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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소비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쇼핑

과 서비스 이용 등은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되었고, 소비의 주요

대상도 기존의 물리적인 재화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화로까지 확장됐다.

이러한 소비환경의 변화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디

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선

택을 내려야 하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평가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능력을 갖추는 것 등이 중요해졌다(Brečko et

al. 2016).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변화 속도가 빠른 디지털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로서 도태되거나 자립적인 소비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삶의 질과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손상

희 외,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갖춰야 할 소비자역량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현

재 상황을 진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

러나 지금까지 소비자역량에 대한 논의는 오프라인상에서의 소비자역량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역량에 대한 논의들

은 미디어 또는 정보 관점에서 진행되어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

자역량’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개념 및 내용을 도출하고 측정

가능한 척도를 개발하여 디지털 소비자역량 현황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갖춰야 할 역량은 무

엇인지 밝혀내고,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디지털 소비자역량 현황을 파악하고 디지털 환

경에서 취약한 소비자의 특성을 밝혀 디지털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프

로그램 개발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개

념 및 내용을 도출하여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후 온라인 소비자조사를 통해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여 최종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척도 문항 pool을 구성하고 내용타당도 및 표면타당도를 검

증하여 초기 척도 문항을 도출하였다. 3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통해 문항을 일차적으로 정제한 후 문항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1,135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

인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준거 타

당도 검증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도출하였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디지털 소비자역량 최종 척도를 활용하여 실

제 한국 소비자의 디지털 소비자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디지털 소비자역량 수준 차이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디지털 소비자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역할을 주체적,

합리적, 윤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으로 디지털 소비자지

식, 디지털 소비자태도, 디지털 소비자기능의 총체’이다. 이는 소비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체적

으로 할 수 있고,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있어 비판적

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안전하게 거래하며, 소비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결하는 것과 관련된 역량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현재와 미래 공동체를 고려한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다.

둘째, 디지털 소비자역량은 3개의 구성요소와 6개의 하위차원을 지닌

다. 3개의 구성요소는 ‘디지털 소비자지식’, ‘디지털 소비자태도’, ‘디지털

소비자기능’이며, 각각의 구성요소는 6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 6개

의 하위차원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①비판적

정보평가 역량, ②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역량, ③디지털 소비자 문제해

결 역량, ④디지털 소비자시민 역량, ⑤디지털 콘텐츠 이용 역량, ⑥소비

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을 가리킨다. ‘비판적 정보평가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다양한 유형의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정보

를 비판적으로 평가 및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이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

래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정보탐색-

비교평가-구매 결정 및 결제)하는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거래



의 신뢰성을 비교·평가하여 안전하게 디지털 결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소비자 문제(ex. 청약 철회, 피해보상, 안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다. ‘디지털 소비자시민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현

재와 미래의 공동체를 고려한 소비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역량이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자신과 관련

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

한다. 최종적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는 디지털 소비자지식 14문항,

디지털 소비자태도 17문항, 디지털 소비자기능 19문항 총 50문항으로 구

성된다.

셋째,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측정한 결과, 디지털 소비자지식<디지털

소비자기능<디지털 소비자태도 순서로 역량의 수준이 확인되었다. 디지

털 소비자태도 수준은 6가지 역량 모두에서 높게 나타나는 데 반해 디지

털 소비자지식과 기능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지식’, ‘비판적 정보평가 기능’,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소비

자역량별 소비자의 수준을 살펴보면,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비

판적 정보평가 역량<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역량<디지털 소비자시민 역량<디지털 콘텐츠 이용 역량’ 순서로

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디지털 소비자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대체로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거주지, 연령에 따라

수준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취약한 소비자는 전

문대 졸업 이하의 저학력 소비자,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저소

득 소비자, 생산직이나 무직인 소비자, 농어촌에 거주하는 소비자로 확인

되었다. 연령은 구성요소 및 하위차원에 따라 취약한 연령대가 다르게

나타났다. 20대 청년 소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실제 소비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디지털 소비자기능’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지식’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50대~60대 소비자는 전반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디지털 소

비자기능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도 변하

고 있어 소비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변화된 소비

자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내 기존의 소비자역량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역량도 디지털 전

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

량을 도출하였다. 소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비판적으로 정보를 평가하

고 디지털 소비자로서 거래할 수 있는 역량과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디지털 소비자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정보를 보

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과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역량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처럼 변

화하는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부족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

이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는 다방면에서 유

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소비자역량 총점을 기준으로 디지

털 환경에서의 소비자의 역량 전반을 평가할 수 있으며, 각 구성요소인

디지털 소비자지식 척도, 디지털 소비자태도 척도, 디지털 소비자기능 척

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각 구성요소의 하위차원이 6개의 동일한

차원으로 도출되어 각 하위차원에 대한 척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판적 정보 평가 역량 척도, 디지털 콘텐츠 이용 역량 척도 등과

같이 영역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와 관련된 다양한 후속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

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소비자가 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진단하는 것은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본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디지털 소비자지식과 디지털 소비자기

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

하는 소비자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지식을 배우고 디지털 환경

에서 노출되는 수많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선별할 수 있는 방법

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디지털 환경에서 취약한 소비자 특성을 밝혀내고 이들의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화된 교육 및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디지털

환경에서 취약한 소비자는 저학력 및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연령과 직업

및 지역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기술에 충분히 노출되지 못

하거나 구조적으로 이를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집단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취약한 디지털 소비자역량이 각기 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소비자역량 교육은 각 취약집단의

특성에 따라 부족한 역량을 파악하여 맞춤화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소비자역량을 디지털 맥락으로 확장하고, 기존

에 미디어나 정보 활용 측면에서만 논의되던 디지털 역량을 일상생활의

소비 맥락에 가져와 소비자 관점에서 논의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또한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제공

하였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역량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진단 도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기 소비자 복지 정

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디지털 소비자역량, 소비자역량, 디지털 역량, 척도개발, 역

량 진단, 디지털 전환, 소비자 프라이버시,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소

비자시민, 소비자 문제해결,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정보 역량

학 번 : 2016-3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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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1)이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소비환경 역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

되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쇼핑과 서비스 이용 등은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되었고, 소비의 주요 대상도 기존의 물리적인 재화뿐만 아

니라 무형의 재화로까지 확장됐다.

소비환경의 변화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

시에 안겨줬다.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고,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소비자 편의를 증가시켰지만 새로운 소비자 문제도 일으키고 있

다. 예를 들어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이전과 비교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보의 과부화로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를 가려내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개인정

보 수집과 이용, 관리의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다(OECD, 2016).

이러한 소비환경의 디지털 전환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

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선택을 내려야 하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평가하

고 새로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능력을 갖추는 것 등이 중요해졌다

(Brečko et al. 2016).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변화 속도가 빠른 디지털 환

경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로서 도태되거나 자립적인 소

비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삶의 질과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손상희 외, 2014).

1)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에 의한 생산

방식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넘어 일상생활, 사회 및 경제활동 등 경제사회 패러다

임이 디지털화되는 것을 의미한다(신기윤 외 2020; Lucas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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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디지털 소비자역량이 무엇

인지 도출하여 척도를 개발하는 것은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

들이 주체적으로 적응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 수준

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기업 관점에서는 소비자와 소통하는 데 있어

보편적인 기준점이 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어떤 영역의 역량이 부

족한지 파악하여 소비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역량에 대한 논의는 오프라인상에서의 소비자역량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소비자역량에 대한 기존 논의는 재

무, 거래, 소비자 시민 영역에서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오프라인 환경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현황을 진단하였다(이기춘, 1999; 이

기춘 외, 2007; 배순영· 천현진, 2010; Nardoet al. , 2011; 김시월· 조향숙,

2014; 황혜선 외, 2014; 손지연· 이경아, 2014; 오수진· 배순영, 2018 등). 그

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갖춰야 할 역량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

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현재 디지털 환경은 소비생활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역량에 대한 논의는 주로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로서 리터러시를 측정하고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

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살펴본 연구(안정임 외,

2013; 이운지 외, 2019; ETS, 2007; ATC21S 2012 등),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활용 측면의 교육을 탐색한 연구(Buckingham, 2004; Livingston,

2004; Potter, 2010) 등이 이루어졌다. 해당 연구들은 대체로 ‘미디어·정

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보 판별’, ‘학교 교과과정으로서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 ‘미디어 활용 능력으로 콘텐츠 생산 및 의사소통 능력’ ‘디지

털 시민의식’ 등에 대해 논하고 있어 소비자 측면에서의 논의는 부족하

다.

디지털 환경과 관련해 소비자역량을 논의한 연구가 일부 있지만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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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소비자 역량(Park et al. 2011; 기은광, 2017), 모

바일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역량(구명진, 2017),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소

비자역량(양덕순, 2014; 김시월·조향숙, 2017) 등이 있지만 디지털 소비자

역량 전반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소비자역량 전체를 논하기

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소비환경이 디지털 전환된 현시점에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로

서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그 수준은 어떠한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소비자역량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프라인

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에 초점을 두었다면 그러한 논의를 온라인으로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

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마련하여 실

제 소비자들의 역량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복지

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 4 -

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측정 가능한 척도를 개발하여 개발된 척도로

디지털 소비자역량 현황을 진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인지 밝혀내고,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측

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자 특성별 디

지털 소비자역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역량이

취약한 소비자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프로그

램 개발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소비자역량은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

을 담고 있는지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개념 및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둘째, 디지털 소비자역량 내용을 바탕으로 척도를 만들고 척도의 신뢰

성과 타당도를 검증하여 디지털 소비자역량 최종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

였다.

셋째, 개발한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적용하여 현재 우리나라 소비

자의 디지털 소비자역량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소비자역량

구성요소 및 하위차원별로 역량 수준은 어떠하며 소비자 특성별로 어떻

게 다른지 현황을 진단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취약한 소비자를 밝혀내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역량에 대한 논의를 온라인 맥락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이다. 기존에 소비자역량에 대한 논의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

다. 디지털 환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디지

털 소비자역량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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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며 이

를 위해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 소비자역량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

련하여 후속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로 도출되는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는 실증적으로 소비자역량을 측

정할 수 있는 도구로 추후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후속

연구들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실증 척도의 개발 연구는 해외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외 학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활용해서 현재 소비자들의 수준은 어

떠한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교육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척도를 바탕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어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비

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소

비자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전략 수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학은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탐지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모색하여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이라는 새로운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

자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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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소비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소비자 이슈

본 절에서는 소비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이로 인한 소비자 이슈에 대해

소비자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먼저 소비의 주체, 소비의 대상, 소비의

과정에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그로 인해 발생

한 소비자 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1. 소비환경의 디지털 전환

1) 소비의 주체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디지털 자아(identity)’를 지닌 소비자로 존

재한다.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현실 공간과 가상공간 간에 경계가

사라졌고 디지털 환경에서 현실의 정체성을 반영한 가상의 자아가 존재

하고 있다. 디지털 자아는 온라인상에서 형성되는 가상의 자아를 의미한

다. 개인을 나타내고 구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단편적인 신

상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과 성향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는 역동적

인 정보로 온라인상에서의 검색기록, IP 정보, 쿠키 정보, 디바이스 정보

및 소셜 풋프린트(social footprint)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디지털 공간에 머무른 후 소비자가 남기게 되는 흔적을 말하며 디지털

삶의 기록을 의미한다(Solomon, 2015).

최근 디지털 자아는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하여 ‘개개인이 다양한 디

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남긴 개인정보나 활동정보를 통합 및 분석하

여 제3자가 제시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다(조성은 외

,2013). 소비자의 디지털 자아는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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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수집하는 특정 개인정보2)뿐만 아니라, 거래의

전후 단계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제

공하는 정보, 행태 정보와 같이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여 수집

하는 소비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이금노, 2019). 이러

한 소비자의 디지털 자아는 쿠키 정보, 로그파일, 소셜 풋프린트 등과 같

이 온라인상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남게 되며 이를 수집하여 분석하면 소

비자의 선호, 성향 등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많은 기업이 소비자의 디지털 자아를 수집하여 소비자의 구

매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디지털 자아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초

고속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빅데이터의 활용이 본

격화되면 더욱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

다(조성은 외 ,2013).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일상생활에 적용되

면서 디지털 환경 곳곳에서 온라인 트래킹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활동

정보를 추적하고 저장 및 분석하여 광고 및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김

지혜 외, 2018).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트래킹을 통해 디지털 자아

를 수집 분석하여 활용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도 한편으로는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받

을 수 있다(이진명 외, 2018).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디지털 자아로 볼 수 있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정보수집을 인지하더라도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알 수 없고, 소비자가 이에 대해 통제권

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업에서는 소비자가 남긴

개인정보 및 활동정보 등의 흔적을 통합·분석하여 소비자의 디지털 자

2)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에 따르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

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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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선호를 결정해 그와 연관된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하거나(Solomon,

2015), 특정 소비자를 차별·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새로운 소

비자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2) 소비의 대상

기존의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주로 소비자가 거래를 통해 유형의 재화

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온라인 환경에서는 유형의 재화뿐만 아

니라 ‘무형의 재화’가 계약을 통해 거래된다. 이때는 소유권이 아닌 ‘이용

권’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디지털 환경에서는 소비의 대상이 유형의

재화에서 게임 서비스, 음악 및 영상 파일, 이러닝 등 무형의 디지털 콘

텐츠로 확장되었고, 이러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가 갖게 되었다(나

종연 외, 2009).

디지털 콘텐츠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

면 ‘부호·문자·도형·색채·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

함)의 자료 또는 정보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

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영

화, 인터넷 음악, 인터넷방송, 전자 서적, 온라인게임, 온라인교육 등이

해당된다(정용수, 2009).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은 정보의 존재 형식이 디지털 형태를 취

함으로써 기존의 유형의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디지털 콘텐츠는

물리적 유형적(tangible) 형태를 가지지 않으며, 동질의 정보를 무제한

복제할 수 있고, 복제에 있어 그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정용수, 2009).

또한 일반재화의 거래는 소비자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는데 반해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는 서

비스에 대한 ‘이용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무형재로 소비자에게 부여

되는 권리와 책임의 성격이 다르다(이기헌, 2001; 박혜영, 2010).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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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기존의 재화를

소유할 때와는 다른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가 요구되고 있다.

3) 소비의 과정

오늘날 소비자들의 소비 과정을 ‘구매 전- 구매- 구매 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프라인의 실물거래 중심의 전통적 소비에서 소비자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생산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동적으로 정보를 획득하

고, 제한된 시공간하에서 물리적 공간을 방문하여 구매하였으며, 구매 후

에는 주변 지인 정도의 한정된 소수에게만 정보가 공유될 수 있었다. 반

면, 오늘날 소비자는 다양한 온라인 채널의 접점(touchpoint)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수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구매하는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소비 여정(journey)이 가능해졌다(Court et al. 2009). 또한 구매 후 자신

이 경험했던 정보를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유하

고, 시장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가능해졌

다. 이처럼 소비 과정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정보의 획득 및 소비 방식의 변화

디지털 환경에서는 소비자의 정보획득 및 소비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

화하였다. 기존 오프라인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직접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것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물리적

인 제약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소비자의 수는 제한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소비자의 정보환경은 획기적으로 변하였다. 인터넷으

로 인해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채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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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많은 정보를 언제·어디에서든 검색하고 구매 경험을 다른 소비

자들에게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는 소비자

는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아도 이용 경험에 대한 간접 정보를 획득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의 즉각적인 반응 및 참여를 통한 피드백도

쉬워졌다(김기옥 외, 2004). 이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거의 비용

없이 완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공급자와 대

등한 수준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등 오프라인에서와는 양과 질 측면

에서 전적으로 다른 정보력을 지니게 되었다(조정식 외, 2020).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TV 광고 등을 중심으로한 일방적인 브

랜드 커뮤니케이션 정보보다 검색을 통해 이미 제품을 구매한 다른 소비

자들의 구매 이후의 경험 등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정

보를 획득 및 소비하는 방식이 변화하였다. 특히 오늘날 소비자들은 구

매의사결정 과정에서 온라인 소비자 이용 후기를 매우 중요한 정보원으

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용 후기에 대한 소비자 의존도도 매우 높다(김민

아·김재영, 2019).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 이용 후기 관련 소비자 인식조

사’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소비자의 이용

후기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1,065명 중 93.8%(1,000명)로 나타나

대부분 소비자가 온라인 이용 후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들은 이용 후기가 부정적일 경우 응답자의 93.2%가 구매를 망설이거나

포기한다고 응답하는 등 온라인 이용 후기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아·김재영, 2019).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업

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보다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정보가 의사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다. 소비자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는 소비자 이용 후기 정보는 다른 소

비자에게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거래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김기옥 외, 2015).

기업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제품 및 브랜드

정보를 맞닥뜨리게 되는 접점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이용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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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며,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 이용 후기 정보를 직접 생산

해내고 있다. 문제는 해당 정보들은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비자 이용 후기

정보와 유사하지만 기업의 후원 또는 대가를 받고 작성하는 정보라는 점

에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소비자는

수많은 정보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왜곡된 상업적 정보가 범람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선별하고 평가할 수 있

는 역량을 갖는 것이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2)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거래로 전환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기 전의 과거를 상기해보면 상품 및 서비스를 구

매하기 위해서는 시간, 비용, 노력을 들여 반드시 물리적인 장소에 방문

하여 직접 물건을 수령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

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다. 비대면 거래

는 소비자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

어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늘리고, 무료 또는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환 또는

검색을 통해 물류와 시간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이금노,

2020).

비대면 거래의 장점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의 거래 비중이 점점 줄고

온라인상에서의 거래 규모가 지속하여 확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0)의 우리나라 온/오프라인 유통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도에

는 온라인 비중이 전체의 28.4%에 그쳤으나 2019년 기준으로 41.2%로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71.6%에

서 2019년 58.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 온라인 상거래 시장 규모는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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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대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하는 반

면 같은 기간 소매유통시장의 연평균 증가율은 4.9%에 그쳤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4.4%의 고속 성장을 지속할 것

으로 전망되며 2024년에 소매유통시장 대비 비중이 20%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유로모니터, 2020).

위와 같이 디지털 기술 발달에 힘입어 소비자의 거래 방식은 대면 방

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비대면 거래가 주는 편리성,

다양성, 가격 할인 등의 혜택에 따라 그 중요성과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서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및 품질을 제대로 비교하고 결정

할 수 있어야 하고, 보안을 고려하여 안전한 결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인지 확인해야 하는 등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

도 많아졌다.

(3) 신규 거래 방식으로의 진화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거래는 계속해 새로운 유형의 거래로 진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거래 방식으로 소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소비자이자

판매자로서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플랫폼은 다양한 이용자를 서로 연결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도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매개체이다(이금노 외, 2015). 온라인중

개플랫폼인 오픈마켓(Open Market)은 소비자가 주로 전자상거래 방편으

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이 상품과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개인

간 거래 비즈니스(예시: 당근마켓 등)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간 거래는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형태도 있으며 개인의 유휴 자원을 판매/대여 또는 시

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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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시장의 주체로 참여할

기회가 열렸다. 즉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provider)이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대여하는 소비자

(consumer)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OEDC,

2016).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개인의 유휴

자원을 활용해 판매할 수 있으며, 기존 B2C보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하며, 플랫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는 등 기존과는 다른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에

서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경계가 모호하고 소비자로서 보호의 대상이자

규제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문

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 및 조치가 어려운 점 등 새로운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Fielder et al., 2016).

최근 소비자들의 보편화된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국경을 초월한 거래

즉 해외직구3)가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에서 벗어나 국경을 초월하여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쉽

게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해외직구가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을 살펴보면 가격, 상품 다

양성, 품질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소비

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동일한 제

품의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해서(78.1%)’가 가장 많았고, ‘국내에서 구하

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62.2%)’, ’제품의 품질이 더 좋아서

(15%)‘ ,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14.5%)‘ 순으로 나타났다(양지선,

2018).

이처럼 해외직구를 통해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3) 해외직구는 ‘해외직접구매’의 줄임말로 소비자가 해외온라인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

트를 통하여 해외제품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배송을 받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한국소비자

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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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명백한 피해 발생 시에도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4) 네트워크 사회에서 소비자시민으로의 진화

디지털 전환은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소통을 네트워크를 통해 대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개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개인이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이상수, 2012).

특히 소셜미디어는 광대한 네트워크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정보를 급속도로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광범위한 소비자 인적 네

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이상수, 2012). 소비자들은

사회 연결망을 통한 지속적 상호작용이 일상에서 가능해졌으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소비자간 거대한 연대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소비자간 연대는 소비자 시민참여 행동을 지

지하거나 동참하는 등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시민소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소비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소비자에게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생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당한 행

위에 맞서는 사회운동을 조직하고 시장과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끄

는 등의 적극적인 수준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개인 소비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다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사회까지 고려할 수 있는 시

민소비자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온라인 네

트워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참여가 조직화되고 개개인이 내리는 의사결

정이 응집되어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사회적 힘을 소비자가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김기옥 외, 2015). 이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개인은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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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이슈

1) 소비 주체의 ’디지털 자아‘ 수집 및 활용 이슈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디지털 자아‘를 지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가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구매를 하는 등의 과정에 있어 생

성되는 쿠키, 로그파일, 소셜 풋프린트 등의 정보는 온라인에 흔적을 남

기게 되고 이러한 정보들은 소비자의 성향, 행태를 보여줄 수 있다. 온라

인상에서 소비자의 활동 기록(방문, 클릭, 거래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프로파일링하면 소비자 개인의 삶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온라인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온라인상의 행태 데이터

를 수집, 저장, 공유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 및 성향 등을 분석하

고 향후 행동을 예측하는 방법이다(이진명 외, 2018). 온라인상에서의 소

비자 데이터 수집 및 프로파일링은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며 콘텐츠 이용료를 감소시키는 등의 혜택을 제

공한다.

하지만 소비자 프로파일링 및 타겟팅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

고 특정 범주의 소비자를 차별·배제하는 방식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소비자 집단을 구별하고 해당 소비자 집단에 대해서는

고금리 대출 광고를 지속적으로 타겟팅 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또한 필

터버블 등의 방식으로 특정 정보를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제시하여 소비

자의 선택권을 감소시키고 개인화된 가격 책정을 통한 가격 차별의 피해

자가 될 수 있다(이진명 외, 2018).

더욱이 이러한 방법과 소비자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소비자들은 정

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료 온라인 서비스와 기꺼

이 교환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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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관행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소비자

가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

도록 이와 관련된 소비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2) 소비 대상이 디지털 콘텐츠 이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난 이슈

디지털 환경에서는 음악, 게임, 영화 등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온

라인에서 소비되고 있다. 소비의 대상이 유형의 재화에서 게임 서비스,

음악 및 영상 파일, 이러닝 등 무형의 디지털 재화(디지털 콘텐츠)로 확

장되었다(나종연 외, 2009). 디지털 콘텐츠의 규모가 점점 더 확대되면서

관련한 다양한 소비자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어 디지털 콘텐츠 이용과 관

련하여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Fielder et al. 2016).

디지털 콘텐츠는 소유권이 아닌 이용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

용 계약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이용 계약은 지나치

게 복잡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불공정한 조건의 계약을 맺을 가

능성이 높다(OECD, 2013). [그림2-1]은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

수된 디지털 콘텐츠 관련 상담내용으로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과 관

련된 소비자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계약해지 및 위

약금 문제, 청약 철회가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 계약 불이행 등 계약과

관련된 이슈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중 게임의 경

우에는 미성년 자녀들이 법정대리인의 승인 없이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 콘텐츠의 속성은 내부에 숨겨져 있어 계약 전 충분

한 정보를 전달받고 ‘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무형의 재화라는 특성으로 인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이용을 해야 그 속성을 알 수 있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디지털 콘텐츠의 진짜 속성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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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용해봐야지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이용 후에는 환불/교환 등이 되

지 않아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가 계약 전에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속성과 성능을 파악하고 구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구매 전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가 제공되었는지가 매우 중

요한 문제이다. 특히 계약 시점이 언제이며, 반복 구매가 발생할 수 있는

지, 철회 조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에 대한 이슈가 있으며(OECD, 2014) 소비자 또한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속성을 이해하고 사전에 이용 계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는 자세

가 요구된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는 특성상 저작권과 사용권을 지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이 중요하며 이와 동시에 공정사용 권한(Fair Use)도

이슈가 되고 있다. ’소비자 디지털 권리 선언문‘에서는 소비자는 콘텐츠

와 기기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되

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나종연, 2009). 이에 소비

자의 공정사용 권한의 범위와 저작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려해야

할 이슈가 존재한다.

[그림2- 1] 디지털 콘텐츠 불만 및 피해 유형 (자료: 한국소비자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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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 과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자 이슈

(1)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

디지털 환경에서 인터넷은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비교하

고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해 전달되는 정

보의 양이 지나치게 많고, 그중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골라내는 일은

매우 힘들어졌다. 소비자들은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 주로 가격비교사이트, 소비자 후기,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하고 있

다. 그러나 인터넷에 소비자 후기라고 올라온 정보 중 상당수가 진정한

소비자 후기가 아닐 가능성이 커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Kucuk, 2016).

기업의 소비자 참여 마케팅 활동이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거와 유튜버

활동 등을 통해 다각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마케팅이 활발해짐에 따라

소비자 후기 정보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손지연,

2019). 최근 쇼핑몰, 숙박 및 배달 앱 후기 등에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후기를 올려주는 비즈니스가 성행 중이며,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솔직한 소비자 후기처럼 콘텐츠를 올려 ‘뒷 광

고’ 논란이 문제가 된 바 있다(한국일보. 2020.08.09.). 현재 소셜미디어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의 핵심적인 플랫폼이 되어 진정한

소비자 경험 및 후기와 상업적 목적으로 게시된 콘텐츠 사이의 구분이

더욱 모호해졌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

는 가격비교사이트의 경우 제시된 상품 및 서비스의 54%가 이용할 수

없는 제품이거나 21%는 정확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elder et al., 2016).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는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

고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됨에 따라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중요해졌다.

Kucuk(2016)은 디지털 소비자주의(Digital Consumeriem)에 대해 언급하



- 19 -

면서 전통적 소비자주의에서 언급되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

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일부 정보는 조작되거나 허위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는 그러한 기만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매일 의사결

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Kucuk, 2016). 이에 소비자

는 디지털 환경에서 노출되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

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천과 잠재적으로 편향된 정보원천을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2)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거래 신뢰성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에 접근하고,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받을 수 있다(이금노, 2015).

그러나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자는 거래를 위한 긴 계약을 작은 화면에서

빠르게 읽고 이해해야 하며 믿을 수 있는 거래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슈,

보안 우려가 있는 모바일 전자지불시스템의 사용 증가로 인한 보안 이

슈,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개인정보 문제 및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기타

보호 문제에 이르기까지 비대면 거래로 인한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경험

하고 있다(OECD, 2016).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상품과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거래

하는 새로운 개인 간 거래 비즈니스가 성행함에 따라 특히 판매자에 대

한 신뢰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소비자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보상 및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잘못된 상품정보 설명이

제시되거나 모조품 또는 사기성 거래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잠재적

으로 개인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Fielder et al., 2016). 구

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개인 간 거래는 소비자, 판매자, 플랫폼

이라는 세 주체별로 다른 문제가 있다. 구매 또는 대여를 하는 소비자

(peer consumer) 입장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전문성과 소비자 보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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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

으로 거래를 판단하고 중재하기 어렵고, 판매자(peer provider)는 기존

사업자와 비교하여 전문성과 경험 및 자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OEDC, 2016). 이에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개인 간 거래(peer to peer)

에 있어 신뢰를 높이고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감시자로서 역량을 가지고 역할 수행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3) 새로운 유형의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 중요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비즈니스가 지속하여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소비자권리 및 법 제도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주체적

으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졌다. 앞서 언급한 온

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한 개인 간 거래라든가 해외직구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최근에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비즈니스는 기존의 소비자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 있고, 각 국가마다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등 기

존과는 다른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보

호 체계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전제로만 법규가 적용되고 있어

제조·판매자가 개인인 개인간 거래에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 권리가 적용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이금노 외, 2016). 또한 각 국가마다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입이 금지된 제품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오

프라인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회수가 된 안전하지 않은 제품도 해

외직구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김현수, 2015). 이처럼 새로운 유형

의 비즈니스는 법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소비자문제의 사각지

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혜성처럼 등장하고 소비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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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법 제도는 한 참 뒤에 수립되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온

라인 비즈니스와 관련해 소비자 스스로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진 거

래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고 해결방안을 사전에 파악

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4)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소비자시민으로서 역할 중요

과거 소비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특

정 조직이나 단체가 주도하는 불매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화된 미디어와 온라인 네트워크를 중심으

로 소비자의 목소리가 확산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은 조직적 동원보다 자

발적 참여가 가능해졌다(천혜정,2019). 이러한 디지털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소비자는 한 사회의 시민으로의 역할도 중요해졌으며 그 목소리의

힘 또한 이전보다 커지게 되었다(Kucuk, 2016).

특히 기후 변화 등 환경 측면에서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는 오늘날의

소비자는 네트워크 힘을 빌려 서로 연대하고 다른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

도하는 소비자시민으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많

은 기업들이 돌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인 것도 기후변화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반(反)플라스틱 연대를 꾸리고, 일종의 화이트리스트를 만들

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자 발 빠르게 대처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시민적 참여(civic participation)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바탕으

로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로서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와

환경까지 고려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천혜정, 2019). 이에 디지털 환경

을 살아가고 있는 소비자로서의 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 고려하고, 다른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주

체적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시장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기회와 위험에 관

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제는 단순히 구매하는 소비자가 아닌 사

회 전체의 구성원과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윤리적인 소비자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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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Brečko et al. 2016).

이처럼 디지털 소비환경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소비자역량을 수정 보

완한 새로운 소비자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의 주체, 소비의 대상, 소

비의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기회와 위

협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쉽고

편리한 서비스, 다양한 제품, 할인된 가격, 맞춤형 서비스 등의 혜택만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시장에

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이

러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소비자역량은 기존의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요

구되었던 소비자역량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 역량

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탐색하기 위해서 소

비자역량과 디지털 역량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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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비자역량

본 절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을 살펴보기 위해 소

비자역량에 대해 기존에 논의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소비자역량은 무엇

이며 소비자역량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소비자역

량에 대한 논의를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1. 소비자역량의 개념

역량(competency)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 한 개인이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특정 상황 또는

역할에서 우수한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2014). 역량에 대한 논의는 조직에서 직무수행과 성과와 관련된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중간 정도의 성과를 내는 직무수행자와 우수

한 성과를 내는 직무수행자를 구분하는 행동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특정

조직이나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역량이라 정

의하였다. 즉 역량이란 직무나 역할수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인의

지식 또는 기술을 의미한다(McClelland, 1973). Dubois(1993)는 역량을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로 정의하였으며,

Rychen(2003)은 역량을 ‘인지적⋅비인지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심리·

사회적 특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의 복잡한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도

역량이란 특정 영역이나 과업에서 성공적인 역할수행을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역량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직무현장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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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개인의 보편적인

역량을 규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소비자역량에 대한 논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상생활에서 소

비자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시도를 통해 활

발히 전개되었다.

소비자역량은 역량 개념을 소비자 역할수행에 접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Braun(1979)는 소비자역량은 경제 시스템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개인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으로 보았으며 Moschis & Churcjill(1978)

은 개인적 사회적인 차원에서 만족스러운 소비생활을 하기 위해 경제적

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는 기술로, 인지적 정의적 실천

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이기춘, 1999).

이기춘(1999)은 소비자역량에 대해 ‘소비자 능력’이라는 명칭으로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개인이 다양한 소비활동의 장에서 적절하게 역할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역량 또는 능력으로서 소비자 역할을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자 지식, 소비자 태도, 소비자 기

능의 총체이다. 이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실천적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또한 역량 있는 소비자란 ‘현명하게 의사결

정을 하고 거래하며, 합리적으로 자원을 관리·활용하고, 소비자권리와 책

임을 다하며, 나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이기춘 외 2007).

이상의 소비자역량 개념을 바탕으로 소비자역량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배순영·천현진(2010)은 소비자역량을 ‘변화

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현명하고도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잠재적, 실천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김정현

(2011)은 ‘소비자가 경제활동의 장(場)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경

제환경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소비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손지연·이경아(2014)도 소비자역량을 ‘소비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지식, 태도, 기능의 총체’



- 25 -

로 정의하였다. 또한 소비자역량은 경제활동의 장에서 소비자로서의 역

할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므로 소비환경이 변하게 되면 요구되는

소비자역량의 내용도 변화하게 된다고 하였다(손지연·이경아 2014). 오수

진·배순영(2018)은 소비자역량(consumer empowerment)을 소비자가 정

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와 시장에서의 보

호를 위한 기술과 소비자 참여를 포괄하는 다면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Nardo et al.(2011)도 ‘EU의 소비자역량지수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역량

(consumer empowerment)에 대해 소비자의 기능, 권리와 자신감,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능력, 시장이 법적 실질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능

력, 소비자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을 포괄하는 다면적인 개

념으로 보았다. 즉 역량 있는 소비자는 구매할 때 자신의 결정을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이용약관, 가격 비교, 제품 라벨), 소비자는 자신

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는 분쟁 발생 시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구제 방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소비자역량 개념에 대해 언급한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소비자역량은 아

래와 같이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소비자역량은 인지적 능력이나 기술적 능력 등 하나의 영역만

을 포함하지 않으며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다면

적인 개념이다(김시월·조향숙,2014).

둘째, 시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내용 또한 변할 수 있다. 손지연·이경아(2014). 김시월(2017)에 따르면 사

회변화에 따라 바람직한 소비자 태도, 기능, 역량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사회의 다변성 및 복잡성을 고려한 융합적 측면에서 소비자역량을 접

근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소비자역량은 개인적, 사회적 요구에 따

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시장환경, 시대 상황 등의 맥락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는 요구 지향적인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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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이기춘(1999)

개인이 다양한 소비활동의 장에서 적절하게 역할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역량 또는 능력으로서 소비자역할을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비자 지식, 소비자 태
도, 소비자 기능의 총체

한국소비자

교육지원센터

(2007)

현대 사회의 소비자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의식 및 실천
양식’을 말하며, 소비자거래역량, 소비자재무역량, 소비자주
의역량의 3가지 요소와 총체

배순영·

천현진(2010)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현명하고도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을 영위하기 위해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잠재적 실천적 능
력

Nardo et al.

(2011)

소비자역량을 ‘consumer empowerment’로 정의하였으며, 소
비자의 기능, 권리와 자신감,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능
력, 시장이 법적 실질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능력, 소비자
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을 포괄하는 다면적인
개념

김시월·

조향숙 (2014)

소비자가 자신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변화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현명하고도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위해 소비
자가 갖추어야 할 잠재적, 실천적 역량

황혜선

외(2014)

consumer empowerment 측면에서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현
명한 소비생활과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영위하
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의 총합

손지연·

이경아(2014)

소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지식 태도
실천의 총체로 소비환경이 변하게 되면 요구되는 소비자역
량의 내용도 변화하게 됨

오수진·

배순영(2018)

소비자가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소비자
의 권리와 시장에서의 보호를 위한 기술과 소비자 참여를
포괄하는 다면적 개념

<표 2-1> 소비자역량에 대한 정의



- 27 -

2. 소비자역량의 내용

1)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

소비자역량은 소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자 지식,

소비자 태도, 소비자 기능 등의 총체로서 전 생애에 걸쳐 습득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때 지식, 태도, 기능은 소비자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로

인지적 역량, 정의적 역량, 실천적 역량으로 부르기도 한다. 인지적 역량

은 소비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아우른다. 정의적 역량은 소비자

로 역할 함에 있어 지녀야 할 신념, 태도, 감정, 가치관, 자신감 등을 포

함한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역량은 실제 행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행동,

기능 등으로 주로 구매와 금전관리 영역등의 기능적 측면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지적·정의적·실천적 역량은 소비자가 시장에서 자원 획득자, 배

분자, 구매자, 처리자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능

력으로 소비자 교육은 이와 같은 소비자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기춘, 1999).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째, 소비자지식은 소비자역량을 구성하는 인지적 영역으로 경제사회에서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실, 개념

및 관념을 뜻한다(이기춘, 1999).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소비자지식의

구성내용은 주로 일반경제지식, 금전관리지식, 투자지식, 소비자 법제도

및 권리 지식, 구매지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비자권리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정보를 가진 정도 즉 실질적인 소비자지식에 해당하며(황혜선

외, 2014),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상황에 적용되는 지식은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지식을 갖춘 소비자는 현명한 의

사결정과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진정한 요구 및 잠재적인 요구에 응

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 지식수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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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여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둘째, 소비자태도는 정의적 영역으로 소비자가 특정 현상에 대해 지

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감정으로 설명되며 소비자역량에서는 소비

자 역할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박순덕, 1999). 소비자역량을 구성하는

요인 중 소비자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소비자태도이며 소비자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태도라는 측면에서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불어 태도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며 가정이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기춘, 1999).

