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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시력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성장기에 있어서 영양소 섭취가 시력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성을 분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득 상위집단과 소득 하위집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굴절력과 상관성을 갖는 영양소를

조사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탄수화물과 지방은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식약청이 제시한 330 g과 51 g을 기준

으로 하였다. 영양소의 분류는 크게 다량영양소(에너지,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지용성 비타민(비타민

A), 수용성 비타민(비타민 C,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미량무기질(철), 다량무기질(칼슘, 인, 나트륨, 칼륨), 수분으로

굴절력과 비교분석 하였다. 결과: 전체 소득수준 상에 해당하는 328명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의 평균과 굴절력과

의 상관성을 조사했다. 지방의 영양소의 경우 6~18세를 대상으로 하루 권장섭취량(112~540 g)에 2~10배보다 적은

54.21±32.60 g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방의 섭취량과 굴절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

타냈다(우안: p=0.033, 좌안: p=0.029). 전체 소득수준 하에 해당하는 대상자 309안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의 평균

과 표준편차 값 그리고 굴절력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인은 1118.75±501.98 mg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트륨은

3705.24±2089.42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다 약 3배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다량무

기질 영양소와 달리 굴절력과 p=0.031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결론: 시력발달에 중요한 성장의 시기에 다양한 영

양소의 균형 잡힌 고른 섭취 및 좋은 식습관은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는데 충분히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영양소, 시력, 지방, 나트륨, 소득수준, 굴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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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60년 이후 꾸준한 경제 성장과 함께 생활수준이 향상되

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식생활의 관심으로 이어졌다.[1] 건

강한 식생활은 건강 상태의 악화를 예방하거나 늦추며, 사

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대한민국 국민

의 평균 기대수명은 2002년 기준 기대수명은 남성은

73.40세를, 여성은 80.45세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증가세

를 보였으며, 2010년에는 남성은 77.20세를, 여성은 84.07

세를 기록하였다.[3] 이와 함께 한 국가의 보건지표 및 건

강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영아 사망률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영양 상태와 의료

보건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그러나 이러

한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눈 건강과 관련된 시력

장애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5-6]

2011년 전국 안경 사용실태 조사에 의하면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시력교정 및 시력보완을 위해 안

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사람은 총 54.80%를 나타

내었다. 그 중 안경만 사용하는 착용자는 46.40%, 안경과

콘택트렌즈 모두 사용하는 착용자는 7.40%, 콘택트렌즈만

사용하는 착용자는 1.00%로 각각 조사되고 있다.[7] 이 비

율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시력장애의 증가

이유는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산업화에 따른 환경적인 요

인과 더불어 잘못된 식생활의 요인 역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올바른 식생활은 신체의 성장

이 이루어지는 성장기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영양소 섭취의 불균형은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 특히 눈에는 안구성장과 시력에 직·

간접적으로 굴절상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눈의 구성

요소의 조직들의 기능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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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과 수정체에 영양부족으로 인하여 각 기관의 형태의 변

화와 굴절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눈의 굴절상태를 변화시켜 직접적인 시력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성장기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최근 외모나 체

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장기에 식사 섭취량을 감

소시키거나 식사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잘못된 방법으

로 체중 조절을 하여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눈의 시력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된다. 선행 연구를 통해 영양소와 눈 건강과 관련하여 비

타민 D농도와 백내장 발생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비타민 A결핍은 안구 건조증과 각막투

명성의 소실, 가벼운 망막기능의 장애, 야맹증 등과 같은

증상을 야기 시킬 수 있음이 연구되었다.[8-9] 본 연구에서

는 다량영양소, 지용성비타민, 수용성비타민, 미량무기질,

다량무기질, 수분 등의 기본영양소와 필수영양소와 시력

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특히, 시력 발달에 중요한 시기

인 성장기에 식생활을 통해 섭취되는 영양소 중 급속히

증가하는 성장기 시력장애 유발 및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소를 분석하고, 또한 대상군을 경제소득에 따른

고소득군과 저소득군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영양소 섭취

량의 차이에 따른 집단간의 시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여 이를 통해 영양소 섭취에 따른 시력의 영향을 검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전체 7,537명 중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성장기 학생(아동기, 청소년기)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건강검진조사를

마치고 그중 안검사와 가구소득에 응답한 1,383명을 대상

Table 1. The recommended daily intake

Classification Nutrient (Macronutrient)

Group Age
Energy

(kcal/daily)

Dietary Fiber

(g/daily)

(Sufficient)

Protein

(g/daily)

Carbohydrate

(g/daily)

Fat

(g/daily)

1 6~8 1,500~1,600 15~20 25

330 51

2 9~11 1,700~1,900 15~20 35

3 12~14 2,000~2,400 20~25 45~50

4 15~18 2,000~2,700 20~25 45~55

Classification
Nutrient

(Fat soluble vitamin)
Nutrient (Water soluble vitamine)

Group Age
Vitamin A

(µg RE/daily)

Vitamin C

(mg/daily)

Riboflavin

(mg/daily)

Niacin

(mg NE/daily)

1 6~8 400 60 0.7~0.9 9

2 9~11 500~550 70~80 0.9~1.1 11

3 12~14 650~700 100 1.2~1.5 15

4 15~18 600~850 100~110 1.2~1.7 14~17

Classification
Nutrient

(Micro mineral)
Nutrient (Macro mineral) Moisture

Group Age
Iron

(mg/daily)

Calcium

(mg/daily)

Phosphorus

(mg/daily)

Sodium

(g/daily)

(Sufficient)

Potassium

(g/daily)

(Sufficient)

Moisture

(mL/daily)

(Sufficient)

1 6~8 8 700 600~700 1.2 2.8 1,700~1,800

2 9~11 10~11 800 900~1000 1.3 3.2 1,800~2,000

3 12~14 13~14 900~1,000 900~1000 1.5 3.5 2,000~2,300

4 15~18 15~17 800~900 800~1000 1.5 3.5 2,100~2,600



소득에 따른 성장기 영양소 섭취와 굴절력과의 관계 215

Vol. 18, No. 2, Juen 2013 J. Korean Oph. Opt. Soc.

