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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보고 =

건강 검진을 위해 내원한 50세 이상 한국 성인에서
유리체망막 질환의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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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안과학교실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2

목적: 건강 검진을 위해 내원한 50세 이상의 한국 성인에서 유리체망막 질환의 유병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50세 이상의 성인 11,180명의 안저
사진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리체망막 질환의 유병률을 2005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직접표준화법으로 연령 및 성별을 보정하여
산출하였다.
결과: 유리체망막 질환의 연령 성별 보정 후 유병률은 9.9%였다. 유리체망막 질환의 유병률은 유의하게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였으나
(p=0.000),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0.553). 가장 흔한 유리체망막 질환은 나이관련황반변성으로 연령 성별 보정 후 유병률은 5.2%
였다. 다음으로 흔한 질환은 망막앞막, 망막정맥폐쇄, 당뇨망막병증 순이었으며, 각각의 유병률은 1.5%, 1.1%, 0.9%였다.
결론: 유리체망막 질환의 유병률은 9.9%로 유리체망막 질환은 한국에서 주요 안 질환 중 하나로 생각된다.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와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 속도를 생각할 때 유리체망막 질환의 역학과 예방에 대한 연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안과학회지 2009:50(11):1645-1651>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점차

대상과 방법

선진화되면서 유리체망막 질환에 의한 실명의 비율이 증가
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실명의 원인 질환 중 망막 질환이 차지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

하는 비율은 1960년대에는 11%였으나, 1980년대에는 15%

센터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수검자 62,394명 중 50세 이상의

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1

성인 수검자 11,9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리체망막 질환의 유병률에 대한 여러 역학조사에 의하면,

수검자들의 안저사진은 화각이 45도인 무산동 디지털 안

세계적으로 유리체망막 질환이 실명 및 시력 저하의 주요한

저사진기(CR6-45NM; Canon Inc, Tokyo, Japan)를 사용

2-4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유병률은 질환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하여 황반과 시신경유두를 중심으로 양안 모두 촬영하였다.

예방 및 치료, 재활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이

이 사진들을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고, 유병 분포는 나라 및 인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

(PACS; PiViewSTAR, INFINITT, Seoul, Korea)을 이용

을 대상으로 한 유리체망막 질환에 대한 역학 조사가 매우

하여 저장하였다. 이 중 검사를 거부하거나 안저사진의 질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 1~12월 동안 강북

판독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727명(6.1%)을 제외한 11,180명

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수진한 11,907명의 50세 이상

(93.9%)의 수검자 안저사진을 2명의 안과 전공의가 판독

성인을 대상으로 무산동 디지털 안저사진기로 촬영된 안저

하였다. 그 후 한명의 망막 전문의가 전체 안저사진을 다시

사진을 검토하여 유리체망막 질환의 유병률을 알아보고자

판독하였으며 나이관련황반변성이 의심되는 경우와 안저사진

하였다.

판독이 애매한 경우 2명의 망막 전문의가 함께 판독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나이관련황반변성과 당뇨망막병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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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유리체망막 질환의 유병률을 분석하였다.
나이관련황반변성의 정의는 The international ARM (Age
Related Maculopathy) epidemiological study group에 의한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and grading system for agerelated maculopathy an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5

* 본 논문의 요지는 2008년 대한안과학회 제100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 이 논문은 2008년도 삼성생명과학연구소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C-A9-310-1)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을 참고하였다. 초기 나이관련황반변성은 망막색소상피의
이상을 동반하거나 125 μm 이상의 큰 연성 드루젠을 가지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중심와에 위치한 중간 크기 이상의 경성

www.ophthalmology.org

1645

- 대한안과학회지 2009년 제 50 권 제 11 호 -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of vitreoretinal disease in the study population

Age, y
50~59
60~69
70~
Total
Sex
M
F
Total
*
CI=confidence interval.

Participants, No.

Eyes, No.

