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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비자의 이동통신 계약관련 지식 및 소비자문제 연구*
A Study on Contract Knowledge and Consumer Problem of Young Consumer
in Buying and Using Mobile Phone Service*
송인숙(Song, Insook)․양덕순(Yang, Deoksoon)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계약관련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처음 가입 당시와 현재의 지식을 비교하고,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관련 지식이 없어서 겪은 문제가 무엇인지 실증적 조사를 통하여 이동통신 서비스의 청소년 소비자 교육방향
및 이동통신 정책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이동통신 소비자문제의 감소를 위해서
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조사대상자에 부모도 포함시켰다. 연구의 자료는 첫째 자녀
인 청소년과 휴대폰을 사용하는 첫째 자녀인 청소년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중에서 자녀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나 이용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부모 350부, 청소년
349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청소년 소비자의 이동전화 계약관련 지식 수준이 청소년 본인(정답률: 50.5%) 및 부모(정답
률: 54.9%) 모두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현재 지식 수준보다 첫가입 당시의 수준은
더욱 낮았다. 본 문항의 구성이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시 알아야할 기본적인 지식임을 고려해볼 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들이 가입 전에 미리 알기 원하는 정보이면서 동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가입비, 약정할인제, 가장 저렴한 요금제 및 청소년 정액요금제, 게임이나 음악 다운로드 및 인터넷 접속
요금 등 요금부과체계, 부가서비스 가입 및 유무료 구분, 무선 인터넷 차단서비스 등 차단서비스의 존재, 부모 알리
미 서비스, 청구서의 용어 등 기타 어려운 용어, 휴대폰 기기의 기능/장단점 및 가격비교정보 등이다. 본 연구결과
를 토대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소비자교육 및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관련 지식, 소비자문제, 청소년 소비자, 이동전화

Ⅰ. 서 론

으며, 수요확대와 더불어 통신서비스 상품에 대한 소
비자 불만이 많다(한라일보 2009. 03. 02; 경향신
문 2009. 03. 02).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2008

2008년 12월 말 현재 우리 나라의 이동통신 가

년도 조사에 의하면 14산업 중 통신서비스에 대한

입자 수는 4500만 명을 넘어섰다(방송통신위원회,

전반적인 소비자만족도 수준이 68점으로 13위를 차

2009). 그러나 급속한 산업의 성장과 경쟁의 활성

지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만족도가 가장 낮았

화에 따라 부당한 고객유인, 소비자 오도적 기만광

다. 통신서비스 중에서도 이동통신 서비스는 67점으로

고 및 부당약관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나타나고 있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66점에 이어 가장 낮은 만족도

* 본 연구는 2008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 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송인숙 /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전공 교수(sinsook@catholic.ac.kr)
양덕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yangds5@hanmail.net), 교신저자

송인숙․양덕순

였다(http://www.ncsi.or.kr/ncsidb/NCSI_indust.asp).

떠나는 자녀에게 국제 자동로밍을 신청한 휴대전화

이동통신 서비스는 새로운 기술과 과학발달의 산

를 들려보냈다가 870만원이 넘는 전화요금을 받고

물로서 소비자에게 생소한 분야이며 관련 용어도

놀란 부모(한겨레 인터넷 신문 2007. 12. 28)등

까다롭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요금제 등 소비자가

과 같은 기사에 자주 접할 수 있다. 또 계약의 내

알아야 할 구매 관련 정보가 대단히 복잡하다. 그

용이 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이 있는지 모

러나 통신분야 산업은 급속히 발달하면서 소비자보

르는 소비자도 있으며, 약관의 존재를 알아도 약관

호 제도가 미처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소비자 역

을 교부 받아 꼼꼼히 검토하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능력의 부족으로

않다. 또한 약관을 살펴보더라도 내용이 너무 길고

바람직한 이용문화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

그 용어나 내용이 까다로워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

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소비자상담과 피해도 지속적

하기 어렵다. 계약 후 사용 중 문제가 생기면 그때

으로 증가하여,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의하면 2007

서야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지만

년 이동통신 서비스 상담 건수가 12,428 건으로

때가 늦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자

인터넷 서비스에 이어 소비자상담에서 두 번째로 높

신이 이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계약내용에 대하

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한국소비자원 2008,

여 정확하게 모르며 사업자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

p.16).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는 이동통신 소비

지하지 않음으로써 그 손해는 고스란히 청소년 소

자상담 사례도 16,259 건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

비자의 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 청소년들이 이동

스 다음으로 많다(방송통신위원회 2008).

전화를 사용하면서 겪게 되는 이와 같은 문제의 실

특히 청소년 이동통신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간

태를 파악하고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치열하고 고도화된 마케팅 전략에 무방비로 노출되

그런데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

어 신규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면 매체의 속성과 이용 동기 및 이용 행태 연구

소비자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통신소비자 보호체계

(김신동 2004; 성동규․조윤경 2002; 나은영 2001;

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을 집중적으

이인희 2001), 이동 전화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분야

로 공략하는 기업의 판매전략에 맞서 청소년이 새

의 연구(김신동 2001; 김평호 2002; 나은영 2001;

로운 서비스에 대응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배진한 2002; Kiyoko Kamibeppu, Hitomi Sugiura

능력을 갖추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청소년뿐

2005) 또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와 만족도

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생소한 새로운 서비스이기

및 관련 요인 연구(전규림 2004; 김민철 2001; 홍

때문에 다른 상품과 달리 어른들 역시 그들을 보호

성태․이원준 2004; 이상국 2000; 박창덕 1998;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면 요금의 경우

유호상 1997; Ka-Shing Woo, Henry K.Y Fock

최근 청소년 요금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1999; 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금윤섭 1998;

요금 상한에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로 인해 과도한

김소연 1998), 휴대폰 중독 연구(김선남․김현욱

요금이 청구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2004; 박웅기 2003; 이경선․이정화 2008) 등

아이들이 원해서 무심코 휴대전화를 사줬다가 10

에 집중되어 있고 소비자가 겪는 문제에 관한 연구

만원이 넘는 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는 부모

는 상대적으로 적다.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 2008. 1. 29), 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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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행동 및 문제 연구(이기춘․김지연 2004; 여정

서비스 관련 지식 및 문제 실태를 연구하고자 한

성․최은실 2002; 유소이 2002; 김영숙․심미영

다. 이동통신은 핸드폰과 결합판매되어 소비자는

2000), 청소년 소비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

구입시 서비스보다 핸드폰 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

와 모바일 콘텐츠 구매와 음성전화 정보서비스 이

어 정작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알아야할 내

용에 소비자문제를 밝히려는 청소년의 이동통신 서

용에 소홀하여 별 지식없이 구매함으로써 문제가

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김시월․김유진 2008; 박미

발생된 이후에야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처가 미흡

혜․강이주 2005; 김정은․여정성 2001) 등이 있다.

하다. 또 이동통신에 관한 지식은 가입과 사용 중

이들 연구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

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관련 지식을 터득하게 되

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았고, 특히 소비자들은 요금

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와 품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불평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후 소비자만족도도 47%로 나타나 이동통신 서비스

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이용에서 소비자들이 문제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였

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계약관련 지식을 얼마나

으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소비자태도

알고 있는지, 처음 가입 당시와 현재의 지식을 비

및 소비자만족에 사전지식, 정보탐색 등 몇 가지

교하고,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관련 지식이 없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어서 겪은 문제가 무엇인지 실증적 조사를 통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지식이 중요한 요소임을 제

이동통신 서비스의 청소년 소비자 교육 방향 및 이

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소비자와 관련하여 이용실

동통신 정책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태, 모바일 컨텐츠와 음성전화정보서비스 소비자문

고자 한다. 청소년 이동통신 가입과 이용 과정을

제에 대해 휴대폰 교체 충동 가능성, 모바일 컨텐

보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가 관련되어 있고, 따

츠 구매과정에서 휴대폰 사용요금 관련 문제의 발

라서 청소년 문제 감소를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

생 가능성, 정보이용료 미인지로 인한 과다 요금

니라 부모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조사대상자

부과 가능성을 지적하고, 요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에 부모도 포함시키고자 한다.

제공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경우 이
동통신에 대해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여 문제를 경

Ⅱ. 문헌 고찰

험하고 그 피해가 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동
통신 가입과 이용에서 겪는 이러한 소비자문제 감
소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들 소비자문제를 겪

2.1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

는 중요요인 중의 하나가 계약관련 지식 부족인데
이에 관한 연구가 대단히 미비하다. 소비자문제를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이동통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는 소비자지식이 중요한

신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어 전 국민에게 미치는

데(배순영․민현선․여정성 1996). 이동통신 서비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 보급률은 80%를 상회하

스 분야에서 소비자지식에 대한 연구는 없다. 본

는 수준(통신위원회, 2007)으로서 기존 음성통화,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소비자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에서의 검색 기능 외에 가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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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여가 생활 등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

기 때문에 해지권, 해지시 위약금 등과 같은 피해

서 통신서비스가 밀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도 발생한다.

