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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새로운 IT 기술과 디지털 기기는 빠른 속도로 발달하며 업무 환경  일상생활을 비롯한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해 기존의 고령자와는 달리 액티  시니어들은 극 으로 응해가고 

있지만 오랜 시간동안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들의  건강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집단과 액티  시니어를 상으로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시각 피로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니어에게 한 컴퓨터 작업 시간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 다. 객  

시각 피로도는  깜박임 횟수, 을 깜박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시간, 안구표면 온도를 측정하 고 주

  피로도는 설문지를 이용하 다. 실험 결과,  깜박임 횟수, 안구 표면 온도, 주   피로도는 실험 

과 후에 유의한 변화를 보 다. 집단 간 차이는 모든 측정치에서 찰되지 않았고 따라서 30여분의 컴퓨

터 작업 시간은 시니어에게 한 것으로 단된다.  

■ 중심어 :∣액티브 시니어∣시각 피로도∣노화∣눈 건강∣VDT 증후군∣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there was difference on visual fatigue between active 

seniors and young people, and to provide a guideline for appropriate computer use time for 

seniors. Blinking rate, maximal blinking interval, temperature of the ocular surface, visual 

fatigue questionnare were evaluated. The blinking rate, ocular surface temperature, visual 

fatigue showed significant change before and after the task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nd thus, about 30-minute computer work appeared to be appropriate for sen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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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세계 으로 노인 인

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  노화로 인한 생

물학 , 인지 , 사회  계 변화에 한 심이 증가

하고 있다. 노인에 한 정의는 각 나라의 사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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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에 따라 

노인에 한 연령 기 이 각기 다르다. 노인 복지법에

서는 65세 이상인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령자 

고용 진법에 의하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이다. 

국민 연 법에서는 노령 연  수여 상자를 60세 이상

의 노인으로 정하 으나 최근 국민 연  재정의 어려움

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2033년에는 65세부터 용할 

정이다. 이 듯 노인에 한 연령 기 을 일률 으로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보편 으로 65세 이상

인 사람을 노인으로 보고 있다[1].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체 인구의 7%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고령 사회로 진입하

는 과정에서 베이비붐 세 가 많은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 (1955-1963년생)

는 2012년 기  715만 명으로 체 인구의 약 15%를 차

지하고 체 취업자의 23%를 차지하 다. 이들은 사회

에서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집단이며 졸  고졸의 

비율이 각각 22%, 45%로 이  세 에 비해 훨씬 높은 

학력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2]. 

베이비부머의 2016년 직종별 종사 비 은 화이트칼

라로 불릴 수 있는 리자, 문직 종사자, 사무 종사자

가 28.6%를 차지하여 상당수가 종사상 지 가 양호한 

편이다[3]. 사무작업이 자동화됨에 따라 작업의 부분

을 컴퓨터로 수행하고 있는 실을 감안할 때 베이비부

머로 표되는 신 노년층의 상당수가 업무로 인한 장시

간의 컴퓨터 사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 의 장시간 컴퓨터 사용은 업무뿐만 아

니라 여가  문화생활에서도 이어지는데 이들은 ‘신 

노년층’, ‘액티  시니어’ 등으로 불리며 소비수 이 높

고 여가  취미생활에 한 욕구가 크다는 에서 이

 세 의 고령자와는 여러 가지 차이 을 보인다. 인

터넷 쇼핑, SNS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디지털 기

술 활용에 익숙하며[1][4], 50 의 인터넷 이용률은 15

년 사이 8배가 증가하 고 SNS 이용률이  연령 통틀

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 다[5].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은 VDT(visual display 

terminal)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

서 보고되었다[6][7]. VDT 증후군이란 VDT를 사용하

면서 건강에 안 좋은 향을 미치는 질환을 총칭하는 

데, 안과  증상으로는 안구건조, 결막충 , 이물감, 두

통 등이 있다[8][9]. VDT 사용시간이 청소년의  건강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연구에서 김 성 등[8]은 인

터넷 강의를 들을 때보다 컴퓨터 게임을 할 때  깜박

임 횟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고 게임 시간이 길어질수

록  깜박임 횟수가 감소하여 안구건조의 험도가 증

가함을 보고하 다. 최동희와 경규형[10]은 두 개의 연

령집단(20세 이상 35세 이하, 45세 이상 60세 이하)에서 

VDT 작업 시간이 동공크기, 결막 충 도와 같은 객

 시각 피도로  주  시각 피로도를 증가시킴을 

보 다. 

