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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조사개요조사개요조사개요....ⅠⅠⅠⅠ

조사대상 전국 만 세 인구12-59

조사규모 명3,000

조사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일간2011. 9. 1 - 9. 30 (30 )

표본추출 다단계층화추출(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표본오차 무선인터넷 이용률 신뢰수준±1.46%p (95% )

표본설계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결과를 기반으로 개 시도 성 연령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명을 할당한“2005 ( )” 16 × × 3,000‣ 후 지역별로 할당된 인구수를 기반으로 명 당 개 읍면동조사구할당10 1 ( )‣ 지역별로읍면동조사구을계통추출하고 각읍면동조사구에서 가구를추출한후각가구에서적격조사대상자( ) , ( ) 10명을 선정하여 조사1 주요 용어 정리무선인터넷 이동전화스마트폰 포함 노트북 등의 무선단말기로 이동통신망 무선랜 와이브로 등을: ( ), (2G/3G), ,‣ 통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모바일 이동전화스마트폰 포함를 통한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SNS : ( ) ,‣ 인맥을형성함으로써폭넓은인적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게해주는서비스로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등이 해당됨,모바일 광고 이동전화스마트폰 포함를통해소비자에게음악 그래픽 음성 문자 등의 방법으로 광고메시지를: ( ) , , ,‣ 발송하여 소비자로부터 기대하는 반응을 얻고자 하는 것을 통칭하며 단순 스팸문자는 제외함,서비스 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된 무선단말기갤럭시 등를NFC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 ( S2 )‣ 인식장치결제기 태그 무선단말기 등에 가져다 대는 것 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교환할( , ,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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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이용 현황무선인터넷 이용 현황무선인터넷 이용 현황무선인터넷 이용 현황....ⅡⅡⅡⅡ

무선인터넷 이용률1.

무선인터넷 이용률 전년대비 증가65.2%, 5.9%p년 월 현재 만 세 인구의 가 최근 년 이내 이동전화스마트폰 포함 노트북2011 9 12-59 65.2% 1 ( ),등 무선단말기로 이동통신망 무선랜 와이브로 등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2G/3G), , , LTE무선인터넷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남' '무선인터넷 이용률은 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년 이후 지난 년간2010 (59.3%) 5.9%p , 2007 (47.7%) 4증가함17.5%p
최근1주일 이내48.81주일-1개월6.1 1-3개월5.53개월-1년4.8이용 안한 지1년 넘음8.5

이용한 적없음26.3 무선인터넷 이용자65.2%
그림【 1 무선인터넷 이용률. (%)】

32.3 36.1 40.2 42.8 45.1 47.7 52.5 54.9 59.3 65.2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그림【 2 무선인터넷 이용률 변화 추이. (%)】

년 조사까지는 이동전화 보유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인터넷모바일 인터넷 이용에 한정하여 무선인터넷 이용률을2006 ( )산출하였으나 년부터는 조사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 무선인터넷 정의범위도 이동전화 인터넷 외에 무선랜, 2007 , /와이파이 초고속 무선인터넷와이브로 및 등을 포함함( ), ( WCDMA/H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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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별 무선인터넷 이용률.

남성과 여성의 무선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와67.0% 63.3%남성의 무선인터넷 이용률은 전년대비 증가 여성은 전년대비 증가인67.0%( 6.5%p ), 63.3%( 5.3%p )것으로 나타남
60.5 58.067.0 63.3

남성 여성
2010년 2011년그림【 3 성별 무선인터넷 이용률. (%)】

나 연령별 무선인터넷 이용률.

대의 가 무선인터넷 이용자20 94.1%연령별로는 대의 무선인터넷 이용률이 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세 대20 94.1% , 12-19 (85.2%), 30대 등의 순임(78.2%), 40 (53.0%)대 및 대의 무선인터넷 이용률이 전년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각각- 30 40 ( 11.1%p, 9.3%p)
82.8 88.3 67.1 43.7 20.985.2 94.1 78.2 53.0 22.812-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2010년 2011년그림【 4 연령별 무선인터넷 이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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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별 무선인터넷 이용률.

