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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원주민론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미디어 이용을 사회

적 관계 인식과 연계하여 다룸으로써 기존의 논의를 확장하 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핵심어: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이주민, 온라인 콘텐츠 이용, SNS 네트워크, 연결감, 고립감, 

소속감

1. 문제제기

오래 전부터 세 를 구분하는 용어들은 많았다. X세 , Y세 , N세  등이 그 예

다. 세 는 “중요한 시기 동안 특정한 사회적 또는 역사적인 사건을 공유하는 사

람들과 동시 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Schaie, 1965: 이혜정·우규

창, 2013, 6쪽 재인용) 각 세 는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 X세 는 물질적 풍요 속

에 자라며 소비지향적 성향이 강한 세 다(김미령, 2010). Y세 는 컴퓨터를 일

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최초의 세 로 여가 추구, 자아 성장 등에 높은 가치

를 둔다(정성호, 2006; Zemke, Rainse, & Filipczak, 2000). N세 는 정보와 커뮤

니케이션 기술에 능한 세 를 칭한다(Tapscott, 1998, 2008). 이 같은 용어를 보면 

디지털 미디어가 세 에 고유한 특징을 부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컴퓨터나 인

터넷 같은 미디어가 세 별 서로 다른 문화를 이끈 것이다. 

2000년  초, 미국의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Prensky, 2001a)는 디지털 원

주민(digital native)과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

시했다. 어릴 적부터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노출된 아동·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성인들이 서로 다른 언어, 사고방식, 생활양식 등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의 구분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향력을 전제로 한다. 

디지털 원주민 개념이 등장한 이후 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연구 결과들이 뒤

이어 나왔다. 후속 연구들은 디지털 원주민들이 이전 세 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

각하고 정보를 처리한다는 기존 논의를 지지했다(Long, 2005). 한편으로는 디지

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의 구분이 적절하지 않고, 디지털 원주민의 집단 동질

성이 낮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예: Bayne & Ross, 2011; Watson, 2013 등).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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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지지와 비판의 목소리가 공존하지만 ‘디지털 원주민’은 오늘날 청소년을 이르

는 은유로 여러 학문 역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원주민 개념에 한 연구는 수사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실증연구들은 미디어 이용에만 집중해 디지털 원주민의 특성을 검증했다.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인식 형성에 향을 준다는 부분은 아

직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과거 지식과 경험은 우리에 한 것들을 인식하는 

데 적용된다”는 노만(Norman, 1999, p. 39)의 주장처럼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이 갖고 있는 지각된 어포던스(perceived affordance)가 달라 디지털 미디

어 이용으로 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디지털 원주민은 “디지

털 세계를 자신의 개인성(personality)의 일부”라고 여기며(Myers & Sundaram, 

2012, p. 37)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화를 경험하며 성장한다(Prensky, 2004). 디지

털 원주민은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유일하게 집단 속 구성원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한다. 결국 디

지털 원주민들은 온라인 공간 속에서도 사회적 관계에 한 인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원주민들의 미디어 이용에서 더 나아가 이들이 어떤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고 이것이 사회적 관계 인식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의 구분이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서 기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관련 학문에서의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특

히 한국은 세 를 구분하는 명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성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그에 따른 변화를 살핀 연구는 드물었다. 휴 전화 이용이 청소년

과 성인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시도한 연구(김정기, 2005)가 있었으나 이는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미디어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않은 시기의 연구다.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의 청소년과 성인 집단의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인을 살펴보거

나(안정임·서윤경·김성미, 2012) 세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기술 접근성을 

분석하기도 했으나(황용석·박남수·이현주·이원태, 2012) 이 같은 선행연구

들은 연령에 따른 ‘미디어 이용’을 다루는 데 그쳤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청소년과 성인을 상으로 프렌스키(Presnky, 

2001a, 2004)가 주장하는 디지털 원주민의 전제를 살펴보며, 지금까지 진행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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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원주민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구분을 검증해 왔던 미디어 이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런 뒤, 구체적으로 디지털 원주민 개념이 전제하는 온라인 콘텐츠 이

용, SNS 네트워크 특징이 사회적 관계 인식에 향을 주는지 청소년과 성인 비교

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날 온라인 콘텐츠 이용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

루어진다. 미디어와 나의 관계에서 벗어나 너와 나, 우리의 관계로 확장된 형태

다. 이 속에서 연결감, 고립감, 및 소속감 같은 사회적 관계에 한 인식이 형성된

다. 따라서 온라인 콘텐츠 이용, SNS 네트워크가 사회적 관계 인식에 어떤 향을 

주는지 밝혀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의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2. 문헌연구

1)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논의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논의는 2001년 미국의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

(Prensky, 2001a)의 논문에서 출발한다. 프렌스키는 오늘날 학생과 과거 학생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두 용어를 제시했다. 컴퓨

터, 휴 전화, 비디오 게임 등 각종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인 오늘날의 학생들은 

유비쿼터스 환경이 아니었던 과거의 학생들과 다른 사고방식, 정보처리 방식 등

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집단은 디지털 언어의 모국어 여부로 구분된다. 

프렌스키는 오늘날 학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속해 디지털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렀다. 반면, 디지털 언

어를 새로운 언어처럼 배워야하는 집단은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명명했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 인 청소년을 디지털 

원주민, 그렇지 않은 세 인 성인을 디지털 이주민으로 보았다. 

이 같은 프렌스키의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구분은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 첫째는 활발한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 둘째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두 집단의 인지 과정, 사고(thinking), 및 행동 

양식 등등에 향을 준다는 점이다. 프렌스키는 뒤이은 글에서 두 전제를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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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피기보다는 신경과학에서 근거를 찾아 설명한다. 디지털 자극이 지속적

으로 투입되어 왔기 때문에 디지털 원주민의 뇌 구조는 성인의 뇌 구조와 다르다

는 것이다(Herther, 2009; Prensky, 2001b). “컴퓨터 게임, 시각 이미지, 3차원 공

간, 주의 분산(attentional deployment) 같은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디지

털 원주민은 디지털 이주민과는 다른 인지 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한다(Prensky, 

2001b, p. 4). 그리하여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에 익숙한 디지털 원주민은 과거 

일방향식 교육방식에 쉽게 싫증을 느끼고, 집중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는 게임 

기반의 교육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프렌스키는 말한다. 롱(Long, 2005) 역시 디지

털 원주민이 과거 세 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개인의 인지, 

사고, 및 행동 양식 등등에 향을 주는 부분에 한 두 번째 전제를 실증적으로는 

규명하지 않았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디지털 원주민의 특징을 어떻게 발현시키는지 살펴본 

연구(Prensky, 2004)에서 디지털 원주민은 개인 특성 외에 사회적 관계 인식에서

도 디지털 이주민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프렌스키는 온라인 콘텐츠 이

용으로 인한 디지털 원주민 특징을 17가지1) 역에서 살폈다. 개인 특징을 몇 가

지 살펴보면, 동시적인 화를 선호하는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화 속도를 높

이기 위해 줄임말을 사용하고(YTN, 2014, 03, 12; Prensky, 2004), 음성전화보다 

문자를 선호한다(Turkle, 2010). 상 적으로 성인들은 면 면 화나 음성전화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편이다(Prensky, 2001a; Zur & Zur, 2011). 청소

년들은 일상의 기록, 정보 공유, 취미활동도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정보도 글 외에 사진, 상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인터넷 쇼핑과 같은 

온라인 경제활동 역시 활발하게 하고, 온라인 가상화폐 이용에도 익숙하다.

