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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observed the frequencies of microvascular complications and their related
factors in patients with type 1 diabetes.
Methods: Two hundred seventy one patients (111 males and 160 females, mean age
21.9 ± 5.8 years) with type 1 diabetes were included. Subjects were all at least 10 years
old and had diabetes for at least two years. Three types of microvascular complications
(diabetic nephropathy, retinopathy, and neuropathy) were evaluated, and their frequencies
and risk factors were analyzed.
Results: The overall prevalence of microvascular disease was 83/271 (30.6%). Microalbu
minuria had developed in 39 patients (14.4%), persistent microalbuminuria in 31
patients (11.4%), and proteinuria in 12 (4.4%). Diabetic retinopathy had developed in 35
patients (12.9%) and neuropathy in 39 patients (13.7%). The mean HbA1c for 10 year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atients with microvascular complications (10.5 ± 2.8%
vs. 8.4 ± 1.4%). The rate of intensive management in the non-complication group was
higher than in the microvascular complication group. The incidence of microalbuminuria
was greater in males than females, but there were no gender differences in either
diabetic retinopathy or neuropathy. Puberty and the duration of diabetes may be
associated with microvascular complications.
Conclusion: The incidence of microvascular complications in type 1 diabetes is
declining. Sex, puberty, and the duration of diabetes as well as prolonged hypergly
cemia are all related to microvascular complications. Therefore, intensive insulin mana
gement and regular screening for microvascular complications should be performed in
patients who have either entered into puberty or have had diabetes for more than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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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의 15세 미만의 소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1형 당뇨병의 발생률은 10만 명 당 1.36명이었으며1), 이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낮
은 유병률이다. 하지만, 1980년대 조사된 국내 1형 당뇨병의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 당
0.7명이었던 것을2) 볼 때, 1형 당뇨병의 발생률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발생률과 더불어 인류의 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
의 유병률도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만성 합병증들의 발생을 예방하고,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1형 당뇨병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대표적인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으
로는 크게 미세혈관 합병증(당뇨병성 신병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대혈관병증(심혈관 질환, 뇌혈관 장애, 말초 혈관 장애)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미세혈
관 합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한 주요 사망의 원인이 되고,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1990년대 초까지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1형 당뇨병 환자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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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뇨병성 신병증이 30-40%였고3, 4), 당뇨병성 망막병증
은 1형 당뇨병 발병 후 5년이 지나면 17%, 15년이 지나면
97.5%의 환자에서 발생하였으며5),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진
단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72%에서 발생하였다6, 7).
이러한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혈당 조절 정도 및 당뇨병의 유병기간이었으며, 사춘
기나 당뇨병 발병 나이 등도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9). 하지만, 적극적 인슐린 치료법
의 개발 및 자가 혈당 기계의 보급, 당화혈색소 검사 등을 통
해 철저한 혈당 관리가 가능해졌고, 동반 질환의 적절한 치
료 등으로 인해 1형 당뇨병 환자의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률
을 감소시키게 되었다10, 11). 현재 국내에서는 1형 당뇨병 환
자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과 관련된 연구는 2001년도
와 2002년도에 발표된 연구12, 13)외에 없어, 미세혈관 합병증
의 발생 빈도와 위험인자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발표된 연구 결과보
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좀 더 장기간의 유병 기간 동안 국
내의 1형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한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
빈도와 연관된 위험인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1. 대상
1984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
원에 내원한 1형 당뇨병 환자 중, 미세혈관 합병증 검사를
시행한 환자 271명(남 111명, 여 160명)을 대상으로 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2. 방법
대상 환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당화혈색소를
검사하였고, 미세혈관 합병증 검사는 10세 이상의 환자 중
발병 후 2년이 경과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14). 당뇨
병성 신병증의 선별검사로 24시간 소변에서의 알부민양을
측정하여, 6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연속으로 30-300 mg/
day 인 경우 미세알부민뇨로, 300 mg/day 이상인 경우를
단백뇨로 정의하였으며, 두 경우 모두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
생한 군으로 분류하였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진단하기 위
해서 안과에 의뢰하여 1년 간격으로 망막 검사를 시행하였
고, 미세혈관류, 망막출혈, 경성삼출물, 황반부종 등이 관찰
될 때는 비증식성 망막병증으로, 신생혈관증식, 초자체 출
혈, 망막박리가 동반된 경우에는 증식성 망막병증으로 분류
하였으며, 두 경우 모두 미세혈관 합병증군으로 분류하였
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5년마다 시행한 신경전도속도 검

