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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200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에

서는 디지털 세대에 적합한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첨단 

기자재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디지털교

과서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디지털교과서는 전자화된 형태의 

교과서 체제를 의미하며 컴퓨터의 기능을 부가적으로 활용하

여 멀티미디어 기능과 하이퍼텍스트와 같은 문서연결 및 검

색기능 등 폭넓은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

한다(Shepperd, Grace, & Koch, 2008).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도로 

1997년도부터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기초연구를 시작하였다. 

2011년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발한 디지털교과서는 초등

학교 5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음악, 영어 등 6개 과목과 

6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개 과목이며, 초등학교 4학

년 사회, 과학 및 중학교 1학년 영어, 과학 등 4개 과목이 추

가로 개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는 디지털교과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

를 높이기 위하여, 2007년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5개 연구학교 선정을 시작으로, 2008

년 20개 학교에서 2010년 132개 학교로 점차 확대하여 디지

털교과서를 실제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5년까지 초, 중, 

고등학교의 모든 교과를 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할 계획이다(교

육과학기술부, 2011).  

지금까지 개발된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에 비하여 

과학, 사회 등 과목별로 문제해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문성, 이종연, 서정희, 조규복, 2008; 최선영, 서정희, 2008). 

또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과목별, 지역별로 다소 차

이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학업성취도, 학습태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승 등, 2008).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교과서를 장시간 이용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건강

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장기 학생의 컴퓨터 사용의 증가는 여러 가

지 건강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학생들이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눈의 피로, 건초염, 시력 저하, 손목의 통증, 

목의 통증, 어깨의 통증, 학업의 집중력 저하 등 신체적, 심리

적 문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소원, 

2005; 임경자, 감신, 한창현, 강윤식, 차병준, 2002; 정승희, 박

인순, 2003). 이는 컴퓨터 화면을 장시간 들여다보면서 작업하

는 근로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VDT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 VDT증후군은 컴

퓨터 영상단말기를 오랜 기간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주로 나

타나는 건강장애로, 눈과 시각, 근골격계, 생식기계, 피부, 스

트레스, 두통 등의 증상이 포함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89). 학생들의 경우 디지털교과서가 상용화될 경우,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장시간 사용할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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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장인보다 훨씬 많은 시간동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디지털교과서에 관하여 진행되어왔던 연구는 초기

에는 디지털교과서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것이었고, 중반기 

이후에는 과목별 문제해결력(방정숙, 서정희, 박미희, 2008; 

정문성 등, 2008; 최선영, 서정희, 2008)이나 학업성취도와 학

습능력 등에 초점(변호승 등, 2008)을 맞추어 교육적 효과성

을 검증하여왔다. 그러나 디지털교과서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

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측면 뿐만 아니라 건

강 측면의 영향 또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디

지털교과서의 상용화는 기존의 교실수업 방식의 전체적인 변

화를 가져올 것이며, 학생의 건강 측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학생들의 VDT증후군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

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예방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 초등학생의 VDT증후군 자각증상 

정도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

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관련 특성, 학업관련 특성, 컴퓨터 사용정도 및 

VDT증후군 자각증상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 초등학생 중 VDT증후군 정상군

과 잠재적 위험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관련 특성, 

학업관련 특성 및 컴퓨터 사용정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 초등학생 중 VDT증후군 정상군

과 잠재적 위험군의 VDT증후군 자각증상 정도를 비교

한다.

넷째,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 초등학생의 VDT증후군 자각증

상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한다.    

  

용어 정의

●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전자화하여 서책이 

가지는 장점과 아울러 검색기능이나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

하는 디지털 학습교재이다(변호승, 김남균, 조완영, 류지헌, 이

기서, 2006).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주관으로 개발

된 초등학생 5학년 교과과목(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음악, 영

어)으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학습교재를 말한다.   

● VDT증후군 

VDT증후군이란 컴퓨터 영상단말기를 오랜 기간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건강장애로, 눈과 시각, 근골격계, 

생식기계, 피부, 스트레스, 두통 등이 포함된다(WHO, 1989). 

