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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analyze the incidence and treatment costs associated with vision-threatening diabetic retinopathy (VTDR) in type 2 
diabetes and to predict future VTDR populations and treatment expenditures.
Methods: Using the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from 2006 to 2017, we analyzed VTDR treatment costs by 
year, sex, and age. Based on the results and changes in future population distributions, we estimated the future number and cost 
of treatments for VTDR.
Results: The number of treatments increased by 2.5-fold from 37,634 in 2006 to 96,214 in 2017, and treatment costs increased 
3.4-fold from $13,528,587 in 2006 to $45,643,561 in 2017. When analyzed by year, age, and sex, all showed an increasing 
trend. Future number of treatments was estimated to increase from approximately 96,000 in 2017 to 220,000 by 2030 and treat-
ment costs were projected to increase by 129% from about $45,643,561 in 2017 to about $1,043,055,262 by 2030.
Conclusions: As the incidence of VTDR rises due to an aging population and the frequency of intravitreal injections increases 
due to insurance reimbursement, future treatment expenditures for VTDR are expected to increase as well. Therefore, appro-
priate policies must be put in place now to secure medical and financial resources to manage VTDR and reduce medical ex-
penditur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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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망막병증(diabetic retinopathy)은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미세 합병증 중 하나이며 20세 이상 성인에서 시

력저하 및 실명의 주 원인이다.1,2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vision-threatening diabetic retinopathy, VTDR)은 증식당뇨

망막병증(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PDR)과 당뇨황

반부종(diabetic macular edema, DME)을 포함하여 심각한 

시력저하를 나타내는 당뇨망막병증을 말한다.3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총조사 자료를 이용한 국내 연구들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중 15.8%에서 당뇨망막병증이 관찰되었으며, 

이 중 4.6%는 치료가 필요한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이 관

찰되었다.4 

고령화 및 서구화된 식습관,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당

뇨병 유병 인구가 증가하면서 당뇨망막병증의 유병률도 증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 비용 부담 역시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5 특히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안과적 질

환들과 달리 당뇨망막병증은 근로 능력이 있는 인구에서 

실명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 손

실 또한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6 따라서 당뇨망막병

증 치료 비용을 분석하여 향후 질병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대비한 의료 재원과 재정의 확보

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년간의 국

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2형 당뇨병 환

자에서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의료 비용 변

화 추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래 인구 변화에 따른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의 유병률 변화와 이에 따른 의료 

비용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단, 본 연구는 실명 위

험 당뇨망막병증의 전체 의료 비용 중 치료와 관련된 직접

의료 비용에 대한 분석이며, 보험공단의 청구 자료를 이용

하였으므로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만 연구하였다는 점

에서 비용 해석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https://nhiss.nhis.or.kr)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을 준수하였다. 또한 인증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 면제 승인을 받았다(승인 번호: 

2020-03-079).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 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자료를 이용하였다. 2형 

당뇨병 환자 중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진단을 받은 환

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때, 2형 당뇨병은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0 코드를 기

준으로 하여, 하부 코드를 포함한 진단코드 E11 (인슐린-비

의존 당뇨병, non-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E12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 malnutrition-related diabetes 

mellitus),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other specified dia-

betes mellitus) 및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unspecified dia-

betes mellitus)를 이용하여 진단하였고, 2형 당뇨병 환자는 

“연내 2형 당뇨병을 1회 이상 진단받고 해당 연도에서 당

뇨병용제인 경구 혈당강하제나 인슐린을 1회 이상 처방받

은 자”로 정의하였다(Appendix Table 1).7,8 또한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환자는 “2형 당뇨병 환자 중 증식당뇨망막병

증 혹은 당뇨황반부종으로 관련 시술을 1회 이상 시행 받

은 자”로 정의하였다.3 여기서 관련 시술이란 S5070 (유리

체강내 주입술, intravitreal Injection), S5121 (유리체전절제

술, total vitrectomy), S5160 (안저광응고술, panretinal pho-

tocoagulation)이 해당한다. 상기 시술들은 경우에 따라 단

독 또는 조합으로 시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진료개시일자 기준 200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청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의과 입원 

및 의과 외래 청구명세서를 이용하였다. 공단으로부터 제

공받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S5070, S5121, S5160을 처

치 받은 환자들의 모든 20명세서에 자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연령, 성별이 결측인 자료를 제외하고, ICD-10 코

드를 기준으로 하여, 하부 코드를 포함한 진단코드 E10 (인

슐린-의존 당뇨병, 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를 진

단받은 환자들과 20세 미만 및 100세 이상 환자들을 제외

하였다. 또한 관측 기간 이전에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제외하였으며, 2006년 이후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

증을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2003-2005년 

3개년간 S5070, S5121, S5160 처치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도 제외하였다. 그리고 앞서 기술한 시술들이 당뇨

망막병증 이외의 안과적인 질환에서도 시행 가능하므로, 

주 진단명이 Appendix Table 2에 해당하는 질환들을 주 진

단으로 시술 받은 환자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단, 보험

공단의 자료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공하기 때

문에, 중심황반두께가 300 μm 미만이거나 주사 회수를 

14회 이상 초과하여 급여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혹은 비

급여 약제인 베바시주맙(Bevacizumab, Avastin; Genentech 

Inc., South San Francisco, CA, USA)을 사용한 경우는 포

함되지 않았다.