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은 11.57세였고, 남자737명(53.3%),

여자646명(46.7%)을 대상으로 신체적 그리고 안과적인 특

이한 증상이 없는 대상으로만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

상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체위기준은 2007년 질병관리

본부가 제시한 성장발육표준치를 사용한 기준으로 하였다.

2. 방법

굴절력과 비교 분석할 지표로는 사회경제적요인 중 개

인소득을 기준은 2010년 국민건강통계 소득 수준 기준에

따라 소득수준은 월가구균등화소득( )을 성별연

령별 5세 단위의 사분위로 분류되며, 소득 사분위수 상

(300만원 초과), 중상(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중하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하중(100만원 이하)으로 구

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과 하소득군만을 비교 분석

하였다. 영양소 섭취 기준은 한국영양학회, 한국인영양섭

취기준위원회의 기준으로 하였고 그중 나트륨, 칼륨, 수분

과 식이섬유에 대해서는 평균 영양소의 필요량에 대한 정

확한 정보와 결정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충분섭취량을 기준으로 하였다.[10] 또한 탄수화물과 지방

에 대한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식

약청이 제시한 330 g과 51 g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나머

지는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기준으로 성별 연령군별

거의 모든 97~98% 건강한 인구집단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섭취량인 권장섭취량을 영양섭취기준으로 정

하였다(Table 1). 영양소의 분류는 크게 다량영양소(에너

지,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지용성 비타민(비

타민 A), 수용성 비타민(비타민 C,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미량무기질(철), 다량무기질(칼슘, 인, 나트륨, 칼륨), 수분

으로 굴절력과 비교분석 하였다. 굴절력은 자동굴절계 검

사를 통한 구면값과 난시값의 등가구면 굴절력을 기준으

로 하였으며, 소득과 굴절력 유의성은 t-test를 통해 검정

하였으며, 영양소의 섭취와 굴절력과의 유의성은 상관관

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Ver12.0)을 통해

모든 유의수준은 p<0.05로 처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소득과 굴절력과의 관계 

국민건강영양조사서의 기준에 의한 소득 4분위수 중 소

득 최하위군과 소득 최상위군의 연령별 굴절력과의 관계

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소득 최하의군과 소득 최상위

6~8세 군에서는 왼쪽 눈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1.09±

2.09과 −1.46±2.40, 오른쪽 눈은 −1.19±2.33과 −1.36±

2.39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9~11세 군에

서는 왼쪽 눈 −1.38±3.35과 −1.20±2.41, 오른쪽 눈은

−1.50±2.70과 −1.28±2.40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12~14세 군에서는 왼쪽 눈 −1.25±2.63과 −0.70±

1.78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5~18세 군에서는 왼

               가구원수

Table 2. The correlation of income and refractive error

Age interval Income Group N Mean
Standard 

Deviation
p-value

ages 6 to 8

L.Spherical Equivalent 
High 77 -1.09 2.09

0.510
Low 85 -1.46 2.40

R.Spherical Equivalent
High 77 -1.19 2.33

0.843
Low 85 -1.36 2.39

ages 9 to11

L.Spherical Equivalent 
High 97 -1.38 3.35

0.542
Low 94 -1.20 2.41

R.Spherical Equivalent
High 97 -1.50 2.70

0.587
Low 94 -1.28 2.40

ages 12 to 14

L.Spherical Equivalent 
High 82 -1.25 2.63

0.046
Low 97 -0.70 1.78

R.Spherical Equivalent
High 82 -1.26 2.30

0.067
Low 97 -0.65 1.82

ages 15 to 18

L.Spherical Equivalent 
High 81 -1.35 2.59

0.768
Low 80 -1.17 2.29

R.Spherical Equivalent
High 81 -1.28 2.42

0.759
Low 80 -1.15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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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눈 −1.35±2.59과 −1.17±2.29, 오른쪽 눈은 −1.28±2.42

과 −1.15±2.23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2. 소득 하집단의 연령별 영양소와 굴절력 상관성

소득수준 하 집단에 해당하는 전체 대상자 309안을 대

상으로 실시한 영양소 섭취와 굴절력과의 평균과 표준편

차 값 그리고 굴절력과의 상관성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굴절력은 우안과 좌안 모두 등가구면 굴절력을 사

용하여 나타냈으며, 각각은 −1.32±2.45 D와 −1.27±2.74

D로 나타났다. 다량영양소에 속하는 에너지, 식이섬유, 단

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중 에너지는 1976.71±

885.55 kcal와 단백질은 69.01±34.21 g으로 하루 권장 섭

취량을 섭취하였으며, 식이섬유, 탄수화물과 지방은 각각

5.17±5.06 g, 307.80±129.94 g과 50.58±32.83 g으로 하

루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양소 섭취정도와 굴절력과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상자 6~18세의 식이섬유 하루 권

장섭취량 15~25 g이지만 대상자의 섭취량은 5.17±5.06 g

으로 약 3~5배 적은 하루 권장 섭취량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식이 섬유의 섭취량과 굴절력과의 관계는

p=0.000(r=−.209) 와 p=0.001(r=−0.180)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성을 나타냈다. 지용성 비타민인 영양소 비타민