통신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통계청

이동통신 서비스는 복잡한 기능만큼이나 피해유

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비는 2003년 이후

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체 소비지출 구성비에서 하락추세에 있으나, 기

피해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약단계, 이

타 소비지출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식료품, 교육,

용단계, 해지단계 등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하게 나

개인교통에 이어 4위를 차지하며(통계청, 가계조사

타나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 또한 다른 통신서비

연보 2007), 한국은행의 발표자료(국민계정 발표자료

스와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매해 새

2007)에도 가계지출 중 약 5%의 비중을 차지하고

로운 기술 도입 및 신규 요금제 출시로 인하여 이

있어, 통신서비스로 인한 문제는 모든 가계의 삶의

용자가 그 변화를 이해하기가 힘들며, 그 결과 새

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로운 피해유형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취약계층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가중됨에 따라 불공정

(어린이, 청소년 등)의 소비자가 다수 이용하고 있

거래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요확대와 더불어

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자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소비자상담 건수 1위 품목

일반 소비자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통신서비

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15,018건, 2위 품목이

스의 품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동통신 서비스 12,428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소

또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요금제, 해지절차,

비자원의 소비자 상담 10대 품목에 이동통신 서비

부가서비스 등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각

스와 인터넷 서비스는 계속 포함되고 있으며 2005

종 정보면에서 이용자는 사업자에 비교할 때 정보

년부터는 통신서비스는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즉 이동통신의 급격

통신서비스 불만 및 피해의 증가는 전세계적인 현

한 기술의 발달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오히려

상으로 주요국가의 상담 상위 10위 품목을 보면

혼란을 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Peter W.

인터넷 서비스, 정보이용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

Turnbill, Sheena Leek, Grace Young 2000)

등 정보통신 관련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한국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동통신 서비스는 소비자가

비자원 2008, p.17). 상담내용을 보면 부당행위

이용하고서도 그 품질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험

관련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관련 서비스 보

재 및 신용재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 이러한 통

다 월등히 높아(한국소비자원 2007) 사업자들의

신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기만적 또

부당행위가 많은 시장임을 드러낸다. 또 이동통신

는 오도적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

서비스 피해는 다른 소비자 피해와 마찬가지로 소

업자가 의도한 경우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경우

액 다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7년 (구)

에도 나타날 수 있다.

통신위원회에 처리된 보상실적을 보면 이동전화는

또한 이동통신 시장은 일반상품 및 서비스와 달

총 4,203건으로 건별 평균 119,905원이 보상되

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설비(essential

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서비스는 반복적으로 요

facilities)와 망효과(network effect)가 존재하며

금을 납부해야 하며 거래가 계속되는 특성을 가지

공통비의 비중이 큰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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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비용이 존재하여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알기 어렵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p.9-13). 이와 같은 특성
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 사

2.2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과 소비자 지식

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벽이 될 수 있는 필
수설비가 존재하여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소비자가 이동통신 계약시 알아야 할 지식은 무

둘째,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망

엇인가? 이동통신 계약은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효과가 존재하는 서비스의 특성이 있어 사업자는

이루어지고, 중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져 있다.

가능한 한 가입자를 확대, 유지하려는 유인이 큰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시 약관의 주요 내용을 꼼꼼

시장이다. 셋째, 사업자의 공통비 배분에 정부가 인

히 읽어 본 후 구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

위적으로 개입하여 통신서비스의 생산비용구조가

나 약관의 내용이 길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문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요

를 겪기 전에는 약관 내용의 중요성을 알기 어려워

금에 영향을 받는다. 넷째, 소비자가 이동통신 사업

실제 계약 전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약에 임

자를 바꾸고자 할 때 전환비용이 커서 전환시 전환

하는 소비자는 드물다. 그러나 중요한 계약 관련

비용을 낮추려는 사업자의 전략이 다양하여 소비자

지식을 소비자들이 인지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의사결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다섯째, 통신시장은

및 이용에 임해야 한다.

단골고객이 형성되지 않는 시장의 특성을 띰으로써

이동통신 계약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계약 지식

재구매율이 아주 낮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장이다.

을 파악하기 위해 <표 1>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다시 말해서 동일 대리점, 동일 판매점에서 재구입

약관내용을 계약이행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이동통

하는 경우가 매우 적을 것으로 짐작된다. 통신사는

신 3사의 약관 구성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단골고객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대리점이나 위탁

SKT 경우가 전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약관으로

판매점은 단골고객을 유지할 유인이 없는 시장으로

서,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고

서 판매자는 소비자 우호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

이에 수수료 등의 부당산정 금지 조항을 포함하였

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으나, 번호이동, 단말기보조금 지급 및 청소년 보

재구매를 위한 유인이 없고 한 번 팔고 마는 1회성

호 관련 사항은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성격이 강한 시장으로서 이로 인한 소비자

동통신 3사의 약관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문제 야기 가능성 크다.

구체적으로 총칙, 계약체결, 계약 당사자의 의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통신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업무제한 및 정지, 계약사항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상품 및 서비

변경․해지, 요금, 손해배상,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스와는 달리 이동통신에만 고유한 소비자문제가 발

및 이용, 약정보조금 지급, 청소년 보호, 결합서비

생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

스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 모든 내용을 소비

하여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이동통

자가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신 계약시 소비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또 문제가 발생한 후 대처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장이나 상품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

특성을 고려해볼 때 계약시 사전에 필요한 지식을

적인 내용인 계약 일반, 청소년 계약 취소, 부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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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별 이용약관 대조표
구분

SKT

목적
총칙
약관의 적용
계약의 종류
이용신청 방법 등
계약 체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번호부여 및 변경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회사의 의무
게약당사자
고객의 의무
의 의무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서비스
서비스의 종류
제공 및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이용
전화번호 안내 등
업무제한․
정지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계약사항
이용정지
변경․해지
일시정지 및 재이용
등
해지
요금 등의 종류
요금 및 통화 시간 등의 산정방법
요금 등의 선납
요금 등의 일할 계산
요금 등 납입기일 및 납입 청구
요금 등
체납요금 징수 등
요금 등의 이의 신청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요금 등의 반환
단말기 보조금 반환의무 및 면제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번호이동서비스
신청 및 승낙
번호이동서
변경전 요금정산
비스 제공
번호이동 제외대상
및 이용
번호이동 철회
이의신청 및 처리

이동통신사
KTF

LGT
목적
목적
약관의 적용 등
약관의 적용
이용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
이용신청 방법 등
이용신청 방법 등
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번호부여 및 변경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회사의 의무
회사의 의무
이용고객의 의무
고객의 의무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KTF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등
이용정지 및 재이용

-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이용정지
일시정지 및 재이용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정지
일시정지
계약의 해지
요금 등의 종류
요금 등의 계산방법
요금 등의 선납
요금 등의 일할계산
요금 등의 납입청구
체납요금 징수 등
요금 등의 이의 신청
통화내역의 열람 청구
요금 등의 반환
단말기구입보조금과 위약금 등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번호이동서비스
신청 및 승낙
변경전 요금정산
번호이동 제외대상
번호이동 철회
이의신청 및 처리
약정기간 설정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위약금 발생 및 납부
위약금 면제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청소년 이용계약
청소년 보호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결합서비스 제공
결합서비스 요금 등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요금 등의 종류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요금 등의 선납
요금 등의 일할 계산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요금 등의 이의 신청
통화내역의 열람 청구
요금 등의 반환
단말기보조금 반환 및 면제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번호이동서비스
신청 및 승낙
변경전 요금정산
번호이동 제외대상
번호이동 철회
이의신청 및 처리
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약정기간 설정
의무약정 보조금 지급
약정보조금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지급 등 위약금 납부 의무
위약금 납부 의무
위약금 면제
위약금 면제
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 사항
청소년 이용계약
청소년 이용계약
청소년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보호
보호 등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결합서비스 제공
결합서비스 제공
결합서비스 결합서비스 요금 등
결합서비스 요금 등
등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각 사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2009. 4. 8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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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요금, 불만제기 방법은 소비자가 이동통신

2004년 25,906건에서 2007년 42,260건으로 지

서비스 가입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본 조사에

속적 증가하였다. 2007년 소비자상담 건수 1위 품

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약관련 지식수준을 파악

목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15,018건, 2위 품목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이동전화 서비스 12,428건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상담 상위 10위 품목을 보면 인터넷
서비스, 정보이용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 등 정

2.3 이동통신 서비스 소비자문제

보통신 관련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겪는 문

2008, p.17). 미국의 경우 방송과 인터넷이 각각

제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구)

2, 3위를 차지했고, 영국도 인터넷 서비스가 8위,

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

일본은 온라인 정보이용서비스가 4위, 한국은 인터

펴보았다.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 따르면 통신

넷 서비스 1위,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10위를 차

민원이 2004년 26,496건에서 2007년 42,858건

지하고 있어 소비자상담의 주요 품목이 되고 있다.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의 서비

<표 2>의 2007년 통신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스 관련 상담 건수도 통신서비스가 가장 많으며,

이동통신 서비스를 포함하는 통신서비스는 복잡한

<표 2> 통신서비스 피해유형
구분

계
약
단
계

해
지
단
계

사례 건수(%)

비율

구분

사례 건수

비율

소계

9,055(22.4)

22.4%

소계

18,843

46.6%

명의도용

1,374(3.4)

3.4%

요금제

228

0.6%

미성년가입

159(0.4)

0.4%

업무처리

3,165

7.8%

가입제한

171(0.4)

0.4%

부가서비스

1,929

4.8%

업무처리

1,412(3.5)

3.5%

온라인게임

573

1.4%

가입요금제

4,158(10.3)

10.3%

회수대행

1,377

3.4%

문의&답변

1,672(4.1)

4.1%

수신자부담

166

0.4%

가개통관련

109(0.3)

0.3%

멤버쉽

30

0.1%

소계

12,548(31.0)

31.0%

청구&수납

463

1.1%

직권해지

254(0.6)

0.6%

부당요금

4,523

11.2%

해지제한

1,592(3.9)

3.9%

이용제한

363

0.9%

해지지연

2,840(7.0)

7.0%

통신품질

1,603

4.0%

부당요금

6,867(17.0)

17.0%

불성실응대

1,575

3.9%

문의&답변

995(2.5)

2.5%

미납자등록

446

1.1%

문의&답변

2,402

5.9%

합계

40,446

이용
단계

100.0%

자료: (구)통신위원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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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만큼 피해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

성년자가 가입하여 발생한 피해 등으로 나타났다.

