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67

https://doi.org/10.14400/JDC.2017.15.10.467

여성의 일상생활과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질적 연구 

-20대 중국여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장루상상*, 나미수**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A qualitative study on women’s daily lives and smartphone use
-focusing on interviews with Chinese women in their twenties

Loushuangshuang Zhang*, Misu, Na**

Master, Dep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이 여성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역할과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기 위해, 20대 중국 여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스마트폰은 중국 여성의 소비활동, 여가활동, 사회적 교류활동 등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성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습관이 바뀌었으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통
해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매상품, 검색정보, 콘텐츠 선택 등에 있어서는 소위 여성영역
의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이러한 선택에 그들의 성역할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이용자들은 SNS를 
정보이용이나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할 뿐, 자신의 의견제시 등의 참여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남성과
는 달리 수동적인 이용행태를 보였다. 즉 여성들의 스마트폰 이용은 활발하지만, 콘텐츠의 선택이나 이용방식에 있어서는 
성별화된 특성과 사회의 젠더가치가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됨에 따라 우
리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특히 스마트폰 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국내의 
상황을 가늠해보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스마트폰, 미디어 이용, 일상생활, 젠더, 여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ole and meaning of smartphone in the context of 
daily lif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woman in twenties living in Hangzhou, China. As a result of research, 
smartphones affected the various parts of female users' daily lives such as consumption habits, ways of 
spending their times and ways of information gathering and communication. Nevertheless gender gap in 
smartphone use was much smaller than before in the quantitative aspect, women’s use of smartphone in 
qualitative aspect such as the way of use and choice of contents showed previous gender role and gender value 
in society. Als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based on the case of China which emerges as a new IT 
powerhouse, have a significant implication for smartphone u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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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이 처음 50％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75%까지 성장할

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1]. 스마트폰은현대인의필수품

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

는 것이다. 전화기로부터 진화된 스마트폰은 더 이상 단

순한 통신의 도구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일상적 삶 자

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의보급률이높아지고일상화된미디어로자

리를 잡아감에 따라, 스마트폰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생

활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미디어의 스마트화

에 따른 단말기의 발전으로 스마트폰은 이전의 고유의

기능을 넘어 이용자에게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스마트폰

과애플리케이션은사실상우리가예전에는별개로사용

하던휴대폰, 컴퓨터, 텔레비전, 현금, 신용카드의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공적인 업무

활동을할뿐만아니라일상적인소비활동, 텔레비전시

청, 타인과의커뮤니케이션등을하고있는것이다. 따라

서 스마트폰이 생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상생활이라

는 맥락 안에서 스마트폰의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스마트폰은 이용자들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

식을 재편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휴대성, 이동성, 개인성

과 같은 속성에 소구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또 언제 어디서

든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사적 영

역을구축함으로써공사영역의경계를흐릿하게만들었

다[2].

이와같이 스마트폰 이용이 이용자의 일상적 삶에 깊

숙이 침투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 이용의 양상과 특성

은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의 이용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일상생활이라

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일상생활은 미디어 이

용을 살펴보는데 있어 중요한 맥락적 특성을 제공한다.

특히 본연구에서초점을맞추고있는여성이용자의경

우, 남성과는다른일상적삶속에서다른방식의스마트

폰 이용특성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의 스마트폰 이용을 바라보는 중요한 맥락적 특

성으로서 사회에 뿌리깊은 젠더 문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문화에익숙한우리는그것을당연하게여기고,

받아들이고, 젠더적 규범에 맞게 행동하고자 한다[3]. 사

회문화적으로 습득된 성별화된 규범들은 미디어 이용에

도성별화된양상으로나타난다. 미디어의이용방식이나

이용습관, 선호하는콘텐츠등의성별차이는남성, 여성

이처하고있는사회적, 문화적환경이나젠더가치, 사회

구조등과긴밀한관계가있으며, 이는 남녀이용자의일

상생활의 특성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이용방식을 분석함으로

써이용자들의일상적삶을엿볼수있으며, 반대로이용

자들의 일상적 삶은 그들의 스마트폰 이용에 영향을 미

친다고할수있다. 예를들어, 이동전화의성별이용에대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이동전화에 대한 태도

가다른것으로나타났다[2]. 남성이단순히재미를위하

여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반면, 여성은 이동전화의 존재

자체에 더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자신의일상생활속에서이동전화를삶의중요

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이동전

화에 대한 남녀의 의미화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성의 스마트폰의 이용

을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본연구는중국 20대 여성 이용자들에대한심층인터

뷰를수행하여이용자들의스마트폰이용특성을살펴보

고, 스마트폰이 여성 이용자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역할

을 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폰 이용과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

택하라면 전기나 수도와 같은 생존을 위한 서비스를 제

외하고는 휴대폰, 이제는 스마트폰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미디어는 '사회적생존'을 위한필수품으로 인식되고있

기때문이다[4]. 본 연구에서살펴보고자하는중국의경

우, 2016년 중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평균 보급률



A qualitative study on women’s daily lives and smartphone use -focusing on interviews with Chinese women in their twen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69

43%를 넘어 58%에 달했다[5]. 스마트폰은 이용자 일상

생활의대다수영역에서비중있는위치를차지하고있으

며, 특히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기능의 발

전에따라스마트폰은이용자의공적영역활동뿐만아니

라그들의일상적인삶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예

로서, 스마트폰 하나로 음식 주문, 생활용품 구매, 전기·

가스비 납부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사

회적인배경하에중국의스마트폰이용자들은스마트폰

을통하여일상적인모든것을처리하고있다. 이는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의 발전과 함께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시장으로부상하는등급속한성장을보이면서나타났다

[6].

예를 들어, 중국의스마트폰결제는이제새로운기술

이아니라대다수스마트폰이용자들이관습적으로애용

하고있는일상적인서비스라고할수있다. 중국 IT기술

의발전, 스마트폰의대중화, 온라인/모바일쇼핑인프라

구축으로인하여다양한모바일결제방식이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결제 방식이 알리바바에서 만든 알리페이

(Alipay)와 텐센트사에서 내놓은 위쳇페이(wechatpay)

이다[6]. 2016년 1분기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알리페이

점유율은 51.8%, 위챗페이는 38.3%로 두 결제 서비스가

모바일 결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7].

