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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인터넷 이용자의 미디어․콘텐츠 이용 행태 분석

남충현
부연구위원, ICT통계정보연구실

■■■  조사 자료 및 분석 배경

- 인터넷은 정보습득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SNS나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의 장이기도 함 

-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거나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보편화 되었으나, 인터넷을 적극적인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능동적 이용행태를 보이는 이용자는 일부에 그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 2016년도 (개인용)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응답자의 인터넷 이용행태의 적극성 

여부에 따른 미디어․콘텐츠 이용 행태의 차이에 대해 조사함

■■■  인터넷 활동 유형 별 응답자 비율

-  2016년도의 전체 응답자(개인별)는 9,788명이며, 지난 3개월간의 인터넷 활동 여부를 1) 동호회 카페, 2)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 3) 온라인 설문 참여, 4) 온라인 지식 생산, 5) SNS 활동의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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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의 항목에서 1달에 1회 이상의 활동이 있었다고 답한 경우의 비율은 24.3% 이며, 

이들을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로 정의함1)

※ 반면, 위의 항목 중 한 가지도 해당 활동이 없는 경우2)는 비능동적 인터넷 이용자로 정의하며, 이들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5.7%임

-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도 친목 활동에 해당하는 동호회․카페 및 SNS 활동을 하였지만, 그 이외의 인터넷 

활동은 하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은 16.2%이며, 이들을 친목유형의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로 정의함

-  친목 이외에도 인터넷 뉴스․토론, 온라인 설문 및 평점, 온라인 지식생산 등의 활동을 한 응답자의 비율은 

8.2%이며, 이들을 비친목유형의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로 정의

[표 1]  인터넷 활동 유형별 응답자 비율  (1달에 1회 이상 기준)

친목
활동

1) 동호회·카페

다른 회원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음 12.2%

게시된 글에 댓글을 단 적이 있음 8.3%

게시된 글을 스크랩 한 적이 있음 5.6%

글을 올린적이 있음 6.0%

한 가지 이상 해당 13.3%

2) SNS활동

SNS상에 답변이나 글을 올린적이 있음 13.7%

SNS상의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음 14.1%

추천, 평점주기 기능을 사용한 적이 있음 14.0%

한 가지 이상 해당 17.7%

1)-2) 한가지 이상 해당되지만 3)~5)에 해당되는 활동 없음 16.2%

비친목
활동

3)  인터넷뉴스·토론 
게시판

댓글을 달거나 글을 작성한 적이 있음 3.5%

글을 스크랩한적이 있음 3.0%

한 가지 이상 해당 4.3%

4) 온라인 참여

온라인 설문/폴/투표에 참여한 적이 있음 3.1%

추천, 평점 주기 기능을 사용한 적이 있음 4.0%

한 가지 이상 해당 5.1%

5) 온라인 지식생산

인터넷 지식서비스에 질문 글을 올린적이 있음 3.5%

인터넷 지식서비스에 답변 글을 올린적이 있음 2.7%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유용한 정보를 올린적이 있음 2.8%

한 가지 이상 해당 4.7%

3)-5) 한 가지 이상 해당 8.2%

전체 1)-5) 중 한 개 이상 해당 24.3%

1) 지난 3개월간 해당 활동의 월평균 빈도를 질문하여 월평균 1회 이상 응답한 경우를 기준으로 함

2) 지난 3개월간 해당 활동이 있었어도 그 빈도가 월평균 1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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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활동 유형 별 응답자 인구 특성

-  인터넷 활동 유형별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표 2]와 같이 나타나며, 모든 유형에서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비능동적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엔 50대(18.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40대(17.8%), 60대(14.2%)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에 비하여 고령층으로 편중됨

-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엔 40대(27.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대(20.5%), 10대 (16.6%)의 

순이었음

-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를 다시 SNS와 클럽/카페 활동 등 친목 활동 위주로만 적극적 활동을 보인 친목 유형과 

친목 이외의 인터넷 활동도 적극적인 비친목 유형으로 구분하면, 비친목 유형은 친목 유형에 비하여 20대와 

30대의 비중이 더 높음

[표 2]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

전체 비능동적

능동적

소계 친목 비친목

10대 미만 2.7% 3.4% 0.4% 0.5% 0.1%

10대 12.4% 11.1% 16.6% 17.2% 15.4%

20대 10.1% 6.7% 20.5% 18.8% 24.1%

30대 10.6% 8.2% 18.2% 16.9% 20.8%

40대 20.0% 17.8% 27.0% 27.8% 25.4%

50대 17.2% 18.1% 14.2% 15.5% 11.9%

60대 11.4% 14.2% 2.6% 2.8% 2.0%

70대이상 15.7% 20.6% 0.4% 0.4% 0.3%

합계(명) 9,788명 7,406명 2,382명 1,584명 7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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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활동 유형별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3)

