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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40세 이상 성인에서 흡연 행태와 황반변성과의 관련성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배경 및 목적 :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질환 중 하나인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의 원인은 연령(노화)과 흡연, 서구화된 식습관

등이다. 황반변성의 발생빈도와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금연 및 식습관 개

선 등을 통해 실명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금연과 식습관 개선은 필수적이

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황반변성과 흡연 행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연구대상은 우리나라 인구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제 5기 3차년도

(2012)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건강설문, 검진, 안검진을 받은 만 40세

이상 3,483명이었으며, 황반변성 질환군과 정상군의 분포와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고, 황반변성과의 오즈비를 구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연구 대상자는 황반변성 질환군 255명(7.3%), 정상군 3,228명(92.7%)이

었으며, 흡연 행태는 황반변성 질환군에 있어서 비흡연자 175명, 과거흡연자

43명, 현재흡연자 37명으로 나타났다. 흡연여부와 황반변성의 관련성을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체질량지수,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당뇨병 유병

여부, 고혈압 유병여부를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흡연자

에서 2.18배의 오즈비(95% CI, 1.11-4.26)를 나타냈으며, 성별을 남녀로 구분하

였을 때 여성 비흡연자보다 여성 현재흡연자에서 오즈비가 2.70배(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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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79)였다. 흡연량과 황반변성 유병의 관련성을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체질량지수,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당뇨병 유병여부, 고혈압 유병

여부를 통제하여 분석하였을 때, 비흡연자에 비해 24 갑년 이상 흡연자의 오

즈비는 3.17배(95% CI, 1.37-7.34)였고, 남성에서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24 갑년

이상 흡연자에서 1.17배(95% CI, 1.11-1.22)의 오즈비를 나타냈다. 현재흡연자

의 흡연기간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에 대한 오즈비는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않

았을 경우 26년 미만인 경우보다 42년 이상인 경우에서 9.70배(95% CI,

3.10-30.41)로 나타났으나, 혼란변수 통제시 유의한 관련성은 사라졌다(OR,

0.42; 95% CI, 0.07-3.18).

결론 : 제 5기 3차년도(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반변

성은 현재흡연과 관련성이 있었다. 황반변성은 실명을 초래하는 심각한 질환

이므로, 한국인에서의 이러한 결과를 금연교육에 활용하여, 금연의 효과를 높

이고 실명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황반변성, 흡연, 금연교육, 실명예방,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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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적으로 285만명이 시각장애를 지니고 있으며, 그 중 39만명이 실명 상

태이다. 실명인구의 82%는 50세 이상에 분포되어 있다(WHO, 2012). 우리나

라 장애인 실태조사(2011년)에 의하면, 시각장애 발생 원인은 후천적 원인 중

질환에 의한 시각장애가 53.3%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사고에 의

한 시각장애가 36.8%이었다. 시각장애 중에서 후천적 장애에 의한 발생은 연

령이 많아질수록 그 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시각장애 발생 원인을 감소시

키거나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면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보건복지

부, 2011).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은 망막의 중심부에서

시력을 유지해 주는 황반이 변성되는 질환 중 하나로 영구적인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Fraser-Bell et al., 2006). 이는 녹내장, 당뇨망막증과 함께 실명을 일

으키는 3대 안과 질환 중 하나이며 65세 이상에서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

져 있다(Friedman et al., 2004; Klein et al., 2013). 미국에서는 2020년에는

295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Friedman et al, 2004). 베이징 안 연

구 (Beijing Eye Study)에서는 40세 이상에서의 황반변성 유병률이 5.1% 이

었으며(Li et al., 2008), 일본의 경우 초기 황반변성 유병률이 3.5%, 후기 황반

변성이 0.5%로 보고되었다(Kawasaki et al., 2008). 우리나라의 경우 황반변성

유병률(40세 이상, 2008-2012)은 초기 황반변성 5.8%, 후기 0.6%이며, 6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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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는 14.9%이었고, 성별로는 남자 12.1%, 여자 16.8%로 나타났다(질병관

리본부, 2012).

황반변성의 원인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보고 되었다. 연령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았으며(Fraser-Bell et al., 2008; Coleman et al., 2010; Jonasson et al.,

2014), 흡연 역시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되었다(Smith et al., 2001; Kelly

et al., 2007; Kawasaki et al., 2008; Zhang et al., 2013; Jonasson et al.,

2014).

흡연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안과에 내원한 50세

이상 황반변성으로 진단된 환자와 건강검진 센터를 방문한 60세 이상의 정상

인을 대조군으로 한 연구에서 흡연력이 있는경우 황반변성과 관련성(OR,

2.66; 95% CI, 2.09-3.38)이 있었으며(박규형 등, 2010), Cong 등(2008)의 연구

에서는 5개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와 8개의 대조군 연구를 메타분석 하였을

때, 코호트 연구에서는 현재흡연자인 경우 황반변성의 발생 위험과 관련성이

있었고(OR, 1.61; 95% CI, 1.01-2.57),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현재흡연자인

경우 과거흡연자에 비해 오즈비가 높았으며(OR, 1.76 ; 95% CI, 1.56-1.99), 황

반변성과 흡연과의 관련성 연구 17개 중 13개의 연구에서 흡연은 황반변성과

관련성이 있었다(Lois et al., 2008).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2011년 OECD 회원국

의 평균흡연율인 20.7%보다 높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황반변성 유병률이 높다(La et al., 2014).

그러나 국내에서 일반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흡연과 황반변성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를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40세 이상 성인에서 황반변성

과 흡연 행태와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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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일반적 특성을 대표하는 제 5기 3차년도(2012) 국민건

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0세 이상 성인에서의 황반변성과 흡연 행태와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40세 이상 성인에서 사회·인구학적 요인, 생활습관 관련 요인, 기타

질환 유병여부 등에 대하여 황반변성 유병여부를 파악한다.

