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매체화와 스마트화의 진전으로 미디어  

이용행태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전통적 매체의 스마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경쟁압
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시장구도에 큰 변화를 가능

모바일 스마트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시장구조 재편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의 변화 

?! 



‘TV 시청’ 의 예를 들어 이용행태의 변화

TV는 시청의 대상에서 벗어나, 인터넷 연결성에 기초한 정보검색이나 SNS 이용 등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다중매체로 변신 중

TV시청이 TV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인지,  

TV를 물리적으로 본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료하지 않게 됨.  



스마트 시대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고 “계량화”하는 작업이 중요

  



                     

통신망 또는 방송망을 타고 흐르는 영상 등  
각종 정보를 통칭하는 용어. 원래는 책이나 
논문 등의 내용이나 차례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올바른 정책수립과 시장의 변화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고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는 다층적 계층구조를 지니며, 이를 크게  

                             콘텐츠, 패키징(packaging), 플랫폼/네트워크, 기기/매체의 계층으로 나누어 진다

콘텐츠는 이 같은 디지털화된 정보를 말하며  
콘텐츠산업은 각종 프로그램이나 CD롬 등  
문자, 소리, 영상등 융합된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산업을 말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07498&ref=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07498&ref=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51088&ref=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51088&ref=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51088&ref=y


                 다층적 계층구분 접근 

      

다층적으로 분해하여 보여주고 있음

  
TV방송 프로그램 시청의 예를 들어 미디어 이용행위를

미디어 이용행태를 콘텐츠, 패키징, 플랫폼/네트워크,  
기기/매체로 분해하여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실시간/비실시간, 
패키지미디어 여부 
등 패키지 속성 

  
플랫폼 사업자의 
물리적 네트워크, 
유/무선,일방향/양방향 
등 콘텐츠 전달방법 

단말기나  
종이 등의 매체 

                      
 개인/미디어 기구가 제공, 생산하는 콘텐츠의 종류 



- 장소를 기입하도록 하여 시간과 공
간을 모두 고려한 입체적인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이 가능 

KISDI에서 2010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에서는 미디어 다이어리(media diary) 기입 방식을 통해서  

미디어 이용행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수집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 조사 대상자들은 미디어 다이어리를 3일간 작성하며, 해당 일에 
   이용한 기기/매체를 선택한 뒤에 보기카드에서 행위와  
   연결방법의 코드를 15분 단위로 기입함 
 
- 기입된 코드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미디어 이용행위와 관련된  
   콘텐츠, 패키징, 플랫폼/네트워크, 기기/매체를 분리해낼 수  
   있도록 디자인함 
 
- 장소를 기입하도록 하여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고려한 입체적인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이 가능 



‘시간대’별 미디어 이용행태

그 이유는 동시간대에 왕성한 TV이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출처: KISDI 미디어 다이어리 

TV 197분   

컴퓨터  
 73분 

전화기  
 67분 

기타 
50분 

총 387분 
매체 이용시간이 가장 왕성한 시간대는  

오후 8시~오후 11시로 시간당  
약 32분에서 37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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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17.3% 
  1.3% 

TV 

컴퓨터 
전화기 
기타 



저녁뉴스 방송시간대로 볼 수 있는 오후 9시~오후 10시 사이에는 약 27분의 높은 수치를 기록함 

(전체 응답자 기준, 단위: 분) (전체 응답자 기준, 단위: 분) 

TV는 특히 오전 7시~오전 11시, 오후 7시~밤 12시 사이에 월등히 높은 평균 이용시간을 보인다. 



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
de=LPOD&mid=tvh&oid=052&aid=0000
440408 



    주말에는 여가활동의 증가로 차량 내 미디어 이용의 점유율은 증가한다. 

(전체 응답자 기준, 단위: 분) 

TV는 주말에 이용량이 25% 이상 증가하며 주말 전체 이용시간의 약 59%를 차지하는 핵심 매체이다. 

주말, 여가활동의 증가 



저녁뉴스 방송시간대로 볼 수 있는 오후 9시~오후 10시 사이에는 약 27분의 높은 수치를 기록함 

(전체 응답자 기준, 단위: 분) 

(전체 응답자 기준, 단위: 분) 

TV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TV/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일평균 209분) 범주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주말에는 실외활동이 증가하므로 공간미디어 관련 콘텐츠의 소비는 증가 

(단위: 분) 

오락성이 높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소비는 주말에 증가 

업무 관련 작업 감소와  

대면 접촉의 증가로 



일반 휴대폰 대 스마트폰 비교 

 이용자 특성 비교 

(전체 응답자 수: 6737, 2010년 9월 기준) 

스마트폰 및 일반휴대폰 보유율 비교 

일반 휴대폰 
80.8%(5,445명) 

스마트 폰 
 6.8%(457명) 

기타 
12.4% 
(835명) 

스마트폰 및 일반휴대폰 성별/연령별 보유율 비교 

(단위: %) 



휴대폰 시간대별 이용시간량 비교 

 이용자 특성 비교 

(사용자 기준, 단위: 분) 

스마트 폰과 일반휴대폰 평균 이용시간량 비교 

스마트폰은 약 99분, 일반휴대폰은 약 70분을 사용 

이용자 ‘노출도’에 큰 영향을 받는 시장도 점점 더 ‘모바일 매체 중심’으로 이동하게 될 것 

매체 간 경쟁에서 주도권이 스마트폰으로 이동되고 있음 

! 



연결방법 비교 

 연결방법 비교 

Wi-Fi를  통한 연결 비중은  43.6%, 

2G/3G무선  인터넷 연결 비중은  55.5% 

향후 스마트폰의 확산을 위해서는 Wi-Fi망과 같은 우회망의 확충이 더욱 필요 

(단위: %) 

스마트폰과 일반휴대폰 연결방법 점유율 비교 

스마트폰의  인터넷 연결방법 중 



이용 콘텐츠 비교 

스마트 폰과 일반휴대폰 이용 콘텐츠 비교 

(단위: %) 휴대폰의 전통적인 통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문자/이메일의 비중은  

일반휴대폰에서 97% 에 이르나,  

스마트폰에서는 80% 정도에 그침 

 

스마트폰에서는  

‘온라인검색/ 소셜네트워크  
온라인상거래’(5.9%),  
‘영화/ 동영상/  UCC/음악(음원) 
사진’(5.4%),   
‘TV/라디오방송 프로그램’(3.6%)   
의 비중이 크게 증가 

매체 전반에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결 론 

멀티플랫폼화 및 스마트화되는 시대에는 보다 

정교한 데이터 수집틀과 분석체계가 필요 



‘감 사 합 니 다 ‘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