또한 미래 인구 추계를 위한 2형 당뇨병 유병자수 산출

을 위해 공단에서 제공받은 20명세서에서 결측 자료들을 

제외하고, 2형 당뇨병 진단 여부에 대한 테이블과 당뇨병용

제 처방 여부에 대한 테이블을 결합하였다. 20세 미만 및 

100세 이상 환자와 사망자, 사망 이후에 진료를 받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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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당뇨병이 아닌 환자도 제외하여 2형 당뇨병 환자 데이

터셋을 작성하였다. 이 명세서 데이터베이스 단위는 진료 

건이면서 진료 환자로 간주할 수 있다.

분석 방법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망막병증 관련 의료 비용의 변

화 및 미래 비용 예측을 위하여 연도별, 성별, 연령별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관련 의료 비용을 산출하고 2030년까지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시술(S5070, S5121, S5160) 건수

와 의료 비용을 추계하였다. 여기서 연도별 실명 위험 당뇨

망막병증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연구 집단(population at 

risk)은 “연내 2형 당뇨병을 1회 이상 진단받고 해당 연도에

서 당뇨병용제인 경구 혈당강하제나 인슐린을 1회 이상 처

방받은 자”로 정의하였으며, 2003-2005년 3개년간 S5070, 

S5121, S5160 (하부 코드 포함)을 처치 받은 환자들은 연구 

기간 내 모든 기간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먼저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시술 건수 및 의료 비용에 

대한 기술 통계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연도별, 연령대별, 성

별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관련 시술 건수, 총 의료 비용 

및 인당 의료 비용을 작성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은 초기 년

도 값(A1)과 최종 년도 값(An) 및 기간(n-1)을 이용하여 구

하였다(식 1 참고).

(식 1)  
 






다음으로 연구 기간 동안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치료 

관련 시술 건수 및 의료 비용과 통계청(http://kostat.go.kr)

에서 제공하는 장래인구추계(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를 바탕으로 2020, 2025년, 2030년의 미래 인구 변화에 따

른 시술 건수 및 의료 비용 변화를 추산하였다. 본 연구에

서 이용한 추계 방법론은 율(rate) 자료에 대한 포아송 회귀

모형을 이용하였다(식 2 참고). 식 2에서 μ는 관련 시술 건

수, t는 2형 당뇨병 유병자수, χ는 연도이다. 즉, 당뇨망막병

증 관련 시술 건수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아래 모식도와 같

이 해당년도 추계 인구로부터 2형 당뇨병 유병자 수(t)를 

추계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시술 건

수를 추계하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식 2) log 
추계인구

당뇨병 

유병자

VTDR 
시술자

비용

이렇게 얻은 시술 건수의 연도별 추계값과 2017년 인당 

의료 비용을 곱하여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관련 의료 비

용을 추계하였다.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치료에 필요한 

의료 비용은 보건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2017년의 보건 정책 및 의료 비용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시술 건당 비용을 연령별로 고정하고 유병 인구의 변화에 

따른 시술 건수 및 의료 비용을 계산하였다. 실명 위험 당

뇨망막병증 관련 전체 비용은 관련 시술 시 청구되었던 청

구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여러 번 시술 받은 경우 

모든 시술 청구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년 시술 관련 총 비용

(treatment expenditure)과 시술 건당 평균 비용(treatment 

expenditure per case)을 계산하였다.

이 연구는 연령대별 시술 건수 및 비용도 함께 추계하였

다. 이 과정에서 연령대별 추계값을 합하면 전체 추계값과 

달라지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령대별 추계값 분율을 

전체 추계값에 곱해 총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연령대별 추계 

값의 합이 전체 추계 값과 일치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미래 인구를 반영하여 추계하였기 때문에 표준화율

을 적용하지 않았다. 자료의 분석은 SAS 9.2 (SAS Institute 

Inc., South San Francisco, CA, USA)을 사용하였으며, 통

계학적 유의 수준은 p<0.05로 정의하였다.

