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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황반부종에서 장기간 당화혈색소 변동성과 유리체내 주사 

효과와의 상관관계

Long-term HbA1c Variability and Treatment Outcomes of Intravitreal Injection 
in Diabetic Macular Edema

안예림⋅박성표⋅김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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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동성심병원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long-term glycated hemoglobin A (HbA1c) variability and treatment outcomes of 
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injection in diabetic macular edema patients.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49 eyes (38 patients) that received anti-VEGF injection for diabetic macular edema were re-
viewed retrospectively.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and central macular thickness (CMT) before injection and at one 
month and six months after injection were analyzed. HbA1c variability (HbA1c coefficient of variation [CV]) was calculated using 
the HbA1c results from the year prior to (before) and the year after injection and compared with clinical results. 
Results: In the group with a low mean HbA1c level before injection, the group with lower HbA1c CV showed greater reduction in 
macular edema one month after injection (low HbA1c CV, 122.4 ± 123.2 μm versus high HbA1c CV, 5.2 ± 37.0 μm, p = 0.027). 
In the group with high mean HbA1c,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bA1c variability and clinical features. In a mul-
tivariate analysis, the factor related to the reduction of macular edema was initial CMT (one month adjusted hazard ratio (aHR) 
0.5, p < 0.001; six months aHR 0.3, p = 0.023). The factor associated with visual gain was initial visual acuity (LogMAR) (one 
month aHR 0.4, p < 0.001; six months aHR 0.4, p < 0.001). The association between mean HbA1c or HbA1c variability and clin-
ical outcome was not significant. 
Conclusions: Unlike initial CMT or BCVA, mean HbA1c and HbA1c variability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linical out-
comes of anti-VEGF injection in diabetic macular edema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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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황반부종은 당뇨 환자의 7.5%에서 15.7%에서 발생 하며,1 당뇨황반부종 환자의 약 50%는 진단 후 2년 이내에 

early treatment diabetic retinopathy study 시력표 2줄 이상

의 시력저하를 보일 만큼
2 당뇨환자에서 시력저하의 주요

한 원인 중 하나이다. 당뇨황반부종은 고혈당과 염증 물질 

및 혈관내피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의 

축적으로 인하여 혈액 망막 장벽이 손상되고, 혈관 투과성

이 증가하여 발생한다.3 당뇨황반부종을 악화시키는 요인

으로는 만성적인 고혈당 및 당뇨 유병 기간,4,5 이상지질혈

증,6 염증
7 등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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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당뇨 치료제의 개발로 환자들의 혈당을 효

과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지만 환자의 사망률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저혈당과 뒤이어 발생

하는 고혈당으로 혈당의 변동폭이 커서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8 지속적인 만성 고혈당뿐 아니라, 일

시적으로 혈당이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에도 높은 산화 스

트레스로 인해 후성 유전 변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9 혈당

의 심한 변동은 미세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에 손상을 일으

킬 수 있다.10 
따라서 혈당이 오르내림을 반복할 경우 내피

세포 기능의 장애를 유발하고 혈관벽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11,12 또한 이러한 이유로 혈당의 변동성

이 당뇨 환자에서 콩팥병증 및 심혈관계 질환의 진행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이 보고되었다.13-18 

당뇨망막병증에서도 혈당의 변동성이 질환의 발생 및 진

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Hietala et al20
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당뇨망막병증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

였으며, Hermann et al21
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당뇨망막병증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

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혈당의 변동성이 당뇨황반부종의 

발생 및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당뇨황반부종 또한 혈액 망막 장벽이 손상되며 혈관 투

과성이 증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혈당의 변동성에 따른 

내피세포 손상 및 혈관벽 변화로 인하여 당뇨황반부종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혈당의 변동

성이 당뇨황반부종의 안구 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항체 주

사 치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임상진료에서 당

뇨황반부종의 주사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되

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3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당뇨황반부종으로 안

구 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항체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선별된 49안(38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

다. 환자들의 주사 치료 전후 혈당을 포함한 전신 상태 및 

시력, 황반부두께 등 안과 소견을 조사하였다. 항혈관내피

성장인자항체 주사에는 베바시주맙(Avastin®, Genetech, South 

San Francisco, CA, USA), 라니비주맙(Lucentis®, Genentech), 

애플리버셉트(Eylea®, Regeneron, Tarrytown, NY, USA)가 

포함되었다. 선정 기준은 당뇨황반부종으로 안구 내 항혈

관내피성장인자항체 주사를 시행받은 환자 중 해당 주사 

치료 이전 6개월 간 주사 치료를 시행 받지 않았던 환자로 

하였다. 또한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HbA1c)의 변동

성을 보기 위하여 해당 주사 이전 1년간 그리고 주사 이후 

1년간 각각 당화혈색소 혈액검사를 4회 이상 시행한 기록

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주사 전후 6개월 이

내에 안구 내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 주사 시점 이전에 합

병증 없이 시행된 백내장 수술 외에 다른 안구 내 수술을 

받은 환자는 제외하였다.

