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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이 시기능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f Smartphone Use on Visual Function
권지민⋅이수정
Ji Min Kwon, MD, Soo Jung Lee, MD, PhD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Inje University Haeundae Paik Hospital, Busan, Korea

Purpose: To analyze the change of visual function according to use time of smartphone in healthy adults.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40 healthy adults who visited our hospital for eye fatigue, visual disturbance, and eye irritation
and had used a smartphone more than 4 hours a day, and who agreed to and cooperated with the smartphone usage time reduction after initial visit were analyzed. Subjective visual fatigue assessed by asthenopia questionnaire was reviewed.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spherical equivalent, amplitude of accommodation, alignment, stereoacuity, tear film break up time, and
contrast sensitivity were reviewed. The use time of smartphone at follow up visit was investigated, and the changes in visual
function after the reduction were analyzed.
Results: Asthenopia questionnaire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when smartphone usage time was ≥ 4 hours (7.8 ± 5.4) than
when it was < 1 hour (3.6 ± 4.4) (p < 0.001). Amplitude of accommodation was significantly lower when smartphone usage time
was ≥ 4 hours (10.9 ± 1.2 diopters [D]) than when it was < 1 hour (11.7 ± 1.5 D) (p < 0.001). Tear film break up time was significantly shorter when smartphone usage time was ≥ 4 hours (7.5 ± 1.9 seconds) than when it was < 1 hour (8.4 ± 1.8 seconds)
(p < 0.0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spherical equivalent, alignment, stereoacuity, and
contrast sensitivity according to smartphone usage time.
Conclusions: Long term use of smartphone can significantly increase subjective visual fatigue and reduce amplitude of accommodation and tear film break up time. In modern society where the use of visual display is increasing, close observation and caution regarding use of the video display units, especially smartphon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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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스마트폰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고, 보급의
증가와 함께 스마트폰 의존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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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진흥원에 의한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 만 3세 이상의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
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9.1%로
1

조사되어 7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각 디스플레이 사용의 증가에 따라 컴퓨터시각
증후군(computer vision syndrome)이 주요 공중 보건문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시각증후군은 스마트 기기를 포함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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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화면을 과도하게 시청한 후 발생하는 눈 침침함, 피로

원거리에서 교대프리즘가림검사를 시행하였다. 입체시는

감, 흐리게 보임 등의 시각적 증상을 지칭한다. 이에 대한

근거리에서 티트무스 입체시 검사(Stereo Optical Co. Inc.,

안과학회에서도 하루 1시간 이상 야외활동과 더불어 스마

Chicago, IL, USA)를 이용해 측정하였고, 100초각 초과인

트폰을 하루 1시간 이내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우는 입체시가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대비감도는 자동대비

실제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근시 및 가성 근시뿐만

감도 눈부심 측정기인 Contrast Glare Tester 2000 (CGT-2000,

아니라 후천성 내사시의 발생을 야기할 수 있으며, 눈 피곤

Takagi Seiko Co., Takaoka, Japan)을 사용해 박명시(mesopic)

2-4

증과 눈물막 불안정성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들도 있다.

그

와 명소시(photopic) 상태에서 눈부심(glare) 유무에 따라

러나 스마트폰 사용이 광범위한 시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감도 정도를 6.3, 4.0, 2.5, 1.6, 1.0, 0.64 cycle/degree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한 보고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

마다 측정하였다.

는 건강한 성인에서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에 따른 시기능
의 변화 양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다음 외래 진료 시까지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감량하도록 설명하였고, 추후 외래 방문 시 스마트
폰 사용량을 조사하며 감량 후 시기능의 변화가 있는지를

대상과 방법

분석하였다. 분석은 의무기록에 따른 내원 당일의 스마트
폰 사용 시간에 따라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눈 피곤증, 시력 저하,

4시간 이상으로 나누어 시행하였고, 스마트폰 사용 종료 후

퍼져 보임, 눈 따가움 등으로 내원한 20-35세의 성인 환자

안과 검사 시행까지의 시간 경과를 문진을 통해 조사하였

중 안구 내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초진 당일 스마

다.

트폰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이었으며 진료 후 스마트폰

통계학적 분석은 SPSS (version 22.0, SPSS Inc., Chicago,

사용 시간 감량에 동의 및 협조가 되었던 40명을 대상으로

IL, USA)를 이용해 Kruskal-Wallis test와 Wilcoxon test를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시가 있는 경우, 눈

시행하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피곤, 눈 따가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쇼그렌증후군의 병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해운대백병원 윤리위원

력이 있거나 기타 신경학적 질환, 정신지체를 포함한 전신

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고, 헬싱키선언을 준수하였다.

적 질환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환자에 대해 진료 시 주관적인 눈 피곤증을 비교 평

결

과

가하기 위해 작성된 설문지를 조사하였고, 원거리 및 근거
리 교정시력, 굴절력, 조절력, 정렬, 입체시, 눈물막파괴시

총 40명의 환자가 포함되었고 남자 23명, 여자 17명이었

간, 대비감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Ames et al5에 의해

다.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27.8 ± 3.2세(범위 21-35세)였다.