또한 디지털 원주민은 사회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

로 활용한다. 정보 검색, 재조합 및 변형 등의 활동은 개인에 국한하지 않고 협업

1) 화(communication), 공유(sharing), 사고팔기(buying and selling), 창의(creating), 모임(meeting), 수집

(collecting), 협력(coordinating), 평가(evaluating), 게임(gaming), 학습(learning), 검색(searching), 분석

(analyzing), 보고(reporting), 프로그램화(programming), 사회화(socializing), 진화(evolving), 성장(growing 

up)을 중심으로 온라인 콘텐츠 이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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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사회연결망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때 협업은 이용자들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다. 셍과 리(Tseng & Li, 2007)는 위키피디아 이용자들을 상으로 가

상 커뮤니티(virtual community)에 공동체 의식과 네트워크화된 개인성의 정체

감이 공존하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온라인 콘텐츠 이용은 디지털 원주민들이 

집단 속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데 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은 청소년과 성인 집단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프렌스키 역시 이 점을 언급하지만 디지털 원주민이 온라인 콘텐

츠를 디지털 이주민과는 다르게 이용한다고 강조했다(예: Prensky, 2004, p. 2). 

이처럼 사회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동일하게 이용하더라도 이

용의 기작(mechanism)이나 정보 처리 과정 등이 다르면, 온라인 콘텐츠가 개인

의 사회적 관계 인식에 미치는 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두 집단 구분의 첫 번째 전제인 활발한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나타나는지를 온라

인 콘텐츠 이용을 비롯한 미디어 이용을 통해 살펴본 뒤, 사회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 SNS 네트워크가 개인의 사회적 관계 인식에 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일부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따른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구분

을 비판하기도 한다. 각 집단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예: 

Bayne & Ross, 2011). 주와 주(Zur & Zur, 2011)는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

민 관점을 차용해 각 집단별로 하위 집단을 나누고, 개인 관점에서의 집단도 분류

했다. 디지털 이주민은 회피자(avoiders), 꺼리는 이용자(reluctant adopters), 열

성적 이용자(enthusiastic adopters)로 나누고, 디지털 원주민은 회피자, 최소이용

자(minimalists), 열성적 이용자로 나누어 각 특징을 살폈다. 개인 관점에서는 회

피자, 최소이용자, 여행자(tourist), 혁신자(innovator), 중독(over-user or addict)

으로 집단을 나누었다. 이들은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차이도 일부 있지

만 개인차도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기술 발전 외에도 사회인구통계학적 요인, 통제성 같은 요

인이 개인의 미디어 이용에 향을 줄 수 있어 두 집단의 구분은 무리가 있다고 지

적한다(예: Koutropoulos, 2011). 디지털 기기와 정보를 이용하는 젊은이들은 기

존에 논의했던 디지털 원주민보다 다양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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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elwyn, 2009). 또한 헬스퍼와 에이

논(Helsper & Eynon, 2010)은 기술 및 생물결정론적 관점의 분류를 비판한다. 그

들은 디지털 원주민인 젊은이들이 넓은 범위의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를 보유하고,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인터넷 자기효능감도 

높은 수준이지만 세 가 이런 차이를 야기하는 유일한 변인은 아니었다고 밝혔

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성, 교육, 이용경험과 폭도 미디어 이용에 향을 주었다. 

이처럼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에 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디지털 강국인 ‘한국’의 청소년과 성인을 상으로 직접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또

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두 집단에 한 실증연구보다 수사학적 연구가 다수이고, 

주로 디지털 원주민 내 동질성 검증에 집중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한국 중학생

과 성인 집단을 상으로 미디어 기기 및 온라인 콘텐츠 이용, SNS 네트워크 차이

를 탐색하고, 사회적 관계 인식에 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SNS 네트워크의 

향력이 디지털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볼 것이

다. 이는 프렌스키(Prensky, 2001a, 2001b, 2004)의 두 가지 전제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며 지금까지 진행됐던 디지털 원주민론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예

상한다. 또한 성별, 지역, 휴 전화 요금제 등등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여 분석에

서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집단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2)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의 미디어 기기, 온라인 콘텐츠 이용 및 SNS 

네트워크

프렌스키(Presnky, 2001a, 2001b, 2004)가 제시한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

민 구분은 기술결정론 관점에 기반을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렌스키는 이 개

념을 이야기할 때, 미디어 기기 및 온라인 콘텐츠 ‘이용’에 한 부분은 다소 간과

한 채 두 집단의 차이, 디지털 원주민 특성을 논한다. 두 집단 차이는 미디어 기기 

및 온라인 콘텐츠 이용에서 출발하므로 두 집단의 차이점 혹은 공통점을 먼저 파

악할 필요가 있다. 프렌스키의 논의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몇몇 연구에서는 디지

털 미디어 기기 접근과 온라인 콘텐츠 이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원주민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코린·베네트·락키어(Corrin, Bennett, & 

Lockyer, 2010)는 디지털 원주민 개념을 결론짓기 전에 디지털 원주민들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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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술 이용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하며, 학교 1

학년 학생을 상으로 기술 접근과 일상생활 및 학습에서의 특정 기술 이용을 비

교했다. 노트북, MP3/4, 디지털 카메라 등을 포함하는 12개의 미디어 중 응답자

들은 휴 전화를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기존에 디지털 원

주민의 특성 중 하나로 논의되었던 블로그 작성, 팟캐스트 운  등은 실제로는 과

반수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을 실증적으로 살핀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디지털 원주민

이 디지털 미디어 기술에 능하고, 활발한 이용을 한다는 특징이 부분 지지됐다. 

케네디, 주드, 처치워드, 그레이, 그리고 크라우즈(Kennedy, Judd, Churchward, 

Gray, & Krause, 2008)는 1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상으로 디지털 원주민과 디

지털 이주민 논의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역할·성별·연령에 따라 이용량이 

달랐으며, 25세 이하가 25세 이상보다 많이 이용한 항목은 4개(선진 모바일 이용, 

표준 웹과 음악, 게임, 표준 모바일 이용)에 불과하여 프렌스키의 주장은 일부만 

지지됐다. 

케네디 등(Kennedy et al., 2008)의 연구가 온라인 콘텐츠 이용으로 디지털 원

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을 비교했다면, 헬스퍼와 에이논(Helsper & Eynon, 2010)

은 온라인 이용과 그로 인해 향을 받는 변인(예: 멀티태스킹 및 기술에 한 자

기효능감, 매체풍요도 및 인터넷 현저성)들을 함께 살폈다. 그 결과, 나이가 어릴

수록 멀티태스킹과 자기효능감이 높았지만 연령에 따라 자주 쓰는 세부적인 온라

인 이용 역이 달랐다. 연령 외에도 온라인 이용 수나 이용기간이 멀티태스킹 및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향을 주었다. 

선행연구들은 디지털 원주민이 미디어 기기나 온라인 콘텐츠 이용을 활발하

게 한다는 프렌스키의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

다면 과연 한국 청소년과 성인들은 미디어 기기와 온라인 콘텐츠를 어떻게 이용

하고 있는지 청소년과 성인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청소년과 성인은 미디어 기기 이용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과 성인은 온라인 콘텐츠 이용에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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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기기 및 온라인 콘

텐츠 이용은 살폈으나 다양한 사회연결망 형성이 가능한 미디어 환경은 고려하지 

않았다. 어떤 미디어를 접하고 어떤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연결되어 소통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은 사회연결

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연결망은 사회자본 형성과 사

회적 지지, 정보 습득 등 다양한 역에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SNS(Social Network Services, 이하 SNS)는 다양한 사회연결망 형성을 보여 

주는 표적인 사례다(Shaw, 2012). SNS에서 개인은 다른 이용자들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사회연결망을 넘나들 수 있다(boyd & Ellison, 2008). 사

람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사회연결망을 형성하거나 기존

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 연결망은 사회자본 관점에

서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연계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나뉜다. 결속형 사회자본은 사회적 지위, 혈연, 학연 등 속성이 유사

한 사람들끼리 맺어진 관계이며, 연계형 사회자본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을 기반

