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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스마트폰, 스마트TV와 같은 컨버전스 단말기를 형

성하였고, 방송과 통신 네트워크/플랫폼간의 융합을 가속하였으며, 인쇄물(책/

신문), 영화, 음반 등의 오프라인 콘텐츠와 방송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진행시

켰다. 또한 팟캐스트(Podcast), 포털 뉴스, 모바일 IPTV와 같은 새로운 형태

의 뉴미디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단말

기-콘텐츠–네트워크의 1:1:1 매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즉, TV 수상기

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과 같이 범주 별로 한 

개씩 매칭되었던 전통 미디어 이외에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

는 새로운 조합의 미디어 소비를 할 것이다.  

이 때 소비자들에게 있어 단말기-콘텐츠–네트워크의 범주는 잠재적으로 인

식되나, 각 범주 안에서 선택된 대안들의 조합이 통합적으로 하나의 미디어로

써 습관처럼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콘텐츠, 네트워

크, 디바이스의 개별 범주 내에서의 대체, 경쟁 관계 및 규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연구들은 기술적 속성과 혜택에 국한한 분석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변

화된 미디어 습관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2년 한국미디어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미디어 활용능력, 시공간적 상황을 기

반으로 소비자들의 미디어 소비를 정량적으로 실증 분석하였고 미디어 단말기 

– 미디어 콘텐츠 – 미디어 연결(단말기–콘텐츠–네트워크)의 3범주 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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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과 대안들의 조합 활용을 도출하였다. 시간과 장소라는 변수의 채용은 

미디어 대안 선택이 소비자의 생활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이고

자 함이다. 또한 개인의 미디어 습관을 분석에 주요 변수로 고려하였다. 다매

체 다채널 환경에서 실제 다양한 미디어를 자연스럽게 조합 활용하고 인터넷

과 같은 양방향 미디어와 실제 생활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네이티

브, 그리고 유료 미디어 콘텐츠(오프라인, 디지털 포함)에 대한 친밀도와 지

불의사가 높은 소비자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별도로 포착하기 위함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다매체 다채널 선택의 스마트 미디어 환경과 변화된 소비자 

특성을 최대한 연구 모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

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매체 다채널 선택의 스마트 미디어 현상에서 대안 간의 선택적 

대체 관계와 다중 조합, 동시 사용의 보완적 관계를 시간과 장소의 상황적 요

인, 활용능력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개인적 요인으로 살펴봄으로써 미디어 

사업자, 미디어 정책 결정자, 미디어 기획자를 포함하는 여러 주체에게 다양

한 함의를 제공한다. 미디어 사업자 및 미디어 기획자들에게는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미디어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범주간 동반 성장 전략 또는 미디어 

산업 내 시장 획정 문제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미디어 가치사슬, 미디어 컨버전스, 스마트 미디어 환경, 다변량 

프로빗모형, 베이지안 추정 

학  번 : 201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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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세기 초반을 지나면서 라디오, TV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미디어 대안은 점차 다양화 되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접하는 정보

의 양과 질에 근본적인 변화를 준 것은 21세기에 등장한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구매체인 인쇄매체, 라디오, TV의 모든 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개인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스마

트패드와 같은 다양한 개인용 스마트 미디어 디바이스를 활용하게 되었다. 황

주성 외(2010)은 스마트폰을 미디어 이용패턴을 변화시켜온 TV, PC를 잇는 

제 3의 매체로 간주하고, 스마트폰이 개인의 미디어 이용패턴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주목하기도 했다. 미디어 네트워크 역시 정기 구독에서 라

디오와 텔레비전 지상파 방송, 유료 방송으로, 다시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미디어 컨버전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인쇄매체, 라디오, TV에서마저도 

단말기-콘텐츠-네트워크의 1:1:1 매칭이 파괴되었다. TV의 경우 지상파, 

유선 케이블, 위성방송에 이어 셋톱박스에 인터넷 프로토콜을 부여하는 

IPTV로, 다시 자체 CPU와 운영체제(OS)를 장착한 스마트 TV로 발전하게 

되었다. 인터넷과 TV의 만남은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다양한 영상 콘텐츠에 

대한 VOD 서비스, 게임, 인터넷 검색, 어플리케이션 마켓 등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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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TV는 더 이상 방송사로부터의 단방향 서비스가 아닌 양방향 

서비스로 탈바꿈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콘텐츠에서도 

융합의 바람은 거세다. 인쇄물(신문/책), 영화, 음반 등의 오프라인 콘텐츠가 

네트워크/플랫폼과 단말기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콘텐츠로 융합되었으며 

기존의 방송·통신 콘텐츠와 섞이고 있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대안은 점점 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고자 하는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플랫폼과 그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단말기를 통해, 주어진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여 미디어 대안을 

선택하고 구성하여 소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콘텐츠-네트워크-플랫폼-터미널(C-N-P-T)의 가치사슬을 잠재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선택에 반영한다. (박유리, 2010) 

미디어 컨버전스의 영향은 단말기나 콘텐츠, 네트워크 자체의 속성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습관에도 미치게 되었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1  혹은 스마트 미디어 세대인 소비자들은 

N스크린(N-screen)을 자유자재로 즐기고, 소셜 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미디어 소비에 있어 자기 주도적이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1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는 미국의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가 개념화한 용
어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과 대비된다. PC, 
휴대전화, 인터넷, MP3와 같은 디지털 환경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자유자재로 활용한 
세대를 말한다. 오픈 마켓(Open Market)이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앱스토어(AppStore), 블로거(Blogger), Web 2.0과 같은 개
방적 글로벌 라이프스타일을 즐긴다. (http://en.wikipedia.org/wiki/Digital_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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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미디어 멀티태스킹(media multitasking, 다중 미디어 동시 이용 

행태)과 미디어 멀티플렉싱(media multiplexing, 다중 미디어를 짧은, 주어진 

시간 동안 복합적으로 소비하는 행태)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Schultz, 

2006; Lin, 2013)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이용 전반에 관련한 통합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미디어 이용 행태 조사와 연구들은 

가치사슬 범주 별, 혹은 인터넷·방송·통신의 미디어 서비스(플랫폼) 세부 

범주 별로 이루어져 왔으며, 통합된 미디어 환경에 대한 연구들 역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군집 분석 등 기본적인 계량 분석 모형만을 사용하여 각 

미디어 서비스를 기준으로 중심 이용자 특성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 간 대체를 기능적 대안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대다수이다.  

본 연구는 가치사슬을 반영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2년 

한국미디어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미디어 이용 

습관의 개인적 특성, 미디어 소비자의 시공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미디어 소비를 정량적으로 실증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 단말기 – 미디어 

콘텐츠 – 미디어 연결(단말기-콘텐츠-네트워크)의 3범주 간의 상호연관성과 

대안들의 조합 활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시간과 장소라는 변수의 채용은 

미디어 대안 선택이 소비자의 생활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이고자 함이다. 또한 미디어 활용능력을 분석에 주요 변수로 고려한 이유는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실제 다양한 미디어를 자연스럽게 조합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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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디지털 네이티브들,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친밀도와 지불의사가 

높은 소비자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별도로 포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매체 다채널 선택의 스마트 미디어 환경과 변화된 소비자 특성을 

최대한 연구 모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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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2.1 미디어 환경의 변화 

인터넷의 등장은 미디어 대안의 다양화를 불러일으킨 주요 변화 원인이다. 