본 연구에서는 개인용 컴퓨터 형태의 디지털교과서 학습단말

기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이상 증상을 호

소하는 것으로, 김소원(2005)이 초등학생에게 맞도록 수정보

완한 VDT 증후군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초등학생의 VDT증후

군 자각증상 정도와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2008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주관으로 디지털교과서를 시

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총 20개 초등학교이다. 교육

과학기술부에서는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기 위하여, 대도시 8

개교, 중소도시 4개교, 농어촌 4개교, 도서벽지 2개교 등을 선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특수학교 1개교와 병원학교 

1개교를 포함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본 연구에서는 지

역별 편차와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교육과학

기술부의 시범학교 중에서 대도시 4개교, 중소도시 1개교, 농

어촌 1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2008년도에 디지털교과서를 

시범적으로 사용한 학년은 5학년과 6학년이며, 6학년은 중학

교에 진급하는 관계로, 2009년도 3월 기준으로 6학년으로 진

급하는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즉 6개 시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1년간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을 받은 

5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설문 응답이 불충분한 5개 

자료를 제외하고 총 515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G-Power 프로그램에서 로지스틱 회귀분

석시 효과크기 Odds ratio를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크기가 337로 계산되어 로지스틱 회귀분

석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연구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 가족관련 특성, 학업관련 특성, 컴퓨터 사용정도 등과 

VDT 증후군 자각증상 정도를 측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에는 성별과 종교 등을 포함하였고, 가족관련 특성은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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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여부, 가족과의 대화시간, 집에 혼자 있는 시간, 용돈, 거

주지 등을 포함하였다. 학업관련 특성에는 성적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포함하였고, 컴퓨터 사용정도에는 주당 사용일과 1

일 사용시간 등을 포함하였다. 

VDT 증후군은 김소원(2005)이 선행연구를 기초로 초등학생

에게 맞도록 개발한 VDT 증후군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본 도구는 개발당시 보건교사 5인을 포함한 전문가 7

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총 32문항으로 전신증

상 9문항, 근골격증상 7문항, 안증상 9문항, 심리증상 7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증상이 전혀 없다’ 0점, ‘경미

하다’ 1점, ‘보통이다’ 2점, ‘심하다’ 3점, ‘아주 심하다’ 4점으

로 측정하는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VDT

증후군 자각증상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VDT증후군 자각증상 정도에 따라 정상군과 잠재적 위험군으

로 구분하였는데, 구분 방법은 문제행동 진단검사에서 통계적

으로 흔히 채택하는 기준에 따라(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2003), 위험수준의 상위 12.5%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

류하고, 그 외 대상자를 정상군으로 분류하였다. 개발당시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96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2009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자료수집을 실시하

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연구대상 학교의 교장과 담임 교

사로부터 자료수집 허락을 받았고, 학부모에게 설문조사에 대

한 설명문과 연구참여 동의서를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미리 

배부한 후 수거하였다. 설명문에는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설문지 작성 및 진행기간 동안 어떠한 위

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임을 알렸다. 연구참여 동

의서를 받은 후 연구책임자 1인과 간호대학 석박사과정의 연

구보조원 4명이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수집을 실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게도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연구의 목적과 의의,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대한 설명문을 배부하여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무기명으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VDT증후군 자각증상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표차 등 기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VDT증후군 정상군과 잠재적 위험군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가족관련 특성, 학업관련 특성 및 컴퓨터 

사용정도에 대한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VDT증후군 정상군과 잠재적 위험군의 VDT

증후군 자각증상 정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VDT증후군 자각증상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시 종속변수

는 VDT증후군 자각증상 정도에 따라 정상군인 경우 0의 

값을, 잠재적 위험군인 경우 1의 값을 주었으며, 연구대상

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관련 특성, 학업관련 특성, 컴

퓨터 사용정도 등을 모두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학생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 53.4%, 여자 

46.6%였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40.0%로 가장 많았다. 가족관

련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양쪽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91.8%), 가족과의 대화시간은 1주일에 3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31.9%). 대부분 학생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1일 1

시간 미만(41.8%)이었고, 1주 평균 용돈은 3000원에서 6000원 

미만이 32.9%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는 대도시

가 77.5%로 나타났다. 학업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성적은 상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8.3%였고,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61.2%로 나타났다. 일상적인 컴퓨터 사용정

도는 주 6-7일이 28.4%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하루 1-2시간 

정도(39.5%) 사용하였다<Table 1>. 