Prevalence, %
(95% CI*)

Relative
prevlaence

7627
3016
537
11,180

321
338
87
746

4.2 (3.7~4.7)
11.2 (10.1~12.3)
16.2 (13.1~19.3)
6.7 (6.2~7.2)

1.0
2.7
3.9

6276
4904
11,180

411
335
746

6.5 (5.9~7.1)
6.8 (6.1~7.5)
6.7 (6.2~7.2)

1.0
1.0

Table 2. Age- and sex-adjusted prevalence of vitreoretinal diseases in the study population
Disease
Eyes, No.
Age- and sex-adjusted prevalence, %
335
5.2
AMD*
Early AMD
314
4.8
Late AMD
21
0.4
Exudative AMD
11
0.2
115
1.5
ERM†
87
1.1
Retinal vein occlusion
86
0.9
DR‡
35
0.4
Asteroid hyalosis
29
0.4
Pathologic myopia
19
0.2
Retinal hemorrhage
23
0.1
Retinal degeneration
17
0.2
Others
*
AMD=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 ERM=epiretinal membrane; ‡ DR=diabetic retinopathy.

드루젠도 초기 나이관련황반변성에 포함하였다. 후기 나이

으로 하여 정의하였으며,10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나, 폐쇄된

관련황반변성은 삼출성 나이관련황반변성이 있거나 지도모양

정맥의 정점에서 동정맥 교차에 의한 망막 구역에 한정되어

위축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지는 경우는 망막분지정맥폐쇄로 생각하였다.

당뇨는 The new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

통계분석은 SPSS 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criteria를 바탕으로 당뇨를 진단 받은 과거력이 있거나, 건

사용하였으며, 유병률의 산출은 200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강검진 결과에서 공복혈당(fasting plasma glucose)이 7.0

2005년 주민등록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직접표준화법을 사용

mmol/l (126 mg/dl) 이상인 경우를 당뇨 환자로 정의하였

하여 연령 및 성별을 보정하였다. 각 질환의 연령 및 성별에

6

다. 당뇨 환자 중에 ETDRS에서 사용한 modified Airlie House

따른 차이는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유의

classification을 참고하여 미세혈관류, 망막출혈, 경성삼출물,

수준은 p<0.05로 정의하였다.

면화반, 망막내미세혈관이상, 염주정맥, 정맥고리 등이 있는
경우를 당뇨망막병증으로 정의하였다.7 망막이나 시신경 유두

결

과

에 신생혈관이 있거나, 범망막광응고의 흉터가 있는 증식당뇨
총 연구 대상자는 50세 이상의 성인 총 11,180명이었다.

망막병증도 당뇨망막병증에 포함하였다.
망막앞막은 망막 앞 세포의 얇은 층 때문에 생기는 초기의

이중 61.8%가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28.1

셀로판 황반 반사와 표면의 망막 주름과 당김을 동반하는

%는 중소도시에, 10.1%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참여자

두꺼운 막 때문에 생기는 후기의 황반 앞 섬유증을 포함하

중 남자가 6276명, 여자가 4904명으로 56.1%가 남자였다.

8,9

평균 연령은 57.3±6.4세(50세~92세)이었으며, 남자의 평균

였다.

망막정맥폐쇄는 망막중심정맥폐쇄와 망막분지정맥폐쇄를
모두 포함하였다. 망막중심정맥폐쇄는 망막부종, 시신경유
두의 충혈 또는 부종, 망막정맥의 확장, 망막 출혈 등을 특징
1646

연령은 57.1±6.4세(50세~88세), 여자의 평균 연령은 57.6
±6.3세(50세~92세)이었다.
50세 이상의 한국 성인에서 유리체망막 질환의 연령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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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valence of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 in the study population by age and sex
AMD*
Eyes

Prevalence, %

Early AMD
Relative
prevalence

Age, y
50~59
142
1.9
1.0
60~69
151
5.0
2.6
42
7.8
4.1
70~
Total
335
3.0
Sex
M
191
3.0
1.0
F
144
2.9
1.0
Total
335
3.0
*
AMD=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Eyes

Late AMD

Relative
Prevalence, %
prevalence

Eyes

Prevalence, %

Relative
prevalence

137
140
37
314

1.8
4.6
6.9

1.0
2.6
3.8

5
11
5
21

0.1
0.4
0.9
0.2

1.0
4.0
9.0

178
136
314

2.8
2.8
2.8

1.0
1.0

13
8
21

0.2
0.2
0.2

1.0
1.0

Table 4. Prevalence of epiretinal membrane (ERM), retinal vein occlusion, and diabetic retinopathy (DR) in the
study population by age and sex
*

ERM
Eyes

Prevalence, %

Relative
prevalence

Retinal vein occlusion
Relative
Eyes Prevalence, %
prevalence

Age, y
50~59
49
0.6
1.0
35
60~69
52
1.7
2.8
41
70~
14
2.6
4.3
11
Total
115
1.0
87
Sex
M
46
0.7
1.0
50
F
69
1.4
2.0
37
Total
115
1.0
87
*
ERM=epiretinal membrane; † DR=diabetic retinopathy.