주사 치료 효과는 주사 치료 전후 빛간섭단층촬영의 중

심황반두께 및 최대교정시력으로 평가하였다. 빛간섭단층

촬영 장치는 스펙트럼 영역 빛간섭단층촬영 장치(Spectralis 

OCT; Heidelberg Engineering Inc., Heidelberg, Germany)

가 사용되었다. 최대교정시력은 한천석 3미터 시력표(2016년

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값을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logMAR) 시력으로 환산하였다. 

황반부종은 이전 문헌을 참고하여 빛간섭단층촬영 결과

에 따라 스폰지형 광범위 망막부종, 낭성황반부종, 그리고 

장액망막박리와 함께 다른 유형이 동반된 경우, 총 3가지로 

분류하였다.22

주사 시점을 기준으로 주사 직전 및 주사 후 1, 6개월의 

최대교정시력과 중심황반두께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주사 

시행 전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한 혈액검사수치(creatinine, 

blood urea nitrogen [BUN],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 total cholesterol, low-density lipoproteins 

[LDL], high-density lipoproteins [HDL], triglycerides [TG], 

hemoglobin [Hb])를 조사하여 주사 시점의 전신 상태를 분

석하였다.

혈액검사수치 중 당화혈색소는 주사 시점 이전 1년간 시

행한 4회 이상의 검사 결과값 및 주사 시점 이후 1년간 시

행한 4회 이상의 검사 결과값을 조사하였으며, 각각의 당화

혈색소 수치의 변동 계수값(coefficient of variation, CV)으

로 혈당의 변동성을 평가하였다(CV=standard deviation of 

HbA1c/mean HbA1c). 또한 매 방문 시 측정한 당화혈색소 

수치를 직전 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그 변화 정도를 계산하

고, 환자마다 이러한 변화 정도의 최대값 및 최소값을 구하

여 비교 분석하였다. 혈당 변동성과 평균 혈당에 따른 주사 

치료 효과 및 기타 인자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당화혈색소 

중간값(7.9%)과 당화혈색소 변동계수(HbA1c-CV)의 중간

값(0.091)을 기준으로 각각 2군으로 나누어 총 4군으로 분

류하였다. 최근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에서 제시

한 glucose control guidance에서는 성인 제 2형 당뇨병 환

자에서 당화혈색소를 7%에서 8% 사이로 조절하는 것이 적

합하다고 발표하였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당화혈색소 중

간값인 7.9% 이하로 조절되는 환자의 경우 당뇨 조절 상태

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 당화혈색소 변동계수의 경우 

아직까지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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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n = 49)
Age (years) 58.5 ± 11.4 (21.0-82.0)
Sex (male) 27 (55.1)
Mean HbA1c_pre-injection (%) 7.9 ± 1.2 (6.1-11.3)
Mean HbA1c_post-injection (%) 7.8 ± 1.0 (6.3-10.1)
HbA1c CV-pre-injection 0.1 ± 0.1 (0.0-0.5)
HbA1c CV-post-injection 0.1 ± 0.1 (0.0-0.3)
Previous injection number 2.0 ± 2.3 (0-9)
Post injection number (6 months) 0.6 ± 1.0 (0-5)
Hb (g/dL) 12.5 ± 2.5 (8.0-16.8)
BUN (mg/dL) 24.9 ± 14.3 (8.0-85.1)
Creatinine (mg/dL) 1.7 ± 1.8 (0.2-8.5)
eGFR (mL/min×1.73 m2) 66.0 ± 33.7 (4.0-137.5)
Total cholesterol (mg/dL) 155.1 ± 48.8 (71.0-306.0)
LDL cholesterol (mg/dL) 94.4 ± 33.9 (45.0-196.0)
HDL cholesterol (mg/dL) 43.9 ± 11.0 (22.0-70.0)
TG (mg/dL) 167.0 ± 116.4 (48.0-547.0)
Baseline BCVA (logMAR) 0.6 ± 0.5 (0.0-2.0)
Baseline CMT (μm) 401.7 ± 125.9 (257-789)
Injection drug

Avastin 35 (71.4)
Eylea 12 (24.5)
Lucentis 2 (4.1)

Diabetic retinopathy grade
Mild NPDR 2 (4.1)
Moderate NPDR 7 (14.3)
Severe NPDR 12 (24.5)
PDR 28 (57.1)

Macular edema type
Diffuse retinal thickening 17 (34.7)
Cystoid macular edema 22 (44.9)
Serous retinal detachment and 

combined
10 (20.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range) or num-
ber (%).
HbA1c = glycated hemoglobin A; CV = coefficient of variation; 
Hb = hemoglobin; BUN = blood urea nitrogen; eGFR = esti-
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LDL = low density lipoprotein; 
HDL = high density lipoprotein; TG = triglyceride;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al an-
gle of resolution; CMT = central macular thickness; NPDR = 
non-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PDR = proliferative dia-
betic retinopathy.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enrolled patients

Figure 1. Scatter diagram of 49 eyes. The patients are divided
into 4 groups (A-D) by the median of glycated hemoglobin A 
(HbA1c) (7.9%) and the median of HbA1c coefficient of varia-
tion (CV) (0.091).