셋째, 소비자기능은 소비자지식의 응용과 실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소비자역량 중 실천적 영역에 해당된다. Gross et al.(1980)은 소비자 기

능에 대해 지식과 정보를 응용하여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았고, 서인주(2009)는 소비자기능을

소비자가 인지한 내용이 정의적 측면을 자극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

계로 보았다. 황혜선 외(2014)는 소비자 기능을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적

절한 소비생활을 하는데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

으로 보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소비자 기능이란 예를 들어 정보를 획득

하고 사용하는 방법, 구매지불 방법, 저축방법 등과 같이 소비생활을 위

하여 소비자가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역량 구성요소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하위차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역량 구성요소의 하위차원에 대해 살

펴보기 위해 선행연구 중 특정 영역과 관련된 역량을 중점적으로 본 연

구보다는 전반적인 소비자역량을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소비자역량의 내

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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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역량의 하위차원

‘한국소비자원의 한국의 소비자역량 지수’는 전반적인 소비자역량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자역량 척도이다. 2007년 처음 개발되었을 당

시에는 소비자역량의 하위차원으로 ’재무역량‘, ’거래역량‘, ’소비자주의역

량‘에 대해 다루었다. 이후 2007년 개발한 틀을 바탕으로 일부 항목들을

수정 및 추가하여 2018년 기준으로 ’소비자 재무 역량’, ‘소비자 거래역

량’, ‘소비자 시민역량’을 하위차원으로 하여 측정하고 있다. 각 하위차원

은 지식, 실천 등과 같이 표면적으로 측정 가능한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태도(감정, 가치 등)와 같이 내재적 영역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국의 소비자역량 지표는 <표2-2>와 같이 소비자재

무역량, 소비자거래역량, 소비자시민역량을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소비자 재무역량’은 재무설계와 재무관리로 구성되며 소비자가 가

계 내에서 금전자원 배분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역할하기 위해 갖춰야 할

지식/태도/실천의 총체이다. ‘소비자 거래 역량’은 정보이해활용, 구매의

사결정, 사용분쟁 해결 영역으로 구성되며 소비자가 시장 경제 환경 내

에서 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지식/태도

/실천의 총체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시민 역량’은 권리주장과

책임수용으로 구성되며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기

대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지식 태도 실천의

총체이다(오수진·배순영, 2018).

하위차원 정의

구성요소

(문항

수)

소비자

재무

역량

재무

설계

재무설계,

수입지출 관리,

노후 설계

자신의 재무 니즈를 알

고 장단기의 재무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지식(4),

태도(4),

실천 (4)

<표2-2>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역량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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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수진·배순영(2018)

국외의 경우 대표적으로 EU의 ‘소비자역량지수(Consumer

Empowerment Index)’가 있다. EU에서는 2010년 29개국(EU 27개 회원

국과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를 포함함) 56,471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역

량지수(Consumer Empowerment Index)를 조사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

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유럽 소비자의 소비자역량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지수를 개발하였는데 해당 지수는 소비자의 기초적인 연산 및

금융 기술과 소비자 권리 및 가격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수준 그리

고 소비자 권리 주장 행동 등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갖춰야 할 능력

재무

관리

저축 및 투자,

신용카드 부채관리,

보험관리

재무계획에 따라 투자를

수행하고 부채 및 위험

을 관리하기 위해 갖춰

야 할 능력

지식(4),

태도(4),

실천(4)

소비자

거래

역량

정보

이해

활용

정보탐색 선별,

표시 정보 이해,

정보통신기술 활용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 이해 비교

하기 위해 갖춰야 할 능

력

지식(3),

태도(3),

실천(3)

구매

의사결

정

가격비교,

계약 거래 조건 비

교

품질 비교

구매대안을 비교 분석하

여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

지식(4),

태도(4),

실천 (4)

사용

분쟁

해결

분쟁해결,

안전한 사용

구매 후 소비자피해 발

생 및 문제해결을 위해

갖춰야 할 능력

지식(2),

태도(2),

실천(2)

소비자

시민

역량

권리

주장

소비자관련 법 제

도 이해,

소비자권리인식 및

권리 사용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

지식(4),

태도(4),

실천 (4)

책임

수용

윤리적 소비,

녹색소비,

소비자 참여

소비자에게 기대되는 사

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

지식(3),

태도(3),

실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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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U의 소비자역량지수는 <표2-3>과 같이 3개의 구성요소와 10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구성요소는 소비자 기능(consumer

skill), 소비자 인식(awareness of consumer legislation), 소비자 참여

(consumer engagement)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기능은 ‘소비자

의 기본 연산 능력과 금융 능력’, ‘상표 및 로고에 대한 이해 능력’이라는

하위차원을 가지며, 소비자 인식은 ‘불법적인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지식’,

‘청약철회 방법에 대한 지식’, ‘보증기간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된다. 소비

자 참여는 ‘상품에 대한 비교’, ‘거래 조건 확인’, ‘소비자 정보에 대한 관

심’, ‘긍정·부정 경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피해 구제 행동’으로

구성된다.

구성

요소
하위차원 측정 문항

소비

자

기술

기본 기능

§ 가격 비교 가능 여부(더 싼 제품 찾기)

§ 가장 높은 이자율 상품

§ 대출 이자율 계산

로고 및 상표

해석 능력

§ 식품표시에서 “지방함량”에 대한 지식

§ 식품표시에서 유통기한에 대한 지식

§ EU 로고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소비

자

법제

도에

대한

이해

불법적

상거래에 대한

지식

§ 불법 광고에 대한 지식

§ 주문하지 않은 DVD를 배송받았을 때 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 광고 가격(비행기 티켓)에 대한 지식

구매 후 청약

철회

§ 우편, 전화, 인터넷으로 주문한 제품의 청약철

회에 대한 지식

§ 자동차보험 체결 후 청약철회에 대한 지식

§ 방문판매에서 구입한 청소기의 청약철회 대한

지식

보증기간 확인 § 냉장고 보증기간에 대한 지식

소비 상품 비교 § 내구재 제품구매 시 제품 비교 행동

<표 2-3> EU의 Consumer Empowerm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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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Nardo, et al.(2011)

한편, 영국의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는

‘Consumer Engagement and Detriment survey 2014’에서 소비자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Empowerment Index를 <표2-4>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소비자역량 지수는 ‘소비자가 인지한 지식과 자신감’ 5문

항과 ‘구매 행동에 대한 반응’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100점까

지의 점수를 가진다.

자

참여

§ 지난 12개월 동안 제품 가격비교를 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단위 가격(unit price)을 살펴보았

는지

거래 조건 확인

§ 거래 용어와 조건 읽기

§ 전기, 가스 전화, 은행계좌 개설 또는 보험가입

시 거래 용어와 조건을 읽었는지, 읽지 않은 이

유는

소비자

정보에 대한

관심

§ 소비자관련 정부 부처, 기관, 관련단체명을 응

답할 수 있는지

§ 지난 1년 동안 소비자 관련 TV(라디오)프로그

램을 시청·청취한 적이 있는지

§ 지난 1년 동안 소비자로서 소비자 권리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 적이 있는지

거래후기 공유

§ 제품, 서비스, 유통업자와 제조업자에 대하여

불만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사업

자, 업체 직원 제외)에게 이를 말하였는지

§ 제품, 서비스, 유통업자, 제조업자에 대하여 긍

정적인 경험을 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업자, 업체 직원제외)에게 이를 말하였는지

피해구제 행동 § 소비자 불만을 경험했을 때 하는 행동

구성요

소
측정 문항

소비자 Ÿ ‘소비자로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표2-4> BIS의 소비자역량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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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K의 BIS ‘Consumer Engagement and Detriment survey 2014’

이밖에 소비자역량을 측정한 연구 이외에도 특정 영역의 소비자역량

지수 또는 척도를 개발한 연구들도 있다. 재무와 관련해서는 금융채무불

이행자의 재무관리역량(최현자·김정현,2010), 소비자 재무관리역량(김정

현·최현자, 2011),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정보역량(양덕순, 2016) 등이

있으며, 거래 부문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역량(유현정·주소현, 2012), 전

지식

및

자신감

Ÿ ‘소비자로서 얼마나 지식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Ÿ ‘소비자 관련 법에 따라 얼마나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Ÿ ‘판매 업체가 얼마나 공정하게 거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Ÿ ‘소비자 집행 기관의 도움과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구매

행동

Ÿ ‘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informed decision

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기능과 가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다’

Ÿ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비자로서 자신감

있고 정통한 소비자라고 생각한다’

Ÿ ‘나는 내가 잘 알고 있거나 이전에 이용해 본 적 있는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한다’

Ÿ ‘내가 필요한 정보가 어떠한 정보이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인터넷을 제일 먼저 이용한다’

Ÿ ‘나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판

매 약관을 읽어보지 않고 동의 등의 체크 표시를 한 적이 있

다’

Ÿ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

지 않다고 느낀다’

Ÿ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항상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

매하는 편이다’

Ÿ ‘지난 1년 동안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구매하지 않은 적이 있다’



- 34 -

자제품 소비자의 소비자정보역량(황혜선·김기옥, 2012) 등이 있고, 소비

자 시민성과 관련해서는 녹색소비자역량(손상희 외, 2010), 에너지 역량

(이선영·정순희, 2009), 소비자의 리콜 역량(구혜경, 2018)등이 있다.

앞서 살펴본 소비자역량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역량

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역량은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지식, 태도, 기능은 하위차원을 가지는

데, 하위차원은 연구에 따라 상이하다. 큰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하위차

원은 ‘재무관리’와 관련된 차원과 ‘거래’와 관련된 차원, ‘소비자 시민’과

관련된 차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재무관리 역량은 재무설계 및 수

입지출 관리와 부채관리, 보험 및 저축, 노후설계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거래역량은 구매 전부터 후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이다. 정

보탐색과 비교 및 불공정 광고 및 표시광고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며, 구

매의사결정 과정에서 거래 조건을 확인하고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여 합

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구매 후 사용 과정에서 안전하

게 사용하고 거래를 철회하고 분쟁발생 시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 시민역량은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이해하

고,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지향하고, 타인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소비

자 참여를 도모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비자역량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소비자의 역할인

자원의 획득과 분배, 소비, 처분에 기반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처한 시장,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역량은 주로 재무 역량, 거래 역량, 소

비자 시민역량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으나(이기춘, 1999; 한

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2007; 배순영· 천현진, 2010; Nardoet al. , 2011; 김시

월· 조향숙, 2014; 황혜선 외, 2014; 손지연· 이경아, 2014; 오수진· 배순영,

2018 등) 디지털 환경 전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소비자역할에 대한 논의

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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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디지털 역량

본 절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디지털 역량이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고찰

해보았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을 살펴보는 데

있어 디지털 역량은 어떠한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1. 디지털 역량의 개념

디지털 역량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Glister(1997)의 정의에 따르면

‘디지털 역량은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인터넷

에서 찾아낸 정보의 가치를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정보를 조합해냄으로써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으

로 보았다. 백순근 외(2008)도 디지털 역량에 대해 정보통신기술과 관련

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분석․평가․조직․창출․활용․관리하며, 정보공유를 통

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Ferrari(2012)는

디지털 역량에 대해 ‘디지털(digital)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능력으로, 정보 관리, 협력, 의사소통 및 공유, 내용과 지식 생산 및 창

출, 윤리와 책임성, 평가와 문제 해결 그리고 기술적 운영 등 디지털 정

보를 다루는 측면과 관련이 있는 영역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애화

(2015)는 디지털 역량에 대해 ‘디지털 자원을 활용해 문제와 과제를 비판

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발

휘하는 능력’으로 보았으며, 구체적으로는 ➀ 디지털 기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찾고 확인하여 정의하는 능력 ➁기초적 문서작성

능력을 넘어서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사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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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타인과 교환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

➃ 디지털 윤리의식을 가지고 디지털 신기술의 좋거나 나쁜 영향을 이해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Carretero et al.(2017)은 디지털 역량에 대해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업무 수행과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관리

하고, 협력하고, 콘텐츠를 창조하고 공유하고,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 ICT

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비판적으로

(critically), 창의적으로(creatively), 자주적으로(autonomously), 융통성

있게(flexibly), 윤리적으로(ethically) 사용할 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라고 정의하였다. 최숙영(2018)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역량의

개념에 대해 ‘디지털 사회에서 각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학습하며, 각 분야에서의 작업을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식, 태도, 스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역량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디지털 역량은 복

합적이고 다양한 요인 및 수준들로 결합 되어 있어서 학문적으로 합의되

기는 어려운 개념이다(Cartelli, 2010). 다만 디지털 역량에 대한 개념은

몇 가지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역량은 정보기술 조작 및 사용 등에 대한 지식과 이를

활용해 얻고자 하는 디지털 자료의 식별/확인/정의와 관련되며, 둘째, 디

지털 역량은 정보기술을 이용해 문제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

여 비판적으로 분석 및 판단하는 것과 관련 있다. 셋째, 디지털 역량은

목적에 맞게 새로운 정보를 제작하여 타인과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원 활용에 있어 윤리적이

고 공동체적 의식을 갖는 것과 관련된다(Ferrari 2012; 이애화, 2015;

Carretero et al. 20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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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역량의 내용

디지털 역량의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기관 또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

의하고 있다. 초기의 디지털 역량을 진단하는 연구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활용 등을 주목하여 컴퓨터, 인터넷 등

의 작동능력이나 작업 관리 능력, 정보검색 능력, 정보 수정 및 조작 능

력, 저작권 지식 능력 등의 내용을 디지털 역량을 진단하는 구성요소로

담았다(Larson, 2000).

이후 디지털 역량에서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기술(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활용(사회 및 공공 생활, 경제생활, 문화생

활 등), 의식(인지, 행태, 규범 및 윤리)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하였다(김

현성, 2004).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2012)에서

도 디지털 역량은 창의력과 혁신능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 의사결

정 능력, 의사소통능력, 협동능력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 시민의식, 개

인과 사회적 책무성, 생애발달 능력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

다. 안정임 외(2013)도 디지털 역량은 비판적 이해, 자아표현, 기술적 활

용과 공공성, 관용성, 참여성, 규범준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는 디지털 역량의 하위차원에 대해 다음 <표

2-5>와 같이 설명하였다. 첫 번째 ‘정보와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

정보, 디지털 콘텐츠의 검색 필터링 및 평가 관리역량을 가리키며, 두 번

째 ‘의사소통과 협동 역량’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상호작용, 공유, 시민참

여, 협동, 넷티켓, 디지털 아이덴티티 관리 등이 포함된 역량을 말한다.

세 번째,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역량’으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디지털

콘텐츠 통합 및 재조정, 저작권, 프로그래밍의 역량을 언급하였고, 네 번

째, ‘안전과 관련된 역량’으로 디바이스 및 개인정보 보호, 건강 및 복지,

환경 보호 등의 역량에 대해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 역량’으

로 기술적 문제해결 역량과 디지털 기술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과

관련된 역량을 언급하였다.(Ferrar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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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의 디지털 역량 구성요소 및 하위차원

정보와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정보 및 디지털 콘텐츠의 탐색/검색/필터링
데이터·정보 및 디지털 콘텐츠의 평가
데이터·정보 및 디지털 콘텐츠의 관리

의사소통과 협동 역량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상호 작용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공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시민으로서 참여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협업
Netiquette
디지털 프로파일 관리

디지털 콘텐츠 역량

디지털 콘텐츠 개발
디지털 콘텐츠 통합 및 재 창조
저작권 및 라이선스
프로그래밍

안전과 관련된 역량

장치(Device)의 보호
개인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웰빙과 안전
환경 보호

문제해결 역량

기술적 문제 해결
요구사항 및 기술적 대응에 대한 인지
창의적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디지털 역량 격차 인식

<표2- 5> European Commission의 디지털 역량

출처: Ferrari(2013)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7)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역량에 대해 다

음<표 2-6>과 같이 네 가지 차원의 구성요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디

지털 역량의 첫 번째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와 활용으로 컴퓨

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인

터넷과 네트워크, 코딩 기술 및 최신 기술 이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

는가에 대한 역량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디지털 의식 및 태도로 디지털

준법정신과 디지털 예절 및 생명 존중 의식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는 디지털 사고 능력으로 비판적인 사고, 컴퓨팅 사고, 창의적 사고

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량이다. 네 번째는 디지털 실천 역량으로 의

사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고 문제해결 능력이 있으며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역량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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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활용

정보관리

인터넷과 네트워크

코딩

최신 기술 이슈

디지털 의식·태도

생명 존중의식

디지털 준법 정신

디지털 예절

디지털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디지털 실천 역량

의사소통과 협업

문제해결

콘텐츠 창작

<표2- 6>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디지털 역량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7)

이외에도 최숙영(2018)은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에 대

해 정의하고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해당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디지털 역량에 관한 연구들을 비교·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 및 통합하여 도출하

였다. 크게 5개의 역량을 제안하였는데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디지털 시

민의식’,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의사소통과 협력’, ‘비판적 사고능력과 정

보소양’, ‘컴퓨팅 사고와 문제해결’, ‘창의 융합적 사고과 콘텐츠 창작’으

로 구성된다. 이때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디지털 시민의식’은 디지털 기

술과 사회적 영향, 디지털 정체성과 예절, 디지털 권한 자격과 소유권,

인터넷 안전과 보안에 대한 내용이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의사소통과

협력’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식과 기능적 스킬,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의사소통과 협력, 디지털 기반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판적 사고와 정보 소양’은 데이터 및 정보의 검색, 비판적 사고에 기



- 40 -

초한 정보 분석 및 평가, 정보 조작과 활용·의사결정, 정보관리 내용이

담겨있다. ‘컴퓨팅 사고와 문제해결’은 추상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알

고리즘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창의 융합적 사고와 콘

텐츠 창작’은 창의 융합적 사고에 기반한 콘텐츠 창작, 디자인 사고 기반

의 문제해결, 디지털 혁신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디지털 역량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디지털 역량의 구성요소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역량이 전제되어 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을 작동시킬 수 있으며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은 디지털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능력, 정보 처

리 능력, 관리 능력 등을 포함한다.

둘째,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과 함께 디지털 사고 능력이

포함된다. 디지털 사고 능력은 비판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더 나

아가 창의적인 사고력 등을 하위차원으로 가지며, 이는 비판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혁신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등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과 스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을 구성요소로 지닌다. 의사소통 역량은

상호작용과 토론, 정보공유 및 확산 등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며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넷째, 디지털 역량은 성숙한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윤리의식도 포함한

다. 디지털 시민 역량은 인터넷 안전과 보안, 디지털 시민 윤리 등을 하

위차원으로 가지며 이는 디지털 기술과 그로 인한 영향력을 고려할 줄

알며 디지털 환경에서 예절을 지키고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줄 아는 역

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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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디지털 소비자역량

본 절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역량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앞서 살펴본 소비자역량은 소비자에 특화된 역량이지만 소

비생활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소비자 이슈들을 포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나 미디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기술 활용 역량 위주로 다루고 있어 소비자 또는

소비 측면에서의 역량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 역량을

소비 맥락에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언급한 연구와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소비자역량을 부분적으로 살펴본 연구, 디지

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에 대한 최근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디지털 소비자역량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 소비 맥락에서 필요한 디지털 역량에 대한 논의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는 2016년 ‘The Digital Competence

Framework for Consumers’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

비자역량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앞서 살펴본 ‘디지털

역량(European Commission, 2013)’을 소비 맥락에 적용하여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역량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소비자가 디지털 시장에서 적극적이고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역할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며, 소비자역량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EC의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는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와 광고 관행

에 대한 소비자 이슈를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도출한 것으

로 디지털 시장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상품 및 거래 정보, 소비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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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커니즘, 안전한 결제 시스템과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콘

텐츠, 소비자간 거래 플랫폼 참여 등과 관련된 소비자역량에 대해 다룬

다.

디지털 소비자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올

바르게 평가하여 선택할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 기만 또는 속임수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소비자는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과 광고 관행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디지털 결제 및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데이

터 수집 및 새롭게 등장하는 공유 경제 체제에 대한 위험과 혜택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EC)의 디지털 소비자역

량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일반적인 구매 의사결정 단

계에 따라 구매 전, 구매, 구매 후 단계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을 <표

2-7>과 같이 14개의 하위차원으로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하위차원별로

지식, 태도, 기능 측면의 역량들을 210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구매 전, 구매, 구매 후 단계별로 어떤 역량에 대해 언급하였는지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매 전 단계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탐색·검색·필터링’, ‘상품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비교 및 평가’, ‘상업적

커뮤니케이션과 광고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된 디

지털 아이덴티티 및 프로파일 관리’, ‘디지털 환경에서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 역량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Brečko et al.,

2016). 구매 단계에서는 ‘구매 및 판매를 위한 디지털 마켓에서의 상호작

용’, 협력적 경제 플랫폼에 참여’, ‘디지털 수단을 통한 결제 및 재무관

리’, ‘디지털 저작권 및 라이센스에 대한 이해 및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

스의 계약에 대한 이해’, ‘소비자 프라이버시 관리’, ‘상품 및 서비스 거래

와 관련하여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

된다(Brečko et al., 2016). 구매 후 단계에서 필요한 디지털 소비자역량

은 ‘디지털 환경에서 다른 소비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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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디지털 소비자로

서 지속하여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역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C의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환경을 살아

가는 소비자는 기존의 소비자역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며, 디지털 역량을 소비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해당 체계는 개념적으로만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디지털역량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측정 가능한 척도를 제시하진

못한다. 전문가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가 갖춰야

할 디지털 역량들을 개념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출처: Brečko et al., (2016)

단계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
구성

요소

구매

전

단계

1-1. 상품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탐색·검색·필터링

지식

/

태도

/

기능

1-2. 상품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비교 및 평가

1-3. 상업적 커뮤니케이션과 광고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4. 디지털에서 아이덴티티 및 프로파일 관리

1-5. 디지털 환경에서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소비 인식

구매

단계

2-1. 구매 및 판매를 위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상호작용

2-2. 협력적 경제 플랫폼 참여

2-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결제 및 파이낸스

2-4. 디지털 저작권 및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이해

2-5. 소비자 프라이버시 관리

2-6. 디지털 시장에서의 심리적·신체적 안전

구매

후

단계

3-1. 디지털 환경에서 다른 소비자와 정보공유 및 상호작용

3-2. 디지털 환경에서의 분쟁 해결 및 소비자 권리 주장

3-3.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한계 이해 및 지속적인 역량 계발

<표 2-7> EC의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역량



- 44 -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역량에 대한 논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역량에 대해 부분적으로 논의한 연구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Gazzola et al.(2017)은 <표2-8>과 같

이 디지털 환경에서 점점 더 역동적인 경쟁과 디지털 정보 과부하로 인

해 소비자가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역량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으로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한 다양한 선택사항들을 철저히 비교 평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술

(skill)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있

어야 하며(awareness),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때 구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engagement)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온라인 소비자 기술’로 여러 제안을

비교하여 원하는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하고, 온

라인 프로모션 및 추가 제품의 세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

전에 다른 고객들의 온라인 후기를 참고하고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

기 전에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두 번째 ‘온

라인 소비자 인식’은 소비자 지침에 따른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

리를 알고 있어야 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및 비정부 단체의

법·제도와 해외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다양한 소비자 정보 원천이

있다는 것과 소비자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비자의 커뮤니티 등

에 대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온라인 소비자 참여’는 품질이

낮은 제품을 온라인 판매자에게 돌려주고 환불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한 품질이 낮은 제품은 좋은 제품으로 교

체하도록 요구하고, 보증서에 따라 품질이 나쁜 제품을 제조업체에 반환

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 참여 행동은 단순히 태도를 지니는 것 이상

의 직접적인 소비자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Gazzola et al.(2017)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역량은 Nardo et

al.(2011)이 제시한 기존 EU의 소비자역량(consumer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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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에서 논의된 구성 요소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 적용하여 제

시한 것으로 이는 기존의 소비자가 지녀야 할 기술, 인식, 참여 행동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게 수정 및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Gazzola et al. (2017)

구성요소 내용

온라인

소비자 스킬

(Online

consumer
skills)

Ÿ 나는 상품/서비스의 정보를 비교하여 원하는 조건의 제품을 온라

인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찾는다.

Ÿ 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온라인에서 할인 또는 프로모

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Ÿ 나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추가 세부 정보 등에 대해 고

객서비스 등을 통해 문의한다.

Ÿ 나는 구매하기 전에 다른 소비자의 리뷰를 읽은 후에 의사결정을

내린다.

Ÿ 나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 비용-편익 분석을 한다.

온라인

소비자 인식

(Online

consumer
awareness)

Ÿ 나는 온라인에서 판매자로서 역할 할 때 고려해야 할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알고 있다.

Ÿ 나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적용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알고 있

다.

Ÿ 나는 정부 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지침에 대해 알고 있

다.

Ÿ 나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부 등 기관의 법제도를 알고 있다.

Ÿ 나는 소비자의 권리보장에 대해 알고 있다.

Ÿ 나는 해외 구매시 적용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알고 있다.

Ÿ 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다루는 다양한 정보원천을 알고 있다.

Ÿ 나는 소비자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온라인 소비자 커뮤니티를 많

이 알고 있다.

온라인

소비자 참여

(Online

consumer

engagement)

Ÿ 나는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일 경우 온라인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한다.

Ÿ 나는 구매한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새 상품으로 교환을

요청한다.

Ÿ 나는 보증기간을 바탕으로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제조업체에

전달해 수리 또는 수선해 줄 것을 요청한다.

<표 2- 8 >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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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et al.(2011)은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으로 디지털

재화와 관련된 소비자역량을 제시하였다. 디지털재화 소비자역량은 디지

털 재화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수준과 디지털 재화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

리와 역할에 대한 태도, 디지털재화 소비와 관련된 기술 활용 능력으로

디지털재화 소비자역량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디지털 재화 소비자역량을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디

지털 재화와 관련한 정보를 탐색·비교·구매하고, 디지털 재화를 사용·관

리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재화를 소비하며, 디지털 재화 소비의

결과를 평가하여 지식기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기술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디

지털 재화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식, 태도,

기능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출처: Park et al.,(2011)

기은광(2017)도 디지털 소비자역량에 대해 언급하며 디지털 소비자역

량을 디지털 기기, 콘텐츠 구매 및 이용에 필요한 소비자로서의 지식, 태

구성요소 개념 하위차원

디지털재화

소비자 지식

디지털재화를 소비하

는 시장에서 알아야

하는 사실, 개념, 관념

- 디지털 재화에 대한 지식

- 디지털 재화 구매와 활용에 대한

지식

- 디지털 재화 관련 법에 대한 지식

디지털재화

소비자 역할

태도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비교적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 및 감정

- 디지털 소비자의 법적 권리 인식

- 디지털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 소비자 디지털 권리

디지털 재화

소비자 기능

디지털 재화 소비에의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

한 능력, 구매한 디지

털 재화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활용 능력

- 온라인 접속 및 정보탐색 능력

- 온라인 구매 및 결제 능력

- 디지털 재화의 획득 및 사용 능력

<표2- 9> 디지털 재화 소비자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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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능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디지털 소비자지식은 일반적인 앱

구매 및 사용과 관련된 지식, 디지털 소비자태도는 디지털 앱이나 콘텐

츠에 대한 이해 및 디지털 앱이나 콘텐츠로 인한 효용 또는 비효용에 대

한 사회적 시선 그리고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였다. 디지

털 소비자기능으로는 디지털 앱이나 콘텐츠 구매와 이용에 있어 부모가

가져야 할 의사결정 능력과 앱이나 콘텐츠의 활용 기술 능력을 포함시켜

살펴보았다.

Park et al.(2011)과 기은광(2017)은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

량에 주목하여 디지털 콘텐츠 이용 및 디지털 앱 구매 등을 다루고 있으

나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정의하고 척도를 구

성하였다는 점에서 디지털 소비자역량 전반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구성
요소

측정 내용

디지털
소비자
지식

Ÿ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구매할 때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로만 앱을
구매할 수 있다.(X)

Ÿ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을 빌려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를 결제하는
경우에도 미셩년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다(X)

Ÿ 무료 앱을 사용하는 중에는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X)
Ÿ 통상적으로 스마트폰 앱은 한 번 구매하면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여
러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O)

Ÿ 스마트폰 앱에도 TV 프로그램의 시청등급처럼 사용연령등급이 있다
(O)

Ÿ 백업이란 나의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X)
Ÿ 스마트폰 앱을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나의 위치 정보 ed이 앱 서비스

회사로 전송될 수 있다(O)
Ÿ 내가 검색한 정보를 구글 등 검색서비스 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다(O)
Ÿ 구매한 영화파일을 메신저를 통해 친구에게 전송하는 것을 불법적인
행위이다.(O)

디지털
소비자
태도

Ÿ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디지털 콘텐츠나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다.

Ÿ 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Ÿ 디지털 콘텐츠 스마트폰 앱은 나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디지털 Ÿ 나는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표 2- 10> 디지털 기기· 콘텐츠 구매 및 이용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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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은광(2017)

한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이전보다 똑똑하고 깐깐해진 정통한

소비자(consumer savvy)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

됨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소비자는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적극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최적의 선택을 찾아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비자로 변모할 수 있게

되었다(Nancarrow, Tinson& Brace, 2011).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구매 시 제품의 속성, 가격, 마케팅, 판매원 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

근과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소통을 통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Savvy Consumer가 되었다. 디지털 환경에 정통한 소비자는 기술적 역

량,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역량, 광고 및 마케팅 리터러시, 소비행동에

대한 자신감, 기업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6가지 차원의 특성을 지

니고 있다(Macdonald & Uncles, 2007). 구체적인 내용은 <표2-11>과

같다. 박준형(2019)도 깐깐한 소비자(Consumer savvy)라는 명칭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정통한 소비자에 대해 ‘쇼핑 상황에서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 도구와 다양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선택에 필요한 정보에 접

근,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고 해석하여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갖춘 소비자’라고 언급하였다.

소비자
기능

Ÿ 나는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Ÿ 나는 구매 전에 디지털 콘텐츠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다
Ÿ 나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선택할 수 있는 요금 부과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Ÿ 나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어려움 없이 원하는 형태로 요금을 결제
할 수 있다.

Ÿ 나는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기간을 충분히 활용한다.
Ÿ 나는 어려움 없이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고 실행할 수 있다.
Ÿ 나는 디지털 콘텐츠 실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Ÿ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를 구매 후, 결제취소나 환불요청을 스스
로 할 수 있다.

Ÿ 나는 스마트폰 앱이나 콘텐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3의 기
관을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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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savvy scale’의 경우 해당 특성들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

비자로서 지향해야 할 또는 필요한 소비자역량보다는 디지털 환경에서

똑똑한/깐깐한 소비자의 특성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디지털 소비자

역량의 내용을 포괄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온라인 네트워크 역량, 광고

리터러시, 소비행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 특성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갖춰야 할 역량의 일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Macdonald & Uncles (2007)

Consumer Savvy Scale

기술적 역량

Ÿ 주변인이 첨단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정도

Ÿ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 제품을 먼저 구입

Ÿ 도움 없이도 첨단 제품 사용방법 이해 가능

오프라인

네트워크

역량

Ÿ 잘 모르는 제품에 대한 쇼핑 시 나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을 알고 있음

Ÿ 최신 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이 존재

Ÿ 관심 분야의 신제품 소식을 알기 위해 관련 동호회나 게시판 확인

온라인

네트워크

역량

Ÿ 관심 제품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조

언을 구함

Ÿ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커뮤니티나

SNS등에 질문을 함

Ÿ 관심있는 신제품에 대한 최고의 정보원으로 온라인상에서만 만나

는 사람들이 있음

광고 및

마케팅

리터러시

Ÿ 광고 속에 나를 설득하려는 숨은 기술을 파악할 수 있음

Ÿ 마케팅 용어에 익숙함

Ÿ 광고 속의 정보를 스스로 판단해 활용할 수 있고 과장된 내용도

파악할 수 있음

소비행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

Ÿ 나의 기대에 맞지 않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항의

Ÿ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음

Ÿ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자

신감 있음

기업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Ÿ 기업들이 나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나의 개인정보

이용해도 좋음

Ÿ 특정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나에게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허용할 수 있음

Ÿ 관심을 끄는 제품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제

품에 대한 정보를 얻음

<표 2-11> 디지털 환경에 정통한 소비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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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소비자역량에 대한 최근 논의

최근 소비생활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손지연(2019)은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교육 내용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비자 시민성, 소비자 재무관리,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소비자정보의 활용과 구매의사결정,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

응으로 대영역을 구별하고 각 영역별 핵심적인 소비자교육 내용을 제안

하였다. 그중에서 소비자정보의 활용과 구매의사결정 영역에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새롭게 배워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

당 영역은 온라인화, 무인화되고 있는 소비환경에서 불편함과 어려움 없

이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화·자동화된 소비사회에 필요한 소

비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표2-12>와 같이 ‘신유형 광고와

소비자정보’, ‘소비자 비교정보의 이용방법’, ‘비대면 구매 서비스 이용방

법’, ‘구매/이용후기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손지연(2019)

소비자 정보의 활용과 구매의사결정 영역에서 필요한 소비자교육 내용

신유형 광고와

소비자 정보

- 블로그 후기, 유튜버의 동영상 등 구매 후기 정보 이용 시

주의사항

- 기만 허위 과장 광고

소비자 비교정보의

이용 방법

- 상품 표시와 소비사 정보(제품 라벨 읽기)

- 공공적 성격의 소비자정보 비교 사이트 소개

- 가격정보 웹사이트 이용방법

비대면 구매 서비스

이용 방법

- 온라인(모바일 포함) 결제를 할 때 주의사항

- 키오스크를 이용한 상품 주문 방법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선주문 서비스 이용 방법

- 온라인 택시 서비스 이용 방법

구매/이용 후기 작성

요령
- 중립적 소비자 정보로써 구매·이용 후기의 작성 방법

<표 2-12>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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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배순영(2021)은 디지털 전환기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소비자교

육의 내용 및 범위를 제시하였다. ‘제5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21년~23년)’

에서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역량 있는 소비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기 소비자역량 제고를 중요 정책 목표로 두고, 소비자

교육 체계화 및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임은정·배순영, 2021).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 맞는 소비자 교육 내용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비하려는 시

도로 아래 <표2-13>과 같이 제시하였다.

출처: 임은정·배순영(2021)

위 연구들을 통해 환경 및 사회변화에 따라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역

량은 달라질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에 대한 구체

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만 해당 연구들은 주로 디지털 환

대영역 중영역 비고

시장환경 변화와

소비 문화

- 시장환경 및 디지털 소비생활 변화

- 소비가치 및 소비문화

시장경제의 이해

및 재무관리

- 시장경제의 원리 및 체계 이해

- 소비자의 재무관리

합리적

구매의사결정과정

과 소비자정보

- 합리적 구매의사결정 과정(일반거래, 전자상

거래)

- 소비자정보의 탐색 및 활용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 비교 및 활용

온라인 정보 활

용, 정보윤리 등

소비자안전·문제

의 대응과 예방

- 소비자문제 유형 및 특성

- 소비자문제의 대응 및 관련 법 제도

- 소비자안전정보의 확인 및 활용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

문제 피해 예방

및 대응,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권리와

소비자 시민성

- 소비자 권리 책임, 지속가능소비

- 소비자참여 운동, 소비자 시민성

<표 2-13>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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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필요한 소비자교육 내용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본 연구

에서 보고자 하는 디지털 소비자역량은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

되며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하지는 못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uropean Commission(2016)의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역량 체계’는 디

지털 역량을 소비 맥락에서 살펴보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나열하고 있지만 개념적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측정 가능한 척도로 역할

하지 는 못한다. Gazzola et al.(2017)은 Nardo et al.(2011)이 제시한 기

존 EU의 소비자역량(consumer empowerment index)에서 논의된 기존

구성 요소들을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상황으로 변경하여 제시한 것으

로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이슈들을 담지 못하고 있었다.

Park et al.(2011)과 기은광(2017)은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

에 주목하여 디지털 콘텐츠 이용 및 디지털 앱 구매 등을 다루고 있으나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정의하고 척도를 구성하

였다는 점에서 디지털 소비자역량 전반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

다. 그 외 Macdonald & Uncles (2007)이 제시한 ‘Consumer savvy

scale’는 디지털 환경에 정통한 소비자의 특성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내용을 포괄하지는 못하며, 그 외 손지연(2019), 임

은정·배순영(2021)은 디지털 소비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 있지만 디지털 소비자역량이 무엇이며 어떻게 측

정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진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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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이 무엇이며, 이를 측정

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들어 실제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진단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개념 및 내용을 도출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개

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디지

털 소비자역량의 개념 및 내용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디지털 소비자

지식, 태도, 기능과 관련된 문항을 도출하여 척도 문항 pool을 구성하였

다. 척도 문항 pool에 대해 연구자가 중복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문항을 제거하고 소비자학 전문가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표면타당도를 검증하여 초기 척도 문항을 도

출하였다. 이후 예비조사를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을 정

제하고 문항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

를 통해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적 요인분석

과 신뢰도 검증, 준거 타당도 검증 등을 통해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디지

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도출하였다.

셋째,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활용하여

실제 한국 소비자의 디지털 소비자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특성

에 따라 디지털 소비자역량 수준 차이가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현황 진단을 통해 한국 소비자의 디지털 소비자역량

수준을 살펴보고, 디지털 환경에서 취약한 소비자 집단을 구별해 집단별

정보 제공 및 정책프로그램 방향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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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

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1-1. 디지털 소비자역량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1-2. 디지털 소비자역량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가?

