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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인식들은 개별 소비

주체들의 SNS 지향적인 활동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분석을 시작하였다. 즉, SNS 지향적인 활

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개방적인 인식도 프

라이버시의 수준에 따라 의존적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SNS 지향적인 소비자일수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개인들이 프라이

버시에 대해 자유로울수록 더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당면한 경제구조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성(SNS activity), 

개인정보보호태도(privacy attitude)

SNS 활동성이 4차산업혁명 기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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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키워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은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내걸고 지방자

치단체 및 민간기구들과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1].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능력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소비주체인 

소비자 측면에서의 인식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할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II. Related works

4차 산업혁명은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2]. 

이와 관련하여 수용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근거한 수용을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3]이 대두되고 있으며, 제품 측면에서는 

가정용 지능형 로봇, 챗봇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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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III. Research Design

본 연구에서는 SNS 활동성을  SNS 답변 및 글쓰기 활동, 정보공유 

활동, 추천 및 평점주기 활동 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개인정보보호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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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정도를 유출과 도용 측면에서 측정하

였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는 4차 산업혁명이 인간사회에 

미칠 기대 영향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들을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즉, 개별 측정항목들이 해당 요인에 일관성 있게 적재되는 

것을 볼 때 측정개념에 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Item Factor 1 Factor 2 Factor 3

SNS 

Activity

S1 0.946 -0.035 0.033

S2 0.915 -0.092 0.059

S3 0.941 -0.048 0.025

Privacy 

Attitude

P1 -0.057 0.972 -0.021

P2 -0.064 0.960 -0.027

P3 -0.058 0.960 -0.023

P4 -0.047 0.969 -0.023

Expectati

on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1 0.073 -0.024 0.922

E2 0.019 -0.031 0.926

Table 1. Factor Analysis

Variable Estimate

Standar

dized 

Estimate

t-value p-value

Constant 3.168 - 380.6 0.001

SNS 

activity①
0.009 0.016 3.7 0.001

Privacy 

attitude②
-0.648 -1.793 -191.8 0.001

①X② 0.206 1.960 210.7 0.001

Table 2. Result of Moderating Effect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SNS 지향적인 소비자일수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개인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자유로울수록 더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당면한 경제구조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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