결 과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치료 비용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하여 시행된 시술 건수 

및 치료 비용을 연도별, 연령별 및 성별로 분석하였다. 연

구 기간 동안 2형 당뇨병 유병자 수는 약 2배 증가하였으

나,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발생자 수는 약 20% 증가하였

다. 즉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발생자 수의 증가에 비해 

2형 당뇨병 유병자 수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2형 당뇨

병 유병 인구 1,000명 당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의 연도별 

발생률은 2006년 10.08에서 2017년 6.14로 감소하였다

(Appendix Table 3). 그러나 총 시술 건수는 2006년 37,634건

에서 2017년 96,214건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요양급

여비용 총액은 16,245,362,550원에서 55,508,135,910원으

로 약 3.4배 증가하였다(Table 1). 연도별로 분석하였을 때

에도 시술 건수와 치료 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9%, 

12%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분석 시 시술 건수 및 치료 비용은 전 연령층에

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80-99세 연령층에서 시술 건

수 및 치료 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7%, 22%로 가

장 높았으나, 주로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으로 시술을 받

는 연령층은 40-79세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발생률은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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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umber of treatments
Sum of treatment cost*

(unit: 1,000 won)
Burden of patient†

(unit: 1,000 won)
Burden of payer
(unit: 1,000 won)

2006 37,634 16,245,363 4,151,569 12,044,505
2007 52,134 20,508,195 5,212,587 15,251,712
2008 62,368 24,782,622 6,473,575 18,256,650
2009 64,964 27,395,938 7,067,809 20,236,508
2010 66,236 28,769,805 7,451,165 21,252,677
2011 72,513 29,841,869 7,653,834 22,098,277
2012 83,279 30,575,323 7,782,143 22,689,769
2013 83,023 31,331,633 7,992,939 23,234,124
2014 83,917 34,502,756 8,518,219 25,878,716
2015 88,501 43,241,626 10,460,249 32,630,255
2016 95,033 50,277,869 12,448,258 37,720,469
2017 96,214 55,508,136 13,862,746 41,516,756
Total 885,816 392,981,133 99,075,095 292,810,418

VTDR = vision-threatening diabetic retinopathy.
*Sum of treatment cost = burden of patient + burden of payer; †there is a case where the copayment is 0 won, so the totals could not match.

Table 1. Change in treatment cost related to VTDR by year

Figure 1. Change in number of treatments and treatment cost related to vision-threatening diabetic retinopathy (VTDR) by age by 
year. As a result of analysis by year, the number of treatments and treatment cost of VTDR patients showed a steadily increasing 
trend. In addition, analysis by age showed an increasing trend in all age groups.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06년에는 여성에서 10.63, 남

성에서 9.9로 여성에서 더 높았다가, 2017년에는 여성에서 

6.06, 남성에서 6.35로 남성의 발생률이 더 높았다. 감소폭은 

남성은 0.29, 여성은 0.37이었다(Appendix Table 3, Fig. 2). 

이에 따라 시술 건수와 치료 비용 모두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큰 증가폭을 보였다. 시술 건수의 경우 여성에서 2006년 

18,055건에서 2017년 39,288건으로 약 2.2배 증가하였으나, 

남성에서 2006년 19,579건에서 2017년 59,926건으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시술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에서 

7%, 남성에서 10%를 보였다. 치료 비용의 경우 여성에서 

2006년 약 75억에서 2017년 약 217억 원으로 약 2.9배, 남

성에서는 2006년 약 87억에서 2017년 약 337억 원으로 약 

3.9배 증가하였다. 치료 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에서 

10%, 남성에서 13%였다(Fig. 2). 

시술 종류별 치료 비용 변화

각 시술 행위에 대하여 시술 건수 및 치료 비용을 분석하

였다(Table 2). 먼저 유리체강내 주입술의 경우 2006년 

3,343회에서 2017년 18,617회로 6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

는 항혈관내피성장인자의 유리체강내 주입술이 당뇨황반

부종에 대한 주된 치료로 자리 잡으면서 생긴 변화로 생각

되며, 특히 2015년 2월 라니비주맙(Ranibizumab, Luce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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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 in number of treatments and treatment cost related to vision-threatening diabetic retinopathy (VTDR) by sex by 
year. Depending on the gender, both the number of treatments and the treatment cost for VTDR increased significantly in men than 
in women. The number of treatments increased from 18,055 in 2006 to 39,288 in 2017 in women and from 19,579 in 2006 to 59,926 
in 2017 in men. In the case of treatment cos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2017, about 21.7 billion won for 
women and 33.7 billion won for men. The incidence rate of both men and women decreased overall. In 2006, the incidence rate was 
higher in women, but in 2017, it was higher in men.

