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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Part 1. 질적연구

들어가는 말

가정 안에서의
해결방법 탐색

Digital Parenting 참여워크숍 개최
* 디지털 과몰입 관련 부모 · 자녀 갈등구조 파악
* 부모 · 자녀 이해도 높이기

부모 · 자녀 사이에는 친구 관계, 성적과 진로, 취미까지 다양한 일상 요소들을

* 부모 · 자녀 중재방법 합의시도

두고 갈등과 다툼이 있어왔다. 최근에는 컴퓨터 게임과 스마트폰 등 청소년의 디
지털 미디어 사용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

은 부모 세대 사이에는 미디어의 빠른 전파속도만큼 큰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모든 것이 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 부모와 아이는 왜 서로에

과몰입 예방에
기여하는

세

대로 불릴 만큼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한 자녀 세대와 최신 기술에 익숙하지 않

가정 안에서

디지털 과몰입
인식과
사회 구조적
특성 연결

Part 2. 양적연구

부모 · 자녀관계
요인 발견

부모 · 자녀 커플 1000쌍 설문조사
* 디지털 과몰입 관련 부모 · 자녀 관계요인 분석
* 디지털 과몰입 인지관련 사회구조 이해

게 감추고, 화내고, 강제하고, 섭섭해하고, 신뢰를 망가뜨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까? 본 연구진은 설문조사와 질적연구 및 정책조사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를

Part 3. 정책연구

둘러싼 부모 · 자녀 갈등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고,
건강한 기술 사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 역할 탐색

정책관련자 인터뷰, 시민의견 설문조사
* 현재 관련부서 협력 상황 및 정책방향 탐색
* 이해 당사자 정책 수요 파악

핵심이슈와
정책과제
도출

Part 1. 디지털시대 부모자녀 관계
바라보기, 바로보기

게 되고, 청소년을 디지털 미디어로부터 보호하고 차단하는 것을 최선의 정책으
로 여기게 된다.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접근이 효
과적일 수도 있으나, 디지털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대부분 청소년의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문화적 관점 Socio-cultural
Perspective

0. 서론

으로 현상을 보면, 청소년들은 사이버 문화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

디지털 미디어에 자녀를 빼앗길까 불안한 부모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험하는 의미 있는 발달 과정을 겪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실제로 디지털 미디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에게 불만이 많은 자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두

통하여 ‘자기 정체성, 대인관계와 사회성, 실용적 문제해결능력’을 확장할 수 있

사람이 어떻게 갈등을 풀 수 있을까?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부

는 대안적 기회를 얻는다. 결국 사이버 공간과 현실 생활의 균형 속에서 미디어

모·자녀 각자의 개인적 특성과 서로에 대한 인식, 환경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함

의 적절한 활용법을 배우고, 가치 있는 경험 선택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것

께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진은 총 6개월간 질적 연구를 진행하며, 크고 작은 갈

이 최선의 정책일 수 있다.

등을 겪고 있는 부모와 자녀를 직접 만나 보았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 갈
등의 원인과 기존 디지털 미디어 중재 방법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1-2. 청소년은 디지털 미디어를 왜 사용하는가

있었다. 또한, 부모·자녀가 서로 디지털 미디어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떻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들은 TV에서부터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실천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탐구하였다. 연구 결

를 접하고 있고, 국내외 많은 연구진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동기에

과를 통해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의 과몰입 문제를 가정 안에서 어떻게 예방하

대해 연구를 진행해왔다. TV와 같은 전통 매체는 ‘기분전환이나 휴식, 긴장해소

고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지,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변화의 출발점을

를 위해’, ‘오락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 등에 목적이 있었다면, 인터넷, SNS 등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나며 사용 동기가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 획득’, ‘자기표
현’ 등 다양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들은 한 가지의 욕구

1. 문헌 연구

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1-1.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중독인가 문화인가

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디지털 세계에서만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욕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미디어 중독’에 대한 관
심도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중독 관점 Addiction
Perspective

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미디어 활용을 ‘중독’ 이라는 병리적 관점으로

만 바라본다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청소년들을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

구가 아니라, 현실의 욕구를 디지털 미디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충족하고 있
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충족시키는 욕구들이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욕구라는 것과 청소년들이 이러한 욕구들을 현실을 통해 충족시키기
도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
실을 인지해야 한다.

1-3. 디지털 미디어를 바라보는 부모·자녀 시각 차이

아본 연구 결과,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은 이용시

디지털 세대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간을 줄이는 것에 효과가 있을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근본적인 자기통

도 자신들의 경험을 축적하고, 디지털 경험을 사회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제력을 길러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

디지털 미디어를 둘러싼 부모·자녀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 세대

이 시간 줄이기와는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디지털 미디어 중독 성향과는 상관관

가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해 어떤 관점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제한전략’이 이용 시간 줄이기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부모·자녀 인식 차이를 탐색한 연구들에서, 부모는 자녀가

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 아직은 명확하게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은 인지하지만 어떤 콘텐츠를 사용하는지에 대

연결지을 수는 없다.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로 자녀에게 관심을

한 관심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은 인터넷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지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을 때 자녀는 자율성이 높아지고 디지

하지만, 부모는 주로 이용 시간과 공부 방해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

털 미디어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부모와 의사소통

다.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활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심화될 때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이는 디지털 미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온라인 게임에 대해 부모는 부정적 인식이 높았고, 청소

디어 과몰입으로 이어지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의 훈육과 통제가 너

년은 상대적으로 유익성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을 사회적

무 허술하거나 과도할수록, 애착 관계나 부모의 지지가 낮을수록 중독에 이르는

공간으로 보고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독립, 또래 관계 확장 욕구 등 발달과업을 일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부 달성하고 있는데, 부모는 청소년 자녀를 여전히 부모의 지도와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부모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이 구체적 목표를 지닌 특별
한 경험이라 보았지만, 청소년들은 인터넷 활동을 일상적이며 사회적 활동의 일
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의 사용 제한 방식에 대해서는 부모·자녀 집단 모두
주된 방법을 시간 제한으로 꼽았는데, 자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긍
정적이었지만 이용 시간을 자율에 맡겨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컸다. 또한, 사생활
보호 욕구와 관련하여, 활동 감시 형태의 중재에 대해서는 큰 불만을 나타냈다.

2. 연구 방법
2-1. FGI Focus Group Interview
부모·자녀 간 디지털 미디어를 둘러싼 갈등지점과 그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경기도에 있는 한 학교의 학부모(21명)와 그들의 자녀(11명)를 대상으로 총 2회
에 걸쳐FGI Focus Group Interview: 초점그룹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자녀들은 초등학생, 중학
생, 고등학생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 FGI에서는 먼저 디지털 미
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가

1-4.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과 가족문화

정에서 어떠한 중재방법을 쓰고 있으며 그 중재방법의 장단점과 대안이 무엇인

다양한 부모·자녀 관계 요인이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지를 토론하고 발표하였다. 두 번째 FGI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각 가정에서 어떤

탐색한 연구들은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중재 방법의 효과를 알

중재방법을 썼는지, 부모·자녀 관계에 변화가 있었는지 한 커플씩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 그룹, 자녀 그룹으로 나누어 부모 입장에서, 또는 자녀 입장에

3.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을 둘러싼 부모·자녀 갈등

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중재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토의하고 발표하였다.

3-1. 각 가정에서 실행했던 중재방법의 문제점
FGI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하여 부모·자녀 갈등 지점을 파악하고 그 원

2-2. 부모·자녀 참여 워크숍

인을 탐구하였다. 기존에 시도했던 중재방법의 문제점은 먼저 부모가 일방적으

앞서 수행한 FGI에서 발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부모·자녀가 서로에 대한

로 디지털 미디어 이용규칙을 정하고 아이들에게 지키기를 강요하면서 오는 부

이해를 높이고 중재방법 합의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3회기에 걸친 참여워크숍

작용이 있었다.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할 경우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규칙을 잘 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각 회기는 1주일 간격으로, 총 3개 도시에서

키지 못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었다. 또한, 자녀가 지키기에

19쌍의 부모·자녀가 참여하였다. 참여 자녀들은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불가능한 규칙을 세우다 보니 규칙 자체가 일관성을 잃고 실패하기가 쉬웠다. 자

까지였고, 부모님 중 어머니가 주로 함께 참여하였다. 워크숍은 청소년과 디지

녀는 부모를 지시 내리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어 부모·자녀 사이의 교류나 소통

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주제 강의와 참여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참여 활

이 줄어들게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자녀들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를 너무

동은 회기별로 각자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돌아보기 및 서로의 인식 격차

오래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각은 있지만, 이에 대해 부모님이 잔소리 하

확인, 각 가정에서 실천할 디지털 미디어 이용 방법을 서로 협상하여 직접 정하

거나 제재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또한, ‘부모님도 많이 하면서’ 자신들에게

기, 이것을 실천해본 뒤 결과를 공유하고 보완하기 등이었다. 연구진은 활동 결

만 제재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실제 이용하는 시간보다 부모

과 및 활동 과정에서의 참여자들의 대화를 분석하여 인식 차이와 갈등 지점을

님이 과대지각하는 것에 대해 억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자녀들은 본인 스스

파악하고자 하였다.

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갖고 싶어 했지만,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되는 경
우에만 자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2-3. 심층 인터뷰 In-depth Interview
심층 인터뷰는 워크숍에 참가한 부모·자녀를 포함하여 여러 중재방법의 시도

3-2.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을 둘러싼 부모·자녀 갈등구조

로 갈등 상황을 해결한 부모·자녀,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 게임업계 관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해결의 열쇠를

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 4회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부모·자녀 인터뷰를 통하여

찾기 위해, 먼저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어

다양한 중재 방법에 따른 부모·자녀의 인식 또는 행동 변화의 효과를 확인할 수

떻게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있었고, 교육기관과 업계에서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위해 어떤 노력이 있
었는지 들어볼 수 있었다.

원인 cause

과정 action

결과 effect

첫째, 부모는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불

불안감 / 우려감

안감과 우려를 느끼고 있으며 이는 자

•불가능한 규칙 설정으로 인한 이행 실패

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제재하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 제재

•양육(중재) 방법에 대한 확신 부족

•시간 조절

•자녀 또래관계에 소외 걱정

•잔소리

•양 부모 간의 의견 대립

•건강 (수면부족, 성장저하, 시력, 뇌, 자세)

•기술을 이용한 통제 (모니터링앱,
비밀번호 설정 등)

•디지털 미디어 중독성 (자기 자신의 통제
도 어려움)

자녀와 소통 불만족

•압수

•자녀 성적하락 (계층상승/사회적 성공에
대한 욕망 투영)

부모

일관성 없는 태도

•유해/연령제한 콘텐츠 이용

•디지털 미디어 이해 부족

•공동장소 (거실) 에 두기 등

털 미디어 이용 제재는 자녀와 합의하
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재방법을 정하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세계 활동에 대한
궁금증
•자녀와 소통 불만족의 원인을 디지털
미디어에 귀인

기저요인

거나 자녀가 지키기에 불가능한 규칙
을 정하게 되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힘
을 잃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자녀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제외한 적
합한 대체활동이 없어서 더욱 디지털

이상적인 가족상/부모상에 대한 기대

부모 · 자녀 갈등
•의심-거짓말

외부환경

•말다툼

•대체 활동의 부재

미디어에 몰입하기도 했다. 넷째, 청소
년기는 또래 관계가 가장 중요해지는
시기이고, 디지털 미디어가 또래 관계

•또래관계에서 미디어 중요성

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절대적이다. 부

•활용가능 자원 (돈, 시간, 에너지) 부족

모에게서 점점 독립하고자 하는 청소

발달과업/청소년기 특징

자녀

행동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디지

•청개구리형 태도
•프라이버시 형성 시작
•또래관계 형성 욕구, 소외에 대한 두려움

디지털 미디어 몰입

부정적 감정 반복

년 시기에는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자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판단 못함

•죄책감 (멈춰야 한다는 자각)

하는 욕구가 강하고 이는 또래 관계에

•반감/답답함/절망/무기력 (부모의 이해
부족과 과대인식)

서의 소외에 대한 두려움으로도 나타

•문제아 낙인 두려움

났다. 다섯째, 자녀들은 자신의 디지털

•자기효능감 저하

미디어 사용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를

•가정에서 부모의 미디어 사용 행
동과 비교/억울함
•자율적 통제의 욕구

개인 속성
•자신만의 기준, 절제력 부족 (뭘 원하는
지/뭘 할지 모름)
•목적의식 있는 사용
•스트레스 해소 (재미추구)

바라며, 부모님의 제재로 인해 갈등이
[그림]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이용
관련 부모 · 자녀 갈등 발생 구조

생길 경우에 죄책감, 반감, 답답함, 무
기력 등 부정적 감정이 나타났다.

4. 부모·자녀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쓰고 있나
4-1. 부모·자녀가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는 무엇인가

4-3. 서로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내용 공유하기
서로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대한 정보의 부재는 갈등 원인이 되며, 이를 해

1주차 워크숍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주로 어떤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지

결하기 위해서 서로의 사용 활동에 대한 이해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 워크숍

와, 그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관해 이야기했

활동을 통해, 부모·자녀 간 서로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다. 자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는 SNS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가 자신이 모르는 자녀의 콘텐츠 사용에 대해

TV 시청, 모바일게임, 카카오톡, PC게임, 웹툰 순위였다. 부모들의 경우 TV 시청

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닌 호기심으로 다가가야 하며, 섣불리 중재 방법을 정하

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SNS, 검색, 업무, 카카오톡, 모바일게임, 문자 순으로

기 전에 이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이 콘텐츠를

많은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해 무엇을 얻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사이트를 얻었다.

4-2. 부모·자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5. 건강한 미디어 사용을 위한 부모·자녀 약속 정하기

이 결과를 토대로 부모와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

5-1. 부모·자녀가 합의한 약속(중재행동)의 우선 순위

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평소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서 부모와 자녀의 공통점으로

2주차 워크숍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약속을 선정하

는 양쪽 모두 ‘TV 시청’과 ‘SNS’ 사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였다. 먼저 연구자들이 13개의 약속(중재방법)을 제안하고, 그중에 부모·자녀가

다. 부모·자녀가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는 상당히 비슷한 것이 많았지

합의하여 한 가족당 3개씩 약속을 정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가장 많이 선정된 약

만, 그 사용경험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부모는 디지털 미디어의 기능적 용

속을 7위까지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도(정보검색, 업무, 메시지 전달 등)에 중점을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자녀들의 경우에는 유희적 용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부분 부모·자녀는 서
로가 어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했다. 스마
트폰은 미디어 플랫폼 특성인 개인적인 소비 활동인 경우가 많아 사용 콘텐츠나
사용경험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들은 아프리
카 TV와 같은 다른 시청자와 소통 가능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유투브 Youtube
스트리밍 서비스 등 부모세대가 사용하던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새로운 매체들
을 사용하고 있었다.

1위 -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줄이고, 그 시간에 취미활동 하기(악기연주, 요
리, 그림 등), 2위 -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줄이고, 그 시간에 운동하기(또는 디지
털 미디어를 이용하며 운동하기), 3위 - 가족들과 디지털미디어(게임, SNS 등)
함께 즐기기, 4위 -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활동과 경험에 대해 가족과 다 같이 이
야기 나누기, 5위 - 잠자리에 누운 후에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6위 - 가족들
의 스마트폰 충전기는 거실과 같은 공동 장소에 모아두기, 7위 - 연령 제한이 있
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하지 않기. 이 활동 과정에서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약속
은 합의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5-2. 잘 지켜진 약속, 안 지켜진 약속

험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미디어 사용 습관을 개선하려면, 부모와

부모·자녀가 합의하여 디지털 미디어 이용 약속을 선정한 후, 각 가정은 1주일

자녀가 서로를 이해해야 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동안 합의한 약속을 실행해 보았다. 참가자들은 약속이 지켜진 정도를 돌아보며,

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가족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워크숍 참가자들은 함

잘 지켜진 약속과 잘 안 지켜진 약속,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장 잘

께 서로가 바라는 가정의 모습 세 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그림을 그려보았다.

지켜진 약속들은 ‘가족들의 스마트폰 충전기는 거실과 같은 공동 장소에 모아두
기’와 ‘연령 제한이 있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하지 않기’였다. 이처럼 명확하고 구
체적인 기준이 있는 약속들은 잘 지켜졌으며, 약속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가 쉬
웠다. 반면 많이 선정되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은 ‘가족들과 디지털미디
어(게임, SNS 등) 함께 즐기기’와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활동과 경험에 대해 가
족과 다 같이 이야기 나누기’가 있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바쁜 일상과 서로 다
른 일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긴 대화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개인마다
생각하는 ‘함께 즐기기’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다르므로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의
판단 여부가 모호해질 수도 있다. 또한, 위의 약속들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가
족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함인데, 오랜 시간 고착된 의사소통 패턴을 짧은
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족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1주 동안의 변화만으로는 위
의 약속들이 잘 지켜졌는지 판단하기는 힘들 것이다.

5-4. 워크숍을 통해 배운 점, 앞으로의 다짐
부모 자녀는 3주간의 워크숍 활동을 마무리하며, 워크숍에 참여하기 전의 기
대와 워크숍에서 배우거나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공유했다. 부모는
워크숍 활동을 진행하며 새로운 문화로서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장단점을 객
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동기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
로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활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보다 오히려 부모가 먼저 변하
고, 디지털 미디어에 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한
편 자녀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목적을 이해하면 이
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는 데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점차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5-3. 서로가 바라는 우리 가정의 모습
평소 부모와 자녀는 막연히 서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정 밖 환
경에서 객관적으로 서로를 바라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3주간 워크숍 활동을 진
행하며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서로의 디지털 미디어 이
용과 그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소통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부모와 자녀는 약
속을 지켰을 경우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한계를 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6. 결론
가정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
까? 연구진은 이 문제를 지금처럼 디지털 미디어의 부작용에 초점을 맞춰 이용

Part 2. 디지털 과몰입, 아이의
일탈인가 시대의 변화인가

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며 크게 6가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부모가 먼저 청소년의
디지털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 부모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불안감과 선입견 때문에 자녀의 미디어 활동을 통
제하려고만 할 경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우려가 강압적인 통제로만 여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과몰입과 관련된 인지-행동 모듈들을 선정하고, 이를
조사하여 인구학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그 연관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중간계층의 사회적 열망과 성적’, ‘부모의 과몰입’, ‘디지털 멀티
미디어’, ‘감시와 권위’의 차원에서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해석을 얻을 수 있었다.

겨져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사용 약속은 부모와 자녀가 합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바람과 자녀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일방
적인 규칙을 제시했던 경우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

1.중간 계층의 사회적 열망과 성적

째, ‘시간’ 중심으로 사고하지 말고, ‘활동’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분석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인구학적 특성, 특히 부모의 교육과 가정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이를 단순

의 소득 수준에 따른 디지털 과몰입 정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정도였다. 아

하게 시간 단위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해당 활동의 경험 가치를 생각할

이의 디지털 과몰입 여부 판단은 7가지 범주의 요인들과 상관없이 사회적 성취,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설계가 필요

특히 높은 학업 성취를 향한 상시적 열망의 결과로 나타났다. 즉 교육과 소득의

하다.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시

중위 계층에서 아이의 디지털 과몰입 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

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동을 찾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관된 목소리
가 필요하다. 자녀의 혼란을 줄이고, 순방향으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자
녀마다 서로 다른 특성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자녀의 고유한 성향을 고려하
지 않고 획일화된 중재 방법을 적용하면 약속은 현실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상대방을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메커니즘은 아이의 성적과 과몰입 정도를 연결하는 분석에서도 잘
나타난다.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아이가 평가하는 자신의 학업 성취도와
부모가 인지하는 디지털 과몰입의 정도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가 상대
적으로 아이의 성적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학업 성취도 평
가는 아이가 더 정확하게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부모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이의 성적이 중간쯤일 때 과몰입
정도를 높게 평가한다. 이미 아이의 학업 성취도를 저평가하고 있으므로 아이의

디지털 활동을 과평가 over-estimation 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교육과 소득이

티미디어 소비가 TV, 라디오에서 디지털 기기로 급격히 이동하는 와중에 기존

라는 자신의 삶의 조건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다.

미디어 소비의 플랫폼이 바뀌는 것을 과몰입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미디어 플랫폼의 급격한 이동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우리 사회의 이에 대한 관용

2. 부모의 과몰입

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디지털 문해력’과 ‘디지털 중재행위’ 분석에서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나타나는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다. 하나는 부모, 아이의 온라인 비행(욕설, 아이

4. 감시와 권위

디 도용)의 경험이 아이의 과몰입 정도와 변하지 않는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디지털 활동인지 정도’와 ‘부모-아이 관계 가치관’은 감시와 가정 내 권위 문

고, 이는 부모가 아이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화가 디지털 과몰입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보여준다. ‘디지털 활동인지 정도’에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기 전에는 부모의 자녀 디지털 행동 인지 여부가 과몰

이는 사실 부모와 아이가 동시에 몰입된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단순히 윗물

입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과몰입되는 만큼 이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고 해

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기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용이 점점 더

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소득 중간 계층으로서 갖는 열망의 효과를 통제한 후

삶의 기본적 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사회 평균적으로 디지털에 대한

에는 부모의 의식 정도가 디지털 과몰입 정도와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

의존과 사용빈도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우리는 젊은 세대만을 디지털

의 감시 정도가 아이의 행동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세대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 기성세대 또한 디지털 혁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부모-아이 관계 가치관’은 좀 더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인구학적 요
인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정도와 함께, 의사
결정권을 부모가 갖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디지털에 우선순위를

3. 디지털 멀티미디어

주는 정도가 높았다. 이는 디지털이 아이의 사적인 영역임을 인정하는 것과 부
모의 의사결정권을 인정하는 것 사이의 공존이 가능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

‘디지털 문해력’과 ‘디지털 사용항목’ 분석은 디지털 과몰입과 상관하여 흥미

성을 보여준다.

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지 않으면 멀티미디어 사용은 디
지털 과몰입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는 순
간 음악, 웹툰과 같은 멀티미디어 사용은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평가를 반대로
돌려놓는다.

이 두 가지 현상을 함께 해석하면 아이들은 디지털 몰입에 관한 한 부모와
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 편 자신의 사용 권한과 자유를 늘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디지털은 게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욱 그렇다. 디지털은 멀티미디어의 새로운 플랫폼이자, 학습 공간이기도 하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게임만 하지 않으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
는 것과 과몰입의 연관 관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멀

Part 3. 디지털 과몰입 정책의 토폴로지

고 실제 정책 수행을 통해 이러한 자원 투입이 얼마나 정책 대상인 수혜자에게
돌아갔는지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 과몰입 정책 관련 대표적 부처
는 다음의 정책 대상과 수요를 지닌다. 여가부 내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등

0. 서론: 왜 디지털 과몰입 정책인가?

디지털 과몰입에 관한 주무 부서는 청소년가족정책실 내 청소년매체환경과로서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경제나 사

주 정책 대상은 청소년이다. 문체부의 경우 주무 부서는 문화콘텐츠사업실 게임

회, 문화 제 영역에서 개인의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타

콘텐츠사업과로서 주 정책 대상은 게임업계(개발자, 유통자 등)이다. 미래부의

인 또는 다른 조직이나 국가에 모종의 영향이나 압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점에

경우 주무 부서는 정보통신정책실내 정보보호지원과로서 주 정책 대상은 정보

서 디지털 과몰입 이전에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 자체는 그 사용 맥락과 내용에

화 문화 및 윤리와 관련되므로 일반 국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래부의 정책

따라 개인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공적 영향을 내포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개인

대상은 상기 두 과에 비해 덜 특정적이다.

결정의 영역에 대한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각종 정책
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개인의 선호에 따른 결정을 정부가 규제하는 논리로 법
철학적으로는 후견주의 paternalism 에 기반을 둔다.

2. 어디까지 왔는가
2-1. 디지털 과몰입 정책 현황과 사례

1. 누가, 어디에 있는가

최근 정부에서는 지난 2010년 수립한 「제1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
합계획」의 성과와 「2012년 인터넷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인터넷중

1-1. 디지털 과몰입 정책 이해당사자
디지털 과몰입 정책의 이해당사자에는 사용자, 산업계, 정부 부처가 있으며,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사용자는 영유아와 청소년,

독 및 스마트 미디어 중독 확산 위험에 전면 대응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3~15)」을 수
립하였다.

학부모, 교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디지털 과몰입 정책의 두 번째 이해당사자로
는 산업계가 있으며 크게 제조자, 게임사, 통신사, SNS 업계로 나눌 수 있다. 마

2-2. 정부 과몰입 정책: 투입과 성과

지막으로 디지털 과몰입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정부 부처로서 대표적으로 미래
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다.

최근 수립된 제2차 종합계획은 건강하고 행복한 인터넷 이용생활을 구현하
고자 6가지의 정책영역(C-H-A-N-G-E)으로, ①중독 예방 의무화 Compulsory prevention

1-2. 디지털 과몰입 정책 대상과 정책 수요
정책 대상은 범위가 더욱 구체적이며 정책이 입안되면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

, ②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문상담 강화 Healing , ③중독 전문치료 체계화 Aid ,

④중독 회복 사후관리 도입 Needs evaluation , ⑤국내외 협력체계 활성화 Governance ,
⑥정책추진 통합기반 조성 Environment 을 내세우고 있다.

연도
정책영역
예방 교육 (Compulsory
prevention)

제 1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제 2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해소 종합계획

‘10 ~ ‘12

‘13 ~ ‘15

신청학교 대상 집체식 교육

2-4. 과몰입 정책 인지도
정부나 민간의 다양한 정책적 개입과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실제 디지털 미

예방교육 의무화를 통해

디어 사용자들은 의외로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그다지 높은 것으로 보이지

중독 사전 차단

않는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각 영역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50%를

청소년 중심의

유아동 및 성인을 포함한 콘텐츠

일반적인 중독 상담

계층별 맞춤 상담

고위험군 청소년 중심

의과학적 근거 마련 및

치료 지원

치료모델 개발

중독 회복자 사후 관리

중독 회복자

중독 회복자

(Needs evaluation)

사후 관리 제도 부재

사후 관리제도 운영

수가 넘는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중독이나 특히 최
근에는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대중매체 기사나 뉴스를 주기적으로 접하기 때

상담 (Healing)
치료 (Aid)

협력체계

하향식 정책 추진 등 인터넷 중독

인터넷중독 대응주체간 협력

(Governance)

유관기관간 협력 미흡

강화를 통한 전방위적 대응

정책기반

지역거점센터 일부 구축 및

지역거점센터 완비 및

(Environment)

전문상담사 교육

제도 고도화

(자료: ‘13년, ‘14년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재정리)

[표] 제1, 2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비교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특히 여가부나 문체부에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실시해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인지도는 25.4%로 가장 낮은데 인지도 수준이 다른 정책
들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 반면 국민홍보나 캠페인 관련 정책은 유일하게 반

문으로 판단된다.
아래 그림은 본 연구의 디지털 과몰입 정책 인지도 및 효과성 설문 결과를 통
해 경로 분석 모델을 측정한 결과이다. 직선은 직접적 효과, 점선은 간접적 효과
를 표시하며 (***, **, *)로 표시된 계수는 통계적으로 각각 99%, 95%, 90% 유
의미한 수준이다.

2-3. 민간의 대안: 현장성과 실효성
-0.06

연령

-0.3
3***
0.06

***
.17
-0

본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57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과몰입 정책 인지
도 및 효과성 설문을 시행하여 민간 부문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정책적 아이디어
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성별 (남)

0.11***

소득

등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가장 낮은 아이디어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연성

어 중 효과성이 높은 것에는 과몰입 위험 인식 캠페인, 예방 홍보 콘텐츠 개발 등
연성적인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다.

*
8**
0.1

-0
.0
1

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덜 효과적인 것인 것처럼 보이나, 조사 대상 14개 아이디

정치적관심/참여도

과학기술수용도/지지도

0.14***

수용도
0.01
0.37***

***
01 22
-0. -0.

디지털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프라인 대안 활동과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
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유아 방치 사용 시 부작용 경고 문구나 연령 표시 의무화

.03
-0

0.0
9**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0
.0
4

0.19

디지털

0.09**

0.09**

-0.
07*

과몰입

-0.11***

심각성인식

0.13***
-0.03
0.09**

[그림] 디지털 과몰입 정책 인지도 경로분석 결과

과몰입정책
인지도

상기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미디어 수용도와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과몰입 정책 인지도
가 높다.
•사회의 과몰입 심각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한다고 해서 과몰입 정책 인지도

구분
정책 관점
과몰입 대응
주력 정책

가 높은 것은 아니다.
•인구학적 변인 중에는 연령과 성별은 과몰입 정책 인지도에 유의미한 영
향이 없으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과몰입 정책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

과몰입
원인 분석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보호

정보문화의 확산

게임산업 진흥

기숙형캠프(인터넷 스
마트폰 단절된 환경)

연령별 예방교육

학교 안 교사 게임과몰
입 상담 교육

•기존의 인터넷게임
중독 요인 작용

•개인심리, 가정환
경, 사회환경, 인터넷
등 여러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

•게임 자체의 원인 보
다는 PC와 모바일 등
개인화 된 게임 문화

• 스마트 기기의 의
존성, 접근성 때문에
과몰입 심화

•집단의 동질감을 느
끼기 위한 수단이 과잉
•스마트폰 사용과 게
임과몰입은 별개

타난다.
•정치적 관심/참여도가 높을수록, 과학기술수용도/지지도가 높을수록 과몰
입 정책 인지도 역시 높다.