Morris & Ogan (1996)는 Critical mass(Markus, 1991; Oliver et al., 

1985), Interactivity(Rafaeli, 1988), Uses and gratifications(Katz et al., 

1974), Network analysis(Grant, 1993), Social presence and media 

richness theory(Walther, 1992a)의 기존 이론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매스 

미디어로 개념화하였다. 그는 인터넷이 매스 커뮤니케이션 모델 

SMR(Source-Message-Receiver, 정보원-특정메세지-수신자)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만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다면적인 미디어 특성을 갖기 

때문에 SMR의 배열이 완전히 새로운 구성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PC와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후 다양한 콘텐츠들이 디지털화되어 유통되기 

시작했고, 실시간 지상파/케이블 방송이나 정기 신문 구독 이외에도 VOD, 

DMB와 같이 새로운 미디어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형성되었다.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다양한 모바일 멀티미디어 단말기(MP3, PMP 등)의 생성과 

대중화를 야기하였다. 박유리(2009)은 인터넷, DMB, IPTV, 케이블 등 

다양한 매체와 TV수상기, PC, 이동전화, PMP 등의 다양한 단말기를 

활용하는 방송 콘텐츠 이용방식의 다변화 패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미디어 환경은 모바일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해 다시 한 번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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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겪게 되었다. 모바일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PC에서 

유통되었던 정보들이 모바일로 이동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하는데 있어 장소를 초월하게 되었다(Verkasalo, 2009). 통신 기술적 

진보와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개선으로 집, 사무실이 아닌 대중 교통수단, 

길거리, 쇼핑몰로 미디어 사용 공간이 확장되었다. 스마트폰은 

이동성(mobility), 편재성(ubiquity), 개인식별성(personal identity), 사용자 

실시간 위치 확인성(localization)의 특징을 갖는 모바일 단말기이면서 일반 

휴대폰에 비해 월등히 개선된 컴퓨터 용량, 그리고 WAP방식의 제한적인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3G, LTE와 같은 고속 데이터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항시 연결성을 갖는 휴대폰이다. (황주성 외, 2010; 김봉철, 

2007; 배진한, 2006; Liang & Wei, 2004) 황주성 외(2010)는 스마트폰을 

TV, PC를 잇는 제3의 매체로 간주하고, 스마트폰이 기존의 인터넷과 TV 

중심의 개인의 미디어 이용패턴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주목하였다. 

   

2.2 뉴미디어의 등장과 미디어 대체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유한한 미디어 사용시간 내에서 기존의 미디어와 

경쟁하면서 소비 시간과 예산을 재편하고 대체를 발생시킨다(Neuman, 

1988).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의 경쟁과 대체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연구자들이 노력해왔으며, 많은 연구들이 Katz et al. 

15 
 



(1974)의 이용과 충족 이론 (Uses and gratification theory)2에 기반하여 

소비자들의 미디어 선택을 분석하였다(Grotta & Newsom, 1982; Lin, 1999; 

Neuman 1998; Dimmick et al., 2004). 매스미디어에 대한 노출과 선택은 

개인의 내재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미디어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적 목적을 갖는다는 것이 이용과 충족 이론의 골자이다. 미디어 

이용자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이용 동기와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하고, 다양한 심리적이고 사회적 변인들이 미디어 이용 과정에 

개입한다. 이 때 하나의 미디어는 다른 미디어 대안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욕구충족 활동과 경쟁해야 한다(Katz et al., 1974).  

Lin(1999)는 이용과 충족 이론의 기능적 동등성의 원칙(functional 

equivalence principle)에 의거하여, 뉴미디어인 인터넷과 기존 미디어인 

TV의 이용 요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로의 

기능적 대체가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Furguson(2000)은 TV와 

인터넷이 오락을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기능적 유사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Dimmick et al.,(2004)는 소비자에게 뉴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일간 뉴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적 유사성이 있는 지상파 TV 

뉴스 방송, 신문, 라디오, 케이블 뉴스 방송과 인터넷 뉴스의 대체 패턴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일간 뉴스 미디어에 대해 뉴스 내용의 최신성, 개인의 

2 이용과 충족 연구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대답하는 접근방
법에 대한 연구이며, 이용자의 심리적 변수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 의사소통의 욕구와 동기, 미
디어에 대한 태도와 기대 등 포함한다. (강홍렬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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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활용에 대한 적합성, 주제의 다양성, 정보 획득의 즉시성, 뉴스 범위 

선택의 가능성, 뉴스 접근에 대한 편의성의 6개 충족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해당 뉴스 미디어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각 미디어가 제공하는 충족의 유사성을 추출하였다. 또한 경쟁적 대체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넷 뉴스를 이용한 이후로 기존의 일간 뉴스 

미디어(지상파 TV, 신문, 라디오, 케이블)을 ‘덜’, ‘더 자주’,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는지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기능적 유사성이 있는 미디어 

사이에는 대체관계가, 기능적으로 상이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충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용과 충족 이론을 활용한 미디어 대체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론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디어 컨버전스 환경의 도래와 융합 

미디어들의 다기능화 및 고사양화로 인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뉴미디어와 

기존 미디어의 관계를 기능적 대체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스마트폰의 급성장으로 모바일웹 환경이 커지고 있는 현재, 스마트폰과 PC는 

그 이용 동기나 기능적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아져 기능적 대체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PC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이동성을 스마트폰이 보완해주기 

때문에 기능적 보충·보완재라고도 할 수도 있겠다. 이 때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대체/보완과는 다소 그 의미가 다르고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분석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크다. 다수의 미디어를 이용하거나 

동시에 여러 미디어를 이용하는 행태의 보편화 역시 기존의 이용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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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나 기능적 대체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임정수(2010)는 Robinson(1981)의 선택적 대체 이론을 소개하며 신구 

미디어의 경쟁관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접근이라 칭하고 있으며, 미디어 

연구에서 사용된 미디어 대체성의 개념이 주로 기능적 대체성을 의미해왔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기능적 차원에서의 대체성과 선택적 차원에서의 대체성이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Robinson(1981)은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일정하여 다른 미디어의 이용시간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미디어 이용시간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대체재(substitute) 또는 보완재(complement)의 경제학적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재현(2005) 역시 실제 이용자의 미디어 선택 행위에 초점을 

두어, 미디어의 보완성을 “새로운 미디어의 이용이 전통적 미디어의 이용을 

증가시키는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2.3 디지털 미디어와 다중 미디어 소비 

콘텐츠가 미디어를 넘나들게 되면서 다수의 미디어를 조합하여 이용할 뿐 

아니라 동시에 여러 미디어를 이용하기도 하는 행태가 보편화되었다. 또한 

IPTV와 스마트폰, 태블릿PC(스마트패드), 디지털 VOD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디지털(저장)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미디어 이용에 있어 단일 시간성에 의문을 갖게끔 했다. 특히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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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24시간+a’의 시간 예산을 갖게 되었으며 미디어 

이용은 선형적인 단일 시간성이 아니라 시간의 밀도 제고(densification of 

time)와 이중 시간(double time)의 복합 시간성3을 갖는다. (Jaureguiberry, 

2000; Kakihara & Sorensen, 2002)  

Don E. Schultz(2006)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이미 미디어 멀티태스킹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미디어 포맷에 담긴 다수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구조로 끊임없이 조직하고 구성한다. 그는 소비자의 미디어 활용 시간 

중 동시 활용 시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40~60%의 답변자들이 TV,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을 조합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두 개의 

미디어가 동시에 소비되고 있을 때 하나의 미디어가 보통 전진 

매체(foreground media), 나머지 하나의 미디어가 후진 매체(background 

form)가 되어 조합을 형성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때 두 개의 미디어의 

전진-후진 조합의 구성이 바뀔 경우, 이전의 것과는 다른 동시 소비 성향을 

나타낸다.  

이재현(2006)은 이용과 충족 이론, 미디어 대체 가설은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러 플랫폼을 넘나들며 여러 플랫폼의 콘텐츠를 동시적으로, 또는 

비동시적으로 관여하는 독특한 미디어 이용행위를 ‘멀티플랫포밍’으로 

3 시간의 밀도 제고는 모바일의 유연성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업무 내용과 순서의 조직화 측
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을 말한다. 이중시간의 창출은, 물리적 시간에 미디어 시간을 중첩
(superimpose)시킴으로써 동시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Jaureguiberr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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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하였다. 또한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미디어 이용자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조합하여 사용하는데 이를 ‘미디어 매트릭스’라고 한다. 미디어 

매트릭스는 신규(뉴)미디어가 구(올드)미디어를 대체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찬구 외, 2009). 

