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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당뇨병환자에서 당뇨망막병증과 관련된 특성: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김화선, 이준용, 길은선*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Features Associated with Diabetic Retinopathy in Patients with Diabetes: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Hwa Sun Kim, Junyong Lee, Eun Sun Gill*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Veterans Health Service Medical Center, Seoul, Korea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older adults with diabetes associated with diabetic retinopathy (DMR).
Methods: This study included 483 diabetic patients older than 40 years who underwent ophthalmic fundus examination as part of the Seventh
KNHANES VII, 2017. The characteristics of older adults and middle-aged patients with DMR were compar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a
complex sampling design. The continuous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the independent t-test, and the categorical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the Rao-Scott chi-squared test.
Results: Som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were observed in the older adults with DMR. These included the year of diagnosis of diabetes (55.5±1.82 vs.
44.9±1.6, P=0.0001), employment status (38.7±7.73 vs. 86.8±6.16%, P=0.0003), level of education, current smoking status, comorbidity of
hypertension, concentration of HbA1C, and FBS.
Conclusion: Diabetic patients older than 60 years living in Korea were fragile and unable to maintain healthy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due to a
relatively lower socioeconomic status, lack of assistance, increased comorbidities, and, consequently, greater risks of visual impairment. To improve
their health behavior,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health care services with special facilities targeted at their needs.
Keywords: Diabetes; Diabetic Retinopathy; The Elderly;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로 파악되었으며, 60세 이상에서 당뇨환자 비율은 47.5%에 달했다.3)

서론

당뇨환자에서 당뇨병 이환 기간, 고혈당, 고혈압 등은 당뇨 관련
의학의 발달과 보건위생 향상에 따라 우리나라 고령화는 급속도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요인이다.4,5) 신증, 신경병증과 더불어 당

로 진행되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

뇨망막병증은 당뇨병 환자 약 1/3에서 동반되는 미세혈관 합병증으

의 12.7%이며, 2024년에는 19.0%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성인 당

로 망막모세혈관의 손상으로 시력 저하 및 실명을 유발한다.5) 연령

뇨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2015년 4억명 추산, 2040년에는 6억명 이상

표준화 후 당뇨망막병증 유병률은 당뇨병 이환 기간이 길수록 증가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년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

하며, 당뇨병 이환 기간 10년 이내에서는 20%, 10년 이상에서는 약

사 자료에 의하면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이 있는 것으

60% 내외, 20년 이상에서는 약 80%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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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6,7)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 중 당뇨망막병증 유병률은

소득 4분위인 하, 중하, 중상, 상 범주를 바탕으로 25 백분위수 이하

약 16%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로 당뇨망막병증 연 발생률은 2.2%–

의 하위 사분위(lowest quartile), 중하와 중상을 합친 25–75 백분위

12.7%, 연 진행률은 3.4%–12.3%로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 인구학

수의 중간 범위(middle quartile), 75 백분위수 초과의 상위 사분위

6,8-11)

적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발생률 및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낮은 수입, 동반질환, 당뇨이환기간 증가 등의 요인들로 인해 노인
당뇨환자에서 당뇨망막병증 유병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
에서 당뇨망막병증 유병률은 고령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

(highest quartile)의 3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거주 지역은
행정구역에 따라 동(urban)과 읍ㆍ면(rural)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흡연 여부는 현재 흡연 유무로 구분하였고, 현재 흡연자의 정의

노인 인구의 낮은 의료접근성으로 인한 유병률

는 평생 담배를 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

측정의 오류, 사망률의 증가 등 여러 요인들이 그 이유들로 제시되

하였다. 음주 여부는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의 월간 음주력을

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사회경제적요인, 건강행태 등에 대한 연구는

조사하였다. 신체 활동도에서는 고강도,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미흡한 실정이다.9,12)

하나의 범주로 하였고, 최근 일주일간 근력 운동 횟수와 걸은 날 수

3,9)

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 인

를 각각 조사하였다.3)

구의 당뇨망막병증과 관련한 특성들을 이해하기 위해 중년 및 노년

의료이용도에서 건강검진 수진 변수는 최근 2년 동안 건강을 위

당뇨망막병증 군으로 나누어 임상, 비임상 특징들을 분석해보고,

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하였고, 당뇨망막

이에 따라 노인 당뇨망막병증 발생 예방을 위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안저검사력은 ‘최근 1년 동안 당뇨병으로 인한 눈의 합병증이 발생