시장조사전문업체인유로모니터인터내셔널(Euromonitor

International)의조사에따르면 2015년 중국의모바일결

제액이 2,350억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2,310억 달러)을

처음으로 상회하였다. 모바일 결제규모 1위를 유지하던

미국은 2015년 전년대비 42%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중

국은알리바바와텐센트의치열한마케팅경쟁에힘입어

전년대비 130% 이상 성장하였다[7]. 또 파이낸셜타임즈

(FT)의 산하 연구기관(FT Confidential Research)의 조

사에 따르면, 중국 도시 거주자 중 최근 3개월간 모바일

결제 플렛폼을 이용했다는 비중이 응답자의 98.3%에 달

하였다[8]. 중국 사람들은 기존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습

관이있었지만모바일결제의발전에따라이제중국스

마트폰 이용자들, 특히 도시 거주자들은 현금으로 결제

하는 습관을 버리고 스마트폰 결제라는 모바일 간편 결

제 방식을 택했음을 알 수 있다. 모바일 결제는 온라인

소비뿐만아니라오프라인소비에도많이이용되는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은빠른진화과정을거쳐모바일결제,

사진촬영, 게임등이가능한멀티미디어로변신하였지만,

여전히 중요한 통신기계이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과 도

구이다. 휴대전화의전신인유선전화기는여성들이가족

을 돌보고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주요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서, 처음에는남성들

의 사업용으로 출시되었다가 여성의 사회적 커뮤니케이

션 수단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되었다[9].

모열(Moyal)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가족이나 친구와

의 연대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성보다 더 많이 전화를

사용하고, 이를 통하여 '자율감, 안정감, 참여감, 행복감'

을가질수있다[9]. 여성들에게있어이러한전화의기능

은 현재 스마트폰으로 대체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SNS 애플리케이션의진화로커뮤니케이션방식은더다

양화되고 있다. 이상호(2011)의 연구에 따르면, 메신저

앱에 대한 의존성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다. 여

성의 경우 지인과 연결되어 있는 점을 남성보다 긍정적

으로 본다는 것이다[10]. 다시 말하면 여성 이용자들은

이러한 스마트폰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

션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면서, 더욱 스마트폰에 의존하

게 되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과같은이동전화는이용자들이자신만

의소통행위가가능한사적공간을만듦으로써서로에게

닫힌배타적소통의매체로변화되기도한다[11]. 이동전

화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

그리고상황으로부터벗어나고자'하거나, 주변과의관계

를단절하는모습을보이는것은그다지드문광경이아

니다[11]. 그러나이와는정반대로, 스마트폰은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확

대시키기도 한다.

결국, 스마트폰은 이용자들의 일상생활과 커뮤니케이

션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런 맥락에서, 스마트폰의 이용이 이용자 및 이용자를 둘

러싼일상적삶과어떻게관련되어나타나는지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2 미디어 이용과 젠더
여성들은일반적으로스스로새로운기술을받아들이

는 개인적 혁신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 유용하거나 스마트폰의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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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다고 평가하는 것과 달리, 여성들은 스마트폰이

주는 즐거움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12]. 즉 스마트

폰을 배우는 것이 쉽다고 느끼는 용이성에 대한 항목이

나 스마트폰의 기술적 활용과 같은 항목에서 성별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미디어 이용자들의

성별, 나이, 지리적 위치, 그리고 사회문화적 자본 등이

서로다른미디어를이용하는패턴과일상생활에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들이 있다[17].

또, 이동후와 손승혜(2006)의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

인터넷, 게임 등을 비롯한 미디어 테크놀로지는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지며, 사람들은 테크놀로지와 여성성과의

관련도는자연스럽게높지않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었

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이용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이용

량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여성이 이동전화

의 멀티미디어적 기능을 잘 채택하고 있으며, 그 이용에

도더적극적이다. 상술한바를종합하면, 컴퓨터나다른

전통적인 테크놀로지와 미디어의 수용에 남성이 주도하

는 양상이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스마트폰의 이용에 있

어 여성의 이용 능력과 활용도가 남성보다 뒤떨어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남성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

기도 한다.

이러한 남녀 이용자의 차이가 어떻게, 왜 나타나는지

를 알기 위해서는 이용자 및 이용행위를 둘러싼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상황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그것은미

디어수용이수용자들이하는일상적행위의일부분이며,

따라서미디어수용자의행위는실제적인미디어수용이

이루어지는 일상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하기 때문이다

[13]. 남성, 여성의 미디어수용은그들의사회배경, 가정

생활, 일상 활동속에서일어나며, 특정 미디어의이용방

식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구분이나 성별분업과도 밀접히

연관된다[13]. 따라서 여성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이용의

특성은그들의사회적역할, 일상활동등의맥락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중국의 여성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이용의 특성과, 스

마트폰이여성이용자의일상생활에서어떤역할을하고

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설정된연구문제는아래와같다.

연구문제 1: 여성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이용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스마트폰이여성이용자일상생활의어떤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여성의 스마트폰 이용의 젠더적 함의는

무엇인가?

3.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국 20대 여성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이용

하고 있는지, 스마트폰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역

할을하고있는지를고찰하는것이다. 이를위해본연구

는 연구방법으로서 심층인터뷰를 선택하였는데, 인터뷰

는 응답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경험과 생각 그리

고그것의배후에있는인식의틀과가치체계, 구조를끌

어냄으로써사회현실을기술하고분석하는데도움을줄

수있다[14]. 따라서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본연구는일

상생활이라는 틀 안에 여성 이용자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중국 항주시에 거주하는 20대의 여성

스마트폰이용자 12명을대상으로실시되었으며, 일대일

인터뷰의방식으로진행되었다. 인터뷰에서질문된내용

들은 스마트폰 이용현황과 방식, 태도 등과 아울러 여성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스마트폰과 이용자의 소

비활동, 여가 활동, 스마트폰의이용으로인한생활방식

이나생활습관의변화등다양한일상적영역속에서스

마트폰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으로서사전에준비된질문과내용을가지고진행되

었지만, 인터뷰 상황에 따라 질문내용과 방식 등은 유연

하게이루어졌다. 반구조화된인터뷰는응답자들이자기

의경험과생각에따라비교적자유롭게얘기할수있도

록 하는 인터뷰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제와 관련하여 응

답자스스로중요하다고생각하는문제를자유롭게제기

하고능동적으로참여하게한다는점에서매우유용하다

[14].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선

정되었는데, 응답자가 자신의 지인 등 그 다음 응답자를

소개해주는 눈덩이식 표집방법(snowballing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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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선정되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인터뷰 대상자는 연령,

직업등에있어다양했지만, 연령은 23-26세에집중되어

있고 학생이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연구

목적상 이들은 최소한 1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

Interviewees Age Occupation
1 23 language school student
2 24 graduate school student
3 24 retailing services relating to clothing

4 24
manager of online shopping mall &
makeup blogger

5 26 graduate school student
6 25 office worker
7 24 bank employee
8 24 free profession
9 24 language school student
10 24 graduate school student
11 24 office worker
12 24 graduate school student

<Table 1> The Information of Interviewees

심층 인터뷰는 2016년 12월 5일에서 2017년 4월 23일

사이에실시되었으며대상자들과의인터뷰는각 1시간에

서 1시간 반이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카페 및 식당에서

진행되었으며인터뷰내용은분석을위하여빠짐없이기

록되었다.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 대상자를 통하여

인터뷰 과정 및 분석 결과에 대하여 확인받으며 논의했

다. 이는질적연구의타당도검증에있어 ‘연구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검토와 평가(member's check)’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분석과 결론

이 얼마나 연구 대상자의 삶에 근접해 있느냐로 평가하

는 방식이다[14].