A와 수용성 비타민인 영양소 비타민 C, 리보플라빈, 나이

아신은 654.76±727.01 µg RE, 87.91±121.36 mg, 1.33±

0.77 mg과 14.67±8.05 mg NE로 하루 권장 섭취량 범위

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굴절력과의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미량무기질 영양소 철은 11.45±7.26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을 섭취하였으며, 다량무기

질 칼슘과 칼륨은 496.22±334.36 mg과 2494.88±1339.79

mg으로 다소 부족한 섭취량을, 그러나 인은 1118.75±

501.98 mg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트륨은 3705.24±2089.42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다 약 3배 많이 섭취하는

Table 3. The correlation of nutrient and refractive error in the low-income group

Classfication
Low income group p-value

Mean Standard Deviation R.Spherical equivalent L.Spherical equivalent

Visual acuity

R.Spherical equivalent −1.32 2.45 - -

L.Spherical equivalent −1.27 2.74 - -

Macronutrient

Energy 1976.71 885.55 0.446 0.402

Dietary Fiber 5.17 5.055 0.000 0.001

Protein 69.01 34.21 0.527 0.374

Carbohydrate 307.80 129.94 0.283 0.370

Fat 50.58 32.83 0.567 0.449

Fat soluble vitamin

Vitamin A 654.76 727.01 0.643 0.523

Water soluble vitamin

Vitamin C 87.91 121.36 0.905 0.842

Riboflavin 1.33 0.77 0.214 0.215

Niacin 14.67 8.05 0.536 0.548

Micro mineral

Iron 11.45 7.26 0.173 0.198

Macro mineral

Calcium 496.22 334.36 0.473 0.374

Phosphorus 1118.75 501.98 0.139 0.166

Sodium 3705.24 2089.42 0.114 0.031

Potassium 2494.88 1339.79 0.065 0.523

Moisture 831.30 577.07 0.073 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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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다른 다량무기질 영양소와 달리

굴절력과 p=0.031(r=−0.123)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수

분의 섭취는 831.30±577.07 mL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

으며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저소득집단의 연령을 세분하였고 그중 전체 소득수준

하에 해당하는 6~8세(75명)와 9~11세(94명)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와 굴절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 그리고 굴절

력과의 상관성을 Table 4에 각각 나타내었다. 6~8세 대상

의 우안의 굴절력 −1.19±2.33 D, 좌안의 굴절력 −1.09±

2.09 D로 나타났다. 다량영양소 중 에너지는 543.81±

627.99 kcal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 범위를, 단백질은 53.12

±23.10 g으로 높은 섭취량을, 식이섬유, 탄수화물과 지방

은 각각 4.67±5.28 g, 253.17±95.52 g, 35.14±21.37 g으

로 하루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량영양소들의 섭취량과 굴절력과 관계는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와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 리보플라빈과 나이아신은

479.46±622.71 µg RE, 73.36±82.32 mg, 1.03±0.61 mg

과 11.55±5.77 mg NE로 하루 권장 섭취량 범위 보다 많

은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굴절력과의 상관관

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량무기질 영양소 철은 또한 9.66

±7.33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다 많은 양을 섭

취하였으며, 굴절력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

량무기질 칼슘과 칼륨은 416.63±313.13 mg과 2081.03±

1041.63 mg으로 다소 부족한 섭취량을, 그러나 인은

906.84±401.01 mg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트륨은 2699.86

±1316.78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다 약 2배 많

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량무기질 영양소의 섭

취량과 굴절력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분의

섭취는 688.65±389.50 mL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으나,

Table 4. The correlation of nutrient and refractive error in the 6 to 11 age low-income group 

Classification

Ages 6 to 8 P-value Ages 9 to 11 p-value

Mean
Standard 

Deviation

R.Spherical 

equivalent

L.Spherical 

equivalent
Mean

Standard 

Deviation

R.Spherical 

equivalent

L.Spherical 

equivalent

Visual acuity

R.Spherical equivalent −1.19 2.33 - - -1.505 2.70 - -

L.Spherical equivalent −1.09 2.09 - - -1.386 3.35 - -

Macronutrient

Energy 1543.81 627.99 0.500 0.336 1935.18 686.57 0.350 0.598

Dietary Fiber 4.67 5.28 0.209 0.331 5.26 5.15 0.287 0.517

Protein 53.12 23.10 0.552 0.329 68.45 27.74 0.989 0.975

Carbohydrate 253.17 95.52 0.668 0.625 304.79 107.58 0.182 0.422

Fat 35.14 21.37 0.676 0.269 49.41 29.78 0.652 0.860

Fat soluble 

Vitamin A 479.46 622.71 0.599 0.671 638.41 657.45 0.295 0.362

Water soluble 

Vitamin C 73.36 82.32 0.932 0.838 87.24 73.50 0.699 0.948

Riboflavin 1.03 0.61 0.561 0.805 1.42 0.74 0.821 0.829

Niacin 11.55 5.77 0.863 0.712 14.52 7.16 0.684 0.714

Micro mineral

Iron 9.66 7.33 0.398 0.347 11.19 5.26 0.581 0.607

Macro mineral

Calcium 416.63 313.13 0.475 0.494 540.18 279.92 0.326 0.362

Phosphorus 906.84 401.01 0.813 0.794 1150.69 422.24 0.360 0.489

Sodium 2699.86 1316.78 0.804 0.887 3539.13 1686.15 0.465 0.349

Potassium 2081.03 1041.63 0.496 0.787 2498.05 1116.54 0.260 0.383

Moisture 688.65 389.50 0.619 0.986 838.18 456.32 0.349 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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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력과의 유의한 상관성은 나타내지 않았다.