-  [그림 1]은 유형별로 매체의 일간 평균 이용시간을 보여주며,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들은 비능동적 인터넷 

이용자들과 매체 이용 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남

-  TV의 경우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145.1분)가 비능동적 인터넷 이용자(215.4분)보다 일평균 이용시간이 짧았으며,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는 비친목 유형(138.2분)이 친목 유형(148.7) 보다 더 이용시간이 짧았음

-  라디오의 경우 전체적으로 이용시간이 짧았으나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2.6분)가 비능동적 이용자(5.2분)에 

비해 이용시간이 더 짧았음

-  신문/잡지/책의 경우엔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56.1분)가 비능동적 이용자(38.9분) 보다 이용(독서)시간이 

더 길었으며, 능동적 이용자 중에서는 친목 유형(58.2분)이 비친목 유형(52.1분)보다 평균 독서시간이 길었음

-  PC 사용시간은 능동적 이용자(90.6분)가 비능동적 이용자(35.4분)보다 길었으며, 능동적 이용자 중에서도 

비친목 유형(104.7분)이 친목 유형(83.5분) 보다 더 길었음

-  스마트폰 사용시간도 능동적 이용자(122.5분)가 비능동적 이용자(63.2분)보다 길었으며 비친목 유형(126.5분)이 

친목 유형(120.4분)보다 더 길었음

주: 미디어다이어리의 1~3일차의 일간 이용시간(분)의 평균값 

3) 해당 미디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이용시간이 0분이라고 답한 사람도 포함시켜 평균값을 계산하였으며, 이용을 한 사람만 한정한 평균값은 이보다 더 높음

[그림 1]  매체별 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분)

라디오 스마트폰TV PC신문/잡지/책

전체

4.6 

198.3 

43.1 48.8 

77.6 

비능동적

5.2 

215.4 

38.9 35.4 

63.2 

소계 친목 비친목

2.6 

145.1 

56.1 

90.6 

122.5 

2.5 

148.7 

58.2 

83.5 

120.4 

2.8 

138.2 

52.1 

104.7 

126.5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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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활동 유형별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가입 및 지출 행태

-  [그림 2]은 인터넷 활동 유형별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에 가입한 비율을 나타내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는 

TV 프로그램(유료 다시보기 등), 영화/동영상, 신문/잡지/책, 음악, 게임 등으로 구분됨

※ 예를 들어, 영화 콘텐츠의 경우 오프라인 극장 관람은 제외하고 디지털기기(PC, 스마트 폰 등)를 통해 온라인으로 본 경우만을 포함함

-  음악 서비스(6.1%)의 가입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신문/잡지/책(1.1%)의 경우에는 가입비율이 가장 낮았음

-  TV, 영화, 신문/잡지/책, 음악, 게임 등 모든 종류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가입 비율은 비능동적 이용자보다 

능동적 이용자가 더 많았으며, 친목 유형의 이용자보다 비친목 유형의 이용자가 더 높게 나타남

주: 해당 서비스에 회원 가입 한 비율

-  [그림 3]은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의 월평균 비용지출액으로, TV 프로그램 서비스의 경우 

능동적 이용자(32,169원)가 비능동적 이용자(46,893원)보다 지출액이 더 많았음

-  영화/동영상 서비스의 경우엔 비능동적 이용자(19,111원) 보다 능동적 이용자(43,131원)가 지출액이 더 

높았음

-  신문/잡지/책의 경우 비능동적 이용자(31,818원)가 능동적 이용자(29,733원)보다 더 지출이 많았음

[그림 2]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가입 비율 (단위 : %)

TV프로그램 신문/잡지/책

전체

1.5
2.7

1.1

6.1

3.2

비능동적

0.6 
1.4 

0.4 

2.9
1.5 

소계 친목 비친목

4.2 

7.0 

3.1 

16.0 

8.6 

1.9 

4.9 

1.8 

11.5 

4.9 

8.6 

11.0 

5.8 

25.1 

15.9 

능동적

영화 음악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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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음악 콘텐츠는 능동적 이용자(48,691원)가 비능동적 이용자(43,716원) 보다 지출이 더 많았음