자 한다.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눈 검사(안저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으로 정하였다.
당뇨진단시기는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시기(세)로 하였으

방법

며, 당뇨망막병증 유병 여부는 당뇨병 유병자 중 안저 검사 및 빛간
섭단층촬영 결과 당뇨망막병증 소견이 있는 자로 정의하였고, 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2017년 원시 자료를

몸무게, 허리둘레는 지침에 따라 측정하였다.3) 동반 질환은 의사 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행태, 만성

단 여부로 평가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뇌졸중으로 하였다. 혈당조

질환 유병 현황, 식품 및 영양 섭취실태에 관해 질병관리본부 주관

절변수는 공복혈당(mg/dL), 당화혈색소(%)로 평가하였으며, 당뇨병

으로 시행하는 조사로, 제7기 조사 대상자는 10,430명이며, 건강설

치료 여부 및 당뇨병 치료의 종류는 인슐린 유무, 경구혈당강하제

문조사, 검진 조사, 영양 조사 중 1개 이상 조사 부문 참여자는

복용 유무, 비약물 치료로 나누었다.

8,127명으로 참여율은 77.9%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건강설문조

통계 분석은 R software version 3.5.1 (R Foundation, Vienna ,

사 및 검진 조사를 완료한 40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 중 안저 검사 및

Austria)을 이용하였고,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복합표본설계 분

빛간섭단층촬영 검사를 받은 434명으로 하였다.

석 지침에 따라 분석하였다.3) 모든 값은 표본데이터에서 가중치 적

3)

용 표본 수를 얻어 가중치 적용 분율(weighted %)과 표준 오차
2. 연구 변수

연령은 만 나이를 사용하여 40세부터 10세 간격으로 5개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중년 군(middle-aged group)과 노년 군(elderly

(standard error)로 표현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P-value<0.05로 정하
였다.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t-test를,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Rao-

Scott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aged group) 비교 분석에서는 당뇨망막병증이 진단된 각 40–59세, 60
세 이상의 두 개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

경제활동 상태는 취업자, 실업자의 2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결혼
상태는 별거, 이혼, 사별을 하나의 범주로 하여 비동거 군으로, 사실

연구 대상자들의 당뇨망막병증 진단 여부에 따른 변수들을 비교

혼 상태를 포함하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상태를 동거 군으로

하였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치분율(weighted %)로 분석하였다

정의하였다. 가구 유형은 1세대 가구로 1인 가구인 경우를 독거 군

(Table 1). 전체 연구 대상자는 40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 중에서 당뇨

으로 정의, 이 외는 비독거 군으로 정의하였다. 교육 수준은 초졸 이

망막병증 검사를 시행한 434명으로 하였고, 이 중 여자가 42.5%였으

하, 중졸, 고졸 이상의 3개 범주로 나누었다. 소득 수준은 표준화된

며, 연령별 비율은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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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with and without diabetic retinopathy (DMR)
Variables

Total

Without DMR

With DMR

P-value

Weighted % (SE)

Number

Weighted % (SE)

Number

Weighted % (SE)

434

61.5 (0.56)

351

61.7 (0.60)

83

60.7 (1.32)

40–49

52

15.7 (2.24)

42

16.1 (2.61)

10

14.2 (4.51)

50–59

108

32.1 (2.89)

84

30.4 (2.93)

24

38.9 (6.42)

60–69

124

22.6 (2.01)

99

22.4 (2.26)

25

23.5 (4.45)

>70

150

29.6 (2.14)

126

22.4 (2.26)

24

23.4 (4.79)

Sex, female

203

42.5 (2.80)

169

43.4 (3.34)

34

38.5 (6.26)

0.522

DM diagnosed y

322

53.8 (0.79)

250

54.9 (0.86)

72

50.2 (1.40)

0.003

Employed

217

55.7 (2.93)

170

53.4 (3.30)

47

64.4 (5.73)

0.102

Smoking

83

20.6 (2.31)

60

17.5 (2.37)

23

33.3 (5.95)

0.006

Alcohol

195

47.2 (2.44)

