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인은 다양한 시각매체의발달과 보 으로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SNS 등과 같은 근거리 작업과 시생활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활용한 작업시간

이 늘어나면서 학업과 사무직에서 차지하는 간거리와

근거리 작업의 비 도 크게 증가하 다[1,2].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률은 82.1%로 연령별로는 20 가 99.9%, 30 가

99.7%로 은 층에서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직업

별로는 조사한 인터넷이용률은 사무직이 99.5%로 가장

높았고, 학생의 인터넷 이용률도 99.5%이었다[3,4]. 스마

트폰의 사용도 증가하여 스마트폰 독에 걸린 청소년이

증가하고[5], 장・노년층에서도 일상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6].

근거리작업과 련된 증상으로는안정피로(asthenopia)

상이 있으며, 이것은 일반 으로 시생활에 불편이 없

는 사람에서도 오랜 근거리 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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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8]. 안정피로는 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불편한 증

상을일컫는용어로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된다. 근거리

작업 에도 자각증상으로 의피로감뿐만 아니라 충 ,

두통, 통증, 복시, 건조감과같은 다양한 안정피로 상을

동반 할 수있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장시간 동

상을 시청할 때 깜박임 횟수가 감소하여 안구건조증

이나 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9].

정상 인 은 1시간정도 근업을 유지할 때 안정피로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체를 바라볼 때, 특히

집 해서 작은 물체를 볼 때 에 긴장이 발생하여 쉽게

이 피로해진다. 이것은 안구 긴장이라고도 하며 근

스트 스에 의해 나타나는데 의 내부 외부 통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8]. 이 듯 근거리 작업을 하는

동안 느끼는 안구의 자각증상을 근업증상이라고도 하지

만 일반 으로는 안구의 내 자각증상과외 자각증상

과 모두 련이 있다[10]. 게다가 안구에 양안시기능 이

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근업 30∼40분 내에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11].

특히 사무자동화로 디스 이를 장시간 보면서 작업

하는사람들에게는나타나는컴퓨터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 VDT) 증후군은 신에 걸친 증세와 함께

증상이 나타난다[12]. 최근에는 VDT와 련된 시각계통

의 증상인 컴퓨터 시각증후군을 근골격계장애와 더불어

VDT 작업자들이 경험하는 공통 인 주된 불편사항의

하나로 보고 있다[13]. 이러한 VDT와 시기능 불편, 굴

이상에 한 이 연구에서 2시간의 VDT 작업 후 시각

기능을 측정한 결과 평균 0.10D의 근시도 증가하 고, 나

안시력은 약 10% 하되고 0.72D의 조 력 감소를보고

하 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높은 시각 수요를 요구하는 환

경에 있는 은 연령층을 상으로 반 인 피로도

의 정도를 알아보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포함한 련 요인에 따른 피로도의 정도와 주요 증상

을 분석하 다.

2. 연

2.1 연 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20∼30 407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약물복용자 57명과 설문지에 응

답하지않은 3명을제외한 357명을연구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는 연구목 을 이해하여 연구 참여의 자율성

과 비 보장에 한 설명을 통해 동의한 후 설문에 응하

도록 하 다.

2.2 연

설문의 내용은 피로도에 한설문과 피로도

련 요인에 한 항목으로 구성하 다. 피로도에 한

측정도구는 Conlon 등[10] 에 의해 개발된 23개 항목의

설문을 이용하 다(Table 1 참고). 이 설문항목은 4 리

1
Ocular watery, red, sore, strained, tired, dry, gritty or rub when
viewing a striped pattern

2
Ocular watery, red, sore, strained, tired, dry or gritty after
reading a newspaper or magazine with clear print

3
Ocular watery, red, sore, strained, tired, dry, gritty when
working under fluorescent lights

4 Headache when working under fluorescent lights

5
Headache when reading a newspaper or magazine with clear
print

6 Unintentionally re-read the same words in a line of text

7
When reading a page of text in a novel or magazine, use of
a pencil or your finger to keep from losing your place

8 When reading, unintentionally re-read the same line

9
When reading, squint to keep the words on a page of clear
text from going blurry or out of focus

10
When reading, the words on a page of clear text ever appear
to fade into the background then reappear

11
When you are reading, the letters on a page of clear text ever
go blurry

12
When you are reading, the letters on a page ever appear as
a double image

13
When reading, the words on the page ever begin to move or
float

14
When reading, difficulty keeping the words on the page of clear
text in focus

15
When you are reading black print on white background, the
background appear to overtake the letters making them hard
to read

16
In black print on a white background, move the page around,
or continually blink to avoid glare which seems to come from
the background