신서비스의 피해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

2007년 상반기 소비자단체 상담(한국소비자단체

약단계(22.4%), 이용단계(46.6%), 해지단계(31.0%)

협의회 자료)1) 분석결과(<표3>참조) 주요 피해유

등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형은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불만이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단계에서의 가입요금제(10.3%),

단말기 고장 하자, 무료단말기 가입후 요금청구,

이용단계에서의 부당요금(11.2%), 해지단계에서의

과다청구 및 사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 부가서비스

부당요금(17.0%)이 있다.

관련 불만,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미성년자 가

한국소비자원(2008)은 이동통신 서비스 분야의

입, 무료통화권 남발로 인한 피해 등이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유형에서도 ‘단말기 무료제공’, ‘폰대금

울산광역시 소비자보호센터의 울산시민 대상 2006

지원 약정’ 후 대금을 청구하거나 약정과 달리 과

년도 조사 에 의하면 조사대상 이동통신 서비스

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대금청구’가 가장

이용자의 75.1%(437명)가 사용중 가격, 요금, 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이동전화 가입, 단말기 할부

입조건 등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적이

계약 등 계약단계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용요금 과다청구(55.3%),

으로써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

데이터 통화료 과다청구(45.0%), 단말기 비싸게

어져 이용대금이 청구되는 명의도용과 관련한 피

구입(44.3%) 등 주로 요금과 가격관련 피해였고,

해, 통화품질 불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동의 없이 미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청구(45.0%)나 가

2)

<표 3>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피해유형
피해유형

건 수(%)

해약·해지 관련한 불만

2,242(23.7)

단말기 고장 하자

2,155(22.8)

무료단말기 가입 후 요금 청구

1,592(16.8)

과다청구 및 사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

1,003(10.6)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불만

837(8.8)

명의도용

794(8.4)

미성년자가입

421(4.5)

무료통화권

268(2.8)

기타

143(1.6)

계

9,455(100)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2007년 상반기)
1) 서울YWCA(2008), 소비자고발분석-이동통신서비스 관련상담,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많아, 월간소비자 1․2월호, 한국소비자단체협의
회(http://www.consumer.or.kr/magazine/mz_view.html?num=1255)
2)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울산시민들의 통신서비스관련 피해예방 및 효율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이
동전화 및 인터넷 사용자 600명(응답자 582명)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피해실태를 조사(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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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조건의 불이행(22.5%)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

2.4 선행연구 고찰

한 피해, 그리고 타인의 명의도용 피해경험(4.6%)
등으로 나타났다(울산광역시 소비자보호센터 2007).

이동통신 서비스가 보편화 되면서 이동통신의 각

사용 중인 부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가장

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7%는 휴대폰을 이용

많이 이루어진 연구 주제는 이동통신 만족도 수준

해서 무선인터넷이나 소액결제 등을 사용한 적이

과 관련요인을 밝히고자 한 연구인데 이들 연구는

있었으며, 데이터통화료나 정보이용료에 대해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업자 관점

93.1%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서 이루어졌다(전규림 2004; 김민철 2001; 홍

우리 나라의 경우 학교급별 청소년의 이동전화 보

성태․이원준 2004; 이상국 2000; 박창덕 1998;

유 비율을 보면 고등학생의 78.8%, 중학생의 46.8%,

유호상 1997; Ka-Shing Woo, Henry K.Y Fock

초등학생의 10.3%가 이동전화를 보유하고 있다(국

1999; 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금윤섭 1998;

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그러나 일반성인

김소연 1998; 이기춘․김지연 2004). 연구결과에

과 다른 청소년 계층의 독특한 소비문화 및 이동통

의하면 이동통신 서비스 만족은 요금, 품질, 고객

신 이용자와 요금납부자의 이원성으로 인해 청소년

관리, 계약 및 거래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에 대한 통신서비스 문제는 증대하고 있으나 이에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역시 품질, 요금, 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미비, 특히 계약과 관련하여

원들의 능력 등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가 부족하고 예기치 못한 과다 요금 청구 문제

(Ka-Shing Woo, Henry K.Y Fock 1999). 이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 계층인

들 중 요금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요금제에 대해

이들 청소년 계층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서는 인식은 높게 하고 있는데 반해 만족수준은 떨

필요하다.

어져, 요금제 개선에 대한 사업자들의 노력이 필요

이상에서 살펴본 이동통신 소비자문제 경향을 정

함을 밝히고 있다(이기춘․김지연 2004).

리해보면, 첫째, 이동통신 소비자문제가 다발하고

또 하나의 연구의 흐름은 매체의 속성과 이용동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상담 상위 품목에 이동통

기 및 이용행태 연구(김신동 2004; 나은영 2001;

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동통신 이용의 보편

성동규․조윤경 2002; 이인희 2001), 이동통신에

화와 더불어 새로운 신규 서비스라는 특성 등으로

관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김신동 2001; 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동통신을 포함한

평호 2002; 나은영 2005; 배진한 2001, 2002;

통신서비스 피해유형은 복잡한 기능만큼 피해유형

Kiyoko Kamibeppu, Hitomi Sugiura 2005), 이

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셋째, 주요 피해유형으로

동전화 중독에 관한 연구(이경선․이정화 2008; 박

계약단계에서의 가입요금제, 이용단계에서의 부당

웅기 2003; 김선남․김현욱 2004)들로 이는 이동전

요금, 해지단계에서의 부당요금으로 주로 요금관련

화가 매개가 되어 이루어지는 이동전화의 사회문화적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 계

의미나 오남용 행동 등에 관한 연구로 볼 수 있다.

층의 독특한 소비문화 및 이동전화 이용자와 요금

본 연구의 초점인 이동통신 관련 소비자문제에

납부자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이동통신 문제 가

관한 연구로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효용과 비용요인

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인 통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에 따른 소비자유형 연구(여정성․최은실 200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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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동통신 서비스의 효용-비용 차원에 따라

구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집단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박미혜․강이주(2005)는 청소년들의 모바일 콘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59로 전반적

텐츠 구매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연구하기 위해 관

으로 낮았고 특히 요금관련 만족도(2.10)가 현저

련 홈페이지 게시판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

히 낮게 나타나, 통화요금(2.10), 기본요금(2.16),

과 게임자체의 문제(54.8%), 게임요금 관련 문제

부가서비스요금(2.36)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25.5%), 기타문제(19.7%)로 나타났는데, 게임자

요금이외에 계약체결이나 해지 등의 계약관련 만

체의 문제는 에러 등의 게임오류, 게임방법 이해의

족도(2.47), 고객관리(2.67)순으로 만족도가 낮았

어려움, 게임 품질 불량, 용량초과 등으로 구분하였

다. 저소득층에서 요금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

다. 게임 요금과 관련하여서는 요금문의(11.2%),

났으며, 직업에 따른 분석결과 학생과 주부들의 불

과도한 요금불만(4.4%), 부당광고, 정보부족으로

만이 높게 나타났다. 유소이(2002)는 이동통신 서

인한 요금문제(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

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평행동유형분석 및 결정

제가 결국에는 휴대폰 사용요금과 연결되어 문제가

요인을 파악하고 불평 후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분

될 수 있으므로 모바일 게임 콘텐츠 개발 사업자는

석결과 소비자들은 무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

게임을 판매하기 전에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요

으며(66%), 사적 불평행동(25%), 공적 불평행동

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문제를 예

(9%) 순으로 나타났고, 사적, 공적 불평행동을 한

방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청소년 소비자의 음성

후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7%가 만족한 것으로

전화정보서비스 소비실태와 소비자문제를 분석한 연

나타났다. 김영숙․심미영(2000)연구에서는 연령

구(김정은․여정성 2001)에서 청소년 소비자들 중

이 계약 및 비용에 대한 소비자불만족에 영향을 미

정보이용료로 지출되는 금액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지식이 낮을수록

은 35%에 불과하여, 정보이용료 과다 부과의 문제

소비자불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청소

초등학생/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에 관한 연구로

년 음성전화정보서비스 소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김시월․김유진(2008)은 송파지역 중학생을 대상

크게 일반적인 소비재로서의 문제점, 서비스의 특성

으로 휴대전화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의

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청소년 소비층의 문제점 등

소비가치에 따라 구매행동이 달라졌는데 과시형은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외 정보통신서비스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반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대안과 바람직한 통신소비문

절약형은 부모와의 연락을 주목적으로 구매하는 것

화 정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대안을 제시한 연구가

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한달 평균 36,000원의

있다(여정성․이기춘․이성림․박수경 2002).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성통화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청소년 소비자

