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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mentia, a clinical syndrome affecting memory, thinking, and social abilities primarily caused by 
neurodegeneration, is becoming one of the greatest health and socioeconomic burdens in the aging 
society. The age-standardized prevalence of dementia for people aged 60 or older was 5% to 7% in most 
world regions, affecting 47 million people in 2015. This number is expected to almost double every 
20 years. Although aging is the greatest but non-modifiable risk factor, approximately 35% of the risk 
has been attributed to the combination of potentially modifiable risk factors including education, diet 
and lifestyle factors, psychiatric factors, and metabolic factors. There is ample evidence that people 
with glucose intolerance, insulin resistance, and metabolic syndrome are at higher risk for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compared to age- and sex-matched controls. Meta-analyses and large-scaled 
pooled analyses demonstrate that diabetes is associated with an approximately 60% to 70% increased risk 
of all types of dementia. In this article, the associations of hyperglycemia, hypoglycemia, and glucose 
variability with cognitive dysfunction and dementia are demonstrated. Also, the underlying mechanism 
of this connection and possible effects of anti-diabetic med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Cognitive dysfunction, Dementia, Diabetes mellitus

당뇨병과 인지기능장애

이승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Connections between Diabetes and Cognitive Dysfunction

Seung-Hwan Lee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Seung-Hwan Lee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22 
Banpo-daero, Seocho-gu, Seoul 06591, Korea, E-mail: hwanx2@catholic.ac.kr 
Received: May 12, 2019; Accepted: May 16, 201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
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19 Korean Diabetes Association

2차_(067-073) JKDA 20권2호 02_이승환_저자.indd   67 2019-07-01   오후 2:35:23



Statement 당뇨병과 인지기능장애

https://doi.org/10.4093/jkd.2019.20.2.6768

서론

치매는 주로 신경변성(neurodegeneration)에 의해 기억

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후천적으로 점차 감퇴하

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게 되는 임상적 증후

군이다. 수명의 증가에 따라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

서 의학적, 경제사회학적 부담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

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4,70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고 60세 이상의 인구에서 치매

의 유병률은 5~7%로 추산되었다[1]. 향후 치매 환자의 수

는 소득 수준이 낮거나 중간인 국가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

가하여 2050년에는 현재의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치매의 발생에는 다양한 위험인자가 관련되어 있

는데, 나이나 유전적 다형성 같은 조절할 수 없는 인자와 비

만,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흡연, 과도한 알코올 섭취, 운

동 부족, 낮은 교육 수준, 사회적 고립 등 조절 가능한 인자

들이 있다[2].

당뇨병이 치매 발생의 중요한 위험인자임은 그동안 여

러 역학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왔으며 다양한 기전이 제

시되었다. 또한 당뇨병은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거나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경한 인지기능의 저하를 호소하

는 당뇨병 연관성 인지 감소(diabetes-associated cognitive 

decrement) 및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와도 관련이 있으며, MCI에서 치매로의 진행에도 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당뇨

병의 적절한 관리 및 예방은 치매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손

실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

에서는 고혈당, 저혈당, 혈당변동성 및 당뇨병 치료 약제가 

인지기능장애 및 치매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논

의함으로써 이러한 인자들의 임상적 중요성을 되새겨보고

자 한다.

본론

1. 고혈당과 인지기능장애

고혈당 및 이에 동반되는 대사 이상은 뇌허혈, 뇌경색, 뇌

출혈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

이머병의 위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본

에서 시행된 Hisayama 연구는 1,017명의 기저에 치매가 

없는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75 g 경구당부하검사를 시행하

고 15년 동안 전향적으로 추적관찰하였으며 치매 발생자 중 

80%가 넘는 대상자에게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50%

가 넘는 대상자에게 부검을 실시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높였

다. 이 연구에서 기저의 공복혈당장애는 치매의 발생 위험

도를 올리지 않았으나 내당능장애 혹은 당뇨병은 치매의 위

험도를 각각 35%와 74%로 유의하게 올리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내당능장애와 당뇨병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

를 각각 60%, 105% 상승시켰으며 이는 치매의 위험인자

로 간주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보정한 이후에도 유의하게 나

타난 결과이다. 혈관성 치매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여

러 변수들을 보정한 이후에 유의성이 소실되었는데 이는 아

마도 발생 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흥

미로운 점은 당부하 후 2시간 혈당값과 치매의 발생 위험도

가 정비례 관계를 보였으나 공복혈당 값과는 관련성이 없

었다는 것이다[3]. 28편의 전향적 관찰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도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이 없는 군에 비

해 상대위험도가 모든 종류의 치매는 1.73 (95% 신뢰구간, 

1.65~1.82), 알츠하이머병은 1.56 (1.41~1.73), 혈관성 치

매는 2.27 (1.94~2.66)로 증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비만 여부, 심혈관질환 유무, APOE 유전자