으로 하는 관계다(Putnam, 2000). 강한 유 로 형성된 결속형 사회자본에서는 지

지와 신뢰와 같은 정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반면, 약한 유 로 형성된 연계형 

사회자본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Granovetter, 1973). 디지털 원주민

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협력 활동에 익숙하다는 특징이 실제로 나타나

는지, 그리고 그 향력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유한 SNS 네

트워크 특징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원주민 논의 로라면, 청소년은 성인보다 온라인의 다양한 역을 이

용을 하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쉽게 사회연결망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청

소년의 발달기적 특징을 간과할 수 없다. 청소년기는 가족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상 적으로 평등한 관계인 또래 집단에 몰입하는 발달기 특성

을 가진다(최혜진·최연실·안 주, 2011, 115쪽). 게다가 SNS는 멀리 있는 사람

들과도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형 사회자본에 긍정적 향을 주는 동시에 결

속형 사회자본 증진에도 이용된다(금희조, 2011; Lynn & Witte, 2011). 결국 SNS

에서 어떤 사회연결망을 만드느냐는 이용자 개인에게 달렸다. 청소년의 발달기

적 특징이 나타나 SNS에서 결속형 사회자본이 연계형 사회자본보다 우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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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혹은 프렌스키 논의처럼 디지털 원주민은 다양한 연계형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청소년과 성인은 어떤 SNS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지 이 연구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 청소년과 성인은 SNS 네트워크에 차이를 보이는가?

3) 온라인 콘텐츠 이용, SNS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 인식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SNS 네트워크는 단순히 이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의 사회적 관계 인식에 향을 준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SNS 네트워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

는지에 향을 줄 수 있다. 체로 미디어 이용과 개인 간의 향력은 상호작용적

이다. 미디어 이용은 개인에게 향을 줄 수 있고, 반 로 개인의 특성이 미디어 

이용에 향을 줄 수도 있다(김태용·박소라, 2008).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

주민 논의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개인에게 향을 미치는 방향에 무게를 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디지털 원주민의 특징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은 

주로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만 치중하고 그로 인한 두 집단의 사회적 관계 인식 차

이는 다루지 않았다. 

뇌의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 때문에 지속적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디

지털 원주민의 뇌 구조를 디지털 이주민과는 다르게 만든다는 신경과학적 접근이 

아니더라도(Herther, 2009; Prensky, 2001b; Woolf & Salter, 2000), 사회연결망

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 및 SNS 네트워크와 관련된 개인의 사회적 

관계 인식을 주목하면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사회적 관계 인식에 미치는 향력

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SNS 네트워크는 다른 사람들과 언제 어디서나 연

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연결감’과 접한 관계를 맺는다. 연결감은 친구, 

가족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는 물론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휴 전화와 인터넷은 사람들의 공간 구분을 약화시키고, 공동공간과 

개인공간의 구분을 없앴다(김은미·심미선·김반야·오하 , 2012; 황주성·박

윤정, 2010). 황주성과 박윤정(2010)은 디지털 미디어로 인한 공간 인식을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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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연결성, 혼종적 공간성, 관계적 장소성으로 분류하여 휴 전화 인터넷 이용자

가 네트워크 연결성과 관계적 장소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밝혔다. 구체적으

로 네트워크 연결성 중 정보·콘텐츠를 자유롭게 접하거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느끼는 항목에서 이용자의 네트워크 연결성이 높게 나왔다. 이 맥락에

서 정보 찾기는 연결감에 향을 준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원주민은 정보 

찾기를 협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일지라도 이

용방법이나 접근이 달라 그 향력이 집단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은 집단 속에서 느끼는 고립감이나 소속감에도 향을 줄 

수 있다. 네트워크화된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회연

결망 공간으로 인식되고(Kennedy, 2012)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

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례로 페이스북은 사회연결망의 장벽을 허물고 개인의 사

회적 연결을 온라인 경험에 통합시켰으며, 이런 사회연결망은 모든 이들에게 온

라인 경험의 기초가 됐다(Owyang, Bernoff, Pflaum, & Bowen, 2009). 이와 같이 

개인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온라인 콘텐

츠 이용이 소속감과 고립감에 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즉, 네트워크화된 온라인 

활동이 익숙한 환경에서 성장해온 디지털 원주민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은 오프라

인 사회적 관계 인식에도 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소속감은 개인이 한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 

네트워크화된 온라인 공간은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임을 인지하기 충분한 환경이

다. 네트워크화된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

보다 더 강한 새로운 공동체감(togetherness)을 느끼기도 하며, 고립되지 않는 개

인성을 경험한다(윤석민, 2004; Castells, 2001; Wellman, 2002). 또한 온라인 커

뮤니케이션은 학교에서 사회적 관계가 힘들었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외로움

을 느끼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온라인에서 더욱 사적이고 친

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약한 사교성(social skills)을 보완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Bonetti, Campbell, & Gilmore, 2010). 이처럼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SNS 

네트워크는 개인의 소속감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게임이나 자료 찾기 

등에서 협업을 경험한 디지털 원주민들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SNS 네트

워크가 소속감에 미치는 향력이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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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감은 무력감, 규범상실감, 사회적 고립감(이하 고립감)으로 구성된다

(Dean, 1961). 네트워크화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콘텐츠 이용으로 인해 소외감 중 

고립감을 빈번하게 느낄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을 통해 개인은 외로움을 해

소하거나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항시 연결된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Engelberg & Sjöberg, 2004; Turkle, 

2010).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가족과의 화나 사회관계(social circle) 크기를 

감소시키고, 우울과 외로움을 증가시키기는 결과도 낳는다(Kraut et al., 1998). 

예를 들어 온라인 콘텐츠 중 일정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집단 단위로 이용하면 일

정 공유 및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 소외되어 고립감을 느끼는 개인

이 있을 수 있다. 발달기상 또래동조성이 높고, 온라인을 사회화 공간으로 여기고 

있는 디지털 원주민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SNS 네트워크가 고립감에 상

당부분 향을 줄 수 있다. 

디지털 원주민은 어릴 적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것에 익

숙하다(Prensky, 2004). 조적으로 디지털 이주민은 이미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

회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온라인 공간의 사회화를 학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

라서 디지털 이주민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나 SNS 네트워크가 고립감, 소속감에 

주는 향력은 상 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리하면, 디지털 원주민에게 

“온라인 공간은 집, 학교, 오프라인 장소와 더불어 성장하는데 중요한 장소”라는 

점에서(Prensky, 2004, p. 12) 사회적 관계 인식에 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SNS 네트워크 향력 크기는 디지털 원주민이 디지털 이주민보다 클 것이라고 예

상한다. 그렇다면 어떤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SNS 네트워크 특징이 사회적 관계 

인식(연결감, 고립감, 소속감)에 향을 주는지 각 집단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4 청소년과 성인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 및 SNS 네트워크는 이들의 

연결감, 고립감, 및 소속감에 어떠한 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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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시기

2013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전문 조사 회사를 통한 개별 면접조사로 자료를 수

집했다. 청소년 표본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인구의 제곱근비례할당 방법으로 

1200명을, 성인 표본은 서울 및 5  광역시(부산, 구, 인천, 광주, 전) 지역 인

구의 제곱근비례할당 방법으로 300명을 표집했다. 인구가 적은 곳의 표본이 과소

표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표집 방법이었다. 이 중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 

1108명, 성인 239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활용했다.

분석에 활용된 청소년 조사 상자는 총 1108명으로 남성 553명(49.91%), 여

성 555명(50.09%)으로 구성됐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 359명(32.40%), 중학

교 2학년 373명(33.66%), 중학교 3학년 376명(33.94%)으로 만 12세부터 만 15세

까지 분포했다(M ＝ 만 13.95세, SD ＝ 0.84). 