그는 시간의 심화(deepening)(Hall, 1976)와 개인별 미디어 매트릭스 구성 

가정을 채택하여 모바일 미디어가 멀티플랫포밍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의 

동시성의 확대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동시성은 미디어 이용을 

하면서 제미디어 행동을 하는 경우와 여러 미디어를 동시에 이용하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미디어 매트릭스의 유형들을 토대로 멀티플랫포밍의 

시간 차원에서 행위의 흐름을 모바일 미디어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단일 

미디어로 구성된 집단의 비율이 47.5%, 2개 이상의 다중 미디어 집단 비율이 

35.2%로 조사 당시 시점에서는 단일 미디어 이용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특성으로는 모바일-PC는 사무직 또는 학생이, 모바일-

TV는 기능직 또는 주부가, 삼원의 경우는 고학력자 비율이 높았다. 또한 

모바일 중심 멀티플랫포밍 행위는 밤10시를 전후로 최고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황주성 외(2010)는 일반폰 집단과 스마트폰 집단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 

패턴, 미디어 이용 동기 등의 변화에 주목하였으며 각각의 그룹의 미디어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다중 미디어 매트릭스의 비중을 일반폰 소유자와 

스마트폰 소유자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일반폰 소유자의 50%는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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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미디어 대안을 미디어 매트릭스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소유자의 64.3%가 다중 미디어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미디어 지형의 변화에서 스마트폰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 자료로는 15분 간격으로 기입된 미디어 다이어리를 

사용하였는데, 미디어 동시 이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1사용과 제2사용을 

같이 기입하게 하였고 미디어 복합 이용 행태 파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미디어 이용 목적을 정보 접근,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목적 3개와 세부 목적 21개, 기타 목적 1개로 나누어 별도 기재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들은 미디어 매트릭스를 구성할 때 중심적 미디어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미디어를 단말기 차원으로 조사하였음을 밝히며,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의 정확한 미디어 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미디어 

별로 4개의 층위(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기)를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지적하였다.  

Lin et al. (2013)은 소비자들의 ‘미디어 멀티플렉싱 행태’(Media 

Multiplexing, 다중 미디어를 짧은, 주어진 시간 동안 복합적으로 소비하는 

행태)를 분석하였다. 개별적이거나, 멀티플렉싱되어 사용되는 미디어들 

내에서의 선택을 예측하는 모델을 수립한 이들의 논문은 미디어 대안, 소비자 

이질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고, 또한 요일/시간과 같은 독립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 30분 간격의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조사된 

데이터를 1시간 간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표적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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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target audience segment)를 도출하여 미디어 기획자에게 함의를 

제공하고자 했다. 

 

2.4 개인의 미디어 활동과 생활 시간, 장소의 변화 

Vitalari et al. (1985)는 가정 내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야기된 시간 할당 

패턴의 변화를 추적한 바 있는데, 가정 내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텔레비전 

시청, 가족과의 여가, 수면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에 분배되던 

시간이 감소한 것을 밝혔다. 황용석(2004)은 생활시간 변화라는 측면에서 

텔레비전과 인터넷 이용의 상호관계를 탐색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연구들이 서베이 조사를 통해 특정 시점에서 답한 이용자들의 매체 

이용량이나 동기, 그리고 지각된 기존 매체 이용량 증감여부 등을 중심으로 

연구했으며, 이때 인구학적 변인, 이용 동기 변인, 매체 이용량 변인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변인들로는 매체가 소비되는 시간과 공간적인 맥락 – 

구체적인 제약 조건 – 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의 수용자들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능력, 결합 그리고 권위의 제약 속에서 일상적인 혹은 

주기적 생활활동을 통해 물리적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구조화하는가는 매체이용과정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매체소비의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시간적/선택적 대체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는 KBS의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였는데, 해당 데이터는 조사 전날의 24시간에 대해 30분 단위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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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가사노동, 미디어 이용 등 다양한 행동패턴과 생활 시간에 대한 

시간표를 작성하고 시간대과 공간을 기입한 타임 다이어리 자료이다.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의 인구학적 변인, TV, 신문, 인터넷, 휴대폰 무선인터넷 

이용시간대의 구간 수를 합산한 매체 이용 시간 변인을 이용하였다. 또한 

활동 장소를 2단계 범주화하여 유목화시킨 후 유목별 구간 점수를 합산한 

공간 점유 시간 변인을 구성, 활용하였다.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분석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활동공간과 두 매체 이용량 간의 상관관계 및 

활동상황과 두 매체 이용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량이 텔레비전 시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변인과 

활동시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위계적 회귀분석(공변량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인터넷과 TV의 대체관계를 입증하였다. 

이재현(2005)은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이 정해진 미디어 

소비 예산 내에서 재편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이용을 포함하는 제행동들에 

투입하던 시간 역시 재분배하게 되면서 생활시간 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시간 재할당 가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는 기존의 ‘상대적 

불변 원리(principle of relative constancy)’(McCombs, 1972)에서 말하는 

‘예산’에 대하여,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소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돈’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999년 실시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총 125개의 

소분류 중 미디어 행동이나 그 것의 영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이라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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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나누었고, 교제 및 여가 활동 내 중분류로 미디어 이용을, 

그 안에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신문, 책, 비디오, 음악 청취, 컴퓨터 

게임으로 행동을 분류하였다. 그는 개인별 행동시간량을 분 단위로 산출한 뒤, 

집단별로 인터넷 이용과 다른 행동 시간량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집단을 

다시 인터넷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하루 10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인터넷 이용시간량 이전에 이용 

여부가 다른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일차적인 지표로 사용하였다. 

시간량 자료를 기반으로 일원변량분석과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연령별로 인터넷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에 전통적 미디어 이용에 대한 

차이를 살핀 결과, 10대는 인터넷 이용 여부가 전통적 미디어 이용시간량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은 반면, 20대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전통적 미디어 

이용시간에서 미디어 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 이용과 전통적 

미디어 이용 사이의 관계는 수용자별로, 특히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미디어 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생활 시간과 공간의 맥락을 통해 미디어 소비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다만 강남준 외(2010)은 다중 미디어 소비 

연구에 있어 시간과 장소는 기존의 환경적 제약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미디어 

활동으로 재개념화되어 미디어 대안 선호와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단일시간성 혹은 시청의 분절성(discreteness)로 대표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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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개념이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커넥티드 환경의 도래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고정적이고 제약적인 장소의 개념이 모바일 미디어의 이용에 

따라 탈가내화되었기 때문이다(Wilken, 2008; Kakihara & Sorensen, 2002). 

 

2.5 연구 목적 및 본 연구의 범위, 차별점 

본 연구는 현재의 다매체 다채널의 미디어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미디어 소

비 행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때 미디어의 개념은 다양한 연구에서 

다차원적으로 사용되어 개념적 혼란이 있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message), 정보를 위해 모여든 대중을 실시간 트

래픽(traffic)으로 삼아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의 파워를 측정할 수 있으며, 

수신료 혹은 가입비의 직접 수입원 또는 광고 등의 부가 수익 모델을 갖는 플

랫폼 혹은 서비스의 총체”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는 임정수(2010)와 박

창희·김미경(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미디어의 정의 중 서비스로서의 미디

어를 활용하여 재개념화한 것이다.4  

본 연구의 또 다른 차별점은 미디어 대분류 선정 과정에 있다. 매스미디어 

분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Tomi 

4 임정수(2010)은 미디어의 개념을 기기로서의 미디어와 서비스로서의 미디어로 나누어 설명
하였다. 기기로서의 미디어는 기술의 물리적 측면을 말하며,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유선전
화기, 휴대전화기, PDA, MP3, PMP, DMB단말기 등을 포함한다. 반면, 서비스로서의 미디어는 
플랫폼 서비스 측면을 말하며, 지상파TV,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위성DMB, 지상파DMB, 
Wibro, Wifi, 통신사 부가서비스, 인터넷 포털 등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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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onen(2009)의 ‘seven mass media’5가 보편적으로 동의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seven mass media’를 참고하여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로써 제 1의 인쇄매체(신문/잡지), 제 4의 라디오, 제 5의 TV와 함께, 20세

기 이후 등장한 디지털 미디어로써 제 6의 인터넷과 제 7의 모바일을 미디어 

대분류로 활용하였다. 제 2의 녹음/녹화 저장 매체(recording)와 제 3의 영

화(cinema)는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의해 미디어 대분류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2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를 미디어 

대분류 선정의 정량적 기준으로 삼았다. 9개 대분류 미디어 매체(종이 매체, 

TV, 컴퓨터, 전화기, 촬영기기, 오디오기기, 비디오 재생/녹화기기, 게임기, 공

간미디어)의 시간대별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종이매체, TV, 컴퓨터, 전화기, 

오디오기기를 제외한 매체들의 시간대별 점유율은 1%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종이매체, 오디오기기, TV, 컴퓨터, 전화기를 앞서 기술한 본 연구의 미디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매칭시킨 결과, 인쇄매체, 라디오, TV, 인터넷, 모바일의 

5개 대분류 미디어를 선정할 수 있었다.  

