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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es is a well-known risk factor for dementia and cognitive impairment. Diabetic polyneuropathy 
(DPN) is the most prevalent microvascular complication in type 2 diabetes mellitus (T2DM)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ation between diabetic peripheral polyneuropathy 
and cognitive factors in T2DM patients. Retrospective chart review of type 2 diabetic patients with 
results of a nerve conduction study (NCS) and a neurocognitive study. A total of 19 patients were 
included. DPN was defined using data from a nerve conduction study: a score of less than 24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was considered as an indicator of 
cognitive impairment (CI). The mean age of the 19 patients was 71.6±5.0 years. The mean duration 
of diabetes was 8.4±9.1 years, and the mean HbA1c level was 8.1±1.8%. DPN was present in 7 of the 
19 patients. Based on the K-MMSE score, CI was diagnosed in eight patients. The mean K-MMSE 
scores and the prevalence of CI was not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with and without DP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PN prevalence between the groups with and without CI. Educat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ognitive factors. Only the digit span-forward among the cognitive 
factor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nerve conduction velocity. In conclusion, the 
longer education period was associated with higher cognitive function an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diabetic peripheral neuropathy and cognitive dysfunction in type 2 diabetic 
patients. Further prospective research is need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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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의 유병률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도 증가 추세에 있다[8]. 이러한 당뇨병 유병률 및 발생

률의 증가는 노령 인구의 증가, 소아 비만, 서구화된 생활 습관 

및 식습관, 조기 검진의 보편화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

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유발 되고 있는데[10], 노인 질환 

특히, 치매와 인지기능 장애는 당뇨병과 더불어 가장 흔히 동

반되는 질환 중의 하나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의 발생에는 고

령, 비만, 교육 수준, 당뇨병, 뇌졸종 및 apoprotein ε4 (APOE 

ε4)와 같은 여러 위험 인자들이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16], 이러한 위험 위험인자들의 역할을 규

명하고 예방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지 기능 저하의 진행을 더 촉진하고, 알츠

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7, 22].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 유병기간, 저혈당, 인슐

린 사용, 경구혈당강하제, 심혈관계 합병증 등이 인지기능과 

연관된다는 보고들이 있다[3, 14].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미세혈관합병증 중 가장 흔한 만성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유병율은 15-54%로 보고

하고 있고[19], 삶의 질 저하와 함께 질병의 이환율, 사망률 

증가와 같은 중대한 임상적 의미를 지닌다. 당뇨병 유병 기간

이 길어질수록 빈도도 증가하여, 고령의 당뇨병 환자에서 높

은 유병율을 보인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diabetic poly-

neuropathy, DPN)은 주로 감각 신경을 침범하지만 드물게 운

동 신경을 침범할 수 있으며, 감각 신경 장애가 오래 지속되고 

심하면 운동 기능 저하 및 신체 기능 저하를 동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0]. 

중추 신경계 합병증인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와 말초신경병

증은 당뇨병 환자에서 가장 흔히 동반되는 대표적인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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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의 합병증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는 매우 드물다. 일부 당뇨병성 자율신경합병증이 인지기

능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13, 23], 몇몇 소규모 

연구에서 말초신경병증의 증상[15], 또는 근전도에 기초한 당

뇨병성 말초신경병증과 인지기능 간의 연관성[21]을 보고하였

고, 신경증상과 NCS에 기초하여 DPN을 진단하고 인지기능

항목을 조사하여 DPN 군과 당뇨병이 없는 대조군과 비교한 

연구가 있었다[18]. 말초신경병증의 진단법의 표준으로 인정

되고 있는 신경전도검사(nerve conduction study, NCS) 결과

와 인지 기능 항목들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드물며,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NCS에 

기초한 DPN 동반군과 동반하지 않은 군 간에 인지기능항목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에서 흔히 발생되는 대표적인 신경

계 합병증인 말초신경병과 인지기능 장애 간의 상호 관련성에 

관하여 알아보고, 인지기능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연구 상

본 연구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동아

대학교의료원에 내원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

향적으로 의무기록지를 확인하여 신경전도검사와 신경인지

기능검사를 시행한 환자들의 검사 결과와 임상적 특징들을 

조사하였다. 포함 기준은 제 2형 당뇨병 진단된 환자에서 신경

인지기능 검사와 말초신경전도 검사를 모두 시행한 환자이며, 

제외기준은 제1형 당뇨병 및 이차성 당뇨병 환자, 신경전도검

사나 신경인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제외하였다. 본 연

구는 동아대학교의료원 임상연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이후 진행되었다

(DAUHIRB-16-173). 