성인은 총 239명으로 남성 117명(48.95%), 여성 122명(51.05%)으로 비교적 

균등했다. 239명 중 20 는 93명(38.91%), 30 는 86명(35.98%), 40  이상은 

60명(25.11%)이었다. 평균 연령은 만 33.69세(SD ＝ 8.63)로 디지털 이주민 범

주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직업별로는 자 업 30명(12.55%), 판매직/서비스직 45

명(18.83%), 기능공/숙련공 8명(3.35%), 사무직/기술직 76명(31.80%), 전문/경

관리직 3명(1.26%), 가정주부 44명(18.41%), 학생( 학생/ 학원생) 33명

(13.81%)이었다. 

2) 주요 변인  

(1) 미디어 기기 이용

미디어 기기 이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 및 성인이 보유할 수 있는 전통 미

디어와 뉴미디어를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TV, 종이신문, 컴퓨터/노트북, 스마트

폰, 일반 휴 전화, 태블릿/전자책, MP3/4 플레이어가 선정됐다. 스마트폰과 일

반 휴 전화의 경우, 설문지에 스마트폰과 일반 휴 전화의 차이점과 예시를 명

시하여 응답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 기기 이용은 각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8점 리커트 척도로 물었다(1 ＝ 이용 안함, 2 ＝ 아주 가끔, 3 ＝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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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4 ＝ 2-3주에 한 번, 5 ＝ 1주일에 1-2회, 6 ＝ 1주일에 3-5회, 7 ＝ 거의 매일, 

8 ＝ 하루에도 여러 번). 

(2) 온라인 콘텐츠 이용

온라인 콘텐츠 이용은 컴퓨터, 휴 전화, 태블릿 PC 등 기기에 상관없이 온라인에

서 접할 수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들의 이용빈도를 말한다. 선행연구들(김은미·

나은 ·박소라, 2010; Livingstone, Haddon, Görzig, & Ólafsson, 2009 등)을 바

탕으로 온라인에서 사용가능한 콘텐츠 및 서비스 8가지를 본 연구에 맞게 구성했

다. 구체적인 문항은 각종 정보 및 과제를 위한 자료 찾기, 음악듣기(팟캐스트 포

함), 전자책(이북), 신문기사, 잡지 등 읽기, 이메일 확인 및 주고받기, 온라인 커

뮤니티, SNS, 게임, 온라인쇼핑 등이다. 미디어 기기 이용과 동일하게 각 문항의 

이용정도를 8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3) SNS 네트워크

SNS 네트워크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SNS에 등록된 친구 수(이하 SNS 친구 수)와 

이 중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의 비율(이하 오프라인 친구 비율), 하루 평균 SNS에

서 화를 나누는 친구 수(이하 하루 평균 화 친구 수)를 응답자에게 물었다. 

(4) 연결감

연결감을 측정하기 위해 황주성·박윤정(2010)이 사용한 네트워크 연결성 문항

을 이 연구에 맞도록 수정 및 추가하여 측정문항을 구성했다. 사용한 문항은 ‘같이 

있지 않아도 친구,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휴 전화나 컴퓨터가 

옆에 있으면 굳이 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어도 온라인 지인들과 연결되어 있다

는 느낌이 든다’, ‘휴 전화/컴퓨터 덕분에 어디에서나 업무(또는 공부)를 자유로

이 할 수 있다’ 등 총 8문항이다.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 청소년 연결감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값(Cronbach’s α)은 

.75(M ＝ 3.43, SD ＝ 0.52), 성인 연결감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67(M ＝ 

3.53, SD ＝ 0.46)이었다. 8문항을 합한 평균치를 분석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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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립감

고립감은 가족, 친구, 및 학교 또는 직장에서 느끼는 고립의 정도를 의미한다. 딘

(Dean, 1961)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소외감 척도 중 사회적 고립감을 이 연구에 맞

게 수정하여 문항을 만들었다. 가족, 친구, 및 학교(직장) 차원별로 3문항 씩 총 9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로 물었다. 그러나 

‘(집단)은 나에게 우호적이다’라는 문항은 내적 일관성이 낮아 제거했다. 최종적

으로 각 집단별 2문항－‘우리 집(친구들 사이, 학교)에서 나는 가끔 외톨이가 된 

기분일 때가 있다’, ‘부모님(친구들, 학교 친구들)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나와 어울려 

주지 않는다’－이 분석에 사용됐다. 성인 문항에서는 학교를 직장, 부모님을 우리 

가족으로, 학교 친구들을 직장 동료로 바꾸어 진술문을 구성했다. 각 집단별로 측

정된 2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했다. 2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피어슨 상관계

수로 살펴보았다(Eisinga, Grotenhuis, & Pelzer, 2013). 청소년의 가족 고립감

(r ＝ .46, M ＝ 2.68, SD ＝ 0.88), 친구 고립감(r ＝ .56, M ＝ 2.70, SD ＝ 0.85), 

학교 고립감(r ＝ .50, M ＝ 2.64, SD ＝ 0.84)의 상관계수는 분석하기에 적정

한 값이었다. 성인의 가족 고립감(r ＝ .60, M ＝ 2.71, SD ＝ 0.90), 친구 고립감

(r ＝ .58, M ＝ 2.81, SD ＝ 0.88), 직장 고립감(r ＝ .73, M ＝ 2.80, SD ＝ 1.14) 

상관계수 역시 적합한 수준이었다. 

(6) 소속감

소속감 측정문항은 로버트 등(Roberts et al., 1999)의 소속감(sense of belong-

ing) 척도를 기반으로 재구성했다. 가족, 친구, 학교/직장 각 집단별로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소속감을 측정했다. ‘나는 내가 우리 가족(친구, 학교/직장)의 일부

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우리 가족(친구, 학교/직장)의 일원인 것이 자랑

스럽다’, ‘우리 가족(친구, 학교/직장)의 일은 나에게 중요하다’ 등으로 구성된 문

항을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물었다. 청소년

의 가족 소속감(Cronbach’s α ＝ .61, M ＝ 3.93, SD ＝ 0.57), 친구 소속감

(Cronbach’s α ＝ .66, M ＝ 3.75, SD ＝ 0.60), 학교 소속감(Cronbach’s α ＝ .72, 

M ＝ 3.61, SD ＝ 0.60)은 각 집단별 문항을 통합한 평균치를 분석에 사용했다. 성

인의 가족 소속감(Cronbach’s α ＝ .62, M ＝ 3.97, SD ＝ 0.58), 친구 소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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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 ＝ .51, M ＝ 3.56, SD ＝ 0.51), 직장 소속감(Cronbach’s α ＝ .69, 

M ＝ 3.54, SD ＝ 0.64) 역시 문항을 합한 평균치를 분석에 이용했다.

(7) 통제변인

연구문제에 따라 응답자의 성별과 지역, 미디어 기기 이용, 인터넷 이용시간, 휴

전화 요금 등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했다. 범주변수인 성별(남·여)과 지역(도

시·농촌)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만들어 분석에 활용했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관련 있는 웹 기반 미디어 기기 이용 역시 주요 통제변인으로 삼았

다. 인터넷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을 의미한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는 IBM PASW Statistics(SPSS) 18.0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통제변인을 사

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청소년과 성인 집단 비교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일원공변량분석(one-way ANCOVA)을 통해 청소년과 성인의 미디어 

기기 이용(연구문제 1), 온라인 콘텐츠 이용(연구문제 2), SNS 네트워크 특성(연

구문제 3)을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으로 각 집단별 온라인 콘텐츠 이용, SNS 

네트워크가 연결감, 고립감, 및 소속감에 미치는 향(연구문제 4)을 알아보았다.