전의 관련된 연구에서도 환자를 전체 값의 중간값 또는 삼, 

사분위수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환자들의 당화혈색소 변동계수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환자

를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당화혈색소 평균값

이 낮은 군과 높은 군 각각에서 변동계수가 낮은 군과 높은 

군의 특성을 비교하였고, Mann-Whitney U 검정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또한 당뇨황반부종의 주사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나이, 과거 치료력, 주사약제 종류, 

당화혈색소 변동계수를 포함한 혈액수치, 중심황반두께, 시

력 등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석(Cox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주사 약제는 총 3가지로, 약제 종류에 따라 주

사 효과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사 약제에 

따른 기본 특성 및 주사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약

제 종류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라니비주맙군의 

경우 2안으로 적은 숫자의 환자가 포함되었고, 애플리버셉

트군과 임상정보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한 군으로 묶어 분

석하였다. 주사 효과를 보는 회귀분석에는 이러한 주사 약

제 종류가 변수로 포함되었다. 통계분석은 IBM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으며, p값
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였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승인 번호: 

2019-05-002)을 받아 진행되었다.

결 과

총 38명(49안)의 환자(남성 25명, 여성 13명)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평균 연령은 58.5 ± 11.4세였으며 당화혈색소 

평균값은 7.9 ± 1.2%, 평균 당화혈색소 변동계수는 0.1 ± 

0.1이었다. 포함된 환자들 중 증식당뇨망막병증 환자가 28안

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도의 비증식당뇨망막병증이 2안, 중

등도 비증식당뇨망막병증이 7안, 심한 비증식당뇨망막병

증이 12안 포함되었다. 당뇨황반부종으로 주사 치료를 받

은 시점의 중심황반두께(central macular thickness, C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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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mean HbA1c High mean HbA1c
Low CV
Group A
(n = 18)

High CV
Group B
(n = 10)

p-value*
Low CV
Group C
(n = 10)

High CV
Group D
(n = 11)

p-value*

Age (years) 58.1 ± 10.9 65.0 ± 12.2 0.146 57.9 ± 7.9 53.6 ± 13.0 0.605
Mean HbA1c_pre-injection (%) 7.1 ± 0.5 7.3 ± 0.5 0.191 8.5 ± 0.5 9.4 ± 1.2 0.114
HbA1c CV_pre-injection 0.05 ± 0.03 0.15 ± 0.06 <0.001 0.08 ± 0.02 0.16 ± 0.11 <0.001
Mean HbA1c_post-injection (%) 7.1 ± 0.7 7.5 ± 0.6 0.080 8.6 ± 0.6 8.6 ± 1.0 0.809
HbA1c CV_post-injection 0.06 ± 0.04 0.07 ± 0.04 0.308 0.08 ± 0.04 0.16 ± 0.06 0.006
HbA1c differences compared to 

previous exams (%)
Highest increase 0.8 ± 0.6 1.4 ± 1.2 0.121 1.2 ± 0.4 1.6 ± 0.7 0.132
Lowest increase 0.2 ± 0.2 0.4 ± 0.4 0.654 0.3 ± 0.2 0.4 ± 0.5 0.223
Highest decrease 0.7 ± 0.7 2.0 ± 1.0 0.001 1.3 ± 0.8 3.1 ± 1.9 0.006
Lowest decrease 0.2 ± 0.1 0.5 ± 0.7 0.160 0.4 ± 0.3 0.7 ± 0.9 0.918
Highest absolute change 0.9 ± 0.7 2.0 ± 1.0 0.003 1.6 ± 0.6 3.2 ± 1.8 0.003
Lowest absolute change 0.1 ± 0.1 0.3 ± 0.3 0.436 0.2 ± 0.2 0.1 ± 0.1 0.072

Previous injection number 2.6 ± 2.5 2.8 ± 2.9 0.944 1.2 ± 1.7 1.1 ± 1.3 0.973
Post injection number (6 months) 0.8 ± 1.4 0.1 ± 0.3 0.265 0.6 ± 0.8 0.6 ± 1.0 0.973
Hb (g/dL) 13.2 ± 2.4 11.4 ± 2.7 0.072 13.6 ± 2.8 11.4 ± 1.4 0.132
BUN (mg/dL) 20.7 ± 11.2 23.1 ± 11.3 0.308 32.2 ± 22.2 26.8 ± 10.9 0.484
Creatinine (mg/dL) 1.6 ± 1.8 1.5 ± 0.9 0.382 1.9 ± 1.8 1.7 ± 2.3 0.809
eGFR (mL/min×1.73 m2) 71.1 ± 25.1 54.9 ± 35.6 0.265 67.7 ± 41.9 66.1 ± 38.7 0.654
Total cholesterol (mg/dL) 149.9 ± 52.9 135.0 ± 34.7 0.555 140.3 ± 34.3 195.5 ± 45.3 0.006
LDL cholesterol (mg/dL) 88.4 ± 35.0 84.4 ± 37.2 0.604 88.2 ± 24.9 118.5 ± 28.3 0.013
HDL cholesterol (mg/dL) 45.2 ± 11.2 47.1 ± 7.3 0.443 35.9 ± 9.0 46.0 ± 13.0 0.114
TG (mg/dL) 134.8 ± 78.6 127.7 ± 46.7 0.570 153.5± 71.2 264.8 ± 182.2 0.114
Baseline CMT (μm) 436.9 ± 140.6 394.2 ± 103.0 0.495 421.3 ± 145.6 331.7 ± 68.8 0.061
CMTD_1 month (μm) 122.4 ± 123.2 5.2 ± 37.0 0.027 29.5 ± 72.1 43.2 ± 63.2 0.557
CMTD_6 months (μm) 44.3 ± 65.6 71.2 ± 96.1 0.553 51.7 ± 93.8 -7.9 ± 128.2 0.968
Baseline BCVA (logMAR) 0.5 ± 0.3 0.6 ± 0.4 0.796 0.7 ± 0.5 0.7 ± 0.6 0.809
VG_1 month 0.1 ± 0.2 0.1 ± 0.1 0.654 0.3 ± 0.4 0.3 ± 0.4 0.973
VG_6 months 0.1 ± 0.2 0.1 ± 0.2 0.591 0.2 ± 0.4 0.4 ± 0.3 0.720
Injection drug