VDT증후군 자각증상 정도에 따라 정상군과 잠재적 위험군

으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여학생 비율이 정상

군 44.7%, 잠재적 위험군 58.8%로 잠재적 위험군이 더 높았

다(p=.037). 가족과의 대화시간은 정상군은 1주일 3시간 이상

이 33.6%로 가장 많은 반면, 잠재적 위험군은 30분 미만이 

25.8%로 가장 많아서 두 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거주지별 분포는 정상군에 비하여 잠재적 위

험군의 경우 대도시 거주비율이 더 높고, 중소도시와 농어촌 

거주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정상군은 66.0%가 만족

한다고 응답한 반면, 잠재적 위험군은 29.9%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두 군간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일

상적인 컴퓨터 이용 빈도와 시간은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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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Variables
Total

(n=515)

Normal group

(n=447)

Potential 

risk group

(n=68)

χ2 p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Male 275(53.4) 247(55.3) 28(41.2) 4.70 .037

Female 240(46.6) 200(44.7) 40(58.8) 
Religion Buddhist 75(14.6) 66(14.8) 9(13.2) 2.56 .634

Christian 206(40.0) 179(40.0) 27(39.7)
Catholic 48(9.3) 39(8.7) 9(13.2)
None 166(32.2) 144(32.2) 22(32.4)
Others 20(3.9) 19(4.3) 1(1.5)

<Family related characteristics>
Parental living Both parents 473(91.8) 411(91.9) 62(91.2) 0.68 .713
arrangement Only father or mother 33(6.4) 29(6.5) 4(5.9)

Without parents 9(1.8) 7(1.6) 2(2.9)
Time to talk < 30 min 59(11.7) 42(9.6) 17(25.8) 19.35 .001
with family 3 min - <1 hour 96(19.0) 83(18.9) 13(19.7)
(per day) 1- <2 hour 100(19.8) 84(19.2) 16(24.2)

2- <3 hour 88(17.5) 82(18.7) 6(9.1)
≥ 3 hours 161(31.9) 147(33.6) 14(21.2)

Time to be alone <1 hour 212(41.8) 180(40.7) 32(49.2) 2.41 .492
(per day) 1- <3 hour 94(18.5) 85(19.2) 9(13.8)

3- <5 hour 113(22.3) 101(22.9) 12(18.5)
≥ 5 hour 88(17.4) 76(17.2) 12(18.5)

Pocket money < 1000 won 110(22.2) 94(21.6) 16(26.7) 1.63 .654
(per week) 1000-2900 won 129(26.1) 117(26.9) 12(20.0)

3000-5900 won 163(32.9) 143(32.9) 20(33.3)
≥ 6000 won 93(18.8) 81(18.6) 12(20.0)

Region Big city 399(77.5) 339(75.8) 60(88.2) 5.70 .058
Small and medium-sized 31(6.0) 30(6.7) 1(1.5)
Rural area 85(16.5) 78(17.4) 7(10.3)

<Academic related characteristics>
Academic High 246(48.3) 213(48.3) 33(48.5) 2.69 .260
achievement Middle 208(40.9) 184(41.7) 24(35.3)

Low 55(10.8) 44(10.0) 11(16.2)
Satisfaction with Satisfied 311(61.2) 291(66.0) 20(29.9) 56.89 <.001
school life Moderate 151(29.7) 125(28.3) 26(38.8)

Unsatisfied 46(9.1) 25(5.7) 21(31.3)
<Computer use>
Computer use ≤1 day 110(21.7) 96(21.8) 14(20.9) 1.02 .908
(within 1 week) 2-3 days 143(28.2) 127(28.9) 16(23.9)

4-5 days 110(21.7) 94(21.4) 16(23.9)
6-7 days 144(28.4) 123(28.0) 21(31.3)

Duration <1 hour 195(39.1) 172(39.5) 23(35.9) 5.00 .288
(per day) 1- <2 hours 197(39.5) 171(39.3) 26(40.6)

2- <3 hours 67(13.4) 61(14.0) 6(9.4)
≥3 hours 40(8.0) 31(7.1) 9(14.1)

