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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 성인에서 초기 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 위험 요인 연구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0년)를 이용하여-

연령관련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은 녹내장, 당

뇨망막병증과 함께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안과질환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연령관련황반변성 질환의 유병률과 발생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외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는 상대적

으로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에서 초기 연령관련황반변성질

환(이하 초기 황반변성질환 이라고 함)과 연관성이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가 단위의 대표성을 확보한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0)를 이용하

여 건강설문, 검진조사, 영양설문, 안검진 조사를 받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6,74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초기 황반변성질환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위해 χ²-test, t-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초

기 황반변성질환의 유병률을 추정하였다.

대상자의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유병률은 4.9%로 나타났으며 남성에서는

4.9%, 여성에서는 5.0%로 확인되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초기 황반변성질환

의 유병률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에서 유병률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위험도를 확인한 결과 남부지방에 비하

여 중부지방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질환 대상자중 특히 중부지방

에서는 강원지역, 남부지방에서는 대구와 전북지역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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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OR=1.10, 95% CI;1.09-1.12), 남부지방에 비해 중부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

(OR= 1.49, 95% CI;1.01-2.20)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상 체중군에 비해

저체중군에서 위험도가 약 7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DL콜레스테롤 수치

가 높을수록(OR=1.02, 95% CI;1.01-1.03) 그리고 하루 햇볕 노출 시간이 2시

간 미만 대비 2시간 이상인 군에서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위험도가 높게 나타

났다.(OR=1.73, CI;1.20-2.48). 또한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성에서는 연

령이 높을수록,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하루 햇볕 노출 시간이 길

수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고 여성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남부지방 대비 중

부지방에서,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기 황반변성질

환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일부에서 유의

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성 있는 최신의 표본조

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19세 이상 성인에서 초기 황반변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관련성을 보인 요인들이 초

기 황반변성질환에 미치는 인과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추후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 연령관련황반변성질환, 국민건강영양조사, 햇볕노출시간, 유병률,

지역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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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령관련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은 녹내장, 당

뇨망막병증과 함께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안과질환 중 하나이다. 황반은 망막

의 중심에 위치하여 시력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연령관련황반변성은

서구에서는 65세 이상의 고연령군에서 회복 불가능한 실명의 주요원인으로 알

려져 있으며(Friedman, 2004) 아시아의 노년층에서도 실명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Wong, 2006). 연령관련황반변성은 초기와 후기형이 있는데 초기

연령관련황반변성은 50세 이상에서 일어나는 변성질환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의 인구비율이 급격하게 증가

됨에 따라 노인들의 시력저하와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이 삶의 질 관련 건강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형태

가 서구화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안질환의 빈도가 과거에 비하여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2009). 이에 따라 연령관련황반변성 등

의 노인성 안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도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병원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한 환자들로부터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유병률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나(Roh, 2008) 우리나라 전국적인 규

모의 연령관련황반변성환자의 유병률과 위험요인에 대한 기초적인 역학 자료

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정흠, 2010). 2009년 국민건강영양

조사 결과 국내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초기 황반변성 발병률은 13%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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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젊은층에서도 초기 황반변성질환 환자 수가 2년 사이에 두 배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연구에서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을 알아내기

위해 대규모의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안질환의 유병률과 잠재적 위험인자들

을 밝혀내었지만 결과는 인구집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Morris, 2007).

국가별 인구집단별로 연령관련황반변성의 유전적, 환경적인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특히 대다수의 연구에서 흡연정도와 연령관련황반변성에

연관성이 있으며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에서 연령관련황반변성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Coleman, 2008).

하지만 아시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흡연정도와의 연관성 결과는

불확실하였다(Li, 2006). 흡연 외에도 연령관련황반변성의 위험요인으로 연령,

가족력, 일광노출, 항산화제 섭취여부(Klein, 2011), 교육수준(Xu, 2010), 비만

정도(Adams, 2011), 음주정도(Adams, 2012)를 포함하여 여러 요인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검진센터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령관련황반

변성에 대한 연구의 결과(Yoon, 2011)는 다른 아시아 인구집단의 연구결과

(Wong, 2006)와 비교하여 흡연, 음주정도, 가족력 등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

를 보여 다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연령에서 초기 황반변성질환과

관련된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위험요인들과

추가적인 건강, 영양, 검진자료를 고려하여 초기 황반변성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

여 한국인에서 연령관련황반변성에 대한 위험인자를 알아보는 것은 보건학적

으로 필수적인 일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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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표하는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0년)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에서 초기 황반변성질환과 관련된 여러 위험요인을 탐색하

고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성인 인구에서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유병률을 추정한다.

둘째, 우리나라 성인 인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습관, 가족력, 검진자

료, 식습관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위험도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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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16 조에 근거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해온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이하 KNHANES)의

제 5기 1차년도(2010)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검진조사, 건강

설문조사, 영양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별 건강행태, 질병유병, 영양상태

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통합조사로, 600여 보건지표를

산출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검진조사는 신체계측, 혈압 및 맥박 측정, 임상검사, 구

강검사, 폐기능검사, 흉부X-선검사, 안(눈)검사, 이비인후(귀,코,목)검사, 골밀

도 및 체지방검사(2011년 6월 이후 중단), 골관절염검사 등을 포함한다. 건강

설문조사는 질병이환, 손상,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의료이용, 흡연, 음주, 신체

활동, 비만, 안전의식 등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접조사 및 자기

기입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영양조사는 식품섭취조사, 식생활조사, 식품섭취빈

도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방법으로 진행되

었다. 안검사는 설문조사와 검진조사로 이루어지며, 설문은 안검진률, 햇볕노

출, 안질환 가족력, 녹내장 증상, 안검사(시력검사) 기관 등에 대하여 코디네이

터의 설문이 이루어지며,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초기 연령관련황반변성

질환에 대한 의사진단 및 약물치료 등에 대한 문진은 전공의에 의해 진행되었

다. 영양조사는 식이행태, 식이보충제, 영양지식, 식품안정성 등에 관한 현황

(식생활조사)과 조사 1일전 식품섭취내용(24시간 회상법)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만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63개 항목의 식품에 대한 식품섭취빈도조사를 추가

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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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2010-2012)조사 항목은 대체로 제4기(2007-2009)조사와 유사하나 일

부 응답보기로 응답이 편중되거나 대상자의 주관적 인지에 크게 좌우되는 문

항 등은 삭제되었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제5기 1차년도(2010)자료 총 조사대상자 10,938명이며, 건강설문

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중 1개 이상 참여자는 8,958명이었다. 만 19 세 이상

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건강설문, 검진조사, 영양조사, 안질환 검진 검사를

모두 받은 사람 6,74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그림1).