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경우에 진단하였고, 역시 미세혈관
합병증군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세가지 미세혈관 합병증
검사에서 모두 정상소견을 보이는 환자들을 대조군으로 하
였다.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들에서는 합병증이 발
생한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의 평균 당화혈색소 농도 및
중성지방 수치를, 대조군에서는 최근 10년간의 평균 당화혈
색소 농도 및 중성지방 수치를 1년 단위로 조사하였으며, 이
들 각 군간에 연령, 성비, 진단 시 연령, 당뇨병의 유병기간,
다른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률, 평균 당화혈색소 농도, 중
성지방 수치 등을 비교하였다. 또한,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
생한 군에서 연령에 따른 합병증의 누적 발생률과 유병기간
에 따른 누적 발생률을 분석하였다. 사춘기에 따른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환자들을 발병 시
연령에 따라 여아는 만 10세를, 남아는 만 11세를 기준으로,
사춘기 시작 전 발병군과 사춘기 시작 후 발병군으로 분류하
였다. 여아에서 만 10세를, 남아에서 만 11세를 경계 연령으
로 삼은 것은, 기록을 바탕으로 한 후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정확한 성성숙도를 모두 알 수 없어, 사춘기 시작
연령 기준을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다. 남아에서는 한국 남아
에서 고환 용적이 4 mL가 되는 평균 연령인 만 11세를15) 기
준으로 하였고, 여아에서는 국내 여아의 사춘기 발현 시기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만 10세를 기준으로 하였
다16, 17). 각 군에서 연령, 성비, 진단 시 연령, 평균 당화혈색
소 농도,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률, 합병증이 발생하기까지
의 유병 기간 등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슐린 투여 횟
수 및 종류에 따라 하루 3회 이상 인슐린을 투여하면서 지속
형과 초속효성 인슐린으로 조절하는 군을 적극적 치료군으
로, 하루 2회 이하로 인슐린을 투여하면서 중간형과 속효성
인슐린으로 조절하는 군을 고전적 치료군으로 분류하여, 두
군간의 합병증 발생 유무 및 평균 당화혈색소 차이 등을 비
교하였다.
3. 통계
결과는 평균,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각 군 사이의 평균
비교는 t test 또는 ANOVA를 이용하였으며, P <0.05인 경우
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각 군 사이의 성비
및 합병증 발생률 비교는 카이 제곱검정을 이용하였으며, 역
시 P <0.05인 경우를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령의 증가와 유병 기간의 증가에 따른 누적 발생률은 생명
표법(life table method)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모든 통
계 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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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1. 대상군의 특성
전체 271명의 환자의 평균 연령은 21.9±5.8세(범위
10.4-39.8세), 1형 당뇨병의 발병 나이는 8.8±3.9세(범위
0.5-17.3세)였으며, 평균 당뇨병 유병 기간은 13.1±5.5년
(범위 2.0-27.0년)이었고, 평균 당화혈색소는 9.05±2.15%
(범위 5.8-22.0%), 평균 중성지방 농도는 87.6±42.9 mg/
dL (범위 37.0-384.0 mg/dL)였다. 이들 중, 고전적 치료
군은 182명(67.2%)였고, 적극적 치료군은 89명(32.8 %)이
었으며, 적극적 치료군 중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환자는
4명이었다. 전체 환자 가운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대
조군에 포함된 환자는 188명(69.4%), 미세혈관 합병증군
은 83명(30.6%)이었다. 두 군의 임상적 특징을 비교한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미세혈관 합병증군과 대조군간의 성
비 및 발병 시 나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현
재 나이는 미세혈관 합병증 군이 25.3±6.1세(범위 12.939.8세)로 대조군(20.3±5.0세, 범위 10.4-33.0세)에 비해
더 많았다(P <0.001). 당뇨병 유병 기간도 미세혈관 합병증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더 길었으며(각각 15.9±5.4년, 범위
3.0-27.0년 vs. 11.8±5.1년, 범위 2.0-23.0년, P <0.001),
10년 동안의 평균 당화혈색소 값 역시 미세혈관 합병증군
이 10.5±2.8% (범위 6.4-22.0%)로 대조군(8.4±1.4%, 범
위 5.8-14.1%)에 비해 더 높았다(P <0.001). 반면, 10년 동
안의 평균 중성지방 농도는 미세혈관 합병증군에서 85.2±
46.2 mg/dL (범위 37.0-384.0 mg/dL), 대조군에서 88.7
±41.5 mg/dL (범위 39.0-306.0 mg/dL)로 두 군 간의 차
이는 없었고(P =0.561), 고중성지방혈증이 있는 환자들도