4. 연구 결과

1) 미디어 기기 이용

청소년과 성인 집단의 미디어 기기 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1> 참조). 성별과 지역을 공변량으로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명확히 하고자 했

다. 청소년(M ＝ 7.50, SD ＝ 1.43)과 성인(M ＝ 7.71, SD ＝ 1.05) 모두 스마트폰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MP3/4플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미디어에서 

성인 집단의 미디어 기기 이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TV, 종이신문, 컴퓨터/노트

북, MP3/4 플레이어에서 청소년과 성인 집단 간 평균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

다. 일반 휴 전화와 태블릿/전자책은 청소년과 성인 모두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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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청소년 (N ＝ 1108) 성인 (N ＝ 239)

F p
M (SD) M (SD)

TV 6.38 (1.50) 6.85 (1.00) 20.04 ＜ .001

종이신문 1.56 (1.40) 2.78 (2.49) 104.94 ＜ .001

컴퓨터/노트북 5.79 (1.62) 6.48 (1.39) 33.38 ＜ .001

스마트폰 7.50 (1.43) 7.71 (1.05) 3.05 .081

일반 휴대전화 1.20 (1.13) 1.14 (0.95) 1.17 .294

태블릿/전자책 1.52 (1.49) 1.67 (1.76) 1.60 .206

MP3/4 플레이어 2.25 (2.04) 1.33 (1.05) 53.48 ＜ .001

표 1. 청소년과 성인의 미디어 기기 이용

2) 온라인 콘텐츠 이용

성별과 지역, 컴퓨터/노트북, 태블릿/전자책, 일반 휴 전화와 스마트폰의 이용

빈도, 인터넷 이용시간, 휴 전화 요금을 공변량으로 설정하고 청소년과 성인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을 분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을 제외한 부분의 온라

인 콘텐츠 이용 유형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표 2> 참조). 청소

년은 ‘SNS’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M ＝ 6.76, SD ＝ 1.38). 그 다음으로 ‘음악

듣기(M ＝ 5.69, SD ＝ 1.86)’, ‘게임(M ＝ 5.52, SD ＝ 2.01)’ 같은 오락 콘텐츠 이

용이 상 적으로 높았다. 성인은 ‘각종 정보 및 과제를 위한 자료 찾기(M ＝ 6.47, 

SD ＝ 1.40)’를 가장 빈번하게 했다. ‘SNS(M ＝ 6.46, SD ＝ 1.43)’ 이용 또한 유

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게임(M ＝ 4.97, SD ＝ 2.29), 음악듣기

(M ＝ 4.96, SD ＝ 2.04)와 같은 오락 콘텐츠 순이었다. ‘이메일 확인 및 주고받기

(M ＝ 4.56, SD ＝ 2.06)’, ‘전자책, 신문기사, 잡지 등 읽기(M ＝ 4.32, SD ＝ 2.39)’, 

‘온라인 커뮤니티(M ＝ 4.20, SD ＝ 2.19)’ 또한 오락 콘텐츠 이용과 유사한 수준

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SNS 이용에 상당부분 집

중되어 있는 반면, 성인의 경우는 상 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 다. 

 



22 　한국방송학보(2015) 29권 2호

항목
청소년 (N ＝ 1108) 성인 (N ＝ 239)

F p
M (SD) M (SD)

각종 정보 및 과제를 위한 자료 찾기 4.55 (1.91) 6.47 (1.40) 156.31 ＜ .001

음악듣기 5.69 (1.86) 4.96 (2.04) 57.58 ＜ .001

전자책, 신문기사, 잡지 등 읽기 2.92 (2.11) 4.32 (2.39) 46.40 ＜ .001

이메일 확인 및 주고받기 3.32 (2.10) 4.56 (2.06) 81.89 ＜ .001

온라인 커뮤니티 3.93 (2.34) 4.20 (2.19) 0.07 .792

SNS 6.76 (1.38) 6.46 (1.43) 23.96 ＜ .001

게임 5.52 (2.01) 4.97 (2.29) 42.04 ＜ .001

온라인쇼핑 2.43 (1.81) 3.43 (1.57) 33.16 ＜ .001

표 2. 청소년·성인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

3) SNS 네트워크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의 SNS 네트워크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

았다. 공변량은 성별 및 지역, 미디어 기기 이용(컴퓨터/노트북, 태블릿/전자책, 

일반 휴 전화 및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시간, 휴 전화 요금으로 설정하고, 청

소년과 성인의 SNS 친구 수, SNS 친구의 오프라인 친구 비율, 및 SNS에서 하루 평

균 화를 나누는 친구 수를 비교했다. SNS 친구 수의 경우, 청소년은 평균 114.22

명(SD ＝ 89.59), 성인은 평균 97.17명(SD ＝ 90.96)으로 청소년의 SNS 친구 수가 

성인보다 많았다, F(1, 1337) ＝ 18.60, p ＜ .001. 

SNS상의 친구와 오프라인 친구가 겹치는 비율은 청소년(M ＝ 61.40%)과 성인

(M ＝ 59.95%)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1, 1337) ＝ 1.16, p ＝ .281. 

그러나 SNS에서 하루 평균 화를 나누는 친구 수는 청소년(M ＝ 14.25명)이 성인

(M ＝ 9.11명)보다 많았으며,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1, 1337) 

＝ 10.93,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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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청소년 (N ＝ 1108) 성인 (N ＝ 239)

F p
M (SD) M (SD)

SNS 친구 수 114.22명 (89.59) 97.17명 (90.96) 18.60 ＜ .001

오프라인 친구 비율 61.40% (40.94) 59.95% (31.85) 1.16 .281

하루 평균 대화 친구 수 14.25명 (33.40) 9.11명 (7.98) 10.93 .001

표 3. SNS 네트워크

4) 온라인 콘텐츠 이용, SNS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 인식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SNS 네트워크가 사회적 관계 인식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청소년과 성인별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집단 내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투입시켰다. 

청소년의 경우, 자료찾기, 음악듣기, 게임 이용이 ‘연결감’에 정적인 향을 미

치는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는 부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7, 1090) 

＝ 5.15, p ＜ .001. 청소년의 경우, 연결감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료

찾기(β ＝ .12, t ＝ 3.73, p ＜ .001) 다. 뒤를 이어 음악듣기(β ＝ .11, t ＝ 3.09, 

p ＜ .01), 게임(β ＝ .10, t ＝ 2.86, p ＜ .01) 및 온라인 커뮤니티(β ＝ －.10, t ＝ 

－3.10, p ＜ .01) 순으로 연결감에 향력을 미쳤으며, 이 중 온라인 커뮤니티는 

부적 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메일 송수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SNS에서 하루 평균 화 친구 수는 ‘가

족 고립감’에 정적인 향을 주고, 온라인 쇼핑, SNS 친구 수, 오프라인 친구 비율

은 부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17, 1090) ＝ 3.90, p ＜ .001. 이 중 

SNS에서 하루 평균 화 친구 수(β ＝ .13, t ＝ 3.25, p ＜ .01)가 가족 고립감에 

가장 큰 향을 주었으며, 이메일 송수신(β ＝ .12, t ＝ 3.87, p ＜ .001), 온라인 

커뮤니티(β ＝ .10, t ＝ 3.70, p ＜ .01)가 뒤를 이었다. 온라인 쇼핑(β ＝ －.10, 

t ＝ －2.92, p ＜ .01) 및 오프라인 친구비율(β ＝ －.10, t ＝ －2.76, p ＜ .01), 

SNS 친구 수(β ＝ －.07, t ＝ －2.03, p ＜ .05) 순으로 부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이용은 ‘친구 고립감’에 정적인 향을, SNS와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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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쇼핑은 부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F(17, 1090) ＝ 4.20, p ＜ .001. 

온라인 커뮤니티(β ＝ .14, t ＝ 4.12, p ＜ .001) 및 게임(β ＝ .14, t ＝ 3.88, p ＜ .001)

이 가장 큰 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온라인 쇼핑(β ＝ －.11, 

t ＝ －3.24, p ＜ .01), SNS(β ＝ －.10, t ＝ －2.73, p ＜ .01) 순으로 친구 고립

감에 향을 미쳤다.