그림 1. 연구대상자 선정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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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본 연구에서 초기 황반변성질환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고려한 변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건강설문을 통해 조사된 변수로 연령, 성별, 지역, 주당평균근로

시간, 교육수준, 신체활동여부, 음주정도, 흡연여부, 비만유병여부, 고혈압, 뇌

졸중, 당뇨병, 안과질환 가족력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령은 만 19세 이

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은 전국 16개 시,도를 나타내었으며 교육수

준은 학력을 기준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

로 나누었다. 음주정도는 음주여부, 월평균 음주 횟수를 바탕으로 주당 섭취

횟수로 바꾸어 주 3회 초과, 주 3회 이하로 나누었다. 흡연여부는 비흡연, 과

거흡연, 현재흡연으로 나누었고 운동여부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었다.

신체계측과 혈압, 혈액검사 및 검진조사를 통해 조사된 변수로는 체질량지

수, 허리둘레, 최종 수축기 혈압, 최종 이완기 혈압,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여부, 고중성지방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여부를 선

정하였다.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은 엄격한 표준화 및 질관리에 의해 일정 교

육 및 훈련을 받은 조사자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비만유병에 대해서는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기준으로 18.5kg/㎡ 미만을 저체중, 18.5kg/

㎡ 이상 25kg/㎡ 미만을 정상, 25kg/㎡ 이상을 비만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허리둘레는 대상자가 숨을 편안히 내쉰 상태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피부에 압

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혈압은 5분간 안정을 취한 뒤 팔 둘레에 따라 적절한 혈압대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phase Ⅰ을 수축기 혈압으로 phase Ⅴ를 이완기 혈압으로 판정하

였다. 혈압측정의 경우 3회를 측정하여 2회와 3회의 평균으로 정의하였다. 영

양설문조사를 통해 콩류, 채소, 과일 섭취빈도 변수를 이용하여 하루 섭취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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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근거로 주당 섭취횟수로 변환하여 주 2회 이상, 주 2회 미만으로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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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자의 건강설문, 검진조사, 영양설문 변수 목록

변수 설명 측정방법

연령 세 건강설문

성별 남성, 여성 건강설문

지역 시,도 건강설문

주당평균근로시간 시간 건강설문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건강설문

운동여부 무, 유 건강설문

음주정도 주당섭취횟수(주 3회 초과, 주 3회 이하) 건강설문

흡연여부 비흡연, 과거흡연, 현재흡연 건강설문

비만 유병여부 저체중, 정상, 비만 건강설문

고혈압 가족력 무, 유 건강설문

뇌졸증 가족력 무, 유 건강설문

당뇨병 가족력 무, 유 건강설문

안과질환 가족력 무, 유 건강설문

체질량지수 ㎏/㎡ 신체계측

허리둘레 ㎝ 신체계측

최종 수축기 혈압 mmHg 혈압계

최종 이완기 혈압 mmHg 혈압계

중성지방 mg/dl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롤 mg/dl 혈액검사

HDL콜레스테롤 mg/dl 혈액검사

당뇨병 유병여부 정상, 공복혈당장애, 당뇨병 혈액검사

고혈압 유병여부 정상, 고혈압전단계, 고혈압 혈액검사

고중성지방혈증 유병 무, 유 혈액검사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 무, 유 혈액검사

콩류 섭취빈도 주 2회 이상, 주2회 미만 영양조사

채소 섭취빈도 주 2회 이상, 주2회 미만 영양조사

과일 섭취빈도 주 2회 이상, 주2회 미만 영양조사

하루 햇볕 노출 시간 2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안(눈)검사

초기 연령관련 황반변성질환 무, 유 안(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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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틀)

그림 2. 연구의 틀

5.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건강설문, 검진조사, 영양조사 관련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범주

형인 경우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고 연속형인 경우 평균 및 표준편차로 제

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χ²-test를 실시하였다.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단순 또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

하였고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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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을 구하였다. 기초통계분석에서 차이가 관찰된 변수들과 이전 연구결

과들에서 위험요인으로 고려된 건강설문변수, 검진조사변수, 영양변수를 독립

변수로 고려하고 초기 황반변성질환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수행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로 고려하였으며, SAS 9.2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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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배경

1. 연령관련황반변성의 정의

연령관련황반변성은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연령관련황반

변성은 초기와 후기 형의 질환으로 나뉘는데 연령관련황반변성은 후기형에 해

당하며 삼출성과 위축성으로 구분된다. 초기 연령관련황반변성은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되는 질환으로 황반에 63㎛ 이상의 연성 드루젠, 망막색소상피

에서의 과색소증이나 저색소증이 특징으로 나타난다(김규원, 2007).

2. 초기 연령관련황반변성의 진단 절차 및 기준

1) 안질환 검진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2010)에서는 만 19세 이상은 세극등 검사, 안압측

정, 무산동 안저촬영을 시행하였다. 단, IOP ≥22mmHg 또는 안저검사상 녹

내장이 의심되는 경우는 시야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또한 안검사를 위해

병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당뇨병이 있거나 Random blood sugar 결

과가 200mg/dL이상인 경우, 무산동 안저촬영에서 당뇨망막병증이 의심되는

경우등은 산동 후 망막검사를 실시하였다.

2) 안저 검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2010)에서는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 인구에서는 무

산동 안저사진을 찍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신경 유두와 황반부 사이에 중심

을 두고 무산동 안저사진 1장을 찍었다. 모든 사진은 45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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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기 연령관련황반변성의 진단

기본적인 안질환 검사와 무산동 안저사진을 통한 안저검사 후 다음의 기준

을 만족하는 환자를 초기 연령관련황반변성이라 진단하였다.

(1)희미한 연성 드루젠 혹은 그물모양의 망상 연성 드루젠이 나타나는 경우

(2)후기 연령관련황반변성의 징후 없이 망막색소상피의 색소침착 혹은 저색

소침착이 증가하여 색소이상과 함께 뚜렷한 경성 또는 연성 드루젠이 나

타나는 경우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초기 황반변성질환 질환 유무에 따른 특성

가.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무에 따른 건강설문변수의 특성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무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표 2 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6,740명에서 일부 설문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930명을 제외한 5,810

명에서 초기 황반변성질환은 288명(4.9%), 질환이 없는 사람 5,522명(95.1%)이

었다. 초기질환군의 평균 나이는 66.0±9.16세, 질환이 없는 사람 나이는

47.7±15.7세로 나타났으며 질환군의 평균나이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여성

이 남성보다 질환자의 빈도가 많았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육수준이 낮

은 사람에게서 초기 황반변성질환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와 흡연 그리고 운동여부에 따른 초기 황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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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환의 분포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으며 특히 신체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군에서 초기 황반변성질환이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안과질환

의 가족력과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분포는 가족력이 있는 군에서 높게 나타나

지는 않았다. 비만유병여부는 체질량지수를 이용하여 저체중(BMI<18.5), 정상

(BMI:18.5-25), 비만(BMI>=25)으로 구분하였다. 정상군에서 저체중과 비만군

보다 초기 황반변성질환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나.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무에 따른 검진조사변수의 특성