9~11세 대상의 우안의 굴절력 −1.50±2.70 D, 좌안의 굴

절력 −1.38±3.35 D로 나타났다. 다량영양소 중 에너지는

1935.18±686.57 kcal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 범위를, 단백

질은 68.45±27.74 g으로 높은 섭취량을, 식이섬유, 탄수

화물, 지방은 각각5.26±5.15 g, 304.79±107.58 g, 49.41

±29.78 g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량영양소들의 섭취량과 굴절력과 관계

는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와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 리보플라빈과 나

이아신은 638.41±657.45 µg RE, 73.36±82.32 mg, 1.42

±0.74 mg과 14.52±7.16 mg NE로 하루 권장 섭취량 범

위 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굴

절력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량무기질 영양

소 철은 또한 11.19±5.26 mg으로 하루 권장량 보다 다소

많이 섭취하였으며, 굴절력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

나지 않았다. 다량무기질 칼슘과 칼륨은 540.18±279.92

mg과 2498.05±1116.54 mg으로 다소 부족한 섭취량을, 그

러나 인은 1150.69±422.24 mg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트

륨은 3539.13±1686.16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

다 약 3배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량무기질

영양소의 섭취량과 굴절력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

다. 수분의 섭취는 838.18±456.32 mL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으나, 굴절력과의 유의한 상관성은 나타내지 않았다.

전체 소득수준 하에 해당하는 12~14세(76명)와 15~18세

(64명)를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와 굴절력의 평균과 표준편

차 값 그리고 굴절력과의 상관성을 Table 5에 각각 나타

내었다. 12~14세 대상의 우안의 굴절력 −1.26±2.30 D, 좌

안의 굴절력 −1.25±2.63 D로 나타났다. 다량영양소 중 에

너지는 2072.44±782.71 kcal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을, 단

Table 5. The correlation of nutrient and refractive error in the 12 to 18 age low-income group 

Classification

Ages 12 to 14 p-value Ages 15 to 18 p-value

Mean
Standard 

Deviation

R.Spherical 

equivalent

L.Spherical 

equivalent
Mean

Standard 

Deviation

R.Spherical 

equivalent

L.Spherical 

equivalent

Visual acuity

R.Spherical equivalent −1.26 2.30 - - -1.28 2.42 - -

L.Spherical equivalent −1.25 2.63 - - -1.35 2.59 - -

Macronutrient

Energy 2072.44 782.71 0.396 0.334 2431.35 1224.24 0.887 0.726

Dietary Fiber 5.16 4.93 0.002 0.011 5.65 4.83 0.016 0.005

Protein 74.03 39.37 0.455 0.298 82.49 39.96 0.525 0.416

Carbohydrate 319.85 109.37 0.361 0.419 361.94 183.80 0.876 0.891

Fat 55.04 32.40 0.479 0.293 65.13 40.61 0.954 0.651

Fat soluble 

Vitamin A 778.12 962.24 0.639 0.524 737.74 570.85 0.138 0.072

Water soluble 

Vitamin C 86.71 95.03 0.500 0.752 107.36 211.38 0.667 0.937

Riboflavin 1.33 0.70 0.661 0.664 1.54 0.95 0.311 0.217

Niacin 15.81 8.97 0.196 0.228 17.20 9.30 0.942 0.780

Micro mineral

Iron 12.15 7.37 0.187 0.364 13.10 9.05 0.916 0.784

Macro mineral

Calcium 452.17 278.61 0.750 0.971 577.23 451.54 0.847 0.993

Phosphorus 1138.42 479.07 0.198 0.266 1296.84 647.28 0.711 00.695

Sodium 3941.58 2240.27 0.077 0.081 4846.72 2525.27 0.546 0.251

Potassium 2566.31 1430.14 0.058 0.084 2890.37 1690.30 0.989 0.764

Moisture 823.60 554.34 0.034 0.047 997.51 851.02 0.803 0.603



소득에 따른 성장기 영양소 섭취와 굴절력과의 관계 219

Vol. 18, No. 2, Juen 2013 J. Korean Oph. Opt. Soc.

백질과 지방은 각각 74.03±39.37 g와 55.04±32.40 g으로

높은 섭취량을, 식이섬유과 탄수화물은 각각 5.16±4.93 g

과 319.85±109.37 g 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다량영양소들의 섭취량과

굴절력과 관계는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식이섬유 영양소의 섭취량은 굴절력에 각각 p=0.002(r=

−.345)와 p=0.011(r=−0.29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

을 나타내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은 778.12±

962.24 µg RE으로 다소 많은 하루 권장량, 수용성 비타민

인 비타민 C는 86.71±95.03 mg으로 적은 섭취량, 리보플

라빈은 1.33±0.70 mg으로 적정 섭취량, 나이아신은 15.81

±8.97 mg NE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 보다 많은 양을 섭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굴절력과의 상관관계는 나타

나지 않았다. 미량무기질 영양소 철은 또한 12.15±7.37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다 적은 양을 섭취하였으

며, 굴절력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량무기질

칼슘과 칼륨은 452.17±278.61 mg과 2566.31±1430.14

mg으로 다소 부족한 섭취량을 나타냈으며, 칼륨 섭취량과

굴절력과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다. 인은 1138.42±479.07 mg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

트륨 또한 3941.58±2240.27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

량 보다 약 2.6배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분

의 섭취는 823.60±554.34 mL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으

며, p=0.034(r=−0.244)와 p=0.047(r=−0.229)로 굴절력과의

유의한 상관성은 나타냈다.

