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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첨단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및 사용 행태 관점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열린 시각을 지닌 고도 기술 보유국이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타 국가 대비 
다양한 전자 기기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기술의 Interchangeable Use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고, 새로운 형태의 전자 기기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85%의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보유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음 

– 타 국가 대비 데이터 활용범위 및 이용량이 월등히 높음 

– 스마트폰 및 태블릿 비사용자들의 향후 구매 의향이 높음 

– 태블릿 보유율은 미국 및 유럽 국가 대비 낮지만, 사용자들의 일부 활용성은 월등히 높음 

•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미디어 유형은 영화관람, SNS와 같은 인터넷 사용, TV 시청 등이 있음 

• 비디오게임 콘솔 보유율은 타 국가 대비 낮은 반면, 휴대폰 및 PC 게임 이용량은 현저히 높음 

• 타 국가 대비 온라인 광고에 영향을 많이 받진 않지만, 본인의 Needs에 부합한다면 광고에 노출될 
의향이 가장 높음 

– 타 국가 대비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가장 높음 

•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하여 상품구매를 하고 있음 

– 빌보드 및 블로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구매 결정 과정에 눈에 띄게 높은 영향을 미침 

• 대한민국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인터넷이 연동된 유료 TV를 사용하고 있음 

• DVR 보유율은 Survey 실시 국가 중 가장 낮음 

Summary of Key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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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in the Globe 

스마트폰 

보유율 

미디어 

활용 

제품구매 

No.1 
Korea 

스마트폰 

활용도 

인터넷 

활용도 

태블릿 

활용도 

스마트폰 보유율 1위 (85%) 

태블릿 주요 기능 30개 中 9개 

항목 활용도 1위 

스마트폰 주요 기능 30개 中 

23 개 항목 활용도 1위  

인터넷 주요 활용 기능 17개 

中 5가지 항목 활용도 1위 

디지털 미디어 활용한 제품 

구매율 1위 

• 웹 검색 기능 활용도 1위 (72%) 

• 온라인 뉴스 기사 구독률 1위 (69%) 

• 음악 감상 사용률 1위 (62%) 

• 게임 사용률 1위 (55%) 

• 온라인 뱅킹 활용도 1위 (38%) 

• 온라인 TV 프로그램 시청률 1위 (37%) 

• 구매 결제 활용도 1위 (32%) 

• 위치 기반 서비스 사용률 1위 (26%) 

• 스포츠 시청률 1위 (24%) 

• 영화 감상 사용률 1위 (21%) 

• 제품 검색 활용도 1위 (62%) 

• 영화 감상률 1위 (45%) 

• TV 시청률 1위 (44%) 

• 스포츠 시청률 1위 (34%) 

• 지도 활용도 1위 (29%) 

• 영화감상 위한 스트리밍 활용도1위 (47%) 

• 컨텐츠 검색 위한 블로그 활용도 1위 (33%) 

• 컨텐츠 검색 위한 뉴스 제공 웹사이트 활용도 
1위 (35%) 

• 선호 TV 프로그램 웹사이트 활용도 1위 (23%) 

• 온라인 게임 사용률 1위 (19%) 

• 인터넷 제품 구매율 1위 (5%) 

• 데스크탑 및 노트북용 게임 구매율 1위(34%) 

• 태블릿 이용한 일반 제품 구매율 1위 (27%) 

• 스마트폰 이용한 디지털 제품 구매율 1위 (19%) 

• 스마트폰 이용한 일반 제품 구매율 1위 (14%) 

• 모바일 게임 기기용 게임 구매율 1위 (8%) 

• 태블릿을 이용한 잡지 구독 선호도 1위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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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Survey는 딜로이트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산업그룹에서 주관한 일곱 번째 

서베이이며, 글로벌 시장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다섯 번째 서베이임 

–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금년 (’13년) 최초 시행되었음 

• 네 개 세대 및 연령 별 다섯 개의 그룹에 초점을 맞춘 본 Survey는 14세 이상 소비자들이 미디어, 

제품/서비스, 모바일 기술, 인터넷, 광고 및 소셜 네트워크에 관한 전반적인 태도, 상호작용 및 미래 

소비자 선호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  

– 한국은 47세 이상인 Boomers와 66세 이상인 Matures를 통합하여 총 4개 세대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 독립 리서치 기관에 의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진행된 본 Survey는 10개 국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조사되었음  

–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등 10 개 국가의 20,315명 소비자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하였음 

– 모든 지역 및 연령대에 걸쳐 동일한 질문들이 주어졌으며 설문의 현지화 작업을 위해 질문들은 각 나라 

모국어 사용자들에 의해 수정되었음  

– 모든 데이터는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인구조사 자료에 기반하였음 

• 연도와 세대에 걸쳐 최소 5%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에 주목하여 의미 있는 차이를 찾아내었음 

Introduction: State of the Media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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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미국 

국가 별 전체 

인터뷰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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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ing ’Bout the Generations 

SOMD Survey는 네 개 세대 및 연령 별 다섯 개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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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별 한국 인구 분포1) (단위: 백만 명, %) 

Trailing  

Millennials  
Ages: 14-23 

Birth Years:  

1998 -1989 

Leading  

Millennials 
Ages: 24-29 

Birth Years: 

 1988 -1983 

Generation 

X (Xers)  
Ages: 30-46 

Birth Years:  

 1982 -1966 

 

Boomers 
  

Ages: 47-65 

Birth Years:  

1965 -1947 

Matures 
  

Ages: 66+ 

Birth Years: 

1946 and prior 

1) 2012년 통계청 자료; 세대 별 인구 수 및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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