Avastin 13 (66.6) 8 (75.0) 0.759 6 (55.6) 8 (70.0) 0.605
Eylea 5 (33.3) 2 (25.0) - 3 (33.3) 2 (20.0) -
Lucentis 0 0 - 1 (11.1) 1 (10.0) -

Macular edema type
Diffuse retinal thickening 5 (26.7) 2 (25.0) 0.689 3 (33.3) 7 (60.0) 0.349
Cystoid macular edema 9 (46.7) 8 (75.0) 4 (44.4) 1 (10.0)
Serous retinal detachment 4 (26.7) 0 3 (22.2) 3 (3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HbA1c = glycated hemoglobin A; CV = coefficient of variation; Hb = hemoglobin; BUN = blood urea nitrogen; eGFR = estimated glomer-
ular filtration rate; LDL = low density lipoprotein; HDL = high density lipoprotein; TG = triglyceride; CMT = central macular thickness; 
CMTD = central macular thickness difference;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VG = visual gain. 
*Mann-Whitney U test. 

Table 2. Baseline demograph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classified according to mean HbA1c and HbA1c variability

는 평균 401.7 ± 125.9 μm였으며, 유리체강 내 베바시주맙 

주사가 35안(71.4%), 애플리버셉트 주사가 12안(24.5%), 

라니비주맙 주사가 2안(4.1%) 포함되었다(Table 1).

전체 대상 안을 당화혈색소 중간값과 당화혈색소 변동계

수값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각각 2군으로 나누어 총 4군으

로 분류하였다. A군은 당화혈색소 평균값 및 변동계수값이 

낮은 군으로, 평균적으로 당화혈색소가 낮으면서 변동성도 

적게 잘 유지되는 군(n=18)이었으며, B군은 당화혈색소 평

균값은 낮으나 변동성이 비교적 심하여 변동계수값이 높은 

군(n=10)이었다. C군은 당화혈색소 평균값은 높으나 변동

성은 비교적 낮게 유지되는 군(n=10), D군은 당화혈색소 

평균값도 높으면서 변동성도 높은 군(n=11)으로 분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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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D 1 months after injection VG 1 months after injection
CHR (95% CI) p-value* aHR (95% CI) p-value† CHR (95% CI) p-value* aHR (95% CI) p-value†

Age (years) 0.4 
(-2.4 to 3.0)

0.797 - - -0.002 
(-0.010 to 0.005)

0.521 - -

Previous injection 
number

19.6 
(6.1 to 33.2)

0.006 8.3 
(-3.8 to 20.4)

0.172 0.002 
(-0.035 to 0.039)

0.911 - -

Post injection number 
(6 months)

5.7 
(-23.7 to 35.1)

0.696 - - 0.090 
(0.014 to 0.167)

0.022 0.049 
(-0.011 to 0.108)

0.105

Baseline CMT 0.5 
(0.4 to 0.7)

<0.001 0.5 
(0.3 to 0.7)

<0.001 0.000 
(-0.001 to 0.001)

0.836 - -

Baseline BCVA 
(logMAR)

7.1 
(-59.2 to 73.4)

0.829 - - 0.421 
(0.289 to 0.552)

<0.001 0.395 
(0.261 to 0.528)

<0.001

eGFR -0.2 
(-1.1 to 0.8)

0.733 - - 0.001 
(-0.002 to 0.003)

0.487 - -

Creatinine 1.4 
(-15.6 to 18.5)

0.866 - - -0.011 
(-0.059 to 0.036)

0.635 - -

BUN 0.3 
(-1.9 to 2.5)

0.780 - - 0.000 
(-0.006 to 0.006)

0.992 - -

Total cholesterol -0.0 
(-0.6 to 0.6)

0.971 - - 0.001 
(-0.001 to 0.002)

0.547 - -

LDL cholesterol -0.1 
(-1.0 to 0.8)

0.836 - - 0.000 
(-0.002 to 0.003)

0.699 - -

HDL cholesterol 0.5 
(-2.3 to 3.3)

0.728 - - 0.004 
(-0.004 to 0.012)