1-3.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디지털 소비자역량 현황은 어떠한가?

2-1.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전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2-2. 소비자의 특성별 디지털 소비자역량 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55 -

제 2 절 연구방법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Churchill(1979)의 척도개발 과정을 거쳤다. 가장 먼저 구성개념

(construct)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소비자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디지털 역

량 및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역량에 대해 다룬 연구들을 분석하여 디지

털 소비자역량의 개념과 내용을 도출하였다. 이때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의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

크’(Brečko et al, 2016)와 그 밖에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논의한 연구들

(Macdonald & Uncles, 2007; Park et al. 2011; Kucuk, 2016; 구명진,

2017; 기은광, 2017; Gazzola et al., 2017 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도

출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문헌고찰, 서베이, 심층 면접 등을 통하여 초기 문항

을 추출하는 과정으로(Churchill, 1979) 디지털 소비자역량 내용을 바탕

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일차적으로 문항

pool 약 180개를 수집한 후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중복되거나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거하여 130개 문항을 도출하였다. 130개의 척도 예비 문

항 pool에 대해서는 소비자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내용타당도 검증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문항을 수정하

거나 삭제하였으며 이후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표면타당도 조사를 거쳐

다시 한번 더 문항 표현을 수정하여 86개의 척도 초기문항을 도출하였

다.

이후 척도 초기문항에 대해 20~60대의 성인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대상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항목을 정화(item purification)하는 과정과 개념적 틀과 같이 항목

이 분류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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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으며 단일차원성을 해치는 문항을 삭제하여 분석하기를 반복하

여 최적의 요인구조를 찾을 때까지 문항을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척도 초기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구성내용을 토대로 문항 수정

이 필요한 하위차원에 대해 재검토한 후 수정 보완하였다.

이어서 본조사를 실시하여 수정한 척도 문항에 대해 재차 탐색적 요

인분석을 거쳐 항목들을 정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한 요인구조

가 유효한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

였다. 이를 위해 20~60대 소비자 1,1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인

증을 받았다(IRB No. 2103/001-001).

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랜덤 1집단과 랜덤 2집단으로 나

누어 (2차)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랜덤 1집

단에 대해 (2차)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정제된 항목들은 랜덤 2집

단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

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도출된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디

지털 소비자역량 향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비생활 복지와의 관련

성을 살펴봄으로써 척도의 준거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척도를 적용하여 실제 소비자의 현황을 분석하였

다.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전반적인 수준과 하위차원별 수준을 확인하고,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여 디지털 소비자역량

교육에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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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방법 결과물
<1단계>

개념 도출
- 국내외 소비자역량 및 디지털 소비자역량 관련 선행연구 검토 ▶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개념 및 내용 도출

<2단계>

실증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 단계

-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구성내용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
▶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 초기문항 pool 도
출 (지식 44문항, 태도 41문항, 기능 45문
항 도출)

-연구자에 의해 중복되거나 적합하지 않은 문항 제거
-소비자학 전문가 검토를 통한 내용 타당도 확인
-일반 소비자 대상 표면타당도 확인

▶ 일차적으로 척도의 구성내용 확정하여 디
지털 소비자역량 척도 초기문항 선정 (지
식 24문항, 태도 26문항, 기능 33문항)

- 예비조사 실시: 20대~60대 성인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비자 조
사 실시

- 초기 척도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공통요인분석-주축요인추출법, 직접
오블리민 사용)

- Cronbach’s a를 산출하여 신뢰도 낮은 문항 제거

▶ 지식, 태도, 기능의 하위차원을 탐색
▶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초기 척도 문항 정제
(지식 14문항, 태도 14문항, 기능 17문항)

▶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 수정 및 추가

<3단계>

척도개발

- 본조사 실시: 20~60대 성인 소비자 1,135명을 대상 온라인 조사
-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
을 실시하여 하위차원 재차 확인 (랜덤 1집단 대상)

-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신뢰성 및 집중타당도(AVE 값, CR 값 도
출 통해 검증), 판별타당도 확인(랜덤 2집단 대상)

- 준거 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관관계 확인(랜덤 1집단+랜덤 2집단 대상)

▶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도 검증, 준거 타당
도 확인

▶ 디지털 소비자역량 최종 척도 도출
▶ (지식 14문항, 태도 17문항, 기능 19문항)

<4단계>

개발된 척도를

적용한 현황

진단

- 최종 도출된 척도를 바탕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 점수화
- 기술통계분석, ANOVA(사후검정 Scheffe 검정)

▶ 개발된 척도를 적용하여 디지털 소비자역
량 현황 분석(전반적 현황 및 소비자의 사
회 ·경제적 특성별 차이 분석 등)

<표 3-1> 단계별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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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척도화

제4장에서는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개념과 내용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측정 가능한 척도 문항을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일

차적으로 정제하고 최적 요인구조를 도출하였다. 이후 본조사에서 척도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여 디지털 소비자역량 최종 척도를 도출하였

다.

제 1 절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개념 및 내용

1.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개념 도출

디지털 환경에서는 소비자 역할 및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이 달라졌으

며 기존과는 다른 소비자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의 주체는 디지털 자아를 지니고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소비자로 존

재하며 소비자의 흔적은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해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

다. 소비의 대상은 유형의 재화에서 무형의 재화로 확장하였고 소비자는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무형의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

게 되었다. 디지털 콘텐츠 등과 같은 무형의 재화가 지닌 독특한 특성으

로 인해 소비자는 새로운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소비의 과정 역시 비대면 중심의 신규 거래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디

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및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와 상호작용하

는 모든 주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시민으로 역할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소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소비자

역할수행을 배우고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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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소비자역량은 시장환경에서 소비자로서 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으로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

능의 총체이다(이기춘, 1999). 소비자역량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오프라

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을 논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소비자역량은 시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

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내용 또한 변할 수 있으며 개인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손지연·이경아, 2014). 이에 디지털 환경에

서 필요한 소비자 역할 및 새로운 이슈를 포괄하는 소비자역량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역량을 다루고 있는 ‘디지

털 역량’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역량은 정보통신기

술과 관련한 능력으로, 정보 관리, 협력, 의사소통 및 공유, 콘텐츠와 지

식 생산 및 창출, 윤리와 책임성, 비판적 평가와 문제해결 그리고 기술적

운영 등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측면과 관련이 있는 역량이다(Ferrari,

2012). 디지털 역량에는 대체로 정보기술 조작 및 사용 능력, 비판적 분

석 및 문제해결 능력, 새로운 정보 제작 및 의사소통 능력, 디지털 시민

의식 등이 포함된다(Ferrari 2012; 이애화, 2015; Carretero et al. 2017

등). 선행연구에서 디지털 역량은 주로 정보기술 활용 또는 미디어 이용

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이루어져 한계가 있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도 고

려해볼 요소들이 있다. European Commission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디

지털 역량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디지털 역량을 소비 또는 소비자 맥락

에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 무엇인지에 모색해보았

다. EC(2016)는 디지털 시장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상품 및 거래 정보,

소비자 구제 매커니즘, 안전한 결제 시스템과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

호,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간 거래 플랫폼 참여 등에 있어 소비자가 갖춰

야 할 디지털 역량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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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소비 주체로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

집·활용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된 자신의 정보(쿠

키 정보, 인터넷 검색 기록 정보 등)를 관리 및 보호를 할 수 있어야 한

다. 소비 대상이 디지털 콘텐츠 이용으로 확장됨에 따라 소비자는 디지

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해 인지하고 불법적 이용을 지양하며 디지털 콘텐

츠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과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소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노출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 및 서비스를 찾아 비

교 평가한 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

자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청약철회, 분쟁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소비자는 디지털 환경의 네

트워크를 바탕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

하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로서 자신을 능동적으로 발전시

키고, 공동체와 환경을 고려한 윤리적인 소비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소비자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역할을

주체적, 합리적, 윤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으로 디

지털 소비자지식, 디지털 소비자태도, 디지털 소비자기능의 총체이

다. 즉,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ⅰ.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고,

ⅱ.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으며,

ⅲ.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있어 비판적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안전

하게 거래하며, 소비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Ⅳ.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현재와 미래의 공동

체를 고려한 소비를 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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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디지털 소비자지식‘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주체적· 합리

적·윤리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알 필요가 있는 소비자 권리와 책

임 및 사실 등을 의미하며, ’디지털 소비자태도‘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

자가 주체적· 합리적·윤리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신

념 등을 의미한다. ’디지털 소비자기능‘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주

체적· 합리적·윤리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식과 태도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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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내용 도출

디지털 소비자역량은 디지털 소비자지식, 디지털 소비자태도, 디지털

소비자기능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요소만으로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역량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으며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도 없어 특정 이슈 중심으로만 디지털 소비자역량이 편중될 가

능성이 있다.

이에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를 분류할 수 있는 하위차원을 탐

색하여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 주체, 소비 대상, 소비 과정 측면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이 무엇인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탐색하고, 디

지털 소비자역량의 개념을 토대로 재정리해보고자 하였다.

1)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하위차원

(1) 소비의 주체: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는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자동화된 수단이란 쿠키나 방문/

클릭을 기록하는 툴 등으로 이는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거래할 때 발생

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거의 모든 활동 과정과 관련된 데

이터를 수집 및 저장할 수 있다. 수집된 소비자의 데이터는 프로파일링

을 거쳐 소비자를 범주화하고 특정 범주의 소비자를 차별화하는 방식으

로 사용될 수 있어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소비자 이슈로 다뤄지

고 있다(OECD, 2018).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해 최근 캘리포

니아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프라이버시 보호법)인 CCPA(California’s

Consumer Privacy Act)를 통해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열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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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A에서 언급하는 5가지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는 다음과 같다. 우

선, ①알권리(right to know)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수

집, 판매 등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접근권(riht to access)은

사업자가 소비자에 관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특정 부분의 사본을 우편이

나 전자방식으로 전달받아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보장한다

는 것이다. ③삭제권(right to delete)은 소비자에게 사업자 서버 및 서비

스 공급자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④거부권(right to opt out)은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제3

자에 대한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⑤서비스평등권

리(right to equal servic)는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한

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절하거나 할인 또는 다른 혜

택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다른 가격이나 요금을 부과하거나 서비스의

다른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김성천, 2018).

이러한 5가지 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보호

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역량의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알권리, 접근

권, 삭제권, 거부권, 서비스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을 소비자 프라이버시

의 핵심으로 보고자 한다.

한편, European Commission(EC)의 전문가 회의에서도 디지털 환경

에서 소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보

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언급한 바 있다(Brečko et al., 2016). 소

비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EC에서 제시하는 역량은 크게 ‘디지털 환

경에서 생성된 디지털 아이덴티티 및 프로파일 관리 역량’과 ‘소비자 프

라이버시 관리역량’이 있다. 전자는 디지털 소비자로서 자신의 프로파일

이 생성되고 수정되고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을 알고, 다양한 디지털 도구

및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관리할 줄 알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디지털 ID를 만들고 관리

할 줄 아는 역량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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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목적으로 수집 및 분석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프로필(계정 등)을 관리 및 삭제할 수 있고,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

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관리역량’은 디

지털 시장환경에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관리할 줄 아는

역량으로 자신과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가 어떻게 공유되는지 등 소비자의 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되고 활용

하는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정책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 접속할 때마다 자신에 대한 정보· 구매

내역·관심사·방문기록 등을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등과 공유한다는 사

실을 인지하고,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삭제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

등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확인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에서 개

인정보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앱이나 포탈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수준

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해당 된다(Brečko et al., 2016).

결론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 활용에 대해 주체

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

비자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된 자신의 정보에 대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2) 소비의 대상: 디지털 콘텐츠 이용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는 재화의 성격이 유형에서 무형으로 변경되어 소비

자가 이용권에 대한 계약을 바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는

다. 이때 소비자는 기존의 유형의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무형의 재

화에 대한 이용권을 지니게 됨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이용권’과 관련된

소비자역량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Brečko et 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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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et al.(2011), 기은광(2017)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uropean Commission에서는 소비자가 ‘디지털 저작권 및 라이센스에

대한 이해 및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의 계약에 대한 이해 역량’을 갖춰

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 상품, 서비스와 관련된 권리

와 책임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줄 아는 것과 관련된 역량이다.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책 등) 저작권에 대해 알고 소프트웨어의 라

이센스 기간과 갱신에 대한 지식 및 불법 다운로드한 콘텐츠를 다른 사

람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법적제재를 인지하는 역량이 필요함을 언급하

였다. 또한 어떤 사이트가 불법 다운로드·스트리밍을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구입한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저작권과 계약 조건을 존중하는 태도 등이 중요하다(Brečko et al.,

2016).

Park. et al.(2011)은 디지털재화 소비자역량에 대해 디지털 재화에 대

한 일반적인 지식수준과 디지털 재화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태도, 디지털재화 소비와 관련된 기술 활용 능력으로 디지털재화

소비자역량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디지털재화 소비지식으로 디지

털 재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디지털재화의 거래와 관련된 법제도를 언

급하였으며, 디지털재화 소비자역할태도로 소비자 개인과 사업자간의 거

래에서의 소비자권리에 대한 태도와 다른 소비자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

및 활용에 대한 태도를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디지털재화 소비기능은 디

지털재화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디지털재화에 대한 정보를

탐색 및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술, 디지털재화를 실제로 거래하고 획득

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하였다.

기은광(2017)도 디지털 기기, 콘텐츠 구매 및 이용에 필요한 소비자역

량을 제시하였다. 주로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로서 갖춰야 할 디지털 소

비자지식, 태도, 기능을 언급하였다. 이때 디지털 소비자지식은 일반적인

앱 구매 및 사용과 관련된 지식을 가리키며, 디지털 소비자태도는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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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앱이나 콘텐츠에 대한 이해 및 디지털 앱이나 콘텐츠로 인한 효용 또

는 비효용에 대한 사회적 시선 그리고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제

시하였다. 디지털 소비자기능으로는 디지털 앱이나 콘텐츠 구매와 이용

에 있어 부모가 가져야 할 의사결정 능력과 앱이나 콘텐츠의 활용 기술

능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과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역량이 요구된다.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과 저작

권 및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계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

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를 인식하고 그에 맞게 실질적으로 행

동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3) 소비의 과정: 비판적 정보 평가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는 수많은 상업적 커뮤니케이션(광고 및 마케팅)이 소

비자를 둘러싸고 있다.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노출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정보는 TV나 라디오 매체에 비해 광

고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닌다. 특히 오늘날 소셜미

디어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었는데 소

셜미디어의 네이티브 애드(Native Ad)는 콘텐츠 속에 광고가 녹아 있어

소비자들은 광고인지 콘텐츠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또한 진정한 소비

자 경험 및 후기와 기업의 후원을 받은 상업적 목적으로 게시된 소비자

후기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사용자 후기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였으나 최근에는 ‘변장한 광고’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그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Fielder et al.

2016).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상업적 커뮤니케이션과 그렇지

않은 정보를 식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구명진(2017)은 디지털 환경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자가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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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모바일광

고리터러시 척도’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소비자 모바일광고리터러시는

‘정보차원의 광고리터러시’, ‘효용·비용차원의 광고리터러시’, ‘기술차원의

광고리터러시’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 중 정보차원의 광고리터러

시는 ‘광고와 콘텐츠의 구분 능력, 광고내용 이해능력, 광고기만성 판별

능력, 광고관련 정보탐색능력, 광고관련 소비자문제 대처지식, 광고발신·

관리주체 인지능력’에 대한 것이다. 기술 차원의 광고리터러시는 ‘광고노

출가능성에 대한 사전인지능력, 기술적 조작능력(혜택활용), 기술적 조작

능력(비용회피), 신기술 광고 사기유형 인지능력’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Macdonald & Uncles(2007)가 디지털 환경에 정통한 소비자

(Savvy Consumer)에 대한 척도를 도출하면서도 언급된 마케팅 및 광고

리터러시 역량과 유사하다. 해당 역량은 광고 속에 소비자를 설득하려는

숨은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지와 디지털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용

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광고 속의 정보를 스스로 판단해 활

용할 수 있으며 과장된 내용에 대해서도 식별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역

량이다.

Kucuk(2016)은 디지털 환경에서 변화된 소비자 권리 중 하나로 온라

인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권리를 언급한 바 있다. 인터

넷에서 제공되는 상당한 정보는 기업의 후원을 받거나 조직적으로 구전

(word of mouth)을 생성하여 홍보된 기만적인 정보인 경우가 있다. 그

러나 소비자는 이처럼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품질인 낮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소비자는 온라인 리뷰, SNS 등에서 기업의 후

원을 받은 정보인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등을 선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European Commission에서도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한 부분으로 ‘상업

적 커뮤니케이션과 광고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역량’을 언급하였다. 이는

정보탐색· 비교· 평가와는 조금 다르게 디지털 환경에서 마케팅이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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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행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구별 능력에 대한 것이다. 즉 디지털 환

경에서 다양한 마케팅 및 광고 방법과 활동에 대해 인식하고(예시: 기업

스폰 받은 소비자 리뷰에 대한 인지, 임베디드 광고 기법 이해 등), 비판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예시: 디지털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

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 및 타겟 광고에 대한 비판적 태도 등)으로 광

고 및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에 대해 구별해낼 수 있는 역량(예시: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을

구별하고 원치 않은 광고 수신거부 등)을 의미한다(Brečko et al., 2016).

결론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상업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즉 고도

화된 온라인 마케팅 및 광고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소비자

를 설득하려는 숨은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상업적 커뮤니케이

션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식

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4) 소비의 과정: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역량

소비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탐색하여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 결

정을 내린 후 실제 디지털 수단을 통해 결제하는 과정까지를 디지털 환

경에서의 거래로 보고자 한다. 즉 소비자가 디지털 환경의 수많은 상품

및 서비스 정보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골라내 가격, 품질, 거래의 신뢰

성을 비교 평가하여 의사결정을 내린 후 디지털 결제까지 진행하는 과정

전반을 포함하고자 한다.

Gazzola et al.(2017)은 ‘온라인 소비자 기술 역량’을 언급하면서 디지

털 환경에서 구매 시 다음의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온라인에

서 여러 제안을 비교하여 원하는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온라인 할인 및 프로모션을 확인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제품의 세부 사항 등을 온라인 고객서비스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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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구매 전에 다른 고객들의 온라인 후기를 참고하여 의사결정

을 내리며,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European Commission의 소비자가 갖춰야 할 디지털 역량으로 다음

의 것들을 제안한 바 있다. 첫 번째 ‘상품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탐색·

검색·필터링 역량’으로, 해당 역량은 상품, 서비스, 거래 옵션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

여 정보에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Brečko et al., 2016).

예를 들어 지식 측면에서 ‘검색 엔진 결과가 중립적이지 않으며 마케팅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것을 인지하고, 온라인 쇼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이나 포털을 아는 것’이 필요하며, 기능 측면에서는 ‘더 나은 결

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검색 엔진을 사용할 줄 알고, 검색에 따라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며, 첫 페이지 이후의 검색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스

킬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 정보검색에 대한 적극적 태

도, 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디지털 시장이 제공하는 자극에

저항하려는 태도’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Brečko et al., 2016).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이후에는 ‘상품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비교

및 평가 역량’이 필요하다. 이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정보 원

천의 신뢰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예시:소비자간 정

보 공유 사이트 및 판매자 신뢰성 확인 방법 인지, 가격비교도구의 마케

팅 영향 인지 등),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술(예시: 검색기록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push된 정보 평가 및 다양한 소스에서 가격, 품질 조건 등을 비교, 검색

결과 순위 기본 설정 변경 등), 여러 옵션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

한 태도(예시: 다양한 판매자 제안을 비교 검토하는 것에 대한 가치 및

디폴트 셋팅에 대한 태도 등)와 관련된 역량이다(Brečko et al., 2016).

정보를 수집 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디지털 수단을 통한

결제 및 금융역량’이 요구된다. 해당 역량은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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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하고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를 통한

결제 방식을 알고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액세스 장치

(예: 인증 도구)를 사용하여 디지털 결제 서비스(예: 은행, PayPal)를 안

전하게 사용 가능, 온라인으로 결제/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했을 경우 지

불에 이의를 제기하고 변제를 받을 수 있음, 결제방식이 상품의 자동 반

복 구매 또는 자동 계약 또는 가입 갱신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디지털 거래에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보

안 대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지니는 것

등을 의미한다(Brečko et al., 2016).

한편, 디지털 환경에서는 소비자가 구매자이자 판매자로서도 역할 할

수 있으며(OECD,2016), 이로 인해 소비자가 소비자간 거래(개인 간 거

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거래

에서 요구되는 역량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개인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판매

자의 신뢰도나 거래 자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Brečko

et al., 2016).

정리해보면,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거래 과정에 있어 다음과 같

은 역량이 요구된다. 디지털 환경에서 상품 및 서비스 거래시 정보탐색-

비교평가-결제까지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

과 관련된 지식 및 신념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상품 및 서비스 가격과 품질을 탐색·비교·평가하여 구매하고 안

전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5) 소비의 과정: 디지털 소비자문제 해결 역량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개인 간 거래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국경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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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소비자 문제해결이 기존

의 오프라인 맥락에서의 소비자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자상거래에

서 소비자권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온라인 환경

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와 관련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도 중요하다(Fielder et al. 2016). 또한 온라인 환경이라는 특성 자체가

오프라인에서의 분쟁과 다른 특징을 갖는 경우도 많다. 이에 온라인 상

거래와 관련해서 소비자보호법을 이해하고 소비자 권리에 대한 정보를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Gazzola et al.(2017)은 ‘온라인 소비자 인식 역량’을 언급하면서 온라

인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리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인식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는 국

경을 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해외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알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한 역량으로 고려하였다. ‘온라인 소비자

참여 역량’도 언급하였는데 이는 직접적인 소비자 행동으로 품질이 낮은

제품을 온라인 판매자에게 돌려주고 환불 또는 취소를 요구하고, 품질이

낮은 제품을 교환하거나 제조업체에 수리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소비자

행동 역량을 의미한다.

EC(2016)에서는 디지털 소비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알고, 소비자 문제

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행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권

리주장’역량을 언급하였다. 이는 국가마다 온라인 소비자 보호 제도가 다

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온라인 구매에만 적용되는 특정 소비자 권

리를 알고 있어야 하며 분쟁 해결 방법과 취소 환불 규정과 관련된 지식

역량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디지털 소비자 권리와 구제에 대한 편중 되

지 않은 조언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며 실제 환불 및 취소를 할 수 있도

록 절차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온라인상에서 구매 후 불만

이 있는 경우 AS 또는 환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중요

성과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Brečko et al., 2016). 또한 개인간

거래 등에서 소비자 권리(예: 구매취소 권리)가 일반적인 판매자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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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Brečko et al., 2016).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디지털 시장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이해하고 사전에 문제를 예

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와 관련된 문제 발

생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6) 소비의 과정: 디지털 소비자시민역량

소비자시민역량은 소비자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환경 및 세계를 생

각하는 윤리의식과 참여행동이다(김정은·이기춘, 2008). 네트워크를 바탕

으로 소비자간 거대한 연대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

러한 소비자시민역량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EC(2016)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갖춰야 할 소비자시민역량으로 소비

자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환경까지 고려한 의식 있는 소비를

실천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디지털 시장에서 타인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

이고 주체적인 소비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부단히 향상시

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Brečko et al., 201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소비자시민역량 중 하나는 첫째, ‘디지

털 환경에서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소비’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소비

자로서의 행동이 공동체와 사회 및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이해하고 사회적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역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소비자로서

의 행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디지털 기

기들의 재활용 방법을 인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지속 가능

한 소비를 시행하거나 지속 가능 소비를 온라인을 통해 지지하고 행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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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대한 태도 등이 해당 역량과 관련이 있다(Brečko et al., 2016).

둘째,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정보공유 역량’은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리뷰, 지식, 조언 및 경험 등을 다른 소비자와 공유할 줄 아는 역량으로

소비자들이 주체가 되어 제품 및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 등을 운영하거나 소셜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소

비자간 경험을 공유하고,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rating 서비스 등을 통해

다른 소비자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하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

비자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의 이점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Macdonald & Uncles(2007)이 제시했던 온라인 네트워크 역량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디지털에 정통한 소비자 특성 중 하나로 인터넷 커뮤

니티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커뮤니티나 SNS 등에 질문하고 정보를 공유할 줄 아는 것을 제시하

였다.

셋째, ‘디지털 소비자로서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한계를 이해하고 지속

적으로 역량을 계발하려는 자세’도 요구된다. 이는 디지털 시장이 소비자

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회와 위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장 발전에 따라 소비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업그레이

드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Brečko et al., 2016). 디지털 시장에서 제공

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디지털 역량을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 노

력하고 디지털 시장의 새로운 관행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도하려는 태도

와 실제 이행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은 디지털 소비

자로서의 행동이 공동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지속가능한 소비

를 추구하며, 디지털 시장에서 다른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주체

적으로 활동하고, 디지털 시장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고

디지털 소비자로서 역량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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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내용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와 위에서 탐색한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하위차원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4-1>과 같다. 디지털 소비자역

량은 디지털 소비자지식, 디지털 소비자태도, 디지털 소비자기능을 구성

요소로 하며, 각각의 구성요소는 비판적 정보평가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의 거래 역량, 디지털 소비자문제해결 역량, 디지털 소비자시민 역량, 디

지털 콘텐츠 이용 역량,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이라는 6가지 하위

차원을 지닌다. 디지털 소비자역량 구성요소의 여섯 가지 하위차원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비판적 정보평가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다양한 유형의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 및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이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광고와 진정한 소비자 원천 정보

의 구별이 매우 모호해짐에 따라 정보를 보다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선별

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한 마케팅 및

광고 관행을 알고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상업적 목적의 콘텐츠형 광고와 정보제공 목적의 콘텐츠를 구별하여 정

보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 태도, 기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의 네이티브 광고 기법을 이해하고(지식), 기업 후원을 받

은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태

도), 정보 목적의 콘텐츠와 광고 목적의 콘텐츠를 구별할 수 있는 것(기

능) 등이 해당한다.

둘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상

품 및 서비스를 거래(정보탐색-비교평가-구매 결정-결제)하는 과정에 디

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비교·평가하여 안전하게 디지털

결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이다. 즉 디지털 환경의 수많은 상품 및 서비스

정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의 정보를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탐색·

검색·필터링할 수 있으며, 가격·품질·거래의 신뢰성을 비교 평가하여 합



- 75 -

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후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지식, 태도, 기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한 결제 방법에 대해 알고(지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

등에서 거래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태도), 합리적

인 구매를 위해 다양한 사이트와 앱을 활용해 옵션을 비교할 수 있는 것

(기능) 등이 해당한다.

셋째,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소비자 문제(ex. 청약 철회, 피해보상, 안전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이해하고 분쟁 해결 및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 태도, 기능을 의미한다. 디지털 환

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간 거래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국경을 넘는 해

외구매가 성행하는 등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나타났다.

이러한 디지털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는 기존의 소비자 문제와 다른

특성을 보여 소비자 권리와 법·제도를 사전에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과 취소 환불 규정을 알고

(지식),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태도),

실제 지식을 적용해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문

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기능) 등이 해당한다.

넷째, 디지털 소비자시민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를 고려한 소비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역량’이다. 이는 디지털 소비자로서의 행동이 공동

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로서 윤리적인

소비를 추구하고, 디지털 시장에서 다른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시장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기회와 위험에

관심을 두고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로서 역량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지식, 태도, 기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환경에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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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소비 방법을 알고(지식), 디지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생하기 위해 다른 소비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태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로서 자신

의 역량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해 정보를 얻거나 교육을 받는 노력을 하

는 행동(기능)이 해당한다.

다섯째, 디지털 콘텐츠 이용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디지

털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으로 디지털 콘텐츠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에 대해 인지하고 불법적 이용을 지양하며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이행

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화의 성격이 유형에서 무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는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을 갖게 되었으며, 디지털 콘텐츠 자체의

특성(ex. 복제 가능성, 무체성, 복제 시 무비용적 특성 등)으로 인해 소

비자가 새롭게 갖춰야 할 역량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 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 또는 이용권 계약 방식 등에

대해 인지하고(지식), 불법적 이용 및 구매를 지양하려는 신념을 갖고(태

도), 디지털 콘텐츠 이용 계약 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기능)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가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

는 역량’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에 대해 이해하고, 소비자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된 자신의 정보를 관리 및 보호를 할 수 있는 역량

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

하고 활용하는지 등에 대해 인지하고(지식),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소

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를 보호하는 것에 대

한 중요성을 인식하며(태도), 실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된 자신의 정보

에 대해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것(기능)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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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하위차원

디지털 소비자지식 디지털 소비자태도 디지털 소비자기능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주체적·합리
적·윤리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알
필요가 있는 소비자 권리와 책임 및 사
실 등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주체적·합리
적·윤리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
져야 하는 신념 등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주체적·합리
적·윤리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
식과 태도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능
력 정도

비판적 정보평가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정보 및 방법 등과
관련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지식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새로운 유형의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정
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신뢰할 수 있
는 정보를 선별해 낼 수 있는 것과 관련
된 신념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새로운 유형의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정
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신뢰할 수 있
는 정보를 선별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
스를 거래(정보탐색-비교평가-구매 결정
및 결제)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지식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
스를 거래하는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비교·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디지털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신념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
스를 거래(정보탐색-비교평가-구매 결정
및 결제)하는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비교·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디지털 결제

디지털

소비자문제 해결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권리 및 책임
(ex. 청약 철회, 피해보상, 안전 등)과 관
련하여 소비자가 알아야 할 지식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소비자 문제(ex. 청약 철
회, 피해보상, 안전 등)에 대해 주도적으
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신념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소비자 문제에 대해 주도
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디지털 소비자시민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
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현재와 미
래의 공동체를 고려한 소비를 추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
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현재와 미
래의 공동체를 고려한 소비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신념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
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현재와 미
래의 공동체를 고려한 소비를 추구

디지털 콘텐츠 이용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
츠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권리와 책임
을 이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
츠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권리와 책임
을 이행하기 위해 가져야 할 신념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해 인지하고
불법적 이용을 지양하며 소비자의 권리
와 책임을 이행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자신과 관련
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체
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자신과 관련
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체
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 가져야 할 소비
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신념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자신과 관련
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체
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 수행해야 할 정
보 보호 및 관리 행동

<표 4-1>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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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소비자역량은 소비자역량과 디지털 역량을 토대로 도출되

었다는 점에서 소비자역량과 디지털 역량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비판적 정보평가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역량, 디

지털 소비자문제해결 역량, 디지털 소비자시민 역량’은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자역량을 토대로 디지털 맥락에 맞게 수정된 역량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소비자역량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충분히 탐색하고

표시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비교·평가한 후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량이

중요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기본으로 하되 앞서 살펴

본 소비환경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난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된 역량이 필요하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수많은 정보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디지털 역량

중 비판적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이 더해졌다. 이로

인해 디지털 소비자역량 중 ‘비판적 정보평가 역량’은 소비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노출되는 다양한 상업적 커뮤니케이션(광고 및 마케팅 등)에

대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전환되었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이나 디지털 콘텐츠 이용역량은 디지털

역량으로 논의되었지만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소비자역량으로 논

의가 필요해진 역량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시장은 오프라인의 전통적

인 소비 시장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소비자가 새로운 디지

털 시장의 매커니즘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형 재화의 거래가 상당히 늘어났고, 소비자의 정보

가 금전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이용권에 대한 계약시 소비

자의 권리 및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새로

운 역량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에 소비자의

정보가 무수히 많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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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디지털 자아와 관련된 정보(IP정보, 쿠키정보, 검색기록 정보 등)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새롭게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디지털 소비자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중심으로 소비자역량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

으로 논의된 소비자역량과 다르다. 예를 들어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생활

을 영위하는 소비자는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고 소비자간 거래가 활발

해지면서 새로운 소비자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비대면 거래에서는 거

래의 신뢰성(판매자 신뢰성, 사기·모조품 거래 등 거래 자체의 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소비자간 거래를 통

해 구매할 경우 소비자 권리 보호 등이 달라진다는 점 등의 이슈들이 있

다. 이렇게 디지털 소비자역량에서는 소비자역량과 비교해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이슈를 중심으로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필요한 역량을 다루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소비생활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이용과 소

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등은 소비생활에 있어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되었다. 이에 디지털 소비자역량에서는 기존의 소비자역량과는 달리 디

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를 재정리하여 새롭게 필요

한 역량들이 포함되었다.

셋째, 디지털 소비자역량은 디지털 역량과 비교하여 디지털 정보 및

기술을 조작/활용하는 측면이 아닌 소비 맥락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

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디지털 역량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정보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비판적 문제해결

능력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타인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 그

리고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과 관련된 능력이 일부 디지털 소비자역량

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디지털 역량과는 달리 ‘디지털 시장환경에서의

소비과정(탐색·구매·이용·관리·처분)’과 관련된 ‘소비자 이슈’들을 중점적

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역량에서

다루는 데이터 조작 및 정보를 관리하는 역량이나 디지털 콘텐츠를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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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프로그래밍하는 역량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조작 및 창작 역량들

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디지털 콘텐츠 이용역량’의 경우 디

지털 역량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재창조하는 등의

역량이 중요하다면 디지털 소비자역량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저작권 보호 등의 소비자 책임과 이용 및 계약에 있어 소비

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과 관련된 역량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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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 구성

본 절에서는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Churchill(1979)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개념적으

로 제시한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와 하위차원을 바탕으로 척도

문항을 구성하고, 척도의 내용 타당도 및 표면 타당도를 검토하여 정제

한 후 디지털 소비자역량 초기문항을 도출하였다.

1.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 초기문항 추출

1) 척도 문항 pool 추출

앞서 제시한 디지털 소비자역량 구성요소와 하위차원을 바탕으로 선

행연구에서 언급된 문항들을 수집하여 문항 pool을 구성하였다.

European Commission에서 제시한 디지털 소비자역량 사례들을 측정 가

능한 항목으로 재구성하고, 국내 법·제도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였다. 또

한 한국소비자원의 ‘2018 한국의 소비자역량지표’와 ‘EU의 소비자역량지

수’, Park, et al. (2011)의 ‘디지털 재화 소비자역량 지표’, 구명진(2017)의

‘소비자 모바일광고 역량 척도’, Gazzola et al.(2017)의 ‘온라인 소비자역

량’, Macdonald & Uncles(2007)의 ‘Consumer Savvy Scale’ 등의 선행연

구에서 제시한 척도 문항을 참고하여 문항 pool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제시한 디지털 소비자역량 구성요소와 하위차원을 바탕으로

측정항목을 수집하는 것을 통해 최대한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간과하는 항목이 없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문항 pool은 180여개의 문항들을 담고 있으며 해당 문

항들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내용으로 수정하고, 지식·태도·기능 구성요

소별로 하위차원을 분류하여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중복되거나 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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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문항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쳐 측정 가능한 문항으로 정제하였다.

이로써 디지털 소비자지식 44 문항, 디지털 소비자태도 41문항, 디지털

소비자기능 45 문항 총 130문항의 ‘척도 예비문항 pool’을 구성하였다.

해당 척도 예비문항 pool은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구성

요소
하위차원 내용 참고문헌

디지털

소비자

지식

·

디지털

소비자

태도

·

디지털

소비자

기능

비판적

정보평가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다양
한 유형의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비판
적으로 평가 및 선별할 수 있는 역량

구명진(2017),
Brečko et
al.(2016),

Kucuk(2016)
Macdonald &
Uncles(2007)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정보탐색-비교평가-구매 결정 및 결제)
하는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비교·평가하여 안전하게 디지털 결
제를 할 수 있는 역량

Gazzola et
al.(2017)
Brečko et
al.(2016),

황혜선·김기옥
(2012)

디지털

소비자문제

해결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권리 및 책임에 대
해 이해하고 소비자 문제(ex. 청약 철회, 피
해보상, 안전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Gazzola et
al.(2017)
Brečko et
al.(2016),

디지털

소비자시민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현재와 미래의 공동
체를 고려한 소비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역량

Brečko et
al.(2016),

Macdonald &
Uncles(2007)

디지털

콘텐츠

이용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

기은광(2017),
Brečko et
al.(2016),
Park. et
al.(2011)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자신과 관련된 데
이터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

Brečko et
al.(2016),

Kucuk(2016)

<표 4-2> 척도 예비문항 pool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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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척도의 내용 타당도 및 표면 타당도 검토

소비자 조사를 통해 하위차원을 확인하고 정제하기 전에 1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척도 예비 문항 pool을 바탕으로 내용타당도와 표면타당

도를 거쳐 ‘척도 초기문항’을 선정하였다.

내용타당도는 측정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대표하

는지 정도를 평가하는 것(Crocker & Algina, 1986)으로 내용타당도 검토

는 측정하려는 내용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해 전문

가들이 문항을 보고 문항이 측정내용을 잘 포괄하는지 평가하는 방법이

다. 내용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2020년 9월 20일부터 2020년 10월 05

일까지 소비자학 박사 학위 소지자 5인에게 문항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받

았다. 내용타당도 검토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전문가 의견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전문가를 통한 내용타당도 검토는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구성하는

각 문항들이 내용 측면과 형식 측면에서 적합한지를 중심으로 검증 받았

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차원들의 구분

이 적절한지, 차원의 명칭이 명확한지, 하위차원에 포함된 항목들이 해당

차원들을 적절하게 나타내는지,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해당 문항으로 적

절한지’ 등 구성의 적절성과 측정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

루어졌다.