160

48.5 (2.93)

35

42.1 (5.34)

0.329

Aerobic

79

22.2 (2.63)

68

23.4 (2.63)

11

17.2 (6.66)

0.410

Muscle strength

76

20.4 (2.55)

61

20.5 (2.87)

15

20.1 (4.72)

0.931

308

79.3 (2.32)

250

80.2 (2.60)

58

75.8 (5.58)

0.464

Health screening

299

73.1 (2.38)

234

70.3 (2.61)

65

84.1 (4.24)

0.013

Fundus exam, yes

111

25.6 (2.50)

81

23.2 (2.49)

30

35.6 (6.44)

0.044

HbA1C, %

434

7.1 (0.09)

351

7.0 (0.08)

83

7.7 (0.26)

0.005

FBS, g/dL

434

141.4 (2.39)

351

136.5 (1.99)

83

161.7 (8.38)

0.004

Hypertension

240

51.6 (2.87)

197

53.5 (3.00)

43

43.7 (6.11)

0.139

Hyperlipidemia

173

41.3 (3.20)

139

41.6 (3.73)

34

40.2 (6.18)

0.849

20

4.5 (1.10)

13

3.8 (1.11)

7

7.3 (2.74)

0.150

303

68.6 (2.57)

234

65.6 (2.90)

69

80.8 (4.60)

0.012

Insulin

25

5.2 (1.19)

15

4.3 (1.17)

10

9.1 (2.79)

0.041

OHA

298

67.7 (2.57)

230

64.5 (2.86)

68

80.6 (4.60)

0.007

30

7.2 (1.30)

24

6.3 (1.21)

6

10.7 (4.71)

0.295

Age, y

Number

Age group, y

0.484
0.440

Exercise

Walking

Co-morbidity

Cerebral Inf.
DM treatment, yes

Non-drug

DM, diabetes mellitus; HbA1C, glycated hemoglobin; FBS, fasting blood sugar; Cerebral Inf., cerebral infarction; OHA, oral hypoglycemic agents; SE, standard error.
P-values were determined using the Rao-Scott chi-square test.

15.7%, 32.1%, 22.6%, 29.6%였다. 당뇨망막병증 유병률은 50–59세에

타났다(P<0.001). 소득수준, 거주지 유형, 거주 형태에서 두 군의 차

서 38.9%로 다른 연령 군보다 높았으며, 60–69세 23.5%, 70세 이상

이는 없었다. 노년과 중년의 당뇨망막병증 군의 흡연자 비율은 각각

23.4%로 고령으로 갈수록 당뇨망막병증 유병률이 더 낮았다.

13.7%, 50.2%로 노년 군이 중년 군의 약 1/4 수준이었다(P=0.003).

당뇨망막병증 진단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인 변

의학적 특성 분석에서 노년 당뇨망막병증 군의 고혈압 유병률은

수들은 당뇨병 진단 시기, 흡연, 건진 수진 및 당뇨망막안저검사력,

71 .7 %로 중년 당뇨망막병증 군 19.0 %보다 4 배가량 높았으나

혈당조절지표에서 당화혈색소, 공복 혈당이었으며, 당뇨치료 여부,

(P<0.001), 두 그룹 간 이상지질혈증 및 뇌졸중 유병률은 통계적으로

인슐린 사용, 경구혈당강하제 사용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다(P<0.05).

노년 당뇨망막병증 군에서 혈당조절지표인 당화혈색소 7.3%±

고령에서 중년보다 당뇨망막병증 유병률이 낮게 나타나 이와 관

0.20%, 공복혈당 143.6±5.51 g/dL로 중년 당뇨망막병증 군보다 혈당

련한 노인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건강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40세 이

조절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였다. 당뇨 치료와

상 당뇨망막병증 유병자에서 중년 군(40세–59세)과 노년 군(60세 이

관련한 변수(당뇨치료여부, 인슐린 및 경구혈당강하제 사용 등)는

상)로 나누어 관련 인자 분석을 시행하였다. 노년 당뇨망막병증 군

두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에서 당뇨진단시기는 55.5±1.82세로 중년 당뇨망막병증 군에서보다
늦었으며(44.9±1.6세, P<0.001), 고용 상태는 취업자가 38.7%로 중년