17 Difficulty seeing more than one or two words on a line in focus

18
Difficulty reading the words on a page because they begin to
flicker or shimmer

19

When reading under fluorescent lights or in bright sunlight,
glare from the bright white glossy pages cause you to
continually move the page around so that you can see the
words clearly

20
When you are reading, move your eyes around the page, or
blink or rub your eyes to keep the text easy

21
White background behind the text ever appear to move, flicker,
or shimmer making the letters hard to read

22 In the words ever appear to spread apart, when reading

23
As a result of any of the above difficulties, find reading a slow
task

Table 1. Survey questionnaire developed by 

Conlon et a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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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그 지 않다, 드물게 그 다,

가끔씩 그 다, 자주 그 다, 그리고 항상 그 다로 구분

하여 1～4 으로 배 하 다. 항목의 합계는 0～69 까

지로합계 수를통해 피로도의정도를 악할수있다.

상자의 합계 수가 0～24 이면 낮은 불편 그룹

(Low discomfort group), 25～48 이면 간 불편 그룹

(Moderate discomfort group), 49～69 이면 높은 불편

그룹(High discomfort group)으로 분류한다. 한 피

로도를 6가지 주요 안구증상으로 구분하여 아픔(score),

두통(headache), 다시 읽기(rereading), 흐림과 복시

(blur/diplopia), 움직임과 탈색(movement/fading), 부

심(glare)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10]. 아픔은 1번∼3번

문항, 두통은 4번과 5번, 다시 읽기는 6번∼8번과 23번,

흐림과 복시는 9번, 11번∼12번, 14번, 17번, 그리고 20번,

움직임과 퇴색은 10번, 13번, 15번∼16번, 18번, 21번∼22

번의 합계, 부심은 19번으로 구성된다(Table 1 참고).

그 외에 상자의 일반 인 특성(성별, 연령)과 직업

( 학생과 직장인), 근업시간, 흡연 경험, 콘택트 즈 착

용 유무, 그리고 복용 인 약물에 해 설문하 다. 근업

시간은 일일 컴퓨터 스마트폰의 평균 사용시간에

해 2시간미만, 2∼4시간, 4∼6시간, 그리고 6시간이상으

로 구분하 고, 흡연은 흡연 경험이 없다, 가끔, 매일 피

운다로 조사하 다.

2.3 료

자료분석은 IBM SPSS 21.0을 이용하여 유의수 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단하 다

(p<0.05).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피로도의 정

도 증상의 차이를 검정하기 하여 빈도분석, 독립표

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한 다 분석

인 경우집단 간 차이를 보기 해 Scheffe의사후검정을

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연 대상  적 특

Table 1은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보여 다.

상자는 남성이 142명으로 40.9%, 여성이 205명으로

59.1% 고, 평균연령은 25.37세 다. 학생은 183명으로

52.7%, 직장인은 164명으로 47.3% 이었다. 일일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2시간미만이 20명으로 5.8%,

2～4시간이 77명으로 22.2%, 4～6시간으로 57명16.4%, 6

시간 이상이 193명으로 55.6% 이었다. 흡연 경험이 없는

사람은 301명(86.7%),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 담배를

가끔씩 피우는 사람이 29명(8.4%), 담배를 매일 피우는

사람이 17명(4.9%)이었으며, 콘택트 즈를 착용하는 사

람은 118명(34.0%),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229명(66.0%)

이었다(Table 2 참고).

Variables
N (%) or

Mean ± SD

Age (years) 25.37 ± 2.67

Sex
Male 142 (40.9)

Female 205 (59.1)

Job types
Student 183 (52.7)

Worker 164 (47.3)

Daily near work

< 2 h/d 20 (5.8)

2∼4 h/d 77 (22.2)

4∼6 h/d 57 (16.4)

> 6 h/d 193 (55.6)

Smoking habit

Never 301 (86.7)

Sometimes 29 (8.4)

Always 17 (4.9)

Contact lens
Yes 118 (34.0)

No 229 (66.0)

Table 2. Subjects characteristics

3.2 눈 피로도  정도

상자의 피로도는 7～12 이 35명, 13～18 이

140명, 19～24 이 118명, 25～30 이 31명, 31～36 이 4

명, 37～42 이 5명, 42～48 이 1명 이었다.

피로도의 정도에 따라서 불편함이 낮은 그룹과

간 그룹으로 구분하 다. Table 3은 두 그룹의 빈도수와

평균 피로도의 수를 보여 다. 낮은 불편 그룹은

306명(88.2%)으로 평균 피로도는 16.56±4.57 이었고,

간 불편 그룹은 41명(11.8%)으로 평균 합계 수는

29.56±5.32 이었다. 두 그룹은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p<0.001), 상자 에서 피로도가 49 이상인 높

은 불편 그룹은 없었다(Table 3 참고).