†

DR
Eyes

Prevalence, %

Relative
prevalence

0.5
1.4.
2.0
0.8

1.0
2.8
4.0

35
41
10
86

0.5
1.4
1.9
0.8

1.0
2.8
3.8

0.8
0.8
0.8

1.0
1.0

55
31
86

0.9
0.6
0.8

1.0
0.7

보정 후 유병률은 9.9%였다. 유리체망막 질환의 유병률은

하였으나(각각, p=0.000, p=0.000, p=0.000), 성별에 따른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였으나(p=

차이는 없었다(각각, p=0.742, p=0.842, p=0.594). 나이

0.000),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0.553)(Table 1).

관련황반변성의 유병률은 50~59세에서 1.9%, 60~69세에서

유리체망막 질환의 질환별 유병률은 Table 2와 같았다.

5.0%, 70세 이상에서 7.8%였으며, 초기 나이관련황반변성의

가장 흔한 유리체망막 질환은 나이관련황반변성으로 연령

유병률은 50~59세에서 1.8%, 60~69세에서 4.6%, 70세 이

성별 보정 후 유병률은 5.2%였으며, 초기 나이관련황반변성

상에서 6.9%, 후기 나이관련황반변성의 유병률은 50~59세

의 연령 성별 보정 후 유병률은 4.8%, 후기 나이관련황반변

에서 0.1%, 60~69세에서 0.4%, 70세 이상에서 0.9%였다

성의 연령 성별 보정 후 유병률은 0.4%였다. 삼출성 나이관련

(Table 3). 성별에 따른 나이관련황반변성의 유병률은 Table

황반변성의 연령 성별 보정 후 유병률은 0.2%였다. 다음으로

3과 같았다.

흔한 질환은 망막앞막이었으며, 망막중심정맥폐쇄 및 망막

망막앞막 및 당뇨망막병증, 망막정맥폐쇄의 나이와 성별에

분지정맥폐쇄를 포함한 망막정맥폐쇄와 당뇨망막병증이 그

따른 유병률은 Table 4와 같았다. 망막앞막 및 망막정맥폐쇄,

뒤를 이었다. 망막앞막, 망막정맥폐쇄, 당뇨망막병증의 연령

당뇨망막병증,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이가 많을수

성별 보정 후 유병률은 각각 1.5%, 1.1%, 0.9%였다. 특히

록 유병률이 높았다(각각, p=0.000, p=0.000, p=0.000).

당뇨 환자 중에서 당뇨망막병증을 가지는 경우는 9.0%였다.

망막정맥폐쇄 및 당뇨망막병증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

기타 질환으로는 황반원공(5명), 망막변성(5명), 고혈압망막

으나(각각, p=0.801 p=0.142), 망막앞막은 통계학적으로

병증(3명), 눈톡소플라스마의증(2명), 시신경위축(1명), 망막

유의하게 여성에서 많이 나타났다(p=0.000).

색소변성(1명) 등이 있었다.
나이관련황반변성의 유병률과 초기 및 후기로 나누어 알아
본 유병률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
www.ophthalmolog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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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없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흡연율이 자가 작성을 바탕

찰

으로 해서 실제 흡연율 보다 낮게 측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본 연구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위해 방문한 50세 이상의

된다. 본 연구에서 흡연율은 13%로 제 3기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 성인에서 유리체망막 질환의 연령 성별 보정 후 유병률

에서 알려진 한국 성인의 실제 흡연율 34%와 차이가 있었다.

은 9.9%였다. 이는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

낮게 측정된 흡연율로 인해 나이관련황반변성에 대한 흡연의

의 The Aravind Comprehensive Eye Study나 The Tehran

효과가 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ye Study보다는 낮았으나,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사람을 대상

본 연구에서 알려진 망막앞막의 연령 성별 보정 후 유병률

으로 한 The Los Angeles Latino Eye Study 보다는 높았다.