전문가 검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먼저 디지

털 소비자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 및 하위차원 내용을 전문가에게 설명

한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한

사람 당 90분 가량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우선,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

를 구성하는 하위차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복된 내용이

있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문항이라고 언급된 문항들은 연구자의 재검토

를 통해 제거하거나 수정하였다. 또한 연구자 2인 이상이 해당 역량보다

다른 역량 문항으로 연관도가 높다고 언급한 문항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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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항을 검토하여 다른 역량 문항으로 변경하거나 문항 내용을 수정

하였다. 이 외에도 간과된 문항으로 언급된 내용 및 새롭게 제안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기존 문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으로 문항을 수정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디지털 소비자지식 24문항, 디지털 소비자태

도 29문항, 디지털 소비자 실천 33문항의 총 86문항이 도출되었다.

이후 설문 문항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다소 난해한 표현을

수정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표면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20대에서 60대 소비자 8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20일~ 10월 30일까

지 사전설문을 실시하여 난해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

로 수정하였다.

3)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 초기문항 도출

척도 문항 pool에서 소비자학 전문가 6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 의견

을 받은 후 연구자가 문항을 재정리하고 수정 보완하였으며, 일반 소비

자를 대상으로 표면타당도를 검토하여 문항 내용 표현을 수정하여 도출

하였다. 그 결과 아래 제시된 표와 같이 디지털 소비자지식, 태도, 기능

척도 초기문항이 도출되었다.

디지털 소비자지식은 <표4-3>과 같다. 디지털 소비자 지식 초기문항

은 비판적 정보평가 지식 4문항,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지식 5문항, 디

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지식 5문항, 디지털 소비자 시민 지식 3문항, 디지

털 콘텐츠 이용 지식 3문항,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지식 4문항으로 구

성된다.

하위

차원
No 디지털 소비자지식 초기문항

비판적
정보
평가

A01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나의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방문한 사이트 등에 대한 정

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이루어진다.

A02 무료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마케팅 및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대가로

< 표 4-3 > 디지털 소비자지식 척도 초기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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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A03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협찬받은 후기를 순수한 소비자 후기처럼 게시하거

나 광고를 광고로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A04
소셜미디어상에서의 네이티브 광고는 해당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형식으로 제

작되어 광고와 콘텐츠를 구분하기 어렵다.

디지털
환경에
서의
거래

A05
검색 엔진(네이버/다음/구글 등)에 따라 제품·서비스의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

올 수 있다.

A06
가격비교 사이트의 검색 결과는 기본적으로 모든 비용(가격, 배송비, 설치 및

조립비 등 모두 포함)이 포함된 총금액을 비교하지는 않는다.

A07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 후 인터넷에 올리는 소비자 후기는 모두 객관적인

소비자 정보이다.

A08

에스크로(Escrow)제도는 온라인 판매자의 결제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이다.

A09
인터넷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할경우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

이 안전하다.

디지털
소비자
문제
해결

A10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 할 수 있

다.

A11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A12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불가’ 또는 ‘흰색 상품 환불 불가’

등과 같은 반품 불가 규정을 제시할 경우 반품할 수 없다.

A13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 및 권리가 적용되지 않

는 경우가 있다.

A14
해외에서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 국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제품도 해외직

구,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다.

디지털
소비자
시민

A15
디지털 기술 발달은 소비자간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소비자간 거래도 활발하게 하였다.

A16
일상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 데이터 전송 등도 소비, 사용, 처분 등의 과

정에서 상당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A17
온라인 쇼핑, 택배, 배달 등의 증가는 지속가능 소비 측면에서 지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

A18
내가 구매한 영화 파일을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법적

인 행위이다.

A19
미리듣기/미리보기를 제공하는 음원, 영상 등은 내려받기(다운로드)를 한 후에

는 환불이 불가하다.

A20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결제한 경우 원

칙적으로 취소 할 수 있다.

소비자
프라이
버시
보호

A21
인터넷에서 내가 검색한 정보 또는 자동생성 되는 정보(IP주소, 쿠키 등)를 인
터넷서비스 회사(구글 등)에서 수집할 수 있다 (O)

A22
쿠키(Cookie)정보는 내가 방문한 온라인 사이트, 검색기록 등을 기록할 수 있
다 (O)

A23
개인정보보호정책 또는 이용약관에 ‘동의함’을 클릭하는 것은 ‘나의 개인정보
가 제3자에게 공유 및 판매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
용될 수 있다 (O)

A24
인터넷에 올린 나의 정보는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완전히 삭제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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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비자태도 초기문항은 <표4-4>와 같다. 디지털 소비자태도

초기문항은 비판적 정보평가 태도 5문항,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태도

4문항,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태도 5문항, 디지털 소비자 시민 태도 6

문항, 디지털 콘텐츠 이용 태도 3문항,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태도 3문

항으로 구성된다.

하위

차원
No 디지털 소비자태도 초기문항

비판적
정보
평가

B01 인터넷의 소비자 후기를 모두 믿어서는 안 된다.

B02
가격비교사이트나 쇼핑 앱(몰)에서 제공하는 순위 정보를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된다.
B03 광고 이외의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구매 결정을 해야 한다.
B04 온라인 맞춤형 광고 및 마케팅은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한다.

B05
인터넷에 명확하게 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광고 영상 및 이미지 등을 올리면

안 된다.

디지털
환경에
서의
거래

B06 구매 전에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B07
필요한 경우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판매자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

다.

B08
온라인 플랫폼(예: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믿을

수 있는 거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B09 온라인 금융거래 및 결제 시 보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소비자
문제
해결

B10
해외직구,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때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B11 인터넷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충동적으로 구매하면 안 된다.
B12 온라인 쇼핑 피해 예방 및 대처방법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B13
인터넷으로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는 경우 판매자에게 적극적으

로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해야 된다.
B14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법 및 권리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디지털
소비자
시민

B15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이 서로 정보를 많이 공유할수록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

될 수 있다.

B16
다른 소비자들을 위해 인터넷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후기 정보를 공

유하는 것이 좋다.

B17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새로운 온라인 쇼핑 방법 및 서비스를 배우고 익히는 것

은 중요하다.

B18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르면서도 소비자로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각

심을 가져야 한다.

B19
온라인을 통해 재활용 및 중고거래를 실천하는 등 환경을 위한 소비를 실천하

는 것이 필요하다.

B20
SNS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를 지향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 B21 디지털 콘텐츠(영화, 음악, e-book 등)의 저작권 보호는 중요하다.

< 표 4-4 > 디지털 소비자태도 척도 초기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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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비자기능 초기문항은 <표4-5>와 같다. 디지털 소비자기능

초기문항은 비판적 정보평가 기능 3문항,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기능

9문항,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기능 4문항, 디지털 소비자 시민 기능 9

문항, 디지털 콘텐츠 이용 기능 3문항,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 5문

항으로 구성된다.

콘텐츠
이용

B22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불법복제사이트(해적사이트)를 이용하면 안

된다.

B23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

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
프라이
버시
보호

B24
나는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 시 제공한 정보, 검색 및 이용 내역 등이 나의 동

의 없이 수집/저장/공유/분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B25

나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이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라면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검색기록, 위치정보, 프로필 정보 등)를 동의 없이

수집 및 축적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B26
나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혜택(개인화된 추천, 자동완성

양식 제공 등)보다 위험(프로파일링, 광고 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하위

차원
No 디지털 소비자기능 초기 문항

비판적
정보
평가

C01
나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소비자 후기가 기업 후원을 받은

정보인지 아닌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C02
나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게시물이 순수한 콘텐츠(정보제

공 목적)인지 광고(홍보 및 판매 목적)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다.
C03 나는 소셜미디어 광고 속 정보가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평가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
서의
거래

C04
나는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검색조건을 변경(필터링)하여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C05
나는 다양한 사이트와 앱을 활용하여 여러 판매자의 조건(가격과 품질 등)을 충

분히 비교한 후 구매한다.

C06
나는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의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사업자 정보, 고객 게시판 등을 별도로 확인한다.

C07
나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상세정보, 거래조건, 원치 않는 옵션 포함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C08 나는 인터넷에서 내게 가장 적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찾아 구매할 수 있다.
C09 나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 및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중고거래 등을 할 수 있다.

C10
나는 개인간 거래 시 판매자 및 판매 조건이 믿을 수 있는지 거래 후기 등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한 후 거래한다.
C11 나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결제 및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12 나는 스마트폰에 나의 금융정보를 함부로 저장하지 않는다.

< 표 4-5 > 디지털 소비자기능 척도 초기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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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비자
문제
해결

C13
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긴다면

이를 해결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C14
나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적용되는 소비자의 권리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

제도를 찾아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C15
나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

우 채팅,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직접 환불 및 교환 등을 요청한다.

C16
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 낮은 경우 이에 대해 판매자

에게 불만을 제기한다.

디지털
소비자
시민

C17
나는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후기나 경험 등을 다른

소비자들과 공유한다.

C18
나는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 후 댓글, 후기, 평점

등을 작성한다.

C19
나는 내가 구입한 제품이 불량품이 분명한데도 판매자가 교환해주지 않는다면

인터넷에 이러한 정보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공유할 것이다.

C20
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적

극적으로 써보려고 한다.
C21 나는 새로운 온라인(모바일) 쇼핑 방법 및 서비스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C22
나는 내 자신을 평생학습자라고 생각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위해 필

요한 기술과 정보를 찾아보거나 교육받으려고 한다.

C23
나는 온라인을 통해 환경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파는 곳에 대한 정보

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C24
나는 환경을 위해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소비자에게

무료로 나눈다.

C25
나는 지구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디지털 수단을 선택하려고 한다(예시:

인쇄물 대신 e-book 이용, 모바일 영수증 이용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

C26 나는 영화, 음악, e-book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C27
나는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기한, 계약의 자동 갱신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구매한다.
C28 나는 정품 라이센스 제품을 이용하고 라이센스 만료 후에는 정식으로 갱신한다.

소비자
프라이
버시
보호

C29
나는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 각기 다른 ID, P/W, 이메일 등의 프로필을 구성하

여 가입하는 편이다.
C30 나는 검색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삭제 및 관리하는 편이다.

C31
나는 사용하지 않는 앱은 삭제하고 이용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는 탈퇴하는

편이다.

C32
나는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이용약관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 또는

공유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C33
나의 개인정보에 원치 않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등의 개인정보보호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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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조사를 통한 문항 정제 및 하위차원 확인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 초기문항을 일차적으로 정제하고 디지털 소

비자역량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문항들이 어떠한 하위차원으로 분류되

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성인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국내 거주하는 20

대~60대까지의 소비자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할당 표집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설문은 전문 리서치 기관 ㈜인바이트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11일~ 17일 총 7일간 설문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크

론바하 알파값), 탐색적 요인분석(주축요인분석-직접오블리민) 등을 실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4-6>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

별의 경우, 남성이 150명(50%) 여성이 150명(50%)으로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는 만20~29세까지 42명(14%), 만30~39세까지 63명

(21%), 만40~49세까지 68명(22.7%), 만50~59세까지 66명(22%), 만60~69

세까지 61명(20.3%)이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99명(33%), 기혼이 182명

(60.7%), 기타가 19명(6.3%)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가 49명

(16.3%), 전문대학 졸업이 42명(14%), 대졸이 168명(56%), 대학원 이상

이 41명(13.7%)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150만

원 미만이 20명(6.7%), 150만원~300만원 미만이 52명(17.3%), 300만

원~450만원 미만이 70명(23.3%),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이 71명

(23.7%), 600만원 이상이 86명(29%)로 나타났다. 인터넷 활동 수준에 대

해서도 조사하였는데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88명으로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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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

성별
남 150 50.0

직업

전문직 39 13.0

여 150 50.0 사무/관리직 140 46.7

연령

만20~29세 42 14.0 서비스/판매직 26 8.7

만30~39세 63 21.0 생산 관련직 18 6.0

만40~49세 68 22.7 학생 10 3.3

만50~59세 66 22.0 전업주부 29 9.7

만60~70세 61 20.3 무직 25 8.3

결혼
상태

미혼 99 33.0 기타 13 4.3

기혼 182 60.7

학력

고등학교 이하 49 16.3

기타 19 6.3 전문대학 42 14.0

가구
구성
유형

1인가구 22 7.3
대학교 168 56.0

대학원 이상 41 13.7

부부가구 38 12.7

소득
수준
(만
원)

150 미만 20 6.7

미취학자녀
양육기

24 8.0 150~300미만 52 17.3

취학자녀
교육기

52 17.3 300~450미만 70 23.3

미혼자녀(대학
생이상)와 동거

109 36.3 450~600미만 71 23.7

결혼자녀와의
동거

5 1.7 600이상 87 29.0

자녀독립
노년가구

28 9.3 인터
넷
이용

매일 이용 288 96.0

일주일에 5~6번 10 3.3
기타 22 7.3

일주일에 3~4번 2 0.7

<표 4-6 > 예비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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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소비자지식: (1차) 문항 난이도 및 변별도 평가

소비자 지식 척도의 경우 O/X로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

여 소비자의 지식 정도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

문항의 내적일관성과 단일차원성을 검증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하

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김정현·최현자 2011; 손지연·사지연, 2017). 다만

해당 문항들이 디지털 소비자역량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항목들로 제대

로 쓰일 수 있는지 여러 항목 중 적합한 항목을 선별하고 평가하는 절차

가 필요하다. 이에 디지털 소비자지식 역량 척도는 손지연·사지연(2017)

의 ‘소비자역량 척도 타당화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에 따라 문항의 난이

도와 문항 변별도를 평가하여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1) 문항 난이도 평가

문항 난이도란 어떤 문항의 어렵고 쉬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그 문항에 있어서 전체 반응자 중 정답자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이다(성태제, 2014; 손지연·사지연, 2017).

  


 문항난이도 지수   총 피험자 수   문항의 답을 맞힌 피험자 수

문항 난이도는 정답수/총피험자수로 계산할 수 있으며, 문항 난이도

지수가 .25미만인 경우 어려운 문항, .75이상인 경우 쉬운 문항이라 할

수 있다(Cangelosi, 1990). 성태제(2014)에 따르면 문항 난이도를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20미만인 경우 매우 어려운 문항, .80이상인

경우 매우 쉬운 문항으로 보았다.

평가 문항은 난이도가 낮은 문항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항까지 골고루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대체로 문항 난이도 지수가 20%에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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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사이의 문항 난이도를 가진 문항들을 배열하여 평균 난이도가 50%

정도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성태제, 2014).

본 연구에서는 성태제(2014)와 손지연·사지연(2017)이 평가한 방식에

따라 문항 난이도 지수를 5가지 구간으로 분류하고, 문항 난이도 지수가

.80 이상으로 ‘매우 쉬운 문항’과 .20 미만으로 ‘매우 어려운 문항’을 제외

한 문항에 대해서 문항 변별도를 기준으로 정제하였다.

(2) 문항 변별도 평가

문항 변별도는 문항이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문

항 점수와 피험자 총점의 상관계수에 의해 추정된다(성태제, 2014). 즉

어떤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의 상/하를 얼마나 예리하게 구분해주

느냐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문항 변별도
  총 피험자 수   각 피험자의 문항 점수   각 피험자의 총점

문항 변별도 지수는 상관계수와 마찬가지로 –1.0에서 +1.0 사이에 분

포한다. 이때 문항 변별도가 음수인 문항은 하위 점수의 정답자가 상위

문항 난이도 지수

= 정답자수/총 피험자수

지수 구간별 문항

난이도 평가
난이도 등급

.00이상 ~.20 미만 매우 어려운 문항 최상

.20이상~.40 미만 어려운 문항 상

.40이상~.60 미만 중간 난이도 문항 중

.60이상~.80 미만 쉬운 문항 하

.80이상~1.0 미만 매우 쉬운 문항 최하

<표 4-7> 문항 난이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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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의 정답자보다 많다는 것이고, 0의 지수에 가까운 경우 상위 점수의

집단과 하위 점수의 집단의 정답자가 거의 같다는 의미로 변별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수를 지닌 문

항은 나쁜 문항으로 검사 도구에서 탈락시켜야 하고, 문항 변별도가 높

으면 검사 도구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Ebel. 1965).

문항 난이도 지수와 문항 변별도 지수를 바탕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

지식 문항들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표 4-9>와 같다.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문항 변별도 지수를 기준으로 우선 변별력이 낮은 문항은 제외하

였다. 문항 변별도 지수는 보통 .30이상 .70이하일 경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손지연·사지연(2017)의 연구에서는 문항 변별도 지수가 .20미만

인 경우 해당 문항을 탈락시켰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항 변별도 지수가

.30미만으로 ‘낮은’ 경우 해당 문항을 제외하여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높

이고자 하였다. 문항 변별도 지수를 바탕으로 정제된 항목들 중에서 문

항 난이도 지수를 기준으로 .80 이상인 문항은 매우 쉬운 문항으로 변별

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해당 문항들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를 기준으로 1차 선정된 지식 문항은 <표

4-9>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문항들이다.

문항 변별도 지수

= 문항점수와 피험자 총점의 상관계수

지수 구간별 문항

난이도 평가
비고

.10 미만 변별력 없는 문항 제외

.10 이상~ .20 미만 변별력 매우 낮은 문항 제외

.20 이상 ~.30 미만 변별력이 낮은 문항 제외

.30 이상~ .40 미만 변별력이 있는 문항 선택

.40 이상 변별력이 높은 문항 선택

<표 4-8> 문항변별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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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No 초기문항
문항난이도 문항변별도 선정

여부지수 평가 지수 평가

비판
적
정보
평가

A01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나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방문한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

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이루어진다.

80.7 최하 .44 높음 탈락

A02

무료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마케팅 및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대가로 제

공되는 경우가 많다.

71.3 하 .43 높음 선정

A03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협찬받은 후기

를 순수한 소비자 후기처럼 게시하거나

광고를 광고로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 광

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70.3 하 .33 있음 선정

A04

소셜미디어상에서의 네이티브 광고는 해

당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형식으로 제작

되어 광고와 콘텐츠를 구분하기 어렵다.

61.0 하 .40 높음 선정

디지
털
환경
에서
의
거래

A05

검색 엔진(네이버/다음/구글 등)에 따라

제품·서비스의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85.3 최하 .17
매우
낮음

탈락

A06

가격비교 사이트의 검색 결과는 기본적

으로 모든 비용(가격, 배송비, 설치 및

조립비 등 모두 포함)이 포함된 총금액

을 비교하지는 않는다.

53.0 중 .32 있음 선정

A07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 후 인터넷에

올리는 소비자 후기는 모두 객관적인

소비자 정보이다.

82.7 최하 .32 있음 탈락

A08

에스크로(Escrow)제도는 온라인 판매자

의 결제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이다.

56.7 중 .44 높음 선정

A09

인터넷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할

경우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

이 안전하다.

77.3 하 .34 있음 선정

디지
털
소비
자
문제
해결

A10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

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 할 수 있

다.

74.7 하 .36 있음 선정

A11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가 어려

운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에

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85.0 최하 .40 높음 탈락

A12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환

불 불가’ 또는 ‘흰색 상품 환불 불가’ 등

과 같은 반품 불가 규정을 제시할 경우

반품할 수 없다.

39.7 상 .30 있음 선정

A13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일반적인 53.0 중 .34 있음 선정

<표 4-9> 디지털 소비자지식: 1차 문항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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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및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A14

해외에서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 국내 안

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제품도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다.

53.3 중 .39 있음 선정

디지
털
소비
자
시민

A15

디지털 기술 발달은 소비자간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소

비자간 거래도 활발하게 하였다.

88.7 최하 .44 높음 탈락

A16

일상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 데이터

전송 등도 소비, 사용, 처분 등의 과정에

서 상당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51.3 중 .31 있음 선정

A17

온라인 쇼핑, 택배, 배달 등의 증가는 지

속가능 소비 측면에서 지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78.7 하 .38 있음 선정

디지
털
콘텐
츠
이용

A18

내가 구매한 영화 파일을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

90.3 최하 .43 높음 탈락

A19

미리듣기/미리보기를 제공하는 음원, 영

상 등은 내려받기(다운로드)를 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52.3 중 .30 있음 선정

A20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결제 한 경우 원

칙적으로 취소 할 수 있다.

59.7 중 .32 있음 선정

소비
자
프라
이버
시
보호

A21

인터넷에서 내가 검색한 정보 또는 자동
생성 되는 정보(IP주소, 쿠키 등)를 인터
넷서비스 회사(구글 등)에서 수집할 수
있다 (O)

81.7 최하 .45 높음 탈락

A22
쿠키(Cookie)정보는 내가 방문한 온라인
사이트, 검색기록 등을 기록할 수 있다
(O)

83.7 최하 .53 높음 탈락

A23

개인정보보호정책 또는 이용약관에 ‘동의
함’을 클릭하는 것은 ‘나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유 및 판매될 수 있다는 것
에 동의’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O)

67.3 하 .24 낮음 탈락

A24
인터넷에 올린 나의 정보는 내가 원한다
면 언제든지 완전히 삭제될 수 있다 (X) 59.7 중 .21 낮음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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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소비자태도: (1차)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주축요인추출법을 활용한 공

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공통요인분석

은 각 측정변수들이 갖고 있는 정보 중 서로 관련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공통 분산만을 분석에 이용하기 때문에 문항들이 공통적으로

적합한 요인을 추출하고자 할 때 적합한 방법이다(이시은, 2017). 또한

척도개발에서는 주로 공통요인분석 방법을 활용하며 주축요인추출법이

권장된다(임경림, 2018; Widaman, 1993). 요인 회전은 요인 간에 상관관

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가정하는 사회과학에서는 비직각 사각회전 방식

인 직접오블리민(direct oblimin)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얻

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방법을 사용하였다(Costello &

Osborne, 2005).

디지털 소비자역량 체계에 따라 내용 영역별로 구별하지 않고 소비자

태도에 관한 문항 전체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을 시행

하였다. 이는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 문항들이 개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6개의 하위차원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비자 태도 총 26개 문항에 대해 여러 차례 요인분석을 실시하며 문

항 간 응집성을 떨어뜨리거나 공통성(Communality) 값이 0.4 이하이거

나 cross-loading이 높은 문항들을 반복하여 제거하였다. 그 결과 총 14

개의 태도 문항이 5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우선 14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KMO 검증과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KMO 검증은 전체 상

관관계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으로 최소 0.50 이상이어

야 하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모집단의 상관행렬과 단위행렬을 비교

하는 것으로 이 값이 유의하면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Hutchenson & Sofroniou, 1999). 그 결과 <표 4-10>과 같이 KMO

적합도는 0.90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수준 0.000에서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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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수행에 적합한 것이 확인되었다.

직접오블리민(direct oblimin)을 이용해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유값을

1로 정하여 추출하는 것보다 요인을 5개로 고정하여 분석한 결과가 디지

털 소비자역량 체계와 더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을 고정하는 방법으

로 분석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5가지 요인은 74.2%의 설명력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을 기준으로 문항을 선별하였다. 요

인부하량은 학자에 따라 유의값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0.3 이상이면 해당 요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요인부하량이 0.4이

상이면 유의미한 변수로 판단, 0.5이상이면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성태제, 2007). 또한 특정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그 이외의 요인에 대한 요인 부하량과 최소한 .10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 해당 요인을 설명하는 문항으로 채택할 수 있다(Nunnally, 1978). 이

에 본 연구에서는 .4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가진 문항 중에서 다른 요인

에 대한 요인부하량과의 차이가 .10 이상인 문항을 기준으로 해당 요인

을 설명하는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14개 문항을 아래<표 4-11>

과 같이 5개의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디지털 소비자역량 태도 문항으로 1차적으로 도출된 14개 항목에 대

해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신뢰도는 .60 이상이면 받아 들일만 하다

고 알려져 있다(Nunally, 1978; Van De Van & Ferry, 1979). 전체 14

문항의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MO 측도 .90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7291.7

자유도 91
유의확률 .000

<표 4-10 > 디지털 소비자태도: KMO와 Bartlett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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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과 같이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정보 평가 요인

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수준이긴 하나 .60 이상인 경우 허용하는 수준으

로 볼 수 있어 1차적으로 구성된 디지털 소비자역량 태도 문항의 신뢰도

는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요인1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시민으로서 새로운 기술 및 시장과

관련된 역량을 발전시키고 기술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하

며 다른 소비자들을 위해 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것과 공동체와 환경

을 고려한 소비에 가치를 두는 태도로 ‘디지털 소비자 시민 태도’라고 명

명할 수 있다. 해당 요인의 고유치는 6.13이며 43.8%의 설명력을 갖는다.

요인2는 온라인상에서 소비자 후기, 가격비교사이트 순위 및 랭킹 순

위 등과 같은 정보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로 ‘비판적 정보 평가 태도’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1.3

이며 설명력은 9.3%이다.

요인3은 온라인상에서 구매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구매하

고, 소비자간 거래 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온라

인상에서의 결제와 관련해 보안을 중요시하는 것에 대한 태도로 디지털

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 시 가져야 하는 태도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태도’라고 명명하였다. 요인3의 고유치는 1.13이며 8%의 설명력을 갖는

다.

요인4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디지털 콘텐

츠를 거래할 때 계약과 관련된 이해 및 확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태도

로 ‘디지털 콘텐츠 이용 태도’라고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1.01이며

7.2%의 설명력을 갖는다.

요인5는 디지털 거래와 관련된 위험과 소비자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에 대한 것

으로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태도’로 명명하였다. 요인5의 고유치는 .81

이며 설명력은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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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명

태도 문항
공통
성

요인부하량 Cro
nba
ch’
α

1 2 3 4 5

디지털
소비자
시민

B17.새로운 온라인 쇼핑
방법 및 서비스 배워야
함

.62 .825 .015 .028 .053
-.0
12

.80

B18.디지털 기술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기회와 위협 평가

.62 .714 .010
-.02
4

-.0
10

-.0
68

B19. 온라인을 통한
중고거래 및 재활용 중요

.45 .661
-.0
25

.049
-.0
60

-.0
17

B16. 다른 소비자를 위해
후기 정보 공유해야 함

.55 .644 .032
-.15
3

-.0
35

.061

비판적
정보

B02.가격비교 순위정보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함

.54
-.0
08

.715 .057
-.0
09

-.0
48

.70
B01.소비자후기 정보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됨

.51 .016 .715
-.06
7

-.0
02

.043

디지털
환경에
서의
거래

B09.온라인 결제시
보안을 중요하게 여겨야
함

.62
-.0
13

-.0
51

-.79
7

-.0
09

-.0
28

.78
B08.개인간 거래시 믿을
수 있는 거래인지 확인
중요함

.61 .014 .061
-.75
1

.038
-.0
29

B06.구매 전 인터넷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 찾아야
함

.46 .040 .016
-.59
4

-.0
76

.002

디지털
콘텐츠
이용

B22. 불법복제사이트
이용하면 안됨

.70
-.0
37

-.0
04

-.01
8

-.8
66

.022

.86

B21.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중요함

.72 .049 .017
-.01
4

-.8
23

.037

B23. 디지털 콘텐츠 이용
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고 이해하는 것
중요함

.68 .048 .021 .006
-.6
66

-.1
74

소비자
문제
해결

B14.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 및 권리
알아야 함

.68 .054
-.0
17

-.01
2

-.0
10

-.7
82

.75
B12.온라인 쇼핑 피해
예방 및 대처방법 사전에
알고있어야 함

.67
-.0
16

.039
-.04
1

-.0
22

-.7
79

고유치 6.13 1.30 1.13 1.01 .81
.87

총 설명력
43.8
1

53.1
2

61.21
68.4
5

74.2
4

<표 4-11> 디지털 소비자역량 태도: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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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소비자기능: (1차) 탐색적 요인분석

소비자 기능에 관한 총 33개의 문항에 대해 여러 차례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태도 문항과 동일하게 각 측정변수들이 갖고 있는 정

보 중 서로 관련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 방법인 주축요인추출방식을 선택하고 요인들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사각회전 방식인 직접오블리민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 간 응집성을 떨어뜨리거나 공통성

(Communality) 값이 0.4 이하이거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0.4 이

하이거나 특정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그 이외의 요인에 대한 요인

부하량과 최소한 .10 이상의 차이가 없는 경우 정제해야 하는 문항으로

판단하여(성태제, 2007) 여러 번 반복하여 문항을 정제하였다.

정제한 문항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 실천 항목들을 범주화

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17개 실천 문항을 남긴 후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17개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KMO 검증과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를 살펴보았다.

KMO 검증은 전체 상관관계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

으로 최소 0.50 이상이어야 하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모집단의 상

관행렬과 단위행렬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 값이 유의하면 자료가 요인분

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표 4-12>와 같이 KMO 적합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MO 측도 .87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8647.6

자유도 136
유의확률 .000

<표 4-12> 디지털 소비자 실천: KMO와 Bartlett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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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0.87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수준 0.000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수행에 적합한 것이 확인되었다.

17개 문항에 대해 주축요인추출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

유값을 1로 지정하여 분석한 결과 <표4-13>과 같이 총 17개 문항이 5

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70.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소비자역량 기능 문항으로 1차적으로 도출된 17개 항목에 대

해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는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디지털 소비자기

능 문항의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요인1은 디지털 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원

하는 조건에 맞게 필터링할 수 있고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

으며 상품 및 서비스 상세정보와 원치 않는 옵션 포함 여부를 꼼꼼히 살

핀 뒤 인터넷 또는 모바일 결제를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디지털 환경에

서의 거래 기능’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의 고유값은 6.03, 설명력은 35.5%

로 나타났다.

요인2는 고도화된 디지털 마케팅 및 광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

업 후원을 받은 정보와 그렇지 않은 순수한 목적의 소비자 정보를 선별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비판적 정보 평가 기능’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2

의 고유값은 1.94, 설명력은 11.4%로 나타났다.

요인3은 디지털 콘텐츠 이용과 관련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획득하며 정품 라이센스를 이용하고 갱신하며 디지털 콘텐츠

이용 계약을 철저히 확인 후 계약하는 것으로 디지털 콘텐츠 이용과 관

련된 역량으로 ‘디지털 콘텐츠 이용 기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3의 고유

값은 1.5이며 8.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4는 온라인 구매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해결하고 온라인 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소비자 문제 해결방법

과 관련 규정 및 소비자권리를 찾을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며 이를 ‘디

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기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4의 고유값은 1.3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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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의 설명력을 갖는다.

요인5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과 유통 시장에 대해 적응하고

배우려고 시도하고 환경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위해 정보를 획득

하는 것과 관련된 역량으로 ‘디지털 소비자시민 기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5의 고유값은 1.2이며 7%의 설명력을 갖는다.

요인
명

기능 문항
공
통
성

요인부하량 Cr
on
ba
ch’
α

1 2 3 4 5

디지
털
환경
에서
의
거래

C05.다양한 사이트 앱
활용해 가격 품질 비교 후
구매

.59 .809 .036 -.02 -.00 -.02

.84

C07.온라인 쇼핑시
상세정보, 거래조건, 원치
않는 옵션 포함여부 확인

.53 .728 .044 .048 -.01 .007

C08.온라인에서 내게 가장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
찾아 구매 가능

.56 .701 -.03 -.01 .037 .031

C04. 원하는 조건에 맞게
필터링하여 제품 및
서비스 탐색 가능

.49 .655 -.07 -.03 .040 .004

C10. 개인간 거래 시
판매자 조건, 신뢰도 확인

.44 .538 -.06 .106 -.01 .062

비판
적
정보
평가

C02.SNS에서 콘텐츠와
광고 구별 가능

.79 -.01 -.91 -.01 -.02 -.01

.87
C01.기업 후원 받은
소비자 후기인지
비판적으로 선별

.68 .007 -.82 .023 -.04 .026

C03.SNS 광고 속 정보
신뢰도 평가 가능

.63 .040 -.73 -.01 .087 .003

디지
털
콘텐
츠
이용

C28.정품 라이센스 제품
이용 및 갱신

.65 -.03 -.07 .806 -.02 .002

.78
C26.디지털 콘텐츠 이용시
불법다운로드하지 않음

.45 -.02 .057 .683 .004 .008

C27.디지털 콘텐츠 계약
자동 갱신, 이용 기간 확인
후 구매

.57 .120
-.00
6

.677 .040 .005

<표 4-13> 디지털 소비자기능: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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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자
문제
해결

C14.온라인 소비자 권리
및 법 찾아 해결 요청

.80 -.01 .031 .011 .888 .041

.85
C13.온라인 구매 관련
분쟁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곳 찾을 수 있음

.67 .025 -.02 -.03 .807 -.02

디지
털
소비
자
시민

C21.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쇼핑 및 서비스
적응하기 위해 노력

.66 .134 .055 -.03 -.07 .788

.83

C22. 디지털 소비자로서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노력

.59 -.07 -.02 .016 .063 .766

C20. AI,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서비스
적극적으로 이용

.51 -.00 .001 -.02 .007 .729

C23. 온라인 통해 환경,
사회에 도움 되는 소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

.49 .004 -.04 .071 .022 .640

고유치 6.03 1.94 1.51 1.33 1.2
.86

총 설명력 35.5 46.9 55.8 63.6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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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척도 문항 수정 및 보완

예비조사를 통해 초기 척도 문항을 정제하고 디지털 소비자역량 개념

과 같이 디지털 소비자지식, 디지털 소비자태도, 디지털 소비자기능의 하

위차원이 분류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식, 태도, 기능이 각각 5가

지 하위차원으로 도출되었다. 비판적 정보역량, 디지털 소비자 거래 역

량,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 디지털 소비자 시민역량, 디지털 콘텐츠 이용

역량의 경우 앞서 제시한 개념과 같이 분류되어 도출되었으나 소비자 프

라이버시 역량이 제대로 분류되지 못했다.

도출되지 못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역량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명

확한 가치와 행동들이 정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문항들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

자역량 관점에 특화된 문항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새롭게 추

가되어야 할 역량으로 개념에서 제시되었던 소비자 프라이버시 역량 문

항을 보다 소비자 관점에서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문항을 ‘소비 또는 소비자’ 맥락에서 보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역

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하고 구체화하여 일반 소비자 5명에

게 표면타당도를 검증한 후 <표 4-14>와 같이 수정하였다. 즉 소비자

프라이버시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활

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와 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인식을 바

탕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 보호할 수 있는

역량’으로 보고 소비자 프라이버시 지식, 태도, 기능 역량을 수정하였다.

수정한 다음 문항들을 본 조사에 사용하여 다시 문항변별도 및 난이

도 평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척도

문항의 타당도를 재검증하였다.



- 105 -

구성

요소

문항

No.
문항 내용

디지털

소비자

지식

A21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려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
아야 한다.

A22
쿠키(Cookie)정보는 내가 방문한 온라인 사이트, 검색기록
등을 기록할 수 있다 (O)

A23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한 경우 철회할 수 없다(역)

A24
쇼핑몰을 이용할 때 기존 포털 ID로 회원가입하려면 소비자
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별도로 해야 한다.

디지털

소비자

태도

B27
온라인에서 내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

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B28
내가 원할 경우 온라인에서 내 정보는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B29
온라인에서 내 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되는 것에 대해 거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B30

온라인에서 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소비자

기능

C29
나는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 시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

는지 이용약관을 통해 확인한다.

C30
나는 온라인 마케팅에 내 정보가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해 인터넷 사용 기록 쿠키 등을 정기적으로 삭제한다.

C31

나는 사용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 앱/사이트 등은 탈퇴하고

만약 내 정보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

청한다.

C32

나는 쇼핑몰 앱 등을 설치할 때 접근권한 허용을 묻는 경우

무조건 ‘동의합니다’에 클릭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것만 동의한다.

C33
나는 나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 광고회사 등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표 4-14> 수정 및 보완된 소비자 프라이버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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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척도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절에서는 본조사를 실시하여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

다. 본조사는 랜덤 1집단과 랜덤2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랜덤 1집

단을 대상으로 1차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한 문항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이는 수정된 문항에

대해 한 번 더 하위차원을 분류해보고 문항을 정제하기 위함이다. 이후

랜덤 2집단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새로운 표본에

의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재검증하는 과정이며, 정제

된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함이다. 끝으로 랜덤1집단과 랜덤2집단을 합쳐

디지털 소비생활 복지수준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준거타당도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도출하였다.