4. 연구 결과
4.1 스마트폰과 소비생활
4.1.1 소비습관의 변화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은 여성 이용자들에게 지갑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애

플리케이션의 발전으로 이용자들의 소비와 결제 방식이

변화하고있으며, 이는 스마트폰이용자들의소비습관을

바꾸어 놓고 있었다. 이용자들은 외출시 지갑은 없어도

되지만스마트폰은필수품으로생각하고있었으며, 소비

할때예외없이스마트폰으로결제하는경향이있는것

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결제방식인 현금

과 카드를 이제는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이 대체하고

있었다. 이는 온, 오프라인 쇼핑을 막론하고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을이용한결제방식은이용자의소비행

위에도영향을미치고있었는데, 대부분의연구대상자는

소비 욕구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결

제의 편리성으로 인해 소비가 과거에 비해 늘었다고 말

했다. 또, 인터넷쇼핑의경우에정보가많을수록소비욕

구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대체로 쇼핑을

즐기는 특징을 보였는데,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풍부한

정보와 간편한 결제방식이 이들 여성 이용자의 소비 습

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일가게를가도알리페이[15]로결제할수있어요. ...

아,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봤어요? 외지 남자 2명이 항

주 편의점 가서 돈을 강탈하려고 했는데 편의점에서 현

금이많이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항주에현금이없냐’라

고 놀랐지요. 농담 같지만, 진짜 기사예요! (응답자 2)

저번청명절(淸明節)때닝보시에놀러갔어요. 관광지

에서 스마트폰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항주시가 아닌 외지에 가서 스마트폰 결

제가 안되면 정말 불편한 것 같아요. (응답자 6)

우선,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항주시에 거주하는 공통

점이 있기 때문에 ‘항주시’라는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항주외에도많은지역, 가게, 매장에서스마트폰결제가

가능하지만, 알리페이의 탄생지인 항주는 현금이 필요

없는도시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제항주는중국, 심

지어전세계에서최대의모바일결제도시가되었다. 연

구에따르면, 전국 337개 도시에서항주시의모바일결제

보급률, 적용 범위, 서비스 깊이 등에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초과하여 전국 1등을 차지하였다[16]. 이제 항

주는 진정한 '무현금(無現金)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저는 1년전만해도주로현금으로결제했는데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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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에서설치할수있는알리페이도점점많이쓰게되었

어요. 현금, 카드, 알리페이다썼어요. 근데지금은 알리

페이에 저금 안해도 은행카드와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카드에 돈이 있으면 알리페이로 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는 정말 적어요.

아마 10%이하? 이제현금을별로안뽑아요. (응답자 1)

엄마랑같이쇼핑할때우리엄마도 ‘내 알리페이로결

제해’ 라고해요. 우리엄마같은연령대도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거예요. (응답자 5)

이러한응답자들의스마트폰이용은보편적인사례로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결제 기능

을가진애플리케이션의보급으로일상생활의거의모든

영역의 거래에서 스마트폰으로 소비와 결제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기존의 현금이 카드결제

의 소비습관이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하는 소비

습관으로변화되었으며이런결제방식에의존하는경향

이나타났다. 스마트폰과결제애플리케이션은이용자들

의 지갑을 더 '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거의 모든 상점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가끔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이 없는 가게도 있지만, 그런

경우 결제할 돈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원분에

게 보내면 돼요. 그려면 직원분이 그 돈을 다시 가게의

계정으로 보내요. 아무튼 저는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응답자 5)

현금을꺼내는게귀찮잖아요. 특히줄설때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야 되면 너무 짜증나는 것 같아요. 거스름돈

생기면또다시지갑에집어넣어야되고. 어차피손에스

마트폰을계속들고있으니까스마트폰으로결제하는것

이 편하지요. (응답자 7)

이용자들이 새로운 미디어 이용 방식을 채택하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용자들은스마트폰결제의편리함과간편함때문에쉽

게채택하는것으로보인다. 지갑을꺼내서그안의현금,

카드 등을 빼내거나 거스름돈을 받아 다시 지갑에 넣는

일도 없으며 무거운 동전을 챙겨 다니는 번거로움 등을

모두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집은 스마트폰으로 수도·전기세를 납부해요. 이

제 스마트폰으로 교통범칙금도 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리고 저는 병원 가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접수하고

가요. 결제도 물론 하구요. (응답자 2)

지난번에엄마가스마트폰으로전기세를내라고하셨

어요. 해보니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증 같은

것도스마트폰으로신청할수있다고들었어요.(응답자 10)

위와 같이 스마트폰 결제는 단지 사적인 소비행위 뿐

만아니라공공영역의소비행위까지확장되고있는것으

로나타났다. 이는물론사회각영역에서의스마트폰결

제및행정시스템의구비가선행조건이되어야한다. 즉

스마트폰을활용한소비가가능하며보급되고있는것은

단순한기술적인업그레이드가아니라사회적환경과정

책적 차원의 제도변화가 밑바탕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

는 매장에서의 '무현금'결제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의 지

불, 예를 들면 교통범칙금, 시험료, 사회보험료 등도 '무

현금' 납부로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로경제활동영

역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행정영역에서의 지불방식도

디지털화되고 있다.

이와같이스마트폰과애플리케이션자체의발전과진

화는소비환경과결제방식은기존의아날로그방식을디

지털로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소비습관과

더불어 일상적 삶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

겠다.

4.1.2 스마트폰 쇼핑과 젠더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

는 젊은 층의 인터넷 사용 확산, 광대역 인터넷망 확충,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발전 등으로 전자상거래

(e-commerce) 시장이 중국 소비자의 주요 소비 경로로

정착함에 따라 더욱 일상화되고 있다[18]. 이에 따라 더

많은사람들이스마트폰으로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

고 각종 상품을 구경하고 비교하고 구매하고 있다. 여성

응답자들 역시 스마트폰 쇼핑을 낯선 쇼핑 방식이 아닌

가장 선호하는 쇼핑 방식 중의 하나로 꼽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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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이 처음에 발달되었을 때 컴퓨터로 했지

요. 그때는편하다고생각했는데이제인터넷쇼핑을하

면스마트폰으로해요. 컴퓨터로하지않아요. (응답자 1)

컴퓨터로뭘사거나하지않아요.너무복잡한것같아

요.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진화되었으니까 그냥 핸

드폰(스마트폰)으로쇼핑하지요. 간편하고좋아요. (응답

자 2)

몇년전이라면컴퓨터로상품을구매하는것이 ‘새로

운’ 쇼핑 방식이라고 하였지만 이제 스마트폰은 컴퓨터

를 밀어내고 인터넷 쇼핑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

다. 이제는 인터넷 쇼핑의 ‘스마트폰 시대’라고 할 수 있

다. 위에 제시되어 있는 응답자들의 진술 내용은 전형적

인스마트폰이용행태이다. 스마트폰이용자들은컴퓨터

기있는상황에도컴퓨터를선택하지않고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것을 선호한다. 즉 스마트폰은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있어 최우선의 선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 쌀을 씻을 때 쓰는 바구니가 필요하다고 하

셔서 스마트폰으로 샀어요. 또 아버지가 헬스기구를 사

라고하셔서그거도샀고요. 그리고우리집은친척이많

은데설날때먹는음식도전부스마트폰으로사요. 저는

평소에 (스마트폰으로) 옷하고 화장품하고 생필품을 사

지요. (응답자 2)

지난달에 촬영 스튜디오 인테리어를 했어요. 소프트

인테리어에 필요한 모든 것을스마트폰으로구매했어요.