는 하루에 5회 미만인 반면 문자 메시지는 50회

와 관련하여 이용실태와 모바일 컨텐츠와 음성전화

미만이 68%, 100회 이상이 19%로 문자메시지를

정보서비스 소비자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는 있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기능과

으나,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관련 지식수준과 이로

디자인의 휴대폰을 보았을 때와 친구가 새로운 휴

인한 소비자문제를 연구한 것은 찾기 어렵다. 본

대폰을 구입했을 때 자신의 것을 교체하고 싶은 욕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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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파악하고 지식이 부족하여 경험하는 소비자

3.2 연구방법

문제를 규명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소비자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적절히 구제받을 수 있

3.2.1 자료수집과 분석

도록 하는 교육 및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

연구의 자료는 청소년 소비자와 이동통신 서비스

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를 사용하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이동통신 계
약 관련 지식수준, 계약 관련 지식이 없어서 겪은
문제 그리고 계약시 알고 싶은 지식을 조사하기 위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한 내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인터넷 설문조사 기
관인 엠브레인(www.embrain.com)에 의뢰하여 자
기 기입식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본 조사 전 2009

3.1 연구문제

년 3월 9일 ～ 3월 21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고, 본 조사는 2009년 3월

본 연구는 청소년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25일 ～ 3월 28일까지 수행되었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

청소년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가입시 부모의

본적으로 알아야 할 계약관련 지식을 얼마나 알고

동의도 필요하고 계약시 관여하여야 하며 요금도

있는지, 처음 가입 당시와 현재의 지식을 비교하

지불하기 때문에 부모의 계약관련 지식 및 행동이

고,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관련 지식이 없어서

중요하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소비주체인 청소년과

겪은 문제가 무엇인지, 계약시 미리 알았더라면 좋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모두를 조사대상에 포함시

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식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켰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첫째 자녀인 청소년과

하였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첫째 자녀인 청소년의 어머니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또는 아버지 중에서 자녀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이나 이용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본

연구문제 1: 청소년 소비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대가 골고루 분

계약관련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이

포되도록 하였으며, 부모 350부, 청소년 349부의

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을 첫째 자녀

이가 있는가?

로 한정한 것은 청소년 소비자의 경우 형이나 누나

연구문제 2: 청소년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의 영향, 부모의 경우 그 이전 경험으로부터의 학

계약시 지식부족으로 겪은 문제는

습효과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3)

무엇인가?

소비자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중, 고등학생에

연구문제 3: 청소년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시 알고 싶은 지식은 무엇인가?

한정하였다.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관련 문항은 이용약관(SKT,

3)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
한다(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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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LGT), 계약서, 피해사례, 선행연구로부터 이

소비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시 알고 싶은 지식

동통신 서비스 구입시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계약

을 묻는 주관식 문항으로 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

및 서비스 관련 지식으로 구성하였다. 관련 지식이

로 조사하였다.

부족하여 겪은 문제와 서비스 계약시 미리 알았
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주관식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기타 배경변수와 이동통신 이용행
동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2.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행동 특성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4>와

자료 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

같다. 표를 보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응답자의

율, 평균과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 등 각 연구문

경우 연령은 40대 전반이 194명(55.4%)으로 가

제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장 많았고 40대 후반이 32.3%로 40대가 87.7%
를 차지하였다. 성별은 남녀 각각 53.7%, 46.3%

3.2.2 변수들의 측정

로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대졸 67.1%,

이동통신 계약관련 지식 수준: 청소년 본인 또는

고졸24.3%로 대체로 높았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청소년 자녀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및 사용과 관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28.9%로 가장 높게 나

련하여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한 지식수

타났으며, 다음으로 400만원-500만원 미만이 23.7%

준을 나타낸다. 이용약관(SKT, KTF, LGT), 계

를 차지하였으며,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17.7%,

약서, 피해사례, 선행연구로부터 추출한 이동통신

500만원-600만원 미만이 12.3%, 600만원 이상

서비스 구입 및 이용시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계약

이 11.1%, 200만원 미만이 6.3%순이었다. 첫째인

및 서비스 관련 지식을 계약일반, 청소년 계약 취

청소년 자녀의 성별도 남녀 각각 48.0%, 52.0%

소, 차단서비스 신청, 요금, 불만제기방법 등 다섯

로 비슷하였으며, 자녀의 학년도 고등학생이 58.3%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었다. 계약 일반 2문항,

를 차지하여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보다 좀 더 많

청소년 계약취소 1문항, 차단서비스 신청 4문항,

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12문항, 불만제기방법 1문항의 총 20문항에

조사대상 청소년의 경우 고3이 19.5%로 가장 많

대하여 ‘잘 모름’, ‘그렇다’, ‘아니다’로 측정하여, 오

았으며, 다음으로 중3이 18.1%로 높았고, 나머지

답과 잘 모름은 0점, 정답의 경우 1점을 부여하였

학년도 고루 참여하였다. 남학생이 52.1%, 여학생

다. 문항별 분석은 1점을 받은 정답률을 제시하였

이 47.9%로 남학생의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아버

다.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와

지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이 53.0%로 가장 높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으며, 다음으로 대졸이 29.8%를 차지하였고, 어머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시 지식부족으로 겪는 문

니의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이 63.9%로 가장 높았

제: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 자녀의 이동통신 서

고, 다음으로 대졸이 2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비스 계약관련 지식부족으로 겪은 피해나 문제를

나타났다. 부모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청소년 응답

묻는 주관식 문항으로 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 부모의 교육수준 보다 높았다.

조사하였다.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시 알고 싶은 지식: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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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부모와 청소년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
용행동 특성을 보면 이동전화 명의에 대하여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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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부모와 청소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
(수)

부모
(350명)

빈도
(명)

백분율
(%)

연령

36-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27
194
113
16

7.7
55.4
32.3
4.6

교육
수준

성별

여
남

188
162

53.7
46.3

첫째
청소년자
녀의
학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52
43
49
64
72
70

학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성별

여
남

구분

청소년
(349명)

빈도
(명)

백분율
(%)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1
85
235
29

0.3
24.3
67.1
8.3

첫째
청소년자녀
의 성별

여
남

182
168

52.0
48.0

14.9
12.3
14.0
18.3
20.6
20.0

월평균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2
62
101
83
43
39

6.3
17.7
28.9
23.7
12.3
11.1

41
61
63
59
57
68

11.7
17.5
18.1
16.9
16.3
19.5

아버지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34
185
104
26

9.7
53.0
29.8
7.4

167
182

47.9
52.1

어머니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30
223
84
12

8.6
63.9
24.1
3.4

구분

년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부모, 청소년 응답자

며, 이용요금은 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각각 78.6%, 84.2%로 나타나 비슷하지만 아직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응답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

상당수는 부모의 명의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는 있으나 조사대상 부모와 청소년이 서로 직접적

이동통신 최초 가입시기는 중1, 초등학교 6의 비

인 관계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사의 신뢰성

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요금제 이

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용여부에 대하여 부모, 청소년 응답자 각각 88.6%,
90.3%로 나타났으며, 음악이나 게임 이용빈도는
청소년 응답자의 56.7%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요금부담자는 부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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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부모와 청소년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행동 특성
응답자

부모

청소년

구분

빈도 백분율
(명) (%)

빈도 백분율
(명) (%)

부모
빈도 백분율
(명) (%)

구분

청소년
빈도
(명)

백분율
(%)

이동
전화
명의

잘 모름
본인
부모
기타

1
275
71
3

0.3
78.6
20.3
0.9

10
284
36
19

2.9
84.2 요금
10.3 부담자
5.4

부모
자녀 본인
부모․자녀공동부담
기타(친척, 친구 등)

340
4
3
3

97.1
1.1
0.9
0.9

324
6
11
8*

92.8
1.7
3.2
2.3

(첫
자녀의)
이동
전화
최초
이용
시기

초등4 이전
초등5
초등6
중1
중2
중3
고1-고3

22
47
71
110
39
28
33

6.5
13.4
20.3
31.4
11.1
8.0
9.5

25
28
68
111
43
39
35

7.2
8.0 (첫자
19.5 녀의)
31.8 월평균
12.3 이용
11.2 요금
10.0

잘 모름
2만원 미만
2만-3만원 미만
3만-4만원 미만
4만-5만원 미만
5만-7만원 미만
7만-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0
117
148
64
16
3
0
2

0.0
33.4
2.3
18.3
4.6
0.9
0
0.6

1
73
165
81
20
5
1
3

0.3
20.9
47.3
23.2
5.7
1.4
0.3
0.9

청소년
요금제
이용
여부

잘 모름
예
아니오

13
310
27

3.7
88.6
7.7

12
315
22

요금
3.4
청구서
90.3
확인
6.3
정도

확인하지 않음
총액정도 확인
항목별 금액 정도 확인
항목별 세부내용 꼼꼼히

21
105
117
107

6.0
30.0
33.4
30.6

28
95
137
89

8.0
27.2
39.3
25.5

음악,
게임
이용
빈도

잘 모름
이용 않음
한 달에 1-2번
한 달에 3-4번
한 달에 5번 이상

59
142
130
16
3

16.9
40.6
37.1
4.6
0.9

29
122
179
12
7

8.3 가입
35.0 이나
51.3 변경시
3.4 주이용
2.0 매장

오프라인 매장만 이용
주로 오프라인 이용
오프라인과 오라인 반반
주로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만 이용