은 1.5%로 앞선 연구에서 알려진 망막앞막의 유병률 보다

The Aravind Comprehensive Eye Study에서 40세 이상의

낮았다.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망막앞막의 유병

3
성인의 유리체망막 질환 유병률은 10.8%였다. The Tehran

률은 서양인 및 라틴아메리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Eye Study에서 전 연령에 대한 유리체망막 질환의 유병률은

낮았다.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Beaver Dam Eye Study에서

8.56%였으며, 40세 이상의 성인에서의 유리체망막 질환의

는 11.8%,17 Blue Mountains Eye Study에서는 7%,9 Visual

4

18

유병률은 21.02%였다. The Los Angeles Latino Eye Study

Impairment Project Study에서는 6.0%였으며, 미국에 거

에서 당뇨가 없는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망막병증의 유병률

주하는 라틴아메리카 사람을 대상으로 한 Los Angeles Latino

은 6.6%였다.

Eye Study에서는 이보다 높아 18.5%였다.19 이에 반해, 아시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유리체망막 질환

아인을 대상으로 한 Hisayama Study에서는 4.0%,20 Beijing

의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Eye Study에서는 2.2%였다.21 하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Singa-

차이는 없었다.

pore Malay Eye Study와 Funagata Study에서는 유병률이

50세 이상의 한국 성인에서 가장 흔한 유리체망막 질환은

각각 7.9%와 5.44%로 서양의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22,23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이관련황반변성으로 나타났다.

았다.

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Nwosu의 연구와 Oluleye et al의

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에서 나이관련황반변성이 가장 흔한 유리체망막 질환이

실제 망막앞막의 유병률이 인종간의 차이가 있는지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망막앞막의 유병률은 나이와

었으며,2,11 The Aravind Comprehensive Eye Study와 The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Tehran Eye Study에서도 나이관련황반변성이 가장 흔한 유리

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망막앞막이

3,4

9,17-23

본 연구에서도 나이가 증가

남자보다 여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았는데, Los

체망막 질환이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50세 이상의 한국 성인에서 나이관련

Angeles Latino Eye Study와 Singapore Malay Eye Study

황반변성의 연령 성별 보정 후 유병률은 5.2%로 앞선 아시아

에서도 여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았으며,19,22

에서의 연구와 비슷하였다.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Beijing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9,20,23

Eye Study와 Singapore Malay Eye Study에서 유병률은 각각
12,13

5.4%, 5.7%였으며,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Funagata
14

본 연구에서 중심망막정맥폐쇄와 분지망막정맥폐쇄를 포함
한 망막정맥폐쇄의 연령 성별 보정 후 유병률은 1.1%로 이전

Study에서 유병률은 4.9%였다. 이전의 여러 연구와 마찬

의 연구들과 비슷하였다. 백인을 대상으로 한 Blue Mountains

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나이관련황반변성은 연령과 밀접한 관계

Eye Study에서는 1.6%,

12,14-16

10

24

0.8%였으며,

가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후기 나이관련황반변성의 성별 연령 보정 후 유병률은 0.4%
로, 아시아 국가에서의 유병률과 비슷하였으나, 서양에서의

Beaver Dam Eye Study에서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Beijing Eye Study

25

에서는 1.3%, Singapore Malay Eye Study에서는 0.7%의
유병률을 보였다.26

유병률 보다는 낮았다. 서양에 비해 아시아에서 후기 나이관련

이전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망막정맥폐쇄의 유병률은 연령

황반변성의 유병률이 낮은 이유로 유전 및 환경적인 요인이

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없었다.

사료된다.

드물다고 알려져 있으며,10,24 본 연구에서는 양안을 침범한

Funagata Study에서는 서양의 연구와는 다르게 후기 나이

10,24-26

망막정맥폐쇄는 많은 연구에서 양안의 침범이

경우는 한 경우도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분지망막
10,24

관련황반변성이 남성에서 더 호발하며, 그 원인으로 일본에서

정맥폐쇄가 상이측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남성의 흡연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일본과

연구에서도 상이측에 병변이 있는 경우가 67.1%로 비슷한

마찬가지로 남성의 흡연율이 높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

결과를 보였다.

에서 후기 나이관련황반변성의 유병률에 있어서 남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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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로 이전의 서양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의 유병률 보다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생각

낮았고, 아시아에서의 유병률과 비슷하였다. 서양에서 이루어

해 볼 때, 나이관련황반변성을 포함한 유리체망막 질환의 유병

진 The Blue Mountains Eye Study에서 당뇨망막병증의 유병

률은 향후 더 증가할 것이다.

