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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들어 하위문화로서 자리 잡으며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키덜트(Kicult) 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키덜트 구매 행동을 사회적 감정(social
emotion)을 통해 예측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기자존감(self-esteem)과 현실도피
주의(escapism)가 키덜트에 대한 태도(유희성 및 깊은 관심) 및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표본 229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 하였다. 사회적 자기자존감,
현실도피주의를 독립변수로서, 키덜트 제품에 대한 유희성 평가 및 깊은 관심을 매개변수로서
구매의도를 예측한다. 이러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분석결과, 사회적 자기자존감과 현실도피주의가 키덜트 제품에 대한 유희성 및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키덜트 제품에 대한 유희성과 관심이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키덜트 소비자의 근본적인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최초의 실증연구이다. 키덜트와 관련된 개념적 정리와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키덜트 및 인접 분야의 연구 확장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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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urchasing behavior of the Kidult
consumers, which has recently become a subculture influencing society in general through
social emotion. Specifically,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effect of social emotion
including self-esteem and escapism on attitude to Kidult purchasing. The sample of 229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paper and pencil survey, an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as used to
verify model fit and the proposed hypotheses. For this analysis, self-esteem and escapism
are as independent variables, entertaining value and deep interests are as mediating variables,
and purchasing intention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self-esteem and escapism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degree of Kidult’s entertaining value and deep interests in Kidult products that also stimulate
its purchasing intention. This is the almost first study to identify the fundament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Korean Kidult consumers. Based upon the practical and conceptual
finding, the present study suggest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lso, the study try
to contribute to expansion of industrial domain and scope of Kidult research.
Key Words: social self-esteem, escapism, Kidult