185
97
34
19
15

52.9
27.7
9.7
5.4
4.3

230
77
23
9
10

65.9
22.1
6.6
2.6
2.9

단말기
교체
경험

잘 모름
없음
한번
두번
세번
네 번 이상

1
74
113
77
55
30

0.3
21.1
32.3
22.0
15.7
8.6

7
68
121
64
45
44

2.0
19.5 이동
34.7 통신사
18.3 변경
12.9 경험
12.6

잘 모름
없음
한번
두번
세번
네 번 이상

3
138
131
51
19
8

0.9
39.4
37.4
14.6
5.4
2.3

6
132
127
52
20
12

1.7
37.8
36.4
14.9
5.7
3.4

계

350

100.0

계

350

100.0

349

100.0

349 100.0

* 고모, 동생, 할머니, 지인 등

Ⅳ. 연구결과

하고 과거 첫가입 당시의 지식 수준과 비교함으로
써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지식이 점차 증
가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4.1 소비자의 계약관련 지식

<표 6>에서 부모의 현재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
동전화 계약관련 지식 수준은 평균 정답률 54.9%

4.1.1 부모와 청소년의 계약 관련 지식 수준

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이동전화 계약관련 지식

부모와 청소년의 계약관련 현재 지식수준을 파악

수준의 평균 정답률 50.5%로 나타났다. 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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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부모와 청소년의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관련 지식 수준
N=부모:350명, 청소년:349명, 단위:%
부모
영역

계약
일반

문항

첫가입 현재
증(감) 시 지식 지식 증(감)
율
율
정답률 정답률
정답률 정답률

1. 이동통신 서비스는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진다

o

81.4

85.7

4.3

55.3

72.2

16.9

o

66.3

78.0

11.7

59.3

79.9

20.6

o

75.7

81.7

6.0

32.7

41.5

8.8

o

42.9

46.9

4.0

35.5

51.3

15.8

o

43.4

49.1

5.7

45.8

64.2

18.4

o

62.9

69.1

6.2

62.2

78.5

16.3

7. 부모에게 자녀의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을 알려주는 서비스 신
청이 가능하다.

o

38.9

45.4

6.5

42.7

53.9

11.2

8. 청소년 정액요금제는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정보이용료, 소
액결제 등의 사용 요금을 포함한다.

x

23.1

26.3

3.2

10.0

13.8

3.8

9. 청소년 명의의 이동전화에서 제공되는 소액결제,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는 무료이다.

o

38.0

39.7

1.7

33.2

38.1

4.9

10. 이동전화에서 유선전화로 거는 요금과 유선전화에서 이동
전화로 거는 요금은 같다.

x

42.9

46.3

3.4

26.9

37.0

10.1

11. 각 통신사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통신서비스 이
용패턴에 따른 최적 요금제 조회가 가능하다.

o

60.9

67.1

6.2

33.8

49.3

15.5

12. 데이터통화료의 부과기준은 패킷(데이터 총량)이다.

o

48.9

54.0

5.1

31.8

49.6

17.8

13. 수신자 부담서비스 이용요금은 일반요금보다 2배 이상 높다.

o

38.3

41.1

2.7

34.7

41.0

6.3

14. 음성정보사용료는 사용시간과 서비스 종류별로 요금이 다
르다.

o

57.4

62.0

4.6

37.5

49.6

12.1

15.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이동전화요금제를 알고 있다.

o

54.6

60.0

5.4

33.2

58.7

25.5

16. 부과된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6개월이다.

o

13.4

13.7

0.3

12.9

14.6

1.7

17. 이동전화로 이용하는 무선 인터넷 요금은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 이용료로 구성된다.

o

62.3

69.7

7.4

46.1

61.3

15.2

18. 벨소리, 컬러링, mp3 등을 구매할 때 컨텐츠 제공회사에
지불하는 요금이 정보이용료이다.

o

63.7

67.7

4.0

50.1

68.8

18.7

19. 요금 청구서에 사용된 용어나 세부 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다.

o

47.7

55.1

7.4

33.0

56.2

23.2

20. 이동통신 서비스 피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도 해결
을 의뢰할 수 있다.

o

35.1

39.4

4.3

24.4

30.1

5.7

50.0

54.9

4.9

37.1

50.5

13.4

4. 청소년 명의 이동전화는 소액결제 서비스가 차단되어 있다.
5. 청소년 명의 이동전화는 수신자 부담 전화 차단서비스를 신
청할 수 있다.
부가
서비스 6. 청소년 명의 이동전화는 무선 인터넷 차단서비스 신청이 가
신청
능하다.

불만
제기

청소년

현재
지식

2. 3G 이동통신 서비스는 영상통화가 지원된다.

청소년
3.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청소년 자녀가 이동전화 서비
계약
스에 가입했을 때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취소

요금

문항 첫가입
정답 시 지식

평균
*정답률은 응답자 중 맞은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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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이 이동전화 계약 및 이용시 꼭 알아야 할 기

있다.

본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임을 감안해볼 때 현

특히 정답률이 낮은 문항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

이동통신 계약관련 지식 수준이 대단히 낮은 상태

사대상 부모의 경우 약관상 부과된 요금에 대한 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의신청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동통신 첫가입 당시 지식 수준은 부모와 청소

아는 경우가 13.7%로 가장 낮았으며, 청소년 정

년 각각 50.9%, 37.1%로 현재 보다 더욱 낮게

액요금제항목에 모든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

나타났으며, 평균 증감율은 부모와 청소년 각각

실을 아는 경우가 26.3%, 이동통신 서비스 피해

4.9%, 13.4%로 과거보다 현재 지식 수준이 높은

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도 해결을 의뢰할 수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39.4%, 청소년 명의

청소년의 경우 과거의 지식수준이 현재에 비하여

의 이동전화에서 제공되는 소액결제, 무선인터넷

현격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와 청소

등 차단서비스가 무료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년 모두 첫가입 당시 지식 수준 보다 현재의 지식

39.7%, 수신자 부담서비스 이용요금이 일반 요금

수준이 높게 나타나, 서비스 및 계약조건에 대하여

보다 훨씬 비싸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41.1%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동통신에 가입하였다가 이동

순으로 낮게 나타나 이러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

통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그 지식

할 소지가 클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

이 늘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특히 정답률이 낮은 항목은 청소년

부모의 현재 계약관련 지식 정답률(평균: 54.9%)

정액요금제에 포함되는 항목을 아는 경우가 13.8%

과 청소년의 현재 계약관련 지식 정답률(평균: 50.5%)

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이 요금 이의신청 기간이 6

의 차이는 4.4%로서 약간의 차이(t값이 2.946으

개월이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14.6%, 이동통신

로서 유의수준 p.01에서 이 차이는 유의함)를 보

서비스 피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도 해결을

이지만, 과거 계약 지식은 부모의 경우 50.0%, 청

의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30.1%, 이

소년의 경우 37.1%로서 그 차이가 12.9%이다(t

동전화에서 유선전화로 거는 요금과 유선전화에서

값이 7.507로서 유의수준 p.001에서 이 차이는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경

유의함). 즉 청소년의 경우 최초 가입시 계약 지식

우가 37.0%, 청소년 명의의 이동전화에서 제공되

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과

는 소액결제, 무선인터넷 등 차단서비스가 무료로

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습득되는 지식이 많다

제공된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38.1% 순으로 낮

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게 나타났다.

본 지식 문항이 그 특성상 지식문항으로 구성하
는 것이 어려운 내용은 빠지고 문제 발생 후 정보
탐색 과정을 통하여 알아도 되는 문항은 제외하는

4.1.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관련 지식의 차이

등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계약 관련 지식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계약지식에 차이가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문항만을 조사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부모응답자의 경우 아버지가

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조사대상 소비

어머니 보다 첫가입 당시 지식과 현재 지식 모두

자들의 지식수준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높았고 이외의 다른 변인에 따른 차이는 없어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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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부모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계약관련 지식의 차이
변인

구분

N

부모
성별

여
남

부모
연령

첫째 가입당시 계약지식

현재 계약지식

평균

F(T)

Duncan

평균

F(T)

Duncan

188
162

.498
.500

8.665**

-

.543
.557

10.458***

-

36-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27
194
113
16

.537
.517
.465
.450

1.930

.561
.561
.523
.572

.985

자녀
성별

여
남

182
168

.494
.504

.004

.545
.554

.000

첫째 자녀
학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52
43
49
64
72
70

.203
.222
.238
.256
.222
.221

.555

.540
.530
.563
.564
.542
.551

.237

교육
수준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86
235
29

.504
.494
.526

.314

.566
.540
.578

.874

월평균ȋG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2
62
101
83
43
39

.493
.481
.467
.500
.531
.574

.548
.546
.517
.557
.577
.591

1.088

1.658

-

ab
ab
a
ab
ab
b

-

유의수준: ***p.001, **p.01, *p.05
ȋG 모집단 분산의 동질성 가정이 위배되어 던컨검증 결과는 의미없음

의 성별과 학년,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의 사회인

우도 현재 지식 수준은 중간점 정도이며, 첫 가입시

구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식수준은 37.1% 정도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표 7> 참조).