체질량지수(BMI)는 초기 황반변성질환군 23.6±3.04kg/㎡, 정상군 23.5±3.3kg/

㎡로 나타났으며, 비만유병여부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은 유의하게 관련성

이 없었다. 혈압은 정상군에 비해 초기 황반변성질환군에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의 평균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수축기 혈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정상군에서 보다 고혈압 전단계 또는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군에

서 초기 황반변성질환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의 평균도 정상군보다 초기 황반변성질환군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 여부와 고

중성지방혈증여부에서도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뇨병유병과의 관

계를 보았을 때에도 정상군에 비해 공복혈당장애군과 당뇨병군의 초기 황반변

성분포는 오히려 낮은 결과를 보였다. 하루 햇볕 노출 시간과의 관계에서는

하루에 2시간 이상 노출된 군이 2시간 미만 노출되는 군보다 초기 황반변성

질환분포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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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무에 따른 영양변수의 특성

콩류, 채소, 과일 섭취빈도는 설문결과에 따라 모두 주 2회 이상과 주 2회 미

만의 빈도로 구분하였다. 콩류 섭취결과에서는 주 2회 이상 먹는 군에서만 초

기 황반변성질환이 높게 나타났고 채소, 과일 섭취결과에서는 주 2회 이상 섭

취하는 군에서 초기 황반변성질환이 모두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추가적으로 콩류, 채소, 과일 섭취빈도를 모두 합하여 세 가지 영양군을

모두 합하여 주 2회 미만과 주 2회 이상 먹는 군으로 구분하였다. 빈도분석결

과 세 가지군 하나 이상 주 2회 이상 먹는 군에서 초기 황반변성질환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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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습관. 검진, 영양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병 여부

변수
초기황반변성

P값
유(N=288) 무(N=5,522) 계(N=5,810)

연령(세) 66.0±9.16 47.7±15.7 49.4±16.5 <.0001

성별

남성 121 (4,9) 2,360 (95.1) 2,481 (100.0) 0.8546

여성 167 (5.0) 3,162 (95.0) 3,329 (100.0)

교육수준

중졸이하 211 (11.1) 1,692 (88.9) 1,903 (100.0) <.0001

고졸 65 (2.1) 3,066 (97.9) 3,131 (100.0)

대졸이상 9 (1.3) 703 (98.7) 712 (100.0)

주당 평균 근로시간 424.7±422.4 307.3±390.9 324.0±397.5 <.0001

운동여부

유 57 (3.2) 1,754 (96.8) 1,811 (100.0) <.0001

무 229 (5.8) 3,728 (94.2) 3,957 (100.0)

흡연여부

비흡연 174 (5.2) 3,203 (94.8) 3,377 (100.0) 0.0079

과거흡연 70 (6.1) 1,078 (93.9) 1,148 (100.0)

현재흡연 42 (3.4) 1,190 (96.6) 1,232 (100.0)

음주정도

주 3회 초과 112 (8.8) 1,165 (91.2) 1,277 (100.0) <.0001

주 3회 이하 176 (3.9) 4,357 (96.1) 4,533 (100.0)

체질량지수(㎏/㎡) 23.6±3.04 23.5±3.38 23.6±3.38 0.8404

허리둘레(㎝) 83.1±8.79 80.7±10.1 80.9±9.98 <.0001

비만 유병여부

저체중(BMI<18.5kg/㎡) 9 (3.5) 251 (96.5) 260 (100.0) 0.3332

정상(BMI:18.5-25kg/㎡) 196 (5.2) 3,554 (94.8) 3,750 (100.0)

비만(BMI>=25kg/㎡) 83 (4.6) 1,707 (95.4) 1,790 (100.0)

최종수축기혈압(mmHg) 129.6±17.5 120.1±17.5 121.1±17.8 <.0001

최종이완기혈압(mmHg) 77.9±10.3 77.0±10.7 77.1±10.7 0.1608

고혈압 유병여부

정상 57 (3.0) 1,852 (97.0) 1,909 (100.0) <.0001

고혈압 전단계 69 (5.5) 1,192 (94.5) 1,261 (100.0)

고혈압 158 (8.6) 1,680 (91.4) 1,837 (100.0)

단위 : 평균±표준편차, 명(%) P값 : 연속형 변수(t-test), 범주형 변수(χ²-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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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습관. 검진, 영양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병여부(계속)

변수
초기황반변성

P값
유(N=288) 무(N=5,522) 계(N=5,810)

고혈압 가족력

유 69 (3.7) 1,788 (96.3) 1,847 (100.0) 0.0034

무 219 (5.5) 3,744 (94.5) 3,963 (100.0)

뇌졸증 가족력

유 41 (6.5) 585 (93.5) 626 (100.0) 0.0632

무 247 (4.8) 4,937 (95.2) 5,184 (100.0)

당뇨병 가족력

유 28 (2.7) 1,001 (97.3) 1,029 (100.0) <.0001

무 260 (5.4) 4,521 (94.6) 4,781 (100.0)

안과질환 가족력

유 33 (3.0) 1,051 (97.0) 1,084 (100.0) 0.0013

무 255 (5.4) 4,468 (94.6) 4,723 (100.0)

HDL 콜레스테롤(mg/dl) 52.9±12.8 52.6±13.3 52.8±12.9 0.7120

총콜레스테롤(mg/dl) 190.7±36.0 188.0±36.5 188.5±36.7 0.2315

중성지방(mg/dl) 139.1±101.9 131.0±112.3 132.6±111.7 0.2139

고콜레스테롤혈증

유 45 (6.5) 648 (93.5) 693 (100.0) 0.0268

무 208 (4.5) 4,450 (95.5) 4,658 (100.0)

고중성지방혈증

유 33 (5.3) 593 (94.7) 626 (100.0) 0.6173

무 182 (4.8) 3,587 (95.2) 3,769 (100.0)

당뇨병 유병여부

정상 155 (4.0) 3,750 (96.0) 3,905 (100.0) <.0001

공복혈당장애 59 (6.3) 878 (93.7) 937 (100.0)

당뇨병 38 (7.6) 459 (92.4) 497 (100.0)

하루 햇볕 노출시간

2시간 이상 145 (6.7) 2,031 (93.3) 2,176 (100.0) <.0001

2시간 미만 143 (3.9) 3,486 (96.1) 3,629 (100.0)

단위 : 평균±표준편차, 명(%) P값 : 연속형 변수(t-test), 범주형 변수(χ²-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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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습관. 검진, 영양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병여부(계속)

변수
초기황반변성

P값
유(N=288) 무(N=5,522) 계(N=5,810)

