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깜빡임 측정 프로그램과 가습기와의 M2M서비스
안구 건조 증 증상을 예방하는 환경조성

↲An environment for the health of the eye through the M2M service with eye
blink measurement program and the humid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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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ˇˇ노화현상의 하나로 주로 노년층에서 나타났던 안구건조 증상이 최근 20-40대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컴
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스크린에 노출되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크린에 장시간 집중하면 눈을 깜
빡거리는 운동이 적어지는데 이는 눈물 분비 저하를 가져와 안구 건조 증을 유발 한다. 주변 환경의 습도와 먼지, 적
절한 눈의 휴식 또한 안구 건조 증 증상과 관련이 있다. 안구건조증이 생기면 눈이 건조함과 뻑뻑함을 느끼며 피로
감이 증가하고 심할 경우에는 두통과 염증을 유발 할 수 있다.
“몸이 천 냥이면 눈은 구백 냥이다.” 라는 옛 속담이 있다. 그만큼 눈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이며 ‘눈 건강’은
우리 몸 전체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는 눈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구 건조 증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고안했다. 프로그램은 스크린 사용 시 사용자의 눈 깜빡임을 측정하고 눈 깜빡임 횟수가
적어지면 가습기에 신호를 줘 습도를 조절한다. 눈 깜빡 측정 프로그램, 가습기, 사용자간의 소통으로 서로 상호작용
하여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어 능동적, 수동적으로 안구 건조 증을 예방한다.

↲
AbstractˇˇDry eye syndrome symptom which is one of the ageing process recently occurs 20s-40s
generation because of increasing time of exposure to screen such as Computers and smartphone.
When users concentrate on the screen for a long time, a eye blink activity reduces. It makes a
decline i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the tear fluid. In dry eye syndrome, there is eye strain, dry,
headache and inflammation. Also, it is related to temperature, humidity, dust and eye break.
There is an proverb which says: “The body is ten million won, eyes are nine million won.” It
prove that body health depends on eye health. We create devise a eye health system which
monitors and measures eye blink and then sends a control signal to humidifier whenever user’s eye
blink decrease.
we tested our system using schirmer‘test sheet with 10 participants to get subjective quantitative
results. it produces positive results which is our system help prevent dry eye syndrome.
핵심어: dry eye syndrome, the increasing use of screen, eye blink measurement program, M2M service,
schirm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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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작년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7.6%로 전 세계에서 가
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1] 세계 평균 보급률이 14.8%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
자 수는 4100만 명이고 스마트폰 뿐 아니라 컴퓨터보급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2] 각 가정 뿐 아니라 사무실, 공공기
관, 공항까지 컴퓨터와 태블릿 PC가 설치되어져 있지 않은

안구 건조 증 증상을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요인은 다양
하다. 무언가에 집중하여 눈 깜빡임 횟수가 잦아들거나, 휴
식을 취하지 않고 눈을 사용하면 안구 건조 증 증상을 느낄
수 있다. 안구 건조 증 증상은 기온의 급격한 변화와 미세먼
지가 증가하고 건조한 시기인 봄·가을 환절기에 특히 심해
진다. [7]
현대인에게 안구 건조 증 증상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기기의 사용시간 증가에서

가?
대한민국은 이미 N-Screen시대에 접어들었다.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N-Screen은 수학에서 미지수를 나타
내는 N과 스크린의 합성어로 시간ㆍ장소ㆍ디바이스에 구애
없이 하나의 콘텐츠를 동시에 소비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말한다. [3] Smart TV와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폰의 확
산으로 콘텐츠를 활용한 N-screen 서비스가 선보이고 있다.
본격적으로 N-Screen시대가 시작되면 스크린 사용 시간
은 점점 더 증가하며, 우리의 눈은 더 많은 스크린에 노출
될 것이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확산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이
뤄진 만큼 발생된 문제 인식과 해결방법에 대한 접근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한국인의 건강생활지수는 아시아태
평양 국가 중 최하위인 만큼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절실하다
고 여겨진다.[4]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VDT증후군의 증상으로는
근 골격계의 통증,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 등이 있다. 그 중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뻑뻑함을 느끼는 안구 건조 증 증상
과 시력저하 현상이 전 연령대에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문제

찾아볼 수 있다.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나타
나는 CVS (computer vision syndrome)는 시각에 갖가지
문제가 생기는 증상을 말하는데, 눈 깜빡임 횟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주원인이다. [8]좋지 않은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또한 안구 건조 증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었
다.[9] 단순이 스크린을 보는 수동적인 작업과 집중도가 높
은 능동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눈 깜빡임이 적어진다는 연
구보고도 있다.[9]
안구 건조 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눈 깜빡임을 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에 적절한 습도, 환기를 조절해주고 스크린의 각도와 조도
를 눈에 편안하게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10,11,12]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눈을 깜빡이게 유도하는 것은, 즉
사용자에게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사용자경험을 침해한다.
[13] 하여 우리는 사용자에게 눈을 깜빡이도록 직접 지시하
는 것 대신 주변 환경을 제어하여 사용자의 안구건조 증 증
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14]