연구 방법 

신체 계측과 압 

환자의 성별, 나이, 당뇨병 진단 시기, 고혈압 및 고지혈증 

진단 여부, 우울증 동반 여부, 과거 심혈관 질환 동반 여부, 

교육 기간 들을 진료기록부로 확인하였다. 조사 대상 환자 모

두 입원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입원 당시 가벼운 옷차림

을 한 상태에서 측정된 키, 체중을 기록하였다.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혈압은 최소 10분 이상 안정 상태에서 앉

은 자세로 팔을 심장 높이에 위치한 후 간호사가 측정하였다. 

검사실 검사 

최소 8시간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혈액과 소변 검사를 시행

하였다. 혈액 내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BUN (blood urea nitrogen), 

creatinine, uric acid 농도는 자동화 생화학 분석기(Toshiba, 

TBA2000FR)로 검사하였고, 당화혈색소(HbA1c)와 TSH는 자

동화 생화학 분석기(Tosoh, HLC-723G11)로 검사하였다. 요 

검사는 자동화 생화학분석기(Siemens CLINITEK Novus)를 

이용하였다. 단회 요 검사에서 요 단백 결과로 산정하였다(0, 

30 mg/dL (1+), 100 mg/dL (2+), 300 mg/dL (3+), 1,000 

mg/dL (4+). 사구체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은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equation (MDRD) 법

[15]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구하였다. 

Estimate GFR (eGFR, mL/min/1.573 m2) = 1.86× serum 

creatinine (mg/dL) -1.154× age -0.203 (×0.742 if 

female) 

신경 도검사

환자들은 조용한 방에서 누운 상태로 피부 온도는 32-34도

로 유지하면서 신경전도검사를 받았다.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서 최대초과자극(supermaximal stimulation과 표면 전극을 

이용하는 표준 방법[16]으로 시행하였다. 상지의 정중신경

(median nerve)과 척골신경(ulnar nerve), 하지의 비복신경

(sural nerve)과 비골신경(peroneal nerve)의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였다. 

신경전도속도(nerve conduction velocity, CV)와 감각신경

활동 전위(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SNAP)의 진폭, F파 

잠복기를 측정하였다. 신경전도검사 결과, 우세 다리(domi-

nant leg)의 비복신경(sural nerve) 검사에서 낮은 감각신경활

동 전위(SNAP <6 μV) 또는 느린 신경전도속도(CV <34.68 

mV)를 보이는 경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정의하였다. 

신경인지검사 

환자들의 전반적인 인지 기능은 Korean version of th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검사[6, 7]로 평가

하였다. K-MMSE는 시간에 대한 지남력 5점, 장소에 대한 지

남력 5점, 기억등록 3점, 기억회상 3점,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 

5점, 언어능력 8점, 시각구성 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

은 이 30점으로 학력과 연령에 각각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K-MMSE 총점 24점 미만을 인지기능 저

하에 대한 기준으로 정하였다. 보다 상세한 검사로서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Demential Version 

(SNSB-D) [1]를 시행하였다. SNSB-D는 5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300점이다: 주의력 6%(17점), 언어능

력 9%(27점), 시공간능력 12%(36점), 기억력 50%(150점), 전두

엽 실행기능 23%(70점). 주의력은 digit span test-forward 와 

digit span test-backward 를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전두엽 실

행기능은 Rey-Osterrieth Complex Figure Test (ROCFT)로서 

평가한다. 기억력은 verbal memory와 nonverbal memory로 

평가하였는데, verbal memory는 immediate recall 및 de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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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능력, 그리고 Seoul Verbal Learning Test (SVLT)의 rec-

ognition domain으로 확인하였다. Nonverbal memory는 im-

mediate recall 및 delayed recall 능력, 그리고 ROCFT의 rec-

ognition domain (ROCFT-recognition) 으로 평가하였다. 전두

엽 실행기능은 contrasting-program, go-no-go, fist-edge-palm, 

word fluency-animal, word fluency-phonemic, 그리고 Stroop 

tests 로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언어관련능력은 Korean 

version of the Boston Naming Test (K-BNT)과 [9] calculation 

및 apraxia test로 시행하였다.

