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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가정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할까?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감소
- 단, 고소득 가정 자녀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이 가장 낮은 것은 아냐
- 맞벌이 자녀보다 외벌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더 많게 나타나

부모의 소득과 및 취업여부에 따른 아이들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은 어떤 행태를 보일까? 연세대학
교 바른ICT연구소에서 2016.06.27 ~ 2016.10.02 14주간 전국의 만 7세이상 만 18세이하 429명 아이
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스마트 폰 사용량을 조사해 본 결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들
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저소득 가
정 자녀의 주간 평균 스마트 폰 사용시간은 38.99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 100만
원-300만원 자녀의 경우 35.05시간, 소득수준 300만원-500만원 자녀의 경우 33.77시간으로 소득수
준이 높아질수록 스마트 폰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나, 소득수준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정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량은 34.61시간으로 소득수준 300만원-500만원 자녀보다 스마트폰을 주
간 평균 1.04시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소득 구간별 자녀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 (주당, 평균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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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별 자녀들의 모바일 앱 카테고리별 사용시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엔터테인먼트 앱 사용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게임, 소셜 미디어 앱 사용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 100 만원 이하를 저소득, 100 만원-500 만원을 중간 소득, 500 만원
이상을 고소득 구간으로 구분하였을 때, 소득수준 100 만원 이하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엔터테인먼트(저소득층: 16.6 시간> 고소득층: 10.5 시간> 중산층: 10.2 시간), 생활
(저소득층: 4.8 시간> 중산층: 3.2 시간> 고소득층: 3.1 시간), 인터넷 쇼핑 (저소득층: 1.8 시간> 중산층:
0.5 시간> 고소득층: 0.5 시간) 앱 사용시간이 높다. 반면, 소득수준 100 만원이상 500 만원이하 중산층
아이들의 경우 게임(중산층: 6.2 시간>고소득층: 5.5 시간> 저소득층: 3.8 시간)앱 사용시간이, 소득수준
500 만원이상 고소득층 아이들의 경우 소셜 미디어 (고소득층: 3.5 시간> 중산층: 3.3 시간> 저소득층:
3.2 시간) 및 인터넷 앱 (고소득층: 1.9 시간> 중산층:1.6 시간> 저소득층: 0.9 시간)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앱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활 및 인터넷 쇼핑 관련 앱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용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소득구간별 모바일 앱 카테고리별 사용시간 (주당, 평균사용시간)

한편,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외벌이 가정의 자녀 보다 스마트 폰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자녀: 31.9시간, 외벌이 자녀: 36.8시간).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외벌이 부부의 자녀
보다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보다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
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와 같은 차이가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외벌이 부부의 자
녀보다 게임 앱 사용비중(맞벌이: 17.1%, 외벌이: 13.7%)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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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맞벌이 여부에 따른 자녀의 스마트 폰 주간 평균 사용시간 및 사용시간 비중(%)

부모의 소득수준 및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 및 사용패턴을 비교한 결과, 첫째,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
득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 자녀의 스마트 폰 사용량이 가장 적은 것은 아니었는데, 이러한 고소득 가
정의 아이들은 다른 그룹의 아이들보다 소셜 미디어 및 인터넷 사용비중이 높았다. 둘째,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 스마트 폰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룹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중산층 아이들이었다. 따라서, 게
임중독 위험군은 오히려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외벌이 가정의 아이들보다 스마트 폰 사용시간이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 스마트 폰 사용시간은 외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외벌이 가정의 아이들보다 게임 앱 사용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 사용자체보다는 게임사용에 대한 주의가, 외벌이 부부
아이들에게는 게임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주의가 보다 강조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모바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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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올바른 ICT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공
감대 속에서 설립됐다. 스마트 감성시대에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이슈를 연구하여
‘IT로 보다 행복하고 연결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진 및 기업/공공기관 전문가들
과 연계하는 열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바른ICT연구소 정보가치 연구팀 임지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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