기존의 다중 미디어에 대한 계량 연구들은 콘텐츠–네트워크–플랫폼-터미널

(C-N-P-T) 혹은 단말기–네트워크–콘텐츠의 각 범주를 개별적으로 분석하

거나 특정 범주만으로 미디어 대안을 설정한 것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서비스와 단말기에서 활용되는 OSMU(One Source Multi 

5 Tomi Ahonen(2009), University of Oxford Course on ‘Mobile as 7th of the Mas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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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이종의 서비스가 하나의 단말기에서 서비스되는 IPTV 등의 융합 미디

어와 같은 현재의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서 각 범주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거

나 특정 범주의 미디어만을 조사할 경우 소비자들의 정확한 미디어 이용을 도

출할 수 없다. (황용석 외, 2010; 임정수, 2010) 이러한 연구들에는 계량적 

방법론 측면에서도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갖는데, 소비자들의 미디어 소비는 

가치사슬을 잠재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여 각 범주의 대안을 조합, 소비

하게 되므로 각 범주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경우 내생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특정 범주 내 소비자의 선택을 분석할 때 범주 간의 연관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다른 범주 내 대안들이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설정한 뒤의 분석이며 미디어 소비는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설

정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장진용, 2009)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관련 문헌 및 조사를 기반으로 

5개 대분류 미디어를 선정하였고, 미디어 매체(단말기) – 미디어 연결(네트워

크) – 미디어 행위(콘텐츠)의 3범주의 가치사슬로 구성한 뒤 개별 미디어 범

주 내 대안들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현 미디어 소비 환경을 최대한 실제에 가

깝게 모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범주 간의 상호관계를 정량적으로 밝혀 소비

자의 잠재적 인식 아래에서 발생하는 조합적 미디어 사용을 실증한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미디어 소비를 분석하는 주요 설명 변수로 시

간과 공간적 상황을 활용하였다. 미디어활동이 점점 소비자의 생활을 재편시

킬 정도로 밀접해지고 있으며 상황적 제약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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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속성이나 혜

택에 기반한 분석은 한계가 있다. 같은 콘텐츠를 다양한 서비스와 단말기에서 

즐길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떤 미디어를 주로 소비하느냐의 질문보다는 특

정 미디어를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선택하느냐의 질문이 중요해지기 때문이

다. 미디어 대안들의 기능적 대체나 보완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의 미디어 

활동에 있어 미디어 선택 행위에 초점을 두는 방식을 선택하고 시공간적 상황

과 미디어 소비 성향과 관련한 개인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사용함으로써, 미디

어들간의 관계를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대체재적 관계와 동시 사용, 다중 조합

의 보완재적 관계에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디어들의 관계와 가치사슬 범주 간의 간접적 영향 및 실제 소비자

의 선택적 대체·보완·조합적 미디어 활동에 대한 본 연구의 해석은 방송·

통신·미디어 사업자의 수직·수평적 통합, 협력 및 사업 확장에 대한 일차적

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디어 산업 내 시장 획정이나 규

제, 범주 동반 성장 전략과 같은 정책적 이슈를 다룸에 있어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 현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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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모형 개괄 

본 연구는 현재의 다매체 다채널의 미디어 환경에서 단일 혹은 다중의 미디

어 활동을 선택, 조합,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선호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소비자가 처한 시간과 공간의 상황적 특성과 소비자

의 인구통계 및 미디어 관련 개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또한 미디어 

활동은 C-N-P-T의 가치사슬을 반영하여 미디어 단말기 – 미디어 연결(네

트워크/플랫폼) – 미디어 콘텐츠의 3범주로 구성한다.   

 

 

 

[그림 1] 연구 모형의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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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변량 프로빗 모형(Multivariate Probit Model)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미디어 단말기 – 미디어 콘텐츠 – 미디어 연결의 

3가지 범주에서의 다중선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다범주 다중 선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변량 로짓 모형(MVL, Multivariate Logit Model)과 

다변량 프로빗 모형(MVP, Multivariate Probit Model)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다변량 프로빗 모형은 로짓 모형이 갖는 IIA(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의 제약을 벗어나 선택대안간의 보완/대체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장진용, 

2009; 박유리, 2007) 

확률 모형에 따라 소비자 i 가 재화 j 를 구입함(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효용을 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ij j jk jk ij
k

U Xα β ε= + +∑          (1) 

1 if 0

0 if 0
ij

ij
ij

U
Y

U
>=  ≤

           (2) 

기본적인 확률효용모형식 (1)에서 확정적인 부분은 대안상수(α )와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X )과 그 변수가 효용에 미치는 영향( β )의 

곱( X β )으로 나타낼 수 있고, 확률적인 부분은 오차항( iε )으로 나타내며 

오차항은 모형에 따라 적절한 가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용자 i  는 대안 j  

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대안 j 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보다 클 때 j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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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며 이 때 ijY  는 1이 된다. 즉, ijY 는 이용자 i 가 대안 j 를 선택하면 1, 

아니면 0을 나타내는 바이너리(binary) 변수이다. 

다변량 프로빗 모형에서는 IIA제약이 완화되어 교란향에 대해 평균이 

0이고 공분산 행렬이 Σ 인 다변량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 이를 수식으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0, ],    :  MVN J JΣ Σ ×iε 상관관계 행렬    (3) 

11 '
2

/2 1/2

1)
(2 ) | |J eφ
π

−− Σ
=

Σ
i iε ε

iε(        (4) 

교란항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대안간 다양한 

대체/보완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 상관관계의 부호는 

함께 소비하는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만약 ,cov( ) 0ij ikε ε >  

으로 나타나면 대안 j 의 선택 효용의 증가가 대안 k 의 선택 효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대안 j 와 대안 k 가 함께 구매되는 경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관관계의 크기는 함께 구매하게 되는 현상에 있어서 

교란항의 요인이 미치는 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호와 크기를 통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상관계수의 부호는 엄밀한 의미의 대체나 

보완관계를 나타낸다기 보다는 두 대안이 동시에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낸다. (박유리, 2007) 

대안 선택에 대한 선택확률은 다음의 다중 적분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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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β φ ε ε ε εΣ = Σ∫ ∫   (5)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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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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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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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
−∞ =

=  ∞ =
         (6) 

이 때 우도함수는 J 차 다중적분을 필요로 하므로, 대안의 수가 증가할수록 

최우추정법(MLE, Maximun Likelihood Estimation)에 기반한 고전적인 

추정법의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게 되는데 최근 모수의 분포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과 

우도 함수의 사후분포를 이용한 베이지안 기법(Bayesian method)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Edward & Allenby, 2003). 추정의 효율성을 위해 

깁스샘플링(Gibbs sampling)을 이용하였는데, MCMC(Markov Chain Monte 

Carlo)기법의 대표적 방법론인 깁스샘플링은 조건부분포로부터의 반복적 

추출로 결합분포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3.3 실증 분석 

3.3.1 자료의 구성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2010~2012) 중 2012년 자료(이하 2012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를 기반

으로 한다.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는 매체(대분류 9, 소분류 39), 연결방법(대

분류 4, 소분류 20), 미디어 콘텐츠(대분류 9, 소분류 38)로 나누어 총 

29,640가지 미디어 행위를 측정하는 광의의 미디어 활동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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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는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고려하여 층화추출한 

가구에 소속된 만 6세 이상의 개인 10,319명(4,432가구)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6월 1주(6월 4일)부터 8월 4주(8월 31일)까지 런던올림픽 기간을 제외

하고 약 10주에 걸쳐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가구별 설문지와 개인별 설문지

를 통해 미디어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기입하였다.  

