* 

45.48±8.62 vs
32.07±25.49¶ 

A-amplitude (mV) 7.67±3.80 vs 
3.05±2.57¶ 

7.36±3.10 vs
2.98±2.43¶ 

FH-amplitude (mV) 6.77±3.36 vs 
3.05±2.57¶ 

6.40±2.82 vs
2.53±2.16¶ 

PF-amplitude (mV) 6.48±3.29 vs 
2.99±2.51¶ 

6.12±2.68 vs
2.44±2.11¶ 

AFH-NCV (m/sec) 44.30±6.25 vs 
36.30±10.84¶ 

44.58±6.28 vs
34.68±13.59¶ 

FHPF-NCV (m/sec) 49.58±8.47 vs 
41.57±12.72¶ 

48.69±8.21 vs
38.61±14.87¶ 

Data were expressed the mean ± SD. 
*, P<0.05; ¶, P<0.000 (compared with Non-DM group). 
Abbreviation: T, terminal; AFH, ankle-fibular head; FHPF, fibular 
head-popliteal fossa; A, ankle; FH, fibular head; PF, popliteal fossa;
NCV, nerve conduction velocity. 

Table 5. Comparison of motor conduction study of tibial nerve in 
lower extremities between two groups 

Non-DM vs. DM 
Variable 

Right Left 

T-latency (msec) 3.61±0.60 vs 
4.07±0.71¶ 

3.63±0.56 vs
4.23±1.10¶ 

APF-latency (msec) 11.27±1.18 vs 
12.79±1.90¶ 

11.52±1.16 vs
13.37±2.34¶ 

F-wave (msec) 47.14±3.69 vs 
50.28±58.15* 

47.46±3.64 vs 
49.33±14.18 

A-amplitude (mV) 21.59±7.16 vs 
12.48±6.53¶ 

21.47±7.50 vs
13.61±7.26¶ 

PF-amplitude (mV) 15.62±5.30 vs 
8.55±4.76¶ 

15.58±5.66 vs
9.27±5.15¶ 

APF-NCV (m/sec) 46.32±3.63 vs 
39.56±6.24¶ 

55.03±6.48 vs
5.03±0.62¶ 

Data were expressed the mean ± SD. 
*, P<0.05; ¶, P<0.000 (compared with Non-DM group). 
Abbreviation: T, terminal; APF, ankle-popliteal fossa; A, ankle; PF,
popliteal fossa; NCV, nerve conduction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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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소견 

전체 대상 중 정상심전도 소견을 보인 사례는 당뇨그

룹이 비당뇨그룹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01). 비정상 

소견은 당뇨그룹이 더 높았다 (P<0.01). 비정상 소견의 

종류로는 비정상 T파 출현, 좌각전섬유속블록, 우축편위, 

좌축편위, 심방세동, 심실조기수축, 심실비대 등이 있었으

며 이 모든 소견들은 당뇨그룹이 비당뇨그룹 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 (P<0.05, P<0.01, Table 9). 

 

고  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경전도속도의 결과들은 거의 대

부분의 경우 당뇨그룹이 비당뇨그룹에 비해 잠복기는 연

장되었고 진폭은 낮았고 전도속도는 느리게 나타남으로 

 

써 당뇨병이 말초신경계 장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지 (정중신경과 

척골신경) 및 하지 (비골신경과 후경골신경)의 말단 잠복

기는 팔과 다리 신경의 가장 원위부를 자극해서 얻은 잠

복기로서 이 측정값의 연장은 당뇨병으로 인한 운동신경

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당뇨

그룹에 있어 또한 상지 및 하지의 특정 구간별 잠복시간

의 연장과 특정부위의 진폭감소, 전도속도의 저하는 당뇨

Table 6. Comparison of sensory conduction study of median 
nerve in upper extremities between two groups 

