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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es of the Tech-Savvy

"By the end of the day, I'm like a zombie, with a 

headache, sore muscles, and troubled vision." More 

and more doctors nowadays are hearing complaints 

like this from their teen patients who are into 

electronic devices such as cell phones and laptops. 

• A such as B / such A as B: B와 같은 A = like = for 

example = for instance

They recognize that such complaints are symptoms 

of so-called technology-related illnesses. You can 

easily picture a bus full  of high school students, 
상 상 하 다 (which is)

each one absorbed in texting messages or 
(being) absorbed

listening to loud music through earphones. 

Medical experts warn that many teenagers could be 

in danger of developing  health problems related to 
~의 증상이 나타나다(보이다)

using personal technology too much and too often. 

Here are a few major technology-related problems 
r e l a t i n g ( X )

and what you can do / to avoid them.
목적

최신 기술에 능통한사람들의 고뇌

“하루를 마칠 무렵 저는 두통, 근육통, 흐린 시야까

지 마치 좀비처럼 돼요.” 최근 점점 더 많은 의사들

이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에 

심취해 있는 십대 환자들로부터 이러한 불평에 관

해 듣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불평이 소위 기술과 관련된 질병의 

증상임을 알고 있다.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이

어폰으로 시끄러운 음악 감상에 몰두하고 있는 고

등학생들로 가득 찬 버스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

다. 

의학 전문가들은 많은 십대들이 개인 휴대기기의 

지나친 사용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위

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여기에 과학기술이 야기한 

주요 문제점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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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wrong in my eyes?

If you spend a lot of time each day in front of a 

computer, you're likely to experience symptoms of 

Computer Vision Syndrome(CVS). 

• tend to do = be likely to do, be apt to do, be inclined 

to do, be liable to do, be prone to

Symptoms of CVS include unclear vision, eye 

twitching, physical fatigue, and decrease 

productivity. CVS is caused by stating at a computer 

screen for long periods. 

When this happens, you start to blink less often than 

usual, from 16~20 blinks per minute to 6-8 blinks 

per minute. Additionally, focusing on the computer 

screen at close range causes eyestrain. This will 
눈 의 피 로 감

lead to tiredness and an inability to focus. 

lead to = cause,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do

Not only will it increase nearsightedness, it can also 

create the conditions for aging vision. CVS is 

thought to affect 75 percent of all computer users.

• affect = have an effect[impact / influence] on 영향을 미

치다

내 눈에 무엇이 잘 못 되었는가?

매일 컴퓨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컴퓨터 화면 증후군(CVS)의 증상을 경험하기 쉽

다. 

컴퓨터 화면 증후군(CVS)의 증상은 뿌연 시야, 눈 

경련, 신체적 피로 및 생산성의 저하 등이다. 컴퓨

터 화면 증후군(CVS)은 오랫동안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는 것에서 야기된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눈을 분 당 16~20회에서 분 

당 6~8회로 평소보다 적게 깜빡이기 시작한다.또

한 컴퓨터 화면을 가까이에서 집중하며 바라보는 

것이 눈의 피로를 야기한다. 그 결과 피곤하고 초점

을 맞출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근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노안 상태를 만

들 수도 있다. 컴퓨터 화면 증후군(CVS)은 모든 컴

퓨터 사용자의 75퍼센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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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a few things you can do to reduce and 

prevent the symptoms of CVS.

1. Do simple eye exercises such as looking at an 

object at least three meters away for 10 seconds, 

every 10 minutes, when using a computer.

2. Blink and take deep breaths more often. Give 

yourself a short break every hour

3. Reduce screen light by changing light levels.

What’s this buzzing in my ear?

Have you ever heard a ringing or buzzing sound in 

your ears after going to a party on a concert? This 

condition is called tinnitus, and it lasts until your 
이 명 . . . .

ears are able to rearrange to normal sound levels. 

Experiencing tinnitus and having to shout so that 

the people around you can hear you are both signs 

that the environment you are in is too loud.
동 격

번역

컴퓨터 화면 증후군(CVS)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1.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10분에 한 번, 적어도 3

미터 떨어진 물체를 10초 동안 바라보는 것 같은 

간단한 눈 운동을 하시오.

2. 더 자주 눈을 깜빡이고 심호흡을 하시오. 한 시

간마다 짧은 휴식을 취하시오.

3. 빛의 세기를 조정해서 화면의 밝기를 낮추시오.

내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것이 무엇이지?

파티나 콘서트에 다녀온 후에 귓속에서 울리거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이러한 상태

는 이명이라고 불리며, 당신의 귀가 보통 크기에 적

응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이명을 경험하는 것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둘 다 당신이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 처해 있다

는 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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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 to concerts and listening to very loud music 

at home are things teens do often. Over time, 

however, too much exposure to loud noise can lead 

to a condition known as Noise-Induced Hearing 

Loss (NIHL). 

lead to = cause,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do

Personal music players are among the chief causes 

of NIHL among teens. Computer games, television, 

and movies can also create an environment that is 

too noisy for the human ear. 

People are now losing their hearing at much 

younger ages than they did just 30 years ago. 

Equally serious is that hearing loss can last a 

lifetime, since it cannot be easily cured.