둘째, 40세 이상 성인에서 흡연 행태와 황반변성과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

기 위해, 흡연 행태, 흡연량, 현재흡연자의 흡연 기간 각각에 대해 혼

란변수를 통제하여 관련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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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황반변성

황반은 망막 중심부를 의미하며, 망막은 안구 안쪽 면을 덮고 있는 신경조

직의 막이다. 황반의 기능은 중심시력과 색각을 담당하는 것이며(질병관리본

부, 2010), 황반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글자나 직선이 흔들려 보이거나, 물체가

비틀려 보이게 되며, 증상이 심할 경우 시력이 저하되고 그림의 일부가 지워

진 것처럼 보인다(대한안과학회, 2010). 초기 황반변성은 주로 50대 이상에서

황반에 63㎛ 이상의 연성 두루젠, 망막색소상피에서의 과색소증이나 저색소증

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후기 황반변성은 삼출성과 위축성으로 구분되며(김규

원 등, 2007), 후기 황반변성에서는 시력상실이 초기 황반변성에 비해 크게 나

타난다(길현경, 송유희, 전고이, 2013).

황반변성의 위험요인은 Smith 등(2001)이 로테르담 연구(6,411명)와 블루마

운틴 연구(3,585명)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연령이었으며, 이 연구에 의하면 55세에서 64세의 0.2%에 비해 85세 이상의

유병률은 13%로 높았고, Fraser-Bell 등(2006)의 연구에서는 40세 이상에서

면담과 안검사를 실시한 5,875명을 단면 분석한 결과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

에서 OR 2.4(95% CI, 1.03-5.4)를 보였으며, Chakravathy 등(2007)의 보고에

서도 현재흡연자의 신생혈관 황반변성이 OR 2.6(95% CI, 1.4-4.8), 위축성 황

반변성이 OR 4.8(95% CI, 2.1-11.1)로 유의한 위험이 보고되었다.

음주소비와 관련된 요인(Fraser-Bell et al., 2006)도 삼출성 황반변성에서

OR 5.8(95% CI. 1.3-25.8), 위축성 황반변성에서는 OR 12.7(95% CI, 1.5-104.6)

으로 위험을 높였으며,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말초질환, 비만, 당뇨병 등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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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위험요인, 높은 수축기 혈압에 대해 삼출성 황변변성에서 OR 3.33(95% CI,

1.19-9.26), 비만인 경우 OR 1.55(95% CI, 1.03-2.23)로 나타났다(Fraser-Bell et

al, 2008). 그 외 Jia 등(2011)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OR, 0.76;

95% CI, 0.51-0.98), 백내장이 있는 경우(OR, 4.47; 95% CI, 2.26-8.85) 황반변

성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의 나이관련황반변성에 대한 기초역학조사(박규형 등,

2010)에서는 당뇨병과 고혈압에서 황반변성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장필원

(2012)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OR, 1.10; 95% CI, 1.09-1.12) 위험율이

증가하고, 저체중 군에서 위험도가 약 70%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HDL 콜

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OR, 1.02; 95% CI, 1.01-1.03),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이 2시간 미만 대비 2시간 이상인 군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La

등(2014)의 연구에서는 후기 황반변성의 위험요인으로 남성(OR, 2.45; 95%

CI, 1.11-5.37)과 높은 수축기 혈압(OR, 1.03; 95% CI, 1.00-1.06), 높은 공복시

혈당(OR, 1.09; 95% CI, 1.04-1.14)과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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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연과 황반변성

담배는 4,000여 가지 이상의 발암성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1.3

butadine, acrylonitrile, bezene, bezopyrene과 같은 45개의 발암물질에 대해서

는 이미 알려졌다(Lois et al., 2008). 또한 어린이·청소년기의 흡연은 기침, 가

래 또는 천식 악화 등의 폐기능의 저하와 동맥경화증의 시작 등의 영향 뿐 아

니라, 만성폐쇄성질환 발병 위험성 증가 및 관상동맥질환 발병 연령을 낮추고,

각종 흡연 관련 암 발생 위험성 증가로 성인기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며(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4), 안질환과 관련하여 흡연

은 안구의 세포 손상과 혈관의 변성, 염증 등으로 황반변성을 일으키고 있다

(Roth, Binderwald and Holz, 2004).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16일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금연사업, 담배가

격정책, 건강경고정책, 금연구역정책, 금연치료정책 등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조경숙, 2005; 최은진, 2013; 정영호, 고숙자, 2014). 그러나 우리

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담배를 매일 피운다고 하는 인구의 백분율인 흡

연율이 23.2%로서 2006년 흡연율 24.0% 보다 0.8% 감소했으나, 201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흡연율인 20.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41.6%로 보고되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13; 질병관리본부, 2011).

흡연과 황반변성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로 현재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황반변성 유병의 오즈비 등을 분석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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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부터 4,7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버 담 안 연구(Beaver Dam Eye

Study)에서 연령과 간접흡연을 통제 후 후기 황반변성에서 현재흡연자와 비

흡연자 간에서 각각의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Klein et al., 1993;

Fraser-Bell et al., 2006), 1990년부터 1993년 동안 6,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로테르담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현재흡연자와 과거흡연자간에서 신생혈

관 황반변성 위험율이 증가하였다(Vingerling et al., 1996).

두 번째로는 흡연량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볼 수 있으며, Klein 등(2010)은 초

기 황반변성 질환자에 대해서 연령과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현재흡연자와 총

흡연량과 관련성이 있었고(OR, 1.67; 95% CI, 1.03-2.73), Chakravarthy 등

(2007)에서도 흡연량과 황반변성이 관련성이 있었다(OR, 5.1; 95% CI, 1.3-20.0).

세 번째로는 흡연기간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Klein 등(2008)의 연구에서 과

거흡연자의 남성에서 10년 단위로 증가할 때, 1.25배의 오즈비(95% CI, 1.08-1.45)

를 보였다.