미세혈관 합병증군에서 2명(2.4%), 대조군에서 4명(2.1%)
로 두 군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837). 인슐린 치료
방법에서는 두 군 모두 적극적 치료법보다 고전적 치료법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미세혈관 합병증군에서 고전적 치
료법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P =0.002). 미세혈관 합병증군에서 합병증이 발생하는 평
균 나이는 21.8±5.9세(범위 10.6-33.5세)였으며, 당뇨병
발병 이후부터 합병증 발생까지의 평균 유병기간은 12.3±
5.6년(범위 0.9-25.4년)이었다.
2. 미세혈관 합병증에 따른 대상군의 특성
미세혈관 합병증 중 미세알부민뇨가 발생한 환자는 39명
으로 14.4% 에 해당하며, 이 중 2년 이상 미세알부민뇨가 지
속된 지속성 미세알부민뇨 발생 환자는 19명(7.0%)이었고,
현성 단백뇨까지 진행된 환자는 12명(4.4%) 이었다. 당뇨병
성 망막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35명(12.9%), 당뇨병성 신경
병증은 39명(13.7%)에서 발생하였고(Table 2), 세 가지 중
두 가지 합병증이 있었던 환자는 12명으로 4.4%였고, 세 가
지 합병증이 모두 발생한 환자는 8명(3%)가 있었다(Fig. 1).
남, 여 성비에서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및 당뇨병성 신경병
증은 성별에 따라 발생 빈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각
각 P =0.623, P =0.439), 미세알부민뇨는 성비가 1:0.63으
로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 =0.036) (Table 2). 또한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 당
화혈색소는 남자에서 8.8±2.2%, 여자에서 9.2±2.1%로
(P =0.096)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여자에서 오
히려 더 높았고, 당뇨병의 유병기간도 남자에서 13.2±5.5
년, 여자에서 12.9±5.5년으로 (P =0.684) 성별에 따라 차이
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미세알부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the complication and non-complication group in type 1 diabetes
Characteristics
Complication group
Non-complication group
No.
83
188
Sex ratio (male/female)
1/1.08
1/1.65
Age (yr)
25.3 ± 6.1 (12.9-39.8)
20.3 ± 5.0 (10.4-33.0)
Age at onset (yr)
9.5 ± 3.8 (1.0-17.3)
8.5 ± 3.9 (0.5-16.0)
Duration (yr)
15.9 ± 5.4 (3.0-27.0)
11.8 ± 5.1 (2.0-23.0)
Mean HbA1c (%)
10.5 ± 2.8 (6.4-22.0)
8.4 ± 1.4 (5.8-14.1)
Mean triglyceride (mg/dL)
85.2 ± 46.2 (37.0-384.0)
88.7 ± 41.5 (39.0-306.0)
Hypertriglyceride
2 (2.4)
4 (2.1)
Insulin regimen
Conventional therapy
68 (82)
114 (60.6)
Intensive therapy
15 (18)
74 (39.4)
Age at complication onset (yr)
21.8 ± 5.9 (10.6-33.5)
Duration until complication onset (yr)
12.3 ± 5.6 (0.9-25.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range) or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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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value
0.108
< 0.001
0.05
< 0.001
< 0.001
0.561
0.83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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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ith microvascular complications in type 1 diabetes
Characteristics
Microalbuminuria
Retinopathy
No.
39
35
Sex ratio (male/female)
1:0.63
1:1.69
Age (yr)
26.0 ± 6.7 (12.9-39.8)
29.3 ± 4.1 (22.9-39.8)
Age at onset (yr)
9.8 ± 3.5 (1.3-17.3)
10.6 ± 3.6 (1.0-17.3)
Duration (yr)
16.2 ± 5.5 (3.0-27.0)
18.6 ± 4.1 (9.0-27.0)
Mean HbA1c (%)
11.5 ± 3.3 (6.8-22.0)
11.3 ± 3.1 (7.0-22.0)
Mean triglyceride (mg/dL)
91.5 ± 61.1 (46.0-384.0)
93.2 ± 61.3 (48.0-384.0)
Insulin regimen
Conventional therapy
33
29
Intensive therapy
6
6
Age at complication onset (yr)
19.4 ± 5.5 (10.6-29.2)
25.6 ± 4.4 (15.0-32.2)
Duration until complication onset (yr)
9.6 ± 4.8 (0.9-21.5)
15.0 ± 5.0 (1.3-23.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range) or number (%).

Neuropathy
37
1:1.85
25.0 ± 6.5 (13.0-36.6)
8.8 ± 4.2 (1.0-17.3)
16.3 ± 6.0 (4.0-27.0)
10.8 ± 3.1 (6.3-22.0)
97.3 ± 62.2 (37.0-384.0)
30
7
22.1 ± 5.2 (12.3-33.5)
13.4 ± 5.3 (3.5-25.4)

P value
0.036
0.009
0.109
0.092
0.579
0.107
0.920

< 0.001
< 0.001

Total n=271
Microalbuminuria
(n=39, 14.4%)
23 (8.5%)
5 (1.8%)

3 (1.1%)

8 (3.0%)

Retinopathy
(n=35, 12.9%)

18 (6.6%)

4 (1.5%)

22 (8.1%)

Neuropathy
(n=37, 13.7%)

Table 3.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type 1 diabetes
with microalbuminuria
Microalbuminuria
P value
OR
95% CI
Male sex
4.29
1.77-10.42
0.001
Age
1.01
0.94-1.08
0.837
Age at onset
1.08
0.97-1.21
0.175
Duration of DM
1.10
1.01-1.20
0.025
Mean HbA1c
1.79
1.42-2.25
< 0.001
Mean triglyceride
1.0
0.98-1.01
0.577
Insulin regimen
1.51
0.55-4.16
0.426
OR and 95% CIs are given for relevant confounders of microalbuminuria risk.
Abbreviation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DM, diabetes mellitus.

