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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디지털 시대에 따라 소비의 개념이 구매에서 이용으로 이동하고 있으

며,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의 사용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

다. 디지털 시대에 어머니들이 유아들을 소비자로서 발달시켜 나가기 위

한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을 살펴본다면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이 어머니의 디

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과 유아의 디지털역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

자사회화 수행을 구매와 이용에 따른 하위영역 구분을 요인분석을 통하

여 시도하였으며,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영향을 주는 어

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역량 및 디지털 양육역량을 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가 유아의 디지털역량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밝혔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이 종전의 일반적인 소비자

사회화 수행의 지식-태도-기능의 차원뿐 아니라 이용-구매의 차원으로

도 구분됨이 밝혀졌다. 어머니의 디지털소비사회화 수행에 대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이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수행, 디지털 구매-기능 수행, 디지털 이용역량

수행으로 나누어졌다.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수행에는 “개인정보 제공

주의하기”와 “저작권보호 중요성 파악하기”, “광고와 콘텐츠의 차이점 파

악하기”이 포함되었으며, 디지털 구매-기능 수행에는 “스마트폰 조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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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콘텐츠 선택하기”, “콘텐츠 검색하기” 등이 포함되었다. 디지털 이

용역량 수행에는 “이상한 콘텐츠 파악하기”, “ 콘텐츠 중독성 등 유해성

파악하기”, “스스로 스마트 기기 사용을 멈추기”, “콘텐츠의 유용성 파악

하기”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중회귀분석을 어머니의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과 부모의 디지털 이용

역량 수행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3개의 중회귀분석 모형 모두가 유의하

였으며 디지털 소비자기능이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기능이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에 대한 중회귀 분석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어머니

의 디지털 소비자기능이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서 필수적인 요소임

이 밝혀졌다. 부모의 디지털 소비자지식이나 디지털 소비자태도는 어머

니의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디지털 소비

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디지털 양육기능이나 디지털

양육태도도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에 따라서 유

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디지털 양육기능은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에 유의하였고 디지털 양육태도는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

과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중 디지

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어

머니의 디지털 변인이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별로 다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인 ‘구매’

와 ‘이용’의 구분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통제 변인 중에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녀생년, 자녀수

등이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과 디지털 이용 사회

화 수행에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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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지고 있는 자원 때문인지 아니면, 디지털 소비에 대한 수용적 태도

때문인지는 향후 면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녀생년은 디지

털 구매 지식태도 사회화 수행과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는데 유아의 연령의 증가에 따른 인지발달의 영향과 함께 부

모의 유아의 디지털 기기 이용 접촉 수준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이나 취업여부, 가구소득, 자녀 성별 등이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

유의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

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변인들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 및 사용을 배경으로 하는 디지털과 관련

된 재화나 서비스의 특징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

면 소비자교육 대상자 선정이나 내용 구성을 할 때, 소득이나 취업여부,

자녀 성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의 디지털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디지털 구매

지식태도 사회화 수행,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이 디지털 활용기능

에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은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과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이 디지털 조절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은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유아의 디지털역량은 ‘구매’의 차원인 디지털 활용기능과 ‘이용’

의 차원인 디지털 조절기능으로 나뉘며, 유아의 디지털역량에 영향을 주

는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도 ‘구매’와 ‘이용’로

구분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디지털 소비자사회화는 일반적인 소비자사회화와 구별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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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디지털’의 특성상, 이용자로서의

소비자 역할을 포함하는 디지털 소비자사회화는 구매자로서의 소비자역

할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적 소비자사회화와 차별화되며 이에 따라 디지

털 환경에서의 소비자사회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디지털 재

화는 일반적인 재화와 구매방법이나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

문에(박혜영, 2010) 디지털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매 측면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부각이 되는 이용의 측면은 현재까지의

연구들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소비

자사회화 수행의 주요 하위영역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유아의 디지털

역량에도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파악되어 이용자로서 소비자역할에 대한

사회화과정도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는 소비자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역량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에게는 소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만큼 부모

로서의 태도나 기능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이 중회귀분석 결과 확

인되었다. 중회귀분석 결과는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있어서는 디

지털 소비자지식이나 디지털 소비자 태도보다 디지털 소비자기능이 유의

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소비에 있어서는

내용에 대한 대화 등의 방법보다 모방이나 관찰 등이 더 유의할 수도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방법

은 열어두고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의 내용 측면에 집중을 하였는데 이러

한 결과를 통해 관찰, 모방 등 방법 측면도 중요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중회귀분석에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중 소득수준이나 취업여부, 자녀성

별은 그다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이 소득

이나 취업과 관련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소비자에 대한 지원

골고루 이루어져야 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인보다 소비자역량을 바탕으로

소비자교육을 설계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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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이 구매지식태도,

구매기능, 이용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이들인 자녀의 디지털역량에 각기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디지

털 소비자사회화 수행과 유아의 디지털역량 간의 입체적인 관계를 살펴

볼 수가 있었다. 이들 관계를 이용하면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별로 수행을 조절함으로써 유아의 디지털 과의존 등 디

지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유아의 디지

털 조절기능이 디지털 중독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면 디지털 조절기능

을 높이기 위한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과 유아의 디지털역량의 관

계를 파악하면 유아의 디지털 과의존 등에 대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

회화 수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소비자사회화,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기능, 디지털 조절기능, 구매,

이용

학 번 : 2003-3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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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의 모습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인터넷 보급이 전 세계를 정보로 연결하였다면 스마트폰 보급은

이동성을 극대화시켰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소비자에게도 새로운 도

전을 제기하고 있다. 정보화는 소비자의 생활에 풍요를 가져다줌과 동시

에 새로운 소비자문제도 발생시켰다.

웹 2.0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정보통신 영역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떠

올랐으며(권기덕·최병삼·이성호, 2007), 스마트 기술을 통해 소비자는 시

간과 공간을 넘어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는

더 이상 무작정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지 않고,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을

알고 앱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한다. 향후 스마트 기술은 사물인터넷 기

술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이 공간, 가구, 기기들에 적용이 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이 가

정해진다(이성훈·이동우, 2014; 전정훈, 2014).

디지털 기술의 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는 소유의 이전을 중심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였지

만, 현재는 소유의 이전과는 상관없이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소비자의 활동 자체가 기업의 중요한 영업 자산이 되고

있다. 기업은 소비자가 화폐를 통해 자신들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해

주기를 원할 뿐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소

비자의 이용은 광고 매출의 발생뿐 아니라 더 나은 진보를 위한 소비자

의 이용패턴 연구에 이용이 된다(IBM 비즈니스 가치 연구소, 2012). 디

지털 시대에서 기업은 이용자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권기덕·최병삼·이성호, 2007)도 이 때문이다.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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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이용’이라는 특성은 소비자사회화를 재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

다. 1960년대 소비자들이 대중매체의 영향과 상품의 홍수라는 도전에 직

면하였다면(Kennedy, 1962), 2010년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은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의 새로운 규범과 생활양식(Lifestyle)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은 구매와 이용이 결

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생각

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형태를 알려주거나 혹은 네트워크

효과(Katz & Shapiro, 1994; 장희영, 박경자, 2012)에 기여함으로 대가를

치르며, 다른 소비자를 위한 광고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김

인혜, 2015; 이서구, 2015).

디지털 시대는 이전의 시대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기 위하여 소비자는 디지털 시장 환경에 맞는 지식과 태

도,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소비자사

회화가 필요하며, Ward(1974)가 1970년대에 제안한 소비자사회화를 디지

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는 소비자사회화의 대표적

인 수행자이지만(Carlson & Grossbart, 1988; Moschis & Churchill,

1978; Yang, Kim, Laroche, & Lee, 2014; 김지희, 1989; 김효정 2007;

나종연·이기춘, 1998; 박수경, 1990; 신혜선 1994), 디지털 시대에서는 소

비자 입장에서도 부모 입장에서도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부모 자신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익힘과 동시에 디지털 과의존에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할 뿐 아니라 자녀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소비자로

사회화시켜야 하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디지털 시대에서 역량 있는 소비자로 키우고 싶어도 현

실은 간단하지 않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은 해마다 시행하는 인터넷

과의존 실태 조사 중 스마트폰 과의존 조사대상으로 2015년부터 유아동

(3~9세)을 포함시켰다. 이는 유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의 급증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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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실태 조사 결

과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비율은 12.4%로 성인의 13.5%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유아동의 경우에도 디지털 과의존에 신경을 써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디지털 기술의 과의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

를 들어 최근 미국 소아의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6)에서는 미디어를 과하게 사용하는 것이 비만, 수면

및 아동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한국정보화진흥

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2016)에서도 유아와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접촉

시기를 최대한 늦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현진(2015)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발달, 정서발달,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상민(2015)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의 휴대폰 의존이

우울증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유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디지털 시대에서의 소비자사회화

와 디지털 소비자로서의 역량에 관한 문제이다. 과연 디지털 시대의 소

비자사회화를 어떻게 수행하며, 유아에게 절실히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

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부모와 유아가 풀어야할 숙제

인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디지털 과의존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하

여 부모의 양육태도나 자녀의 특성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김미

영, 2015; 김민희, 2015; 나용선, 2013; 이수기·이현경, 2014; 이승하·배정

호, 2016; 홍혜경·임경심·김수향, 2014).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한 Park & Park(2014)나 영유아기 스마트폰 사용 실

태 관련 학위논문을 고찰한 김경중, 김진숙과 임경진(2016)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부모의 양육태도나 자녀의 특성 등의

변인들은 자녀의 소비자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임에는 분명하지

만, 자녀의 소비자사회화의 역동성이나 디지털 역량의 구체적 모습을 보

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소비자사회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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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연구함에 있어 주로 방법적인 측면–통제나 허용, 혹은 개입정도

등-에 집중하고 있거나, 내용에 집중하더라도 일반 재화 측면에 집중하

고 있다(양효현,2005; 오정화, 2000; Shin, W., & Li, B., 2016;

Valkenburg & Cantor, 2001). 부모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난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태도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방법 측

면도 중요하지만 내용 측면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재화의

특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부모가 수행하는 소비자사회화는 어떤

모습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부모의 소비자사회화의 수행에

자녀의 디지털 역량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사회화에 디지털 시장 환경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파악하여 소비자사회화의 개념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며,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의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모습을 방법 측면보

다는 내용 측면에서 파악함과 동시에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의 유아의 디

지털역량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장 환경에

서의 어머니의 소비자사회화 수행과 유아의 디지털역량의 구체적 모습을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 및 디지털 역량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로서 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녀 돌봄을 주

로 담당하는 어머니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려고 한다. 아버지까지 포함하

여 연구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논의의 간명성과 탐색적 연구의 특성

을 고려하여 어머니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이다. 유아는 인지적 발달

이 급속히 진행되는 단계로, 유아 시기의 발달은 향후 발달 단계에 지속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을 유

아를 첫 자녀로 둔 어머니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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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징을 다루고자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10년생 및 2011년생의 유

아1)로 제한하였다.

제 2 절 연구 목적 및 의의

1. 연구 목적

디지털 환경의 발달에 따라 소비자의 역할이 변화·확대되고 있다면 소

비자 사회화의 내용과 수행도 이에 적합하게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개념의 확장을 구매와 이용을

대비하여 살펴본 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의 개

념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소비자사회화가 극적으로 전개되는

시기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을 살펴봄으

로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의 개념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과 유아의 디지털 역량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의 개념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디지털 소비

자사회화 수행의 내용과 하위영역을 탐색하고자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사회화 수행은 ‘구매’가 초점이었던 통상적인 소비자사회화와 다른

1) 본 연구에서는 2010년생과 2011년생이 기준이며, 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

이집 기준으로 2016년 현재 만4세반과 만5세반에 해당된다(교육부,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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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서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내용이나 하위영역도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내용이나 하위영역을 분석함으로 디지털 소비자사

회화 수행의 다양한 측면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유아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역량 및 디지털 양육역량의 영향력

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역량과 디지털 양육역량이

부모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부모의 디

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유아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이 유아의 디지털역량

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유아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

화 수행이 유아의 디지털역량에 주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유아의 디

지털 과의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을 부모-자녀 관계를

넘어 소비의 맥락 속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부모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은 재화나 서비스를 둘러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적응함과 동시

에 디지털 시장 환경을 구성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행태로 이해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구매에 중심을 둔 기존의 소비자사회화 모델에 더해 ‘이

용’ 등 디지털 소비의 상황을 반영한 모델을 제안함으로 소비자의 성장

과 발달을 둘러싼 소비자 행태에 대한 논의를 보다 풍성하게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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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고찰함으로써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대한 이해

를 높임으로 소비자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이 디지털 소비자역량과 어머니의 자녀 스마트폰 이용

태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유아 소비자의 디지털역량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유아 소비자

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유아의 디지털 과

의존 문제를 부모의 양육태도나 유아의 개인 특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

고, 일부 연구들(송미애, 2003; 이미연, 2014)만이 유아의 소비자 역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아의 디지털역량을 고찰하는 것은 유아 소비자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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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인 배경

제 1 절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1. 소비자사회화의 개념과 관련 연구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는데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

가려면 가치와 규범, 행동양식 등을 익혀야 한다. 사회화(socialization)란

사람이 일생에 걸쳐 훈련, 모방 등 학습 과정을 통해 사회문화에 동화되

는 것을 말한다(Baumrind, 1980). Ward(1974, p.2)는 소비자사회화를 “젊

은 세대가 시장에서 소비자로서 기능하기 위한 기술, 지식, 태도를 형성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Moschis & Churchill Jr(1978, p.599)는

“젊은 세대가 소비자와 관련된 기술, 지식 태도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라

고 하여 Ward의 정의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Halton(2011)이나

Ekström(2006)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소비자사화화의 범위를 전생

애에 걸친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소비자사회화 연구의 초점은 소비자사회화의 과정, 내용 및 추후 발달

에의 영향 등에 있다(나종연·이기춘, 1998; Ward, 1974). 소비자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인지이론, 학습이론, 구성주의 등의 다양한 관점들을

수용하며 발전하고 있는데(Moschis & Moore, 1984; Cook, 2009;

Ironico, 2012), 소비자사회화에 대한 수행자(Agent)로서 부모나 미디어,

또래, 학교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소비자사회화의 과정에 대한 연

구로 볼 수 있다. 소비자사회화의 내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비자역량

이나 소비자능력과 관련하여 수행되고 있다. 소비자역량은 소비자 지식,

소비자 태도, 소비자 기능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이기춘, 1999). 소비

자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사회화가 향후의 발달 과

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소비자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어린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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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발달의 효과가 그 이후의 발달 단계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이 된다.

John(1999)는 소비자사회화 연구의 중요성을 이론적 관점, 경영적 관

점, 공공정책 및 사회 관점에서 지적을 하였는데, 소비자사회화 연구는

이론적 관점에서는 소비자가 학습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며, 경영적 관점에서는 거대한 소비층으로 떠오른 아동의 신념이나

행동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공공정책 및 사회관점에서는 약물 등 문

제 행동에 대한 사회화나 소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소비자사회화 과정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Valkenburg & Cantor(2001)은 0~12세 아동의 소비자사회화 과정을 4단

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시기가 영아기(Infants and toddlers; 0~2

세)로 아동은 감각 대한 선호를 가지는데 아직 의도적이라고 말하기는

이르고 반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는 유아기

(Preschoolers; 2-5세)로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완전하게 발달

하지 못하였으며 자기중심적 사고(centration)를 보이는 시기이다. 이 시

기에는 자극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약하고 통제나 지연 전략은 미숙

하기 때문에 광고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은 커진

다. 세 번째 시기는 저학년기(Early elementary school; 5-8세)로 자기중

심성이 약해지면서 가상과 현실을 점차 구분해가며, 상상놀이를 능숙하

게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혼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기이기도하다. 네 번째 시기는 고학년기(Later elementary school;

8-12세)로 친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상품에 대한 정보 비교가 가능하

며, 동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상품이나 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지며 실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정교함을 추구하며 수집을 시작하며 성인

들을 위한 제품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John(1999)는 25년간 이루어진 소비자사회화 연구를 분석하면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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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비자사회화의 단계를 인지발달을 중심으로 3단계로 분류하였다. 그

중 유아의 발달 단계는 지각 단계(Perception Stage)로 유아의 지식구조

는 구체성을 지향하면서 간단한 1차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자기

중심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단계이다. John(1999)은 또한 아동 소

비자사회화의 연구 주제를 광고지식, 거래 지식(제품과 브랜드 지식), 구

매 지식과 기술, 의사결정 기술과 능력(정보탐색), 제품 평가, 의사결정

전략, 구매 요인 및 협상 전략, 소비 동기와 가치(물질주의)로 분류하였

다.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소비자사회화에 있어 유아 소비자의 인지

적인 능력의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유아의 능동적인 측면도 동시에 부

각되고 있는데, 아동 소비자도 세계를 해석할 능력이 있으며, 어른과는

다른 관점으로 소비를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Cook, 2009; Ironico,

2012).

소비자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Ward(1974)의 연구 이후 주기적으로 연

구성과들이 정리되어 왔으며(Ekström, 2006; Dotson & Hyatt, 2005;

Valkenburg & Cantor, 2001; John, 1999; Baumrind, 1980), 최근에도

Journal of Consumer Policy에서 2014년 특별호를 통해 소비자사회화의

연구 성과를 소개한 적이 있을 정도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

다(Mau, Schramm-Klein and Reisch, 2014).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

소비자사회화에 대해서 이처럼 끊임없이 연구가 지속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첫째, 아동 소비자가 성인소비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

시하고 있다(John, 1999), 특히 아동 소비자에 대한 관점이 지속적으로

발달해 가면서 소비자사회화와 관련한 연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아동 소

비자는 다른 사람의 구매나 자신의 구매를 통해 현재의 소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물론, 미래 소비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맥닐, 1998; Ward, 1974), 연구자는 물론 기업 등 시장 주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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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둘째, 디지털 시장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모하면서 소비자가 소비에 있

어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소비자역량을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소비자역량을 습득하는 역동적인 과정에 대한 탐구가 필요

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Wąsiński & Tomczyk, 2015).

셋째, 디지털 시장 환경의 변모에 따라 소비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른 소비자사회화가 문제를 바라보

는 틀 혹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사회화의 연

구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2.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개념 확장

디지털 환경은 소비의 관심을 구매에서 ‘이용’으로 변화시켰다. 이용은

전통적으로도 소비자학의 관심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과거에는 이용 그

자체보다는 이용과 관련된 계약 상의 문제나 이용 상의 안전 문제에 관

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디지털환경의 변화 중 스마트 기술의 변화는 소

비자의 행태의 변화를 촉발하고 이용의 측면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디

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의 ‘이용’이라는 문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용’이라는 문제는 소비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기춘(1999)에 의하면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

니라 자원의 획득과 배분, 구매, 사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전통적으로도 소비자라는 개념에는 ‘이용자’ 혹은 ‘사용자’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소비자라는 개념은 고

객이라는 개념으로 불리고 있으며, 또한 이용자라 불리기도 한다(김기영,

2008). 소비자학에서 구매자로서의 소비자에서 강조가 되어 온 것은 구

매를 위한 정보의 탐색과 실제의 구매 행위 및 이 가운데서 나타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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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해결이 상품의 홍수 시대에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이었다. 이용자로

서의 소비자가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디지털 콘텐츠나

앱의 사용에 있어 소비자의 이용이라는 행위와 구매라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소비자가 이용자로서 역할을 할 때

디지털 과의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는 과거와 달리 무료2)로 제공되는 게

임이나 정보에 손쉽게 접근이 가능기 때문에, 화폐의 지출은 전혀 없음

에도 콘텐츠 이용을 통해 디지털 과의존에 빠질 수 있다.

나종연(2008)은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서 논

의를 하면서, 소비자는 여러 형태의 소비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융합콘텐

츠를 이용하고 있는데 영역을 넘어선 공통적인 소비자 문제와 함께 각

콘텐츠 유형별로 특징적인 소비자보호 이슈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데, 텔레쇼핑 관련해서는 소비자는 ‘소비자’의 역할을, 방송에서는 “시청

자”, On-Demand 서비스는 “이용자”,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서비스

에서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나종연은 각 소비자

역할별로 각기 다른 소비자 보호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이를 토

대로 판단해 볼 때,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의 소비자의 역할 파악 혹은

개념 확장의 문제는 소비자보호이슈와도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하겠다.

스마트 기술 시대의 소비자의 역할은 디지털 콘텐츠나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데 On-Demand 서비스의

이용자의 문제와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On-Demand 서비

스에서는 서비스의 주된 공급자가 있어 주된 공급자가 제공하는 단조로

운 콘텐츠 혹은 유료전환 콘텐츠가 문제가 되었다면(나종연, 2008), 스마

트 앱이나 콘텐츠와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콘텐츠 공급자가 경쟁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와 앱은 미디어뿐 아니라 실생활의 서비스와 긴밀

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엄밀한 의미에서 무료가 아닐 수 있으나 여기서는 화폐 자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무료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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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마트 기술의 이용자 개념은 가입자도 차이가 있는데 가입자는

통신서비스를 가입하고 이를 통해서 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계약이라는 행

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이상규, 2013), 스마트 기술의 이용자 개념

은 디지털 콘텐츠와 앱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는 이용하는 행위에 초점

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콘텐츠에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까지 넓히기 위하여

소비자-이용자-사용자 개념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려 하며 그 개요를

<표 2-1>에 제시하였다. 소비자는 개인의 생활을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

를 탐색, 구매, 사용, 관리, 폐기하는 자(이기춘, 1999)로 정의될 수 있는

반면, 이용자는 경제학이나 정보통신 분야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계

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는 자로 차이가 있다. 이때 이용자에는 소비

자와 사업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이상규, 2013; 홍명수, 2009; 이동

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 소비자에는 통상 개인

혹은 개인의 집합체로서의 소비자단체만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사용자 개념은 HCI(Human-Computer Interction) 분야에서 주로 쓰이

는 말로 인간과 컴퓨터간의 상호수행에 초점을 둔 말이다. HCI는 인간

과 컴퓨터 간의 상호수행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로, 전산학, 심리학, 산업

공학 등 여러 학문 분야가 학제적으로 다루는 주제로 주로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위키피디아, 2016). 사용자 개념은 사용자 그

자체보다는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는데 사용자 경험은

과업의 수행을 평가하는 사용성 중심에서 사용 상황 등 전반적인 경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문지현 외, 2008). 일반적으로는 HCI

에서의 사용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상황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사용자

개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간접적이다. HCI의 사용자 개념은

소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업 실패를 낮추고 경험을 증진시킴으로서 소

비자 불만의 요소를 원천적으로 낮춘다는 측면에서 소비자학적인 의의를



- 14 -

가지고 있다.