Year
Intravitreal injection Total vitrectomy Panretinal photocoagulation

Number of 
treatments

Treatment cost 
(unit: 1,000 won)

Number of 
treatments

Treatment cost 
(unit: 1,000 won)

Number of 
treatments

Treatment cost 
(unit: 1,000 won)

2006 3,343 1,421,245 2,870 6,434,986 31,421 8,389,132
2007 5,338 2,128,272 4,138 9,233,883 42,658 9,146,040
2008 5,308 2,162,409 5,133 11,022,800 51,927 11,597,412
2009 5,719 2,280,558 5,912 12,669,858 53,333 12,445,522
2010 5,779 2,255,601 6,392 13,410,584 54,065 13,103,619
2011 5,761 2,064,786 6,468 13,723,096 60,284 14,053,988
2012 6,285 2,327,503 6,835 14,144,558 70,159 14,103,261
2013 6,819 2,406,342 7,297 14,997,046 68,907 13,928,245
2014 7,935 2,669,758 7,501 17,325,156 68,481 14,507,842
2015 12,303 6,097,953 7,652 21,339,443 68,546 15,804,231
2016 15,110 9,624,361 8,394 22,894,402 71,529 17,759,106
2017 18,617 13,136,854 8,540 24,154,801 69,057 18,216,482
Total 98,317 48,575,641 77,132 181,350,612 710,367 163,054,881

VTDR = vision-threatening diabetic retinopathy.

Table 2. Changes in treatment cost of VTDR according to the type of procedure by year

Genentech Inc., South San Francisco, CA, USA), 2015년 6월 

애플리버셉트(Aflibercept, Eylea; Regeneron Pharmaceuticals, 

Inc., Tarrytown, NY, USA)가 당뇨황반부종에 대하여 보험 

급여화되면서 2014년 7,935회에서 2015년 12,303회로 급

격한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치료 비용

은 2014년 2,669,758,000원에 비해 2017년 13,136,854,000원

으로 3년간 약 5배 증가하였다.

유리체절제술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빠른 증가 추세

를 보이나, 이후로는 완만한 증가폭을 보였다. 2006년 

2,870건에서 2017년 8,54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치료 비용

은 2006년 6,434,986,000원에서 2017년 24,154,801,000원

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안저 광응고술의 시행 건수는 2006년 31,421건에서 2017년 

69,057건으로 약 2배 증가하여 가장 적은 증가폭을 보였다. 

2012년까지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후로는 일정하게 유지되

고 있다. 안저 광응고술 치료 비용은 2006년 8,389,1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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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20 2025 2030
Population 

over 20 years
Total 36,353,782 36,783,491 37,291,954 37,707,675 38,143,626 38,694,302 39,184,535 39,660,988 40,240,401 40,759,654 41,217,557 41,651,306 42988286 44,119,805 44,657,054
20-39 16,102,529 15,926,880 15,747,903 15,477,491 15,237,974 15,049,229 14,880,194 14,722,132 14,616,375 14,545,124 14,492,600 14,443,660 14,175,335 12,928,333 11,901,717
40-59 13,793,339 14,134,150 14,532,768 14,938,335 15,329,757 15,829,274 16,162,319 16,475,263 16,808,515 16,925,673 16,977,011 16,975,085 16,878,775 16,502,781 15,514,539
60-79 5,754,953 5,975,335 6,215,374 6,433,994 6,655,523 6,837,640 7,093,946 7,340,983 7,609,100 7,986,509 8,333,634 8,708,002 10,064,520 12,254,109 14,275,095
80-99 702,961 747,126 795,909 857,855 920,372 978,159 1,048,076 1,122,610 1,206,411 1,302,348 1,414,312 1,524,559 1,869,656 2,434,582 2,965,703

DM 
population
Total 1,697,556 1,842,468 1,993,246 2,155,684 2,303,013 2,490,031 2,633,657 2,772,508 2,901,271 3,054,521 3,261,144 3,480,015 4,200,638 5,531,703 7,184,152
20-39 79,109 80,140 81,681 83,447 83,248 85,003 83,969 84,749 86,285 90,254 98,102 105,399 101,465 105,485 106,064
40-59 688,553 732,128 785,072 842,106 889,077 962,414 995,804 1,037,373 1,064,063 1,092,054 1,148,443 1,198,814 1,386,187 1,649,449 1,898,283
60-79 848,377 932,735 1,013,857 1,098,609 1,179,598 1,270,330 1,357,668 1,430,650 1,502,771 1,591,228 1,697,971 1,819,121 2,189,586 2,844,742 3,574,609
80-99 81,517 97,465 112,636 131,522 151,090 172,284 196,216 219,736 248,152 280,985 316,628 356,681 523,400 932,027 1,605,197

VTDR number 
of treatment
Total 37,634 52,134 62,368 64,964 66,236 72,513 83,279 83,023 83,917 88,501 95,033 96,214 124,659 166,760 220,006
20-39 1,977 2,784 2,921 2,738 3,146 3,234 3,607 3,646 3,683 3,774 4,123 3,922 4,867 5,936 7,090
40-59 17,467 24,320 29,519 30,911 31,402 34,572 39,715 39,959 40,130 41,530 44,355 44,819 58,455 77,285 100,069
60-79 17,679 24,258 29,057 30,255 30,549 33,441 38,255 37,637 38,115 41,038 43,948 44,569 56,849 74,971 96,825
80-99 511 772 871 1,060 1,139 1,266 1,702 1,781 1,989 2,159 2,607 2,904 4,488 8,568 16,021