고찰

당뇨망막병증 군보다 낮았다(86.8%, P<0.001). 고졸 이상 비율은 중
년 당뇨망막병증 군 76.8%, 노년 당뇨망막병증 군 22.0%로 각각 나
Korean J Fam Pract. 2021;11(3):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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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line nonclinical features in the two groups of patients with DMR
With DMR
(n=83)

Variables

Middle-aged group
(40≤age≤59, n=34)

Elderly group
(age≥60, n=49)

P-value

Number

Weighted % (SE)

Number

Weighted % (SE)

Number

Weighted % (SE)

Sex, female

34

38.5 (6.26)

12

34.0 (8.97)

22

43.7 (7.50)

0.394

DM diagnose y

72

50.2 (1.40)

27

44.9 (1.60)

45

55.5 (1.82)

<0.001

Employed

47

64.4 (5.73)

28

86.8 (6.16)

19

38.7 (7.73)

<0.001

≤Elementary school

33

34.6 (5.78)

4

11.3 (6.35)

29

61.2 (7.39)

Middle school graduation

11

14.1 (4.73)

4

11.8 (6.97)

7

16.8 (5.94)

≥High school graduation

36

51.3 (6.20)

24

76.8 (8.81)

12

22.0 (6.66)

Lowest

30

37.3 (6.07)

13

41.9 (9.24)

17

32.2 (6.85)

Middle

39

45.8 (6.75)

16

43.0 (10.25)

23

48.9 (7.78)

Highest

14

16.9 (5.27)

5

15.1 (7.93)

9

18.9 (6.13)

Rural

20

17.4 (4.59)

5

13.0 (6.89)

15

22.4 (6.68)

Urban

63

82.6 (4.59)

29

87.0 (6.89)

34

77.6 (6.68)

Alone

21

20.8 (4.75)

3

11.3 (6.23)

18

31.6 (6.89)

Not alone

62

79.2 (4.75)

31

88.7 (6.23)

31

68.4 (6.89)

Single

21

24.1 (5.33)

6

21.5 (8.22)

15

27.1 (6.81)

<0.001

Education level

Income, quartile

0.715

Residence

0.379

Family type

0.059

Marriage status

0.615

Spouse

60

75.9 (5.33)

27

78.5 (8.22)

33

72.9 (6.81)

Smoking

23

33.3 (5.95)

16

50.2 (9.05)

7

13.7 (5.42)

0.003

Alcohol

35

42.1 (5.34)

16

46.0 (8.48)

19

37.7 (7.57)

0.504

Aerobic

11

17.2 (6.66)

7

23.2 (11.13)

4

10.4 (5.10)

0.240

Muscle strength

15

20.1 (4.72)

8

23.9 (7.52)

7

15.7 (5.51)

0.388

Walking

58

75.8 (5.58)

23

77.0 (8.75)

35

74.4 (6.00)

0.810

Health screening

65

84.1 (4.24)

30

91.7 (5.91)

35

75.7 (5.79)

0.130

Fundus exam, yes

30

35.6 (6.44)

12

36.9 (9.24)

18

34.0 (7.50)

0.791

Exercise

DMR, diabetic retinopathy; SE, standard error.
P-values were determined using the Rao-Scott chi-square test.

Table 3. Baseline clinical features in the two groups of patients with DMR
With DMR
(n=83)

Variables
Number

Weighted % (SE)

Hypertension

43

Hyperlipidemia

34

Middle-aged group
(40≤age≤59, n=34)

Elderly group
(age≥60, n=49)

P-value

Number

Weighted % (SE)

Number

Weighted % (SE)

43.7 (6.11)

8

19.0 (8.23)

35

71.7 (6.75)

<0.001

40.2 (6.18)

14

38.5 (8.36)

20

42.1 (7.61)

0.731

7

7.3 (2.74)

4

8.5 (4.28)

3

5.8 (3.26)

0.607

HbA1C, %

83

7.7 (0.26)

34

8.2 (0.39)

49

7.3 (0.20)

0.035

FBS, g/dl

83

161.7 (8.38)

34

177.6 (12.90)

49

143.6 (5.51)

0.011

BMI, kg/m2

83

24.8 (0.40)

34

25.1 (0.54)