 

[표 1] KISDI 2012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의 조사 범위 및 내용 

조사표의 구분 조사 영역 

공통 조사 

가구용 
가구현황, 미디어 단말기 보유 현황,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및 지출 현황, 미디어 이용지침 

개인용 
개인 특성, 미디어 단말기 보유 현황,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및 

지출 현황, 미디어 다이어리, 미디어 활용현황, 미디어 
이용환경(이용지침, 이용 능력 등),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추가 
조사 

방송통신 
요금고지서 

유료방송(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통신요금(휴대전화, 
집전화, 초고속 인터넷 요금 등) 등 

 

개인별 설문지에 포함된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는 작성자의 첫 작성일로부

터 연속된 3일 동안 15분 단위로 하루 미디어 활동을 기입한 자료이며, 이 

때 코드화된 응답자용 보기카드를 제공하여 개별 미디어 활동 건을 매체, 연

결 방법, 이용행위(콘텐츠)로 분리하여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동시간대 동시 

미디어 활동을 기입할 수 있도록 다이어리 응답지에 9가지 매체를 나열하였

다. 더불어 15분 단위로 수면 여부 및 자신이 위치하던 장소의 추가 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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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도록 하였다.6 그러나 한 사람당 하루 약 (24  ) 4h sleep hour− × 개의 미

디어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10,319명 전체 조사자를 활용하기에는 데이

터 부피가 방대하고 ( [24  ] 4 10,319h sleep hour− × × ), 분석 시간의 측면에 어

려움이 있어 표본 추출(sampling)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는 10주의 조사 응답자 중 6월 4주(2012년 6월 

24일~6월 30일)에 참여한 응답자 2,567명으로 표본을 축소하였다. 6월 

4주를 분석 기간으로 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7월과 8월은 

학생들의 방학 시즌과 직장인들의 휴가 및 여행이 잦은 달이다. 둘째, 런던 

올림픽 기간을 고려하여 8월 8일까지를 1차 조사로 정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실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셋째, 조사 초반에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2~3주의 기간이 조사의 안정화에 

소요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이산 선택 모형의 활용에 있어 소비자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와 대안 혹은 대안 소비에 필요한 미디어 단말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6월 4주에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총 2,567명 중 1) ~ 5)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응답자(1,082명)는 표본에서 제외하여 최종 

1,485명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표 2]) 

 

6 자세한 KISDI 2012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 구성은 부록1과 부록 2에 수록하였다. 

34 
 

                                                           
 
 



[표 2] 표본 추출 

6월 4주 총 응답자 수(비율) 2567명(100%) 

번
호 

항목 세부 항목 
보유(가입)자 미보유(미가입)자 

수(명) 비율 수(명) 비율 

1 
개인 휴대폰 
보유 여부 

피처폰/스마트폰 
/PDA폰 

2225 86.7% 342 13.3% 

2 
가정용 TV수상기 

보유 여부 
 2512 97.9% 55 2.1% 

3 
가구 내 PC 
보유 여부 

데스크톱/노트북 
/넷북 

1932 75.3% 635 24.7% 

4 
유선 인터넷 
가입 여부 

 1929 75.1% 638 24.9% 

5 
유료 방송 
가입 여부 

케이블/위성방송 
/IPTV 

2228 86.8% 339 13.2% 

1) ~ 5)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응답자 1082명(42.2%) 

1) ~ 5) 모두 충족하는 응답자 
: 최종 표본 

1485명(57.8%) 

 

해당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 수(명) 비율 

1485 100% 

성별 
남성 722 48.6% 

여성 763 51.4% 

연령 

10대 미만 30 2.0% 

10대 255 17.2% 

20대 139 9.4% 

30대 308 20.7% 

40대 367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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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217 14.6% 

60대 110 7.4% 

70대 이상 59 4.0% 

가구원수 

1인 가구 19 1.3% 

2인 가구 172 11.6% 

3인 이상 1294 87.1% 

월평균 
가구소득 
(백만원) 

100만원 미만 44 3.0% 

100～200만원 미만 148 10.0% 

200～300만원 미만 381 25.7% 

300～400만원 미만 432 29.1% 

400～500만원 미만 240 16.2% 

500만원 이상 240 16.2% 

학력 수준 

미취학 0 0.0% 

초졸 이하 188 12.7% 

중졸 이하 165 11.1% 

고졸 이하 580 39.1% 

대졸 이하 511 34.4% 

대학원재학 이상 41 2.8% 

 

원 자료의 모집단과 본 연구의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비율을 비교하

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모집단과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교 

 
표본(1,485명) 모집단(10,319명) 

비율(차이, %) 비율 

성별 
남성 48.6%(-1.3) 49.9% 

여성 51.4%(+1.3)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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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10대 미만(만 6세~) 2.0%(-1.6) 3.6% 

10대(만 10~19세) 17.2%(+3.4) 13.8% 

20대(만 20~29세) 9.4%(-4.7) 14.1% 

30대(만 30~39세) 20.7%(+3.7) 17.0% 

40대(만 40~49세) 24.7%(+6.6) 18.1% 

50대(만 50~59세) 14.6%(-1.2) 15.8% 

60대(만 60~69세) 7.4%(-1.6) 9.0% 

70대 이상(만 70세~) 4.0%(-4.6) 8.6% 

가구원 수 

1인 가구 1.3%(-23.6) 24.9% 

2인 가구 11.6%(-13.6) 25.2% 

3인 이상 87.1%(+37.2) 49.9% 

월평균 
가구소득 
(백만원) 

100만원 미만 3.0%(-15.6) 18.6% 

100～200만원 미만 10.0%(-8.3) 18.3% 

200～300만원 미만 25.7%(+3.7) 22.0% 

300～400만원 미만 29.1%(+9.3) 19.8% 

400～500만원 미만 16.2%(+6.1) 10.1% 

500만원 이상 16.2%(+5.0) 11.2% 

학력 수준 

미취학 0.0%(-0.3) 0.3% 

초졸 이하 12.7%(-6.2) 18.9% 

중졸 이하 11.1%(-0.1) 11.0% 

고졸 이하 39.1%(+6.0) 33.1% 

대졸 이하 34.4%(-) 34.4% 

대학원재학 이상 2.8%(+0.6) 2.2% 

 

[표 4]에 따르면, 원 조사의 모집단과 본 연구의 표본집단이 성별과 연령, 

학력 수준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원 수

와 월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상당 수준의 분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표 

2]와 같이 개인 휴대폰 보유, 가정용 TV수상기 보유, 가구 내 PC 보유,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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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유료 방송 가입의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가장 큰 분포 차이를 보이는 가구원 수를 살펴보

면, 1인 가구이면서 유료방송 서비스와 유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응

답한 응답자 수는 6월 4주 응답자 수 2,567명 중 19명, 모집단 응답자 수 

10,319명 중 132명에 불과하다. 1인 가구인 응답자가 모집단 응답자 10,319

명 중 552명, 6월 4주 응답자 2,567명 중 148명이라는는 것과 비교하면 1인 

가구 응답자 중 10~20%만이 유료방송 서비스와 유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표 2]의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응답자는 주로 3인 이상의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표 4]와 같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의 분포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

겠다.  

 

3.3.2 실증 모형 

소비자 i  가 대안 j  에 부여하는 효용은 식 (7)과 같이 표현되고, 이때 효

용 U 는 설문에서 소비자의 선택/비선택( 1/ 0y y= = )으로 표현된다. 

 'ij j jk jk ij
k

U Xα β ε= + +∑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2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의 범위는 본 연

구의 연구 범위를 넘기 때문에, 사전에 결정한 5대 대분류 미디어 - 인쇄매

체, 라디오, TV, 인터넷, 모바일 – 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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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디어 매체(단말기), 미디어 행위(콘텐츠), 미디어 연결(네트워크)의 구

조로 코딩되어 있는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와 응답자용 보기카드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범위에 맞게 대안을 추출, 재분류했다. 소비자의 미디어 활동은 미

디어 단말기 – 미디어 콘텐츠 – 미디어 연결의 3범주 내 대안의 조합으로 구

성되며, 이는 결국 종속 변수인 3범주 내 대안들의 다중 선택을 의미한다. 이 

때 종속변수는 소비자의 미디어 활동을 구성하는 미디어 단말기 – 미디어 콘

텐츠 - 미디어 연결의 3범주 내에서 대안의 선택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

(dummy variable)가 된다. 0시 00분부터 24시 00분까지 소비자가 특정 15

분 단위 내에서 [표 5]의 범주 내 대안들을 선택, 조합하여 하나의 미디어 활

동을 수행했을 경우, 선택한 대안은 1ijy = , 선택하지 않은 대안은 0ijy =  값

으로 표현된다. 결과적으로, 대안 j  는 미디어 활동의 기치 사슬 3 범주를 

모두 나타낸다. 따라서 모든 대안은 종속변수에 포함된다. 