3. 어디로 가는가
3-1. 과몰입 정책 방향 I: 시각의 차이, 수단의 한계

규제 정책에
대한 평가
(예: 셧다운제)

•셧다운제는 중독청
소년이 가져올 사회
적 문제 비용을 해소
하고 이들을 끌고 가
야하는 국가사회적
책무
•정부는 규제의 집단
이 아닌 게임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집단

본 연구진이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관계 부처인 미래창조과학

•정보문화 확산에
따른 역기능 순화 차
원의 제도로 평가
•타부처와 달리 규
제 정책과 관련된 이
해관계자가 광범위
해 직접적인 평가를
어려워함

•산업 성장에 따른 긍
정적,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기에 규제 정
책보다 관리의 문제
가 중요
•세대간의 발전에 따
른 간극을 게임업체가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님

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중독 관련 정책 담당
•인터넷드림마을

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각 부처의 정책 성격과 방향성에 대해 분석한

•기숙형 캠프 확대

결과,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세 부처가 각기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부처별 주력 정책이 다른 형태로 발
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그 외 사업 계획

•유아동(만3세~9
세)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
및 보급
•인터넷 및 스마트
폰 중독 자가진단 등
통합 정보서비스 제
공을 위한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

•정보문화사업진흥
원 학부모와 자녀 게
임캠프
•게임의 등급, 내용, 정
보 등을 포탈사이트에
서 제공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중장
기 정책방안 연구

[표] 부처간 정책 성격과 방향에 관한 근본적 관점의 차이

3-2. 과몰입 정책 방향 II: 규제와 자율,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분리와 융합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용자 개인의 자율성, 사후 치료보다는 사
전 예방, 연구개발/정책 분리보다는 기술-인문 융합으로 통한 예방기술 개발에

첫째, 디지털 과몰입이 원인인가 현상인가 하는 질문이다. 인터넷이나 스마
트폰, 게임, SNS 등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
다 과다 사용 현상의 이면에 있는 원인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지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위의 세 가지 차원은 서로 일맥상통하

둘째, 디지털 과몰입 원인을 직접 다루는 대인 요법이 효과적이라고 해도 과

는데 이 세 차원의 정책 방향은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몰입이라는 현상에 대한 대증요법 역시 활용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과몰입이 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경우 사전 예방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고 기술-인문

생하는 뇌과학적 기제에 대한 연구나 장기 패널 추적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

융합 지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장기적 과몰입 정책 방향 중 특히 규제

도 당장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 자율 차원에 대한 응답자별 지지도를 살펴본 결과 개인의 자율적 통제에 대한

셋째, 디지털 과몰입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계, 민간, 정부 모두 입장이 다르고

지지도가 남성이 여성보다, 20-30대가 40-50대보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

정부 내에서도 각각 다른 정책 대상과 수요에 따라 입장이 다르므로 과몰입 정책

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안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름’을 인정하고 정책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4-1. 정책 우선순위 분석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5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중
점 추진 과제에 대해 각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두 측면에서 모두 높게 나타난 중점 추진과제는 중독 고위험군 대상 치료/
사후관리나 중독유형별 발굴-상담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숙형 학교 등 맞춤형
치유프로그램과 중독 진단척도 개선 및 과학적 중독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기술
개발은 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4-2. 주요 제언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정책적 구상과 디자인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질문을 결론으로 갈음한다.

마지막으로, 소위 글로벌 IC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최첨
단에 서 있으며 그로 인해 이제까지 추격형 기술개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신기
술의 부작용을 맞닥뜨리고 있다. 경제산업적 수익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R&SD Research and Solution Development 패러다임으로 과몰입 정책을 고민해
야 하는 시점이다.

나가는 말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 없는 시대에 와 있다. 지금까지의 기술
발전의 방향이 ‘더 빠르고 재미있고 편리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위해 가정과 사회가 접근해야 할 방
향을 탐색한 이번 연구는 크게 세 분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갈등을 겪고 있는 부
모·자녀를 직접 만나 서로 간 이해를 높이고 합의를 시도해본 질적 연구(Part 1),
둘째,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과 관련된 여러 부모·자녀 관계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 양적 연구(Part 2), 마지막으로 현재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그 실효성에 대해

를 많이 모집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사용자들이 장기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찾
을 수 있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빠른 발전도 중요하지만, 긍정
적으로 지속되는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이 가지고 올 부작용들을 기술 안에서 해
결할 방법을 찾고 ‘책임 있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탐색해본 정책 연구(Part 3)이다. 세 연구를 종합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한 디지
털 미디어를 이용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 보았다.

디지털미디어 선순환 생태계를 위한 미래 지도 그리기
첫째로, 기존에는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이나 ‘중독’을 치료하는 관점이 주를

디지털
시민의식 함양:

이루었지만, 이제는 보다 넓은 사용자층을 위한 예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
다. 중독과 치료의 관점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

청소년

부모

하면, 지나친 우려와 자녀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이어져 부모·자녀 갈등의 한 원

자율성,

청소년 디지털 문화

가치 있는 사용

이해와 관심

인이 된다.
둘째로, 부모·자녀가 서로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갈등도 줄이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나친 간섭
과 통제는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소통을 방해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

이해, 공감, 창조

기술

교육계

선순환 생태계

미디어 리터러시

인프라 조성

게는 여전히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선순환 생태계
조성

교육

셋째로, 소비가 중심이 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활동을 오프라인 활동이
나 창조적 활동으로 전환할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취미

정부

활동이나 자기계발, 운동 등에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

과몰입 예방 정책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동체

는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 디지털 콘텐츠 소비로 대체하고 있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열어 준다면 청소년의 자아실현과 성장을 도울

업계

디지털 사회규범

디지털 미디어 가치인식과
목적의식의 부재:
갈등, 혼란, 무기력

협의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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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아이를 지도

년여, 휴대전화는 17년여 만에 40%의 보급률을 달성했다. 가장 최근 등장한 스
마트폰의 경우 기술이 도입되어 10%의 보급률을 달성하기까지는 8년여가 걸렸
으나 보급률이 10%에서 40%로 증가하기까지는 약 2.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2

하고 이끌어주려는 부모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자
녀는 이런저런 일로 충돌한다. 단 한 번도 자녀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정보기술의 수용과 발달이 빠른 국내의 경우 2011년에 24%에 불과했던 스

않은 부모, 단 한 번도 부모에게 대들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은 자녀가 있을까? 좋

마트폰 보유율이 2014년에는 약 80%로 급증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

아하는 친구, 학업에 대한 생각, 식습관과 취미까지 다양한 일상 요소에서 각자의

마트폰 보유율은 2012년부터 전체 평균 보유율을 넘어섰고 2014년에는 중고등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 게임과

학생의 90%가량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일상을 점유하여 부모들의 걱정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그림] 새로운 기술의 확산 속도 (Diffusion of New Technologies)1

[그림] 2011년~2014년 청소년 휴대폰/ 스마트폰 보유 현황3

디지털 미디어는 다른 기술에 비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시장 성숙기인 40%
보급률을 달성하는 데 80여 년이 걸렸던 자동차에 비하여 개인용 컴퓨터는 22

1. Rob Carlson. (2011).“ Diffusion of New Technologies,” http://www.synthesis.cc/2011/11/
diffusion-of-new-technologies.html 에서 2015년 5월 3일 검색.

36

2. MIT Technology Review, Michael DeGusta. (2012). “Are Smart Phones Spreading
Faster than Any Technology in Human History?,“ http://www.technologyreview.com/
news/427787/are-smart-phones-spreading-faster-than-any-technology-in-humanhistory/ 에서 2015년 5월 3일 검색.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2011년~2014년 미디어보유와 이용행태 변화 보고서. KISDI
STAT Report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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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속에서,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 ’ 세

Part 1. 질적연구

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청소년은 한글보다 인터넷을 먼저 접한다는 말이 있을 정
도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다. 반면, TV나 전화, 라디오
에 더 익숙한 부모세대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가정 안에서의
해결방법 탐색

Digital Parenting 참여워크숍 개최
* 디지털 과몰입 관련 부모 · 자녀 갈등구조 파악

여유도 없이 멀어지는 자녀세대와의 세대 격차를 바라만 보고 있다. 어린 시절부

* 부모 · 자녀 이해도 높이기

터 디지털 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해 온 자녀 세대와 최신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

* 부모 · 자녀 중재방법 합의시도

다. 전통적인 부모·자녀 갈등 요소에 더하여 디지털 기술로 인해 변화된 삶의 양
디지털 과몰입
인식과
사회 구조적

모든 것이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 부모와 아이는 왜 서로

과몰입 예방에
기여하는

지 않은 부모 세대 사이에는 미디어의 빠른 전파속도만큼 큰 인식 차이가 존재한

식과 인식이 새로운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 안에서

특성 연결

Part 2. 양적연구

부모 · 자녀관계
요인 발견

부모 · 자녀 커플 1000쌍 설문조사
* 디지털 과몰입 관련 부모 · 자녀 관계요인 분석
* 디지털 과몰입 인지관련 사회구조 이해

에게 감추고, 화내고, 강제하고, 섭섭해 하고, 신뢰를 망가뜨리는 악순환에 빠지
게 될까? 본 연구진은 설문 조사와 질적 연구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를 둘러싼 부

Part 3. 정책연구

모·자녀 갈등의 실제 모습을 관찰하고 갈등의 원인 지점을 찾아 악순환을 선순
환으로 바꿀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찾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사
용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인식과 시민 의견을 조사하여 규제와 금지보
다는 기술을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

정부 역할 탐색

정책관련자 인터뷰, 시민의견 설문조사
* 현재 관련부서 협력 상황 및 정책방향 탐색

핵심이슈와
정책과제
도출

* 이해 당사자 정책 수요 파악

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연구 설계와 분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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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디지털시대 부모자녀 관계 바라보기, 바로보기

0. 서론: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

“저는 저희 아이에 대해 좀 알고 싶어요. 진로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
런 것도 궁금한데 저와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고, 아이가 휴대폰을 하고

중학교 3학년 M 군의 어머니는 요즘 고민이 있다. 어릴 때와 달리 친구들과
나가 놀지도,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방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아

있을 때 제가 궁금해서 좀 보려고 하면 그럴 때마다 (커버를) 이렇게 덮
어 버려서 무얼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더 걱정이 돼요.”

들이 야속하고 걱정스럽다.
한편 초등학교 6학년 S 군은 답답하기만 하다. 어머니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
“중3이면 자기 진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하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

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로 활동하니까 어떤 친구를 사귀고 누구랑 친한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해주니까 몰라요. 집으로 데려온 친구만 겨
우 이름을 물어서 이름만 아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감정 표현 자체를 어
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쉬워요.”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 하는데, 피시방은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데, 엄마가 아들을 못 믿어요. 제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똑같
이 했는데, 컴퓨터를 잠가 놔요. 잘하고 있으니까 잠그지 말라고 해도 계
속 잠가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
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애들이 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엄

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요즘 아이들이 사용한다는 카카오톡을 써 보지만,
아이에게서 오는 한두 글자의 답장이 낯설고 섭섭하다.

“음 저는 장황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큼의 내용을 담아
보내는데, 아이 같은 경우 아주 간단한 한 글자, 아니면 두 글자, 그것도

마 나쁘다. 왜 엄마는 우릴 안 믿어주나.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엄마
한테 따지자고 얘기했는데 따지지는 못하고….”

이런 문제로 다툴 때가 있느냐는 물음에 S 군은 “1년 365일” 이라며 말을 시
작한다.

자음 하나 이렇게 보내니까.. 좀 길게 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사정했더
니 계속 이응을 붙여서 보내더라구요. 섭섭하기도 하고, 내가 이상한 건
가 싶기도 하고….”

“매일 매일 다퉈요. 할 때마다 엄마에게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해야 하
니까요. 제가 엄마 말을 잘 따르는데도 컴퓨터를 계속 잠가놔요. 잠가도
상관없긴 한데, 주말에 엄마 없을 때 안 열어주면 컴퓨터 하고 싶어도 못

어머니는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 궁금하지만,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아 걱정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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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잖아요. 엄마에게 전화하니 일하는 중이라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시곤
전화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아예 하질 못했던 적도 있고요. 두 달쯤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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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었는데, 열어주겠다고 해놓고서, 비밀번호를 까먹었다고, 아우...

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의 과몰입 문제를 가정 안에서 어떻게 예

한 달을 못 했어요. 엄마가 잠가놓고서 엄마가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방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변화의 출발점

요. 이제는 저도 엄마 말 안 믿기로 했어요.”

을 제안하고자 한다.

S 군은 사실 친구들과 밖에 나가 놀고 싶은데 사는 곳 근처에 친구가 없어 할
수 없이 게임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결국 눈물을 보인다.

“그리고 사실 저는 애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는데, 저희 아파트에 밖에서
놀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건데….”

1. 문헌 연구
1-1.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중독인가 문화인가
인터넷과 게임 등 디지털 미디어는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 문화의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
넷진흥원의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10대의 99.7%가 인터넷을

위 사례들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겪는 갈등에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

관해 실제 이야기한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에 자녀를 빼앗길까

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8만 명으로, 2003

불안한 부모,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에게 불만이 많은 자

년 1,022만 명에서 10년 만에 약 1천만 명이 늘었다. 인터넷 이용의 급증에는 스

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이 마주 보고 갈등을 풀 수 있도록 하는

마트폰 보유율의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한다. 2014년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율은

실마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예년보다 14.7% 높아진 79.7%를 기록했으며, 2년 전보다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값이다.1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자녀 각자의 개인적 특성과 서
로에 대한 인식, 환경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진은 총

청소년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스마

6개월간(2014년 11월~2015년 4월), FGI Focus Group Interview: 초점그룹인터뷰 , 참여워크

트폰 중독 등 과도한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

숍 Participatory Workshop , 심층 인터뷰 In-Depth Inteveiw 와 같은 질적 연구를 통해, 크고

졌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의 설문 결과, 온라인 게임을 하는 만 9세~19세 청

작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을 직접 만나 보았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

소년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수면 부족(82%), 일상생활 파괴(77.3%),

녀 간 갈등의 원인과 기존 디지털 미디어 중재방법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39.1%) 등을 꼽았다.2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3년 9월

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자녀가 서로 디지털 미디어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어떻게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실천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탐구하였다. 연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2011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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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가운데 청소년(10~19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이용 등 미디어 활동은 놀이

세) 사용자의 중독 위험군 비율이 25.5%(111만 7,000명)로 성인(20~54세) 중독

문화의 중심이다.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위험군 비율 8.9%(188만 1,000명)의 3배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 중독

사회 활동의 장으로도 활용한다. 비록 디지털 미디어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어려

위험군 비율은 2011년 11.4%에서 2012년 18.4%, 2013년 25.5%로 급증세를 보

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있지만, 중독 위험군이 아닌 일반 미디어 이용 인구가 더

였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비중을 학년별로 보면 중학생이 29.3%로 가장 높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또래와 관계를 맺고 창작활동

았고, 고등학생이 23.6%, 초등학생 22.6%, 대학생 18.1% 순이었다. 스마트폰을

을 하며, 학업 이외의 활동을 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이

과하게 사용하면 거북목 증후군, 안구 건조증, 수면장애, 그리고 심각한 경우는

용한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는 현대 청소년의 생활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3

므로, 무조건 제재하기보다는 청소년 이용자들이 지혜로운 방식으로 디지털 미
디어를 이용하는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인터넷 중독’ 혹은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다. 하지만 사회가
우려하는 것에 비해 실제 인터넷 중독률은 전체 사용자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

아래의 표는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중독적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아

고 한다. Bax는 인터넷 게임 중독의 병리학적 정의에 대해 의구심을 던지며, 이

니면 청소년의 사회문화 일부로 바라보는지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비교를 제시

를 병으로 규정하여 치료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규범

한 것이다.

이탈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점차 확산되는 미디어 활용을 청소년,
부모, 학교, 건강 관련자 등 다양한 이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을 던졌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어떠한 의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
4

한 고려를 배제한 채 미디어 사용 시간만을 근거로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중독’

중독 관점 Addiction Perspective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사이버 중독

청소년기 정체성 형성과 사이버 문화

청소년의 사이버 활동은 유해하고 무의미함

청소년들의 사이버 활동은 자신의 가능성
을 실험하는 의미 있는 발달의 맥락을 제공

인터넷이나 온라인 게임에 지나치게 집착
의존함으로써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방해가
되고 자기 통제력 및 사회성 저하

자기 정체성, 대인관계와 사회성, 실용적
문제해결능력을 경험 확장할 수 있는 대안
적 기회 제공

보호와 차단이 최선의 정책

사이버 공간과 현실 생활의 균형 속에서 적
절한 탐색 및 활용법을 배우고 가치 있는
경험 선택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

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렵다.

3. Kim, H. J., & Kim, J. S.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use and subjective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hysical Therapy Science,
27(3), 575-579.
4. Bax, T. (2015). “Internet Gaming Disorder” in China Biomedical Sickness or Sociological
Badness?. Games and Culture, 155541201456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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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관점 Socio-cultural Perspective

[표 1] 디지털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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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미디어 활용을 병리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은 TV에서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이 어

청소년들을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다 보면 청소년들의 사이버 문

떤 사용 동기를 가지고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지 밝히려는 다양한 노력을

화와 발달 맥락은 무시한 채 디지털 미디어 활동을 유해하고 무의미한 활동으로

해왔다.

만 바라보게 된다. 청소년들은 실제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자기 정체성, 대
인 관계와 사회성, 실용적 문제해결능력 등을 확장할 기회를 얻는다. 병리적 관

맥퀘일과 그레비치는 수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동기로 정보 information , 개인

점에서 청소년을 디지털 미디어로부터 보호하고 차단하는 정책에만 집중할 경

적 정체성 personal identity , 통합과 사회적 상호작용 integration and social interaction , 오락

우 디지털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단절시킬 우려가 크고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

entertainment

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 문화를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개인적 정체성, 환경감시 surveillance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배진한, 2001에서 재인

등 4가지를 꼽았다. 한편 윌리엄스 등은 오락, 교제 personal relationships ,

용)5 그렇다면 현재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떠한 동기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디지털

를 가지고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이도록 제재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것이
미디어 사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해가 지남

먼저 텔레비전의 경우 ‘기분전환이나 휴식, 긴장해소를 위해’, ‘오락이나 즐거

에 따라 인터넷 중독률은 하락하지만, 스마트폰 중독률은 급증한다고 한다. 이는

움을 얻기 위해’, ‘달리 할 일이 없어 시간을 때우기 위해’ 가 주 시청 동기였으며,

순수하게 인터넷 중독률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컴퓨터

‘정보획득’ 목적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5

로 하던 인터넷 사용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지속적이
고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사이버 공간과 현실 생활의
균형 속에서 미디어의 적절한 활용법을 배우고, 가치 있는 경험을 선택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 것이다. 먼저 청소년이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
하는 이유와 이를 통해 충족되는 욕구와 가치를 자세히 바라보아야 디지털 미디
어를 선용하도록 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동기를 조사한 설진아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주요 인터넷 이용 동기로 ‘사회적 상호작용’, ‘기분전환’, ‘정보획득’, ‘오락추구’,
‘자기관리’ 요인들이 추출되었으며, 각 항목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은 다른 이용 동기보다는 ‘정보획득’과 재미나 즐거움과 같은 ‘오락추구’
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인터넷 이용 동기와 온라
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상호작용

1-2. 청소년은 디지털 미디어를 왜 사용하는가

을 통해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

인터넷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주요한 의사소통의 창으로 사용하는 디지
털 시대 청소년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매체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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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진한. (200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시청 패턴과 동기. 방송문화연구, 13, 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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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여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6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중 하나인 게임은 재미 요소 이외에

계성’, ‘자기표현’, ‘유행성’, ‘정보성’, ‘오락성’ 등으로 나타났다.11

미디어

‘기분전환이나 휴식, 긴장해소를 위해’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공통 화제에 참여하는 등 본질적인 인간 욕구를 충족하
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7 청소년의 비디오 게임 사용에는 사회적 동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동기

TV

‘오락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
‘달리 할 일이 없어 시간을 때우기 위해’

기 Social Motivation , 감정적 동기 Emotional Motivation , 지적 및 표현적 동기 Intellectual and
Expressive Motivations

등 단순한 흥미 동기 외에 다양한 동기 요소가 작용한다.8

인터넷

비디오 게임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 연구한 결과도 있었다. 트위터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정보교환을 통한 사회이슈 참여’,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팔로워 그룹 형성’, ‘편리
한 소통기능’, ‘정보전달의 용이성’, ‘휴식 및 오락’, ‘사적 기록 공간’, ‘140자 글쓰
기 유용성’ 등이 있었다.9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정체성의 공유’, ‘사진 공유’, ‘페

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사회적 동기 Social Motivation , 감정적 동기 Emotional Motivation
지적 및 표현적 동기 Intellectual and Expressive Motivations
트위터: ‘정보 교환을 통한 사회 이슈 참여’,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팔로워 그룹 형성’, ‘편리한 소통기능’, ‘정보전달의 용이성’
‘휴식 및 오락’, ‘사적 기록 공간’, ‘140자 글쓰기 유용성’
페이스북: ‘정체성의 공유’, ‘사진 공유’, ‘페이스북 자체의 내용’
‘사회적 통합’, ‘네트워크 서핑’
카카오스토리: ‘지인과의 상시접속’, ‘새로운 관계성’, ‘자기표현’
‘유행성’, ‘정보성’, ‘오락성’

이스북 자체의 내용’, ‘사회적 통합’, ‘네트워크 서핑’ 등을 이용 동기로 보고 있었
다.10 마지막으로 카카오 스토리의 이용 동기는, ‘지인과의 상시접속’, ‘새로운 관

‘사회적 상호작용’, ‘기분전환’, ‘정보획득’, ‘오락추구’, ‘자기관리’

스마트폰

‘정보 획득’,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적 관계’, ‘서비스 통합형’
‘유행 및 과시’, ‘상시적 정보 활용’, ‘즉시성’, ‘습관성’, ‘이용 편리성’

[표 2]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동기

6 설진아. (2010). 10 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동기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상관성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14), 43-72.
7. 강정인. (2000). 현대인의 삶: 휴대전화 사용에 나타난 인간과 기술. 『전통과 현대』, 제13권, pp.
163-181.
8. Olson, C. K. (2010). Children’s motivations for video game play in the context of normal
development.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4(2), 180-187

스마트폰의 경우는 하나의 기기로 앞서 설명한 다른 디지털 미디어를 모두 이
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즐기는 콘텐츠에 따라 그 이용 동기가 달라질 수 있
다. 양일영·이수영은 스마트폰 이용 동기를 ‘정보획득’,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적
관계’, ‘서비스 통합형’, ‘유행 및 과시’, ‘상시적 정보 활용’, ‘즉시성’, ‘습관성’, ‘이용

9. 심홍진·황유선. (2010) 마이크로블로깅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
보], 24권 2호, 192-233.
10. Joinson, A. N. (2008, April). Looking at, looking up or keeping up with people?: Motives
and use of facebook.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1027-1036). A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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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지영, 신재권, & 이상우. (2015). 카카오스토리 이용패턴과 이용동기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
문지, 15(1), 37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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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의 여덟 가지로 보고, 어떤 동기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가를 기준으로 스

려 갈등이나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13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

마트폰 사용자 분류를 시도하였다.12

해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해 어떤 관점 차이를
가졌는지 이해해야 한다.

앞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부정적 인식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해 온 디지털 세대 청소년들은

을 가진 대부분 사람들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욕구가 새롭게 나타난

기성세대와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 디지털 세대는 어느 세대보다도 정보통

것이라 보고, 그 욕구들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신기술에 민감하고, 문화예술이나 최신 유행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이웃이나 동

디지털 미디어 이용 동기를 세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디지털 세계에만 해당하는

향, 친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뢰감을 덜 느끼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다. 또한,

욕구가 아니다. 오히려 현실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욕구를 디지털 미디어라는 매

기성세대에 비해 물질주의적 가치를 더 중시하고,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 새롭고

개체를 이용하여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을 이해

흥미로운 경험을 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욕구가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던 욕구와 비교해서 완전

라인에서도 자신들의 경험을 축적하고, 디지털 경험을 사회화 과정의 일부로 받

히 새로운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아들인다.14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가치관과 경험의 차이가 기성세대와의 관점 차

충족하는 욕구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의미 있는 욕구이며, 이러한 욕구들을 디지

이로 이어지게 된다. 그럼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세대는 구체적으

털 미디어를 통해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로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을까?

1-3. 디지털 미디어를 바라보는 부모·자녀 시각차이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의 문제적 사용으로 오랫동안 문제시되어 온 디지털 미
디어이다.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문제를 부모·자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 연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에 이어 최근에는 스마트폰까지, 새로운 기술의 등장
은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왔다. 디지털 미디어를 둘러싼 갈등은 서로 가장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자녀 사이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그 정도도 심하다. 부
모는 자녀의 행동을 관리하고 올바르게 이끌고자 하는데, 자녀를 충분히 이해하

구들도 많이 이루어졌다. 2007년 김성동과 이지훈의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그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게임이용과
가정문화 관계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자녀의 하루 게임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1~2시간으로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방임하는 경우에는 오히
13.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 오승근.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삼성생명공익재
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2. 양일영, & 이수영. (2011). 이용 동기에 기반한 스마트폰 초기 이용자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5(1), 10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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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호영, 조성은, 오주현, 김석호, & 이윤석. (2012). 디지털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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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녀가 하는 게임 장르를 묻는 문항에서는 청소년의 응답은 게임 장르별

향 등으로 나누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온라인 게임의 유해성

로 차이를 보인 데 반해 부모는 모두 비슷하게 답변함으로써, 자녀가 얼마나 게

과 유익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유익성보다 유해성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임을 사용하는지는 알지만 어떤 유형의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성 증가, 학교폭력의 원인, 중독성, 현실감각 상실, 사

로 나타났다. 또한, 게임 이용 후 하는 대화의 내용으로 청소년들은 (부모가) 게

회성 저해, 학업 방해 등 유해성의 세부 항목에서 부모 집단의 부정적 인식이 높

임에 대해 몰라 이야기한 적 없다거나 공부하라고 혼낸다는 점을 주로 들었지

았다. 그중에서도 게임 자체의 중독성 문제와 게임 사용자들의 사회성 저해, 현

만, 부모는 상대적으로 ‘게임 속의 일을 같이 기뻐하고 슬퍼한다’는 항목을 선택

실감각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인식 차이가 가장 컸다. 반면 유익성에 대해서 청

15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소년 집단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고, 폭력성을 해소하고, 문제행
동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온라인 게임에

이숙정과 전소현은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인터

익숙하고 친밀한 청소년이 부모 세대보다 온라인 게임을 고립된 공간보다는 사

넷 이용과 부모 중재에 관한 인식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탐색하였다. 인터넷 이

회적 공간으로, 게임 경험을 유익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용 경험에 대해 청소년은 스트레스 해소, 친구와의 놀이 활동, 취미생활, 숙제 등

있다. 한편 부모·자녀 관계에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영향으로는 대화 단절 등 부

을 위해 사용한다고 답했으나 부모는 주로 이용 시간과 공부 방해에 초점을 두어

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과 게임을 함께 할 경우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는 숙제, 정보 검색, 취미 생

이라는 긍정적 인식 모두 부모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게임 활용에 있어 부모

활 등을 위한 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으나, 자녀가 이를 제대

의 지도와 보호의 필요성 또한 높은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서로 다른 기대 수준

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다. 또한,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도 시

에 대해 해당 연구진은 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독립, 또래 관계 확장 욕

간이 지나치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는데, 평소 자녀가 이용

구 등 발달과업을 온라인 게임으로 일부 달성하고 있는 반면 부모는 청소년 자

하는 게임 종류나 연령등급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6

녀를 여전히 부모의 지도와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인식 차이에서 나타나
는 것으로 해석하였다.17

부모와 청소년 세대의 온라인 게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다룬 또 다른 연구에
서는 청소년 155명과 부모 세대 192명을 대상으로 게임 인식의 하위 차원을 온

사이버 경험에 대한 세대 간 인식 특성 연구에서는 부모는 청소년의 인터넷

라인 게임의 유해성과 유익성, 영향과 가치, 게임이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

이용에 대해 구체적 활동 목표가 있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라 인식하
는 데 반해, 청소년들은 인터넷 활동을 일상적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15. 김성동, & 이지훈. (2007). 게임 이용에 따른 부모와 자녀들간의 가정문화 관계에 관한 연구. 한
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11(단일호), 47-54.
16. 이숙정, & 전소현. (2011). 청소년 인터넷 이용과 부모 중재 실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17),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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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김지연, & 도영임. (2014). 부모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온라인 게임에 대한 인식 차이: 온라인
게임의 유해성/유익성, 영향과 가치, 부모-자녀 관계, 규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
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3), 26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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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자녀가 채팅이나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자체를 즐긴다고 보는 부모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 중재를 다룬 이숙정과 전소현의 연구에서

달리, 청소년은 사이버 활동을 또래와 관계를 맺는 사회적 활동의 일부로 받아들

도 두 집단 모두 주요 중재방법으로 ‘시간제한’을 꼽았다.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이고 있었다. 인터넷이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들은 자녀의 인터넷

중재하고자 하는 부모의 동기는 인터넷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공부 방해, 건강

사용이 가족 관계와 학업에 방해가 되었다고 인식했지만,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시간제한’이라는 부모 중재에 대해서 자녀는 그

사용이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 사용의 잠재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 태도를 보였지만, 이용 시간을 자율에 맡겨

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청소년층의 인식이 높았다. 즉 부모 세대는 익숙하

주고 부모의 간섭은 컴퓨터를 끄기 위한 최후의 방편으로만 주어졌으면 하는 바

지 않은 인터넷 사용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 문제에

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사생활 보호 욕구가 커지는 발달 특성상 자신의 활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18

동을 감시하는 형태의 중재에 대해서는 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앞서 언급했던 김성동과 이지훈의 연구에서 부모 자녀 두 세대 간 인식

디지털 미디어로 인한 부모·자녀 갈등의 해결은 서로의 사용 경험을 이해하

차이가 두드러졌던 문항은 일주일간 부모·자녀 대화 시간을 묻는 문항이었는데,

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각자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고 만들어내며, 그 안에

청소년들은 절반 정도가 3시간 미만으로 인식하는 데 반해 부모 집단은 17시간

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얻고 있는지 알게 되면 디지털 미디어를 더 좋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두 세대가 관심을 두는 주제의 차이로 해

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에서

석해볼 수 있다. 동일 연구에서 부모의 평소 관심사는 자녀의 성적과 진학으로

부모·자녀 간 인식 차이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중재 방법도 차이가

조사된 데 비해 청소년은 자신의 취미와 주위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처

나고 이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디지털 미디어를 둘러

럼 관심사가 서로 다른 경우 어떤 이야기들은 서로에게 대화로 인정되지만, 어

싼 갈등은 단순히 디지털 미디어가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그 기저에 깔린 가족

떤 이야기는 상대방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문화와 의사소통 방식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문제를 디지털 미디어에만 국한

편 게임 이용 제한 방식에 대해서는 부모·자녀 집단 모두 주된 방법을 시간적 제

하지 말고, 기존에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가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현상과 어떤

한으로 인식하는데, 자녀 또한 이를 수긍하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받아 게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임을 이용하고 있었다.
1-4.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과 가족문화
가족 문화와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연구진은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 요인을 알
18. 황상민. (2000). 사이버 공간의 경험에서 나타난 부모세대와 청소년 세대집단 간의 의식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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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고자 한 연구들을 통해 어떤 연관 고리들이 밝혀졌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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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특히 여자아이의 경우에 게임이용에 대한 제한이 더 두드러졌다.19 이 연

먼저 부모들이 자녀가 디지털 미디어를 바르게 쓰도록 하거나 디지털 미디어

구자는 또한 2세~12세 비교적 어린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부모가 어떤 중

에 너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중재방법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재전략을 썼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위의 세 가지 유형 외에도 자녀가

있었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자는 8세~18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지켜본다거나 안 좋은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이 비디오게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모들이 어떤 중재전략을 쓰는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의 ‘감독하기’ 방법이 있었다.20

지 알아봤다. 크게 3가지 중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중재 유형은
‘제한하기 restrictive mediation ’이다. 자녀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 할

다양한 중재방법의 효과

수 있는 게임과 없는 게임을 정해주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유형은 ‘같

그렇다면 어떤 중재방법이 효과가 있었을까? 한국의 10~15세 자녀와 그들의

이하기 co-playing ’이다. 게임을 같이하는 것인데 부모가 먼저 하자고 할 수도 있고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자녀가 실제 이용

active mediation

’이다.