통계분석 방법

통계 분석은 SPSS v 23.0을 이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평균 

± 표준 편차로 기술하였다. 말초신경병증이 동반된 환자군과 

동반되지 않은 환자군 간의 비교에서 연속형 자료의 비교는 

Mann-Whitney test를 사용하였고, 범주형 자료는 Fisher’s ex-

act test를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인지 기능 저하를 동반된 환

자군과 동반되지 않은 환자군 간의 비교에서도 연속형 자료의 

비교는 Mann-Whitney test를 사용하였고, 범주형 자료는 

Fisher Exact test를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인지기능 항목들과 

신체계측수치, 검사실 결과 및 신경전도검사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earman의 순위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의 결과는 two-tailed 분석으로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연구 상 환자의 임상  특성

200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동아대학교의료

원에 내원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와 신

경전도검사를 모두 시행한 환자들은 총 49명이었다. 이 중 파

킨슨병이 동반된 환자가 24명, 급성 뇌경색 1명, Corticobasal 

degeneration 1명, Cervical dystonia 1명이었고, 1명은 de-

mentia 진단을 받은 환자였으며, 이 질환들은 인지기능과 신

경전도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이러한 동반 질환들이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총 19명

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시행하였다. 평균 나이는 71.6±5.0세, 

당뇨병 유병기간은 8.4±9.1년, 당화혈색소는 8.1±1.8%였다. 고

혈압을 동반한 환자는 11명(57.8%) 이었고, 21%에서 고지혈증 

약물 복용력이 있었다, 심혈관질환이 동반된 환자는 3명(15.7 

%)였다. 

신경 도검사

우세 다리의 비복신경(sural nerve)의 신경전도검사에서 낮

은 감각신경활동 전위(SNAP < 6μV) 또는 느린 신경전도속도

(CV < 34.68 mV)를 보여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동반된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전체 19명 중 7명이었다(36.8%). 전체 

19명의 평균 CV 37.5±3.8 mV 였고, SNAP 는 12.0±7.3 μV였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동반한 군(DPN 동반, n=7)과 동반하

지 않은 군(DPN 동반하지 않음, n=12) 간의 신경전도검사 결

과는 다음과 같았다: 평균 CV 34.3±4.0 vs 39.0±2.5 mV (P= 

0.018), 평균 SNAP 5.4±0.9 vs 15.2±6.7 μV (P=0.001, Table 3). 

신경인지검사 

전체 19명의 평균 교육 연수는 10.0±4.6년이었다. 평균 K- 

MMSE 점수는 23.7±3.1이었고, K-MMSE 검사 결과 총점 24점 

미만으로 인지기능저하를 동반한 환자는 19명 중 8명 42.1%)

였다. 전체 19명의 평균 SNSB-D 점수는 122.6±29.9 였고, 세부 

항목의 평균 점수는 다음과 같았다: Digit span test-forward 

5.5±1.5, Digit span test-backward 2.8±1.0, K-BNT 8.4±3.0, 

Calculation 10.1±2.8, ROCFT 29.4±4.2, Orientation 4.2±1.4, 

SLVT-free recall 11.2±3.5, SVLT-delayed recall 1.2±1.4, 

SVLT-recognition 4.6±2.9, ROCFT-immediate recall 3.6±2.8, 

ROCFT-delayed recall 4.6±4.5, ROCFT-recognition 4.3±3.0, 

Contrasting program 2.5±0.9, Go-no-go 1.6±1.1, Fist-edge- 

palm 2.3±0.8, Luria loop 2.5±1.1, Word fluency-animal 

8.6±3.4, Word fluency-phonemic 4.1±2.5, Stoop test-color 

7.4±5.0. 인지기능저하 동반한 군(K-MMSE <24)의 SNSB-D 점

수는 98.2±26.5, 동반하지 않은 군(K-MMSE ≥24)의 점수는 

140.3±17.4였다(P=0.004, Table 8). 

말 신경병증 동반 유무에 따른 비교

임상  특징 비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동반한 군(DPN 동반, N=7)에서 당

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군(DPN 동반하지 않

음, N=12) 간에 평균 나이, 고혈압 및 심혈관질환 동반, 수축기

/이완기 혈압, 교육기간(Table 1), 그리고 HbA1c 를 포함한 

검사실 검사 결과들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2). 남

성 환자의 비율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DPN) 동반 군(7명 

중 6명, 85.7%)에서 동반하지 않은 군(12명 중 8명, 66.7%)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수적으로 더 많았다

(P=0.603, Table 1). 