15~18세 대상의 우안의 굴절력 −1.28±2.42 D, 좌안의

굴절력 −1.35±2.59 D로 나타났다. 다량영양소 중 에너지

는 2431.35±1224.24 kcal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을, 단백

질, 탄수화물과 지방은 82.49±39.96 g, 361.94±183.80 g

과 65.13±40.61 g으로 높은 섭취량을, 식이섬유은 5.65±

4.83 g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부분 다량영양소들의 섭취량과 굴절력과 관계

Table 6. The correlation of nutrient and refractive error in the high-income group

Classification
High income group p-value

Mean Standard Deviation R.Spherical equivalent L.Spherical equivalent

Visual acuity

R.Spherical equivalent −1.10 2.22 - -

L.Spherical equivalent −1.12 2.23 - -

Macronutrient

Energy 2113.57 830.66 0.274 0.250

Dietary Fiber 5.71 3.73 0.939 0.755

Protein 76.59 45.05 0.690 0.530

Carbohydrate 332.05 122.52 0.658 0.711

Fat 54.21 32.60 0.033 0.029

Fat soluble 

Vitamin A 663.34 513.12 0.729 0.521

Water soluble 

Vitamin C 98.15 118.74 0.101 0.115

Riboflavin 1.47 0.82 0.726 0.758

Niacin 16.47 9.86 0.981 0.996

Micro mineral

Iron 12.94 8.60 0.615 0.565

Macro mineral

Calcium 575.11 319.92 0.465 0.545

Phosphorus 1239.98 543.82 0.567 0.667

Sodium 3950.65 2386.03 0.389 0.403

Potassium 2639.78 1278.30 0.516 0.407

Moisture 888.73 482.76 0.41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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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식이섬유 영양소

의 섭취량은 굴절력에 각각 p=0.016(r=−0.299)와 p=0.005

(r=−0.3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지

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와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와

리보플라빈은 737.74±570.85 µg RE, 107.36±211.38 mg

과 1.54±0.95 mg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을 섭취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굴절력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이아신은 17.20±9.30 mg NE로 모두 하루 권장 섭취량

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굴절력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량무기질 영양소 철은 또

한 13.10±9.05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다 적은

양을 섭취하였으며, 굴절력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

았다. 다량무기질 칼슘과 칼륨은 577.23±451.54 mg과

2890.37±1690.30 mg으로 다소 부족한 섭취량을 나타냈

으며, 굴절력과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

타나지는 않았다. 인은 1296.84±647.28 mg으로 높은 섭

취량을, 나트륨 또한 4846.72±2525.27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다 약 3.2배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수분의 섭취는 997.51±851.02 mL으로 낮은 섭취량

을 보였으며, 굴절력과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3. 소득 상집단의 연령별 영양소와 굴절력 상관성

소득수준 상 집단에 해당하는 전체 대상자 328안을 대

상으로 실시한 영양소 섭취와 굴절력과의 평균과 표준편

차 값 그리고 굴절력과의 상관성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굴절력은 우안과 좌안 모두 등가구면 굴절력을 사

용하여 나타냈으며, 각각은 −1.10±2.22 D와 −1.12±2.23

D로 나타났다. 다량영양소에 속하는 에너지는 2113.57±

830.66 kcal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 범위로, 단백질, 탄수화

물과 지방은 각각 76.59±45.05 g, 332.05±122.52 g,

54.21±32.60 g으로 다소 높은 섭취량을 나타내었으며, 식

이섬유는 5.71±3.73 g 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양소와 굴절력과의 상관

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방의 영양소의 경

우 지방의 섭취량과 굴절력과의 관계는 우안과 좌안 모두

각각 p=0.033(r=0.118)과 p=0.029(r=0.12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다. 지용성 비타민인 영양소 비타

민 A와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C, 리보플라빈과 나이아신

은 663.34±513.12 µg RE, 98.15±118.74 mg, 1.47±0.82

mg, 16.47±9.86 mg NE로 하루 권장 섭취량 범위를 나타

났으며, 굴절력과의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미량무

기질인 영양소 철은 12.94±8.61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

섭취량을, 다량무기질인 영양소 칼슘과 칼륨은 575.11±

319.92 mg과 2639.78±1278.37 mg으로 다소 부족한 섭취

량을 나타냈으나, 인은 1239.98±543.82 mg으로 높은 섭

취량을, 나트륨은 3950.65±2386.03 mg으로 하루 평균 권

장섭취량 보다 약 3배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분의 섭취는 888.73±482.76 mL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

으나, 굴절력과의 상관성은 나타내지 않았다.

고소득집단의 연령을 세분하였고 그중 전체 소득수준

상에 해당하는 6~8세(82명)와 9~11세(91명)를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와 굴절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 그리고 굴절

력과의 상관성을 Table 7에 각각 나타내었다. 6~8세 대상

의 우안의 굴절력 −1.36±2.39 D, 좌안의 굴절력 −1.46±

2.40 D로 나타났다. 다량영양소 중 에너지는 1849.41±

539.41 kcal, 단백질은 66.43±26.68 g으로 각각 높은 섭취

량을, 식이섬유, 탄수화물과 지방은 각각 5.09±3.03 g,

293.66±82.89 g과 47.01±24.52 g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량영양소들의

섭취량과 굴절력과 관계는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와 수용성 비타민인 비

타민 C, 리보플라빈과 나이아신은 648.35±443.05 µg RE,

101.56±138.87 mg, 1.32±0.52 mg과 13.76±6.03 mg NE

로 모두 하루 권장 섭취량 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굴절력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량무기질 영양소 철은 또한 11.05±6.00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였으며, 굴절력과

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량무기질 칼슘과 칼륨

은 597.31±321.34 mg과 2468.22±993.14 mg으로 다소

부족한 섭취량을, 그러나 인은 1111.12±380.02 mg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트륨은 3360.11±1583.64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다 약 2.8배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다량무기질 영양소의 섭취량과 굴절력과의 상

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분의 섭취는 894.65±425.50

mL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으나, 굴절력과의 유의한 상관

성은 나타내지 않았다. 

