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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관리 수준과 당뇨병성 망막증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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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Glycemic Control and Diabetic Retinopathy

Woo-Jun Yun, MD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Gwangju, Korea

Background: The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DM) is higher in old age, and diabetic retinopathy is the leading cause 
of blindness. Appropriate glycemic control is known to reduce the incidence of diabetic retinopathy in diabetic patients. 
We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emoglobin A1c levels and diabetic retinopathy.
Methods: Our subjects included 654 diabetic patients registered with the public health center. Following an overnight fast,
venous blood and urine sampl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Non-mydriatic fundus photography was done to diagnosis 
diabetic retinopathy. We calculated the odds ratios of hemoglobin A1c and fasting plasma glucose for diabetic retinopathy
using logistic regression.
Results: Diabetic retinopathy was seen significantly more often at higher levels of hemoglobin A1c (odds ratio, 3.46; 95 
% confidence interval, 1.90-6.30 for <50 percentile vs. >75 percentile). Fasting glucose, however,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iabetic retinopathy after adjusting for hemoglobin A1c (Hb1cA). The odds ratio for diabetic retinopathy accor-
ding to HbA1c was higher in those with DM for >10 years than <10 years.
Conclusion: The HbA1c level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iabetic retinopathy in Koreans with type 2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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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 환자들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1,2). 당뇨병의 유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당뇨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3).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다4,5). 2007년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은 40대가 

7.4%인데 비해 50대가 14%, 60대는 18.1%, 70세 이상에서

는 17.9% 로서 연령이 높을수록 당뇨병의 유병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6). 한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사망

원인 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암에 이어 

2번째로 높으며, 심뇌혈관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인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7).

당뇨병성 망막증은 신증 및 신경병증과 더불어 당뇨병의 

대표적인 미세혈관 합병증이며,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8,9). 

전세계적으로 2억4천6백만 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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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의 3분의 1에서 당뇨병성 망막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고11), 이 중 3분의 1은 중증 병변이나 황반부종과 같은 

심각한 시력 상실의 위험이 있는 망막증을 가지고 있다12).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망막증의 유병률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최근 발표된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시행된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40세 이상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성 망막증 유병률이 

28.5%, 실명이 의심되는 망막증의 추정 유병률은 4.45%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13).

당화혈색소는 1-3개월 동안의 혈당 수준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당뇨병 조절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어 왔다14,15). 

여러 연구들에서 혈당관리 지표로 당화혈색소를 이용하여 

당뇨병성 망막증과의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당뇨병성 망막

증은 엄격한 혈당관리와 혈압관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며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16,17), 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DCCT)와 UK Prospective Diabetes 

Study 연구들에서는 엄격한 혈당관리가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성 망막증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8,19). 또한 엄격한 혈당관리는 당뇨병 환자에 있어 실명

을 줄이는데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20).

당화혈색소와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관련성을 평가한 

연구가 국내에서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혈당수

준을 반영하는 당화혈색소를 이용하여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에서 혈당 조절 수준과 당뇨병

성 망막증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체내 

혈당을 반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공복혈당과 당뇨병성 

망막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상

광주광역시 일개 보건소와 전라남도 일개 보건의료원에 

등록되어 있는 1,275명의 당뇨병 환자들 중 709명(참여율

55.5%)이 참여하였다21). 보건기관의 담당 간호사들이 등록

되어 있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당뇨 합병증 검사에 대해 안내

하고 참여를 권유하였으며, 이에 응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당뇨 합병증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 중 

안저 촬영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판독이 불가능한 46명과 

당화혈색소가 측정되지 않은 9명을 제외한 654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병원 생명의학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대상자들에게 연

구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받았다.

2. 방  법

모든 대상자에게 설문을 통해 연령, 흡연, 음주, 운동, 

과거 질병력,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흡연 여부는 평생 총 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 사람 중 최근까지 흡연하는 사람을 현재 흡연자, 최근에

는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을 과거 흡연자, 평생 100개비 미만의 

담배를 피운 사람을 비흡연자로 정의하였다. 현재 흡연자와 

과거 흡연자를 흡연 경험자(ever smoker)로 포함하여 대상자

들의 흡연상태를 비흡연자, 흡연 경험자로 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는 측정된 신장

과 체중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kg/m2). 혈압은 앉은 자세로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수은 혈압계를 이용하여 

1분 간격으로 2회 측정한 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현재 고혈

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나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mmHg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으로 

정의하였다. 

혈액검사는 모든 대상자에서 최소한 12시간 이상 금식을 

한 뒤 채취한 정맥혈을 이용하였다. 채혈된 전혈 검체를 

채취 후 30분 이내 원심분리를 시행하여 얻은 혈청을 이용하

여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high 

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였으며, 모두 효소

법으로 검사하였다. 모든 검체는 자동 분석기(Hitachi-7600 

Chemical Analyzer; Hitachi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당화혈색소는 DCCT 분석에 표준화된 VARIANT 

II (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USA)를 이용한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의 검사차례 내(within- 

run) 변이계수는 각각 0.96%, 0.29%이었다22).

