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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lcohol consumption on diabetic patients are still unclear and inconclusive. Generally, 
light-to-moderate alcohol consumption (< 3 glasses) may have beneficial effects without disturbing 
glucose control. However, excessive alcohol consumption may have harmful effects such as hypoglycemia, 
impaired glucose control, metabolic dysregulation, and increased risk of diabetic complications. This 
review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consumption and diabetic mellitus and effect 
of alcohol on diabetic patients. Based on previous results, we propose a theory of proper alcohol 
consumption in diabet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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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일반적으로 알코올은 적절히 섭취할 경우는 건강에 긍정

적인 효과를 지니는 반면 과량 섭취 시 심혈관질환, 간질환, 

암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그렇다면 알코올 섭취와 당뇨병과의 관련성은 어떠

할까? 모든 연구 결과가 일관된 것은 아니지만 연구의 대부

분은 알코올 섭취와 당뇨병과의 관련성도 다른 만성질환 연

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4,5]. 적절한 수준의 

알코올 섭취는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긍정적인 효

과를 지니지만 과다한 알코올 섭취는 혈당조절을 어렵게 하

고 당뇨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한

국인의 경우 과음을 권하는 독특한 음주 문화를 가지고 있

고, 특히 한국 성인 남성의 경우 고위험 음주율이 20% 이상

3차_JKDA 17권1호 08_(041-045) 정혜경_ME.indd   41 2016-03-29   오전 11:51:31



Information Desk 알코올 섭취와 당뇨병

http://dx.doi.org/10.4093/jkd.2016.17.1.4142

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따라서 한국인의 경

우 음주에 의한 건강상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뇨병 환자에게 알코올 섭취가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고 적절한 알코올 섭취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당뇨병 환자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알코올 섭취와 당뇨병과의 관련성, 알코올 

섭취가 당대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전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적절한 알코올 섭취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론

1. 알코올 섭취와 당뇨병 발생 

알코올 섭취와 당뇨병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제까지

의 연구들을 메타분석(meta-analysis)한 결과에 의하면 알

코올 섭취와 당뇨병 발생 간에는 J 또는 U-shape의 관련성

이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4,5]. 또 다른 연구도 1일 1~3

잔 정도의 중정도 알코올(moderate alcohol consumption) 

섭취자의 경우 비섭취자에 비해 당뇨병 발생률이 33~56% 

낮고 당뇨병 관련 관상동맥 심장질환 발생률도 34~55% 낮

지만, 1일 3잔을 초과하여 섭취하는 경우 중정도 섭취자에 

비해 당뇨병 발생률이 43% 높다고 보고하였다[7]. 따라서 

1일 1~3잔 정도의 중정도 알코올 섭취 시 당뇨병과 관련하

여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 이보다 적거나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 당뇨병 발생 증가 등 당뇨병에 부

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뇨병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알코올 섭취 수준은 1일 1~3

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

정도 알코올 섭취에도 당뇨병 발생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

고[8,9], 알코올 섭취 빈도와 제2형 당뇨병 간에 반비례 관

계가 있다는 보고도 있어[10], 알코올 섭취와 당뇨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2. 알코올 섭취와 혈당 조절  

당뇨병 환자가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은 혈당 조절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 대상자

의 특성, 알코올 섭취량, 섭취 빈도 및 섭취 기간, 알코올

과 함께 섭취하는 영양소 구성에 따라 연구 결과를 매우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요약적으로 말하면, 알

코올은 당대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당뇨

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알코올이 당대

사에 미치는 효과는 양면성을 지닌다. 단기적으로는 알코

올 섭취는 간에서의 당신생(gluconeogenesis) 과정과 글

리코겐 분해(glycogenolysis) 과정에 영향을 주어 저혈당

(hypoglycemia)을 초래할 수 있다. 한 연구는 48 g (4잔 

정도)의 알코올 섭취 후 당신생(gluconeogenesis) 과정이 

45%나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다[11]. 

또한 다른 연구는 중정도(1~3잔)의 알코올 섭취 후 간의 

당 배출(hepatic glucose output)이 12% 감소되며, 이는 간

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충분한 경우 저혈당을 초래하지 않으

나 간의 글리코겐 저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저혈당을 유

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12]. 따라서 당뇨병 환자 중 영양불

량이 심하거나 간질환이 있는 경우, 지나친 저탄수화물 식

사를 한 경우, 식사를 거른 상태에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

우 저혈당 위험이 매우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알코올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당뇨병 환자의 경우 알코올 섭취 시 반드시 

식사를 거르지 않고 식사와 함께 알코올을 섭취해야 한다

[13]. 반면에 알코올 종류 중 과일주나 단포도주와 같이 단

순당을 많이 함유한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고혈당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단순당이 함유되지 

않은 알코올을 섭취하되 과다한 섭취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13]. 