콩류 섭취빈도

주 2회 이상 166 (5.9) 2,624 (94.1) 2,790 (100.0) 0.0074

주 2회 미만 92 (4.3) 2,075 (95.7) 2,167 (100.0)

채소 섭취빈도

주 2회 이상 54 (4.0) 1,302 (96.0) 1,356 (100.0) 0.0176

주 2회 미만 204 (5.7) 3,399 (94.3) 3,603 (100.0)

과일 섭취빈도

주 2회 이상 11 (1.6) 672 (98.4) 683 (100.0) <.0001

주 2회 미만 247 (5.8) 4,029 (94.2) 4,956 (100.0) 　

세 식품군 모두
주 2회 미만 섭취 75 (5.1) 1,403 (94.9) 1,478 (100.0) 0.7910

세 식품군 중
한군이상
주 2회 이상 섭취

183 (5.3) 3,298 (94.7) 3,481 (100.0)

단위 : 평균±표준편차, 명(%) P값 : 연속형 변수(t-test), 범주형 변수(χ²-test)

2. 우리나라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유병률 추정

가. 연령군별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분포 및 유병률

연령군별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분포 및 유병률 결과는 표 2-1에 제시하였다.

연령군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유병률을 살

펴본 결과 60대 이상에서 매우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전체 대상자의 유병률

은 4.9%, 남성 4.9%, 여성 5.0%로 나타났으며 연령을 표준화하여 분석한 유병

률은 각각 3.9%, 3.5%, 4.4%의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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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황반변성 (Early AMD)

연령군
전체 남성 여성

질환유 질환무 유병률(%) 질환유 질환무 유병률(%) 질환유 질환무 유병률(%)

19-29 0 747 0.0 0 299 0.0 0 448 0.0 

30-39 2 1,191 0.2 0 490 0.0 2 701 0.3 

40-49 13 1,114 1.2 7 509 1.3 6 605 1.0 

50-59 55 1,058 4.9 25 422 5.6 30 636 4.5 

60-69 104 829 11.1 44 384 10.3 60 445 11.9 

≥70 114 583 16.4 45 256 14.9 69 327 17.4 

Total 288 5,522 4.9 121 2,360 4.9 167 3,162 5.0 

표준화 3.9 3.5 4.4

나. 지역별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분포 및 유병률

지역별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분포 결과는 표 2-2에 제시하였다. 전국을 16개

시도로 구분하여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지역별 질환 대상

자의 분포결과 강원지역, 대구와 전북지역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3. 연령군별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분포 및 유병률

*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연령 표준화 유병률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자료에 내재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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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질환무 (N=5,522) 질환유 (N=288) 총합 (N=5,810) P 값

서울 1,114 (94.6) 64 (5.4) 1,178 (100.0) 0.015

부산 341 (94.7) 19 (5.3) 360 (100.0)

대구 265 (91.1) 26 (8.9) 291 (100.0)

인천 305 (96.2) 12 (3.8) 317 (100.0)

광주 147 (98.0) 3 (2.0) 150 (100.0)

대전 192 (99.0) 2 (1.0) 194 (100.0)

울산 143 (95.3) 7 (4.7) 150 (100.0)

경기 1,229 (95.1) 63 (4.9) 1,292 (100.0)

강원 177 (93.2) 13 (6.8) 190 (100.0)

충북 164 (96.5) 6 (3.5) 170 (100.0)

충남 240 (95.2) 12 (4.8) 252 (100.0)

전북 207 (92.4) 17 (7.6) 224 (100.0)

전남 227 (94.2) 14 (5.8) 241 (100.0)

경북 349 (96.7) 12 (3.3) 361 (100.0)

경남 312 (95.7) 14 (4.3) 326 (100.0)

제주 110 (96.5) 4 (3.5) 114 (100.0) 　

표 4. 지역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유병 여부

단위 : 명(%) P값 : χ²-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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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습관, 검진, 영양에 따른 초기 황반

변성질환 유병 여부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생활습관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병 여부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연령이 증가할수록 초기 황반변성질환이 있을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황반변성질환이 있을 위험도가 약 10%씩 증가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OR=1.10, 95% CI;1.09-1.12). 남성은 여성보다 초기 황반변성

질환 위험이 다소 높았다. 지역변수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으로 나누어 교차

비를 분석한 결과 남부지방에 비해 중부지방의 인구집단에서 1.49배(95%

CI;1.01-2.20)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대졸이상에

비해 중졸이하와 고졸)에서는 중졸이하의 학력에서는 초기 황반변성질환 위험

이 높아졌고 고졸학력에서는 초기 황반변성질환 위험이 낮아졌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초기 황반변성질환 위험의 교차

비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운동여부에 따라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운동을 하는 군에서 초기 황반 변성 위험이 낮았다. 음주 관련해서

는 비음주군에 비해 주 3회를 넘게 마시는 군에서 초기 황반변성질환 위험이

각각의 모형별로 1.16배(95% CI;0.64-2.12), 1.18배(95% CI;0.59-2.37) 높게 나

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흡연상태와 초기 황반변성질환과의

교차비 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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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진 변수들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병 여부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비만유병,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고혈압 유병, 고

혈압 가족력, 뇌졸중 가족력, H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콜

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당뇨병 유병, 당뇨병 가족력, 하루 햇볕 노출

시간, 안과질환 가족력과 연관된 초기 황반 변성 질환의 교차비를 알아보았다.

검진조사 변수와 초기 황반변성위험 교차비에서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 변

수와 하루 햇볕 노출 시간에서 위험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보

였다. HDL 콜레스테롤이 한 단위(mg/dl) 증가할수록 초기 황반 변성 질환의

위험은 1.02배(95% CI;1.00-1.03) 높아졌고 하루 2시간 이상 햇볕에 노출되는

군은 2시간 미만 노출되는 군에 비해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위험이 각각의 모

형별로 1.47배(95% CI;1.07-2.01), 1.73배(95% CI;1.20-2.47) 높게 나타났다.