I. 서 론
2000년대 초반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키덜트 관련 뉴스 기사가 2015년 한 해에만 4,000여
개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키덜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키덜트
문화가 등장했을 때 초반에는 키덜트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강해
유치한 어른, 미성숙한 어른으로 간주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키덜트 문화는 점차 즐거움과
여가를 좇는 일종의 대중적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키덜트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었다. 이에 부응하여 기업은 키덜트 시장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면서, 특별히 제작한 캐릭터 상품 사업, 캐릭터 제작 서비스업, 캐릭터
의류 등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이 온라인, 오프라인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의하면(프라임경제, 2016), 2011년 7조 2천억 원 규모였던 국내 캐릭터
산업 매출액은 2014년 9조 1천억 원을 기록해 20%대의 성장세를 보였다. 2016년의 캐릭터
산업 매출액은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키덜트 산업과 직접 관련 있는 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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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사업 이외에도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산업 등이 있다. 2012년 기준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산업의 매출액은 약 15조원 정도로 추산된다(국가통계포털, 2019).
더욱이 키덜트 산업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키덜트의 거대한 시장규모뿐만
아니라, 그 크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의 경우 2015년 대비
2016년 피규어 판매량이 464% 증가하였고(세계일보, 2016), 소매점에서도 매년 수십 퍼센트
대의 지속적인 키덜트 제품 매출성장이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기회와는
대조적으로 키덜트에 관한 학계의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연구들은
주로 키덜트를 디자인적 관점에서 해석(전서연, 2002; 김정은, 이재정, 2004; 도경은, 2014)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키덜트의 시각적 이미지를 제품 디자인에 적용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해외 연구에서는 키덜트와 의미가 유사하게 통용되는 오타쿠에 대한 연구(Niu et
al., 2012) 등은 존재하지만, 국내 키덜트 시장에 대한 해석과 실무적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콘텐츠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키덜트 산업 분석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실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키덜트가 산업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온 만큼 ‘무엇이 키덜트를 만드는가’에 대한 추측도
매우 다양하다. 이 분야 관련 전문가들이 키덜트를 ‘어려지고 싶은 욕구’, ‘어떤 대상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세계일보, 2014), ‘외로움의 표현’(Hjorth, 2005),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는
‘향수주의’(김정은, 이재정, 2004) 또는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오수연, 2015)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실증적으로 검증된 것은 없다. 사실 이러한
가정들은 근본적으로 키덜트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에서 발현되는 것임을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키덜트와 유사한 문화적 흐름(i.e., 일본의 가와이문화)에 빗대어
보았을 때, 키덜트는 단순한 패드(fad)도 아니고, 개인적 취향만도 아니다. 키덜트는 사회
적으로 형성된 하위문화로서 향후 오랫동안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기자존감과 현실도피주의가 키덜트 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이를 위하여 키덜트 성향이 사회적 배경과 감정을 통해 자극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키덜트 산업 및 관련 콘텐츠 산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키덜트 연구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및 가설
2.1 키덜트의 정의와 특성
키덜트는 키즈(kids)와 어덜츠(adults)의 합성어로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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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분위기와 감성을 간직한 성인을 일컫는다(위키백과). 비슷한 용어로 어덜테슨트
(adultescent)라고도 한다. ‘키덜트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국내에서 2001년 한 포털사이트의
뉴스(동아일보, 2001)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되었고,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전서연,
2002)되기 시작하였다.
키덜트는 국내에서 키덜트 시장, 키덜트족, 키덜트샵 등 주로 일반명사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키덜트는 어느 특정 대상을 명확히 지칭한다기보다는 문화, 행위자,
관련 제품 등 해당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키덜트를 오타쿠(otaku)나
피터팬 증후군과 같은 유사한 의미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키덜트의 범주와
정의에 따라 그 집단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타쿠는 ‘애니메이션 제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 또는 ‘독특한 수집가들의 하위문화’(Niu et al., 2012) 자체를
말한다. 또한, 오타쿠는 일본 특유의 수집(collection)문화를 반영하며(Niu et al., 2012),
사회성이 결여되어 컴퓨터, 만화책과 같은 취미만을 즐기는 사람들(Washida, 2005)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한국의 키덜트 시장에서는 ‘키덜트 앤드 하비’, ‘키덜트 페어’ 등과
같은 대형 박람회가 개최되고, 활발한 온․오프라인 마켓 및 커뮤니티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키덜트로 간주하는 제품 또한 RC(무선조종)모형, 드론, 완구 및 팬시 등 오타쿠의
수집품과 비교하면 실용성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즉, 실무적으로 접근하자면 키덜트는
오타쿠에 비해 더 대중적이며 그 의미의 적용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피터팬 증후군은 신체적으로 어른이 되었음에도, 성인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청소년으로 남아 있으려는 부적응 남성들을 뜻한다(Kiley, 1995). 이에 반해 키덜트 제품들의
상당수는 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키덜트 소비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을 원한다. 따라서 키덜트는 완전한
오타쿠도 아니며, 피터팬 증후군으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하위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승진, 유태순(2007)은 키덜트 패션 소비자의 특성을 재미(fun), 캐릭터(character),
판타지(fantasy), 걸리쉬(girlish), 에이지리스(ageless), 향수(nostalgia)의 6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나 키덜트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와 특성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연구들이 주로 추상적인 디자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실정(김정은, 이재정, 2004; 도경은,
2014; 전서연, 2002)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키덜트를 분석하거나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형태로 디자인에 접목되었는지 기술적으로 서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오타쿠
문화는 연구의 탐색영역과 깊이가 키덜트 분야보다 진척되어 있으나, 연구영역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차이를 인식함이 필요하다. [그림 1]은 오타쿠와 키덜트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각 영역에서 서술된 단어들은 단지 해당 영역에만 적용된다기보다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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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오타쿠 문화에서도
TV, 만화 등(Niu et al., 2012) 정보 흐름이 대중매체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키덜트 문화는
박람회, 전문숍, SNS 등 그 모습이 더 공개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키덜트와 오타쿠의 비교

