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9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Environment
Safety
Safety

Korean Social Trends 2019

Social Cohesion

값 12,000원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http://sri.kostat.go.kr

Korean Social Trends 2019
http://sri.kostat.go.kr

2019

2019

스마트미디어 이용 여가활동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MP3플레이어와 PMP, 휴
≐≐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0년 3.8%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8년 89.4%에 달해 가장 보편적인
개인 미디어로 자리 잡았다.

≐≐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여가활동인 TV 시청시간은
줄고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은 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여가활동은 신문/잡지 기사
검색이 67.6%(주 5일 이상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음악 듣기가 21.6%, 기타 동영상 보기가
20.6%, 게임이 13.0%, TV 프로그램 시청이 5.0%
였다.

≐≐ 10대,

≐≐ 스마트폰은

기존의 여가활동을 대체할 뿐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TV를 시청하면서 스마트
폰을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55.2%에 달한다. 특히
TV를 보면서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SNS, 문자
보내기, 정보검색을 하는 사람이 68.7%로 스마트
미디어가 수동적인 TV 시청을 능동적으로 만들고
있다.

≐≐ 스마트폰을

통한 여가활동 장소로는 이동 중인
교통수단보다 집에서 이용하 는 비율이 높아
집에서 가족이 함께 TV를 시청하던 방식에서
‘방에서 혼자 스마트폰으로 보는’ 형태로 여가
활동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현상은 스마트폰이 개인 매체 생태계에서 독보적
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급 초기
젊은 층 중심에서 이제는 60대의 보유율도 80%
에 달해 국민매체로 불러도 손색이 없으며, 능동
형 매체 이용 환경이 고연령층으로 급속하게 확
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정용찬, 2018).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한 기사 검색, 음악 듣기,
게임 등이 일상화되면서 스마트미디어가 여가활
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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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는 TV 시청과 음악 듣기, 게임, 기타
동영상 보기 등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스마트미디어
이용률이 높아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을
주도하는 세대로 나타났다.

대용 게임기 보유율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트미디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보거나 유튜브
와 같은 동영상사이트 이용이 늘면서 가장 보편
적인 여가활동인 TV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
스마트미디어가 통신은 물론 방송프로그램 시
청, 음악 듣기, 인터넷 검색, 구매와 결제 등 생활
전반에서 활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이용
한 여가활동 분석은 여가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미래 변화를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은 개인용 스
마트미디어인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태블릿PC)
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석 데이터로는 국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어떤 개인 미디어보
다 더 강력한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다(정용찬, 2015).

가승인통계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이용

행태조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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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2018년 자료를 활용한다. 여기서 스마트미

[그림 Ⅶ-21]은 주요 국가의 스마트폰을 보유한

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은 TV 프로그램 시청,

성인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조사 대상

라디오 청취, 영화 보기, 신문/잡지 기사검색, 음

인 39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94%로 나타났

악 듣기, 게임, e-book, 기타 동영상 보기로 정

다. 1인당 GDP가 4만 불이 넘는 미국(77%)이나

의한다.

스웨덴(80%), 독일(72%), 영국(72%) 등 유럽의
국가에 비해서도 10-20%p 이상 높다.

스마트미디어 보유

[그림 Ⅶ-21] 주요 국가의 스마트폰 보유율, 2018

매체 이용의 ‘이동화’, ‘개인화’를 상징하는 스마
트폰의 보유율은 2010년 3.8%에서 매년 증가하
여 2018년 89.4%로 나타났다. 음악 듣기와 영상
보기, 검색,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
는 스마트폰의 보유율 증가의 영향으로 MP3플레
이어, 휴대용 게임기와 같은 다른 개인 매체의 보
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림 Ⅶ-20).
한국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GDP 수준을 감안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주: 1) 성인의 스마트폰 보유 비율임.
2) Global Attitudes Survey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임. 미국은
2018년 자료, 중국은 2016년 자료임. 그 외 국가는 2017년 자료임.
출처: Pew Research Center, Social Media Use Continues to Rise in
Developing Countries but Plateaus Across Developed Ones, 2018.

[그림 Ⅶ-20] 가구 및 개인 매체 보유율, 2010-2018

스마트폰 보유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남성 보유율은 91.6%로 여성(87.2%)보
다 다소 높다. 연령별로는 10-50대의 95% 이상
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60대의 보유
비율도 80.3%이다. 2013년과 비교하면 50대는
51.3%에서 95.5%, 60대는 19.0%에서 80.3%,
70대 이상은 3.6%에서 37.8%로 증가하여 고연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TV는 가구 기준 보유율, 나머지 매체는 개인 기준 보유율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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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림 Ⅶ-22).