단변량 분석 결과 정상 체중군에 비해 저체중군에서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위

험은 약 70%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OR=0.31, 95%

CI;0.10-0.98).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수치, 최종 수축기 혈압, 최종 이완기 혈

압,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고혈압 및 당뇨병, 당뇨병 가족력에서는 위

험 교차비 결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고혈압 가족력과 뇌졸중 가족

력에서 가족력이 없는 군에 비해 가족력이 있는 군에서 초기 황반 변성 질환

이 위험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안과 질환 가족력

에서도 가족력이 없는 군에 비해 가족력이 있는 군에서 초기 변성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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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양섭취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병 여부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콩류를 주 2회 이상 먹는 군에서 초기 변성 질환의 위험이 근소하게 증가하

였으나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채소와 과일 섭취빈도에서는 주 2회 이

상 먹는 군에서 초기 변성 질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콩류, 채소, 과일의 섭취빈도를 종합하여 모두 주 2회 미

만으로 먹는 군과 세 가지 중 하나 이상 주 2회 이상 먹는 군을 나누어 분석

한 결과 세 가지 중 하나 이상 주 2회 이상 먹는 군에서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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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체대상자에서 건강, 검진, 영양요인에 따른 황반변성질환 유병에 대한 교차비

변수
단변량 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OR (95% CI) P 값 　 　 OR (95% CI) P값

연령(세) 1.10 (1.09-1.11) <.0001 1.10 (1.09-1.12) <.0001

성별

여성 1.00 1.00

남성 1.14 (0.83-1.57) 0.4095 0.90 (0.47-1.74) 0.7152

지역

남부지방 1.00 1.00

중부지방 1.16 (0.84-1.60) 0.3735 1.49 (1.01-2.20) 0.0441

교육수준

대졸이상 1.00

중졸이하 1.04 (0.41-2.68) 0.9293

고졸 0.50 (0.21-1.17) 0.1085

주당 평균 근로시간 1.00 (0.99-1.00) 0.3746

운동여부(유) 0.74 (0.49-1.11) 0.1494 0.76 (0.48-1.22) 0.2588

흡연여부

비흡연 1.00 1.00

과거흡연 0.75 (0.42-1.34) 0.3363 0.90 (0.46-1.76) 0.7597

현재흡연 0.74 (0.39-1.44) 0.3801 1.01 (0.47-2.15) 0.9820

음주정도

비음주 1.00 1.00

월 1 회-주 3회이하 0.92 (0.61-1.40) 0.6977 0.91 (0.56-1.49) 0.7160

주 3 회초과 1.16 (0.64-2.12) 0.6243 1.18 (0.59-2.37) 0.6419

체질량지수(㎏/㎡) 0.98 (0.94-1.03) 0.5183

허리둘레(㎝) 1.00 (0.98-1.02) 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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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체대상자에서 건강, 검진, 영양요인에 따른 황반변성질환 유병에 대한 교차비(계속)

변수
단변량 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OR (95% CI) P 값 　 　 OR (95% CI) P값

비만 유병

정상(BMI:18.5-25㎏/㎡) 1.00 1.00

저체중(BMI<18.5㎏/㎡) 0.40 (0.17-0.91) 0.0293 0.32 (0.11-0.94) 0.0374

비만(BMI>=25㎏/㎡) 0.81 (0.57-1.14) 0.2238 0.79 (0.53-1.18) 0.2455

고혈압 유병

정상 1.00

고혈압 전단계 1.07 (0.66-1.72) 0.7875

고혈압 0.95 (0.63-1.44) 0.8074

당뇨병 유병

정상 1.00

공복혈당장애 0.95 (0.63-1.41) 0.7835

당뇨병 0.99 (0.62-1.59) 0.9788

고혈압 가족력(유) 1.11 (0.76-1.61) 0.5812

뇌졸증 가족력(유) 1.28 (0.83-1.96) 0.2681

당뇨병 가족력(유) 0.82 (0.49-1.37) 0.4432 0.89 (0.49-1.59) 0.6898

안과질환 가족력(유) 1.11 (0.66-1.86) 0.6869

HDL 콜레스테롤(mg/dl) 1.02 (1.00-1.03) 0.0198 1.02 (1.00-1.03) 0.0189

총콜레스테롤(mg/dl) 1.00 (0.99-1.00) 0.9807

중성지방(mg/dl) 0.99 (0.99-1.00) 0.5243

고콜레스테롤혈증 0.96 (0.62-1.49) 0.8615

고중성지방혈증 0.83 (0.50-1.38) 0.4696

최종수축기혈압(mmHg) 0.99 (0.99-1.01) 0.7714

최종이완기혈압(mmHg) 1.01 (0.99-1.02) 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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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체대상자에서 건강, 검진, 영양요인에 따른 황반변성질환 유병에 대한 교차비(계속)

변수
단변량 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OR (95% CI) P 값 　 　 OR (95% CI) P값

하루 햇볕 노출 시간

2시간 미만 1.00 1.00

2 시간 이상 1.47 (1.07-2.01) 0.0179 1.73 (1.20-2.47) 0.0031

콩류 섭취빈도

주 2회 미만 1.00

주 2 회 이상 1.07 (0.76-1.52) 0.6967

채소 섭취빈도

주 2회 미만 1.00

주 2 회 이상 0.86 (0.57-1.30) 0.4730

과일 섭취빈도

주 2회 미만 1.00

주 2 회 이상 0.71 (0.30-1.68) 0.4350

세 가지 모두

주 2회 미만 섭취
1.00

세 가지 중 하나 이상

주 2회 이상 섭취
0.95 (0.66-1.36) 0.7589 　 　 0.97 (0.65-1.43) 0.8698

* 단변량 분석에서는 연령과 성별을 보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서는 연령, 성별, 지역, 운동여부, 흡연정도, 음주정도, 비만유병, HDL 콜레스테롤, 당뇨병가

족력, 하루 햇볕 노출 시간, 영양섭취빈도를 포함하여 분석을 시행함

†비만 유병을 나누기 위한 체질량지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이용지침서를 바탕으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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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성에서 건강, 검진, 영양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에 대

한 교차비(odds ratio)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병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이 있을 위험도를 남성에서 분

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초기 황반변성질환이

있을 위험도는 약 10%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OR=1.09, 95%

CI;1.08-1.12). 남부지방에 비해 중부지방의 인구집단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타

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5와 비교하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졸이상에 비해 중졸이하와 고졸)에서는 중졸이하의 학력과 고졸학력 모두

에서는 초기 황반변성질환 위험이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초기 황반변성질환 위험의 교차비는 표 5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운동여부와 음주정도를 알아보았을 때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운동을 하는 군에서 초기 황반 변성 위험이 낮았고 비음

주군에 비해 주 3회를 넘게 마시는 군에서 초기 황반 변성 위험이 각각의 모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남성에서의 흡연상태와 초기

황반변성질환과의 교차비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비흡연군에

비해 과거 흡연군과 현재 흡연군에서 초기 황반변성의 위험이 오히려 감소하

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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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진조사변수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병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연구대상자 중 남성에서의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비만유병, 수축기 혈압, 이

완기 혈압, 고혈압 유병, 고혈압 가족력, 뇌졸중 가족력, H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당뇨병 유병, 당뇨

병 가족력, 하루 햇볕 노출 시간, 안과질환 가족력에 따른 초기 황반 변성 질

환의 교차비를 알아보았다. 남성에서의 검진조사 변수와 초기 황반변성질환

교차비에서는 HDL 콜레스테롤이 한 단위(mg/dl) 증가할수록 초기 황반 변성

질환의 위험은 1.02배(95% CI;1.00-1.05) 높아졌고 하루 햇볕 노출 시간에서

초기 황반변성질환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하루 2시간

이상 햇볕에 노출되는 군은 2시간 미만 노출되는 군에 비해 초기 황반변성질

환의 위험이 각각의 모형별로 1.86배(95% CI;1.16-2.98), 1.99배(95%

CI;1.17-3.43) 높게 나타났다.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수치, 비만유병, 최종 수