2.2 사회적 자존감과 현실도피의 영향
Rosenberg(1965)는 자기자존감(self-esteem)을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태도라고 정의했으며, 자기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개념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으며, 하나는 자아개념을 고양시키는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자존감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나 인식과 일치되도록 행동하고자 하는 자아일관성
동기라고 설명하였다(Rosenberg, 1979). 개인은 자기자존감을 높이고자 할 뿐만 아니라,
집단자기자존감(collective self-esteem)도 긍정적으로 유지 시키려고 노력한다(Crocker &
Luhtanen, 1990; Tajfel, 1982). 다시 말하면, 자기자존감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여,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적인 평가라고 한다면, 집단 자기자존감은 자신이 속하는 집단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자기자존감과 집단자기자존감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하며, 집단자기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감을 가지게 되며, 개인 자기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속하는 집단에 대하여 더욱 강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Crocker & Luhtanen, 1990).
자기자존감은 또한 우울함(Dori & Overholser, 1999), 성공과 실패에 대한 반응(Dutton
& Brown, 1997)과 같은 심리적 구성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다. 자기자존감이 인간행동의
중요한 동기가 되므로 강박 구매, 충동구매 등의 소비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이희경,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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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uinn & Faber, 1989; Hanley & Wilhelm, 1992; Verplanken et al., 2005). 상대적으로
자기자존감이 낮은 소비자는 강박 구매를 더 하게 되며(O’Guinn & Faber, 1989; Hanley
& Wilhelm, 1992), 또는 자기자존감이 높을수록 충동구매 경향이 낮다고 하였다(이희경,
2000; Verplanken et al., 2005). 이러한 논리에 기초해 볼 때 자기자존감이 소비행위에 반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키덜트 구매 경향에도 어렵지 않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증가시키기를 원하는 키덜트족 소비자는 높은 사회적 자존감을
유지 시키기 위해 키덜트 제품 구매를 추구할 경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실도피주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만족스럽거나, 불편한 삶의 환경으로부터
인지적 또는 정서적으로 도피할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Henning & Vorderer, 2001), 이러한
유인들은 현실에서 다양한 행동으로 발현된다. 게임에 빠지거나(Li et al., 2011), 엄청난
대식(Heatherton & Polivy, 1991)을 하거나, 강박적 구매(Darrat et al., 2016) 등이 그러한
예이다. Li et al.(2011)은 개인은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현실도피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Darrat et al.(2016)은 현실도피주의는 개인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본질적으로 현실을 멀리함으로써 강박적인 행동에 쉽게 빠질 수 있고,
현실을 도피하는 이들이 자신의 근심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강박적인 구매를 통해서 현실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선행연구
(Darrat et al., 2016)를 통해서 불편한 삶의 환경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욕구,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로 이어지며 이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키덜트 구매의 특성 중의 하나인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는 현실도피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키덜트 구매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의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존감과 현실도피에서 유발되는
소비행위가 키덜트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3 키덜트의 선행요인
키덜트 소비행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Niu et al.(2012)은
오타쿠의 성향을 탐색적으로 파악한 연구를 통해 관련 산업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이들은 오타쿠 소비자를 ACG(Animation, Comics/Manga, Games) 산업의 주 소비자로
간주하였으며, 어떤 성향을 지닌 소비자가 오타쿠가 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들이 수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의하면, 오타쿠들은 사회적 자존감이 높은 편이며,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을 선호한다. 또한, ACG 제품들을 구매하기 이전에 ACG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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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키덜트는 오타쿠 보다 사회적 고립이 적은 편이고, 전시회/
박람회나 백화점 등에서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실내 활동을 주로 선호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자기 고양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기 자존감이 높으며, 현실도피주의
성향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
키덜트 제품 소비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검증된 요인은 아니지만, 키덜트 소비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미를 찾아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일탈심리’, 둘째, 어릴 적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주의’, 셋째, 성인들의 어려지고 싶은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며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등을
들 수 있다(김정은, 이재정, 2004). 앞에서 언급했던 키덜트 소비자 특성 중에서 일탈심리는
불만족스러운 환경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구,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Henning
& Vorderer, 2001), 즉 현실도피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현실도피주의는 키덜트
제품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키덜트 소비자의 특성 중 하나는,
자기만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고가의 완구
제품을 구매해 자신의 정체성을 대신한다는 것이다(김지현, 이병준, 2018). 이러한 특성은
키덜트 제품 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 선행 변수로 선정하였다.
가설 1: 소비자의 사회적 자기자존감이 높을수록 키덜트 제품의 유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가설 2: 소비자의 사회적 자기자존감이 높을수록 키덜트 제품에 대한 깊은 관심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소비자의 현실도피주의가 높을수록 키덜트 제품의 유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가설 4: 소비자의 현실도피주의가 높을수록 키덜트 제품에 대한 깊은 관심이 높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에 따라 자기 자존감이 달라질 수 있으며(Pelham & Swann, 1989),
정서적 불안이 클수록 현실도피적 행동(Darrat et al., 2016)을 보일 수 있다. Verhagen et
al.(2011)은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가상현실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들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현실도피 성향과 가상현실의 유희적 가치가 가상현실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을 보여주었다. Verhagen et al.(2011)의 연구와 Niu et al.(2012)의 연구는 그 범위가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간주하는 산업을 공통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은 키덜트에도 어렵지 않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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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성이란 즐겁게 노는 것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며, 목적의식
없어도 그 행동 자체로 흥미를 느끼게 되는 활동을 의미한다(김정은, 이재정, 2004). 또한,
유희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한 시기로 돌아가려는 욕구이며 마케팅 분야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희성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여 이 개념에 관해 다룬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주지혁, 2013; Chu & Lu, 2007; Moon & Kim, 2001). 유행 이론(Csikszentmihalyi, 1988)에
따르면, 유희성은 개인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본질적인 믿음이나 동기라고 한다. 따라서
키덜트 현상이 가지는 재미 요소(김정은, 이재정, 2004)와 관련해서 지각된 유희성 개념을
차용하였다. 키덜트적 유희성의 특성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김정은, 이재정, 2004;
주지혁, 2013). 첫째, 현실에서 벗어나 과거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일종의 ‘향수주의’,
둘째, 생존경쟁과 사회에 대한 중압감과 각박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일탈심리’이다. 키덜트적
유희성을 가진 사람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며 그 행동이 구매 의도나 이용
태도로 이어진다(김정은, 이재정, 2004; 주지혁, 2013; Chu & Lu, 2007; Moon & Kim, 2001).
Chu and Lu(2007)는 온라인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지각된 가치를 대표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지각된 유희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온라인 음악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on and Kim(2001)은
world-wide-web의 콘텐츠 시장에서 지각된 유희성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지각된 유희성은
world-wide-web의 이용 태도와 행동 의도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키덜트에 대한 유희성은 키덜트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용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쾌락적인 측면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키덜트
제품에 대한 유희성은 키덜트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키덜트와 의미가 유사하게 통용되는 오타쿠에 대한 연구(e.g., Niu et al., 2012)에서는
오타쿠 소비자는 AGG 산업의 제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AGG
산업의 주 소비자로 간주하였던 오타쿠 소비자는 강한 자부심을 품고 있으며, 흥미로운
주제에 대하여 놀라운 열정과 깊은 관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Niu et al., 2012). 따라서
키덜트 소비자도 사회적 자기 자존감이 높으므로 키덜트 제품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는 키덜트 제품 구매 의도를 유도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가설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가설 5: 소비자가 키덜트 제품에 대한 유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키덜트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6: 소비자가 키덜트 제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일수록 키덜트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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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 것이다.