직장인 명 중 명이 무선인터넷 이용자10 6직장인의 무선인터넷 이용률은 이며 학생과 주부의 이용률은 각각 와 인 것으로65.6% , 87.1% 49.5%나타남직업별로는 사무직 및 전문 관리직의 이상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 ,다음으로 서비스 판매직 생산관련직 의 순임/ (58.6%), (37.3%)
63.3 68.2 48.0 36.6 84.7 49.176.5 79.8 58.6 37.3 87.1 49.5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관련직 학생 주부

2010년 2011년직장인 65.6%그림【 5 직업별 무선인터넷 이용률. (%)】

라 학력별 무선인터넷 이용률.

대학 원 생의 무선인터넷 이용률( ) 92.2%대학원생의 가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며 고등학생과 초 중학생의 이용률도 각각 와( ) 92.2% , / 84.7%로 나타나 학생 의 이용률이 일반인 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81.8% , (87.3%) (61.9%)
80.9 83.5 88.0 40.3 69.881.8 84.7 92.2 44.8 77.7
초/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 고졸이하 대졸이상

2010년 2011년일반인 61.9%학생 87.3%그림【 6 학력별 무선인터넷 이용률. (%)】



- 7 -

무선인터넷 이용 행태2.

가 무선인터넷 접속 기기 및 방법.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가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인터넷 접속60.1% ' '무선인터넷이용자의 가 스마트폰을통해무선인터넷에접속하고있으며 일반이동전화피처폰60.1% ' ' , ‘ ( )’및 노트북으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는 각각 와 인 것으로 나타남' ' 39.8% 27.9%년과 비교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인터넷 이용자는 에서 증가함- 2010 , ‘ ’ 13.8% 46.3%p
60.1 39.8 27.9 4.7 3.8 2.4 1.2 1.1 1.4스마트폰 일반 이동전화 노트북 스마트패드 MP3플레이어 내비게이션 전자사전 게임기 기타(PMP, PDA 등)

그림【 7 무선인터넷 접속 기기 복수응답 무선인터넷 이용자. ( , %)- 】

스마트폰13.8 스마트폰60.1
2010년2010년2010년2010년 2011년2011년2011년2011년

46.3%p46.3%p46.3%p46.3%p증가증가증가증가
그림【 8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인터넷 이용 현황 복수응답 무선인터넷 이용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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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선인터넷 접속 방법.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 이동통신망 이용' (2G/3G)'주된 무선인터넷 접속 방법은 이동통신망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선랜와이파이 을' (2G/3G)(99.9%)' , ‘ ( )’이용하는 경우는 임69.2%특히 무선랜의 경우 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 (27.6%) 41.6%p
99.9 69.2 0.7이동통신망(2G/3G) 무선랜(와이파이) 와이브로

그림【 9 무선인터넷 접속 방법 복수응답 무선인터넷 이용자. ( , %)- 】

무선랜27.6 무선랜69.2
2010년2010년2010년2010년 2011년2011년2011년2011년

41.6%p41.6%p41.6%p41.6%p증가증가증가증가
그림【 10 무선랜을 통한 무선인터넷 이용 현황복수응답 무선인터넷 이용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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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선인터넷 이용 시간.

주평균 무선인터넷 시간 이용11.2무선인터넷 이용 시간은 주평균 시간이며 가 주평균 시간 이상 시간11.2 , 41.3% 10 (‘10-18 ' 21.1%,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18 ' 20.2%)
주평균 이용 시간11.2시간

18시간 이상20.2
10-18시간21.14-10시간26.71-4시간10.8 1시간 미만21.2

41.3%
그림【 11 주평균 무선인터넷 이용 시간 무선인터넷 이용자. (%)- 】

라 무선인터넷 이용 장소.

주로 가정 과 이동중인 교통수단 에서 무선인터넷 이용' (76.2%)' ' (71.7%)'무선인터넷이용자의 이상이 가정자택 이나 이동중인교통수단 에서무선인터넷을70% ' ( )(76.2%)' ' (71.7%)‘이용하고 있으며 실외장소길거리 등 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로 나타남, ' ( )‘ 63.5%
76.2 71.7 63.5 42.0 37.3 22.8 21.3가정(자택) 이동중인 교통수단 실외장소(길거리 등) 상업시설(커피숍 등) 직장(회사) 학교, 학원 공공시설(관공서 등)
그림【 12 무선인터넷 이용 장소 복수응답 무선인터넷 이용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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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선인터넷 이용 목적.