[그림 Ⅶ-22] 연령집단별 스마트폰 보유율, 2013, 2018

하는 여가활동은 TV 시청(45.7%), 인터넷 검색
(14.1%), 게임(5.5%), 산책 및 걷기(4.3%), 잡담/통
화하기/문자보내기(4.3%) 순이었다. 상위 10위에
오른 항목 중에서 산책 및 걷기와 헬스/에어로
빅, 반려동물 돌보기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은 모
두 스마트미디어 기기를 통해 가능한 활동이다
(그림 Ⅶ-23).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각 연도.

[그림 Ⅶ-23] 주로 하는 여가활동, 2016, 2018

지역별로는 서울(93.4%)과 인천/경기(92.5%) 등
수도권이 충청(87.2%), 전라(82.1%), 경남(89.2%), 경
북(86.0%), 강원(80.9%) 보다 높았다. 지역 유형별
한국의 사회동향 2019 l 문화와 여가

로도 대도시(92.4%)와 중소도시(91.0%)가 군 지역
(80.4%)보다 더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을 나타냈다.
스마트패드 가구 보유율은 2018년 기준 15.0%
로 가구당 0.2대로 나타났다. 스마트패드는 기기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주 여가활동(1순위) 기준의 집계 결과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특성상 스마트폰과 달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구원이 함께 사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014년 가구 보급률은 10.7%였으며 2015년

TV 수상기는 2018년 기준 가구 보유율이

11.6%, 2016년 13.2%, 2017년 15.2%로 매년 증가

96.5%로 가장 보편적인 미디어의 위상을 유지하

하였으나 최근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다.

고 있으며, 하루 평균 시청 시간도 3시간에 가까
울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여가활동 순위
1위인 TV 시청시간은 줄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스마트미디어 이용 여가활동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이용자 기준)은 2013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

년 3시간 14분에서 2018년 2시간 57분으로 17분

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감소폭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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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는데 10대는 41분, 20대는 1시간 4분,

필수 매체로 TV를 선택한 비율은 2013년 조사

30대는 42분에 달했다(표 Ⅶ-8).

에서는 46.3%로 스마트폰을 선택한 응답자
(37.3%)보다 많았지만 2018년 조사에서는 스마

<표 Ⅶ-8> 연령집단별

하루 평균 TV와 스마트폰 이용시간,
2013, 2018
(분)

TV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3
120
163
186
188
224
247
254

2018
79
99
144
162
196
226
259

스마트폰
2013
2018
134
141
124
156
87
125
69
83
53
57
32
43
34
26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TV 시청시간은 수상기 기준이며,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음성통화시간을
제외한 것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각 연도.

트폰 선택이 57.2%로 TV 선택(37.3%) 보다 더 많
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연령층의 대다수는 스
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선택한 반면, 50대는 TV
선택이 더 많았고 60대 이상은 대다수가 TV를
일상생활의 필수 매체로 선택하여 대조를 보였
다. 다만 40대가 2013년 TV 우위에서 2018년 스
마트폰 우위로 돌아선 것처럼 고연령층에서도 스
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여가활동 수단으로 스마트폰의 중
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Ⅶ-9).

TV 시청시간이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
과 달리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표 Ⅶ-9> 연령집단별 필수 매체 인식, 2013, 2018
(%)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음성 통화를 제외한 하
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013년 1시간 32
분에서 2018년 1시간 36분으로 증가했다. 20대
와 30대의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
는데 20대 이용시간은 2시간 36분으로 32분이,
30대는 2시간 5분으로 38분이 증가했다. 반면
40대의 이용시간은 1시간 9분에서 1시간 23분으

TV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3
14.8
13.9
25.3
44.5
73.7
90.5
95.5

2018
7.6
11.4
16.6
23.8
50.2
72.8
90.7

스마트폰
2013
2018
61.8
82.5
67.3
81.5
51.3
76.0
38.4
71.7
13.4
46.3
3.7
22.8
0.5
6.2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각 연도.

로, 50대는 53분에서 57분으로, 60대는 32분에
서 43분으로 이용시간 증가량은 10분 내외로 나
타났다.

