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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전체는 소폭증가(1.6%p), 청소년은 소폭감소(-1%p)
-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만3세 이상 69세
이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자 1만 가구(24,386명)를 대상으로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를 통하여 실시한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잠재적위험군)은 17.8%(7,426천명)로
전년(16.2%) 대비 1.6%p 상승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되었다(‘14년
→ ‘15년 16.2% → ‘16년 17.8%).
ㅇ 연령별로 청소년(만10~19세)은 30.6%(1,649천명)로 전년(31.6%)보다 1.0%p
감소한 반면 유아동(만3~9세)은 17.9%(591천명), 성인(만20~59세)은
16.1%(4,826천명)로 전년 각 12.4%(+5.5%p), 13.5%(+2.6%p) 대비 증가
하였다. 금년 처음으로 조사한 60대 과의존위험군은 11.7%(360천명)로
14.2%

나타났다.

<과의존 위험군 분류>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현저성* 증가, 조절실패**, 문제적
결과*** 경험의 세가지 주요 특성을 모두 보이는 사람은 고위험군, 이중 2개 이내
특성을 보이는 사람은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 현저성(salience) :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
** 조절실패(out of control) :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
*** 문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s) :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

ㅇ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의 고위험군이 3.3%로 가장 높았고, 3인 이상
가구의 잠재적위험군이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위험성에
대한 부모-자녀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부모가 과의존위험군인
경우, 유아동 자녀가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23.5%, 청소년 자녀가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36%로 높게 조사되었다.
ㅇ 스마트폰 주 이용 콘텐츠로는 메신저(94.5%) 이용이 가장 많았고, 게임
(81.3%), 웹서핑(73.7%), SNS(65.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부작용이 우려
되는 콘텐츠로는 게임(35.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메신저
(24.0%), 웹서핑(21.1%)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최신 기술인 VR/AR에 대한 이용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률은
8.7%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고위험군이 VR 등 이용경험률(15.0%)이
잠재적위험군(9.6%) 및 일반사용자군(8.4%)에 비해 높게 나왔으며
VR/AR 등 이용의향은 전체 65.6%로 나타났고, 잠재적위험군의
이용의향(66.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ㅇ 아울러, 과의존위험군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스마트폰 순기능 조사
에서는 지식역량강화(56.1%), 가족․친구 관계돈독(54.7%), 사회참여
및 공헌활동(44.7%)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순기능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으로 높게나왔다.
□ 미래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도 인터넷․스마트폰
바른 사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ㅇ 주요 추진계획 내용으로는 연령대별 과의존위험 예방을 위한 최적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민간 자율예방 활동을 활성화 하는 등 인터넷(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 : 3대 종단 등 민간기관 참여 (‘16.11.28. 출범)

유․아동의 경우,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동영상, 예방체조, 노래 등을
활용한 스마트폰 바른 사용 지원 생활규칙 지도를 우선 시행하고,
- 청소년은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스마트 도전골든벨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40회), 청소년 ICT 적성ㆍ진로탐색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의 디지털기기 사용습관을
지도하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확대(2만→3만)하고 상담센터(전국 18개)를
통해 전문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성인ㆍ60대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방법, 바른 이용 및 생활습관
개선, 안전이용(보행․운전 등) 수칙 등 고령층 눈높이에 맞는 실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모든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해소를 위해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폰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 현장위주의 정책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운동에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 붙임 :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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