주된 무선인터넷 이용 목적은 자료 및 정보습득 과 음악' (71.4%)' ' (70.1%)'무선인터넷 이용자의 가 자료 및 정보습득을 위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1.4% ‘ ’ ,’음악벨소리 포함 을 이용하는 경우도 인 것으로 나타남( )‘ 70.1%다음으로 뉴스 메신저‘ (57.6%)’, ‘ (56.1%)’, ‘SNS(45.0%)’ 게임 이메일 대중교통, ' (43.4%)’, ‘ (40.4%)’, ‘도착확인 등의 순임(39.2%)’
71.470.157.656.145.043.440.439.237.032.330.430.027.025.219.618.116.812.411.66.4

자료 및 정보습득음악(벨소리 포함) 뉴스 메신저 SNS 게임 이메일 대중교통 도착확인 동영상 지도서비스 쇼핑 주변지역 위치확인 블로그ㆍ미니홈피 뱅킹 커뮤니티(카페ㆍ클럽) 티켓 교육ㆍ학습 전자책 쿠폰 기타(증권 등)

그림【 13 무선인터넷 이용 목적 복수응답 무선인터넷 이용자. ( , %)- 】

'자료 및 정보습득은 생활정보 연예 스포츠 정보 금융 재테크 정보 기타 정보검색 및 웹서핑을 응답한 결과를' ' ', ' ', ' ', ' 'ㆍ ㆍ합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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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무선인터넷 이용 이유.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서 무선인터넷 이용' (88.8%)'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서 이며 다음으로' (88.8%)' ,필요시 즉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서 여유시간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75.6%)', ‘ (64.0%)’등의 순임
88.875.664.015.613.113.18.15.2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서필요시 즉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서여유시간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주변에 유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장소가 없어서무선인터넷 전용 서비스나 콘텐츠를이용하고 싶어서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호기심때문에학업이나 업무상 필요해서주변 사람들의 이용에 자극을 받아서

주변에 유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무선인터넷 전용 서비스나 콘텐츠를 이용하고 싶어서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서필요시 즉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서여유시간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이용에 자극을 받아서

그림【 14 무선인터넷 이용 이유 복수응답 무선인터넷 이용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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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선인터넷 정액요금제 이용 현황.

무선인터넷 완전 정액요금제 이용자는 48.2%무선인터넷 이용자 중 가 무제한으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완전 정액요금제를48.2% ‘ ’이용하고있으며 일정 금액을지불하고 초과 이용에 대해 추가 요금을지불하는 부분정액요금제를, ‘ ’이용하는 경우는 임30.8%
무제한무선인터넷 이용완전 정액요금제48.2 일정 금액 초과이용 시 추가 요금지불하는부분 정액요금제30.8일정 금액 초과이용 시 접속 차단부분 정액요금제1.5정액요금제 이용하지 않음19.5

그림【 15 무선인터넷 정액요금제 이용 현황 무선인터넷 이용자. (%)- 】

아 무선인터넷 이용 만족도.

무선인터넷 이용자 단말기 조작의 편리성 만족55.6% ' '무선인터넷 이용자 과반수가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단말기 조작의 편리성 과 접속' (55.6%)‘ '및 전송 속도 콘텐츠 및 서비스의 다양성 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52.6%)', ' (51.1%)'
5.910.45.39.8 24.5

37.936.142.839.1 41.2
46.945.144.239.6 23.6

8.77.56.910.16.2
0.60.90.81.44.5

단말기 조작의 편리성접속 및 전송 속도콘텐츠 및 서비스의 다양성접속 상태의 안정성이용 요금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만족'+'매우 만족'의 비율55.652.651.149.7 29.8
단말기 조작의 편리성접속 및 전송 속도콘텐츠 및 서비스의 다양성접속 상태의 안정성

그림【 16 무선인터넷 이용 만족도 무선인터넷 이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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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선인터넷 이용 행동 및 인식.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과반수 '무선인터넷 이용하면서 유선인터넷 이용 시간 감소'무선인터넷 이용자의 가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유선인터넷 이용 시간이 감소하였으며51.6% ' ' ,는 가정 직장 등에서 유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해도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36.4% ‘ , ’한편 는 무선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의 보안문제가 걱정된다고, 47.0% ‘ , '응답하였으며 무선단말기에 보안 프로그램백신 등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경우는, ’ ( ) ‘임33.6%