시간을 줄이는 것이나 인터넷 중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

자녀에게 게임이 판타지일 뿐이라고 말하거나, 게임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관해

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인터넷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이야기하거나, 게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주는 방법이다.

을수록, 부모의 인터넷 스킬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가 자기조절능력 self-control

자녀가 먼저 하자고 할 때도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설명하기

이 적다고 부모가 인식할수록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을 더 제한하는 경
흥미로운 사실은 전통적인 미디어인 ‘텔레비전’에 대한 부모의 중재 전략도

향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 전략을 쓰는 가정에서는 자녀가 실제 인터넷 이용하는

크게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 자신이 게임을 많이

시간이 더 적었고 위험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정도도 낮았지만, 인터넷 중독 성

하는 경우에 이 세 가지 유형의 중재방법을 모두 쓴다고 한다. 부모 자신이 게임

향과는 관련이 없었다. 특히 자녀를 자기조절력이 낮은 군과 높은 군으로 나누

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자녀가 해도 될 것과 안될 것을 제한하고, 자녀와 같이 즐

었을 때, 자기조절력이 낮은 군에 속한 아이들은 특히 부모가 인터넷 이용을 제

기기도 하고, 게임이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한다는

한할 경우에 인터넷 이용 시간과 위험 콘텐츠 노출량이 눈에 띄게 적어졌다. 자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들이 제한이나 설명하는 전략을 더 많이 썼고, 같이 플

기조절력이 높은 군에 속한 아이들은 인터넷 제한 여부에 상관없이 위험 콘텐츠

레이하는 방법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슷했다. 그리고 비디오 게임에 대해 긍정
적 인식을 가진 부모가 자녀와 같이 게임을 하는 빈도가 높았고, 부정적인 인식
을 가진 경우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거나 게임 이용에 관해 설명하는 빈도가
19. Nikken, P., & Jansz, J. (2006).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videogame playing: A
comparison of the reports by parents and children.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31(2), 181-202.
20. Nikken, P., & Jansz, J. (2011). Parental Mediation Of Young Children‟ s Internet Use.
Netherlands: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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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량이 매우 낮았다.21

또한, 미국에서 진행했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제한하는 중재 전략이 항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미국에서 전화 설문조사 방법으로 각 가정에서 사용

초등학생과 중학생 35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가

하는 중재방법이 자녀의 게임 빈도와 게임에서의 행동(착한 행동을 많이 하는지

‘통제적 중재’를 할 경우 게임 이용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었다. 그렇지

속이는 행동을 많이 하는지)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았다. 중재행동은 ‘게

만 역시 게임 중독성향과는 큰 관계가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중재보다

임 같이 하기’, ‘게임의 연령제한 체크하기’, ‘게임을 못하게 하기’ 이렇게 세 가지

는 또래 집단과의 공동이용 시간이 청소년의 게임 시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로 나뉘었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같이 게임을 하거나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청소년들은 부모보다는 또래 집단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받

게임 이용 빈도와는 상관관계가 없었고, 부모가 게임의 연령제한을 확인할 때 자

는다는 것이다.22

녀가 게임을 많이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부모가 게임의 연령제한을 확인
할 때, 해킹, 부정행위 등 게임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어쨌든 부모의 제한 전략 덕분에 미디어 이용 시간이 줄어들었으니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벨
기에에서 10~11세 아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특정 미디어 이용
을 제한하는 경우, 그 미디어의 사용은 줄어들었을지라도 그것을 대체하는 다
른 미디어의 사용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부모가 TV 시청을 제한할 경우에 TV

인과관계를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부모가 연령제
한을 체크하는 등 자녀의 게임을 제한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
은 심리로 자녀가 게임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녀가 게임을 너
무 많이 하거나 게임에서 속이는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모가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24

를 시청하는 시간은 적었지만,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은 더 많았다. 컴퓨터 이
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은 적었지만, 만화책을 읽는 시

부모·자녀 관계의 다양한 요인: 유대감, 애착, 가족기능, 갈등

간은 더 많았다. 여학생의 경우 이러한 제한전략이 통하기라도 했지만, 남학생

그렇다면 도대체 부모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 경우에는 부모가 제한전략을 쓰는 것과 실제 사용시간의 연관성이 유의미하

더 깊은, 더 근본적인 부모·자녀 관계부터 재고해야 할지도 모른다. 12~18세의

게 나타나지 않았다.23

그리스 Kos섬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감 bonding 이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결과가

21. Lee, S. J. (2013). Parental restrictive mediation of children’s internet use: Effective for
what and for whom?. New Media & Society, 15(4), 466-481
22. 임소혜, & 조연하. (2011). 부모와 또래집단의 게임이용중재가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미치는 영
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8(4), 173-218.
23. Van den Bulck, J., & Van den Bergh, B. (2000).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guidance patterns on children’s media use: Gender differences and media displacement.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4(3), 32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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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볼 때는 인터넷 중독 성향이 낮았지
만, 과잉보호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 성향이 더 높았다. ‘부모가 자녀에게

24. Shin, W., & Huh, J. (2011). Parental mediation of teenagers’ video game playing: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New Media & Society, 13(6), 94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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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돌볼 때’에 해당하는 측정 문항은 ‘공감, 친밀감, 따뜻한 태도, 애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990명을 대상으

정’ 등이었고, 과잉보호의 경우에는 ‘사생활 침범, 과도한 연락, 통제, 자율적 행

로 한 설문연구에서 부모·자녀 애착과 인터넷 게임 중독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

동에 대한 규제’ 등이 측정 문항에 속했다. 이 연구 결과는 인터넷 중독을 예방

을 때,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은 일반 군에 비해 부모·자녀 애착 정도가 현저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관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히 떨어졌다. 특히 엄마와의 애착정도가 더 많은 영향력이 있었다.27 중고등학생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부모-자녀 애착 정도, 가족

25

의사소통을 측정하여 이와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대만의 학생들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가족 기능이 인터넷 중독과 큰 연관이

비교해 보았는데,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의사

있다고 말한다. 이 연구는 특히 가족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터넷 중독뿐 아

소통이 원활하며 이는 결국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니라 약물 중독의 확률도 더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와 자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과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 수

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자녀의 인터넷 중독 확률이 더 높았다. 부모와 사이가

준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거나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

좋은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행동, 부모가 좋아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

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28

다. 반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도움을 줄 수도 없게 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다.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자녀는 부모의 관리를 거부하게 되고, 부모의 지지

가족 관계를 강화 혹은 약화하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사소

를 대신할 사회적 지지를 사이버 세계에서 얻으려고 하다 보니 더욱 그 안에 빠

통이다. 위의 결과처럼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방법도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

져들 가능성이 높다. 또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부모와의 또 다른 갈등을

어 과몰입과 연관성이 있었다. 2002년 한국의 초, 중, 고등학생 700여 명을 대

만들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26

상으로 한 설문 연구에서, 어머니와 의사소통에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 경우(‘나
는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귀찮다’, ‘무슨 일에 대한 내 진심을 부모님께 그대
로 말씀드릴 수 없다’ 등)에 게임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

25. Siomos, K., Floros, G., Fisoun, V., Evaggelia, D., Farkonas, N., Sergentani, E., Lamprou,
M & Geroukalis, D. (2012). Evolution of Internet addiction in Greek adolescent students
over a two-year period: the impact of parental bonding.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1(4), 211-219.
26. Yen, J. Y., Yen, C. F., Chen, C. C., Chen, S. H., & Ko, C. H. (2007). Family 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and substance use experience in Taiwanese adolescents. CyberPsychology
& Behavior, 10(3), 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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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김영혜, 손현미, 양영욱, 조영란, & 이내영. (2007).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아동이 지
각한 부모-자녀 애착과의 관계.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3(4), 383-389.
28. 오현희, & 김현진. (2014). 중·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 모애착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가족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5(4), 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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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29 또한, 2014년 한국의 중학생 3,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

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이고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의 자율성은 높아지게 되고, 이

자녀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

에 따라 SNS 중독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33

음이 밝혀졌다. 반대로 문제적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는 게임 중독과 양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30 이는 명령조로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통 부모들은 디지털 미디어가 가족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생

보다,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장기적

각하기 쉽다. 그러나 문제를 디지털 미디어에만 귀인하면, 오히려 악순환으로

으로 자녀의 과몰입을 예방하는 데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모는 디지털 미디어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

창 사춘기를 경험하는 중학교시기에 주목해야 한다. 초, 중, 고등학생들을 두루

지만, 자녀에게는 잔소리로 여겨지고 개방적인 의사소통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

조사한 2006년의 연구결과에서도, 특히 중학생 집단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기 때문이다. 디지털 미디어와 자녀를 분리하고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늘

게임 중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성별에 따

리는 것보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즉, 양보다는 질

른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은 아버지, 여학생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유의미

이 중요할 수 있다.

하게 작용했다고 한다.31
한국의 초등학생 2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인터넷을 하
게임뿐만 아니라 SNS 중독과 인터넷 중독에 대한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였

는 시간 때문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 2009년 중학교 2~3학년 약 4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온

가족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정적이지 못하고, 거부/제재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은 우울과 불안은 높았

에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family time ’과 ‘가족 커뮤니케이션 family communication ’

고, 나아가 이러한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또한, 2013년

을 분리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가족들과 활발하게 대화나 활동을 하는

한국의 중학생 2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율성

시간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이 SNS 중독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와

데, ‘가족 커뮤니케이션’은 가족들과 의미 있는 대화나 활동을 하는 것만을 포함

32

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을 하는 시간은 가족들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29. 방희정, & 조아미. (2003).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행동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1), 1-22.
30. 장갑수. (2013).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유형이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가족기
능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7(1), 181-188.

냥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일 뿐이지 ‘가족 커뮤니케이션’을 손상하는 것은 아니라
는 결론이다. 또한, 부모가 유용한 웹사이트를 추천해 주거나 같이 사용할 경우
에 자녀가 교육이나 학습 용도로 온라인을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반대로 부모가

31. 최나야, & 한유진. (2007). 충동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인터넷 게임에 대한 기대가 아동, 청
소년의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209-219.
32. 이혜린, 도현심, 김민정, & 박보경. (2009).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30(2), 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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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김기모, & 김현철. (2013). 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SNS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
욕구의 매개효과.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1(2), 47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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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간이나 특정 웹사이트를 금지할 경우에 그것이 자녀의 인터넷 사용 행

는 게임 중독 성향이 낮고,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자녀는 게

동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임 중독 성향이 높았다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

34

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
부모와의 사회적 활동 늘리기
오랜 기간 형성된 가족 의사소통 방법을 단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
다. 온라인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온라
인에서 충족하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욕구를 오프라인에서 해
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009년 중고등학생 6,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게임중독 성향이 높아지지
만, 여가만족도가 이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가만족도가 높다

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오프라인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 잘 지낸다고
믿는 아이는 게임 중독 성향이 낮고, 온라인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 잘
지낸다고 믿는 아이는 게임 중독 성향이 높았다.36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은 오
프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 서투르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
로 온라인에서의 사회성에는 더 자신감을 느낀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온라인
에서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오프라인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
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는 것은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를 분출할 통로가 있다는 것이
다. 또한, 여가만족도가 높아져 부모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줄어들게 되는 것
일 수도 있다.35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에서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에 영향을 끼치는 다
양한 부모·자녀 관계 요인을 알아보았다.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은 이용시간을 줄이는 것에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근본

2011년에 진행된 연구에서도 부모와 오프라인에서 함께하는 사회적 활동이
게임 중독성향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한다. 서울의 중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
로 한 설문에서 부모와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자녀는 게임 중독
성향이 매우 낮았다. 즉, 가족이 함께 영화관람, 여행, 외식, 스포츠게임 관람, 운
동 등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 자녀는 게임에 빠져드는 일이 적었다. 이 연
구에서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자녀

적인 자기통제력을 길러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로 자녀에
게 관심을 가지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을 때 자녀는 자율성이 높아
지고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다. 반대로 부모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심화될 때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이는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으로 이어지기 쉽다. 가족 문화와 의사소통 방식을 단시간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지금 부모가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멈
출 수 있을 때, 자녀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34. Lee, S. J., & Chae, Y. G. (2007). Children’s internet use in a family context: Influence on
family relationships and parental media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10(5), 640644.
35. 조윤주. (2011).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Ping 의 2
단계 접근방식을 적용한 여가만족도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3),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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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Jeong, E. J., & Kim, D. H. (2011). Social activities, self-efficacy, game attitudes, and game
addic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4), 2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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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를 통해 부모·자녀 인식 차이와 부모·자녀 관계

첫 번째 FGI에서는 먼저 ‘디지털시대의 청소년 이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강의

에서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를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은 발달과정에 필요한 과업을 게임, SNS 등 디지털 미

대부분은 설문조사와 같은 통계적 방식을 사용하고, 연구 대상자를 부모와 자녀

디어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부모세대가 청소년기를 거치며 과거에 해왔던 행

집단으로 나누어 모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동들과 그 방식이 변화하였을 뿐 숨겨진 욕구는 같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강

역동과 발생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자녀 쌍들

의 과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

각자의 개인적 특성과 서로에 대한 인식 및 환경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

이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그런 후에 5~6명이 한 조가 되어 1) 각 가

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둘러싼 크고 작은 갈등을

정에서 어떠한 중재방법을 쓰고 있으며, 2) 그 중재방법의 장단점과 대안(바람

겪고 있는 부모·자녀 쌍들을 대상으로, FGI와 참여 워크숍, 심층 인터뷰를 수행

직한 중재방법)이 무엇인지를 토론하고 발표하였다. FGI를 마치며 참가자들에

하여 디지털미디어 사용을 바라보는 부모·자녀의 관점 차이와 갈등 원인을 파악

게 자녀용, 부모용 따로 제작된 디지털 미디어 이용 다이어리를 나눠주었다. 다

하고, 부모·자녀가 어떻게 서로 이해하여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그 과정을 세

이어리는 하루 동안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내용과 그에 대한 부모·자녀 간의 대

밀하게 탐구하고자 하였다.

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부모·자녀가 각자의 디지털 미디어 이
용 습관을 알아보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중재방법이나 대화방식이 무엇인지 되

2. 연구 방법
2-1. FGI Focus Group Interview
부모·자녀 간 디지털 미디어를 둘러싼 갈등지점과 그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의 학교 학부모와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FGI를 실
시하였다. 첫 번째 FGI는 2014년 12월 20일, 총 21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
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5년 1월 24일, 첫 번째 FGI 에 참석했던 부모 13명과
그들의 자녀 11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 FGI를 실시였다. 자녀들은 초등학생, 중학
생, 고등학생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FGI에서는 첫 번째 FGI에 참석했던 부모 중 13명의 부모가 자녀와 함
께 참여하였다. 먼저 ‘스마트폰 과몰입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설문을 작성하였
는데, 자녀는 자신의 상태를 중심으로 체크하였고 부모는 부모가 바라보는 자녀
의 상태를 체크하게 한 후 서로 점수를 비교하게 하였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지
난 한 달 동안 각 가정에서 어떤 중재방법을 썼는지, 부모·자녀 간 관계에 변화가
있었는지 한 커플씩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 그룹, 자녀 그룹으로 나누어
부모 입장에서, 또는 자녀 입장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중재방법이 무엇인
지에 관해 토의하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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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모·자녀 참여 워크숍 Participatory Workshop
FGI 결과를 바탕으로 3회기에 걸친 참여워크숍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

워크샵
회기

로 합의한 중재 방법의 효과성을 탐색하고 실제 부모·자녀 관계의 보다 다양한
역동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각 회기는 1주일 간격으로, 총 3개 도

1주차
[인식 격차

목포
(오전/오후)

대전

3.21(토)
2.28(토)
부모 1명
자녀 1명

•참여활동 (디지털 미디어의 두 얼굴)

부모 5명
자녀 5명

3.22(일)
부모 4명
자녀 4명

부모 6명
자녀 7명

•대표 사례 발표 및 소감 나누기

하였다. 참여 가정의 자녀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였고, 부
모님 중 어머니가 주로 함께 참여하였다. 워크숍은 청소년과 디지털 미디어에 대
2주차

각자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돌아보기 및 서로의 인식 격차 확인, 각 가정에
[중재 방법

서 실천할 디지털 미디어 이용 방법을 서로 협상하여 직접 정하기, 이것을 실천

•주제 강의
- 미디어의 역사
(스마트폰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
- 사이버 공간 속의 청소년 문화 이해하기

확인]

시에서 진행하였는데 서울에서 4가정, 목포에서 12가정, 대전에서 3가정이 참여

한 이해를 돕는 강연과 참여 활동으로 이루어졌는데, 참여 활동은 각 회기별로

서울

•오리엔테이션 및 설문조사

였다. 참여워크숍은 디지털미디어를 둘러싼 부모·자녀 갈등을 완화하고, 서로 이
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워크숍을 통해 부모 자녀가 서

내용

탐색]

해본 뒤 결과를 공유하고 보완하기 등이었다.

•주제 강의
-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하기)
-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다양한
중재 방법과 부모 유형
•참여활동 (합의게임: 우리집 디지털 미디어
사용 약속 함께 정하기)

3.28(토)

3.14(토)

부모 5명
자녀 5명

3.29(일)
부모 3명
자녀 3명

부모 3명
자녀 4명
부모 4명
자녀 5명

•대표 사례 발표 (목표,기대방향 선정하기)

1주차 워크숍: 부모·자녀 인식 격차 확인
3주차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먼저 ‘청소년의 디지털 문화 이해하기,’ ‘미디어의 역사’
두 가지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여, 디지털 미디어가 어떤 특성을 가지며 청소년의

•주제강의
- 디지털 미디어의 크리에이터
•참여활동 (체험사례 나누기, 재합의안 찾기)

[변화 결과
공유]

•부모·자녀 약속다짐 편지쓰기

4.04(토)
3.14(토)
부모 3명
자녀 4명

발달 과업을 실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참가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안 각 부모·자녀 쌍 별로 하나의 테이블

부모 4명
자녀 4명

4.05(일)
부모 2명
자녀 2명

부모 5명
자녀 6명

[표 3] 부모·자녀 참여워크숍 구성 및 스케쥴

을 사용하였다. 강연 후, 각자 1) 지난 일주일 간 사용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메모지에 적기, 2) 각각을 나에게 중요한 순서로 나열하기, 3) 각 활동이 나에게
주는 긍정적/부정적 경험 적기, 4) 각 활동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간 등 4가지
를 도화지에 적은 후, 부모·자녀가 함께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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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각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혹은 얼마나 사용할지 스스로 판단하여 적도
록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부모·자녀가 스스로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패턴을 바
로 보고, 상대방과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3주차 워크숍: 변화 결과 공유
세 번째 워크숍에서는 지난 회기 때 정했던 가족 디지털 미디어 사용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참여 활동을 했다. 1) 정했던 디지털 미디어 사
용 약속, 2) 잘 지켜진 점, 3) 잘 안 지켜진 점, 4) 안 지켜졌다면 그 이유, 5) 앞으
로 잘 지키기 위해 보완할 점 등을 각자 활동지에 적은 후 공유하고 사용 규칙을

2주차 워크숍: 디지털 미디어 사용 약속 합의하기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부모 그룹, 자녀 그룹을 나누어 분리된 공간에서 토의
를 진행하였다. 부모 그룹은 직접 사용해본 디지털 미디어 중재에 대해 잘된 점

재정비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각각의 약속들이 실제로 얼마나 실천 가
능한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해결 방안을 서로 논의해볼 수 있
도록 하였다.

과 실패한 점을 토론하며 공유하고, 자녀그룹은 평소에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해
부모에게 불만이 있었던 점과 앞으로 바라는 점을 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였다.

두 번째 참여 활동은 ‘내가 바라는 우리 가족과 서로에게 엽서 쓰기’였다. 먼

자녀의 결과는 정리하여 부모에게 전달하고,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집 디

저 연구진이 여러 가지 가족 수식어(‘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나는’, ‘눈이 마주

지털 미디어 사용 약속 함께 정하기’ 참여 활동을 진행하였다. 연구진이 제시한

치면 서로 웃어주는’ 등)를 제시하였다.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수식어를 통

13개의 디지털 미디어 중재 방법 중 각자가 원하는 세 가지씩을 골라 이유를 적

해 좀 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이를 참고하여 각자가

고, 두 사람이 합의를 통해 자신들이 지킬 약속을 총 세 가지 고르도록 하였다. 동

원하는 가족의 모습을 엽서에 3개의 수식어로 적고 색연필로 꾸미도록 했다. 뒷

기 부여를 위해 다음 회기까지 일주일 동안 각자가 약속을 잘 지켰을 때 서로에

면에는 이 워크숍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포함해 평소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게 받고 싶은 상을 적도록 하였다. 이 활동은 평소 부모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

나 해주고 싶은 말들을 편지로 적도록 하였다. 활동을 마친 후에는 ‘디지털 미디

하고 자녀에게 강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

어의 크리에이터 되기’라는 주제로 디지털 미디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청소

하고 합의하여 공동의 규칙을 만들어보는 활동이었다. 참여활동 후 여유 시간에

년의 예시와 창조적 사용을 위한 지침을 안내했다. 워크숍 참여 경험을 공유하는

는 ‘디지털 세계에서 프라이버시 지키기’라는 주제 강연을 했다. 프라이버시 개

것으로 총 3회기에 걸친 참여 워크숍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념과 이를 잘 관리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 및 디지털 세계에
서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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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활동 1. 디지털 미디어의 두 얼굴 – 디지털 미디어 사용 돌아보기

참여활동 2. 우리 집 디지털 미디어 사용 약속 함께 정하기(합의 게임)

1) 부모/자녀 각자 도화지 한 장과 포스트잇 한 뭉치를 받는다.

1) 부모/자녀 각자 도화지 한 장과 ‘디지털 미디어 사용 약속 카드’ 한 뭉치를 받는다.

2)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사용했던 디지털미디어 콘텐츠를 포스트잇에 한 가지씩 적는다. (이

2) 사용 약속 카드 13장을 자세히 읽어 보고, 각자가 원하는 약속을 세 가지 고른 뒤 포스트

때 디지털미디어 콘텐츠란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모든 매체를 통해 했던 모든 활동이 해

잇에 고른 이유를 적어 각 카드에 붙인다. (이때 서로가 고른 카드는 서로에게 비밀로 함)

당함. 예: 클래시 오브 클랜, 케이팝 스타, 카카오톡, LOL, 네이버 웹툰 등)
3) “하나, 둘, 셋” 하면, 서로 고른 카드를 한 자리에 펼친다.
3) 그 활동들을 본인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위부터 일렬로 도화지에 붙인다. 중요한 순서란, 모
든 활동을 다 할 수 없다면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 하는 순서이다.

4) 각자 고른 카드를 비교해보고, 골랐던 이유를 이야기하며 서로 ‘합의’를 통해 그중 가장 중
요한 세 가지 약속이 적힌 카드를 뽑아 도화지에 중요한 순서대로 붙인다. (주의: 절대 서로

4) 각 포스트잇의 왼쪽에는 이 활동이 나에게 중요한 이유와 이 활동을 하며 느끼는 긍정적

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말 것!)

감정, 오른쪽에는 이 활동을 할 때 불편한 점이나 이 활동을 하며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적
는다.

5) 세 가지 약속을 정했다면, 각자 약속을 잘 지켰을 때 서로에게 받고 싶은 ‘상’을 정하여 황금
열쇠 카드에 적은 뒤, 도화지의 맨 아랫부분에 붙인다. 이 때 단순히 용돈이나 금전적 보상

5) 맨 오른쪽에는 현재 하루 동안 각 활동을 몇 시간(또는 몇 분) 하고 있는지 적는다.
6) 부모(자녀)와 서로의 활동지를 함께 보며 어디가 다르고 비슷한지, 서로의 디지털 미디어 사

보다는 의미 있는 선물을 정해주시면 더욱 좋다.
6) 황금열쇠 카드의 양 옆에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다짐을 한 마디씩 적는다.

용 활동에 대해 몰랐던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7) 3주차 워크숍까지 일주일 간 함께 약속을 지키고, 상을 주고받아 본다.
7) 앞으로는 각각의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적어 본다.

참여활동 3. 우리 집 디지털 미디어 사용 약속, 잘 지켜지고 있을까?

참여활동 4. 내가, 우리가 바라는 우리 가족

1) 부모/자녀 각자 활동지 한 장씩을 받는다.

1) 부모/자녀 각자 도화지로 만든 빈 엽서 한 장씩과 색연필을 받는다.

2) 2주차 워크숍에서 부모·자녀가 함께 정했던 디지털미디어 사용 약속을 표의 첫 번째 열

2) 주어진 단어들을 잘 읽어보고 참고하여, 내가 바라는 ‘우리 가족’을 나타내는 말을 3개 선

에 적는다.
3) 지난 일주일 동안 약속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함께 이야기하며 각 약속의 옆 칸에 잘 지켜진
점, 안 지켜진 점, 왜 안 지켜졌는지에 대해 적는다.
4) 앞으로 이 약속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또는 계속 잘 지키겠다는
다짐을) 맨 마지막 칸에 각각 적어 본다.

정한다.
3) 내가 바라는 ‘우리 가족’을 나타내는 3개의 말을 엽서 위쪽에 적고, 색연필로 엽서를 꾸
며 본다.
4) 엽서 뒷면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상대방
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편지를 적어 본다.
5) 서로 엽서를 나누어 가지며 각자가 어떤 가족을 이루고 싶은지 비교해 본다.

76

77

2-3. 심층인터뷰 In-depth Interview
설문조사와 FGI, 워크숍에서 확인하지 못한 세밀한 부분을 확인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부모-자녀 관계 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
고 있는 시도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워크숍
에 참가한 부모, 자녀를 포함하여, 여러 중재방법의 시도로 갈등 상황을 해결한
부모·자녀,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 게임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 4 회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부모·자녀 인터뷰를 통하여 부모들의 다양한 중재
방법에 따른 부모·자녀의 인식 또는 행동 변화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콘텐츠에 잘못 노출되는 것, 건강문제(수면부족, 성장저하, 시력, 뇌 변화, 잘못된
자세 등) 때문에 불안감과 우려감을 표출하였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자체가 가
진 중독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세계에 자녀가 깊이 빠
져드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압수, 모니터링 앱 설치, 비
밀번호 설정, 와이파이 차단, 할 일을 다한 후나 일정 시간대에만 허용하는 등의
다양한 중재방법을 쓰고 있었으나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일관된 규칙을 실행
해 나가기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기관과 업계의 입장을 알아보고, 그들이 청소년의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사
용을 위해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하여 들어볼 수 있었다.

기존 중재방법의 문제점
이에 대해 부모들은 기존에 시도했던 중재방법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였다.

3.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을 둘러싼
부모·자녀 갈등
3-1. 각 가정에서 실행했던 중재방법의 문제점

먼저 부모가 일방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이용규칙을 정하고 아이들에게 지키기
를 강요하면서 오는 부작용이 있었다.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할 경우 자녀들은 부
모 몰래 한다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는 부정
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었다. 부모를 지시 내리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
어 부모·자녀 사이의 교류나 소통이 줄어들게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FGI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것
들이 무엇인지, 부모·자녀 간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존에 각 가정에서 실
행했던 중재방법의 장단점을 부모와 자녀 각각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한, 이용 시간이나 포인트,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한을 둘 경우에 제한이 풀리
는 시간에 더 심하게 몰입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 밖에도 아버지와 어머
니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경우 아이는 그 가운데서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
로 컨트롤 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모의 불안과 우려 / 기존에 시도한 중재 방법
“규칙이라고 정하긴 정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즉 합의된 게
부모들은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불안감과 우려감을 갖
고 있었고, 이것이 강제적인 이용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들은 주
로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과 관련하여 자녀의 성적 하락, 유해콘텐츠나 연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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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뭘 우리가 주는 입장이니까…. 우리 위주의 규칙을 정해서 아이
가 그거를 도저히 지킬 수 없다, (아이는) 일단은 얻을 건 얻고 ‘내배째
라’ 그런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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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까지만 와이파이를 허용하니까 난 이거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생
각에 더 몰입해서, 시간 제약이 오히려 더 몰입하게 만드는…. 그리고 규
칙을 만들어서 틀 안에 가두려고 하니까 아이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시간을 정하고, 게임의 종류도 기록하고 했더니 조급해하기도 하지만
시간을 잘못봤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엄마가 금지하는 게임을 하는 경
우 그것을 몰래 삭제하는 기술까지, 그런 부작용이 있었고….”