Fig. 1. Frequencies of microvascular complications in type 1 diabetes.

민뇨가 발생할 위험도가 4.29배(P =0.001)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3). 세 가지 미세혈관 합병증 모두 각각의 합
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나이가 많았고(P <0.001),
발병 시 나이는 세 군 간의 차이는 없었으며(P =0.109), 당뇨
병 유병 기간도 세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P =0.092). 합병증
발생 나이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25.6±4.4세(범위 15.032.2세)로 미세알부민뇨가19.4±5.5세(범위 10.6-29.2
세), 신경병증이 22.1±5.2세(범위 12.3-33.5세)인 것에 비
해 늦게 발생하였으며(P <0.001), 당뇨병 발병 이후부터 합
병증 발생까지의 평균 유병기간은 미세알부민뇨에서 9.6±
4.8년(범위 0.9-21.5년)으로, 당뇨병성 망막병증 15.0±
5.0년(범위 1.3-23.5년), 신경병증 13.4±5.3년(범위 3.525.4년)에 비해 더 짧게 나타났다(P <0.001). 세 군 간의 인
슐린 치료 방법의 차이는 없었다(P =0.920) (Table 2).
3. 당화혈색소에 따른 대상군의 특성 및 합병증 발생 빈도
전체 대상군을 10년 동안의 평균 당화혈색소 값에 따라

7%이하인 군과, 7-9% 사이인 군, 9% 이상인 군으로 나누
었을 때, 7% 이하인 군은 30명(11.1%) 였고, 7-9% 사이인
군이 127명(46.9%)으로 가장 많았다(Table 4). 또한, 7% 이
하인 군의 남녀 성비는 1:0.36으로 7% 미만인 군에서 남자
의 비율이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0.001). 한편, 각 군의 환자들의 현재 나이 및 발병 시 나
이, 평균 중성지방 농도, 당뇨병 유병 기간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합병증 발생 나이 및 당뇨병 발병 이후부터 합병
증 발생까지의 유병기간도 세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인슐린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평균 당화혈색
소 값이 낮은 군에서 적극적 치료법의 비율이 더 높았고,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19). 미세혈관
합병증도 세가지 합병증 모두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가 7%
이하인 군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7-9%
사이였으며, 9% 이상인 군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았다. 이
중,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가 7% 이하인 군에서 미세혈관 합
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총 4명으로, 4명 모두 남성이었으며,
미세알부민뇨가 1명,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3명 이었다. 미
세알부민뇨가 발생한 환자는 현재 나이 17.6세이며,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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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나이는 2.4세였고, 미세알부민뇨가 발생하기까지의 유
병기간은 12.3년이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발생한 환자
들의 현재 나이는 각각 20.1세, 20.5세, 34.7세로 모두 20세
가 넘었고, 발병시 나이는 각각 6.8세, 9.8세, 10.3세로 모
두 사춘기 이전에 발병하였으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발생
하기까지의 유병기간은 각각 13.2년, 10.3년, 23.2년으로
모두 10년 이상의 유병기간을 가졌다. 10년 동안의 평균 당
화혈색소를 7% 이하부터 1% 단위로 나누어 미세혈관 합병
증의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당화혈색소가 7% 미만인 경우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률은 13.3%인 반면, 7-10% 사이에
서는 1/4의 환자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1012% 사이에서는 50%의 환자에서, 12% 이상에서는 90% 이
상의 환자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생하였다(Fig. 2).
4. 발병 시기에 따른 대상군의 특성 및 합병증 발생 빈도
당뇨병 발병 시기에 따라 남자는 만 11세를 기준으로, 여
자는 만 10세를 기준으로 사춘기 전 발병군 및 사춘기 후 발
병군으로 나누었을 때, 현재 나이 및 남녀 성비는 두 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또한, 평균 당화혈색소 값
및 평균 중성지방 농도, 인슐린 치료법에서도 두 군 간의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미세알부민뇨 및 당뇨병성 신경병
증의 발생률도 두 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당뇨병
성 망막병증은 사춘기 후 발병군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P =0.004). 그리고,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 시
기도 사춘기 전 발병군에서 더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0.001), 성별 및 평균 당화혈색소를 통제한
경우 당뇨병의 발병 나이가 어릴수록 미세혈관 합병증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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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vascular complication frequencies (%)