Topcon TRC-NW200 Non-Mydriatic Digital Retinal Ca- 

mera (Topcon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무산동 안저촬

영(non-mydriatic fundus photography)을 하였다. 측정은 어

두운 실내에서 5분간 암적응 시킨 후 오른쪽 눈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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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Non‐retinopathy (n=532) Retinopathy (n=122) p-value
Female, n (%) 372 (69.9)  79 (64.8) 0.279
Age (yr)  68.6±9.7  64.6±11.1 <0.001
BMI (kg/m2)  24.6±3.7 23.7±3.4 0.020
SBP (mmHg)  129.7±17.1 132.1±18.6 0.183
DBP (mmHg)  71.8±9.8 73.3±9.7 0.122
Fasting glucose (mg/dL)  133.6±47.0 149.5±57.1 0.005
Hemoglobin A1c (%)   7.2±1.5  8.2±1.7 <0.001
Total cholesterol (mg/dL)  192.6±43.0 194.7±48.5 0.640
HDL (mg/dL)   47.2±11.5  47.6±12.5 0.761
Triglyceride (mg/dL)  184.3±125.6 168.1±95.0 0.179
DM duration (yr)  7.7±7.1 13.5±9.9 <0.001
Ever smoking, n (%)          181 (34.0) 41 (33.6) 1.000
Unless otherwise indicated, values are mean±SD.
BMI, body mass index (calculated as weight in kilograms divided by height in meters squared);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DM, diabetes mellitus.

촬영하였으며, 2-3분 후 왼쪽 눈을 추가로 촬영하였다. 촬영

된 안저사진은 안과 전문의에 의해 판독되었으며, Modified 

Airlie House 분류법을 사용하여 중증도(moderate), 중증

(severe) 비증식성과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분류하였

다23). 양안 중 한 곳이라도 중증도 이상의 비증식성 망막병증

이거나, 증식성 망막병증인 경우를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정의하였다.

3. 분석 방법

통계 분석은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기술통

계에서 연속형 변수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범주

형 변수는 빈도 및 퍼센트(%)로 나타내었다. 독립표본 T 

검정과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비망막증군과 당뇨병성 망막

증 군 사이에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하였다. 혈당 관리 수준과 

당뇨병성 망막증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화혈색

소와 공복혈당을 각각 50 분위수(percentile), 51-75 분위수, 

76-100 분위수의 3군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종속변수를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하여 당화혈색소 

또는 공복혈당과의 관련이 있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를 달리하여 독립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단계는 먼저, 연령과 성별을 보정하여 당뇨병성 망막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신체

질량지수,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로그변환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당뇨병 기간, 흡연 상태를 추가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에 포함된 변수 이외에 당화혈색소 3분위

에는 공복혈당을, 공복혈당 3분위에는 당화혈색소를 포함하

여 분석하였다. 중성지방은 분포를 고려하여 로그변환 값을 

사용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654명으로 당뇨병성 망막증은 

122명(18.6%)이었다. 당뇨병성 망막증군의 평균연령은 

64.0±11.3세로 비망막증군의 68.6±9.6세보다 낮았다. 당

뇨병성 망막증군의 평균 당화혈색소는 8.2±1.7%로 비망막증

군의 7.2±1.2% 보다 높았으며, 공복혈당도 당뇨병성 망막증군

이 149.5±57.1 mg/dL로서 비망막증군의 133.6±47.0 mg/dL 

보다 높았다. 당뇨병성 망막증군이 비망막증군에 비해 당뇨병 

기간이 길었고, 신체질량지수는 낮았다. 그러나, 성별, 총 콜레

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흡연율은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1).

당화혈색소 50분위수 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화혈색소 

51-75분위수 군의 당뇨망막증에 대한 비차비는 모델 1에서 

2.46 (95% CI, 1.45-4.18), 모델 2에서 1.99 (95% CI,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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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dds ratios for diabetic retinopathy according to HbA1c and fasting glucose

Model 1* Model 2† Model 3‡

HbA1c (%)
  <7.2 (50 percentile) 1.00 1.00 1.00
   7.2‐8.0 (51‐75 percentile) 2.46 (1.45‐4.18) 1.99 (1.14–3.50) 2.08 (1.17‐3.69)
  >8.0 (76‐100 percentile) 4.03 (2.45‐6.61) 3.04 (1.78–5.16) 3.46 (1.90‐6.30)
Fasting glucose (mg/dL)
  <125 (50 percentile) 1.00 1.00 1.00
   125‐151 (51‐75 percentile) 1.24 (0.74‐2.07) 1.32 (0.76‐2.28) 1.21 (0.69‐2.10)
  >151 (76‐100 percentile) 2.07 (1.28‐3.34) 1.77 (1.05‐3.00) 1.23 (0.67‐2.24)
HbA1c, hemoglobin A1c.
*Adjusted for sex, age, †Adjusted for sex, age, body mass index,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high‐density lipo-
protein, Log triglycerides, total cholesterol, diabetes mellitus duration, and smoking status, ‡Model 2 plus fasting glucose or HbA1c.