0.306 - -

Mean 
HbA1c_pre-injection 

-21.6 
(-47.4 to 4.2)

0.098 - - 0.052 
(-0.019 to 0.122)

0.148 - -

Mean 
HbA1c_post-injection

-25.1 
(-54.8 to 4.5)

0.094 - - 0.060 
(-0.023 to 0.142)

0.150 - -

HbA1c 
CV_pre-injection

-311.6 
(-675.7 to 52.5)

0.075 - - 0.374 
(-0.668 to 1.415)

0.430 - -

HbA1c 
CV_post-injection

-173.7 
(-707.9 to 360.5)

0.515 - - 0.313 
(-1.134 to 1.759)

0.666 - -

Ranibizumab or 
Aflibercept (vs. 
bevacizumab)

1.0 
(0.9 to 1.0)

0.297 - - 1.520 
(0.160 to 
14.430)

0.715 - -

CMT = central macular thickness; CMTD = central macular thickness difference; VG = visual gain; CHR = crude hazard ratio; CI = con-
fidence interval; aHR = adjusted hazard ratio;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al angle of resolution; 
eGFR =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BUN = blood urea nitrogen; LDL = low density lipoprotein; HDL = high density lipoprotein; 
HbA1c = glycated hemoglobin A; CV = coefficient of variation.
*Un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 †mult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f central macular thickness difference and visual gain at 1 month after injection and the type of injection
drugs was included as a variable

다(Fig. 1). 

당화혈색소 평균값과 당화혈색소 변동계수 사이에는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Pearson’s correlation 

test, r=0.221, p=0.126), 주사 이전 1년간의 당화혈색소 변

동성과 주사 이후 1년간의 당화혈색소 변동성은 유의한 차

이 없이 주사 전후로 비슷하게 유지되었다(paired t-test, 

CV-pre-injection 0.1 ± 0.08, CV-post-injection 0.1 ± 0.06, 

p=0.347). 

당화혈색소 변동계수가 컸던 B군과 D군에서는 변동계수

가 작았던 A군과 C군에 비해 매 방문시마다 직전 검사치와 

비교한 당화혈색소 변화량의 최대 감소값이 유의하게 컸다

(A군 0.7 ± 0.7% vs. B군 2.0 ± 1.0%, p=0.001; C군 1.3 ± 

0.8% vs. D군 3.1 ± 1.9%, p=0.006). 반면, 당화혈색소 변화

의 최대 증가값은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A군 

0.8 ± 0.6% vs. B군 1.4 ± 1.2%, p=0.121; C군 1.2 ± 0.4% 

vs. D군 1.6 ± 0.7%, p=0.132). 4군 간 특성을 살펴보면, 각 

군의 평균 연령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해당 주

사 치료 이전에 시행한 과거 주사 횟수 또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당화혈색소 평균이 낮은 A군과 B군 

간에는 혈중 신기능 관련 수치(BUN, Creatinine, eGFR)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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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D 6 months after injection VG 6 months after injection
CHR (95% CI) p-value* CHR (95% CI) p-value*

Age (years) 0.6 (-1.9 to 3.2) 0.614 -0.003 (-0.010 to 0.004) 0.406
Previous injection number 4.5 (-9.8 to 18.8) 0.348 -0.014 (-0.050 to 0.022) 0.432
Post injection number (6 months) -0.7 (-29.3 to 28.0) 0.962 0.091 (0.016 to 0.166) 0.059
Baseline CMT 0.3 (0.0 to 0.5) 0.023 0.000 (-0.001 to 0.001) 0.938
Baseline BCVA (logMAR) -16.9 (-88.3 to 54.6) 0.381 0.405 (0.253 to 0.556) <0.001
eGFR 0.5 (-0.4 to 1.4) 0.247 0.001 (-0.002 to 0.003) 0.599
Creatinine -6.3 (-22.4 to 9.9) 0.437 -0.013 (-0.059 to 0.033) 0.576
BUN -0.4 (-2.5 to 1.6) 0.687 0.001 (-0.005 to 0.007) 0.771
Total cholesterol -0.5 (-1.1 to 0.1) 0.077 0.001 (-0.001 to 0.003) 0.188
LDL cholesterol -0.7 (-1.6 to 0.2) 0.106 0.002 (-0.001 to 0.004) 0.212
HDL cholesterol 0.8 (-2.0 to 3.6) 0.565 0.005 (-0.002 to 0.013) 0.177
Mean HbA1c_pre-injection -9.3 (-39.4 to 20.7) 0.534 0.037 (-0.049 to 0.124) 0.385
Mean HbA1c_post-injection -13.7 (-44.6 to 17.1) 0.373 0.020 (-0.070 to 0.110) 0.652
HbA1c CV_pre-injection -7.5 (-383.7 to 368.7) 0.968 0.375 (-0.678 to 1.427) 0.476
HbA1c CV_post-injection -350.2 (-966.8 to 266.4) 0.257 0.638 (-1.026 to 2.301) 0.443
Ranibizumab or aflibercept 