Table 4.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frequencies of microvascular complication according to mean level of HbA1c in type 1 diabetes
Mean HbA1c (%)
P value
Characteristics
≤ 7.0
7.0-9.0
> 9.0
No.
30 (11.1)
127 (46.9)
114 (42.0)
Sex ratio (male/female)
1/0.36
1/1.70
1/1.71
0.001
Age (yr)
21.2 ± 5.5 (12.5-34.7)
21.2 ± 5.4 (10.4-34.8)
21.9 ± 5.8 (11.3-39.8)
0.061
Age at onset (yr)
8.3 ± 3.7 (2.4-15.1)
8.8 ± 3.9 (0.5-16.0)
9.0 ± 4.0 (1.0-17.3)
0.610
Duration (yr)
12.9 ± 5.1 (4.0-25.0)
12.4 ± 5.4 (2.0-27.0)
13.8 ± 5.6 (2.0-27.0)
0.126
Mean triglyceride (mg/dL)
89.5 ± 36.4 (37.0-128.0)
86.5 ± 42.8 (43.0-188.0)
88.5 ± 44.8 (39.0-384.0)
0.906
Insulin regimen
0.019
Conventional therapy
14
84
84
Intensive therapy
16
43
30
Microvascular complication
Microalbuminuria
1 (3.3)
8 (6.3)
30 (26.3)
< 0.0001
Retinopathy
0 (0.0)
8 (6.3)
27 (23.7)
< 0.001
Neuropathy
3 (10.0)
7 (5.5)
27 (23.7)
< 0.001
Age at complication onset (yr)
21.8 ± 8.0 (12.4-33.5)
21.1 ± 6.7 (9.8-32.2)
22.1 ± 5.2 (10.6-32.0)
0.779
Duration until complication onset (yr)
14.8 ± 5.8 (3.6-23.2)
12.3 ± 7.0 (1.3-25.4)
12.5 ± 5.1 (0.9-23.5)
0.71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range) or number (%).
100.0

93.0

90.0

80.0
59.0

60.0
48.0
40.0
25.0

21.1
20.0

14.3

13.3

0.0
<7

7-8

8-9

9-10

10-11

11-12

12-13

13

HbA1c

Fig. 2. Frequencies of microvascular complications according to hba1c in type 1
diabetes.

빨리 발생하였다(r =0.422, P <0.001). 당뇨병 발병 이후부
터 합병증 발생까지의 유병기간은 두 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250).
5. 미세혈관 합병증의 누적 발생률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생한 가장 어린 연령은 10.6세였으
며, 미세알부민뇨가 발생하였다. 이 환자의 당뇨병 발병 나
이는 1.3세였고, 합병증이 발생하기까지의 당뇨병 유병 기
간은 9.3년이었으며, 평균 당화혈색소는 11.3%였다. 발병
후 가장 짧은 기간에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당뇨
병 발병 후 1.3년 만에 미세알부민뇨가 발생하였으며, 발병
시 나이는 14.6세, 합병증 발생 나이는 15.9세였고, 평균 당
화혈색소는 14.3% 였다. 연령에 따른 미세혈관 합병증의 누
적 발생률을 보면, 10세 이전까지는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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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frequencies of microvascular complication according to onset of diabetes before or after puberty
in type 1 diabetes
P value
Characteristics
Pre-pubertal onset
Post-pubertal onset
No.
164 (60.5)
107 (39.5)
Sex ratio (male/female)
1:1.31
1:1.68
0.334
Age (yr)
21.4 ± 5.6 (10.4-36.1)
22.7 ± 6.0 (14.3-39.8)
0.065
Age at onset (yr)
6.3 ± 2.8 (0.5-10.8)
12.6 ± 1.5 (10.0-17.3)
< 0.001
Duration (yr)
14.1 ± 5.2 (3.0-27.0)
11.5 ± 5.5 (2.0-27.0)
< 0.001
Mean HbA1c (%)
8.9 ± 2.0 (5.8-22.0)
9.3 ± 2.3 (6.5-19.3)
0.159
Mean triglyceride (mg/dL)
86.6 ± 44.3 (37.0-384.0)
89.2 ± 40.7 (39.0-261.0)
0.630
Insulin regimen
0.763
Conventional therapy
109
73
Intensive therapy
55
34
Microvascular complication
Microalbuminuria
24 (14.6)
15 (14.0)
0.888
Retinopathy
13 (7.9)
22 (20.6)
0.004
Neuropathy
24 (14.6)
13 (12.1)
0.560
Age at complication onset (yr)
19.7 ± 5.5 (9.8-33.5)
24.3 ± 5.4 (13.1-32.2)
< 0.001
Duration until complication onset (yr)
12.9 ± 5.9 (2.5-25.4)
11.5 ± 5.2 (0.9-21.3)
0.250

Cumulative incidence

Cumulative incidenc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range) or number (%). The criteria for the onset of puberty: age at 11 in male; age at 10 in female.

Age of microvascular complication in years

Years since Diagnosis of DM

Fig. 3. Cumulative incidence of developing microvascular complication by age in
type 1 diabetes.

Fig. 4. Cumulative incidence of developing microvascular complication by duration
of diabetes mellitus (DM) in type 1 diabetes.