Treatment expenditure 
for VTDR (unit: 1,000 won)*

Total 16,245,363 20,508,195 24,782,622 27,395,938 28,769,805 29,841,869 30,575,323 31,331,633 34,502,756 43,241,626 50,277,869 55,508,136 71,918,557 96,207,921 126,926,916
20-39 1,157,377 1,608,855 1,747,265 1,920,548 1,993,459 1,917,987 1,731,376 1,911,330 2,120,750 2,281,641 2,687,708 2,991,064 3,711,887 4,527,170 5,407,402
40-59 8,169,387 10,461,709 12,769,732 14,195,322 14,541,052 15,112,580 15,573,076 15,892,506 17,223,667 21,447,874 24,468,335 26,694,714 34,816,523 46,031,994 59,602,427
60-79 6,699,883 8,174,402 9,967,305 10,843,255 11,788,468 12,240,644 12,637,490 12,810,055 14,356,600 18,467,591 21,718,983 23,881,739 30,461,743 40,172,007 51,882,641
80-99 218,716 263,229 298,320 436,813 446,826 570,658 633,381 717,741 801,739 1,044,521 1,402,843 1,940,619 2,998,865 5,725,792 10,706,412

Treatment expenditure 
per case for VTDR (unit: 1,000 won)*†

Total 431.7 393.4 397.4 421.7 434.4 411.5 367.1 377.4 411.2 488.6 529.1 576.9 576.9 576.9 576.9
20-39 585.4 577.9 598.2 701.4 633.6 593.1 480.0 524.2 575.8 604.6 651.9 762.6 762.6 762.6 762.6
40-59 467.7 430.2 432.6 459.2 463.1 437.1 392.1 397.7 429.2 516.4 551.6 595.6 595.6 595.6 595.6
60-79 379.0 337.0 343.0 358.4 385.9 366.0 330.3 340.4 376.7 450.0 494.2 535.8 535.8 535.8 535.8
80-99 428.0 341.0 342.5 412.1 392.3 450.8 372.1 403.0 403.1 483.8 538.1 668.3 668.3 668.3 668.3

VTDR = vision-threatening diabetic retinopathy; DM = diabetes mellitus.
*Because of rounding, the sums may not match; †for the estimation of per capita cost, 2017 data were used.

Table 3. Projections of the number of treatments and treatment cost with VTDR in selected years by age

Figure 3. Estimated number of treatments and treatment cost related to vision-threatening diabetic retinopathy (VTDR) by age by 
year. As a result of predicting the prevalence of diabetes by 2030,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will increase by 2 times from  
3,480,015 in 2017 to 7,304,342 in 2030. The number of treatments related to VTDR is estimated to increase to 220,000. The treat-
ment cost was estimated to increase by 129% from about 55.5 billion won in 2017 to about 12.69 billion won in 2030. The preva-
lence of diabetes was the highest among the 60-79 years, but the number of treatments and treatment cost were predicted to be the 
highest among the 40-59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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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17년 18,216,482,000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

미래 인구 변화에 따른 의료 비용의 변화

당뇨병 유병률 변화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장

래인구추계를 고려하여 2030년까지 당뇨병 유병 인구를 예

측한 결과, 2017년 3,480,015명에서 2030년 7,184,152명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의 

시술 건수는 2017년 약 9만 6천 건에서 2030년 약 22만 건으

로 약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실명 위험 당뇨망

막병증의 치료 비용은 2030년에 약 1,269억 원으로, 2017년

도 약 555억 원 대비 129% 증가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연령별로 분석하였을 때 2030년 당뇨병 유병 인구는 

60-79세 연령층에서 3,574,6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평

균 증가율 역시 7%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실명 위험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한 시술 건수는 40-59세 연령층에서 

100,06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의료 비용 

역시 59,602,427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시술 건수 및 의

료 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80-99세 연령층에서 각각 8%

로 가장 높았다(Table 3, Fig. 3).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2년 간의 국민건

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의 치료와 관련된 의료 비용을 분석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치료 비용을 추산하였다. 2형 당뇨

병 환자 수는 증가하지만 당뇨 합병증에 대한 조기 검진 및 

관리로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발생률은 감소하는 추세이

다.7 그러나 본 연구 결과와 같이, 고령 인구의 증가 및 생

활습관의 변화로 인하여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의 유병자 

수와 치료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결

과는 향후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인

력과 재정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명 위험 당뇨망막

병증 환자의 치료 비용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이를 성별 및 나이별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스페인에

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당뇨황반

부종 치료 관련 의료 비용에 관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시

행하였는데,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8년 동안 실

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의 연 평균 발생률은 약 2.64%였으

며, 치료 관련 의료 비용은 2007년 €56,880에서 2014년 

€626.264로 꾸준히 증가하였다.9 그러나 이는 전 인구 대상

이 아닌 특정 건강관리지역(Health Care Area)의 인구를 대

상으로 하고 1형 당뇨병 환자도 포함하였으며, 의료 비용 

분석 시 시술 비용과 시술 이후 방문 및 검사 비용 및 1년 

추적 관찰 시의 의료 비용을 포함하여 본 연구와 차이가 있

다.