1. 본조사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개발하고 진단하는 연구이기 때

문에 ‘매일 인터넷/모바일을 사용하는 국내 거주 성인 소비자(20대~60

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대에서 60대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아동 또는 청소년의 경우 발달 과정에 있는 소비자로서 역량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며, 70대 이상의 노년층 소비자 또한 온라

인을 통한 거래 활동 수준이 매우 낮고 활동 수준 또한 일반 소비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이들 집단의 경우 디지털 소비자역량에 있어 별개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제외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할당표본추출법

을 이용하였다. 성별과 연령은 동일한 비율로 할당하였으며, 거주지역의

경우 통계청의 거주지역 분포 비율과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수도권과 광

역시, 시 단위, 군 단위의 농어촌 비율을 7:2:1로 맞추어 표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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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은 전문 리서치업체인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온

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2일~4월 7일까지 총 6일간 온라인 서

베이를 통해 진행되었고, 총 1,135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조

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았다(IRB

No. 2103/001-001).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AMO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SPSS 25.0를 이용해 빈도분석, 신

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t-검정, ANOVA 검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AMOS 26.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본조사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 <표4-15>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의 경우, 남성이 562명(49.5%), 여성이 573명(50.5%)로 유

사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대 역시 20대(18.5%) ,30대(18.4%) ,40대

(20.1%) ,50대(21.9%) ,60대(21.1%)로 거의 유사하였다. 거주지역은 통계

청의 거주지역 분포 비율과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 시

단위, 군 단위의 농어촌 비율을 7:2:1로 맞추어 표집하였다. 그 결과 수

도권 및 광역시가 807명(71.1%), 시 단위가 227명(20.0%), 군 단위가 101

명(8.9%)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전문직이 11%, 사무관리직

이 31.8%, 서비스/판매직이 15.6%, 생산직이 7.2%, 학생이 8.5%, 전업주

부가 14.6%, 무직이 10%로 나타났으며 사무관리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하가 34.2%이며 대졸 이상이 65.8%

를 차지하였다. 소득수준의 경우 월평균 소득 15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이 108명(9.5%)이며, 150만 원 이상~750만 원 미만이 79.6%, 750만 원

이상의 고소득 비율이 10.3%로 나타났다. 그 외에 결혼상태는 미혼이 약

40%, 기혼이 약 55%를 나타냈고,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인한 기타는

6.1%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청년 1인 가구가 약 16%, 부부

가구가 5.5%,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미취학자녀 양육기 가구가 6.6%, 취

학자녀 교육기가 16.2%, 대학생 이상의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가구가

38.4%, 결혼한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가 2.5%, 자녀가 독립한 노년 가구

가 9.1%, 노년 1인 가구가 3.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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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전체

(n=1,135)
랜덤 1
(n=558)

랜덤 2
(n=577)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 562 49.5 283 50.7 279 48.4
여 573 50.5 275 49.3 298 51.6

연령

만19~29세 210 18.5 103 18 107 19
만30~39세 209 18.4 84 15.1 125 21.7
만40~49세 228 20.1 117 21 111 19.2
만50~59세 248 21.9 125 22 123 21
만60~70세 240 21.1 129 23.1 111 19.2

결혼
상태

미혼 445 39.2 177 31.7 268 46.4
기혼 621 54.7 338 60.6 283 49
기타(이혼,사별) 69 6.1 43 7.7 26 4.5

가구
구성
유형

1인가구 178 15.7 82 14.7 93 16.1
부부가구 62 5.5 30 5.4 32 5.5
미취학자녀 양육기 75 6.6 38 6.8 37 6.4
취학자녀 교육기 184 16.2 102 18.3 82 14.2
대학생이상 미혼자녀와 동거 436 38.4 201 36.0 223 38.6
결혼자녀와의 동거 28 2.5 12 2.2 13 2.3
자녀독립 노년가구 103 9.1 49 8.8 52 9.0
노년 1인 가구 42 3.7 22 3.9 19 3.3
기타 27 2.4 22 3.9 26 4.5

직업

전문직 125 11.0 65 11.6 60 10.4
사무/관리직 361 31.8 160 28.7 195 33.8
서비스/판매직 177 15.6 67 12 59 10.2
생산 관련직 82 7.2 40 7.2 36 6.2
학생 96 8.5 27 4.8 69 12.0
전업주부 166 14.6 96 17.2 70 12.1
무직 113 10.0 56 10.0 57 9.9
기타 15 1.3 47 8.4 31 5.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235 20.7 115 20.6 120 20.8
전문대학 153 13.5 67 12.0 86 14.9
대학교 632 55.7 320 57.3 312 54.1
대학원 이상 115 10.1 56 10.0 59 10.2

월
평균
소득
(세후
기준)

150 미만 108 9.5 58 10.4 50 8.7
150~300미만 300 26.4 139 24.9 161 27.9
300~450미만 271 23.9 144 25.8 127 22.0
450~600미만 227 20 107 19.2 120 20.8
600~750미만 112 9.9 57 10.2 55 9.5
750만원 이상 117 10.3 53 9.5 64 11.1

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807 71.1 413 74 394 68.3
시단위 227 20.0 114 20.4 113 19.6
군 단위 101 8.9 31 5.6 70 12.1

<표 4-15> 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랜덤1, 랜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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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소비자지식 척도의 검증

디지털 소비자지식 역량 문항에 대해 앞서 예비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본 조사의 랜덤1 집단과 랜덤2 집단의 문항 난이도 지수와 문항 변별도

지수를 평가하여 재검증하였다.

이때 앞서 평가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항 변별도 지수가 .30미

만으로 ‘변별도 낮은 문항’ 을 제외하고, 문항 난이도 지수가 .80 이상인

‘매우 쉬운 문항’으로 변별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제외하였다.

그 결과 <표4-16>과 같이 나타났다. A02 문항과 A10 문항은 예비

조사에서는 선정된 문항이었으나 본 조사의 랜덤 1집단 및 랜덤 2 집단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문항 난이도가 87점, 86점으로 80점 이상으로

나타나 문항 난이도가 ‘매운 쉬운 문항’으로 드러나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문항으로 작용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하위차원과 관

련된 4개의 문항을 새로 추가한 결과 A21은 문항 난이도가 90점을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쉬운 문항으로 문항의 변별도를 떨어뜨리고,

A22도 문항은 난이도 측면에서 80점 이상으로 나타나 변별력을 떨어뜨

리는 문항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문항은 문항 난이도

측면에서 .80이상으로 제외되고 A23과 A24 문항은 새로 추가된 문항 중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소비자지식 척도로 최종적으

로 선정된 문항은 <표4-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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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No 문항

문항난이도

지수

문항변별도

지수 선정

여부랜덤

1

랜덤

2

랜덤

1

랜덤

2

비판
적
정보
평가

A01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나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방문한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

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이루어진다.

83.5 81.9 .41 .40 탈락

A02

무료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마케팅 및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대가로 제

공되는 경우가 많다.

87.0 86.4 .41 .48
선정-
->
탈락

A03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협찬받은 후기

를 순수한 소비자 후기처럼 게시하거나

광고를 광고로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 광

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79.9 79 .44 .42 선정

A04

소셜미디어상에서의 네이티브 광고는 해

당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형식으로 제작

되어 광고와 콘텐츠를 구분하기 어렵다.

61.1 60.8 .43 .44 선정

디지
털
환경
에서
의
거래

A05

검색 엔진(네이버/다음/구글 등)에 따라

제품·서비스의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85.4 86.4 .36 .33 탈락

A06

가격비교 사이트의 검색 결과는 기본적

으로 모든 비용(가격, 배송비, 설치 및

조립비 등 모두 포함)이 포함된 총금액

을 비교하지는 않는다.

70.7 72 .41 .39 선정

A07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 후 인터넷에

올리는 소비자 후기는 모두 객관적인

소비자 정보이다.

76.5 77.6 .26 .17 탈락

A08

에스크로(Escrow)제도는 온라인 판매자

의 결제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이다.

50.2 51.1 .54 .49 선정

A09

인터넷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할

경우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

이 안전하다.

69.2 68.1 .44 .38 선정

디지
털
소비
자
문제
해결

A10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

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 할 수 있

다.

83.5 81.9 .35 .35
선정-
->
탈락

A11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가 어려

운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에

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88.0 88.5 .44 .42 탈락

A12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환

불 불가’ 또는 ‘흰색 상품 환불 불가’ 등

과 같은 반품 불가 규정을 제시할 경우

33.3 34.4 .30 .30 선정

<표 4-16> 디지털 소비자지식: 최종 선정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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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할 수 없다.

A13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 및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9.6 59.9 .46 .49 선정

A14

해외에서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 국내 안

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제품도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다.

47.3 46.2 .52 .56 선정

디지
털
소비
자
시민

A15

디지털 기술 발달은 소비자간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소

비자간 거래도 활발하게 하였다.

85.9 86.9 .49 .47 탈락

A16

일상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 데이터

전송 등도 소비, 사용, 처분 등의 과정에

서 상당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53.1 53.0 .51 .51 선정

A17

온라인 쇼핑, 택배, 배달 등의 증가는 지

속가능 소비 측면에서 지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80.0 80.1 .50 .49 선정

디지
털
콘텐
츠
이용

A18

내가 구매한 영화 파일을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

86.1 87.5 .38 .37 탈락

A19

미리듣기/미리보기를 제공하는 음원, 영

상 등은 내려받기(다운로드)를 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51.9 50.4 .32 .40 선정

A20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결제 한 경우 원

칙적으로 취소 할 수 있다.

66.1 70.8 .47 .48 선정

소비
자
프라
이버
시
보호

A21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려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
아야 한다.

94.6 95.7 .35 .32 탈락

A22
쿠키(Cookie)정보는 내가 방문한 온라인
사이트, 검색기록 등을 기록할 수 있다
(O)

82.5 80.5 .48 .47 탈락

A23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
공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한 경우 철회할 수 없다(역)

53.1 55.9 .33 .34
선정
New

A24
쇼핑몰을 이용할 때 기존 포털 ID로 회
원가입하려면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별도로 해야 한다.

68.2 68.5 .41 .42
선정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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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소비자태도 척도의 검증

1)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프라이버시 문항이 수정 및 추가되

었기 때문에 본조사의 랜덤1 집단을 대상으로 주축요인분석 방법으로 탐

색적 요인분석을 재차 실시하였다. 요인들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

는 경우 사용하는 사각회전 방식인 직접오블리민(direct oblimin)을 이용

하였으며, 고유값을 1로 정하여 추출하는 것보다 요인을 6개로 고정하여

분석한 결과가 디지털 소비자역량 체계와 더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

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5개의 하위차원 문항

들이 분류되었으며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 하위차원이 추가되어

총 6개의 하위차원으로 도출되었다. 다만, 소비자 프라이버시 역량 하위

차원 문항은 4개 문항에서 B27(온라인에서 내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

로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의 요인부하량이 .376으

로 최소 기준인 .40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삭제하여 총 3문

항이 포함되었다.

최종 요인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4-17>과 같이 KMO 표준적합

도가 .92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이 .000으로 모두 유의하여 요인분석

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4-18>과 같이 총 17문항이 6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MO 측도 .92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520.8

자유도 153
유의확률 .000

<표 4-17 > 디지털 소비자태도: KMO와 Bartlett의 검정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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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74.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났다. 각각의

6가지 요인의 cronbach’s a값을 통해 문항들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요

인1은 4문항으로 신뢰도가 .83, 요인2는 3문항을 신뢰도가 .82, 요인3은 2

문항으로 신뢰도가 .70, 요인4는 3문항으로 신뢰도가 .86, 요인5는 2문항

으로 신뢰도가 .80, 요인6은 3문항으로 신뢰도가 .77로 나타나 모두 .70보

다 높아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척도로서 각각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요인
명

문항 공통성
요인부하량 신

뢰
도1 2 3 4 5 6

디지털
소비자
시민

B17 .606 .796 -.026 .017 -.054 -.030 -.006

.83
B18 .576 .605 .080 .023 .027 -.128 .008

B16 .571 .603 .068 .021 .019 .050 -.184

B19 .457 .602 .018 -.009 .128 -.006 .033

소비자
프라이
버시

B29 .756 .004 .813 .044 .035 -.030 -.009

.82B28 .591 .017 .739 -.006 .074 -.015 .039

B30 .462 .027 .623 -.002 -.078 -.020 -.099

비판적
정보

B01 .569 .005 .104 .743 .013 .084 .013
.70

B02 .490 .000 -.089 .680 .001 -.092 -.028

디지털
콘텐츠

B21 .796 .104 -.009 .028 .838 .032 -.007

.86B22 .723 -.058 .002 -.002 .827 -.041 -.068

B23 .708 .110 .164 .044 .511 -.199 -.006

소비자
문제
해결

B14 .671 .016 -.009 -.009 .030 -.803 -.032
.80

B12 .699 .045 .083 .041 .016 -.713 -.015

디지털
환경
거래

B09 .620 -.082 .070 -.016 .059 -.007 -.758

.77B08 .575 .047 -.021 .034 -.022 -.076 -.704

B06 .434 .117 .022 .026 .044 .031 -.552

고유치 7.25 1.31 1.27 1.00 .93 .86
.81

총 설명력 42.7 50.4 57.9 63.8 69.3 74.3

<표 4-18> 디지털 소비자태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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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17개의 문항

에 대해 새로운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요인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고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정제하기 위해 랜덤2 집단을 대

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이 잠재요인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중타당도를 확인

하고 잠재요인들간의 차별성을 검토하기 위해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해 관계를

측정하였으며 디지털 소비자역량 태도 문항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그림4-1]과 같다. 해당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아래 <표 4-19>와 같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Browne& Cudeck(1992)이 제시한 모형

적합도 지수 Normed χ2=χ2/df=2.98로 3.0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며, CFI와

TLI가 0.90 이상인 경우 우수한 적합도 모델로 평가하고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Bentler & Bonnet, 1980;

Tucker & Lewis, 1973). 또한 표본크기에 따라 적합도 지수가 달라지는

χ2 값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RMSEA 값은 .05 이하인 경우 매우 우

수한 적합도 모형으로 보고 보통 .05~.08 이하인 경우 수용 가능한 모델

로 평가한다(배병렬, 2017).

카이

제곱

자유

도

카이

제곱/

자유

도

GFI CFI TLI
RMS

EA
RMR

판단

기준
≥0.05 ≤3 ≥ 0.8~0.9 ≤0.08 ≤0.05

모델 181.36 104 1.74 .964 .983 .978 .036 .013

<표 4-19> 모델 적합도 지수: 디지털 소비자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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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Browne & Cudeck(1992)이 제시한 모형 적합도 지수

Normed χ2=χ2/df=1.74로 3.0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며, 표본크기에 따라 적

합도 지수가 달라지는 χ2 값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RMSEA도 0.036

으로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GFI, CFI, TLI, AGFI 값도 0.9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MR도 .013으로 나타나 전반적으

로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디지털 소비자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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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모형의 최대우도모수추정치로 비표준화·표준화 회귀계수

(estimate), 표준오차(standard error:S.E), 기각률(critical ratio:C.R)을 나

타낸 표는 아래<표 4-20>과 같다.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30

이상이면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며(홍세희, 2000), 모형 내 모든 경로계

수가 유의하여 각 요인별 단일차원성을 확인할 수 있다.

Estimate
S.E C.R P

B β

B01 <--
비판적 정보
평가 태도
(CA1)

1 0.816

B02 <-- 0.815 0.643 0.102 7.975 ***

B06 <--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태도
(CA2)

1 0.691

B08 <-- 1.101 0.784 0.069 15.895 ***

B09 <-- 1.077 0.798 0.067 16.071 ***

B12 <--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태도
(CA3)

1 0.801

B14 <-- 1.01 0.834 0.057 17.76 ***

B16 <--

디지털 소비자
시민 태도
(CA4)

1 0.741

B17 <-- 1.063 0.782 0.059 17.904 ***

B18 <-- 1.126 0.816 0.06 18.631 ***

B19 <-- 0.963 0.669 0.063 15.3 ***

B21 <--
디지털 콘텐츠
이용 태도
(CA5)

1 0.824

B22 <-- 1.006 0.814 0.047 21.247 ***

B23 <-- 0.906 0.822 0.042 21.474 ***

B28 <--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태도
(CA6)

1 0.763

B29 <-- 1.151 0.87 0.059 19.41 ***

B30 <-- 1.132 0.728 0.067 16.956 ***

<표 4-20> 최대우도모수 추정치: 디지털 소비자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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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구성개념과 측정변수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보는 구성개념타

당도(construct validity)를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

성(discriminant validity)으로 검증하였다.

수렴타당도는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와 얼마나 일치하는 가를 의미하

는데 수렴타당도가 만족되기 위해서 1)표준화 계수가 .5~.95 사이에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야 하며, 2)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5를 넘어야 한다. 또한 3)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값이 .70 이상이어야 수렴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Hair et al., 2010). 다만 AVE 값이 0.5보다 조금 작아도 수용할 수

있으며 CR 값이 0.7이상이면 의미가 있으나 0.6~0.7 이어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Fornell and Larcker, 1981).

<표 4-21>은 수렴타당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모든 잠재변수와 관측

변수의 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으로 나타났

다. 각 개념의 AVE 값은 .50 이상으로 나타났고 개념신뢰도(CR)도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17개의 문항이 수렴타당성의 기준을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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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표준화
계수

측정
오차　

CR값
AVE
값

비판적
정보
태도

B01.인터넷 소비자 후기
신뢰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 0.816 0.182

0.7 0.54B02.디폴트 랭킹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인식 0.643 0.342

디지털
환경에
서의
거래
태도

B06. 구매 전 적극적 정보
탐색 선호 0.691 0.254

0.8 0.58B08. 개인 간 거래에서 신뢰
확인 중요 0.784 0.176

B09. 온라인 결제시 안전 및
보안 중요시 0.798 0.154

소비자
문제
해결
태도

B12. 온라인 쇼핑 피해 예방
및 대처방안 인식의 중요성 0.801 0.162

0.8 0.67
B14. 온라인 소비자 권리 및
보호법 중요하게 인식 0.834 0.129

디지털
소비자
시민
태도

B16. 다른 소비자 위해
솔직한 후기 공유 중요성
인식

0.741 0.201

0.84 0.57

B17. 새로운 온라인 쇼핑
방법 미 서비스 배우는 것
필요

0.782 0.175

B18. 디지털 기술 발전이
소비자에게 미칠 위험과 기회
평가

0.816 0.155

B19. 온라인을 통해 재활용
및 중고거래 등 환경을 위한
소비 실천의 중요성 인식

0.669 0.28

디지털
콘텐츠
이용
태도

B21.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중요 0.824 0.148

0.86 0.57
B22. 디지털 콘텐츠 정식
창구통해 이용 0.814 0.161

B23.디지털 콘텐츠 계약시
정확한 정보 사전에 제공받고
이해하는 것 중요

0.822 0.123

소비자
프라이
버시
보호
태도

B28.온라인에서 내 정보를
삭제할 권리 인식 0.763 0.17

0.83 0.67B29.온라인에서 제3자 정보
판매에 대한 거부권 인식 0.87 0.101

B30.정보 제공 거부 시에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인식 0.728 0.27

<표 4-21> 척도에 대한 수렴타당성 검증: 디지털 소비자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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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비자역량 태도 문항으로 도출된 모형의 판별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해 Fornell & Larcker(1981)가 제안한 방법으로 두 변인 상관계

수와 각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추값(AVE)의 제곱근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4-22>와 같이 모든 요인간 상관관계의 값이 평균분산추출값

(AVE)의 제곱근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태도를 구성하는 6가지 요인은 서로 다른 요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판

별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 대각선 수치: 루트AVE 값 , 대각선 아래부분: 상관계수

　 비판적
정보평가

디지털
환경에서
의 거래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디지털
소비자
시민

디지털
콘텐츠
이용

소비자
프라이버
시 보호

비판적
정보평가 0.735 　 　 　 　 　

디지털
환경에서
의 거래

0.43 0.762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0.39 0.536 0.819 　 　 　

디지털
소비자
시민

0.36 0.651 0.705 0.755 　 　

디지털
콘텐츠
이용

0.364 0.66 0.687 0.691 0.755 　

소비자
프라이버
시

0.401 0.665 0.55 0.615 0.529 0.819

<표 4-22 > 디지털 소비자태도: 요인별 판별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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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표4-23>과 같이 6가지 요인으로 구별되는 총 17문항으

로 구성된 디지털 소비자태도 역량 척도가 도출되었다.

태도 No 척도 문항 결과

비판적
정보
평가

B01
인터넷에 올라온 소비자 후기 등을 무비판적으로 신뢰하면 안 된

다고 생각한다.
선정

B02
가격비교사이트나 쇼핑 앱(몰)에서 제공하는 기본 설정 그대로의

랭킹 정보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선정

B03
광고 이외의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구매 결정을

해야 한다.
탈락

B04 온라인 맞춤형 광고 및 마케팅은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한다. 탈락

B05
인터넷에 명확하게 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광고 영상 및 이미지

등을 올리면 안 된다.
탈락

디지털
환경에
서의
거래

B06 구매 전에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선정

B07
필요한 경우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판매자에게 적극적으로 물어

보는 것이 좋다.
탈락

B08
온라인 플랫폼(예: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믿을 수 있는 거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정

B09 온라인 금융거래 및 결제 시 보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선정

디지털
소비자
문제
해결

B10
해외직구,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때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

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탈락

B11
인터넷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충동적으로 구매하면 안

된다.
탈락

B12 온라인 쇼핑 피해 예방 및 대처방법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선정

B13
인터넷으로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는 경우 판매자에

게 적극적으로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해야 된다.
탈락

B14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법 및 권리 등을 알고 있어야 한

다.
선정

디지털
소비자
시민

B15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이 서로 정보를 많이 공유할수록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다.
탈락

B16
다른 소비자들을 위해 인터넷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후

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선정

B17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새로운 온라인 쇼핑 방법 및 서비스를 배우

고 익히는 것은 중요하다.
선정

< 표 4-23 > 디지털 소비자태도: 최종 선정된 문항



- 121 -

B18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르면서도 소비자로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선정

B19
온라인을 통해 재활용 및 중고거래를 실천하는 등 환경을 위한 소

비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정

B20
SNS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를 지향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 좋다.
탈락

디지털
콘텐츠
이용

B21 디지털 콘텐츠(영화, 음악, e-book 등)의 저작권 보호는 중요하다. 선정

B22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불법복제사이트(해적사이트)를 이

용하면 안 된다.
선정

B23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

전에 제공받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정

소비자
프라이
버시
보호

B27
온라인에서 내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탈락

B28 내가 원할 경우 온라인에서 내 정보는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 선정

B29
온라인에서 내 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

B30
온라인에서 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

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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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소비자기능 척도의 검증

1)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디지털 소비자기능 문항에 대해 본조사 랜덤1 집단을 대상으로 탐색

적 요인분석을 재차 실시하였다. 앞서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것

과 동일하게 주축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들간 상관관계가 있

다고 가정하는 사각회전 방식인 직접오블리민(direct oblimin)을 이용하

여 고유값 1이상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KMO 표준적합도가 .861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이 .000

으로 모두 유의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탐색적 요

인분석 결과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문항들이 분류되었으

며, 소비자 프라이버시 역량 하위차원이 추가되어 총 6개의 하위차원으

로 도출되었다. 다만, 소비자 프라이버시 역량 하위차원 문항은 5개 문항

에서 C33, C29, C32의 공통성 값이 .27, .39, .33으로 최소 .40 이상이 되

어야 한다는 가정에 충족하지 않아 삭제하여 총 2문항이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은 다음 <표4-25>과 같이 총 19문항

이 6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7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각각의 6가지 요인의 cronbach’s a값을 살펴본 결과 모두 .70

보다 높아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척도로서 신뢰할 수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MO 측도 .86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4675.1

자유도 190
유의확률 .000

<표 4-24 > 디지털 소비자기능: KMO와 Bartlett의 검정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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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명

기능
문항

공통성

요인부하량 Cro
nba
ch’
α

1 2 3 4 5 6

디지털
환경에
서의
거래
기능

C05 .590 .822 .041 .006 -.037 -.071 .034

.83

C07 .514 .694 .032 .019 .044 .006 .054

C08 .549 .673 -.055 -.049 .009 .071 -.056

C04 .440 .608 -.045 -.021 -.044 .058 .024

C10 .423 .562 -.059 -.009 .111 .031 -.025

비판적
정보
평가
기능

C02 .844 -.012 -.936 -.014 .022 -.032 -.056

.86C01 .632 .011 -.805 .056 -.009 .032 -.015

C03 .619 .028 -.720 -.079 -.020 -.002 .080

디지털
소비자
문제
해결
기능

C14 .856 .003 .014 -.932 -.001 .025 -.035

.86

C13 .670 .004 -.018 -.802 .007 -.020 .038

디지털
콘텐츠
이용
기능

C28 .596 .015 -.080 .040 .744 -.013 .092

.76C27 .569 .039 .002 -.062 .698 .029 .052

C26 .444 -.009 .060 .000 .675 .015 -.091

디지털
소비자
시민
기능

C22 .657 -.110 -.001 -.012 .018 .834 .063

.83C21 .650 .115 .031 .028 -.004 .780 -.084

C20 .503 .050 .005 -.026 -.026 .683 -.006

C23 .471 .008 -.058 -.026 .062 .603 .063

소비자
프라이
버시
보호
기능

C31 .646 -.018 .009 -.017 .025 -.037 .811

.73

C30 .546 .083 -.015 -.017 -.012 .095 .658

고유치 6.02 2.1 1.57 1.42 1.36 1.02
.83

총 설명력 31.7 42.8 51.0 58.5 65.7 71.0

<표 4-25> 디지털 소비자기능: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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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랜덤1 집단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도출된 19개의 디

지털 소비자기능 역량 문항에 대해 랜덤 2집단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추정은 최대우도법(ML: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으며, 디지털 소비자역량 기능 문항의 확인적 요

인분석 모형은 [그림4-2]와 같다.

[그림 4-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디지털 소비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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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아래 <표4-26>과 같이 나타났다. Browne

Cudeck(1993)이 제시한 모형 적합도 지수 Normed χ2=χ2/df=2.47로 3.0이

하의 기준을 충족하며, 표본크기에 따라 적합도 지수가 달라지는 χ2 값

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RMSEA도 0.05로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GFI, CFI, TLI, AGFI 값도 0.9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RMR도 .03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최대우도모수추정치로 비표준화·표준화 회귀계수

(estimate), 표준오차(standard error:S.E), 기각률(critical ratio:C.R)을 나

타낸 표는 아래 <표4-27>와 같다.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30

이상이면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며(홍세희, 2000), 모형 내 모든 경로계

수가 유의하여 각 요인별 단일차원성을 확인할 수 있다.

카이

제곱
자유도

카이

제곱/

자유도

GFI CFI TLI
RMSE

A
RMR

판단

기준
≥0.05 ≤3 ≥ 0.8~0.9 ≤0.08 ≤0.05

모델 338.7 137 2.47 .941 .959 .949 .05 .030

<표 4-26> 모델 적합도 지수 : 디지털 소비자기능

Estimate
S.E C.R P

B β

C01 <-- 비판적
정보 기능
(CB1)

1 0.859
C02 <-- 0.951 0.859 0.04 23.738 ***
C03 <-- 0.869 0.803 0.039 22.076 ***
C04 <--

디지털
소비자 거래
기능
(CB2)

1 0.735

C05 <-- 1.089 0.767 0.062 17.43 ***

C07 <-- 0.984 0.728 0.059 16.555 ***
C08 <-- 0.998 0.755 0.058 17.147 ***
C10 <-- 0.956 0.664 0.063 15.096 ***

<표 4-27> 최대우도모수 추정치: 디지털 소비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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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구성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항목들의 집중타당도(수렴타

당도)를 살펴볼 수 있는 표준화된 요인적재값과 개념 신뢰도값(CR값:

Construct Reliability) 및 평균분산추출값(AVE값: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구해 검증하였다. 표준화 요인적재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고 대체로 0.5 이상인 경우 집중타당성을 인정하며(손지연·사지연, 2017),

평균분산추출값(AVE)은 0.5이상이고 개념 신뢰도(CR:Construct

Reliability)가 0.7이상이어야 수렴타당성을 갖는다고 본다(Hair et al.,

2010). 다만 집중타당성은 위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만 만족하여도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정지혜·박남희, 2019).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모두 표준요인부하량이 .50 이상으로 나타났

다. 또한 모든 요인에서 AVE값(평균분산추출값)이 기준인 .50 이상, CR

값(개념신뢰도)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 기준을 만족하

였다(Anderson & Gerbing, 1988; Fornell & Karcker, 1981).

C13 <-- 소비자
문제해결
기능
(CB3)

1 0.826

C14 <-- 1.004 0.86 0.07 14.329 ***

C20 <-- 디지털
소비자 시민
기능
(CB4)

1 0.722
C21 <-- 1.032 0.802 0.06 17.088 ***
C22 <-- 1.05 0.727 0.067 15.77 ***
C23 <-- 1.009 0.714 0.065 15.507 ***
C26 <-- 디지털

재화 이용
기능
(CB5)

1 0.664
C27 <-- 1.252 0.777 0.086 14.591 ***
C28 <-- 1.262 0.814 0.085 14.772 ***

C30 <-- 소비자
프라이버시
기능
(CB6)

1 0.834

C31 <-- 0.841 0.684 0.08 1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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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표준화
계수

측정
오차　 CR값 AVE값

비판적
정보
평가
기능

C01.기업 후원 받은 소비자 후기인지
비판적으로 선별 0.859 0.246

0.878 0.707
C02.SNS에서 콘텐츠와 광고 구별
가능 0.859 0.222

C03.SNS 광고 속 정보 신뢰도 평가
가능 0.803 0.288

디지털
환경에
서의
거래
기능

C04. 원하는 조건에 맞게 필터링하여
제품 및 서비스 탐색 가능 0.735 0.261

0.851 0.534

C05.다양한 사이트 앱 활용해 가격
품질 비교 후 구매 0.767 0.254

C07.온라인 쇼핑시 상세정보,
거래조건, 원치 않는 옵션 포함여부
확인

0.728 0.263

C08.온라인에서 내게 가장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 찾아 구매 가능 0.755 0.231

C10. 개인간 거래 시 판매자 조건,
신뢰도 확인 0.664 0.354

디지털
소비자
문제
해결
기능

C13.온라인 구매 관련 분쟁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곳 찾을 수 있음 0.826 0.272

0.831 0.711
C14.온라인 소비자 권리 및 법 찾아
해결 요청 0.86 0.207

디지털
소비자
시민
기능

C20. AI,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서비스 적극적으로 이용 0.722 0.334

0.83 0.551

C21.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쇼핑 및
서비스 적응하기 위해 노력 0.802 0.215

C22. 디지털 소비자로서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노력 0.727 0.358

C23. 온라인 통해 환경, 사회에 도움
되는 소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 0.714 0.357

디지털
재화
이용
기능

C26.디지털 콘텐츠 이용시
불법다운로드하지 않음 0.664 0.366

0.797 0.569C27.디지털 콘텐츠 계약 자동 갱신,
이용 기간 확인 후 구매 0.777 0.297

C28.정품 라이센스 제품 이용 및
갱신 0.814 0.234

소비자
프라이
버시
보호
기능

C30.온라인 마케팅에 내 정보 활용되지
않도록 인터넷 사용 기록 및 쿠키 삭
제

0.834 0.34

0.734 0.582C31.사용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 앱/사
이트 탈퇴 및 내 정보 삭제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

0.684 0.623

<표 4-28 > 척도에 대한 수렴타당성 검증: 디지털 소비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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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비자역량 태도 문항으로 도출된 모형의 판별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해 Fornell & Larcker(1981)가 제안한 방법으로 두 변인 상관계

수와 각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추값(AVE)의 제곱근을 비교하였다.

* 대각선 수치: 루트AVE 값 , 대각선 아래부분: 상관계수

판별타당도는 서로 다른 잠재변수가 얼마나 서로 구별되는지를 의미

하며 잠재변수 간 낮은 상관을 보이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관관계가 높으면 두 구성 개념간의 차별성이 떨어져 판별타당성이 낮

은 것으로 본다. 즉 두 구성개념 각각의 AVE 값의 제곱근이 두 개념간

의 상관계수 값 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디지털 소비자역량 실천 문항으로 도출된 모형의 판별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해 Fornell & Larcker(1981)가 제안한 방법으로 두 변인 상관계

수와 각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추값(AVE)의 제곱근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4-29>와 같이 모든 요인간 상관관계의 값이 평균분산추출값

　
비판적
정보
평가

디지털
환경에서
의 거래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디지털
소비자
시민

디지털
콘텐츠
이용

소비자
프라이버
시 보호

비판적
정보
평가

0.841 　 　 　 　 　

디지털
환경에
서의
거래

0.545 0.731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
결

0.414 0.513 0.843 　 　 　

디지털
소비자
시민

0.343 0.654 0.416 0.742 　 　

디지털
콘텐츠
이용

0.350 0.512 0.313 0.440 0.754 　

소비자
프라이
버시

0.417 0.449 0.385 0.414 0.441 0.763

<표 4-29 > 디지털 소비자기능: 요인별 판별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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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의 제곱근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요인들이 다른 요

인들과 구분되는 판별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실천 영역을 구성하는 6가지 요인은 서로 다른 요인과 구별되는 개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통해 아래 <표 4-30>와

같이 디지털 소비자역량 기능 문항이 선정되었다.

기능 No 문항 결과

비판적
정보
평가
기능

C01
나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소비자 후기가

기업 후원을 받은 정보인지 아닌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선정

C02

나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게시물이 순수한

콘텐츠(정보제공 목적)인지 광고(홍보 및 판매 목적)인지 여부

를 구별할 수 있다.

선정

C03
나는 소셜미디어 광고 속 정보가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평가

할 수 있다.
선정

디지털
환경에서
의 거래
기능

C04
나는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검색조건을 변경(필

터링)하여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선정

C05
나는 다양한 사이트와 앱을 활용하여 여러 판매자의 조건(가격

과 품질 등)을 충분히 비교한 후 구매한다.
선정

C06

나는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의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사업자 정보, 고객 게시판 등을 별도로 확인

한다.

탈락

C07
나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상세정보, 거래조건, 원치

않는 옵션 포함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선정

C08
나는 인터넷에서 내게 가장 적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찾아

구매할 수 있다.
선정

C09
나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 및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중고거래

등을 할 수 있다.
탈락

C10
나는 개인간 거래 시 판매자 및 판매 조건이 믿을 수 있는지

거래 후기 등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한 후 거래한다.
선정

C11
나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결제 및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탈락

C12 나는 스마트폰에 나의 금융정보를 함부로 저장하지 않는다. 탈락

디지털
소비자
문제
해결
기능

C13

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긴다면 이를 해결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어렵

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선정

C14
나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적용되는 소비자의 권리 및 소비

자 보호 관련 법 제도를 찾아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선정

C15 나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에 문제가 있거나 품 탈락

< 표 4-30> 디지털 소비자기능: 최종 선정된 문항



- 130 -

질이 떨어지는 경우 채팅,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직접 환불

및 교환 등을 요청한다.

디지털
소비자
시민
기능

C16
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 낮은 경우

이에 대해 판매자에게 불만을 제기한다.
탈락

C17
나는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후기나

경험 등을 다른 소비자들과 공유한다.
탈락

C18
나는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 후

댓글, 후기, 평점 등을 작성한다.
탈락

C19

나는 내가 구입한 제품이 불량품이 분명한데도 판매자가 교환

해주지 않는다면 인터넷에 이러한 정보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공유할 것이다.

탈락

C20
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온

라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써보려고 한다.
선정

C21
나는 새로운 온라인(모바일) 쇼핑 방법 및 서비스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선정

C22

나는 내 자신을 평생학습자라고 생각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경

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찾아보거나 교육받으려

고 한다.

선정

C23
나는 온라인을 통해 환경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파

는 곳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선정

C24
나는 환경을 위해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소비자에게 무료로 나눈다.
탈락

C25

나는 지구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디지털 수단을 선택

하려고 한다(예시:인쇄물 대신 e-book 이용, 모바일 영수증 이

용 등)

탈락

디지털
재화
이용
기능

C26
나는 영화, 음악, e-book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선정

C27
나는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기한, 계약의 자동 갱신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구매한다.
선정

C28
나는 정품 라이센스 제품을 이용하고 라이센스 만료 후에는

정식으로 갱신한다.
선정

소비자
프라이버
시 보호
기능

C29
나는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 시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

지 이용약관을 통해 확인한다.
탈락

C30
나는 온라인 마케팅에 내 정보가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 기록 쿠키 등을 정기적으로 삭제한다.
선정

C31

나는 사용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 앱/사이트 등은 탈퇴하고 만

약 내 정보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다.

선정

C32

나는 쇼핑몰 앱 등을 설치할 때 접근권한 허용을 묻는 경우

무조건 ‘동의합니다’에 클릭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

는 것만 동의한다.

탈락

C33
나는 나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 광고회사 등 다

른 사업자와 공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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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준거 타당도 검증

준거타당도는 또는 기준관련타당도는 실용적인 타당도 검증 방법으로

연구대상이 된 모집단이나 그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개발

한 도구와 준거 변수의 점수를 측정하여 선형 상관관계를 산정하여 평가

한다(Waltz & Bausell, 1981; 고성희, 1991). 즉 연구대상이 개념적으로

관련 있는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는지 살펴봄으로써 타

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서 소비자역량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소비생활 복지수준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1. 디지털 소비생활 복지

준거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소비자역량과 관련이 있는 소비생활 복

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복지’라는 것은 주로 심리학에서 주관

적 복지 측면에서 최적의 심리를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서 긍정적·

부정적 정서 혹은 행복이나 생활만족으로 파악하였다(김기옥, 2010;

Kahneman et al., 1999). 이는 복지에 대한 쾌락적 접근이라 할 수 있는

데 또 다른 접근으로 자아실현적 측면으로 쾌락과 만족보다는 인간의 진

정한 잠재력을 실현하여 점차 번영하는 관점에서의 복지이다(Ryff, 1995;

김기옥, 2010). 김기옥(2010)에 따르면 현대 소비자의 복지를 논하기 위

해서는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만족이나 행복감뿐 아니라 분별력

있고 자율적으로 꾸려나가는 소비생활 전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자신의 생활 영위를 위해 소비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재량껏

발휘해나가며 만족과 행복뿐만 아니라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소비

생활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소비생활복지’측면의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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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언급하였다.