자녀들이 원하는 방향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중재방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녀
들 스스로도 디지털 미디어를 너무 오래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각은 있
지만, 이에 대해 부모님이 잔소리 하거나 제재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또한,
‘부모님도 많이 하면서’ 자신들에게만 제재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었
으며, 실제 이용하는 시간보다 부모님이 과대지각하는 것에 대해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부모 본인도 지키지 못할 규칙을 정하면 아이를 범죄자를 만드는 논리
가 돼요.”

부모님이 어떻게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중재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본인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갖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너

“하기로 했는데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나는 이걸 못 지키는 사람
인 것 같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런 문제점이 생겼구요.”
“스마트폰을 아예 안 사주니까, 크니까 게임방(피시방)으로 가게 되는 문

무 많이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자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 외에 다른 활동을 안내해 주었으면 하는 것과 자신이 디
지털 미디어에서 하는 경험들에 관심 갖고 물어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제가 있었구요. 그때그때 얘기를 한거에요. 상황에 따라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는 부모자식간 교류, 대화 이런 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시만
하게 되고(경청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세워 놓은 규칙에 대해서 이상이지 현실적으로는
뭐 다투거나 하는 거에 대해 피곤하니까 스스로에게 무너지는 그런게 공
통적인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통일된 규칙에 대해 합의를 못한것 같아요. 엄마가 엄
격하면 아빠는 아이 편을 들거나 하는…. 부모가 일관되지 않은 것이 있
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줄다리기를 하면서 자기 유익한 쪽으로 이렇

“저는 제가 얼마를 하든 부모님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말은 안 해주셨으
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만했으면 좋겠다’나 ‘그만해라’는 것보다는 ‘몇시간 넘고 있
다’, ‘인터넷 볼 때 시간을 보고 시작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할 때 제가 하는 일에 관심 가지고 뭐 하는
지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이나 그런거를 하지 말라고 자제를 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다른

게 하는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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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cause

것을 하기 원하거나 그런 것 같아

과정 action

결과 effect

서…. 그냥 핸드폰을 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일관성 없는 태도

불안감 / 우려감

냥 뭐 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바라
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바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

디지털 미디어 이용 제재

•양육(중재) 방법에 대한 확신 부족

•유해/연령제한 콘텐츠 이용

•시간 조절

•자녀 또래관계에 소외 걱정

•건강 (수면부족, 성장저하,
시력, 뇌, 자세)

•잔소리

•양 부모 간의 의견 대립

•기술을 이용한 통제 (모니터링앱,
비밀번호 설정 등)

자녀와 소통 불만족

•디지털 미디어 중독성 (자기
자신의 통제도 어려움)

3-2.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을 둘러싼 부

•디지털 미디어 이해 부족

모·자녀 갈등구조

•불가능한 규칙 설정으로 인한 이행 실패

•자녀 성적하락 (계층상승/
사회적 성공에 대한 욕망 투영)

•압수
•공동장소 (거실) 에 두기 등

• 자녀와 소통 불만족의 원인을 디지털
미디어에 귀인

기저요인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청소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세계 활동에 대한
궁금증

이상적인 가족상/부모상에 대한 기대

년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해결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는 그 행동에 숨어있는 원인

외부환경

을 밝히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이

•대체 활동의 부재

다. 연구진은 FGI를 통해 청소년의 디지
털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지 그

다. 오른쪽 그림은 갈등이 발생하는 원
인과 과정, 결과를 부모 입장과 자녀 입

•또래관계에서 미디어 중요성

•의심-거짓말

•활용가능 자원 (돈, 시간, 에너
지) 부족

•말다툼

발달과업/청소년기 특징

구조를 파악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

•청개구리형 태도

자녀

•프라이버시 형성 시작
•또래관계 형성 욕구, 소외에
대한 두려움

장에서 정리한 결과이다. FGI 결과를 토
개인 속성

진행한 워크숍과 심층인터뷰 결과를 반

•자신만의 기준, 절제력 부족
(뭘 원하는지/뭘 할지 모름)

지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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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몰입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판단 못함
•가정에서 부모의 미디어 사용 행
동과 비교/억울함
•자율적 통제의 욕구

부정적 감정 반복
•죄책감 (멈춰야 한다는 자각)
•반감/답답함/절망/무기력 (부모의 이해
부족과 과대인식)
•문제아 낙인 두려움

대로 대략의 구조도를 만들고, 추후에

영하여 보완하였다. 이 모델은 다섯 가

부모 · 자녀 갈등

•목적의식 있는 사용
•스트레스 해소 (재미추구)

•자기효능감 저하

[그림 1]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이용
관련 부모 · 자녀 갈등 발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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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모는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불안

넷째, 청소년기는 또래 관계가 가장 중요해 지는 시기이고, 디지털 미디어가

감과 우려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제재하는 행동

또래 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절대적이다. 청소년들의 일차적 대화소재는 미

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의 성적 하락, 유해 콘텐츠나 연령 제한 콘텐츠 이

디어를 통해 소비한 콘텐츠이며, 또래 관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대부분 디지

용, 건강 문제, 디지털 미디어 자체가 가진 중독성 등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디지

털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모에게서 점점 독립하고자 하는 청소년 시기

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정적인 인식도 작용하였다. 디지털 미디어 이용

에는 또래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이는 또래 관계에서의 소외

제재 방법은 시간 조절, 잔소리,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설치, 비밀번호 설정, 압

에 대한 두려움으로도 나타난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에 더욱 빠져드는 결과

수, 충전기를 공동장소(거실)에 두기 등이 있었다.

를 초래한다.

둘째, 부모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제재는 자녀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섯째, 자녀들은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를 바라

중재방법을 정하거나 자녀가 지키기에 불가능한 규칙을 정하게 되어 일관성을

며, 부모님의 제재로 인해 갈등이 생길 경우에 죄책감, 반감, 답답함, 무기력 등

유지하는 힘을 잃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부모가 본인의 양육(중재)방

부정적 감정이 나타난다.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가 자신에게 좋은 것인지 나

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자녀가 또래관게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쁜 것인지 가치판단하여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부모의 제재에 대한 반대급부

양 부모간의 의견대립도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이어졌다. 부모는 자녀와의

로 더 몰입하게 되는 경향도 있었다.

소통이 부족함을 느끼고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세계 활동에 대해 궁금증을 느끼
고 있었으나 자녀들과 이와 관련해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를 둘러싼 부모와 자녀 사이 갈등은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겪

부모의 일방적인 규제로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는다거나, 서로 간 디지털 미디어

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서로 신뢰를 회복

의 이해 격차가 커서 대화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할 수 있을 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제시한 ‘청소년 디
지털 미디어 이용 관련 부모·자녀 갈등 발생 구조(모델)’를 토대로, 부모와 자녀

셋째, 자녀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제외한 적합한 대체활동이 없어서 더욱 디

각자의 행동 안에 숨어있는 욕구와 불안을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는

지털 미디어에 몰입하게 된다.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 놀고 싶지만, 하교 후에 각

적합한 행동 action 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열쇠가 아닐까 생각했다. 따라서 부모와

자 학원으로 흩어져서 함께 있는 시간을 갖기 힘들고, 밖에서 하는 활동들은 청

자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심리적 장벽들을 확인하고, 서로가 이 문제에 어떤

소년들에게 돈과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다. 디지털 미디어는 청소년들이 이용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기에 경제적 부담이 없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여가 활동으로 일차적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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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 · 자녀는 디지털 미디어를
어떻게 다르게 쓰고 있나
4-1. 부모·자녀가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는 무엇인가

자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는 총 20가지로 분류된 165회
의 답변 중 SNS가 26회의 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TV시청(23회), 모바일
게임(22회), 카카오톡(17회), PC게임(17회), 웹툰(10회)으로 관찰되었다. 부모들
의 경우 총 20가지의 분류에서 146회의 응답 중 TV시청(34회), SNS(21회), 검
색(19회), 업무(13회), 카카오톡(13회), 모바일게임, 문자(6회) 순으로 많은 이용

1주차 워크숍을 통해 연구진들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 행동과 이에 대한 부모·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간 인식 차이를 알아보았다. 참가자들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한 디지
털 미디어 콘텐츠를 사용했는지 포스트잇에 적어보게 한 뒤 자신에게 중요하거
나 소중한 콘텐츠 순서로 나열하게 했다. 또한, 참가자는 해당 디지털 미디어 콘
텐츠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기술하고, 사용시간이 얼마나 되
는지 적었다. 이를 통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미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들에 대해 가장 빈번하게 응답한 키
워드들은 부모의 경우 정보(22회), 소통(19회), 재미(10회), 정보공유(9회), 편의
성(9회)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경우 재미(46회), 소통(28회), 심심풀이(16회), 호
기심(11회), 성취(10회) 순이었다.

디어 콘텐츠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디지털 미디어 활동에 대해
느끼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후 부모, 자녀의 답변에서 도출한 키
워드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참가자들이 작성한 자료들은 나열된 순서별로 10
점에서 1점까지 그 중요도에 대한 점수를 주었으며, 이를 답변의 빈도와 합산하
여 부모-자녀별로 정리하였다.

[그림 2] 워크숍 활동 사진 – 주로 쓰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적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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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중요도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순위

항목

키워드

11 순위

인터넷
커뮤니티

팬심, 심심풀이, 정보 공유

12 순위

학습

재미(12), 팬심(3), 감정,
견문, 호기심, 귀엽다,
기대감, 몰입, 심심풀이,
게임공략법 배우기

13 순위

V.O.D
서비스

재미(5), 성취(5), 심심풀
정보(9), 편의성(3), 호기
이(2), 장소 편의성(2),
심(2), 업무, 시간편의성,
모바일게임
시간 편의성(2), 친구,
시각 정보, 견문, 미기입
보상, 경제성, 경쟁

14 순위

(스마트폰,
PC)

15 순위

지도

16 순위

라디오

17 순위

음악

18 순위

PC게임

19 순위

정보

호기심

20 순위

신앙

신앙

항목

키워드

TV시청

정보(6), 재미(6), 휴식(3),
심심풀이(2), 견문(2), 편
의성, 팬심, 신앙학습, 스
트레스 해소, 몰입, 대리
만족, 관심사, 가족, 소통,
미기입(6)

SNS

검색

4 순위

업무

5 순위

인스턴트
메신저

소통(8), 정보공유(4), 시
간편의성, 인기, 자기표
현, 정보, 간편, 미기입(4)

업무(7), 편의성(2), 공부,
시간 편의성, 이타심, 정
보 공유
소통(7), 정보 공유(3),
편의성

6 순위

소통(2), 편의성, 정보 공
문자메시지
유, 인맥

7 순위

모바일게임

커뮤니티

항목

SNS

TV시청

키워드
소통(10), 재미(8), 심심
풀이(2), 호기심(2), 정
보 공유, 자기표현, 익명

PC게임

재미(17), 성취(5), 심심풀
이(2), 자신감, 인정, 스
트레스 해소, 보상

인스턴트
메신저

소통(12), 경제성, 비밀 공
유, 습관, 재미

(카카오톡)

(카카오톡)

8 순위

심심풀이(3), 재미, 성취

웹툰

재미(8), 스트레스 해소,
귀엽다

인터넷
커뮤니티

호기심(3), 심심풀이(2),
재미(2), 정보

정보(2), 인맥, 심리적 보 영상시청 재미(2), 경제성, 긴장감,
상, 경제성
(스마트폰, 대리만족, 심심풀이
PC)

9 순위

통화

소통(2), 스트레스 해소

10 순위

쇼핑

시간 편의성(2), 습관적,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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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중요도

문자메시지 소통(4), 비밀 공유, 친구
검색

호기심(5)

영상시청

심심풀이(1), 가족(1),
성취(1)
편안함, 스트레스 해소,
재미

항목

키워드

음악

스트레스 해소(3), 감정,
경제성

전화

소통(3), 비밀 공유

실시간
재미, 심심풀이, 대리만
인터넷방송 족
(아프리카
TV)

자녀교육, 견문, 공감

학습(2), 호기심
학습

정보, 편의성

사진

소통, 심미적 욕구

재미(2)

쇼핑

대리만족, 소비

행복

영화

재미, 몰입

심심풀이

애니메이션 심심풀이
유틸리티

기능성

지도

기능성

[표 4] 부모·자녀가 주로 활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와 사용 경험

4.2 부모·자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부모 세대는 146회의 응답 중 TV시청(36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볼 때 자신이 자랐던 세대가 주로 사용하던 미디어의 이용 방식(일 대 다 커
뮤니케이션)에 따라 현재의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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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NS를 제외한 다른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도 주로 디지털 미디어의

에 키워드에서는 차이점을 보였다. 부모세대는 ‘SNS’를 ‘정보공유(4)’ 위주로 사

기능적 용도(정보검색, 업무, 메시지 전달 등)에 중점을 두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

용하는 반면,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친구들의 게시글이나 다른 사람들이 게시한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콘텐츠를 보는 것에서 느끼는 ‘재미(8)’가 ‘소통(10)’만큼이나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 세대의 경우, 기능적 용도를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부모세대와 다르게,
TV시청 이외에도 디지털 미디어를 유희적 용도(모바일 게임, PC게임, 웹툰 등)
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165회의 답변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자리하고 있는SNS(26

연구진이 도출한 자료의 분석 외에 워크숍에서 부모·자녀의 부가적인 행동의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회)를 포함하여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른 또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대부분의 부모·자녀들은 서로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의 내용
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알지 못했다. 부모들은 자녀의 PC 사용에 있어서는 어

워크숍에서 진행한 활동에서 알아본 평소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부
모·자녀들의 공통점으로는 양쪽 모두 ‘TV시청’과 ‘SNS’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떤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경
우는 잘 알지 못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같은 사용 활동에 있어서 내부적인 키워드들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TV시청’의 경우, 부모는 정보(6), 재미(6), 휴식(3)을 선택

“항상 뭐를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이

했지만, 자녀 세대는 과반수가 넘는 응답이 재미(12)를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할

렇게 덮어버려요. (애가) 뭐를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 어머니-7 (자

수 있었다. 이는 배진한이 2001년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시청 패턴

녀: 중3, 남)

과 동기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결과인 청소년은 ‘기분전환이나 휴식, 긴장해소를
위해’, ‘오락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 ‘달리 할 일이 없어 시간을 때우기 위해’ 주

스마트폰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상 그 크기와 성격이 PC를 비롯한

로 텔레비전을 보는 반면 ‘정보획득’ 목적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우는 그렇

다른 매체들에 비하여 더욱더 개인적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

게 많지 않았다는 점 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들과 함께 콘텐츠를 즐긴다거나, 자신의 사용 내용 혹은 경험에 대해서 공유하는

37

것이 어렵다.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가 어떤 콘텐츠를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
또한, 평소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활동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SNS’도
양쪽 모두 ‘소통’(부모8, 자녀10)이란 키워드가 가장 빈번하게 나왔지만, 그 외

에, ‘행여나 성인콘텐츠 혹은 연령제한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에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7. 배진한. (200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시청 패턴과 동기. 방송문화연구, 13, 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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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모·자녀가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는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

을 즐기고 있다’는 것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서

았다. 워크숍 활동에서도 ‘SNS’ – 부모(21회) 자녀(26회), ‘TV시청’ - 부모(34회)

로 어떠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염려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

자녀(23회), ‘인스턴트메신저(카카오톡)’ – 부모(10회) 자녀(17)회의 응답을 보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또한, 사용 경험 면에 있어서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키워드들을 내포하

셋째, 자녀들은 부모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새로운 매체

고 있었다. (‘TV시청’의 경우, 부모는 정보(6), 재미(6), 휴식(3)을 선택한 반면, 자

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세대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녀 세

녀 세대는 과반수가 넘는 응답이 재미(12)를 선택).

대들에서 나온 응답인 아프리카 TV(4회)는 ‘실시간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이다.
기존의 방송 콘텐츠와 다른 부분은 매체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콘텐츠를 송신하

“(엄마의) 카톡과 (나의) 게임은 같다. 엄마 보면 맨날 카톡하고 있고. 맨

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시청자와 채팅창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고, 실제로 방송을

날 네이버나 기사나 이런 거 보고 있고. 그런데 굳이 봐야 하는 중요한 기

하고 있는 진행자(BJ Broadcasting Jockey)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프리

사도 아니고.” - 자녀-10(초6, 남)

카 TV는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4회의 응
답에 그쳤지만, 이후 진행되었던 워크숍의 내용에서는 자녀 세대가 자주 언급하

상당수의 부모는 자녀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뿐,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프리카 TV의 콘텐츠를 직접 아프리카 TV

자신과 비슷한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에 들어가서 보지 않더라도, 녹화된 콘텐츠를 유투브 Youtube 등의 동영상 스트리밍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녀들은 같은 활동을 하는 데 왜 자신만 못하게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즐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터넷 개인 방송

지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같이 특정한 주제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제작되는 새로운 매체들이 기존
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엄마가 생각보다 일을 많이 하고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 자녀-14(중
3, 남)

하지만 반대로 자녀세대 역시 부모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활
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
서 부모·자녀 서로가 어떠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즐긴다거나 ‘서로 비슷한 것

4-3. 서로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내용 공유하기
부모와 자녀는 각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콘텐츠들을 배열하고 좋은 점과 나
쁜 점을 적어본 뒤, 결과를 가운데 놓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로가 최근에 어떤 디지털 미디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평소 자녀에게 관심이 많은 부모는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라는 반
응도 있었고, 전혀 모르던 것들을 새로 알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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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은 ‘클래시오브클랜’, ‘아프리카 TV,’ ‘ask.fm’ 등 부모세대에게 익숙하

부모들은 자녀들이 위험한 콘텐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있었는데,

지 않은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하면 호기심을 갖고 자녀에게 이것이 어떤 내용인

막상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활동을 알아보고 나니 안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3

지 질문했다. 부모가 물어봤을 때, 워크숍 내내 조용하던 아이가 게임이 어떤 내

남학생을 둔 어머니(어머니-7)는 자녀가 평소 어떤 게임을 하는 지, SNS로는 무

용인지 열심히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모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어차피 공감

엇을 하는 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이렇게 보니까 별로 나쁜

을 못 할 것을 아니까 귀찮아 하거나 성의 없이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걸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겠네요. 안심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모가 하나하나 짚으며 물어봤을 때,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2 남학생을 아들로 둔 워크숍 참여자(어머니-18)는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게
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폴더폰을 사 준 상태였는
데, 자녀는 활동 내내 이에 대한 반발감을 소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이건 뭐야?”

5. 건강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부모·자녀 약속 정하기
5-1. 부모·자녀가 합의한 약속(중재행동)의 우선순위

라는 어머니의 질문 속에 “이건 또 뭐야?” 또는 “이거 쓸데없는 것 아니니?”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자 아이는 그것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자녀들은 부
모들이 순수한 호기심과 관심에서 물어보는 것인지,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모가 이런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때

2주차 워크숍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약속을 선정하
였다. 먼저 연구자들이 13개의 중재방법을 제안하고, 그 중에 부모·자녀가 합의
하여 한 가족당 3개씩 약속을 정하도록 하였다.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활동을 자꾸만 숨기려고 하게 되고, 이럴 경우 자녀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될 때 부모가 이를 발견하고 도움
을 줄 수 없게 될 것이다.

자녀도 부모가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다.
위에 언급된 어머니의 자녀(자녀-18)는 “엄마도 드라마 많이 보잖아. 줄이세요”
라고 말하며, 자기한테는 줄이라고 하면서 부모는 마음대로 보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림 3] (좌) 약속 정하기 활동 모습, (우) 자녀-16(중3, 여)의 약속 정하기 활동 결과

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자녀들도 기존에는 부모가 하는지 몰랐던 디
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해 놀라는 반응도 있었고, 기존에 언급했었던 남학생(자
녀-14)의 경우처럼 “엄마가 생각보다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
면서 미안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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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부모·자녀가 합의하여 선정한 약속들 중 가장 많이 선정된 순서로 나
열한 것이다. ‘선정된 빈도’는 전체 참여자 중 해당 약속을 선정한 가족 수이며, 연
구진이 제시한 약속 외에 부모·자녀가 새롭게 약속을 정한 경우에는 아래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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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각각의 약속을 선정한 이유를 써넣었는데,

공통으로 가장 많이 선정한 약속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줄이고, 그 시간에

이를 연구진들이 합의하여 공통된 속성에 따라 키워드로 정리하였다. 약속 선택 이

취미활동 하기(악기연주, 요리, 그림 등)’ 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줄이고, 그 시

유 키워드 옆의 괄호는 해당 이유가 언급된 빈도를 나타낸다.

간에 운동하기(또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며 운동하기)’였다. 장래희망이 디
자이너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자녀-5)은 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중독되니

순위

선정된
빈도

약속

약속 선택 이유

약속 선택 이유

까 차라리 핸드폰 할 시간에는 미술에 대해 더 알아보고 그림을 그릴 것이다” 라

(자녀)

(부모)

고 답하였다. 이는 과다사용에 대해 자녀의 자각이 있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11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줄이고, 그 시 과다사용 우려(3)
간에 취미활동 하기 (악기연주, 요리, 친구와 놀고싶음
성취감, 건강
그림 등)
가족과 함께 활동

지식함양(2)
과다사용 우려
효율적 시간 활용
정서적 안정, 성취감

9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줄이고, 그 시 건강(2)
간에 운동하기(또는 디지털 미디어 가족과 함께 활동(2)
친구와 놀고싶음
를 이용하며 운동하기)

건강(4)
스트레스해소(2)
또래관계, 가족소통

8

가족들과 디지털미디어 (게임, SNS 부모이해요구(2)
가족소통(2)
등) 함께 즐기기
가족과 함께 활동

가족소통(2)
가족과 함께 활동(2)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활동과 경험에 가족소통(2)
대해 가족과 다같이 이야기 나누기 공감, 부모이해요구

자녀에대한이해(2)
가족소통
디지털리터러시이해
건강(4)

5

잠자리에 누운 후에는 스마트폰 사 건강(2)
용하지 않기

건강

6위

3

가족들의 스마트폰 충전기는 거실과 건강, 과다사용우려
같은 공동 장소에 모아두기

3

연령 제한이 있는 디지털 콘텐츠 사
용하지 않기

유해콘텐츠우려(3)

7위

1위

2위

3위

4위

5위

5

대체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나타낸다.

3, 4위로는 ‘가족들과 디지털 미디어(게임, SNS 등) 함께 즐기기’ 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활동과 경험에 대해 가족과 다같이 이야기 나누기’가 선정되었다.
부모와 자녀 모두 공통으로 ‘가족 소통’과 ‘가족과 함께 활동’을 이유로 꼽았다. 이
는 부모와 자녀 모두 가족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자녀는 “부모님도 해봐야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자녀가
디지털 미디어 활동에 대해 부모님의 인정과 이해를 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연령 제한이 있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하지 않기’는 주로 부모가 먼저
선정하였고, 이는 자녀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자녀는 어렵지 않게 순응했다.

이외에 자녀가 합의하여 추가로 작성한 약속들로는 ‘연령 제한이 있는 특정
사이트나 게임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설치하기, 12시에는 핸드폰을 끄기, 시작한

•연령 제한이 있는 특정 사이트나 게임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설치하기

추가
각 1번
항목

• 12시에는 핸드폰을 끄기

디지털미디어 활동은 끝낼 수 있게 시간을 주고 잔소리하지 않기, 잠자기 1시간

• 시작한 디지털미디어 활동은 끝낼 수 있게 시간을 주고 잔소리 하지 않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기, 컴퓨터(스마트폰)에 암호를 설정하고 사용 시간 지키기,

•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사용하지 않기
• 컴퓨터(스마트폰)에 암호를 설정하고 사용 시간 지키기

할 일 다하고 디지털 미디어 사용하기’ 등 주어진 약속과 비슷했던 약속들이 많

• 할일 다하고 디지털 미디어 사용하기

았다. 위의 약속들은 평소에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며 느낀 어려움을 바탕으로

[표 5] 부모·자녀가 합의한 약속(중재행동)과 선정 이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약속들이다. 대화를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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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는 본인의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며 겪은 어려움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었
고,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가 선입견을

약속이
약속

지켜진 정도
자녀

버리고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활동 동기를 경청하며 적합한 미디어 활용 방

(상황적 요인) 아파서 나가서 놀 수 없었음/ 일
하고 문상가는 등 00에게 신경을 잘 못썼음/

향과 이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였을 때, 자녀 쪽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워크숍 활동에서 연구진이 제시했던 약속들 중 선정되지 않은 것들을 크게 두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줄
이고, 그 시간에 취미활
동 하기 (악기연주, 요리,
그림 등)

0.78

0.71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가족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 사용 조절하기

결제 서비스 구입할 때에는 부모님 허락 받기’)이다. 이 약속들의 공통점은 부모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줄
이고, 그 시간에 운동하
기(또는 디지털 미디어
를 이용하며 운동하기)

(함께 있는 시간 부족)나의 시간과 00이와 맞
지않아서
1.11

1

의 개입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술적인 개입을 사용하는 약속
들(‘컴퓨터는 거실과 같은 공동 장소에 두기’, ‘집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허락된 시간에만 사용하기’)이 있었다. 부모는 위의 약속을 선정하고자 하였지

가족들과 디지털미디
어 (게임, SNS 등) 함께
즐기기

5-2. 잘 지켜진 약속, 안 지켜진 약속
부모·자녀가 합의하여 디지털 미디어 이용 약속을 선정한 후, 각 가정은 1주일
동안 합의한 약속을 실행해 보았다. 참가자들은 약속이 지켜진 정도를 돌아보며,
잘 지켜진 약속과 잘 안 지켜진 약속,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해 기술하였다. 아래의
표는 약속이 잘 지켜진 정도와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숫자가 2에 가까울수록 약속이 잘 지켜졌음을 의미한다. (0=약속이 전혀 지켜지

(시간 및 의지부족)혼자 하기를 싫어해서 / 시
간도 없고 귀찮기도 하여서
(함께 있는 시간 부족)같이있던 시간이 많지
않았다/ 서로 바빠서

1

1.25
(공통 관심사 부재)디지털 미디어에 관련된 공
통되있는 매체가 없어서

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신
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 부족) 주중에 시간이 나지 않았음/ 시간
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다/ 학원에서 끝나면
10시거나 수학은 집에와서 숙제를 하고 밥먹
고 하면 시간이 없다/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
간 부족
(의지 부족)생각없이 휴대폰만 해서/의지 부족

관련된 약속들(‘부모님과 함께 내가 할 디지털 미디어 활동 선택하기’, ‘내가 디지
털 미디어를 이용할 때 부모님이 옆에서 지켜봐 주기’, ‘현금으로 디지털미디어

잘 지켜지지 않은 이유 (인용구)

부모

(함께 있는 시간 부족)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
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활
동과 경험에 대해 가
족과 다같이 이야기 나
누기

0.8

1

잠자리에 누운 후에는 스
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1.75

1.33

가족들의 스마트폰 충전
기는 거실과 같은 공동
장소에 모아두기

2

2

연령 제한이 있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하지 않기

2

2

(공통 관심사 부재) 정보부족, 자세히 알지 못하
고, 깊이 있게 대화하지 못함
(상황적 요인)친구들과의 카톡 때문에
잘 지켜짐

잘 지켜짐

[표 6] 부모·자녀가 합의한 약속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한 평가

지 않았다, 1= 약속이 조금 지켜졌다, 2= 약속이 잘 지켜졌다.)
98

99

가장 잘 지켜진 약속들은 ‘가족들의 스마트폰 충전기는 거실과 같은 공동 장

반면 많이 선정되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은 ‘가족들과 디지털미디어

소에 모아두기’와 ‘연령 제한이 있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하지 않기’였다. 이와 같

(게임, SNS 등) 함께 즐기기’와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활동과 경험에 대해 가족

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약속들은 잘 지켜졌으며, 약속의 성취 여부

과 다 같이 이야기 나누기’가 있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바쁜 일상과 서로 다른

를 판단하기가 쉬웠다.

일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긴 대화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이러한 약속
또한 개인마다 생각하는 ‘함께 즐기기’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약

1, 2위로 선정되었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줄이고, 그 시간에 취미활동 하기

속이 잘 지켜졌는지의 판단 여부가 모호해질 수도 있다. 또한, 위의 약속들을 선

(악기연주, 요리, 그림 등)’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줄이고, 그 시간에 운동하기

정한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함인데, 오랜 시간 고착된

(또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며 운동하기)’ 같은 경우 가장 선호도가 높았음에

의사소통 패턴을 짧은 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만족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지

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지켜지지 않았다. 잘 지켜지지 않은 이유들은 시간과 의

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1주 동안의 변화만

지 부족이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구체적인 목

으로는 위의 약속들이 잘 지켜졌는지 판단하기는 힘들 것이다.

표가 없는 경우 약속을 이행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소 생활 패
턴이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큰 변화를 도모하
는 것이 어려웠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기 성장과 건강 그리고 다음 날 컨디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자리에
누운 후에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라는 약속을 선정하였지만, 이를 지키기는
쉽지 않았다. 본인도 피곤함을 느끼고, 다음날 컨디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비록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스스로 판단했을지라도, 대부분 자녀들은 부

미디어 활동이 너무 재미있어서 멈추기 어려웠다고 한 응답이 있었다. 또한, 본

모와 합의하여 선정한 약속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자

인은 일찍 자고 싶지만, 친구들이 미디어를 통해 가장 활발하게 소통하는 시간은

녀-16)의 경우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줄이고, 그 시간에 운동하기’를 약속으로

주로 늦은 시간이었다고 한다. 이 때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면 친구들과 멀어지지

선정하였는데 운동만 하는 경우 심심하고, 보고 싶은 TV프로그램이 있어서 TV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쉽게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를 시청하며 줄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자녀는 미디어 이용을 줄이기에 현실적

청소년 또래 관계에 디지털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미디어 활동은 개

인 어려움을 느꼈지만,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

인의 의지와 욕구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의 활동임을 살펴볼 수 있다.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어머니는 자신이 잊고 있었던 약속을 자녀가 지키기 위해
나름의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다. 자녀 또한 완벽하게 약속을 지

5-3. 서로가 바라는 우리 가정의 모습

키지는 못했지만 약속을 기억하며 시도해 나갔던 점에서 약속 이행을 실패했다
고 느끼지 않았다. 이를 새로운 다짐 및 목표를 선정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했다.