49

24.5 (0.60)

0.476

TG, mg/dL

83

152.0 (14.43)

34

162.4 (22.50)

49

140.1 (10.10)

0.286

LDL-C, mg/dL

19

114.4 (16.15)

10

100.9 (22.28)

9

132.3 (11.24)

0.240

HDL-C, mg/dL

83

44.5 (1.44)

34

45.2 (2.04)

49

43.8 (1.84)

0.606

DM treatment, yes

69

80.8 (4.60)

25

72.8 (7.75)

44

89.8 (4.76)

0.077

Insulin

10

9.1 (2.79)

3

6.1 (3.63)

7

12.4 (4.75)

0.324

OHA

68

80.6 (4.60)

25

72.8 (7.75)

43

89.4 (4.77)

0.082

6

10.7 (4.71)

4

16.4 (7.93)

2

4.2 (2.93)

0.058

Co-morbidity

Cerebral Inf.

Non-drug

DMR, diabetic retinopathy; HbA1C, glycated hemoglobin; FBS, fasting blood sugar; BMI, body mass index; TG, triglyceride;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Cerebral Inf., cerebral infarction; OHA, oral hypoglycemic agents; SE, standard error.
P-values were determined using the Rao-Scott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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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망막병증 군에서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특성들이 확인되었다

뿐 아니라 저혈당 및 고혈당 위기의 경험 빈도를 높이고, 당뇨 망막

(Table 1). 당뇨유병기간이 길고, 혈당조절이 어려울수록 당뇨망막병

병증을 포함한 미세혈관 및 대혈관 관련 당뇨합병증 발생을 가중시

증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본 연구에서도 당뇨망막병증 군은 비

킨다. Hsu 등22)은 제1형,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변동성과 당뇨

당뇨망막병증 군보다 평균적으로 당뇨 유병 기간이 길었으며, 혈당

망막병증 발병 및 진행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고, 제2형 당

조절지표인 당화혈색소 및 공복혈당이 높았고, 인슐린 사용률이 약

뇨병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평균 당화혈색소나 공복혈당 수치보다

2배 높았다.

는 혈당 변동성을 당뇨망막병증 발병/진행을 예상하는 지표로 제시

당뇨망막병증 유병자에서 노년 군은 중년 군보다 당뇨병이 약 10

하였다.23) 상기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도 노년 환자에

세 늦게 진단되었고, 또한 낮은 취업률, 교육 수준의 현저한 저하, 낮

서 과도한 혈당 조절로 혈당 변동성이 커 당뇨망막병증 유병률이 중

은 흡연율을 보였다. 더불어 당뇨망막병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

년 군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혈압 유병률은 노년 군에서 중년 군보다 높았지만, 당화혈색소 및
공복혈당 수치는 노년 군에서 중년 군보다 낮게 나타났다(Table 2).

노인 당뇨병 환자들의 다형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24) 별다른 증상
이 없다가 65세 이후에야 고혈당위기나 미세혈관 당뇨 합병증의 발

소득 및 교육 수준과 취업 상태는 사회경제 수준을 반영하며 사

견으로 당뇨병을 진단받는 경우,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통해

회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전반적인 질병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 특

당뇨병을 진단받는 경우,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고 합병증 관련 관

히 사회경제 수준이 낮은 당뇨 환자에서 당뇨망막병증의 유병률이

리를 꾸준히 받는 경우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이다. 본 연구의 노

더 높다.13,14) 건강 행태에 대한 관심보다는 경제활동이 우선시 되기

인 당뇨병 대상자들 또한 이러한 다형성을 가질 것이다. 더불어 노

때문이다. 노년에서 취업 상태의 의의는 첫째, 우울증, 일상생활의

인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항상성 유지 능력의 저하로 약물의 흡

취약성, 장애 발생 등에 대항할 수 있도록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고,

수, 분배, 대사, 신 배설 등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경구혈당강하제

둘째, 자율성 증대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대한 제한이 낮아지

투약 금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인슐린 사용이 권장되기도

고, 셋째, 질병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질병 및 합병증 관

하지만, 우선적으로 질병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인지능력 정도,

리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에 있다.15) 노년 인구가 적극적으로 건강 행

질병 관리를 위한 자율성, 가족의 도움 여부, 동반 질환의 유무 등

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지지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여러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당뇨 약제 사용 및 당뇨병 관련한 합병