김기옥(2010)은 소비생활복지를 “현대 소비자가 자신의 능력과 자율

적 판단으로 질적 양적으로 높고 만족스러우며 번영해나가는 성숙한 소

비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소비생

활복지를 쾌락주의요소와 행복주의요소 그리고 혼합요소를 포함한 척도

를 도출하였다. 즉 소비생활의 양적 측면과 만족감 등의 질적 측면 그리

고 성장 측면을 합쳐 소비생활복지 척도를 도출하였다. 양적 측면의 경

우 ‘소비생활에서 사고 싶은 것을 충분히 사고 소유하는 등의 물질적 풍

요를 누리는 것’이고, 질적 측면은 ‘소비생활과 관련한 만족감 또는 기분

좋은 경험 및 즐거움 등을 얻어 소비생활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성장 측면은 ‘소비생활을 통해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소비기술과 능력을

키우고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생활복지 : 양적 측면 + 질적 측면 + 성장 측면

(김기옥, 2010)

한편, 소비자역량을 소비자의 역할을 올바르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힘 또는 능력이라고 보았을 때(이기춘·김정은, 2012; 이영희·이제화,

2014; 황미진, 2018) 소비자역량은 소비자의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

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에서 소비자역량은 소비생활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역량이 양적 질적 측

면의 소비생활 복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김시월·조향숙(2014)은

소비자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참여 소비생활 만족도에 있어 소비자역량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역량(금융역량, 거래역량, 시민역량,

세 변수를 합한 전체 소비자역량)은 사회적 참여 소비생활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구혜경·나종연(2015)의 연구에서도

재무관리영역에서 소비자의 주관적 역량이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시월·조향숙(2017)은 소비자역량이 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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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비자 문제 경험과 소비자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노인 소

비자와 비노인 소비자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사회경제적 특성, 소비자

역량이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문제 경험과 소비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결과 비노인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역량이 높은 경우 통신서비

스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역량은 소비자로서의 자신감 및 자율성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기옥(2010)에서 언급한 성장 측면의 소비생활

복지와 소비자역량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로서 지각

된 자신감이 높을수록 소비자재무역량, 소비자거래역량, 소비자시민역량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오수진·배순영, 2018), 양승철·오태곤(2020)

도 대학생의 재무관리 역량은 재무적 자기효능감인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역량은 소비

생활 복지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환경에 적용해보면

디지털 소비자역량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생활 복지와 관계가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김기옥(2010)의 소비생활 복지 개념을 바탕으로 디지털 소비자역

량과의 관계 검증을 통해 준거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김기옥

(2010)에서 제시한 소비생활 복지 문항을 디지털 맥락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디지털 소비생활 복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우선, 디지털 소비생

활 복지 문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공통요인분석(CFA) 방법인 주축요인추출법을 선택하고 요인들간

상관관계가 있음을 가정하는 사각회전 방식인 직접오블리민을 적용하였

다. KMO 값은 .911이며 와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p<.00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4-31>과 같이 나타났다.

10개의 문항 중 하나의 문항 ‘온라인상에서의 내 소비생활은 대체로

내가 원하던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운 편이다’가 cross-loading 값이 높아

제거하였으며 총 9개의 문항이 예상과 같이 2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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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총 64.8%의 설명력을 가진다.

요인1은 ‘디지털 소비생활에 대한 질적·양적 측면의 만족감인 ‘디지털

소비생활 만족도’로 명명할 수 있다. 요인1의 고유값은 5.25이며 설명력

은 52.5%이다. 요인2는 디지털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이행할 수 있는 자율성에 대한 것으로 디지털 소비생활에 대한 성장 측

면의 복지를 의미한다. 이에 요인2를 ‘디지털 소비생활 자율성’이라 명명

하였으며 고유값은 1.23, 12.3%의 설명력을 갖는다.

요인 명 기능 문항
요인부하량 Cronbac

h’α1 2

디지털
소비생활
만족도

나는 온라인상에서의 내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편이다.

.839 .043

.866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던 중요한
것들을 온라인 구매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750 -.027

나는 사고 싶은 것들을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730 -.009

앞으로도 현재 온라인에서의 내
소비생활을 바꿀 생각이 거의 없다.

.718 .077

나는 온라인상에서 소비생활을 잘 해낼
수 있다.

.684 -.145

디지털
소비생활
자율성

나는 온라인 마켓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자신이 있다.

-.053 -.927

.864

나는 새로운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데
능숙하다.

-.011 -.880

나는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서비스(쇼핑
앱 등)가 나온다면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 이용할 자신이 있다.

.102 -.741

주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의 소비활동과
관련하여 내게 조언을 구하는 편이다.

.019 -.582

고유치 5.25 1.23
.893

총 설명력 52.5% 64.8%

<표 4-31> 디지털 소비생활 복지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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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소비자역량과 디지털 소비생활 복지의 관계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 변수들과 디지털 소비생활 복지와의 상관관

계를 통해 준거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디지털 소비자역

량은 소비생활 복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구혜경·나종

연,2015; 김시월·조향숙,2017; 박종옥, 2020 등), 소비자역량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바는 소비생활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이

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검

토하기 위해 준거 변수로 디지털 소비생활 복지수준을 사용했으며 디지

털 소비자역량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준거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준거타당도의 검증은 랜덤1 집단과 랜덤2 집단을 통합하여 하나의 표

집으로 합산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 변수와 디지

털 소비생활 복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4-32>와 같이 나타

났다.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의 모든 변수와 질적 양적 복지(만족도) 및

성장 측면의 복지(자율성) 모두 .000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질적·양적 복지수준과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디

지털 소비자 거래 기능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원하는 제

품 및 서비스를 찾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생

활에 대한 질적, 양적인 만족도와 관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디

지털 소비자 시민 태도와 디지털 소비자 시민 기능이 디지털 소비생활의

질적 양적 복지와 정적인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타

인과 환경까지 고려하는 소비를 추구하는 행동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

비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 측면의 소비생활 복지는 디지털 소비자 거래

기능, 디지털 소비자시민 기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디지털 소비자기능 전반이 디지털 소비생활에서의 성장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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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로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소비생활에 대한 자신감 및 자율성과

서로 관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의 지식, 태도, 기능의 모든 하위

차원들이 디지털 소비생활 복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디지

털 소비자역량 척도의 변수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복지를 수준을 반

영하는 척도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성요소 하위차원　 디지털 소비생활
만족도

디지털
소비생활
자율성

디지털

소비자지식

비판적 정보 .114** .137**

디지털 환경 거래 .119** .203**

소비자 문제해결 .097** .161**

디지털 소비자 시민 .145** .168**

디지털 콘텐츠 이용 .115** .165**

소비자 프라이버시 .158** .142**

디지털

소비자태도

비판적 정보 .135** .163**

디지털 환경 거래 .378** .254**

소비자 문제해결 .290** .228**

디지털 소비자 시민 .431** .341**

디지털 콘텐츠 이용 .378** .317**

소비자 프라이버시 .303** .157**

디지털

소비자기능

비판적 정보 .243** .395**

디지털 환경 거래 .536** .576**

소비자 문제해결 .285** .395**

디지털 소비자 시민 .422** .573**

디지털 콘텐츠 이용 .289** .297**

소비자 프라이버시 .137** .312**

<표 4-32>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준거타당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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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지금까지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디지털 소비자역량 최종 척도를 도출하였다. 우선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개념 및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과 관련

된 문항 pool을 도출하였다. 연구자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도

를 검증하여 문항을 정제하고 정제된 초기문항들을 바탕으로 300명 대상

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념적 틀에서 도출

된 하위차원을 확인하고 문항을 정제하였다. 이후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1,135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표본을 랜덤1 집단과 랜덤 2 집단으로 분류하여 랜덤 1 집단

에 대해 수정된 척도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

시하고, 랜덤 2집단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랜덤1집

단과 랜덤2집단을 통합하여 준거타당도를 평가한 후 최종 디지털 소비자

역량 척도를 도출하였다.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화 작업을 통해 선정된 문항은 총 50문항으로

아래 <표 4-33>과 같다.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는 디지털 소비자지식, 디지털 소비자태도, 디

지털 소비자기능을 구성요소로 하며, 각 구성요소는 6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 6가지 하위차원은 ‘비판적 정보 평가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의 거래 역량’,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 ‘디지털 소비자시민 역량’,

‘디지털 콘텐츠 이용 역량’,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이다.

해당 척도는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디지털 소

비자역량 총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디지털 소비자지식 척도, 태도 척도,

기능 척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하위차원별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비판적 정보 평가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역량 등과 같은 맥락에

서도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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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비자지식(Knowledge) 디지털 소비자태도(Attitudes) 디지털 소비자기능(Skills)
문항

수

비판적

정보

평가

K1.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협찬받은

후기를 순수한 소비자 후기처럼 게시

하거나 광고를 광고로 표시하지 않으

면 부당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K2.소셜미디어상에서의 네이티브 광

고는 해당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형식

으로 제작되어 광고와 콘텐츠를 구분

하기 어렵다.

A1.인터넷에 올라온 소비자 후기

등을 무비판적으로 신뢰하면 안 된

다.

A2.가격비교사이트나 쇼핑 앱(몰)에

서 제공하는 기본 설정 그대로의 랭

킹 정보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

다.

S1.나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에 올라온 소비자 후기가 기업 후원을

받은 정보인지 아닌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S2.나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에 올라온 게시물이 순수한 콘텐츠(정보

제공 목적)인지 광고(홍보 및 판매 목

적)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다.

S3.나는 소셜미디어 광고 속 정보가 믿

을 수 있는 정보인지 평가할 수 있다.

7

디지털

환경에

서의

거래

K3.가격비교 사이트의 검색 결과는

기본적으로 모든 비용(가격, 배송비,

설치 및 조립비 등 모두 포함)이 포함

된 총금액을 비교하지는 않는다.

K4.에스크로(Escrow)제도는 온라인

판매자의 결제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

치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

래안전장치이다.

K5.인터넷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

매 할경우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결제

A3.구매 전에 인터넷을 통해 적극

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A4.온라인 플랫폼(예:당근마켓, 중고

나라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믿을 수 있는 거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A5.온라인 금융거래 및 결제 시 보

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S4.나는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검색조건을 변경(필터링)하여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S5.나는 다양한 사이트와 앱을 활용하

여 여러 판매자의 조건(가격과 품질 등)

을 충분히 비교한 후 구매한다.

S6.나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상세정보, 거래조건, 원치 않는 옵션 포

함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S7.나는 인터넷에서 내게 가장 적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찾아 구매할 수 있

11

<표 4-33> 최종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 (5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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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

S8.나는 개인간 거래 시 판매자 및 판

매 조건이 믿을 수 있는지 거래 후기 등

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한 후 거래한다.

디지털

소비자

문제

해결

K6.인터넷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불가’ 또는 ‘흰색 상품 환불

불가’ 등과 같은 반품 불가 규정을 제

시할 경우 반품할 수 없다.(X)

K7.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일

반적인 소비자 보호 및 권리가 적용되

지 않는 경우가 있다.

K8.해외에서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

국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제품도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유

통된다.

A6.온라인 쇼핑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A7.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

호법 및 권리 등을 알고 있어야 한

다.

S9.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 및 서

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긴

다면 이를 해결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S10.나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적용되

는 소비자의 권리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 제도를 찾아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7

디지털

소비자

시민

K9.일상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

데이터 전송 등도 소비, 사용, 처분 등

의 과정에서 상당한 온실가스가 배출

된다.

K10.온라인 쇼핑, 택배, 배달 등의 증

가는 지속가능 소비 측면에서 지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A8.다른 소비자들을 위해 인터넷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후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A9.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새로운

온라인 쇼핑 방법 및 서비스를 배우

고 익히는 것은 중요하다.

A10.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르면서

도 소비자로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S11.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써보려고 한다.

S12.나는 새로운 온라인(모바일) 쇼핑

방법 및 서비스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다.

S13.나는 내 자신을 평생학습자라고 생

각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위

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찾아보거나 교

10



- 140 -

A11.온라인을 통해 재활용 및 중고

거래를 실천하는 등 환경을 위한 소

비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받으려고 한다.

S14.나는 온라인을 통해 환경이나 사회

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파는 곳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

K11.미리듣기/미리보기를 제공하는

음원, 영상 등은 내려받기(다운로드)를

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K12.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결제 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 할 수 있다.

A12.디지털 콘텐츠(영화, 음악,

e-book 등)의 저작권 보호는 중요하

다.

A13.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불법복제사이트(해적사이트)를

이용하면 안 된다.

A14.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때 해

당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

전에 제공받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

S15.나는 영화, 음악, e-book 등의 디지

털 콘텐츠를 불법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S16.나는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기한,

계약의 자동 갱신 여부 등에 대해 확인

하고 구매한다.

S17.나는 정품 라이센스 제품을 이용하

고 라이센스 만료 후에는 정식으로 갱신

한다.

8

소비자

프라이

버시

보호

K13.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온라인 서
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한 경우 철회할 수
없다(X)
K14.쇼핑몰을 이용할 때 기존 포털
ID로 회원가입하려면 소비자는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별도로 해야
한다.

A15.내가 원할 경우 온라인에서 내

정보는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

A16.온라인에서 내 정보가 제3자에

게 판매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A17.온라인에서 내 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

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서비스

를 이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

S18.나는 온라인 마케팅에 내 정보가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

기록 쿠키 등을 정기적으로 삭제한다.

S19.나는 사용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

앱/사이트 등은 탈퇴하고 만약 내 정보

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에게 삭제

를 요청한다.

7

Total 14문항 17문항 19문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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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디지털 소비자역량 진단

본 장에서는 개발된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적용하여 실제 소비자

들의 디지털 소비자역량 수준 현황을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소비자 특성별 수준 차이를 분

석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취약한 소비자의 특성이 무엇이고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하였다.

제 1 절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전반적 수준

본 절에서는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구성하는 지식, 태도, 기능의 각 하

위차원 점수를 종합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자역량 점수’를 산출하고, 산

출된 점수를 바탕으로 각 구성요소의 하위차원별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소비자들의 디지털 소비자역량 수준이 어

떠한지 진단하고 부족한 영역의 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1. 디지털 소비자역량 점수 산출

디지털 소비자지식, 태도, 기능 역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디

지털 소비자역량 점수를 산출하였다. 지식의 경우 ‘맞다’ 1점, ‘아니다’,

‘모른다’ 0점으로 측정하였고, 태도와 기능 문항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

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

에 모든 하위차원의 값을 0점에서 100점까지의 범위로 환산하여 동등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이기춘 외(2007)의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의 소비자역량

지수 개발 및 산출연구’ 및 박혜영(2010)의 ‘디지털재화 소비자역량 연구’

의 점수산출 방식을 참고하여 디지털 소비자역량 점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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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각 구성요소의 하위차원을 0점에서 100점까지의

범위로 환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 5-1>과 같다.

*관측값은 응답자의 원점수를 의미함

위와 같은 점수산출 방법으로 계산한 디지털 소비자역량 각 구성요소

의 하위차원별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값, 표준편차는 아래 <표5-2>와

같다.

구성

요소
하위차원

문항

수

최저

점

최고

점
점수산출 방법

지식

비판적 정보 평가 2 0 2 (100×관측값)/2
디지털 환경 거래 3 0 3 (100×관측값)/3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3 0 3 (100×관측값)/3
디지털 소비자 시민 2 0 2 (100×관측값)/2
디지털 콘텐츠 이용 2 0 2 (100×관측값)/2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2 0 2 (100×관측값)/2

태도

비판적 정보 평가 2 2 10 (100×(관측값-2))/8
디지털 환경 거래 3 3 15 (100×(관측값-3))/12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2 2 10 (100×(관측값-2))/8
디지털 소비자 시민 4 4 20 (100×(관측값-4))/16
디지털 콘텐츠 이용 3 3 15 (100×(관측값-3))/12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3 3 15 (100×(관측값-3))/12

기능

비판적 정보 평가 3 3 15 (100×(관측값-3))/12
디지털 환경 거래 5 5 25 (100×(관측값-5))/20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2 2 10 (100×(관측값-2))/8
디지털 소비자 시민 4 4 20 (100×(관측값-4))/16

디지털 콘텐츠 이용 3 3 15 (100×(관측값-3))/12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2 2 10 (100×(관측값-2))/8

<표 5-1> 디지털 소비자역량 백분위 점수 산출 방법

구성

요소
하위차원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값 표준편차

지식
비판적 정보 평가 0.0 100.0 70.5 34.6
디지털 환경 거래 0.0 100.0 55.9 36.5

<표 5-2> 디지털 소비자역량 백분위 환산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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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비자역량 총점을 구하기 위해 가중치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EU의 소비자역량지수는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에게 3개 영역에

100점을 배분하게 하고 이의 중간값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Nardo et

al. 2011). 오수진·배순영(2018)은 '한국의 소비자역량지수' 산출에 있어

계층분석방법을 이용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역량지수의 하위

차원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계층분석방법이란 집단의사

결정기법 중 하나로 평가기준이 다른 여러가지 평가 요소에 대해 전문가

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평가요소의 중요도별 가중치를 결정하여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기춘 외(2007), 박혜영(2010)은 소비자역량

의 총점을 구하기 위해 총점과 각 하위차원의 상관계수의 합을 1로 하는

가중치를 도출하여 점수산출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중치 산출 방법 중 이기춘 외(2007)와 박혜영

디지털 소비자 문제

해결
0.0 100.0 46.7 32.2

디지털 소비자 시민 0.0 100.0 66.7 37.2
디지털 콘텐츠 이용 0.0 100.0 59.0 36.8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0.0 100.0 60.7 34.8

태도

비판적 정보 평가 0.0 100.0 75.2 16.2
디지털 환경 거래 0.0 100.0 84.5 13.8
디지털 소비자 문제

해결
12.5 100.0 80.1 15.2

디지털 소비자 시민 6.3 100.0 79.5 13.6
디지털 콘텐츠 이용 16.7 100.0 82.9 14.9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8.3 100.0 88.3 14.6

기능

비판적 정보 평가 0.0 100.0 50.0 20.6
디지털 환경 거래 0.0 100.0 72.2 14.8
디지털 소비자 문제

해결
0.0 100.0 58.0 20.9

디지털 소비자 시민 0.0 100.0 66.8 17.0
디지털 콘텐츠 이용 16.7 100.0 74.1 17.4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0.0 100.0 53.8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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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의 가중치 산출 방법에 근거하여 디지털 소비자역량 총점을 산출

하였다. 구체적으로 백분위 환산된 점수를 바탕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

총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 하위차원과 총 역량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통

해 가중치를 산출하여 반영하였다. 서로 다른 하위차원의 점수를 합산하

여 하나의 총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위차원과 전체 역량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전체점수에 공헌하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이기춘 외, 2007; 박혜영, 2010).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지식, 태도, 기능 각 구성요소는 6개의 하위차원

을 가지며, 각 하위차원 점수와 총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5-3>과 같이 나타났다. 모든 하위차원 점수가 .000 수준에서 총점과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가 클수록 상

대적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 총점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기춘 외(2007), 박혜영(2010)의 소비자역량 총점 계산방식에 근거

하여 상관계수의 합을 1로 하는 가중치를 환산하여 디지털 소비자역량

점수산출에 반영하였다. 즉 가중치는 각 하위차원이 디지털 소비자역량

총점에 기여 정도 및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낸다.

가중치를 각 하위차원의 백분위 환산점수에 적용하여 디지털 소비자

역량 총점수를 계산하면 <표5-4>와 같이 산출될 수 있다. 각각의 하위

차원 점수에 총점과의 상관계수를 바탕으로 하여 계산한 환산 가중치를

곱해 더해주는 방식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 총점을 산출하였다.

구성요소 하위차원
총점과의

상관계수
환산 가중치

지식

비판적 정보 평가 .478*** 0.054
디지털 환경 거래 .534*** 0.060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551*** 0.062
디지털 소비자 시민 .565*** 0.063
디지털 콘텐츠 이용 .484*** 0.054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467*** 0.052

태도 비판적 정보 .397*** 0.044

<표 5-3> 하위차원별 총점과의 상관관계 및 환산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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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 거래 .456*** 0.051
소비자 문제해결 .498*** 0.056
디지털 소비자 시민 .550*** 0.062
디지털 콘텐츠 이용 .539*** 0.060
소비자 프라이버시 .440*** 0.049

기능

비판적 정보 .410*** 0.046
디지털 환경 거래 .613*** 0.069
소비자 문제해결 .479*** 0.054
디지털 소비자 시민 .589*** 0.066
디지털 콘텐츠 이용 .453*** 0.051
소비자 프라이버시 .421*** 0.047

합계 8.924 1

디지털 소비자역량 총점

= (비판적 정보평가 지식 점수x0.054)+(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지식 점수

x0.06)+(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지식 점수x0.062)+(디지털 소비자 시민 지

식 점수x0.063)+(디지털 콘텐츠 이용 지식 점수x0.054)+(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지식 점수x0.052)+(비판적 정보평가 태도 점수x0.044)+(디지털 환경에서

의 거래 태도 점수x0.051)+(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태도 점수x0.056)+(디지

털 소비자 시민 태도 점수x0.062)+(디지털 콘텐츠 이용 태도 점수x0.06)+(소

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태도 점수x0.049)+(비판적 정보평가 기능 점수

x0.046)+(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기능 점수x0.069)+(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기능 점수x0.054)+(디지털 소비자 시민 기능 점수x0.066)+(디지털 콘텐츠 이

용 기능 점수x0.051)+(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 점수x0.047)

* 각 점수는 백분위 환산점수

<표 5-4> 디지털 소비자역량 총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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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전반적 경향

디지털 소비자역량 점수는 <표5-5>, [그림5-1]과 같다. 앞서 산출한

디지털 소비자역량 점수를 바탕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총 점수를 살

펴보면 100점 만점에 68.3점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소 점수는 디지털 소비

자지식이 100점 기준 59.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소비자태

도는 81.7점, 디지털 소비자기능은 63.4점으로 나타났다. 지식 점수가 가

장 낮았으며 지식<기능<태도 순서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박혜영(2010), 손지연·이경아(2014)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대체로

객관적인 정답을 측정하는 지식수준은 낮고, 주관적인 태도에 대한 인식

은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5-1] 디지털 소비자지식·태도·기능 수준

N=1,135　 지식 평균 태도 평균 기능 평균 평균
디지털

소비자역량점수
59.7
(21.9)

81.7
(10.8)

63.4
(12.5)

68.3
(11.5)

<표 5-5> 디지털 소비자역량 총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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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비자역량 하위차원 영역별로 전반적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

보기 위해 각 하위차원의 지식, 태도, 기능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그림5-2]와 같이 나타났다.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이

61.6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다음 비판적 정보평가 역량

이 65.2점,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이 67.6점,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

래 역량이 70.9점, 디지털 소비자 시민 역량이 71점, 디지털 콘텐츠 이용

역량이 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과 비판적 정보평가 역량 및 소비

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은 디지털 소비자역량 총점 평균보다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나 역량 제고가 필요한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소비자지식, 태도, 기능의 각 하위차원별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5-2]와 같다. 디지털 소비자지식의 경우 대체로 낮

은 수준으로 보였는데 그중에서 ‘소비자 문제해결’ 관련 지식수준이 46.7

점(100점 기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지식

[그림 5-2] 디지털 소비자역량 하위차원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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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점), 디지털 콘텐츠 이용 관련 지식(59점), 소비자 프라이버시(61점)

관련 지식도 약 60점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비자 태도는 비판적 정보

평가(75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80점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이에 반해 소비자기능은 태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비판적 정보 평가’와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기능은 각

각 50점, 53.8점으로 디지털 소비자기능 중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

다. 이에 반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기능, 디지털 소비자 재화 이용과

관련된 기능은 70점을 상회하여 다른 하위차원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

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은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과 관련된 지

식, 비판적 정보 평가 기능,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특히 부족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해당 영역과 관련된 소비자교육이 요구된다.

[그림5-3] 각 구성요소의 하위차원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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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비자의 특성별 디지털 소비자역량 수준

차이 분석

본 절에서는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디지털 소비자역량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우선,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디지털

소비자역량 총점과 지식, 태도, 기능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후, 6가지 하위차원별로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수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취약한 소비자

의 특성을 면밀하게 밝혀내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정

책적 접근 방안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디지털 소비자역량 총점 및 구성 요소별 차이 분석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디지털 소비자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디지털 소비자역량 총점과 구성요소별로 소비자 특

성별 수준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6>과 같다. 디지털 소

비자역량 총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역에 따

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및 전문대졸인 집단,

생산직 및 무직인 집단,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150만원 미만인 집단,

군 단위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디지털 소비자역량 수준이

낮은 취약집단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교육수준에 따라 디지털 소비자역

량 총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 미만의 경우 약 64점인데

반해 대졸 이상의 경우 약 70점을 나타냈으며 디지털 소비자지식에 있어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전문대졸 미만의 경우 디지털

소비자지식 수준이 약 52점인데 반해 대졸은 약 63점, 대학원졸업인 경

우 약 66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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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구성요소 별로 소비자 특성별 역량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디지털 소비자지식은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는데 대졸 이상, 월평

균 소득이 750만 원 이상, 전문직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디지털 소비

자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고졸 및 전문대졸, 월평균 150만 원 미만

의 소득, 생산직/무직인 경우 지식 수준이 낮았다.

디지털 소비자태도는 전반적으로 지식 및 기능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당위적으로 옳은 행동에 대해 높게 평가하여 나타난 결

과일 수도 있으며 인식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식 및 기능에 비해 사회경제적 특성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지만 .05 수준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지역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소비자태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

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태도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20

대 소비자가 다른 연령대의 소비자에 비해 태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디지털 소비자기능은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연령, 교육수준, 소득

수준, 직업, 지역)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연령에 따른 디지

털 소비자기능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20대가 기능 수준이 가장 높고

40대~60대가 20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학생이 생산직, 무

직, 기타(은퇴, 프리랜서 등)에 비해 디지털 소비자기능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경우 가구 월평균 소득이 450만 원 미만인

소비자가 750만 원 이상인 소비자에 비해 디지털 소비자기능 역량이 낮

으며, 군 단위의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비

해 디지털 소비자기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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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디지털

소비자역량

총점

디지털

소비자지식

디지털

소비자태도

디지털

소비자기능

성별
남자 68.16 60.81 80.94 63.43
여자 67.94 58.62 82.60 63.45
t-value .310 1.68 -2.56* -.026

연령

20대 69.42 56.79 84.04 68.36c

30대 67.89 58.18 81.41 64.87bc

40대 67.98 61.54 81.09 61.96ab

50대 67.82 61.91 81.01 61.19a

60대 67.33 59.57 81.56 61.61ab

F-value .980 2.227 2.912* 13.42***

교육 수준

고졸 64.36a 51.84a 81.38ab 60.88a

전문대졸 63.81a 51.62a 79.62a 61.17ab

대졸 69.89b 63.44b 82.21ab 64.66bc

대학원졸 71.17b 66.02b 83.12b 64.95c

F-value 23.85*** 28.24*** 3.05* 7.67***

소득 수준

(만원)

150미만 64.25a 50.69a 81.36 61.74a

150-300 66.63ab 56.60ab 81.24 62.89a

300-450 67.97ab 60.54bc 81.51 62.58a

450-600 68.39ab 60.94bc 81.47 63.45ab

600-750 70.16bc 63.95bc 83.07 64.11ab

750이상 72.77c 67.61c 83.52 67.72b

F-value 8.00*** 9.29*** 1.16 3.61**

직업

전문직 70.21 66.28 80.91 63.94ab

사무/ 관리직 69.93 63.29 82.55 64.60ab

서비스/판매 66.94 58.20 81.46 61.95ab

생산직 64.74 52.95 80.92 61.31a

학생 68.44 53.95 83.02 69.37b

전업주부 66.94 57.79 81.65 62.19ab

무직 65.42 55.99 80.67 60.44a

기타 65.97 59.28 80.59 58.75a

F-value 4.323*** 5.99*** .84 5.88***

지역

수도권/광역시 68.50b 60.41 82.10 63.74
중소도시 68.09b 59.38 81.84 63.83
군 단위 64.41a 54.84 79.09 60.12
F-value 5.56** 2.93 3.46* 3.92*

<표 5-6> 디지털 소비자역량 총점 및 구성 요소별 분석

*p<.05 **p<.01 ***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알파벳 순서는 평균수준이 차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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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소비자역량 하위차원별 차이 분석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6가지 하위차원 역량의 수준 차이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표 5-7>과 같이 나타났다. 비판적 정보평가 역량은 전체

평균 65.2점으로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

을 나타냈다. 이는 소비자들이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된 마케팅 및 광고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수많은 광고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해낼 수 있는 등의 역량이 높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비판적 정보평가 역량의 경우 소비자의 연령, 교육 수준, 소득수준, 직업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연령과 교

육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 30대에 비해 50대, 60대의 경우 비판적 정

보평가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역량을 진단한 기존 연구에

서도 청년 소비자는 정보이해 및 활용 부분의 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60세 이상의 소비자는 정보이해 및 활용 부문 점수가 평균보

다도 약 11점 낮아 시장경제 환경 변화에서 정보이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순영 이아름, 2019).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디지털 환경에서의 마케팅 및 광고 방법

에 대해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및 상업적 목적의 콘

텐츠형 광고와 정보제공 목적의 콘텐츠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50~60

대 소비자가 청년 소비자에 비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

에 따른 역량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고졸의 경우 약 59점, 전문대졸의

경우 약 61점으로 나타나 대졸·대학원 졸업의 경우 약 68점으로 큰 차이

를 나타냈다. 직업에 따라서도 비판적 정보평가 역량 수준 차이가 나타

났다. 생산직, 전업주부, 무직, 서비스 판매직의 경우 비판적 정보평가 역

량이 낮고 학생, 전문직, 사무직/관리직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

득수준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

만의 집단에 비해 월평균 소득이 750만 원 이상인 집단은 비판적 정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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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량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연령층, 저학력 저소득 집단 그리고

생산직, 전업주부, 무직, 판매직 등의 소비자 집단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

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선별할 수 있는 역량 교육이 특별히 필

요함을 시사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역량의 경우 전체 평균이 70.9점이며 성별,

교육 수준, 소득수준, 직업, 지역에 따라서 역량 수준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저학력, 저소득 집

단이 역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경우 월평균 150만

원 미만의 집단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저소득 집단의 경우 자원 부족으로 인해 오프라인뿐만 아

니라 온라인 시장에서도 제약이 있기에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발

생한 역량 차이로 볼 수 있다. 직업에서는 사무/관리직이 약 74점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역량이 가장 높은 데 반해 생산직, 학생, 무직이

약 6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대체로 20대에 해당하는

데 청년 소비자의 경우 소비 경험의 범위가 좁아 소비자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배순영·이아름, 2019).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

래 역량에는 실질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결제하는 것과 관련

된 제도 및 정책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소비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도 역량

차이가 나타났는데 군 단위의 농어촌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수도권 및 광

역시 그리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비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

래 역량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구매 등의 소비활동이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은 6가지 하위차원 중 가장 낮은 수준

(61.6점)으로 나타나 디지털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이 필요한 부

분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은 교육 수준,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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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고졸, 전문대졸

이하)의 경우 대졸 이상의 집단보다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이 낮

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월평균 750만 원

이상)이 문제해결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학력, 저소득 계층

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저학력 및 저소득 소비자를

중심으로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소비자 시민역량은 전체 평균 71점이며 성별,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보다 여성, 전문대졸

이하에 비해 대졸 이상, 저소득 집단(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에 비해

고소득 집단(월평균 소득 750만 원 이상), 무직이나 생산직 종사자에 비

해 전문직 또는 사무/관리직인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집단이 디지털 소

비자 시민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 시민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대졸 이상의 집단, 전문직 종사자 등의 경우 소비자 시민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김정은 이기춘, 2009) 학력과 직업 등 직·간접적 교육과 관련

이 높은 변수가 시민역량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소비자 시민역량 형성을 위한 교육은 보편 교육으

로 누구에게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누구나 디지털 소비자

시민으로 역량을 갖고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

으로 보편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디지털 환경

에서 공동체와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추구할 수 있으며, 디지털 시장 변

화가 가져오는 위험과 기회에 대해 파악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소비

자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역량은 전체 평균 72점으로 역량 중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디지털 콘텐츠가 보편적인 소비 대상이 되면서 소비자들도 불법

다운로드나 저작권 등의 문제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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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역할 태도와 이용과 관련된 행동 수준이 높

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법·제도적 지

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무형의 재화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디지털

소비자지식 수준을 높일 필요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콘

텐츠 이용 역량은 성별, 교육 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 전문대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인 경우,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디지털 콘텐츠 이용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은 67.6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교육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전문대졸 이하

보다 대학원 졸업 이상의 집단에서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태도 수준은 88.26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인 행동 수준은 53.8점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태도와 행동의 격

차가 가장 큰 역량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의 경

우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역량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태도와 행동의 갭이 매우 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대부분

의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

각하긴 하지만 소비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고 실제 행동

은 제한적으로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과 관련된 지식 및 자신의 정보를 보호

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나종연 외,

2020). 이에 디지털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소비자로서 마케팅 등에 자신

의 데이터가 활용되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

고 실제 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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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분

비판적

정보평가

디지털

환경

거래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디지털

소비자

시민

디지털

콘텐츠

이용

소비자

프라이버

시 보호

성

별

남자 66.12 71.92 62.24 69.80 70.01 68.97
여자 64.39 69.80 60.99 72.13 73.91 66.23
t-value 1.82+ 2.28* 1.34 -2.32* -4.04*** 2.90**

연

령

20대 70.56c 69.30 61.48 72.83 74.26 68.88
30대 68.10b 70.94 61.30 68.60 70.56 68.37
40대 65.06ab 71.79 60.71 71.89 71.30 66.63
50대 62.11a 71.49 61.16 71.24 72.36 67.97
60대 61.53a 70.59 63.29 70.30 71.49 66.27
F-value 13.69*** .836 .954 1.945 1.604 1.12

교

육

수

준

고졸 59.34a 66.54a 59.79ab 65.64a 70.80a 64.72a
전문대졸 61.48a 66.41a 57.51a 65.65a 67.88a 64.53a
대졸 67.72b 72.62b 62.93b 73.52b 73.13b 69.04ab
대학원졸 68.74b 75.88b 63.50b 75.02b 73.55b 69.49b
F-value 21.55*** 17.32*** 6.7*** 20.85*** 5.05** 6.79***

소

득

수

준
(만

원)

150미만 60.84a 65.93a 59.00a 65.39a 68.88a 66.47
150-300 63.83a 69.31ab 59.92a 68.88ab 71.02ab 66.99
300-450 64.80ab 71.40ab 60.86a 70.79ab 72.07ab 67.84
450-600 66.50ab 71.89b 61.94ab 71.71bc 71.72ab 66.26
600-750 66.57ab 72.73b 64.41ab 73.92bc 73.24ab 69.47
750이상 70.31b 74.27b 66.75b 77.74c 76.42b 70.30
F-value 5.03*** 4.47*** 4.75*** 8.03*** 2.88* 1.50

직

업

전문직 67.39bc 72.66 63.58 73.32 74.00 69.67
사무/ 관리직 68.01bc 73.92 63.02 72.68 72.58 69.04
서비스/판매직 62.81ab 68.84 61.27 69.36 72.28 66.68
생산직 58.71a 67.56 59.45 66.72 68.66 66.77
학생 70.92 67.45 61.98 72.07 72.19 67.04

전업주부 61.40ab 69.80 61.35 70.42 73.13 65.15
무직 62.57ab 67.85 58.42 68.12 68.88 67.26
기타 65.15abc 71.72 58.61 70.46 70.19 65.70
F-value 8.15*** 4.50*** 1.91+ 2.34* 1.63 1.51

지

역

수도권/광역시 65.75b 71.54b 61.79 71.37b 72.30 68.14
중소도시 65.07b 70.39b 62.00 71.66b 72.49 66.68
군 단위 61.66a 66.35a 59.24 66.34a 68.26 65.14
F-value 2.96+ 5.06** 1.27 4.22* 2.89+ 2.049

<표 5-7> 디지털 소비자역량 하위차원별 분석

*p<.05 **p<.01 ***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알파벳 순서는 평균수준이 차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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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소비자역량 구성요소의 하위차원별 차이 분석

1) 디지털 소비자지식의 6가지 하위차원별 분석

디지털 소비자지식의 여섯 가지 하위차원별로 소비자특성에 따른 차이

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표5-8>과 같이 나타났다. 하위차원 중 비

판적 정보평가 지식이 70.48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냈으며, 소비

자 문제해결과 관련된 지식은 46.7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지식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대체로 소비자 권리 및 소