네 번째로는 간접흡연과 황반변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황반변성과

직접흡연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온 것에 비해서 간접흡연

과 황반변성과의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다. Khan & Thurlby (2006)의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435명의 환자군과 환자의 배우자 중 280

명의 대조군으로 설계하여 흡연력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안저검사를 실

시하였으며, 간접흡연이 황반변성의 위험요인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었

으며(OR, 1.87; 95% CI, 1.03-3.40). 비흡연자의 정의를 5년 이상 흡연한 사람

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를 간접흡연자로 정의하였으며, Klein 등(1993)의 연구

에서는 간접 흡연자를 비흡연자 또는 과거흡연자의 가정 내에 현재 흡연자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Smith 등(1996)은 배우자가 흡연자인 비흡연자로 정

의하여 연구에 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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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3차년도(2012)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제 5기 3차년도 자료는 전국 3,254가구, 만 1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

상으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고, 표본설계는 2009년 주민등록 인

구자료 및 2008년 아파트 시세조사 자료를 표본추출로 이용하여 순환표본설계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통계조사 구성은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로

되었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종합계획 목표설정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 등 보건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2012).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3차년도(2012년) 40세 이상

성인으로, 건강설문과 검진조사, 안검사를 모두 실시한 3,483명으로 실시하였

으며, 연구대상자 선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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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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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선정 및 정의

2-1. 사회·경제적 요인 변수

본 연구에서 흡연 행태와 황반변성과의 관련성을 보기위해 고려한 사회 경

제적 요인 변수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

준, 직업구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소득수준은 개인의 소득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상, 중, 하로 구분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고졸, 대졸 이

상으로 구분하고, 직업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를 실내근무로 구분하였으며,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를 실외근무,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 혼합근무, 무직(주부,

학생 포함)으로 구분하였다.

2-2. 흡연 행태 관련 요인 변수

본 연구에서 흡연 행태 관련 요인 변수로 비흡연, 과거흡연, 현재흡연으로

구분하였으며, 흡연기간과 갑년(Pack Year)에 대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현재흡연자의 정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설문 내용에서 “지금까지 살아오

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얼마나 됩니까?”에서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에 매일 피움과 가끔 피움에서 최근 1달 이내에 담

배 1개비 이상을 피운 경우로 하였으며, 과거흡연자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

까?”의 질문에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으로 답을 한 경우로 하였

다. 흡연기간은 현재 흡연자의 나이에서 처음으로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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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를 이용하였으며, 갑년은 일일 평균흡연량(갑)*흡연기간(연)으로 계산하

였다.

2-3. 생활습관, 만성질환 및 기타질환 유병여부 관련 요인 변수

생활습관 관련 요인의 변수로 음주빈도,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에 대한 변

수로 구분 하였으며, 음주빈도는 전혀 마시지 않음, 월 1-4회, 주 2회 이상으

로 구분하였고,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에 대한 변수는 안검진 관련된 설문도

구를 이용하여 2시간 미만, 2-5시간 미만, 5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만성질환 유무와 관련하여 고혈압 유병여부를 살펴보았으며, 고혈압은 엄격

한 표준화 및 질관리를 통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조사자들에 의해서 시행 된

혈압측정을 실시하여,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약 복용인 경우 고혈압으로 정의하였고,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상 140 mmHg 미만이거나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 90mmHg 미만인 경

우에 고혈압 전단계, 수축기 혈압이 120 mmHg 미만, 이완기 혈압이 80

mmHg미만인 경우를 정상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혈압측정은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적절한 혈압대를 이용하여 측정 실시하고, 3회 측정하여 2회와 3회의

평균으로 하였다. 당뇨병 유병여부는 정상은 공복혈당이 100 미만, 공복시 혈

당장애는 혈당이 100이상 126 미만, 당뇨병은 혈당이 126 이상 또는 당뇨병약

복용 또는 인슐린 투여자 또는 의사 진단자로 구분하였다.

백내장 유병여부는 세극등 검사로 안검사를 실시하여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

은 경우로 하였다.

황반변성의 진단은 무산동안저촬영 또는 안저촬영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안

검사 전문조사원(안과 전공의)의 판독을 통해 진단하였다(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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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명 측정방법

연령 세(만 나이) 건강설문

성별 남자, 여자 건강설문

소득수준 상, 중, 하 건강설문

교육수준 초졸 이하, 중·고졸, 대졸 이상 건강설문

직업구분 실내근무, 실외근무, 혼합근무, 기타 건강설문

흡연 행태 비흡연, 과거흡연, 현재흡연 건강설문

현재흡연자의 흡연기간 년(Year) 건강설문

현재흡연자의 흡연량 갑년(Pack Year) 건강설문

음주빈도 전혀 마시지 않음, 월 1-4회, 주 2회 이상 건강설문

고혈압 유병여부 정상, 고혈압 전단계, 고혈압 검진조사

체질량지수 kg/m2 검진조사

공복시 혈당 mg/dL 검진조사

당뇨병 유병여부 정상, 공복혈당장애, 당뇨병 검진조사

황반변성 유병여부 무, 유 안검사

백내장 유병여부 무, 유 안검사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2시간 미만, 2-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안검사설문

표 1. 연구대상자의 건강설문, 검진조사, 안검사 변수 목록

2012). 연구 대상자의 건강설문, 검진조사, 안검사 및 안검사설문 변수 목록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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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틀.

3.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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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통계 분석은 SAS 9.2버전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은 p<0.05

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본 자료에 가중치

가 내재 되어 있어 Survey를 이용한 인구의 특성을 분석하여 빈도와 백분율

로 나타내었으며, 황반변성 질환군과 정상군의 분포와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서 두 집단의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상태 관련 요인을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

곱 검정으로 분석하였으며, 연속형 변수인 경우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

내었다.

또한 황반변성과의 오즈비를 구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고,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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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및 황반변성 유병률 분포

연령 분포는 40세 이상 55세 미만 1,422명(55.4%), 55세 이상 65세 미만 952

명(24.3%), 65세 이상 75세 미만 770명(13.5%), 75세 이상에서 339명(6.8%)으

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성 1,429명(47.5%), 여성 2,054명(52.5%)이었다. 소득

수준 상위계층은 909명(28.1%) 중위계층 1,722명(54.0%), 하위계층 777명

(17.9%)이었고,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1,184명(28.0%), 중·고졸 1,544명(49.2%),

대졸 이상 748명(22.8%)이며, 직업구분은 실내근무 948명(32.9%), 실외근무

368명(8.3%), 혼합근무 677명(23.3%), 무직 1,480명(35.5%)으로 나타났다.

