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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중독의 피해

1. 두 눈이 뻑뻑, 안구 건조증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컴퓨터와 휴대폰에 몰두할 때는 눈이 크게 떠지면서 안구의 노출 면적이 넓
어지고, 눈 깜박임이 줄어 15~20분만 지나고 안구가 마르게 되는데, 이 때 눈은 따끔거림, 자극감, 이
물감, 작열감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시력마저도 뿌옇게 보일 수 있으며, 눈물의 주요한 기능인 윤활 작용이 되지 않아 각막에 염증 및 손
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잘 안 들려요, 소음성 난청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오래 들으면 높은 음을 담당하는 섬모세포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높은 음
을 잘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어폰을 쓸 때에는 최대음량의 60% 이하로
하루 60분 정도만 듣는 ‘60/60 법칙’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 디스크를 유발하는 거북목 증후군
거북목증후군은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거북이처럼 구부정하게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를 일컫는 말로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과도한 사용으로 거북목증후군 환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와 등으로 통증이 전해지며, 눈도 쉽게 피로해지고 손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거북목증후군은 심할 경우 목 디스크까지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중독 예방법

1. 하루 중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정하고 꼭 지키도록 노력해 보세요.
○ 게임을 하는 경우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하세요. -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손에 잡고 있지 않아요.
2. 혼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세요.
3. 오락과 휴식의 도구로서의 사용을 줄이세요.
4. 신체적 활동을 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 낮 시간에 30분 이상 햇빛을 쐬어 보세요. 햇빛은 신체 면역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마음을 편하
게 만들어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5. 사이버 공간이 아닌 현실 공간에서의 대인관계를 늘려보세요.
○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게임은 성격을 개인적인 성향으로 흐르게 하므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합니다.
6. 대안 활동을 찾아보세요.
○ 증상을 자각한 뒤에는 거실 등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곳에 컴퓨터를 설치하거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해 놓는 것 같은 치유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일주일에 2회 이상 운동을 해보세요. 농구나 등산과 같은 육체적 운동으로 현실적인 취미에 흥미
를 갖게 하고 컴퓨터로 인한 자세의 불균형을 예방하세요.
7. 잠은 정해진 시간에 자도록 해요.
○ 밤늦게 게임을 하면 잠이 부족해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
어 생활 리듬을 지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