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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과 말초 신경병증
노정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Peripheral Neuropathy in Metabolic Syndrome
Junghyun Noh*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lsan Paik Hospital, Goyang, Korea

Peripheral neuropathy is a chronic disease that causes significant morbidity and affects an individual’s quality of life by causing pain and gait
disturbance. Diabetes is the most common cause of peripheral neuropathy. However, in many patients with peripheral neuropathy no cause is
discovered. There are many evidence suggesting that the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such as obesity, dyslipidemia, and impaired glucose tolerance are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peripheral neuropathy. Insulin resistance, the core pathophysiology of metabolic syndrome, is considered a culprit in development of neuropathy in metabolic syndrome. Insulin resistance may decrease insulin signaling and
cause mitochondrial dysfunction in the peripheral nervous system. The markers of peripheral nerve function as well as the component of metabolic syndrome were improved after lifestyle intervention in subjects with impaired glucose tolerance (IGT) and neuropath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mproving the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may have positive effects on recovery of the peripheral nerve function.
Key words: Metabolic syndrome, Peripheral neuropathy

며, 이를 특발성 신경병증(idiopathic neuropathy)이라고 한다. 여러 관

서 론

찰 연구들에서 특발성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전체 인구에 비하여 당뇨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죽종형성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고혈당

병 전단계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전단계가 심혈

등의 인자들이 동시에 한 개체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며 이로 인해 심혈

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인자임은 알려져 있으나5, 신경병증과의

관질환, 당뇨병, 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1 대사증후군 발생의 병

관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당뇨병환자에서 비

태생리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알려져 있다. 인슐린저항성은 표적기관

만한 경우 말초 신경병증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6-8, 당뇨

에서 인슐린의 반응이 떨어진 상태로 정의되며, 대사증후군과 당뇨병

병 자체뿐만 아니라 비만을 동반한 대사증후군이 말초 신경병증 발생

발생의 중심 기전이다. 유전적 요인과 고령, 비만, 흡연, 스트레스, 운동

과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사증후군과 비만이

부족 등과 같은 환경 인자가 인슐린 저항성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신경병증 발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말초 신경병증은 임상적으로 흔히 관찰되는, 통증과 보행 장애를
유발하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만성질환이다. 국내 전체 인구에

대사증후군과 신경병증의 연관성

서의 유병률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해외 자료에 따르면 40세 이상 성
인 인구의 10% 이상이 말초 신경병증을 가지고 있다.3 말초 신경병증

당뇨병은 말초 신경병증을 유발하는 가장 잘 알려진 원인이다. 1형

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관찰연구 자료

당뇨병을 대상으로 한 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4

들에 따르면 당뇨병환자의 14-54%가 말초 신경병증을 가지고 있다.

(DCCT)에서는 엄격한 혈당조절이 말초 신경병증의 발생위험을 감소

그러나 말초 신경병증의 많은 경우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우

시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났으나9, 2형 당뇨병에서는 엄격한 혈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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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말초 신경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2형 당

는 것이 증명되었다. 신경세포에 만성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하여 인슐

뇨병을 대상으로 한 United Kingdom Prospective Diabetes Study

린저항성에서 나타나는 고인슐린혈증 환경을 만들었을 때, 인슐린 자

(UKPDS) 연구에서는 엄격한 혈당조절이 진동감각이상 발생의 위험

극에 의한 Akt, p70S6K, GSK3β 발현 증가 정도가 감소하지만 MAPK

을 줄였으나 이는 임상적인 신경병증을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최근

신호전달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슐린저항성이 있을 때

ACCORD 연구에서는 엄격한 혈당조절이 말초 신경병증의 발생 위

근육이나 지방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였다.20,21

10

험을 줄이지는 못했다.11 이 결과는 2형 당뇨병에서는 신경병증의 발
생에서 고혈당 이외에 다른 기전이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 기능부전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이다. 인슐린은 PI3K/Akt 신호전