황반변성 질환의 연령별 유병률 분포는 <표 3>과 같이 나타났으며, 75세

이상에서 21.8%로 높게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에서의 황반변성 유병률은

7.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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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표본수(명) 가중치 백분율(W %)

연령군(세)

40-55 미만 1,422 55.4

55-65 미만 952 24.3

65-75 미만 770 13.5

75 이상 339 6.8

성별

남성 1,429 47.5

여성 2,054 52.5

소득수준

상 909 28.1

중 1,722 54.0

하 777 17.9

교육수준

초졸 이하 1,184 28.0

중·고졸 1,544 49.2

대졸 이상 748 22.8

직업구분

실내근무 948 32.9

실외근무 368 8.3

혼합근무 677 23.3

무 직 1,480 35.5

총계 3,483 100.0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각 변수에서 무응답자로 인하여, 각 변수의 표본간의 합계가 차이가 있음

* 소득수준 : 상(월소득 445만원 이상), 중(월소득 103만원 이상 445만원 미만),

하(월소득 103만원 이하)

* 직업구분 : 실내근무(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실외

근무(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혼합근무(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

순노무종사자), 무직(주부, 학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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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군(세)
황반변성

질환 유(명) 질환 무(명) 유병률(%)

40-55 20 1,402 1.4

55-65 64 888 6.7

65-75 97 673 12.6

≥75 74 265 21.8

총계 255 3,228 7.3

표 3. 황반변성 질환의 연령별 유병률 분포

그림 3. 황반변성 유병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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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여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여부와 흡연 여부 등에 따른 황반

변성 유병여부, 생활습관, 질환 유병여부 등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여부에 대해

서 살펴보았으며, 연구대상자 3,483명 중 황반변성 질환군은 255명(7.3%)이며,

정상군은 3,228명(92.7%)이었다.

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여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포는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는 빈도와 백분율

을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기술하였으며,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하였다.

황반변성 질환군의 평균 나이는 68.58±8.98세이며, 정상군 평균 나이는

57.71±11.22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01), 성별로 구분

하였을 때 질환군에서 남성 88명(6.2%), 여성 167명(8.1%)으로 나타났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339). 소득수준은 4사분위로 나누어서, 소득 하위수준

인 월소득 103만원 미만에서 104명(13.4%)이었고, 중위층에서 월소득 103만원

이상 445만원 미만에서 108명(6.3%), 445만원 이상인 상위계층에서는 37명

(13.4%)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을 때, 황반변성 질환군에서 초졸 이하

가 129명(10.9%), 중·고졸 95명(6.2%), 대졸 이상에서 31명(4.1%)로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직업구분을 실내근무와 실외근무, 혼합

근무, 무직으로 분류하였을 때, 황반변성 질환군에서 실내근무 28명(3.0%), 실

외근무 36명(9.8%), 혼합근무 48명(7.1%), 무직은 143명(9.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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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황반변성

(N=255)

정상

(N=3,228)
p 값

연령(세) 68.58±8.98 57.71±11.22 <0.0001

성별

남성 88(6.2) 1,341(93.8)
0.0339

여성 167(8.1) 1,887(91.9)

소득수준

상 37(13.4) 872(86.6)

<0.0001중 108(6.3) 1,614(93.7)

하 104(13.4) 673(86.6)

교육수준

초졸 이하 129(10.9) 1,055(89.1)

<0.0001중·고졸 95(6.2) 1,449(93.8)

대졸 이상 31(4.1) 717(95.9)

직업구분

실내근무 28(3.0) 920(93.0)

<0.0001
실외근무 36(9.8) 332(90.2)

혼합근무 48(7.1) 629(92.9)

무직 143(9.7) 1,337(90.3)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 여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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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흡연 행태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 여부

흡연 행태 관련하여 비흡연, 과거흡연, 현재흡연으로 분류하였으며, 황반변

성 질환군에서는 비흡연자 175명(9.7%), 과거흡연 43명(5.5%), 현재흡연 37명

(6.7%)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34). 현재흡연자의 흡연

기간 및 흡연량은 황반변성 질환군에서 42.36±13.87(년)과 33.84±20.51(갑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p=0.0009,

p=0.0065). 현재흡연자의 흡연기간에 대해서 4사분위로 나누어 26년 미만, 26

년 이상-33년 미만, 33년 이상-42년 미만, 42년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황반

변성 질환군에서 42년 이상이 14.7%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04). 현재흡연자의 흡연량에 대해서는 중위수로 나누어 24 갑

년 미만과 24 갑년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24 갑년 이상에서 8.5%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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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황반변성

(N=255)

정상

(N=3,228)
p 값

흡연 행태 (명)

비흡연 175(8.2) 1,965(91.8)

0.0334과거흡연 43(5.5) 740(94.5)

현재흡연 37(6.7) 518(93.3)

현재흡연자의 흡연기간 (년) 42.36±13.87 33.83±11.13 0.0009

26 미만 5(3.9) 125(96.1)

0.0004
26-33 미만 5(3.5) 137(96.5)

33-42 미만 5(3.7) 131(96.3)

42 이상 21(14.7) 122(85.3)

현재흡연자의 흡연량 (갑년) 33.84±20.51 25.85±16.71 0.0065

24 갑년 미만 12(4.5) 257(95.5)
0.0782

24 갑년 이상 24(8.5) 257(91.5)

표 5. 흡연 행태 관련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 여부

명(%)

* 흡연기간 : 4분위수로 나누어 범주화 함

* 흡 연 량 : 중위수로 나누어 범주화 함



- 22 -

2-3. 생활습관, 질병 여부 등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유무

생활습관 관련하여 음주빈도와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을 살펴보았으며, 음

주빈도는 황반변성 질환군에서 전혀 마시지 않음이 54명(9.1%), 한달에 1-4번

95명(6.0%), 일주일에 2번 이상에서 40명(5.8%)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다(p=0.0281). 또한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과 관련하여 2시간 미만,

2-5시간 미만, 5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황반변성 질환군에서 5시간 이

상이 39명(10.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900).