VDT증후군 자각증상 정도

지난 1년동안 디지털교과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학생의 

VDT증후군 자각증상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신증상 

1.05점, 근골격계증상 0.95점, 안증상 0.90점, 심리증상 0.99점 

등이며, 총증상점수가 0.97점으로 나타났다. VDT증후군의 세

부항목별 점수를 분석한 결과, ‘하품을 자주 한다’가 1.61점으

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은 ‘눈이 피로하다’

가 1.58점,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가 1.37점, ‘목 뒤쪽이 

불편하거나 아프다’와 ‘항상 피곤하다’가 1.21점의 순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VDT증후군 자각증상 정도에 따라 정상군과 잠재적 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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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ymptoms of VDT syndrome 

 
Total

(Mean±SD)

Normal

(Mean±SD)

Potential risk

(Mean±SD)
t p

General body discomfort 1.05±0.88 0.81±0.64 2.61±0.58 -21.82 <.001
 Wakeful night 0.95±1.20 0.76±1.05 2.21±1.32 -10.14 <.001
 Being in low spirits 1.10±1.25 0.85±1.08 2.72±1.06 -13.39 <.001
 Being sleepy even during the day 1.20±1.28 0.95±1.12 2.85±1.06 -13.22 <.001
 Indigestion 0.51±0.94 0.31±0.68 1.78±1.31 -14.19 <.001
 Dizziness 1.06±1.21 0.79±1.00 2.81±1.03 -15.50 <.001
 Feeling tired all the time 1.21±1.26 0.94±1.09 2.94±0.91 -14.43 <.001
 Feeling heavy in the head 0.71±1.08 0.47±0.82 2.25±1.26 -15.31 <.001
 Headache 1.06±1.21 0.81±1.03 2.77±0.93 -14.70 <.001
 Yawn 1.61±1.34 1.38±1.23 3.18±0.95 -11.52 <.001
Musculoskeletal symptoms 0.95±0.92 0.71±0.68 2.56±0.63 -21.07 <.001
 Neck discomfort or pain 1.21±1.13 1.00±1.01 2.60±0.97 -12.01 <.001
 Lower back discomfort or pain 1.14±1.25 0.92±1.10 2.62±1.15 -11.81 <.001
 Upper back discomfort or pain 1.06±1.23 0.81±1.06 2.74±0.94 -14.15 <.001
 Shoulder discomfort or pain 1.11±1.21 0.82±0.99 2.96±0.80 -16.86 <.001
 Discomfort or pain in wrists 0.74±1.07 0.49±0.80 2.35±1.19 -16.62 <.001
 Discomfort or pain in arms and legs 0.69±1.05 0.43±0.73 2.46±1.16 -19.44 <.001
 Discomfort or pain in fingers 0.66±1.03 0.44±0.77 2.18±1.24 -15.72 <.001
Eye-related symptoms 0.90±0.84 0.67±0.60 2.41±0.65 -22.09 <.001
 Eye fatigue 1.58±1.21 1.34±1.06 3.12±0.92 -13.02 <.001
 Blurred vision 0.70±1.04 0.50±0.84 1.99±1.25 -12.60 <.001
 Decreased visual acuity 1.37±1.37 1.13±1.25 2.93±1.06 -11.23 <.001
 Eyeball pain 0.83±1.16 0.56±0.90 2.60±1.12 -16.79 <.001
 Dry eyes 0.98±1.19 0.74±1.02 2.59±0.98 -13.95 <.001
 Pressure feeling in the eyes 0.82±1.14 0.56±0.88 2.57±1.11 -16.96 <.001
 Red eyes 0.52±0.96 0.31±0.67 1.87±1.40 -14.85 <.001
 Epiphora 0.71±1.10 0.51±0.90 2.01±1.32 -11.94 <.001
 Eyelids flutter 0.57±0.99 0.36±0.75 1.99±1.21 -15.05 <.001
Psychological symptoms 0.99±0.91 0.75±0.66 2.57±0.71 -20.88 <.001
 Being irritated 1.16±1.29 0.88±1.08 3.01±1.06 -15.28 <.001
 Memory disturbance 0.86±1.13 0.64±0.94 2.28±1.24 -12.81 <.001
 Making many mistake 1.00±1.16 0.78±1.00 2.47±1.11 -12.83 <.001
 Getting restless 0.69±1.02 0.47±0.80 2.16±1.07 -15.44 <.001
 Difficulty in concentration 1.12±1.20 0.85±0.99 2.82±1.02 -15.27 <.001
 Everything's a bother 1.18±1.29 0.93±1.13 2.85±1.02 -13.19 <.001
 Being impatient 0.93±1.15 0.72±0.99 2.37±1.15 -12.54 <.001
Total  0.97±0.82 0.74±0.54 2.53±0.52 -25.51 <.001