 

 [표 5] 종속변수: 미디어 대안 

범주 대안 종속변수 

미 

디 

어 

단 

말 

기 

종이매체(신문/책/잡지) D_PAPER 

TV 수상기 D_TV 

PC(데스크톱PC, 노트북PC, 넷북) D_PC 

스마트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D_SMART 

오디오기기(라디오전용, 차량/가정/개인 오디오) D_AUDIO 

미 TV방송프로그램/영화/동영상/UCC C_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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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어 

콘 

텐 

츠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음악/음원 C_MUSIC 

문자/이메일/채팅/메신저/SNS C_COMM 

온라인 정보검색/쇼핑/뱅킹 C_INFO 

게임 C_GAME 

미 

디 

어 

연 

결 

유료방송(유선방송, IPTV, 위성) N_PAY 

지상파 안테나/DMB N_TERR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 (3G, 2G, LTE) N_MOBILE 

인터넷 네트워크(Wi-fi/유선인터넷) N_INTERNET 

 

독립변수는 크게 대안특성상수(ASC, Alternative Specific Constant)와 

개인 특성 변수, 시간/요일의 특성을 나타내는 시간특성 변수, 공간적 특성을 

나타내는 장소특성 변수로 구성하였다.  

개인 특성 변수는 다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미디어 소비 성향과 

습관을 나타내는 변수로 나눌 수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에는 가구소득, 

성별, 나이를 포함하였다. 미디어 소비 성향과 습관을 나타내는 변수를 

구성하기 위하여 개인용 설문지에 포함된 문화/여가 및 유료 콘텐츠 이용 

활동 7 의 문항 중 한 달간 유료 콘텐츠(극장에서의 영화관람, 공연장 관람, 

VOD, 음원/음악)에 지불한 총 금액에 대한 조사와, 미디어 이용 능력 및 

이용 활동 8 의 문항 중 온라인 커뮤니티(동호회/카페/클럽, 뉴스/토론게시판, 

7 부록 1의 1) 참조 
8 부록 1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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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표/추천/평점) 이용 활동에 대한 조사를 활용하였다.  

시간특성변수와 장소특성변수는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에 15분 간격으로 

기입된 시간과 장소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의 정의와 설명은 [표 6]과 같다. 

 

 [표 6] 독립변수 

분류 
독립변수 
(변수명) 

설명 

대안특성 
대안특성상수 

(ASC) 
각 대안의 특성이 효용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 

해당 대안이면 1, 아니면 0의 값으로 지정 

개 

인 

특 

성 

인구 

통계 

가구소득 
(H_INC) 

조사자가 속한 가구의 총 소득 
백만원 단위, 6점 척도(주1) 

성별 
(SEX) 

조사자의 성별 
남자 1, 여자 0 

연령 
(AGE) 

조사자의 나이 
10세 단위, 8점 척도(주2) 

미디어 

습관 

유료콘텐츠 
월 지불금액 
(C_PAY) 

한달간 극장, 공연, VOD(TV프로그램/동영상/영화) 
구매, 음악/음원 구매 금액의 합 

5천원 단위, 11점 척도(주3) 

인터넷사이트  
이용활동 

(INT_LTR) 

3개월간 인터넷 카페/클럽 글 읽기/쓰기/댓글/스크랩,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 글 쓰기/댓글/스크랩,  

온라인 투표/추천/평점 참여 빈도 
6점 척도(주4) 

시간특성 

주말 
(T1) 

주말 여부 
토요일/일요일 1, 평일 0 

주중여가 
(T2) 

주중 저녁 이후부터 수면시간 직전까지의 시간 
19:00 ~ 수면 전이면 1, 아니면 0 

식사/출퇴근 
(T3) 

주중 평균적인 아침/저녁식사 및 출퇴근 시간 
07:00~09:00, 17:00~19:00이면 1, 아니면 0 

장소특성 

집 
(P1) 

조사자 본인의 집, 타인의 집 등  
맞으면 1, 아니면 0 

실외 
(P2) 

교통수단(대중교통/개인교통/환승대기), 
여가시설(요식업/체육/상거래/관광휴양지)(주5) 

맞으면 1, 아니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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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직장 
(P3) 

학교, 직장 등 일과 시간을 보내는 실내 공간 
맞으면 1, 아니면 0 

주1: 100만원미만=1, 200만원미만=2, 300만원미만=3, 400만원미만=4, 500만원미

만=5, 500만원이상=6 

주2 : 10대미만=1, 20대미만=2, 30대미만=3, 40대미만=4, 50대미만=5, 60대미만

=6, 70대미만=7, 70대이상=8 

주3: 5천원미만=1, 1만원미만=2, 1만5천원미만=3, 2만원미만=4, 2만5천원미만=5, 

3만원미만=6, 3만5천원미만=7, 4만원미만=8, 4만5천원미만=9, 5만원미만=10, 5만

원이상=11 

주4: 거의하지않음=1, 3개월에1회=2, 한달에1~3회=3, 1주일에1~3회=4, 1주일에 

4~6회=5, 거의매일=6 

주5: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2012)에서 미디어 다이어리 작성 시 활용한 장소 응답 

보기의 여가시설·서비스·기타 중 특정 미디어 활동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9) 오락

시설’, ‘12) 문화시설’, 유의한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없는 ‘14) 종교시설’, 장소를 알 

수 없는 ‘16) 기타’는 제외하였음. 부록 2의 [그림 4] 미디어 다이어리 응답표 참조 

 
 

본 연구에서 추정해야 할 모수는 ,  β Σ이고, 대안의 수 [14 14]× 의 공분산행

렬 Σ 를 추정하여 대안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구성되는 Σ 는 각 범주간의 상

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다음의 식 (8)과 같다.  

device device device contents device network

contents contents contents network

network network

s s s
s s

s

− − −

− −

−

 
 Σ =  
  



 

    (8) 

 

추정되는 대안상수와 교란항의 공분산 행렬은 MCMC 기법을 통하여 그 평

균을 구하게 되는데, 그 값들의 유의도를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깁스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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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링올 통하여 추출되는 표본은 그 값들이 분포를 가지게 되는데 분석 시 개 

별 값의 분위수(quantile)이 표시 된다. 이 분위수를 통해 해당 값이 신뢰구

간에서 0과 다른지, 즉 값이 유의미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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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통계 패키지 중 R 프로그래밍 언어(이하 R)를 사용하였으며, 

제안된 연구 모형에 맞도록 코딩(coding)하고 R에서 제공되는 패키지

(‘bayesm’)를 활용하였다. 추정은 앞서 언급한 MCMC의 대표적 방법론인 깁

스샘플링을 이용하였고, 마르코브 체인에서 10000번의 반복추출을 행한 뒤 

10000개 중 각 10번째 값들만을 뽑아 1000개의 추출값을 남기고 이에 대한 

평균과 분위수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14개의 대안 - 미디어 매체(단말기) 5개, 미

디어 행위(콘텐츠) 5개, 미디어 연결(네트워크) 4개 – 에 대한 대안특성상수

(α ) 및 독립 변수들의 영향( β )에 대한 추정 결과([표 7])와 대안간 상관관

계를 나타내는 교란항들 사이의 공분산행렬( Σ )([표 8])로 나타낼 수 있다. 

해당 결과를 주요 변수 및 범주 별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한다.  

 

4.1 대안 특성, 응답자의 개인 특성, 시공간적 특성과 미디어 

활동의 관계 

각 대안에 대한 효용과 [표 6]의 독립변수의 관계( β )를 추정한 결과를 통

해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인구통계학적 특성, 평소 미디어 습관)과 미디어 대

안 선택 간의 관계, 소비자의 시공간적 상황과 미디어 활동 간의 관계를 파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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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응답자 개인 특성, 시간/장소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다변량프로빗모형 추정결과 