• 접속사 since: ~때문에(주절에 현재완료가 없을때), ~이후로(주

절이 현재완료) / 전치사 since: ~이후로

NIHL is preventable, if you avoid loud noises and 
청 력 상 실

protect your ears.

1. Know which noises can cause damage (those 

above 90 decibels).

2. Turn down the volume on your music, TV, and 

expecially the earphones on your portable music 

player.

3. Wear earplugs when taking part in loud activity. 

번역

콘서트에 가거나 집에서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듣

는 것은 십대들이 종종 하는 일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시끄러운 소리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소음에 의한 청력상실(NIHL)이라고 알려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십대들 사이에서의 개인용 음악 플레이어는 소음에 

의한 청력상실의 주된 원인이다. 컴퓨터 게임, 텔레

비전과 영화 또한 사람의 귀에 너무 시끄러운 환경

을 만들 수 있다. 

30년 전에 비해 사람들은 현재 훨씬 젊은 나이에 

청력을 잃고 있다.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청력 

손상은 쉽게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일생동안 지속

된다는 점이다.

큰소리를 피하고 귀를 보호한다면 소음에 의한 청

력상실은 예방할 수 있다.

1. 어떤 소음들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두

시오. (90데시벨 이상의 소음들)

2. 음악, TV, 특히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의 이어폰 

음량을 낮추시오.

3. 시끄러운 활동에 참가할 때에는 귀마개를 착용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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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often during a day do you use your cell phone 

to send texts? According to a recent study, 60 

percent of teens send more than 50 texts per day. 

As a result, so many teens develop neck pain. 

They're spending so much time looking down at 

screens that they develop Text-Neck 

Syndrome(TNS). 

• spend[waste] N -ing / on + N

When using cell phones and even laptops, teens 

hold their head and neck in uncomfortable positions. 
지탱한다

This posture puts pressure on the spine and over 

time can impair the neck bone.

Each teen centimeters of forward-head posture can 

increase the weight of your head on your spine by 
정 도

an additional 4.5 kilograms. That means if a teen 

looks down as he texts, he adds 9 to 13 kilograms 
when

of pressure to his neck.

• add A to B

This posture increases the chances of developing 

pain and stiffness that can spread down to the 
결 림 ( 뻣 뻣 함 )

shoulders, arms and wrists. 

• chance of: 가능성 & chance to do: 기회

번역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문자를 보내기 위해 휴대전

화를 사용하는가? 최근 연구에 따르자면, 60퍼센

트의 십대들이 하루에 50건 이상의 문자를 발송한

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너무나 많은 십대들이 목에 

통증이 생겼다. 

그들은 화면을 내려다보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텍스트 넥 신드롬(TNS)에 걸리게 된다. 

휴대전화와 심지어는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

안에도, 십대들은 머리와 목을 불편한 자세로 유지

한다. 이러한 자세가 척추에 압력을 가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뼈를 손상시킬 수 있다. 

고개를 앞으로 10센티미터씩 내밀 때마다 척추에 

실리는 머리의 무게가 4.5킬로그램씩 증가한다. 그

것은 십대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아래로 내

려다보면 자신의 목에 9~13킬로그램의 압력을 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세는 어깨와 팔, 손목에 까지 퍼져 내려갈 

수 있는 통증과 결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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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aches can develop. Even worse, the posture 
a r i s e

pulls the rest of the spine out of its correct position, 
d r a g

affecting every system in the body. Medical research 
분 사 구 문

has shown that over the long term, a forward-head 

posture will cause early spinal soreness, disc 
p a i n

degeneration, headaches and up to a 30 percent 

decrease in breathing capacity.

Here are a few tips for texting.

1. Keep your messages brief to reduce amount of 
목적

time / using a cell phone or computer.

2. Hold your phone directly in front of your face 

while texting.

3. Take regular breaks from texting.

4. Sit up straight every time you text.

• whenever = each time = every time

We all know how quickly we can cross the line where 
q u i c k ( X )

normal use of personal technology becomes too much. 

Doctors warn that with our continuing use of 

technology, we will see more cases of health problems 

at earlier ages. 

No one expects teens to give up their phones or 

their laptops, but they should at least consider 

adopting safer ways of using them.
t o a d o p t ( X )

• adopt(채택하다) / adapt(적용하다) / adept(능력있는)

• ~를 채택하다, 도입하다: adopt, employ, embrace

번역

두통도 생길 수 있다. 심지어 이러한 자세는 척추의 

나머지 부분을 원래 위치에서 이탈시켜 몸의 모든 

체계에 영향을 끼친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에 걸쳐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를 취하면 어린 나

이에 척추 통증, 디스크 악화, 두통을 유발하며 또

한 폐활량을 30퍼센트까지 떨어뜨리게 한다고 한

다.

여기에 문자 메시지 보낼 때의 팁이 몇 가지 있다.

1.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메시지 내용을 간결하게 하시오. 

2. 문자를 보내는 동안 전화기를 얼굴의 정면에 위

치하도록 들고 있으시오.

3. 문자를 보내다가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시오.

4. 문자를 보낼 때마다 바로 앉으시오.

개인용 첨단기기를 평범한 정도로 사용하다가 과도

하게 사용하게 되는 선을 넘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

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의사들은 우리가 첨단

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어린 나이에 건강 문제

가 있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누구도 십대들이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십대들은 이

러한 것들을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

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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