3주간 워크숍 활동을 진행하며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
다. 서로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그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소통한 것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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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로 변화하기 위해 약속하는 계기를 가졌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후, 결과
적으로 서로 약속한 것을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서 각 부모와 자녀는 약속을 지켰을 경우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약속을 못 지키
는 경우 한계를 체험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미디어 사용 습관을
개선하려면, 개인 성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기반 되어야 하고, 신뢰 또한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소 부모와 자녀는 막연히 서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정 밖 환
경에서 객관적으로 서로를 바라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마지막 워크숍 활동에
서 각자 서로가 원하는 자신의 모습과 함께 이루고 싶은 가정의 모습을 그려보
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4] (좌) 자녀-8이 바라는 자신의 모습, (우) 어머니-8이 바라는 자신의 모습

[그림 4]는 자녀와 어머니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자기 모습 세 가지를 선택하
고 그린 그림이다.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자녀-8)은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용기 있는 나, 자신감 있는 나, 특별한 기술을 가진 나 (컴퓨터 기술, 로봇 기술)’
세 가지를 선택했다. 이 참가자의 어머니가 선택한 모습은 ‘다른 이들을 배려하
는 나, 감사할 줄 아는 나, 건강한 나’였다. 부모와 자녀는 각자가 선택한 서로의
모습을 살펴보며 대화를 나눴고, 이 전에는 잘 몰랐던 서로의 가치관과 목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앞으로 바라는 가정의 모습 세 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그림을
그렸다. 이 부모 자녀가 선정한 가족의 모습은 ‘서로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이
해하기, 서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눈이 마주칠 때 서로에게 웃어주

[그림 5] 가족-8이 바라는 가족의 모습

며 메롱 하기’ 였다. (원래 연구진들이 제시한 문구는 ‘눈이 마주칠 때 서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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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주기’였으나 부모 자녀가 대화를 나누며 재미있게 수정한 부분이다) 부모 자
녀가 함께 바라는 가족의 모습에는 원활한 대화를 바탕으로 서로의 관심사를 알
아나가고 싶은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5-4. 워크숍을 통해 배운 점, 앞으로의 다짐
부모·자녀는 3주간의 워크숍 활동을 마무리하며, 워크숍에 참여하기 전의 기
대와 워크숍에서 배우거나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공유했다. 일부 부
모 참가자는 처음에는 워크숍에서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

한 여학생(자녀-16, 중3)의 경우, 자신이 바라는 가정의 모습으로 ‘서로의 입
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언제나 화목한, 여행을 많이 하는 우리 가족’을 선정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우리 가족, 서로에게
감사하는 우리 가족, 함께 여행을 떠나는 우리 가족’을 지정하였다. 이 가정의 경
우 ‘여행을 많이 하는 우리 가족’을 함께 선정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정의 모
습을 기대하고 있었다. 평소에 서로의 바람을 막연히 알고 있다고 믿었던 부모와

으킴으로써 자녀의 미디어 활동 자체를 줄이는 것을 기대했다고 응답했다. 하지
만 워크숍 활동을 진행하며 새로운 문화로서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장단점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사
용 동기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
으로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활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보다 오히려 부모가 먼저 변
하고, 디지털 미디어에 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자녀는 워크숍 활동을 통해, 서로가 원하는 가족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게 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노력의 방법을 함께 공유해나가며 서로에 대해 더 깊
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 모집 한다는 광고만 봤을 때는 디지털 미디어에 안 좋은 점이나,
요즘 아이들의 심각한 중독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아이들이 ‘내가 이
러면 안될 텐데’ 라는 생각 하도록 만든다고 왔는데 그 반대였던 것 같아
요. 아이에게 필요한 강의라기보다 엄마들에게 필요한 것 같고, 가족끼
리 집에서 같이 생활해도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객관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디
지털 미디어에 대해 편견이 없어진 거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체험한 것을 미디어 속에서 찾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
라고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아이가 저랑 완전히 다른 환
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말
이나 행동을 평소와 똑같이 해도,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전혀 모
르던 때와 제 마음의 상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소득

[그림 6] 자녀-16이 바라는 가족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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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어머니-16이 바라는 가족의 모습

인 것 같고,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려면 무조건 못 하

105

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시대가 바뀌는 것에 맞춰서 같이 가야 하는구

들은 자신을 이해해줬으면 하는 욕구 외에도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부모에 대

나 생각했어요.” - 어머니-16(자녀: 중2, 여)

해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 좋은 경험이라고 응답했다.

“우리00이 때문에 왔지만, 제가 많이 공부하고,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엄마는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엄마에 대해 잘 몰랐는데,

한다는 걸 많이 느낀 시간이었어요” - 어머니-4(자녀: 중2, 남)

그런 점들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 자녀-6(중2, 여)

한편 자녀의 경우는 평소 본인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은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즐기면서도 막연한 불안감과 죄

“오후에는 가족끼리 만나서 하는 시간이 없고 각자 개인 시간을 가졌었
는데, 이 3주간 다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 자
녀-15(중3, 여)

책감을 느끼게 되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신의 디지털 미
디어 사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목

이렇듯 디지털 미디어 활용을 둘러싼 크고 작은 갈등의 원인 및 결과는 다양

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목

할 수 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음

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는 데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점차 올

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6. 결론 : 변화의 시작점 찾기
“…지금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번에 계
획도 세우고 그걸 생각하면서 조금씩 줄여나가기도 해서 제 나름대로 뿌
듯했어요.” - 자녀-14(중3, 남)

가정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
까? 이번 연구는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기
존처럼 디지털 미디어의 부작용에 초점을 맞춰 이용 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것만

“평소에 스마트폰을 계획도 없이 막 하다가, 여기 오고 나서부터 계획도

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문제는 더

세우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 자녀-21(중1,남)

깊은 곳에 숨겨진, 더 근본적인 부모·자녀 관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존 연구들
이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에서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을 예방할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부모와 가족구성원과의 소통에 대한 바람이 있다는 것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진들은 가족구성원 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갈등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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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
진이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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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가 함께한 FGI를 통해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고, 서로가 원

워크숍 활동을 통해 부모들은 자녀가 매일 어떤 게임을 하고 어떤 동영상을

하는 해결 방안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참여워크숍을 기획하고 서울,

보는지, 그리고 어떤 SNS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먼저 부

대전, 목포에서 총 19쌍의 가족을 만났다. 3주간의 참여워크숍으로 참가자의 디

모들은 본인이 걱정했던 것처럼 자녀가 유해한 콘텐츠들을 접하는 것이 아니었

지털 미디어 이용 행태를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부

다는 것에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녀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충족

모·자녀가 서로 이해하여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을 세밀하게 탐구할 수 있었다.

하고자 하는 것들이 부모들이 청소년기에 느꼈던 욕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자,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두 명의 중학생 아들을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해법을 찾고자 했지만, 가정마다

둔 한 어머니는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을 금지하

배경과 부모·자녀 관계 역학이 서로 달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통쾌한 답을 찾기

기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

는 어려웠다. 또한, 오랜 기간 형성된 가족 문화와 의사소통 방식을 짧은 시간 안

게 되었다고 했다.

에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연구진이 발견한 변화의 실마리를 몇 가

“애들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지 제안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이 무조건 안 좋고 시간 낭비라고 몰아세우지 않았나 라는 생각
을 하고, 세대가 바뀌었으니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의 놀이고 문화생활이

첫째, 부모가 먼저 청소년의 디지털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 디지
털 미디어는 청소년 문화의 중심에 서 있다. 부모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제대

니까 그걸 알고 좋은 쪽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 어머니-20(자녀: 중3, 중1, 남)

로 이해하지 못할 때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이런 불안감과 선입견 때문
에 자녀의 미디어 활동을 통제하려고만 할 경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우

둘째, 디지털 미디어 사용 약속은 부모와 자녀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부

려가 강압적인 통제로만 여겨져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 자녀와 의사소통할 때

모가 자신의 바람과 자녀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규칙을 제시했던 경

에도, 부모는 자녀가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대화

우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모가 먼저 제안을 할 경우

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좋아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을 제대로 이

에는 부모가 원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해해야 자녀가 그 활동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현실

이용 목적, 그것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생활 패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몇 가

에서 해소할 방법을 찾아줄 수 있다. 또한, 중재하려고 할 때는 자녀가 사용하는

지 선택지를 주어야 한다. 자녀 또한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얻고

콘텐츠 내용을 잘 알아야 자녀가 좌절감, 우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

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부모님과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 설득하려고 노력해

향을 설정할 수 있다.

야 한다. 자녀의 하루 일과,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목적 등이 고려된 현실적
인 약속을 함께 선정한 경우, 자녀 또한 그 약속에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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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을 통해 자율적인 통제력을 기르는 훈련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넷째, 디지털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설계가 필요하다. 부모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실제로 지켜나갈 때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 한 가지 디지털 미디어를 못 하게 하면, 그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은 줄어들

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지만, 그것을 대체하는 다른 미디어 활동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근본적
인 해결을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디

셋째, ‘시간’ 중심으로 사고하지 말고, ‘활동’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 기존의

지털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활동의 중재방법은 시간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실패 확률이 크다

자녀들은 디지털 미디어가 너무 좋아서 그것에 빠지기보다는 현실에서 하고 싶

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동기는 다양하다. 디지털

은 적절한 여가활동을 찾지 못하거나, 하고 싶어도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쉽

미디어를 활용하여 즐거움을 추구할 수도 있고, 친구와 소통하기도 하고, 자아실

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

현을 위한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 내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

모와 자녀에게 중재방법을 합의하라고 했을 때도,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줄이고

성하고자 하는데, 이를 단순하게 시간 단위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워크숍에 참여

그 시간에 취미활동 하기’나 ‘운동하기’가 가장 많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했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자녀-13)은 은 하루에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도

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루 일과를 활동 중심으로 구획화하여, 자녀 스스로 각 활

록 부모의 허락을 받았는데, 게임 특성상 1시간 안에 한 판이 끝나지 않을 수 있

동이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하루를 채울

었다. 부모는 정해진 1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끄라고 하지만, 한창 게임에 몰입해

수 있도록 부모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맹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완수하고 얻는 보상과 성취감을 포기하고 중간에 끄는 것

목적인 소비가 아닌 창조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

이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중간에 게임을 하다가 나오는 것은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정해

다섯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자녀의 혼란을 줄이

놓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 친구들과의 사회적 규칙을 어겨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

고, 순방향으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관

생한다. 자녀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규칙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FGI 참가자 중에 한 어머니의 경우, 나름대로 자녀

이것이 반복되면 자기 자신을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하

와 규칙을 정했는데 아버지는 이에 대해 너무 관용적이어서 자녀가 자신이 유리

고 자기효능감은 떨어지게 된다. 만약 부모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시간 규제

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용하려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또 다른 워크숍 참

가 아닌 활동 중심으로 중재했다면, 아이는 부모와의 약속과 친구들과의 약속을

가자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스마트폰을

모두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못하게 하거나 압수해 버려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반대로, 지속
적인 아버지의 중재를 통해 자녀가 순방향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게 된 경
우도 있었다. 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이용 방향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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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어머니 또한 일관되게 약속 이행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선정

대로 볼 줄 아는 것이다. 그동안 부모가 자신의 바람과 기대로 자녀를 바라보았

한 약속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던 것이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상대방을 바로 보
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마다 서로 다른 특성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워크숍 참가
자 중에는 딸과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두 자녀가 좋아하는 미디어도 다
르고 부모의 중재 방법에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
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낮은 자녀의 경우에는 자신이 그만두고
싶은데도 그만두지 못할 때 어느 정도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하였다. 같
은 자녀의 경우에도 발달 과정, 상황에 따라 늘 변화한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관
심과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청소년기를 지나며 점점 자율적인 의
사결정을 원하게 되고 부모의 통제를 부담스러워 하게 된다. 그러므로 늘 획일화
된 중재 방법을 적용하면 약속은 현실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각
각의 자녀, 자녀의 상태, 관심사, 생활 패턴에 대해 이해를 하고 대화를 통하여 약
속을 개선하고 상황에 맞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

한 어머니는 아이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한 방에 멈추게 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자녀를 데리고 워크숍에 참석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자신이 먼
저 변해야 하고, 자녀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돌아가는 기분이라고 했다. 그전에는 ‘한 방에 멈추게 할’ 방법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부모·자녀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자녀는 더욱 디지털 미디
어 속으로 숨으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지금의 행
동을 잠깐 멈추고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 현상을 자신의 시각
으로 관찰하는 것이라면, ‘바로 보는 것’은 나의 관점에만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
지 시각에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원인까지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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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디지털 과몰입, 아이의 일탈인가 시대의 변화인가

들어가며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과몰입과 관련된 인지-행동 모듈들을 선정하고, 이를
조사하여 인구학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그 연관 관계를 검증하였다.

모듈

qa18a11, qa18a12
qa18a13, qa18a14

인터넷 동영상, 음악 등을 즐긴다 (p_dl_multimedia_use)

qa18a03, qa18a04
qa18a05

인터넷에서 욕설/아이디 도용을 한 적이 있다
(p_dl_misconduct)

qa18a07, qa18a08

디지털은 아이들의 자기 통제 향상에 도움을 준다
(p_dv_help)

qa19a18, qa19a19

가치관

디지털은 아이들을 무책임하게 만든다 (p_dv_irresponsible)

qa19a03

(부모)

디지털 규제법이 필요하다 (p_dv_law)

qa19a21

디지털은 아이들의 자기 이해를 돕는다 (p_dv_self )

qa19a22, qa19a23

아이들과 함께 컴퓨터를 한다 (p_dm_doing_digital_together)

qa20a10, qa20a15
qa20a17, qa20a04
qa20a05, qa20a06

디지털

컴퓨터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p_dm_plant_
control_software)

qa20a11, qa20a12
qa20a13

중재 행위

컴퓨터 사용 시간 제한을 둔다 (p_dm_time_limit)

qa20a01, qa20a02

아이들과 아이디, 신용카드를 공유한다 (p_dm_
share_id_card)

qa20a19, qa20a20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 친구들과만 어울리게 한다.
(p_dm_offline_frds_only)

qa20a21

아이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쓴다 (p_da_over_time)

qa21a02, qa21a03
qa21a04, qa21a11
qa21a12, qa21a14

아이들이 디지털을 우선시한다 (p_da_prior)

qa21a06, qa21a07
qa21a08

아이들은 부모에 복종해야 한다 (p_ca_obedient)

qa27a11, qa27a12

아이들은 자율적이어야 한다 (p_ca_independent)

qa27a08

모든 결정은 부모가 해야 한다. (p_cp_dmake)

qa28a06

디지털
문해력

분석의 결과 ‘중간계층의 사회적 열망과 성적’, ‘부모의 과몰입’, ‘디지털 멀티
미디어’, ‘감시와 권위’의 차원에서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해석을 얻을 수 있었다.
디지털

서베이 회사는 총 1,000명에 대하여 302개의 변수를 조사하였다. 질문지는
부모-학생 각각 디지털 행동과 관련된 5개의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디지털 몰
입,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가치관, 디지털 중재 행위, 부모 - 아이 관계) 각 모듈
에는 10~30개의 구체적인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클리닝은 각 모듈
에 대한 팩터 분석으로 시작하였다.

질문지 변수

인터넷 토론이나 정보 공유에 참여한 적이 있다
(p_dl_participation).

(부모)

1. 설문조사 데이터 구조와 정리 과정

팩터

(부모)

1-1.요인 FACTOR 분석
본 데이터의 팩터는 PCF Principal Component Factor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후 과정
은 일반적인 팩터 분석의 방식을 따랐다. Eigenvalue가 1 이상인 팩터들을 선정
하였으며, 각 팩터의 규정 변수는 0.6 이상의 variance와 0.4 이하의 uniqueness를 기준을 통해 선정하였다.

하나의 팩터로 분류된 변수들의 평균을 팩터 레벨 변수로 만들었다. 모듈과
팩터레벨 변수, 그리고 원래 질문지변수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과몰입
(부모)
부모-아이
관계
가치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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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디지털
문해력
(아이)

디지털
가치관
(아이)

디지털
중재 행위
(아이)

디지털

팩터

질문지 변수

인터넷 토론이나 정보 공유에 참여한 적이 있다
(k_dl_participation).

qb10a12, qb10a13
qb10a14

인터넷 동영상, 음악 등을 즐긴다 (k_dl_multimedia_use)

qb10a04, qb10a05
qb10a06

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분석에서는 모듈들의 공분산이 큰 것

인터넷에서 욕설/아이디 도용을 한 적이 있다
(k_dl_misconduct)

qb10a08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 전체를 독립변수로 가정하여 실행한 회귀에서 tolerance

디지털은 자기 통제 향상에 도움을 준다 (k_dv_help)

qb11a18, qb11a19

level이 0.25 이하이거나 vif가 4 이상인 변수들을 제외하였다.

디지털은 아이들을 무책임하게 만든다 (k_dv_irresponsible)

qb11a02, qb11a03
qb11a04

디지털 규제법이 필요하다 (k_dv_law)

qb11a21, qb11a30

디지털은 아이들의 자기 이해를 돕는다 (k_dv_self )

qb11a22, qb11a23

부모님이 자신과 함께 컴퓨터를 한다 (k_dm_doing_digital_together)

qb12a05, qb12a17

부모님이 컴퓨터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k_dm_plant_control_software)

qb12a12, qb12a13

부모님이 컴퓨터 사용 시간 제한을 둔다 (k_dm_
time_limit)

qb12a01, qb12a02

부모님이 자신과 아이디, 신용카드를 공유한다
(k_dm_share_id_card)

qb12a20

부모님은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 친구들과만 어울
리게 한다. (p_dm_offline_frds_only)

qb12a21

나는 디지털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쓴다 (k_da_over_
time)

qb13a04, qb13a12
qb13a14

나는 디지털을 우선시한다 (k_da_prior)

qb19a07, qb19a08

관계

을 고려하여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사용하였다. 170개 변수 중, 종속 변수 4개를

1-3. 모듈의 비배타성 문제
종속 변수인 디지털 과몰입은 아이가 디지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와

사실 아이의 디지털 활동에 대한 양측의 판단은 아이의 전반적인 역할 수행 role
playing

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다만 그 정도가 부모의 교육, 가족의 소득 수준

같은 인구학적 변인을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뿐이다.

모듈들의 상호비배타성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로는 모든 모듈이 4가지
종속변수들에 대해 .9 상당의 R2을 가진다는데서 찾아질 수 있다. 이 같은 공통
적으로 높은 변이설명성은 종속변수와 모듈들 사이의 양방향 상관성 때문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너무 게임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디지털 과
몰입; 종속변수)는 가정의 컴퓨터에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다. (디지털

부모-아이
가치관

일반적으로 tolerance level이 0.1 이하 이거나 vif가 10 이상인 경우 공분산

디지털을 얼마나 우선시하는지에 대한 부모, 아이 양측의 판단을 물은 결과이다.

과몰입
(아이)

1-2. 공분산성 multicollinearity 의 문제

모든 결정은 부모가 해야 한다. (k_cp_dmake)

qb20a05, qb20a06

중재행위; 독립변수)

(아이)

이 같은 해석의 유의점을 전제한 후, 본 분석에서는 총 28개의 모델을 측정하
였다. 인구학적 변수를 공통적으로 통제한 후, 7개 모듈의 부모-아이 쌍을 통해
디지털 과몰입 4개 변수를 예측하는 총 28개의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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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OLS regression을 통해 측정하였다. 원래 설문이 5점 척도로 구성되
어 종속변수를 count variable로 가정하면 poisson이나 negative binomial을
실행할 수 있으나, 팩터 구성 과정에서 종속변수가 소점 자리로 확장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 조사는 전국 7개 대도시에서 실행되었다(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울산). 지역 더미로만 이루어진 모델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견되어(인천의 과
몰입 성향이 높았음) 지역 기반 variance cluster estimator를 사용하였다.

2-2. 인구학적 변인들: 성별, 나이, 교육, 소득
디지털 사용 행동에 대한 이론적 모듈들 외에도 본 설문에서는 인구학적 변
인들을 함께 측정하였다. 부모-아이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교육 수준과 주관적
소득 정도를 함께 물었다.

각 이론적 모듈별로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부모-아이의 이해 정도를 예측하
는 모델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인구학적 변인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과 포함한 것
들을 함께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 차원의 관찰을 하려고 하는
데, 이는 다음과 같다:

2.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2-1. 종속 변수

•인구학적 변인들을 추가해도 변하지 않는 이론적 변인들
•인구학적 변인들을 추가했을 때 방향이 변하는 이론적 변인들

본 분석에서 사용한 종속 변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1)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의 디지털 사용 시간 (ptime); 2)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가 디지털을 우선시

•변하지 않는 인구학적 변인들

하는 정도 (pprior); 3) 아이가 생각하는 자신의 디지털 사용 시간 (ktime); 2) 아
이가 생각하는 자신이 디지털을 우선시하는 정도 (kprior).

이를 통해 디지털 과몰입과 보다 관련이 높은 변인들을 찾아내고, 아울러 실
제의 디지털 사용 행동과 상관 없이 인구학적-사회적 위치가 디지털 과몰입 지

즉 본 연구에서 설계한 설문은 객관적인 디지털 과몰입 정도를 직접 측정하지

각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였다.

않고, 디지털 사용에 대한 부모와 아이 당사자의 주관적 평가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평가 정도가 디지털 사용 행동들과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지 보
기 위해 위의 부모-아이별 5개의 이론적 범주 모듈을 구성하였다.

총 7개 디지털 행동 모듈별로 인구학적 변인들을 미포함/포함한 4개의 종속
변수별 모델을 측정한 결과 총 56개의 회귀 모델을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
타난 인구학적 변인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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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남성일 때

2-3. 디지털 문해력과 디지털 과몰입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사용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부모생각)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생각)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생각)
(아이생각)
(부모생각)
(아이생각)

거의 모든 모델에서 아이가 남성일 경우 여성일 경우보다 디지털 과몰입이 심
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남학생들이 디지털 사
용에 훨씬 숙련도가 높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남자에 대한 사
회적 기대가 여자에 비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

참여 (부모)

서, 부모와 남자 아이 자신 모두 디지털 과몰입의 정도가 경향적으로 높다고 평
가한 것은 위의 두 가지를 모두 지지한다.

멀티미디어
(부모)
비행 (부모)

교육과 소득의 중간 계층
본 분석에서는 교육과 소득의 제곱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대부분의 모델에
서 교육과 소득의 중간 계층이 하층과 상층에 비해 아이의 디지털 과몰입 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러한 판단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디지털 행동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결과이므로 중간 계층의 상승 열망
upward mobility aspiration

참여 (아이)
멀티미디어
(아이)
비행 (아이)

0.080

0.053

0.078

0.172**

0.037

0.009

0.041

0.086

(0.051)

(0.047)

(0.051)

(0.044)

(0.045)

(0.060)

(0.055)

(0.052)

0.117

0.026

0.083

0.151***

-0.035

-0.117*

-0.043

-0.068

(0.054)

(0.053)

(0.036)

(0.019)

(0.056)

(0.046)

(0.038)

(0.058)

0.152**

0.286***

0.172***

0.265***

0.129**

0.263***

0.148***

0.226*

(0.036)

(0.020)

(0.023)

(0.042)

(0.026)

(0.031)

(0.023)

(0.065)

0.128**

0.143*

0.125**

0.289**

0.033

0.052

0.049

0.146*

(0.029)

(0.054)

(0.025)

(0.073)

(0.021)

(0.039)

(0.042)

(0.043)

0.142**

0.091*

0.099*

0.042

-0.002

-0.045

-0.022

-0.159**

(0.025)

(0.025)

(0.032)

(0.027)

(0.024)

(0.026)

(0.027)

(0.029)

0.142**

0.104**

0.188**

0.154***

0.067**

0.037

0.122*

0.060*

(0.025)

(0.023)

(0.039)

(0.017)

(0.017)

(0.021)

(0.038)

(0.021)

아이 성별

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 옳다. 상-중-하의 사회 계층 중

에서 중간 계층은 조건과 가능성의 측면에서 상향 이동의 동기가 가장 높은 계
층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성취의 차원에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비

부모 나이

아이 나이

판적 시각이 훨씬 팽배하다.
부모 교육

중간 계층이 경향적으로 아이의 디지털 과몰입 정도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

말해준다.

0.150**

0.202*

0.030

(0.052)

(0.028)

(0.060)

(0.074)

0.126*

0.071

0.103*

0.070

(0.043)

(0.036)

(0.028)

(0.045)

0.027

0.028

-0.007

-0.029
(0.023)

(0.028)

(0.018)

(0.036)

0.808***

0.875***

0.568

1.237*

(0.116)

(0.109)

(0.323)

(0.428)

-0.164*** -0.180***

부모 교육 2

은, 디지털 과몰입이 객관적 사실이기 전에 우리 사회의 구성상 필연적으로 나
타날 수밖에 없는 체계적으로 편향된 이해 systematically biased understanding라는 것을

0.209**

소득

소득 2

-0.125

-0.245*

(0.027)

(0.008)

(0.068)

(0.081)

0.196

0.163

0.311*

0.379*

(0.102)

(0.192)

(0.125)

(0.114)

-0.034

-0.027

-0.049*

-0.046*
(0.014)

(0.016)

(0.027)

(0.020)

사례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R2

0.894

0.859

0.880

0.896

0.916

0.886

0.899

0.920

[표 1] Digital Literacy and Digital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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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욕설이나 아이디 도용 등을 해 본 경우 (p_dl_misconduct; k_dl_mis-

2-4. 디지털 중재 행위와 디지털 과몰입

conduct)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부모생각)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생각)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 생각)
(아이 생각)
(부모 생각)
(아이 생각)

디지털 문해력의 세가지 층위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욕설이나 아이디 도용
같은 비행 (p_dl_misconduct; k_dl_misconduct)은 인구학적 변인의 통제 여부
와 상관없이 일관성있게 아이의 디지털 과몰입에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가지
고 있다.

특히 부모가 온라인비행을 해본 적이 있을 정도로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경
우, 자기 아이가 과몰입됐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아이 역시 스스로 과몰입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따라서 이 맥락에서 아이의 과몰입 정도를 높이 평가할 때는 부모-아이 모두
디지털을 강도 높게 사용하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멀티미디어 사용 정도 (p_dl_multimedia_use; k_dl_multimedia_use)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사용 정도는 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
에선 양 positive 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통제한 상태에선 부 negative 의 상관 관계
를 보였다. 실제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는지 물어보는 모듈과의 상관 관계
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데, 음악이나 웹툰 같은 콘텐츠 사용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과몰입의 염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아이와
함께 사용
(부모)

0.087

(0.048)

0.191**

0.243***

-0.007

0.008

0.092

0.119*

(0.061)

(0.047)

(0.031)

(0.053)

(0.071)

(0.048)

(0.033)

감시
소프트웨어
설치 (부모)

0.004

0.056

-0.008

0.086

-0.001

0.055

-0.011

0.082

(0.027)

(0.051)

(0.031)

(0.049)

(0.025)

(0.052)

(0.032)

(0.062)

시간 제한
(부모)

0.192*

0.126

0.100

0.171**

0.067

0.058

0.015

0.079*

(0.078)

(0.069)

(0.048)

(0.035)

(0.072)

(0.062)

(0.043)

(0.030)

주민번호
신용카드
공유 (부모)

0.153***

0.191***

0.154***

0.212***

0.117**

0.172**

0.127**

0.178**

(0.011)

(0.021)

(0.025)

(0.030)

(0.030)

(0.034)

(0.032)

(0.038)

원래 친구만
어울리게
한다 (부모)

0.043

0.007

0.035

-0.043

-0.029

-0.034

-0.018

-0.088**

(0.019)

(0.031)

(0.022)

(0.020)

(0.019)

(0.034)

(0.023)

(0.019)

아이와 함께
사용 (아이)

0.050

0.034

-0.008

0.183*

0.032

0.026

-0.017

0.166**

(0.051)

(0.037)

(0.055)

(0.049)

(0.045)

(0.035)

(0.051)

(0.043)

감시
소프트 웨어
설치 (아이)

0.030

0.028

0.060

0.006

0.003

0.010

0.034

-0.015

(0.030)

(0.022)

(0.036)

(0.061)

(0.025)

(0.026)

(0.036)

(0.070)

시간 제한
(아이)

-0.045

-0.021

0.013

0.043

-0.063

-0.028

-0.002

0.028

(0.046)

(0.049)

(0.030)

(0.101)

(0.036)

(0.046)

(0.031)

(0.091)

주민번호
신용카드
공유 (아이)

0.126***

0.122***

0.131***

0.105*

0.087***

0.098**

0.101**

0.078

(0.009)

(0.017)

(0.018)

(0.041)

(0.005)

(0.017)

(0.018)

(0.045)

원래 친구만
어울리게
한다 (아이)

0.065

0.025*

0.057*

0.004

0.011

-0.006

0.016

-0.036

(0.030)

(0.010)

(0.021)

(0.026)

아이 성별

부모 나이

아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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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2*

(0.020)

(0.007)

(0.015)

(0.025)

0.230**

0.149*

0.231**

0.048

(0.056)

(0.044)

(0.056)

(0.086)

0.095

0.064

0.084

0.077

(0.046)

(0.042)

(0.037)

(0.058)

0.028

0.030

0.004

-0.015

(0.032)

(0.022)

(0.038)

(0.012)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부모생각)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생각)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 생각)
(아이 생각)
(부모 생각)
(아이 생각)
부모 교육

부모 교육

2

소득

소득 2

0.671***

0.360

0.205

0.356

(0.094)

(0.239)

(0.299)

(0.194)

-0.139***

-0.084

-0.057

-0.083

인 활동의 제약을 풀어준 것인지, 아니면 자유로운 활용 환경을 만들어 준 후에
후회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인구학적 변인의 통제에 상관없이 부모-아이의 디지털 공동 활동이
높은 경우 디지털 과몰입의 정도가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 아이의

(0.017)

(0.038)

(0.061)

(0.038)

과몰입을 가족 모두 인지하면서도 이미 부모도 함께 과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가

0.280*

0.160

0.416*

0.335*

리킨다고 판단된다.