Groups　
n
(%)

Conlon Score
p

Mean ± SD

Low eye fatigue
306
(88.2)

16.56 ± 4.57

<0.001
Moderate eye

fatigue
41

(11.8)
29.56 ± 5.32

Table 3. Mean score in low and moderate eye 

fatigu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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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눈 피로도에 향  미치는 

Table 4는 피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연령, 성

별, 직업, 근업시간, 흡연, 콘택트 즈 착용)에 따른 피

로도의 정도를 보여 다.

피로도의정도는직업, 근업시간, 흡연경험에따라통

계 으로유의한차이를보 다(Table 4). 근업시간이2시간

미만, 2～4시간, 4～6시간, 6시간이상인경우에 피로도의

평균 총 은 각각 13.65±7.11 , 16.83±6.77 , 18.88±6.60 ,

18.83±5.62 으로컴퓨터나스마트폰사용량과같은근업시

간이늘어날수록 피로도가심해졌다(p=0.001). 한흡연

경험이없는사람, 담배를가끔피우는사람, 매일피우는사

람의 피로도 수는 각각 17.86±5.71 , 18.14±7.41 ,

22.12±11.15 이었다(p=0.024) (Table 4 참고).

Variables n Mean±SD p
Age (years)

Male 142 18.32±6.51
0.589

Female 205 17.94±6.12
Job types

Student 183 19.37±6.29
0.001

Worker 164 16.67±5.40

Daily near work
< 2 h/d 20 13.65±7.11#

0.001
2~4 h/d 77 16.83±6.77
4~6 h/d 57 18.88±6.60#

> 6 h/d 193 18.83±5.62#

Smoking habit
Never 301 17.86±5.71#

0.024Sometimes 29 18.14±7.41

Always 17 22.12±11.15#

Contact lens
Yes 118 17.75±6.85

0.468
No 229 18.27±5.96

# : Scheffe (p<0.05)

Table 4. Comparison of eye fatigue scores according

to risk factors

3.4 에 따  눈 피로도  주  상

Table 5는 Table 4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에

해 피로도의 주요 증상은 어떤 종류인지 분석한 결

과이다.

직업에 따른 피로도는 다시 읽기, 다시 읽기와 복

시, 그리고 안구운동과 탈색 증상에서 두 그룹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 다(Table 5 참고). 근업시간에 따른

피로도는 근업시간이 많을수록 두통, 다시 읽기, 안구운

동과 탈색 증상에서 높은 자각증상을 보 다(Table 6 참

고). 담배를 매일 피울 경우에 피로도의 자각증상은

안구운동과 탈색 항목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높은 수를 보 다(Table 7 참고).

Variables

Job types (Mean±SD)

pUniversity
student

Worker

Score 3.08±1.89 2.84±2.15 0.259

Headache 1.43±1.36 1.52±1.48 0.545

Score &
Headache

4.51±2.49 4.36±2.80 0.591

Rereading 3.62±1.72 2.99±1.69 <0.001

Diplopia 2.69±1.98 2.37±1.70 0.104

Rereading &
Diplopia

6.31±2.81 5.37±2.78 0.002

Movement &
Fading

6.38±2.63 4.85±2.27 <0.001

Table 5. Main symptoms of eye fatigue according to 

job types

Daily near work (Mean±SD)
p

< 2 2∼4 4∼6 > 6

Score　

　 2.55±2.18 3.05±2.02 3.19±2.07 2.90±1.98 0.600

Headache

　 1.20±1.28 1.09±1.23 1.61±1.42 1.61±1.46 0.030

Score & Headache

　 3.75±2.80 4.14±2.60 4.80±2.60 4.52±2.64 0.306

Rereading　

　 2.90±1.55 3.16±1.78 3.92±2.07 3.25±1.70 0.036

Diplopia　

　 1.65±1.78 2.68±1.94 2.50±1.70 2.58±1.85 0.156

Rereading & Diplopia

　 4.55±2.91 5.85±3.13 6.43±2.90 5.83±2.64 0.083

Movement & Fading

　 4.10#±2.51 4.90±2.34 5.45#±2.59 6.08#±2.53 <0.001
# : Scheffe (p<0.05)

Table 6. Main symptoms of eye fatigue according to 

amounts of near work.