[그림 2] 연구 모형 및 가설

Ⅲ. 연구방법
3.1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키덜트 구매를 유발하는 선행 변수로서 사회적 자기자존감, 현실도피주의를,
키덜트 구매를 예측하는 태도 및 행동변수로서 키덜트 제품에 대한 유희성 평가, 깊은
관심, 구매의도를 다루고 있다.
모든 변수는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사회적
자기자존감의 측정은 Heatherton and Polivy(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척도로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나는 현재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것 같다.”, “나는 바보처럼 보일까 봐 걱정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현실도피는 Darrat
et al.(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나는 공상을 많이 한다.”, “나는 영화를 볼 때 쉽게 영화에
빠져든다.”, “나는 때때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생각한다.”라는 측정 문항을 이용하였다.
유희성, 깊은 관심, 구매 의도는 Verhagen et al.(2011)과 Niu et al.(2012)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키덜트에 대한 유희성은 “키덜트 제품(완구, 캐릭터 등)은 매우 재미있다.”, “키덜트 제품(완구,
캐릭터 등)은 나를 즐겁게 만든다”, “키덜트 제품(완구, 캐릭터 등)은 흥미롭다.”, 깊은 관심은
“나는 키덜트 장난감, 완구류에 깊은 관심이 있다.”, “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깊은 관심이
있다.”, “나는 키덜트 제품(완구, 캐릭터 등)에 특별한 지식이 있다.”, “나는 키덜트 제품(완구,
캐릭터 등)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로 측정하였으며, 구매 의도는 “나는 서로 다른 키덜트
제품(완구, 캐릭터 등)들을 비교해 볼 것이다.”, “나는 키덜트 제품(완구, 캐릭터 등)에 시간과
돈을 소비할 것이다.”, “나는 지속적인 가치를 위해 키덜트 제품(완구, 캐릭터 등)을 수집할
것이다.”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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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문방법 및 대상
설문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229명(남성 = 157명, 여성 = 68명; 나이 평균 = 만
22.2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오프라인에서 종이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Ⅳ. 분석 결과
4.1 측정모델의 적합성 평가
본 연구 모형의 가설검증 이전에 크론바흐 알파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2