이러한 VDT 증후군이  건강에 미치는 악 향은 

2-30 의 은 연령층보다 생체 기능의 쇠퇴와 노안이 

이미 시작된 액티  시니어에서 훨씬 더 클 것이다. 노

안(presbyopia)은 노화된 (old eye)을 의미하는 것으

로 노안의 원인이 되는 조 력 감소는 수정체의 탄력감

소와 수정체 자체의 경성 증가로 발생되며 이로 인해 

근거리에서 선명하고 편안한 시력을 갖지 못해 불편함

을 느끼게 된다[11][12]. 일반 으로 약 45세를 후로 

시력이 감퇴되는 노안 상을 경험하는데 최근에는 과

도한 근거리 작업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기기 사용의 

증가로 기 노안이 빨리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시니어가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오랜 시간동안 컴퓨

터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시니어에 편입되는 연령층

은 재의 액티  시니어보다 컴퓨터 사용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이 상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에 

한 컴퓨터 사용 시간을 악하고  건강 악화를 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요하다. 그러나 

재 노년층을 상으로 한 시각 피로도나 노안을 이미 

겪고 있는 노년층에게 합한 컴퓨터 사용 시간이 얼마

인지에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50세 이상 65세 이하의 액티  시니어를 상으

로 청년 집단과 노년 집단 간에 시각 피로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에 근거하여 노년층의  건강 악

화를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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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50세 이상 65세 이하의 시니어 25명과 

2-30 (21-33세) 청년 27명이 참여하 다. 두 집단의 

평균 나이는 각각 57.1세와 24.4세, 교육 년수는 15.3년

과 14.5년이었다. 두 집단의 교육 년수에 해서 독립표

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315, p>.05). 연구 상자가 보고한 시력 는 시

력 테스트 앱(iCare시력 테스트)을 사용하여 측정한 시

력은 시니어 집단이 0.8, 청년집단이 1.0으로 차이가 있

었으나(t=2.991, p<.01) 실험 시 평소에 사용하는 안경

을 가져와 착용하도록 하여 실험 자극을 보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 다. 한 별도로 실험실에 원시 조  안경

을 시력별로 3종류를 구비하 다. 

2. 실험 도구 

실험 자극 텍스트는 27인치 LG 데스크탑 모니터

(27MP68HM)에 제시되었으며 모니터는 연구 상자와 

거리가 60cm인 곳에 치하 다. 실험 에도 지속

으로 거리를 유지하기 해 턱 받침 를 사용하 으며 

연구 상자의 높이가 모니터 앙에 오도록 하기 

해 높이 조 이 가능한 의자를 사용하 다[그림 1].  

객   주  시각 피로도를 측정하기 해서 본 

실험에서는 선행 연구[6][8][10][14][15]를 참고하여  

깜박임 횟수, 을 깜박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최  시

간, 안구표면온도,  피로도 설문지를 사용하 다.  

깜박임 횟수는 종이책과 e-book의 시각 피로도 차이를 

알아본 해외 연구[14]와 청소년을 상으로 컴퓨터 작

업 시간이  피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국내 연

구[8]에서, 안구표면온도는 3D 상이  피로에 미치

는 향[15],  피로의 객  평가 방법을 모색한 국

내 연구[6]에서 사용되었다. 주  피로도 측정 방법인 

 피로도 설문지는 에서 언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통 으로 많이 사용한 방법이었다.  깜박임 횟수는 

본 연구를 해 자체 으로 제작한 

EMG(electromyography) 측정기를 사용하 다. 좌측 

이마, 왼쪽  아래에 총 3개의 EMG 극을 부착하여 

연구 상자가 을 깜박일 때 발생하는 근 도 변화를 

인지하여 그 횟수를 계상하도록 설계하 다. 근 도 증

폭을 해 차동증폭기(differential amplifier)를 이용하

으며 30-500Hz의 역통과필터(band pass filter)  

60Hz 노치 필터(notch filter)를 사용하여  깜박임과 

련성이 약한 역  원에 한 향을 최소화하

다. 을 깜박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최  시간은 시

계를, 안구표면온도는 비 식 온도 측정기(한국 오므

론헬스 어 MC-720-B)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주

  피로도는 [표 1]과 같이 선행연구[6]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이용하 는데 총 10개의 문항에 해서 0

(  그 지 않다)부터 6 (매우 그 다)까지 7첨 척

도로 연구 상자가  피로도를 평가하게 하 다[표 

1].