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 지식이 해당 된다. 이러한 지식의 경우 저학

력 및 저소득 집단이 42.5점, 39.5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디

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생활에 있어 소비자 문제 발생 시 대처 또는 보호

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지식의 경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징적으로 20대가

40,50,60대에 비해 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은

층에서 소비자역량 중 지식수준이 낮아 특히 청소년 및 청년들을 대상으

로 소비자 지식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

이다(이기춘, 1999). 20대의 경우 주체적으로 소비생활을 시작한 시점이

다른 집단에 비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생활에 대한 경험과 연륜

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해

서는 연령이 어린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지식이 뛰어날 수 있

지만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경우 디지털 활용과 관련된 지식이나 스킬뿐

만 아니라 소비생활과 관련된 지식 등도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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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알파벳 순서는 평균수준이 차
이를 나타냄

변수 구분

디지털 소비자지식

비판적

정보

디지털

환경

거래

소비자

문제

해결

디지털

소비자

시민

디지털

콘텐츠

이용

소비자

프라이

버시

전체 평균 70.48 55.94 46.72 66.65 58.98 60.66

성별
남자 71.98 60.32 49.17 64.23 56.94 63.52

여자 69.02 51.66 44.33 69.02 60.99 57.85
t-value 1.43 4.02*** 2.53* -2.17* -1.8 2.75**

연령

20대 74.05 44.76a 41.59 67.86ab 55.48 58.81
30대 73.44 54.07ab 46.89 60.05a 55.98 60.53
40대 71.05 59.21b 47.81 71.49b 62.28 57.89
50대 68.35 60.62b 47.45 68.55ab 62.90 64.92
60대 66.46 59.44b 49.31 64.79ab 57.50 60.63
F-value 2.00 7.25*** 1.82 2.99* 2.09 1.44

교육

수준

고졸 58.09a 44.82a 42.55ab 55.74a 55.53 55.96ab

전문대졸 64.38a 44.88a 40.74a 55.56a 53.27 52.61a

대졸 75.55b 60.55b 49.00ab 71.91b 61.23 63.45b

대학원졸 76.09b 68.12b 50.72b 74.78b 61.30 65.65b

F-value 1.89*** 20.6*** 4.76** 18.1*** 2.87* 6.40***

소득

수준

(만원

)

150미만 59.72a 41.36a 39.51a 55.09a 53.70 56.94
150-300 69.50ab 52.00ab 43.67ab 61.17ab 56.50 58.50
300-450 69.74ab 58.30b 46.74ab 67.53abc 60.15 61.99
450-600 72.69b 60.21b 47.87ab 68.72abc 58.81 57.93
600-750 73.21b 59.82b 50.60ab 71.88bc 60.71 68.75
750이상 77.78b 62.11b 55.27b 80.34c 66.24 64.10
F-value 3.55** 6.05*** 3.69** 7.36*** 1.74 2.29*

직업

전문직 78.40b 63.47b 52.53 73.60 65.60 65.20
사무/관리직 74.65ab 62.42b 50.14 69.94 60.25 63.30
서비스/판매직 66.06ab 52.80ab 45.50 62.41 61.31 60.95
생산직 58.64a 47.74ab 44.86 56.17 54.32 55.56
학생 71.88ab 39.58a 42.71 65.63 51.04 54.17

전업주부 65.66ab 55.42ab 43.98 64.76 59.94 58.13
무직 65.93ab 48.97ab 40.41 65.93 54.42 61.95
기타 75.00ab 60.71b 45.24 64.29 57.14 56.25
F-value 4.33*** 6.84*** 2.26* 2.32* 1.83 1.61

지역

수도권/광역시 71.31 56.88 46.72 67.47 59.23 62.14
중소 도시 70.48 54.63 47.72 66.74 60.57 57.05
군 단위 63.86 51.49 44.55 59.90 53.47 56.93
F-value 2.08 1.16 .33 1.86 1.36 2.54

<표 5-8> 소비자 특성별 디지털 소비자지식 하위차원 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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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비자지식의 각 하위차원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교육

수준에 따라 디지털 소비자지식이 6가지 하위차원 모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소비

자의 디지털 소비자지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디지털 소비자지식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

서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와 관련된 지식, 소비자 문제해결과 관련된 지

식,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지식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디지털 소비자 시민성과

관련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공동체와 환경을 위한 소비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수준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지식 및 디지털 소비자 시민

과 관련된 지식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디지털 환경

에서의 거래와 관련 지식수준이 40대 이상의 소비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소비자가 디지털 소비자 시민성과 관련된 지식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소비자 시민과 관련된

지식은 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문항들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소비자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 다른 집단에 비해 해

당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디지털 소비자지식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만드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림 5-4]와 같이 디지털 소비자지식의 6가지 하위차

원 모두 교육수준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로 고졸 및 전

문대졸 소비자에 비해 대졸 및 대학원졸 소비자의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지식(가격 비교 방

법, 안전 결제 방법 등)수준은 저학력 소비자와 고학력 소비자간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정도가 디지털 소비자지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저학력 소비자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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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비교하고 결제하는 방법 등에 대해 다른 소비자에 비해 지식이 부

족하여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수준도 디지털 소비자지식의 집단간 차이를 만드는 주요한 변

수 중 하나로 나타났다. 대체로 월평균 가구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가

구의 디지털 소비자지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콘텐츠 이

용 지식을 제외한 모든 하위차원 역량에 대해 가구 소득이 750만원 이상

의 집단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반적으로 저소득·저학력 집단을 중심으로 디지털 소비자지식

수준을 보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경우 특

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와 관련해 청약철회나 소비자권리와 관련된

법·제도 지식 및 거래에서 필요한 가격·품질 비교 방법, 안전한 결제 방

법 등에 대한 지식 교육이 요구된다. 20대 및 학생 또한 디지털 소비자

지식 강화가 필요하며 이들을 대상으로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관련

지식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림5-4] 교육수준에 따른 디지털 소비자지식 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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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소비자태도의 6가지 하위차원별 분석

디지털 소비자태도의 6가지 하위차원별로 소비자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5-9>와 같이 나타났다. 디지털 소비자태도는 전반적으

로 지식 및 기능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옳은 행동에 대해

당위적으로 ‘그렇다’로 평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소비자태도 수준은 높게 나타

나는 경향이 있다(박혜영, 2010; 오수진·배순영, 2018). 디지털 소비자태

도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관련 태도가 8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

대적으로 비판적 정보 태도에 대해 75.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디지털 소비자태도는 앞서 살펴본 디지털 소비자지식과는 다르게 교육

수준 및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보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주로 나타났다.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해

결하려는 태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시민 역할에 대한 태도, 디지

털 콘텐츠 이용에 있어 소비자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 이용을 지양

하려는 태도,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태도 등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태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비판적 정보 태도는 온라인에서 생성

된 정보 및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

으로 20대 집단이 인식 수준이 가장 높고, 50~60대의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소비자 시민 역할에 대한 태도와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있어 책임있는 소비자로서 역할하는 것 등과 관련된 태도

수준도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20대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대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태도 수준이 약 87점으로 나타나 다

른 연령대에 비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불법이용 등에 매우 민

감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디지털 콘텐츠를 해적사이트 등에서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것에 대해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많

았다면 최근에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달라져 콘텐츠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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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변함에 따라

세대별로 디지털 콘텐츠 이용 관련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

해볼 수 있다.

이밖에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라 비판적 정보 평가 태도와 디지털 콘텐

츠 이용 태도에 있어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문대졸 이하의 저학력 소비

자가 비판적 정보 평가 태도 및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대한 태도 수준이

대졸 이상의 소비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직인 경우에도

비판적 정보 평가 태도와 디지털 콘텐츠 이용 관련 태도 수준이 낮게 나

타났으며 학생의 경우에는 태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태도는 지역에 따라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군 단위의 농어촌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비

해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

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탐색·비교하고 안전한 거래 및 결제를 중요시하

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태도 차이는 군 단위의

농어촌에 거주하는 소비자인 경우 연령(60대 이상 비율 높음)이나 교육

수준(저학력 비율 높음)에 있어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와는 차이가 있

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차이가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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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알파벳 순서는 평균수준이 차
이를 나타냄

변수 구분

디지털 소비자태도

비판적

정보

디지털

환경

거래

소비자

문제

해결

디지털

소비자

시민

디지털

콘텐츠

이용

소비자

프라이

버시

전체 75.23 84.45 80.12 79.49 82.90 88.26

성별
남자 75.91 84.00 78.65 78.37 81.72 87.22

여자 74.56 84.90 81.57 80.61 84.08 89.30
t-value 1.4 -1.10 -3.25** -2.75** -2.67** -2.39*

연령

20대 77.20 85.95 81.85 82.17 87.58b 88.73
30대 76.50 84.33 78.59 78.80 82.50a 88.00
40대 75.38 84.14 79.44 78.51 80.77a 88.60
50대 72.73 83.97 79.18 79.26 81.45a 89.15
60대 74.84 84.06 81.56 78.96 82.71a 86.88
F-value 2.62* .78 2.10 2.59* 7.14*** .86

교육

수준

고졸 73.62 85.32 80.96 78.48 81.88ab 87.77
전문대졸 72.79 83.33 77.37 77.57 79.52a 87.15
대졸 76.07 84.19 80.44 80.21 83.61ab 88.49

대학원졸 77.17 85.65 80.33 80.22 85.65b 89.57
F-value 3.0* 1.0 2.0 2.14 4.84** .740

소득

수준

(만원

)

150미만 74.88 84.57 81.13 78.41 81.25 87.96
150-300 73.21 84.08 80.21 79.04 82.53 87.89
300-450 76.15 84.41 78.74 79.11 82.38 88.44
450-600 74.94 84.03 79.74 79.10 82.27 88.69
600-750 76.56 85.42 81.58 81.98 84.97 87.20
750이상 77.88 85.33 81.52 80.98 85.90 89.32
F-value 1.91 .29 .98 1.3 1.8 .33

직업

전문직 74.10 82.40 79.40 78.85 82.87 87.40
사무/관리직 77.39 85.30 79.50 80.26 83.75 89.27
서비스/판매직 75.55 84.55 80.29 79.52 82.60 87.90
생산직 71.30 85.19 80.40 77.93 80.97 88.89
학생 77.34 85.85 80.21 80.21 87.24 86.81

전업주부 73.27 83.68 83.21 79.71 81.58 87.85
무직 73.78 84.44 79.54 78.26 81.12 86.73
기타 73.88 82.29 76.79 78.91 81.25 90.63
F-value 2.47* 1.03 1.52 .54 2.06* .87

지역

수도권/광역시 75.31 85.07b 80.33 79.61 83.47b 88.60
중소 도시 75.06 84.07b 80.67 80.09 82.49ab 88.36
군 단위 75.00 80.45a 77.23 77.29 79.37a 85.40
F-value .03 5.22** 2.05 1.57 3.52* 2.15

<표 5-9> 소비자 특성별 디지털 소비자태도 하위차원 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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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소비자기능의 6가지 하위차원별 분석

디지털 소비자기능은 <표 5-10>과 같이 ‘비판적 정보 기능(50점)<소

비자 프라이버시 기능(53.8점)<소비자 문제해결 기능(57.9점)<디지털 소

비자 시민 기능(66.7점)<디지털 소비자 거래 기능(72.1점)<디지털 콘텐츠

이용 기능(74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상업적 커뮤니케

이션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판적 정보 기능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온라인상에서 소비자

의 정보가 활용되지 않도록 쿠키 등을 삭제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기능 또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반면 디지털 환경에서 탐색/비교/평가를 통해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기능과 디지털 재화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콘텐츠 거래 계약 시 거래 조건에 주의를 기울여 구매하는 등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 기능은 70점을 상회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판적 정보 기능은 20대가 가장 높고 50대와 60대가 가

장 낮으며, 고졸에 비해 대학원 졸업 이상, 학생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

은 집단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온라인에서 비판적으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은 50대와 60대의 경우 45점으로 평균 50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비판적으

로 평가하고 구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기능은 온라인 마케팅에 내 정보가 활용되지

않도록 온라인상에서의 기록, 쿠키 등을 삭제하고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

고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은 앞서 언급했듯이 디

지털 소비자기능 중 낮은 수준으로 성별, 연령, 직업, 결혼 여부에 따라

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긴 하였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모

든 소비자의 수준이 60점을 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성, 20대, 학생의 경우 소비자 프라이버시 관리 수준이 높게 나왔다. 남

성인 경우, 50~60대인 경우 전업주부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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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기능 역량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05 **p<.01 ***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알파벳 순서는 평균수준이 차
이를 나타냄

변수 구분

디지털 소비자기능

비판적

정보

디지털

소비자

구매

소비자

문제

해결

디지털

소비자

시민

디지털

콘텐츠

이용

소비자

프라이

버시
전체 평균 50.02 72.15 57.97 66.78 74.05 53.82

성별
남자 75.91 84.00 78.65 78.37 81.72 87.22
여자 74.56 84.90 81.57 80.61 84.08 89.30
t-value .722 -1.58 1.47 .039 -5.2*** 3.28**

연령

20대 60.44c 77.19c 61.01b 68.45 79.72b 59.11b

30대 54.35b 74.43bc 58.43ab 66.96 73.21a 56.58ab
40대 48.76ab 72.02ab 54.88a 65.68 70.83a 53.40ab
50대 45.26a 69.88a 56.85ab 65.90 72.72a 49.85a

60대 43.30a 68.25a 59.01ab 67.14 74.27a 51.30a

F-value 28.1*** 13.5*** 2.72* .94 8.19*** 5.7***

교육

수준

고졸 46.31a 69.47a 55.85 62.69a 75.00 50.43
전문대졸 47.28ab 71.01ab 54.41 63.81ab 70.86 53.84
대졸 51.54ab 73.12ab 59.36 68.43bc 74.54 55.18

대학원졸 52.97b 73.87b 59.46 70.05c 73.70 53.26
F-value 5.4** 4.3** 3.42* 9.78*** 2.21 2.29

소득

수준

(만원

)

150미만 47.92 71.85 56.37 62.67a 71.68 54.51
150-300 48.78 71.85 55.88 66.42ab 74.03 54.58
300-450 48.49 71.49 57.10 65.73ab 73.68 53.09
450-600 51.87 71.43 58.20 67.29ab 74.08 52.15
600-750 49.93 72.95 61.05 67.91ab 74.03 52.46
750이상 55.27 75.38 63.46 71.90b 77.14 57.48
F-value 2.65* 1.42 2.95* 3.82** 1.15 .97

직업

전문직 49.67a 72.12ab 58.80 67.50ab 73.53 56.40
사무/관리직 51.99a 74.06 59.42 67.83ab 73.75 54.57
서비스/판매직 46.84a 69.16ab 58.03 66.15ab 72.93 51.19
생산직 46.19a 69.75ab 53.09 66.05ab 70.68 55.86
학생 63.54b 76.93b 63.02 70.38b 78.30 60.16

전업주부 45.28a 70.30ab 56.85 66.79ab 77.86 49.47
무직 48.01a 70.13ab 55.31 60.18a 71.09 53.10
기타 46.58a 72.14ab 53.79 68.19ab 72.17 50.22
F-value 9.3*** 4.12*** 2.38* 3.45** 3.08** 2.55*

지역

수도권/광역시 50.62 72.69b 58.33 67.02b 74.22 53.69
중소 도시 49.67 72.49b 57.60 68.14b 74.41 54.63
군 단위 46.12 67.13a 55.94 61.82a 71.95 53.09
F-value 2.19 6.45** .63 5.17** .81 .18

<표 5-10> 소비자 특성별 디지털 소비자기능 하위차원 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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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 부분은 디지털 소비자기능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

났으며 디지털 소비자 시민 기능을 제외하고 다섯가지 역량에서 모두 연

령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림 5-5]와 같이 디지털 소비자기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하향

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기능적으로 해낼 수

있는 수준이 높고 전반적으로 50,60대가 기능 수준이 낮았다. 그중에서

비판적 정보평가 기능에 있어 연령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0,60대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 노출되는 상업

적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선

별하는 능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상

품 및 가격을 탐색하고 비교하여 내가 원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실질

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역량이 50,60대가 20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과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데이

터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또한 장노년층 소비자인 경우 부족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연구의 경우 온라인을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

이자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50,60대도

온라인 이용이 빈번하고 디지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

고 디지털 소비자기능 측면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

[그림5-5] 연령에 따른 디지털 소비자기능 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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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는 전체 50,60대 집단을 놓고 보았을 때 디지털 소비자기능 측

면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업에 따라서도 디지털 소비자기능 수준 차이도 크게 나타났는

데 학생이 전반적으로 기능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생산직이나 전업주부,

무직의 경우 기능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

났으며 농어촌 거주 소비자에 비해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디지털 소

비자 구매의사결정 기능과 디지털 소비자 시민 기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접하고 활용하느

냐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기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결과는 연령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으로 인해 도출되었을 가능성도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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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살

펴보고 그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실제 현황을 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소비자역량에 대한 논의를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 시키고, 실제 측정 가능한 도구를 제공하여 추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발한 척도를 적용하여 현재 우

리나라 소비자의 디지털 소비자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취약한 소비자 집단을 밝혀내 그에 맞는 교육방안을 제시하고 교육 전략

을 수립하는데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 1 절 결과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을 도출하고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 및

하위차원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 pool

을 만들어 내용타당도 및 표면타당도 검증을 거쳐 총 83문항의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 초기문항을 도출하였다. 초기문항에 대해 일반 성인 소

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일차적으로 디지털 소비자

역량 구성요소별 하위차원을 분류하고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수정

된 문항을 바탕으로 1,135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디지털 소

비자지식은 문항변별도 및 난이도 평가를 시행하고, 디지털 소비자태도

및 기능은 랜덤 1집단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각 요인별 문항들

을 대상으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여 문항 정제 및 내적일관성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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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후 랜덤 2집단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성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AVE값 CR값을 산출하여 디지털 소비자역량 태도

및 기능 척도의 구성차원에 대한 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디지털 소비자역량과 디지털 소비생활 복지수준의 상관관계를 검증

하여 준거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디지털 소비자지식

14문항, 디지털 소비자태도 17문항, 디지털 소비자기능 19문항으로 구성

된 총 50문항의 디지털 소비자역량 최종 척도를 개발하였다. [연구문제

1]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역할을 주체적, 합리적, 윤리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으로 디지털 소비자지식, 디지털 소비자태도,

디지털 소비자기능의 총체이다. 이는 소비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고,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역

량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있어 비

판적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안전하게 거래하며, 소비자 문제를 적극적으

로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역량이다. 끝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현재와 미래 공동체를 고려한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역량이다.

둘째, 디지털 소비자역량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논의된 소비자역

량과 디지털 역량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소

비자역량은 ‘디지털 소비자지식’, ‘디지털 소비자태도’, ‘디지털 소비자기

능’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는 6개의 하위차원을 가진다. 6개의 하위차

원은 비판적 정보 평가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역량, 디지털 소비

자 문제해결 역량, 디지털 소비자 시민 역량과 같이 소비자역량을 디지

털 환경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부분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 역량, 소비

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과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디

지털 활용 역량을 소비자 맥락에서 수정 보완하여 추가한 부분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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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셋째, 디지털 소비자지식, 태도, 기능을 구성하는 6가지 하위차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비판적 정보평가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

비자에게 노출되는 다양한 유형의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비판적으

로 평가 및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이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정보탐색-비교평가-

구매 결정 및 결제)하는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거래의 신뢰성

을 비교·평가하여 안전하게 디지털 결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이다.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소비자 문제(ex. 청약 철회, 피해보상, 안전 등)에 대해 주도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다. ‘디지털 소비자시민 역량’은 디지털 환경

에서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를 고려한 소비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역량이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

에 있어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소비자 프라이

버시 보호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 활

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결과적

으로 총 50문항으로 개발된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의 내용은 다음 <표

6-1>과 같다.

디지털

소비자지식(Knowledge)

디지털

소비자태도(Attitudes)

디지털

소비자기능(Skills)

비판적

정보

평가

K1.협찬 받은 광고 게시
관련 지식
K2.소셜미디어상에서의 네
이티브 광고 지식

A1.인터넷 소비자 후기 신
뢰
A2.가격비교사이트나 쇼핑
앱(몰)랭킹 정보 신뢰

S1. SNS 소비자 후기 기
업 후원 유무 구별
S2. 네이티브 애드 콘테츠
구별
S3.SNS 광고 속 정보 신
뢰성 평가 가능

디지털

소비자

K3.가격비교 사이트의 검
색 결과에 관한 지식
K4.에스크로(Escrow)제도

A3.구매 전 적극적인 인터
넷 정보 탐색
A4.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S4.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검색, 필터링, 탐색
가능

<표 6-1> 최종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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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의사

결정

K5.인터넷에서 현금 결제
관련 지식

개인간 거래시 주의
A5.온라인 금융거래 및 결
제 시 보안 고려

S5.온라인 구매 시 다양한
사이트와 앱을 활용해 비
교
S6.인터넷 구매 시 상세정
보, 거래조건, 원치 않는
옵션 포함 여부 등 확인
S7.인터넷에서 내게 가장
적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
를 구매 가능
S8.개인간 거래 시 신뢰도
평가 가능

디지털

소비자

문제

해결

K6.인터넷 쇼핑몰에서 반
품 불가 규정을 제시할 경
우 소비자 권리
K7.개인간 거래에서의 소
비자 보호 및 권리 지식
K8.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통한 안전하지 않은 제품
유통 관련 지식

A6.온라인 쇼핑 피해 예방
및 대처방법을 사전에 알
고 있어야
A7.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법 및 권리 등
을 알고 있어야

S9.디지털 소비자 문제, 분
쟁 발생시 도움주는 곳 찾
을 수 있음
S10.온라인 상거래 관련 법
제도 찾아 해결 요청 가능

디지털

소비자

시민

K9.디지털 기기, 데이터 전
송 등에서의 온실가스가
배출 관련 지식
K10.비대면 서비스 증가와
지속가능 소비 관련 지식

A8.다른 소비자들을 위해
솔직한 후기 정보 공유
A9.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새로운 온라인 쇼핑 방법
및 서비스 배워야
A10.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르면서도 소비자로서 직
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A11.온라인 통해 재활용
및 중고거래 필요

S11.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를 적극적으로 시도
S12.새로운 온라인(모바일)
쇼핑 방법 및 서비스에 적
응하기 위해 노력
S13. 디지털 환경에서 경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술
과 정보를 찾거나 교육 받
음
S14.환경이나 사회에 도움
이 되는 제품 파는 곳 정
보 획득 노력

디지털

콘텐츠

이용

K11.미리듣기/미리보기를
제공한 디지털 콘텐츠의
다운로드 후 거래 취소 관
련 규정
K12. 미성년자의 디지털
콘텐츠 구매 관련 규정

A12.디지털 콘텐츠(영화,
음악, e-book 등)의 저작권
보호 중요
A13.디지털 콘텐츠를 불법
복제사이트(해적사이트)를
이용하면 안 됨
A14.디지털 콘텐츠 계약시
주의점

S15.디지털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 하지 않음
S16.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기한, 계약의 자동 갱신 여
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구
매
S17.나는 정품 라이센스 제
품을 이용하고 라이센스
만료 후에는 정식으로 갱
신한다.

소비자

프라이

버시

K13. 온라인에서의 개인정
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철회 관련 지식
K14.소셜로그인을 통한 ‘개

A15.내가 원할 경우 온라
인에서 내 정보는 완전히
삭제되어야
A16.내 정보가 제3자에게

S18.온라인 마케팅에 내 정
보가 활용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인터넷 사용 기록
쿠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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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에서는 개발한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를 바탕으로 디지

털 소비자역량 현황을 진단하였다.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전반적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디지털 소비자역

량 수준 차이를 분석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취약한 소비자의 특성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황 진단을 통해 궁극적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

교육 및 정보전달의 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디지털

소비자역량 교육방안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의 구체

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측정한 결과, 디지털 소비자지식<디지털

소비자기능<디지털 소비자태도 순서로 역량의 수준이 확인되었다. 디지

털 소비자태도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데 반해 디지털 소

비자지식과 기능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소비자지식과 디지털 소비자기능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하위차

원 역량을 살펴보면, 지식의 경우 ‘소비자 문제해결 지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기능의 경우 ‘비판적 정보 기능’과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

호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는 거래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 권리

및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노출되는 수

많은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

는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정보를 보호

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 수준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보호
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관련 지식

판매되는 것에 대해 거부
할 수 있어야
A17. 정보제공 거부에 따
른 차별 반대

S19.사용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 앱/사이트 탈퇴 or 삭
제 요청

Total 14문항 17문항 1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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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역량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 역량의 경우

태도와 기능 수준은 높은 데 반해 지식수준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디지털 소비자역량 총점과

지식, 태도, 기능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디지털 소

비자역량 총점은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났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하이거나 소득수준

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생산직, 무직, 기타(은퇴, 프리랜서 등)인 경우,

군 단위의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디지털 소비자역량이 낮은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소비자지식은 교육수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

며, 디지털 소비자태도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디지털 소비자기능은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지역에 따라 차이

를 보였다. 지식, 태도, 기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저

학력, 저소득, 생산직이나 무직, 농어촌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디지털 환

경에서 취약한 소비자로 확인되었다.

셋째,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 디지털 소비자역량 수준 차이가 크

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디지털 소비자지식뿐만 아니라 태도와 기능

수준의 차이도 가져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득수준은 디지털 소

비자지식 및 기능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 결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

록 소비자역량 및 디지털 역량 모두 높게 나타났다(오수진·배순영, 2018;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등). 디지털 소비자역량도 교육 수준, 소득수준

이 높은 집단에서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교육수

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디지털 소비자역량도 취약할 가능

성이 크다. 저학력 저소득 집단의 경우 오프라인 소비자역량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비자역량도 취약한 집단으로 역량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전문대졸 이하, 월평균 소득 150만 원 미만의 집단을 대상으

로 우선적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 강화 교육이 요구되며, 특히 해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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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낮게 나타난 역량을 주목하여 디지털 소비자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디지털 환경에서 역량이 취약한 소비자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외에도 디지털 환경과 관련이 적은 직업에 종사하거나 농어촌 등 디지털

환경과의 접촉 및 노출이 부족한 경우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소비자에 비해 생산직, 무직, 기타 직업

에 종사하는 소비자가 디지털 소비자역량 점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직업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직간접적 교육 기회가 달라짐으로써 소비자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은 이기춘,2009). 비교적 업무처

리 등에 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험이 적은 생산직, 무직, 전업주

부, 기타(은퇴자 및 프리랜서 등)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디지털 교육 경

험이 적고 업무처리 등에 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험이 적을 가능

성이 커 디지털 소비자역량에서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른 역량 차이는 디지털 격차에서도 논의되는 요

인으로(고흥석, 2017) 농·어촌인 경우 디지털 접근성이 도시에 비해 떨어

질 확률이 높아 소비생활에서도 디지털 격차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6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접근수준 91%, 역량수준 63%,

그리고 활용수준 65.9%로 조사되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이는 농

어촌의 정보화는 대도시에 비해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농어촌은 경제적

으로 낙후지역에 속하거나 지리적으로 고립된 곳이 많기에 인터넷 접근

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디지털 격차가 발생한다(김승환· 성욱준,2020).

디지털 소비자역량에서도 동일한 맥락이 적용되어 거주지역에 따른 역량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연령에 따라 취약한 디지털 소비자역량 구성요소(지식, 태도,

기능)가 다르게 나타났다. 디지털 소비자태도와 디지털 소비자기능의 경

우 20대, 학생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지털 소비자지식의

경우 20대, 학생의 특성을 가진 집단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지식수준



- 175 -

과 태도 및 기능 수준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장노년

층 소비자 집단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디지털 소비자지식 수

준은 높았으나 태도 및 기능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본 선행연구의 소비자역량 지식, 태도, 기능 수준은 연령에 따

라 역U자 형태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와 60대의 역

량이 낮고 30~40대 역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60대의 경우 지식과 기

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수진·배순영, 2018). 본 연구의 디

지털 소비자역량에서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디지털 소비자지식

의 경우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역U자 형태가 나타났으나 디지털 소비자

태도와 디지털 소비자기능의 경우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우하향의 그

래프를 보였다.

여섯째, 소비자 특성에 따라 6가지 디지털 소비자역량 하위차원의 수

준이 다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판적 정보평가 역량은 디지털 소비

자 문제해결 역량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연령, 교육 수준,

소득수준,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연령과

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역량

의 경우 성별, 교육 수준, 소득수준, 직업, 지역에 따라서 역량 수준 차이

가 나타났다.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은 6가지 하위차원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디지털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교

육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저학력, 저소득 계층에서 디지털 환경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소비자 시민역량은

남성보다 여성, 전문대졸 이하에 비해 대졸 이상, 저소득 집단(월평균 소

득 150만원 미만)에 비해 고소득 집단(월평균 소득 750만 원 이상), 무직

이나 생산직 종사자보다 전문직 또는 사무/관리직인 경우, 도시에 거주

하는 집단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역량은 6가지 역량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전문대졸 이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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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이상이,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디지털 콘텐츠 이용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은 성별과 교육 수준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전문대졸 이하보다 대학

원 졸업 이상의 집단에서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프

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태도 수준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온라인상에

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 수준은 높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 태도와 행동의 격차가 가장 큰 역량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의 경우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역량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태도와 행동의 갭이 매우

큰 것으로 봤을 때 대체로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

시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소비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지

식이 부족하고 실제 행동은 제한적으로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

고자 한다.

첫째, 소비주체, 소비대상 그리고 소비과정의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소비자 이슈를 낳고 소비자의 역할도 달라지게 함에 따라 소비자역량에

대한 논의도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에서 디지털(온라인)로 전환이 필요하

다. 오늘날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구별 없이 소비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이 소비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오프

라인 중심의 소비자역량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오늘날 소비자의 역량을

대변하기는 어려우며 이제는 디지털 환경(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파악하여 해당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역량은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자역량에 대한 논의를 디지털 맥락으로 확장하여 오늘날 환

경에 맞게 수정 및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소비자

역량은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역량이며 오프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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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요한 소비자역량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디지털역량도

가미되어 수정 및 보완된 소비자역량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비판적 정보평가 역량, 디지털 환경

에서의 거래 역량,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 디지털 소비자 시민역

량, 디지털 콘텐츠 이용 역량,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을 갖출 필요

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역량

은 위에서 제시한 6가지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비판적 정보평가

역량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역량,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 디

지털 소비자시민 역량은 기존의 소비자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

맞게 수정된 역량이며, 디지털 콘텐츠 이용역량 및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은 디지털로 소비생활이 전환됨에 따라 새롭게 소비자에게 요

구되는 역량이다. 이에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기존의 소비자역량을

디지털 맥락에 맞게 수정한 역량뿐만 아니라 디지털 역량으로 여겨졌던

디지털 콘텐츠 이용 역량,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 등과 같이 새로

운 역량을 새로 배우고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환경에서는 변화된 소비자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내 현

황을 진단하고 디지털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을 논의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진단

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전반적으

로 소비자들은 디지털 소비자지식과 디지털 소비자기능 수준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나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지식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은 온

라인 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권리 및 법·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

황으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서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정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선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요구

된다. 더불어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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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

는 행동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행태 정보가 수집 및 이용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실

질적인 조작 방법(예: 활동기록 삭제 방법, 광고차단 설정 방법, 개인정

보 설정 변경 방법 등) 및 개인정보 관리 시 주의할 점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구매 및 결제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이용

등은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행해지는 일이지만 그와 관련되어

알고 있어야 할 지식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상에서

의 온라인 거래 및 콘텐츠 이용 등과 관련하여 거래·이용 시 주의점 및

규정 등의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식 또한 디지털 환경의

다양한 정보 소스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 소비자역량 진단을 통해 취약 소비자 집단을 구체화한

결과 전반적으로 저학력·저소득층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기술에 충분히 노출되지 못

하고 디지털 교육의 기회도 적었던 집단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저학력·저소득층(전문대졸 이하,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집단)은 거의

모든 역량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

제적 형편에 의해 사각지대에 있는 저학력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디지털 소비자역량 교육이 우선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취약계층은 저소득 저학력층 말고도 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기술과의 접촉 및 노출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디

지털 교육에 대한 기회가 부족했던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직업적

인 이유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기회가 부족할 가능성이 큰 생산직,

무직 집단과 대도시에 비해 정보화가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낙후지역에 속하거나 지리적으로 고립된 곳이 많은(김승환· 성욱준

,2020) 농어촌 거주 집단에서 디지털 소비자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났다. 장노년층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온 세대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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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청년 세대에 비해 정규과정 및 사회에서 디지털 교육을 거의 받지 못

한 세대로 볼 수 있다. 이들 또한 실질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로

서 실천할 수 있는 기능 측면에서 청년층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

타나 디지털 소비자역량 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집단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이에 디지털 소비자역량 교육은 기존의 저학력/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과의 접촉이 부족했던 소비자 집단도 함께 고려

하여 각 취약집단의 특성에 따라 부족한 역량을 파악하여 맞춤화된 교육

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디지털 소비자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 연령도 함

께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며, 연령에 따라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

구 결과 디지털 소비자지식의 경우 20대와 60대의 수준이 낮고 30~40대

가 수준이 높게 나타나 역U자 형태를 보이나 디지털 소비자태도와 디지

털 소비자기능의 경우 20대가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우

하향 형태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역량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디지털 소비자역량에서도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측면

에서는 2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식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반면 장노년층의 경우 지식수준은 낮지 않지만 디지털환

경에서 소비자로서 기능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주체적으로 소비생활을 시작한 시점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길지 않기

때문에 소비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연륜이 부족할 수 있다(이기

춘, 1999).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에서는 연령이 낮은 20대가 우수할 수

있지만(양정애· 장현미, 2014; 김영대 외, 2017)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경

우 디지털 활용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소비와 관련된

경험에서 나온 지식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20대의 경우 디지털 소

비자로서 거래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 소비자 문제해결(거래 취소, 분쟁

해결 등)과 관련된 지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제공 교육이 요구된다. 이에

반해 장노년층 소비자는 가계를 구성하여 오프라인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서 소비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정보들에 빈번히 노출되었기 때문에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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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다 지식수준은 높다. 그러나 이들은 실질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서 소비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는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방법과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소비자의 역할 태도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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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도 변하

고 있어 소비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변화된 소비

자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내 소비자역량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역량도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소비자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게 수정

및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소비자

역량을 도출하였다. 소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비판적으로 정보를 평가

하고 디지털 소비자로서 거래할 수 있는 역량과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

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디지털 소비자 시민으로

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과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역량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처럼 변

화하는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지속하여 밝혀내고

부족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오

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는 다방면에서 유

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는 다양한 방법으

로 활용할 수 있는데 디지털 소비자역량 총점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역량

을 평가할 수 있으며, 각 구성요소인 디지털 소비자지식 척도, 디지털 소

비자태도 척도, 디지털 소비자기능 척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각 구

성요소의 하위차원이 6개의 동일한 차원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하위차

원을 하나씩 나누어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비판적 정보 평가 역

량,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역량,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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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민 역량, 디지털 콘텐츠 이용 역량, 디지털 소비자 프라이버시

역량과 같이 영역별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를 통

해 개발된 척도는 다방면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의 역량을 측정하

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소비자역

량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소비자가 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진단하는 것

은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사항

이다. 최근 제5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21년~23년)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역량있는 소비자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기 소

비자역량 제고’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임은경·배순영, 2021).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의 척도는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의 디지털

소비자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어떠한 역량을 강화

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 디지털 소비자교육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디지털 소비자

지식과 디지털 소비자기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는 데 중요한

소비자 권리 및 법제도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디지털 환경에서 노출되는

수많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소비자프라이버

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디지털 환경에서 취약한 소비자 특성을 밝혀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화된 교육 및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디지털 환

경에서 취약한 소비자는 저학력 및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연령과 직업 및

지역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기술에 충분히 노출되지 못하거

나 구조적으로 이를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집단으로 드러났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역량이 부족한 소비자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취약한

디지털 소비자역량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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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역량 교육은 각 취약집단의 특성에 따라 부족한 역량을 파악하여

맞춤화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장

노년층의 소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비판적 정보평가, 디지털 환경에서

의 거래와 문제해결, 디지털 콘텐츠 이용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과 관련

된 기능적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중에서 특히 비판적 정

보평가 역량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디지털정보역량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양정애 외,

2014). 이에 장노년층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로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중에서 비판적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광고와 순수한 목적의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 단위의 농어촌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디지털

소비자역량 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역량,

디지털 소비자 시민역량이 대도시 거주하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 역량의 경우 실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결제하는 것과 관련된 역량으로 소비자의 복지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농어촌 거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소비자

역량 교육을 시행할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하는 것과 관련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시민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교육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또한 기존 소비자역량과 관련된

논의에서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던 대도시와 농어촌 거주 소비자

의 역량 격차에 대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역량을 논의할 때는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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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자역량에 대한 논의를 디

지털 맥락으로 확장시켜 디지털 소비자역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디지털 소비자로서의 모든 역할 및 모습을 포함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

어 기업의 생산을 이끌고 주도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프로슈머로서

의 역할, 공유경제에서의 판매자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다

루지 못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맥락에서의 소비자 행태와 역할을 추가하여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늘날 소비자는 온-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소

비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 소비자역량은 온

라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소비자역량에서 논의된 역량들

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논의

한 디지털 소비자역량이 기존 소비자역량에 융합되어 온-오프라인에 구

분 없이 소비생활을 하는 오늘날 소비자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대변해줄

수 있도록 본 연구의 결과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소비자역량에

대한 논의를 통합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겠다.