본 문항이 청소년의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과 관

응답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도 청소년 본인의 성

련하여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지식을 측

별, 학년,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계

정하는 문항임을 고려해볼 때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약 지식수준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

관계 없이 지식이 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았다(<표 8> 참조). 이들 변수에 관계없이 부모의

즉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청소년 본인의 성

경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별, 연령과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관련 지식수준과

지식 수준이 중간점 정도의 수준이며, 청소년의 경

는 무관하며 전체적으로 지식수준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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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청소년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지식 차이
변인

구분

N

성별

여
남

첫 가입시 계약 지식

현재 계약 지식

평균

F(T)

Duncan

평균

F(T)

Duncan

167
182

.36
.38

1.264

-

.51
.50

2.631

-

학년ȋ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41
61
63
59
57
68

.31
.33
.41
.39
.40
.37

1.398

.42
.48
.55
.51
.52
.52

2.169

a
ab
b
b
b
b

교육
수준
(아버지)ȋ

중졸이하
고졸
대졸 이상

34
185
130

.38
.37
.37

.065

.57
.49
.51

1.839

a
ab
b

교육
수준
(어머니)ȋ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30
223
96

.39
.36
.39

.562

.59
.50
.50

2.637

b
a
a

* 맞은 경우 1점, 틀리거나 모르는 경우 0점 처리하여 만점이 1점임
ȋG 모집단 분산의 동질성 가정이 위배되어 던컨검증 결과는 의미 없음

4.2 청소년 소비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소비자문제 경험

이와 같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몰랐기 때문
에 피해를 당하거나 문제를 겪은 경험을 묻는 주관
식 문항에 대해, 부모 350명, 청소년 349명의 조

보통 소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후 이용하

사대상자 중 경험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응답을

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제외한 부모 응답자 245명, 청소년 응답자 168명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

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을 알게 된다. 가입시 알아야 할 간단한 사실을 모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와 청소년 소비자들이 겪

르고 있다가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은 문제를 정리해보면 가입비 유무 및 분납사실,

수업료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요금을 부담하고서야

요금제 및 요금체계-자신이 선택한 요금제, 청소년

지식을 얻게 된다.

정액요금제의 존재, 청소년 정액요금제 포함 항목,

“이동전화 가입하기 전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부과 체계, 기타 이용요금 부

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극히 드물었다. 초반에

과체계-, 가입시 본인이 모르는 유료 부가서비스

는 쓴 일도 없는데 요금이 결제된다는 둥, 말도 안

신청, 해지 신청 전에는 이동전화를 사용하지 않더

되는 요금 청구 때문에 고생했었다. 그런데 그 일

라도 요금 부과된다는 사실, 무료서비스 가입 후

을 넘기고 익숙해지니까, 왜 몰랐는지 한심해졌다

자동 유료전환되는 사실, 무료폰 가입시 의무가입

(청소년).”

유료부가서비스 기간 만료 후 해지 않으면 계속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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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청구된다는 사실, 약정할인제 중도해지시 해

이제 알았다. 검색을 하도 해봐서... 너무 어려운거

지위약금 부과, 청소년 명의계약시 차단서비스 신

야 그냥 보면...그래서 엄청난 검색과 지인에게 묻

청 가능, 유료․무료 부가서비스 구분, 무료로 문

는 것은 필수다(부모).”,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자메시지에 안내되어 무료인 줄 알고 이용한 서비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청소년).”, “뭔지 모르지

스의 이용요금 부과, 기업의 상담센터 외 다른 불

만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갔다(청소년).”이다.

만의뢰 기관의 존재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 정액요금제의 존재를 몰라 청소년
정액 요금제에 미가입되어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다.

대표적인 응답사례와 함께 소비자들이 필요한 지

대표적인 응답사례는 “통신사마다 미성년자 정액

식이 없어 겪은 문제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요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일반요금을 사용했는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가입비 유무, 가입비

후에 알았다. 미리 알았더라면...(부모).”, “원래 인

분납 지식이 없어 생각지 않은 가입비가 청구

터넷 같은 것도 차단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차단

되었다.

도 가능하고 ...알이나 청소년 요금제도 있는 줄

대표적인 응답사례는 “휴대폰 가격이 상대적으로

몰랐다(청소년).”이다.

저렴한 것을 구매기준으로 했을 경우 2-3개월 의

셋째, 청소년 정액요금제 적용 항목(모든 항목이

무가격제(필요없는 부가서비스)를 부담하게 실제로

포함되는 줄 잘못 알은 경우, 수신자 부담 전화 이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후에는

용료 등 별도의 요금 부과 사실을 몰랐음)을 몰라

휴대폰 가격에만 치우치는 구매방법이 현명하지 못

서 추가적인 별도의 요금이 청구되었다.

하다는 것을 알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대비

대표적인 응답사례는 “모든 요금이 정액요금제에

폰가격 사용료 등을 감안한 가장 효과적인 최선의

포함되는 줄 알았다(부모).”, “정액요금제가 휴대전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렵고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이라

화관련 사용된 모든 서비스 등 요금이 전부 포함되

고 생각한다(부모).”이다.

어진 것으로 알았지만 단순히 통화료나 문자요금
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아이도 나

∙요금제, 요금체계(자신이 선택한 요금제, 청소

도 황당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종청구액 기준으

년 요금제가 있다는 사실, 청소년 정액요금제

로 요금 상한제를 운영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부

적용 항목, 무선인터넷 요금 부과체계, 기타

모).”, “게임다운로드 요금도 정액요금 항목에 포함

이용요금 부과체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많

되는 줄 알았음(청소년).”, “정액요금제 이해 못함

은 요금이 청구되었다.

(26000원이면 그 안에서 모두, 게임 다운로드료가

첫째,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에 대한 지식이 없어
생각보다 많은 요금이 청구되었다.
대표적인 응답사례는 “핸드폰 사는 게 너무 어렵

다. 요금제도 너무 복잡하고 약정도 그렇고. 우리

정액요금에서 포함되는 줄 알았다)(청소년).”, “맨
처음에는 기본요금이 26,000이면 그 안에서 다 나
가는 줄 알았는데 더 요금이 나오는 거였다(청소
년).”이다.

애가 사려는 거 보니까 너무 어려워 하던데 내가

넷째, 무선인터넷 요금 부과체계를 몰라(무선인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좀 쉬운 말로 써줬으면

터넷 요금이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로 구성되

좋겠다. 아 그리구 쇼킹 스폰서인가? 그런 거 뭔지

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정보이용료가 무료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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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통화료까지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잘못 이용

않더라도 요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몰라 핸드폰

하여 생각보다 많은 요금 청구되었다.

을 쓰지 않았으나 요금이 부과되었다.

대표적인 응답사례는 “무선 인터넷 요금이 생각

대표적인 응답사례는 “내 명의의 휴대폰을 다른

보다 과도하게 비싸다(부모).”, “게임 다운로드

사람에게 빌려준 뒤 3년간 미납요금이 발생한 걸

3000원이라라고 해놓고... 이건 정보이용료이고

모르고 있다가 번호이동을 하려는 과정에서 미납요

패킷료가 따로 나와 한 5000-6000원 나오는...

금을 알게 되어서 미납요금을 해결하고 해지 신청

(청소년).”,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가 어떤 개

을 하지 않아 2년간 일시정지요금이 계속부과되어

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청소년).”이다.

이를 해결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해지신

다섯째, 기타 이용요금 부과체계(부가서비스 요
금, 수신자 부담전화 요금, 이벤트 인터넷 접속 요

청을 하지 않으면 요금이 계속 부과된다는 것을 알
게되었다(부모).”이다.

금, SMS 수신 확인서비스의 요금)를 몰라 생각보
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다.
대표적인 응답사례는 “수신자 부담전화가 요금이

그렇지 센지 잘 몰랐다(부모).”, “수신자 부담요금

∙무료서비스 가입후 자동으로 유료전환되는 사
실을 몰라 일정기간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
었다.

이 비싼 것을 알았다면 설명하고 금지시켰을 것이

대표적인 응답사례는 “무료 가입 후 유료전환된

다(부모).”, “아이한테 인터넷 접속을 못하도록 막

사례가 조금 있었다. 지금은 홈피 등에서 정확히

아놨는데 아이가 이벤트라고 하여 이벤트는 돈이

확인하고 가입하고 있다(부모).”, “일정기간이 지나

안든다면서 이용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벤트라

면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부모).”이다.

고 해서 통화료나 접속료는 들기 때문에 이용료가
많이 나온 적이 몇 번 있었다.”이다.

∙무료폰 가입시 유료서비스에 의무 가입하여 기
간 만료 후 해지 않으면 계속 요금이 청구된다

∙의무 가입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가입시
본인 모르게 유료 부가서비스 신청이 되어 있
었다.

는 사실을 몰라 미해지로 인하여 요금이 계속
청구되었다.
대표적인 응답사례는 “무료폰 가입시 부수적으로

대표적인 응답사례는 “가입시에 부가서비스를 나

가입되는 부가서비스를 제때에 해지하지 않아서 요

도 모르게 신청된 것을 요금 부과후 해지하였다(부

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적이 있다(부모).”, “소비자

모).”, “가입할 때 부가서비스가 의무적으로 가입되

가 잘 모르는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고 해지기간을

는지 몰랐다(청소년).”, “왜 가입할 때 부탁하지도

정확히 계산해서 해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맘대로 가입시켜 놓고 정작 사

않는 서비스의 비용을 물게 된다(청소년).” 이다.

용자는 요금청구서 받아 볼 때까지 모르게 하는 겁
니까?(청소년)”, “가입된 지 몰랐던 서비스가 많았
다(청소년).”이다.