9.75.29.95.95.2

15.515.8 24.116.821.414.820.210.2

28.343.3 37.438.4 39.738.441.040.4

41.2 28.923.632.524.630.428.635.3

10.47.55.27.14.410.55.011.7

4.54.6

2.4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유선인터넷 이용 시간이 감소했다가정, 직장 등에서 유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해도 무선인터넷을 이용한다필요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나 콘텐츠는 추가 비용을지불하더라도 이용한다무선단말기에 저장된 콘텐츠는 주로 무선인터넷에서직접 다운로드 받는다현재 이용중인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나 콘텐츠가유료화 되더라도 계속 이용할 것이다무선인터넷 이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이용요금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무선단말기에 보안 프로그램(백신 등)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한다무선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의 보안문제가  걱정된다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유선인터넷이용 시간이 감소했다가정, 직장 등에서 유선인터넷 이용이가능해도 무선인터넷을 이용한다

현재 이용중인 무료 무선인터넷서비스나 콘텐츠가 유료화 되더라도 계속 이용할 것이다무선인터넷 이용량에 관계없이동일한 이용요금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나 콘텐츠는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용한다무선단말기에 저장된 콘텐츠는주로 무선인터넷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는다

무선단말기에 보안 프로그램(백신 등)을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한다무선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악성코드 감염 등의 보안문제가 걱정된다

'그러함'+'매우 그러함'의 비율51.6 36.428.839.6 29.040.933.647.0

그림【 17 무선인터넷 이용 행동 및 인식 무선인터넷 이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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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이용 현황스마트기기 이용 현황스마트기기 이용 현황스마트기기 이용 현황....ⅢⅢⅢⅢ

스마트기기 이용률1.

스마트기기 이용률 전년대비 증가40.1%, 30.9%p만 세 인구의 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스마트기기를 대 이상 보유12-59 40.1% , 1 이용하고ㆍ있는 스마트기기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증가함‘ ’ , 30.9%p남성 스마트기기 이용률은 로 여성 보다 높으며 연령별로는 대가 로 가장43.3% (36.6%) , 20 71.6%높고 다음으로 대 세 순으로 나타남, 30 52.4%, 12-19 41.4%
9.2 12.0 6.2 6.1 19.8 14.1 2.9 2.840.1 43.3 36.6 41.4 71.6 52.4 27.5 10.5전체 남성 여성 12-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2010년 2011년그림【 18 스마트기기 이용률. (%)】

한편 스마트폰만 이용하는 경우는 이며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는, 37.0% ,스마트패드만 이용하는 경우는 로 나타남2.2%, 0.9%- 년과 비교할 경우 스마트폰만 이용하는 경우는 증가하였으며 스마트폰과 스마트2010 , 29.0%p패드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는 증가함1.9%p그림【 19 스마트기기 이용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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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 현황2.

가 스마트폰 이용률.

스마트폰 이용률 전년대비 증가39.2%, 30.9%p만 세 인구의 가 스마트폰 이용자이며 스마트폰 이용률은 년 에서12-59 39.2% ' ' , 2010 8.3% 30.9%p증가한 것으로 나타남남성 이 여성 보다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대가 로 가장(42.3%) (35.9%) , 20 69.6%높고 다음으로 대 세 대 등의 순임30 (51.8%), 12-19 (40.0%), 40 (27.2%)
8.3 11.0 5.4 5.3 18.6 13.2 2.7 1.239.2 42.3 35.9 40.0 69.6 51.8 27.2 10.0전체 남성 여성 12-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2010년 2011년그림【 20 스마트폰 이용률. (%)】

스마트폰 이용자의 성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의 비중이 로 여성 보다 높으며, 55.6% (44.4%)ㆍ전년대비 성별 차이가 크게 감소함연령별로는 대가 대 대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으며 전년대비20-30 63.2%(20 33.3%, 30 29.9%) ,대 구성비가 다소 감소하고 그 외 연령대 구성비는 증가함20-30

55.6 31.744.468.32010년2011년
남성 여성그림【 21 스마트폰 이용자의 성별 구성비. (%)스마트폰 이용자- 】

15.3 43.333.3 36.529.9 7.816.4 5.19.7 2.72010년2011년
12-19세 20대 30대 40대 50대그림【 22 스마트폰 이용자의 연령별 구성비. (%)스마트폰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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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폰 이용 기간.