축기 혈압, 최종 이완기 혈압,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고혈압 및 당뇨

병, 당뇨병 가족력에서는 위험 교차비 결과 표 5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뇌졸중 가족력에서 가족력이 없는 군에 비해 가족력이

있는 군에서 초기 황반 변성 질환이 위험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안과 질환 가족력에서도 가족력이 없는 군에 비해 가족력이

있는 군에서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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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양섭취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병 여부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남성에서의 콩류, 채소, 과일의 섭취빈도를 주 2회 이상과 주 2회 미만으로

나누어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위험 교차비를 알아보았다. 콩류 섭취에서는 초

기 황반변성질환 유병 여부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채소와 과일 섭취

빈도에서는 주 2회 이상 먹는 군에서 초기 변성 질환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콩류, 채소, 과일을 모두 주 2회 미

만으로 먹는 군과 세 가지 중 하나 이상 주 2회 이상 먹는 군을 나누어 분석

한 결과 세 가지 중 하나 이상 주 2회 이상 먹는 군에서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위험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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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단변량 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OR (95% CI) P값 　　 OR (95% CI) P 값

연령(세) 1.09 (1.08-1.12) <.0001 1.10 (1.09-1.12) <.0001

지역

남부지방 1.00 1.00

중부지방 0.95 (0.59-1.51) 0.8178 1.15 (0.65-2.04) 0.6296

교육수준

대졸이상 1.00 0.0547

중졸이하 3.27 (0.98-10.94) 0.0547

고졸 1.06 (0.34-3.31) 0.9194

주당 평균 근로시간 0.99 (0.99-1.00) 0.1801

운동여부(유) 0.63 (0.36-1.13) 0.1199 0.56(0.29-1.09) 0.0900

흡연여부

비흡연 1.00 1.00

과거흡연 0.71 (0.34-1.49) 0.3638 0.81 (0.33-2.00) 0.6548

현재흡연 0.67 (0.29-1.52) 0.3369 0.85 (0.31-2.28) 0.7448

음주정도

비음주 1.00 1.00

월 1 회-주 3회이하 0.94 (0.46-1.91) 0.8641 0.85 (0.37-1.95) 0.6999

주 3 회초과 1.20 (0.54-2.69) 0.6523 1.14 (0.44-2.99) 0.7843

체질량지수(㎏/㎡) 0.99 (0.91-1.08) 0.7692

허리둘레(㎝) 1.00 (0.98-1.03) 0.8927

표 6. 남성에서 건강, 검진, 영양 관련 요인들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병 여부에 대한

교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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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남성에서 건강, 검진, 영양 관련 요인들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병 여부에

대한 교차비(계속)

변수
단변량 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OR (95% CI) P값 　　 OR (95% CI) P 값

비만 유병

정상(BMI:18.5-25㎏/㎡) 1.00 1.00

저체중(BMI<18.5㎏/㎡) 0.61 (0.21-1.77) 0.3616 0.40 (0.08-1.94) 0.2554

비만(BMI>=25㎏/㎡) 0.99 (0.59-1.68) 0.9752 1.17 (0.64-2.12) 0.6149

수축기혈압(mmHg) 0.99 (0.97-1.00) 0.0910

이완기혈압(mmHg) 0.99 (0.98-1.02) 0.9366

고혈압 유병

정상 1.00

고혈압 전단계 1.09 (0.55-2.20) 0.7969

고혈압 0.86 (0.47-1.60) 0.6395

당뇨병 유병

정상 1.00

공복혈당장애 0.95 (0.53-1.71) 0.8732

당뇨병 1.10 (0.57-2.11) 0.7767

뇌졸증 가족력(유) 1.17 (0.62-2.23) 0.6272

당뇨병 가족력(유) 0.54 (0.23-1.23) 0.1416 0.66 (0.27-1.62) 0.6898

당뇨병 가족력(유) 0.54 (0.23-1.23) 0.1416 0.66 (0.27-1.62) 0.6898

안과질환 가족력(유) 1.01 (0.41-2.44) 0.9884

HDL 콜레스테롤(mg/dl) 1.02 (0.99-1.04) 0.1283 1.02 (1.00-1.05) 0.0820

총콜레스테롤(mg/dl) 0.99 (0.99-1.00) 0.4654

중성지방(mg/dl) 1.00 (0.99-1.00) 0.7728

고콜레스테롤혈증 0.74 (0.30-1.79) 0.5060

고중성지방혈증 0.82 (0.38-1.79) 0.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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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남성에서 건강, 검진, 영양 관련 요인들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병 여부에

대한 교차비(계속)

변수
단변량 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OR (95% CI) P값 　　 OR (95% CI) P 값

하루 햇볕 노출 시간

2시간 미만 1.00 1.00

2 시간 이상 1.86 (1.16-2.98) 0.0097 1.99 (1.17-3.43) 0.0117

콩류 섭취빈도

주 2회 미만 1.00

주 2 회 이상 0.89 (0.52-1.50) 0.6546

채소 섭취빈도

주 2회 미만 1.00

주 2 회 이상 0.72 (0.39-1.36) 0.3152

과일 섭취빈도

주 2회 미만 1.00

주 2 회 이상 0.46 (0.10-2.04) 0.3065

세 식품군 모두

주 2회 미만 섭취
1.00

세 식품군 중 하나 이상

주 2회 이상 섭취
0.70 (0.41-1.21) 0.2012 　 　 0.73 (0.41-1.30) 0.2806

* 단변량 분석에서는 연령과 성별을 보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서는 연령, 성별, 지역, 운동여부, 흡연정도, 음주정도, 비만유병, HDL 콜레스테롤, 당뇨병가

족력, 하루 햇볕 노출 시간, 영양섭취빈도를 포함하여 분석을 시행함

†비만 유병을 나누기 위한 체질량지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이용지침서를 바탕으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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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에서 건강, 검진, 영양 관련 요인들에 따른 초기 황반변

성질환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병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연구대상자 중 여성만을 대상으로 표 5과 같이 연령, 교육수준, 주당평균근

로시간, 흡연여부, 음주정도에 따른 초기 황반 변성 질환의 교차비를 알아보았

다(표5).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초기 황반변성질환이 있을 위험도는 1.11배

(95% CI;1.08-1.13)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남부지방과 대비하여 중부지방의 인

구집단에서 1.84배(95% CI;1.01-2.20)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