 
대안특성 인구통계특성 미디어 습관 시간 특성 장소 특성 

 
ASC H_INC SEX AGE C_PAY INT_LTR T1 T2 T3 P1 P2 P3 

D_PAPER -0.045 -0.037* -0.053* -0.279* -0.014* 0.008* -0.220* -0.207* -0.170* -0.155* -0.735* 0.151* 

D_TV -3.377* -0.024* 0.005 0.116* -0.002 -0.003* 0.511* 0.973* 0.159* 0.786* -0.469* 0.040 

D_PC -2.766* 0.046* 0.263* -0.068* 0.031* 0.021* -0.120* -0.162* -0.190* 0.239* -0.518* 0.432* 

D_SMART -2.187* 0.058* 0.030* -0.100* 0.031* 0.013* 0.001 0.016 -0.138* 0.082* 0.342* 0.141* 

D_AUDIO -2.818* 0.055* 0.122* 0.032* 0.001 -0.001 0.070* 0.091* 0.219* -0.053 0.280* 0.010 

C_MOVIE -3.885* -0.032* 0.041* 0.127* 0.001 -0.003 0.622* 1.225* 0.169* 0.875* -0.485* -0.031 

C_MUSIC -5.588* 0.050* 0.168* -0.035* 0.006* 0.005 0.059 0.068 0.192* 1.427* 1.295* 1.104* 

C_COMM -2.591* 0.031* -0.005 -0.117* 0.014* 0.016* -0.045 0.019 -0.050 0.218* 0.131* 0.207* 

C_INFO -2.344* 0.014* 0.130* -0.037* 0.015* 0.018* -0.115* -0.135* -0.074* 0.062 -0.234* -0.044 

C_GAME -2.202* -0.002 0.264* -0.173* 0.002 0.005* 0.019 -0.032 -0.045* 0.755* 0.269* 0.310* 

N_PAY -5.716* -0.031* 0.033 0.218* -0.008* -0.004 0.818* 2.065* 0.103* 2.086* -0.574* 0.026 

N_TERR -4.075* 0.000 0.100* 0.082* 0.006* -0.003 0.170* 0.653* 0.078* 0.682* 0.442* 0.252* 

N_MOBILE -2.998* 0.062* -0.031 0.048* 0.015* 0.014* -0.202* -0.158* -0.092* 0.039 0.239* 0.169* 

N_INTERNET -2.819* 0.069* 0.385* -0.164* 0.022* 0.029* -0.122* -0.345* -0.125* 0.598* -0.358* 0.496*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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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안간 상관관계 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D_PAPER 1.00 -0.39* -0.39* -0.24* -0.05* -0.41* -0.05* -0.26* -0.30* -0.30* -0.39* -0.13* -0.19* -0.38* 1 

D_TV  1.00 -0.21* -0.10* -0.02 0.99* -0.08* -0.15* -0.24* -0.24* 0.97* 0.27* -0.09* -0.22* 2 

D_PC   1.00 0.25* -0.01 -0.16* 0.03 0.42* 0.82* 0.75* -0.17* -0.14* 0.10* 0.96* 3 

D_SMART    1.00 0.14* -0.07* 0.24* 0.82* 0.29* 0.34* -0.10* 0.09* 0.92* 0.34* 4 

D_AUDIO     1.00 -0.01 0.93* 0.01 0.01 -0.01 -0.15* 0.84* 0.03 0.05* 5 

C_MOVIE      1.00 -0.07* -0.12* -0.20* -0.21* 0.97* 0.28* -0.08* -0.17* 6 

C_MUSIC       1.00 0.09* 0.06 0.05 -0.21* 0.81* 0.12* 0.10* 7 

C_COMM        1.00 0.33* 0.40* -0.13* -0.03 0.79* 0.49* 8 

C_INFO         1.00 0.48* -0.20* -0.13* 0.17* 0.83* 9 

C_GAME          1.00 -0.21* -0.12* 0.21* 0.75* 10 

N_PAY           1.00 0.11* -0.08* -0.20* 11 

N_TERR            1.00 -0.01 -0.07* 12 

N_MOBILE             1.00 0.17* 13 

N_INTERNET             
 

1.00 14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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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대안특성상수 및 응답자의 개인 특성이 미디어 대안 선택에 

미치는 영향 

 
[표 9] 대안특성 및 응답자의 개인 특성과 단말기, 콘텐츠, 네트워크 선택 관계 분석 

 
대안특성 인구통계특성 미디어 습관 

 
ASC H_INC SEX AGE C_PAY INT_LTR 

D_PAPER -0.045 -0.037* -0.053* -0.279* -0.014* 0.008* 

D_TV -3.377* -0.024* 0.005 0.116* -0.002 -0.003* 

D_PC -2.766* 0.046* 0.263* -0.068* 0.031* 0.021* 

D_SMART -2.187* 0.058* 0.030* -0.100* 0.031* 0.013* 

D_AUDIO -2.818* 0.055* 0.122* 0.032* 0.001 -0.001 

C_MOVIE -3.885* -0.032* 0.041* 0.127* 0.001 -0.003 

C_MUSIC -5.588* 0.050* 0.168* -0.035* 0.006* 0.005 

C_COMM -2.591* 0.031* -0.005 -0.117* 0.014* 0.016* 

C_INFO -2.344* 0.014* 0.130* -0.037* 0.015* 0.018* 

C_GAME -2.202* -0.002 0.264* -0.173* 0.002 0.005* 

N_PAY -5.716* -0.031* 0.033 0.218* -0.008* -0.004 

N_TERR -4.075* 0.000 0.100* 0.082* 0.006* -0.003 

N_MOBILE -2.998* 0.062* -0.031 0.048* 0.015* 0.014* 

N_INTERNET -2.819* 0.069* 0.385* -0.164* 0.022* 0.029*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1) 대안특성상수(ASC) 분석 

먼저 대안특성상수에 대한 추정계수로부터 미디어 매체(단말기), 미디어 행

위(콘텐츠), 미디어 연결(네트워크) 3범주의 각 대안에 대한 평균적인 선호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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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미디어 활동 시 미디어 단말기에 대해 스마트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PC), PC(데스크톱, 노트북, 넷북), 오디오(라디오수상기, 가정용 오디

오기기), TV수상기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단말기의 기

술적 속성과 연계해보면 소비자들은 공용 미디어 단말기보다는 개인용 미디어 

단말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노트북와 같은 개인용 미디어 단말기들이 소비자의 미디어 활동에 주로 활용

되고 있는 현재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잘 나타내는 결과이다.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는 게임 콘텐츠, 정보 콘텐츠(온라인 정보검색/쇼핑/

뱅킹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문자/이메일/채팅/메신저/SNS), 영상 콘

텐츠(TV방송프로그램/영화/동영상/UCC), 음성 콘텐츠(라디오방송프로그램/음

악/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유리(2008)의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이용

한 디지털 콘텐츠의 대안특성상수 추정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선행 연구와 조사들의 상당 수(심미선, 2007; 임정수, 2010)가 TV

방송프로그램과 음악/음원 콘텐츠를 소비자의 미디어 활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로 꼽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본 실증 분석은 상반되는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의 이유를 소비자가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의 크기와 소비자의 해당 콘텐츠에 대한 선호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가 해당 콘텐츠에 (연속적으로) 노출되는 시

간의 총 합을 조사할 경우 TV방송프로그램과 음악/음원 콘텐츠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2012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의 대분류 미디어 단말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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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사용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수상기 평균 사용시간은 9개 매체 중 

가장 높은 182.89분으로 전화기(80.12분), 컴퓨터(70.27)분과 큰 차이를 보

인다. 가정용 TV로 지상파TV프로그램을 시청한 시간은 케이블 네트워크, 지

상파 안테나, IPTV 포함하여 160.5분으로 조사되었다. TV방송프로그램과 영

화 콘텐츠는 콘텐츠 자체의 재생시간이 길고, 모바일 TV의 등장 이후 이용 

행태에 변동이 있지만 여전히 고화질 고해상도의 가정용 TV 수상기를 사용하

여 가족과 함께 시청하는 시간과 횟수가 여전히 더 많다. 이 경우 자신이 직

접 세부 콘텐츠(프로그램)의 결정권을 가질 가능성이 적을뿐더러 실제 콘텐츠 

시청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효용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반면 스마트 모바일 기기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뒤 정보를 검색

하거나 SNS, 메신저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 콘

텐츠에 비해 총 이용 시간의 길이는 짧을 수 있지만 개인의 집중도나 생활 밀

접도의 측면에서 더 큰 효용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조사의 경우 15분 간격으로 현 시점에 해당 콘텐츠를 이용 중인 

경우 1, 아닌 경우 0으로 더미변수화하여 조사하였다. 하여 선형의 시간 길이

가 아니라 15분 time slot의 개수로 하루 이용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 번의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의 길이가 짧은 정보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와 길

이가 긴 영상 콘텐츠와 음성 콘텐츠의 이용량 차이가 줄고 평균화되었을 가능

성이 크다. 게임콘텐츠가 가장 높은 평균적인 효용을 보인 것은, 영상 콘텐츠

와 음성 콘텐츠가 갖는 이용 시간 측면에서의 우위와 정보 콘텐츠,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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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콘텐츠가 갖는 개인의 집중도와 만족도 측면에서의 우위를 동시에 즐기

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미디어 네트워크 범주의 경우, 소비자들의 네트워크 대안에 대한 평균적인 