∙약정할인제(요금제)에 가입하면서 중도 해지시
해지위약금이 있는 줄 몰라 다른 이동통신사로
전환하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감수하고 전환해야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핸드폰을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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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응답사례는 “계약할 때 공짜폰이어서 3

∙기업의 상담센터 외 다른 불만의뢰 기관이 있

년 계약을 했는데 이걸 깨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

다는 사실을 몰라 많은 스트레스 경험 및 문제

다는 것 몰랐다(청소년).”이다.

해결이 지연되었다.
대표적인 응답사례는 “해지시 약정이 걸려 있었

∙무선 인터넷 차단서비스 등 차단서비스 신청을

는데 정확히 말해주지 않아서 해지 후 알게 되었

몰라 무선인터넷 요금, 수신자 부담 전화 요금

다. 해당 사에 이의신청 후 해결을 보았지만 그 동

등 요금이 과다 청구되었다.

안 속썩은 게 분하다. 그런 문제를 담당하는 곳이 상

대표적인 응답사례는 .“무선인터넷 요금이 과도하

담센터 말고 또 있다는 것을 알았다(청소년).”이다.

게 나온 적이 있다.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게 아쉽
다(부모).”이다.

부모의 경우에만 두드러진 응답은 부모 명의로
가입시 청소년 정액요금제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을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이해되지 않아

몰라 성인요금제로 가입하여 과도한 요금을 부담한

무료․유료 부가서비스 구분이 안되어 무료인

경우, 미성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안되는

줄 알고 이용했는데 요금이 청구되었다.

줄 알고 어른 명의로 가입한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응답사례는 “무료인줄 알고 사용했는데

조사대상자가 부모인 경우와 다르게 청소년의 응

유료더라(부모).”, “[무료 게임 발송, 통화버튼클

답에서 특이한 것은 게임다운로드를 유도하는 문자

릭]같은 문자가 와서 컨텐츠를 다운 받으니... 더

에 의하여 무료인줄 알고 또는 정보이용료가 데이

기가 막힌 경우는 ...유료 컨텐츠를 저도 모르게

터통화료까지 포함한 금액인 줄 알고 사용했다가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청소년).”, “게임 다운

데이터통화료가 추가되어 많은 요금을 부담했다는

로드 문자를 받아서 무료인지...(청소년).”이다.

응답이다. 게임 다운로드 가격을 무료 또는 얼마라
고 표현할 때 정보이용료를 의미하여 데이터통화료

∙문자메시지로 온 무료 게임다운로드 안내로 사

는 따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일반 소비자들은 알기

용이 유도되어 무료인줄 알고 신청하거나 벨소

어려운데 특히 게임 다운로드를 주로 이용하는 청

리 다운 등 부가서비스가 무료인줄 알고 신청

소년에게 그 피해가 집중됨을 알 수 있다.

하였는데 요금이 청구되었다.

계약관련 지식문항 12번, 17번, 18번에 대한 정

대표적인 응답사례는 “게임 다운로드했을 경우

답률이 낮고, 또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하게 한 개당 3,000원...요금이 많이

게임 다운로드 과정에서 실제 정확하게 구분하지

나와서 알아보니 게임 다운로드하라는 문자가 와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냥 해봤고 무료인줄 알았다는 거였다. 나중이 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휴대폰 사용에 필요한 기본

금을 보니 기절할 뻔 했다. 아이에게 자세히 설명

정보를 모르거나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다운로드 절대 못하게 하

는 응답이 성인에 비하여 두드러졌다. “114에 상담

였다. 상술에 넘어간 것 같다. 아이도 이해를 했

받을 수 있다는 것”, “요금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

고, 지금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일종의 상술

지 모르고 있었는데 114에 전화하면 된다는 이야

피해라고 생각한다(부모).”이다.

기를 듣고 이제부터는 문제가 생길 때 114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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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답니다”, “AS와 관련된 정보: AS가 제공된다는

실제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새로운

사실, 무료라는 것을 뒤에 알게 되었다”고 이동전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생각에 들뜨고 휴대폰 디자인

화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는 응답사

등에 주로 신경을 쓰느라 정작 중요한 이동통신 서

례가 많았다. 또한 “언어가 너무 어려워요”, “번호

비스 계약 내용에는 신경을 쓰지 못한다.

이동이 번호를 바꾸는 것인 줄 알았어요”, “휴대폰
요금 청구서에 잘 모르는 것들이 나와서 지식검색을

“보통은 새 휴대폰을 구입한다고 들떠서 잘 보
지 않는데...(청소년)”

하여.”등의 용어가 어려웠다는 응답사례가 많았다.
가입자 뿐 아니라 사업자들도 판매에 관심을 쏟
4.3 소비자가 이동통신 계약시 알고 싶은 지식

아 정작 계약 및 이용에 필요한 핵심지식을 소비자
에게 충분히 전달하려는 노력이 소홀하여 사전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지식이 없어서 문제를 겪는 것

계약과 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불편하
다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으로 나타났는데, 소비자들이 모르는 계약 지식은

“요금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

다음과 같았다. 가입시 가입비 유무 및 분납, 요금

다.”,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

제, 요금체계 즉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 청소년 요

도...“, “ ...통신사에서 미리 그것을 말해주면 더

금제가 있다는 사실, 청소년 정액요금제 적용 항

좋았을 거라고...”, “차단서비스에 대해서도 ...”고

목, 무선인터넷 요금 부과체계, 기타 이용요금 부

응답하여 사업자들이 좀 더 자세히 계약 내용을 알

과체계), 의무 가입서비스(가입사실), 해지 신청을

려 주었더라면 하고 생각하였다.

하지 않으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요금이
부과되는 사실, 무료서비스 가입후 자동으로 유료

사용과정에서는 앞서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예

전환되는 사실, 무료폰 가입시 유료서비스에 의무

상치 못한 요금청구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새로운

가입하여 기간 만료 후 해지 않으면 계속 요금이

지식을 얻게 된다. 문제를 겪기 전에 정보들이 제

청구된다는 사실, 약정할인제, 무선 인터넷 차단서

공된다면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비스 등 차단서비스 신청, 가입시 무료․유료 부가

본 연구에서 이동통신 계약시 미리 알았더라면

서비스 구분, 이용 중 문자메시지로 온 게임이나

좋았을 지식이라고 청소년의 부모(243부)와 청소

벨소리 다운로드시 요금부과체계, 기업의 상담센터

년 당사자(319부)들이 생각하는 바를 묻는 주관식

외 다른 불만의뢰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문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하면 <표9>와 같다.

를 겪었다. 또한 부모의 경우 부모 명의 가입시 청

이는 앞서 2번의 연구문제에서 지식이 부족하여

소년 정액요금제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 미성년자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은 경험을 반영하는 응답내용

명의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가능사실을 몰랐으

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소비자의 이동통신에 대

며, 청소년의 경우 정보이용료가 무료인 것을 데이

한 지식 요구라 할 수 있다. <표9>의 내용을 보면

터이용료까지 무료인 것으로 알았거나, 휴대폰 사

가입비(가입비 유무, 가입비 분납 등 관련 정보),

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거나 용어가 어

약정할인제(약정할인이란?, 약정기간, 약정기간 해

려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 위약금 존재 및 액수), 요금제(가장 저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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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청소년 소비자의 이동통신 지식 요구
항목

세부 항목
가입비 유무

1. 가입비

가입비 분납 등 관련 정보
약정할인의 의미

2. 약정할인제

약정기간
약정할인 해지시 위약금 존재 및 액수
가장 저렴한 요금제

3. 요금제

청소년 요금제 존재
청소년 요금제 적용 항목(별도 요금 부가 항목 분명히 설명) 및 세부 내용
게임 다운로드 관련 요금

4. 요금 부과체계

음악 다운로드 관련 요금
인터넷 접속요금(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알기 쉽게 설명)
이벤트시 통화요금 부과 여부 및 내용
가입여부
무료와 유료서비스 구분

5. 부가서비스

상세 내역
해지 방법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존재

6. 차단서비스 신청
7. 부모 알리미 서비스

수신자 부담전화 차단서비스 존재
이용요금 부모 알리미 서비스
성인 컨텐츠 이용 부모 알리미 서비스
청구서의 용어

8. 난해한 용어
9. 휴대폰 기기
10. 기타

기타 어려운 용어
기능/장단점
가격비교정보(가장 싸게 구입하는 방법)
명의를 바꿀 때 내장칩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

요금제, 청소년 요금제 존재, 청소년 요금제 적용

와 유료서비스 구분, 상세내역, 해지방법), 무선

항목(별도 요금 부가 항목 분명히 설명) 및 세부

인터넷 차단서비스 등 차단서비스의 존재, 부모 알

설명), 요금부과체계(게임 다운로드 관련 요금, 음

리미 서비스(이용요금 부모 알리미 서비스, 성인

악 다운로드 관련 요금, 인터넷 접속요금(정보이용

컨텐츠 이용 알리미 서비스), 난해한 용어(청구서

료와 데이터 통화료), 부가서비스(가입여부, 무료

의 용어 등 기타 어려운 용어), 휴대폰 기기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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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장단점 및 가격비교정보, 기타 명의를 바꿀 때

지식은 주로 요금제와 관련된 것이다. 요금과 관련

내장칩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 등의 정보가 소비

하여 계약시 또는 이용시 몰랐다가 요금이 청구되

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로

는 문제를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

나타났다.