자료찾기, 온라인 쇼핑은 ‘학교 고립감’에 부적인 향을,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하루 평균 화 친구 수는 정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17, 1090) 

＝ 3.79, p ＜ .001. 이 중 온라인 커뮤니티(β ＝ .14, t ＝ 4.17, p ＜ .001)가 학교 

고립감에 정적으로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하루 평균 화 

친구 수(β ＝ .11, t ＝ 2.69, p ＜ .01), 게임(β ＝ .10, t ＝ 2.88, p ＜ .01), 온라인 

쇼핑(β ＝ －.10, t ＝ －2.91, p ＜ .01), 자료찾기(β ＝ －.06, t ＝ －2.04, p ＜ .05) 

순으로 학교 고립감에 향을 주었다.

자료찾기, 온라인 쇼핑은 ‘가족 소속감’에 정적인 향을 주고, 이메일 송수

신, SNS 친구 수는 가족 소속감에 부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7, 1090) ＝ 4.44, p ＜ .001. 이 중 자료찾기(β ＝ .15, t ＝ 4.69, p ＜ .001)

가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β ＝ .09, t ＝ 2.72, 

p ＜ .01), SNS 친구 수(β ＝ －.08, t ＝ －2.22, p ＜ .05), 이메일 송수신(β ＝ －.06, 

t ＝ －1.98, p ＜ .05) 순으로 가족 소속감에 향을 주었다.

자료찾기, SNS,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친구비율은 ‘친구 소속감’에는 정적인 

향을, 온라인 커뮤니티, 하루 평균 화 친구 수는 친구 소속감에는 부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17, 1090) ＝ 5.33, p ＜ .001. 온라인 쇼핑(β ＝ .13, 

t ＝ 3.80, p ＜ .001)이 친구 소속감에 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으로 밝혀졌다. 

오프라인 친구비율(β ＝ .10, t ＝ 2.61, p ＜ .01), 온라인 커뮤니티(β ＝ －.10, 

t ＝ －3.21, p ＜ .01), 자료찾기(β ＝ .09, t ＝ 2.90, p ＜ .01), SNS(β ＝ .09, 

t ＝ 2.56, p ＜ .05), SNS 하루 평균 화 친구 수(β ＝ －.09, t ＝ －2.21, p ＜ .05)

가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자료찾기, 온라인 쇼핑이 ‘학교 소속감’에 정적인 향을 주는 반면, 

음악듣기는 부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17, 1090) ＝ 4.88, p ＜ .001. 

자료찾기(β ＝ .13, t ＝ 4.04, p ＜ .001)가 학교 소속감에 가장 큰 향을 주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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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밝혀졌다. 이어 음악듣기(β ＝ －.12, t ＝ －3.58, p ＜ .001), 온라인 쇼

핑(β ＝ .10, t ＝ 2.87, p ＜ .01)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음악듣기, SNS가 ‘연결감’에 정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

다, F(17, 221) ＝ 3.76, p ＜ .001. 음악듣기(β ＝ .18, t ＝ 2.63, p ＜ .01)가 연결

감에 가장 큰 향을 미쳤으며, SNS(β ＝ .17, t ＝ 2.50, p ＜ .05)가 그 뒤를 이었

다. SNS(β ＝ .15, t ＝ 2.09, p ＜ .05)는 ‘가족 고립감’에도 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7, 221) ＝ 1.73, p ＜ .05. 온라인 커뮤니티는 ‘친구 고립감’

에 정적인 향을, SNS 친구 수는 친구 고립감에 부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F(17, 221) ＝ 2.15, p ＜ .01. 온라인 커뮤니티(β ＝ .18, t ＝ 2.26, p ＜ .05)

와 SNS(β ＝ －.18, t ＝ －2.39, p ＜ .05)의 향력 크기는 같으나 방향성이 반

다. SNS에서 하루 평균 화 친구 수(β ＝ －.17, t ＝ －2.29, p ＜ .05)는 ‘직장 

고립감’에 부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17, 221) ＝ 2.09, p ＜ .01. 오

프라인 친구 비율(β ＝ .16, t ＝ 2.26, p ＜ .05)은 ‘직장 소속감’에 정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17, 221) ＝ 1.72,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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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연결감
고립감 소속감

가족 친구 학교 가족 친구 학교

예측변인 β β β β β β β

통제
변인

성별 .11** .02 -.01 .01 -.01 .04 .01

연령 -.03 .01 .04 .01 .00 -.02 -.09**

지역 .00 .00 .01 -.02 -.10** -.11*** -.17***

컴퓨터/노트북 이용량 .04 .04 .05 .06 .01 -.05 .00

스마트폰 이용량 -.13** -.05 .01 -.01 -.04 -.01 .01

일반 휴대전화 이용량 -.19*** -.05 .05 .01 -.02 .01 .00

온라인
콘텐츠 
이용

자료찾기 .12*** -.03 -.01 -.06* .15*** .09** .13***

음악듣기 .11** -.02 .03 -.04 .01 .00 -.12***

전자책, 신문, 잡지 등 읽기 -.02 -.02 -.07 -.03 .00 .03 -.06

이메일 송수신 .01 .12*** .00 .04 -.06* -.05 .00

온라인 커뮤니티 -.10** .10** .14*** .14*** -.06 -.10** -.06

SNS .04 -.06 -.10** -.07 .06 .09* .01

게임 .10** .04 .14*** .10** -.02 -.02 .00

온라인 쇼핑 .04 -.10** -.11** -.10** .09** .13*** .10**

SNS
네트
워크

친구수 -.02 -.07* -.05 -.05 -.08* -.06 .03

오프라인친구비율 .03 -.10** -.06 -.04 .01 .10** .00

하루 평균 대화 친구 수 -.03 .13** .08 .11** -.07 -.09* .03

Adjusted R2 .06 .04 .06 .04 .05 .06 .06

F 5.15*** 3.90*** 4.20*** 3.79*** 4.44*** 5.33*** 4.88***

df 17, 1090

주. β ＝ 표준화 회귀계수. N ＝ 1108. *p ＜ .05. **p ＜ .01. ***p ＜ .001. 

표 4. 청소년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연결감, 고립감, 및 소속감에 미치는 향에 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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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연결감
고립감 소속감

가족 친구 직장 가족 친구 직장

예측변인 β β β β β β β

통제
변인

성별 .00 -.13 .02 -.08 .07 .08 .00

연령 .02 -.09 .00 -.20** -.03 -.11 -.13

지역 -.02 .02 .09 .01 -.03 -.01 -.04

컴퓨터/노트북 이용량 -.02 -.05 .03 -.14* -.03 .01 -.09

스마트폰 이용량 -.02 .08 .20 -.17 .09 -.27 -.37

일반 휴대전화 이용량 .02 .10 .17 -.12 .18 -.27 -.23

온라인
콘텐츠 
이용

자료찾기 .07 .09 .04 .04 .03 .01 .11

음악듣기 .18** -.05 .02 .03 -.04 .08 .04

전자책, 신문, 잡지 등 읽기 .14 -.08 .07 .04 -.01 .13 -.01

이메일 송수신 -.03 -.16 -.16 -.11 .15 .17 .11

온라인 커뮤니티 .09 .15 .18* .11 -.01 -.05 -.11

SNS .17* .15* .13 .14 -.09 -.04 .13

게임 .02 .04 .04 .08 .10 -.14 .02

온라인 쇼핑 .07 .05 -.03 .03 -.05 -.13 -.04

SNS
네트
워크

친구수 .13 -.12 -.18* -.01 -.21** -.02 .05

오프라인친구비율 .02 .00 .09 .02 .10 -.04 .16*

하루 평균 대화 친구 수 -.07 -.09 -.10 -.17* .17 .03 .07

Adjusted R2 .17 .12 .08 .07 .02 .02 .05

F 3.76*** 1.73* 2.15** 2.09** 1.30 1.23 1.72*

df 17, 221

주. β ＝ 표준화 회귀 계수. N ＝ 239. *p ＜ .05. **p ＜ .01. ***p ＜ .001.