로 대두되고 있다.
안구 건조 증 환자는 2007년 142만6549명에서 2011년
219만 3224명으로 5년간 연평균 11.4%증가했다. 이 통계 자
료에는 실제 안구 건조 증 치료를 받은 환자만 포함되어 있
으며 잠재적으로 안구 건조 증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
을 것으로 예측된다.[5]

3. 본론 2
3.1 제안된 프로그램과 시스템
Open CV를 이용하여 눈 깜빡임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사용자가 스크린 사용 시 처음 10분 동안 눈 깜
빡임 횟수를 측정하여 1분당 평균값을 구한다. 평균값을 기

특히, 전자기기 사용 연령이 어려지면서 10세 미만 안구
건조 증 환자도 2만 6천여 명으로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
였다. [5]
우리는 현대인에게서 증가하고 있는 안구 건조 증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준으로 눈 깜빡임 횟수가 40%이하로 감소하면 프로그램이
M2M 방식으로 가습기에 신호를 준다. 가습기는 50-60%습
도에 맞춰 틀어지고 작동된 후 눈 깜빡임 횟수가 평균값에
90%까지 맞춰지면 멈춰진다. 가습기가 틀어지는 시점은 눈
깜빡임 횟수가 적어지는 단계로 곧 안구건조 증 증상이 나
타나는 위험 시점이다. 가습기의 on-off로 사용자는 안구 건
조 증 증상의 신호를 알게 된다.

2. 본론 1
안구 건조 증이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
발하거나 눈물 구성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눈이 시리고 자극 감, 이물감, 건조함 같은 자극증
상을 느끼게 되는 눈의 질환을 말한다.[6]

사용자의 눈 깜빡임을 관찰하여 이를 기준으로 환경을 제
어, 안구 건조 증 증상을 예방한다.

3.2 실험설계
라식라섹 수술 경험이 없는 피험자 10명을 대상으로 실
험은 진행되었다. 10명의 피험자는 4시간 동안 internet

searching과 문서작성으로 이루어진 Computer task를 수행
하였다. 눈 깜빡임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스크린
에서 피험자들은 task를 수행한다. 처음 10분 동안 측정된
눈 깜빡임 횟수가 기준치가 되고, 평균 40% 이하로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면 M2M방식으로 가습기가 틀어지게 된다.
우리는 정량적 분석으로 눈물의 양을 측정하는 쉬르마 테
스트지를 사용하였다. Task를 수행하기 전과 가습기가 틀어
지는 시점(눈 깜빡임이 적어지는), 가습기가 틀어지고 난 1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어내었다.
추후 연구에서 우리는 사용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눈 깜빡
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가습기가 틀어진
시점이 눈 깜빡임이 적어지는 시점임을 인지하고 의식적으
로 눈 깜빡임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완된다면 컴퓨터와 인
간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간 후 시점(가습기 효과 측정), Task 종료 시점에서 총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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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표1을 보면, Task수행 전 피험자들의 눈물은
평균 17.5mm로 기록되었다. 눈 깜빡임이 40% 줄어드는 시
점, 즉 가습기가 on되는 시점은 안구 건조 증 증상이 나타
날 수 있는 시점인데 눈물 분비의 양이 처음과 비교하여 약
6.5mm 감소하였다. 각 피험자들이 측정1에서 측정2의 단계
로 넘어가는 평균 시간은 1시간 25분이였다. 가습기가 틀어
지고 1시간 후 약 1.5mm정도 눈물분비의 양이 늘어났다. 가
습기로 주변습도가 향상되어 눈에서 생성되는 눈물의 증발
이 어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실험에서 사용된 쉬르마 시트지는 본래 안구에 점안 액
형태의 마취 점안액을 넣고 시행되어져야 한다. 시트지가 눈
에 삽입됐을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보다 정확한 눈
물 분비 액 수치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마취 점안
액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눈물의 양이 조금 높게 측정될 수
도 있음을 염두 해두겠다.

4. 결론
컴퓨터가 사용자의 눈 깜빡임을 인식하고, 눈 깜빡임 횟
수가 적어지면 가습기에 신호를 주어 주변 환경을 제어하여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것이 우리가 고안한 시스템의 목적
이다. 실험을 통해 가습기가 실제 안구의 눈물생성보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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