인지기능항목 비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동반 군과 동반하지 않은 군의 K- 

MMSE 점수는 각각 23.2±2.9점과 24.0±3.2점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P=0.811). 두 군 간에 K-MMSE <24를 보이는 환자

의 비율도 각각 7명 중 3명42.9%), 12명 중 5명(41.6%)으로 의

미있는 차이가 없었다(P=0.811, Fig. 1). 보다 정밀한 신경인지

검사인 SNSB-D의 총점과 세부항목검사 결과 DPN 동반 군과 

동반하지 않은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

억력 평가 항목 중의 하나인 ROCFT-immediate recall 점수는 

DPN 동반군에서 2.1±1.4, DPN 동반하지 않은 군에서 4.5±3.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DPN 동반군에서 더 낮은 



Journal of Life Science 2020, Vol. 30. No. 3 253

Table 1. Comparison of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with and without diabetic polyneuropathy 

With diabetic polyneuropathy Without diabetic polyneuropathy
P value*

n=7 n=12

Sex (F/M), n

Age (years)

Duration of diabetes (years)

BMI (kg/m2)

Systolic BP (mmHg)

Diastolic BP (mmHg)

Hypertension, n (%)

Lipid lowering agent, n (%)

Cardiovascular disease, n (%)

Education (years)

Education ≥12 (years), n (%)

1/6

73.0±5.2

8.1±5.7

22.3±3.4

125.8±8.0

77.0±13.2

4 (57.1)

2 (28.5) 

1 (14)

12.2±3.7

5/7 (71.4)

4/8

70.9±4.9

8.6±10.8

22.9±2.4

133.0±19.5

75.3±7.3

7 (58.3)

2 (16.6)

2 (16.6)

8.7±4.7

7/13(53.8)

0.603

0.420

0.308

0.612

0.350

0.865

1.000

0.603

1.000

0.118

0.656

Data are mean ± SD or n (%). Mann Whitney U test was used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Fisher’s exact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P value <0.05.

BMI, body Mass Index; BP, blood pressure. 

Table 2.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metabolic parameters and renal function studies between groups with and without diabetic 

polyneuropathy 

With diabetic polyneuropathy Without diabetic polyneuropathy 
P value*

n=7 n=12

HbA1c (%)

Total cholesterol (mg/dL)

LDL-C (mg/dL)

HDL-C (mg/dL)

Triglyceride (mg/dL)

Urine protein (mg/dL)

Proteinuria, n (%)

BUN (mg/dL)

Creatinine (mg/dL)

eGFR (mL/min/1.73 m2)

TSH (uIU/mL)

Uric acid (mg/dL)

8.5±2.0

169.4±32.7

83.0±29.5

49.8±25.1

154.7±58.1

57.1±113.3

2(28.5)

15.7±5.9

1.1±0.3

72.1±22.2 

1.9±1.5

5.4±1.8

7.9±1.8

176.4±26.8

112.0±31.7

40.4±10.0

128.9±61.6

8.3±28.8

1(8.3)

19.4±4.6

0.9±0.2

75.5±20.1

3.4±2.9

5.1±2.0

0.525

0.617

0.107

0.750

0.487

0.231

0.455

0.161

0.666

0.933

0.224

0.650

Data are mean ± SD or n (%). Mann Whitney U test was used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Fisher’s exact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P value <0.05.

HbA1c, hemoglobin A1c;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BUN, blood urea 

nitrogen; eGFR, este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TSH, thyroid-stimulation hormone. 

경향을 보였다(P=0.094, Table 4). 

인지기능 하 동반 유무에 따른 비교

임상  특징 비교

인지기능저하 동반군(K-MMSE <24)과 동반하지 않은 군 

(K-MMSE ≥24) 간에 평균 나이, 70세 이상 고령비율, 당뇨병 

유병 기간, 고혈압 및 심혈관질환 동반, 수축기/이완기 혈압은 

차이가 없었다(Table 5). 교육 기간은 인지기능저하 동반군에

서 8.3±4.5년, 동반하지 않은 군 11.3±4.4년에 비해 짧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107, Table 5). 12년 이상 

고등 교육을 받은 환자 비율은 인지기능저하 동반군에서 25%

로, 동반하지 않은 군의 81.8%에 비해 낮았지만 통계적 유의성

에 도달하지는 않았다(P=0.074, Table 5). 검사실 검사를 비교

한 결과 양 군간에 HbA1c, LDL-C, HDL-C 수치는 차이가 없

었고, TG 는 인지기능저하 동반군에서 107.9±58.0 mg/dL로 

동반하지 않은 군 의 169.8±46.1 mg/dL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

다(P=0.028, Table 6). 신기능 검사(BUN, creatinine, eGFR)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단회 요 단백은 인지기능저하 동

반군에서 25.0±46.2 mg/dL로, 동반하지 않은 군 27.2±90.4 

mg/dL 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0.010, Table 6).