기타 질병과 관련하여서 당뇨병 유병여부, 고혈압 유병유무, 비만 유무, 백

내장 유무를 살펴보았으며, 공복시 혈당은 황반변성 질환군에서 101.3±16.2

mg/dL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0.8924), 고혈압 유병여부에

서는 황반변성 질환군에서 고혈압군이 152명(10.5%)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001).

체질량지수는 황반변성 질환군에서 24.28±3.39 kg/m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0.2138), 당뇨병 유병여부는 공복시 혈당장애는 63명

(7.7%), 35명(8.0%)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211).

백내장이 있는 경우 황반변성 질환군에서 197명(10.6%)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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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황반변성

(N=255)

정상

(N=3,228)
p 값

음주빈도

전혀 마시지 않음 54(9.1) 537(90.9)

0.0281한달에 1-4번 95(6.0) 1,478(94.0)

일주일에 2번 이상 40(5.8) 651(94.2)

하루 중 햇볕 노출시간

2시간 미만 159(6.8) 2,176(93.2)

0.09002-5시간 미만 57(7.5) 701(92.5)

5시간 이상 39(10.1) 349(89.9)

고혈압 유병여부

정상 49(4.3) 1,084(95.7)

<0.0001고혈압 전단계 53(6.1) 821(93.9)

고혈압 152(10.5) 1,295(89.5)

체질량지수(kg/m2) 24.28±3.39 24.02±3.12 0.2138

공복시 혈당(mg/dL) 101.3±16.2 101.5±23.4 0.8924

당뇨병 유병여부

정상 119(6.0) 1,873(94.0)

0.1211공복혈당장애 63(7.7) 752(92.3)

당뇨병 35(8.0) 401(92.0)

백내장 유병여부

없음 57(3.6) 1,547(96.4)
<0.0001

있음 197(10.6) 1,668(89.4)

표 6. 생활습관, 질병여부 등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 여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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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반변성 유병에 대한 오즈비

3-1. 흡연 행태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에 대한 오즈비

흡연 행태에 대해 비흡연, 과거흡연, 현재흡연으로 분류하였으며, 황반변성

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황반변성 질환 유무를 종속변수로, 흡연 행태를

독립변수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흡연 행태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에 대한 오즈비에 대해서 혼란변수를 통제

하지 않았을 경우와 연령과 성별을 통제한 경우,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 소득

수준, 체질량지수,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당뇨병 유병여부, 고혈압 유병여부

를 통제하였을 때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표 7>.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과거흡연은 0.69배의 오즈비(95% CI,

0.43-1.11)로 나타났으며, 현재흡연은 0.70배의 오즈비(95% CI, 0.47-1.04)로 나

타났다. 연령과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과거흡연은 0.89배의 오즈비(95% CI,

0.47-1.67)로 나타났으며, 현재흡연은 오즈비가 1.44배(95% CI, 0.77-2.71)였다.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체질량지수,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당뇨

병 유병여부, 고혈압 유병여부를 통제한 경우 현재 흡연자가 2.18배의 오즈비

(95% CI, 1.11-4.2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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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OR(95% CI) OR(95% CI) OR(95% CI)

흡연 행태

비흡연 1.0 1.0 1.0

과거흡연 0.69(0.43-1.11) 0.89(0.47-1.67) 1.04(0.51-2.09)

현재흡연 0.70(0.47-1.04) 1.44(0.77-2.71) 2.18(1.11-4.26)

연령 1.10(1.08-1.11) 1.13(1.10-1.16)

성별

남 1.0 1.0

여 1.42(0.80-2.54) 2.05(1.06-3.95)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

중·고졸 1.15(0.76-1.76)

대졸 이상 1.52(0.76-3.03)

소득구분

상 1.0

중 0.73(0.41-1.27)

하 0.49(0.24-1.00)

체질량지수 1.04(0.98-1.10)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2시간 미만 1.0

2-5시간 미만 1.15(0.71-1.87)

5시간 이상 1.34(0.86-2.09)

당뇨병 유병여부

정상 1.0

공복시 혈당 장애 0.95(0.63-1.43)

당뇨병 0.78(0.46-1.32)

고혈압 유병여부

정상 1.0

고혈압 전단계 1.27(0.74-2.20)

고혈압 1.07(0.62-1.85)

표 7. 흡연 행태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에 대한 오즈비

* Model Ⅰ: 혼란변수 통제 하지 않음

* Model Ⅱ: 연령, 성별 통제

* Model Ⅲ: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체질량지수, 하루 햇볕 노출시간, 당뇨병 유병여

부, 고혈압 유병여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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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로 구분하여 흡연 행태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에 대한 오즈비를 연령

과 교육수준, 소득수준, 체질량지수,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당뇨병 유병여

부, 고혈압 유병여부의 혼란변수를 통제하고 오즈비를 <표 8>과 같이 살펴

보았다.