(응답자 3)

위 응답자들처럼 여성 이용자들은 거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구매한다. 자신이 필요하거나

좋아하는 상품 뿐 아니라 가족들이 필요한 것까지 구매

하는 것이다. 또, 의류소매업 경영자인 응답자 3이 스튜

디오인테리어의모든물품까지스마트폰으로구매한것

은 좀 특별한 예라고 볼 수 있지만, 인터넷 쇼핑 시스템

의발전과스마트폰쇼핑애플리케이션의진화로이용자

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소비를 위해 점점

더 스마트폰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용자들의스마트폰쇼핑리스트에는일상용품,

음식, 화장품, 옷 같은유형의 상품 뿐만 아니라 택시 서

비스, 영화·음악회 티켓 등 무형의 상품(서비스)도 많았

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유무형 상품의 스마트폰 구매이

유로 편리함을 꼽고 있는데, 이러한 편리함은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편리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애플리케이션

의 업그레이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스마트폰의 다

양한 영역에서의 애플리케이션의 출현과 진화는 이용자

들에게새로운소비방식을제공하고, 이러한소비방식의

변화는 다시 애플리케이션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있

다. 그러나 여성 이용자들이 스마트폰 쇼핑을 선호함에

도 불구하고,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불편을 느끼거나

스마트폰 쇼핑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정말 많은 것을 구매해요. 하지만 구매

하지 않은 것도 있지요. 전기 기구, 전자제품, 메이커 있

는 (비싼) 제품같은거지요. 잘모르는제품을더구나비

싼 가격인데 쉽게 살 수가 없어요 (응답자 5)

남자들은 인터넷으로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을

구매하잖아요. 저는그런것을인터넷으로살수없어요.

전자제품은 어떤게 좋은지 잘 모르니까 걱정이 많아서

살 수 없어요. (응답자 1)

스마트폰 쇼핑을 기꺼이 선택하던 대부분의 여성 응

답자들이 전자제품과 같은 특정한 상품을 구매할 때는

조심스러운태도를보이기도했다. 이는응답자 1이언급

했듯이 ‘어떤게좋은것인지잘몰라서’, 혹은응답자 5처

럼 ‘잘 모르는제품을비싼가격에쉽게살수가없기때

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의 말처럼 남성 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잘

구매하는전자제품의구매가여성에게어려운이유는단

순히 남성과 여성의 특성, 예컨대 소심함이나 신중함 등

과같은차이로보기에는한계가있다. 특히여성들이자

신이익숙하고잘알고있는의류, 화장품, 기타일상용품

의 구매에는 자신감을 드러내지만, 전자제품과 같은 상

품의 구매에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특정 상품

과성별영역과의관계를보여주는좋은단서가된다. 즉

상품에 따라 여성의 구매 행태가 달라지는 것을 볼 때,

모든 상품에 대해 남성 혹은 여성이 일관된 소비행태를

보인다기 보다는 특정한 상품과 특정한 성별 영역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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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에서그설명을찾아볼수있다. 다시말해서, 여성에

게는 의류나 화장품, 일상용품이 전자제품보다는 좀더

익숙한, 즉여성영역의상품들이라할수있다. 상품자체는

성별 중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상품의 사회적 이용 혹은

성역할과의 관련성에 따라 그 상품은 성별화(gendered)

된다고볼수있다. 즉 의류나화장품등은 ‘여성적인’ 상

품이라는 점에서 여성이용자가 보다 익숙하고 자신감있

는 소비행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상

품과 성별 영역 혹은 성역할과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구매행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유사한 맥락에서, 쇼핑이라는 행위 자체가 여성적 활

동으로인식되거나쇼핑행위자체를일상적노동이기보

다는 여가행위 내지는 취미활동으로 여기는 응답자들이

많이 있었다. 여기서 스마트폰을 통한 구매는 현장 구매

시느낄수있는여성소비자의즐거움과재미그리고직

접제품을볼수있음으로써생기는안도감을충분히만

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마트폰

을 통한 쇼핑이 전통적인 현장구매를 대체하고 있는 것

이사실이지만, 스마트폰쇼핑체계가갖는불완전성이나

실제제품을만져보거나입어보는등의행위를할수없

다는특성은여성이용자들에게현장구매를완전히대체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이용자들에게스마트폰구매는현장구매가갖

지 못한 장점들을 제공함으로써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 스마트폰구

매를 통해 다양하고 많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시공간에

제약없이손쉽게얻을수있으며, 해당상품을이미구매

한 많은 사람들의 추천이나 평가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

고효율적인구매를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장점은

이용자들 사이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 강화된다.

길에서예쁜옷을보면바로사진을찍어쇼핑애플리

케이션에 올리면 같거나 비슷한 옷을 찾을 수 있어요.

(응답자 2)

위챗, 웨이보를보면사람들은좋은상품에대한정보

와그것을구매할수있는링크를같이올리는경우가많

아요. 특히 사람들이 추천하는 상품이 있으면 그 링크를

클릭해서 상품내역을 봐요.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하지요.