여러 관찰 연구에 따르면 특발성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당부하부전
(impaired glucose tolerance)의 빈도가 40-50%로 나타나

인슐린저항성이 일으키는 병리현상 중 대표적인 것은 미토콘드리
달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조절한다. 인슐린저항성에 의한

, 전체 인

인슐린에 대한 Akt의 반응감소는 신경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

구에서 당부하부전의 빈도인 15%에 비하여 그 빈도가 더 높은 것으

능부전을 유발하여 산화스트레스를 증대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연

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증례-대조 연구는 아니며 이전에 발표된 자

구에서 만성적인 인슐린 처치가 배측 뿌리 신경절에서 미토콘드리아

료와 비교한 결과라는 단점이 있다. 당뇨병 전단계와 신경병증에 대

의 기능부전을 나타내는 미토콘드리아 분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

한 대규모 증례-대조 연구는 많지 않으나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한 증

여, 신경세포에서 인슐린저항성이 미토콘드리아 대사이상에 역할을

례-대조 연구에서는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당뇨병 전단계 빈도가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22

12-14

30%인데 비하여 신경병증이 없는 경우는 14%로, 신경병증이 있는 군

oxidized LDL의 증가는 비만과 대사증후군에서 특징적으로 관찰

에서 당뇨병 전단계를 더 많이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된다. oxidized LDL은 LDL 수용체를 자극하여 미토콘드리아 기능부

혈중 공복 인슐린 수치도 통증이 있는 신경병증 환자군에서 더 높게

전을 유발하며, 신경세포에는 LDL 수용체도 발현되므로 oxidized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혈중 중성지방 수치도 신경병증환자에서 의미

LDL의 증가가 신경병증 발생의 한 기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23

15

있게 높게 나타나, 대사증후군이 말초 신경병증 발생과 관련이 있음
을 추측할 수 있다. 대사증후군의 구성 인자들이 신경병증의 중요한

대사증후군에서 신경병증의 치료

위험인자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다른 연구결과로는 1형 당뇨병을 대
상으로 한 Eurodiab study가 있다.8 이 연구에서는 혈중 중성지방 수

말초 신경병증은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이다. 췌장이식을 받은 당

치, 비만, 고혈압이 모두 신경병증 발생의 독립 위험인자로 나타났다.

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말초 신경병증이 더 진행되지는 않

한 연구에서는 특발성 신경병증 환자 중 당부하부전을 동반한 경우

았으나 개선되지도 않았다.24 여러 연구에서 초기 말초 신경병증의 조

80%가, 당부하부전이 없는 경우 54%가 대사증후군을 동반하고 있

기진단 및 치료 효과를 보고자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특별히 효과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치료법은 아직까지 없다. 조기에 말초 신경병증을 진단할 수 있는

16

입증된 지표의 개발이 조기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라 하겠다.

신경조직에서 인슐린 작용 및 말초
신경병증 발생기전

당뇨병 전단계 환자에서 동반된 말초 신경병증에 대한 연구에서는
식사조절 및 운동의 생활습관교정이 체중감소, 당대사 개선, 콜레스
테롤 감소, 중성지방 감소 등의 대사증후군 구성요소들의 개선을 보

신경세포에는 인슐린 수용체가 존재하며, IRS를 포함하는 인슐린

였으며, 동시에 표피내 신경섬유의 밀도가 증가하고 정량적 발한 반

신호전달이 신경세포에서 발현되며, 인슐린 수용체 mRNA나 단백질

응검사에서 그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25 이러한 결과는 생활

은 특히 말초감각신경의 배측 뿌리 신경절에서 발현하는 것이 알려져

습관교정이 대사증후군의 치료뿐만 아니라 동반된 신경병증의 치료

있다. 좌골신경 횡절단 후에 전신적으로 인슐린을 투입하였을 때 신

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대사증후군의 구성

경의 재생이 촉진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 1형 당뇨병 동물모델에

요소인 고중성지방혈증, 비만, 고혈압 등이 말초 신경병증의 위험인자

서 인슐린을 척추강 내로 1달간 주입하였을 때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로 생각되지만,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 각각을 치료하는 것이 신경

의 기능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인

병증을 개선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17

18

19

슐린이 말초신경에 대한 적절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 말초신경
기능부전의 발생기전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

결 론

러나 말초신경에서 인슐린 신호전달의 기전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
은 상황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신경조직에서도 인슐린저항성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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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 신경병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들

rea. Korean Clin Diabetes J 2010;11:177-82.