그림 1. 실험 환경 및 실험 도구

표 1. 눈 피로도 설문지 

   수

눈이 피로하다 0 1 2 3 4 5 6

눈이 아프다 0 1 2 3 4 5 6

눈에 자극감이 든다 0 1 2 3 4 5 6

눈물이 난다 0 1 2 3 4 5 6

눈이 건조하다 0 1 2 3 4 5 6

눈에 압박감이 있다 0 1 2 3 4 5 6

눈이 뜨겁다 0 1 2 3 4 5 6

흐리게 보인다 0 1 2 3 4 5 6

초점 맞추기 어렵다 0 1 2 3 4 5 6

시청에 불편감이 있다 0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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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자극 및 과제

실험 과제는 제시된 에서 맞춤법 오류가 있는 곳을 

찾아 마우스로 표시하는 것으로 총 3개의 맞춤법 오류

찾기 과제가 각각 9분씩, 총 27분 동안 시행되었다. 연

구 상자의 학력을 감안하여 실험 자극으로 제시된 

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선택하 으며 의 길이는 각

각 725, 718, 703개 단어 다. 한  로그램에서 12 포

인트의 씨 크기, 함 롱 바탕 씨체로 제시되었다.

4. 실험 절차 및 데이터 수집

본 실험은 다음과 같은 차로 진행되었다[그림 2]. 

1) 연구 참여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실험에 한 설명

을 들은 후 실제 실험에서 사용되는 자극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에서 맞춤법 오류 찾기 연습을 하 다. 2) 

기 선(baseline) 측정: 실험이 시작되기  편안한 상

태에서  깜박임 횟수, 을 깜박이지 않고 참을 수 있

는 최  시간, 안구표면온도를 측정하고  피로도 설

문지를 작성하여 기 선 데이터를 수집하 다. 3) 맞춤

법 오류 찾기 과제 1, 2, 3을 순서 로 각각 9분씩, 총 

27분 동안 실시하 다. 3개의 과제는 모두 동일한 방식

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과제 종료 3분 부터 종

료시까지  깜박임 횟수를 측정하 고 과제 종료 후 

안구표면온도, 을 깜박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최  

시간을 측정하고 설문지를 작성하 다. 따라서 4개의 

객   주  측정치가 실험 부터 완료시까지 총 

4회 수집되었다(실험 , 과제1, 과제2, 과제 3). 을 깜

박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시간과 안구표면온도는 한 

회 측정할 때마다 3번을 측정하여 얻은 평균값을 사용

하 다. 주   피로도는 총 10개의 문항에 해서 

0(  그 지 않다)부터 6(매우 그 다)까지 표시한 

수를 합산하 다. 총 3개의 맞춤법 오류 찾기 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여분인데 이는 선행

연구와  건강에 한 인터넷 웹 싸이트를 검색한 결

과를 바탕으로 하 다. 검색결과, 컴퓨터 작업  쉬는 

시간이 필요한 시 으로 제시된 시간은 작업 시작 후 

20분, 30분, 30-40분, 1시간으로 다양하 는데[16-19] 

이는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인 권고사항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 집단은 청년 집단에 비해 노안을 

비롯한 생체 기능의 노화를 이미 겪고 있다는 것을 감

안하여 체 과제 수행시간이 30여분이 되도록 하 다.  

데이터의 통계 분석은 통계 패키지 SPSS 23(IBM, 

USA)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시니어/청년 집단이 집

단 간 변인, 과제 수행 시간(실험 , 과제1, 2, 3)이 집

단 내 변인으로 4개의 종속 측정치에 해서 각각 

2-way Mixed ANOVA를 실시하 다. 맞춤법 오류 찾

기 수행 결과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그림 2. 실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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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4개의 측정치에 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다.

실험  
(0분)

과제 1 
(9분 경과)

과제 2 
(18분 경과)

과제 3 
(27분 경과)

눈 깜박임 횟수

시니어 112.00 (71.78) 41.36 (21.51) 38.00 (20.00) 34.68 (19.14)

청년 81.37 (34.67) 32.41 (19.81) 32.44 (20.78) 33.07 (20.14)

전체 96.10 (57.24) 36.71 (20.93) 35.12 (20.40) 33.85 (19.49)

눈을 깜박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시간

시니어 11.14 (4.79) 10.09 (3.55) 10.65 (4.27) 9.58 (2.93)

청년 14.87 (9.40) 14.49 (8.71) 12.57 (9.05) 13.00 (7.94)

전체 13.07 (7.70) 12.37 (7.04) 11.65 (7.16) 11.35 (6.26)

안구표면온도

시니어 33.79 (0.43) 34.28 (0.41) 34.42 (0.51) 34.42 (0.59)

청년 33.91 (0.67) 34.22 (0.56) 34.32 (0.49) 34.27 (0.53)