신경 도검사 비교

신경전도속도(CV)는 인지기능저하 동반군에서 36.9±3.8 

mV, 동반하지 않은 군에서 37.9±4.0 mV로 두 군간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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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revalences of patients with K-MMSE <24 in both 

groups with or without diabetic polyneuropathy. Data are 

presented as percentage (%). K-MMSE; Korean version of 

th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DPN; diabetic poly-

neuropathy.

Table 3. Comparison of sural electrophysiolgical findings between 

groups with and without diabetic polyneuropathy

With diabetic 

polyneuropathy 

Without diabetic 

polyneuropathy P value*

n=7 n=12

CV (mV)

SNAP (μV)

34.3±4.0

5.4±0.9

39.0±2.5

15.2±6.7

0.018

0.001

Data are mean ± SD. Mann Whitney U test was used for con-

tinuous variables.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P value <0.05.

Diabetic polyneuropathy was defined by data from nerve con-

duction study; CV <34.68 mV or SNAP <6 μV.

CV, Conduction velocity; SNAP, 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Fig. 2. The prevalence of diabetic polyneuropathy in the groups 

with or without cognitive impairment. 

차이가 없었다(P=0.620). 감각신경활동 전위(SNAP)은 인지기

능저하동반군에서 11.7±5.4 μV, 동반하지 않은 군에서 12.2± 

8.7 μV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836).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DPN 동반 비율은 인지기능저하 동반군에서 37.5%, 

동반하지 않은 군에서 36.4%로 차이가 없었다(P=1.000, Fig. 2).

인지기능 항목과 각 변수와의 상  계  

교육 기간과 SNAB-D 의 세부항목 중 다음 3가지 항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digit span-for-

ward (rho=0.674, P = 0.002), digit span-backward (rho=0.470, 

P = 0.042, Table 9), calculation (rho=0.587, P=0.008), ROCFT 

(rho=0.457, P=0.049). 신경전도속도(CV)는 digit span-forward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ho=0.510, 

P=0.026, Table 9). 교육 기간과 신경전도속도(CV)는 K-MMSE 

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각각 rho=0.370, 

P=0.119; rho=0.255, P=0.292, Table 9). 

고   찰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과 인지기능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후향적 차트 리뷰를 

시행하였다. K-MMSE와 SNAB-D 세부 인지항목 중 유일하게 

digit span-forward가 신경전도속도(CV)와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 다른 인지항목들과 신경전도검사 결과와는 연

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동반군과 동반

하지 않은 군 간에 인지기능항목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인지기능저하 동반군과 동반하지 않은 군 간 신경전도검

사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말초신경병의 진단법의 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NCS를 바탕으로 DPN을 진단하고, NCS 세부항목(CV와 

SNAP) 결과와 다양한 인지 기능 항목들(K-MMSE와 SNAB- 

D) 간의 연관성을 확인한 독창적인 연구였지만, 후향적 차트 

리뷰에 기초하였고 대상 연구 수가 매우 적어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과 인지기능항목간에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과 인지기능 간

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경전도검사와 인지기능 검사를 

모두 시행한 대상군을 찾기 위해 2005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12년간 동아대학교의료원에 내원한 전체 환자를 전수 조사

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포함 기준을 만족한 환자수가 

47명으로 워낙 적었고, 더구나 이 들 중 약 3분의 2는 파킨슨

병, 급성 뇌경색 등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환들을 

동반하고 있어 최종 대상에서 제외해야 했다. 따라서 인지기

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동반 질환이 없는 1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당뇨병과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간의 밀접한 연관성은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17, 22]. 당뇨병이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 인자라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명확한 인과 

관계에 아직 밝혀져야 한다. 심혈관계 질환과 인슐린 저항성 

및 고혈당이 주요 인자로 보고되었다[3, 14].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지질저하제 복용력과 인지기능항목 간

에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는데, 이는 적은 대상 수와 후향적 

조사로 인해 자료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당화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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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cognitive factors between groups with and without diabetic polyneuropathy