(응답자 5)

요즘에위챗에서구매대행하는사람들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서해외상품을살수있고요. 가끔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좋은 상품을 추천해줘요. 링크도 같이 보내주

고요. (응답자 6)

이제 여성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쇼핑을 익숙하고 편

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는 예전의 온라인 쇼핑처럼 단

순히 ‘검색-선택-구매’ 과정만거치는것이아니라, 더욱

다양한 수단으로 상품 정보를 얻고 다양한 채널로 상품

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상품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와

각종 채널 사이를 오가며 이용자들의 온라인 쇼핑 과정

에서예전보다더많이, 더 풍부하게제공되며이들의구

매행위를 도와준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SNS는 여성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쇼핑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스마트폰 쇼핑은 쇼핑

애플리케이션으로만실현되고있는것이아니라, SNS를

통해서도이루어지고있다. 마케팅측면에서볼때, 소비

행위 있어 ‘입소문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 남성은 주변

사람들과무관하게자신이원하는브랜드를구입하는경

향이 있는 반면, 여성 소비자들은 자기가 구매한 제품에

만족하면특별한이유없이친구와지인에게추천하는경

향이있다[17]. 많은응답자들이스마트폰쇼핑시친구나

지인이 추천해주는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한다고 대답했

다. 더욱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친구나 지

인과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품정보와 상

품구매링크를무난히얻을수있다. ‘입소문’ 효과와상

품정보-링크의 결합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스마트폰 쇼핑 방식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

로운쇼핑방식은과다한정보제공과이에따른불필요한

소비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쇼핑을 하면서 돈을 예전보다 정말 많이 쓴

것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필요한것이있으면인터넷

에서검색해서샀는데이제는딱필요한거없어도 SNS

에서 추천 상품 같은 것을 푸시(push)해줘요. 그런 내용

을 보면 필요한 것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쓸데없이

사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응답자 2)

소비가 늘었어요. 정보가 많아서 전에 모르던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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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필요한 제품을 알게 되니까 손이 근질근질해지고

사보고싶지요. 오프라인매장은유한한데온라인은무한

이에요. 손을해외로도뻗을수있어요(해외구매대행을

말함). (응답자 6)

소수의 응답자들이 자신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지

칭하며 스마트폰 이후의 소비도 전과 비슷하다고 답한

반면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스마트폰 쇼핑을 하면서

소비가 많이 늘었다고 대답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과

잉 정보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

다. 특별한 필요성이나 수요를 갖지 않았던 상품도 주변

의 정보제공과 추천을 통해 구매욕구를 발생시킨다. 특

히상품구매시응답자들은주변의지인이나친구의의견

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때 SNS는이러한소통의주요한장이되며, 이런측면

에서 SNS는여성이용자의스마트폰구매에있어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스마트폰은여성이용자들에게상품정보의

원천이자 상품의 주요한 구매 채널이 되고 있다. 스마트

폰은 양적, 질적으로 여성 이용자의 소비활동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소비의 양적 증가나 소비활동 자체를

즐기는 방식 그리고 여성적 소비상품의 선택과 주변의

평가의 수용 등에 있어서 젠더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 스마트폰과 여가활동
4.2.1 동영상 시청-시공간 구속의 탈피
중국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여러 종류의 동영상 관련

애플리케이션으로 여가시간을 즐기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 인터넷 환경의 업그레이드와 동영상 사이트의 애

플리케이션의 출시에 따라 동영상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유저수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응답자들 역시 스마

트폰을통한동영상시청이주요여가활동이되고있었다.

시간날 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많이 봐요. 컴퓨터로

는 거의 안봐요. 핸드폰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어요. 가끔텔레비전을볼때방송하고있는내용이이

미 핸드폰으로 봤던 거예요. (응답자 1)

응답자 1의 진술처럼,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콘텐츠는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으며, 중국의 동영상

관련애플리케이션을통하여방송하고있거나방송된콘

텐츠를무료로시청할수있다. 게다가요금을조금만내

면텔레비전방송보다미리시청할수있기때문에이용

자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중국동영상사이트와애플리케이션의수익구

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는 저작권 때문

에 이용자들은 요금을 내야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동영상 사이트가 저작권을 구입해서 동영상

콘텐츠를무료로제공해주는방식이기때문에, 이용자들

은 동영상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대신에 이용자들은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 광고를 봐야하거나, 유료로 회원

가입을해서광고를보지않고부가콘텐츠를신청할수

있다. 요컨대, 중국동영상관련사이트는광고수입과회

원가입비로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따라서 중국 이용자

들은 저작권에 대한 비용지불 없이 대부분의 동영상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

상 시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은텔레비전보다스크린이작지만시간

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컴퓨터보다는

휴대 간편하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영상물

시청의주요채널이텔레비전이나컴퓨터가아닌스마트

폰으로다양화되었고, 이용자들의동영상시청습관도바

뀌고 있다.

저는 텔레비전 거의 안봐요. 스마트폰이 더 편하잖아

요.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텔레비전 볼 기

회가별로없는데스마트폰으로언제어디서나동영상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카페에서 동영상을 많이 봐요. 빈

시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 심심하지 않고

좋아요. (응답자 3)

저는 컴퓨터랑스마트폰으로드라마와예능프로그램

을봐요. 컴퓨터앞에앉아있으면컴퓨터로보고집에서

누워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보고요. 스마트폰은 ㄷ굴거리

면서 들고 보기 편해요. (응답자 7)

텔레비전이나컴퓨터, 노트북은비교적으로큰스크린

을갖고있지만기계자체의무거움때문에이용장소와



여성의 일상생활과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질적 연구 -20대 중국여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47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Oct; 15(10): 467-483

이용 시간의 제한이 있다. 정적인 공간에서는 텔레비전

이나컴퓨터로대량콘텐츠를접할수있지만, 동적인공

간즉이동중인공간에서는이용하는것자체가어렵다.

따라서 시간의 제한도 같이 오게 된다. 예컨대 노트북은

책상이 있는 환경에서 텔레비전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서있거나 침대에 누워있을 때 노트북을 사용하

기 힘들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고려를 덜 해도 된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은 시공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간편하게 자투리 시

간을 보내기 좋은 하나의 여가활동이 되고 있다.

한편스마트폰기술발전은동영상시청방식의변화를

가져왔지만, 선호하는 동영상 장르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여성 시청자들이

남성과는 다른 장르를 선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

를 들어 멜로드라마, 연속극, 게임쇼 등과 같은 소프트

(soft) 장르들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여성장르인 반면, 액

션물, 뉴스, 스포츠, 다큐멘터리 등의 딱딱한(hard) 장르

는 남성장르라 일컫는다[19]. 이러한 남녀 선호 장르의

차이는스마트폰을통한동영상시청에서도그대로지속

되고있었다. 본 연구의여성이용자들대부분은드라마,

예능프로그램등을많이시청한다고응답함으로써, 기존

의 성별화된 선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2 사진 촬영-일상의 공유와 감정표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 등에 올리는것은이

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있다. 비록 스마트

폰이 전문적인 카메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대부분현대인들은스마트폰으로카메라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

마트폰을이용하여소소한일상생활의모든것을촬영하

고 SNS에올릴수있다. 뿐만아니라소셜애플리케이션

을 통하여 즉시 가족, 친구 등 지인과 자신의 일상적 활

동을 공유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을 보면 바로 핸드폰(스마트폰)을 꺼내서

찍어요. 스마트폰이 출시하기 전에 아마 찍을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은 것을 이제는 다 찍어요. 딱히 용도가 있는

건아닌데그냥스마트폰으로일상생활을기록하는것이

좋아요. (응답자 7)

수업을들을때필기하는것이너무느려서그냥스마

트폰 카메라로 찍어요. 그리고 평소에 무언가 재미있는

거보면스마트폰의스크린을한번터치하면찍을수있

어서바로찍어요. 나중에 SNS에올릴수도있으니까이

런 것을 많이 찍어서 저장하는 편이에요. (응답자 5)

응답자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업무 내용 등 메모 촬

영과 평범한 개인적 활동 등 '일상'을 위한 촬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장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

면, “스마트폰카메라사용이후일상생활에서사진을찍

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율은

77.6%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동의

율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20]. 본 연구의 응답자

들 역시 스마트폰 사용 이후 사진촬영이 증가했으며, 전

문적인카메라보다훨씬더가볍고간편해서더많이이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있거나 아름다운 것

을 보면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 습관이 생겼으며

학업, 직업 등 업무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는 필기의 역할

을 하기도 한다. 스마트폰 사진은 이용자들의 소소한 일

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여가 시간에 일상적인 촬영

은 여성 이용자들의 하나의 취미가 되고 있다.