둘째,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진단하는 것과 관련해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디지털 소비자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 진단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소비

자간 역량 차이를 가져오는 가시적인 요인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

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해당 요인(연

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 직업 등)이 역량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요인의 영향력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추가로 살펴봄으

로써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방안 등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해당 연구는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비자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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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했기 때문에 50, 60대 집단의 경우 온라인에 매우 능통한 소비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디지털 소비자역량 진단의 결과는 일반적인 60대의

역량보다 월등히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실제 60대 이상

소비자의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살펴보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대면 조

사 등의 다른 방법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소비자역량을 디지털 맥락으

로 확장하고, 기존에 미디어나 정보 활용 측면에서만 논의되던 디지털

역량을 일상생활의 소비 맥락에 가져와 소비자 관점에서 논의를 발전시

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소비

자역량 척도를 제공하였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역

량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진단 도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필요한 디지털 전환기 소비자 복지 정책 수립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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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 귀하께서는 평균적으로 인터넷/모바일을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① 매일 이용한다. ② 일주일에 5~6번 이용한다.

③ 일주일에 3~4번 이용한다.☞ 조사 중단

④ 일주일에 1~2번 이용한다. ☞ 조사 중단

⑤ 한 달에 1~2번 이용한다. ☞ 조사 중단

⑥ 인터넷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 조사 중단

안녕하세요?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디지털 소비자역량에 관한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에 정답은 없사오니,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

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

리되고 통계적 분석 및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Q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2. 연령
만 ( )세

① 만 19세~29세 ② 만 30세~39세 ③ 만 40세~49세

④ 만 50세~59세 ⑤ 만 60세 이상

SQ3. 지역

①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② 광역시 및 세종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③ 시 단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중소도시)

④ 군 단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군)

SQ. 응답자 선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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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다음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잘 모르는 내용일 경우 ‘모른다’에

체크해주십시오. (본 문항은 정답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오니, 알고 계신

대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Q2.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O X
모른

다

1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나의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방문한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이루어진다.
① ② ③

2
무료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마케팅 및 광고를 위한 개인정

보 수집의 대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3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협찬받은 후기를 순수한 소비자

후기처럼 게시하거나 광고를 광고로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4

소셜미디어상에서의 네이티브 광고는 해당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형식으로 제작되어 광고와 콘텐츠를 구분하기 어렵

다.

① ② ③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인터넷의 올라온 소비자 후기 등을 무비판적으로

신뢰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가격비교사이트나 쇼핑 앱(몰)에서 제공하는 순위

정보를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광고 이외의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에

서 구매 결정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온라인 맞춤형 광고 및 마케팅은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에 명확하게 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광고

영상 및 이미지 등을 올리면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정보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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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다음 각각의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Q1. 다음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잘 모르는 내용일 경우 ‘모른다’에

체크해주십시오. (본 문항은 정답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오니, 알고 계신

대로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소비

자 후기가 기업 후원을 받은 정보인지 아닌지 쉽

게 구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게시

물이 순수한 콘텐츠(정보제공 목적)인지 광고(홍보

및 판매 목적)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소셜미디어 광고 속 정보가 믿을 수 있는 정

보인지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2. 디지털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역량

O X
모른

다

1
검색 엔진(네이버/다음/구글 등)에 따라 제품·서비스의 검

색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① ② ③

2

가격비교 사이트의 검색 결과는 기본적으로 모든 비용(가

격, 배송비, 설치 및 조립비 등 모두 포함)이 포함된 총금

액을 비교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3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 후 인터넷에 올리는 소비자 후기는

모두 객관적인 소비자 정보이다.
① ② ③

4

에스크로(Escrow)제도는 온라인 판매자의 결제 대금을 금

융기관에 예치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 대금

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이다.

① ② ③

5
인터넷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할경우 현금보다 신용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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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Q3. 다음 각각의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구매 전에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필요한 경우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판매자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온라인 플랫폼(예: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믿을 수 있는 거래인지 확

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온라인 금융거래 및 결제 시 보안을 중요하게 고

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검색조

건을 변경(필터링)하여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탐

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양한 사이트와 앱을 활용하여 여러 판매자

의 조건(가격과 품질 등)을 충분히 비교한 후 구매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의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사업자 정보, 고객 게

시판 등을 별도로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상세정보, 거래

조건, 원치 않는 옵션 포함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인터넷에서 내게 가장 적합한 제품 또는 서비

스를 찾아 구매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 및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중고거래 등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개인간 거래 시 판매자 및 판매 조건이 믿을

수 있는지 거래 후기 등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한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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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다음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잘 모르는 내용일 경우 ‘모른다’에

체크해주십시오. (본 문항은 정답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오니, 알고 계신

대로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Q2.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후 거래한다.

8
나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결제 및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스마트폰에 나의 금융정보를 함부로 저장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Part 3.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프라이버시 역량

O X
모른

다

1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려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2
쿠키(Cookie)정보는 내가 방문한 온라인 사이트, 검색기록

등을 기록한다.
① ② ③

3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한 경우 철회할 수 없다.
① ② ③

4
쇼핑몰 등을 이용할 때 기존 포털 ID로 회원가입하려면 소

비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별도로 해야 한다.
① ② ③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온라인에서의 거래 데이터, 활동 기록 등을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유형과 보호방법에 대

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온라인에서 내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원할 경우 온라인에서 내 정보는 완전히 삭제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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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다음 각각의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Q1. 다음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잘 모르는 내용일 경우 ‘모른다’에

체크해주십시오.

(본 문항은 정답을 확인하고자하는 것이 아니오니, 알고 계신대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6
온라인에서 내 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되는 것에 대

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온라인에서 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

부했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이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 시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예:제3자에게 판매 또는 공유 여부 등)

이용약관을 통해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온라인 마케팅에 내 정보가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 기록, 쿠키 등을 정기적으

로 삭제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사용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 앱/사이트 등은

탈퇴하고 만약 내 정보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관라

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쇼핑몰 앱 등을 설치할 때 접근권한 허용을

묻는 경우 무조건 ‘동의합니다’에 클릭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것만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 광고

회사 등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

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Part 4. 디지털 재화 이용 역량

O X
모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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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Q3. 다음 각각의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1
내가 구매한 영화 파일을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

송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
① ② ③

2
미리듣기/미리보기를 제공하는 음원, 영상 등은 내려받기(다

운로드)를 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① ② ③

3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디지털 콘텐츠

를 결제 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 할 수 있다.
① ② ③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디지털 콘텐츠(영화, 음악, e-book 등)의 저작권 보

호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불법복제사이트

(해적사이트)를 이용하면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정

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영화, 음악, e-book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불

법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기한, 계약의 자동 갱신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정품 라이센스 제품을 이용하고 라이센스 만

료 후에는 정식으로 갱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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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다음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잘 모르는 내용일 경우 ‘모른다’에

체크해주십시오. (본 문항은 정답을 확인하고자하는 것이 아니오니, 알고 계신

대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Q2.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Part 5. 디지털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

O X
모른

다

1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

거나 반품 할 수 있다.
① ② ③

2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분

쟁조정위원회 사이트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3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불가’ 또는 ‘흰

색 상품 환불 불가’ 등과 같은 반품 불가 규정을 제시할

경우 반품할 수 없다.

① ② ③

4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 및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5
해외에서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 국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제품도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다.
① ② ③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해외직구,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때 소비자 피해구

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인터넷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충동적

으로 구매하면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온라인 쇼핑 피해 예방 및 대처방법을 사전에 알

고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으로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

는 경우 판매자에게 적극적으로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해야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법 및 권리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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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다음 각각의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Q1. 다음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잘 모르는 내용일 경우 ‘모른다’에

체크해주십시오. (본 문항은 정답을 확인하고자하는 것이 아니오니, 알고 계신

대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Q2.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긴다면 이를 해결하거나 도

와줄 수 있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적용되는 소비자의 권

리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 제도를 찾아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채팅,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직접 환불 및 교환 등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6. 디지털 소비자 시민 역량

O X
모른

다

1
디지털 기술 발달은 소비자간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소비자간 거래도 활발하게 하였다.
① ② ③

2
일상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 데이터 전송 등도 소비,

사용, 처분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① ② ③

3
온라인 쇼핑, 택배, 배달 등의 증가는 지속가능 소비 측면

에서 지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이 서로 정보를 많이 공유

할수록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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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다음 각각의 문항에 대해 평소 귀하의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2
다른 소비자들을 위해 인터넷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후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새로운 온라인 쇼핑 방법

및 서비스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르면서도 소비자로서 직면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온라인을 통해 재활용 및 중고거래를 실천하는 등

환경을 위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SNS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를 지향하는 제품

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

낮은 경우 이에 대해 판매자에게 불만을 제기한

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후기나 경험 등을 다른 소비자들과 공유한

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

넷 쇼핑 후 댓글, 후기, 평점 등을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구입한 제품이 불량품이 분명한데도 판

매자가 교환해주지 않는다면 인터넷에 이러한 정

보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공유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

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써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새로운 온라인(모바일) 쇼핑 방법 및 서비스

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자신을 평생학습자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장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거나 교육을 받

는다.(예: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쇼핑/서비스 이용

방법 등)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온라인을 통해 환경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파는 곳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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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9
나는 환경을 위해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을 인

터넷을 통해 다른 소비자에게 무료로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지구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디지털

수단을 선택하려고 한다(예시:인쇄물 대신 e-book

이용, 모바일 영수증 이용 등)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온라인상에서의 내 소비생활은 대체로 내가 원하

던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사고 싶은 것들을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온라인상에서의 내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편

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던 중요한 것들을 온라인

구매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앞으로도 현재 온라인에서의 내 소비생활을 바꿀

생각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온라인상에서 소비생활을 잘 해낼 자신이 있

다.
① ② ③ ④ ⑤

7
주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의 소비활동과 관련하여

내게 조언을 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새로운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데 능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온라인 마켓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서비스(쇼핑 앱 등)가

나온다면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 이용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7.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생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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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1. 귀하께서 하시는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전문직 ② 사무/관리직 ③ 서비스/판매직 ④ 생산 관련직 ⑤ 학생

⑥ 전업주부 ⑦ 무직 ⑧ 기타__________

DQ2.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이혼, 사별 등)

DQ3. 귀댁의 가구 구성 유형(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 연령 기

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청년 1인 가구 (혼자 사는 경우)

② 청년 무자녀 부부가구 (결혼해서 출산한 자녀 없이 20~40대 부부가 사는 경

우)

③ 미취학자녀 양육기(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

④ 취학자녀 교육기(자녀 초·중·고등 재학 중)

⑤ 노년 부부와 미혼자녀(부모님과 20대 이상의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⑥ 노년 부부와 결혼한 자녀와의 동거(조부모, 부부, 손주 등 3세대 동거)

⑦ 독립한 자녀가 있는 노년 부부 가구

⑧ 노년 1인 가구

⑨ 기타 ( )

DQ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디까지 입니까?

① 고등학교 이하 ② 전문대학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석사, 박사)

DQ5. 귀 가구의 월 평균 세후 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수입이 없으신 분께서

는 월평균 용돈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① 150만원 미만 ②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④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⑤ 6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⑥ 750만원 이상

DQ. 응답자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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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차원
척도 예비 문항 pool (지식) 비고

비판

적 

정보 

평가 

지식

인터넷에서는 내가 이전에 검색하거나 관심을 보였던 상품에 대한 기록 및 

정보를 바탕으로 타겟 마케팅을 시행한다 (O)

문항 

수정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광고를 콘텐츠나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녹여 소비자

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노출 시킨다 (O)

문항 

수정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협찬 받은 후기를 순수한 소비자 후기처럼 게시하

거나 광고를 광고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부당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O)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 지식 문항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성을 지닐 수 있는 문항으로 수정 필요(명확한 개념

정의나 법/제도 문항 등)

디지

털 

소비

자 

구매

의사

결정 

지식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터넷 검색 결과는 모두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한다(X)
표현 

수정

검색 엔진(네이버/다음/구글 등)에 따라 제품·서비스의 검색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O)

가격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면 여러 쇼핑몰의 정보를 모아 제품의 가격과 라

인업 등을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O)
1~2문항

으로 

수정

가격비교 사이트의 결과는 광고 및 마케팅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객관적

인 정보이다(X)

인터넷에서 가격을 비교할 때 제품 자체의 가격만 비교하면 총 금액을 비교

하는 것이다 (X)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한 개별판매자의 경우에는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판매

자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X) 문항 

삭제온라인에서는 기업과 소비자간(B2C) 상거래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소비자간

(C2C) 상거래도 가능하다 (O)

온라인에서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나 수입금지 

품목 여부는 나라별로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O) 문항 

이동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은 배송 받은 3일 이내에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청

약철회 의사를 표시할 경우 환불 가능하다 (X)

P2P 서비스는 기존의 공급자와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참여자가 공급

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말한다. (O)

문항 

삭제

개인소비자로부터 온라인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일반적인 온라

인 판매자로부터 구매할 때 적용되는 구매취소 등의 소비자 권리가 다를 수 

있다(O)

문항 

이동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등은 한 번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쓰는 공유경제(협업소비) 서비스로 볼 수 있다. (O)

문항 

삭제

에스크로(Escrow)제도는 온라인 판매자의 결제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

치이다 (O)

1~2문항

으로 

수정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지급카드의 중요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미리 저장

해두고 거래 시 비밀번호 입력, 지문인증 등의 방식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한다 (O)

스마트폰에 내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등을 사진이나 메모 앱에 저장하는 

것은 금융정보 유출 가능성을 높인다(O)

쇼핑몰 결제 및 금융거래는 무료 와이파이 환경에서 하는 것이 안전한다 

(X)

소셜미디어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매 할 경우에는 일반 계좌이체를 이용하

<부록 2> 척도 예비 문항 pool: 디지털 소비자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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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안전하다 (X)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 구매의사결정에만 너무 많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음. 중복되는 문항을 중요한 문항 

한 두 개로 표현하고 삭제할 필요 있음

- 가격비교와 관련된 문항, 안전한 결제와 관련한 문항이 너무 많음. 중요한 문항을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문항 내용 중 일반 소비자에게 어려운 표현 수정 필요함(B2C, C2C , P2P 등)

- 소비자문제해결 지식과 연관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 공유경제, P2P 거래 등 차원이 다른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어 수정할 필요 있음

- 문항 난이도가 너무 쉬운 문항은 삭제 필요함

디지

털 

소비

자 

문제

해결 

지식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은 소비자를 중독적·강박적 소비에 빠지기 쉽도록 

한다 (O) 
삭제

해외에서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 국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도 해외

직구를 통해 유통 될 수 있다(O)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건이 미배송, 오배송 

될 경우 거래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O)
삭제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 광고된 부분과 다른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O)
수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 불가’등

의 표기가 있거나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반품을 할 

수 없다(X)

추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경우 취소 가능하

다 (O)
이동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 객관성이 떨어지는 문항은 삭제하고 지식 문항이기 때문에 법제도 등 객관적인 문항 

위주로 남기기

- 일반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개념 및 내용은 수정 및 삭제 필요함

- 분쟁해결 관련 문항 추가 필요함

디지

털 

소비

자 

시민 

지식

디지털 영수증은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영수증 또는 파일로 된 영수증으

로 종이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다 (O)
삭제

일상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 데이터 전송 등도 소비, 사용, 처분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온실 가스가 배출된다 (O)

소비자간 거래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는 온실가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 (O) 수정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또

는 웹사이트의 신뢰도는 채널마다 다를 수 있다 (O)

수정
소비자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후기 정보들은 익명으로 공유될 수는 없

다 (X) 

인터넷의 소비자간 정보 공유 사이트 또는 카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방

법 및 문제해결 등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O)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간 정보공유에 대한 문항으로 중복된 문항들이 있음. 문항 

내용을 구체화 하여 1~2개 문항으로 수정하기

- 문항의 객관성 고려하여 문항 수정

디지

털 

재화 

이용  

지식

일반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음원, 영화, 책 등)는 저작권을 가지며 허락 없

이 다운로드 하는 것은 불법이다 (O)
문항 

1개로 

수정
내가 구매한 영화파일을 메신저 등을 통해 친구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법적

인 행위가 아니다(X)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를 가지며 라이센스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

해야 이용할 수 있다 (O)

미리듣기/미리보기를 제공하는 음원, 영상 등은 내려 받기(다운로드)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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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O)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 저작권과 관련하여 동일한 문항들이 중복되어 있음

- 디지털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객관적인 문항 추가할 필요 있음

소비

자 

프라

이버

시 

보호 

지식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ID와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모든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

이 분실 위험을 낮추고 개인정보 관리에 효과적이다 (X)

문항 

전반적

으로 

수정

소셜로그인은 소셜 아이디로 다른 서비스에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서비스에 공유될 수도 있다 (O) 

온라인에서 생성된 나의 IP주소, 디지털 기기 정보, 쿠키 등의 정보는 나의 

동의 없이도 온라인 타겟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 (O) 

쿠키(Cookie)정보는 내가 방문한 온라인 서비스를 기록할 수 있다 (O)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정보, 

생체정보 등만 해당 된다 (X)

개인정보보호정책’ 또는 ‘이용약관’에 ‘동의함’을 클릭하는 것은 ‘나

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유 및 판매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O)

원칙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업체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목적이라면 소비자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및 축적해도 된다 (X) 

인터넷에 올린 나의 정보는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완전히 삭제될 수 있다 

(X)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 전반적으로 문항의 객관성이 떨어짐(~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한 문항은 객관성을 가지

는 문항으로 수정 필요함)

- 법제도적 측면에서 명확한 문항으로 수정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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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차원
척도 예비 문항 pool (태도) 비고

비판

적 

정보 

평가 

태도

나는 온라인 쇼핑 시 광고 및 마케팅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항 

수정

나는 온라인 쇼핑 시 광고 이외의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온라인 타겟 광고 및 마케팅이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구매

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 광고 목적으로 올린 영상 및 이미지 등은 명확

하게 광고로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디지털 구매의사결정 태도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평가 태도’와 관련

된 문항들과 비교하여 문항 재정리 필요함

디지

털 

소비

자 

구매

의사

결정 

태도

나는 중요한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구매 전에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

로 정보탐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디지털 기술(인터넷, 모바일)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찾아보고 제대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탐색 결과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검색 결

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항 

이동

나는 제품·서비스를 구입할 때 서로 다른 판매자의 다양한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정보가 믿을 수 있는지 정확한지 살펴봐

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항 

이동나는 인터넷에 올라온 소비자 후기나 댓글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시장(전자

상거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온라인 쇼핑에서는 직접 보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상품정보, 계약정보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간 거래는 소비자의 유휴자원을 대여 및 판

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편익을 준다고 생각한다.

1~2개 

문항

으로 

정리

나는 소비자간 거래(C2C)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전 판매자에 대한 

정보 및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을 보다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나는 소비자간 거래 플랫폼(예:당근마켓, 에어비엔비 등)이 판매자(소비자)와 

소비자간 거래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나는 소비자간 거래 플랫폼에서는 환불이나 교환 등에 있어 적용되는 소비자 

권리는 기존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나는 온라인 결제 수단의 핀 번호, 결제 암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관리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2개 

문항

으로 

정리

나는 다양한 디지털 간편 결제 수단은 편리하지만 보안사고 등의 위험성에 유

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디지털 거래에 사용되는 다양한 인증방식(비밀번호 입력, 지문인증, 페

<부록 3> 척도 예비 문항 pool: 디지털 소비자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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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아이디 인증 등)의 보안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 비판적 정보평가 역량에 속할 수 있는 문항들이 있음(문항 이동 및 수정 필요)

-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는 문항이 너무 많음(ex. 소비자간 거래 관련 문항, 안전한 결

제 관련 문항) 중요한 문항은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

디지

털 

소비

자 

문제

해결 

태도

나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동일하

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항

수정

나는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는 경우 판매자에게 적극적으로 교

환 및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나는 소비자로서 겪은 불합리한 문제나 피해사실 등을 인터넷을 통해 많은 소

비자들에게 알려 동일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항

수정

나는 소비자 문제를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해 온라인 카페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다.

표현

수정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 문항이 너무 길 경우 읽지 않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항을 간결하게 표현 수정

- 국경을 초월한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 빈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항들도 반여

오디면 좋을 듯

- 불매운동 등의 표현보다 보다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

- 소비자 피해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

되어 있지 않음

디지

털 

소비

자 

시민 

태도

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나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표현 

수정

나는 소비자간 정보 공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다른 소비자의 후기 정보는 

모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개의 

문항

으로 

수정
나는 소비자 후기 등의 정보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

고 생각한다.

나는 온라인상에서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예시: 인

터넷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 공유, 지역농산물 공동구매 등)에 대해 긍정적

으로 평가한다.

표현 

수정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 및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디지털 수단(모바일 

영수증, 전자 영수증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 

수정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 디지털 소비자 시민 태도에 포함된 ‘디지털 소비자로서 역량을 개발’하는 것과 관

련된 태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문항 추가 고려할 필요 있음

디지

털 

재화 

이용 

태도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 음악, 책 등을 공식 창구를 

통해 다운로드 및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 

수정

불법으로 디지털콘텐츠를 유통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행동을 막기 위해 불법적

으로 유통되는 건에 대해 신고하거나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현 

수정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계약조건 및 해당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 문항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함

소비

자 

프라

나는 온라인 쇼핑 시 생성된 나의 정보(회원가입 시 제공한 정보, 사용내역 

정보, 로그정보 등)가 트래킹(수집/저장/공유/분석)되도 된다고 생각한다.(-)

표현

수정

나는 온라인 쇼핑 시 생성된 나의 어떤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는

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문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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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시 

보호 

태도

나는 온라인에서 나의 정보를 트래킹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 및 서비스를 해

도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온라인 쇼핑 시 나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나는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개인정보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온라인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나 무료 서비스 이

용 등을 제공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나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혜택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내용 

구체

화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 트래킹,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의 표현은 어려움

- 중복된 내용이 여러번 문항으로 제시되고 있어 문항 재정리 필요함

- 혜택, 위험 등 내용 설명 보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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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차

원
척도 예비 문항 pool (기능)

비

고

비판적 

정보 

평가 

기능

나는 블로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라온 소비자 후기가 기업 후원

을 받은 정보인지 아닌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나는 소셜미디어 등의 광고 속 정보가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평가할 수 있

다.

나는 다이렉트 마케팅 메시지에 대해 옵트아웃(사후거부)을 행사한다. 삭제

나는 원치 않는 광고 메시지를 구별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삭제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 옵트아웃, 다이렉트 메시지 수신 등은 비판적 정보 평가 기능과는 다른 차원으로 

보여 삭제 필요함

- 네이티브 콘텐츠 구별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 추가되는 거 검토

디지털 

소비자 

구매의

사결정 

기능

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정보탐색 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필터링할 수 있다.

나는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다양한 검색엔진 및 인터넷 툴(tool)을 활용

하여 원하는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삭제

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정보탐색 시 첫 페이지의 검색 결과만 

살펴본다. (-)
삭제

나는 구매 전에 인터넷을 통해 판매자, 소비자, 중립적 기관(소비자원) 등에

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 및 비교한다. 1 ~ 2

개 

문항

으로 

정리

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 다양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툴을 활용 할 수 있다.

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소

셜미디어 등을 이용한다.

나는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의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사업자 정보, 고객 게시판 등을 확인한다.

나는 오픈마켓(11번가,G마켓 등), 소셜커머스(쿠팡,티몬 등),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표현 

수정

나는 온라인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설명 또는 이미지와 실제 제품

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개

의 

문항

으로 

수정

나는 온라인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원치 않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

는지 여부, 거래 조건 등을 구매 확인 전에 꼼꼼히 체크할 수 있다. 

나는 소비자간 거래 플랫폼(당근마켓,에어비엔비,중고나라 등)에서 판매자 또

는 구매자로서 참여한다.

동일

한 

문항

나는 개인간 거래 시 판매자 및 판매 조건이 믿을 수 있는지 거래 후기 등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고 거래한다.

나는 나의 니즈에 부응하는 소비자간 거래 플랫폼을 검색하고 찾을 수 있다. 삭제

나는 소비자간 거래 시 결제비용, 배송비 등을 모두 포함한 정확한 가격으로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삭제

나는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증받은 보안프로그 문항

<부록 4> 척도 예비 문항 pool: 디지털 소비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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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이용한다.

수정

나는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문자통보서비스(SMS), 일회용비밀번호

(OTP) 등을 이용하여 혹시 모를 범죄 및 해킹에 대비한다.

나는 온라인 결제 시 자동 청구 결제 또는 자동 가입 갱신 여부가 있는지 반

드시 확인하고 결제한다.

나는 온라인으로 결제한 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잘못 결제된 건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하고 변제를 받는다.

문항

이동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 구매의사결정 기능 문항만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문항을 남기고 정리 필요함

- 동일한 것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케이스에 대해 중요한 문항만을 

남기고 나머지 문항 삭제 및 정리 필요함

디지털 

소비자 

문제 

해결 

기능

나는 제품 결함 또는 리콜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고 있으며 

필요시 확인 가능하다.
삭제

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 및 의약품 등의 성분과 품질 등이 안전하고 국

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문항

이동 

또는 

삭제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나는 관련된 소비자 

권리와 구제방법 및 관련 규정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나는 이메일, 채팅, 

전화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환불 교환 등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이다.

나는 내가 구입한 제품이 불량품이 분명한데도 판매자가 교환해주지 않는다면 

온라인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또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공유할 것이다.

나는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의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이

를 막기 위해 온라인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삭제

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 낮은 경우 이에 대해 판매

자에게 불만을 제기한다.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 제품 안전 확인과 관련된 문항들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하는 내용이며 애매모호함

- 일반적인 소비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하는 행동이 포함되면 좋겠음

디지털 

소비자 

시민 

기능

나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나의 경험 등을 다른 소비자들과 활발히 나눈다.

나는 내가 구입한 제품이 불량품이 분명한데도 판매자가 교환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다른 소비자들과 이러한 내용을 공유할 것이다.

나는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 후 댓글, 후기, 평

점 등을 작성한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파는 곳이나 지역사회에 도움

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무료 나눔을 하거나 중고거

래로 재활용한다.

나는 지구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디지털 수단을 선택한다(예시:인쇄물 

대신 온라인 신문 및 책 이용, 모바일 영수증 이용 등)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등의 문항은 포

함되어 있지 않음. 문항 추가 필요함

디지털 나는 불법 다운로드 또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문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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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전반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토 의견>

재화 

이용 

기능

나는 구입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기한, 이용 권한 등에 대해 어려움 없이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정품 라이센스 제품을 이용하고 라이센스 만료 후에는 정식으로 갱신한

다.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 2개의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 수정 필요함(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을 따로 떼거나 하나만 포함)

소비자 

프라이

버시 

보호 

기능

나는 온라인 쇼핑몰 또는 서비스 이용 시 각기 다른 ID,P/W,이메일 등의 프로

필을 구성하여 가입하는 편이다.

나는 과거 내가 구매한 내역 또는 검색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삭제 및 관리하

는 편이다.

나는 사용하지 않는 앱은 삭제하고 이용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는 탈퇴하는 

편이다.

나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 또는 공유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

정보보호정책을 확인하는 편이다. 문항 

수정나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확인하고 보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판매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나의 개인정보에 원치 않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핸드폰, 태블릿, 노트

북 등의 개인정보보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 개인정보 정책 확인 내용을 동일한 내용 중복된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 수정/삭제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차원의 명칭에 대해서 고민 필요함. ‘디지털’이라는 명칭을 모두 붙여서 표기해

야 할지 더 좋은 표현에 대해서 고민이 요구됨. ‘구매의사결정역량/거래역량’이 

맞는지 고민. ‘디지털콘텐츠인지 디지털 재화’인지, ‘문제해결 역량인지 분쟁해

결’인지 등 차원 명칭에 대한 고민 필요함

- 소비자 문제해결 역량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 같음. 디지털 콘텐츠 이용 역

량의 지식, 거래역량의 지식 등과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구별 가능하도록 문

항 수정이 필요함 

- 지식 척도는 ‘모두~ 하지는 못한다’와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은 표현으로 객

관성이 떨어지는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 함

- 태도 관련된 문항은 ‘~한다고 생각한다‘ 표현이 동일하게 제시됨으로써 문항 길

이가 길고 가독성이 떨어짐. 또한 태도(신념, 감정 등)와 기능 문항(실제 행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문항을 수정할 필요 있음

- 공유경제와 관련된 문항, 소비자가 판매자로 역할하는 문항들은 거래역량에 포함시

킬 것인지 별도로 구별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 필요함

-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이 너무 많아 중요한 문항만 남기고 문항을 재정리 필요

- 문항에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포함한 문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항들은 하나의 의

미만 담기도록 수정 요구됨

- 소비자가 가치를 창출하고 프로슈머로서 역할 하는 등의 보다 넓은 의미의 소비자

역할도 추후 고민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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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umption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transaction method has been

changed to non-face-to-face transaction, and the object of

consumption has expanded from tangible goods to intangible goods.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digital markets provide many

opportunities and risks for consumers. Today Consumers are

experiencing serious consumer privacy issues online. Digital content

products and services raise questions about usage restrictions. Unsafe

products are offered online across b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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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hanging landscape, consumers need a new set of

competences to engage in the online marketplace, to make informed

choices, to increase their welfare, to be able to weigh the benefits

against the risks. Given the fast speed of change, consumers’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need regular updating, or they risk

being out of step with the increasing sophistication of digital

marketing practices(Brečko et al. 2016).

However, the discussion on consumer competence so far has

focused on offline consumer competence. In addition, studies have

been conducted focusing on digital media literacy, so there is

insufficient discussion on digital consumer competence.

Then, this study aim was to derive what digital consumer

competence is, develop a measurable scale, and assess the state of

digital consumer competence with the developed scale. Through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find out what competences consumers

should have in the digital marketplace and provide useful tools to

measure digital consumer competencies. In addition, it was attemp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consumer information and education

program strateg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tarted with uncovering the concept of

digital consumer competence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dentifying

the composing factors.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digital

consumer competence scale was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First, a

pool of scale items was construct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initial scale items were derived through content validity and surface

validity verification. After that, the items were refined through

preliminary survey, and the main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the

work of correcting and supplementing the items. An online survey

(main survey)was conducted on 1,135 people to verify the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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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liability of the digital consumer competency scal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were made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test, and criterion validity test. Through this

verification, ‘Final Digital Consumer Competence Scale’ was derived.

The digital consumer competence level of actual Korean consumers

was identified using the final digital consumer competence scale, and

the difference in digital consumer competency level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below.

First, Digital Consumer Competence(DCC) is defined here as the

competence consumers need to function actively, rationally, ethically

in the digital marketplace. The Digital Consumer Competence

comprises three domains: digital consumer knowledge, digital

consumer attitude, and digital consumer skills. In other words, this is

the competence of consumers to independently make decisions about

the use of data related to them in the digital marketplace and to

fulfill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using digital contents and

services. Also, it is a competence related to consumers critically

evaluating information, transacting safely, and actively solving

consumer problems in the digital marketplace. In addition, it is a

competence related to the pursuit of ethical consump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and future communities, while consumers

strive for their own rights and interests in the digital marketplace.

Second, DCC has three components and six sub-dimensions. The

three components are 'digital consumer knowledge', 'digital consumer

attitude', and 'digital consumer skill', and each component is

composed of six sub-dimensions. The six sub-dimensions a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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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ies required by consumers in the digital marketplace. ①

Critical information evaluation competence, ② Transaction competence

in digital marketplace, ③ Digital consumer problem solving

competence, ④ Digital consumer citizenship competence, ⑤ Digital

content use competence, ⑥ Consumer privacy protection competence.

‘Critical information evaluation competence’ is the ability to

critically evaluate and select various types of commercial

communication information exposed to consumers in a digital

marketplace. ‘Transaction competence in digital marketplace’ refers to

the ability of consumers to use digital technology in the process of

transacting goods and services in a digital marketplace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the transaction and then safely pay with digital

payment methods. ‘Digital consumer problem solving competence’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consume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digital marketplace and to proactively solve consumer problems (ex.

subscription withdrawal, damage compensation, safety, etc.). ‘Digital

Consumer Citizenship Competence’ is a competency related to

consumer’s efforts to promote their rights and interests in a digital

marketplace and to pursue consump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and future communities. ‘Digital content usage competence’

refers to the ability of consumers to fulfill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using digital content and services in a digital

marketplace. ‘Consumer privacy protection competence’ refers to the

ability of consumers to independently make decisions about the use of

data related to them in the digital marketplace.

The final Digital Consumer Competence(DCC) Scale consists of 14

digital consumer knowledge items, 17 digital consumer attitudes, and

19 digital consumer skills, total of 50 items, and can be used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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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y of ways.

Third, as a result of measuring DCC, the level of competence was

confirmed in the order of digital consumer knowledge<digital

consumer skill<digital consumer attitude. Digital consumer attitude

scores were high in all areas, whereas digital consumer knowledge

and skill scores were relatively low.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consumers were weak in 'digital consumer problem solving

knowledge', 'critical information evaluation skill', and 'consumer

privacy protection skill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cores of

consumers by sub-dimensions of DCC, it was found that the digital

consumer problem-solving competence was the weakest. The score

for each sub-dimension competence is as follows. Digital Consumer

Problem Solving Competence<Critical Information Evaluation

Competence<Consumer Privacy Protection Competence<Transaction

Competence in digital marketplace<Digital Consumer Citizenship

Competence<Digital Content Use Competence.

Fourth,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DCC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As a resul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DCC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occupation, residence, and age. Overall, the

vulnerable consumers in the digital marketplace were identified as

low-educated consumers with a college degree or less, low-income

consumers with an average monthly income of 1.5 million won or

less, consumers with a blue collar job or unemployed job, and

consumers living in rural areas. As for age, the vulnerable age group

was identifi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omponents and

sub-dimensions. Young consumers showed a high overall level of

‘digital consumer skills’, which indicates their ability to act as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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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 in a digital marketplace, but their ‘transaction knowledge

in a digital marketplace’ was found to be very weak.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consumers in their 50s and 60s had the

lowest level of digital consumer skills overall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the role that consumers should play in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marketplace is changing. In this situation, in order to improve

consumer competence, it is required to find out what the changed

consumer role is in the digital marketplace and to revise and upgrade

the existing consumer competence. In other words, as the digital

marketplace shifts, consumer competencies also need digital

transformation. In this study, the consumer competence required in

the digital marketplace was derived. Consumers need the competence

to critically evaluate information and transact as a digital consumer

in the digital marketplace, solve consumer problems that arise in the

digital marketplace, and play a role as a digital consumer citizen.

Consumer privacy protection competences to protect and manage their

own information and competences related to the use of intangible

digital content are additionally needed. In such a changing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find out what competences consumers

need, find ways to improve the insufficient competences, and reflect

them in policies continuously. It will be very important in today's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Second, the DCC scale can be used as a useful indicator in

various fields. Consumer competence in digital market can be

evaluated based on the total score of DCC, and it can also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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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digital consumer knowledge scale, digital consumer attitude

scale, and digital consumer skills scale. Also, since the

sub-dimensions of each component have six identical dimensions, the

sub-dimensions can be used separately. For example, it can be used

by domain, such as critical information evaluation competence scale,

digital content usage competence scale, etc.

Third,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DCC and to assess the

current states. This is essential in establishing education programs

and policies to strengthen consumer competence.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majority of consumers need to learn digital

consumer knowledge and digital consumer skills. In particular,

consumer knowledge that can prevent and solve consumer problems

occurring in the digital marketplace is required. Also, consumer

education program will need to be done on how consumers can

critically evaluate and select information in a digital information

environment where a lot of information is being poured ou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related to practical

action guidelines so that consumers can protect and manage their

information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consumer privacy.

Fourth, after identifying vulnerable consumer characteristics in the

digital marketplace, customized education and policies are continuously

required to enhance their competence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revealed that consumers who are vulnerable in the digital

marketplace are not sufficiently expos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irectly or indirectly due to their age,

occupation, and region, as well as low-education and low-income

groups, or have structural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em. It was

found that the sub-dimensions of the vulnerable digital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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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y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um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igital consumer

competence education needs to be customized by identifying the

competences that are lacking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vulnerable group.

In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tends consumer

competence into a digital context.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developed

the discu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on digital

competences, which were previously discussed only in terms of media

or information.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a Digital

Consumer Competence(DCC) scale that can be used in a variety of

ways, and presented a assessment tool that can examine the level of

consumer competence in a rapidly changing digital marketpla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foundation for

establishing consumer welfare policies in the digital transition period.

keywords : Digital consumer competence, consumer competence,

digital competence, scale development, competence assessment,

digital transformation, consumer privacy, digital contents, digital

consumer citizenship, consumer problem solving, transaction in

digital marketplace, consumer information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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