9~11세 대상의 우안의 굴절력 −1.28±2.40 D, 좌안의 굴

절력 −1.20±2.41 D로 나타났다. 다량영양소 중 에너지는

1984.75±743.79 kcal, 단백질은 71.66±37.38 g으로 각각

높은 섭취량을, 식이섬유, 탄수화물과 지방은 각각 5.51±

4.20 g, 315.42±113.37 g과 49.53±27.14 g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량영양

소들의 섭취량과 굴절력과 관계는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

내지는 않았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와 수용성 비타

민인 비타민 C, 리보플라빈, 나이아신은 658.21±473.73

µg RE, 100.97±115.44 mg, 1.39±0.63 mg, 15.48±9.02

mg NE로 모두 하루 권장 섭취량 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굴절력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량무기질 영양소 철은 또한 12.78±9.73 mg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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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였으며,

굴절력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량무기질 칼

슘과 칼륨은 575.67±289.99 mg과 2525.17±1186.28 mg

으로 다소 부족한 섭취량을, 그러나 인은 1147.37±460.24

mg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트륨은 3676.96±2187.02 mg으

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다 약 3배 많이 섭취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다량무기질 영양소의 섭취량과 굴절력

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분의 섭취는 845.43

±423.57 mL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으나, 굴절력과의 유

의한 상관성은 나타내지 않았다.

12~14(95명)세와 15~18세(60명)를 대상으로 영양소 섭

취와 굴절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 그리고 굴절력과의 상

관성을 Table 8에 각각 나타내었다. 12~14세 대상의 우안

의 굴절력 −0.654±1.83 D, 좌안의 굴절력 −0.70±1.78 D

로 나타났다. 다량영양소 중 에너지는 2385.70±1029.61

kcal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91.67±64.90 g, 363.94±138.49 g, 62.87±41.33 g으로 높

은 섭취량을, 식이섬유는 6.13±3.93 g으로 하루 권장 섭

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다량영양

소들의 섭취량과 굴절력과 관계는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

내지는 않았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는 652.06±

593.71 µg RE으로 적정 섭취량을,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

민 C는 98.89±119.78 mg으로 다소 부족한 섭취량을, 리

보플라빈과 나이아신은 각각 1.70±1.14 mg과 19.94±

13.39 mg NE로 모두 하루 권장 섭취량 보다 많은 양을 섭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굴절력과의 상관관계는 나타

나지 않았다. 미량무기질 영양소 철은 또한 14.40±9.26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였으

며, 굴절력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량무기질

칼슘과 칼륨은 560.07±351.63 mg과 2824.81±1562.81

Table 7. The correlation of nutrient and refractive error in the 6 to 11 age high-income group 

Classification

Ages 6 to 8 p-value Ages 9 to 11 p-value

Mean
Standard 

Deviation

R.Spherical 

equivalent

L.Spherical 

equivalent
Mean

Standard 

Deviation

R.Spherical 

equivalent

L.Spherical 

equivalent

Visual acuity

R.Spherical equivalent −1.36 2.39 - - -1.28 2.40 - -

L.Spherical equivalent −1.46 2.40 - - -1.20 2.41 - -

Macronutrient

Energy 1849.41 539.41 0.536 0.557 1984.75 743.79 0.511 0.556

Dietary Fiber 5.09 3.03 0.877 0.630 5.51 4.20 0.804 0.986

Protein 66.43 26.68 0.771 0.499 71.66 37.38 0.867 0.879

Carbohydrate 293.66 82.89 0.766 0.922 315.42 113.37 0.780 0.714

Fat 47.01 24.52 0.485 0.489 49.53 27.14 0.168 0.236

Fat soluble 

Vitamin A 648.35 443.05 0.966 0.641 658.21 473.73 0.524 0.771

Water soluble 

Vitamin C 101.56 138.87 0.098 0.088 100.97 115.44 0.354 0.421

Riboflavin 1.32 0.52 0.523 0.296 1.39 0.63 0.779 0.987

Niacin 13.76 6.03 0.701 0.857 15.48 9.02 0.791 0.921

Micro mineral

Iron 11.05 6.00 0.644 0.706 12.78 9.73 0.735 0.623

Macro mineral

Calcium 597.31 321.34 0.366 0.353 575.67 289.99 0.550 0.896

Phosphorus 1111.12 380.02 0.549 0.504 1147.37 460.24 0.705 0.912

Sodium 3360.11 1583.64 0.499 0.365 3676.96 2187.02 0.899 0.774

Potassium 2468.22 993.14 0.309 0.294 2525.17 1186.28 0.902 0.652

Moisture 894.65 425.50 0.125 0.116 845.43 423.57 0.78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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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으로 다소 부족한 섭취량을 나타냈으며, 굴절력과의 상

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인

은 1390.86±700.77 mg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트륨 또한

4669.35±3180.52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다 약

3.1배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굴절력과의 유의

한 상관성은 나타내었다. 수분의 섭취는 938.18±602.58

mL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으며, 굴절력과의 유의한 상관

성은 나타내지 않았다.