표 5. 성인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연결감, 고립감, 및 소속감에 미치는 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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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이 연구는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구분의 전제를 확인하며 기존 논의를 

확장하고자 미디어 기기 이용, 온라인 콘텐츠 이용 및 SNS 네트워크가 청소년과 

성인 집단 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SNS 네트

워크가 사회적 관계 인식에 미치는 향력이 두 집단에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

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여 디지털 이주민에 비해 디지

털 미디어 이용이 활발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SNS 네트

워크가 사회적 관계 인식에 미치는 향은 디지털 원주민에게서 더 다양하게 나

타났다. 프렌스키의 첫 번째 전제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량’보다는 두 번째 전제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인식 형성 등에 미치는 향이 다르다는 점을 지지하는 결

과다. 결국 디지털 원주민론의 접근은 미디어 이용의 ‘정량적인 부분’에서 ‘정성적

인 부분’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문제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과 성인의 미디어 기기 이

용 비교를 위한 <연구문제 1>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양한 디지

털 미디어를 성인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스마트

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두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스마

트폰은 특정 집단의 미디어가 아니라 생활 미디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은 디지털 미디어(컴퓨터/노트북)와 전통 미디어(TV, 종이신문)를 청소년보

다 상 적으로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은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

털 미디어 기기 모두에 친숙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역시 TV 시청

이 스마트폰 이용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다매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P3/4 플레이어는 성인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서는 

아주 가끔 이용하는 미디어 다. 이 같은 결과는 미디어 기기 ‘이용량’으로는 디지

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구분은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에서도 온라인 콘텐츠 이용 유형 ‘수’와 이용‘량’으로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

다. <연구문제 2>에서 디지털 원주민이 디지털 이주민에 비해 다양한 온라인 콘

텐츠를 이용한다는 기존 논의(Prensky, 2001a, 2004)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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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이라고 해서 성인보다 모든 온라인 콘텐츠 이용을 골고루 더 많이 이용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몇 가지 온라인 콘텐츠 이용에서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

털 이주민의 차이를 발견했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는 연구 결과와도 비슷하다

(Kennedy et al., 2008). 오히려 청소년에 비해 성인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과 청소년의 구조적인 생활 역의 폭

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생활의 폭은 학교와 집을 중심으로 

하지만 성인의 생활의 폭이나 친교 네트워크는 더 다양하고 넓을 수밖에는 없다. 

세 효과라고 간주해 왔던 것들 중에서 단순한 연령효과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

는 것을 말한다. 

기존 논의에 따르면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온라인을 떠올리는 것이 디지털 

원주민의 특성이지만, 성인이 청소년보다 일상에 필요한 정보검색을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은 주로 오락, 여가 등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자주 

이용하고 있었다. 국의 10 는 온라인 금융(finance online)이나 전자정부

(e-government)를 적게 사용하고, 오락이나 사회 관계망, 단어나 정보를 확인하

는 사실 검증(fact checking)을 위해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와 유

사하다(Helsper & Eynon, 2010). 

이 결과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 종류와 양이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을 

분류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온

라인 콘텐츠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무엇을 얻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이용행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오락과 여가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주로 이용

한다고 분석결과를 해석했지만, 디지털 원주민들은 온라인의 오락 요소에 익숙하

며 그 공간 속에서 사회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활동을 하는 등

(Prensky, 2004, 2005) 다양한 경험을 쌓기 때문에 보다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특히 청소년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 중 SNS 이용이 가장 많은 점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SNS 공간은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각종 게임, 음악, 사진/ 상 공

유 등의 다양한 온라인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의도한 로 SNS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이용하는 SNS를 놀이공간으로 여

기고 다양한 목적으로 콘텐츠를 이용·생산·공유할 가능성도 있다. 훌(Hull, 

2011, p. 191)이 “디지털 원주민은 오락(entertainment)이다!”라고 말했듯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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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오락, 여가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은 단순한 이용 그 이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원주민 논의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 종류·양에 한 논

의에서 한걸음 나아가 온라인 콘텐츠 이용별 기작과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받

는 향을 규명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문제 3>에서는 두 집단 간의 SNS 네트워크 차이를 알아보았다. 청소년

은 성인에 비해 SNS 친구 수와 하루 평균 화를 나누는 친구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화를 활발하게 나누는 디지털 원

주민의 특성이 포착됐다. SNS 친구 중 오프라인 친구 비율을 살펴보면, SNS 친구 

중 오프라인 친구 비율이 약 60% 내외로 두 집단이 비슷한 비율을 보 다. 청소년

의 생활 역과 행동반경이 성인에 비해 좁을 것이라는 점을 반추해 볼 때, 성인들

은 오프라인에서만 아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성

인은 온/오프라인 공간에 따른 인간관계가 나뉜다면, 상 적으로 청소년은 온/오

프라인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구문제 4>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SNS 네트워크가 사회적 관계 인

식에 미치는 향이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디지털 원

주민의 경우,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연결감, 고립감, 소속감에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이주민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은 오프라인 사회적 관

계 인식에 그다지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성인보다 다양하거나 많지 않더라도 사회적 관계 인식에 끼치는 향력은 성인의 

경우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청소년이 성인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사

회화, 사회적 관계 인식 형성 등을 활발하게 한다는 점을 내포한다. 또한 청소년

들의 경우 사회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 SNS 네트워크가 그

들의 연결감, 소속감, 및 고립감 같은 사회적 관계 인식과 접하게 얽혀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인식 형성에 향을 준다는 이 지점에서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의 구분이 유효해진다. 

성인은 연결감, 가족 고립감, 친구 고립감, 및 직장 소속감만 온라인 콘텐츠 

이용 혹은 SNS 네트워크의 향을 받았다. 성인들은 음악듣기와 SNS를 많이 할

수록 연결감을 높게 인식했다. 이 연구에서 측정한 음악듣기는 팟캐스트 듣기를 

포함한 문항이다. 이용자들과 음악 파일을 주고받는 것은 물론, 팟캐스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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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을 얻는 행위들을 통해 연결감을 느낀다고 추정할 수 있다. 

SNS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가족 고립감이 높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는 성인들이 SNS를 오프라인의 인간관계, 특히 가족과 분리된 공간으로 사용하는 

이용행태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친구 고립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할수록 높고, SNS 친구 수가 많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 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은 오프라인 친구들과의 연결보다 온라인 친구들과 형성된 경우가 많아 고립

감에 정적인 향을 준 반면, SNS 친구 수는 오프라인 친구 비율이 과반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친구 고립감에 부적인 향을 미쳤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를 제

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형태에 한 추

가 조사가 필요하다. 직장 고립감과 직장 소속감에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보다 

SNS 네트워크 특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청소년의 경우(<표 4> 참조), 성인에 비해 보다 많은 수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 

변인과 SNS 네트워크가 사회적 관계 인식에 향을 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온라

인 콘텐츠 중 SNS와 음악듣기만 향요인이었던 성인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다. 