스마트폰 이용자의 가 개월 미만 신규 이용자43.6% 6스마트폰 이용 기간은 평균 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이용자의 가 개월7.4 , 43.6% 6미만 신규 이용자인 것으로 조사됨
평균 이용 기간 7.4개월3개월 미만15.93-6개월미만27.76-9개월 미만28.9

9개월 - 1년미만20.2 1년 이상7.3 43.6%
그림【 23 스마트폰 이용 기간 스마트폰 이용자. (%)- 】

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

일평균 시간 스마트폰 이용2.4스마트폰 이용자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일평균 시간이며 과반수 가 일평균 시간2.4 , (52.9%) 2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평균 이용 시간2.4시간

1시간 미만15.8
1-2시간 미만31.3 2-3시간 미만18.43시간 이상34.5 52.9%

그림【 24 일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스마트폰 이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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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패드 이용 현황3.

가 스마트패드 이용률.

스마트패드 이용률 전년대비 증가3.1%, 1.9%p만 세 인구의 가 스마트패드 이용자로 전년대비 증가함12-59 3.1% ‘ ’ , 1.9%p남성과 여성의 스마트패드 이용률은 각각 와 이며 연령별로는 대 대3.9% 2.2% , 20 5.8%, 30 4.4%,세 등의 순임12-19 3.6%
1.2 1.4 1.0 0.9 1.8 1.5 0.2 1.63.1 3.9 2.2 3.6 5.8 4.4 1.3 0.8전체 남성 여성 12-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2010년 2011년그림【 25 스마트패드 이용률. (%)】

남성 스마트패드 이용자의 비중이 로 여성 보다 높으며 연령별로는 대 이용자의64.9% (35.1%) , 20-30구성비가 대 대 인 것으로 나타남67.5%(20 35.2%, 30 32.3%)

64.9 40.535.159.52010년2011년
남성 여성

그림【 26 스마트패드 이용자 성별 구성비. (%)스마트패드 이용자- 】
17.5 29.835.2 29.2 32.33.9 9.726.011.1 5.32010년2011년
12-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림【 27 스마트패드 이용자 연령별 구성비. (%)스마트패드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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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패드 이용 기간.

스마트패드 이용 기간 평균 개월5.8평균 스마트패드 이용 기간은 개월이며 개월 이내 신규 이용자는 인 것으로 나타남5.8 , 6 48.6%
평균 이용 기간5.8개월3개월 미만15.63-6개월 미만33.06-9개월 미만39.0

9개월 - 1년미만11.1 1년 이상1.3 48.6%
그림【 28 스마트패드 이용 기간 스마트패드 이용자. (%)- 】

다 스마트패드 애플리케이션 이용 현황.

주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이용' (71.9%)'스마트패드이용자의 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이용하고있으며 동영상 뉴스 날씨71.9% ' ' , ' (63.9%)', ' ㆍ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도 이상임(62.5%)', ' (61.5%)' 60%
71.9 63.9 62.5 61.5 57.8 55.2 39.7 37.6 29.2 28.0 26.9 22.7 15.1 메신저  동영상  뉴스ㆍ날씨  게임  음악  이메일 지도ㆍ내비게이션  SNS  쇼핑  전자책  오피스  금융 인터넷전화
그림【 29 스마트패드 애플리케이션 이용 현황 복수응답 스마트패드 이용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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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마트패드 이용 후 타 정보통신기기 이용 변화.

스마트패드 이용 후 데스크탑 컴퓨터 이용 감소가 가장 많아' '스마트패드이용자의 가스마트패드이용후 데스크탑컴퓨터 이용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74.6% ' ' ,다음으로 일반 이동전화피처폰 플레이어 노트북넷북 포함 등의' ( )(39.6%)', 'MP3 (31.1%)', ' ( )(30.7%)'순임
74.639.631.130.729.829.328.528.223.622.620.219.0

데스크탑 컴퓨터일반 이동전화MP3플레이어노트북내비게이션게임기디지털 카메라전자사전PMP전자책 단말기PDA스마트폰

일반 이동전화(피처폰)노트북(넷북 포함)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데스크탑 컴퓨터
그림【 30 스마트패드 이용 후 타 정보통신기기 이용 변화 감소 복수응답. ( ) ( , %)스마트패드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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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이용 행동 및 인식4.

