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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된 모바일 

언젠가부터 항상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놓고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에서 밤 사이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는 습관이 생긴지 오래되었다.  

딜로이트는 매년 전 세계 국가 중 모바일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를 대상

으로 디지털 기기 측면, 접속역량(속도) 측면, 통신사업자 측면, 서비스 측면 및 사

용자 활동 측면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도 우리나라(2,000명)

를 포함하여 22개국 37,00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여전히 대한민국은 각 항목 대부분에서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활용 국가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당 하루 최소한 25회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 횟수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폰은 일상 생활에 있어 절대 빠질 수 없는 도구 중 하나로 자

리매김하였다. 전반적으로 4G/LTE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

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보안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부 서비스

(매장 내 결제 등)의 사용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통신 비용, 기

기 가격 등에서 민감하여, 저렴한 스마트폰인 알뜰폰 가입자 증가, 할인 폭이 큰 

요금제를 따른 통신사 변경, 더 이상 콘텐츠나 앱을 사기 위해 돈을 쓰지 않는 경

향도 뚜렷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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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s : Ownership of Smartphone/Tablet 

대한민국은 최고 수준의 통신 서비스 및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여전히 전 세계에

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88%, 조사국 중 2위)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로, 국

민들 역시 스마트폰의 성능과 기능에 민감하고,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2/3가 지난 5년간 2회 이상 기기 교체

를 했으며, 응답자의 65%가 향후 더욱 자주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태블

릿,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 폰 구매 시 고려사항으로는 기기 가격, 월 요금, 배터리 수명 및 

4G/LTE 지원 여부 순으로 나타났고, 휴대폰 브랜드의 충성도는 전년 조사에 비해 

삼성과 애플의 선호가 더욱 늘어나 타 브랜드의 점유율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

러났다. 

 

세계 최고의 통신역량 

보유 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섬세한 

요구사항 및 높은 

기대감이 최고 수준의 

모바일 기기를 만들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분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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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vity : Wi-Fi & 4G/LTE 

사용자 대부분이 속도에 매우 민감하고, 4G/LTE 보급과 이를 지원하는 요금제로 

인해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에 있어 WiFi와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구분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경우,  모바일 네트워크 활용이 상당

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4G/LTE의 보급 확대는 

속도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줬으며,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활용도를 

자랑하는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4G/LTE 사용자의 60%는 이동 중 정보 검색 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타 국가에 비해 스마트폰의 기능을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

으로 나타나, 향후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에 대한 관심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4G/LTE 미사용자의 가입 의향 역시 전년(59%) 대비 상승(62%)하였으며, 기

능의 활용 계획에서도 현 사용자들과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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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ors Dynamics, MIM/SMS 

알뜰폰으로 불리는 MVNO 가입자는 전년 대비 5%에서 8.5%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통신사의 선택 기준도 다양한 할인, 저렴한 기기 가격 등의 통신비용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변경 사유에서도 요금제 등 가격 요인이 품질, 고

객지원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3년간 54%의 고객이 통신사를 변

경하였으며, 16%의 고객만이 통신사 변경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통신사에 대

한 고객 로열티는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알뜰폰 시장의 확대, 

글로벌 IT기업들의 

통신서비스 진출, 고객의 

잦은 이동 등은 기존 

통신사의 상품 구조의 

변화는 물론 전반적인 

전략의 재수립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 중, 가정용 인터넷, 유선 전화의 가입률

이 가장 높고, TV/영화/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케이블 또는 위성 TV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나 향후 추가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가입자의 대부분(74%)은 

추가 할인 등을 비용절감 효과를 위해 가입했으며,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거나, 추

가 가입의향이 없다고 한 사용자가 전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통신 시장의 

정체를 예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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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Payment 

대한민국은 모바일 뱅킹 활용도 측면에서 중국(88%) 다음으로 세계 최상위 사용 

국가(76%)로 조사되었으며, 잔고 확인, 온라인 구매, 송금 등에 스마트폰을 활용

하고 있으며, 매장 내 결제에 있어서는 절반 이상의 사용자가 보안에 대한 확신 없

이는 사용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 중 대중교통

(58%), 택시비(43%), 주차비(26%) 등 교통관련 비용 지불에 유용하다고 응답했

으며, 그 외 식사/음료, 쇼핑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결제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안 기술의 개발과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pps & Contents 

전 세계적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앱에 대한 구매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우

리나라의 사용자 역시, 한 달에 한 개의 앱도 다운 받지 않는 사용자가 2013년 

2%에서 2014년 35%로 급증하였고, 음악, 게임 외에는 더 이상 앱 구매에 돈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 좋은 앱들은 

사용자들의 콘텐츠 구매  

행태를 변화시켜 왔지만, 

최근 들어 차별화되지 

못한 앱의 양산은 더 이상 

사용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으며, 웨어러블 

등과 연계를 통한 킬러 

앱(Killer App)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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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는 음악(50%), 게임(49%)이 압도적

으로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저장된 TV/영화 시청(28%), 온라인 TV/영화 스트리

밍(27%), 음악 스트리밍(27%) 등 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에서 중장년층까지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지만, 게임을 위해 실제로 돈을 쓰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스마트폰 광고는 긍정적 반응 보다 대체로 무시되거나, 읽지 않고 삭제 되

는 등 부정적 반응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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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는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했으며, 사회 전반의 서비스 역시 모바일 기반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활용도 측면에서도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른 보급률과 사용률을 보이고 있으

며,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의 대부분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잘 활

용하는 국가로 파악되었다. 이는 당분간 우리나라가 전세계 모바일 시장의 성장 

동력과 기술 리더십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시켜 주지만, 이러한 보급률과 사용률에 

걸맞은 법규, 제도 및 보안의 보완과 함께 사회에 미치는 역효과에 대한 꾸준한 연

구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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