생이 없다가 11세에1%, 16세에 8%의 누적 발생률을 보이
고, 이후 해마다 약 3-4%씩 상승하여 22세에는 25%의 누적
발생률을 보였으며, 28세에는 50%의 누적 발생률을 보였다
(Fig. 3). 당뇨병의 유병기간에 따른 미세혈관 합병증의 누적
발생률을 보면, 유병기간 1.3년 만에 첫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
생하였고, 유병기간 5년에 3%, 8년에 9%였으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0년에 18%, 13년에 29%의 누적 발생률을 보였고,
19.1년에는 50%의 누적 발생률을 보였다(Fig. 4).

자들의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당뇨병 발병 25년간의 누적 발생률이 40-53%
였으며18-20), 당뇨병성 신증은 35% 였던19) 반면, 1980년대에
1형 당뇨병이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DCCT)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형 당뇨병 환자들의 25년간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누적 발
생률은 30%, 당뇨병성 신증의 누적 발생률은 12%로 감소
하였다21).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총 27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평균 13.1년간의 유병기간 동
안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 빈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미
세알부민뇨는 14.4%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지속적 미
세알부민뇨는 7.0%에서 발생하였으며, 현성 단백뇨까지 진

Discussion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1형 당뇨병이 발생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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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환자는 4.4% 였으며,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12.9%, 당
뇨병성 신경병증은 13.7%에서 발생하였다. 국내의 다른 연
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10년 전 1형 당뇨병 환자 72명(평균
유병기간 8.4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미세알부민뇨의 발생
빈도를 조사한 연구에서12) 미세알부민뇨가 41.7%에서, 지
속적 미세알부민뇨가 26.4%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슷한 시기에 29명의 1형 당뇨병 환자(평균 유병기간 8.0
년)을 대상으로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 빈도를 조사한 연
구에서는13) 미세알부민뇨는 24.1%에서, 당뇨병성 망막병
증은 10.3%, 당뇨병성 신경병증는 17.2%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미세혈관 합병증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
는 국내의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률도 세계적인 추세를 반
영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률이 감
소하는 이유를 DCCT연구자들은 고전적 치료법에서 적극적
치료법으로의 변화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다21). 적극적 치료
법을 통해 보다 철저히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 모두 고전적 치료
법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했으나, 고전적 치료법의 비
율이 미세혈관 합병증군에서 더 높았고, 평균 당화혈색소 수
치도 고전적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적극적 치료
법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에 비해 더 높았다. 또한, 10년간
의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로 7%미만과 7-9%, 9% 이상인 세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에도, 7% 미만인 그룹에서 7-9%, 9%
이상인 두 그룹보다 적극적 치료법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같이 적극적
치료법이 평균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
인 관점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인자 중, 장기
간의 고혈당이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 및 진행에 가장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따라서 혈당 조
절의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현재 당화혈색소 농도를 측정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들의 10년 동안의
평균 당화혈색소 값을 조사하였는데, 미세혈관 합병증군에
서 당화혈색소의 평균이 대조군에 비해 더 높았고, 평균 당
화혈색소 값이 7% 미만인 군과 7-9% 사이인 군, 9% 이상인
군으로 나누었을 때에도, 7% 미만인 군에서 합병증 발생률
이 가장 낮았다. 10년 동안의 평균 당화혈색소를 7% 이하부
터 1% 단위로 나누어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 빈도를 살펴
보면, 당화혈색소가 7% 미만인 경우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
생률은 약 1/8인 반면, 7-10% 사이에서는 1/4의 환자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10-12% 사이에서는 1/2의
환자에서, 12% 이상에서는 90% 이상의 환자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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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장기적인 고혈당이 어떻게 미세혈관, 특히 망막이
나 사구체 간질, 말초 신경 세포에 손상을 주는지에 대해 아
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망막 모세혈관의 내피세포 및 사구체의 혈관사이세포, 말
초 신경의 슈반세포는 다른 세포들에 비해 고혈당에 취약한
데, 그 이유는 다른 세포들에 비해 글루코스의 세포 내 이동
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여, 세포 내 고혈당을 유발하기 때
문이다22). 이렇게 유발된 세포 내 고혈당은 당분해 효소인
glyceraldehydes-3-phosphate dehydrogenase (GADPH)
의 활성을 감소시켜 글루코스의 이화작용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수송 사슬에서 활성 산소가 다량
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세포 기능 장애나 세포 고사가 발생
한다. 내피 세포의 기능 장애나 고사는 백혈구의 응집 및 싸
이토카인의 분비를 유발하고, 결국 혈관 내 염증 및 폐색, 혈