노년 군과 중년 군의 소득 분위 비교에서 소득수준이 유의하지 않

증을 평가할 수 있다.25) 노인당뇨환자에서 당뇨이환기간이나 혈당

은 이유는 과거에 비해 한국인 전체적인 평균 소득수준의 상승에

조절 수치로만 노인 당뇨망막병증의 예방 혹은 늦춤을 고려하기보

16)

다 노인 당뇨병 환자들의 다형성을 이해하고, 노인 환자 개개인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당뇨망막병증 발병과 관련된 인자들은 혈압조절 불량, 긴 당뇨병

맞는 차별적이고 개별적인 치료 접근이 필요하다.26,27)

이환 기간, 혈당조절 불량 등이 있다.5,17) 노년 당뇨망막병증 군은 당

노년 당뇨망막병증 군의 가구 유형(독거, 비독거)은 통계적으로

뇨망막병증 발생 위험인자인 고혈압 유병률도 높아 당뇨 및 당뇨망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유의성 경계수준으로(P=0.059) 중년 당뇨망막

5,17)

막병증 예방을 위한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군임을 시사한다.

병증 군보다 약 3배 이상 1인 가구가 많게 나타났다. 노년에서는 퇴

또한 본 연구의 노년 당뇨망막병증 군은 중년 당뇨망막병증 군보다

직 및 소득 저하와 더불어 1인 가구일수록 미충족 의료 확률이 높

혈당조절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아 혈당조절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아져, 필요한 의료의 불충족으로 인해 질병 악화, 합병증 동반 및 진

을 예상해볼 수 있으나 당뇨망막병증 유병률은 두 군에서 비슷한

행,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노년 당뇨망막병증 환자에

수준이었다. 혈당조절 정도와 당뇨망막병증 발병 혹은 악화 사이에

서 1인 가구일수록 생활양식의 조절이 어렵고, 질병 관련한 피교육

다른 연결고리를 고려해볼 수 있다. Leng 등 은 제1형, 2형 당뇨병

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시력 저하로 당뇨 및 당뇨 관련 합병증 예방

환자에서 급격한 혈당 조절이 조기 당뇨망막병증 발병과 악화에 영

을 위한 자기 관리 준수성이 떨어지므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

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당뇨 진단 조기에 과도한 혈당 조절로 혈당

심과 지도가 필요하다.28,29)

18)

변동이 커 조기 당뇨망막병증 발병(early worsening )에 영향을 준다
19)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 대상자 선정 시 직접 수집한

는 것이다. 노인 당뇨환자에서 과도한 혈당조절 시 혈당 변동성이

일차 자료가 아닌 국가기관이 공표한 이차 자료가 활용되었다는 점

커지면서 산화스트레스와 염증 인자의 증가, 인지능력의 감소로 결

이다. 한국인 30세 이상에서 당뇨 유병률은 14.4%이나, 본 연구에서

혈당 변동성은

활용한 표본은 8,000여 명 중 483명 즉, 약 5%의 당뇨 유병률로 표본

생리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서는 평균 혈당의 상승

대표성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당뇨 유병률이 적은 표본 수로 분석되

20,21)

국에는 미세혈관합병증 발병 위험성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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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3) 둘째, 후향적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시간의 선후 관계나 인과

모 연구를 통해 당뇨망막병증 유형 평가 및 혈당변동성과의 연관성

관계를 추론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

등 후천적 실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국인 집단을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고 신뢰성이 높으며, 실제 안저 검사를 통해 진단된 당뇨망막병증
유병자들을 진단하였고,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중심단어: 당뇨병; 당뇨망막병증; 노인; 국민건강영양조사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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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OF INTEREST

적 고립, 동반 질환의 유병 등으로 삶의 질 관리와 질병 관리에 취
약하여 후천적 실명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다. 이들의 건강 행태를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당뇨병 및 당뇨 관련 망막 질
환을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 발전이 요구된다. 안저 검사를 통해 진

ORCID

단된 노인 당뇨망막병증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아 향후 대
규모 연구를 통해 당뇨망막병증 유형 평가 및 혈당변동성과의 연관

Hwa Sun Kim, https://orcid.org/0000-0002-8900-079X

성 등 후천적 실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밝히

Junyong Lee, https://orcid.org/0000-0001-9467-9277

는 연구가 필요하다.