이 발표된 바 있다. 신경조직에서의 인슐린저항성과 이로 인한 산화스

5. Singleton JR, Smith AG, Russell JW, Feldman EL. Microvascular

트레스 증가 및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이 대사증후군에서 신경병증

complications of impaired glucose tolerance. Diabetes 2003;52:

이 발생하는 기전으로 유력하게 생각되고 있다. 관련기전을 이해하는

2867-73.

것이 앞으로 대사증후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경병증의 치료법 개

6. Van Acker K, Bouhassira D, De Bacquer D, Weiss S, Matthys K,

발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

Raemen H, et al. Prevalence and impact on quality of life of pe-

가 말초 신경병증과 관련이 있음이 여러 연구결과에서 증명되었으나,

ripheral neuropathy with or without neuropathic pain in type 1

앞으로 이를 더 명확히 증명할 대규모의 증례-대조 연구가 필요하겠

and type 2 diabetic patients attending hospital outpatients clinics.

으며, 대사증후군과 신경병증 발생의 연관성 기전에 대한 연구와, 각

Diabetes Metab 2009;35:206-13.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와 관련해서 어떠한 치료가 신경병증의 예방 및
조기치료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되겠다.

7. Straub RH, Elbracht R, Krämer BK, Roth M, Palitzsch KD, Schölmerich J. Influence of digoxin-like immunoreactive factor on late
complications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Eur J Clin Invest

요 약

1994;24:482-7.
8. Tesfaye S, Chaturvedi N, Eaton SE, Ward JD, Manes C, Ionescu-

말초 신경병증은 통증과 보행장애를 유발하는 만성질환으로, 가
장 흔히 알려진 원인은 당뇨병이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Tirgoviste C, et al. Vascular risk factors and diabetic neuropathy.
N Engl J Med 2005;352:341-50.

않은 특발성 신경병증의 빈도가 매우 높으며, 최근 여러 연구에서 말

9. Writing Team for the 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초 신경병증의 발생이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Epidemiology of Diabetes Interventions and Complications Re-

당대사 이상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을 보였다. 이과 관련된 기전으

search Group. Effect of intensive therapy on the microvascular

로는 신경세포에서의 인슐린저항성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기능부전

complications of type 1 diabetes mellitus. JAMA 2002;287:2563-9.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은 일단 발생한 후에는

10. Stratton IM, Adler AI, Neil HA, Matthews DR, Manley SE, Cull

개선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런데 당뇨병 전단계를 동반한 신경병

CA, et al. Association of glycaemia with macrovascular and mi-

증 환자에서 생활습관개선 후 대사증후군 지표들과 함께 신경 기능

crovascular complications of type 2 diabetes (UKPDS 35): pro-

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여, 당뇨병이 발생하기 전, 비만 및 대사증후군

spective observational study. BMJ 2000;321:405-12.

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경병증의 조기 치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

11. Ismail-Beigi F, Craven T, Banerji MA, Basile J, Calles J, Cohen

다. 앞으로 대사증후군과 말초 신경병증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혀줄

RM, et al. Effect of intensive treatment of hyperglycaemia on mi-

역학 연구 및 조기 치료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crovascular outcomes in type 2 diabetes: an analysis of the AC-

중심단어: 대사증후군, 말초 신경병증

CORD randomised trial. Lancet 2010;376:419-30.
12. Novella SP, Inzucchi SE, Goldstein JM. The frequency of undi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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