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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 인사이트 

최근 디지털 미디어 사용 추세와 시사점  

 

정성일 전무 / 딜로이트 컨설팅 

고려대학교 수학과 학사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 산업 리더로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전무 및 

(유)DA Solutions 대표이사 겸 Technology 리더를 맡고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딜로이트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10개국 소비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디지털 
미디어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젊은 층뿐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국으로 나타났다. 고도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기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기술의 교차사용율’ 
또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새로운 기기에 대한 수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보유 및 
활용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컨텐츠 유통 채널의 다변화에 대응하라  

국내소비자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기기로는 조사대상의 90%가 보유한 평면 TV가 꼽혔으며, 
스마트폰(85%)과 데스크톱 PC(84%), 노트북(68%) 순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과 데스크톱 PC 보급율은 조사대상국 
중 1위였고, 각각 다른 국가와 10%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스마트폰은 66세 이상 연령대에서도 77%가 가지고 있을 



 

만큼 전 세대에 걸쳐 다른 나라들을 압도했다. 

향후 1년내에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기기로는 스마트폰을 필두로 노트북, 평면 TV, 태블릿이 꼽혔다.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용도는 영화관람(52%)이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을 통한 사교와 취미활동(51%), TV시청(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인터넷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동영상을 더 볼 것(79%)이라는 답변도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의 66%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유료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TV(65%)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 역시 30%에 육박했다. TV를 
제외한 기기의 활용은 앞으로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기업의 컨텐츠 유통과 광고 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소비자들 사이의 소통을 주시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을 다변화하라  

TV를 보면서 다른 활동을 하는 시청자가 75%에 달했다. 동시에 수행하는 활동으로는 인터넷 서핑과 문자 보내기, 
전화통화 및 쇼핑의 비중이 높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TV의 구매 및 활용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친구의 추천이었으나,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문자메시지 광고 역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구매 후기 및 평점이 구매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이메일 광고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광고 
역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에 주목하라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면서 게임을 즐기는 세대의 폭이 넓어졌다. ‘누군가와 함께 같은 가상공간에서 게임을 즐긴다’는 
답변이 41%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고, 이 중 55%가 매주 1회 이상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스마트폰 게임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53%에 달했다. 게임 컨텐츠의 유통에 
스마트폰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PC나 콘솔을 통해 게임을 즐기는 기존 방식에 급속한 변화가 일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라 

모바일기기 보급 포화상태에 근접한 국가라는 평가에 걸맞게 세계 최고수준의 스마트폰 보급율을 보였다.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소비자의 45%도 앞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해, 평균 10%대를 기록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휴대전화의 활용가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은 데이터 사용(56%)과 통화(34%), 문자(10%) 순으로 답해, 
통화 기능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한 다른 나라 소비자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스마트폰에 본래 내장된 기능 



 

외에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혜택을 
적극적으로 누리고 있다. 이는 첨단기술과 노하우로 무장한 국내 제조사의 지속적 혁신과 우수한 품질의 통신환경, 
뛰어난 디지털 컨텐츠의 합작물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디지털기기 활용패턴을 만족시키고 이를 통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확대를 꾀하기 
위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고품질의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새로운 유통경로 개척 등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선도할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향후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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