형 등에 따른 세부 그룹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당뇨병

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대상자에서 모두 치매의 유의미

한 위험인자임을 보여주었다[4]. MCI는 치매의 전구 단계

로, 치매로 진행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 당뇨병은 MCI, 

특히 기억상실성 MCI의 위험도도 증가시키며 당뇨병이 조

기에 발생했거나, 유병기간이 길거나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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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5-7]. 그렇다

면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서도 고혈당은 치매 발생과 연관되

어 있을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연구에

서 이전 5년 동안의 혈당의 평균값과 치매 발생을 관찰하였

는데, 혈당 100 mg/dL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유의하게 

치매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이보다 낮으면 위험도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혈당이 105 mg/dL인 경우 10%, 

115 mg/dL인 경우 18% 위험도가 증가하여 경한 혈당 상

승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8]. 다만 당뇨병 환자

에서는 평균혈당이 160 mg/dL에서 가장 위험도가 낮으며 

190 mg/dL를 넘는 경우 유의하게 위험도가 증가하였기 때

문에 당뇨 유무에 따라 혈당과 치매 발생의 관계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고혈당에 의해 인지기능저하와 치매가 유발되는 기전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9]. 제2형 당뇨병과 이에 흔히 동

반되는 대사증후군의 요소들은 허혈성 뇌졸중을 포함한 뇌

혈관질환의 예측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고혈당에의 만성

적인 노출은 뇌의 미세혈관에 변화를 일으켜 뇌허혈의 원

인이 된다. 이는 뇌조직의 병리학적 변화를 유발하고 인지

기능장애로 이어져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병을 유발한다. 만성적인 고혈당에 의한 당독성은 최종당

화산물(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의 축적과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뇌의 노화를 촉진하며 최종당화산

물은 뇌조직에서 아밀로이드 베타(amyloid beta, Aß)와 

tau 단백질의 당화를 유발하여 Aß의 응집과 신경섬유매

듭(neurofibrillary tangle)의 형성을 유도한다. 또한 전신

의 혹은 중추신경계의 인슐린 저항성도 중요한 기전으로 생

각되고 있다.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로 계산된 전신의 인슐린 저항성 정

도는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뇌 영역의 위축 진행이나[10] 

부검을 통한 뇌조직 연구에서 신경반(neuritic plaque)의 

형성과[11]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최근 연구들

에서는 중추신경계의 인슐린 저항성이 알츠하이머병과 깊

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이를 제3형 당뇨병으로 지칭하기

도 한다. 인슐린은 해마를 포함하여 학습 및 기억과 관련

된 뇌 영역의 시냅스형성력(synaptic plasticity)과 장기강

화작용(long-term potentiation)을 통해 인지기능에 영향

을 미치는데 인슐린 신호전달체계의 결함은 다양한 병태생

리와 관련된다[12]. IRS1 (insulin receptor substrate 1)

의 serine 인산화 정도는 올리고머 Aß반 정도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며 기억력 및 인지기능과 음의 상관 관계를 보

였고 insulin-PI3K (phosphoinositide 3-kinase)-Akt 신

호전달체계 요소들의 표현 정도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감소되어 있었다[13,14].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 상태 및 이

에 동반되는 뇌의 당대사 저하는 GSK (glycogen synthase 

kinase)-3ß 과활성화와 O-GlcNAcylation의 하향 조절을 

통해 tau 단백질의 과인산화를 유발한다[15,16]. 이러한 현

상에 근거하여 비강내로 인슐린을 투여하여 뇌로의 전달 효

율을 높이는 방법이 기억과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다양한 임상연구들이 시행되었다. 

인슐린의 용량이나 투여 기간, 인지기능의 측정법 또는 측

정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였으나 당뇨병 또는 비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인지기능의 개선 

효과를 보인 바 있어 향후 보다 정확한 연구를 통해 효용성

을 판단해야 하겠다[12,17].

2. 저혈당과 인지기능장애

중증저혈당은 치매 발생과 양방향성 관계를 가지고 있다. 

16,667명의 노인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 의하면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저혈당 사건의 빈도는 

치매의 위험과 비례 관계를 나타내었다. 평균당화혈색소 값

과, 당뇨병 치료 및 인슐린 치료 기간 등을 보정한 이후에도 

저혈당이 한 번 있었던 경우는 26%, 두 번 있었던 경우는 

80%, 세 번 이상 있었던 경우는 94%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18]. Health ABC 연구에서는 평균 나이 74세인 783명의 

당뇨병 환자를 12년 동안 추적한 결과 중증저혈당을 경험한 

대상자는 치매 발생 위험도가 2.1배였으며, 또한 치매 발생

자는 저혈당 발생 위험도가 3.1배였다[19]. 저혈당은 신경

세포 손상을 통해 영구적으로 신경계 후유증을 유발하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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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로의 진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혈소판 응집 및 피브리

노겐 형성을 통해 미세경색을 포함한 혈관계 손상을 유발하

여 뇌위축과 인지기능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

한 반복적인 저혈당 발생은 당뇨병의 중증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당뇨병이 진행된 사람에서 치매의 발

