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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안구건조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by dry eyes of university students

정은자 *, 이유미**

Eunja Jung*, Yumi Lee**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안구건강에 대해 조사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들이 안구건조증을 진단받은 경우는 18.4%이며, 주관적 안구건조감 경험은 63.2%이

다. NEI-VFQ 평균은 82.3점이었으며, 시각과 관련된 사회적 기능이 평균 9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각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안경 착용이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13.6%로 나타났다. 앞으로 안경이나 콘

택트렌즈 착용기간 및 안구건조 중증도 등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대학생, 삶의 질, 안구건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scriptive survey to quality of life by dry eyes experience i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version of the National eye institute visual functioning questionnaire (NEI-VFQ) was used 
to evaluate the quality of life. As a result of the study, 18.4% of the participants were diagnosed with dry 
eyes, and 63.2% experienced subjective dry eyes experience.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visual quality of life was wearing glasses, and the explanatory power for this 13.6%. Further research is 
needed considering the length of wearing glasses, contact lenses and severity of dry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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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현대사회는 환경오염과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

해 안구 건조와 같은 시각 관련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

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5년간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진료인구가 244만여 명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6.1%로 증가 추세이다[1]. 주로 고령 환자가 많

으나, 최근 20대 환자들이 18.5%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

으며, 진료 환자 수도 50대보다 3만 명 이상 높게 나타

나고 있다[1]. 이처럼 20대의 유병률이 점차 높아진 것

은 20대의 93.5%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절반 이

상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며[2, 3] 냉난방 가

동 시 밀폐된 공간은 건조한 실내를 만들어 안구건조증

의 주 원인이 되는 등 환경요인도 영향을 주고 있다[4].

특히, 20대 중 대학생들은 강의실 등 실내에서 대부분

생활하며 컴퓨터나 휴대용 영상기기로 학습하거나 안

경이나 콘택트렌즈 사용이 많아 안구 건조를 유발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5, 6]. 안구 건조는 눈물의 부족 또

는 과도한 증발로 인해 안구 표면에 손상을 주어 눈의

불편감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이물감과 화끈거림, 흰 막

이 낀 느낌, 눈꺼풀이 무겁고 쉽게 피로해져 이유 없이

눈이 충혈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2, 3]. 이런 증상

을 장기간 내버려 둔 경우 안과적 질환인 각막 손상,

각결막염 등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이로

인해 성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시각활동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8],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

들은 병원의 온랭 환경과 조명에 많은 영향을 받아 수

면장애와 눈 피로를 호소하며[9, 10] 또한 병원에서

VDT 활용은 시각적 피로도를 더욱 유발하여 간호사들

의 28.7%가 안구건조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11]. 이것은 간호학과 학생 중 85%가 졸업 후 임상 근

무를 희망하고 있고 학생 때부터 노출되어 눈의 피로와

안구 건조가 병원 환경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질 위험이

크므로 안구 건조에 대해 미리 자각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안구 관련 건강과 시각 관련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간호학과 재학생이며, 핸드폰 URL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조사 시행 전

에 대상자 스스로 설문지 동의서를 읽고 동의를 한 경

우에 진행하였으며, 중간에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

다. 설문 응답 후 감사의 표시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

며, 그에 따른 핸드폰 번호 수집이 필요함을 공지하였

다. 공지사항을 읽고 대상자 스스로 핸드폰 번호를 표

시한 경우 모바일 쿠폰을 발송하였다.

2. 연구 도구

1) 시각 관련 삶의 질(NEI-VFQ, national eye

institute visual functioning questionnaire)

Mangione 등(1998)에 의해 개발된 National Eye

Institute Visual Functioning Questionnaire (NEI-VFQ)

를 허장원 등(2010)에 의해 한국어판 NEI-VFQ-25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설문지를 의미한다[12, 13].

총 25개 문항으로 전반적인 건강상태, 전반적인 시력,

눈 통증, 근거리 시력, 원거리 시력, 시각과 관련된 사

회적 기능, 정신건강, 역할의 제한, 의존성, 운전, 색각,

주변부 시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계산방법에 따라

0-100점으로 환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좋은 기능

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66-.94이었으며[12],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489-.815이다.

2) 주관적인 안구 관련 건강

안경, 콘택트렌즈 착용, 인공눈물 사용, 시력교정술

경험, 최근 1년 이내 결막염과 안구건조증 진단, 주관적

안구건조감 경험을 확인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26.0을 이용하였

으며, 일반적 특성, 시각 관련 삶의 질은 기술통계,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시각 관련 삶의 질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시각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시각 관련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난 변수들

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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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 특성과 시각 관련 삶의 질 차이

본 연구 대상자는 223명이었으며, 여학생이 90.1%를

차지하였다. 4학년이 45.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안경 착용은 76.2%, 콘택트렌즈사용은 62.3%이었다. 인

공눈물 사용이 59.6%이며, 시력교정술을 받은 경험은

13.5%이었다. 최근 1년 이내 결막염 진단받은 경험은

46.2%이며, 안구건조증을 진단받은 경우는 18.4%이고,

안구건조감을 경험한 경우는 63.2%이었다.