기존의 이용자나 사용자 관련 개념은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는 디지

털 과의존, 프라이버시의 노출 등의 역기능과 관련된 문제 다루는데 한

계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학에서의 소비자 개념은 기존의 ‘이용자’와 ‘사

용자’ 개념을 아우르면서도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

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구매’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소비자 개념에

이용자 및 사용자의 개념 또한 적극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구매’와 ‘이

용’의 측면으로 소비자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나종연(2008)의 연구

에서처럼 소비자가 접하는 분야별로 소비자 보호의 이슈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계약이나 사용 과업 중심의 소비자에서도 각각의 소비자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에서의 소비자 문

제는 정보의 불균형 및 힘의 불균형의 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소비자주권

의 행사로 일정 부분 완화가 될 수 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하면서

사용 과업에 계속 실패하면 이는 소비자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소비자, 계약 중심의 이용자, 사용과업 중심의 사용자를 관통하는 주제

는 바로 ‘이용’3)이라는 측면이다. 이용은 소비의 과정 중 일부로 볼 수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용자 혹은 사용자를 분석함에 있어

서도 유용한 개념이자 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개념

이다.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소비

자학의 초점이 되어왔던 ‘구매’와 더불어 ‘이용’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소비자는 이용자와 사용자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

으며, 이는 ‘이용’ 중심의 소비라는 디지털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

게 되는 배경이 된다. 전미영과 김난도(2011)는 소비를 재화소비와 경험

소비로 나누었고, 구명진과 여정성(2015)이 유형 상품과 무형 상품을 나

3) 이용에 관해서는 <표 2-2>와 <표2-3>에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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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계약 중심의

이용자

사용 과업 중심의

사용자

주요학문

분야

소비자학, 경제학,

경영학 등

경제학, 정보통신

분야

HCI,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

정의

개인의 생활을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탐색,

구매, 사용, 관리

폐기하는 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는 자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 혹은 사용하는

사람으로 주로

사용자 경험이라는

맥락에서 사용됨

다루는

범위

소비자 자체 내지

시장구조 측면

시장 구조 및 계약

관련 문제 해결

사용 상의 문제

해결

사업자와의

관계

힘의 불균형 계약/권리 중심 서비스/충성도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불평등하지만, 최근

임파워먼트 강화로

대등해지는 측면

존재

사업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수행

재화나 서비스를

매개로 사업자와

개인이 관계를

맺음.

과업 성공 시

재구매 확률의

증가.

주요 목표

소비자주권/소비자

보호.

소비자행태(소비자

선택)

이용환경의 발달,

이용자의 권익 증진

사용자의 과업

성공.

사용자와 기기 간

상호수행 과정.

전체와의 조화

주안점

소비자 역량 강화

및 소비자 보호적인

측면

계약과 관련된 문제

파악

사용 상 나타나는

각종 소비자 불만을

원천적으로 해결

소비자

문제 해결

기제

소비자교육, 소비자

정책, 규제

규제, 기술,

비즈니스모델

제품의 UI, 기능

프로세스 등의 변경

<표 2-1> 소비자, 이용자, 사용자 간의 개념 비교
(이기춘, 1999; 홍명수, 2009; 이상규, 2013; 문지현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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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것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들 연구는 재화나 상품의 속성을

중심으로 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구매와 이용을 이기춘(1999, p.10)이

말한 “자원의 획득, 배분, 구매, 사용 및 처분”등의 소비 과정을 중심으

로 생각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의 관점에 의하면 재화나 서비

스 모두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설정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일련의 단

계를 거쳐서 소비의 가능성을 확보하고4), 이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

여 소비를 하는 것이다. 전미영과 김난도(2011, p.61)도 경험소비를 서비

스에 국한하지 않고 재화에도 일부 포함하는 것으로 도식화한 것도 이러

한 소비 과정의 특징을 포섭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시대에는 소비자를 구매자 이상의 이용자 또는 사

용자로 파악함과 동시에 ‘구매’와 ‘이용’이라는 과정 속에서 역할을 구분

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의 소비자의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디지털 소비자역량’, ‘디지털 양육기능’ 등 디지털을 수식어로

변인들을 명명하였는데 이때 ‘디지털’이란 디지털 시장 환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소비자역량이란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갖추고 있거나

갖추어야할 소비자역량을 의미한다.

3.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의 개념과 내용

디지털 보급으로 인한 시장변화에 따라 소비자사회화에도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Wąsiński & Tomczyk, 2015). 디지털 시장 환경은 70년대의

4) 전통적으로 이용 가능성의 확보는 구매를 통한 소유권의 확보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는 소유권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소비에 있어서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 또한 본 연구에서 말하는 이용과 구매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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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매체의 등장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소

비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하며 보급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고(삼성경제연

구소, 2007; 백혜란, 2008),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시장 환경이 무르

익으면서 소비자는 고도의 교육을 받아야만 컴퓨터를 사용하던 시대를

벗어나 간단하게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

디지털 소비자사회화란 소비자가 디지털 앱 및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

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이다(Ward

1964; 이기춘, 1999). 디지털 소비자사회화는 기존의 일반적인 소비자사

회화가 구매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에서는 구매와 함

께 이용에 주된 관심이 대상이 된다.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서는 화폐

자원의 배분뿐 아니라 시간 자원의 배분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의 지식 측면은 소비자가 디지털 앱과 콘텐츠의

구매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획득 등 인지적 측면을 말한다(박

혜영, 2010; 손지연·이경아, 2014; 이기춘, 1999).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에

서의 지식 측면도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의 구매와 이용 측면으로 구분

해 볼 수 있다. 구매 측면으로는 광고에 대한 지식과 유료 콘텐츠의 존

재 및 결제 과정에 대한 지식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용 측면으로는 연령

제한이나 현실과 가상의 구분 등에 관한 지식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의 태도 측면은 디지털 앱과 콘텐츠의 소비와 관

련된 가치, 신념, 감정 등의 정의적 측면을 말한다(박혜영, 2010; 손지연·

이경아, 2014; 이기춘, 1999). 소비자 태도는 소비자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이기춘, 1999), 행동의 의도에도 영향을 끼친다(손지

연·이경아, 2014).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관련 태도를 구매와 이용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면, 구매 측면으로는 콘텐츠 사용의 정당한 대가에 대한

태도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태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용 측면으로는

앱이나 콘텐츠의 유해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신념 및 태도 등을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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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의 기능적인 측면은 디지털 앱 및 콘텐츠의 구매

및 이용에서 실제로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이나 활용 능력 등에 관한 실

천 능력 및 기술 측면을 말한다(박혜영, 2010; 이기춘, 1999). 디지털 소

비자사회화에서의 기능을 구매와 이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구

매 측면으로는 스마트폰의 조작 능력이나 콘텐츠의 검색 및 선택 능력

등을 들 수 있고, 이용 측면으로는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 능력 및 유해

콘텐츠 식별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4. 소결

디지털 시장환경은 소비에 있어서 ‘이용’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

다. 소유의 이전에 초점을 두는 ‘구매’ 중심 관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

는 소비자의 역할과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소비자사회화가 일반

적인 소비자사회화가 단순 이식된 것 이상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소비자가 디지털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한편, 디지털 시장 환

경을 소비자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에는 활용 기능뿐만 아

니라 조절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디지털 소비자사

회화가 일반적인 소비자사회화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의 의미는 유아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와 어머

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서 더욱 잘 들어나게 되며, 이점은 제2

절과 3절을 통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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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아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1. 유아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1) 유아 소비자의 개념과 특징

유아는 일반적으로 24개월에서 미취학시기의 아동을 의미한다. 유아는

인지적으로는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을 지니며, 사회심리학적 견해에 의

하면 자율성과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유아는 부모나 가족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선호에 의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한다. 유아가 부모에 의해 수동적으

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소비하는 존재로 생각

이 되고 있는 것이다(Ironico, 2012).

오정화(2000)에 의하면 유아는 혼자서 상점에 가는 비율이 45.9%로 나

타났으며, 구매를 매우 즐거워하거나 즐거워하는 비율도 91.0%%, 물건

을 혼자서 고르는 경우가 49.8%로 나타나는 등 활발한 구매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행이나 모양, TV 광고의 선전 등에 많은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Ironico(2010)에 의하면 유아는 능동적인

소비자로서 상품이나 공간, 광고 등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유아소비자가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이거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연

구(류미향, 2014)에 보면 영아의 41.9%는 영아가 원해서 스마트폰을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정림 외(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스마트

폰 허용이유의 39.2%가 자녀가 즐거워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유아의 능동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맥닐(1998)은 아동 소비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Kid

Kustomer”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Kid Kustomer는 자신감 있고 상품

의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 더 구체적으로는 “오뚝하고 작은 코에 쇼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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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양손에 가득 들고 백화점에서 나오는 자신감에 찬 9살짜리 여자아이”

로 “자신감, 대량지출자, 시장 거래에서의 적절한 대처 능력 등 제반 특

성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맥닐, 1998, p.37). 그렇지만 아동 소

비자 그 중에서도 유아 소비자는 인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아의

인지적 특징으로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 전환적

추론, 직관적 사고가 이야기되고 있다(김상림 외, 2014). 서정희·허은정

(2005, p.21)은 아동소비자의 특징으로 자유재량의 소비액 증가, 허용적

인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 따른 욕망 절제 미숙, 대중매체 과다 노출, 가

족의 구매에 간접적 영향, 소비자교육 기회의 불충분을 들고 있다.

유아의 인지적인 한계 때문에 유아는 가족, 미디어 및 또래집단 등으

로부터 매우 많은 자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실제로 믿거나 떼를

쓰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유아는 상징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광

고 등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고 스스로의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지만

연역적 추론이나 귀납적 추론 등에 익숙하지 않아서 인과 관계의 혼동

하는 실수를 흔히 저지른다. 유아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인지 파악을

잘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나 틀에

대한 이해도 떨어진다(John, 1999; Valkenburg & Cantor, 2001). 유아에

대한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도덕적 이슈가 특히 부각이 되어 오는 것도

유아의 인지적 한계 때문이다. 유아에게 선정적, 폭력적 내용이 담긴 콘

텐츠를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은 유아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며,

유아에 대한 캐릭터 상품에 대한 노출은 유아의 캐릭터 상품에 대한 충

성심을 쉽게 불러올 수 있다(Jansson-Boyd, 2014; Valkenburg &

Cantor, 2001).

유아는 피아제의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상징적인 사고가 가능하

여 소꿉놀이 등 가상놀이가능하며 아직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이해

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나타난다. 유아 소비자는 상징적인 사고

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세계를 지향하는 인터넷 중독 혹은 스마트폰 중

독의 문제와 연결이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Valkenbu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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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or(2001)는 유아 소비자의 특징으로 광고 속의 정보가 진짜라고 믿

으며, 현실과 환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기능보다는 이미지에 영향을

받고 보상 지연을 잘 못 기다린다는 것을 꼽고 있다.

유아의 소비행동을 살펴보면, 유아는 부모의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받

으며(조미환, 2003), 학습을 통해 소비자행동을 형성하게 되는데 가정과

연계된 교육이 유아의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이영주, 2011).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유아 소비자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유아소비자의 소비자문제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아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부모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2) 유아의 소비자사회화 단계

유아소비자를 어떠한 존재로 볼 것인가는 유아소비자의 행동의 허용범

위나 보호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유아소비자에 대한 인식

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여 왔다. 유아는 제한된 인지를 가진 존

재로부터 구매력을 가진 존재로 또한 소비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위치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개념화 되고 있다(맥닐, 1998;

Dotson & Hyatt, 2005; Ironico, 2012).

맥닐(1998)는 아동의 소비자로서의 소비자사회화를 구매를 중심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5)는 “부모를 따라가서 관찰하는

단계”로 2세 미만에 해당되는 단계다. 이 시기에는 아동은 부모의 소비

행동을 관찰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세계에서 선호를 형성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부모를 따라가서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는 단계”로 단계로

2세에 해당되는 단계다. 이 시기는 아동이 자신의 선호를 나타내는 단계

로 소비에 관한 다양한 규칙을 학습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부모를

5) 이 시기는 엄밀히 따져서 영아(24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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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가서 허락받고 제품을 선택하는 단계”로 3,4세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유아가 자신의 선택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만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 네 번째 단계는 “부

모를 따라가서 독자적으로 구매하는 단계”이다. 아동은 스스로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을 구매함으로 한층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 다섯 번째

단계는 “소매점에 혼자 가서 독자적으로 구매하는 단계”로 5~7세의 나이

에 해당되는 단계이다. 아동은 혼자 가게에 가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3) 유아의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문제

유아의 스마트 기기 관련 소비자 문제는 이용차원과 구매차원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이용차원은 미디어 이용의 과다나 과몰입 등 중독의

문제와 유아 소비자의 유해정보 노출, 비의도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개인

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들 수가 있고, 구매 차원의 문제는

미성년 결제의 문제와 과다 지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유아는 자기조절 능력이 성인에 미치지 않고 신체 및 인지가 급성장하

는 시기이며, 상징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영역 소비자문제

구매 차원
Ÿ 미성년 결제 문제

Ÿ 과다 지출 문제

이용 차원

Ÿ 미디어 과의존

Ÿ 유해정보 노출

Ÿ 비의도 어플리케이션 사용

Ÿ 개인정보 유출

<표 2-2> 유아소비자의 디지털 기기 관련 영역별 소비자문제



- 23 -

김민석·문허준(2015)에 의하면 유아가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

한 연령은 만0세~만2세가 47.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 3세

는 2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에게 처음 스마트폰을 사

용하게 해준 사람은 주로 부모인 것으로(75.2%)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이정림·도남희·오유정(2015), 최정숙(2014)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최정숙(2014)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의 2.3%가 고위험 사용자군이며,

8.1%가 잠재적 사용자군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

트폰 과의존 조사(2016)에 비추어 보면 성인 수준의 스마트 중독을 보인

것이다. 김종민·문정주·권미량(2014)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있는 유아는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집중력이 짧으며 산만하고 현실 인지

가 부족하며, 회피 및 불안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한 스마트쉼센터(2015)의 스마트 중독 가이드

라인을 보면 첫째, 부모가 아이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함께 하면서 상

호작용을 할 것, 둘째, 아이가 스마트미디어를 최대한 늦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할 것, 셋째, 스마트미디어를 사용 장소와 시간을 미리 설정할 것,

셋째, 아이가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스스로 중단하는 등 조절능력을 키워

줄 것, 넷째, 과도한 스마트미디어 사용의 위험성을 알려 줄 것, 다섯째,

사용 지도 시에는 아이의 연령과 수준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칙을 설정할

것, 여섯째, 아이의 선호활동이나 놀이를 스마트미디어 사용 종료 후에

부모가 함께 할 것, 일곱째, 부모가 모범을 보일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유아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앞서 살펴본 중독 이외에도 소비자 안

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유아는 신체가 급성장하고 전자파를 어른

에 비해서 5배나 더 흡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연합뉴스 2011년 5월 23

일자)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사용을 통해 전자파 노출이나 시력 손상

등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권장희(2012)은 뇌 발달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렬한 시청각 자극을 접하면 인지, 정서 등의 영역에서 병리

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유아는 동영상 서비스 앱이나 일반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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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에서 유해정보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유아의 인식이 아직 발달 중

이기 때문에 유해정보의 노출은 유아기 이후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존

재한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구글이나 애플 등은 TV 프로그램과 유사

한 어플리케이션 등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글이 한국에 적용

하는 콘텐츠 등급에는 전체 연령가 등급은 없으며, 만3세 이상,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상, 만 17세 이상, 만 18세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구

글, 2016).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노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도 이용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아는 스

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본인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앱 서비

스나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전송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앱

이나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과 관련한 권한 동의 과정에서도 유아의 개

인정보가 노출 될 수 있으며, 앱이나 콘텐츠의 실행 결과의 공유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소결

유아의 소비자사회화는 이용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디지털 시대의 특징

을 반영하여 새롭게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구매 중심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개념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용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을

습득하는 과정을 제대로 포섭하기 힘들다. 구매를 중심으로 한 유아 소

비자사회화는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최근에는 구매와 이용이 결합되거나 구매가 은익(隱匿)되어 있는

소비형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소비의 경우에는 소비자

의 이용이 생산 활동의 일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둘째, 스마트폰 이용의 경우에는 ‘구매’에서 보여주는 단계적인 발단

단계의 기간이 급격히 단축되고 있거나 그 행태가 달라지고 있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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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어플리케이

션 소비와 관련해서 단계는 자신의 선호를 형성하는 단계 – 부모의 도

움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단계 – 부모의 허락 혹은 통제 하

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콘텐츠를 선택하는 사용하는 단계 – 부모의 허락

을 받고 어플리케이션을 고르고 사용하는 단계 – 부모의 허락 없이도

독자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나 콘텐츠를 구매하는 단계 등으로 구분될 가

능성이 높다.

셋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소비에서는 일반적인 물품의 구매보다

아동이 ‘과의존’ 혹은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

존의 구매는 특정 장소로 가는 예비적인 행동이 필요하였지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소비는 짧은 예비행동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큰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구매’ 중심의 소비자사회화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유아 소비자사회화에서 ‘이용’이라는 측면을 보다 명시적으로 구분하

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동영상 제공 사이트나 음원 제공 사이트에서 제

공하는 목록 자동 재생 기능 등과 같이 정보탐색이나 결제 단계가 생략

혹은 은익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을 분석하는 것이 유아소비자의 잘못

된 미디어 노출이나 미디어 과의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필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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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자로서의 어머니

1)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

어머니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평가자, 선택자, 감시자

(monitor)의 역할을 하고 있다(Wilett, 2015). 어머니는 개인으로서의 스

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와 함께 부모 역할로서의 스마트폰 사용의 문

제를 함께 겪게 된다.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겪게 되는 소비

자 문제는 소비자정보, 소비자교육, 소비자사용의 문제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소비자정보의 문제는 정보의 격차와 정보의 부족 내지 과부하,

정보의 고지에 관한 문제 등을 들 수 있으며, 소비자교육의 문제는 교육

의 부족과 교육에의 접근성 등을 들 수 있고, 소비자사용의 문제는 스마

트폰 중독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을 디지털 앱 및 콘텐츠의

구매와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역량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행동으로 정의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를

위한 행동이 의사소통인지 아니면 통제인지 감시인지 등 부모의 행동의

양태나 태도를 구분하기 보다는 ‘구매’와 ‘이용’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유아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를 촉진시키는지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정림 외(2013)의 연구에 의하면 미디어 매체에 대한 교육 내용에 대

해서 미디어 사용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미디어 사용이 정서

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태 및 예방, 좋은 프로그램 식별

기준 및 방법 등은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유해 사이트 앱 차단 프로그

램 설치 및 이용 방법, 영유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실태의 치료·예방 방

법 등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도가 높

은 항목에서도 모름 혹은 잘 모른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26%~45.5%

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 부모가 소비자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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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어머니와 관련된 미디어 사용 정보는 스마트폰 이전에도 게임, 인터넷

등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정에서는 자녀를 위한 소비자교육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 장소가 고정된 컴퓨터

와는 다르게 부모가 자녀와 이동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돌봄의 자원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는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한 정보의 탐색 및 활용에 제한이 생기는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정림 외(2013)는 부모의 88.8%가 자녀의 미디어 매체 이용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고 권연정과 이승연(2013)

도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내실화를 어머니들이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부모들의 소비자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

의 소비자교육의 내용에 대한 요구는 소비자교육의 내용도 미디어 사용

의 영향, 미디어 사용이 가이드라인, 미디어 사용을 지도하기 위한 앱 등

으로 다양하며 그 요구도 또한 높다. 이러한 요구를 통해서 볼 때 소비

자는 스마트폰 기기 대금과 통신요금, 앱 및 콘텐츠 이용요금으로 상당

규모의 지출을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자녀의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지도와 관련한 교육이나 서비스

에 대한 지원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제3차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지원 종합계획(2016년~2018년)

에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부모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이러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모교육은 소비자교육의 일환으로 부모의

소비자역량을 높이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과 소비자교육간의 관계를 보다 자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기춘(1999, p.70)은 소비자교육을 “구매론

적 관점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개인적·사회적 존재로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소비생활 양식을 추구하고, 새로운 소비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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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소비자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다. 서정희

와 허은정(2005, p.24)은 소비자교육을 “다양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

료 하는 소비자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여 소비

자의 다양한 역할을 가정하고 있다. OECD(2009, p.3)는 소비자교육을“사

회적 가치와 목적을 고려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

도록 기능과 지식을 계발하고 증진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은 소비자사회화가 소비자교육과 상당 부분에서 유사하며 서로 상

호작용함을 보여준다(김혜선, 허경옥, 김시월, & 정순희, 2013; 서정희,

2004; 이기춘, 1999). 다만, 소비자사회화는 부모, 학교, 또래 집단 등의

다양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비제도적이고, 무의식적인 부분을 보다 많이

포괄할 수 있으며 ‘과정’을 강조하는데 반해,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사회화

를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 보다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수행은 디지털 소

비자교육과 유사하나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겠다.

2)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방식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효현(2005)에 의하면 부모의 소비자사회화 수행 유형은 긍정적

중재와 부정적 중재, 방임으로 나뉜다. 긍정적 중재는 부모가 자녀의 미

디어 사용에 동참하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추천을 도와주는 등 자녀

의 행동을 조장하고 그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해주는 것이라면, 부정적

중재는 자녀의 미디어의 내용이나 시간대, 시간, 장소를 통제하고 규칙을

설정함으로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며, 방임은 아동의 행동에 간

섭하기 않고 놓아두는 행동을 이야기한다. 안정임(2008)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사용지도 유형을 대화형, 제한형, 동행형, 감시형으로 나누었다.