(vs. bevacizumab)
1.0 (0.9 to 1.0) 0.348 0.868 (0.062 to 12.096) 0.916

CMT = central macular thickness; CMTD = central macular thickness difference; VG = visual gain; CHR = crude hazard ratio; CI = con-
fidence interval; aHR = adjusted hazard ratio;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al angle of resolution; 
eGFR =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BUN = blood urea nitrogen; LDL = low density lipoprotein; HDL = high density lipoprotein; 
HbA1c = glycated hemoglobin A; CV = coefficient of variation.
*Un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CMT difference and visual gain at 6 months after injection and the type of injection drugs was in-
cluded as a variable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total cholesterol, LDL, HDL, TG) 모

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당화혈색소 평균이 

높은 두 군 중에는 변동계수가 높은 D군에서 총 콜레스테

롤(C군 140.3 ± 34.3 mg/dL, D군 195.5 ± 45.3 mg/dL, 

p=0.006) 및 저밀도 지단백(C군 88.2 ± 24.9 mg/dL, D군 

118.5 ± 28.3 mg/dL, p=0.013)이 유의하게 높았다. 주사 직

전 초기 중심황반두께는 당화혈색소 평균값이 낮은 두 군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A군 436.9 ± 140.6 μm, 

B군 394.2 ± 103.0 μm, p=0.495), 당화혈색소 평균이 높은 

두 군 간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군 421.3 ± 

145.6 μm, D군 331.7 ± 68.8 μm, p=0.061). 주사 직전과 주

사 이후 1개월의 중심황반두께의 차이(CMT difference, 

CMTD)는 당화혈색소 평균값이 높은 C군과 D군에서는 당

화혈색소 변동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C군 29.5 

± 72.1 μm, D군 43.2 ± 63.2μm, p=0.557), 당화혈색소 평균

값이 낮은 A군과 B군에서는 당화혈색소 변동성이 낮은 군

에서 1개월째 중심황반두께가 많이 감소하였다(A군 122.4 

± 123.2 μm, B군 5.2 ± 37.0 μm, p=0.027) (Table 2).

주사 직전에 비하여 주사 이후 1개월의 중심황반두께 감

소 정도는 주사 직전 중심황반두께(baseline CMT)와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단변량 회귀분석에서는 이전 주사 

횟수, 초기 중심황반두께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그러

나 다변량 회귀분석에서는 초기 중심황반두께만 유의한 연

관성을 보였는데, 주사 직전 중심황반두께가 두꺼울수록 

주사 이후 황반두께가 많이 감소하였다(adjusted hazard ratio 

[aHR] 0.5, p<0.001).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주사 이후 1개

월째의 시력호전 정도(visual gain)와 유의한 관련을 보인 

것은 초기 시력(baseline BCVA)으로, 초기 시력이 낮을수

록 시력호전 정도가 컸다(aHR 0.395, p<0.001) (Table 3).

주사 치료 6개월째의 임상결과와 관련된 인자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주사 전 초기 중심황반두께가 두꺼울수록 주

사 이후 6개월째에 중심황반두께가 더 많이 감소하였으며

(aHR 0.3, p=0.023), 주사 직전 교정시력이 나쁠수록 주사 

이후 시력호전 정도가 컸다(aHR 0.405, p<0.001). 당화혈색

소 수치 및 당화혈색소 변동성은 1개월째 및 6개월째 모두

에서 중심황반두께의 감소 정도 및 시력호전 정도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신기능 및 콜레스테롤 관련 수치 또

한 중심황반두께의 감소 정도 및 시력호전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4).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당뇨황반부종으로 항혈관내피성장인자항

체 주사 치료를 받은 제2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주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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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전후 1년간의 혈당 조절 상태, 혈당의 변동 폭이 당뇨황

반부종 주사 치료의 치료 효과와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

았다. 당뇨황반부종 후 황반부종 감소 정도나 시력호전 정

도와 관련성을 보인 인자는 주사 전 초기 황반부두께 및 시

력이었으며, 평균 당화혈색소 및 당화혈색소 변동계수는 

주사 치료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당화혈색소 변동성은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 

자체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r=0.221, p=0.126), 주

사 치료 전후 당화혈색소 변동성 또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0.285, p=0.347). 특히, 평균 혈당이 낮은 

두 군(A군 및 B군)에서는 주사 치료 전 혈당 변동성은 유

의한 차이를 보였지만(A군 0.05 ± 0.03, B군 0.15 ± 0.06, 

p<0.001), 주사 치료 이후에는 두 군 모두 낮은 변동성을 

보여, B군의 경우 주사 치료 이후에는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되었음을 알 수 있다(A군 0.06 ± 0.04, B군 0.07 ± 

0.04, p=0.308). 이러한 점은 주사 치료 1개월째에는 중심황

반두께 감소 정도가 B군에 비해 A군에서 더 컸지만, 6개월

째에는 A군과 B군의 중심황반두께 감소 정도의 차이가 없

어진 원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이용한 당화혈색소 변동계수(HbA1c 

CV)값은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기에, 임상에서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매 방문 시 직전 당화혈색소 검사값과의 