을수록(대졸이상에 비해 중졸이하와 고졸)에서는 중졸이하의 학력과 고졸학력

모두에서는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위험이 낮아졌지만 모형별로 통계적으로 유

의성에 차이가 있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초기 황반변성질환 위험의 교차

비는 표 3과 마찬가지로 여성에서도 특별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운동여부

와 음주정도를 알아보았을 때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운동을 하는 군에

서 초기 황반변성질환 위험이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음주

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적절한 교차비를 나타내지 못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여 남성에 비해 음주시도에 대한 횟수가 적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서의 흡연상태와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교차비에서는 뚜

렷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비흡연군에 비해 과거 흡연군에서는 초기 황반

변성질환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흡연군에서는 초기 황반

변성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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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진조사변수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병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연구대상자 중 여성에서의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비만유병, 최종 수축기 혈

압, 최종 이완기 혈압, 고혈압 유병, 고혈압 가족력, 뇌졸중 가족력, HDL 콜레

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당뇨병

유병, 당뇨병 가족력, 하루 햇볕 노출 시간, 안과질환 가족력에 따른 초기 황

반 변성질환의 교차비를 알아보았다. 여성에서는 저체중군에서 초기 황반변성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수치, 최종

수축기 혈압, 최종 이완기 혈압,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고혈압 및 당

뇨병, 당뇨병 가족력에서는 위험 교차비 결과 표 3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특별

한 관계를 보이지 않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안과 질환 가족력과 하루

2시간 이상 햇볕 노출군에서 초기 황반변성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 영양섭취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병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여성에서의 콩류, 채소, 과일의 섭취빈도를 주 2회 이상과 주 2회 미만으로

나누어 초기 황반 변성 질환의 위험 교차비를 알아보았다. 콩류를 주 2회 이

상 섭취하는 군에서 초기 변성 질환의 위험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채소와 과일 섭취빈도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

환 유병 여부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여성에서 세 가지 군을 모

두 주 2회 미만으로 먹는 군과 세 가지 중 하나 이상 주 2회 이상 먹는 군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뚜렷한 경향성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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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단변량 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OR (95% CI) P값 　 　 OR (95% CI) P 값

연령(세) 1.09 (1.08-1.11) <.0001 1.11 (1.08-1.13) <.0001

지역

남부지방 1.00 1.00

중부지방 1.33 (0.85-2.09) 0.2122 1.84 (1.08-3.15) 0.0259

교육수준

대졸이상 1.00

중졸이하 0.39 (0.11-1.34) 0.1339

고졸 0.31 (0.10-0.92) 0.0352

주당 평균 근로시간 1.00 (0.99-1.00) 0.9220

운동여부(유) 0.86 (0.48-1.53) 0.6132 0.96 (0.51-1.80) 0.8865

흡연여부

비흡연 1.00 1.00

과거흡연 0.70 (0.25-1.93) 0.4897 0.89 (0.30-2.64) 0.8308

현재흡연 0.98 (0.32-2.96) 0.9709 1.25 (0.38-4.19) 0.7116

음주정도

비음주 1.00

월 1 회-주 3회이하 0.91 (0.55-1.50) 0.7116

주 3 회초과 1.04 (0.28-3.82) 0.9557

체질량지수(㎏/㎡) 0.99 (0.93-1.04) 0.5958

허리둘레(㎝) 1.00 (0.98-1.02) 0.9035

표 7. 여성에서 건강, 검진, 영양 관련 요인들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에 대한 교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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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여성에서 건강, 검진, 영양 관련 요인들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에 대한

교차비(계속)

변수
단변량 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OR (95% CI) P값 　 　 OR (95% CI) P 값

비만 유병

정상(BMI:18.5-25㎏/㎡) 1.00 1.00

저체중(BMI<18.5㎏/㎡) 0.31 (0.10-0.98) 0.0462 0.27 (0.06-1.15) 0.0778

비만(BMI>=25㎏/㎡) 0.71 (0.45-1.12) 0.1374 0.61 (0.35-1.05) 0.0745

수축기혈압(mmHg) 1.01 (0.99-1.02) 0.3119

이완기혈압(mmHg) 1.01 (0.99-1.03) 0.1798

고혈압 유병

정상 1.00

고혈압 전단계 1.05 (0.54-2.03) 0.8787

고혈압 1.04 (0.59-1.85) 0.8902

당뇨병 유병

정상 1.00

공복혈당장애 0.94 (0.54-1.64) 0.8240

당뇨병 0.92 (0.47-1.78) 0.7986

고혈압 가족력(유) 1.46 (0.92-2.34) 0.1120

뇌졸증 가족력(유) 1.35 (0.76-2.42) 0.3051

당뇨병 가족력(유) 1.02 (0.53-1.96) 0.9516 1.09 (0.51-2.30) 0.8239

안과질환 가족력(유) 1.18 (0.63-2.23) 0.6040

HDL 콜레스테롤(mg/dl) 1.02 (0.99-1.03) 0.0808 1.02 (1.00-1.03) 0.0983

총콜레스테롤(mg/dl) 1.00 (0.99-1.01) 0.5304

중성지방(mg/dl) 0.99 (0.99-1.00) 0.1882

고콜레스테롤혈증 1.07 (0.64-1.80) 0.7963

고중성지방혈증 0.84 (0.43-1.62) 0.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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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여성에서 건강, 검진, 영양 관련 요인들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에 대한

교차비(계속)

변수
단변량 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OR (95% CI) P값 　 　 OR (95% CI) P 값

하루 햇볕 노출 시간

2시간 미만 1.00 1.00

2 시간 이상 1.26 (0.81-1.94) 0.3080 1.58 (0.96-2.59) 0.0691

콩류 섭취빈도

주 2회 미만 1.00

주 2 회 이상 1.22 (0.76-1.96) 0.4124

채소 섭취빈도

주 2회 미만 1.00

주 2 회 이상 0.96 (0.56-1.66) 0.8806

과일 섭취빈도

주 2회 미만 1.00

주 2 회 이상 0.86 (0.30-2.46) 0.7779

세 식품군 모두

주 2회 미만 섭취
1.00

세 식품군 중 하나 이상

주 2회 이상 섭취
1.17 (0.71-1.92) 0.5395 　 　 1.26 (0.73-2.17) 0.3973

*단변량 분석에서는 연령과 성별을 보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는 연령, 성별, 지역, 운동여부, 흡연정도, 음주정도, 비만유병, HDL 콜레스테롤, 당뇨병가족력,

하루 햇볕 노출 시간, 영양섭취빈도를 포함하여 분석을 시행함

†비만 유병을 나누기 위한 체질량지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이용지침서를 바탕으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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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 남녀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검진, 영양 등의 요

인에 따른 초기 황반변성질환 유병 여부에 대한 관련성을 보는 연구로, 기존

에 알려진 여러 초기 황반변성질환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보정한 후

초기 황반변성질환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요인들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인에게서 서구적 식습관이 더욱 만연해지고 있고,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잠재적 변수들을 대규모 데이터에서 다시 조명하였기에 매우 중요하게

사료된다.