남성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남성 과거흡연자와 남성 현재흡연자에서 오즈비

가 0.68배(95% CI, 0.34-1.34), 1.49배(95% CI, 0.68-3.22)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는 여성 비흡연자에 비해 여성 과거흡연자 1.85배

(95% CI, 0.50-6.79)의 오즈비를 나타냈으며, 여성 현재흡연자에서는 오즈비가

2.70배(95% CI, 1.07-6.7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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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남성 여성

OR(95% CI) OR(95% CI)

흡연 행태

비흡연 1.0 1.0

과거흡연 0.68(0.34-1.34) 1.85(0.50-6.79)

현재흡연 1.49(0.68-3.22) 2.70(1.07-6.79)

연령 1.13(1.08-1.18) 1.14(1.10-1.18)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 1.0

중·고졸 0.88(0.46-1.67) 1.54(0.83-2.83)

대졸 이상 1.57(0.71-3.46) 1.05(0.36-3.03)

소득구분

상 1.0 1.0

중 0.83(0.33-2.11) 0.63(0.30-1.31)

하 0.37(0.15-0.94) 0.50(0.20-1.26)

체질량지수 1.11(0.98-1.25) 1.00(0.92-1.09)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2시간 미만 1.0 1.0

2-5시간 미만 1.60(0.77-3.36) 0.91(0.49-1.69)

5시간 이상 1.45(0.70-3.01) 1.32(0.73-2.37)

당뇨병 유병여부

정상 1.0 1.0

공복시 혈당 장애 1.15(0.57-2.32) 0.83(0.51-1.36)

당뇨병 0.57(0.16-1.99) 0.94(0.52-1.69)

고혈압 유병여부

없음 1.0 1.0

고혈압 전단계 1.07(0.47-2.46) 1.36(0.62-2.99)

고혈압 0.95(0.35-2.62) 1.07(0.53-2.15)

표 8. 남성과 여성의 흡연 행태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에 대한 오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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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흡연량 따른 황반변성 유병에 대한 오즈비

흡연량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에 대한 오즈비를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연령과 성별을 통제한 경우,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체질량지

수,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당뇨병 유병여부, 고혈압 유병여부를 통제하였을

때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하여 24 갑년 미만

인 경우 오즈비는 0.37(95% CI, 0.19-0.71)이었으며, 24 갑년 이상에서는 비흡

연자에 비해 오즈비가 1.02배(95% CI, 0.61-1.71)로 나타났다.

연령과 성별을 통제한 경우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24 갑년 미만인 경우에서

의 오즈비가 0.85배(95% CI, 0.36-2.05)였으며, 24 갑년 이상에서는 2.24배

(95% CI, 0.97-5.18)의 오즈비로 분석되었으며,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

준, 체질량지수,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당뇨병 유병여부, 고혈압 유병여부를

통제하여 분석하였을 때,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하여 24 갑년 미만인 경우 오

즈비가 1.15배(95% CI, 0.48-2.80)이였으며, 24 갑년 이상에서 3.17배(95% CI,

1.37-7.34)의 오즈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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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OR(95% CI) OR(95% CI) OR(95% CI)

갑년

비흡연자 1.0 1.0 1.0

24 갑년 미만 0.37(0.19-0.71) 0.85(0.36-2.05) 1.15(0.48-2.80)

24 갑년 이상 1.02(0.61-1.71) 2.24(0.97-5.18) 3.17(1.37-7.34)

연령 1.11(1.09-1.13) 1.14(1.11-1.17)

성별

남 1.0 1.0

여 1.49(0.76-2.93) 2.02(0.99-4.12)

소득구분

상 1.0

중 0.56(0.26-1.25)

하 0.69(0.36-1.32)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

중·고졸 1.36(0.81-2.30)

대졸 이상 1.32(0.53-3.28)

체질량지수 1.00(0.93-1.07)

당뇨병 유병여부

정상 1.0

공복시 혈당 장애 0.95(0.60-1.52)

당뇨병 0.72(0.42-1.22)

고혈압 유병여부

정상 1.0

고혈압 전단계 1.32(0.68-2.58)

고혈압 1.09(0.59-2.03)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2시간 미만 1.0

2-5시간 미만 0.94(0.59-1.50)

5시간 이상 1.50(0.90-2.49)

표 9. 흡연량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에 대한 오즈비

* Model Ⅰ : 혼란변수 통제하지 않음

* Model Ⅱ : 연령, 성별 통제

* Model Ⅲ :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체질량지수,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당뇨병

유병여부, 고혈압 유병여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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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량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에 대한 오즈비를 성별로 구분하여 연령과 소

득수준, 교육수준, 체질량지수, 당뇨병 유병여부, 고혈압 유병여부, 하루 중 햇

볕 노출 시간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남성에서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4 갑년 미만인 경우에서 오즈비

가 0.44배(95% CI, 0.13-1.48)를 나타냈으며, 24 갑년 이상에서 1.17배(95% CI,

1.11-1.22)의 오즈비로 나타났다. 여성에서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24 갑년 미만

인 경우에서 오즈비가 2.27배(95% CI, 0.90-5.75)를 나타냈으며, 24 갑년 이상

에서 10.60배(95% CI, 0.17-669.03)의 오즈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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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남성 여성

OR(95% CI) OR(95% CI)

갑년

비흡연자 1.0 1.0

24 갑년 미만 0.44(0.13-1.48) 2.27(0.90-5.75)

24 갑년 이상 1.17(1.11-1.22) 10.60(0.17-669.03)

연령 1.16(1.11-1.22) 1.14(1.10-1.18)

소득수준

상 1.0 1.0

중 0.29(0.08-1.10) 0.60(0.23-1.57)

하 0.63(0.17-2.31) 0.62(0.28-1.34)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 1.0

중·고졸 0.77(0.34-1.73) 1.75(0.92-3.33)

대졸 이상 1.08(0.28-4.24) 1.18(0.39-3.56)

체질량지수 1.02(0.85-0.28) 0.99(0.90-1.08)

당뇨병 유병 여부

정상 1.0 1.0

공복시 혈당 장애 1.06(0.38-2.99) 0.95(0.59-1.55)

당뇨병 0.25(0.07-0.92) 1.00(0.56-1.80)

고혈압 유병 여부

정상 1.0 1.0

고혈압 전단계 1.33(0.44-4.00) 1.35(0.60-3.05)

고혈압 1.28(0.40-4.11) 1.05(0.50-2.19)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2시간 미만 1.0 1.0

2-5시간 미만 1.79(0.67-4.81) 0.72(0.42-1.24)

5시간 이상 2.30(0.73-7.20) 1.31(0.70-2.45)

표 10. 남성과 여성의 흡연량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에 대한 오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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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재흡연자의 흡연기간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에 대한 오즈비

흡연기간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에 대한 오즈비를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않았

을 경우, 연령과 성별을 통제한 경우,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체질

량지수,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당뇨병 유병여부, 고혈압 유병여부를 통제하

였을 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현재흡연기간이 26년 미만인 경우에 비

해 26년 이상-33년 미만과 33년 이상-42년 미만에서는 각각 1.11배의 오즈비

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현재흡연기간 42년 이상인 경우

에서 오즈비가 9.70배(95% CI, 3.10-30.41)였다.