(0.106)

(0.183)

(0.132)

(0.108)

-0.044*

-0.025

-0.061*

-0.039*

(0.015)

(0.024)

(0.020)

(0.013)

사례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R2

0.898

0.878

0.884

0.918

0.917

0.888

0.897

0.924

2-5. 디지털 가치관과 디지털 과몰입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부모생각)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생각)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 생각)
(아이 생각)
(부모 생각)
(아이 생각)

[표 2] Digital Mediating and Digital Addiction

디지털 문해력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중재 행위 모델에서도 인구학적 특성
(소득, 교육, 성별)은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 중위 소득과 중위 교육 계층에서
아이가 자신의 디지털 과몰입 정도를 높게 평가했다. 아이가 남자일 경우 과몰입
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부모-아이 공동의 디지털 활동 (p_dm_doing_together; k_dm_doing_together); 부모의 주민번호, 신용카드 사용 허용 (p_dm_share_id_card; k_dm_
share_id_card)
디지털 중재 행위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
정보를 공유하거나 신용카드를 아이에게 빌려준 경우, 부모-아이 모두 과몰입
정도를 높게 평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아이의 과몰입 행동을 포기한 나머지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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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0.079*

-0.066*

-0.116***

-0.068*

-0.123**

-0.102**

-0.173***

(0.022)

(0.029)

(0.022)

(0.018)

(0.026)

(0.026)

(0.018)

(0.019)

책임감
저하 (부모)

0.131***

0.066

0.091**

0.108*

0.040

-0.022

0.006

0.000

(0.018)

(0.030)

(0.019)

(0.035)

(0.021)

(0.030)

(0.016)

(0.036)

법적 규제
필요 (부모)

0.107**

0.107*

0.100*

0.045

0.062*

0.062*

0.055

-0.008

(0.025)

(0.036)

자기 통제
향상 (부모)

(0.032)

(0.032)

(0.030)

(0.019)

(0.025)

(0.028)

자기 이해
향상 (부모)

0.104

0.079

0.068

0.148***

0.019

-0.005

-0.013

0.037*

(0.043)

(0.035)

(0.031)

(0.018)

(0.037)

(0.025)

(0.033)

(0.012)

자기 통제
향상 (아이)

0.026

-0.003

-0.016

-0.060**

-0.040

-0.066**

-0.078*

-0.128***

(0.028)

(0.007)

(0.027)

(0.013)

(0.032)

(0.018)

(0.027)

(0.013)

책임감
저하 (아이)

0.051

0.045

0.099

0.039

0.015

0.008

0.067

-0.018

(0.050)

(0.049)

(0.049)

(0.051)

(0.036)

(0.039)

(0.039)

(0.033)

법적 규제
필요 (아이)

0.016

0.098*

0.050

0.288*

-0.033

0.050

0.004

0.225**

(0.021)

(0.030)

(0.034)

(0.078)

(0.027)

(0.024)

(0.042)

(0.059)

-0.010

0.028

0.057*

0.120**

-0.053

-0.016

0.019

0.058

(0.023)

(0.020)

(0.021)

(0.029)

(0.027)

(0.021)

(0.023)

(0.030)

자기 이해
향상 (아이)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부모생각)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생각)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 생각)
(아이 생각)
(부모 생각)
(아이 생각)
아이 성별

부모 나이

아이 나이

부모 교육

부모 교육

2

소득

소득 2

0.229**

0.178**

0.259***

0.085

(0.043)

(0.040)

(0.043)

(0.070)

0.137*

0.103

0.114*

0.086

(0.051)

(0.052)

(0.034)

(0.054)

0.034

0.037

0.005

-0.019

(0.024)

(0.020)

(0.038)

(0.010)

1.092**

1.189***

0.847*

1.515***

(0.188)

(0.188)

(0.258)

(0.242)

-0.216**

-0.235***

-0.174*

-0.288**

(0.038)

(0.029)

(0.051)

(0.050)

0.337*

0.308

0.503*

0.429**

(0.108)

(0.191)

(0.142)

(0.115)

-0.052*

-0.048

-0.076*

-0.055*

(0.015)

(0.026)

(0.021)

(0.015)

사례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R2

0.895

0.854

0.872

0.911

0.914

0.880

0.893

0.926

[표 3] 디지털 가치관과 디지털 과몰입

는 디지털에 대한 평소의 지론이라기 보다는 실제 아이의 디지털 사용에 대한 문
제 의식의 소산으로 봐야 한다.
2-6. 성적과 디지털 과몰입
아이의
디지털
사용 시간
(부모생각)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생각)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 생각)
(아이 생각)
(부모 생각)
(아이 생각)

성적
(부모)

1.654***

1.312*

1.743***

2.100***

-0.144

-0.240

0.283

0.946*

(0.186)

(0.380)

(0.226)

(0.264)

(0.371)

(0.117)

(0.333)

(0.357)

성적 2
(부모)

-0.427***

-0.314**

-0.374***

-0.465***

-0.042

0.018

-0.060

-0.222*

(0.040)

(0.073)

(0.052)

(0.058)

(0.080)

(0.023)

(0.060)

(0.079)

성적
(아이)

0.512*

0.393

0.167

0.429

-0.631*

-0.593

-0.708**

-0.326

(0.202)

(0.330)

(0.191)

(0.221)

(0.237)

(0.368)

(0.184)

(0.180)

-0.121*

-0.110

-0.092

-0.118

0.127

0.105

0.099

0.041

(0.049)

(0.066)

(0.038)

(0.053)

(0.053)

(0.077)

(0.045)

(0.050)

성적 2
(아이)
아이
성별

0.203**

0.137*

0.225**

0.027

(0.045)

(0.038)

(0.046)

(0.063)

부모
나이

0.141*

0.095

0.115*

0.033

(0.056)

(0.051)

(0.043)

(0.047)

0.014

0.015

-0.013

-0.042

(0.023)

(0.016)

(0.031)

(0.027)

아이
나이

디지털은 자기 통제에 도움을 준다 (p_dv_help; k_dv_help); 디지털은 법으로 규

부모
교육

1.476***

1.255**

0.897*

0.788*

(0.157)

(0.246)

(0.337)

(0.275)

부모
교육 2

-0.283***

-0.247***

-0.181*

-0.153*

(0.025)

(0.036)

(0.066)

(0.058)

0.591***

0.573*

0.705**

0.589**

(0.095)

(0.212)

(0.129)

(0.125)

-0.082**

-0.078*

-0.098**

-0.069**
(0.017)

제해야 한다 (p_dv_law; k_dv_law)
인구학적 변수의 통제 여부에 상관없이 디지털이 자기 통제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은 디지털 과몰입 정도에 대한 평가와 부의 상관 관계를 갖는다. 이는 과몰
입과 자기 통제라는 개념의 상반성을 두고 봤을 때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자세는 디지털 사용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자세로 이어진다. 이

소득

소득 2

(0.015)

(0.030)

(0.022)

사례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R2

0.902

0.857

0.877

0.904

0.920

0.875

0.891

0.909

[표 4] 성적과 디지털 과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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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각하는 아이의 학업 성취도 (paca)

2-7. 디지털 활동 인지 정도와 디지털 과몰입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부모가 평가하는 아이의 학업 성취 정도와 아이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부모생각)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생각)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 생각)
(아이 생각)
(부모 생각)
(아이 생각)

가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학업 성취 정도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 전체 샘플에서 약 15% 정도는 부모가 평가하는 아이의 학업 성취도와 아이
가 평가하는 자신의 학업 성취도가 달랐다. 특히 아이가 자신의 부모보다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아이가 평가하는 자신의 학업 성취도와 부모가
인지하는 디지털 과몰입의 정도가 부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아이가 더 정확하게 내리고 있으며, 부모들은 상대적
으로 저평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의 성적이 중간 쯤일 때 아이가 자신의 디지
털 과몰입 정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즉 부모에 의해 상대적으

아이의 pc
사용을 잘
안다 (부모)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잘
안다 (부모)
부모가
나의 pc
사용을 잘
안다 (아이)
부모가 나의
스마트폰
사용을 잘
안다 (아이)

0.225***

0.123*

0.230**

0.241**

-0.028

-0.125**

-0.030

-0.061

(0.037)

(0.045)

(0.041)

(0.040)

(0.027)

(0.031)

(0.027)

(0.049)

0.118

0.143**

0.147

0.221**

-0.050

-0.027

-0.029

0.002

(0.054)

(0.037)

(0.064)

(0.055)

(0.048)

(0.046)

(0.062)

(0.042)

0.057*

0.081*

0.064

0.061

-0.101*

-0.076*

-0.096

-0.140*

(0.018)

(0.025)

(0.031)

(0.032)

(0.028)

(0.027)

(0.043)

(0.042)

0.158*

0.101

0.071

0.205*

0.037

-0.019

-0.055

0.049

(0.056)

(0.058)

(0.052)

(0.062)

(0.038)

(0.039)

(0.043)

(0.026)

0.227**

0.153**

0.229**

0.046

(0.039)

(0.039)

(0.039)

(0.071)

아이 성별

로 저평가된 아이 학업 성취도는 아이의 디지털 활동에 대한 과평가 over-estimation
로 이어지고, 이는 아이의 성적이 중간쯤일 때 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 나이

아이 나이

부모 교육

부모 교육 2

소득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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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0.056

0.090*

0.019

(0.057)

(0.055)

(0.026)

(0.062)

0.029

0.022

-0.009

-0.026

(0.027)

(0.020)

(0.040)

(0.027)

1.246**

1.386***

1.095**

1.557**

(0.210)

(0.132)

(0.276)

(0.359)

-0.242**

-0.271***

-0.221**

-0.306**

(0.047)

(0.028)

(0.059)

(0.062)

0.361*

0.331

0.608**

0.612**

(0.120)

(0.228)

(0.151)

(0.130)

-0.052*

-0.047

-0.086**

-0.073**

(0.018)

(0.031)

(0.021)

(0.017)

사례수

922

922

922

922

922

922

922

922

R

0.854

0.794

0.819

0.856

0.915

0.877

0.894

0.909

2

[표 5] 디지털 활동 인지와 디지털 과몰입

자녀의 컴퓨터 사용을 부모가 인지하는 정도 (com_use_k_aware_p), 그리고 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부모생각)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생각)
(부모 생각)
(아이 생각)

모가 자신의 컴퓨터 사용 정도를 잘 알고 있다고 아이가 생각하는 정도 (com_
use_k_aware_p_k)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지 않으면, 감시의 정도와 과몰입의 정도는 양의 상
관 관계를 보인다. 하지만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면 이는 부의 관계로 변한다.
일반적으로 과몰입과 감시의 정도는 인과 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잔소
리나 감시 같은 가족 내 상호작용의 방식이 디지털 과몰입을 저하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자녀의

-0.059

-0.034

0.120

0.365

-0.474

-0.396

-0.259

pc 블로그

(0.337)

(0.196)

(0.275)

(0.619)

(0.294)

(0.172)

(0.203)

(0.532)

자녀의

1.333

1.000

1.333

2.000

-0.274

-0.335***

-0.100

-0.647**

pc 기타

(0.000)

(0.000)

(0.000)

(0.000)

(0.156)

(0.024)

(0.101)

(0.152)

자녀의

0.500*

0.185

1.372***

-1.335*

0.513**

0.186

1.392***

-1.368**

pc 음악

(0.192)

(0.181)

(0.213)

(0.363)

(0.113)

(0.140)

(0.086)

(0.231)

0.253

0.157

0.420*

0.875**

-0.262

-0.274*

-0.067

0.102

(0.135)

(0.099)

(0.166)

(0.235)

(0.127)

(0.086)

(0.132)

(0.169)

자녀의 스마
트폰 동영상
(비교기준:
학업)

2-8. 디지털 사용 항목과 디지털 과몰입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부모생각)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생각)
(부모 생각)
(아이 생각)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 생각)
(아이 생각)

하는 자녀의

0.970***

0.801**

0.827**

1.184**

0.187

0.139

0.071

0.025

(비교기준:

pc SNS
자녀의

(0.142)

(0.154)

(0.176)

(0.212)

(0.084)

(0.077)

(0.094)

0.937**
(0.220)
0.811**

0.678**
(0.124)
0.943**

0.679**
(0.157)
0.970***

0.978*
(0.268)
0.812*

0.156
(0.129)
0.231

0.014
(0.115)
0.457

-0.068

0.128

0.086

0.161

0.148

(0.290)

(0.100)

(0.066)

(0.080)

(0.169)

자녀의 스마

0.711*

0.507*

0.611*

0.915**

0.080

-0.012

0.026

-0.060

트폰 문자

(0.227)

(0.143)

(0.207)

(0.214)

(0.117)

(0.089)

(0.165)

(0.180)

자녀의 스마

-0.448

0.456

-0.920*

0.443

-1.353**

-0.234

-1.688***

-0.781*

트폰 음악

(0.313)

(0.248)

(0.267)

(0.534)

(0.261)

(0.192)

(0.080)

(0.300)

1.282***

0.998**

1.207***

1.451***

0.251*

0.127

0.205

-0.083

(0.192)

(0.189)

(0.188)

(0.198)

(0.077)

(0.121)

(0.092)

(0.144)

아이가 생각
pc 게임

(0.072)
0.410**

-0.247*
(0.091)

(0.129)

(0.227)

(0.158)

(0.226)

(0.088)

(0.194)

자녀의

0.885**

0.641**

0.785**

1.109**

0.117

-0.008

0.058

-0.042

(0.155)
1.014*
(0.278)

(0.159)
0.832**
(0.217)

(0.172)
0.835*
(0.315)

(0.277)
0.723
(0.364)

(0.121)
0.307
(0.149)

(0.061)
0.240*
(0.093)

(0.088)
0.188
(0.152)

pc 메신저

-0.084

(0.217)

pc 동영상

1.274**

(0.141)

pc SNS

(0.137)

자녀의

0.868***

(0.226)

(0.035)

pc 메신저

pc 검색

0.717*

(0.210)

학업)

학업)
자녀의

0.877**

트폰 통화

(비교기준:

pc 게임

-0.309

자녀의 스마

하는 자신의

부모가 생각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 생각)
(아이 생각)

(0.087)

pc 검색

pc 동영상

-0.322
(0.145)

자녀의

0.797*

0.552**

0.607

1.008*

0.049

-0.074

-0.091

-0.064

pc 웹툰

(0.293)

(0.148)

(0.313)

(0.342)

(0.278)

(0.088)

(0.201)

(0.121)

pc 웹툰

pc 카페

1.162**

0.973**

1.043**

1.400***

0.113

0.078

0.044

-0.202*

(0.270)

(0.227)

(0.238)

(0.171)

(0.143)

(0.125)

(0.111)

(0.062)

1.245***

0.998**

1.251***

1.659***

0.179

0.095

0.287

-0.002

(0.202)

(0.200)

(0.189)

(0.161)

(0.133)

(0.155)

(0.141)

(0.107)

1.142***

0.977***

1.142***

1.781***

0.068

0.067

0.129

0.118

(0.106)

(0.128)

(0.138)

(0.169)

(0.105)

(0.088)

(0.092)

(0.093)

1.054***

0.905**

1.143***

1.862***

0.028

0.037

0.174

0.277**

(0.163)

(0.156)

(0.191)

(0.130)

(0.131)

(0.110)

(0.170)

(0.072)

1.414***

0.991**

1.209**

1.459***

0.370*

0.100

0.234

-0.136

(0.203)

(0.182)

(0.221)

(0.216)

(0.146)

(0.093)

(0.186)

(0.219)

0.949***

0.359

1.215***

1.891***

0.037

-0.435*

0.291*

0.407

(0.155)

(0.159)

(0.172)

(0.277)

(0.104)

(0.141)

(0.082)

(0.182)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부모생각)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생각)
(부모 생각)
(아이 생각)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 생각)
(아이 생각)

1.569**

1.287**

1.461**

1.981*

0.162

0.090

0.119

-0.190

(0.301)

(0.259)

(0.339)

(0.569)

(0.203)

(0.226)

(0.347)

(0.455)

-0.139

0.033

-0.029

0.365*

-0.416*

-0.200

-0.293*

-0.030

(0.199)

(0.134)

(0.158)

(0.107)

(0.147)

(0.092)

(0.106)

(0.171)

스마트폰

1.041

1.100***

0.983**

1.432

0.151

0.372

0.224

0.144

카페

(0.709)

(0.172)

(0.257)

(0.825)

(0.069)

(0.395)

(0.399)

(0.178)

스마트폰

0.363*

0.865**

0.173

0.816**

-0.495***

0.160

-0.514***

-0.642**

블로그

(0.142)

(0.154)

(0.176)

(0.212)

(0.067)

(0.085)

(0.078)

(0.153)

스마트폰

-0.624

-0.654

-0.188

-0.441

-0.496*

-0.561**

-0.105

-0.291

문자

(0.568)

(0.431)

(0.627)

(1.308)

(0.137)

(0.116)

(0.242)

(0.566)

0.117

0.090

0.186***

0.049

(0.056)

(0.039)

(0.028)

(0.091)

0.096*

0.058

0.074

0.037

(0.033)

(0.033)

(0.036)

(0.064)

pc 블로그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SNS나 멀티미디어 사용은 디지털 과몰입에
상대적으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비교기준 = 학업). 이는 멀티미
디어 사용이나 통신 활동을 굳이 디지털 과몰입과 연결시키지 않는 자세가 있
음을 보여준다.

아이가 생각
하는 자신

SNS; 동영상; 음악; 웹툰; 페이스북(스마트폰 블로그); 문자

의 스마트폰
웹툰
(비교기준:

이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한 통신, 멀티미디어 소비는 이미 삶의 한 부분이
지, 선택(혹은 그의 결과로 나타나는 과몰입)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

학업)

아이 성별

부모 나이

아이 나이

부모 교육

부모 교육 2

소득

소득 2

0.034

0.032

0.009

-0.030

(0.019)

(0.016)

(0.035)

(0.026)

0.579**

0.532

0.299

1.225***

(0.142)

(0.221)

(0.256)

(0.186)

-0.114*

-0.113*

-0.075

-0.248***

(0.037)

(0.042)

(0.054)

(0.038)

0.425**

0.387

0.680**

0.596**

(0.107)

(0.220)

(0.137)

(0.109)

-0.058*

-0.053

-0.094**

-0.073**
(0.016)

(0.016)

(0.030)

(0.020)

사례수

922

922

922

922

922

922

922

922

R2

0.780

0.730

0.750

0.717

0.921

0.875

0.895

0.910

을 나타낸다.

물론 (에러의 정도를 감수하고 이야기 한다면) SNS/멀티미디어 사용과 비
교한다면 게임은 유의미하게 디지털 과몰입과 양의 상관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6] 디지털 사용 항목과 디지털 과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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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자율적이어야 한다 (p_ca_independent); 의사 결정권자는 부모이다

2-9. 부모의 권위와 디지털 중독

(k_cp_dmake)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아이의
아이가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디지털
디지털을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사용 시간
우선시
(부모생각)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생각) 하는 정도 (아이생각) 하는 정도
(부모 생각)
(아이 생각)
(부모 생각)
(아이 생각)
자녀는
복종해야
(부모)
자녀는
독립적
이어야
(부모)
결정은
부모
(부모)
결정은
부모
(자녀)

0.211***

0.130***

0.127*

0.097

0.068

0.013

-0.009

-0.039

(0.034)

(0.015)

(0.048)

(0.049)

(0.044)

(0.025)

(0.051)

(0.070)

0.156**

0.158***

0.154***

0.231***

0.031

0.056

0.035

0.112*

(0.040)

(0.014)

(0.020)

(0.037)

(0.045)

(0.033)

(0.030)

(0.042)

0.099

0.063

0.127

0.140**

0.031

0.007

0.060

0.064

(0.054)

(0.027)

(0.076)

(0.027)

(0.058)

(0.034)

(0.082)

(0.031)

0.127

0.130*

0.144*

0.317***

0.014

0.038

0.031

0.213**

(0.055)

(0.035)

(0.058)

(0.052)

(0.038)

(0.028)

(0.039)

(0.048)

0.224**

0.147**

0.232**

0.013

(0.046)

(0.036)

(0.048)

(0.061)

0.124*

0.075

0.107*

0.061

(0.048)

(0.045)

(0.037)

(0.047)

0.039

0.033

0.007

-0.013

(0.026)

(0.018)

(0.038)

(0.019)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부모-아이 사이의 권위적인 관계 설정
은 디지털 과몰입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관계가 권위적인 만큼, 디지
털 사용에 대한 불만과 염려가 크다는 점을 뜻한다.

그러나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아이가 스스로 디지털 우선성에 대해

아이
성별
부모
나이
아이
나이

평가한 영역에서 나타난 두 가지 유의미한 요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의 통
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3. 결론
본 연구의 양적 조사에서는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부모-아이의 인지 정도를
디지털에 대한 3) 능력, 4) 행동, 5) 가치관, 7) 인지 정도, 8) 사용 종류 등의 차원
등과 연결시키는 설문을 설계하였다. 또한, 6) 아이의 성적과 9) 가정 내 권위 문
화, 그리고 일반적인 인구학적 특성과도 연결시켰다.

부모
교육

0.524***

0.394

0.295

0.392

(0.067)

(0.238)

(0.315)

(0.229)

부모
교육 2

-0.109***

-0.087

-0.072

-0.076

(0.016)

(0.041)

(0.066)

(0.042)

0.331*

0.341

0.539**

0.459**

(0.128)

(0.206)

(0.128)

(0.092)

이의 디지털 과몰입 여부 판단은 7가지 범주의 요인들과 상관 없이 사회적 성취,

-0.051*

-0.050

-0.079**

-0.057**

특히 높은 학업 성취를 향한 상시적 열망의 결과로 나타났다. 즉 교육과 소득의

(0.019)

(0.029)

(0.020)

(0.012)

소득

소득 2
사례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R2

0.895

0.854

0.870

0.906

0.911

0.868

0.887

0.912

중간계층의 사회적 열망과 성적
분석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인구학적 특성, 특히 부모의 교육과 가정
의 소득 수준에 따른 디지털 과몰입 정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정도였다. 아

중위 계층에서 아이의 디지털 과몰입 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표 7] 부모의 권위와 디지털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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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메커니즘은 아이의 성적과 과몰입 정도를 연결시키는 분석에서도 잘
나타난다.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아이가 평가하는 자신의 학업 성취도와
부모가 인지하는 디지털 과몰입의 정도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가 상대
적으로 아이의 성적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학업 성취도 평
가는 아이가 더 정확하게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부모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이의 성적이 중간쯤일 때 과몰입
정도를 높게 평가한다. 이미 아이의 학업 성취도를 저평가하고 있으므로 아이의
디지털 활동을 과평가 over-estimation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교육과
소득이라는 자기 삶의 조건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2-3)과 2-8)의 분석은 디지털 과몰입과 상관하여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지 않으면 멀티미디어 사용은 디지털 과몰입을 증진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는 순간 음악, 웹툰과 같은
멀티미디어 사용은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평가를 반대로 돌려놓는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게임만 하지 않으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
는 것과 과몰입 사이의 연관 관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
는 멀티미디어 소비가 TV, 라디오에서 디지털 기기로 급격히 이동하는 와중에
기존 미디어 소비의 플랫폼이 바뀌는 것을 과몰입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미디어 플랫폼의 급격한 이동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부모의 과몰입

관용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2-3)과 2-4)의 분석에서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나타나는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다. 하나는 부모, 아이의 온라인 비행(욕설, 아이디 도용)의 경험이
아이의 과몰입 정도와 변하지 않는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고, 이는 부모가 아
이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
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감시와 권위
2-7)과 2-9)는 감시와 가정 내 권위 문화가 디지털 과몰입과 어떤 관계를 갖
는지 보여준다. 2-7)에서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기 전에는 부모의 자녀 디지털
행동 인지 여부가 과몰입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과몰입되는 만큼 이를 강
하게 의식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 소득 중간 계층으로서 갖

이는 사실 부모와 아이가 동시에 몰입된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단순히 윗물
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기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용이 점점 더

는 열망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는 부모의 의식 정도가 디지털 과몰입 정도와 부
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의 감시 정도가 아이의 행동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삶의 기본적 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사회 평균적으로 디지털에 대한
의존과 사용빈도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우리는 젊은 세대만을 디지털
세대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 기성세대 또한 디지털 혁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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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는 좀 더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인구학적 요인 통제 여부와 상관
없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정도와 함께, 의사 결정권을 부모가 갖

139

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디지털에 우선순위를 주는 정도가 높았다.
이는 디지털이 아이의 사적인 영역임을 인정하는 것과 부모의 의사결정권을 인
정하는 것 사이의 공존이 가능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현상을 함께 해석하면 아이들은 디지털 몰입에 관한 한 부모와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 편 자신의 사용 권한과 자유를 늘려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디지털은 게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더욱 그렇다.
디지털은 멀티미디어의 새로운 플랫폼이자, 학습 공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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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디지털 과몰입 정책의 토폴로지

0. 서론: 왜 디지털 과몰입 정책인가?

결정을 “내리는” 단위(사람이나 조직 등) 수

정책이란 공동의 문제에 대한 집단적 결정을 반영한다. 따라서 디지털 과몰
입 정책을 말하기 전에 먼저 디지털 과몰입이 왜 공동의 문제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동’의 문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1

>1

결정에 “영향을

=1

(가) 개인적, 사적 선택

(나) 집단적, 사적 선택

받는” 단위 수

>1

(다) 개인적, 공적 선택

(라) 집단적, 공적 선택

출처: Michael Munger (2009), Analyzing Policy: Choices, Conflicts, and Practices (W. W. Norton).

[표 1] 결정 매트릭스 (Decision Matrix)

먼저 주어진 선택 상황에서 그 결정을 개인이 내리는지 아니면 집단이 내리
는지의 문제다. 즉 ‘개인적 individual 대 집단적 collective ’ 결정의 차원이다. 예컨대 어
떤 스마트폰을 사는지는 개인이 그 자신의 선호에 따라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
겠으나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것인지는 산업체
나 정부의 중장기적 경제발전 방향에 연동되기 때문에 집단이 내리는 결정이다.

디지털 과몰입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바로 디지털 과몰입이라는 문제가 개
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느냐는 고민에 직결된다. 일견 개인이 인터넷이
든 스마트폰이든 20세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준 서비스나 기기를 사
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어떤 결정의 효과나 구속력이 결정을 내린 당사자에게 국한되는
지 아니면 그 당사자를 넘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다.
즉 ‘사적 private 대 공적 public ’ 결정의 차원이다. 예컨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구매
를 한다면 그 재정적 결과는 구매 당사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이버
범죄 집단이 테러의 목적으로 특정 웹사이트를 공격기로 했다면 해당 사이트 운
영자와 이용자들에게 의도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요약건대 두 가지 차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매트릭스 Decision Matrix 를 상

그러나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은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경
제나 사회, 문화 제 영역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타
인 또는 타조직, 다른 국가에 모종의 영향이나 압력을 미치게 된다.1 그런 점에서
디지털 과몰입 이전에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 자체는 그 사용 맥락과 내용에 따
라 개인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공적 영향을 내포하게 된다. 즉 (가)가 아닌 (다)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이 매트릭스에서 개인적, 사적 선택은 순수히 개인적 자유와 권리
의 영역이므로 시장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단수가 아닌 복수의
결정 주체가 선택을 내리거나 단수의 주체가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른 결정 주체
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근대 정부는 개인적 결정의 영역에 대한 공적 영
향력을 행사해왔는데 최근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각종 정부의 대책은 바로 이런
성격을 띤다. 흡연이나 알코올중독, 과식 등 개인의 선호와 습관으로 초래된 문

1. 대표적으로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열풍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추동된 디지털민주주의의 사례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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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해, 정부가 담뱃세, 주류세, 식품구성탑 food pyramid 등 개인의 행위를 바람

두 번째 사용자 그룹은 부모로서 부모들은 자신들이 디지털 미디어 사용자인

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각종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즉 (나)의

동시에 영유아 혹은 청소년의 학부모로서 보호인이라는 특수한 지위에서 나오

상황인데 궁극적으로 개인의 선호에 따른 결정을 정부가 규제하는 논리는 법철

는 이해관계를 지니게 된다.

학적으로는 후견주의 paternalism 에 기반을 둔 논리이다.2
세 번째 사용자 그룹은 교사로서 학부모와 같이 스스로는 개별적 디지털 미

1. 누가, 어디에 있는가

디어 사용자이나 제도적 여건상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자라는 특수한 지위에서

1-1. 디지털 과몰입 정책 이해당사자

털 과몰입에 대한 과도한 정부 규제를 비판하는 입장이면서도 자녀 또는 학생에

나오는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부모나 교사가 개인적으로는 디지

대해서는 규제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는 사례를 빈번히 발견할 수 있다.
디지털 과몰입 문제는 상기 결정 매트릭스에서 (나)와 (다)의 상황으로 파악
하였을 때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마련된다. 그렇다면 디지털 과몰입
정책의 이해당사자 stakeholder 는 누구인가? 또 각 이해당사자가 지닌 이해 interest

디지털 과몰입 정책의 두 번째 이해당사자는 산업계로서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는 무엇인가?