발표된 눈 피곤증 설문지를 참고해 저자들이 새로이 만든

40명의 환자들 모두에서 스마트폰 사용 종료 후 1시간 이

형식을 사용하였다(Table 1). 굴절력의 측정은 자동굴절검

내 안과검사가 이루어졌다.

사를 이용해 구면렌즈대응치를 구하였다. 조절력은 push-up

설문지를 통해 측정된 주관적 눈 피곤증은 스마트폰 사

방법을 이용해 40 cm 떨어진 시표를 주시하게 한 후 시표

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1시

가 흐리게 보일 때까지 눈 가까이 가져갈 때, 흐리게 보인

간 미만과 4시간 이상의 비교 시 4시간 이상 사용하였을 때

다고 하는 지점의 거리를 미터로 측정해 이를 디옵터(D)로

눈 피곤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설문지 내 하위 항

변환해 구하였다. 두 눈의 정렬 측정은 33 cm 근거리 및 6 m

목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특히 눈 피로

Table 1. Asthenopia questionnaire
None (0)

Slight (1)

Moderate (2)

Severe (3)

Tired eye
Aching eye
Irritated eye
Watery eye
Dry eye
Blurred vision
Difficulty in foc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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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건조감의 점수가 늘었다. 원거리 및 근거리 교정시력,

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시

구면렌즈 대응치, 입체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라 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스

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원거리 및 근거리 정렬의 경

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주관적인 눈 피

우 9명에서 외사위가 있었고, 9명의 평균 사시각은 원거리

로도가 증가하였으며 조절력과 눈물막파괴시간이 감소하

4.2 프리즘디옵터(PD) (범위 2-8 PD), 근거리 6.2 PD (범위

였다.

4-10 PD)였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른 정렬의 유의한

설문지를 통한 주관적 눈 피곤증 조사에서 스마트폰을 1시
간 미만 사용하였을 때에 비해 4시간 이상 사용하였을 때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조절력의 경우 1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날 11.7 D, 1시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눈 피로감과 건조감이 늘

이상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날 11.2 D, 4시간 이상 사용한

었다. 과거 다른 연구들에서 4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날 10.9 D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은 눈 피로감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바가 있

경향을 보였고, 4시간 이상 사용하였을 때, 1시간 미만 사

고, 이와 비슷하게 LCD 모니터로 된 전자책을 읽는 경우

용하였을 때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눈물막파

종이책을 읽는 것에 비해 눈 피곤이 컸다는 보고도 있다.7,8

괴시간 또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감소하는

우리나라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1시간

경향을 보였고, 4시간 이상 사용하였을 때가 1시간 미만

동안 태블릿 컴퓨터 화면을 본 후 특히 눈 피로감, 통증, 자

사용하였을 때보다 유의하게 짧았다(p<0.001) (Table 2).

극감, 눈물 흘림 그리고 작열감의 5개 항목에서 유의한 피

CGT-2000 (Takagi Seiko Co.)을 이용한 대비감도 검사상

로감 증가가 있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박명시와 명소시에서 glare off 및 on 상태에서 세 군 간 유

조사와 비슷하다.3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

조절력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고, 1시간 미만 사용하였을 때보다 4시간 이

고

상 사용하였을 때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조절은 물체의 거

찰

리에 따라 눈의 굴절력을 바꾸어 물체의 초점이 망막에 맺
스마트폰은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작은 휴대형 컴퓨터로

히도록 하는 기능을 일컫고, 최대의 조절 능력을 조절력이

도 사용되는 개인용 정보 단말기이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라 한다. 근거리 작업이 오래 지속될 경우, 조절력에 변화

(88.5%)의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연결하는 최첨단

가 생기며 흐리게 보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9 스마

인터넷 연결 국가로 도약하며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

트폰 사용자들의 작업 거리를 조사한 한 연구에서, 스마트

이 가능해짐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화되는 양상을

폰과 같은 휴대기기를 보는 거리(36.2 cm)는 종이책을 보

보였다.6 1인 1스마트폰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전

는 거리(40 cm)에 비해 더 짧음을 밝혔다.10 또한 스마트폰

세대에 걸쳐 삶의 필수 요소가 된 환경에서 역기능의 최소

을 30분간 사용한 후 양안 조절력이 0.8-1.1 D 감소함이 보

Table 2. Visual function according to smartphone usage time
Characteristic

< 1 hour

≥ 1 hour, < 4 hours

≥ 4 hours

p-value
‡

*

p-value

Questionnaire

3.6 ± 4.4 (0 to 17)

6.5 ± 5.0 (1 to 17)

7.8 ± 5.4 (2 to 17)

0.001

Distance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0.0 ± 0.0 (0 to 0)

0.0 ± 0.0 (0 to 0)