관 투과도의 증가로 신생 혈관이 생기게 되면서 미세혈관 합
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22, 23). 이러한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 과정 중 중간 단계를 차단하여 합병증 발생을 억제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아직 임상적으로 응용하기에 미흡하다. 따
라서, 현재로서는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는 것이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선이다.
하지만, 장기간의 고혈당이나 높은 당화혈색소만이 미세
혈관 합병증의 위험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 당화혈색소가 남자에서 8.8±2.2%,
여자에서 9.2±2.1%로(P =0.096)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여자에서 더 높았고, 당뇨병의 유병기간도 남자
에서 13.2±5.5년, 여자에서 12.9±5.5년으로(P =0.684) 성
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세알부민
뇨 발생이 남자에서 더 높았고, 여자보다 남자에서 미세알부
민뇨 발생 위험이 4.29배 더 높았다. 평균 20년의 당뇨병 유
병기간을 가진 1형 당뇨병 환자들 6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른 연구에서도 미세알부민뇨의 유병률이 본 연구결과처
럼 여자보다 남자에서 약 3배 정도 높았으며24), 당뇨병성 신
증도 여자에 비해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3). 또한, 27,805명의 1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당
뇨병성 신증의 위험인자를 조사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남성
이 당뇨병성 신증의 위험인자로 나타났다25). 따라서, 이전
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장기간의 당뇨병 유병기
간 동안에는 미세알부민뇨나 당뇨병성 신증이 발생할 가능
성이 여자보다 남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아마도 성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표적
인 성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 및 테스토스테론의 대부분은
성호르몬 결합글로불린(sex hormone-binding globulin,
SHBG)와 가역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글로블린과 결
합되어 있지 않은 2-3%의 성호르몬 만이 생물학적으로 활
성도를 가지고 있다26). 이 성호르몬 결합글로불린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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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라디올보다 테스토스테론에 더 결합력이 강한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27), 성호르몬 결합글로불린의 농도가 높으
면 성호르몬과의 결합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호르몬의 활
성도가 낮아진다. 1형 당뇨병 환자 중 남성에서 이러한 성
호르몬 결합글로불린의 농도가 감소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
가 있었으며28), 미세알부민뇨가 있는 1형 당뇨병 환자들의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측정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세알부
민뇨가 있는 1형 당뇨병 여성에서 미세알부민뇨가 없는 환
자들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농도 및 안드로젠 자유지표(free
androgen index, FAI)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 또한, 당
뇨병성 신증의 초기 단계에서 고혈당이 신장 혈류역학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남성에서는 신장 혈
류의 변화가 없지만, 여성에서는 신장 혈류가 감소하고, 신
장 혈관 저항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이는 고혈당
에 노출되었을 때 여성에서는 신장 혈류 감소 및 혈관 저항
성의 감소로 당뇨병성 신증으로의 진행을 방어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확한 기전은 알 수 없지만, 테스토스테론 혹은 안드로젠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세알부민뇨 혹은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 및 진행에 위험인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형 당뇨병 환자 334명을 대상으로 당뇨병성 망막
병증의 발생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당뇨병 유병기
간, 높은 당화혈색소, 고혈압, 당뇨병성 신증이 당뇨병성 망
막병증의 위험인자이나, 성별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31). 또한, 25년간 1형 당뇨병 환
자를 추적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오히려 여성에서 증식성 당
뇨병성 망막병증을 더 잘 진행한다고 하였으며, 당뇨병성 망
막병증의 발생 및 진행에는 성별보다는 당뇨병성 신증 및 고
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32). 본
연구에서도 당뇨병성 망막병증에서는 성별의 차이를 나타
내지 않고 있고, 35명의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환자 중 13명
(37.1%)에서 미세알부민뇨를 동반하고 있으며, 그 중 11명
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보다 미세알부민뇨가 선행하기 때
문에, 성별보다는 미세알부민뇨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발
생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Romero 등이
112명의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미세알부민뇨 발생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한 연구에서도 미세
알부민뇨와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상관관계가 있다
는 비슷한 결과를 얻은바 있다31). 하지만, 미세알부민뇨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독립된 위험인자인지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며, 그 보다는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더 중요한 위험
인자로 생각된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당뇨병
성 망막병증 및 신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에 대해서는 본 연
구에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10년간의 기
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각 환