With diabetic polyneuropathy Without diabetic polyneuropathy 
P value*

n=7 n=12

K-MMSE

Digit span-forward

Digit span-backward

K-BNT

Calculation

ROCFT

Orientation

SLVT-free recall

SLVT-delayed recall

SVLT-recognition

ROCFT-immediate recall

ROCFT-delayed recall

ROCFT-recognition

Contrasting program 

Go-no-go

Fist-edge-palm

Luria loop

Word fluency-animal

Word fluency-phonemic

Stroop test-color 

SNSB-D

 23.2±2.9

  6.2±1.4

  3.0±0.8

  8.5±2.1

  9.7±3.2

 29.2±5.7

  3.8±1.4

 11.8±3.1

  0.5±0.5

  3.2±2.8

  2.1±1.4

  2.3±2.3

  4.4±3.5

  2.7±0.7

  1.1±0.8

  2.4±0.9

  2.1±1.4

  8.7±2.2

  3.8±2.4

  7.0±4.1

116.3±25.4

 24.0±3.2

  5.1±1.5

  2.7±1.1

  8.4±3.6

 10.1±2.7

 29.5±3.5

  4.5±1.5

 10.8±3.9

  1.6±1.7

  5.5±2.7

  4.5±3.1

  6.0±5.1

  4.3±2.9

  2.4±0.9

  1.9±1.2

  2.2±0.8

  2.7±0.8

  8.5±4.1

  4.2±2.7

  7.6±5.6

126.2±32.8

0.811

0.115

0.615

0.905

0.867

0.577

0.571

0.633

0.315

0.150

0.094

0.260

0.779

0.282

0.333

0.453

0.493

0.842

0.904

0.905

0.476

Data are mean ± SD. Mann Whitney U test was used for continuous variables.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P value <0.05. 

Diabetic polyneuropathy was defined by data from nerve conduction study: Conduction velocity (CV) < 34.68 mV or 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SNAP) < 6 μV).

K-MMSE, Korean version of th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BNT, Korean version of the Boston Naming Test; ROCFT, 

Rey-Osterrieth Complex Figure Test; SLVT, Seoul Verbal Learning Test; SNAB-D,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Demential Version. 

Table 5. Comparison of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with and without cognitive impairment 

With cognitive impairment Without cognitive impairment 
P value*

(n=8) (n=11)

Sex (F/M), n

Age (years)

Age ≥70 (years), n (%)

Duration of diabetes (years)

BMI (kg/m2)

BMI ≥ 23 kg/m2, n(%)

Systolic BP (mmHg)

Diastolic BP (mmHg)

Hypertension, n (%)

Lipid lowering agent, n (%)

Cardiovascular disease, n (%)

Education (years)

Education ≥ 12 ( years), n (%)

2/6

72.0±3.6

5/8(62.5)

7.1±10.1

23.6±4.2

3/8(37.5)

132.8±21.0

79.8±11.3

4/8 (50.0)

3/8 (37.5)

1/8 (12.5)

8.3±4.5

2/8 (25.0)

3/8

71.4±6.0

8/11(72.7)

9.4±8.6

22.7±2.7

6/11(54.5)

128.5±12.6

73.0±7.3

7/11 (63.6)

1/11 (9.0)

2/11 (18.1)

11.3±4.4

9/11 (81.8)

1.000

0.836

1.000

0.361

0.620

0.650

0.507

0.157

0.658

0.262

1.000

0.107

0.074

Data are mean ± SD or n (%). Mann Whitney U test was used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Fisher’s exact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BMI, body mass index; BP, blood pressure. 

소 역시 인지기능항목 간에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는데, 이는 

인지기능장애 동반 군에서 동반하지 않은 군에 비해 당뇨병 

유병기간이 짧아서(7.1 vs 9.4 년),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

리기는 어렵다. 치매와 인지기능장애와 교육 기간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졌고[2, 4], 국내 연구에서도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군과 초등 교육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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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metabolic parameters and renal function between groups with and without cognitive impairment

With cognitive impairment Without cognitive impairment 
P value*

n=8 n=11

HbA1c (%)

Total cholesterol (mg/dL)

LDL-C (mg/dL)

HDL-C (mg/dL)

Triglyceride (mg/dL)

Urine protein (mg/dL)

Proteinuria, n (%)

BUN (mg/dL)

Creatinine (mg/dL)

eGFR (mL/min/1.73 m2)

TSH (uIU/ml)

Uric acid (mg/dL)