을 늘여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이로 볼 때 사전에 스스로 정보를 찾거
나 판매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지식을 얻는 것이

Ⅴ. 논의 및 제언

아니고 문제를 겪으면서 사후에 지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결국 지식증가에 비싼 교육비를 지
불하는 셈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섯째, 따라서 소비자들이 가입 전에 미리 알았

첫째, 청소년 소비자의 이동전화 계약관련 지식 수

더라면 좋았겠다고 하는 지식은 가입비, 약정할인

준이 청소년 본인(정답률: 50.5%) 및 부모(정답

제, 가장 저렴한 요금제 및 청소년 정액요금제 관

률: 54.9%) 모두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련 요금제, 게임이나 음악 다운로드 및 인터넷 접

인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현재 지식 수준보다 첫

속요금 등 요금부과체계, 부가서비스 가입 및 유무

가입 당시의 수준은 더욱 낮았다. 본 문항의 구성

료 구분, 무선 인터넷 차단서비스 등 차단서비스의

내용이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시 알아야할 기본적인

존재, 부모 알리미 서비스, 청구서의 용어 등 기타

지식임을 고려해볼 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어려운 용어, 휴대폰 기기의 기능/장단점 및 가격

수 있다.

비교정보 등이다. 이러한 내용이 소비자들이 가입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아주 미미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지식이 약간

전에 미리 알기 원하는 정보이면서 동시에 가장 기
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변인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소

즉 이동통신은 전문적인 신규서비스로서 급속하게

비자교육 및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

변하는 등 그 특성상 계약관련 지식수준에 있어서

저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구입 및 이용과 관련한 정

변인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든 소비

보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소비자들은 이동

자의 계약 관련 지식 수준이 낮았다.

전화 가입시 사전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여 사용

셋째, 청소년의 지식 수준이 부모 보다 좀 더 낮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지식이 늘어나

았으며, 가입 당시 계약 지식은 현저히 낮아(정답

는 양상을 보였다. 소비자비용과 문제감소를 위해

률: 37.1%) 가입 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서는 사전에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꼭

경험하며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식이 늘어

제공되어야 될 지식은 가입비(가입비 유무, 가입비

나는 것으로 보인다.

분납 등 관련 정보), 약정할인제(약정할인이란?,

넷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가입후 사용 초기에

약정기간, 약정기간 해지시 위약금 존재 및 액수),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그 결과 과도한 요금을 예

요금제(가장 저렴한 요금제, 청소년 요금제 존재,

상치 않게 부담하고 있었다. 청소년을 포함해서 모

청소년 요금제 적용 항목[별도 요금 부가 항목 분

든 이동통신 서비스 소비자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명히 설명] 및 세부 설명), 요금부과체계(게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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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로드 관련 요금, 음악 다운로드 관련 요금, 인터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반 소비자들이 잘 몰라서 정

넷 접속요금(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 부가서

보이용료만 무료인 것을 데이터 통화료까지 무료인

비스(가입여부, 무료와 유료서비스 구분, 상세내

것으로 알고 잘못 이용하여 요금이 과다 부과되는

역, 해지방법), 무선 인터넷 차단서비스 등 차단서

경우가 빈발하고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스의 존재, 부모 알리미 서비스(이용요금 부모

소비자 중심의 요금 부과체계와 알림 방법으로 바

알리미 서비스, 성인 컨텐츠 이용 알리미 서비스),

꾸어야 된다. 예를 들어 정보이용시 정보이용료와

난해한 용어(청구서의 용어 등 기타 어려운 용어),

데이터 통화료를 함께 묶어서 소비자가 실제 지불

휴대폰 기기의 기능/장단점 및 가격비교정보, 기타

하는 요금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

명의를 바꿀 때 내장칩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 등

될 수 있다.

이다.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 얻거나

넷째, 청소년 소비자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전

계약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꼭 설명해주도록 하여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야 한다. 소비자교육 자료 작성시에도 이러한 항목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요금제에 대한 기본 정보

을 꼭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동통신을 처음 사용

가 있어야 요금제 비교 선택능력이 있을 수 있으

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그 이전에 교육이 이루어지

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권유하는 요금제를

도록 교육시기를 선택해야한다.

그대로 따르는데 불리한 요금제일 경우가 많다. 그

둘째, 이동전화 실사용자 확인 및 실사용자가 청

리고 유료, 무료부가서비스 구분, 무선인터넷 이용

소년일 경우 실사용자 명의의 계약 의무화 도입을

시 요금 부과체계, 계약 해지, 차단서비스 신청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

부모 알리미 서비스 신청 등 매우 기본적이 사항에

본인 명의 가입 후 청소년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대한 실질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표시․광고법

요금 할인 및 차단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상 중요정보공개제 적용이 가능하나 공정거래위원

주어진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동전화의 실사용자가

회의 고시에 의하면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중요

청소년인지 확인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사업자 등

정보가 고시되어 있지 못하여 동법에 의한 실효성

에게 휴대폰 실사용자를 확인할 의무, 실사용자가

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약관규제법상

청소년일 경우 실사용자의 명의로 계약하는 것을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가

셋째, 무선인터넷 요금 부과체계 및 이를 소비자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에게 알려주는 체계를 개선해야한다. 인터넷 요금

상 중요정보 고지의무4)가 규정되어 있으나 고지라

부과 체계가 정보이용료(컨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지

는 애매한 용어로 되어 있어 계약서에 기재해 놓은

불하는 정보이용에 대한 댓가)와 데이터 통화료(이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사업자가 주장할 우려가 있으

동통신사에 지불하는 망 접속에 대한 댓가)로 구성

며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용약관

4) SKT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의하면 ‘제9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
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
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KTF, LGT 이용약
관도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다(2009. 4. 8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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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제공 항목이 구체성이 떨어

대학생 고객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지며 청소년 요금제의 존재 유무 및 요금부과체계,

김시월, 김유진(2008),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가치와 소비

인터넷 요금 부과체계 등 꼭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행동과의 관계-이동전화 소비행동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지’라는
용어 보다 ‘설명’이라는 용어가 설명의무의 취지에
적합한 표현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가입 및
이용관련 지식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반드시 설명하
도록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그 실효성 제
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소비자가 계약시 필요한 기
본적인 정보 없이 이동통신에 가입하고 사용함으로
써 예상치 못한 많은 피해를 입고 그 과정에서 사
후에 지식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계약시 청소년 소비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적절히 주어져 사전에 청소년 이동통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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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숙․양덕순

A Study on Contract Knowledge and Consumer Problem of
Young Consumer in Buying and Using Mobile Phone Service
Insook Song․Deoksoon Y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much contract knowledge for mobile phone
services young people and their parents have, to investigate what kind of problems they
experience due to the absence of the knowledge, and to explore what kind of knowledge they
want to know before their buying and using mobile phone services. Based on results of our
survey study, we try to suggest policy direction and necessary education for young consumers
and their parents in mobile phone service.
Because parents play usually important roles for the reduction of young consumers’
problem in using mobile phone service, they also were included in the survey. Data were
gathered through the internet survey and total 699 samples from 350 parents and 349
young people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the young people and parents’ knowledge level of mobile phone service contract is
low(the rate of right answer: young consumers 50.5%; parents 54.9%) and in particular,
their contract-related knowledge level at the time of first purchasing is even lower. When
we consider the questionnaire survey is consisted of basic and important items in purchasing
and using mobile phone services, the cognitive problem should be treated as very serious.
Second, the difference of contract knowledge level by the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is a
little. Mothers’ knowledge level about the purchasing and using mobile phone service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the fathers. Regardless of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consumers’ contract
knowledge level about that is low generally, because mobile phone service must be new, professional
Insook Song / Professor, Departmen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oksoon Yang / Research Fellow,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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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apidly changing service.
Third, the contract knowledge level of young consumers(the rate of right answer: 37.1%)
is lower than the parents’ at the time his/her first purchasing. They seem to increase
knowledge through experiencing problems.
Fourth, Owing to the lack of knowledge, consumers have paid an excessive charge for the
mobile phone service. The important knowledge of the mobile phone service is the charging
system. Consumers did not know the charging system at the time of contracting or using the
service, and they were getting more knowledge through trial and error.
Fifth, Consumers did not gain knowledge from the explaining of salesperson or search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mobile phone service for himself, but they were getting more
knowledge through the bitter experience. So they have paid expensive education costs for
the knowledge.
Sixth, the basic contract-related knowledge’s young consumers and parents want to know
before signing up are start-up fee, discount rate, special charge for young people, billing
system such as internet access charge and game(music) download charge, additional services,
distinction of charged service and free service, the presence of blocking services such as
wireless internet service, a parent alert service, billing terminologies, and comparable price
information about the phone devic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e propose the consumer education and policy
about the mobile phone service as follows. First, Consumers need to receive information
about the purchase and the use of mobile phone services. Second, it needs to introduce the
legal duty of confirming who uses it actually. In case a young consumer in fact uses a
mobile phone service, we need to review an introduction of mandatory contract as the name
of the user. Third, we also should improve the charging system about the wireless internet
service and the system to inform of it consumers. Fourth, it should b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at the operator obligates to provide the important information for him/her,
before a young consumer or his/her parent makes a contract of mobile phone service. We hope
to reduce their problems, as young consumers get the important information at the time of
the contract of mobile phone service.
Key words: Mobile phone service, Contract-related knowledge, Consumer problem, Young
consumers, Commun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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