연령과 성별을 통제한 경우에서는 26년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6년

이상-33년 미만에서 오즈비가1.25배(95% CI, 0.33-4.73)로 나타났고, 33년 이

상-42년 미만에서는 오즈비가 0.43배(95% CI, 0.08-2.38), 42년 이상인 경우에

서 오즈비는 0.68배(95% CI, 0.11-4.30)로 나타났다.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체질량지수,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당

뇨병 유병여부, 고혈압 유병여부를 통제하였을 때에 26년 미만을 기준으로 26

년 이상-33년 미만에서 1.27배(95% CI, 0.28-5.81)의 오즈비를 나타냈으며, 33

년 이상-42년 미만에서는 오즈비가 0.36배(95% CI, 0.06-2.10), 42년 이상인

경우에서 오즈비가 0.47배(95% CI, 0.70-3.18)로 나타났다.



- 33 -

변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OR(95%CI) OR(95%CI) OR(95%CI)

현재흡연기간 (년)

26 미만 1.0 1.0 1.0

26-33 미만 1.11(0.26-4.82) 1.25(0.33-4.73) 1.27(0.28-5.81)

33-42 미만 1.11(0.24-5.04) 0.43(0.08-2.38) 0.36(0.06-2.10)

42 이상 9.70(3.10-30.41) 0.68(0.18-4.30) 0.47(0.07-3.18)

연령 1.15(1.08-1.27) 1.19(1.12-1.27)

성별

남 1.0 1.0

여 1.54(0.52-4.54) 1.74(0.47-6.46)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

중·고졸 0.60(0.25-1.41)

대졸이상 0.21(0.05-0.93)

소득수준

상 1.0

중 0.43(0.08-2.36)

하 0.17(0.04-0.80)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2시간 미만 1.0

2-5시간 미만 1.33(0.39-4.46)

5시간 이상 1.89(0.56-6.43)

당뇨병 유병여부

정상 1.0

공복시 혈당장애 1.51(0.43-5.24)

당뇨병 1.06(0.35-3.18)

고혈압 유병여부

정상 1.0

고혈압 전단계 0.70(0.20-2.51)

고혈압 1.24(0.37-4.17)

표 11. 현재흡연자의 흡연기간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에 대한 오즈비

* Model Ⅰ :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경우

* Model Ⅱ : 연령, 성별 통제
* Model Ⅲ :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체질량지수,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당뇨병 여

부, 고혈압 유병 여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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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제 5기 3차년도(2012) 국민건강영양조

사 자료에서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 행태와 황반변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황반변성 유무를 분석하였을 때, 연령,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구분에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였다(Wong, Loon and Saw, 2006; Cackett et al., 2008;

Fraser-Bell et al., 2008; Coleman et al., 2010; Jia et al., 2011; 장필원, 2012

등). 흡연 행태는 황반변성 질환군에서 현재흡연자 6.7%, 과거흡연자 5.5%, 비

흡연자 8.2% 였으며, 생활습관, 질병유무 등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 여부에 따

라서는 음주빈도와 고혈압 유병여부, 백내장 유병여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흡연 행태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하였을 때,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체질량지수,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당뇨병 유병

여부, 고혈압 유병여부를 통제시,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흡연자에서 오즈비가

2.18배(95% CI, 1.11-4.26)로 나타났으며, 성별을 남, 여로 구분하여 연령과 교

육수준, 소득수준, 체질량지수,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당뇨병 유병여부, 고

혈압 유병여부를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 비흡연자보다 여성 현재흡연자에

서 오즈비가 2.70배(95% CI, 1.07-6.79)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현재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과 일치하고 있다(Paetkau et al., 1978; Christen

et al., 1996; Seddon et al., 1996; Lotery, Trump, 2007).

Seddon 등(1996)의 연구에서는 과거흡연자에서 오즈비가 1.8배(95% CI

1.3-2.5)로 나타났으며, Klaver 등(2001)에서는 과거흡연자가 3.29배(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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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22)였다. 본 연구에서 과거흡연자는 1.04배의 오즈비(95% CI, 0.51-2.09)

를 보였으며, Chrsten 등(1996)과 Klein 등(2002)의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게 나왔던 것으로 보아 집단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흡

연자의 흡연기간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에 대한 오즈비는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경우 26년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42년 이상인 경우에서 9.70배

(95% CI, 3.10-30.41)로 나타났으나, 혼란변수를 통제한 경우에서는 0.42배의

오즈비(95% CI, 0.07-3.18)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Klein 등(2008)의 연구에

서 연령과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

과 일치하였다.

흡연량에 따른 황반변성 유병에 대한 오즈비는 갑년에 대해 혼란변수를 통

제하지 않은 경우에서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4 갑년 미만에서

0.37배(95% CI, 0.19-0.71)의 오즈비를 나타냈으며,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 소

득수준, 체질량지수,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당뇨병 유병여부, 고혈압 유병

여부를 통제하였을 때 흡연자의 오즈비는 3.17배(95% CI, 1.37-7.34)였다.

성별을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경우 남성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24

갑년 이상에서 1.17배(95% CI, 1.11-1.22)의 오즈비를 나타냈다. 이는 Seddon

등(1996)에서 2.1배(95% CI, 1.2-3.5)를 나타냈으며, Khan 등(2006)의 연구에

서 흡연량을 20 갑년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1-40 갑년에서 2.68배

(95% CI, 1.36-5.29)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났으며 흡연량이 황반

변성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황반변성과

흡연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도 금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Thronton et

al., 2005; Chakravarthy et al., 2007; Zhang et al., 2011; Shah et al., 2013).