스마트기기 이용자의 스마트기기 이용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활동 증가60.6% ' '스마트기기스마트폰또는스마트패드 이용자의 가 스마트기기를이용하면서타인과의( ) 60.6% ‘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보 습득 공유 활동이 증가한 경우는 임’ , ‘ ’ 56.9%ㆍ또한 과반수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면서 나 메신저 이용이 증가 하거나 동영상 등, ‘SNS (53.4%)’ ‘대용량 콘텐츠를 다운받는 경우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기기 이용으로 무선데이터(51.8%)’ ,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한편 스마트기기 이용자의 는 스마트기기의 분실 도난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66.2% ' ㆍ ㆍ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8.46.112.49.117.97.0

30.536.133.234.630.726.1

49.041.841.040.538.547.4

11.615.110.812.910.818.8

0.50.92.62.92.10.7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면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증가하였다스마트기기를 이용하면서 정보 습득ㆍ공유 활동이 증가하였다스마트기기를 이용하면서 동영상 등 대용량 콘텐츠를다운받은 경우가 증가하였다스마트기기를 이용하면서 SNS나 메신저 이용이 증가하였다스마트기기가 없으면 불안하고 답답하다스마트기기의 분실ㆍ도난ㆍ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유출될까 걱정된다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면서 타인과의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증가하였다스마트기기를 이용하면서정보 습득ㆍ공유 활동이 증가하였다스마트기기를 이용하면서 동영상 등 대용량콘텐츠를 다운받은 경우가 증가하였다스마트기기를 이용하면서SNS나 메신저 이용이 증가하였다스마트기기가 없으면 불안하고 답답하다스마트기기의 분실ㆍ도난ㆍ해킹 등으로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된다

'그러함'+'매우 그러함'의 비율60.656.951.853.449.366.2

그림【 31 스마트기기 이용 행동 및 인식 스마트기기 이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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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모바일 서비스 이용 현황주요 모바일 서비스 이용 현황주요 모바일 서비스 이용 현황주요 모바일 서비스 이용 현황....ⅣⅣⅣⅣ

모바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1. SNS( )

가 모바일 이용률. SNS

모바일 이용률SNS 27.9%년 월 현재 만 세 인구의 이동전화 이용자의 가 최근 년 이내 이동전화스마2011 9 12-59 27.9%( 28.1%) 1 (트폰 포함를 통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한 모바일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남) SNS( ) ' SNS '남성 의 모바일 이용률이 여성 보다 다소 높으며 연령별로는 대의 이용률이(29.6%) SNS (26.2%) , 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세 대 등의 순임65.3% , 12-19 (35.2%), 30 (32.1%)
최근1주일 이내16.9 1주일-1개월7.11-3개월1.13개월-1년2.9이용 안한 지1년 넘음3.8이용 경험없음68.3

모바일 SNS 이용자27.9%그림【 32 모바일 이용률. SNS (%)】

27.9 29.6 26.2 35.2 65.3 32.1 10.0 3.9전체 남성 여성 12-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림【 33 성 연령별 모바일 이용률. SNS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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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바일 이용 활동별 빈도. SNS

모바일 이용자의 가 주 회 이상 타인의 게시물 읽음SNS 55.4% 1 ' '모바일 이용자의 과반수 가 주 회 이상 하루에 회 이상 주일에 회 이상SNS (55.4%) 1 (‘ 1 ' 20.0%, '1 1 '타인의 게시물을 읽는 것으로 나타남35.4%)주 회 이상 본인 게시물 작성 또는 타인의 게시물에 반응하는 경우도 각각 와 인1 ' ' ' ' 43.8% 39.8%것으로 조사됨

9.218.322.2

20.4 29.818.224.9

24.2 17.223.7 19.4

35.4 32.230.524.3

20.011.69.39.2
타인의 게시물 읽기본인 게시물 작성타인의 게시물에 반응타인의 게시물 공유ㆍ재전송

전혀 하지 않음 한 달 1회 미만 한 달 1회 이상 1주일 1회 이상 하루 1회 이상'하루에 1회 이상'+'1주일에 1회 이상'의 비율55.4 43.839.833.5
타인의 게시물 읽기

타인의 게시물에 반응타인의 게시물 공유ㆍ재전송

그림【 34 모바일 이용 활동별 빈도 모바일 이용자. SNS (%)-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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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광고2.