232

여가활동 수단으로 TV를 대체해서 스마트폰
을 활용하는 현상은 콘텐츠 이용 행태의 변화로

TV 시청시간의 감소와 스마트폰 이용시간의

도 확인할 수 있다. TV보다 스마트폰 등으로 방

증가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미디어 기기의 선호

송 시청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2014년 8.8%에서

도 변화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2018년 12.2%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9.7%에서 29.9%로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10대

한다. 남성(66.2%)보다는 여성(71.1%)이 높았으

가 7.0%p, 30대가 4.5%p 증가했다. 또한 TV보

며, 10대(72.5%), 20대(75.6%), 30대(76.4%)의 이

다는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 미디어를 활용해서 드

용률이 40대(66.0%), 50대(60.6%), 60대(53.8%)

라마 몰아보기를 선호한다는 응답도 2014년 9.7%

보다 높았다.

에서 2018년 12.2%로 증가했으며 20대와 30대의

TV 시청 중 타 매체를 이용하는 이유로 ‘채팅/

증가폭이 커 이들 집단이 콘텐츠 이용 변화를 주

메신저 이용’이 61.4%로 가장 높았고 ‘습관적으

도하는 연령층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Ⅶ-10).

로’가 44.3%,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싶어서’가
29.8%로 나타났다.
TV 시청 중 타 매체 이용이 TV 시청에 방해된

<표 Ⅶ-10> 연령집단별 매체이용 행태, 2014, 2018
(%)

몰아보기 선호
2014
2018
16.1
17.2
15.7
20.8
12.2
17.6
6.8
10.7
6.4
7.8
4.4
6.1
3.9
5.2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스마트폰 선호는 “TV수상기보다는 스마트기기로 방송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3) 몰아보기 선호는 “드라마 시리즈 전체 혹은 일부를 몰아서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각 연도.

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4.1%로 나타났
는데, 10대의 21.2%, 20대는 22.9%, 30대가
27.2%, 40대가 26.5%인 반면 50대는 40.6%, 60
대는 48.3%, 70대 이상이 57.0%로 나타나 젊은
연령층의 경우 미디어 동시 이용이 TV 시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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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스마트폰 선호
2014
2018
15.6
22.6
19.7
29.9
8.4
12.9
6.7
8.6
4.4
5.4
2.3
4.3
1.7
3.8

높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여가활동으로는 신문/잡지
기사 검색 비율이 67.6%(주 5일 이상 기준)로 압
도적으로 높았고, 음악 듣기가 21.6%, 기타 동영

스마트폰이 여가활동에서 TV를 대체하는 현

상 보기가 20.6%, 게임이 13.0%, TV 프로그램

상과 함께 두 매체가 서로 보완하는 행태도 나타

시청이 5.0%로 나타났다. 그 외에 라디오 청취

났다. TV 시청 중 타 매체 이용률은 스마트폰이

(2.2%), e-book(1.6%), 영화 보기(1.1%) 등은 미

55.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C/노트북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Ⅶ-24).

의 동시 이용률은 7.1%, 스마트패드의 동시 이용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신문/잡지 기사 검색 비

률은 2.4%, 신문이 1.3%로 나타났다. 특히 방송

율이 69.3%로 여성(65.9%)에 비해 다소 높았고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

게임 이용도 남성이 16.1%로 여성(9.7%)보다 높

여 SNS, 문자/메신저, 정보검색을 이용한 경험

은 특징을 나타냈다. 음악 듣기의 경우는 여성

자는 68.7%로 나타나 TV 프로그램 시청이 과거

이용률이 23.0%로 남성의 이용률(20.3%)보다

와 달리 능동적인 행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

높게 나타났다(그림 Ⅶ-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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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24]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활동, 2018

20대 보다는 낮으나 50대 이상보다는 높은 특징
을 보였다. 50대와 60대는 음악 듣기나 동영상
시청보다는 신문/잡지 기사 검색 이용률이 월등
히 높아 특정 콘텐츠에 편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Ⅶ-26).

[그림 Ⅶ-26] 연령별 스마트폰 이용 여가활동, 2018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018.

[그림 Ⅶ-25] 성별 스마트폰 이용 여가활동, 2018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스마트폰 이용 여가활동은 각 콘텐츠 유형별로 스마트폰을 ‘매일’
또는 ‘일주일에 5-6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018.

2017년 결과와 비교하면 신문/잡지 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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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스마트폰 이용 여가활동은 각 콘텐츠 유형별로 스마트폰을 ‘매일’
또는 ‘일주일에 5-6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018.