Eun Sun Gill, https://orcid.org/0000-0001-7814-0845

REFERENCES

요약
연구배경: 고령화 진행 및 노인 만성질환 중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
함에 따라 당뇨 관련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의 유병률도 해마다 증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특성을 평가하여 노인 당뇨망막병증 발생
예방을 위한 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0세 이상의 당뇨
환자에서 안저 검사 시행한 483명 중 당뇨망막병증을 진단받은 노
인에서 특성들을 중년 환자들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통계 소프트웨어인 R을 이용해서 진행되었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
복합표본설계 분석 지침을 따라 분석하였다.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는 t-test를,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Rao-Scott chi-square test를 이용
하여 검정하였다.

결과: 60세 이상 노인 당뇨망막병증 군은 중년 군과 비교 시 당뇨진
단나이가 늦고(55.5±1.82 vs. 44.9±1.6, P=0.0001), 낮은 사회경제수
준(취업; 38.7±7.73 vs. 86.8%±6.16%, P=0.0003), 낮은 교육수준 및
당뇨망막병증 위험인자인 고혈압 유병률이 높았다. 혈당조절지표인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수치가 낮게 평가되었다.

결론: 노인 당뇨망막병증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수준,
주변의 도움 취약, 동반 질환의 유병 등으로 삶의 질과 질병 관리에
취약하여 후천적 실명의 위험도가 커질 것이다. 이들의 건강 행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당뇨병 및 당뇨 관련 망막 질
환을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 발전이 요구된다. 안저 검사를 통해 진
단된 노인당뇨망막병증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아 향후 대규

182

www.kjfp.or.kr

1. Statistics Korea. Statistics of the elderly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4 [cited 2014 Sep 19]. Available from: https://kostat.go.kr/portal/korea/
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201&aSeq=330349&pageN
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
itle&sTxt=%EA%B3%A0%EB%A0%B9%EC%9E%90%ED%86%B5%EA
%B3%84.
2.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diabetes atlas [Internet]. Brussels: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2015 [cited 2017 Jul 17]. Available from:
http://www.idf.org/diabetesatlas.
3.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Health behavior and chronic disease statistic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2019 [Internet]. Cheongju: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19 [cited 2017 Jun 20].
Available from: https://knhanes.kdca.go.kr/knhanes/main.do.
4. Zheng Y, Ley SH, Hu FB. Global aetiology and epidemiology of type 2 diabetes mellitus and its complications. Nat Rev Endocrinol 2018; 14: 88-98.
5. Wong TY, Cheung CM, Larsen M, Sharma S, Simó R. Diabetic retinopathy.
Nat Rev Dis Primers 2016; 2: 16012.
6. Ting DS, Cheung GC, Wong TY. Diabetic retinopathy: global prevalence,
major risk factors, screening practices and public health challenges: a review.
Clin Exp Ophthalmol 2016; 44: 260-77.
7. Yau JW, Rogers SL, Kawasaki R, Lamoureux EL, Kowalski JW, Bek T, et al.
Global prevalence and major risk factors of diabetic retinopathy. Diabetes
Care 2012; 35: 556-64.
8. Hu HY, Lu B, Zhang ZY, Mao LY, Song XY, Dong XH, et al. [An epidemiological study on diabetic retinopathy among type 2 diabetic patients in
Shanghai]. Zhonghua Liu Xing Bing Xue Za Zhi 2007; 28: 838-40. Chinese.
9. Viswanathan M, Ranjit Mohan A, Ranjit U, Prasanna Kumar G, Philips R,
Saravanan J, et al. Clinical profile of elderly patients (over 90 years) with type