제조사

통신사

제일 먼저 디지털 미디어 사용자를 들 수 있다. 사용자는 궁극적으로 개인이
나, 사용자 특성이나 사용 맥락과 환경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사
용자 특성으로는 가장 주요하게 연령대별로 영유아, 청소년 및 기타 일반 사용자

SK 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펜텍 등
국외: APPLE, HUAWEI, LENOVO, HTC 등

로 나눌 수 있는데 영유아와 청소년을 일반 사용자와 분리해 고찰하는 것은 전자

산업계

그룹이 지닌 이중적 지위 때문이다. 즉 영유아와 청소년은 법적으로 인권주체이
나 동시에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성인과 달리 디지털 과몰입 논의에 있어 보호대
상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NS 업체

2. 후견주의는 안락사나 자해 등 개인이 스스로에게 해로운 결정이나 행동을 취할 위험을 막기 위
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이다. 청소년에 대해 주류나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 역시 후
견주의적 조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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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등

게임사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게임즈, 웹젠,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위메이드, 컴투스,
게임빌, 네시삼심삼분
액토즈소푸트, 선데이로즈 등

[그림 1] 디지털 과몰입 관련 산업계 이해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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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스마트폰이 급속히 부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산업계에서 디지털 과

세 주요 부처가 디지털 과몰입에 대해 크게 규제와 자율이라는 스펙트럼에서 뚜

몰입에 관한 주요 타겟은 게임업체였다. 과몰입과 관련하여 게임업계의 일반적

렷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심지어 각 부처 내에서도 부서에 따라 다른 입장

인 입장은 무엇보다 게임 자체에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관

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점이 주를 이룬다. 특히 고도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의 특수성상 사회적 분위기
가 게임처럼 비생산적인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열한 교육과 치열한 경쟁이 게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

정신건강 정책과

정보보호지원과

는 분위기를 생산해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SK텔레콤이나 KT 같은 통신업계
에서는 디지털 과몰입의 문제성을 인정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 관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KT는 ‘IT서

학교폭력 대책과

게임콘텐츠 산업과

포터즈’라는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4만명의 학생에게 스마트폰 과
몰입 예방 교육을 하였고, SK텔레콤도 ‘바른ICT키즈교실’, ‘바른ICT청소년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매체 환경과

인터넷윤리팀

이들 게임업계와 통신업계보다 제조사나 SNS업계는 디지털 과몰입 문제에
대해 다소 거리를 둘 수 있는 형편이다. 게임보다 SNS는 내용상으로 비생산적이

병영정책과

보호관찰과

라는 이미지보다는 소통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과몰입이라는 수식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며, 제조사는 아예 생산-유통에서 가장 앞단을 차지하
기 때문에 실제 사용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과몰입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회, 행정부 등 (광의의) 정부

[그림 2] 디지털 과몰입 정책 관련 정부 부처

1-2. 디지털 과몰입 정책 대상과 정책 수요

가 입안, 추진하는 것이므로 정부에도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할 것이다. 다음
의 그림은 현재 디지털 과몰입 문제에 관계되는 총 8개 중앙부처 및 부서를 나타

정책의 이해당사자와 달리 정책 대상은 범위가 더욱 구체적이며 특정성을 띠

낸 것이다. 이 중 과몰입 정책에 가장 직접 연관되는 부서는 미래부, 여가부, 문체

게 되는데 이는 정책이 입안되면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실제 정책 수행을 통

부로서 각 부처의 입장에 대한 논의는 3절에서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여기서는

해 이러한 자원 투입이 얼마나 정책 대상인 수혜자에게 돌아갔는지 성과를 평가
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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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디지털 과몰입 정책에 가장 직접 연관된 부처는 여가
부, 문체부, 미래부이다. 각 부처의 미션이 다르므로 정책 대상 역시 원칙적으로

부처 및
주무 부서

소관 업무 중 디지털 과몰입 관련 업무

다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일수록 어느 한 부처

•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의 소관이 아니라 다부처 소관 사업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책 대상 역시 일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법ㆍ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분 중복되기 마련이다.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심의ㆍ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ㆍ포장ㆍ전시ㆍ진열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

여가부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예컨대 여가부 내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등 디지털과몰입에 관한 주무
부서는 청소년가족정책실 내 청소년매체환경과로서 주 정책 대상은 청소년이

청소년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매체환경과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물 역기능 피해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다. 문체부의 경우 주무 부서는 문화콘텐츠사업실 게임콘텐츠사업과로서 주 정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 등에 관
한 사항

책 대상은 게임업계(개발자, 유통자 등)이다. 미래부의 경우 주무 부서는 정보통
신정책실내 정보보호지원과로서 주 정책 대상은 정보화 문화 및 윤리와 관련되

•게임물-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므로 일반 국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래부의 정책 대상은 상기 두 과에 비

•게임물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해 덜 특정적이다.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문체부
게임콘텐츠
산업과

•게임물·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및 유통과 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
서 확립에 관한 사항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e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제반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미래부
정보보호
지원과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육
성, 지원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
관, 단체의 육성, 지원

[표 2] 디지털 과몰입 주요 부처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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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디까지 왔는가

최근 정부에서는 지난 2010년 수립한 「제1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
계획」의 성과와 「2012년 인터넷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인터넷중독 및

2-1. 디지털 과몰입 정책 현황과 사례3

스마트 미디어 중독 확산 위험에 전면 대응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
처 합동으로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3~15)」을 수립하였

1) 국내 정책 동향

다.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예방에서 상담, 치
「국가정보화기본법」 에서는 ‘디지털과몰입’이라는 단어 대신 ‘인터넷중독’을

료,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체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마트미디어중독’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동

를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정책기획(조사연구),

법 제3조 20호에 따르면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예방교육 및 문화 확산 등의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기숙형

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

치유특화프로그램과 같이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문

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으로, 2004년부터 해마다 관련 실

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게임과몰입에 관련된

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미디어 중독의 경우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는 않으나 2011년 최초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 중독의 일부로 스마트
폰 중독 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정부정책연구소에서도 스마트기기 활용과 이용 행태에 관한 다양
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보도자료(2015.04.14)

[그림 3] 각 연도별 인터넷중독 및 스마트폰중독 실태조사 결과

3 본 절의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은 동 연구진이 2014년에 작성한 <디지털 과몰입 및 중독 예방
기술 연구 –스마트기기 과몰입 예방 R&SD>의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 자료를 추가•보
완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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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자

발간 연도

연구기관

비영리단체에서도 최근 디지털 디톡스 digital detox , 디지털 힐링 등 디지털 기

게임이용현황 분석

신선

2014

기와 격리 또는 탈출을 통해 개인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의 동영상 콘텐츠 이용현황

신지형

2014

고 있다. 2011년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수들이 설립한 ‘다행복사회 네트워크’에

스마트폰 이용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김나영

2014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추이 분석

김윤화 외

2013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현황

신선

2013

스마트세대 20대의 미디어 이용 행태

정용찬

2013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행태 변화_ 2012년과
2013년의 비교

김민철

2013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13
육아정책
연구소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철학적 배경과 산업
적 접근

손상영 외

2013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

이원태 외

2012

스마트 기기 이용행태 실증분석

박유리 외

2011

디지털재난, 그 의미와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국환 외

2009

인터넷콘텐츠: 온라인 게임

정부연

2009

센터에서는 디지털로 벗어나는 캠핑이라는 주제로 미니 차량 보유자를 대상으
로 캠핑 행사를 벌였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서는 스마트폰 하루 1시간 끄기 운동을 벌였고 2013년 8월 미니커뮤니케이션

상기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예방, 상담, 활동 등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자발
적 참여를 끌어내는 방식이라면 최근 논란이 된 온라인 게임셧다운제는 중앙집
중적 하향식 top-down 의 강제적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게임셧다운제는 일정
시간 컴퓨터의 일부 접속을 막는 기술적 조치로서 현재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표 3] 스마트기기 활용과 이용 행태에 관한 보고서 예시

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선택제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강
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20일 도입되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6시 심
야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선택적 게임시간제라
불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선택제는 2012년 1월 22일 도입, 7월부터 적
용되었는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지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2015년 현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비영리 기관에서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대

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가 완화된 형태인 부모선택

처하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대표적인 예로서 KT 문화재단은 ‘스마

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부모선택제는 부모가 원할 경우, 자녀를 강제적 셧

트런 캠프’ 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기기 친밀도 및 과몰입 지

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게임셧다운제는 사실상 우리나

표’를 활용해 참여 아동과 학부모에게 마술, 웹툰, 주제가 만들기 등을 활용한 건

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실질적 효과에 관해서도 상당한 논란과 부

강한 스마트기기 이용문화 교육을 제공했다.

처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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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정책 동향

영국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장려

선진국에서도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 중독에 관한 여러 대응 정책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비영리협회나 학부모단체, 대학 등 민간 주도로 인터넷 중
독 예방과 해소 유도 활동이 활발한 편인데 이처럼 민간 부문이 상대적으로 적극
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아직 인터넷 중독을 정식 정신질환
으로 인정하지 않아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고 있는데 아동착취 및 온라인 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와 국립
중독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채팅룸이나 인스턴트메시징 등 쌍방향 서비스의 잠
재적 중독위험에 대처하는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2009년에는 컴퓨터
게임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초로 컴퓨터재활클리닉 Computer Rehab Clinic 을 열었
다. 또한, 영국의 대표적 통신업체인 보다폰에서는 2012년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춘 Digital Parenting 책자를 발간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1년 민간 심리상담 기관인 ‘K. Young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
에서 세계 최초로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인 ‘Young 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또한,
학부모단체인 ‘National Institution of Media and the Family’에서는 학부모들
이 디지털 미디어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 직접 유해 여부를 조사한 후 검토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는 시애틀 근방 Fall City에서 미국에서 최초로
인터넷 중독 전문 치료기관인 ‘Heavensfield Retreat Center’가 설립되었다. 여
기서는 45일 동안 인터넷, 게임, 문자, 채팅 중독 등을 집중적으로 치료해주는 특
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인 치료는 지정된 기간 동안 중독 대상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신 입소자가 정원 가꾸기, 운동, 산책, 요리 등 다양한 일거리

[그림 4] 영국 보다폰회사의 Digital Parenting 사이트

로 소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독일에서는 스마트폰 관련하여 새로운 법제보다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으로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비슷하게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연대하여 공공 캠페인
Media Awareness Network

다루고 있다. 동법은 청소년정책 담당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MFSFJ

을 들 수 있다.

에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상위 법으로 1951년 제

여기서는 가정에서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Be Web Aware’라는

정되었다. 이후 정보 사회의 급변하는 미디어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개정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무료로 배포한다. 또한, 주마다 중독 관리 정보센터를 운

되여, ‘능동적 청소년보호’를 위한 전국행동강령 National Action Plan 을 명시하였고

영하고 있다.

각 주 자치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 청소년보호 관련 법제도적 정책과제 시행하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MNet

도록 하였다. 또한, 2002년 전국 16개 주에서 제정한 『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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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발달과 교육을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전자정보

존하고 있다.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카페 출입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인

와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의 서비스들로부터 이들을 통합적으로 보호하도록 하

터넷게임 이용 시 게임 접속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험치 등의 획득을 점점 어

였고, 여기서 ‘서비스’는 원격매체 의미하므로 스마트폰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려워지도록 하여 이용자의 게임 중단을 유도하는 ‘피로도 시스템 fatigue system ’의

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안전한 핸드폰 사용을 위한 부모 지침

도입을 강제화하였다. 또한, 인터넷 중독 치료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서가 2011년 3쇄 출판되었는가 하면 연방 차원 시범사업으로 2011~12년 사이

치료 훈련원 등을 운영하는데 최근 인터넷 중독 치료 훈련원에서 10대 청소년

‘ESCapade’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시행, 스마트폰 중독 관

들이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벌어져 강제적 인터넷 중독 치료의 역효과를 드러

련 시범 사업 추진 후 과학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내기도 했다.

호주에서는 온라인 핫라인을 설치해 인터넷 콘텐츠 관련 불만 사항을 접수·

2-2. 정부 과몰입 정책: 투입과 성과

처리하며 특히 국가 주도적으로 등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999년 온라인서
비스법을 제정하여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사용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등급분류위원회가 독립적 연방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1) 1차, 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비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은 정부의 대표적인 디지털 과몰입 대응
정책이다. 위 계획은 융복합 ICT 환경변화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 위

일본에서는 지방 정부 위주로 인터넷 중독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여러 현

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과정에서 수립된 계획이다.

에서 인터넷중독 정보센터가 운영 중이다. 구마모토현의 경우 인터넷과 스마트

2010년 3월에 행안부 등 7개 관련 부처에서 ‘제1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

폰을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윤리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

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국

고, 현재 오사카와 쓰쿠바현에서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창구로서 일본중독정보

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에 따라 2013년에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

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편 도쿄도에서는 2007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를 개정

합계획’이 발표되었다.

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의무적으로 필터링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였다.
제1차 종합계획(‘10년~’12년)의 성과로는 범부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시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강력한 규제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데 치안관리처

으며, 게임중독 예방제도를 마련하고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하

벌조례나 형법 등의 국가법률,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법 등의 규정으로 인터넷

고 개선해나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량적인 성과로는 인터넷 중독 대응력 강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에는 온라인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

화를 위해 중독 예방교육(430만여 명) 및 상담(264만여 건)을 확대하고 7천여

시하였고, 인터넷 피시방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의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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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가 다양해지고 그 이용이 확산

구분

되는 등 ICT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척도개발: 스마트미디어 이용행동의 경향성을 분석하여 반응 특성별 중독
가능성을 예측하는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측지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에 제2차 종합계획은 기존의 인터

콘텐츠개발: 중독자의 중독 수준, 유형, 연령 등에 따른 중독예방 및 전문상담을
위한 스마트미디어 전용 콘텐츠 개발

넷중독 관련 정책과 더불어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기반
조성
구분

내용
발굴: 보육 · 교육기관에서 가정으로 발송하는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미디어
관찰자 진단척도를 제공하여 중독 위험군 조기 발굴

유아
대책

교육: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편성
상담: 유아의 중독특성, 가정환경,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가족상담, 또래
집단상담, 신체오감 활용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내용

S/W: 스마트폰용 유해정보 차단 S/W인 ‘스마트보안관’의 성능(이용시간
설정기능 개발 등)을 개선하고, ‘15년까지 배포 확대
캠페인: 일상생활 중 통화, 문자 송수신 외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일정시간
절제하는 ‘Smart-Off Day 캠페인’ 전개
인력양성: 보육 교사, 초·중·고등 교사, 보호관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 등 중독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스마트미디어 중독 대응
직무연수 지속 실시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3.06.14)

[표 4] 제2차 종합계획 중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

환경개선: 야외 대안활동 프로그램 보급, 부모와 자녀간 관계 회복 및 가정내
중독 취약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가족캠프 실시
예방: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스마트미디어 레몬교실’
운영 등 학교현장 예방교육 활성화 (‘13~)
치료: 상담 현장, 치료협력병원 등에서 활용 가능한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
상담 · 치료 매뉴얼 개발 · 보급

청소년
대책

인식제고: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이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은 사용가이드 등으로 제작·배포
문화확산: 학교 자율적으로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 · 실천하는
‘건강한 스마트 문화학교’ 선정 및 활동 지원(’13~)

제2차 종합계획은 건강하고 행복한 인터넷 이용생활을 구현하고자 6가지의
정책영역(C-H-A-N-G-E)으로, ①중독 예방 의무화 Compulsory prevention , ②생애주
기별 맞춤형 전문상담 강화 Healing , ③중독 전문치료 체계화 Aid , ④중독 회복 사
후관리 도입 Needs evaluation , ⑤국내외 협력체계 활성화 Governance , ⑥정책추진 통
합기반 조성 Enviornment 을 내세우고 있다. 제1차 종합계획과 각 영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부모교육: 청소년의 1차 보호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내에서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조절 지도법, 자녀와의 의사소통법 등 교육
발굴: 대학 상담센터, IT 관련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성인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자 발굴 강화

성인
대책

상담: 온라인 도박, 음란물, 쇼핑 등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별 특성에
따른 중독유형을 분류하고 상담기법을 차별화하여 제공
치료: 공존질환 동반 여부, 타 중독 중복 등을 고려, 해당 지역내 전문병원, 유관
중독 전문기관 등과 연계 집중치료 지원

160

161

연도

제 1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

제 2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소 종합계획

해소 종합계획

정책영역

예방 교육
(Compulsory
prevention)

’10 ~ ’12

’13 ~ ’15

신청학교 대상 집체식 교육

예방교육 의무화를 통해 중독 사전 차단

•초·중·고교 학교 신청을 통한

집체강의식 교육

•유아·청소년 예방교육 의무화 국가정보
*

화기본법 개정(’13.5월)

•인터넷중독 사후 진단검사

•중독 사전 예측검사를 통한 조기 발굴

•청소년 위주 교육

•학부모, 보호자, 교사 대상 교육으로 확장

•청소년 중심 상담 실시, 중독 하위

유형별 전문상담 부재

상담

•중독자 개인 중심의 상담
•중독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상담
*

고위험군 청소년 중심 치료 지원
•인터넷중독을 정신질병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관점 혼재
•중증도 및 유형별 치료 체계 미비
•치료시 공존질환 여부 임의 고려

상담·치료 과정 시 전문가 임의
진단 및 검사 진행
•단기 기숙형 치료학교

중독 회복자

중독 회복자 사후 관리 제도 부재

사후 관리
(Needs
evaluation)

’10 ~ ’12

’13 ~ ’15

하향식 정책 추진 등
인터넷중독 유관기관간 협력 미흡

인터넷중독 대응주체간
협력 강화를 통한 전방위적 대응

•유아동, 청소년, 성인 게임, 도박, 음란물,

SNS 등

•Top-down 방식의 정책 수립·추진 •정부-지자체-전문기관간 수직적 협력

•지자체-병원-학교 등 수평적 협력 강화

지역거점센터 일부 구축 및
전문상담사 교육

지역거점센터 완비 및 제도 고도화

•지자체 중독대응센터 일부 구축

정책기반

•지자체 중독대응센터 구축 완비(18개)

(11개)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자격제도화

(Environment) •인터넷중독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존 예방제도 안정화, 업계 자율 개선

실시

유인 (‘그린인터넷인증제*’ 운영)

•예방제도(셧다운제, 스마트보안관)

도입

가정방문상담대상 확대
의과학적 근거 마련 및 치료모델 개발

강화

•지역협력체계의 제한적 운영

•글로벌협력 및 참여확대

맞춤 상담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가정 중독자까지

(Aid)

해소 종합계획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시작

•생애주기별*·중독 하위유형별 차별화된

전문상담 및 방식 다양화

* 한부모, 조손가정의 자녀 등

협력체계
(Governance)

유아동 및 성인을 포함한
콘텐츠 계층별 맞춤 상담

•캠프 운영 등 중독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치료

제 2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소 종합계획

정책영역

청소년 중심의 일반적인 중독 상담

(Healing)

제 1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
연도

(자료: ‘13년, ’14년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재정리)

[표 5] 제1, 2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비교

•중독에 대한 의과학적 질병개념 정립
•중증도 및 유형별 치료모델 개발·적용

제1차, 2차 종합계획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추진계획이 다부처 사업으로 구

•공존질환자 집중치료지원

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1차 종합계획의 경우 행안부 등 7개 부처가, 제2차 종

•인터넷중독과 함께 우울, 불안 등 타

합계획의 경우 미래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

정신질병 동시 소지자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

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서 각 부처의 역

중독 회복자 사후 관리 제도 운영

량을 모아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

•중독회복자 자조모임, 후원자 제도 운영

음은 2014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부처별 협업에 따라 비교

•사회복귀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한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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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부내용

과제
1-1 유아동
대상 예방
교육

1-2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예방
교육

누리과정 내 중독예방교육
편성·운영

●

유아동 대상 맞춤형 예방교
육 운영

●

학교현장에서의 청소년 예
방교육 강화

●

비행청소년대상예방교육
실시

●

학부모·직장인대상예방교육
운영(337천명)

●

의무화 1-3 성인 대상
공공기관 종사자 및 대학생
예방 교육
실시
대상 예방교육 지원
군장병 대상 예방교육 실시
‘스마트미디어청정학교’운영
1-4 건강한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실천 강화를 위한
사용문화
홍보 캠페인 전개
확산

맞춤형

2-1 청소년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전문
상담
및
치료
강화

2-2 성인
수요자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운영

미 교 문 복 여 방 국 법
래 육 화 지 가 통 방 무
부 부 부 부 부 위 부 부

과제

●

협력
체계

●

●

●

3 국내외
협력체계
활성화

활성화

●

●

●

4-1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

●

●

●

●

●

●

제도
구축

4-2 제도적
기술적
지원체계
구축

지역별 유관기관을 활용한
상담 강화

●

스마트폰 중독 상담치료 매
뉴얼 개발·보급

●

취약계층 등 성인 대상 찾아
가는 가정방문상담 운영

●

●

●

●

●

●

●

●

●

●

●

●

인터넷중독관계부처간, 유
관기관간, 학제간 결속력
강화

●

지역사회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글
로벌 협력기반 마련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전
문인력 양성

●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
연수 교육 실시

●

상담인력 관리를 위한 보수
교육 실시

●

●

민간 자율노력을 유도하는
그린인터넷인증제도 운영

●

●

●

●

●

●

●

●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
강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게
임과몰입 실태조사 실시

●

지역 거점별 인터넷중독대
응센터 구축 확대 및 운영

●

●

●

●

●

●

●

●

인터넷중독 치유학교 건립
및 운영

●

기초 지자체 단위의 중독 예
방·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병원치료 연계망
구축

●

●

건전한 인터넷게임 이용문
화 정착을 위한 제도의 안정
적 운영

인프라 4-3 과학적인
인터넷중독
조성

4-4 인터넷
중독 대응
전문시설
구축 지원

●

미 교 문 복 여 방 국 법
래 육 화 지 가 통 방 무
부 부 부 부 부 위 부 부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고도화 및 보급 확대

및
●

위험사용자군 청소년 대상
2-3 고위험 및
으로 공존질환자 발굴
공존질환자
발굴 및 치료 공존질환 보유 청소년에 대
연계
한 병원치료 연계

세부내용

국내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 강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
한 성인 중독 관리

●

정책

●

●

●

●

[표 6] 2014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부처별 협업 비교

위 분석에 따르면 각 정책과제와 세부 내용에 대부분 2개 부처 이상 참여하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게임과몰입에 관

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은 8개 부처가

련된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2015년에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게임과몰입 예방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계획임에 따라, 태생적으로 부처 간 업무 중복 문

프로그램으로서, 게임과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하여 방학 중에 게임 제작과정

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8개 부처의 관점과 역할이 각기 다르다고는 하

을 체험해 보는 가족캠프를 운영한다.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 및 게임 이용지도

나, 정책이 사업으로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유사 사업과 업무의 중복을

역량 강화를 위해 게임과몰입 전문상담사 및 각급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

확인하고 정책 방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하며, 게임시간선택제 등 건전한 인터넷게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홍보
등에 힘쓰고 있다.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각 부처별 업무 중복 문제가 꾸준하게 지적되면서,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위해 부처의 성격과 특징이 반영된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

본 연구진은 이러한 업무 중복·분담 문제에 대하여 미래부, 문화부, 여가부의

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2002년에 당시 정보통신부 산

관련 정책 담당자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각 부처의 성격과 정책 관점을 심층 분

하기관으로 설립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운영을 이어받아, 2014년 현재

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3절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모습으로 15개 시•도에 16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뿐
만 아니라, 매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중독 실태조사(국가승인 제12019호)를 통해

2-3. 민간의 대안: 현장성과 실효성

정책 추진에 활용하는 동시에 정책기획(조사연구), 예방교육 및 문화 확산 등의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 중에 있다.

1) 영유아/청소년 관련 최근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 차원의 현장 밀착형 정
책 아이디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계획의 예방-상담-치료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민

원’에 따라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학령전환기

간 차원의 현장 밀착형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진단을 통해 중독 청소년

청소년정책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영유아 및 아동·청

을 발굴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청소년 및 부모교육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

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정책(2013)’ 세미나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

다. 또한, 중독 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치유캠프(초등생 대상, 2박 3일)

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 세미나에서 연령별 생활 환경과 문화를 고려하

와 인터넷치유학교(중고생 대상, 11박 12일)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숙형 치

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 또는 변용이 가능한 체감형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

유특화프로그램은 합숙 기간 동안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사의 심리 진단 및 평

다. 세미나에서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를 연령에 따라 정리해 보았다.

가, 개인 및 또래 상담, 인터넷을 대체하는 대안놀이 체험과 수련활동 등을 캠프
참가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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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대상으로는 스마트기기의 건전한 이용과 사용 규제의 관점에서 아래

구분

내용

표 내용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영유아는 청소년들과 달리 주변 환경

• 초등・중등・고등 생애주기별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위험성 인식 캠페인

(스마트폰바구니 운동, 스마트폰 교육의 날, 스마트폰 주간 등)

과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가 개입하여 스마
트기기를 건전히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아이디어들이 주를 이루었다.

스마트기기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생활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용

•아동, 청소년 스마트기기 자녀관리 앱 기본 탑재 의무화
•스마트폰용 게임 등급 분류

구분

내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유아용 만화, 게임 등에 연령 표시 의무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유아용 만화, 게임 등의 서비스에는 세부적

스마트기기
건전한 이용

스마트기기

•학교 내 스마트폰의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
•청소년 전용 2G형 기기보급 확대

관리

인 이용방법을 제시, 부모나 교사 등 성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이용
하는 방법 등 제공

[표 8]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정책 아이디어

•만화나 게임의 적절한 사용 시의 긍정적 효과와 영아 혼자 방치되

어 사용 시 부작용에 대한 경고 문구 삽입
•영유아 대상 유해매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규제 방안 마련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

•영유아 연령이 대상이 아닌 유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다양할 루

트의 정보 제공
•유해매체차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상시 감시체제하에서 유

해매체차단 서비스제공

[표 7] 영유아 대상 정책 아이디어

2) 실효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5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과몰입 정
책인지도 및 효과성 설문을 실시하여 이처럼 민간 부문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정
책적 아이디어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참고로 아래 표는 설
문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분포를 담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는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리의 관점에서 정책 아이디

성별

남 (49.7%), 여 (50.3%)

어를 제안하고 있다. 아래 표에 정리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정책 아이디어는

연령

10대 (12.1%), 20대 (25.2%), 30대 (25.7%)
40대 (24.5%), 50대 (9.8%), 60대 (2.6%)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사가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모습의 스마트기기 사용

결혼

미혼 (52.7%), 기혼 (43.6%), 기타 (3.7%)

규칙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육

중졸이하 (2.3%), 고졸 (26.3%), 대졸 (62.7%), 대학원이상 (8.8%)

소득

200만원 미만 (12.1%), 200만원~400만원 (35.9%)
400만원~600만원 (35.6%), 600만원 이상 (16.5%)

지역

광역시 (57.8%), 기타 시도 (42.2%)

[표 9] 디지털 과몰입 정책 인지도 및 효과성 설문 응답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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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5점 척도로 그 효과성을

2-4. 과몰입 정책 인지도

질문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디지털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정부나 민간의 다양한 정책적 개입과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실제 디지털 미

대안 활동과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유아 방치 사용 시

디어 사용자들은 의외로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그다지 높은 것으로 보이지

부작용 경고 문구나 연령 표시 의무화 등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가장 낮은 아이

않는다. 본 연구의 디지털 과몰입 정책인지도 및 효과성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각

디어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연성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덜 효과적인 것

영역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5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특히 여가부나 문

인 것처럼 보이나, 조사 대상 14개 아이디어 중 효과성이 높은 것에는 과몰입 위

체부에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실시해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인지도는 25.4%로

험 인식 캠페인, 예방 홍보 콘텐츠 개발 등 연성적인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낮은데 인지도 수준이 다른 정책들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과몰입 상
담 전문인력의 경우 과몰입이 중독으로 이어진 후 사후치료적인 성격이 강하기

민간의 정책적 아이디어 효과성

때문에 일반 시민이나 청소년이 실제 접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인다. 반면 국민홍보나 캠페인 관련 정책은 유일하게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인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중독이나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

초-중-고 생애주기별 스마트폰/인터넷 과몰입 위험 인식캠페인

과 관련된 대중매체 기사나 뉴스가 주기적으로 접하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 청소년 스마트기기 자녀관리 앱 기본탑재 의무화
인식개선 및 과몰입 예방 홍보 콘텐츠 개발

기존 과몰입 정책 인지도

학교내 스마트폰의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
60
거버넌스 구축 및 과몰입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48.7 %

증거기반 과몰입 치료재활 서비스 인프라 구축

50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생활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스마트폰바구니 운동 등)

40

48.2 %

51.5 %

49.7 %
46.4 %

44.8 %
35.9 %

과몰입군 선별 및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체계
30

25.4 %

스마트폰용 게임 등급 분류
20

청소년 전용 2G형 기기 보급 확대
영아 혼자 방치되어 스마트폰 사용시 부작용 경고 문구 삽입

10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유아용 만화, 게임 등에 연령표시 의무화
0.0

1.0

[그림 5] 민간의 정책적 아이디어 효과성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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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존 과몰입 정책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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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반시민의 정책인지도는 지지도와 더불어 해당 정책의 실효성, 효과성

위 모델에서 과몰입정책 인지도와 지지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시민들이 어떤 이유로 인지도가 높

은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관심/참여도, 과학기술 지지도/수용성와

은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과몰입 정책 인지도

같은 다소 인과적 거리가 먼 요인과, 디지털 미디어 수용도나 활용도, 디지털 과

및 지지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로 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각

몰입의 심각성 인식 등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인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에는 연령, 성별, 소득수준이 포함되고, 정치적 관심/참
여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실제 정치 참여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

디지털
미디어
수용도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다. 과학기술 지지도/수용성은 과학기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높다고 생
각하는 비율 등 세 가지 문항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디지털
미디어
활용도

디지털 수용도는 기술 수용성에 관한 대표적인 기술수용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정치적 관심/참여도
과몰입
심각성
인식

과학기술
지지도/지지도

과몰입
정책
인지도/
지지도

usefulness

에 따라 ‘인지된 이용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 ’과 ‘인지적 유용성 perceived

’의 두 차원에 관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4 디지털 미디어 활용도는 유무

선네트워크 환경 구성, 웹브라우저 기능, 스마트폰 앱 사용, 악성코드 검사/치료,
웹페이지 연결 및 기능 사용, 5개 문항으로 구성 등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기
존의 설문 척도를 활용하였다.5

직접효과
간접효과

디지털 과몰입 정도에 대한 인식은 본인의 과몰입 정도가 아니라 사회의 디
지털 과몰입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문항을 사용함으로써 과소 또는 과다 평가

[그림 7] 디지털 과몰입 정책 인지도 경로분석 모형

되는 자가진단의 편향을 지양하였다. 사실 정책은 결국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을 기반으로 하므로 디지털 과몰입 정책 역시 개인이 자신의 문제보다는 사회의
문제 차원에서 진단하는 것이 정책인지도 및 지지도에서 더 유의미할 수 있다.