전체 33.85 (0.56) 34.25 (0.49) 34.37 (0.50) 34.34 (0.56)

주관적 눈 피로도

시니어 1.53 (1.07) 1.90 (1.38) 2.29 (1.58) 2.50 (1.65)

청년 1.64 (1.32) 1.78 (1.05) 2.21 (1.15) 2.55 (1.21)

전체 1.58 (1.20) 1.84 (1.21) 2.25 (1.36) 2.52 (1.42)

표 2. 측정 결과

1. 눈 깜박임 횟수 

 깜박임 횟수는 과제 수행 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의

하게 감소하 다(F(3, 150)=64.913, p<.001)[그림 3]. 과

제 수행시간 별로 봤을 때 실험 이 가장 많았고 

(96.10회), 과제1 (36.71회), 과제2 (35.12회), 과제3 

(33.85회) 순으로  깜박임 횟수가 어들었다. 

Bonferroni 사후 검정 결과, 실험 과 과제1, 2, 3간에

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과제1, 2, 3 간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 간 차이는 없었고

(F(1,50)=3.432, p>.05), 집단과 과제 수행 시간 간의 상

호작용은 유의하 다 (F(3, 150)=2.901, p<.05). 

그림 3. 눈 깜박임 횟수

2. 눈을 깜박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시간

을 깜박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시간은 과제 수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실험  평균 13.07 , 과제3 수

행 후 11.35 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는 하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3, 150)=2.129, p>.05)[그림 4]. 

집단 간 차이는 유의수 에 근 하여(F(1,50)=3.978, 

p=.052), 시니어 집단이 청년집단에 비해 을 깜박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짧은 경향성을 보 다. 집

단과 과제 수행 시간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3, 150)=1.016, p>.05).

그림 4. 눈 깜박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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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구 표면 온도

안구표면온도는 작업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

게 증가하 다(F(3, 150)=24.662, p<.001)[그림 5]. 

Bonferroni 사후 검정 결과, 실험 과 과제1, 2, 3간에, 

과제1과 2간에 유의한 차이가 찰되었다. 집단 간 차

이(F(3, 50)=.134, p>.05), 집단과 작업 시간 간의 상호

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F(3, 150)=1.424, p>.05).

그림 5. 안구 표면 온도 

4. 주관적 눈 피로도

주   피로도는 과제 수행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

의하게 증가하 다(F(3, 150)=31.489, p<.001)[그림 6]. 

Bonferroni 사후 검정 결과, 실험 과 과제2, 3간에, 과

제1과 2, 3간에, 과제2와 3간에 유의한 차이가 찰되었

다. 집단 간 차이(F(1,50)=.001, p>.05), 집단과 과제 수

행 시간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1,50)=.517, p>.05).

그림 6. 주관적 눈 피로도

5. 맞춤법 오류 찾기 과제 정확률

과제 정확률을 (올바르게 찾은 오류 수/ 체 오류 

수)x 100으로 계산하 다. 맞춤법 오류 찾기 수행 결과 

시니어 집단은 평균 81%, 청년집단은 91% 정확률을 보

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360, p<.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년 집단과 액티  시니어를 상으로 컴

퓨터 작업으로 인한 객   주  시각 피로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깜박

임 횟수, 안구 표면 온도, 주   피로도는 실험 과 

후에 유의한 변화를 보 다. 4개의 측정치에서 집단 간 

차이가 모두 찰되지 않아서 연령을 고려했을 때 30여

분의 컴퓨터 작업 시간은 두 집단 모두에게 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깜박임 횟수는 작업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는데 실험  96.10회에서 과제1 수행 후 36.71회로 

격히 감소한 후 그 이후부터는 35.12회, 33.85회로 완

만하게 감소하 다. 실험 과 과제1 간의 이러한 두드

러진 차이는 휴식할 때 보다 작업할 때 을 덜 깜박인

다는 것을 말하며 선행연구[6][20]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과제 1, 2, 3 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일단 과제를 시작한 이후에는 집 도가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어  깜박임 횟수에 있어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

던 것으로 보인다. 집 도가  깜박임 횟수에 향을 

다는 것은 김 성 등[8]에서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인터넷 강의에 비해 집 도가 높은 컴퓨터 게임을 할 

때  깜박임 횟수가 더 었다. 집단 간 차이에 있어서 

실험  시니어 집단은  깜박임 횟수가 112회로 청년 

집단의 81.37회와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과제1 완료 후

에는 그 차이가 10회 이내로 격히 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을 깜박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시간은 실험  평