27

률은 2.3%였고, 이탈리아의 Giuffrè et al의 연구에서 유병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서 첫째, 일개 대학병원 종합건강검진

률은 4.4%였으며,28 미국의 The Eye Diseases Prevalence

센터 수진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이 부족

29

Research Group의 연구에서는 3.4%였다. 반면 아시아에서

하고 둘째, 종합건강검진을 하는 참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교육

시행된 The Aravind Comprehensive Eye Study에서의 당뇨

정도가 우월한 경향이 있어 선택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3

망막병증의 유병률은 0.5%였으며, The Tehran Eye Study
4

에서는 0.84%였다.

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국내 연령대별 총인구수를
이용하여 직접법으로 연령보정을 하였고, 선택 편견을 최소화

본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 중에서 당뇨망막병증의 유병률

하기 위해 참여자의 수를 10,000명 이상의 대규모로 포함시

은 9.0%였으며, 이는 서양은 물론 아시아의 다른 연구 보다

켰다. 셋째, 안저사진을 황반을 중심으로 한 장만 촬영하였기

도 낮았다. 서양의 The Blue Mountain Eye Study에서는

때문에 망막의 주변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다른 연구에 비해

27

28

32.4%, Giuffrè et al의 연구에서는 34.1%, The Eye Di-

진단률이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당뇨망막병증의 경우

seases Prevalence Research Group의 연구에서는 40.3%

미세혈관류, 점상출혈 등의 초기 병변이 후극부에 제한되어

29

30

였다. 아시아의 The CURES Eye Study에서는 17.6%, The
3

Aravind Comprehensive Eye Study에서는 11.4%, Narendran
31

et al의 연구에서는 26.8%,

있지 않기 때문에, 유병률 산출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규모의 한국인 성인을 대상

Dnadona et al의 연구에서는

으로 한 유리체망막 질환의 유병률을 조사한 보고이며, 각

32
22.4%, The Singapore Malay Eye Study에서는 35.0%의

질환의 유병률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경향을 이전의 다른

33

유병률을 보였다. 본 연구와 아시아의 연구를 바탕으로 볼

연구들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때 당뇨병 환자 중에서 산출한 당뇨망막병증 유병률이 아시

결론적으로, 한국의 성인에서 유리체망막 질환의 유병률은

아에서 서양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의

다른 나라와 비슷하였다.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와, 당뇨

유병률이 아시아에서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아시아

병 유병률의 증가 속도를 생각할 때, 나이관련황반변성과 당뇨

인에서도 당뇨망막병증의 유병률은 당뇨병의 유병률처럼 향후

망막병증을 포함한 유리체망막 질환이 앞으로 시력 저하 및

수년 안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도 당뇨망막병증의

실명에 중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이 되는 당뇨병의 유병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비가 필요하겠다. 향후 전국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유리

미국에서의 당뇨병 유병률은 1988~1994년에 8.2%, 1999~

체망막 질환의 유병률 및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2002년에 9.3%로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34 한국인에서의 당뇨

할 것이다.

35

병 유병률은 1997년 6.9%, 2003년에 11.7%로 급증하였다.

당뇨병의 유병률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당뇨망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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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valence of Vitreoretinal Diseases in a Screened
Korean Population 50 Years and 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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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describe the prevalence of vitreoretinal diseases in the Korean population 50 years or older at a health screening
center.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included 11,180 adults 50 years of age and older who visited the Health Promotion Center
of Kangbuk Samsung Hospital from January to December 2006. Digital images of non-mydriatic fundus photographs were examined.
We calculated the sex- and age-adjusted prevalence of vitreoretinal diseases using the direct standardized method based on the
number of resident registrations.
Results: The age- and sex-adjusted prevalence of vitreoretinal diseases in Korean adults 50 years of age and older was 9.9%.
The prevalence of vitreoretinal disease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age (P=0.000). There was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of vitreoretinal diseases (p=0.553).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was the most common vitreoretinal disease,
with an age- and sex-adjusted prevalence of 5.2%. Epiretinal membrane, retinal vein occlusion, and diabetic retinopathy were
common vitreoretinal diseases in that order, and the age- and sex-adjusted prevalences were 1.5%, 1.1%, and 0.9%, respectively.
Conclusions: The prevalence of vitreoretinal diseases in a screened Korean population 50 years and older was 9.9%. Vitreoretinal
diseases are a major ophthalmic problem in Korea. As the Korean population continues to age and the prevalence of diabetes increases,
further investigations about the epidemiology and prevention of vitreoretinal diseases are needed.
J Korean Ophthalmol Soc 2009;50(11):1645-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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