가 모바일 광고 접한 경험.

모바일 광고 접한 경험자 57.1%년 월 현재 만 세 인구의 이동전화 이용자의 가 이동전화스마트폰 포함를2011 9 12-59 57.1%( 57.5%) ( )통해 모바일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남성 이 여성 보다모바일 광고를 접한 경험이 다소많으며 연령별로는 대 경험률이(59.0%) (55.2%) , 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세 대 등의 순임88.9% , 12-19 (72.9%), 30 (69.2%)
57.1 59.0 55.2 72.9 88.9 69.2 42.6 19.0전체 남성 여성 12-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림【 35 모바일 광고 접한 경험. (%)】

나 모바일 광고 접한 빈도.

모바일 광고 접한 경험자 하루에 회 이상 노출42.2% ' 1 '모바일 광고 접한 경험자의 가 하루에 회 이상 모바일 광고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2.2% ' 1 ' ,주일에 회 이상 노출되는 경우도 로 나타남'1 1 ' 38.6%
하루에1회 이상42.21주일에1회 이상38.6

한 달에1회 이상12.7 한 달에1회 미만6.5그림【 36 모바일 광고 접한 빈도 모바일 광고 접한 경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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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바일 광고 유형별 이용 현황.

주로 접하거나 내용을 확인하는 모바일 광고는 문자메시지 광고' '모바일 광고 접한 경험자의 가 문자메시지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8.0% ' ' ,검색 광고 및 배너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각각 와 임' ' ' ' 49.8% 38.5%모바일광고 접한 경험자 중 가 접한광고의 내용을 확인한 경험이 있으며 문자59.5% , ' 메시지 광고'내용을 확인한 경우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남48.7%
88.0 49.8 38.5 27.8문자메시지 광고 검색 광고 배너 광고 동영상 광고

그림【 37 모바일 광고 유형별 접한 경험 복수응답 모바일 광고 접한 경험자. ( , %)- 】

48.7 18.3 12.3 10.1 40.5문자메시지 광고 검색 광고 배너 광고 동영상 광고 내용 확인 경험없음
모바일 광고 내용 확인 경험자59.5%

그림【 38 모바일 광고 유형별 내용 확인 경험복수응답 모바일 광고 접한 경험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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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무선통신3. NFC( )

가 인지도. NFC

근거리 무선통신 인지도NFC( ) 11.0%만 세 인구의 가 근거리 무선통신에 대해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음 매우12-59 11.0% NFC( ) (‘ ' 9.4%, '잘 알고 있음 고 응답한 인지자인 것으로 나타남' 1.6%) ’NFC ‘
매우 잘 알고 있음1.6잘 알고 있음9.4보통임13.5들어본 적은있으나 잘 모름22.0

전혀 모름(들어본 적 없음)53.5 NFC 인지자11.0%
그림【 39 인지도. NFC (%)】

나 서비스별 유용도. NFC

모바일 결제 서비스 및 제품 정보 서비스가 가장 유용할 것으로 인식' ' ' '서비스 중 모바일 결제 서비스 및 제품 정보 서비스 가 가장 유용할 것으로NFC ' (65.0%)' ' (62.0%)'평가되었으며 개인 인증 서비스가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과반수 임, ' ' (58.3%)
65.0 62.0 58.3 42.7 34.6 32.7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품 정보 서비스 개인 인증 서비스 관광 안내 서비스 예약 및 쿠폰 서비스 주차 위치 확인서비스

그림【 40 서비스별 유용도복수응답. NF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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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스마트기기 이용 전망부록 스마트기기 이용 전망부록 스마트기기 이용 전망부록 스마트기기 이용 전망>>>> 1)1)1)1)

스마트기기 신규 교체 수요1. ㆍ

가 스마트기기 신규 수요 전망.