균 13.07 에서 작업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조 씩 지

속 으로 감소하 으나 실험과제 3개가 모두 완료된 

시 에서도 그 변화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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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2 , 작업 후 17.07 가 찰된 서 우 등[6]의 

결과와 다르다. 본 연구에서 실험  을 깜박이지 않

고 참을 수 있는 시간은 선행연구[6]에 비해 짧고 두 집

단 간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시니어 집단 11.14 , 청년 

집단 14.87 ). 선행연구와의 이러한 차이는 연구 상

자, 사용한 과제, 작업 시간 등이 다른데서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를 들어, 서 우 등[6]에서는 정상 성인 15

명이 참여하 는데 연령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한 

체 연구 참여자의 수가 15명으로 어서 극단값을 가

진 참여자의 향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선행 연구에서는 단어나 문장을 타이핑하는 과제

를 1시간 동안 하게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과제 3개를 

수행하는데 30여분이 소요되었다. 작업시간을 선행연

구와 유사하게 길게 했다면 작업 후로 유의한 차이가 

찰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집단 간 차이는 유의수

에 근 하여 경향성만 나타났고 상호작용도 찰되

지 않아 을 깜박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시간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구표면온도는 과제 수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

의하게 높아졌는데 이는 선행연구[6]에서 보고된 바와 

일치한다. 실험 과 과제1, 2, 3간에, 과제1과 2간에 유

의한 차이가 찰되어 휴식 시에 비해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안구표면온도가 올라가며, 18분 이내에서는 작업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온도도 올라가지만 18분 이후부

터는 작업 시간의 증가가 주는 향이 크지 않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최  작업 시간은 

27분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27분보다 길 

때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알 수 없다는 

제한 이 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서 

27분 정도의 작업시간은 시니어와 청년집단에 미치는 

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   피로도는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

가했다. 사후 분석 결과, 실험 과 과제2, 3간에, 과제1

과 2, 3간에, 과제2와 3간에 유의한 차이가 찰되어 주

  피로도는 작업 시간이 9분 이내에서는 향을 

받지 않다가 9분이 넘어가면 시간 증가에 따른 향을 

지속 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령에 상 없

이 주   피로도는 증가함을 보 다.

과제 정확률에서 청년 집단이 시니어 집단에 비해서 

높은 정확률을 보 는데 이는 각 집단에서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직업군의 비율 차이가 향을  것으로 보

인다. 청년 집단은 부분이 학생이고 몇 명의 사무직 

직원이 포함되었는데 두 직업군에게 문서 작업은 일상

화된 일이다. 반면에 시니어 집단은 문서 작업을 매일 

해야 하는 직종 종사자의 수가 청년 집단에 비해 어

서 맞춤법 오류에 해서 청년 집단에 비해 민감하지 

않았거나 맞춤법 지식이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노화로 인해 을 읽고 맞춤법 

오류를 찾아내는 속도가 시니어 집단이 청년 집단에 비

해서 늦었을 가능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률을 (올

바르게 찾은 오류 수/ 체 오류 수)x 100으로 계산하

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류를 찾는 속도가 

느리면 정확률이 낮게 나오게 된다. 노화로 인해 노인

들은 청년에 비해 여러 인지 역에서 처리 속도가 늦

어지는 것이 보고가 되어왔는데[21][22], 시니어 집단이 

청년 집단에 비해서 느린 읽기 속도로 인해 맞춤법 오

류를 찾아내는 것 한 느려서 제한된 시간 안에 맞춤

법 오류를 게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IT 기술과 디지털 기기는 빠른 속도로 발달하

며 우리의 생활에 많은 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액티  시니어들은 업무와 일상생활

에서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들의  건강 악화에 해서는 많은 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 컴퓨터 작업  쉬는 시간이 필요한 시

으로 제안된 시간들도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본 연구는 시니어 집단과 청년 집단의 시각 피로도를 

비교한 결과, 30여분의 컴퓨터 작업 시간 동안 모든 시

각 피로도 측정치에서 두 집단이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연령을 고려했을 때 30여분의 작업시간은 시니어에게 

컴퓨터 작업을 단할 정도의 시각 피로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향후 실험 시간을 30분 이상

으로 하여 시니어와 청년 집단의 시각 피로도가 격히 

차이가 나는 지 이 있다면 시니어에게 한 컴퓨터 

작업 시간이 얼마인지에 한 보다 구체 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오랜 시간동안 컴퓨

터를 사용하는 시니어의  건강 악화를 방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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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이드라인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

다. 한,  깜박임 횟수, 안구표면온도, 주   피

로도는 컴퓨터 작업 후로 유의한 변화를 보여서 시각 

피로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검

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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