청소년은 온라인 활동의 연결성이 오프라인 사회적 관계 인식에도 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사회적 관계 인식에 미치는 향력 차이는 

두 집단이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료찾기, 

음악듣기, 게임, 온라인 커뮤니티가 연결감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료찾기, 음악듣기, 게임은 연결감에 정적인 향을 주었다. 이는 디지털 원

주민들이 협업 혹은 사회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하며, 이러한 활동들이 

인식에 향을 준다는 프렌스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

티는 연결감에 부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커뮤

니티는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청소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후속 연구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 고립감에는 이메일 송수신, 온라인 커뮤니티, 하루 평균 화 친구 수가 

정적인 향을, 온라인 쇼핑, SNS 친구 수, 오프라인 친구비율이 부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송수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SNS 내 화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많이 하는 청소년일수록 가족 고립감을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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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느낀다는 분석결과는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의 온라인 이용 

행위가 가족 소외에 직간접적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SNS 네트

워크의 크기보다 SNS 네트워크 속에서 화를 나누는 사람 수가 고립감에 상당한 

향을 끼치고 있었다. 온라인 쇼핑은 가족 고립감 외에 친구, 학교 고립감에도 

부적인 향을 미쳤는데, 이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가족, 친구, 학교 친구들과 교

류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구 고립감과 학교 고립감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게임이 정적인 향을 주

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정 게임의 형태가 협업을 전제로 한다

고 할지라도 오프라인 조직 내 고립감에는 긍정적인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상 커뮤니티에서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성과 공동체 의식이 공존하지만

(Tseng & Li, 2007), 오프라인과 온라인 조직과의 비교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친구 비율이 높은 

SNS 이용은 친구 고립감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하루 평균 화 친구 수는 학교 

고립감에 정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을 인식할 때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자료찾

기는 학교 고립감에 부적 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찾기는 디지털 원주민의 특성이 드러나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으로 가

족·친구·학교 소속감에 모두 정적인 향을 주었으며, 그 향력 크기 또한 독

립변인들 중 가장 컸다. 청소년의 교육은 강의전달식이 아닌 체험식이어야 한다

는 프렌스키의 주장은 조직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은 가족·친구·학교 소속감에 정적인 향을 미쳤다. 

여기에서 청소년에게 온라인 쇼핑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가 아닌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중고 판매, 상품평 작성, 

가상화폐 이용 등등이 모두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한편, 음악듣기는 학교 소속감

과 부적인 관계를 보 다. 음악듣기·음원 공유, 팟캐스트 청취 같은 활동은 개인

의 취향과 관련 있다. 따라서 학교 친구들보다 관심사로 엮인 이들에게 더욱 접

한 소속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메일 송수신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각각 가족 소속감·친구 소속감과 부적

인 관계를 보 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수록 인 간의 상호작용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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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케이션이 감소한다(Nie, 2001)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인지, 혹은 오늘

날 청소년들의 일베(일간베스트)나 오유(오늘의 유머) 이용 등에 비추어 온라인 

커뮤니티가 그들에게 또 다른 역할을 하는지는 향후 연구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반면 SNS는 학교 소속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여 한국 청소년들에게 SNS는 친구들

과 친목도모를 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SNS 네트워크 특징 중 오프라인 친구비율은 친구 소속감에 정적인 향을, 하

루 평균 화 친구 수는 부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청소년은 

SNS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 화를 나누는 친구들 수

가 적을수록 친구 소속감은 높게 느낀다는 것이다. 성인의 친구 소속감에는 어떤 

독립변인도 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은 특히 친구 관계에서 온·

오프라인 공간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수사학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디

지털 원주민 논의(예: Bayne & Ross, 2011; Prensky, 2001a, 2001b, 2004; 

Selwyn, 2009 등)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디지털 원주민의 특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선행연구가 있지만 부분이 미디어 이용에만 집중했다는 한계가 

있다(예: Kennedy, Dalgarno, Bennett, Judd, Gray, & Chang, 2008; Li & Ranieri, 

2010). 선행연구들은 디지털 원주민론 전제의 일부만 살펴본 것이다. 이 연구에

서는 미디어 이용과 사회적 관계 인식에 미치는 미디어 이용의 향력 두 가지 전

제를 모두 살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사회적 관계 인식에 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SNS 네트워크 향력을 검증하여 디지털 원주민론을 확장시켰다는 학문

적 의의를 가진다. 둘째, 향후 디지털 원주민 검증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SNS 네트워크가 사회적 관계 인식에 미치는 향력이 집단별로 다

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원주민 특징을 미디어 기기와 온라인 콘텐츠 이용

량으로 검증하던 기존의 연구 범위를 넘어서 앞으로는 각 온라인 콘텐츠 이용 방

식과 그 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 우선, 

이 연구는 디지털 원주민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미디어 결정론적 관점을 취했

다. 그리하여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사회적 관계 인식에 향을 준다는 방향성으

로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적 관계 인식이 온라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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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향을 줄 수 있는 점, 사회적 관계 인식에 한 향요인이 다양하다는 

점, 추후에 이용자들끼리 사용해 나가면서 초기 기술자 의도와 다르게 미디어를 

사용해 나간다는 점(DeSanctis & Poole, 1994)에서 각 집단의 미디어 이용과 사

회적 관계 인식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혹은 다른 변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변

화하는지 추후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집단 간의 명확한 비교를 위

해 성별이나 지역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관련 미디어 기기 이용량, 휴 전화 

요금 등을 통제변인으로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원주민론의 주된 비

판인, 기술발전과 세  외에 다른 변인들이 온라인 콘텐츠 이용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Helsper & Eynon, 2010; Koutropoulos, 2011)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향

후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서로 다른 조건들을 통제변인으로 추가하는 작업을 고

려해야 한다. 혹은 주와 주(Zur & Zur, 2011)의 연구처럼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집단 구분 후, 개인 관점으로 세부 집단을 나눠서 연구해볼 수 있다. 또는 

연령 구분 외에 디지털 미디어 이용방식에 따른 집단 구분과 인식의 차이를 검증

하여 디지털 원주민 특성을 파악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같은 연령 라 하더라도 

하나의 집단으로 묶이지 않을 수 있고, 개인의 미디어나 콘텐츠 이용량에 따라 사

회적 관계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문제 4>에서는 집단 구성원으로서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인식에 온

라인 콘텐츠 이용, SNS 네트워크가 미치는 향력을 살폈다. 그러나 방법론적 한

계로 ‘어떻게’ 특정 온라인 콘텐츠 이용 및 SNS 네트워크가 연결감, 고립감, 및 소

속감에 향을 주는지에 한 설명을 실증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디지털 원주민

들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에서 발생하는 협업이나 사회화 과정 등에 한 향후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과 성인들을 상으로 심층인터뷰를 비롯한 다른 방

법론을 적용하거나 특정 온라인 콘텐츠 이용에 주목하여 맥락을 파악하는 작업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종속변인들의 차원을 다양

화시켜 집단 간 사회적 관계 인식의 차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원주민 논의는 주로 기술 이용의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을 

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Corrin, Bennett, 

& Lockyer, 2010)을 놓쳐서는 안 된다.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용어가 젊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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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technology)에 한 흥미, 지식, 다양성을 보여 주지만, 디지털 격차는 무

시한다고 지적한 베네트(Bennett, 2012)의 지적처럼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리터

러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 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여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논의가 더욱 확장해 나가길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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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Prensky’s concept of ‘digital natives’ and ‘digital 

immigrants’ by comparing how online activities and SNS uses impact their 

perception of social relationships. A face-to-face survey on 1108 adolescents (mean 

age ＝ 13.95) and 239 adults (mean age ＝ 33.69) was conducted in Korea between 

April and May 2013. In contrast to previous discussions regarding digital natives and 

immigrants, this research found that there was not a clear cut distinction between 

adolescents and adults in the uses of digital devices, the frequency and type of 

online activities. However, SNS uses and the perception of how these activities 

influence their social relationship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case of 

adolescents, their online content uses and networks on SNS were closely related to 

their social connectedness, isolation, and belonging. To adolescents, online 

relationships were crucial to how they perceive of their social world around them. 

Keywords: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line activities, SNS, 

social connectedness, social isolation, social belo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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