4.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Quarterly 13(3): 319-340
5. “질적 정보격차와 인터넷 정보이용의 영향 요인 고찰: 이용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인식, 자기효
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2): 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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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본 연구의 디지털 과몰입 정책인지도 및 효과성 설문 결과를 통
해 상기 경로분석 모델을 측정한 결과이다. 직선은 직접적 효과, 점선은 간접적
효과를 표시하며 (***, **, *)로 표시된 계수는 통계적으로 각각 99%, 95%, 90%
유의미한 수준이다.

상기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디지털 미디어 수용도와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과몰입 정책
인지도가 높다.
• 사회의 과몰입 심각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한다고 해서 과몰입 정책
인지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 인구학적 변인 중에는 연령과 성별은 과몰입 정책 인지도에 유의미
한 영향이 없으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과몰입 정책 인지도가 높은

-0.06

연령

***
.17
-0

-0.3
3***
0.06

성별 (남)

.03
-0

0.0
9**

-0
.0
1

정치적관심/참여도

*
8**
0.1

과학기술수용도/지지도

디지털미디어

• 정치적 관심/참여도가 높을수록, 과학기술수용도/지지도가 높을수록

0.14***

수용도

과몰입 정책인지도 역시 높다.

0.01
0.37***

***
01 22
-0. -0.

0.11***

소득

것으로 나타난다.

리터러시

-0
.0
4

0.19

디지털

0.09**

0.09**

-0.
07*

과몰입

-0.11***

심각성인식

0.13***

과몰입정책
인지도

3. 어디로 가는가
3-1. 과몰입 정책 방향 I: 시각의 차이, 수단의 한계

-0.03

앞선 2-2절에서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정책과 사

0.09**

업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부처별 협업 비교를 통해 각 부처별로 동일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유사하지만 다른 형태의 정책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8] 디지털 과몰입 정책 인지도 경로분석 결과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부처의 역할과 성격을 나누어 분석해볼 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관
계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및 스마트미
디어중독 관련 정책 담당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각 부처의 정책 성격
과 방향성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이라는 동일
한 문제에 대해 세 부처가 각기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며 그로 인해 부처별
주력 정책이 다른 형태로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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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디지털과몰입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다. 기존의 인터넷중독의 요소에 더하여 스마트기기 자체의 의존성·접근성
때문에 과몰입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기 사용의 규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구분
정책 관점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으로 인해 게임이 부

청소년 보호

과몰입 대응 기숙형캠프 (인터넷
주력 정책

이 단절된 환경의 기숙형 치유캠프 등을 주력 정책으로 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에서는 중독이라는 단어가 드러나지 않고, 대신 과몰입

여성가족부

원인 분석

•스마트 기기의
의존성, 접근성 때문에
과몰입 심화

게임산업 진흥

연령별 예방교육

학교 안 교사 게임과몰입
상담 교육

•개인심리, 가정환경,
사회환경, 인터넷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게임 자체의 원인
보다는 PC와 모바일 등
개인화 된 게임 문화

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고자 함인데, 이는 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

체의 문제가 아닌 PC·모바일 등 개인화된 게임 문화를 지적하는 인터뷰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게임이 가지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동

의 건전한 이용 및 올바른 이해를 위한 학부모와 자녀간의 게임캠프, 게임과몰입

규제 정책에
대한 평가
(예: 셧다운제)

상담교육과 같은 사업과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서 언급한 두 부처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규제의
집단이 아닌
게임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집단

•기숙형 캠프 확대

성가족부은 청소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업체를 정책의 주 대상으로 삼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 매체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삼고 건전한

그외

정보문화와 이용생활 구현을 추구한다. 과몰입 문제를 개인 심리, 가정환경, 사

사업 계획

전 연령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셧다운제는
중독청소년이 가져올
사회적 문제 비용을
해소하고 이들을 끌고
가야하는 국가사회적
책무

•인터넷드림마을

미래창조과학부는 타 부처와 달리 정책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즉, 여

회환경. 인터넷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 작용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집단의 동질감을
느끼기 위한 수단이
과잉
•스마트폰 사용과
게임과몰입은 별개

닌 진흥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몰입 원인을 게임 자

시에 인정하고 있으며 규제보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게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문화의 확산

스마트폰 단절된 환경)
•기존의
인터넷게임중독 요인
작용

과몰입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 확산에
따른 역기능 순화
차원의 제도로 평가
•타부처와 달리 규제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해 직접적인
평가를 어려워함

•유아동(만3세~9세)
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
및 보급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등
통합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

•산업 성장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기에 규제
정책보다 관리의 문제가
중요
•세대간의 발전에 따른
간극을 게임업체가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님

•정보문화사업진흥원
학부모와 자녀 게임캠프
•게임의 등급, 내용,
정보 등을
포탈사이트에서 제공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표 10] 부처간 정책 성격과 방향에 관한 근본적 관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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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과몰입 정책 방향 II: 규제와 자율,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분리와 융합
디지털 과몰입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에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경우 사전 예방에 대한 지
지도가 더 높고 기술-인문 융합 지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로 대척적인 관점과 접근이 존재한다.
중장기적 과몰입 정책 방향

첫째는 급속도로 증가 추세인 디지털 과몰입 대응을 위해서는 게임셧다운제
등 정부의 하향식 top-down 규제가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관점에 대해,
궁극적으로 디지털 과몰입은 사용자 개인의 자율성과 통제를 기반으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보다는 개인의 자율적 통제

6.96

과몰입/중독 “치료” 보다는 과몰입/중독 “예방”

6.43

연구개발/정책대안 분리보다는 기술-인문융합 예방기술

6.95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림 9] 중장기적 과몰입 정책 방향

둘째는 예산이나 인력 등 한정된 정책 자원을 고려할 때 기숙형 치유학교 등
실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진단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대응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에 대해, 디지털 과몰입이 중독으로 이어지기 전에 경미한 증
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조치에 초점을 맞추

중장기적 과몰입 정책 방향 중 특히 규제 대 자율 차원에 대한 응답자별 지지
도를 살펴본 결과 개인의 자율적 통제에 대한 지지도가 남성이 여성보다, 20-30
대가 40-50대보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는 접근이다.

셋째는 디지털 과몰입에 관해 연구개발과 사회정책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접근에 대해, 기술 발전과 인문사회적 통찰을 통합하는 융합적 접근
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디지털 과몰입 정책 인지도 및 효과성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차원의 대척적 관점에 대한 지지도를 10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사용
자 개인의 자율성,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 연구개발/정책 분리보다는 기술인문 융합으로 통해 예방기술 개발에 지지도가 더 높은 것을 드러난다. 사실 세
가지 차원은 서로 일맥상통하는데 이 세 차원의 정책방향은 95%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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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디지털 과몰입 정책 방향 지지도
7.8

4.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7.6
7.4
7.2

4-1. 정책 우선순위 분석

7
6.8
6.6

가장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에서

6.4

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몰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차원으로 중점

6.2
6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5.8
5.6
20대 미만

30대 미만

40대 미만

50대 미만

60대 미만

70대 이상

구분

내용
•연령별, 계층별 수요특성을 고려한 예방교육 다변화

성별 디지털 과몰입 정책 방향 지지도

예방

7.2

•학부모 교육 강화 및 시청각 교육 지원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자율 실천운동 확산

7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중독유형별(SNS, 게임 등) 발굴, 상담 강화

6.8

상담-치료

6.6
여

•청소년 중독위험군 등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군 및 공존질환 보유 청소년 병원치료 연계 지원

남

•상담, 연구 전문기관간 기술지원 등 협력 활성화
7.4

협력체계

소득 디지털 과몰입 정책 방향 지지도

•관계부처 간, 민관간 협의체 구성, 운영 등 공동 대응 강화
•인터넷중독 정책 발굴 등을 위한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7.2

•전문시설 구축 확대 및 상담인력 양성

기반 구축

7

및 인프라
6.8

•중독 대응 제도 운영 및 기술적 조치
•스마트폰 진단척도 고도화 등 기초연구 기술개발 확대

6.6

[표11] 2015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중점 과제

6.4
6.2

본 연구의 정책 인지도 및 효과성 설문에서는 이들 각각의 과제에 대해 중요
2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600만원
미만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성과 시급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아래 두 그림은 각 중점 추진과제를 ‘매우 중
요’하다고 응답한 순과 ‘매우 시급’하다고 응답한 순으로 정렬한 것이다. 두 측

[그림 10] 연령별, 성별, 소득별 디지털 과몰입 정책 방향 (규제 vs. 자율) 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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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은 중독고위험군 대상 치료/사후관리나 중독유형

4-2. 주요 제언

별 발굴-상담이다. 반면 기숙형학교 등 맞춤형 치유프로그램과 중독 진단척도

본 연구의 결론으로는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구체적 정책 아이템 도출보다는

개선 및 과학적 중독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기술개발은 두 측면에서 상대적으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정책적 구상과 디자인에 있어 반

로 낮게 나왔다.

드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과몰입정책 중요성 (매우 중요 %)

첫째는 디지털 과몰입이 원인인가 현상인가 하는 질문이다. 인터넷이나 스마

중독고위험군 대상치료 및 사후관리 연계 강화

트폰, 게임, SNS 등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

대국민 인식개선 및 중독예방 실천운동 확산
중독유형별(SNS, 게임 등) 발굴, 상담

다 과다 사용 현상의 이면에 있는 원인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사

연령별, 계층별 예방교육다변화

십 년 압축 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의 기적을 경험한 한국사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정착을 위한
제도운영 및 유해정보 차단 SW 등 기술적 조치
중독대응 전문기관 협력 활성화, 기관통합 정보 제공

회는 청소년은 입시교육, 청년은 취업전쟁 등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있다. 인

학부모교육 및 시청각 예방교육

터넷,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일종의 가상세계는 과도한 경쟁이라는 현실에서

현장밀착형 전문시설구축 및 상담인력 양성

그나마 숨통을 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자비한 경쟁 구도가 달라

중독 진단척도 개편 및 과학적 중독
대응정책을 위한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지지 않는 한 디지털 세계로의 여행(또는 도피)은 어쩌면 이들 개인에게 합리적

기숙형 학교, 캠프, 대안활동 및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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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과몰입에게 이르게 하는 현실의 실
제적 문제를 놔두고서 과몰입 자체를 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정책을 디자인할 경

[그림 11] 디지털 과몰입 정책 중요성 평가 설문 결과

우 궁극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과몰입정책 시급성 (매우 시급 %)
중독고위험군 대상치료 및 사후관리 연계 강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과몰입 현상 자체를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

중독유형별(SNS, 게임 등) 발굴, 상담

지 않는다고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마치 암의 주요 원인이 나쁜 식습관이

대국민 인식개선 및 중독예방 실천운동 확산

라고 해서 정작 암이 발생했는데 나쁜 식습관을 고치지 못하니 내버려두자고 할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정착을 위한
제도운영 및 유해정보 차단 SW 등 기술적 조치

수 없는 것처럼, 디지털 과몰입 원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대인요법이 효과적이

연령별, 계층별 예방교육다변화

라고 해도 과몰입이라는 현상에 대한 대증요법 역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중독대응 전문기관 협력 활성화, 기관통합 정보 제공
학부모교육 및 시청각 예방교육

다. 따라서 디지털 과몰입이 발생하는 뇌과학적 기제에 대한 연구나 장기 패널

현장밀착형 전문시설구축 및 상담인력 양성

추적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중독 진단척도 개편 및 과학적 중독
대응정책을 위한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기숙형 학교, 캠프, 대안활동 및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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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디지털 과몰입 정책 시급성 평가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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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본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디지털 과몰입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계,
민간, 정부 모두 입장이 다르고 정부 내에서도 각각 다른 정책 대상과 수요에 따
라 입장이 다르므로 과몰입 정책 입안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름’
을 인정해야 하지 ‘틀린’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의무
적 조치를 강제적으로 도입할 경우 그에 따른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득실
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정책 도입에 있어 승자 winner 가 얻
는 이득이나 혜택이 패자 loser 가 당하는 불이익이나 손실보다 큰 것인지 비교함
으로써 패자가 정책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소위 글로벌 ICT 강국으로서 한국 사회야말로 정보통신기술의
최첨단에 서 있으며 그로 인해 이제까지 추격형 기술개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신기술의 부작용이나 위험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 역시 ICT 영역에서 처음 겪고
있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인터넷, 스마트기기 보급율을 자랑하는 만큼 디지털
과몰입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가장 심한 정도로 겪게 되는 기술의 역효과라
고 볼 때 향후 신기술 개발에 있어 경제산업적 수익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함
께 고려하는 R&SD Research and Solution Development 패러다임으로 과몰입 정책을 고민
해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기술 socially responsible technology 차원에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ICT 연구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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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말

둘째로, 부모·자녀가 서로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내용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
켜보며,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과몰입을 예방하고 갈등도 줄일 수 있다. 양
적 조사의 결과를 보면,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경우에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적 연구를 위해 직접 가족들을 만나봤을 때,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정과
사회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지 알아보고자 한 이번 연구는 크게 세
분야로 구성되었다. 첫째,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자녀를 직접 만나
서로 간 이해를 높이고 합의를 시도해본 질적 연구(Part 1), 둘째, 디지털 미디어

우가 많아지고,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야 하는 자녀들의 상황에서 가족들이 서로
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
었다. 지나친 관심과 통제는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소통을 막을 수 있
겠지만,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과몰입과 관련된 여러 부모·자녀 관계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 양적 연구(Part
2), 마지막으로 현재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그 실효성에 대해 탐색해본 정책 연구
(Part 3)이다.

셋째로, 소비가 중심이 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활동을 오프라인 활동이
나 창조적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질적연구
를 통해 만나본 청소년들은 취미활동이나 자기계발, 운동 등에 대한 욕구는 많이

이 세 연구를 종합해 보며 몇 가지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로, 기존에
는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또는 ‘중독’을 치료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을 중요시했
다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
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적 연구 결과
를 보면, 부모들은 본인이 가진 사회적 성공의 열망과 성적에 대한 기대로 자녀

있었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과 사회의 지원이 부족해 보였다. 디
지털 미디어 소비 활동을 제외하면 막상 무엇을 해야 할 지 선택지가 부족하고,
돈, 시간, 에너지도 부족했다. 정책연구에서도 민간의 정책적 아이디어 효과성을
탐색해봤을 때, 디지털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 프로그
램 개발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다.

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과몰입 수준을 과대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동안
‘중독’이나 ‘치료’의 관점이 주를 이루다 보니, 부모들은 자녀들의 상황을 객관적
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지나친 우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들의 우려는 자녀
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이어지고 이는 부모·자녀 갈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질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연구에서 실시한 디지털 과몰입 정책 인지도
및 효과성 설문 결과에서도 사람들은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이 앞으로 중요
하다고 인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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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는 우리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으며, 온라인과 오
프라인 활동을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 없는 시대에 와 있다. 기술이 불러온 지금
의 부작용들을 기술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의 기술 발전의 방향이 ‘더 빠르고 재미있고 편리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를 많이 모집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사용자들이 장기적으로 긍정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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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사
회적 통찰이 기술의 발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책임 있는 기술’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발전 방향: 디지털미디어 선순환
생태계를 위한 미래 지도 그리기
디지털
시민의식 함양:

현재는 과거의 반영이고, 미래는 현재의 노력의 결과이다. 디지털 환경의 진
화와 함께 더 나은 삶의 방향과 미래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는 일은 현재 각자의

이해, 공감, 창조

자리에서 여러 주체가 시도하고 있는 작은 변화의 노력에서 먼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노력을 서로 다른 자리에

청소년

부모

자율성,

청소년 디지털 문화

가치 있는 사용

이해와 관심

서 기울이고, 각자의 노력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며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디지
털 시민 의식을 함양하며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창조하는 미래 변화의 발걸음
은 시작될 것이다.

교육계

기술
선순환 생태계
인프라 조성

디지털 미디어
선순환 생태계
조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부

업계

과몰입 예방 정책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동체
디지털 사회규범

디지털 미디어 가치인식과
목적의식의 부재:

협의

갈등, 혼란, 무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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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 성장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렇게 창조성을 발휘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는 ‘미래 마인드’라는 저서에

하는 도구로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서 다가올 미래에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가 키워야 할 다섯 가지 능
력을 제시했다. 첫째는 훈련된 마음 disciplined mind 으로, 오랜 시간에 걸친 꾸준한

권상우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상우일기’2 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일상의

노력을 통해 특정 분야나 기술에 대해 깊이있는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는 것을 말

이야기와 특별한 사건들,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한 자기 생각을 시와 그림 등 다

한다. 둘째는 종합하는 마음 synthesizing mind 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빠르게 주어지

양한 형태로 기록해 왔다. 자신의 성장 과정을 담은 솔직하고 순수한 글로 많은

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능력이다. 셋

사람의 공감을 얻으며 중학교 2학년 때는 최연소 ‘슈퍼블로거’로 선정되기도 하

creating mind

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질문, 답안에 없는 새로

였다. 블로그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창으로 활용

respectful mind

했을뿐더러 나중에는 책도 편찬하였다. 미국의 10대 청소년인 Zev는 14살이었

으로,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

던 2013년,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이를 인터넷에

째는 창조하는 마음

운 해답 등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능력이다. 넷째는 존중하는 마음

ethical mind

으로, 존중하는 마음

공개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의 작품은 주로 작은 사람이 자연과 어울리거

에서 좀 더 추상적인 차원으로 나아가 인간의 본질과 욕구, 욕망에 대해 깊이 생

나 탐험을 하는 ‘little folk’라는 주제로, 동심이 묻어나는 상상력과 따뜻한 감성

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마음이 갖춰질 때, 본인만의

으로 주목 받고 있다.3 또한, 미국의 9살 소년 Evan은 유투브 채널을 통해 장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정보들을 의미 있는 묶음으로 만들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

감 리뷰, 게임 리뷰를 올리고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한 해에 130만

1

달러(한화 약 14억 원)의 수입을 벌고 있기도 하다.4 디지털 카메라와 컴퓨터라

는 마음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윤리적인 마음

고, 타인과 더불어 살며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는 기술이 청소년에게 상상을 직접 촬영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
디지털 미디어를 건강하게 이용하는 것은 미래에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하

구가 되어 준 것이다.

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왜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고, 어떤
미디어 활동이 자신에게 유익한지 가치판단을 하지 못한 채 무작정 끌려다니기
만 한다면 디지털 미디어는 삶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방대한 정보나 단편적인 즐거움에 휩쓸리지 않고, 그 흐름 안에서 자
신이 필요한 것을 찾아 주체적으로 사용한다면 디지털 미디어는 자신을 표현하

2. 상우일기 블로그. (n.d.). http://blog.sangwoodiary.com, 2015년 5월 6일 검색
3. yahoo! Screen. (n.d.). “14-year-old Photographer Zev Hoover’s Surreal Miniature Worlds”,
https://screen.yahoo.com/14-old-photographer-zev-hoovers-193008009.html, 2015년
5월 6일 검색

1. Gardner, Howard. (2008). 미래마인드: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 다섯 가지 마음 능력 (김한영
역). 서울: 재인. (원서출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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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키트리 기자(2015년 4월 30일). “’신상 장난감’으로 돈 버는 9살 백만장자” http://www.
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17107 , 2015년 5월 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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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들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블로그에 웹툰이나

이러한 다소 개인적일 수 있는 노력을 가족 내에서만 하지 않고 사회적 담론

그림을 그려서 올리고,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악기 연주나 노래, 춤

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 바로 ‘공부하는 가족’5의 사례다. ‘변화하는 시대에

등으로 자신을 알리고, 관심 분야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고 관리하며 하나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공부하기’를 페이지의 소개로 하고

작은 사회를 만드는 등 많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있는 ‘공부하는 가족’에서는 자신의 경험, 그리고 각종 미디어 또는 논문을 바탕

다양한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콘텐츠를 잘 소비하는

으로 하여 아이의 공부뿐만 아니라 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페어런팅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만의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치를 나누는 창조자

creator

로서 디지털 미디어를 잘 쓰는 것이다. 청소년이

이렇게 현명한 소비자, 창조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기르는 것에서

두 사례 모두 연구진들이 진행했던 연구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사용하는 디

출발해야 한다. 자율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는

지털 미디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부모 세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

것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사고 과정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기

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는 바로 부모의 노력에서부터 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신을

발해야 할 것이다.

통제하고 절제하며,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스마트폰으로 다른 활동을 하느라 수업 시간

부모

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는 온라인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던 한 가정은 부모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높은 이해도

옮겨가 ‘카따’, ‘떼카’(카따: 카카오톡왕따, 떼카: 카카오톡 그룹채팅에서 여러 명

를 바탕으로 하여 시간 제약, 사용규칙 함께 정하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기

이 한 명을 괴롭히는 것) 등의 피해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도 생겼다. 교육계에서

술적인 모니터링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중재방법을 시도했었다. 이 가정의 경

는 새로운 미디어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건강하게 쓸 수 있게 안내할지 큰 고

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녀들의 생활과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인

민이 생겼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도

터뷰에서 부모는 획일화된 정답 교수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자녀마다 효과적

하고, 교육청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사이버 거점’을 지정한다거나, 상담센터를

인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중재방법의 경우 반드시 부모 모두가 합

운영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5 공부하는가족. (n.d.). http://homemag.kr, 2015년 5월 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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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각 교실에서 찾을 수 있다. 아침 조회 시간에

앞으로는 디지털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외에, 더 나

스마트폰을 걷어서 교사가 따로 보관하고 수업을 마칠 때 나눠준다거나, 학생들

아가 디지털 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잘 적응

이 각자 자율적으로 바구니에 넣어둘 수 있도록 하거나, 각 반마다 선생님과 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이는 최근 ‘미디어 리

생들이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장과 임

터러시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원들이 학교 전체를 대표해서 선생님들과 합의안을 협의하기도 한다. 좀 더 적극

목적으로 하여 디지털 미디어 이용 행동이나 콘텐츠 규제가 중심이었다면, 앞으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모임 을 예로 들 수 있다. 깨미

로는 미디어의 주체로서 사용자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에

동 교사들은 학교에서 ‘미디어 다이어트’ 수업을 하며,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게 가치있는 미디어 활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콘텐츠의 메시지를 비판적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

로 분석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 외에는 쓰지 않겠다는 표시로 스마트폰

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안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윤리를 지키며 온오프라인

스티커 만들기, 학교나 집에서 스마트폰을 바구니에 넣어놓고 꼭 필요할 때만 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적인 움직임으로는 깨미동

6

는 스마트폰 바구니 만들기, 미디어 서약서 쓰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 부작

21세기의 학습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올바르게 활용하

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과몰입에 관련한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게 되면 자

며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 호기심과 창조성을 바탕

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밖에도 선생님들이 전래놀이, 보드

으로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고 적응하는 혁신적 생각, 선택과 집중 및 효과적 도

게임, 비주얼씽킹 등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 외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

구 사용을 통한 높은 생산성, 협동 능력과 책임감을 길러 타인과 효과적으로 커

양한 활동들을 만들고 함께 하도록 제안한다. 또한, 교육청, 교육부 등의 상위 기

뮤니케이션하는 능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관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

삶의 질이 중요해짐에 따라 평생학습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특

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청 내의 Wee센터를 사이버 거

정 주제에 대한 학습보다도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분야를 종합하고

점센터로 지정하여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담

실제 삶에 적용해보는 경험이 필요해질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진단검사와 상담, 치유

키우기 위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이를 교과과정에 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6.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깨미동). (n.d.). http://cafe.daum.net/cleanmedia, 2015년 5
월 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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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국내 게임개발사들도 ‘청소년 게임진로교실(넷마블 게임즈)’과 ‘주니어 워크

업계에서도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서비스나

숍(WeMade)’10 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부

제품을 제공하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장려

모들에게 게임을 활용한 자녀와의 소통법, 미디어 과몰입 예방을 위한 자녀 지도

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신업계의 경우, 스마트폰 자체에서 활

등을 교육을 지원하는 ‘학부모 게임문화교실(넷마블 게임즈)’11 을 개최하는 등 게

용할 수 있는 중재 애플리케이션 배급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나아가 디지

임사로서 기업사회공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

털 미디어 과몰입 예방 차원에서 ‘IT서포터즈(KT)’7, ‘바른ICT 키즈교실, 바른 ICT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캠프(SKT)’8 등의 캠페인을 통하여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
육에 앞장서고 있다.

공동체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위해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는 학

게임업계에서는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학부모 전용 페이지’9 개설을 예로

계, 지자체, 민간단체 등 모두의 큰 관심사이다. 교육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 심

들 수 있다.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학부모 전용 페이지는 기존 업계에서 제공

리학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적, 사회문화적, 심리적으로 디지털 미디

하던 자녀들의 게임시간 이용관리 서비스를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

어 과몰입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의학계에서는 디지털미디어

을 위해 개선한 점은 물론이며, 자녀들이 이용하는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 가지는 속성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연결지어 원인을 파악하고 치

돕고 이를 하나의 문화로서 인식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

료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공학 쪽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을 예방할

다. 또한,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재하실 땐, 꼭 자녀와 대화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렇게 학술적인 방법으로 원

삽입하는 것과 같이 자녀의 게임시간을 기술적으로 중재함에 있어서도 부모 자

인과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들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녀의 대화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2015
년 3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안내
서’를 제작하고 배포했다. 이 안내서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의 정의, 현황과 사례,
원인과 경과, 치료와 예방, 법 제도적 측면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현재
7. KT IT 서포터즈. (n.d.).http://www.itsupporters.com/, 2015년 5월 6일 검색
8. SK telecom Blog (2014년 9월 2일). “SK텔레콤, 바른 ICT 키즈 교실 개최”, http://blog.sktworld.co.kr/5215, 2015년 5월 6일 검색
9. 리그 오브 레전드 학부모 전용 페이지. (n.d.). https://parents.leagueoflegends.co.kr/, 2015
년 5월 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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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메이드 주니어 스쿨. (n.d.). http://corp.wemade.com/company/csr_school.asp, 2015년 5
월 6일 검색
11. 넷마블 게임즈 사회공헌. (n.d.). http://www.netmarble.com/csr/about, 2015년 5월 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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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콘텐츠의 과다사용과 중독현상이 우려할 만한 문제이며,

정보통신기술의 최첨단에 서 있는 우리나라는 빠른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건강한 이용이 가능한 법적, 제도적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

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산업적 수익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

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2011년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수들이 설립한 ‘다행복

려해 R&SD Research and Solution Development 패러다임으로 과몰입 정책을 고민해야 할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스마트폰 하루 1시간 끄기 운동을 벌였고, 2013년 8월 미

것이다. 디지털 과몰입 문제는 정부 내에서도 각각 다른 정책 대상과 수요에 따

니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는 디지털로 벗어나는 캠핑이라는 주제로 미니 차량 보

라 입장이 다르므로 과몰입 정책 입안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다

유자를 대상으로 캠핑 행사를 벌였다.

름’을 인정하고 정책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미디어의 건강한 사용을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
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그러나 각자의 관점에
만 집중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다 보면 논의는 겉돌고 균형 잡힌 합의를 만들어
나가기가 매우 힘들다. 각 주체가 이 문제에 대해 오픈 마인드를 갖고 다른 관점
의 의견들도 두루 살피며, 사회공동체가 다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

기술적 접근
최근 디지털 미디어 과다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솔루션이 부상
하고 있다. 이는 특정 주체에 국한 된 것이 아닌,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 관심이 있
는 개인, 교육계, 업계, 공동체 단위, 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이러한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기술을 활용한 중재 방법으로 먼저 스마트 기기에서 작동
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다.

국내 기업인 ㈜리나 소프트는 ‘넌 얼마나 쓰니?’12 라는 스마트폰 중독 방지 애

최근 정부에서는 인터넷중독 및 스마트 미디어 중독 확산 위험에 전면 대

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안드로이드버전 지원인 이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애

응하기 위해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2013~15)」을 수립하

플리케이션을 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관적으로 정보 및 통계를 전달해 준다.

였다. 이 계획은 미래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또한, 화면을 켜는 횟수, 목표 사용시간 설정, 사용시간 알림 및 목표 사용시간 초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종

과 시 일정 시간 동안 잠금이 실행되어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도와준다. 본 애플

합계획은 건강하고 행복한 인터넷 이용생활을 구현하고자 6가지의 정책영역

리케이션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외에 총 9개 국가의 언어를 지원하며 해외

(C-H-A-N-G-E)으로, 중독 예방 의무화 Compulsory prevention , 생애주기별 맞춤형

에서도 활발하게 이용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개인이 개

전문상담 강화 Healing , 중독 전문치료 체계화 Aid , 중독 회복 사후관리 도입 Needs
evaluation

, 국내외 협력체계 활성화 Governance , 정책추진 통합기반 조성 Enviornment

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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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케이벤치 기자(2014). “스마트폰 중독 방지 앱 ‘넌 얼마나 쓰니’, 독일 출시” http://www.
kbench.com/?q=node/139450 에서2015년 5월 4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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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애플리케이션으로는 iOS에서 제공되는 ‘Moments’13 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UI 디자이너이며 iOS 개발자인 케빈 홀레쉬 Kevin Holesh 가 개발한 이 애플리
케이션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 기록, 화면을 켠 횟수, 사용 위치를 기록해준다. 추
가적인 기능으로는 면대면 대화를 늘리기 위해 ‘화면을 보지 않는 저녁 식사 시
간 screen-free family dinner time ’ 모드를 선정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누구든지 이 모드
를 시작할 수 있으며 누군가 스마트폰을 집어 들면 가족 모두에게 알람이 울린다.

이러한 사례들 외에도, 업계나 개인,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 개입을 통
해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을 활용한 개입은
단순히 미디어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미
디어 이용자들을 선용군으로 만들기 위해, 기술적 개입은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
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 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
을 반영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에 접속하는 시간과 떨어져 있는 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자신의 미디어 이용 행동을 성찰하고 디
지털 미디어를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기술이 디지털 미디
어 선순환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큰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자기 성찰적인 미디어 리터러시가 형성된다면, 점차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창
조적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앞으로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자를 늘리기 위한 무
분별한 기술 발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활용이 선순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의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책임있는 기술’,
‘긍정적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
도록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13. iTunesPreview, Kevin Holesh (2015). “moment- Track how much you and your family use your phone”https://itunes.apple.com/us/app/moment-track-how-much-you/
id771541926?ls=1&mt=8 에서 2015년 5월 4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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