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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대중화된 지 6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보편화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비자 전자기기가

되었다. 딜로이트의 2019 세계 모바일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 시장에서는 성인 중 약

90%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95%가량이 스마트폰을 매일 사용한다. 스마트폰의 놀라운

성공의 결과로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에 다다랐고, 대부분의 선진 시장에서 도입 수준이 정상적인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스마트폰 도입의 성장은 미미할 가능성이 크며, 시장은

판매량 면에서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또한 6개 대륙의 28개국에서 44,15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과

액세서리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도약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및 액세서리와 함께 스마트폰 매출이

2020년에 총 1조 달러에 다다르리라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과 앱, 액세서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올해 조사에서는 다섯 가지 주요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폰은 많은 이들의 삶에 필수품이 되었다. 스마트폰은 많은 이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 박혀있다.

스마트폰 자체에서 가용한 앱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스마트 스피커를 설정하고, 피트니스 트래커로 수집한 데이터를 표시하고, 보안

카메라로 찍힌 사진을 중계하고, 스마트워치에 나타나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어폰으로 재생되는 음악을

저장하며, 스마트 조명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 소비자가 이러한 부수적인 기기를 더 많이 구입하면

할수록, 스마트폰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더 많이 사용된다.

스마트폰은 앞으로도 수년간 투자 예산의 초점으로 남을 듯하다. 2019년에는 약 14억 대의

스마트폰이 출하될 전망이며, 이는 다른 어떤 기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다. 스마트폰 시장이 워낙

광대하다 보니, 새로운 프로세서, 머신러닝 능력, 컴퓨터를 이용한 사진 기법(computational

photography), 디스플레이 기술, 연결성 등에 대한 투자가 다른 종류의 기기보다 스마트폰에 더

집중될 듯하다.

스마트폰 앱과 액세서리 시장은 거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판매수량에 변동이 없다

할지라도 더 폭넓은 스마트폰 경제, 즉, 스마트폰을 위한 하드웨어, 콘텐츠, 서비스의 매출은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승수효과(smartphone multiplier)”의 매출은 2020년에만 US

$4,59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리라 예상되며, 이는 전년도보다 15%(US $580억 달러) 더 높다.

스마트폰 판매가 2020년에 US $4,840억 달러의 수익을 내리라 예상되는 가운데,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승수 효과를 포함한 전체 스마트폰 생태계는 US $9,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을 전망이다.

스마트폰 승수 효과의 두 가지 주요 상품 범주인 무선 헤드폰과 무선 충전이 상대적으로 초창기이고,

지금까지 스마트폰 소유자 중 소수만이 이러한 제품들을 구입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승수 효과의 총

가치는 중기적으로 성장하리라 예상된다.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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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데 대해 걱정하지 않는 듯하다.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욱 필수적인 존재가 되면서 많은 연구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언제,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왔다. 과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잠에서 깬 지 30분 이내에

스마트폰을 잡았고, 더 젊은 연령층의 소비자들은 밤에 불을 끈 후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고려할 때, 본 설문 조사의 응답자 중 자신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놀랍지가 않다. 올해 선진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48%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이는 흥미롭게도 작년 조사 결과와 같은 비율이며 심지어 재작년 조사

결과와도 같은 비율이다.

게다가, 과잉사용자들은 과도한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음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더 잘 통제하는 데 무관심한 듯하다. 예를 들어 불과 6%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스크린

타임 추적기를 사용하는데, 이는 스스로 과잉사용자라고 응답한 48%에 훨씬 못 미친다. 스마트폰, 혹은

스크린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데 대한 우려가 부풀려진 탓일 수도 있다.

스마트폰은 게임을 하기에 좋다. 휴대폰과 게임은 언제나 매력적인 콤비이다. 흑백 화면에 숫자

키보드를 가진 GSM폰의 “캔디 바” 시절에도,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임은 차별화 요소였다. 게임은

그때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다. 휴대폰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며, 게임은 환영받는 오락거리이다.

스마트폰 소유자들은 하루의 모든 시간대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다. 올해 조사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15%가 잠에서 깨자마자 게임을 한다고 답했고, 4분의 1은 통근 중에 게임을

하며, 65%는 집에서 쉬면서 한다고 답했다. 영국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수의 남성과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비디오 게임을 한다고 답했으나, 성별에 따라 게임의 장르가 다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캔디 크러시와 같은 캐주얼한 게임을 선호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반면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남성의

18%,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의 3%가 스포츠 타이틀 게임을 즐긴다. 한편 게임을 하는 남성 중 16%,

대조적으로 여성 중 4%가 아스팔트 9와 같은 자동차 경주 게임을 한다.

소비자들은 때때로 약관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개인정보에 관한 부정적인 사례와 심각성이 증가했다. 유럽 국가들 또한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아래에서 첫해를 보냈다. 이 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시민들이 그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뉴스나 GDPR의 도입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듯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지난

12개월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자들이 공유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범위는 증가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개개인이 소유한 연결된 기기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기기들의 대부분이 제3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앱이나 기기에 관련된 약관을 충분하게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성인의 약 80%가 약관을 거의 읽지 않는다.

소셜 네트워크 사용량도 변동이 없거나 미미하게 증가했다. 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이름을

절대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의 대부분이 적어도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전화번호를 절대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람들 중 대부분은 적어도 하나의 인스턴트

메시지 사이트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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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공유의 증가는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뉴스 보도는 주로 개인정보 공유의 혜택보다는

단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모든 기술의 적용은 유익하거나, 유해하거나, 혹은 그 사이 어디쯤일

수 있다. 심장마비 발생 시 의료진에게 건강 관련 데이터를 전송하는 스마트워치는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킹당한 스마트폰이나 PC 카메라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는 비밀

감시에 이용될 수 있다. 웹캠은 직장인들이 낮 시간에 애완동물이나 아이들을 보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모두 개인정보 공유에 의존하지만, 의도는 상반된다.

요점은 스마트폰의 미래 궤도가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긍정적이란 점이다.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스마트폰 경제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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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세계 모바일 소비자 조사에 대해

딜로이트 모바일 소비자 조사는 디지털 행동 트렌드에 대한 세계 최대의 다국가 조사이다. 이 연례

조사는 스마트폰 혁명의 여명기인 2010년에 시작되어, 스마트폰의 누적되고 있는 영향력을

추적해왔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조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추적했다. 2010년대 중반에 본

연구는 또한 부수적인 기기가 스마트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는 보통

스마트폰으로 설정되고 제어되는 스마트스피커 등의 소비자 사물인터넷 기기 같은 제품을 포함했고,

스마트폰과 결함함으로써 유용성이 엄청나게 향상된 피트니스 트래커, 스마트워치 등의 웨어러블

같은 제품을 포함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스마트폰이 선진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에서도 거의

보편화됨에 따라, 우리는 스마트폰의 일부 사회적 영향을 추적해왔다.

주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대한 지역적인 종합 결과뿐만 아니라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들

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www.deloitte.com/insights/mobile-

survey). 국가별 보고서는 수집한 모든 데이터의 하위 집합을 포함하고 있다. 추가적인 데이터 집

합도 요청 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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