이용률과 기타 동영상 보기가 늘어난 현상을 확

다기능 복합기기인 스마트폰은 연령별로 쓰임

63.7%에서 81.3%로 늘어났고 기타 동영상 보기

새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대, 20대는 TV

는 10대가 34.7%에서 40.5%로 20대는 28.5%에

프로그램 시청과 음악 듣기, 게임, 기타 동영상

서 41.6%로 증가해 이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이용

여가활동 주도층임을 시사한다.

인할 수 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경우 신문/잡
지 기사 검색 이용률이 각각 57.7%에서 62.3%,

률이 월등히 높아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가를 적

가구소득별로는 신문/잡지 기사 검색 이용률

극적으로 즐기는 세대임을 나타내고 있다. 30대

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크게 나타난

와 40대는 신문/잡지 기사 검색 이용률이 가장

반면 TV 프로그램 시청은 소득에 따라 차이를

높은 연령대로 음악 듣기나 게임 이용은 10대와

보이지 않았다(그림 Ⅶ-27).

[그림 Ⅶ-27] 가구소득별 스마트폰 이용 여가활동, 2018

(11.5%), 네이버TV(7.1%), 아프리카TV(3.8%)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전문 방송제작사가 만든 콘텐츠 이외에도
일반인이 직접 제작하는 1인 방송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영화, 드라마와 같은 기존 콘텐츠 이외에 생활정
보, 푸드, 뷰티 등 다양한 장르를 제공한다.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스마트폰 이용 여가활동은 각 콘텐츠 유형별로 스마트폰을 ‘매일’
또는 ‘일주일에 5-6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018.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로 시청한 방송프로
그램 이외의 동영상 중에서는 생활/정보(41.8%)
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음악(30.0%), 웹예능(23.1%), 푸드
(22.0%), 스포츠(18.3%), 토크/캠방(17.3%), 시

이용이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동영상(Over The

사/현장(17.1%), 게임(10.7%), 뷰티(8.6%)의 순으

Top: OTT)제공서비스란, 지상파나 케이블과 같

로 나타났다. 기존 방송프로그램과 달리 일반인

은 기존의 방송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TV, 카

이 음식을 먹거나 화장을 하고 게임을 하는 짧은

카오TV,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판도라

방송콘텐츠를 즐기는 행태는 스마트미디어를 이

TV와 같은 새로운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드라

용한 여가활동의 새로운 트렌드라 할 수 있다.

마나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성별로는 남성은 생활정보(35.5%)와 스포츠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에는 온라인동영상제공서

(28.2%)를 가장 많이 이용했고 여성은 생활정보

비스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등장하는

(49.0%)와 음악(32.4%)을 선호하여 차이를 보였다.

등 기존 방송사와 경쟁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는 음악(43.5%), 푸드(33.7%),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 이용률은 2018년 기

웹예능(30.6%), 토크(30.1%), 게임(25.5%) 이용

준 42.7%로 2017년(36.1%)에 비해 크게 증가했

이 높았고, 20대는 생활정보(36.5%), 웹예능

다. 연령별 이용률은 20대가 78.4%로 가장 높으

(33.2%), 음악(32.1%), 푸드(26.8%), 스포츠

며, 10대(71.7%)와 30대(64.2%) 순으로 나타났

(25.0%)를 선호했다. 30대는 생활정보(41.4%)와

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이용률은 전년에 비해

음악(28.2%)을, 40대도 생활정보(51.3%)와 음악

각각 13.3%p, 15.6%p로 크게 증가했다. 시청 경

(24.3%)을 선호했으며 50대 이상도 동일하게 생

험이 있는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는 유튜브가

활정보와 음악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3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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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활동 중 동영상콘텐츠

스마트폰을 통한 방송/영상콘텐츠 이용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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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이동 중인 교통수단뿐 아니라 집에서 이용

성별로는 남성 이용률이 4.5%로 여성 이용률

하는 비율도 높아 여가활동의 ‘이동화’뿐 아니라

(3.1%)에 비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의 이용률

‘개인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잡

이 7.9%로 가장 높았고 20대(6.0%), 10대(5.1%)

지 기사검색이나, 게임, 음악 듣기 등의 여가활동

의 순서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7.7%)의

도 ‘이동 중 교통수단’보다는 ‘집’에서 이용이 더

이용률이 높았다. 스마트패드 이용시간은 하루

높았고 특히 TV 프로그램 시청도 ‘이동 중 교통

평균 1시간 2분으로 나타났으며 40대가 1시간

수단’(33.3%)보다 ‘집’에서 시청(70.9%)이 더 높게

28분으로 가장 많았다.