국내에서 2015년에서 2016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청구자

료를 이용하여 항혈관내피성장인자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망막병증 신환자 수가 

2015년도에 1,433명에서 2016년도에 1,077명으로 감소하

였으나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사 횟수는 2015년도에 3,264회

에서 2016년도에 4,520회로 약 38%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2016년도에 당뇨망막병증 신환자 수가 더 적었음에도 불구

하고 주사 횟수가 더 많았다. 이는 2015년도 이후 라니비주

맙과 애플리버셉트가 보험 급여화된 이후로 기존에 비급여 

치료인 베바시주맙으로 치료받고 있던 환자들의 치료가 급

여 치료로 전환되어 유리체강내 주입술의 보험 청구 건수

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10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의 향후 의료 비용을 추계한 연

구 역시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를 이용하여 당뇨황반부종의 치료 관련 의료 비용을 추계

한 국내 연구에서는 당뇨황반부종 유병자 수가 2018년 

8,686명에서 2022년 15,385로 1.8배 증가하고 시술 건수는 

2018년 16,616건에서 2022년 27,985건으로 1.7배 증가하

며, 이에 따라 의료 비용 총액은 16,093,862,965원에서 

94,669,782,145원으로 5.9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11 

여기서 미래 당뇨황반부종 유병 환자 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항혈관내피성장인자를 사용하는 당뇨황반부종 

유병 환자 수 및 신환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로 추계하였는

데, 평균 14회를 시술 받게 되는 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는 

재정 영향 분석 대상 환자에서 탈락되는 점을 반영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당뇨황반부종 환자 중 

항혈관내피성장인자를 사용하는 환자의 1인당 연간 의료 

비용을 추계하였는데, 화폐의 가치 하락을 고려하여 연평

균 5% 할인율을 적용한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도 국민건강설문조사 자료(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Data)를 이용하여 2050년까지 당뇨망막병증 환자 

수를 추계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도 국민건강설문조사 

자료로 구한 당뇨병 유병률과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서 발표한 미래 인구 추계값으로 미래 당뇨병 환

자 수를 추계하고, 2004년도 국민건강설문조사 자료로 구

한 당뇨망막병증 유병률과 미래 당뇨병 환자 수 추계값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40세 이상의 당뇨망막병증 환자 수를 

추계하였다. 본 연구와 달리 1형 당뇨병 환자들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당뇨망막병증 환자가 2005년 55백만 

명에서 2050년 160백만 명으로 약 2.9배 증가하며 그중 실

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환자는 2005년 12백만 명에서 3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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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으로 약 2.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

별, 성별로 분석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는

데, 특히 65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5.2배로 가장 컸다.12 본 

연구에서는 2030년 기준 40-59세 연령층에서 실명 위험 당

뇨망막병증 시술 건수가 가장 많은 결과를 보였으나, 미국

의 연구에서는 50-64세 연령층에서 시술 건수가 가장 많은 

결과를 보였다. 

인도네시아에서도 2016년도 국가기본건강조사 자료

(National Basic Health Survey)를 바탕으로 2형 당뇨병 환

자에서 2017년도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유병률과 의료 

비용을 추정하고, 2025년도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의 유

병률과 의료 비용을 추계하였다. 여기서 의료 비용은 선별 

및 진단에 필요한 검사, 치료, 교통비 등을 포함한 총 비용

이다. 2017년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환자 수는 1.44백만 

명, 치료 관련 의료 비용은 약 2,005백만 달러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계한 2025년 환자 수는 5.2백만 명, 의료 비용

은 약 8,768백만 달러로, 유병률 및 의료 비용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그러나 인도네시아 연구는 의

료 비용 추산 시 1회 치료 비용만 고려하였기 때문에, 의료 

비용 추계값이 본 연구에 비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처럼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제한점은 의무기록 기반이 아닌 건강

보험 청구 자료의 진단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분류 오류나 

청구 누락 등으로 인한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실

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환자를 관련 시술을 받은 환자로 규

정하였기 때문에, 질병이 있더라도 병원에 내원하지 않거

나 치료받지 않은 경우는 누락되었을 수 있다. 또한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고위험 비증식당뇨망막병증