차이값을 함께 분석하였다. 변동계수가 큰 군은 작은 군에 

비해 직전 검사 대비 당화혈색소 수치의 증가폭 및 감소폭

이 큰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최대 감소값 및 변화량의 절

대값의 최대값이 유의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가 7.9% 이하로 낮았던 군에서 변동계수

가 0.091보다 컸던 군의 직전 검사 대비 당화혈색소 수치의 

최대 감소폭은 평균 2.0%였으며,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가 

7.9% 이상으로 높았던 군에서 변동계수가 0.091보다 컸던 

군의 직전 검사 대비 당화혈색소 수치의 최대 감소폭은 평

균 3.1%였다. 본 연구에서 장기간 당화혈색소의 증가와 감

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동계수를 사용하였으나, 실제로 

본 연구에는 급격한 혈당의 상승보다는 당뇨가 조절되지 

않다가 내과적 치료 이후 단기간 내에 혈당이 낮아진 환자

들이 많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당화혈

색소 변동계수와 주사 치료 효과 사이의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던 이유가 될 수 있다.

당화혈색소 변동성과 당뇨망막병증 사이의 연관성에 대

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 확실한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Gimeno-Orna et al24
에 의하면 제2형 

당뇨병 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평균 5.2년간 관찰하였을 

때 공복 혈당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당뇨망막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Hermann et al21
은 제1형 당뇨

병 환자 35,891명을 대상으로 당뇨망막병증의 발생을 조사

하였고, 당화혈색소 변동성이 당뇨망막병증 발생의 독립적

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반면 Penno et al25
은 

8,260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당화혈색소 변동성과 당

뇨망막병증 및 신부전 여부를 분석하였고, 신부전 여부는 

당화혈색소 변동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에 비해, 당뇨망막

병증 여부는 당화혈색소 변동성과 연관이 없다고 하였다.

당화혈색소 변동성과 당뇨황반부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으나, 당화혈색소 평균값과 당뇨황반부

종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있다. Chou et al26
은 102명

의 당뇨황반부종 환자에서, 당화혈색소 평균값이 8.0% 이

상인 경우 8.0% 미만인 경우에 비해 당뇨황반부종의 정도

가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하였다. 9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

으로 시행된 다른 연구에서는, 이전 1년간의 당화혈색소 평

균값이 높을수록 중심황반두께가 두껍다고 보고하였다.27 

Moon et al28
은 23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의 당화혈색소 검사 수치와 2회의 중심황반두께를 측정하

여 분석하였고, 당화혈색소 초기값이 높을수록, 당화혈색소

의 변화 정도가 클수록 중심황반두께의 증가 정도가 크다

고 하였다. 이 연구는 본 연구에서처럼 당화혈색소의 변동

과 황반부종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단 2회의 당화혈색소 

수치의 차이값을 반영하였으며 주사 치료 없이 황반부종의 

자연 경과를 보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초기 중

심황반두께는 당화혈색소 평균값(r=-0.252, p=0.087) 및 당

화혈색소 변동성(r=-0.150, p=0.321)과 유의한 연관이 없었

다. 

본 연구에서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 및 당화혈색소 변동

성은 주사 치료 효과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사 

치료에 관련된 이전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 평균값에 따라 

주사의 효과에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를 보였다. Singh et al29
은 당뇨황반부종 환자에서 

유리체강 내 애플리버셉트주입술을 시행한 경우, 당화혈색

소 평균값에 따른 치료 효과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레이저광응고술을 시행하는 경우 당화혈색소 수치

가 낮을수록 시력과 중심황반두께가 호전되었다.29 라니비

주맙 주사의 경우에도, 당뇨황반부종 환자에서 주사 효과

와 당화혈색소 수치 간에는 유의한 연관이 없었다고 보고

하였다.30,31 이처럼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와 당뇨황반부종 

정도 및 항혈관내피성장인자항체 주사 치료 효과와의 관련

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당화혈색소의 변동성과 당뇨황반부종의 치료 효과 간의 관

련성을 본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주사 이후 1개월과 6개월의 치료 효과를 

평가하였는데, 1개월 및 6개월 이후 주사 치료 효과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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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관이 있는 인자는 초기 중심황반두께 및 초기 시력이

었다. 초기 황반부종이 심할수록 주사 이후 황반부종의 감

소 정도가 컸으며, 초기 시력이 나쁠수록 주사 이후 시력호

전 정도가 컸다. 이는 이전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12개월간 당뇨황반부종의 치료로 라니비주맙 단일 치료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에서는 초기 시력이 낮을수록, 초기 중

심황반두께가 두꺼울수록 12개월 후 시력호전 정도 및 중

심황반두께 감소 정도가 크다고 하였다. 반면, 당화혈색소 

수치 및 연령은 주사 효과와 연관이 없었다.32 당뇨황반부

종의 유형에 따른 덱사메타손삽입물의 치료 효과를 분석한 

한 논문에서는 초기 시력이 나쁠수록 주사 후 3개월째 시

력호전 정도가 크다고 보고하였다.33 당뇨황반부종에서의 

트리암시놀론 주사 효과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도, 초기 시

력이 나쁠수록 3개월째의 시력호전 정도가 컸다.34 

본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 수치 이외에 다양한 혈액검사 

소견을 함께 조사하여 당뇨황반부종 치료 효과와 비교하였

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신기능이 나쁠수록 당뇨망막병증의 

발생 및 진행 정도는 증가할 수 있지만, 신기능과 당뇨황반

부종의 발생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다.35,36 신기능과 당

뇨황반부종의 라니비주맙 주사 효과를 본 논문에서는, 97안

을 대상으로 주사 후 3개월째에 중심황반두께 감소 정도는 

신기능과 연관이 없다고 하였다.37 본 연구에서도 신기능과 

주사 전후 중심황반두께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적은 숫자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환자의 신기능은 정상이었고 신기능