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 결과, 19 세 이상 성인에서 초기 황반변성

질환은 4.9%의 유병률을 보였다. 초기 황반변성질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상대적

으로 적었다. 아시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초기 황반변성질환에 관한 연구는

일본(Oshima, 2001 , Kawasaki, 2008) 중국(Li, 2006)에서 주로 수행되었고,

여러 위험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서구 나라에서 조사된 위

험요인과 아시아 국가간의 위험요인에는 집단별로 약간의 차이를 알려주었다.

본 연구에서 위험요인 분석 결과 인구집단의 연령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초기 황반변성질환이 있을

위험도가 약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흡연상

태가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주된 위험인자이며 질환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Klein, 200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대상자와

남성 및 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을때 흡연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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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대상자에서 시행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HDL 콜레스테롤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였던 최근 연구(Moon, 2012)에

서는 초기 황반변성질환 위험과 HDL,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과는 유의

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고지혈증 가족력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바 있다.

전체 대상자의 다변량 분석 결과 하루 햇볕 노출 시간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안검진 설문시 실외에서 하루 동안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을 조사

하여 2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초기 황반변성질환 위험과의 관련성을 살펴보

았다. 기존의 진행된 연구에서는 햇볕 노출정도 및 비타민C, 비타민E와 같은

항산화제 섭취여부와 초기 황반변성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해 매우 유의한 결과

를 보였다(Jia, 2011). 본 자료 분석 결과 하루 햇볕 노출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군에 비해 2시간 이상 노출되어 있는 군은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위험이 1.73

배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국외의 연구에서는 비만정도가 높을수록, 식물성 지방 섭취를 많이

할수록, 항산화제를 적게 섭취할수록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위험이 증가된다는

연구(Jager, 2008)와 비타민C, 리놀레산, 아연의 섭취가 부족할수록 초기 황반

변성질환의 위험이 증가됨을 보인 연구(O'Connell, 2008)도 있었다. 본 자료에

서도 위에 언급된 위험인자들을 가능한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지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각각의 위험인자들이 나라마다 지역과 같은 환경

적인 요인과 인종과 같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인구집단마다 다양한 결과

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관련성에 대해

서도 살펴보았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연구에서는 교육 또는 학력의 수준과

초기 황반변성질환과의 관련성에는 불확실한 결과들이 보였고(Cackett, 2008)

연관성이 큰 유의한 결과 또한 보이지 않았다(Xu, 2010). 본 조사결과에서도

대졸이상을 기준으로 중졸이하와 고졸학력의 초기 황반변성질환 위험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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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전체대상자에서는 중졸이하의 학력에서는 초기 황반변성질환 위험이

높아졌으나 고졸에서는 낮아졌다. 남성에서는 중졸이하와 고졸에서 모두 초기

황반변성질환 위험이 높아졌으며 여성에서는 중졸이하와 고졸에서 모두 초기

황반변성질환이 위험이 낮아지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문헌고찰 결과, 한국인의 초기 황반변성질환에 위험인자들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저조하였으며, 그 동안 선행되었던

연구결과들은 더 많은 역학 및 임상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결과와 몇 가지 의미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한점이 있다.

자료적 측면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단면연구이어서 위험인자들과 초기 황반

변성질환의 선후관계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다. 그리고 제 5기 국민건강영양

조사에서 안검진을 받은 사람들 중 초기 황반변성질환을 가진 자의 표본수가

제한적이어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각 회귀계수에 대한 통계적 검정력

이 낮아졌을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전국 규모의 조사로 많은 안

과의사와 간호사 기타 의료직 종사자들이 안검진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실제

검진에서의 검사자간 신뢰성을 확인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파

악하기 위해 조사 및 수집되었기 때문에 대표성과 신뢰성이 갖추어져 있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가 단위의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최대한

혼란변수를 보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목표변수들과 초기 황반변성질환

위험의 관련성을 분석결과로 제시한데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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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를 바탕으로 연령관련황반변성 질환의 초기 변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들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초기 황반변성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변수 및 본 연구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준 변수들 혼란변수로 통제

하였다. 초기 황반변성질환과 관련된 요인들을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

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 지역, HDL 콜레스테롤, 하루 햇볕 노출 시간, 비만여

부에서 독립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그룹에서

도 위와 같은 요인이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간 우리나라 인구를 대상으로 한 초기 황반변성질환의 위험요인과 관련된

역학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의 제한점이 있으나, 국내의

대표성 있는 최신의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19세 이상 성인에서 초

기 황반변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초기 황반변성질환 위험과의 관련성

을 보인 위험요인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향적인 추가 역학연

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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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in Korean Adults

- The Fif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0)-

                                          Pilwon Ja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hee Park, Ph.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 is one of the three major eye 

diseases causing blindness along with glaucoma and diabetic retinopathy. The 

prevalence and incidence of AMD is increasing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While there have been studies on AMD in other countries, 

studies on AMD in the Korean population has been rare. In this study, we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early AMD in Korean 

adults aged 19 and older. 

  In this study, we used the data from the Fif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 (2010) that are representative of the entire Korean 

population. We used the data on 6,740 participants who completed health 

questionnaire, screening physical examination, and nutritional survey in our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AMD, χ²-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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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We also 

estimated the prevalence of early AMD. 

  The prevalence of early AMD was estimated to be 4.9% in all adults, 4.9% 

in male adults, and 5.0% in female adult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ing trend in the prevalence of early AMD as the participant's age 

increased. The prevalence was particularly high in elderly people over 69 

years of age. In regards to the location, early AMD prevalence was higher in 

the middle part of Korea compared to the southern part. The prevalence 

appeared to be very high in Gangwon province from the middle part of Korea 

and in Daegu and Jeonbuk from the southern part of Korea. 

  Our study showed that the relative risk for early AMD was increased in 

participants that were older age (OR=1.10, 95% CI; 1.09-1.12), residing in the 

middle part of Korea compared to the Southern part (OR=1.49, 95% CI; 

1.01-2.20). Compared to participants with normal weight, underweighted 

participants had lower risk of early AMD (OR=0.32, 95% CI; 0.11-0.94). HDL 

cholesterol (OR=1.02, 95% CI; 1.01-1.03) and sun exposure time per day 

(OR=1.73 for 2 hours or more vs. less than 2 hours per day, 95% CI 

1.20-2.48) were also identified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risk of 

early AMD. When separately analyzed by gender, age, HDL cholesterol, sun 

exposure tim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arly AMD. 

  In summary, through this study using the Fif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e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risk factors 

and early AMD and identified some factors. This study has an importance 

because it is the first attempt to use a nationwide survey that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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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of Korean popul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AMD, however, further prospective epidemiological 

studies should b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and the risk of early AMD. 

Key Words :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un exposure time, prevalence, regional diffe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