Table 3. Odds ratios for diabetic retinopathy according to HbA1c by DM duration

DM duration

<10 yr >10 yr
HbA1c (%)*

  <7.2 (50 percentile) 1.00 1.00
   7.2‐8.0 (51‐75 percentile) 0.61 (0.22‐1.65) 6.72 (2.85–15.84)
  >8.0 (76‐100 percentile) 3.12 (1.30‐7.48) 5.36 (2.18–13.18)
HbA1c, hemoglobin A1c; DM, diabetes mellitus.
*Adjusted for sex, age, body mass index,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high‐density lipoprotein, Log triglycerides,
total cholesterol, and smoking status.

3.50), 모델 3에서 2.08 (95% CI, 1.17-3.69)이었다. 당화혈색

소 76 이상 분위수 군의 비차비는 모델 1에서 4.03 (95% 

CI, 2.45-6.61), 모델 2에서 3.04 (95% CI, 1.78-5.16), 모델 

3에서 3.46 (95% CI, 1.90-6.30)이었다(Table 2). 

공복혈당 50분위수 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복혈당 51- 

75분위수 군의 당뇨망막증에 대한 비차비는 모델 1에서 

1.24 (95% CI, 0.74-2.07), 모델 2에서 1.32 (95% CI, 0.76- 

2.28), 모델 3 에서 1.21 (95% CI, 0.69-2.10)이었다. 공복혈

당 76 이상 분위수 군의 비차비는 모델 1에서 2.07 (95% CI, 

1.28-3.34), 모델 2에서 1.77 (95% CI, 1.05-3.00), 모델 3에서 

1.23 (95% CI, 0.67-2.24)이었다(Table 2).

당뇨병 기간으로 층화분석을 했을 때 당뇨병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년 미만인 경우에 비해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당화혈색소의 비차비는 당화혈색소 51-75분위수 군과 

76 이상 분위수 군 모두에서 높았다(0.61 vs. 6.72 for 51-75 

percentile; 3.12 vs. 5.36 for >75 percentile) (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들에서 혈당 관리 수준과 당뇨병성 

망막증의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당화혈색소가 높을수록 당

뇨병성 망막증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련성

은 공복혈당을 보정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공복혈당이 높을

수록 당뇨병성 망막증의 위험도도 높게 나타났으나, 당화혈

색소를 보정한 분석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당뇨병 이환 기간이 길수록 당화혈색소에 의한 당뇨병

성 망막증의 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여러 역학 연구들을 통해 혈당관리 수준이 낮을수록 당뇨

병성 망막증이나, 당뇨병성 신증과 같은 미세혈관 합병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24-27). Molitch 등25)의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가 당뇨병성 망막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이 연구에서는 당뇨병성 망막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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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에서도 당화혈색소와 관련성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당뇨병 환자들에서 당화혈색소를 낮추

는 것이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28,29),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전향적 

연구에서는 엄격한 혈당관리를 한 군이 일반적인 치료군에 

비해 당뇨병성 망막증의 발생이 76% 감소했으며, 당뇨병성 

망막증의 진행은 54% 감소되었다고 보고 하였다30). 당뇨병 

환자에서 당화혈색소와 당뇨병성 망막증의 발생과 진행의 

관련성을 평가한 다른 연구에서도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것

이 당뇨병성 망막증의 진행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31). 

이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가 당뇨병성 망막증 진행을 높이

는 위험인자이며, 당뇨병 이환 기간이 짧을수록 엄격한 혈당 

조절에 의한 당뇨병성 망막증 진행의 예방 효과가 더 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10% 감소

하면 당뇨병성 망막증의 위험이 43% 정도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1). Reichard 등32)의 연구에서는 7년 이상의 

관찰을 통해 엄격한 혈당관리군과 일반적이 치료군 사이에 

당뇨병성 망막증 발생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엄격하게 

혈당을 관리한 군에서는 대상자의 27% 에서 당뇨병성 망막

증이 발생한 반면, 일반적인 치료군에서는 대상자의 52%에

서 당뇨병성 망막증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가 공복혈당에 비해 당뇨병의 

미세혈관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증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혈관 

합병증의 위험도를 평가한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

났다. Selvin 등33)의 연구에서 당화혈색소가 증가할수록 심혈

관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공복혈

당을 보정한 분석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공복혈당

의 경우 당화혈색소를 보정한 분석에서 심혈관질환의 위험

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Selvin 등은 당화혈색

소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장기간

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공복혈당 보다 더 우수하

다고 보고하고 있다. 