꼭여행이아니어도사진을많이찍어요. 여행가면카

메라도 같이 쓰지만, 카메라로 찍은 사진도 스마트폰으

로편집해요. 그리고셀카를올릴때는반드시편집을해

요. SNS에올리기전에편집하거나평소에할일이없을

때 취미로 하기도 해요. (응답자 3)

저는 사진편집애플리케이션많이써요. 색깔을수정

하기도 하고 셀카 같은 경우는 얼굴을 예쁘게 편집해요.

피부는 더하얗게, 눈은더크게, 얼굴은더작게 편집하

지요. 올리지 않아도 편집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심심할

때 해요. (응답자 10)

다양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폰은 카메라

일뿐만아니라 '사진편집기'라고볼수있다. 영국데일

리메일의보도에의하면, 80%의여성은휴가때찍은스

냅 사진들을 SNS에 올리기 전에 편집한다고 한다[21].

중국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여성 이용자들은 가벼운 스

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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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다간편하게사진을즉시수정할수있는것이다. 또

한, 응답자들은사진편집자체가가진재미를많이언급

하고 있는데, 자신이 찍은 사진을 편집하는 것은 일종의

취미이자여가활동이되고있었다. 이용자들은여가시간

에애플리케이션에있는다양한필터를선택하여사진을

자신이좋아하는스타일로만들고자신의감정을표현하

기도 한다.

특히, 응답자들은셀카(self-camera) 혹은셀피(selfie)

로 불리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편집한다고 대답했는데, 여성 이용자들의 경우 자신의

모습을아름답게표현하고타인에게보여주고자하는경

향이강하게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중국 IT 연구센터

의 보고에 따르면, 사진 수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비율이 여성은 81.9%를 차지한 반면 남성은 35.6%로 나

타났다[22]. 즉 중국에서사진편집기능은여성이더많

이사용하고있다고할수있는데, 특히셀카애플리케이

션은더중요한것으로보인다. 응답자 10의언급처럼, 여

성들은 자신의 얼굴을 더 작게, 피부를 더 하얗게, 눈을

더 크게 편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편집된 사진에서

나오는 여성 얼굴은 일반적으로 모두 피부가 하얗고, 턱

이 뾰족하다[23]. 이러한 스마트폰 사진 편집에서 중국

여성의 미학적 관념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념에는

서구적 여성상에 대한 환상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들은예쁜아이를보면흔히 ‘서양인형’같다고칭

찬하는 습관이 있다. 여성들의 사진편집의 기준에는 중

국인의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서구지향적 미적 관념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4.2.3 스마트폰 게임-개인화된 놀이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 문화는 생산이나 소

비영역모두에서남성이주도적이고지배적인경향을보

여 왔다. 그동안 테크놀로지는 남성적 가치가 부여되어

온 영역이었으며, 이는 여성과 남성의 성 정체성은 물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태도나 경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2]. 전통적으로 온라인 게임은 주로 남성 이용

자가많았고, 여성에게는비우호적인공간으로분석된다

[14]. 모바일 게임은 특정한 성에게 주로 소구하는 콘텐

츠로, 성별화된 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으로

논의되었다[2]. 즉 게임은 남성의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게임의내용을이루는경쟁, 폭력, 갈등등의속성이전통

적으로여성성과상반되는남성성의영역으로사회적인

식이 구성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전

화를 통하여 게임을 하는 여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모바일 게임에 대한 선호도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

본 연구의 응답자들 대부분도 자신의 스마트폰에 게

임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게임은 하는데 컴퓨터 게임은 안해요. 숙제

없으면 컴퓨터를 아예 안 켜요. 스마트폰 게임은 자투리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게임하고 있을 때 누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면 가끔 짜증나기도 해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읽지만, 대부분안보고게임끝나고읽어요. 누가

방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응답자 1)

컴퓨터게임과스마트폰게임다좋아해요. 근데컴퓨

터게임은고성능컴퓨터가있는 PC방가서해야하니까

기회있으면하고평소에는별로안해요. 스마트폰게임

은시간이있으면어디서든다할수있으니까컴퓨터게

임보다 많이 하지요. 지금 스마트폰에 게임 2개 있는데,

매일하는건아니지만시간있을때하지요. 재미있는게

임 많은데 스마트폰 용량이 부족해서 2개 밖에 없어요.

용량이 있으면 더 많이 깔 것 같아요. (응답자 10)

응답자들은 비교적 복잡하고 휴대도 불편한 컴퓨터

게임보다 시공간에 제한없이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

임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들은 게임이 남성적 영역으로

여겨졌던기존의논의와달리성정체성에대한거부감없

이즐거운여가행위로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1의

말처럼대부분의응답자들은게임을방해받지않고오롯

이자신만의시간으로즐기고싶어하는경향을보였는데,

게임을 하는 동안 SNS 등 타인과의 교류로부터 차단되

어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동전화를이용하는사람들은공공장소에자신

만의공간을만듦과동시에주변사람들에게는배타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면서, 타인과의 공존을 부정하며 나아

가 사적인 영역을 확장한다[24]. 게임을 즐기는 여성 이

용자들의 경우, 특히 모든 외부의 방해를 차단하고 자신

만의 사적인 시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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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4.3 스마트폰과 사회적 교류
스마트폰이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

는 사회적교류의 변화이다. 특히 SNS를 통해서 스마트

폰은각종정보를획득하는것뿐만아니라타인과의커

뮤니케이션에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바로 SNS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사

회과학원국정조사와빅데이터연구센터에서발표된보

고에따르면 73%의청년들이 15분마다 SNS를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SNS 애플리케이션에 다양한 내용이 있어서 가장 많

이 쓰는 것 같아요. (응답자 12)

점심쉬는시간에웨이보와모멘트(朋友圈)를 보고퇴

근해서 버스 기다릴 때도 웨이보를 보거나 위챗으로 채

팅해요. (웅답자 6)

SNS많이보고있어요. 시간이있으면. 친구들이올린

것도 보고 연예인 올린 것도 많이 보고요. 화장실 가도

SNS봐요. 음... 이렇게생각하면정말많은시간을 SNS

에 쓴 것 같네요. (응답자 10)

애플리케이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제 많은 애플리

케이션이 SNS의기능을갖게되었다. 예컨대, 기록애플

리케이션에서도 채팅 기능과 온라인 포럼이 생겼다. 응

답자들이 많이 언급한 웨이보, 위챗 등은 중국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많이사용하는 SNS 애플리케이션이다. 중

국에서 SNS 애플리케이션은 2종류로 나뉘는데, 웨이보

는 블로그형 SNS 애플리케이션이고, 위챗은 메신저형

애플리케이션이다. 소위 블로그형 SNS 애플리케이션은

이용자들이자신의관심사에따라자유롭게칼럼과일기,

수필 등을 올리는 서비스이며, 메신저형 SNS 애플리케

이션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터

를 주고받을 수 있다.