자들의 혈압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혈압이 미세혈관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검토 및 연구
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춘기 또한 미세혈관 합병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나이에 따른 미세혈관 합병증의 누적 발생률을 살
펴보면, 만 10세 이전에는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
다가, 10세 이후부터 미세혈관 합병증의 누적 발생률이 급
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사춘기 이전에 미세혈관 합병증이 거
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
인다8, 33, 34). 물론 사춘기 전 단계에서는 당뇨병의 유병기간
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이 적을 수 있
지만, 본 연구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생한 가장 짧은 유
병기간이 1.3년이고, 사춘기 시기에(15.9세, 남아) 미세혈
관 합병증이 발생한 반면, 사춘기 전 단계에 당뇨병이 발병
한 환자들의 평균 발병 나이가 6.3세임에도 사춘기 전에 당
뇨병의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볼 때,
사춘기가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
각된다. 사춘기가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아마도 사춘기 시기에 인슐린 작용의 감수성이 떨어
지면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35), 당
화혈색소라는 위험인자를 배제하고도 사춘기가 미세혈관
합병증의 위험을 3배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8), 혈
당 조절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
련된 연구로 1형 당뇨병 들쥐를 거세시킨 뒤 미세혈관 합병
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혈관 투과도 및 폴리올(polyol)
의 대사를 측정한 결과, 혈관 투과도 감소 및 폴리올의 대사
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다36). 즉, 사춘기에 급격히 증
가하는 성호르몬이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밖에 당뇨병의 유병기간도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쳐, 유병기간이 길수록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
이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도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5년인 경
우 3%의 환자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8년에
는 9%,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10년에 18%, 19.1년에는
50%의 누적 발생률을 보였다. 또한, 10년간의 평균 당화혈
색소가 7% 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생
한 환자는 총 4명이었는데,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생하기까
지의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었던 점으로 볼
때, 적절한 혈당 조절 외에도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미세혈
관 합병증 발생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합병증이 발생하는 연령도 만 11세부터 시작하여 만 16세에
는 8%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만 22세에서는
4명 중 1명에서, 만 28세에서는 2명 중 1명에서 미세혈관 합
병증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8년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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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혹은 실제 나이가 만 16세가 넘는 경우에는 10명 중
1명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다
먼저 미세혈관 합병증에 대한 선별 검사가 필요하고,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춘기 혹은 성호르몬도 미세혈관 합
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1형 당뇨병 환자들에서 사춘
기 연령 혹은 당뇨병 유병기간이 5년이 넘는 환자들에게는
미세혈관 합병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한편,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질대사이상도 당뇨병성 만
성합병증의 위험인자로 추측되고 있다. 1형 당뇨병 환자에
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당화혈색소가 높은 환자들
은 중성지방이나 총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질 단백질의 농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37, 38),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
던 환자들을 집중 관리하여 철저히 조절하게 한 뒤 중성지방
및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9). 또한
DCCT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성지방 및 총 콜레스테롤, 저
밀도 지질 단백질의 농도와 미세알부민뇨가 연관이 있으며
40)
, 당뇨병성 망막병증 심각성의 정도도 중성지방의 농도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41). 본 연구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들
의 최근 10년 동안의 중성지방 농도를 조사하여 미세혈관 합
병증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성지방
의 농도와 미세혈관 합병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본 연구의 대상 환자들 중, 고중성지방혈
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2.2% 밖에 없었고, 연령이 평균 21.9
세로 다른 연구들에 비해 젊기 때문에, 지질대사이상의 유병
률이 확률적으로 낮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결론을 짓기 보다는 향후 좀 더 장기
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1형 당뇨병 환자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
생률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지속적인 고
혈당, 성별, 사춘기, 당뇨병의 유병기간 등이 미세혈관 합병
증의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고전적 치료법보다는 적극적
인슐린 치료법을 통해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여 합병증을 예
방하는 노력을 할 뿐 아니라, 사춘기 연령 혹은 당뇨병의 유
병기간이 5년을 넘은 환자들에게 미세혈관 합병증의 선별검
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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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환자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 빈도와 위험 인자
권아름1 · 이 슬1 · 채현욱1 · 김덕희2 · 김호성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과학교실1, 소화아동병원2

목적: 본 연구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 빈도와 이와 관련된 인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는 환자들 중, 만 10세가 넘고 당뇨병 유병기간이 적어도
2년이 넘는, 총 271명의 1형 당뇨병 환자(남자 111명, 여자 160명, 평균 나이 21.9±5.8세)를 대상으로 당뇨병성 신
증, 망막병증, 신경병증의 세가지 미세혈관 합병증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결과: 미세혈관 합병증은 전체 271명 중 83명(30.6%)에서 발생하였다. 미세알부민뇨는 39명(14.4%)에서, 지속성 미
세알부민뇨는 31명(11.4%)에서 발생하였으며, 단백뇨는 12명(4.4%)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35
명(12.9%)의 환자에서, 신경병증은 39명(13.7%)의 환자에서 발생하였다. 10년 동안의 평균 당화혈색소는 미세혈관
합병증이 있는 군에서 합병증이 없는 군 보다 더 높았다(10.5±2.8% vs. 8.4±1.4%). 또한 인슐린 치료법 중 적극적
치료법의 비율은 미세혈관 합병증이 없는 군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이 있는 군보다 더 높았다. 미세알부민뇨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으나,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나 신경병증에서는 성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춘기
및 당뇨병의 유병기간도 미세혈관 합병증의 위험인자로 생각된다.
결론: 1형 당뇨병 환자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률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고혈당뿐만 아
니라 성별, 사춘기, 당뇨병의 유병기간도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과 연관된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적극적 인슐린 치료법
을 통해 철저히 혈당을 관리하고, 사춘기 연령이거나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5년이 넘는 환자에서는 미세혈관 합병증에
대한 정기적인 선별검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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