대화형은 인터넷의 장단점이나 관련 정보를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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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제한형은 인터넷의 사용량, 시간대, 사이트 등을 지정하거나 제

한하는 유형이며, 동행형은 자녀의 콘텐츠 서비스 사용을 적극적으로 개

입하여 공동 이용하는 것이고, 감시형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권연정과 이승연(2013)에 의하면 부모의 스마트 관련한 디

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은 어플리케이션의 선택 내지 제시 등 자녀의 활

동을 돕거나 조장하는 긍정적인 방법과 시간이나 내용을 한정시키는 제

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처음에는 사용 시간

을 제한하다가 나중에는 콘텐츠의 내용을 제한하는 식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지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을 주로 행동의 종류나 부모의 간섭

의 강도 등 부모의 행동의 양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결과로서의 ‘구매’ 중심의

소비자역량과 ‘이용’ 중심의 소비자역량

소비자역량은 제3절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어머니의 디지

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구매 중심의 소비자

역량과 이용 중심의 소비자역량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매

중심의 역량과 이용 중심의 역량을 <표 2-3>와 같이 비교하였다. 구매

중심에서 핵심은 정보의 탐색, 비교, 대안설정 등 구매를 위한 의사결정

이지만, 이용 중심에서의 핵심은 디지털 콘텐츠나 앱 등 소비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이 중심이 된다. 자원 배분 행동도 화폐 자원의 배

분을 통한 교환이 중심이 되지만 이용은 시간 자원 배분을 통하여 그 내

용을 향유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정윤희와 이종호(2009)는 경험 소비에

서는 시간과 에너지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

라 할 수 있다.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도 구매 중심은 정보의 부족이나

구매의 취소/환불 등 구매 과정 상의 문제가 중심이 되지만, 이용 중심

에서는 시간의 과다 사용, 유해정보로 부터의 보호, 콘텐츠의 정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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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매 중심 소비자역량 이용 중심 소비자역량

차
이
점

핵심
정보의 탐색·비교, 대안 설정 등
구매과정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중심

디지털 콘텐츠나 앱 등 소비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이
중심

자원
배분

교환 - 화폐 자원 배분 향유 – 시간 자원 배분

소비자
문제

정보의 부족, 구매의 취소/환불
등 소비자 구매 상의 문제

시간의 과다 사용, 유해 정보 로
부터 보호, 콘텐츠의 정당한 사
용 등 내용적인 측면의 소비자
보호 이슈

주요
이슈

한정된 화폐 자원을 가지고 최
대의 효용을 누리는 것

한정된 시간 자원을 잘 분배하
여 생활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

소비자
사회화
중심

구매를 잘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주는 것
(개인정보 – 정적(靜的) 정보)

중독을 막는 등 시간 배분을 잘
하고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면서 콘텐츠와 앱을 이용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는
것
(개인정보는 동적(動的) 정보)

소
비
자
역
량

개념

‘시장경제에서 소비활동의 기초
적 수단인 경제적 자원을 합리
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요구되는 인지적·실천적 역량’,
혹은 ‘소비자가 시장에서 합리적
이고 안전한 과정을 거쳐서 자
신의 소비목표를 달성하는지 여
부’
①소비자 정보 역량,
②소비자 비교구매 역량,
③소비자 분쟁해결 역량

‘정보통신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
츠와 앱의 사용 측면에서 시간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활
용하는데 요구되는 역량’
①소비자 정보 역량(이용 측면),
②소비자 시간 사용 역량,
③소비자 유해환경으로부터 보
호 역량

지식
- 광고 구분
- 유무료 구분

- 콘텐츠 자체에 대한 지식
연령제한 / 현실 구분

- 콘텐츠 이용 방법에 대한 지
식

태도
- 정당한 대가에 대한 태도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태도

- 콘텐츠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 콘텐츠 중독 등 유해성에 대
한 인식

기능
- 좋은 콘텐츠 검색
- 콘텐츠 구매

- 시간 사용의 균형성
-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표 2-3> 구매 중심 소비자역량과 이용 중심 소비자역량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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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 내용적인 측면의 소비자 보호 문제가 중심이 된다. 소비자사회화

측면에서는 구매 중심은 구매를 잘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지만, 이용 중심은 시간을 잘 배분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콘텐츠와 앱을 이용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차원에서 보면 구매 중심에서는 소비자의 신상 정보 등 일정 시간 변화

가 적은 정적 정보 위주이지만 이용 중심에서는 소비자의 행위 정보 등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동적 정보가 중심이 된다.

구매 중심과 이용 중심의 차이는 소비자역량에서도 나타난다. 소비자

지식의 차원에서 구매 중심에서는 광고 구분, 유료·무료 콘텐츠 구분 등

의 지식이 중요하지만, 이용 중심에서는 콘텐츠의 질 등 콘텐츠 자체에

관한 지식 및 연령 제한, 현실 구분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또한 소비

자태도에 있어서도 구매 중심에서는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대한 태도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태도 등이 중요하지만, 이용중심에

서는 콘텐츠의 유용성 및 중독 등 위험성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소비

자기능에 있어서는 구매 중심에서는 콘텐츠의 검색 및 선택, 스마트폰

조작 등이 중요하지만 이용 중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의 자율적 통제,

유해 콘텐츠 접촉 시 도움 요청 등이 중요하다.

4) 소결 :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서의 구매중심과 이

용 중심 관점

기존의 접근 방법이 부모가 자녀의 소비자사회화를 위하여 할 수 있

는 방법은 ‘대화’나 ‘시연’, ‘모델링’, ‘강화와 처벌’ 등 다양한 방법들이 존

재하고 있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소비자사회화가 더 잘 일

어나는가에 대한 관점이었다면,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은 그 방법의 가능

성은 열어두고 부모가 자녀의 소비자사회화 수행을 내용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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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소비자로서 자녀의 소비자역량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기존의 ‘구매 중심’ 역량에 더해 ‘이용

중심’ 역량을 갖출 것을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러한 측면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유아의 디지털역량

1) 유아의 디지털역량

유아의 디지털 역량을 살펴보기 위하여 디지털 소비자역량과 디지털역

량을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유아가 소비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힘

을 갖추어야 하며 그 힘을 소비자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의 디지털

소비자역량이란 유아가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로서 살아가기 위하

여 갖추어야할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의 구매와 이용과 관련한 지식, 태

도와 기능을 유아의 디지털 소비자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박혜

영(2010, p.23)은 디지털재화 소비자역량을 “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디지털재화와 관련한 정보를 탐색·비교·구매하고, 디지털재화를

사용·관리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디지털재화를 소비하며, 디지털재화 소

비자의 결과를 평가하여 지식기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책임의

식을 가지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기술적 능력”이라고 개념화

화한 것과 유사하지만, 구매와 이용을 보다 분명히 강조하였다는 측면에

서 차이가 있다. 유아가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키우려면 다른 소비생활

영역과 마찬가지로 인지 발달과 함께 소비생활 경험이 필요하다. 유아의

구매 관련 소비자역량이 관찰을 거쳐 요구, 물건 선택, 혼자 구매, 독자

구매라는 발달단계를 거는 것처럼(이기춘, 1999), 유아의 디지털 소비자

역량도 유아의 내적 성숙이라 할 수 있는 인지발달과 함께 적정한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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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소비 경험이 있어야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유아의 디지털 소비자역량은 유아의 디지털역량과는 디지털 기기와 콘

텐츠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

해서 사용해야 한다. 유아의 디지털역량은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이해

하고 활용,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노규성, 김귀곤, & 변

종봉, 2011; 이애화. 2015,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6), 디지털역량은 디지털 소비자역량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지만 디지털역량은 구매보다는 이용의 측면에 보다 가깝고 소비자

로서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고려는 약하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전

체적으로는 디지털 소비자역량과 디지털역량은 교집합이 존재하며, 일정

부분 디지털역량은 디지털 소비자역량으로도 볼 수 있다.

디지털역량은 디지털 기기나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노규성, 김귀곤, & 변종봉, 2011). 이애화(2015, p183)는 이를

“정보기술이나 테크놀로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디지털화된 미디

어와 정보를 수집, 저장, 활용, 표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능력”이라

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컴퓨터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사회감성 리터러시로 구성된다고 한다. 디지털

소비자역량은 구매와 이용을 포괄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로서

의 역할과 책임, 윤리를 강조하는데 반해,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기기나

콘텐츠 자체를 활용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하며 시민성이 보다 강조된다

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디지털역량은 기본적으

로는 일반적인 디지털역량의 측면에서 개념화하지만, 디지털 기기와 콘

텐츠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조절하는 능력을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디지털 소비자역량과 디지털역량을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포함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

다. 유아에 대한 소비자교육은 유아가 성인이 되기까지 영향을 주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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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남, 한상길, 2015), 저연령의 경우 효과가 크기 때문에(김시월, 2010),

유아의 소비자역량을 키워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Kim,

Yang, & Lee(2015)도 아동의 소비자사회화의 목적은 유아의 소비자역량

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에 따르면 청소년층

에서 인터넷 과의존 및 스마트폰 과의존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아 시절의 디지털역량이 청소년 시기의 미디어 과의존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아의 디지털역량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발달

시킬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지희(1989)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소비자사회화 수행 수준이 자녀의

소비자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6세 이전의 유아는 미디

어 이용 시 미디어의 진정한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동은 미디어

사용을 통해 탈감각화와 탈억제6)가 이루어질 수 있는 등(Jansson-Boyd,

2014) 소비자역량이 성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유아의 미디어 사용

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도 유아의 디지털역량

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의 소비자역량에 관련된 연구들 중 일부는 소비자사회화나 소비자

교육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변길희(2006), 정현영과 김호(2012)

및 권순남과 한상길의 연구(2015)에서는 유아의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 등 소비자역량을 소비기본개념, 소비가치관, 자원관리행동,

합리적 구매행동, 소비자 시민의식 등의 문항으로 측정을 하였다. 이종혜

와 박해미(2003)는 어머니가 인식한 유아의 소비자역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비생활경험, 소비지식정도, 소유구별하기, 저축실천하기의 요인들

로 나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들은 유아의 소비자역량에 대해서도 소

6) Janssen-Boyd(2014, p.198)에 의하면 미디어의 사용은 노출된 폭력

등의 자극에 대해 둔감해지는 것을 탈감각화(desensitization)라 하고, 통

제나 억제 상태에서 벗어나서 폭력 등의 자극을 모방하는 행동은 하는

것을 탈억제(disinhibition)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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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은 지식, 태도, 기능을 엄밀히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이는 유아의 경우에는 소비자로서 가지는 지식과 태도, 기능의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아의 소비자역량 중

소비자기능은 유아가 해당 기능을 ‘얼마나 잘하는지’로 평가가 된다. 예

를 들어 이종혜와 박혜미의 연구(2015)에서 사용한 문항의 요인 분석도

구매나 계산, 소유구별, 저축 등의 기능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대한 평가

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유아 소비자역량에 관한 연구들은 구매를 중

심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이나 조절에 대한 관심은 소비

자문제의 영역으로 다루어져왔다. 이종혜와 박혜미의 연구(2003)로 돌아

가 보면 유아의 소비자문제경험을 ‘구매’의 양이나 의도 혹은 도덕성, 절

제 등 구매 중심의 소비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아의 디지털역량은 디지털 기기나 콘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활용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유아의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고 조절

할 수 있는 조절 기능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된다. 선행 연구 상에서 조

절 기능과 활용 기능의 구분은 명확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유아의

디지털 소비자기능 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정림, 도남희와 오유정(2013)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미디

어 매체를 허용하는 이유의 하나로 최신 기계 경험이 나타나고 있고, 고

서린(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의 교육적 효과

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통해 볼 때, 부모들이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미연(2014)은 스마트폰 사용능력과 스마트폰의 전체 사용시간 및 과다사

용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

이 유아의 과의존 등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아의 디지털 조절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되지 않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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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사한 개념인 유아의 자기조절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려 한다.

김민희(2015)에 의하면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은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

동억제, 정서성으로 구성이 되며,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다이용과 부적 상

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유아가 자기조

절 능력을 갖추면 스마트 기기의 과의존에 빠질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

고 나타난 것이다. 황태경과 손원경(2014)도 유아의 자기조절력 중 자기

평가와 자기결정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홍혜경, 임경심과 김수향(2014)은 유아의 자기조절

력과 스마트폰 과의존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를 내놓

았다. 김승옥, 유구종과 김민경(2009)는 유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은 유아

의 사용시간에 정적 영향을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부적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은 부모의 소비자사회화에 의

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정은령(201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중재행동이라는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부모가 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권유나 제제를

가하는 등 부정적 중재를 할 경우에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이 높아지며,

스마트 기기의 가치나 공동사용, 앱 추천 등의 긍정적인 개입은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 스마트쉼센터(2015)에서도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을 길러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유아의 디지털 자기조절능력은 시간관리7)

의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유아의 시간관리 능력에 대한 연구

도 찾아보기 어렵다.

7) 시간관리란 김외숙과 이기영(2015)에 의하면 “자신이 원하는 생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자원을 합목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습관화하

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아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에 있어서도 시간관리 능력의

차원을 별도로 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유아의 디지털역량에 포함

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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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결

유아의 디지털역량은 디지털 소비자역량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면서 디

지털역량 자체도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활용하는 능력과 디지털 기기

와 콘텐츠의 활용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능력을 함께 의미함을 살펴보았

다. 그러나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을 직접 변수로 사용하는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며, 유아의 일반적인 역량인 자기조절 능력만을 살펴보고 있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은 디지털 재화를 소

비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반면

에 유아의 자기조절이란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아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

동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디지털 조절기능도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유아의 디지털역량의

하위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유아를 위한 소비자교육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최근 유아의 디지털 과의존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련

연구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디지털 조절기능을 살펴보는 것은 디지

털 과의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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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선행변수

1. 디지털 소비자역량

소비자사회화가 과정이라면 소비자역량은 소비자사회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기춘(1999, 91p)이 “소비자능력은 소비자교육의 핵심으로서

소비자 사회화과정에 의해 습득된다.”라고 한 것도 소비자사회화와 소비

자역량 혹은 능력과의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소비자사회화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비자로서의 규범과 가치, 태도 등을 익히는 과정으

로 전생애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역량은 소비자가 실제로 보

유한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을 총칭하는 말이다. 소비자사

회화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사회화에서 주요 수행을 하는 수행자(Agent)

가 중요한 관심으로 대상이다.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수행자의

소비자사회화의 내용이나 수준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역량은 본래 기업 등의 조직의 차원에서 사용되던 개념이 교육과 관련

된 분야로 확산적용된 것으로 역량이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태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정현, 2011; 손

지연·이경아, 2014). 배순영·천현진(2010, p18)은 소비자역량을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현명하고도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비

자가 갖추어야할 잠재적·실천적 능력”이라고 제시하였으며, 김정현(2011,

p20)은 “소비자가 경제활동의 장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환

경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소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건전한 소비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의

태도, 지식, 기능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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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역량의 다양성 및 역할

소비자역량은 과거에는 소비자능력이란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소비자능력은 실행 및 기술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비해서 소비자역량은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보다 내포한 의미로 개인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배순영, 천현진, 2010) 최근의 연

구에서 보다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소비자역량은 출발에서부터 소비환

경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이들 정의로부터 손쉽게 추측할 수

있다. 소비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소비자는 소비자의 지식, 태

도, 기능 등의 소비자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의 스마트폰 관

련 환경은 급속히 변모를 하고 있다. 국내의 스마트기기 보급이 본격화

된 시기가 2010년 즈음이었는데, 현재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

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소비자문제를 발생

시켜, 소비자가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비자

역량을 스마트폰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의 학계의 소비자역량 관련 주요 논의는 기본적인 소비자역량은

물론 금융 분야 및 친환경 분야, 디지털 분야, 통신 분야 등 다양한 영역

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김민영·주소현, 2013; 김정현, 2011; 손상희·김

경자·나종연·최신애, 2010; 양덕순, 2014; 이선영·정순희, 2009), 역량의

주체도 청년, 취약계층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손지연, 2015; 황혜선·완연

첩·김기옥, 2014). 이와 같이 논의가 확대되는 이유는 소비자역량은 소비

자로서 역할 수행이 용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고,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실천적인 측면 또한

포괄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소비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 측면의 대책으로 소비자교육이나

소비자정보 등 영역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련 정책 수립 등

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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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역량의 구분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지식, 태도, 기술 혹은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지적 영역 / 정의적 영역 / 실천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크게 외부에서 행동 관찰이나 평가 측정이 가능한 지식이

나 실천적인 요인과 내재적이고 잠재적이어서 관찰이나 평가 측정이 어

려운 태도나 동기 등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정현, 2011; 이기춘

1985; 손지연·이경아, 2014). 최아영(2014)은 스마트 기술의 소비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감정적 차원, 인지적 차원, 평가적 차원으로 구분하

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역량을 인지/정의/실천 영역으로 나누는 입

장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교육적 측면 및 정

책적 측면의 요구 때문으로 보인다. 지식을 기반으로 소비자관련 이슈에

서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지만 지식이 관찰할 수

있는 소비자 행태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소비자의 가치

나 신념체계인 태도와 결합될 때에야 그 방향성이 결정된다. 또한 소비

자가 원하는 방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실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소비자의 역량은 제대로 발휘되

기 어렵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재무 행태는 금융상품이나 제도 등에 대

한 지식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재무에 대한 가치와 신념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으며, 금융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이나 금

융상품 구매 등 금융상품에 접근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

된다(김정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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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소비자역량

디지털 소비역량이란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의 구매 및 이용에 필요한

소비자로서의 지식, 태도, 기능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박혜영, 2010;

서정희·허은정, 2005; 이기춘, 1999).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역량과 디지

털 소비자사회화 수행과의 차이점은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역량은 어머

니가 소비자로서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지만, 부모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은 자녀를 위하여 자녀의 소비

자사회화를 증진시키려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 소비와 근접한 영역의 연구로는 김시월 외(2015)의 이동통신서

비스 소비자정보의 탐색 및 활용을 위한 소비자 역량과 양덕순(2014)의

통신서비스 소비자역량 등을 들 수 있다. 김시월 외(2015)는 소비자의

역량을 이해/지시와, 정보 비교/선택으로 나누고 이해/지시 영역에 “요금

제, 할인조건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및 “사용 중인 요금제를 잘 알고 있

다”는 문항을, 정보비교/선택에 “업체별 요금제와 서비스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나의 사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잘 선택할 수 있다”는 문항

을 포함시켰다. 양덕순(2014)은 소비자의 역량을 거래역량과 시민역량으

로 나누고 거래역량에 소비자 정보활용역량, 소비자 선택역량, 소비자이

용역량, 소비자 문제 및 분쟁해결역량을 포함시키고, 시민역량에 소비자

권한행사 및 활용역량을 포함시키고 있다. 최윤정·윤혜정·이중정(2013)는

스마트폰 활용지수를 인식지수·접근지수·사용지수·역량지수로 나누고 인

식지수에 통신 중요성, 기기 중요성, 애플리케이션 중요성을 포함시켰고,

역량 지수에 통신 활용능력, 기기 활용능력, 애플리케이션 활용능력을 포

함시켰다. 이를 소비자역량의 개념으로 보면 인식지수는 소비자태도에

가까우며, 역량지수는 소비자기능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소비자역량 그 자체를 연구한 사례로는 박혜영(2010)의 디지털

재화 소비에 있어서의 소비자 역량에 관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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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p.23)은 디지털 재화 소비자역량을 “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디지털재화와 관련한 정보를 탐색·비교·구매하고 디지털재화를

사용·관리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디지털재화를 소비하며 디지털재화 소비

의 결과를 평가하여 지식기반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기술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박

혜영이 내린 정의의 특징은 일반적인 재화와 디지털 재화의 차이를 반영

한 점과 소비자역량 중 기능에 디지털 재화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능력

은 물론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강화하여 살펴보

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디지털 소비자역량은 스마트폰 리터러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소비

자역량은 지식, 기술, 기능을 종합한 차원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안정임, 2008)

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박정원(2012)은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스마

트폰 리터러시(literacy)를 정보 리터리시 능력과 소통 리터러시 능력으

로 나누었는데 부모의 정보리터러시가 높으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

간제한이나 서비스 제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소통 리터러시가 높으면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

을 이용하는 동행형 중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 디지털 소비자지식

디지털 소비자지식은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의 구매 및 이용을 위하여

소비자가 알아야할 사실, 개념, 관념 등의 인지적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한

다(박혜영, 2010; 서정희·허은정, 2005; 이기춘, 1999). 어머니가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는 유아를 위하여 안전

한 사용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잘못된 결제 등의 가능성을 줄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유아에게 ‘모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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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지식은 어머니의 소비자로서의 일반적인 역량

이지만 어머니의 디지털 재화의 이용에 영향을 끼쳐 결국 유아의 스마트

폰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끼친다. 김이영·최윤희(2015)에 의하면 부모의

스마트폰 인식은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을 경로로 유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모니터링하는데 어

려움을 겪고 있고 스마트폰과 관련한 사용기준 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함

구분
전혀

노름

잘모르

는편

잘

알고

있는편

매우잘

안다

모름+

잘모름

잘 앎

+매우

잘 앎

계

미디어사용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3.2 22.8 61.1 12.9 26.0 74.0 100

미디어 사용이 정서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태 및 예방

3.0 30.8 58.1 8.1 33.8 66.2 100

부모가 좋은 프로그램을 식

별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
4.9 40.6 47.7 6.8 45.5 54.5 100

미디어 매체의 적정 이용 시

간에 대한 기준
4.8 45.2 45.9 4.1 50.0 50.0 100

유해 프로그램·사이트·앱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설치·이

용 방법

10.3 46.3 37.4 6.0 56.6 43.4 100

영유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실태의 치료·예방 방법
6.7 51.8 36.6 4.9 58.5 41.5 100

<표 2-4> 미디어 매체 이용 교육내용 인지도

(이정림·도남희·오유정, 2013,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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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호소하고 있다((배주미·조은숙·조영미·김경은, 2015; 류미향, 2014). 또

한 부모들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하여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의

자녀의 발달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내용과 좋은 프로그램

식별 기준 및 방법 등을 교육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서

린, 2014; 권연정·이승연, 2013; 이정림·도남희·오유정, 2014; 류미향

2014). <표 2-4>에서 나타나있듯이 부모들은 미디어 사용의 영향 및 좋

은 프로그램 식별 방법이나 유해 콘텐츠 차단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

기를 원하고 있는데(이정림 외, 2013), 이는 부모들이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박혜영(2010)의 연구에서 디

지털 재화 관련 소비자지식은 다른 소비자역량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

을 기록하였다.