　
Smoking habit (Mean±SD)

p
Never Sometimes Always

Score

　 2.90±2.01 3.20±1.80 3.70±2.36 0.221

Headache

　 1.46±1.42 1.31±1.16 1.88±1.61 0.406

Score & Headache

　 4.36±2.60 4.51±2.39 5.58±3.50 0.178

Rereading

　 3.38±1.77 2.65±1.87 3.35±1.80 0.109

Diplopia

　 2.48±1.69 2.65±2.51 3.41±2.93 0.125

Rereading & Diplopia

　 5.87±2.65 5.31±3.54 6.76±4.29 0.244

Movement & Fading

　 5.49±2.51# 5.75±2.27 7.29±3.45# 0.018

# : Scheffe (p<0.05)

Table 7. Main symptoms of eye fatigue according to 

smoking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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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시간 빈도가 증가하

고 사용범 한 확 됨에 따라 시각계장애, 두통, 근골

격계질환, 스트 스장애, 피부장애 등과 같은 VDT 증후

군이 사회 문제로 두되었다. VDT 증후군의 주요 증

상은 작업의 종류와 작업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VDT 작

업이 시력과 안구 자각증상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10,12,14].

VDT 작업자의 표 인 안구 자각증상은 안정피로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VDT의 사용량과 피로를느끼

는 주요 시각 불편함의 종류는 무엇인지 구체 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근거리 VDT 작업을 주로 하는 20～30 의 은

성인을 상으로 시각 불편함을 포함한 피로도 증

상과이에 향을 미칠 수있는 요인을 함께 설문하여 컴

퓨터 스마트폰을 사용한 근업시간과 주요 피로도

의 증상에 해 분석하 다.

인은 컴퓨터, 스마트폰, 자매체 등 단말기 사용

이 증가하여 VDT의 노출 한 증가하 으며, 이는 다른

작업에 비해 의 피로가 빨리 오고[15], 깜빡임 횟수

물 분비 감소 등을 유발한다고 하 다[16,17]. 한

VDT 증후군의 가장 표 인 안질환인 안구건조증 환

자는 2004년 97만명에서 2014년 214만 명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고, VDT 증후군은 근막통증 증후군, 손

목터 증후군, 거북목 등의 신 증상을 내포하고 있지

만 직 으로 단말기에 노출되는 에 특히 많은 향

을 미친다. 특히, 은층에서 환자수가 격하게 늘었고,

10년 동안의 10 청소년 환자 증가율은 195%, 30·40

환자 증가율은 207%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자주

사용하는 은 연령 의 환자가 두 배 가량 늘어났다

[18,1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VDT 련 증상 에서 구

체 인 시각 불편함을 주요 항목으로조사하여 컴퓨터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동반되는 시각활

동과 련된 피로도의 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자에서 안과 자각증상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는 Lee 등[20]의 연구, 컴퓨터 작업

보다 컴퓨터 작업 후 주 인 의 피로도가 유의하

게 증가하 다는 Suh 등[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VDT 작업 후에 작업 보다 안구증상이 증가하 다

는 Lee 등[22]의 이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게다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이 늘어날수록 주로 두통

뿐만 아니라 다시 읽기와 움직임과 퇴색 같은 시각 불

편함이 증가하 다. 피로도 에서 특히 시각 불편

함의 종류를 분석한 이러한 결과로부터 장시간 VDT의

사용은 안구건조나 피로감을 넘어 시각활동과 련된 읽

기부분에서 주요 증상이 동반됨을 알 수 있었다.

한 본 연구의 은 연령층의 피로도는 학생에

서 더높은 증상을 보 고, 주된 증상은 다시읽기, 다시읽

기와 복시와 같은 시각활동과 련된 항목이었다. 이것

은 직장인을 선정할 때 직업환경을 포함하지 못 했기 때

문에 학생에서 더 높은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

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학업 사회활동이 증

가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연구 상자들의 흡연율은

가끔 피운다가 8.4%, 매일 피운다가 4.9%로 이 연구에

서 알려진 국내 국외의 흡연율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정확한 흡연과 련된 증상을 악하기에는 제한 이 있

었고, 흡연으로 인한 건조한 환경과 책·TV·컴퓨터·스마

트폰 등을 장시간 계속해서 보는 경우 과도한 안구의 이

물감과 물배출 건조증 증상이 반 인 시각활동에

향을 것으로 생각된다[23].

본 연구는 상자의 선정 단계에서 기타 안질환 유무

나 굴 상태, 양안시기능 이상과 같은시기능 검사를 선

행하지 못하 다는 제한 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시각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은 성인을 상으로 반

인 시각 불편함을 악하고, 련요인과 주된 증상을

분석하 다는데 의의가 있겠다. 향후에는 시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인들의 건강증진을 해 안구의

내부와 외부 증상을 유발하는 여러 인자들을 함께 조사

하여 복합 인 증상에 한 세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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