나타났다(표 Ⅶ-11).

스마트패드를 통한 여가활동으로는 신문/잡지
기사 검색비율은 25.6%(주 5일 이상 기준)로 가
장 높았고, 기타 동영상 보기가 21.7%, 음악 듣기

<표 Ⅶ-11> 스마트폰을 통한 미디어 이용 장소, 2018
(%)

이동 중
실내
교통
공간
수단

길거리
등
실외

집

회사/
학교

TV 프로그램 시청

70.9

18.1

33.3

17.4

6.6

라디오 청취

46.6

17.4

48.3

16.3

5.2

영화 보기
신문/잡지 기사
검색
음악 듣기

71.3

13.3

20.5

18.8

2.4

78.7

37.7

39.6

30.6

11.3

65.3

24.1

48.5

21.8

11.1

게임

75.6

22.6

32.5

23.2

5.7

e-book

62.1

24.6

32.9

23.7

6.0

기타 동영상 보기

78.1

28.7

32.4

25.4

7.5

가 12.0%, TV 프로그램 시청이 8.5%로 나타났
다. 이 밖에 게임(5.1%), e-book(3.1%), 영화
(3.0%), 라디오 청취(2.5%) 등도 스마트패드를 이
용한 활동으로 나타났다(그림 Ⅶ-28).

[그림 Ⅶ-28] 스마트패드를 이용한 여가활동, 2018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미디어 이용 장소는 각 미디어 콘텐츠 유형별로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장소이며, 복수응답 결과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018.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018.

스마트패드 이용 여가활동
성별로는 남성은 신문/잡지 기사 검색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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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패드 이용률은 2018년 기준 3.8%로 스

29.8%(주 5일 이상 기준)로 가장 높았고, 기타 동

마트폰에 비하면 매우 작게 나타났다. 2013년

영상 보기가 23.1%, 음악 듣기가 14.1%, TV 프로

3.5%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7년 5.4%로

그램 시청이 12.2%, 게임이 8.5%로 나타났다. 여

나타났으나 2018년에는 이용률이 다소 줄었다.

성은 신문/잡지 기사 검색과 기타 동영상 보기가

동일하게 19.5%로 가장 높았고 음악 듣기가

잡았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스

8.9%로 나타났다.

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신인류를 ‘포노 사피엔스

연령별로는 10대는 음악 듣기가 25.4%로 가장

(Phono Sapience)’로 표현할 정도로 스마트폰의

높았으며 기타 동영상 보기가 22.9%, 게임이

영향력은 절대적이다(The Economist, 2015). 스

17.1%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도 기타 동영상 보

마트폰 보유율과 이용량의 세대간 격차는 좁혀

기가 34.1%로 가장 높았고 음악 듣기가 21.2%, 신

지고 있지만, 젊은층은 영상 콘텐츠를, 고연령층

문/잡지 기사 검색이 17.4%로 나타났다. 30대는

은 문자 콘텐츠를 선호하여 ‘호모 스마트포니쿠

신문/잡지 기사 검색이 31.0%로 가장 높았고 그

스’의 세대별 진화 속도와 방향의 차이는 확연히

다음은 기타 동영상 보기(20.7%), TV 프로그램 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용찬, 2019).

청(7.9%), 음악 듣기(7.9%)로 나타났다. 40대는 신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여가활동에

문/잡지 기사 검색이 30.6%로 가장 높았고 기타

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TV의 위상은 위협받고

동영상 보기가 12.7%로 나타났다(그림 Ⅶ-29).

있다. 젊은 층의 경우 TV 시청시간이 현저하게
줄고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이용이 늘어 세대

[그림 Ⅶ-29] 연령집단별 스마트패드 이용 여가활동, 2018

별 여가활동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9 l 문화와 여가

스마트폰은 기존의 여가활동을 대체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보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TV를
보면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지
인들과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공유하는 행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TV 시청이 방
송사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
동적으로 보는 성격이었다면 스마트폰을 통한
주: 1 )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스마트패드 이용 여가활동은 각 콘텐츠 유형별로 스마트패드를 ‘매일’
또는 ‘일주일에 5-6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3) 50대 이상은 응답자가 30명 이하로 이에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018.

TV 시청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장
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보는 능동형 시청으로 변
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20대와 30
대에서 촉발된 여가활동의 ‘개인화’, ‘능동화’ 경

맺음말

향은 고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여가
활동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으

스마트폰의 보유율이 90%에 달하면서 이제

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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