Non-DM vs. DM 
Variable 

Right Left 

DW-latency (msec) 3.01±1.42 vs 
2.99±1.11 

2.80±0.43 vs
3.00±1.09* 

PW-latency (msec) 1.96±0.52 vs 
2.20±0.80* 

2.14±0.93 vs
2.23±0.91 

WE-latency (msec) 3.86±0.34 vs 
4.18±0.50¶ 

3.77±0.37 vs
4.06±0.72‡ 

EA-latency (msec) 1.98±0.22 vs 
2.13±0.31¶ 

1.90±0.23 vs
1.99±0.28* 

D-amplitude (mV) 30.81±17.90 vs 
19.52±16.34¶ 

39.03±20.79 vs
26.83±23.69‡ 

P-amplitude (mV) 120.14±21.57 vs 
63.34±55.91¶ 

95.76±49.04 vs
51.23±41.63¶ 

W-amplitude (mV) 48.46±32.84 vs 
31.74±15.55¶ 

48.13±19.07 vs
35.49±20.34¶ 

E-amplitude (mV) 90.49±65.12 vs 
61.67±48.53‡ 

66.58±48.00 vs
66.64±48.29 

DW-NCV (m/sec) 43.67±6.36 vs 
35.20±13.07¶ 

48.99±41.82 vs
36.75±13.07‡ 

PW-NCV (m/sec) 37.65±6.75 vs 
31.08±10.96¶ 

39.19±6.23 vs
31.33±11.86¶ 

WE-NCV (m/sec) 56.34±3.00 vs 
52.70±4.30¶ 

57.34±3.00 vs
52.09±7.99¶ 

EA-NCV (m/sec) 57.39±2.80 vs 
53.13±6.81¶ 

58.84±2.93 vs
55.04±4.67¶ 

Data were expressed the mean ± SD. 
*, P<0.05; ‡, P<0.001; ¶, P<0.000 (compared with Non-DM 
group). 
Abbreviation: DW, digiti 2-wrist; PW, palm-wrist; WE, wrist-
elbow; EA, elbow-axillary; D, digiti 2; P, palm; W, wrist; E, elbow;
NCV, nerve conduction velocity. 

Table 7. Comparison of sensory conduction study of ulnar nerve 
in upper extremities between two groups 

Non-DM vs. DM 
Variable 

Right Left 

DW-latency (msec) 3.90±0.80 vs 
2.39±0.61 

2.33±0.22 vs 
2.54±0.33¶ 

WE-latency (msec) 4.17±0.46 vs 
4.40±1.01* 

4.15±0.52 vs 
4.56±0.60¶ 

EA-latency (msec) 2.03±0.56 vs 
2.20±0.32* 

1.93±0.67 vs 
2.11±0.40* 

D-amplitude (mV) 18.92±9.79 vs 
12.30±8.83¶ 

17.47±8.83 vs 
10.63±6.72¶ 

W-amplitude (mV) 41.20±17.29 vs 
23.11±16.14¶ 

44.12±39.50 vs
24.68±15.39¶ 

E-amplitude (mV) 48.71±32.28 vs 
26.66±24.36¶ 

39.76±25.13 vs
21.91±18.49¶ 

DW-NCV (m/sec) 44.41±5.48 vs 
39.46±9.39¶ 

43.41±4.80 vs 
39.92±4.02¶ 

WE-NCV (m/sec) 56.09±3.42 vs 
49.85±4.80¶ 

55.95±3.17 vs 
51.01±4.67¶ 

EA-NCV (m/sec) 59.07±3.50 vs 
54.86±4.81¶ 

59.58±5.95 vs 
55.48±4.76¶ 

Data were expressed the mean ± SD. 
*, P<0.05; ¶, P<0.000 (compared with Non-DM group). 
Abbreviation: DW, digiti 5-wrist; WE, wrist-elbow; EA, elbow-
axillary; D, digiti 5; W, wrist; E, elbow; NCV, nerve conduction 
velocity. 

Table 8. Comparison of sensory conduction study of sural nerve 
in lower extremities between two groups 

Non-DM vs. DM 
Variable 

Right Left 

T-latency (msec) 3.30±0.31 vs 
3.19±1.07 

3.35±0.36 vs 
3.22±1.20 

Amplitude (mV) 14.33±9.57 vs 
8.80±8.75‡ 

15.08±8.62 vs 
9.29±8.87¶ 

NCV (m/sec) 40.67±.051 vs 
34.04±11.21¶ 

40.39±3.68 vs 
33.26±12.05¶ 

Data were expressed the mean ± SD. 
‡, P<0.001; ¶, P<0.000 (compared with Non-DM group). 
Abbreviation: T, terminal; NCV, nerve conduction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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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매우 심각한 말초신경 장애를 가져온다는 중요한 

소견이 된다.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당뇨그룹에 있어 하

지의 운동신경검사에서 나타난 진폭 및 전도속도의 감소 

정도가 상지의 경우 보다 더 심함에 따라 당뇨병 환자들

의 경우 하지 부분에 대한 관리 및 주의가 더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50세 이상의 II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단

계적으로 골반대퇴부 근육의 약화 현상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Bansal et al., 2006). 당뇨병 환자에 있어 신경병증

의 종류는 팔다리의 신경경색 (nerve infarction) 이고 나머

지 하나는 신경조임 (nerve entrapment) 이다. 신경경색의 

경우 갑작스런 통증시작의 원인이 되고 뒤이어 다양한 

약화 현상 및 위축 (atrophy)이 일어난다. 1차적 병태생리

학은 축삭 (axon)의 변성이고 회복되기까지 수개월 이상

의 긴 시간이 소요되며 가장 잘 영향 받는 부위는 정중

신경, 요골신경, 척골신경이다 (Bansal er al., 2006). 본 연

구에서 조사된 후기반응인 F-파 잠복기의 경우 경골신경

은 당뇨그룹이 비당뇨그룹 보다 연장됨으로써 당뇨기인

성 근위부 신경병증이 발생되었음이 시사되었다. 그러나 

비골신경의 경우 오히려 당뇨그룹이 상대적으로 단축되

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향후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파는 원심성 신경부위를 자극하여 구심성 운