0.0 ± 0.0 (0 to 0)

1.000

1.000

Near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0.0 ± 0.0 (0 to 0.1)

0.0 ± 0.0 (0 to 0.1)

0.0 ± 0.0 (0 to 0.1)

1.000

1.000

Spherical equivalent (D)

-2.1 ± 2.3 (-7.3 to +0.9)

-2.1 ± 2.3 (-7.3 to +0.5)

-2.2 ± 2.2 (-7.1 to +0.5)

Amplitude of accommodation (D)

11.7 ± 1.5 (8.3 to 14.3)

11.2 ± 1.4 (8.3 to 14.3)

10.9 ± 1.2 (8.3 to 14.3)

0.995
0.010

< 0.001

0.185
‡

‡

< 0.001

Distance exodeviation (PD)

1.0 ± 2.0 (0 to 8)

0.9 ± 2.0 (0 to 8)

0.9 ± 2.0 (0 to 8)

0.999

0.317

Near exodeviation (PD)

1.6 ± 2.8 (0 to 10)

1.6 ± 2.8 (0 to 0)

1.6 ± 2.9 (0 to 10)

0.999

0.317

49.0 ± 18.0 (40 to 100)

48.0 ± 16.8 (40 to 100)

49.0 ± 18.0 (40 to 100)

1.000

1.000

8.4 ± 1.8 (3 to 10)

7.7 ± 2.0 (2 to 10)

7.5 ± 1.9 (2 to 10)

0.055

< 0.001

Stereoacuity (arcsec)
Tear film break up time (seconds)

†

‡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range).
logMAR =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D = diopters; PD = prism diopters.
*
†
The comparison between the three groups was performed by Kruskal-Wallis test; the comparison between ‘< 1 hour’ group and ‘≥ 4 hours’
group was performed by Wilcoxon t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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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바 있다.11,12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4시간 이상 사

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4시간 이상 사용하였을 때가 1시간

용한 경우 1시간 미만 사용한 군보다 평균 0.8 D의 조절력

미만 사용하였을 때보다 유의하게 짧았다. Kim et al3에 의

감소를 보였고, 이는 앞선 연구들의 결과와 비슷하다. 근거

한 국내 연구에서도 1시간 동안 태블릿 컴퓨터 화면을 본

리 작업을 할 때 조절력이 감소하는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후 눈물막파괴시간이 5.1초에서 4.6초로 유의하게 감소하

있지 않으나, 조절의 피로로 인해 긴장성 조절력이 감소하

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스마트폰 사용

13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시 눈 깜빡임이 감소하며 눈물의 증발이 증가하기 때문으

스마트폰을 이용한 근거리 작업 이후 수정체의 긴장 상

로 생각된다. 실제로 한 보고에서는 컴퓨터 작업 도중 눈

태가 지속되어 굴절력이 근시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깜빡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이는 환자들이 느끼는 눈

예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피로감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14 각막은 미시적

다. 또한 근거리에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조

으로 불규칙한 표면을 가지며 눈물에 의해 광학적으로 평

절과 이향운동 능력에 이상이 생겨 융합이향운동력이 낮은

탄해지는 특징을 갖는다.15 눈물층은 안구의 첫 번째 굴절

사람에게서 내사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으나,

표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눈물층의 파괴는 대비감도의 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른 정렬의 유의한

소 및 광학수차의 증가를 초래해 이미지 퀄리티를 떨어뜨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2 이러한 차이는 Lee et al2의 연구

릴 수 있다.16 대비란 휘도(brightness)와 암소(darkness)의

에 포함된 내사시를 보였던 환자들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비율로, 대비감도는 공간 내의 인접한 물체 또는 면적 사이

시간이 하루 6.1시간이었고 평균 사용 기간은 10.5개월로,

에 존재하는 명시도(luminance) 차이를 감지해내는 능력을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에 비해 더 오랜 시간 사용하였기

말한다.1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어질수록 눈물막파괴시간은 짧아졌으나, 객관적으로 측정

눈물막파괴시간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감

한 대비감도검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

B

C

D

Figure 1. Contrast sensitivity according to smartphone usage time. (A) Contrast sensitivity at mesopic condition without glare. (B)
Contrast sensitivity at mesopic condition with glare. (C) Contrast sensitivity at photopic condition without glare. (D) Contrast sensitivity at photopic condition with gl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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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이고 모집단 수가 적으며 대조군
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감량 여부 확
인이 문진으로만 이루어졌고, 스마트폰 사용 종료 직후에
안과 검사가 시행되지 못한 점도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문진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 종료 후 1시간 이내
에 검사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으나, 모든 환자에서 일
정한 시간 경과를 두지 못하였고 사용 직후에 하였을 경우,
검사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주관적인 눈 피곤증, 굴절력, 조절력, 정렬, 입
체시, 눈물막파괴시간, 대비감도 등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스마트폰 보급률 및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서, 스마트폰에 의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좀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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