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 포함

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의 치료와 관련된 유

리체강내 주사술 관련 비용 중에서 보험 급여 적용 항목인 

유리체강내 라니비주맙과 애플리버셉트 사용에 한하여 분

석하였기 때문에 환자 당 의료 비용이 과소평가되는 한계

점이 있다.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의 치료에서 많이 사용

하고 있는 비급여 약제인 베바시주맙의 비용은 분석에 포

함되지 않아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 역시 추가되

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의 직

접적인 치료에 필요한 비용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정기

적인 경과 관찰을 위한 광각안저촬영, 형광안저조영술, 빛

간섭단층촬영 등의 검사 비용을 포함한다면 의료 비용이 

산출한 것보다 증가할 수 있다. 

네 번째로, Yang et al (2019)11
의 연구처럼 미래 비용 산

출 시 5%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관례이나, 본 연구에서

는 2017년의 평균 치료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점에

서 정확한 비용 예측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래 

치료 비용은 보건수가체계의 변화 혹은 바이오시밀러와 같

은 새로운 약제의 등장으로 인한 시술 가격 및 횟수의 변화

로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치료 비용의 정확한 수

치 계산보다는 비용 변화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겠다. 

다섯 번째로,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추계 시, 미래의 불

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래 수준을 저위/중위/고위로 

설정한 후 각 경우에서 인구를 산출한다. 그러나 환자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관 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연구 분

석에 필요한 원 데이터가 이미 반환된 상태로 추가 분석이 

불가능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위 추계에 따른 연도별 인구

값을 기준으로 미래 치료 비용을 분석하였다. 이에 정확한 

치료 비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나, 미래 치료 

비용의 전반적인 동향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 의

의를 둘 수 있다.

여섯 번째로, 본 연구는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의 향후 

치료 비용 계산 시에 직접표준화율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직접표준화율을 적용하여 연도별 인구 구조를 일치시

키게 되면 미래에도 인구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

정하에 치료 비용을 추계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

고자 하는 미래 치료 비용의 추계값과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령별 인구를 기준으로 하지 않

고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미래 인구를 추계한 점은 본 연구

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일곱 번째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실명 위험 당

뇨망막병증의 전체 의료 비용 중 치료와 관련된 직접의료 

비용에 대한 분석이며, 보험공단의 청구 자료를 이용하였

기 때문에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만 연구하였다는 점

에서 비용 해석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사용한 결과

로 보험 체계나 인종이 다른 나라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

구기반 연구인 점과 이를 토대로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치료 관련 비용과 미래 인구 분포의 변화를 고려한 실명 위

험 당뇨망막병증 인구의 변화 및 그 비용의 추산을 하였다

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많은 당뇨망막병증 환자들이 당뇨황반부종으로 심각한 

시력저하를 겪고 있으나 유리체강내 주사 요법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유리체절제술이나 

광응고술의 경우 환자 1인당 시술 빈도가 높지 않으나, 당

뇨황반부종에 대한 유리체강내 주입술의 경우 잦은 재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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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반복적 치료가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시술 건수와 비

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항혈

관내피성장인자 주사제의 급여 적용은 한 환자당 14회로 

제한되어 있어 14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

제를 비급여로 사용해야 하여,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으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

실을 고려할 때 미래 치료 비용 추계를 참고하여 적절한 예

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

여 향후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하고 바이오시밀러의 도입

을 고려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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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국내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의 

미래 치료 비용 연구

목적: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의 치료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치료 비용을 예측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년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의 치료 비용을 

연도별, 연령별, 성별로 분석하고, 장래미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형 당뇨병 유병 인구의 변화에 따른 시술 건수 및 치료 비용을 

계산하였다.

결과: 12년간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치료와 관련된 의료 비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총 시술 건수 37,634건

에서 2017년 96,214건으로 약 2.5배 증가하였고,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2006년 162억 4천 5백만 원에서 2017년 555억 원으로 약 

3.4배 증가하였다. 이를 연도별, 연령별, 성별로 분석하였을 때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향후 인구 변화에 따른 시술 건수와 

치료 비용의 변화를 추산하였을 때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의 시술 건수는 2017년 약 9만 6천 건에서 2030년 22만 건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따른 치료 비용은 2017년 약 555억 원에서 2030년 약 1,269억 원으로, 129%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결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유병자수 증가 및 보험 급여화에 따른 유리체강내 주입술의 빈도 증가로 인해 

향후 치료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의 관리에 필요한 의료 재원과 재정의 확보 및 환자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대한안과학회지 2021;62(1):55-67>

 



65

-성효진 외 :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치료 비용-

Main class Sub class Main component code
Insulin and analogues 441302BIJ, 484901BIJ, 175301BIJ, 170101BIJ, 488701BIJ, 