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VDT증후군 정상군에서는 전신증

상 0.81점, 근골격계증상 0.71점, 안증상 0.67점, 심리증상 

0.75점, 총증상점수가 0.74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VDT증후군 

잠재적 위험군에서는 전신증상 2.61점, 근골격계증상 2.56점, 

안증상 2.41점, 심리증상 2.57점, 총증상점수가 2.53점으로, 모

든 항목에서 정상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2>.

VDT증후군 자각증상 관련요인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VDT증후군 자각증

상 정도에 따라 정상군과 잠재적 위험군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VDT

증후군 잠재적 위험군에 속할 확률은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

에 비하여 2.57배 증가하였으며(odds ratio [OR]=2.57, p=.002),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1주 3시간 이상인 경우에 비하여 30분 

미만인 경우 2.7배(OR=2.70, p=.006) 증가하였다.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통 만족하는 경우는 2.57배

(OR=2.57, p=.003), 불만족하는 경우는 14.92배(OR=14.92, 

p<.001) VDT증후군 잠재적 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논    의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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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ed factors for VDT syndromes

Odds Ratio 95% CI* p

Gender Male 1
Female 2.57 1.41-4.65 .002

Time to talk with ≥ 3 hours 1
family(per day) < 30 min 2.70 1.34-5.45 .006
Satisfaction with Satisfied 1
school life Moderate 2.57 1.37-4.83 .003

Unsatisfied 14.92 6.77-32.87 <.001
* CI:confidence interval

VDT증후군 자각증상의 평균값은 4점 만점에 0.97점으로 경미

한 수준이었다. 이는 학교나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일반 초등학생의 VDT증후군 자각증상 평균값 

1.24점 보다 낮은 것이다(김소원, 2005). 또한 김진이와 조결

자(2005)의 연구에서 VDT증후군 자각증상이 컴퓨터 중독군에

서는 1.77점이고, 비중독군에서는 1.25점으로 나타났는데(비교

를 위하여 4점 만점으로 전환한 값), 본 연구결과는 비중독군 

보다도 낮은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VDT증후군 자각증

상 정도에 따라 상위 12.5%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총증상 점수가 2.53점으로 증상이 보통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VDT증후군 자각증상의 수준별

로 학생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집중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VDT 증상군별로는 전신증상(1.05점), 심리증상(0.99점), 근

골격계증상(0.95점), 안증상(0.90점) 순으로 자각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DT증후군 자각증상 정도에 따라 

정상군과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 집단 

모두 전신증상, 심리증상, 근골격계증상, 안증상 순서로 자각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한 김소원(200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그

러나 초등학생 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용이 많은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임경자 등, 2002; 정승희, 박

인순, 2003), 근골격계증상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안과

적 증상으로 나타났다. VDT 작업에 종사하는 성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골격계 증상과 안증상의 호소가 많이 나타나서(박

희석, 2005; 이승덕, 김갑성, 2001)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

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본 연구대상자인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 초등학생의 경우 일반 초등학생과 비슷한 양상을 나

타냈으며, VDT 작업시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근골격계와 

안과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VDT증후군 자각증상 문항별로는 안과적 증상에서 ‘눈이 피

로하다’(1.58점)와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1.37점)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VDT증후군 잠재적 위험군에서는 눈의 

피로(3.12점)와 시력저하(2.93점)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소원(2005)와 김윤정과 

김명(1995)의 연구결과에서도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의 문제

가 가장 많았던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컴퓨터의 과다사용은 

눈의 피로와 시력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컴

퓨터 중독 여부에 따라 안과적 증상을 비교한 연구결과, 중독

군이 더 많은 안과적 증상을 보였고(김진이, 조결자, 2005),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집단이 비중독 집단보다 시력이 낮게 