8.0±2.2

158.5±16.5

92.8±17.6

42.2±8.7

107.9±58.0

25.0±46.2

2/8 (25.0)

16.1±3.9

0.9±0.1

85.0±21.2

2.6±1.8

4.9±1.5 

8.1±1.7

183.3±30.9

105.1±41.1

46.3±23.5

169.8±46.1

27.2±90.4

1/11 (12.5)

19.4±5.9

1.1±0.3

66.4±16.5

2.7±2.9

5.4±2.1

0.618

0.056

0.329

0.750

0.028

0.010

0.164

0.185

0.084

0.069

0.561

0.786

Data are mean ± SD or n (%). Mann Whitney U test was used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Fisher’s exact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P value <0.05. 

HbA1c, hemoglobin A1c;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BUN, blood urea 

nitrogen; eGFR, este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TSH, thyroid-stimulation hormone. 

Table 7. Comparison of sural electrophysiolgical findings be-

tween groups with and without cognitive impairment 

With cognitive 

impairment

Without cognitive 

impairment P value*

n=8 n=11

CV (mV)

SNAP (μV)

DPN, n (%)

36.9±3.8

11.7±5.4

3/8(37.5)

37.9±4.0

12.2±8.7

4/11(36.4)

0.620

0.836

1.000

Data are mean ± SD or n (%). Mann Whitney U test was used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Fisher’s exact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CV, conduction velocity; SNAP, sensory neural action potential; 

DPN, diabetic polyneuropathy.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다[11]. 

본 연구 결과 인지기능저하 동반 군에서 동반하지 않은 군

에 비해 교육 기간이 짧았고(8.3 vs 11.3 년), 12년 이상 고등교

육을 받은 비율도 낮았다(25 vs 81%). 교육 기간과 SNAB-D 

의 세부항목 중 digit span-forward, digit span-backward, cal-

culation 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교육

기간이 길수록 인지기능이 좋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전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당뇨병성 신경합병증과 인지기능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보고가 많지 않다. Lerida M.A. 등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자율신경계합병증 동반이 시각적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고[23], Matei D. 등은 혈관성 치매를 보이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자율신경기능장애가 동반된다고 보고

하였다[13]. 본 연구에서는 자율신경계 검사를 시행한 대상이 

거의 없어 분석을 하지 않았다. 최근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

과 인지기능 간의 연관성에 대해 몇몇 소규모 연구에서 보고

하였다. Valkova M. 등은 근전도에 기초하여 당뇨병성 말초신

경병을 진단받은 47명의 환자에서 MMSE, 10 단어 검사, 

Benton visual retention test및 Hamilton scale 검사를 시행한 

결과, 당뇨병성성 말초신경병과 인지기능장애와 연관성이 있

다고 보고하였다[21]. Rucker J.L. 등은 신경병증 증상과 NCS 

를 바탕으로 진단된 DPN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군 20명

과 20명의 비당뇨병 대조군에서 MMSE 와 Timed Up and Go 

검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DPN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서 동시 업무 수행 능력과 다른 집행 능력 저하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18]. Moreira R.O. 등은 제2형 당뇨병 환자 94명에

서 대조군에 비해 인지기능저하를 보였지만, 신경증상을 바탕

으로 진단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 동반은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15]. 이상과 같이 당뇨병

성 신경합병증과 치매 및 인지장애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 대부분 소규모 연구였고, 결과도 다양하게 보고되

었다.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말초신경병의 진단법

의 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NCS를 바탕으로 DPN을 진단하

였고, NCS 세부항목(CV와 SNAP) 결과와 다양한 인지 기능 

항목들(K-MMSE와 SNAB-D)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확인하였

는데 저자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까지 동일한 연구는 없었다. 

SNAB-C 인지항목 중 digit span-forward와 CV만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CV 속도가 느릴수록 digit span- 

forward 점수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는 말초신경기능이 저하

될수록 중추인지기능은 높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DPN 동반시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명확한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도 매우 적은 대상 수에서 인지기능에 연관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에 통제가 되지 못해 발생한 우연적 결과일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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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cognitive factors between groups with and without cognitive impairment