461802BIJ, 626801BIJ
Blood glucose 
lowering drugs, 
excluding insulins

GLP-1 (Glucagon-like peptide-1) receptor agonists 512101BIJ, 626601BIJ, 644501BIJ, 639701BIJ
Biguanides 191504ATB
Sulfonylureas 165603ATR, 421100ATB, 165701ATB, 165801ATB, 165901ATB
Meglitinides 486101ATB, 644900ATB, 379501ATB
Alpha-glucosidase inhibitors 100601ATB, 249001ATB
Thiazolidinediones 525901ATB, 431901ATB, 348002ATB
Dipeptidyl Peptidase-4 inhibitors 624201ATB, 619101ATB, 520500ATB, 613301ATB, 501103ATB, 

500801ATB, 639601ATB, 645301ATB, 627301ATB
SGLT-2 inhibitors 527301ATB, 628201ATB, 636101ATB
Complex 635600ATB, 664600ATB, 630300ATB, 648500ATB, 653800ATR, 

650000ATR, 671800ATR, 649000ATB, 639800ATR, 524700ATR, 
641800ATR, 523600ATB, 631900ATB, 637200ATB, 666700BIJ, 
626700BIJ, 632000ATR, 525500ATB

A ppendix Table 1. Drugs used in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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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지  2021년  제 62 권  제 1 호-

KCD codes Descriptions
E10 (including subcodes)
Main diagnosis that can be treated with S5070, S5121, S5160

A50.3 Late congenital syphilitic oculopathy
B58.0 Toxoplasma oculopathy 
H20 Iridocyclitis
H22 Disorders of iris and ciliary body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H27.1 Dislocation of lens
H30 Chorioretinal inflammation
H32.0 Chorioretinal inflammation in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H33 Retinal detachments and breaks
H34 Retinal vascular occlusions
H35.05 Retinal vasculitis
H35.2 Other proliferative maculopathy
H35.3 Degeneration of macula and posterior pole
H35.70 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H44.0 Purulent endophthalmitis
H44.1 Other endophthalmitis
S05 Injury of eye and orbit

　 T85.2 Mechanical complication of Intraocular lens

KCD =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A ppendix Table 2. Exclus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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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효진 외 : 실명 위험 당뇨망막병증 치료 비용-

Year
T2DM prevalence VTDR incidence

Men Women Total Total IR (CI) Men IR (CI) Women IR
2006 886,874 810,682 1,697,556 17,442 10.08 (10.07-10.08) 8,907 9.9 (9.90-9.90) 8,535 10.63 (10.62-10.63)
2007 966,245 876,223 1,842,468 16,443 8.76 (8.76-8.77) 8,579 8.67 (8.67-8.67) 7,864 9.15 (9.14-9.15)
2008 1,051,453 941,793 1,993,246 17,296 8.54 (8.54-8.55) 9,169 8.52 (8.51-8.52) 8,127 8.86 (8.86-8.87)
2009 1,141,218 1,014,466 2,155,684 17,543 8.04 (8.04-8.05) 9,595 8.2 (8.20-8.20) 7,948 8.08 (8.07-8.08)
2010 1,223,234 1,079,779 2,303,013 17,461 7.51 (7.51-7.52) 9,655 7.7 (7.70-7.71) 7,806 7.55 (7.54-7.55)
2011 1,329,632 1,160,399 2,490,031 18,061 7.2 (7.20-7.21) 9,993 7.33 (7.32-7.33) 8,068 7.29 (7.29-7.29)
2012 1,413,559 1,220,098 2,633,657 17,881 6.78 (6.77-6.78) 10,096 6.79 (6.97-6.97) 7,785 6.74 (6.73-6.74)
2013 1,495,108 1,277,400 2,772,508 17,862 6.46 (6.46-6.46) 10,254 6.69 (6.69-6.69) 7,608 6.37 (6.37-6.37)
2014 1,571,047 1,330,224 2,901,271 18,365 6.38 (6.38-6.38) 10,472 6.52 (6.52-6.52) 7,893 6.39 (6.38-6.39)
2015 1,663,149 1,391,372 3,054,521 19,020 6.31 (6.31-6.32) 11,074 6.53 (6.52-6.53) 7,946 6.21 (6.21-6.22)
2016 1,787,456 1,473,688 3,261,144 20,828 6.49 (6.49-6.50) 12,160 6.69 (6.69-6.69) 8,668 6.38 (6.38-6.39)
2017 1,919,768 1,560,247 3,480,015 20,922 6.14 (6.14-6.15) 12,346 6.35 (6.35-6.35) 8,576 6.06 (6.06-6.07)

VTDR = vision-threatening diabetic retinopathy; IR = incidence rate; CI = confidence interval. 

A ppendix Table 3. Type 2 diabetes prevalence and VTDR incidence 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