이 나쁜 소수 환자의 eGFR값이 극단으로 치우쳐 있어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Das et al38
은 이상지질혈증과 당뇨황반부종에 대한 21개

의 논문을 분석하여 총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중성지

방 수치가 당뇨황반부종의 유무와는 관련이 있으나, 이상

지질혈증의 치료 정도와 당뇨황반부종의 정도는 관련이 없

다고 하였다. Benarous et al39
은 500명의 환자를 분석하여 

혈청 지질 농도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황반부종과는 연관이 

있으나 당뇨황반부종 여부와는 연관이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초기 당뇨황반부종 정도와 총 콜레스테롤(r=-0.017, 

p=0.908), 저밀도 지단백(r=-0.043, p=0.779), 중성지방(r=-0.066, 

p=0.667), 고밀도 지단백(r=0.024, p=0.875) 모두 유의한 연

관이 없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에서는 주사 치료로 인한 해부

학적 및 기능적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주사 

치료 효과는 혈당의 변동성을 포함한 환자의 전신 상태와 

큰 연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의 항혈관내피성

장인자항체 주사 치료가 환자의 전신 상태에 크게 구애받

지 않고 좋은 효과를 보여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후향적 연구로 환자들의 다양

한 검사 횟수와 검사 간 다양한 시간 간격을 통제할 수 없

었다. 따라서 이전 6개월간 주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

자 중 주사 전후 1년 간 당화혈색소검사를 4회 이상 시행한 

환자들로 선별 기준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둘

째, 주사 날짜 전후 1년간의 혈액검사의 평균값이 당시의 

전신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았으나, 주사 시점의 전신 상태

의 변동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당뇨황반부종으로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선별 기준을 

만족하는 49안을 대상으로 하였고, 적은 표본 수가 모든 당

뇨황반부종 환자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한 당화혈색소 변동계수가 큰 군에 포함된 환자들이 최근 

급격한 혈당 증가를 보인 경우보다는 당 조절이 잘 되지 않

다가 내과 치료 이후 급격히 당 수치가 떨어진 경우들이 주

로 포함되어, 변동계수의 영향이 작게 반영되었을 수 있다. 

넷째, 유리체강내 주사가 여러 약물로 시행되어 약제에 따

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약제 종류와 당화혈색소 

및 당화혈색소 변동계수 등 기본 특성 및 초기 황반부종, 

초기 시력, 주사 효과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변

량 분석에서도 주사 약제 종류에 따른 황반부종 치료 효과

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장기간 혈당의 변동성은 당뇨황반부종의 주

사 치료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실제 임상에서 시행된 주사 치료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심

혈관계 질환 및 신기능 질환과 더불어 최근 당뇨망막병증

의 진행과도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는 당화혈색소의 변동성

에 대한 주사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수가 적어 추후 많은 환자에서 이

러한 경향이 재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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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당뇨황반부종에서 장기간 당화혈색소 변동성과 유리체내 주사 

효과와의 상관관계

목적: 당뇨황반부종 환자에서 장기간 당화혈색소 변동성과 항혈관내피성장인자항체 주사 치료의 임상효과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당뇨황반부종으로 유리체강 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항체 주사 치료를 받은 49안(38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였다. 주사 직전 및 주사 후 1, 6개월의 최대교정시력과 중심황반두께를 분석하였다. 주사 전후 각 1년 간 시행한 당화혈색소 수치를 

이용하여 당화혈색소 변동성을 계산하고 임상 결과와 비교하였다.

결과: 주사 이전 평균 당화혈색소 값이 낮은 군 중에서는 당화혈색소 변동성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주사 1개월 후 황반부종 감소 

정도가 컸다(low HbA1c coefficient of variance [CV], 122.4 ± 123.2 μm vs. high HbA1c CV, 5.2 ± 37.0 μm, p=0.0027). 다변량 

분석에서 황반부종 감소 정도와 관련성이 있었던 인자는 초기 중심황반두께였으며(1개월 adjusted hazard ratio [aHR] 0.5, p<0.001; 
6개월 aHR 0.3, p=0.023), 시력호전 정도와 관련성이 있었던 인자는 초기 시력(LogMAR)이었다(1개월 aHR 0.4, p<0.001; 6개월 aHR 

0.4, p<0.001).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 및 당화혈색소 변동성은 주사 치료의 임상결과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초기 황반부종 정도 및 초기 시력과 달리 평균 당화혈색소 및 당화혈색소 변동성은 황반부종 주사 치료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대한안과학회지 2020;61(8):9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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