통해 측정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확인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는 Χ /df =
<표 1> 측정모델의 적합성 평가
변수

측정 문항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사회적 걱정한다.
자기
나는 현재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것 같다.
자존감
나는 바보처럼 보일까 봐 걱정한다.
나는 공상을 많이 한다
현실
나는 영화를 볼 때 쉽게 영화에 빠져든다.
도피
나는 때때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한다.
키덜트 제품(완구, 캐릭터 등)은 매우 재미있다.
키덜트 제품(완구, 캐릭터 등)은 나를 즐겁게
유희성
만든다.
키덜트 제품(완구, 캐릭터 등)은 흥미롭다.
나는 키덜크 장난감, 완구류에 깊은 관심이 있다.
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깊은 관심이 있다.
깊은 나는 키덜트 제품(완구, 캐릭터 등)에 특별한
관심 지식이 있다.
나는 키덜트 제품(완구, 캐릭터 등)에 대한 이해
가 뛰어나다.
나는 서로 다른 키덜트 제품(완구, 캐릭터 등)들
을 비교해 볼 것이다.
제품
나는 키덜트 제품(완구, 캐릭터 등)에 시간과
구매
돈을 소비할 것이다.
의도
나는 지속적인 가치를 위해 키덜트 제품(완구,
캐릭터 등)을 수집할 것이다.

요인
평균
크론바흐 분산추 개념
적재치 (표준편차) 알파 출지수 신뢰도
.564
.699
.818
.605
.653
.716
.909
.957

3.643
(1.377)

.732

.561

.786

5.112
(1.090)

.695

.500

.742

3.960
(1.746)

.958

.746

.898

3.225
(1.561)

.922

.580

.846

2.629
(1.677)

.933

.641

.842

.953
.886
.800
.840
.930
.909
.920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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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Standardized RMR = .043, GFI = .928, IFI = .980, CFI = .980, RMSEA = .051로 일반적인
모형적합도 평가 기준(Χ2/df < 3.00, Standardized RMR < .050, GFI > .900, IFI > .900, CFI >
.900, RMSEA < .080)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측정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개념 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 크론바흐알파, 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살펴보았다. 크론바흐알파 값이 0.7 이상, 분산추출지수가 0.5 이상,
개념 신뢰도가 0.7 이상으로 적합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Hair et al., 2010). 요인적재치가
낮은 사회적 자기자존감 측정항목 1개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측정항목들과 변수 간의
요인적재치가 0.6 이상으로 개념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Chin, 1998). 따라서 본 모형에서
사용된 측정 문항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양호하며, 가설검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은 측정모델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수치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4.2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경로 분석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표 2>와
[그림 3]은 가설검증의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2>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H1
H2
H3
H4
H5
H6

사회적 자기자존감 → 키덜트 제품에 대한 유희성
사회적 자기자존감 → 키덜트 제품에 대한 깊은 관심
현실도피주의 → 키덜트 제품에 대한 유희성
현실도피주의 → 키덜트 제품에 대한 깊은 관심
키덜트 제품에 대한 유희성 → 키덜트 제품 구매의도
키덜트 제품에 대한 깊은 관심 → 키덜트 제품 구매의도

***p < .01, **p < .05.

[그림 3] 가설검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

채택

(유의확률)
.255(***)
.190(**)
.281(***)
.203(**)
.146(**)
.734(***)

여부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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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키덜트의 선행요인
사회적 자기자존감이 키덜트 제품에 대한 유희성 평가(H1)와 깊은 관심(H2)에 미치는
영향, 현실도피주의가 키덜트 제품에 대한 유희성 평가(H3) 및 깊은 관심(H4)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덜트 제품에 대한 유희성 평가(H5)와 깊은
관심(H6)은 모두 키덜트 제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기자존감이 높을수록 키덜트 제품에 대한 유희성에 긍정적( = .255,
p < .01)이며, 깊은 관심을 보인다( = .190, p < .01). 마찬가지로, 현실도피주의가 높을수록
키덜트 제품에 대한 유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 .281, p < .01), 키덜트 제품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 .203, p < .05). 이렇게 형성된 키덜트 제품에 대한 유희성과 관심은 결국
키덜트 제품 구매의도(각각  = .146, p < .05;  = .734, p < .01)와 긍정적 관계에 있다.