이는 금연을 시도하면 황반변성의 진행이 감소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

(Choudhury, 2011)를 고려해 볼 때, 흡연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금연을

시도하면, 황반변성의 위험율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ha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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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의 연구에서는 황반변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위해 식

이, 체중조절, 운동, 금연 등을 제안하였을 때, 흡연에 대해서는 80%가 매우

필요한 제안으로 느꼈으나, 금연에 대해 고수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는 없었으

며, 금연교육을 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Lawrenson 과 Evans의 연구(2013)에서도 안과 의사들이 황

반변성 질환자에게 식이 제안을 하고 있으나, 1/3만 금연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황반변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 교육을 시키

는 부분은 매우 필요하며, 흡연을 처음 접할 수 있는 청소년부터 노년기까지

각 생애 주기별로 맞춤식 금연교육이 필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흡연은 만성질환들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흡연과 안질

환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몇 년 전부터 황반변성,

백내장등의 안과 질환 및 흡연자인 어머니가 있는 경우의 어린이 사시에서 흡

연과의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Thornton et al., 2007; Cheng et al.,

2000; Solberg, Rosner and Belkin, 1998). 흡연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한 인식

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폐암과 심장질환, 뇌졸중등이 흡연과 관련된 질환

이며, 안과질환이 흡연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약 5∼9% 인식하고 있다

(Caroll et al., 2003; Moradi et al., 2007; Thornton et al., 2007). 그러나 금연

홍보를 할 때, 흡연자의 폐나 타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 보다 흡연과

황반변성으로 인한 실명을 금연홍보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Caroll and Rock, 2003). 이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났으며(김필수, 2012), 영국에서도 흡연자의

눈과 실명에 대한 이미지는 금연상담 전화를 운영할 때, 금연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이었다(Caroll and Rock, 2003). 호주의 경우 전 세

계적으로 성공적인 금연정책을 세우는 나라로서 1945년부터 1997년 사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72%에서 22%로 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웠다(Chapm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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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efireld, 2001). 금연정책 중에는 담배광고와 스폰서를 금지하고(Barnsley

and Jacobs, 2000), 담뱃갑에 경고를 크게 삽입하였고(Chapman and Wakefireld,

2001), 2000년대 초반부터 흡연이 실명을 초래한다는 금연홍보활동을 실시하

였으며, 담배갑 경고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다(Kenndy et al., 2011). 이에 우리

나라에서도 금연교육 시 흡연이 실명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내

용을 활용하여, 금연교육 뿐만 아니라 실명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단면연구로서 황반변성과 흡연 행태와의 인과관계를 명

확히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 행태와 황반변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서 금연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금연교육 및 흡연

자의 금연동기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실명의 위험을 교육하는 부분에서의 효과

성과 도구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8 -

Ⅵ.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인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제 5기 3차년도(2012)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에서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황반변성과

흡연 행태와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 본 결과, 한국 성인에서 현재흡연과 흡연

량이 황반변성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성 있는 최신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우

리나라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흡연 행태 및 흡연기간, 흡연량과 황반변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금연정

책을 고려할 때, 간접흡연을 제한하고자 금연구역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진행하지 못하였던 간접흡연과 황반변성과의 관련성 및 녹내

장, 백내장 등의 안과질환과 흡연 행태와의 관련성 연구를 실시하여 향후 우

리나라 효과적인 금연정책 및 금연홍보활동을 위한 보건교육의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실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금연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도구

개발, 효과성 평가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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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lations between Smoking Behavior an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 in Adults over

40 years

Su Jeong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D)

Background : One of the three diseases causing blindness,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 is caused by aging, smoking, and westernized

dietary habits. The frequency and prevalence rate of AMD has been on

the rise, but blindness can be prevented by quitting smoking and

improving dietary habits. That is, smoking cessation and improved dietary

habits are essent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

between AMD and smoking behavior.

Methodology : The subjects include 3,483 people aged over 40 years that

took a health survey, physical examination, and eye examination based on

the third year (2012) data of the fif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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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ation Survey that can represent the population of the nation.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chi-squared test to compare the AMD group

and the normal group in terms of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In

additi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obtain an odds ratio

with AMD.

Results : As for the subjects, the AMD group included 255(7.3%), and the

normal group 3,228(92.7%). As for smoking behavior, the AMD group

consisted of 175(8.2%) non-smokers, 43(5.5%) former smokers, and

37(6.7%) current smokers. The odds ratio of current smokers (95% CI,

1.11-4.26) was 2.18 times higher than that of non-smokers when age and

gender, educational level, income level, BMI, hours of exposure to sunlight

a day, diabetes, and hypertension were adjusted in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smoking and AMD. When the gender factor was put in, the odds

ratio of current female smokers (95% CI, 1.70-6.79) was 2.70 times higher

than that of non-female-smokers. When age and gender, educational level,

income level, BMI, hours of exposure to sunlight a day, diabetes, and

hypertension were adjusted for the odds ratio of smoking amount and

AMD prevalence, the odds ratio of 24 pack years or longer (95% CI,

1.37-7.34) was 3.17 times higher than that of non-smoking. In the male

population, the odds ratio of 24 pack years or longer (95% CI, 1.11-1.22)

was 1.17 times higher than that of non-smokers. When confounding

variables were not adjusted for the odds ratio of AMD prevalence for the

smoking duration of current smokers, the odds ratio of 42 pack years or

longer (95% CI, 3.10-30.41) was 9.70 times higher than that of less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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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pack years. It was 0.42 times (95% CI, 0.07-3.18) when the confounding

variables were adjusted.

Conclusion : The analysis results of the third-year (2012) data of the

fif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point to relations

between AMD and current smoking. The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offers basic data to be utilized for smoking cessation education, increased

effects of smoking cessation, and prevention of blindness.

Keyword: AMD, Smoking, Smoking Cessation Education, Prevention of

Blindnes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