동신경섬유와 척수전각세포를 돌아오는 잠복기를 측정하

는 검사법으로 이 값의 연장은 구심성 신경의 비정상을 

반영한다. 한편 상지 및 하지의 감각신경 전도속도 역시 

각 부위의 잠복기, 진폭, 그리고 전도속도들이 연장, 저하, 

감소 현상들을 보임으로써 당뇨병이 운동신경뿐만 아니

라 감각신경계에도 심각한 손상을 일으킴을 알 수 있었

다. 최근의 여러 연구들 역시 당뇨병이 신경세포 섬유의 

손상과 슈반세포의 재수초화 (ensheathing)와 같은 말초신

경계의 손상을 유발한다고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

와 매우 일치된 소견을 보였다 (Viswanathan et al., 2004; 

Strotmeyer et al., 2008; Boyd et al., 2010). 당뇨병 환자의 약 

10%는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당뇨기인성신경병증의 

통증은 자가적 또는 특정 자극에 의해 심하게 발생하여 

제어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Oh, 1993). 당뇨기인성신경

병증 환자들은 전형적으로 밤에 더 심하며 마치 화상, 바

늘로 찌르는 듯 한 느낌, 총 맞은 느낌, 쑤심, 경련, 냉통, 

따끔거림과 같은 느낌의 통증을 호소한다. 일부 환자들은 

통증과 함께 주로 작은 섬유의 신경병증이 발생하며 인슐

린 치료 초기에 감각이상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Tesfaye 

et al., 1996). 

본 연구에서 조사된 심전도의 경우 당뇨그룹이 비당

뇨그룹 보다 더 높은 비정상 소견을 보임으로써 당뇨병

이 심장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Movahed et al. (2005)은 당뇨병이 심방세동 발생의 가장 

강하고 독립적 위험인자라고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와 

일치된 소견을 보였다.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심방세동, 

심실세동, 갑작스런 심정지 사망 발생률이 매우 높다 

(Veglio et al., 2004; Aksnes et al., 2008). 특히 장기간의 심방

세동은 심장 내 혈전형성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때로는 

뇌경색 발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이차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들에 있어 심전도 상 소견은 QT 간

격의 연장과 비정상 T파의 출현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Veglio et al., 2004). 본 연구에서도 비정상 T파의 출현율

이 당뇨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기존 연구와 일치

되는 소견을 보였다. 당뇨병 환자들에 있어 비정상 T파

의 보다 높은 출현 기전은 활동전압의 연장에 기인한다 

(Aksnes et al., 2008). 지방산과 글루코스 대사의 핵심조절 

인자인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α (PPARα)

가 당뇨병 환자의 심장에서 상향조절 되어 광범위한 이온 

통로의 remodeling을 유도한다 (대부분의 Ca2+-independent 

transient outward K+ channel을 포함하여) (Marionneau et al., 

2008). 당뇨병 환자의 심장에 있어 PPARα-과잉표현은 

좌심실 비대나 좌심실 기능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Barth와 Tomaselli, 2009).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심실조기수

축, 심실비대, 심실비대와 관련 있는 우축편위, 좌축편위

의 발생비율이 당뇨그룹에서 보다 더 높았음은 이러한 

Table 9. Comparison of electrocardiogram findings between two
groups 

Group 
Variable 

Non-DM vs. DM 

Normal finding (%) 64.86 vs 47.54** 

Abnormal finding (%) 35.14 vs 52.46** 

Abnormal T wave (%) 11.71 vs 19.67** 

LAF block (%)   0 vs 1.63* 

RAD (%) 0.90 vs 1.63* 

LAD (%)   0 vs 3.27* 

Atrial fibrillation (%)   0 vs 3.27* 

VPC (%) 0.90 vs 8.19* 

Ventricular hypertrophy (%)  0.90 vs 11.47** 

Data were expressed the mean ± SD. 
*, P<0.05; **, P<0.01 (compared with Non-DM group). 
Abbreviation: LAF, left anterior fascicular; RAD, right axis
deviation; LAD, left axis deviation; VPC, ventricular premature
con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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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뇨병은 작은 

혈관과 큰 혈관의 변화를 가져와서 (Stratton et al., 2000) 

고혈압 발생의 원인이 되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VanHoose et al. (2010) 역시 당뇨병 

환자에 있어 QTc 간격의 연장, 심박수 감소, R파 진폭

의 증가와 같은 부정맥 발생이 더 빈번함을 보고하였고 

Nichols et al. (2004)은 당뇨병이 울혈성 심부전 발생의 주

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당뇨병이 심혈관 

질환 발생의 큰 위험인자가 됨을 시사하였다. 이상의 연

구결과를 볼 때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 및 말초 신경계장

애병증 발생의 위험인자가 됨을 알 수 있었고 향후 당뇨

병 환자들에 대한 합병증의 조기 검사와 예방을 위한 적

극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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