먼저, 블로그형 SNS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이용

자들이 정보를 획득하는 주된 경로가 되고 있다.

저는몇시간마다웨이보를봐요. 핫이슈를빠르게알

수 있어요. (응답자 12)

이제정보는거의전부다스마트폰으로얻는것같지

않아요? 일단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얻는 정보도 많고

요. 사람들과만날때도어느정도의정보를얻고있는데,

친구랑이야기할때 ‘어제웨이보에서이런거봤어?’라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얻는 정보도 스마트

폰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응답자 2)

이제 응답자들에게 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들에게 SNS 애플리케이션은

정보를 얻는중요한 수단이되고 있다. SNS 애플리케이

션은단순히인간관계를관리하는서비스를넘어정보를

얻고 교환하는 센터가 되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 획

득경로인신문, 방송등에 비해 SNS는 정보를 생산, 전

달, 소비하는데 있어 인력, 재력, 시간의 투입이 훨씬 적

다. 블로그형 SNS를 통해이용자들은 '간결하고, 빈번하

게, 빠르게(응답자 1)' 새로운소식을접할수있다. 특히

웨이보는핵심뉴스의발생및진행과정을 '현장보도'하

고, 뉴스의 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기가 높다.

2010년대 이후 뉴스 매체에서 웨이보에 대한 보도가 많

았으며많은사건들이웨이보를통하여알려졌다[26]. 뿐

만 아니라 이용자들은 블로그형 SNS에 자신이 관심이

있는 영역이나 계정을 팔로우하면 수많은 관련 푸시

(push) 내용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핫이슈 차트에서

요즘에 핫한 사건이나 화제를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은 뉴스 외에도 다양한 일상적인 정보를 얻

기 위해서 SNS를 우선적인 정보채널로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가 아니라도 뭐든 찾고 싶은게 있으면 첫번째로

웨이보에서 검색해요. (응답자 2)

저는몇년전에는포털사이트에서검색을많이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웨이보부터 찾아요.(응답자 10)

SNS의 발전과 진화 과정에서 SNS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시사뿐만 아니라 일

상생활에서 접하는 각 영역의 내용을 모두 SNS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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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피동적으로 많은 정보를

접하고있는동시에정보획득욕구가있을때 SNS 애플

리케이션은 그들의 중요한 정보획득 경로가 된다. 또한

관심이 있는 내용을 검색할 때 원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의 평가도 볼 수 있다.

SNS를 사용할때주로다른사람은올린것을보는데

저는 많이 안 올려요. (응답자 6)

SNS에서 유용한 것을보면스스로저장은하는데공

유나 댓글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응답자 10)

SNS는 많이 해요. 하지만 그냥 보기만 하는 것 같은

데요. 친한 친구 아니면 공유와 댓글은 거의 안 해요. 핫

이슈 있어도 그냥 보기만 하지 의견은 달지 않아요. (응

답자 12)

응답자들은정보획득을위해 SNS 애플리케이션을많

이 이용하지만 참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유나 댓글, 의견제시 등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는

데, 여성 이용자들의 낮은 참여도는 다른 조사를 통해서

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중국 사회 과학원 국정조사와

빅데이터연구센터에서발표된보고에따르면, 65.3%의

조사 대상자는 인터넷 핫이슈에 대하여 보기만 하고 댓

글과공유를하지않았다. 이는특히여성들에게높게나

타났다[25].

여성 이용자들이 SNS를 자주 사용하지만, 의견제시

나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사이버상의 토론문화가 여전

히 남성주도적이라는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프

레드릭(Fredrick)은 뉴스그룹사이트에서벌어진대화를

분석한 결과 냉소적 질문, 강한 단언, 비난과 반대, 성차

별적인발언들의대화방식이사이버공동체내에서젠더

관계에 대해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7]. 이는 남성 중심적 사회질서가

사이버 환경에까지 확장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남성은 일과 사무의 맥락에서 혹은 정보 추구 및 공

적 사안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

여성은 쇼핑, 오락, 용모, 가정 등 사적이고 소비적인 맥

락에서인터넷을주로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27]. 이

렇게볼때, 블로그형 SNS에서여성이용자의낮은참여

도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남성중심적 현실세계의 가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남

녀이용자의이용목적이나정보검색내용에있어서도성

역할의 특성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메신저형 SNS는 정보추구나의견교환보다는개

인적인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블로그형

SNS 애플리케이션은 계정 주인의 허가없이 그 계정에

전시되어있는내용물을볼수있기때문에비교적개방

적이며 공적 SNS이다. 그러나위챗같은메신저형 SNS

애플리케이션은 메신저를 기반으로 진화된 애플리케이

션이라서서로친구를 추가해야상대방과 연락할 수 있고

서로의 개인 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다. 따라서 메신저형

SNS 애플리케이션은 더욱 개인적이며 사적 SNS이다.

위챗모멘트보면특별한게없고다들비슷한일상을

올리고 있어서 저도 올리기 싫어요. 그리고 개인의 생활

은 신비감을 유지해야지요. (응답자 1)

예전에예쁜사진찍으면위챗에올렸지요. 일상을기

록하고싶은마음도있고칭찬도받고싶어서요. 근데지

금은별로안올려요. 제가뭐하고지내고있는지를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아요. (응답자 10)

스마트폰이이용자의일상생활에깊이들어감에따라

사적과공적개념이모호해졌지만, 이용자들은스마트폰

을이용할때자신의사적공간과시간을보호하고싶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응답자들은 SNS에 예전보다 자

신의일상에관한내용을적게올리고있으며, 자신의사

생활을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2011년 위챗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던 이용자들은

이제위챗모멘트(개인 페이지)를내리는경우가많아졌

다. 고프먼의 자기표현 이론(self-presenntation theory)

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거나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자기표

현으로 형성될 수 있는 인상을 신중하게 고려한다[28].