장기적으로는 알코올 섭취는 체중 증가를 비롯한 대사적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 주로 음주자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과잉 섭취는 대부분 식사보다 술과 함께 먹는 고열량, 고지

방 안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술자리에서 1일 처

방 에너지를 과다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고열량 고지방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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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에 주의해야 하겠다.  

3. 알코올이 영양소 대사에 미치는 영향 

당뇨병 환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알코올을 만성적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 당 대사 문제 이외에도 영양소 대사에 유

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과량의 만성적 음주는 특히 

비타민과 무기질 결핍을 증가시킨다. 엽산(folic acid)은 알

코올 섭취와 관련하여 빈번한 결핍이 보고되는 영양소로 습

관적인 알코올 섭취자의 경우 엽산이 결핍된 식사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알코올이 엽산의 흡수, 이동, 저장 등을 손

상시키기 때문이다[15]. 알코올은 티아민(thiamin)의 흡수 

및 이동에도 영향을 주어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티아민 결

핍 발생률이 매우 높다. 이외에도 비타민 B6, 비타민 C, 비

타민 D, 비타민 K 등의 다양한 비타민의 결핍 증상이 증가

될 수 있다. 또한 급성적,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세포내 

칼슘(calcium) 항상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과다 섭취 시 골

밀도 감소에 따른 골다공증 발생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16]. 알코올 섭취는 칼슘 외에도 철(iron)

의 항상성도 교란시키며, 칼륨(potassium) 및 마그네슘

(magnesium)의 결핍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과다한 

알코올 섭취는 영양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필요한 알코올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4.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정한 수준의 알코올 섭취는 당뇨

병 환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과음이나 문제 

음주 등은 당 대사 이상 및 합병증 증가 등 건강상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를 관리하는 전문

인은 당뇨병 환자의 알코올 섭취의 적절성이나 음주행동에 

대해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과거에는 단순히 알코올 섭취

를 양적 측면에서 섭취 양, 섭취 빈도 등으로만 평가해 왔으

나 보다 포괄적 측면에서 알코올 의존 증상, 음주관련 문제

까지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최근 개발되었

으므로 이를 당뇨병 환자의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문제 음주를 선별할 수 있는 도구로 미시간 알코

올리즘 선별검사(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MAST), CAGE (need to Cut down/felt Annoyed by 

criticism/felt Guilty/Eye-opener),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등이 있다. 이 중 

1989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의

해 개발된 AUDIT은 가장 문제 음주를 선별하는 능력이 우

수한 것으로 입증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7]. AUDIT은 음주의 빈도/양, 알코올 의존 증상, 음주관

련 문제, 세 영역을 포함하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

문도구로 일반적으로 AUDIT 총점이 0~7점인 경우 정상 

음주(normal use), 8~15점인 경우 위험 음주(hazardous 

use), 16~40점인 경우 유해 음주(Problematic use)로 평

가한다. 우리나라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AUDIT 점수와 공

복 혈당과의 관계를 규명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AUDIT 점

수가 8~15점인 위험 음주군은 정상 음주군에 비해 공복 당

이 110 mg/dL 이상일 확률이 2.15배나 높고, AUDIT 점수 

16~40점에 해당되는 유해 음주군은 정상 음주군에 비해 공

복 당이 110 mg/dL 이상일 확률이 2.48배나 증가됨을 보고

하였다[18]. 

5. 당뇨병 환자를 위한 알코올 섭취에 대한 제언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반인이나 심혈관질환 환자에게 권

고하는 알코올 섭취에 대한 권장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 따라서 혈당 조절이 양호한 당뇨병 환자라면 남자는 1

일 2잔 이하, 여자는 1일 1잔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

절이나 당뇨병 합병증 발생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알코올 섭취 허용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알코올 섭취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

다. 당뇨병 환자 중 혈당강하제나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거

나 빈번한 저혈당 발생 등 혈당 조절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 기저 질환으로 간질환, 췌장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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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신경병증, 심한 고중성지방혈증이 있다면 반드시 알코

올 섭취를 금해야 한다[20]. 또한 당뇨병 환자가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량의 탄수화물을 함유한 균

형된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하며, 안주로 인해 처방열량보

다 과다한 열량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적절한 수준인 1일 1~2잔 이하

의 알코올 섭취는 혈당 조절 등 대사적 측면에서 당뇨병 환

자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음주

는 단순히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등 긍

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혈당 조절이 양호하고 

알코올과 관련된 기저질환 등이 없는 당뇨병 환자라면 1~2

잔의 알코올 섭취는 허용될 수 있으며 알코올 섭취에 따른 

기쁨을 제한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적절한 알코올 섭취 시의 긍

정적 효과에 비해 과다 섭취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휠씬 더 

크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술자리에서 서로 

과음을 권장하고 1회 알코올 섭취량이 매우 많은 우리나라

의 독특한 음주 문화를 고려할 때, 알코올 허용량 범위를 지

킬 자신이 없는 당뇨병 환자라면 불필요한 술자리는 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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