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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명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신 투고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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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의 논문에 관심을 가지고 독자투고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

니다. 투고자께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3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를 근거로 해서 당뇨병 환자의 관리에 있어 대장암 

조기 검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

재 50세 이상의 무증상 성인에서 대장암과 대장선종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로는 5년마다 연성 S자결장내시경검사, 대장이중조영술검

사, CT 대장조영술 또는 10년 마다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는 것이 권

고되고 있습니다[1]. 이 가이드라인에서 대장암 또는 선종성 용종의 

가족력이 있는 위험 증가군의 경우에는 40세에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50세 미만의 대상자 중 당뇨

병 환자는 54명 중 3명(5.6%)이 대장암이었고 비교군은 247명 중 1명

(0.4%)이 대장암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019)가 있

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위험 증가군에 포함하여 40세부터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의 결과만

으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변경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

서 전향적이고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무증상 당뇨병 환자에서 대장암의 선별검사

를 위해 50세가 되면 적극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권유하고 증상

이 있다면 그 이전부터 권유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진단 당시 대장암의 병기나 악성도의 정도가 당뇨

병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대장

암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상당수가 수술을 같은 기관에서 시행하지 

않아 대장암의 병기나 악성도는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슐린 사용 기간과의 대장암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

해서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으나 투고자의 지적처럼 향후 연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