-  게임은 능동적 이용자(27,892원)가 비능동적 이용자(25,229원)보다 지출이 더 많았음

주: 서비스 가입자들의 월평균 지출액(원) 기준

■■■  인터넷 활동 유형 별 신문기사 열독 현황

-  인터넷 활동 유형은 각각의 이용자들이 정보를 접하는 태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림 4]는 

인터넷 활동 유형별로 신문기사를 열독4)하는 비율의 차이를 보여줌

-  신문기사는 종이신문 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 및 인터넷 신문 등을 모두 포함하며, 전체 응답자 

중에서 신문기사를 평소 읽어보는 사람의 비율은 35.6%임

-  신문기사 열독 비율은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57.1%)가 비능동적 이용자(28.7%)보다 높아 인터넷 활동이 

능동적인 사람들이 신문을 통한 시사 정보획득에도 능동적임을 시사함

※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도 친목 유형(57.3%)에 비해 비친목 유형(63.3%)이 신문기사 열독 비율이 더  높았음

-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들이 종이 신문5)을 열독하는 비율은 14.5%로 비능동적 이용자(7.1%)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친목 유형(12.2%)에 비해 비친목 유형(18.9%)이 종이 신문 구독 비율이 더 높음

4) 평소 꾸준히 신문기사를 읽어본다고 응답한 경우를 열독으로 정의함

5) 종이신문 열독자의 비율은 표 4.에서 주된 신문구독매체를 1, 2, 3순위로 꼽는 설문에서 3순위 이내로 종이신문을 꼽은 사람의 총합계로 집계하였음

[그림 3]  디지털 콘텐츠 평균 지출액 

전체

35,625 
37,807 

30,370 

46,883 

26,965 

비능동적

19,111 

46,893 

31,818 

43,716 

25,229 

소계 친목 비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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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프로그램 신문/잡지/책영화 음악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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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기사를 보는 매체로는, 스마트폰(30.0%)의 비율이 가장 높고, PC(10.0%), 종이신문(8.9%)의 순서로 

나타남

-  매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능동적 이용자는 비능동적 이용자보다 신문기사 열독 비율이 더 높았으며, 능동적 

이용자 중에서는 비친목 유형이 친목 유형에 비하여 모든 매체의 신문기사 열독 비율이 더 높았음

■■■  문화 활동 참여

-  [그림 5]는 오프라인 상의 문화 활동의 참여 현황을 나타내며,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들에게서 영화나 공연 

관람과 같은 오프라인 문화 활동도 더욱 활발했음이 나타남

-  영화 관람의 경우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들이 관람 횟수(연간 4.27회)와 평균 지출액(연간 49,067원) 모두 

비능동적 이용자들보다 많았음

-  연극, 콘서트 등 공연 관람의 경우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들이 관람 횟수(연간 0.53회)와 평균 지출액(연간 

81,151원) 모두 비능동적 이용자들보다 많았음

[그림 4]  매체별 신문기사 열독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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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관람 횟수와 지출액 모두 지난 1년간 합계 기준 
2) 지출액은 관람 횟수가 1회 이상인 응답자들의 평균 값 기준

■■■  요약 및 시사점

-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 집단의 평균 TV 이용시간은 비능동적 이용자 집단 보다 더 적은 반면, 종이 신문의 

열독 비율은 더 높으며 평균 독서 시간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이 종이매체를 구축한다는 통념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영화, 음악, 게임 등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유료가입비율은 전체적으로 높지 않지만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들은 영화 관람이나 공연 관람과 같은 오프라인 상의 문화 활동 참여에도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문화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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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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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 미래창조 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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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입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방송산업 실태

조사, 해외방송통계 자료의 조건검색과 원시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최신 이슈를 데이터에 기초하여 분석한 KISDI STAT REPORT 등 다양한 

분석자료가 제공됩니다.

▒ 미디어 통계수첩(2017년 발간)

 미디어 통계 수첩은 미디어 통계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산업실태조사의 

주요 시계열 통계를 요약, 정리하여 작성한 소책자입니다. KISDI STAT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

▲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

http://stat.kisdi.re.kr

2017년도 조사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5월 15일부터 8월 초까지,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2017년 상반기 기준 

부가조사는 8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수행 예정)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는 6월 1일부터 8월 초까지 수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