나. 디지털 소비자태도

디지털 소비자태도란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 구매 및 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가치나 신념 등을 의미한다(박혜영, 2010; 서정희·

허은정, 2005; 이기춘, 1999). 스마트폰의 이용은 스마트폰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나 스마트폰으로 인한 효용 혹은 비효용, 그리고 사회적인 시

선,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개념이다.

박혜영(2010)은 디지털 재화 소비자역할태도를 디지털 소비자의 권리

와 책임을 기준으로 개념화하였고, 최윤정·윤혜정·이중정(2013)은 앱 중

요성과 기기 중요성을 7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는데 각각 평균 5.1점과

5.4점을 기록하여 평균보다는 높게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또한 최아영의 연구(2014)에서도 소비자들은 스마트 기술에 대

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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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소비자기능

디지털 소비자 기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 구매 및 이용에 있어

소비자로서 가져야할 의사결정과 관련한 능력이나 이들 서비스의 활용

기술 등의 능력을 의미한다(박혜영, 2010; 서정희·허은정, 2005; 이기춘,

1999). 소비자가 지식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소비자의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기 힘들

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디지털 재화를 구매하고 싶어도 디지털 재화

를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탐색 능력이나 기기 조작능력을 확보하지 못하

였다면 스스로 디지털 재화 구매를 하는 것이 힘들다.

이정림 외(2013)에 의하면 부모는 유해 프로그램·사이트·앱을 차단하

는 프로그램 설치·이용 방법을 56.6%가 잘 모르고 있으며, 좋은 프로의

식별 요령도 45.5%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디지털

소비자기능이 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덕순(2014)에 의하면 이동전

화서비스 소비자역량 수준이 소비자의 정보활용 역량 및 소비자선택 역

량이 각각 3.17과 3.13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권

한 행사 및 활동 역량은 2.79로 중간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2. 디지털 양육역량

[그림 2-1]에 나타난 것처럼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량과 소비자로서의

역량이 모두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디지털 소비자역량은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의 구매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 소비자로서 부모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을 의미하지만 디지털 양육역량은 부모역할과 소비자역할의 교

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에서의 능력을 의미한다. 부모 역할 측면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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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보호, 양육, 부양 등의 측면이 중요하고 소비자의 역할에서는 구매

나 이용의 측면이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부양하는 양육 역

할과 자녀를 건전한 소비자로서 키우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구매 및 이용과 관련하여 부모역량과 소비자역량

의 교집합이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영역이 된다. 디지털 양육역량

은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Shin &

Li(2016)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인지한 자녀의 기술 이용에 대한 영향

력은 부모의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디지털 양육태도는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구매와 이용이 자녀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신념과 디지털 환경에서 자녀 보호에 대한 가치와 신념

을 의미한다. 디지털 양육태도는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등이 자녀의 발

달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물론, 자녀에게

안전한 디지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모와 사업자들의 의무 등

에 대한 신념을 포함한다.

[그림 2-1] 부모의 역할과 관련 역량



- 47 -

디지털 양육기능은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의 구매 및 이

용과 관련하여 자녀에게 유익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만들

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디지털 양육기능은 디지털 기기의 조작

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디지털 소비자기능과 유사하지만, 본인

의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소비 환경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어머니는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류미향(2014)에 의하면 영아의 어머니들은 “스마트

폰이 좋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사용해도 된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43%, “스마트폰 사용 좋지 않아서 금지해야한다”라는 의견이 30.2%로

나타나서 어머니들에게 스마트폰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서린(2014)에 의하면 어머니의 스마트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스마트폰 중독, 전자파에 대한 우려, 선정적인 배너광고, 두뇌건

강에 대한 걱정, 콘텐츠의 폭력성, 시력 저하의 문제 등이었으며 스마트

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 손위형제,

또는 또래와의 교류 등을 꼽고 있다.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양육기능 관련 교육 요구는 어머니들

이 디지털 양육기능을 갖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들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의 예방이나 유해정보나 사생활

침해에의 대처에 관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고(김영주,

2009), 자녀에게 좋은 프로그램 구별이나 적정 이용시간 기준, 유해 프로

그램 등 차단, 디지털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이정림 외, 2013)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 안에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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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사회학적 변인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아 일반

적인 소비자사회화의 연구까지 확장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hin & Li(2016)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는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은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문숙재와 김지희(1989)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소비자사회화 수행은 어머니의 연령이나 취업여부, 가

족소득, 자녀성별과는 상관이 없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녀의 학년에

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환(2004)에 의하면 어머니의 소비

자교육은 어머니의 연령이나 학력, 취업여부는 유의하지 않고 가계소득

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학년, 가계소득 등은 일부 연구에서 유의미한 영

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결

선행연구들에서 어머니 혹은 부모의 소비자역량과 디지털 소비자사회

화 수행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역량이나 디지털 양육역량은 어머니의 디지털 소

비자사회화 수행의 질이나 수준을 좌우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파악은

아직 부족한 것이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 수준에 따라서

유아의 디지털역량이나 유아가 디지털로 인해 겪는 문제의 수준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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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과 이들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부모와 유아가 겪

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서도 디지털소

비자사회 수행과 부모의 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디지털 소비자사

회화수행과 유아 디지털역량을 살펴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을 조금 더 부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의 기질이나 특성, 어머니의

일반적인 양육태도를 벗어난 실질적 디지털 소비자교육이 가능할 수 있

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소비자교육의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들이

다.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소비자교육의 현장이나 정책 현장에서 교육

의 대상이나 교육의 내용, 수준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교육이나 소비자정책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

고 대상자나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이들 변인들이

주는 의미 또한 과소평가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인구사

회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검증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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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본 연구는 [그림 3-1]에 나와 있듯이 크게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살펴

보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서 소비자 역할이 구매에서 이용으로 중

심이 이동함에 착안하여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의

수행이 과연 구매와 이용의 차원에서 구분이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차원 및 그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이기춘(1999)이 제기한 바와 같이 구매론적 관점

을 벗어나서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사회화를 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으로 요인분석 방법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의 디지털 소비자역량, 디지털 양육역량 및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사회

학적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디지털 소

비자사회화 수행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회귀분

석을 사용하여 가급적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이 유아의 디지털역량

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유아의 디지털 역량이 다차원으로 구성

되는 경우에 일반적인 중회귀 분석으로는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유아의 디지털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어

렵기 때문에 중회귀분석이 아닌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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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은 어떠한 하위영역으

로 구성되며, 그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1-1.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은 어떠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는가?

1-2.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

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무엇인가?

2-1.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역량이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2 어머니의 디지털 양육역량이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미

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이 유아의 디지털역량

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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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분석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 경험이 있는 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

였다. 유아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있는 2010년 1월

에서 2011년 12월 사이에 출생하였으며 초등학교에 미취학한 아동을 대

상으로 하였다. 부모의 경우에는 설문 시작 전 직업을 학생으로 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범위는 전국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전업주부, 취업주부 각각 200명씩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

결과 전업주부 208명, 취업주부 234명으로 총 442명이 표집되었다.

2. 조사방법

조사는 온라인 조사 전문 업체 엠브레인의 온라인패널을 이용하여 구

조화된 설문지에 자기기입식으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를 2016년 11월 5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실시하였고, 본조사를

2016년 11월 21일부터 2016년 11월 24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목적과 연구자를 명시

하고 설문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SNU IRB

No. E1610/002-002. 승인일 2016년 10월 10일).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으로 기초통계와 요인분석, 회

귀분석, 구조방정식 및 관련 변수 검증을 위한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SPSS 22와 R 3.3.2을 이용하였다.

연구문제 1의 유아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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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세부 문항을 가지고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요

인을 회전하는 방법으로는 직교회전 중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

인분석에 대한 표본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바틀러의 단

위행렬 검증(Bartlett's Test of Sphericity)과 KMO검증

(Kaiser-Meyer-Olkin factor adequacy)를 이용하였다. 바틀러의 단위행

렬 검증은 유의성이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경우에 채택하였으며

KMO검증의 경우에는 .60 이상인 경우에 채택하였다(이영준, 2002).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서는 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고, 연구문제3의

분석을 위해서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2에서는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을 구매와 이용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은 탐색

적인 연구로서 각 하위영역의 특징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설명하는

데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

비자사회화 수행은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역량 및 어머니의 디지털 양

육역량뿐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에 다수의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가 용이한 중회귀분석을

채택하였다. 반면 연구문제3에서는 초점을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과

유아의 디지털역량 간의 관계로 좁혔으며, 유아의 디지털역량이 두 가지

요인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구조방정식을 채택하였다.

연구문제 2의 유아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부모의 디지털 소비자역량 및 디지털 양육역량, 인구사회학적 변

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중회귀분석은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각 하위요인별로 진행을 하였

으며, 모형의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증을 하였고, R제곱 및 수정

된 R제곱을 제시하였다.

연구문제3에서는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의 하위영역들이 유아

의 디지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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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다. 유아의 디지털역량이 2개 이상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경

우에는 종속변수가 2개 이상이 되어 일반적인 회귀분석 방법이 사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들과

유아의 디지털역량 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절차는 윤철호와 최광돈(2015)이 제시한 구조방정식 분석 방법

에 따라 수행하였다. 구조방정식을 분석하기 위한 R 패키지로

Lavaan(0.5-22) 패키지를 사용하였고, 신뢰성 분석을 위하여

semTools(0.4-14)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신뢰도와

타당도,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를 활용하였으며 기준도 윤철호와 최광돈

(2015)이 제시한 기준을 사용하여. 신뢰도 중 크론바흐 알파 값의 기준

은 0.7 각 측정항목의 표준적재치는 0.6을 사용하였다. 집중타당도 평가

를 위해서는 semTools 패키지에서 avevar로 표시되는 평균분산추출값8)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0.5를 사용하였고, 판별타당도는

Fornell & Larcker(1981)이 제시한 대로 특정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

의 제곱근이 그 변수와 다른 변수 간의 상관계수보다 큰 경우를 기준으

로 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인 적합도와 상대적인 적합도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절대적인 적합도는 이론모형과 자료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GFI(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활용하였고 상대적인 적합도

는 기저 모형 혹은 최악의 모형과 이론 모형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NFI(Normed Fit Index)와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활용하였다. GFI, NFI, TLI, CFI는 모두

0.9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평가되고 있다(문수백, 2009; 홍세희, 2000).

8) 참고로 semTools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avevar는 Fornell & Larcker

(1981)의 평균분산추출값을 수정한 것이다(semTools Contributor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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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도구의 구성

1.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 변인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을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소

비자역량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행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

자 사회화행동을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문항은 구매 중심의 디지털 소비

자사회화 수행을 묻는 문항과 이용 중심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을

묻는 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표 3-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

존 연구들이 부모의 개입 정도나 관찰·모방 등 방법론적인 측면에 집중

을 한 것에 비해서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내용에 집중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보다 자세한 문항 구성 기준과 하위영역의 분석은 연구의

결과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부모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문항은

박혜영(2010)의 소비자역량 관련 문항 및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의 스

마트 중독 관련 문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 어머니의 디지털 역량 관련 변인

부모의 디지털 변인은 부모가 개인적 소비자로서 갖게 되는 역량을 부

모의 디지털 소비자역량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디지털 소비자지식, 디지

털 소비자태도, 디지털 소비자기능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박혜

영(2010)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박혜영의 연구는 본 연구와는 달리 디지

털 소비자태도를 디지털 기술 환경과 관련한 변수로 보아서 디지털 소비

자역량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디

지털 소비자역할태도를 소비자역량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로서의 디지털 기기과 콘텐츠 구매 및 이용에 관련

한 일반적인 소비자로서의 지식, 태도, 기능과 부모로서의 태도와 기능을

구분하고자, 디지털 소비자역량과 디지털 양육역량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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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표준편차)

구매

중심

나는 광고와 콘텐츠의 차이점에 대해 자녀가 알게

한다.
2.89 (.978)

나는 콘텐츠에는 유료와 무료가 있음을 자녀가 알

게 한다.
3.60 (1.083)

나는 스마트폰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을 조심해야

함을 자녀가 알게 한다.
2.62 (1.082)

나는 자녀가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3.00 (1.106)

나는 자녀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3.07 (1.022)

나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32 (.982)

이용

중심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는 현실과 다를 수

있음을 자녀가 알게 한다.
3.14 (1.017)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에는 연령 제한이 있

음을 자녀가 알게 한다.
3.36 (1.051)

나는 콘텐츠 이용 시, 저작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가 알게 한다.
2.43 (.936)

나는 스마트폰 앱과 콘텐츠는 중독성 등 유해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 대해 자녀가 알게 한다.
3.50 (1.035)

나는 스마트폰 앱과 콘텐츠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

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녀가 알게 한다.
3.24 (.936)

나는 아이가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도 멈출 수

있게 한다.
3.69 (.850)

나는 자녀가 이상한 콘텐츠를 보면 즉각 이야기하

도록 한다.
3.89 (.993)

<표 3-1> 부모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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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소비자역량

본 연구에서 부모의 디지털 소비자역랑이란 부모가 디지털 기기와 콘

텐츠 구매와 이용에 필요한 소비자역량을 의미하며, 디지털 소비자지식

과 디지털 소비자태도, 디지털 소비자기능으로 구성하였다.

(1) 디지털 소비자지식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에서의 지식이란 디지털 앱과 콘텐츠의 구매 및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갖추어야 하는 지식으로 구매 측면과 이용 측

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지식은 스마트폰과 관련

한 구매 및 이용과 관련한 지식을 질문하였다.

소비자지식 문항은 일반적인 앱 구매 관련 지식, 앱 사용 관련지식으

로 구분하였다.

앱 구매 관련 지식은 ‘스마트폰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통신사 원스토어 등)에서 구매할 때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로

만 앱을 구매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을 빌려 스마트폰 앱

이나 콘텐츠를 결제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다.’, ‘무료 앱을 사용하는 중에는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

‘통상적으로 스마트폰 앱은 한 번 구매하면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여

러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로 구성하였으며, 앱 사용 관련 지식은 ‘스

마트폰 앱에도 TV 프로그램의 시청등급처럼 사용 연령 등급이 있다.’,

‘백업이란 나의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

폰 앱을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나의 위치 정보 등이 앱 서비스 회사로

전송될 수 있다.’, ‘내가 검색한 정보를 구글 등 검색서비스 회사에서 이

용할 수 있다.’, ‘구매한 영화파일을 메신저를 통해 친구에게 전송하는 것

은 불법적인 행위이다.’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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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문항의 응답은 ‘예’, ‘아니오’, ‘모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은

1점, 오답과 ‘모음’은 0점으로 처리를 하였다. 이들 문항은 이분 문항으로

이분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Kuder-Richardson Formula 20(KR20)

을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계측값이 0.53을 기록하였다. 참

고로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KR20을 일반화한 것으로 KR20과 크론바흐

알파는 해석 상에서 거의 유사하게 사용한다(박혜영, 2010). 소비자지식

에 대한 내적 타당도는 이기춘(1985)에서는 0.61로 박혜영(2010)의 연구

에서는 .50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탐색적 연구의 경우에는 내용 타

당도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으므로(이기춘, 1985), 본 연구의 내적 일

관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의 정답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문항 ‘스마트폰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통신사 원스토어 등)에서 구매할 때 신용

카드나 휴대폰 결제로만 앱을 구매할 수 있다.’의 정답은 스마트폰 앱스

토어에서는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뿐 아니라 기프트 카드9), 은행송금10)

등도 결제에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오’를 정답으로 하였으며, 문

항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을 빌려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를 결제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다.’의 경우에는 부

모 명의의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민법 제5조의 미성년을 이유로한 환불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소비자원,

2013; 이재홍, 2013) ‘아니오’를 정답으로 하였다. ‘무료 앱을 사용하는 중

에는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 문항의 경우에는 In-App 결제가 이

루어지는 앱 때문에 ‘아니오’를 정답으로 하였고, ‘통상적으로 스마트폰

앱은 한 번 구매하면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여러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동일 계정 사용을 대부분의 앱 스토어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여러 기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예’를 정답으로 하였다.

9) https://play.google.com/intl/all_kr/about/giftcards/
10) http://www.apple.com/kr/shop/help/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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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에도 TV 프로그램의 시청등급처럼 사용 연령 등급이 있

다.’의 경우에는 구글이나 애플 등에서 스마트폰 앱에 대한 등급제를 시

문항 정답
정답률

(%)

스마트폰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통신사 원스토어 등)에서 구매할 때 신용카드나 휴대

폰 결제로만 앱을 구매할 수 있다.

아니오 30.5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을 빌려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

츠를 결제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다.

아니오 38.9

무료 앱을 사용하는 중에는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
아니오 60.9

통상적으로 스마트폰 앱은 한 번 구매하면 동일한 계

정을 사용하는 여러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 46.6

스마트폰 앱에도 TV 프로그램의 시청등급처럼 사용

연령 등급이 있다.
예 73.8

백업이란 나의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오 80.3

스마트폰 앱을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나의 위치 정보

등이 앱 서비스 회사로 전송될 수 있다.
예 62.2

내가 검색한 정보를 구글 등 검색서비스 회사에서 이

용할 수 있다.
예 71.3

구매한 영화파일을 메신저를 통해 친구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
예 83.3

<표 3-2> 디지털 소비자지식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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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정답으로, ‘백업이란 나의 데이터를 다른 사람

에게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에는 백업이 아닌 데이터 공유에 대

한 설명이기 때문에 ‘아니오’를 정답으로, ‘스마트폰 앱을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나의 위치 정보 등이 앱 서비스 회사로 전송될 수 있다.’과 ‘내가

검색한 정보를 구글 등 검색서비스 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다.’은 개인정

보가 앱의 직접 실행 없이도 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며, 검색 서비스 회

사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메신저로 구매한 영화파일을 공유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예’를 정답으로 하였다. ‘구매한 영화파일을

메신저를 통해 친구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 문항은 박혜

영(2010)의 ‘디지털재화 소비자지식’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고 동일하게

‘아니오’를 정답으로 하였다.

(2) 디지털 소비자태도

디지털 소비자태도란 디지털 앱이나 콘텐츠의 구매 및 이용에 관한 부

모의 가치나 신념 등을 의미한다. 디지털 소비자태도는 디지털 앱이나

콘텐츠에 대한 이해나 디지털 앱이나 콘텐츠로 인한 효용 혹은 비효용,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 등을 포함

한 개념이다. 부모의 디지털 소비자태도 문항은 박혜영(2010)이

Parasuraman(2000)과 진영정(2007)의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척도를 일

부 수정하여 4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디지털 소비자태도 문항의 크론바

흐 알파 계수는 0.76으로 내적 일관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소비자태도에 포함되는 문항은 <표 3-3>에 제시된 3문항으로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디지털콘텐츠나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서

비스를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 ‘디지털 콘텐츠나 스마트폰 앱은 나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준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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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Cronbach alpha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디지털콘텐츠나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다.

.76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디지털 콘텐츠나 스마트폰 앱은 나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준다.

<표 3-3> 디지털 소비자태도 문항

(3) 디지털 소비자기능

디지털 소비자기능이란 디지털 앱이나 콘텐츠 구매와 이용에 있어 부

모가 가져야할 의사결정 능력이나, 앱이나 콘텐츠의 활용 기술 능력을

의미한다. 관련 척도는 박혜영(2010)이 교육학술정보원(2006, 박혜영에서

재인용), Microsoft(1994, 박혜영에서 재인용), Page & Uncle(2004, 박혜

영에서 재인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문항을 스마트폰 이용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본래 13개 문항이던 것을 4개 문항을 축소하고 ‘나

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와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3의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분석에서 제외한 문항

은 ‘나는 구매 전에 디지털 콘텐츠 간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다.’ ‘나는

다운로드 받은 대부분의 디지털음향(음악) 콘텐츠 파일을 저장매체(예:

CD)에 옮길 수 있다.’, ‘나는 다운로드 받은 대부분의 디지털음향(음악)

콘텐츠 파일을 디지털 기기에서 실행 가능한 포맷(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나는 다운로드 받은 대부분의 디지털영상 콘텐츠 파일을 저장매

체(예: CD)에 옮길 수 있다.’, ‘ 나는 다운로드 받은 대부분의 디지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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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파일을 디지털 기기에서 실행 가능한 포맷(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였다. 제외 문항은 현재의 스마트폰 도입 후의 디지털 환경에 다소

맞지 않거나 유사한 문항이 있는 경우였다. 본 연구에서 이들 10개 문항

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표 3-4>에

문항 Cronbach alpha

나는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92

나는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알

고 있다.

나는 구매 전에 디지털 콘텐츠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다.

나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선택할 수 있는 요금 부과 방

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건당 결제, 인앱 결제, 정액 요

금제 등).

나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어려움 없이 원하는 형태로

요금을 결제(휴대폰결제, 계좌이체결제, 캐시결제, 포인트

결제 등) 할 수 있다.

나는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기간을 충분히 활용한

다.

나는 어려움 없이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고 실행할

수 있다.

나는 디지털 콘텐츠 실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를 구매 후, 결제취소나 환불

요청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와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3의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표 3-4> 디지털 소비자기능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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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바와 같이 .92로 높게 나타났다.

2) 어머니의 디지털 양육역량

디지털 소비환경에서의 양육역량은 디지털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모의 지식, 태도, 기능을 총칭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는 태도와 기능만을 측정하였다.