따라서 남에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좋

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싶은 이용자들은 사진이나 글을

고르고수정해야올릴수있기때문에올리는행위자체

도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동전화의보편적이용으로나타나는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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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 하나가 개인들의 사적인 대화가 공적공간으로

진입하는 현상이다[24].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이용자들

이 SNS에 올린 내용은 공개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타

인의 평가, 예컨대 댓글이나 ‘좋아요’를 받는 것이다. 힘

들게 올린 내용에 '좋아요'가 없거나 나쁜 평가를 받는

이용자들은 실망하고 모멘트를 떠나기도 한다. 다른 사

람의 생활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생활에 관한 평가를 받

은것은모두사적영역에개입하는것이라할수있는데,

이용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사적 공간을 침해받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응답자 1의 언급처럼, 많은 이용자들이 개

인 생활은 신비감을 유지하고 싶어하며, 특히 메신저형

SNS 애플리케이션은 개인적이며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사적영역’에대한보호욕구가더크게나타

난다고 하겠다.

5. 결론
5.1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중국 20대 여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스마

트폰의이용특성과스마트폰이여성이용자의일상생활

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중국여성들에게스마트폰은단순한커뮤니케이션수

단을넘어서이용자들의일상생활에깊숙이침투하여다

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스마

트폰은 여성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크게 세가지 영

역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었다. 첫째, 소비활동과관

련하여, 스마트폰은여성이용자들의소비습관과소비방

식을 변화시켜 놓았다. 먼저 스마트폰은 전통적인 결제

방식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 스마

트폰과 위챗, 알리페이 등 결제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

션의보급은사회각영역에확산되어일상적거래의대

부분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제방식 뿐

아니라상품구매에있어서도스마트폰은시공간의제약

을극복할수있게하고, 상품의구매경험이있는타인의

추천과 평가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를할수있게해주었다. 그러나스마트폰이제공하는정

보의과잉과간편한구매방식은불필요한소비욕구를부

추기기도 하였고, 쇼핑 자체를 좋아하는 여성 이용자들

의 현장구매의 즐거움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한편 상품에 따라 여성의 소비행태가 다르게 나

타나기도했는데, 소위여성영역으로인식되는의류, 화

장품, 일상용품들의구매에여성이용자들이더자신감을

드러냄으로써, 상품 구매에 있어 우리 사회의 성역할의

가치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폰은 여성 이용자의 여가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성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주

로동영상시청, 사진편집, 게임등을하면서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스마트폰의 휴대성과 이

동성은 시공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간편하게 자투리 시

간을 보내기 좋은 여가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사진

촬영과편집은특히여성들에게중요한여가활동이되고

있었는데,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 뿐만 아니

라재미있고아름다운이미지들을촬영하고꾸미는작업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

셋째, 스마트폰은타인과의교류와커뮤니케이션활동

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었다. 여성이용자들은많은시

간을 SNS 애플리케이션에 투입하고, 이슈나 정보를 획

득하는 주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 이용

자들은수동적인정보이용은많지만, 남성주도적인사이

버문화로인해여성자신의의견을제시하는등의참여

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 애플리케이션은 초

기에 이용자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과

달리 점차 정보획득이나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메신저형 SNS의 경우

여성 이용자들은 개인 페이지를 없애는 방식 등으로 자

신의일상을드러내는것을꺼리는양상이보였다. 즉 스

마트폰과 SNS 애플리케이션의 급속한 발전으로 모바일

미디어는 공적과 사적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지만,

이용자들은 사적 영역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점점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특정한 미디어 이용의 특성은 미디어가

도입되고이용되고있는사회적상황과무관하지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이용 특성은

기술의 발전, 사회적 관습, 젠더적 가치 등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스마트폰 이용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IT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보급률 역시 세계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이 중국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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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량과이용방식의변화를가져오는데큰역할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중국 도시 여성들은 비교적 남녀 대등한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이 감소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여

성들이늘어나면서자신만의인생과생활을누리고자하

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스마트폰 이용은

가족보다는자신의욕구와필요충족이우선하며, 스마트

폰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일상을 공유

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이와동시에연구결과에서도나타났듯이, 개인적

영역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차단하고 자신의 사적 생활

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적 태도가 엿보였다. 이는 중국

사회의 특성이 점차 서구화 되면서 혼자 살아가는 20대

여성들이스마트폰을통해타인과의강한유대감과교류

를 원하면서도, 자신만의 영역과 사생활을 지키고 싶어

하는 양면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젠더적 관점에서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를 살펴

본다면, 본 연구에서 여성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이용은

매우적극적이며애플리케이션활용도매우높게나타나

고 있다. 이는 기존에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남성영역으

로 간주된 것과 달리 스마트폰 이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성차별적모습이완화된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앞서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상품이나 정보검색 또는 동

영상과같은콘텐츠의선택에있어서이용자들은여전히

여성영역의콘텐츠를선호하고있으며, 여성역할로간주

되는소비활동에있어가장적극적인스마트폰이용행태

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 이용자들이 SNS를 많이

이용하지만, 의견 표출이나 의견 교환 등에는 남성에 비

해 매우 낮은 참여도를 보임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주

도하는데 있어서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

러한특성은스마트폰이라는미디어이용에있어서사회

의 성역할 가치가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현실

세계의남성중심적인사회질서가사이버환경에도확장

된것이아닌가생각된다. 즉하드웨어인매체이용의양

적 측면에 있어서는 성차가 많이 해소되었지만, 소프트

웨어인콘텐츠의선택이나이용방식과같은질적인측면

에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스마트폰이라

는디지털공간에서도현실사회의젠더가치가여전히작

동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스마트폰 이용을 살펴본 본 연구결과

는 국내의 스마트폰 이용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그것은 중국의 스마

트폰이용률이급속히증가하고어떤측면에서는한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향후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태지역 13개국에대한신기술수용성조사에서중국은

1위를 차지하여 한국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또한 미국포레스터리서치(Forrester Research) 보

고에 따르면 중국의 스마트폰 결제 이용자는 76%로, 미

국(36%)보다 신속하게 성장하고 있다[30]. 이와같이 중

국이전세계스마트폰시장의큰비중을차지하면서, 한

국보다 더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스마트폰의일상화와그것의영향을살펴본본연구결과

는앞으로한국의상황을가늠할수있는중요한함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5.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연구는중국 20대 여성이라는특정사례를통해스

마트폰이가져온일상생활의변화를살펴보았다. 따라서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일부분을 살펴본 것으로 다른

연령대또는다른성별의이용자들의특성으로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앞으로 다양한 연령대와 성

별을 가진 이용자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세대나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이 그들의 일상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중국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삼았는

데, 한국 여성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특성을 비교해 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연구에

서한국과중국여성의스마트폰이용에대한비교를통

해 국내에 실무적, 이론적 차원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중국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다양한국가들간의비교연구도의미있을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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