2. 시각 관련 삶의 질 점수

대상자의 시각 관련 삶의 질 총점은 100점 만점에

평균 82.3점이었다. 하위영역 중 시각과 관련된 사회적

기능이 94.6점으로 가장 기능이 좋았으며, 전반적인 건

강상태는 47.0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시각 관련

삶의 질 하부영역 점수는 Table 2와 같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각 관련 삶의 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각 관련 삶의 질 차

이는 Table 3과 같다.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t=6.007,

p=.000),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경우(t=3.865, p=.000),

시력교정술을 받지 않은 경우(t=-3.585, p=.000)가 시력

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 인

공눈물 사용, 결막염 진단 여부, 안구건조증 진단 여부,

주관적 안구건조감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표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01 9.9
Female 22 90.1

Grade
1st 3 1.3
2nd 57 25.6
3rd 62 27.8
4th 101 45.3

Glasses
Yes 170 76.2
No 53 23.8

Contact lens
Yes 139 62.3
No 84 37.7

Artificial tears
Yes 133 59.6
No 90 40.4

Vision correction surgery
Yes 30 13.5
No 193 86.5

Diagnosis of Conjunctivitis
(in the last year) Yes 103 46.2

No 120 53.8
Diagnosis of Dry eyes
(in the last year) Yes 41 18.4

No 182 81.6
Experienced dry eyes
(in the last year) Yes 141 63.2

No 82 36.8

표2. 시각 관련 삶의 질
Table 2. NEI-VFQ scores of the participants

Domains M ± SD

Composite score 82.3 ± 10.8

General health 47.0 ± 25.9

General vision 55.8 ± 22.3

Ocular pain 79.1 ± 18.8

Near activities 93.9 ± 9.8

Distance activities 87.3 ± 13.6

Social functioning 94.6 ± 11.9

Mental health 80.1 ± 16.7

Role difficulties 84.2 ± 20.1

Dependency 90.5 ± 16.7

Color vision 98.5 ± 6.3

Peripheral vision 92.3 ± 15.2

표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각 관련 삶의 질
Table 3. NEI-VFQ scor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3)
Characteristics M ± SD t/F p

Gender
Male 87.13 ± 13.10

.715 .476
Female 85.46 ± 10.03

Grade
1st 77.68 ± 7.03

2.388 .070
2nd 87.75 ± 9.42
3rd 83.45 ± 11.59
4th 86.00 ± 9.88

Glasses
Yes 92.56 ± 6.90

6.007 .000
No 83.47 ± 10.31

Contact lens

Yes 88.97 ± 9.23 3.86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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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각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각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 중 안경 사용, 콘택트렌즈 사용,

시력교정 수술 여부를 더미 변수 처리 후 투입하여 시

각 관련 삶의 질에 대한 회귀모형을 분석하였다. 시각

관련 삶의 질에 대한 회귀모형은 공차(tolerance)가.

508-.804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IF)가

1.244-1.968로 10 이하를 만족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

가 없었다. 회귀분석 가정을 만족하고,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F=12.602, p=.000). 시각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경 착용이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13.6%였다(Table 4).

Ⅳ.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안구 건조가 삶의 질에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연구 대상자들의

NEI-VFQ-25 평균 점수는 82.3±10.8점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인 대상의 87.27±5.95점과 유사하였으나[4], 60세

이상 노인의 90.7±9.0점보다 낮게 나타났다[14]. 이는 선

행연구들이 본 연구의 대상자보다 나이가 많지만, 시각

관련 장애가 대부분 없었던 특징이 있다. 시각과 관련

된 보정장치나 병원방문이 없었던 대상자들이다 보니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력 관련 삶의 질에서 안경과 콘

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시력교정술을 받지 않는 경

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시각 관련 삶의 질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Lee 연구결과와 일치한다[4]. 그

러나 Kim 등 연구에서도 20대 여성이 콘택트렌즈를 주

로 착용하고[1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콘

택트렌즈 착용자가 48.0%로 높은 것은 본 연구와 비슷

하다[5].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콘택트렌즈 착용의 연

관성을 의미하고 있고 주요 위험인자로 파악되고 있지

만[5, 16], 이들 연구들은 안구건조자각 정도에 대한 연

구들이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하지만,

NEI-VFQ-25 도구가 콘택트렌즈나 라식 수술 환자들

의 시력과 관련된 삶의 질 연구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

[17, 18] 앞으로 대학생들의 시력과 관련한 다양한 방법

에 따른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마지막

으로 시각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

해 회기분석을 시행한 결과 안경 착용이 유의한 요인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처럼 안경 착용이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4]. 앞으로 시각 관련

삶의 질이 안구건조증의 치료 정도나 진행 정도에 따른

변화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삶의 질을

측정하여 그 관련성을 밝히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성별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1학년이 적게 분포

되어 있어 있고, 개인별 주변 환경 등 제한으로 일반화

하기엔 제한점이 있다. 지금까지는 시력 상실, 백내장의

수술 후 경과 등에 관련된 시각 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행해졌으며 대학생들의 시각 관련 삶의 질의 관

련성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19].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적절한 성별 비율 통제, 안경이나 콘택트렌

즈 착용 기간 및 안구건조증 중증도 분류에 따른 시력

관련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No 83.61 ± 10.49
Artificial tears

Yes 87.21 ± 9.58
1.886 .061

No 84.56 ± 10.74
Vision correction surgery

Yes 84.67 ± 10.45
-3.585 .000

No 91.77 ± 7.19
Diagnosis of Conjunctivitis
(in the last year)

Yes 85.72 ± 10.23
.328 .743

No 85.07 ± 11.21
Diagnosis of Dry eyes
(in the last year)

Yes 85.85 ± 9.87
.685 .494

No 84.63 ± 12.35
Experienced dry eyes
(in the last year)

Yes 85.36 ± 9.43
.419 .676

No 84.65 ± 11.24

표4. 시각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NEI-VFQ

(N=223)

Variables B SE t p

Glasses -8.395 2.12 -3.953 .000

Contact lens 0.344 1.82 0.189 .850

Vision correction
surgery 2.792 2.11 1.326 .186

R2=14.7 Adj. R2=13.6, F=12.602,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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