(1) 디지털 양육태도

디지털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의 구매와 이

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형성된 부

모의 감정이나 신념, 가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측정을 하였다. 디지털 양육태도는 부모

로서 가지고 있는 자녀의 발달과 보호와 관련한 스마트폰 이용 및 사업

자의 의무 등에 관한 것으로 부모의 의사결정의 근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양육태도를 ‘나는 디지털 콘텐츠나 앱의 이용에

있어 유아는 성인에 비해 강력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유아가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앱의 제공이 사업자의 의무라

고 생각한다.’, ‘나는 사업자가 유해정보 차단 앱(스마트 보안관, 자녀폰

지킴이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해서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계수

를 도출한 결과 <표 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0.87로 내적 일관성을 갖

춘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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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양육기능

디지털 양육기능이란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의 구매와

이용과 관련하여 자녀를 보호 혹은 발달을 돕기 위하여 스마트폰의 설정

이나 앱설치, 앱 설정을 변경, 앱 관련 정보 탐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디지털 양육기능은 부모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안전

한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자녀의 행동의 범위를 통제한다는 의미를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과 관련한 차단 앱 설치나 자녀보호 설정, 비

밀번호 설정 등의 기능과 앱이나 콘텐츠의 사용연령 제한 정보 탐색 기

능을 포함시켰다. 디지털 양육기능의 문항을 대상으로 내적 일관성을 측

정한 결과, <표 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0.86으

로 나와서 내적 일관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Cronbach alpha

나는 디지털 콘텐츠나 앱의 이용에 있어 유아는 성인에

비해 강력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87
나는 유아가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앱의

제공이 사업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업자가 유해정보 차단 앱(스마트 보안관, 자녀폰

지킴이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표 3-5> 디지털 양육태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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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Cronbach alpha

나는 유해정보 차단 앱(스마트보안관, 자녀폰지킴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86

나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자녀보호 설정을 어

려움 없이 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비밀번호를 어려움

없이 설정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의 사용 연령 제한 정보를

어려움 없이 알아낼 수 있다.

<표 3-6> 디지털 양육기능 문항

3) 어머니의 디지털 역량 변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어머니의 디지털 역량 변인들은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역량 및 디지

털 양육역량으로 구성된다. 이들 역량 중 문항 값을 합산하여 단일 문항

화한 디지털 소비자지식을 제외한 변인들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전체적인 절차는 윤철호, 최광돈(2015)이

제시한 R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분석 방법을 따랐다.

먼저 측정모델 설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잠재변수로는 디지털 소비

자태도, 디지털 소비자기능, 디지털 양육태도, 디지털 양육기능을 설정하

였고, 각 잠재변수의 관측변수는 앞서 살펴본 문항들로 설정하였다.

(1)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

신뢰도는 semTools Package에서 제공하는 reliability() 함수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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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7>에 제시되어 있다. 크론바흐 알파 값

의 최소값이 0.76으로 0.6 이상을 상회하였고, 합성타당도를 나타내는

omega, omega2, omega3의 값도 최소 0.77로 모두 0.7 이상이었다.

각 변수들의 표준화된 적재값을 확인하기 위하여 lavaan package에서

제공하는 standardizedSolution()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표

3-8>에 제시되어 있듯이 표준화 계수의 최솟값이 0.62로 나타나서 0.6

이상으로 나타나서 각 문항들을 삭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모든 변수에

대하여 유의도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참고로 비표준화계수를

도출하기 위하여는 parameterEstimates() 함수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결

과는 본 연구에서의 잠재변수들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2) 집중타당도

집중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변수들의 잠재변수에 대한 적재값

의 유의도와 잠재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값을 살펴보았다. 먼저 측정변수

　
디지털

소비자태도

디지털

소비자기능

디지털

양육태도

디지털

양육기능
전체

Chronbach

alpah
0.76 0.91 0.87 0.86 0.91

omega 0.77 0.92 0.87 0.86 0.94

omega2 0.77 0.92 0.87 0.86 0.94

omega3 0.77 0.91 0.87 0.87 0.94

avevar 0.52 0.52 0.70 0.61 0.57

<표 3-7> 잠재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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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변수

측정

항목11)
비표준

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

차
Z 값

유의

도

디지털

소비자

태도　

디지털 소비자태도1 0.60 0.73 0.03 24.55 ***

디지털 소비자태도2 0.63 0.79 0.03 29.70 ***

디지털 소비자태도3 0.48 0.64 0.03 18.77 ***

디지털

소비자

기능　

디지털 소비자기능1 0.50 0.70 0.03 26.99 ***

디지털 소비자기능2 0.62 0.77 0.02 35.16 ***

디지털 소비자기능3 0.56 0.67 0.03 23.47 ***

디지털 소비자기능4 0.64 0.76 0.02 33.39 ***

디지털 소비자기능5 0.60 0.73 0.03 29.50 ***

디지털 소비자기능6 0.59 0.70 0.03 26.15 ***

디지털 소비자기능7 0.62 0.79 0.02 38.85 ***

디지털 소비자기능8 0.65 0.75 0.02 32.61 ***

디지털 소비자기능9 0.61 0.73 0.02 30.35 ***

디지털 소비자기능10 0.51 0.62 0.03 19.50 ***

디지털

양육

태도

디지털 양육태도1 0.61 0.77 0.02 32.79 ***

디지털 양육태도2 0.71 0.86 0.02 43.87 ***

디지털 양육태도3 0.64 0.87 0.02 45.53 ***

디지털

양육

기능

디지털양육기능1 0.74 0.80 0.02 37.42 ***

디지털양육기능2 0.77 0.84 0.02 44.69 ***

디지털양육기능3 0.61 0.68 0.03 23.53 ***

디지털양육기능4 0.69 0.79 0.02 36.17 ***

*** p<0.001

<표 3-8>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표준화 계수 및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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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잠재변수에 대한 적재값의 z 값은 <표 3-8>에 나와 있듯이 모두

18이상으로 p<0.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평균분산추출값

은 <표 3-7>에 avevar로 표시되어 있는데 최소값이 0.52로 기준값이

0.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3) 판별타당도 평가

판별타당도 평가의 기준으로 Farmel-Larcker 기준을 사용하였고, 각

잠재변수들의 상관계수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는 <표 3-9>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디지털 소비자태도와 디지털 소

비자기능의 상관계수가 0.77로 디지털 소비자태도와 디지털 소비자기능

의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인 0.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이외의 다

른 잠재변수에서는 모두 판별타당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부분적으로 판별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11) 측정항목에서 1,2,3 등 문항의 순서는 앞서 연구도구에 제시된 순서를 따

랐다.

(상관계수)　
디지털

소비자태도

디지털

소비자기능

디지털

양육태도

디지털

양육기능

평균분산

추출의

제곱근
디지털

소비자태도
1.00 0.77 0.14 0.58 0.72

디지털

소비자기능
0.77 1.00 0.11 0.65 0.72

디지털

양육태도
0.14 0.11 1.00 0.26 0.83

디지털

양육기능
0.58 0.65 0.26 1.00 0.75

<표 3-9>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 및 평균분산 추출의 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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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 적합성

모형의 적합성은 fitMeasures() 함수로 측정하였는데, 측정 모형의 

는 576.680(df=164, p=.000)이었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적합지수

GFI(.878), CFI(.915), NNFI(.902), RMSEA(.075; 90% 신뢰수준에서 상한

값 0.082, 하한값 0.069)으로 바람직하게 나타났다. 절대적합도를 측정하

는 GFI가 0.9에 못 미치지만, 최근 절대적합도 측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EMSEA는 0.8 이하로 나타났고, 증분적합도인 CFI와 NNFI도 0.9 이상

으로 나타나서 모형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어머니의 디지털 역량 변인들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연구도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에 대한 요인구

조가 적절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판별타당도와 모형적합성의 일부 척

도(GFI)는 다소 미흡함을 보인 것은 연구의 한계이자 추후 보완해야 하

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3. 유아의 디지털역량

유아의 디지털역량이란 유아가 디지털 기기나 콘텐츠를 이해, 활용, 조

절할 수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 중 스마트폰과 관

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어머니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정하여 ‘이해’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를 관통하는 ‘구매’와 ‘이

용’ 관점에서 본다면 ‘활용’은 디지털 기기, 앱이나 콘텐츠와 관련된 절차

나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매’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조

절’은 디지털 기기나 콘텐츠를 이용할 때 자원을 조절하거나 콘텐츠의

내용 측면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디지털역량은 지식 측면과 태도 측면, 기능 측면으로 구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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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는 기능 부

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아의 지식과 관련된 문항이나 태도에 관련한

문항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어머니에 대한 설문조사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향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아대상 관찰 조사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유아의 디지털역량은 활용과 관련된 문항으로 ‘혼자서도 스마트

폰을 잘 이용한다.’, ‘콘텐츠 중 일부는 유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콘텐

츠와 광고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다.’를 배치하고, 조절과 관련된 문항

으로 ‘스스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스스로 스마트폰

이용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연령에 맞지 않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

츠는 사용하지 않는다.’를 배치하였다. 유아의 디지털역량과 관련하여 내

적 일관성을 크론바흐 알파값을 측정한 결과 0.70으로 내적 일관성을 갖

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과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당초의 예상대로 활용 관련 요인과 조절 관련 요인으로 나뉘어졌다. 요

인분석에 앞서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64로

0.6 이상이었으며,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결과는 p<.001 수준에서 유

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요인분석을 위한 기본 조건 충족을 확인하였다.

회전 요인부하치가 .6이 되지 않는 문항인 ‘연령에 맞지 않은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는 사용하지 않는다.’를 제외하고, 구매 관련 요인을 디지

털 활용기능으로, 이용 관련 요인을 디지털 조절기능으로 명명하였으며,

각각의 크톤바흐 알파값은 .71과 .94로 내적 일관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요인 분석의 결과는 유아의 디지털역량도 구매와 이용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구분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아의 스마

트폰 이용과 콘텐츠의 유료/무료 여부의 이해나 콘텐츠와 광고의 구분

능력은 유아가 스스로의 시간과 사용 횟수를 조절하는 것과는 확연히 구

별되는 유아의 디지털역량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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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문항 F1 F2
Crobac

h alpha

디지털

활용기능

혼자서도 스마트폰을 잘 이용한다. -.06 .79

.71콘텐츠 중 일부는 유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0 .79

콘텐츠와 광고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다.
.18 .78

디지털

조절기능

스스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90 .24

.94
스스로 스마트폰 이용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92 .20

고유치 2.51 1.48

요인별 설명력 0.42 0.25

총설명력 0.67

<표 3-10> 유아의 디지털역량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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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1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는 유아를 둔 주부로 연령은 30대 초반이 36.0%, 30대 후반

이 53.6%, 40세 이상이 10.4%로 나타났으며, 20대는 없었다. 이는 초혼

연령의 증가와 함께 본 조사에서 첫 자녀가 2011년 이전에 출생한 경우

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81.4%, 대졸미만이 10.2%, 대학원 재학 이

상이 6.1%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이 81.4%로 나타난 것은 전문대졸업

과 4년제 대학교 졸업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대학교 졸업

생이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인 분포보다 많기 때문에 분석이나 결과해석

시에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수는 1명이

37.1%, 2명이 57.9%, 3~4명이 5.0%로 나타났으며, 남아의 비중은 50.9%

여아의 비중은 49.1%로 나왔다. 전업주부는 47.1%, 사무직은 38.9%, 전

문직이 9.5%로 나타났다. 사무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온라인 패널의 특

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

분이다. 가구원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17.2%, 300~400만원 미만이

21.5%, 400~500만원 미만이 22.2%, 500~600만원 미만이 15.4%, 600만원

이상이 23.8%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가계금

융복지조사에서 30~39세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423만원인

것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를 스마트

폰 이용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향후

결과의 해석 및 적용 측면에서 주의를 요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입노동 시간의 비중은 하지 않음이 28.3%로 전업주부 47.1%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전업주부라고 직업을 표시한 어머니 중 수입노동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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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의 비중은 42.3%였고, 4시간미만 근무한 사람은 36.1%로 나타

났다. 전업주부의 경우도 상당수는 시간제 등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들은 취업주부로 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중시하여 응답한 기준으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나

누어 분석하였다.

변수 구분 빈도 %

연령 30~34세 159 36.0
35~39세 237 53.6

　 40세 이상 46 10.4
교육수준 대졸 미만 45 10.2

대학교 졸업 360 81.4
　 대학원 이상 27 6.1

자녀수 1명 164 37.1
2명 256 57.9

　 3명~4명 22 5.0
자녀 성별 남아 225 50.9
　 여아 217 49.1
직업 전업주부 208 47.1

사무직 172 38.9
전문직 42 9.5

　 그외 20 4.5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6 17.2

300~400만원 미만 95 21.5
400~500만원 미만 98 22.2
500~600만원 미만 68 15.4

　 600만원 이상 105 23.8
수입노동시간 하지 않음 125 28.3

4시간 미만 105 23.8
4~6시간 미만 115 26.0

　 6시간 이상 97 21.9

<표 3-1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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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관련 특성

1) 유아의 콘텐츠별 스마트폰 이용 빈도

유아의 스마트폰 콘텐츠 주당 사용일수는 <표 3-12>에 제시되어 있

듯이 동화·동요 등 동영상이 평균 2.72일로 가장 높았고, 사진찍기 1.77

일, 교육용 앱이나 콘텐츠 1.64일로 나타났다. 이정림 외(2013)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가 선호하는 서비스로 만화와 게임, 음악(노래)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화·동용 등 동영상, 사진찍기, 교육용 앱이나 콘텐츠, 게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가족이 적응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어 향후 연구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사용 일수(n=442)

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평균

(일)

게임
259 77 37 16 14 13 2 24 1.13

58.6% 17.4% 8.4% 3.6% 3.2% 2.9% 0.5% 5.4% 　

동화·동

요 등

동영상

30 122 108 62 26 35 14 45 2.72

6.8% 27.6% 24.4% 14.0% 5.9% 7.9% 3.2% 10.2%

사진

찍기

85 163 81 64 14 15 7 13 1.77

19.2% 36.9% 18.3% 14.5% 3.2% 3.4% 1.6% 2.9% 　

교육용

앱이나

콘텐츠

157 115 59 45 17 24 7 18 1.64

35.5% 26.0% 13.3% 10.2% 3.8% 5.4% 1.6% 4.1%

<표 3-12> 유아의 콘텐츠별 스마트폰 사용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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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장소별 스마트폰 이용 경향

유아의 장소별 스마트폰 이용 경향을 보면<표 3-13>에 제시되어 있

듯이 자택에서는 가끔 이용이 50.7%, 항상 이용이 34.6%로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커피숍, 식당에서 가끔 이용이 59.1%, 항상 이용이 15.2%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자가용, 공공시설(도서관, 우체국 등 관공서), 대

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등)에서가 차지하였다. 이를 이정림 외(2013)

의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정림 외의 연구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을 물어본 연구인데 비해 본 연구는 각 장소에서 이용 빈도

를 물어 보는 것이 문항의 구성에서 다른 점이다. 순서 자체는 이정림

외(2013)의 연구와 본 연구 결과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　장소

사용 경향(n=442)

거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

항상

이용하는

편이다

우리집에서 65(14.7%) 224(50.7%) 153(34.6%)

다른 사람(친구 등)의 집에서 273(61.8%) 148(33.5%) 21(4.8%)

마트, 백화점 등에서 314(71.0%) 113(25.6%) 15(3.4%)

공공시설(도서관, 우체국 등

관공서)에서
392(88.7%) 46(10.4%) 4(0.9%)

커피숍, 식당 등에서 114(25.8%) 261(59.1%) 67(15.2%)

대중 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등)에서
328(74.2%) 103(23.3%) 11(2.5%)

자가용에서 211(47.7%) 202(45.5%) 29(6.6%)

<표 3-13> 유아의 장소별 스마트폰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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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의 디지털역량 관련 경향

유아의 디지털역량 수준은 <표 3-14>에 제시되어 있듯이 디지털 활

용기능은 5점 리커트 척도 기준 3.21, 디지털 조절기능은 2.75로 디지털

조절기능이 디지털 활용기능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콘텐츠와 광

고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다’와 ‘혼자서도 스마트폰을 잘 이용한다.’의

경우에는 3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스스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와 ‘스스로 스마트폰 이용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상

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유아는 스마트

폰의 이용 능력보다 시간이나 횟수를 조절하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난 것이다. 소비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지식 내지 기능적인 측면이 콘텐

츠 유무료 구분과 콘텐츠와 광고의 차이점 구분은 3점 근처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 3.21 .97 -.26 -.43

혼자서도 스마트폰을 잘 이용한다. 3.58 1.07 -.64 -.05

콘텐츠 중 일부는 유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97 1.30 -.15 -1.24

콘텐츠와 광고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

다.
3.07 1.28 -.22 -1.14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 2.75 .96 .07 -.71

스스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2.76 1.10 .10 -.80

스스로 스마트폰 이용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2.74 1.08 .08 -.78

<표 3-14> 유아의 디지털역량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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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및 부모의 과다 이용 인식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평일*5 + 주말*2]/7로 계산하여 하루 평균 시간을 계산한 결과 평균값

은 65.2분, 중앙값은 38.8분, 최댓값은 600.6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유아는 10시간을 하루에 10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앙값에 위치한 유아도 하루에 38.6분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 시간을 스마트폰에 쏟아 붇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마트폰을 30분

이하를 사용하는 유아는 <표 3-15>에 제시되어 있듯이 전체의 38.4%

정도가 되었고, 30분 초과에서 60분이하는 24.1%였다. 60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의 36.4%로 3분의 1이 넘었다. 김민희(2015)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59.1%가 30분 이내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60분을 초과하는 경

우도 11.4%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고, 박소영·문혁준(2015)의 연구에서

는 60분 이내가 93%가 넘으며, 이정림 외(2013)의 연구에서도 51.3%가

30분 이내를 사용한다고 한 것에 비해서는 본 연구에서의 유아들의 스마

트폰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 대상의 차이(본 연구는 만

4,5세반 연령, 김민희(2015) 및 박소현·문혁준(2015)는 만3~5세반 연령)에

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본 연구에서의 표집 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2010년생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68.7분(표준편차 75.8

분)인데 비해, 2011년생은 61.7분(69.7분)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생과

2011년생 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t 값이 1.050으로 95% 신뢰수준

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Levene 검증 결과 등분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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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 시간 빈도(명) %

30분 이하 170 38.5

30분 초과 ~ 60분 이하 111 24.1

60분 초과 ~ 180분 이하 137 31.0

180분 초과 24 5.4

<표 3-15>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현황

3. 어머니의 디지털 관련 특성

1) 어머니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어머니만을 표집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어머니의 연령 집단별로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표 3-16>에서와 같이 34세 이하 집단이 하루 평균 208분 35~39

세 집단이 182분, 40세 이상이 132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ncan 검정 및 Scheffe 검증 결과 40세 이상의 집단은 다른 연령 집단

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전체 ANOVA 수행값 :

F=6.295, 유의수준 .002).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195분, 취업주부의 경우에

는 178분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의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으며(t=-1.379, 유의수준 .169), 교육수준을 대졸 미만과 이상으

로 나누어 측정한 경우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685, 유의

수준 .496). 또한 자녀수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조

사 대상의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에 의해

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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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
빈도(명) 평균(분) 표준 편차

34세 이하 159(36.0%) 208 144

35~39세 237(53.6%) 182 131

40세 이상 46(10.4%) 132 70

총계 442(100%) 186 133

<표 3-16> 어머니 연령 집단에 따른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2)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경향

(1)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지식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지식은 9문항으로 측정을 하여서 0점에서 9점

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본 조사에서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지식 값의

평균은 5.5, 표준편차는 1.9, 왜도는 –.45, 첨도는 -.19로 나타났다. 3점

이하를 기록한 어머니들이 15.8%였으며, 4점에서 6점 사이는 50.9%, 7점

이상은 33.3%로 나타났으며, 이중 9명만이 만점을 기록하였다.

(2)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태도

어머니의 디지털 수용 소비자태도의 평균은 <표 3-17>에서와 같이

3.49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디

지털콘텐츠나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다.’의 평균은

3.58, ‘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의 평균은 3.44,

‘디지털콘텐츠나 스마트폰 앱의 구매 및 사용은 나를 기분 좋게 한다.’의



- 80 -

평균은 2.88로 나타났다.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디지털 소비자태도 3.49 .65 -.30 .95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디지털콘텐츠나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다.

3.58 .82 -.62 .67

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3.44 .79 -.40 .41

디지털 콘텐츠나 스마트폰 앱은 나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준다.

3.45 .75 -.38 .28

디지털콘텐츠나 스마트폰 앱의 구매 및

사용은 나를 기분 좋게 한다.
2.88 .86 -.14 -.25

<표 3-17>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태도 경향

(3)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기능의 경향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기능의 총 문항을 단순 합산하여 문항 개수로

나눈 평균은 3.34로 어머니가 인지한 자신의 디지털 소비자기능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기능 중에 ‘나는 구매 전에

디지털 콘텐츠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다’와 ‘나는 디지털 콘텐츠 실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가 비교적 낮은 평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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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 것은 어머니가 디지털 콘텐츠의 품질을 써보기 전에 미리 아는 것

이나 실행 시 대처 방안에는 다른 기능보다는 다소 낮은 기능 수준을 갖

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로 디지털 콘텐츠의 품질 판단은 ‘이용’

관련 소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정보탐색이나 요금

결제, 콘텐츠 다운로드, 결제취소나 환불요청 등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 일상적인 구매 관련 소비생활에

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문항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8>에서 제시되

어 있듯이, ‘나는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의 평균은 3.58, ‘나는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의 평균은 3.47, ‘나는 구매 전에 디지털 콘텐츠의 품

질을 판단할 수 있다.’의 평균은 2.98, ‘나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선택

할 수 있는 요금 부과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의 평균은 3.28, ‘나

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어려운 없이 원하는 형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의 평균은 3.58, ‘나는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기간을 충분히

활용한다.’의 평균은 3.23, ‘나는 어려움 없이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고 실행할 수 있다’의 평균은 3.10,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를 구

매 후, 결제취소나 환불요청을 스스로 할 수 있다.’의 평균은 3.42,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와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3의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3.1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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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디지털 소비자기능 3.34 .62 -.07 .50

나는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3.58 .71 -.35 .53

나는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3.47 .81 -.42 .09

나는 구매 전에 디지털 콘텐츠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다.
2.98 .84 .10 -.05

나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선택할 수

있는 요금 부과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3.28 .85 -.27 -.25

나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어려움 없이

원하는 형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3.58 .83 -.61 .23

나는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기간을

충분히 활용한다.
3.23 .84 -.34 .01

나는 어려움 없이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고 실행할 수 있다.
3.57 .78 -.43 .48

나는 디지털 콘텐츠 실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3.10 .87 -.12 -.19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를 구매 후,

결제취소나 환불요청을 스스로 할 수

있다.

3.42 .84 -.49 .44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와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3의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19 .82 -.24 -.03

<표 3-18>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기능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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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의 디지털 양육태도 및 디지털 양육기능의 경향

어머니의 디지털 양육태도 및 디지털 양육기능의 경향은 다음과 같

다.

