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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링크





•지난 4월에미래창조과학부에서발표한 '2014 인
터넷중독실태조사'에따르면청소년(만10~19세)의
스마트중독률은 29.2%로전년(25.5%)보다 3.7%포
인트증가했습니다. 이러한수치는우리나라청소
년 3명중 1명은스마트폰중독위험군인것으로
스마트폰과다사용으로일상생활에장애게유발
되는상태라고할수있습니다.

•연령대별로나눠보면 10대(29.2%), 20대(19.6%), 
30대(11.3%), 40, 50대(12.7%) 순으로 10대의중독률
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성인에비해통제력이약한청소년들에중독률이
가장높고, 스마트폰보급률이늘어남에따라중독
률또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인터넷중독실태조사(미래창조과학부 , 2014) 

Part 1. 스마트폰 중독과 실태



• 자극을추구하는것은인간의가장기본적인기
능이다. 특히자극이이전에접해보지못한새로운
것이거나, 가변성이있어서어떻게변화할지잘모
르는것일경우에는더욱주목을끌기때문에우리
는이런자극에더집착하게된다. 

•정보의바다인터넷에는끊임없이새로운정보들
이출몰한다. 이대부분은우리에게필요없는자극
들이지만, 항상새로운것이기때문에우리는본능
적으로여기에주목하게되고끝없이이속을헤매
고다니게된다.

•우울증환자는의욕, 흥미가떨어져평소에하던
일상적인활동을하는데어려움을겪는다. 이런사
람들에게인터넷은적은노력으로도집중, 흥미를
유발할수있는대상이되어일시적으로우울과무
기력에서벗어날수있게해준다. 

출처 : 건강백과(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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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정보화시대 증후군들

출처 :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증후군(미래창작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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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증후군(미래창작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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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증후군(미래창작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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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으로튀어오르는현상에만반응
전자기기를손에서놓지못함

SNS, 이메일등수시로확인

Part 3. 중독 관련 이론들

[미국워싱턴대학정보대학원데이비드레바이교수]

빠르고강한정보에만반응하고
느리게변화하는현실에대해서는무감각해진뇌구조

[과거]

마약,알코올,카페인,도박 등 금지된 식품이나 행동을 통한 정신적 중독

[현재]

인터넷 접속,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사용, 온라인 쇼핑 등 일상생활 행동의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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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자는 목적 지향적이다

2. 수용자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디어를 선택한다

3. 미디어는 다른 정보원들과 경쟁한다

4. 사회적,심리적 요인이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매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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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욕구 : 정보와지식의습득및이해

2. 정서욕구 : 정서적, 쾌락적, 심미적경험

3. 개인적통합욕구 : 신뢰성, 자신감, 안정성, 지위강화

4. 사회적통합욕구 : 가족및친구등과의접촉강화

5. 긴장완화욕구 : 도피및기분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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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심리적
근원

그것에야기하
는욕구

미디어로부터
충족이가능하
다는기대

차별적인
미디어이용

욕구충족

비의도적인
결과

[Katz, Blumler & Gurevitch,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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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라이더대학의존슐러(John Suler)박사]

1) 성적인 욕구 만족 (Sexual Needs, and More)

2) 변화된 의식에 대한 욕구 ( The Need for an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

3) 성취와 정복의 욕구 (The Need for Achievement and Mastery )

4) 소속에 대한 욕구 (The Need to Belong)

5) 관계에 대한 욕구 (The Need for Relationships )

6) 자아의 실현과 초월 (The Need for Self-Actualization and the Transcendence of Self)

인터넷이여섯가지욕구에만족감을가져다주기때문에인터넷에매달리고, 중독까지된다고주장함

몇가지의욕구가과도한인터넷집착의동기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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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느끼는 대리만족 강력하고 짜릿한 만족

허상과 현실의 간 차이가 클수록,

이용자의 고뇌는 커지고 현실에 대한 불만 증대

점점 인터넷과 스마트 폰 속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

결국에는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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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 and Ryan]

인간의기본적인심리욕구와안녕감을연결하여설명

3가지욕구(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충족되면내재적동기가유발되어창의적행동, 긍정적인반응, 

자존감, 유연하고인지적인일처리, 삶의만족, 수행, 그리고끈기등이촉진됨

ü 자율성-스스로의행동의원인이자신에게있는것으로지각하고본인이행동의주체자이고조절자라는신념

ü 유능감-개인이사회환경과의상호작용속에서자신의능력을발휘하고효율적으로행동하려고하는욕구

ü 관계성-관계성은다른사람과관심을주고받는느낌이며, 다른개인들과사회에연결되어있는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