생이 증가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18]. 인지기능저하나 치

매가 동반된 환자들은 약제나 인슐린 투여의 부정확성, 생

활습관 관리의 어려움 등을 통해 저혈당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거나 저혈당 증상에 대한 인지가 늦어져 적절한 대처

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치매 환자들의 저혈당 예방을 

위한 적절한 혈당 조절 목표 설정 및 치료 방법에 대한 고민

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저혈당 발생과 인지기능저하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는데[20,21], 이는 대상 환자들의 

특성, 저혈당의 빈도나 중증도, 저혈당이 발생한 나이, 기저

의 뇌건강 상태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향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혈당변동성과 인지기능장애

혈당은 정상적으로 음식섭취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 의

해 계속 변화하는데 당뇨병 환자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변화

의 폭이 커지게 된다. 당뇨병 환자에서 단기간의 혈당변동

성뿐만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의 혈당 변동을 반영하는 당화

혈색소 변동성도 미세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 및 사망

과 관련되어 있음은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22-24]. 

최근에는 이러한 혈당변동성이 치매의 위험도 증가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대만에서 60

세 이상 성인 16,706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8.88년

을 관찰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혈당변동성이나 당

화혈색소 변동성이 높은 삼분위에 속하는 경우 알츠하이

머병의 위험도가 각각 27%와 32% 상승하였다. 이는 혈당

값과 당화혈색소 값을 보정한 결과로 변동성 자체가 독립

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25]. 미국의 

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 (ARIC) study에서

는 단기간의 혈당 피크를 반영해주는 1,5-anhydroglucitol

을 중년에 측정하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찰한 결과 당

뇨병 환자에서 이 값이 치매 발생 및 인지기능 감소의 위험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자도 국내 건강보험공단 맞춤

형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당뇨병을 포함한 대사

질환이 없는 293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혈당변동성

이 높을수록 모든 종류의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26]. 인간 탯줄 정맥 내피세포에 간

헐적 고혈당 조건을 처리하는 경우 지속적 고혈당 조건보다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 1, 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 1, E-selectin 등의 부착분자를 증가시키며, 사람

을 대상으로 euinsulinemic hyperglycemic clamp법을 활용

하여 혈당 변동의 영향을 관찰한 연구에서도 혈당을 지속적

으로 10 mmol/L 또는 15 mmol/L로 유지하는 경우보다 5 

mmol/L와 15 mmol/L로 반복적으로 변화를 주는 경우 내

피세포 기능장애와 산화스트레스가 더 증가하였다[27,28]. 

앞으로 더 많은 근거 자료들이 필요하겠지만, 당뇨병 유무

에 상관없이 혈당변동성이 치매와 임상적으로, 또 병태생리

학적으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겠

다.

4. 당뇨병 약제와 인지기능장애

당뇨병 환자에서 치매의 위험도가 상승함을 고려할 때 당

뇨병 치료 약제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트포르민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만의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두 편의 연구에서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

자에서 메트포르민 사용이 치매 발생의 위험도를 낮추어 주

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용 기간이 길수록 더 두드러졌다

[29,30]. 반면에 어떤 연구들은 메트포르민 사용이 치매의 

위험도를 올린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vitamin 

B12의 결핍과 Aß 생성의 증가 등을 가설로 제시하고 있다

[31,32]. 이러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는데, 표본의 크기, 다른 계열 약제의 병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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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혹은 메트포르민 사용 전의 다른 약제 투약 여부, 대조군

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리고 조기발견기간 오류 등의 통

계적 치우침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티아졸리디네

디온 계열의 약제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주요 기전으로 

하므로 인지기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데 아직 그 효과가 명확히 증명되지는 않았다. 몇몇 전임상 

및 임상연구에서 병리학적 개선 혹은 인지기능의 개선을 보

인 바 있고, 피오글리타존은 메타 분석에서 초기 단계의 알

츠하이머병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어 기대를 해 볼 수 

있다[33,34]. Glucagon-like peptide 1 (GLP-1) 수용체는 

시상하부, 해마, 대뇌피질 등에 존재하며 GLP-1 작용제는 

세포사멸 억제나 신경보호 효과 등에 있어 이로운 점이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여러 동물 실험에서 병리학적 

혹은 기능적 개선 효과를 보였는데, 사람에서도 유사한 효

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며 여러 임

상연구들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

겠다[34]. 

결론

당뇨병은 치매와 MCI의 중요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이

다. 또한 고혈당뿐만 아니라 저혈당과 혈당변동성도 인지기

능의 저하와 치매 발생에 관련되어 있다는 근거들이 축적되

고 있다. 이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병태생리학

적 기전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중추신경계의 인슐린 저항

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제2형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

성 및 알츠하이머병이 공통된 병태생리를 가지고 있음을 고

려할 때 혈당 및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이 치매의 발생 및 진

행의 억제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

후 이에 기반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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