앞서 연구도구에서 디지털 양육태도는 4.20으로 유아의 보호나 사업

자의 의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나는 디지털 콘텐츠나

앱의 이용에 있어서는 유아는 성인에 비해 강력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4.22, ‘나는 유아가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앱의

제공이 사업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4.12, ‘나는 사업자가 유해정보

차단 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4.25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어머니는 유아의 보호에 매우 동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업자

가 콘텐츠나 앱의 제공, 유해정보 차단 앱 제공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하고 있어 기업 측면의 대책 마련이나 유아 보호 의무의 필요

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의 디지털 양육기능은 <표 3-19>에서와 같이 보통을 조금 넘

는 3.45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나는 유해정보 차단 앱을 사용할 수

있다.’가 3.47, ‘나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자녀보호 설정을 어

려움 없이 할 수 있다.’가 3.23, ‘나는 스마트폰 앱에서 비밀번호를 어려

움 없이 설정할 수 있다.’가 3.80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의 사용 연령 제한 정보를 어려움 없이 알아낼 수 있다’가 3.30으

로 나타나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조작하는데 크게 어려

움이 있지도 않고, 이를 크게 수월하게 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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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디지털 양육태도 4.20 0.70 -0.59 0.04

나는 디지털 콘텐츠나 앱의 이용에 있어

유아는 성인에 비해 강력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22 0.79 -0.87 0.68

나는 유아가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앱의 제공이 사업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4.12 0.83 -0.65 -0.11

나는 사업자가 유해정보 차단 앱(스마트

보안관, 자녀폰 지킴이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4.25 0.74 -0.67 -0.10

디지털 양육기능 3.45 0.75 -0.16 0.53

나는 유해정보 차단 앱(스마트보안관,

자녀폰지킴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47 0.92 -0.17 -0.39

나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자녀보호 설정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
3.23 0.91 0.09 -0.26

나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비밀번호를 어려움 없이 설정할 수 있다.
3.80 0.90 -0.64 0.36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의 사용 연령

제한 정보를 어려움 없이 알아낼 수 있다.
3.30 0.87 -0.09 -0.03

<표 3-19> 어머니의 디지털 양육태도 및 디지털 양육기능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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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

본 절에서는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과 어머니

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

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매

와 이용으로 나누어지는지에 초점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설정한 원

문항을 제시하고 이를 요인분석을 통해서 탐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요

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방법으로 Eigen Value가 1이상인 경우로 요인

수를 설정하였으며, 회전방법은 직교회전 중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

다. 각 차원의 최종 문항은 각 요인에 적재치가 작거나, 동시에 두 가지

요인에 적재된 문항을 제외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에 앞서서

바틀러의 단위행렬검증과 KMO 검증을 실시하여 표본의 적합도를 확인

하였다.

1.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개념과 변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을 통하여 구매와

이용의 차원이 과연 유효한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증의 방법으로는

일단 이론적으로 구매와 이용 각각에 대하여 지식, 태도, 기능을 설정한

후에 어머니의 수행 수준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이들 문항들이 당초 의

도한 바대로 구분되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만약 전통적인

구분대로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이 구매와 이용과 상관없이

묶이거나 아예 이들 3가지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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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구매

지식

나는 광고와 콘텐츠의 차이점에 대해 자녀가 알게 한다.

나는 콘텐츠에는 유료와 무료가 있음을 자녀가 알게 한다.

태도
나는 스마트폰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을 조심해야 함을

자녀가 알게 한다.

기능

나는 자녀가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나는 자녀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나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

지식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는 현실과 다를 수 있음을

자녀가 알게 한다.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에는 연령 제한이 있음을 자

녀가 알게 한다.

태도

나는 콘텐츠 이용 시, 저작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

녀가 알게 한다.

나는 스마트폰 앱과 콘텐츠는 중독성 등 유해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 대해 자녀가 알게 한다.

나는 스마트폰 앱과 콘텐츠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유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녀가 알게 한다.

기능

나는 아이가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도 멈출 수 있게 한

다.

나는 자녀가 이상한 콘텐츠를 보면 즉각 이야기하도록 한

다.

<표 4-1> 부모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원(原) 문항



- 87 -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있어서 구매와 이용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이 구매와

이용별로 묶인다면 이는 본 연구에서 당초 제기하였던 소비의 구매와 이

용 간의 구분이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서 유의미한 것으

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은 두 가지 측

면에서 이루어진다. 첫째가 전통적 소비 즉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사회화이고 둘째가 이용 측면의 소비자사회화이다.

먼저 구매 측면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소비자사회화에서 요구되는 능

력은 정보를 탐색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구매 과

정을 실행하며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다. 단, 유아 소비자의 경우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에서 구매에 필요한 화

폐 자원을 스스로 취득하거나 적극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구매 의

사결정에 필요한 인지적 능력이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유아 소비자는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결제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무통장 입금이나 기프트 카드를 쓰는 것도 용이하지 않는 등 디지털 재

화의 구매에 사용할 결제수단이 부족하다. 그러나 유아 소비자는 콘텐츠

나 앱을 탐색하거나 비교,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구매에서 결제와 관련된 부

분은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서 제외하고 콘텐츠의 검색 및 선택,

스마트폰의 조작을 구매의 기능 측면에 포함시켰다. 지식적인 측면에서

는 콘텐츠와 광고의 구분과 유료와 무료 등 콘텐츠 구매와 관련된 기본

적인 지식 측면과 구매 시 개인정보 제공의 측면을 구매 관련 태도에 포

함시켰다.

다음으로 이용 측면을 살펴보면, 이용이라는 것은 콘텐츠의 내용에서

오는 이익을 향유하는 것으로 콘텐츠의 내용 및 시간의 조절 등이 디지

털 소비자사회화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 된다. 이용은 소비의 본연의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매가 중요한 이유도 소비의 본연의 과정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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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료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는 콘텐츠의 내용을 현실

과 구분하거나 콘텐츠에 연령 제한을 인식하는 작용이 필요하고 콘텐츠

의 저작권 보호나 중독 위험성, 유용성에 대한 태도를 기르는 것도 필요

하다. 또한 유아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있어 시간 배분 능력 내지 시

간 사용 조절 능력이나 이상한 콘텐츠가 나올 때 부모의 조력을 얻는 행

동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유아의 디지털 소비자사회

화는 구매 과정이 끝난 후에 콘텐츠를 이용할 때에 맞닥뜨리는 문제인

콘텐츠의 내용과 자기 조절 관련 능력을 키워가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서 ‘구매’ 그 자체를 위한 수행의 부분-예를 들어 결제 수단 간의

비교나 결제 수단 자체의 선택-을 제외한 나머지 측면만을 보았으며, 문

항 구성은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구매 측면을 포함시켰

다.12) 기능 관련 수행에는 유아의 콘텐츠 검색, 선택과 스마트폰의 조작

등 정보를 탐색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일련의 과정 관련 능력을 포함시켰

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두 번째 측면은 ‘이용’ 측면이

다. 이용 측면의 소비자사회화 수행도 지식, 태도, 기능의 세 가지 측면

으로 구분하였다. 이용 측면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는 디지털 콘

텐츠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의 차이점이나 연령에 따른 위험성 등 지식과

저작권 보호, 앱과 콘텐츠의 중독성, 앱과 콘텐츠의 목적에 따른 유용성

과 관련된 신념이나 가치 등을 포함한 태도를 포함시켰고, 유아가 자신

의 시간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며, 내용에 관한 문제를 만났을 때 도움을

받는 기능 또한 포함하였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관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적

12) 당초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도 구매적인 측면에 포함시켰

으나 저작권 보호가 콘텐츠의 이용 시점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

하여 이용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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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실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구매와 이용이 구분되는 것 이

상의 중요성을 가진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 나아가 유아

의 디지털역량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디지털 소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가설적 구분이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관련된

13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13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서 하

위영역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KMO

(Kaiser-Meyer-Olkin) 검증에서 표본 적합도가 .902로 높게 나왔으며,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결과는 .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탐색적 회귀분석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된 것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직교회전 중 베리맥스

(varimax) 방식으로 직각 회전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은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

었으며, 각문항의 공통적재량(Communality)도 .589에서 .777 사이로 0.5

이상이 되었다. 요인1은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으로 명명하고,

요인2는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으로, 요인 3은 디지털 이용 사회

화 수행으로 명명하였다.

이를 두 개 이상 요인에 중복 적재되어 있거나 적재량이 작은 변수들

은 요인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제외 문항은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

에는 연령 제한이 있음을 자녀가 알게 한다.’,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

텐츠는 현실과 다를 수 있음을 자녀가 알게 한다.’, ‘나는 콘텐츠에는 유



- 90 -

료와 무료가 있음을 자녀가 알게 한다.’였고 두 개의 요인에 부하량이 크

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분석에서 제외를 하였다.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 요인에는 ‘나는 스마트폰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을 조심해야 함을 자녀가 알게 한다.’, ‘나는 콘텐츠 이용

시, 저작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가 알게 한다.’, ‘나는 광고와 콘

텐츠의 차이점에 대해 자녀가 알게 한다.’의 3 문항이 속하였으며 이들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0.759로 내적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나

는 콘텐츠 이용 시, 저작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가 알게 한다.’

는 당초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개인정보 제공 주의 및 광고와 콘텐츠

의 구분과 같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그 이유는 저작권 보호는 이용 상

에서도 필요한 태도이기는 하나 디지털 재화를 고를 때 이를 정상적인

통로로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통로로도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결

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지식 혹은 태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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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문항 F1 F2 F3 Cronbach
alpha

디지털
구매
지식태도
사회화
수행

나는 스마트폰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을 조심해야함을 자녀가 알게
한다.

.84 .07 .12

.76나는 콘텐츠 이용 시, 저작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가 알게 한다.

.81 .10 .10

나는 광고와 콘텐츠의 차이점에 대해
자녀가 알게 한다.

.61 .23 .34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

나는 자녀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17 .19 .86

.83
나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2 .23 .83

나는 자녀가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25 .15 .78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

나는 자녀가 이상한 콘텐츠를 보면
즉각 이야기하도록 한다.

.01 .82 .17

.80

나는 스마트폰 앱과 콘텐츠는 중독성
등 유해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 대해
자녀가 알게 한다.

.36 .74 .08

나는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도 멈출 수 있게 한다.

.11 .71 .25

나는 스마트폰 앱과 콘텐츠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녀가 알게 한다.

.39 .64 .24

제외
문항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에는
연령 제한이 있음을 자녀가 알게
한다

.61 .54 .15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는
현실과 다를 수 있음을 자녀가 알게
한다.

.60 .48 .21

나는 콘텐츠에는 유료와 무료가
있음을 자녀가 알게 한다.

.49 .41 .28

고유치 5.91 1.41 1.22
요인별 설명력 .45 0.11 0.09
총설명력 0.66

<표 4-2>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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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 요인에는 ‘나는 자녀가 스스로 스마트폰

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나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한다.’ ‘나는 자녀가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다.’의 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3문항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0.834로 내적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 요인은 연구자가 당초에 예상했던 문항이 그대로 묶인 것으로 나타

났다.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콘텐츠를 선택, 검색하는 기능이 디지털 이용

과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당초 살펴보고자 했던 구

매와 이용이 구분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 요인에는 ‘나는 자녀가 이상한 콘텐츠를 보

면 즉각 이야기하도록 한다.’, ‘나는 자녀와 스마트폰 앱과 콘텐츠는 중독

성 등 유해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 대해 자녀가 알게 한다.’, ‘나는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도 멈출 수 있게 한다.’, ‘나는 스마트폰 앱과 콘

텐츠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녀가 알게 한다.’

의 4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크론바흐 알파도 0.800으로 내적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 요인은 앞서 언급했듯

이 구매와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

털 이용 사회화 수행은 태도와 기능이 구분되지 않았다. 제외 문항들 중

콘텐츠의 연령제한과 콘텐츠와 현실의 구분이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

화 수행과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에 중복적으로 부하가 된 것을 감안

하면 아직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은 구매 기능처럼 분화하여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제외된 3문항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에는 연령 제한이 있음을

자녀가 알게 한다.’, ‘나는 아이에게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는 현실과 다

를 수 있음을 자녀가 알게 한다.’, ‘나는 콘텐츠에는 유료와 무료가 있음

을 자녀가 알게 한다.’는 모두 지식과 관련된 문항이었으며, 디지털 구매

지식태도 사회화 수행과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에 중복 부하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있어서 소비자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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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매와 이용에 공통분모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는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사회화 수행에서 구매와 이용 구분

이 유의미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에서는 지식,

기능, 태도가 명확하게 분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가설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가설적 분석은 어머니가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에 아

직 익숙하지 않아서 구매와는 달리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에서 지식,

기능, 태도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어머니들이 디지털 시

장 환경에 보다 익숙해지면 향후에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은 다시 디

지털 이용 관련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으로 구분될 가능성

이 있다. 두 번째 가설적 분석은 어머니의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에

있어서는 태도와 기능의 구분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디지털 환경이 자녀발달에 끼치는 위험과 그로 인한 자녀의 자

기조절 내지 통제력이 유사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가

능성이 있다. 세 번째 가설적 분석은 본 연구의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

행에 관한 문항이 탐색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교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후속 연구에서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에

관한 문항을 보다 정교한 척도 개발 작업이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이들 세 가지 가설적 분석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

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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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일반적 경향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표

4-3>에서와 같이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이 2.6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이 3.17, 디지털 이용 사

회화 수행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를 집단으로 나누어 평균을 비교한 결과를 <표 4-4>에 제시하

였다. 어머니의 연령 집단별 평균이나 가족 소득수준별 집단에 따른 디

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각 하위영역에서의 평균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평균은 t-test로 분석해 본 결과 평균의 차이

가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은

디지털 부모구매 기능 사회화 수행이 p<0.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 디지털 이용 소비자사회화 수행도 0.5에 가까운 수치로 p<0.1 수준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과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에서 대졸 이상 어머니의 수행 수준이 대졸미만 어머니의 수

행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차이는 교육수준이 스마트폰의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 2.65 .82 -.07 -.59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 3.17 .81 -.56 .16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 3.58 .76 -.97 1.41

<표 4-3>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일반적 경향



- 95 -

구매기능이나 이용 사회화를 낮추는 것이 부모의 역량 차이인지 아니면

디지털 환경을 수용하는 차이인지, 그 외 사회생활의 차이인지 등은 본

연구만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들며 후속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

이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어머니 집단에서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이

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이 자녀가 한 명인 어머니보다 수행의 수준

이 각각 유의수준 p<0.05, p<0.01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자녀의 수에

따른 양육 부담이 어머니의 수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생

년에 관해서는 2010년생 유아의 어머니들이 2011년생 유아의 어머니들보

다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의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유아의

인지발달 단계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제공이나 저작권 필요성의 보호,

광고와 콘텐츠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사회화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높

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소결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 구분은 ‘구매’와 ‘이용’

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가 가능한 것으로 들어났다. 예를 들어 콘텐츠

와 광고의 구분은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사회화, 이상한 콘텐츠의 구별이

나 콘텐츠 사용의 장단점은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사회화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이 구매와 이용으로 나누어

지고 있음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의 행동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구매와

이용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용에 있어서

는 지식태도와 기능의 구분이 모호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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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
편차)

집단(명)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수행

디지털
구매기능
수행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

A

N

O

V

A

연령

집단

35세미만 (159) 3.56 (0.80) 3.18 (0.83) 2.61 (0.82)

35~39세 (237) 3.57 (0.66) 3.36 (0.79) 2.72 (0.69)

40세 이상 (46)
3.58

(0.76)

3.17

(0.81)

2.65

(0.82)

F값 .07 1.42 .36

소득

수준

~300만원 (124) 2.66 (0.80) 3.19 (0.77) 3.6 (0.69)

301~499만원 (145) 2.68 (0.86) 3.17 (0.86) 3.52 (0.83)

500만원~ (173) 2.61 (0.81) 3.16 (0.81) 3.61 (0.74)

F값 .24 .06 .65

t-test

전업/

취업

전업주부 (208) 2.67 (0.86) 3.14 (0.83) 3.54 (0.80)

취업주부 (234) 2.63 (0.78) 3.21 (0.80) 3.62 0.72

t값 .51 -.85 -1.10

교육

수준

대졸 미만 (45) 2.81 (0.75) 3.41 (0.86) 3.79 (0.65)

대졸 이상 (397) 2.63 (0.83) 3.15 (0.80) 3.56 (0.77)

t값 1.38 2.04* 1.96†

자녀

수

1명 (164) 2.63 (0.77) 3.29 (0.85) 3.64 (0.74)

2명 이상 (278) 2.66 (0.85) 3.11 (0.79) 3.54 (0.77)

t값 -.29 2.28* 1.27

자녀

생년

2010년생 (220) 2.75 (0.80) 3.23 (0.75) 3.60 (0.73)

2011년생 (222) 2.55 (0.84) 3.12 (0.86) 3.56 (0.79)

t값 2.60* 1.45 .64

전체 2.65 (0.82) 3.17 (0.81) 3.58 (0.76)

* p<0.05

<표 4-4>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집단별 평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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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영향요인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은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

행,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어머니의 이들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

립변인은 어머니의 소비자역량으로 어머니의 소비자역량은 일반적인 디

지털 소비자역량과 디지털 양육태도 및 기능이 포함된다. 디지털 수용

소비자태도, 디지털 소비자기능, 디지털 자녀보호 소비자태도, 디지털 부

모 소비자기능,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각 하위영역은 모두 관련

문항을 단순합산 후, 문항의 개수로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였고

디지털 소비자지식의 경우에는 관련 9개 문항의 정답 개수를 단순 합산

[그림 4-1]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회귀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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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외에 통제변인으로 어머니 연령, 교육수준, 전업/취업 여부, 가족 월

소득, 자녀수, 첫 자녀 성별, 첫 자녀 생년을 사용하였다. 통제 변인 중에

서 교육수준은 대학졸업 미만을 기준으로 대학졸업 이상 경우와 비교를

하였으며 자녀수는 자녀수가 1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2명 이상인 경우와

비교를 하였다. 첫째 자녀의 생년의 경우는 2010년생을 기준으로 2011년

생의 경우를 비교하였다.

전체적인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1.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별 영향요인

1)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

어머니의 유아 소비자에 대한 디지털 구매지식태도에 대해서 위에서

설정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 분석을 실

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요인)을 살펴본 결과, 최댓값이 2.15로 5이하

인 것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Durbin-Watson 수치도 2.10으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도 확보되었다. 모형은 p<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

으며,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기능과 디지털 소비자태도, 디지털 양육기

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에서는 자녀의 생년이 유

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에 유의한 변인들의 영향력

의 방향이 변수별로 차이가 있었다. 디지털 소비자기능과 디지털 양육기

능은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에 정적 영향력을 가졌지만, 디지

털 양육태도는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부모가 디지털 소비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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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거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자녀에게도 디지털 구매 관련 지식이나 태도에 관해 소비자사회

화 수행자로서의 역할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디지털 시장 환경에

서 자녀가 보호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경우에는 오히려 디지털 구

매지식태도 소비자사회화는 낮아질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자녀의 디지털

환경에의 접촉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 환경에 대한 태도 형

성을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 혹은 자녀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비교적 안

전한 환경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자녀에게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을

특별히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자녀의 생년의 경우에는

2010년생 유아를 둔 어머니에 비해서 2011년생 유아를 둔 어머니의 경우

에는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유아의 인지발달 단계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지발달

이 소비자사회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전통적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2)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

어머니의 유아 소비자에 대한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에 대해서

위에 설정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 분석

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여부를 VIF와 공차한계를 통해서 살펴보

았는데 VIF의 최댓값이 2.15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잔차의 독립

성도 Durbin-Watson 검정 결과가 1.87로 2에 근접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유아 소비자에 대한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에 대해서

위에서 설정한 모형을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은 p<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기능만이 p<0.01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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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표
준
계
수

t 유의
수준

표
준
계
수

t 유의
수준

(상수) 　 2.79 .006** 　 1.94 .053 　 1.19 .233

디지털
소비자지식 .013 .28 .783 .002 .04 .968 .012 .25 .804

디지털
소비자태도 -.075 -1.22 .224 -.061 -.97 .332 .028 .45 .650

디지털
소비자기능 .172 2.55 .011* .216 3.17 .002** .149 2.22 .027**

디지털
양육태도 -.190 -3.86 .000*** .024 .48 .633 .138 2.81 .005**

디지털
양육기능 .138 2.31 .021* .052 .87 .385 .075 1.25 .211

어머니연령 .060 1.20 .231 .012 .25 .806 .026 .51 .611

어머니교육수준
(기준:대졸미만) -.075 -1.60 .111 -.095 -2.00 .047* -.088 -1.87 .063†

취업주부
(기준:전업주부) -.021 -.41 .685 .027 .53 .597 .043 .85 .394

가구소득 -.034 -.64 .521 .009 .17 .862 .020 .38 .706

자녀2인이상
(기준:1인) .046 .96 .339 -.084 -1.74 .083† -.036 -.76 .450

자녀성별
(기준:남아) -.035 -.75 .452 -.033 -.70 .487 -.055 -1.17 .241

자녀생년 -.130 -2.78 .006** -.091 -1.92 .055† -.055 -1.18 .239

R2 .093 .076 .100

Adjusted R2 .068 .050 .074

F 3.667*** 2.938*** 3.952***

† p<0.1, * p<0.05, ** p<0.01, *** p<0.001

<표 4-5>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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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은 어머니 교육수준이 p<0.05 수준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p<0.1 수준에서는 2인 이상의 자녀수와 자녀

의 생년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은 자녀의 정보 검색, 선택, 디지털 기기

조작에 관한 수행으로 어머니가 디지털 소비자기능이 높은 경우에는 디

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의 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지식이나 디지털 소비자태도, 디지털 양육기능이

나 디지털 양육태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지식이나 태도보다는

실제의 기능이 강조가 되는 디지털 소비의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가 디지털 기능에 능숙할수록 자녀의 구매기

능 사회화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춘 어머니들의 디지털 구매기능 소비자사회

화 수행은 대졸 미만 어머니들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밝혀졌고, 자녀

가 2인 이상인 경우와 2011년생으로 자녀가 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구매기능을 이들 집단이 강조하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 어머니의 양육부담으로 인한 자원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

자녀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육부담으로 인한 자원부족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이거나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디

지털 구매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어머니들이 꺼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

으며 이는 후속 연구에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3)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

어머니의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이란 어머니가 이용 측면에서 자녀

의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행동을 총칭한다.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여부를 VIF와 공차한계를 통해서 살펴보았는

데 VIF의 최댓값이 2.1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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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잔차의 독립성도 Durbin-Watson 검정 결과가 2.06으로 2에

근접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유아 소비자에 대한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에 대해서 위에

서 설정한 모형을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은

p<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기능과 디지털

양육태도가 각각 p<0.05와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통제변인은 어

머니 교육수준이 p<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은 어머니가 소비자로

서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을 때, 또한 디지털 환경이 자녀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

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가 디지털 소비자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자녀에게 적절한 콘텐츠의 이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 등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어머니가 디지털 기술의 위험으로부

터 자녀를 보호하려는 소비자태도를 가질수록 유아의 자기 통제력 내지

위험 발생 시 부모 조력, 콘텐츠의 위험성과 유용성과 관련한 소비자사

회화 수행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졸 이상 어머니들

은 대졸 미만 어머니들보다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을 보다 높은 수준

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이용 관련 소비자사회화

수행을 높이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 관련 소비자사

회화 수행을 높이려는 활동에는 교육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

한다.