Korean J Fam Pract. 2021;11(3):177-183

김화선 외. 노인당뇨망막병증,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

2 diabetes seen at a diabetes center in South India. Diabetes Technol Ther
2020; 22: 79-84.
10.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ealthcare Bigdata Hub
[Internet]. Wonju: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7
[cited 2020 Mar 29]. Available from: https://opendata.hira.or.kr/home.do.
11. Sabanayagam C, Banu R, Chee ML, Lee R, Wang YX, Tan G, et al. Incidence
and progression of diabetic retinopathy: a systematic review. Lancet Diabetes Endocrinol 2019; 7: 140-9.
12. Jang H, Han JH, Bang JS, Sohn UD. Relationship survey study between diabetic control education and diabetic retinopathy: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V. Korean J Clin Pharm
2014; 24: 33-8.
13. West SK, Munoz B, Klein R, Broman AT, Sanchez R, Rodriguez J, et al. Risk
factors for Type II diabetes and diabetic retinopathy in a mexican-american
population: proyecto VER. Am J Ophthalmol 2002; 134: 390-8.
14. Agardh E, Allebeck P, Hallqvist J, Moradi T, Sidorchuk A. Type 2 diabetes incidence and socio-economic posi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 J Epidemiol 2011; 40: 804-18.
15. Amorim JS, Salla S, Trelha CS. Factors associated with work ability in the elderly: systematic review. Rev Bras Epidemiol 2014; 17: 830-41.
16.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World Bank: GNI per capita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20 [cited 2020 Mar 29]. Available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AS017&
vw_cd=MT_RTITLE&list_id=R_SUB_OTITLE_OTIT_WBTIT_4004&
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
path=MT_RTITLE.
17. Hooymans JM, Ballegooie EV, Schweitzer NM, Doorebos H, Reitsma WD,
Slutter WJ. Worsening of diabetic retinopathy with strict control of blood
sugar. Lancet 1982; 2: 438.
18. Leng B, Jin Y, Li G, Chen L, Jin N. Socioeconomic status and hypertension: a
meta-analysis. J Hypertens 2015; 33: 221-9.
19. Bain SC, Klufas MA, Ho A, Matthews DR. Worsening of diabetic retinopathy with rapid improvement in systemic glucose control: a review. Diabetes
Obes Metab 2019; 21: 454-66.

Korean J Fam Pract. 2021;11(3):177-183

KJFP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20. Rizzo MR, Marfella R, Barbieri M, Boccardi V, Vestini F, Lettieri B, et al. Relationships between daily acute glucose fluctuations and cognitive performance among aged type 2 diabetic patients. Diabetes Care 2010; 33: 216974.
21. Rizzo MR, Barbieri M, Marfella R, Paolisso G. Reduction of oxidative stress
and inflammation by blunting daily acute glucose fluctuation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role of dipeptidyl peptidase-IV inhibition. Diabetes
Care 2012; 35: 2076-82.
22. Hsu CR, Chen YT, Sheu WH. Glycemic variability and diabetes retinopathy:
a missing link. J Diabetes Complications 2015; 29: 302-6.
23. Cardoso CRL, Leite NC, Moram CBM, Salles GF. Long-term visit-to-visit
glycemic variability as predictor of micro- and macrovascular complication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the Rio de Janeiro type 2 diabetes cohort study. Cardiovasc Diabetol 2018; 17: 33.
24. Kirkman MS, Briscoe VJ, Clark N, Florez H, Haas LB, Halter JB, et al. Diabetes in older adults. Diabetes Care 2012; 35: 2650-64.
25. Abbatecola AM, Maggi S, Paolisso G. New approaches to treating type 2 diabetes mellitus in the elderly: role of incretin therapies. Drugs Aging 2008; 25:
913-25.
26. Du YF, Ou HY, Beverly EA, Chiu CJ. Achieving glycemic control in elderly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 critical comparison of current options. Clin
Interv Aging 2014; 9: 1963-80.
27. Brown AF, Mangione CM, Saliba D, Sarkisian CA; California Healthcare
Foundation/American Geriatrics Society Panel on Improving Care for Elders with Diabetes.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care of the older person
with diabetes mellitus. J Am Geriatr Soc 2003; 51(5 Suppl Guidelines): S26580.
28. Pappa E, Kontodimopoulos N, Papadopoulos A, Tountas Y, Niakas D. Investigating unmet health needs in primary health care services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Greek population.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13;
10: 2017-27.
29. Alonso J, Orfila F, Ruigómez A, Ferrer M, Antó JM. Unmet health care needs
and mortality among Spanish elderly. Am J Public Health 1997; 87: 365-70.

www.kjfp.or.kr

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