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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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교육공동체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보급의 확대,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증가 등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양질의 교육자료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정
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유해정보, 스마트폰 중독 등의 양면성을 지니면서 학생들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 자녀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 알파세대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 ■ 우리 아이는 α세대(알파세대)?
알파세대란, 사회학자 마크 매클린이 정의한 개념으로 2011년부터 2025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가리키며 X, Y, Z세대 등의 알파벳 시대가 끝나고 새로 시작된
세대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를 뜻합니다.
특징
영 유아 시절부터 전자기기 활용
인공지능을 경험하며 자라
디지털 기술환경 익숙
글보다는 영상,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에 익숙

잘하는 것
디지털 기술 습득에 특화
관심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
자기주도적 학습 패턴

필요한 것
디지털 노출 시간 제어
디지털로 습득된 자료의 활용 능력
디지털 자료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문해력
출처: 경기도청뉴스포털

■ 스티브 잡스는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금지했다?
알파 세대의 특징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 아이들은 다른 어떤 세대보다 스마
트폰 중독의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pple(애플)이라는
거대 기업을 이끌며 다양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온 스티브 잡스. 그는
스마트폰의 시대를 여는 디지털 기기를 탄생시키고 확장시켰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들에게만은 디지털 기기의 이용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합니다.

■ 스마트폰 중독, 뇌에 치명타?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좌뇌의 후두엽
기능만 지나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고,
전두엽은 감정, 운동, 판단력을 처리하고 측두엽은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에 몰두한 자녀를 볼 때 집중력이 높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 순간의
뇌는 차라리 정지된 상태입니다. 시각적인 자극만 받아들일 뿐 뇌 스스로 처리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후 지능검사를 하면 점수가 15점 정도 하락한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 해결방법은?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자녀와 대화를 통해 적정한 시간을
정하고 온 가족이 함께 실천하며 사용 시간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뇌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에는 독서가
대표적입니다. 독서는 직접 책을 읽어야 하며 읽고 난 소감을 스스로 생각해 글로
쓰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출처: tvN 미래수업
https://www.youtube.com/watch?v=e0uRn4h5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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