2. 소결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기능은 부모의 디지털 소비자 수행의 각 하위

영역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디지털 소비자기능이 부모의 디지털 소비자

사회화 수행 수준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것이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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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소비는 ‘이용’이라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이용 시

에 필요한 기능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가

디지털 소비자 수행을 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소비자지식이나

디지털 소비자태도는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는 디지털 시장 환경 때문일 가능

성이 높다.

디지털 양육기능이나 디지털 양육태도도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

화 수행에 유의한 변인들로 나타난다. 디지털 양육기능이나 디지털 양육

태도는 디지털 소비환경에서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의미하며 이

는 소비자적인 측면과 함께 부모라는 측면이 동시에 작용하는 요인이다.

디지털 양육태도는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은 낮추는 반면, 디

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디지털 소비와

관련한 부모의 가치나 신념 등이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Shin & Li(2016)이 부모의 자

녀의 기술 이용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인지가 부모의 소비자사회화 수행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통제 변인 중에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녀생년, 자녀수

등이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과 디지털 이용 사회

화 수행에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어머니

가 가지고 있는 자원 때문인지 아니면, 디지털 소비에 대한 수용적 태도

때문인지는 향후 면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녀생년은 디지

털 구매 지식태도 사회화 수행과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는데 유아의 연령의 증가에 따른 인지발달의 영향과 함께 부

모의 유아의 디지털 기기 이용 접촉 수준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이나 취업여부, 가구소득, 자녀 성별 등이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

유의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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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hin & L(2016)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성

별이나 연령,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은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으며, 문

숙재와 김지희(198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연령이나 취업여부, 가족소

득, 자녀성별은 어머니의 소비자사회화 수행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사회화 수행에서 일부 변인들을 제외하

고는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변인들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를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 및 사용을 배경으로 하는 디지털과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

의 특징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결과는 소비자교육 대

상자 선정이나 내용 구성을 할 때, 소득이나 취업여부, 자녀 성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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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결과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은 유아의 디지털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행동이다. 유아의 디지털역량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디지털활용능력과 디지털조절능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과 유아의 디지털역량 간의 관계는

유아의 디지털역량의 변인이 두 개인 관계로 기존의 다중회귀분석이나

ANOVA 등을 통해서는 종합적인 모습을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

방정식을 통해 이들의 관계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는 종속변수가 2개 이상이 허용되며, 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들

의 영향력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와 관련된 탐색적 연구로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

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보다는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

행의 특징과 의의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그림 4-2]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영향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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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과 유아의 디지털역량의 관계 구조

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였다. 먼저 측정 모형을 설정

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측정모형에 대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판별타당도를 평가하였고, 구조모형을 도출한 후에 결과를 도출하였

다. 전체적인 절차는 윤철호와 최광돈(2015)이 제시한 R을 이용한 구조

방정식 분석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1. 측정 모형 설정

디지털 시대 부모의 소비자역량과 부모역량과 관련된 문항을 모두 결

합한 상태로는 구조방정식의 모형의 구성이나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중

회귀 분석과 별도로 측정 모형을 구성하였다.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

과 관련한 잠재변수로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 디지털 구매기

능 사회화 수행,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을 선정하였다. 내생변수와 관

련한 잠재변수로는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과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을

선정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한 후에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평가하였다.

2. 측정 모형 분석

(1)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

신뢰도는 semTools Package에서 제공하는 reliability() 함수를 사용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4-6>에 제시되어 있다. 크론바흐 알파 값의 최소

값이 0.71로 0.6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합성타당도를 나타내는 omega,

omega2, omega3의 변수들도 모두 0.7이상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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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들의 표준화된 적재값을 확인하기 위하여 lavaan package에서

제공하는 standardizedSolution()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표

4-7>에 제시되어 있듯이 표준화 계수의 최솟값이 0.66로 나타나서 0.6

이상으로 나타나서 각 문항들을 삭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모든 변수에

대하여 유의도는 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참고로 비표준화계수를 도

출하기 위하여는 parameterEstimates() 함수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결과

는 본 연구에서의 잠재변수들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집중타당도

집중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변수들의 잠재변수에 대한 적재값

의 유의도와 잠재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값을 살펴보았다. 먼저 측정변수

들의 잠재변수에 대한 적재값의 z 값은 <표 4-7>에 나와 있듯이 모두

18이상으로 p<0.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평균분산추출값

은 <표 4-6>에 avevar로 표시되어 있는데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이

　

디지털
구매지
식태도
사회화
수행

디지털
구매기
능

사회화
수행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
능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
능

전체

Chronbach
alpah

0.76 0.83 0.80 0.71 0.94 0.88

omega 0.77 0.84 0.80 0.71 0.94 0.92

omega2 0.77 0.84 0.80 0.71 0.94 0.92

omega3 0.77 0.84 0.80 0.71 0.94 0.92

avevar 0.53 0.63 0.51 0.46 0.89 0.58

<표 4-6> 잠재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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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으로 0.5를 하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값인 0.5를 상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이 0.46으로 0.5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해석과 적용 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변수명
측정

항목

비표준

적재치

표준

적재치

표준

오차
Z 값 유의도

디지털
구매지식태
도 사회화
수행

지식태도1 0.82 0.76 0.03 25.96 ***

지식태도2 0.68 0.73 0.03 23.82 ***

지식태도3 0.66 0.68 0.03 20.40 ***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

구매기능1 0.89 0.88 0.02 45.23 ***

구매기능2 0.76 0.78 0.02 32.01 ***

구매기능3 0.82 0.74 0.03 28.08 ***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

이용1 0.64 0.64 0.03 19.22 ***

이용2 0.78 0.75 0.03 27.56 ***

이용3 0.56 0.66 0.03 20.20 ***

이용4 0.74 0.79 0.03 31.37 ***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

활용기능1 0.70 0.65 0.04 18.33 ***

활용기능2 0.88 0.68 0.03 19.75 ***

활용기능3 0.89 0.69 0.03 20.81 ***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

조절기능1 1.06 0.96 0.02 40.89 ***

조절기능2 1.00 0.93 0.02 39.54 ***

*** p< .001

<표 4-7> 확인적 요인분석 의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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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별타당도 평가

판별타당도 평가의 기준으로 Farmel-Larcker 기준을 사용하였고, 각

잠재변수들의 상관계수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는 <표 4-8>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과 디지

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의 상관계수가 0.74로 디지털 소비자태도의 평

균분산추출의 제곱근인 0.6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이외의 다른 잠

재변수에서는 모두 판별타당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부분

적으로 판별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구매지

식태도

사회화

수행

디지털

구매

기능

사회화

수행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

유아의

디지털

활용

기능

유아의

디지털

조절

기능

AVE의

제곱근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
1.00 0.50 0.63 0.64 0.41 0.73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
0.50 1.00 0.57 0.74 0.31 0.80

디지털 이용 사회화수행 0.63 0.57 1.00 0.54 0.41 0.71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 0.64 0.74 0.54 1.00 0.35 0.68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 0.41 0.31 0.41 0.35 1.00 0.76

<표 4-8>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 및 평균분산추출(AVE)의 제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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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 모형 분석

본 연구의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값과 적합

지수들을 살펴보았다. 측정 모형의 는 290.553(df=80, p=.000)이었으

며,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적합지수 GFI(.920), CFI(.933),

NNFI(.912), RMSEA(.077; 90% 신뢰수준에서 상한값 0.087, 하한값

0.068)으로 바람직하게 나타나 측정 모형 적합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GFI와 RMSEA는 절대적합도를, CFI와 NNFI는 증분

적합도(상대적합도)를 의미한다. 이들 모형 적합도는 표준화회귀계수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는 모든 측정항목에서 0.6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z값을 가지고 있었고,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도

0.9 이상이 되는 경우는 없었으며, 분산 또한 음의 분산이 없는 등 위반추정

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과 유아의 디지털역량

간의 관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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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  은

65% ,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  은 21%로 확인되었다.

첫째,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디지

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경로계수=.360, z값=4.966, p=.001)’, ‘디

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경로계수=.570, z값=9.591, p=.001)’이 디지

털 활용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은 유아의 디지

털 활용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디지

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경로계수=.232, z값=3.135, p=.001)’, ‘디

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경로계수=.235, z값=3.025, p=.01)’이 디지털 조

절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은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과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 간의 공분

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z값 .760, p=.447), 서로

간의 영향력은 그다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구분되는 개념으로 파악되었

다.

4. 소결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과 디지털 조절기능은 유아 소비자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활용 기능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효용을 누릴 수 있고, 디지털 조절기능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소비자의 디지털 활용기능과 디지털 조절기능에

있어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들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어머니의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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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과 조절기능에 모두 유의하였지만,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과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은 각각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과 유아의 조절기능에만 유의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사회화 수행과 유아의 디지털 역

량-디지털 활용기능 및 디지털 조절기능-이 구매와 이용의 차원으로 구

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의 수준도 높아지며, 어머

니의 이용 사회화 수행이 높을수록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이 높아지는

것이다. 디지털 활용기능과 디지털 조절기능이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을

감안하면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과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은 서로 독

립적으로 작동하고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도 각기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관련한 일반적인 현황에서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에 비해 디지털 조절기능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유아의 낮은

디지털 조절기능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본 구조방정식을 통해서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

별로 영향력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은 자녀의 디

지털 활용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디지털 조절기능에만 영향을 끼치

는 유일한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 잠재변인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디

지털 이용 소비자 수행 수준을 높이면 자녀의 디지털 조절기능과 디지털

활용기능의 차이를 완화하여 디지털 과의존 등에서 오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

화 수행은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과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 모두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어머니의 구매지식태도를 높이는 다양

한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디지털

구매와 관련된 지식 및 태도가 향상될수록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과 유

아의 디지털 조절기능 수준은 높아지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디지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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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서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과 유아의 디

지털 조절기능을 조절하는 가능성도 추론해볼 수 있다. 본 결과는 디지

털 시장상황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

에 대한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앞서 스마트쉼센터(2015)의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지침에서

유아의 조절기능을 강조한 것에 비추어 보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디

지털 시장 환경에서의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

하고, 그리고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의 향상을 위한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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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사회화가 구매에 관한 내

용에서 이용에 관한 내용까지 확장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의 구성 및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

자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유아의 디지털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이 종전의 일반적인 소비자

사회화 수행의 지식-태도-기능의 차원뿐 아니라 이용-구매의 차원으로

도 구분됨이 밝혀졌다. 어머니의 디지털소비사회화 수행에 대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이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수행, 디지털 구매-기능 수행, 디지털 이용역량

수행으로 나누어졌다.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수행에는 “개인정보 제공

주의하기”와 “저작권보호 중요성 파악하기”, “광고와 콘텐츠의 차이점 파

악하기”이 포함되었으며, 디지털 구매-기능 수행에는 “스마트폰 조작하

기”, “콘텐츠 선택하기”, “콘텐츠 검색하기” 등이 포함되었다. 디지털 이

용역량 수행에는 “이상한 콘텐츠 파악하기”, “ 콘텐츠 중독성 등 유해성

파악하기”, “스스로 스마트 기기 사용을 멈추기”, “콘텐츠의 유용성 파악

하기”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중회귀분석을 어머니의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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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능 사회화 수행,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과 부모의 디지털 이용

역량 수행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3개의 중회귀분석 모형 모두가 유의하

였으며 디지털 소비자기능이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기능이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에 대한 중회귀 분석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어머니

의 디지털 소비자기능이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서 필수적인 요소임

이 밝혀졌다. 부모의 디지털 소비자지식이나 디지털 소비자태도는 어머

니의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디지털 소비

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디지털 양육기능이나 디지털

양육태도도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에 따라서 유

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디지털 양육기능은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에 유의하였고 디지털 양육태도는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

과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중 디지

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어

머니의 디지털 변인이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별로 다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인 ‘구매’

와 ‘이용’의 구분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통제 변인 중에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녀생년, 자녀수

등이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과 디지털 이용 사회

화 수행에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어머니

가 가지고 있는 자원 때문인지 아니면, 디지털 소비에 대한 수용적 태도

때문인지는 향후 면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녀생년은 디지

털 구매 지식태도 사회화 수행과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는데 유아의 연령의 증가에 따른 인지발달의 영향과 함께 부

모의 유아의 디지털 기기 이용 접촉 수준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이나 취업여부, 가구소득, 자녀 성별 등이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

유의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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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변인들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 및 사용을 배경으로 하는 디지털과 관련

된 재화나 서비스의 특징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

면 소비자교육 대상자 선정이나 내용 구성을 할 때, 소득이나 취업여부,

자녀 성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의 디지털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디지털 구매

지식태도 사회화 수행,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이 디지털 활용기능

에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은 유아의 디지털 활용기능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디지털 구매지식태도 사회화 수행과 디지털

이용 사회화 수행이 디지털 조절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구매기능

사회화 수행은 유아의 디지털 조절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유아의 디지털역량은 ‘구매’의 차원인 디지털 활용기능과 ‘이용’

의 차원인 디지털 조절기능으로 나뉘며, 유아의 디지털역량에 영향을 주

는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도 ‘구매’와 ‘이용’로

구분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디지털 소비자사회화는 일반적인 소비자사회화와 구별이 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디지털’의 특성상, 이용자로서의

소비자 역할을 포함하는 디지털 소비자사회화는 구매자로서의 소비자역

할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적 소비자사회화와 차별화되며 이에 따라 디지

털 환경에서의 소비자사회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디지털 재

화는 일반적인 재화와 구매방법이나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

문에(박혜영, 2010) 디지털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매 측면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부각이 되는 이용의 측면은 현재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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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소비

자사회화 수행의 주요 하위영역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유아의 디지털

역량에도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파악되어 이용자로서 소비자역할에 대한

사회화과정도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는 소비자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역량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에게는 소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만큼 부모

로서의 태도나 기능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이 중회귀분석 결과 확

인되었다. 중회귀분석 결과는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있어서는 디

지털 소비자지식이나 디지털 소비자 태도보다 디지털 소비자기능이 유의

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소비에 있어서는

내용에 대한 대화 등의 방법보다 모방이나 관찰 등이 더 유의할 수도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방법

은 열어두고 디지털 소비자사회화의 내용 측면에 집중을 하였는데 이러

한 결과를 통해 관찰, 모방 등 방법 측면도 중요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중회귀분석에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중 소득수준이나 취업여부, 자녀성

별은 그다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이 소득

이나 취업과 관련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소비자에 대한 지원

골고루 이루어져야 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인보다 소비자역량을 바탕으로

소비자교육을 설계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이 구매지식태도,

구매기능, 이용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이들인 자녀의 디지털역량에 각기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디지

털 소비자사회화 수행과 유아의 디지털역량 간의 입체적인 관계를 살펴

볼 수가 있었다. 이들 관계를 이용하면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의 하위영역별로 수행을 조절함으로써 유아의 디지털 과의존 등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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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유아의 디지

털 조절기능이 디지털 중독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면 디지털 조절기능

을 높이기 위한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다.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과 유아의 디지털역량의 관

계를 파악하면 유아의 디지털 과의존 등에 대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

회화 수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사회화가 구매뿐 아니라 이용의 측면

에서도 연구가 되어야함을 보여주는 연구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디지털 시대 전반을 다룬 것이 아니라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 측면만을 다루었다. 디지털 시대는 모바일 인터넷을 넘어서 사물인

터넷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유아

소비자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뿐 아니라 보육교

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부모의 자원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이 제외되었다. 부모의 시간자원이나 보육시설 자원에 대한 고려 등

가족 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분석이 된다면 소비자사회화의 모

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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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표집 대상에서 주업이 학생인 경우에

제외가 되었으며, 표집 결과에서 대학 졸업의 비중이 일반적인 표집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 수준도 높게 나타나서 결과의 해석

및 적용 시에 유의를 요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자녀의 디지털 활용기능은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AVE가 낮게 나타나서 관련 척도를 보다 정교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으

며, 본 연구 결과의 적용 및 해석에도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소비자교육 측면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디지털 소비자역량과 디지털 양육역량을 높이는 것이 부

모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부

모 소비자의 역량은 높이기 위한 소비자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둘째, 부모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서 이용역량 수행은 유아의

디지털 소비자기능 중 디지털 조절기능의 향상에 있어 매우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이용역량 수행을 높일 수 있는 소비자

교육의 진행 필요성도 제언한다.

셋째, ‘이용’ 관점에서 유아에 대한 소비자교육 또한 필요하다. 유아가

디지털 소비에 있어서 디지털 앱이나 콘텐츠의 내용이나 타당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아가 디지털 활용기능과 디지털 조절기능을 적절하게 갖추어

스스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잘 배분하면서도 디지털 시장에서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방법을 소비자교육을 통해서 있음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소비의 양상인 이용에 대해 일부 측면만을

보여준 연구로 후속 연구에서 이용 측면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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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활성화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는 소비과정에서 ‘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용

의 특성은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과 디지털 소비자역량, 디지털역량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용을 고려한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관련 연구들이 활성화될 필요하다.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보다 잘 갖출 수 있는 단초

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디지털 과의존 등 디지털 시대의 소비

자문제를 경험하는 소비자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유아의 디지털 과의존에 부모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과 유아의

디지털 역량이 미치는 영향 또한 향후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부모의 디지털 과의존 등 아동의 관찰 혹은 모방에 의한 측면이 연구

에 포함되지 못하였는데 부모의 모델링 효과 측면도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등을 분석할 때 부모-자녀의 관

계뿐 아니라 보다 세세한 측면에서 부모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

음을 알 수 있어, 현재 스마트 과의존 대응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시 소비자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비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

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구매 중심의 정책이 아닌 이용과 구매를

아우르는 소비자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디지털 시대에서도 소유권의

이전을 중심으로 하고 물리적인 안전을 중요시 하던 과거의 정책들도 여

전히 유효하겠지만 디지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이라는

관점을 소비자정책 전반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학

뿐 아니라 가족자원경영학, 가족학, 아동학 등 생활과학 전반 더 나아가

타 학문 분야의 성과를 정책에 꾸준히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

다.



- 121 -

참고문헌

<국내문헌>

고서린(2014), 영유아 자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 연구. 석

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구명진, & 여정성(2015), 소비자 정보탐색단계별 탐색어려움과 구매결정

- 상품 유형성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2), 59-85.

권기덕, 최병삼, & 이성호(2007), ‘웹2.0이 주도하는 사회와 기업의 변화’,

CEO 인포메이션, 삼성경제연구소.

권순남, & 한상길(2015),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소비인식과 친사

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9(2),

170-201.

권연정, & 이승연(2013), 만 2세반 영아를 둔 어머니들의 스마트기기 이

용지도 양상과 어려움 및 지원요구.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73-109.

권장희(2012), 스마트 기기 등 영상미디어가 영유아기 발달에 미치는 영

향, 한국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지, 3, 33-55

김경중, 김진숙, & 임경진(2016), 영유아기 스마트폰 사용 실태 관련 연

구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6), 423-432.

김기영(2008), 이용자 대체용어로서 고객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

보학회지, 42(2), 235-253.

김미영(2015), 어머니의 양육행동, 의사소통과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경향

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김민석, & 문혁준(2015),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분석 및 부모 관련

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12(1), 77-99.

김민영, & 주소현(2013), 여성소비자의 신용관리 역량, 신용카드 사용형

태 및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 소비자정책교육연구, 9(1),

1-17.



- 122 -

김민희(2015), 유아의 자기조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스마트기기 중독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133-151.

김인혜(2015),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비자인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김외숙, & 이기영(2015),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출판문화원.

김상림, 김송이, 양성은, 이윤선, 한준아, & 김지현(2014), 유아발달. 파

주: 양서원.

김승옥, 유구종, & 김민경(2009), 유아의 인터넷 게임 과몰입 변인에 고

나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4), 377-391.

김시월(2010), 소비자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 및 확대 방안. 소비자학연구,

21(2), 91-113.

김시월, 옥경영, 서인주, 김선우, & 권대우(2015), 이동통신요금 만족도와

이동통신 소비생활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 요금 관련 소비자정

보의 충분성과 소비자역량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3),

213-234.

김혜선, 허경옥, 김시월, & 정순희(2013), 소비자교육의 기초, 파주: 교문

사.

김영주(2009), 인터넷 안전교육에 관한 유아기 어머니의 인식. 열린유아

교육연구 14(5). 397-414

김정현(201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및 지수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

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종민, 문정주, & 권미량(2014), 유아기 스마트기기 중독성에 대한 탐색

적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3(1), 199-219.

김지희(1989), 어머니의 소비자사회화수준이 자녀의 소비자기능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효정(2007), 아동의 소비행동 유형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소비



- 123 -

자사회화 기능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73-283.

나용선(2013),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어

린이집 이용 유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7(3),

32-53.

나종연, & 이기춘(1998), 어머니의 아동기 자녀에 대한 소비자사회화 수

행과 관련변수. 대한가정학회지, 36(5), 107-123.

나종연(2008),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 융합 콘텐츠 이용. 정보

법학. 13(2). 1-29.

노규성, 김귀곤, & 변종봉(2011). 스마트워커의 역량모델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9(5), 215-224.