With cognitive impairment Without cognitive impairment 
P value*

n=8 n=11

K-MMSE

Digit span-forward

Digit span-backward

K-BNT

Calculation

ROCFT

Orientation

SLVT-free recall

SLVT-delayed recall

SVLT-recognition

ROCFT-immediate recall

ROCFT-delayed recall

ROCFT-recognition

Contrasting program 

Go-no-go

Fist-edge-palm

Luria loop

Word fluency-animal

Word fluency-phonemic

Stroop test-color 

SNSB-D

20.6±1.3 

5.2±1.4

2.3±1.3

6.8±3.0

8.8±3.5

27.5±4.1

2.8±0.8

10.7±4.0

0.37±0.51

3.0±2.5

3.3±2.8

2.1±4.1

5.0±2.8

2.0±1.1

1.1±1.2

2.0±0.9

1.8±1.5

5.8±2.7

2.6±2.2

3.6±3.5

98.2±26.5

26.0±1.5

5.8±1.6

3.1±0.6

9.6±2.6

10.8±2.1

30.9±3.9

5.2±0.9

11.5±3.3

1.9±1.6

5.9±2.5

3.9±3.0

6.5±4.2

5.4±2.4

2.9±0.3

2.0±1.1

2.5±0.8

3.0±0.0

10.6±2.4

5.1±2.2

10.4±4.0

140.3±17.4

0.000

0.422

0.106

0.074

0.236

0.061

0.001

0.901

0.019

0.030

0.647

0.043

0.079

0.038

0.085

0.162

0.031

0.004

0.017

0.003

0.004

Data are mean ± SD. Mann Whitney U test was used for continuous variables.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P value <0.05. 

K-MMSE, Korean version of th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BNT, Korean version of the Boston Naming Test; ROCFT, 

Rey-Osterrieth Complex Figure Test; SLVT, Seoul Verbal Learning Test; SNAB-D,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Demential Version. 

Table 9. Simple correlation of cognitive factors and education, 

conduction velocity and renal function in type 2 dia-

betic patients with or without diabetic peripheral poly-

neuropathy

Education CV

K-MMSE 
r=0.370

P=0.119

r=0.255

P=0.292

Digit span-forward
r=0.674

P=0.002

－r=0.510

P=0.026

Digit span-backward
r=0.470

P=0.042

－r=0.309

P=0.197

Calculation
r=0.587

P=0.008

－r=0.174

P=0.475

ROCFT
r=0.457

P=0.049

－r=0.217

P=0.373

Spearman’s rank correlation was used.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P value <0.05.

r, Spearman’s rho correlation coefficient. K-MMSE, Korean ver-

sion of th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ROCFT, Rey- 

Osterrieth Complex Figure Test; CV, conduction velosity. 

가장 높아 보인다. 이 외에는 NVS 검사 결과와 다른 인지기능

항목 간에 유의한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유무와 인지기능항목 간에도 연관성은 없었다. 결론

적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교육기간이 길수록 높은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었으며, 당뇨병성말초신경병증과 인지기능

장애 간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계기로 향후 대규모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기

능과 말초신경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특히, 당뇨

병, 고혈압 및 고지혈증 약제, 저혈당, 그리고 다른 당뇨병 합

병증 동반 등에 대한 분석을 동반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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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말 신경병증과 인지기능항목의 상 계

양원열1․김종국2․박경원2․서성환1․이혜정3․박미경1*

(1동아대학교 의학과 내과학교실, 2동아대학교 의학과 신경과학교실, 3동아대학교 의학과 약리학교실)

당뇨병은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제2형 당뇨병에서 

가장 흔히 발생되는 합병증으로 본 연구는 말초신경병과 인지기능항복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2005

년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동아대학교의료원에 내원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

지를 확인하여 신경전도검사와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한 환자 총 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9명 대상환자의 

평균 나이는 71.6±5.0세, 당뇨병 유병기간은 8.4±9.1년, 당화혈색소는 8.1±1.8%였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동

반된 환자는 전체 19명 중 7명(36.8%)이었다. Korean version of th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검사 결과 총점 24점 미만으로 정의한 인지기능저하를 동반한 환자는 19명 중 8명(42.1%)였다. 당뇨병성 말초신경

병증 동반 군과 동반하지 않은 군 간에 K-MMSE 점수와 인지기능저하 동반율은 차이가 없었다. 인지기능저하 

동반군과 동반하지 않은 군 간에 DPN 동반 비율도 각각 37.5%와 36.4%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지기능항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교육 기간이었으며, 교육기간이 길수록 높은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었다. 인지항목 

중 digit span-forward 만이 신경전도속도(CV)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

에서 교육기간이 길수록 높은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었으며, 당뇨병성말초신경병증과 인지기능장애 간에는 유의

한 상관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향후 더 큰 규모의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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