15~18세 대상의 우안의 굴절력 −1.150±2.23 D, 좌안의

굴절력 −1.17±2.29 D로 나타났다. 다량영양소 중 에너지

는 2239.10±796.26 kcal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을, 단백질,

탄수화물과 지방은 각각 74.06±29.56 g, 359.24±136.87

g과 57.44±31.38 g으로 다소 높은 섭취량을, 식이섬유는

6.16±3.45 g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부분 다량영양소들의 섭취량과 굴절력과

관계는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지방 섭취

량과 굴절력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지

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는 709.45±532.10 µg RE으로 적

정 섭취량을, 수용성 리보플라빈과 나이아신은 각각 1.44

±0.75 mg과 16.19±6.88 mg NE로 모두 하루 권장 섭취

량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굴절력과의 상

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타민인 비타민 C는 88.04±

91.40 mg,로 하루 권장 섭취량 보다 약간 부족한 섭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굴절력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

지 않았다. 미량무기질 영양소 철은 또한 13.47±8.44 mg

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다 적은 양을 섭취하였으며,

굴절력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량무기질 칼

슘과 칼륨은 567.75±3314.82 mg과 2755.12±1238.83 mg

으로 다소 부족한 섭취량을 나타냈으며, 굴절력과의 상관

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인은

Table 8. The correlation of nutrient and refractive error in the 12 to 18 age high-income group 

Classification

Ages 12 to 14 p-value Ages 15 to 18 p-value

Mean
Standard 

Deviation

R.Spherical 

equivalent

L.Spherical 

equivalent
Mean

Standard 

Deviation

R.Spherical 

equivalent

L.Spherical 

equivalent

Visual acuity

R.Spherical equivalent −0.65 1.82 - - -1.15 2.23 - -

L.Spherical equivalent −0.70 1.78 - - -1.17 2.29 - -

Macronutrient

Energy 2385.70 1029.61 0.286 0.594 2239.10 796.26 0.206 0.446

Dietary Fiber 6.13 3.93 0.533 0.503 6.16 3.45 0.947 0.897

Protein 91.67 64.90 0.374 0.777 74.06 29.56 0.338 0.568

Carbohydrate 363.94 138.49 0.190 0.314 359.24 136.87 0.521 0.882

Fat 62.87 41.33 0.834 0.791 57.44 31.38 0.039 0.072

Fat soluble 

Vitamin A 652.06 593.71 0.826 0.963 709.45 532.10 0.205 0.149

Water soluble 

Vitamin C 98.89 119.78 0.931 0.959 88.04 91.40 0.744 0.976

Riboflavin 1.70 1.14 0.547 0.784 1.44 0.75 0.316 0.276

Niacin 19.94 13.39 0.350 0.716 16.19 6.88 0.886 0.430

Micro mineral

Iron 14.40 9.26 0.664 0.868 13.47 8.44 0.992 0.698

Macro mineral

Calcium 560.07 351.63 0.642 0.808 567.75 314.82 0.398 0.616

Phosphorus 1390.86 700.77 0.271 0.524 1276.70 517.29 0.458 0.800

Sodium 4669.35 3180.52 0.040 0.10 4034.86 1805.11 0.987 0.994

Potassium 2824.81 1562.81 0.143 0.237 2755.12 1238.83 0.398 0.616

Moisture 938.18 602.58 0.384 0.592 868.01 428.51 0.756 0.706



소득에 따른 성장기 영양소 섭취와 굴절력과의 관계 223

Vol. 18, No. 2, Juen 2013 J. Korean Oph. Opt. Soc.

1276.70±517.29 mg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트륨 또한

4034.86±1805.11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다 약

2.6배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분의 섭취는

868.01±428.51 mL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으며, 굴절력

과의 유의한 상관성은 나타내지 않았다.

고 찰

소득수준 하위와 상위 두 집단 모두에서 식이섬유, 칼슘,

칼륨, 수분의 영양소는 다소 적은 영양섭취를, 에너지, 비

타민 A, 비타민 C,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철의 영양소는

적정 섭취량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인, 나트륨은 높은

영양 섭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나트륨의 섭취

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우 과다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득수준 하위소득집단을 기준으로 상위소득집단의

영양섭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Fig. 1으로 정리해 보았다.

섭취량은 1.29%에서 13.72% 까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

의 청소년들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모

든 영양소들을 보다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나 소득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는 뚜렷이 나타났으며, T-test 검정에

서 특히 에너지,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인, 철, 리보플라

빈, 나이아신의 영양소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p<0.05). 이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발육에 있어서

의 영향과 더불어 시력변화의 민감기인 시력변화에도 두

집단 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소득에 따른 굴절력차이를 비교해보면 청소년기

중에서도 특히, 12~14세 연령대의 경우 소득하위집단과

소득상위 집단의 시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

타났다. 우리나라 학년구분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

교 2학년에 해당하는 12~14세 군의 하위 소득집단은

−1.25±2.63 디옵터, 상위 소득집단은 −0.70±1.78 디옵터

를 나타내어 두 집단 간의 굴절력 차이는 약 0.50 D 이상

을 나타내었으며, 영양소 섭취량이 높은 소득수준이 상위

집단이 하위집단에 비해 시력이 좋은 것으로 확인된다.

12~14세 군의 소득수준 하위집단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

상위집단과의 영양섭취 비교 결과를 Fig 2에 나타냈다. 비

타민 A 섭취량만 −19.33% 섭취한 것을 제외한 모든 영양

소에서 소득수준 상위집단이 소득하위집단보다 9.15~21.76%

의 비율로 많은 영양소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는 뚜렷이 나타났으며, t-test

검정에서 특히 에너지,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인, 리보플

라빈, 나이아신의 영양소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p<0.05). 비록 비타민 A의 섭취량이 상위집단이 하위집단

보다 적지만 이 또한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 한 것이

며, 소득격차에 따른 영양섭취 정도가 평균적으로 다소 높

Fig. 1. The comparison of high-income group and low-income group according to the intake rate.