당화혈색소가 당뇨병성 합병증 발생과 진행에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공복혈당에 비해 미세혈관 합병증이나 

대혈관 합병증의 위험도를 예측하는데 더 우수함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환자들의 당화혈색소 측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개 지역사회

의 보건소 등록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Kim 등34)의 

연구에 의하면 당화혈색소 검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80%가 넘었으며, 1년 이내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은 사람

의 비율도 10% 미만 이었다. 또한 당뇨병성 망막증 검사를 

받은 사람의 비율도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Larsen 

등35)의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당화혈색소 측정을 통한 당뇨

병 환자관리가 당화혈색소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데, 이는 당화혈색소 측정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당화혈색

소 측정률을 높이는 것이 당뇨병 환자관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혈당 수준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이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군에서 

10년 미만인 군에 비해 당화혈색소 증가에 따른 당뇨병성 

망막증의 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당뇨병 초기에 

엄격하게 혈당을 관리하고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당뇨병 

진단 이후 오랫동안 혈당관리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당뇨병 이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당뇨병

성 망막증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대상으

로 하는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산동 

안저촬영(non-mydriatic fundus photography)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조사 연구이고 당화혈색소와 안저 검사를 

한 번만 시행하였기 때문에 당화혈색소와 관련한 당뇨병성 

망막증 발생률이나 당뇨병성 망막증의 진행률을 평가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일부 당뇨

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

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혈당 

관리 수준이 낮을수록 당뇨병성 망막증의 위험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혈당 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당화

혈색소가 공복혈당에 비해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의 위

험도를 예측하는데 더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당뇨병 환자

들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병 초기

에 당화혈색소 측정을 통한 혈당관리 수준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당뇨병 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이러한 점들

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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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당뇨병의 유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당뇨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당뇨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신증 및 신경병증과 더불어 당뇨병의 대표적인 미세혈관 

합병증이며,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효과적인 혈당관

리는 당뇨병성 망막증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혈당수준을 반영하는 당화혈색소를 이용하

여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에서 

혈당 조절 수준과 당뇨병성 망막증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법: 광주광역시 일개 보건소와 전라남도 일개 보건의료

원에 등록되어 있는 1,275명의 당뇨병 환자들 중 654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혈액검사는 모든 대상자에서 

최소한 12시간 이상 금식을 한 뒤 채취한 정맥혈을 이용하였

다. 공복혈당은 자동 분석기(Hitachi-7600 Chemical Analyzer)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효소법으로 검사하였다. 당화혈

색소는 DCCT 분석에 표준화된 VARIANT II를 이용한 HPLC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의 검사 차례 

내(within-run) 변이계수는 각각 0.96%, 0.29%이었다. Topcon 

TRC-NW200 Non-Mydriatic Digital Retinal Camera (Topcon 

Co.)를 이용하여 무산동 안저촬영(non-mydriatic fundus 

photography)을 하였다. 촬영된 안저 사진은 안과 전문의에 

의해 판독되었으며, Modified Airlie House 분류법을 사용하

여 중증도(moderate), 중증(severe) 비증식성과 증식성 당뇨

병성 망막증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비망막군과 당뇨병성 망막군 사이에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신체질량지수, 당뇨병 기간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났으나,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그리고 흡연율은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당화혈색소가 증가할수록 당뇨병성 

망막증의 위험도가 높았다(OR, 3.46; 95% CI, 1.90-6.30 

for <50 percentile vs. >75 percentile). 체내 혈당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지표인 공복혈당의 경우 당화혈색소를 보정한 

분석에서는 당뇨병성 망막증과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OR, 1.23; 95% CI, 0.67-2.24 for <50 percentile vs. >75 

percentile). 당뇨병 이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군이 10년 미만

인 군에 비해 당화혈색소 증가에 따른 당뇨병성 망막증의 

위험도가 더 높았다(0.61 vs. 6.72 for 51-75 percentile; 3.12 

vs. 5.36 for >75 percentile).

결론: 혈당관리 수준이 낮을수록 당뇨병성 망막증의 위험

이 높았으며, 당뇨병 이환 기간이 긴 경우 위험도가 더 높았

다. 또한 혈당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당화혈색소가 

공복혈당에 비해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의 위험도를 예

측하는데 더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당뇨병 환자들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병 초기에 당화

혈색소 측정을 통한 혈당 관리 수준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당뇨병 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이러한 점들이 우선

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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