류미향(2014),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및 어머니 인식. 한국영유아보

육학, 86, 307-329.

맥닐 제임스 U. (1998), 키즈 마케팅, (이동철, & 강명주 옮김). 서울: 세

종서적

문수백(2009), 구조바엉식의 이해와 적용 with AMOS 17.0, 서울: 학지사

문숙재, & 김지희(1989), 어머니의 소비자사회화수준이 자녀의 소비자기

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27(4). 105-121.

문지현, 임성택, 박차라, 이인성, & 김진우(2008), 사용자 경험에 대한

HCI 적 관점에서의 개념적 고찰. 한국 HCI 학회 논문지, 3(1),

9-17.

박소영, & 문혁준(2015),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른 사용실

태 및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3(1),

25-45.

박수경(1990), 소비자사회화 측면에서 본 아동소비자의 TV광고처리능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정원(2013), 학부모의 스마트 폰 이용과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스마트 폰 중재유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언



- 124 -

론대학원, 한국.

박지현(2009), 부모의 소비자행동이 아동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

산교육대학교, 한국.

박혜영(2010), 디지털재화 소비자의 소비자역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배순영, & 천현진(2010), 2010 소비자역량의 측정 및 평가. 한국소비자

원.

배주미, 조은숙, 조영미, & 김경은(2015), 부모가 인식한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문제와 사용지도 경험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143-164.

백혜란(2008), 프로슈머의 개념화와 성향측정도구 개발, 박사학위논문. 서

울대학교 대학원.

변길희(2006), 통합적 접근에 의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경제

기본개념과 소비자 행동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삼성경제연구소(2007), 웹 2.0이 주도하는 사회와 기업의 변화.

서정희, & 허은정(2005), 보육교사 교육을 위한 아동소비자교육의 이론

과 실제. 울산:UPP(울산대학교 출판부).

서정희(2004), 소비바교육의 과제. 울산:UPP(울산대학교 출판부).

송미애(2003), 아동소비자의 정보탐색 및 정보활용이 소비생활문제에 미

치는 영향 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建國大學校 大學院.

손상희, 김경자, 나종연, & 최신애(2010), 녹색소비역량의 구성체계와 측

정비표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6(3), 95-119.

손지연, & 이경아(2014), 2014 한국의 소비자역량지표. 한국소비자원.

손지연(2015), 취약계층의 소비자역량 향상방안 –금융소비자의 취약성

을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원.

신혜선(1994), 청소년기 자녀의 소비자사회화유형과 소비자능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한국.



- 125 -

안정임(2008), 인터넷 이용 중재유형과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

학보, 22(6), 230-266.

양덕순(2014), 통신서비스 소비자역량 평가 항목 및 지표 개발. 소비자정

책교육연구, 10(2), 1-18.

양효현(2005), 부모의 미디어중재 유형과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아동의

폭력성 지각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한국.

오정화(2000), 유아의 소비행동 실태와 부모의 소비행동 지도.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이기춘(1985), 消費者能力開發을 위한 消費者敎育에 關한 硏究 : 靑少年

消費者를 中心으로 / 李基春. 서울 : 서울大學校, 1985., 서울.

이기춘(1999),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문사:서울.

이미연(2014),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변인 연구 : 유아 성

별, 스마트폰 처음사용연령, 스마트폰 사용능력 및 기질을 중심으

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서구(2015),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마케팅적 접근. 대한경영학회지,

28(1), 21-35.

이상규(2013), 정보통신, 미디어 서비스 변화에 따른 전기통신법 상 서비

스 및 이용자 개념의 재정립. 정보통신정책연구, 20(1), 59-93.

이선영, & 정순희(2009), 소비자의 에너지역량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6(1), 85-97.

이성훈, & 이동우(2014), 융복합 시대의 사물인터넷에 관한 연구. 디지털

융복합연구, 12(7), 267-272.

이승하, & 배정호(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

수준과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및 감각추구와의 관계, 교육연구논

총, 37(1), 299-323.

이수기, & 이현경(2014),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과 발달수준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3(3), 227-243.

이영주(2011), 가정과 연계된 소비자교육이 유아의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 126 -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영준(2002), 요인분석의 이해, 서울: 석정.

이애화(2015).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적 특성

과 한계. 교육문화연구, 21(3), 179-200.

이정림, 도남희, & 오유정(2013),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 실태 및 보호대

책, 육아정책연구소.

이종혜, & 박해미(2003), 어머니가 인지한 유아의 소비자문제경험과 소

비자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3(1), 93-108.

이현진(2015), 유아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

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선영(2013), 가정에서 유아 스마트폰사용실태와 어머니의 허용과 인식

: 계양구 유아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장희영, & 박경자(2012), 가상 능숙도와 네트워크 효과가 SNS(Social

Network Service)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가상 능숙

도의 다차원적 관점을 중심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2(2),

165-187.

전미영, & 김난도(2011), 재화소비와 경험소비에서 나타나는 소비자행복

수준 비교.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2), 55-75.

전정훈(2014), 사물 인터넷의 기술 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

문지, 14(7), 65-73.

전상민(2015),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용도가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과 우울

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3(10), 471-482.

정윤희, & 이종호(2009), 경험적 소비에서 경험특성, 즐거움과 죄책감,

재경험 의도의 관계, 경영학연구 38(2). 523~553.

정은령(2015), 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부모 중재유형이 유아 자

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정현영, & 김호(2012), 통합적 접근에 의한 소비자 교육활동이 유아의



- 127 -

경제기본개념과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7(2), 279-299.

조미환(2004), 어머니의 소비자행동, 소비자교육과 유아의 소비자행동과

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한국.

진영정(2007),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기술준비도 수준과 모바일데이터서

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아영(2014), 스마트기술 경험에서의 소비자 효용·비효용 연구. 박사학

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정숙(2014),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어머니의 스마

트폰 중독과 양육효능감의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복

지대학원

최윤정, 윤헤정, & 이중정(2013), 스마트폰 활용에 관한 측정지표 개발

연구.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12(3). 87-104.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2015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연구보고

서.

홍명수(2009),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개념의 검토. 서강법학, 11(2),

183-203.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

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황태경, & 손원경(2014),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실태와 중독경향성, 자

기조절력,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생애학회지 4(1). 69-82.

홍혜경, 임경심, & 김수향(2014),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자기조절

력 및 자아존중감과 관계. 한국유아교육학회 2014년 춘계정기학술

대회. 188-201

황혜선, 왕연첩, & 김기옥(2014), 한국과 중국 청년소비자의 소비자역량

지수 비교,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0(4), 1-29.

Jansson-Boyd, C. V. (2014), 소비자심리학. (양병화, 김재휘, & 이병관



- 128 -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 129 -

<국외문헌>

Baumrind, Diana. (1980), "New directions in socialization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35 (7):639-652.

Carlson, Les, and Sanford Grossbart. (1988), "Parental Style and

Consumer Socialization of Childre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 (1):77-94.

Cook, Daniel Thomas. (2009). "Knowing the child consumer: historical

and conceptual insights on qualitative children's consumer

research." Young Consumers 10 (4):269-282.

Dotson, Michael J., and Eva M. Hyatt. (2005), "Major influence

factors in children's consumer socialization."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2 (1):35-42.

Ekström, Karin M. (2006), "Consumer Socialization Revisited." In

Research in Consumer Behavior 10, 71-98.

Fornell, C., & Larcker, D.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Ironico, Simona. (2012), "The active role of children as consumers."

Young Consumers 13 (1):30-44.

John, D. R. (1999), Consumer Socialization of Children: A

Retrospective Look At Twenty-Five Years of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6(3), 183-213

Katz, M. L., & Shapiro, C. (1994), Systems competition and network

effect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2), 93-115.

Kim, C., Yang, Z., & Lee, H. (2015), Parental style, parental practices,

and socialization outcomes: An investigation of their linkages in

the consumer socialization context. Journal of Economic



- 130 -

Psychology, 49, 15-33.

Moschis, George P., & Gilbert A. Churchill Jr. (1978), "Consumer

Socialization: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JMR) 15 (4):599-609.

Moschis, G. P., & Moore, R. L. (1984), Anticipatory Consumer

Socialization.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Journal

(pre-1986), 12(4), 109-100_115.

Parasuraman, A. (2000), Technology readiness index (TRI): A

multiple-item scale to measure readiness to embrace new

technologies. Journal of Service Research : JSR, 2(4), 307-320.

Park, C, & Park, Y. R. (2014), The Conceptual model on smart phone

addiction among early child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y, 4(2), 147-150.

Shin, W., & Li, B. (2016).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digital

technology use in Singapore.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1-19.

Valkenburg, P. M., & Cantor, J. (2001), The development of a child

into a consume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2(1), 61-72.

Ward, Scott. 1974. "Consumer Socializ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 (2):1-14.

Wąsiński, A., & Tomczyk, Ł. (2015). Factors reducing the risk of

internet addiction in young people in their home environ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57, 68-74.

Willett, R. J. (2015).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good parenting'

and digital media - the case of children's virtual world

games. 37(7), 1060-1075.

Yang, Zhiyong, Chankon Kim, Michel Laroche, and Hanjoon Lee.



- 131 -

2014. "Parental style and consumer socialization among

adolescents: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7 (3):228-236.



- 132 -

<인터넷>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2016), Media and Young

Minds,

http://pediatrics.aappublications.org/content/early/2016/10/19/peds.

2016-2591, 2016년 10월 23일 다운로드,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06).

Recommend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on key competences for lifelong learning,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394/310,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

32006H0962&from=EN, 2016년 11월 6일 다운로드.

IBM 비즈니스 가치 연구소(2012), 분석: 빅 데이터의 현실적인 활용:

혁신 기업이 불확실한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해 내는 방법, IBM.

https://www-935.ibm.com/services/kr/c-suite/Analytics_The_Real

_World_Use_Of_Big_Data_KR_v3.pdf,, 2016년 11월 6일 다운로드.

Kenney, John F.(1962),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Protecting the Consumer Interest,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9108, 2016년 11월 6일

다운로드.

OECD(2009), CONSUMER EDUCATION : Policy Recommendations of

the OECD’S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2http://www.oecd.org/sti/consumer/44110333.pdf, 2016년 11월 6일

다운로드.

semTools Contributors(2016), semTools: Useful tool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 package version 0.4-14.

http://cran.r-project.org/web/packages/semTools/index.html,

2016년 12월 17일 다운로드

교육부(2016). 2016학년도 만3~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보육료 신청



- 133 -

안내. 2016년 2월 7일 공지사항.

https://www.moe.go.kr/web/100062/ko/board/view.do?bbsId=315&

boardSeq=59966&mode=view.

구글(2016). Google Play 앱 및 게임의 콘텐츠 등급.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swer/6209544?hl=ko.

2016년 9월 25일 다운로드.

스마트쉼센터(2015), (유아)스마트 중독예방 가이드북,

https://www.iapc.or.kr/info/mediaAddc/selectInfoMediaAddcList.d

o?board_type_cd=A1&pageIndex=1. 2016년 9월 25일 다운로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

http://www.law.go.kr/법령/이동통신단말장치%20유통구조%20개선

에%20관한%20법률. 2016년 9월 25일 확인.

연합뉴스 뉴스기사(2011). 5세, 전자파흡수율 성인의 1.5배. 2011년 5월

23일.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5/22/0303000000AK

R20110522060552017.HTML, 2016년 9월 25일 다운로드.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 대응센터(2016),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

https://www.iapc.or.kr/cmm/fms/FileDown.do;jsessionid=abchWzl

naaSre5rtrFFDv?atchFileId=FILE_000000000121690&fileSn=1,

2016년 9월 25일 다운로드



- 134 -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유아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현황, 소비자 지식, 인구사회학적

변수, 어머니의 디지털 소비자사회화 수행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상시 귀하의 첫 자녀의 스마트폰과 관련된 경험 및 생각에 기초하여 모

든 문항에 대해 자연스럽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순수하게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기은광(010-2420-7892)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윈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IRB No. E1610/002-002, 승인일 : 2016년 10월 10일)

* 설문 대상자, 첫 자녀가 2010년 1월 ~ 2011년 12월생의 유아 자녀를 둔 부모 600
명

만4세반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만5세반 – 2010년 1월 ~ 2010년 12월
  - 응답자는 첫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스마트폰 사용자이어야 함
  - 응답자의 첫 자녀는 최근 1개월 동안 1회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어야 함



- 135 -

본 설문은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본 설문에서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은 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경우와 자
녀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I. 다음은 귀하의 첫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 표시나 기록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첫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 ) ② 여 ( )

2. 귀하의 첫 자녀가 태어난 연도와 월에 표시해 주세요. --> 2012년 삭제

3. 현재 귀하는 자녀가 몇 명입니까? _____명

II. 다음은 귀하의 첫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설문에서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은 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경우와 자녀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귀하의 첫 자녀

를 상기하시면서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경우와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

세요.

1. 귀하의 첫 자녀는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최근 1개월을 기준으로 응답)?

1주일 평균 이용일 :

2. 귀하의 첫 자녀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것을 얼마나 이용합니

까?

번호 항목 1주일 평균 이용일
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1 게임
2 동화·동요 등 동영상
3 사진 찍기
4 교육용 앱이나 콘텐츠
5 기타(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2011년

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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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1개월 동안 귀하의 첫 자녀의 스마트 폰 이용행동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귀하의

첫 자녀는 하루 평균 스마트 폰을 얼마나 이용합니까?

주중(월-금) 평균 ____ 시간 ____분

주말(토-일) 평균 ____ 시간 ____분

4. 귀하의 첫 자녀는 아래의 각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얼마나 이용합니까?

번호 항목 거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

항상 이용하는 
편이다

1 우리 집에서

2 다른 사람(친구 등)의 집에서

3 마트, 백화점 등에서

4 공공시설(도서관, 우체국 등 관공서)에서

5 커피숍, 식당 등에서

6 대중 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등)에서

7 자가용에서

5. 귀하의 첫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모습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 해주세요.

번호 항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혼자서도 스마트폰을 잘 이용한다. 

2 콘텐츠 중 일부는 유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3 콘텐츠와 광고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다. 

4 스스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5 스스로 스마트폰 이용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6 연령에 맞지 않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는 사
용하지 않는다. 

7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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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음은 첫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귀하의 행동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행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광고와 콘텐츠의 차이점에 대해 자녀가 알
게 한다.

2 나는 콘텐츠에는 유료와 무료가 있음을 자녀가
알게 한다.

3
나는 스마트폰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을 조심
해야 함을 자녀가 알게 한다.

4 나는 자녀가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5 나는 자녀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도
록 한다.

6 나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7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는 현실과 다를 수
있음을 자녀가 알게 한다.

8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에는 연령 제한이
있음을 자녀가 알게 한다.

9 나는 콘텐츠 이용 시, 저작권 보호가 중요하다
는 것을 자녀가 알게 한다.

10 나는 스마트폰 앱과 콘텐츠는 중독성 등 유해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 대해 자녀가 알게 한다.

11 나는 스마트폰 앱과 콘텐츠를 목적에 맞게 사용
하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녀가 알게 한다.

12 나는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도 멈출 수
있게 한다.

13 나는 자녀가 이상한 콘텐츠를 보면 즉각 이야기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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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다음은 귀하가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나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태에 관한 질문

입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1.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예(O)에, 틀리다고 생각하면 아니오(X)에, 모

르면 모름에 표시를 해주세요.

2. 다음은 기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

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항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디지털콘텐츠나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다.

2 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3 디지털 콘텐츠나 스마트폰 앱은 나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준다.

4 디지털콘텐츠나 스마트폰 앱의 구매 및 사용은
나를 기분 좋게 한다.

5
디지털 콘텐츠나 스마트폰 앱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가끔 있다.(역)

6 여러 사람들 앞에서 디지털 기술의 기기를
다루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부끄럽다.

7 디지털 콘텐츠나 스마트폰 앱을 구매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번호 항목 예
(o)

아니오
(x) 모름

1
스마트폰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통
신사 원스토어 등)에서 구매할 때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
제로만 앱을 구매할 수 있다. 

2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을 빌려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
를 결제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
가 가능하다. 

3 무료 앱을 사용하는 중에는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
다. 

4 스마트폰 앱에도 TV 프로그램의 시청등급처럼 사용 연령 
등급이 있다. 

5 백업이란 나의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을 말
한다. 

6 통상적으로 스마트폰 앱은 한 번 구매하면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여러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7 스마트폰 앱을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나의 위치 정보 등
이 앱 서비스 회사로 전송될 수 있다. 

8 내가 검색한 정보를 구글 등 검색서비스 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다.

9 구매한 영화파일을 메신저를 통해 친구에게 전송하는 것
은 불법적인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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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귀하의 스마트 폰 이용행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4. 다음은 평소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항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2 나는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3 나는 구매 전에 디지털 콘텐츠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다. 

4
나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선택할 수 있는 
요금 부과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건당 
결제, 인앱 결제, 정액 요금제 등). 

5

나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어려움 없이 
원하는 형태로 요금을 결제(휴대폰결제, 
계좌이체결제, 캐시결제, 포인트 결제 등) 할 수 
있다. 

6 나는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기간을 
충분히 활용한다. 

7 나는 어려움 없이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고 실행할 수 있다. 

8 나는 디지털 콘텐츠 실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9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를 구매 후, 
결제취소나 환불요청을 스스로 할 수 있다. 

10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와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3의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번호 항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스마트폰은 자녀의 발달이나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유아가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콘텐츠나 
앱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자녀가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콘텐츠나 
앱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디지털 콘텐츠나 앱의 이용에 있어 유아는 
성인에 비해 강력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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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Ⅴ.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과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__세

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전업주부 ③ 자영업 ④ 전문직 ⑤ 경영/관리직 ⑥ 사무직

⑦ 판매/서비스직 ⑧ 노동직/생산직 ⑨ 무직 ⑩ 기타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 ② 대학 재학 ③ 대졸 ④ 대학원 재학 이상

4. 귀하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평균 _____만원

5. 귀하 가족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평균 ____만원

6.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기혼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번호 항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나는 유아가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앱의 제공이 사업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6
나는 사업자가 유해정보 차단 앱(스마트 보안관, 
자녀폰 지킴이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유해정보 차단 앱(스마트보안관, 
자녀폰지킴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8 나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자녀보호 
설정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

9 나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비밀번호를 
어려움 없이 설정할 수 있다.

10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의 사용 연령 제한 
정보를 어려움 없이 알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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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thers’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and

Preschoolers’ Digital Competency

Ki, Eunkwang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digital age, the focus of consumption is shifting from

purchasing to use, and new problems are emerging with the use of

digital devices and contents. In the digital age, examining the

performance of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in order for mothers to

develop preschoolers as consumers will provide a basis for solving

consumer problems in the digital age.

This study investigates how 'use',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digital age, changes the performance of mothers'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and preschoolers' digital compet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nalyzed mothers'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according to purchasing and

use through factor analysi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mothers'

digital consumer competency and digital parenting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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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influence of mothers'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n preschooler's digital competency was also

reveal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mothers'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was divided by the dimensions of purchase-use as well

as by the dimensions of knowledge-attitude-function as used

classically. As a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of the mothers'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the dimensions of the mothers'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was divided into the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f purchasing knowledge and attitudes, the digital

socialization of purchasing function, and the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f use. The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f purchasing

knowledge and attitudes included “importance of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importance of copyright protection”, and “difference

between advertisement and content”. The digital socialization of

purchasing function included socialization of “using the smart phones

by oneself”, “selecting content”, and “searching content”. The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f use included "Distinguishing strange content

from normal content", "Being aware of harmfulness such as content

addiction", "Stopping using by oneself", and "Being aware of

usefulness of content".

Second,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variables affecting the mothers'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are as

follow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f purchasing knowledge and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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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gital socialization of purchasing function, and the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f use. All of the three regression analysis

were significant. Digital consumer function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variables on all regression analysis and it was found that

the mother's digital consumer functions were an essential factor in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Mothers' digital consumer knowledge

and digital consumer attitude do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mothers'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Digital parenting functions

and digital parenting attitudes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ome

dimensions of the mothers'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Digital

parenting function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f purchasing knowledge and attitude, and digital

parenting attitud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f purchasing knowledge and attitudes negatively, and

the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f use positively. These suggests

that the mother's digital variables have different influences on the

dimensions of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and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purchase' and 'use', which is the basic assumption of this

study, may be useful.

Among the control variables in this study, mother's education level,

child birth year, and number of children were significant on mothers’

some dimensions of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But the variables

like the status of mothers’ employment, household income, and child

gender often found in the general social survey were not significant

on mothers’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The lack of significance of

these variables may b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goods or

services which are used widespread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income, employment status, and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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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may not be important when choosing the subject or

composition of consumer education subjects.

Third, the results which resulted from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preschoolers’ digital competency and mothers’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is as follows. the factors affecting the digital utilization

function of preschoolers are as follows. The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f purchasing knowledge and attitudes, and the digital

socialization of purchasing function affected preschoolers’ ability of

digital utilization. The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f purchasing

knowledge and attitudes, and the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f use

affected preschoolers’ ability of digital control. The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f purchasing function and preschoolers’ ability of digital

utilization are related the domain of purchase and the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f use and preschoolers’ ability of digital

control are related the domain of use.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it is confirmed that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general consumer socializ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including

consumer role as user is differentiated from general consumer

socialization based on consumer role as buyer, and accordingly, new

approach to consumer socialization in digital environment is required

do. In the present study, the use of digital consumption has not been

dealt with in depth, but in this study, it should become a major

sub-dimension of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And the so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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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the consumer role as user needs to be studied.

Second, parents who live in the digital era may need to play both

a consumer role and a parent role. This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parents to be as good as their attitudes and

functions as a parent as well as having the competency as a

consumer.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digital consumer function is more important than digital consumer

knowledge or digital consumer attitude in performing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This suggests that imitation and observation can be

more important in digital consumption than methods of conversation

about content. This study had a focus on the content side of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by keeping the method of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open.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income level, employment status, and child gender

were not significant. This means that the implementation of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is important to all people regardless of income

or employment, It is paradoxical that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designed based on consumer competence.

Third,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dimensions of mothers'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had different influences on the children's

digital competency. If using these relationship, we might find some

solutions to reduce preschoolers’ digital overdependenc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digital consumer socialization and preschoolers' digital competency

can provide an understanding and solutions of preschoolers' digital

over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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