년 스마트기기 신규 이용자2013 32.1%만 세 인구의 스마트기기 비이용자의 가 향후 년 이내 스마트기기를 구입할12-59 32.1%( 53.5%) 2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년 신규 의향자가 년 임, 2012 14.9%, 2013 14.3%
2013년16.32012년15.8 향후 2년 이내스마트기기 신규 이용자32.1%

그림【 1 스마트기기 신규 수요 전망. (%)】
14.33.8 5.914.92012년 2013년

스마트폰 스마트패드그림【 2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 신규 수요 전망. (%)】

나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교체 수요 전망. ( )

스마트폰 이용자의 향후 년 이내 스마트폰 교체 의향39.7%, 2년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 중 가 향후 년 이내 스마트폰을 교체할 의향이 있으며2011 39.7% 2 ,주로 남성과 대 이용자를 중심으로 교체할 것으로 예상됨20-30
2013년31.02012년8.7 향후 2년 이내스마트폰 교체자39.7%

그림【 3 스마트폰 교체 수요 전망. (%)스마트폰 이용자-
20대36.8 30대31.7 40대14.412-19세13.8 50대3.31 남성54.7 여성45.31성별연령별

그림【 4 스마트폰 교체 수요 전망 구성비. (%)향후 년 이내 스마트폰 교체자- 2 】

_______________________1)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또는 스마트패드 구입교체 의향 시기에 대한 응답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년간 이용률 변화를 전망함(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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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이용 전망2.

가 스마트기기 이용률 변화.

년 스마트기기 이용률 전망2013 70.2%스마트기기 신규 수요를 기반으로 향후 이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스마트기기 이용률은 년, 2011현재 에서 년 년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40.1% 2012 55.8%, 2013 70.2%스마트폰 이용률은 년 현재 에서 년2011 39.2% 2013 68.3%로 스마트패드의 경우 년 현재, 2011에서 년 로 약 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3.1% 2013 16.9% 5

2.6 8.3 39.2 54.1 68.31.2 3.1 8.9 16.9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E) 2013년(E)
스마트폰 이용률 스마트패드 이용률2.6 9.2 40.1 55.8 70.2스마트기기 이용률그림【 5 스마트기기 이용률 전망. (%)】

스마트기기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를 의미하며 스마트기기 이용률은 년 스마트기기 이용자와 향후, 2011년 내 신규 구입의향자를 합산한 결과임2
참고 무선인터넷 이용률 전망[ ]스마트기기 비이용자 중향후 이용 의향자를 기반으로 무선인터넷 이용률변화를 살펴보면,무선인터넷 이용률은 년 현재 에서 년에는 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2011 65.2% 2013 80%

54.9 59.3 65.2 72.6 80.2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E) 2013년(E)

그림【 6 무선인터넷 이용률 전망. (%)】
무선인터넷 이용률 전망치는 현재 무선인터넷 비이용자 중 스마트기기 비이용자의 이용 의향률을 합산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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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기기 이용자 구성 변화.
스마트폰 이용자 구성①

대 중심의 스마트기기 이용에서 전 연령대로 확산20-30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자 구성비 차이는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연령별로는 년 현재 대와 대 이용자 구성비가 각각 에서 년2011 20-30 40-50 63.2%, 50.6% 2013각각 로 대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50.6%, 32.0% 40-50
54.2 53.344.4 45.8 46.755.62011년 2012년(E) 2013년(E)

여성남성
그림【 7 성별 스마트폰 이용자.구성비 변화(%)】

17.517.4 33.328.024.2 29.927.626.4 16.419.821.8 5.17.110.215.32011년2012년(E)2013년(E)
12-19세 20대 30대 40대 50대21.563.255.650.6 26.932.0

그림【 8 연령별 스마트폰 이용자 구성비 변화. (%)】

스마트패드 이용자 구성② 년 현재 남성과 여성 스마트패드 이용자 구성비는 각각 에서 년 각각2011 64.9%, 35.1% 2013 58.3%,로 여성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41.7%연령별로는 대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대 이용자 구성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20-30 40-50
60.4 58.335.1 39.6 41.764.92011년 2012년(E) 2013년(E)

여성남성
그림【 9 성별 스마트패드 이용자.구성비 변화(%)】

22.319.7 35.229.829.1 32.327.225.0 9.713.318.0 5.37.48.217.52011년2012년(E)2013년(E)
12-19세 20대 30대 40대 50대15.067.5 20.757.0 26.254.1

그림【 10 연령별 스마트패드 이용자 구성비 변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