V.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자기 자존감과 같은 사회적으로 유발되는 감정과 삶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현실도피주의는 키덜트 구매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학문적, 실무적 관점에서 키덜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나름의 흥미로운 결론과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학문적인 관점에서, 키덜트 성향이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적으로 또는 순간적인 감정 자극으로 인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키덜트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예, 전서연, 2002; 김정은, 이재정, 2004; 도경은, 2014)은
키덜트가 디자인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등에 대해 기술적인 접근만을 해왔다. 이러한 접근은
키덜트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세분화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비록 초기
단계이지만, 본 연구가 키덜트와 그와 인접한 시장을 파악하는 과정에 있어 다양한 연구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일례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가 키덜트 산업에 국한되어 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키덜트 산업 자체에 대한 시사점이다. 연구 모형의 실증결과를 이용하여
키덜트 관련 기업이나 마케팅 관리자는 더 적합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계획 또는 소매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소매환경(예, 인테리어)을
조성한다든가, 소비자의 사회적 자존감을 높이는 메시지를 사용함으로써 키덜트 제품에
대한 호의와 관심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 또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시사점이다.
대중문화 산업의 전문가들은 키덜트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문화 흐름이 다른 국가나

사회적 감정이 키덜트 구매에 미치는 영향 87

문화권에서도 존재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Granot et al.(2014)은 일본의 ‘가와이문화’와
미국의 ‘쿨문화’가 유사한 사회적 흐름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그 세부특성만이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 Granot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의 키덜트 문화가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하위
문화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의 10대들(특히 소녀들)은 그들이 강해 보이지 않도록,
연약하고 의존적이며 귀여워 보이도록 노력한다. 반면 미국의 소년들은 쿨(cool)해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Robinson-English, 2006). 유사한 문화 및 역사권에서 유사한 사회적 감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키덜트 문화가 다른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른 인접 산업에 대한 시사점이다. 키덜트의 시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키덜트는 독립적인 산업이나 제품이라기보다는 다른
산업과 대부분 융합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키덜트의 적용 범위는 무궁무진
하다고 할 수 있다. 삼성은 갤럭시 S6 엣지 아이언맨 에디션을 약 120만 원가량에 한정판매
하였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미키마우스, 어벤져스2 등 지속적으로 캐릭터 관련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융합된 4차 산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키덜트라는 콘텐츠 영역의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자기 자존감,
현실도피 등의 심리적 요인들은 키덜트가 융합된 다른 산업에서 또한 유용하게 적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범위와 조사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실제로 키덜트 구매를 유발하는 것은 사회적 맥락, 개인적 성향, 인구 통계적 특성 및 소득
등의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작용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맥락과 개인적 성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키덜트 제품은
일반적으로 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키덜트 소비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열악한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확대해 볼 필요성도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키덜트는 오타쿠보다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키덜트 집단
내에서도 오타쿠와 흡사한 성향을 보이는 극단적 키덜트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
키덜트와 오타쿠의 성향을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는지도 향후 연구 대상이다. 이는 ‘로열
키덜트’ 집단에 대한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행 변수인 사회적 자존감과 현실도피주의는 오타쿠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키덜트와 오타쿠 문화는 일반적으로 캐릭터나 완구 상품의 소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인 현실도피주의도 오타쿠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기 위해 키덜트 제품을 구매하는 사회적 자존감이 높은 키덜트 소비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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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쿠 문화를 즐기는 사회적 자존감이 높은 오타쿠 소비자와 유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도 추후의 연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연구를 통해 키덜트의 범위를
더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키덜트 제품이 반드시 ‘귀여움’의 정서를 유발해야 하는지,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귀요미 문화’를 키덜트와 같은 것이라
가정한다면, 귀여운 시각적 자극과 관련한 연구(예, Sherman et al., 2009; Nenkov & Scott,
2014)가 키덜트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키덜트 박람회에 소개된 무수히 많은
키덜트 제품들을 특정한 이미지 차원으로 구분(예, 다차원척도법)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키덜트 시장규모와 성장성과 비교하면 시장과 소비자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키덜트 구매의 근본적인 기저에 존재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예, 특정 대상에 대한 통제 본능, 어려지고 싶은 감정, 향수나 외로움 등) 등을 파악하는
시도 역시 향후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이며, 연구결과는 연관 산업을 위해 의미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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