측정되었다(김형태, 2002). 현재 디지털교과서가 6개 과목에서

만 활용되고 있으나, 점차 다른 과목에서도 개발되고 활용되

어질 것이므로 학생들의 시력보호를 위한 적절한 환경 조성

과 학생 지도가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근골격계 증상에서는 목 뒤(1.21점), 허리(1.14

점), 어깨(1.11점), 등(1.06점)의 순으로 불편하거나 아프다는 

호소가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소원(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VDT증

후군 잠재적 위험군에서는 어깨(2.96점), 등(2.74점), 허리(2.62

점), 목(2.60점)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미국의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학생의 50% 정도가 컴퓨터 사용시 근골격계 불편감이 있다고 

보고하였다(Jacobs & Baker, 2002). 근골격계 증상은 컴퓨터 

사용시간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목 통증은 학생의 컴퓨터 이

용시간이 많을수록 증가하였고(Smith, Louw, Crous, & 

Grimmer-Somers. 2009), 전반적인 근골격계 불편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acobs & Baker, 

2002). 본 연구결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심각한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디지털교과서의 활용시간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

하는 학교의 경우, 근골격계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컴퓨터 

활용환경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과 프로그램이 마련되

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를 VDT증후군 자각증상 정도에 따라 

정상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별, 가족과의 대화시간, 학교생활 만족도 등에

서 두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일상적인 컴퓨터 사용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초등학생의 VDT증후군 자각증상과 관련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1), 2012년 4월 147

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다변량적 접근과 동일한 결과였

는데, 디지털교과서를 1년간 사용한 학생이 VDT증후군 잠재

적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은 성별, 가족과의 대화시간, 학교생

활 만족도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

학생 보다 VDT증후군 잠재적 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2.57배 

더 높았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김진이, 조결자, 2005; 정

승희, 박인순, 2003; 정윤희, 2002)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VDT증후군 정도가 높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

과의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와 학교생활에 불만족한 

경우에 VDT증후군 잠재적 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김기숙, 김경희, 2009; 김수정, 박원모, 

박상복, 2007) 또는 학교생활에 불만족한 경우(고은별, 2004) 

컴퓨터 게임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 것과 관

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 사용시 컴

퓨터 게임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 나타나거나 심해지지 않는

지 확인하고, 올바르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아동의 컴퓨터 사용의 효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이 뒤섞여 있으며, 여전히 모호하지만 컴퓨터를 기반으로 사

용되는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굉장한 학습적 기회를 제

공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교과서 활용시 나타날 수 있는 성

장기 학생의 건강상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디

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컴퓨터를 기반으로한 디지털교과서를 1년간 활용

하여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VDT증후군 자각증상은 일반 초

등학생과 비슷한 수준과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VDT증후

군 자각증상 정도에 따라 잠재적 위험군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잠재적 위험군에서는 VDT증후군 자각증상 정도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VDT증후군 위험은 성별, 가족과의 

대화시간,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VDT증후군 

관련 요인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교과서

는 계속적으로 학교 현장에 확대되어질 것이므로, 성장기 학

생들에게 이러한 건강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

해서,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 현장에 적합한 컴퓨터 활용환경 

및 작업자세 등에 관한 지침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장

기적으로 디지털교과서가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조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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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video display terminal (VDT) 
syndrome in students who use digital textbooks. Methods: A descriptive survey design was used, and 515 students 
were selected in 6 out of 20 designated as digital textbook research school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Results: The subjective symptoms of VDT and their degree of severity in participants 
were similar to those in general students. Approximately 12.5% of the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as a potential 
risk group for VDT syndrome. In the potential risk group, the mean of the subjective symptoms of VDT was 
above normal (2.53 ± 0.52). Related factors were identifi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included being 
female (odds ratio [OR]= 2.57, p=.002), communication time with family (<30 min) (OR=2.70, p=.006),moderate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OR=2.57, p=.003),and dis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OR=14.92, p<.001). Conclusion: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VDT syndrome in students, it is necessary to urgently establish a 
preventative program and monitor the use of digital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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