Fig. 2. The comparison of high- income group and low-income group according to the intake rate in the ages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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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였고 그중에서도 굴절

이상과 영양소의 상관성을 볼 수 있는 영양소로는 전체

소득수준 하위에서는 식이섬유 영양소가 평균 보다 다소

적은 섭취량을 보였으며, 굴절력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나트륨은 평균 보

다 다소 높은 섭취량을 보였으며, 시력과의 상관관계에 있

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소득수준 하위

의 12~14세 집단에서는 식이섬유와 수분의 섭취량이 평균

보다 낮은 섭취량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5~18세 집단에서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평균

보다 다소 적은 섭취를 하였으며, 굴절력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상관계수는 ±0.5 이하

를 나타내었으나 위의 유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분석

해보면 식이섬유와 관련된 급원식품으로는 과일, 채소, 두

류, 곡물 등이 있으며, 매해 식이섬유의 섭취량은 전반적

으로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11,12] 식이섬유와

관련하여 안구건조증 예방 및 눈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조사되고 있으며,[13] 눈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의 함

유는 시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며,[14] 본 연

구에서 전체적인 모든 집단의 대상에서 몸 속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량 역시 소득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상대

적으로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섭취는 고혈

압,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골다공증, 위암 등의 질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한 성인의 1일 나트륨 충분섭취량을 1,500 mg으

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연령

층에서 나트륨을 매우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다. 이러한 나

트륨 과다 섭취의 주요한 역효과는 혈압상승으로써 나트

륨의 과다섭취가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나트륨 배설과 혈

관수축에 관여하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압의 상승

을 유발하며 무엇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속 수분

을 빼앗기게 되어[15-17] 안구의 세포가 건조해지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망막병증을 유발하여 시력을 저하시키는

등 시력과 안질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물은 인간의 몸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눈 또한 대

분이 물로 구성되어 졌다. 물은 모든 신진대사와 기관의

기능을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9] 1일 수분 섭

취량은 염분섭취, 체중, 기온, 활동량이나 신체 칼로리 소

모량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지

표로서 수화상태(hydration status)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 몸에서 필요한 수분을 외부로부터 공급해야 하

는 분량 하루 2.8L/일로 연구되고 있다.[20] 우리의 눈은 눈

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안구건조증 예방 및 눈 건

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13] 지방 성분은

세포막의 주요한 구성성분으로 지용성 비타민(비타민 A,

D, E, K)의 흡수도움에 작용하며,[21] 과잉섭취시 뇌·심혈

관질환과 비만, 당뇨, 고혈압의 합병증을 유발로 시력과

안질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22] 본 연구에서도

전체 소득수준 상위에서는 지방 영양소가 평균 보다 다소

높은 섭취량을 보였으며, 시력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소득수준 상위의

12~14세의 5집단과 15~18세의 6집단 모두에서 지방의 섭

취량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섭취량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안구를 형성하는 공막의 탄력

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칼슘농도가 낮으면 근시를 유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모든 상하 소득집단의 칼슘섭

취량을 비교해보면 소득하위수준의 집단이 칼슘의 섭취가

상위집단보다 적었고 전체 시력역시 근시화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근시의 원인은 유전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천적인 요인에는 장시간의

근업작용에 의한 근시의 유발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후천적인 요인의 근업작용 뿐

아니라 비정시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다른 후천적인 요

인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식생활과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소득 수준을 나누었고, 6학년에서 고등학교 3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육체적·정신적 성장이 시작되

는 청소년기의 고르고 다양한 영양 섭취는 성장발달과 건

강상태를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24] 그리고

무엇보다 중등교육의 시작은 본격적인 시력변화의 시기와

겹치면서 근시화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의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식습관에 대해서

는 식이섬유와 수분섭취량이 적은 경우 굴절이상과의 상

관성을, 지방과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경우 굴절이상과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다만 상관계수의 다소 낮은 수치는

많은 영양소들이 인체 내로 흡수되었을 때 서로에게 유기

적인 영향을 주어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정 음식만으로 나쁜 시력을 갑자기 좋은 시력으로 변화

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본격적인 변화와 성장의 시기에 다

양한 영양소의 균형 잡힌 고른 섭취 및 좋은 식습관은 건

강한 성장과 더불어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는데 충분히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눈에 좋은 수많은 영양소들이

있다. 그러나 많은 영양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눈에 좋은 영향을 주는 특정한 영양소만을 집중적으

로 섭취하는 것 보다 모든 영양소를 고르고 올바르게 섭

취하는 것이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는 영양소의 선택적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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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도와 눈에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영양

소와 시력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그 안에서 서로 복합적

으로 연결되는 영양소들의 결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눈 관련 영양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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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Nutrient intake during the growth period is a critical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the vision. In

this study, we have analyzed the nutrient that has a correlation with the decrease of induced visual impairment. In

addition, we investigated visual acuity and correlation of the nutrient in the higher-income youth and low-income

youth. Methods: We used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0 document.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idn't show the clear standard of carbohydrates and

fats, so we used the data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tandards with each 330 g, 51 g. In order to

compare the correlation of nutrients and refraction, Nutrients has been classified macronutrients(energy, dietary

fiber, protein, carbohydrate, fat), fat-soluble vitamins (vitamin A), water-soluble vitamins (vitamin C, riboflavin,

niacin), trace minerals (iron), minerals (calcium, phosphorus, sodium, potassium) and water. Results: We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refraction and nutrients on average about 328 subjects belonging to the high-income group.

The fat intake was 54.21±32.60 g, and it was about 2~10 times less than the recommended daily intake (112-540

g). Refractive power and fat intak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O.D:p=0.033, O.S:p=0.029). We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refraction and nutrients on average about 309 subjects belonging to the low-

income group. The phosphorus showed higher ingested by the 1118.75±501.98 mg, and the sodium showed

intake more than three times recommended intake by the 3705.24±2089.42 mg. In addition, unlike other macro

mineral it showed that was a correlation on the refraction by the 0.031. Conclusions: A broad variety of taking

nutrition and good eating habits at the time of growth seems to have an effects to the good growth and vision and

the senescence inhibition of vision.ave an effect to the good growth, the good vision and the senescence

inhibition of vision.

Key words: Nutrient, Vision, Fat, Natrium, Income, Refrac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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