선호는 유무선 인터넷(Wi-fi/유선 인터넷), 모바일 셀룰러 인터넷(2G, 3G, 

LTE), 지상파 네트워크(안테나/DMB), 유료방송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모

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모바일 셀룰러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콘

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의 모바일 미디어 활동이 활발해지는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2)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이 미디어 대안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인구통계학적 특성(가구 소득, 성별, 연령)의 β  결과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미디어 단말기 대안 선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

구 소득이 높을수록 스마트 모바일 기기, 오디오, PC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

이고, 가구소득과 TV와 인쇄매체의 경우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첫째, 가구소득과 관계 없

이 TV 수상기는 가정 내 미디어 활동을 위해 1개 이상 구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여 가구소득이 낮은 응답자도 TV 수상기는 쉽게 선택할 수 있으

며 스마트 모바일 기기, 높은 성능의 PC와 오디오기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을 

경우 미디어 활동을 함에 있어 TV 수상기를 선택할 확률이 커진다. 둘째, 신

문/책/잡지의 인쇄매체의 경우 다른 미디어 매체와 다르게 매체를 구비하는데 

50 
 



드는 비용이 적고, 무료인 경우도 많다. 또한 최근 스마트 모바일 미디어 환

경에서 실물의 인쇄매체(특히 신문과 잡지)의 콘텐츠를 인터넷 뉴스 포털 사

이트나 신문사 홈페이지, 전자책(e-book) 등으로 쉽게 향유할 수 있게 되면

서 매체로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나 PC의 효용은 커지고, 인쇄매체의 효용

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PC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이는 결과와 연결해보면 가

구소득과 인쇄매체의 부적 상관관계는 설득력을 갖는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음성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정보 콘텐츠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은 영상 콘텐츠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게임 콘텐츠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 커

뮤니케이션 콘텐츠와 정보콘텐츠에 대한 높은 선호는 스마트 모바일, PC와 가

구 소득간의 높은 양의 상관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음성 콘텐츠 중 음악/음

원 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 중 유료 가격 체계가 가장 오래 되었고 안정된 콘

텐츠라 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통신 요금과 연계된 정기 음원 결

제 서비스 등을 통해 음성 콘텐츠를 향유함에 있어 거부감이 적을 것이다. 최

근 팟캐스트(Podcast)와 같이 새로운 음성 콘텐츠 기반 유료 미디어가 스마

트폰이나 태블릿PC 유저들 사이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것 역시 이를 반증한다.  

반면 TV프로그램이나 영화의 영상 콘텐츠의 경우 아직까지 유료 지불에 대

한 거부감이 많고 상품도 다양화되어 있지 않으며 불법다운로드를 통해 즐기

는 경향이 많다. 또한 (가구 소득과 상관 없이) 80% 이상의 미디어 침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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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penetration rate)를 보이는 유료방송 서비스와 지상파 방송이라는 킬

러 플랫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구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유료 VOD에 대

한 거부감의 크기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료방송과 지상파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TV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효용이 높을 것이다. 이와 연결하여 미디어 네트워크 대안과 가구소득의 관계

를 살펴보면, 소비자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료방송 네트워크에 대한 선호

를 보이고 있어 앞의 설명이 설득력을 갖는다. 또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유

무선 인터넷과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미디어 단말기 범주 내 대안들 중 인쇄매체만이 여성의 선호가 더 높으며, 

PC, 오디오기기, 스마트 모바일 기기 순으로 남성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TV의 경우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다. 콘텐츠 대안 중 성별과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대안에 대해, 남성이 

더 높은 선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음성, 정보, 영상 콘텐츠 순) 네

트워크 대안 중 유무선 인터넷과 지상파 네트워크에 대해 남성이 더 높은 선

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료방송과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는 유의하

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각 범주 별로 남성들의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대안

을 조합해보면 PC(단말기)-게임(콘텐츠)-유무선인터넷(네트워크)으로 연결

되며, 이는 남성들의 높은 선호 경향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조합으로 보인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연령의 경우 모든 미디어 대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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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범주 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미디어 단말기 중 인쇄매체, 스

마트 모바일, PC를 선호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TV와 오디오기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미디어 콘텐츠 범주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게임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정보 콘텐츠, 음성 콘텐츠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영상 콘텐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네트워크 범주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유료방송 네트워크와 지상파방송,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를 선호하며 나이가 어릴수록 유무선 인터넷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릴수록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보다는 유무선 

인터넷을 선호하는 것은 어릴수록 스마트 모바일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과 연

관될 수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긴 10~30대의 젊은 층이 

실외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대중교통 및 실외 공간(까페, 음식점 등)의 

Wi-fi설치의 보편화에 따라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보다는 Wi-fi와 같은 무

선 인터넷을 선호하는 것이 분석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연령과 3범주 대안 전체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어릴수록 스

마트 모바일과 PC를 선택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서핑

으로 정보 검색을 하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가능성

이 크고, 나이가 많을수록 TV 수상기를 통해 유선 방송이나 지상파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TV방송프로그램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인쇄매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조사에 포함된 10대

와 20대들이 학습을 위해 책을 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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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습관(유료 콘텐츠 구매, 인터넷 활동)의 β  결과 분석 

개인의 미디어 습관과 미디어 활동 및 소비 행태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유료 콘텐츠 구매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유형의 독립변수

를 선정한 바 있다. 이 때 유료 콘텐츠 구매는 디지털 유료 콘텐츠 뿐만 아니

라 극장에서의 영화 관람, 공연장에서 연극 및 뮤지컬 관람과 같은 오프라인 

유료 콘텐츠 이용을 포함하였으며, 개인의 (금액적 측면에서) 미디어 활동 전

체 예산을 대표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콘텐츠 당 이용 금액이 오프라인 콘

텐츠가 더 높고, 디지털 유료 콘텐츠(VOD, 음원)의 경우 월 만원을 넘지 않

는 응답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유료 콘텐츠 구매 변수의 값이 클수록 오

프라인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한 응답자라고도 볼 수 있겠다. 다만 이를 미디

어 활동 전체의 예산으로 보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성향과 미디어 환경에 변

화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디지털) 유료 콘텐츠로 이동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

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변수는 개인이 미디어 활동에 얼마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대리한다.  

먼저 유료 콘텐츠 구매와 미디어 대안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료 콘텐츠 

구매 금액이 큰 응답자일수록 단말기 중에는 PC와 스마트 모바일 기기, 콘텐

츠 중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와 정보 콘텐츠, 네트워크 중에서는 유무선 

인터넷,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

료 콘텐츠 구매와 인쇄매체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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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료 콘텐츠 금액의 수준이 큰, 즉 개인이 미디어 활동 전체에 갖는 (금

액적) 예산이 큰 사람은 PC와 스마트 모바일 기기,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와 

정보콘텐츠,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을 주로 활용하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음성 콘텐츠, 유

료방송 네트워크, 지상파방송네트워크와 유료 콘텐츠 구매 변수 간에는 유의

하지만 매우 작은( .01β < ) 상관관계를 보여 따로 해석하지 않았다. 또한 TV

수상기, 오디오기기, 영상 콘텐츠, 게임 콘텐츠와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

였다.  

다음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유형과 미디어 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

록 한다. 본 연구에서 지정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유형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활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타낸다. 온라인 커뮤

니티 활동이 활발한 사람일 수록 PC와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대한 선호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작은 값이긴 하지만 TV수상기보다는 인쇄매체에 

대해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사람일수

록 정보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선호하며,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와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미디어 대안

(오디오기기, 영상 콘텐츠, 음성 콘텐츠, 유료방송,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갖는 미디어 단말기 대안과 네

트워크 대안들을 β 의 크기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유무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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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 PC(0.021),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0.14), 스마트 모바일 기기

(0.13) 순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변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시판에 있

는 글 읽기뿐만 아니라 글/댓글 쓰기, 스크랩, 투표, 추천, 평점 등 복합적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순간적인 생각을 짧게 올리거나 SNS에 추천(좋아요) 

버튼을 누른 활동의 경우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지

만, 긴 글을 작성하여 커뮤니티 또는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스

크랩하는 활동의 경우 입력 측면에서 PC와 웹이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모바

일 웹 또는 앱에 비해 아직까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모바일 웹 또는 앱의 기능 향상과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입력 편의성의 향상

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4.1.2 응답자의 시간적 특성, 장소적 특성이 미디어 대안 선택에 미치는 

영향  

 
[표 10] 응답자의 시공간적 특성과 단말기, 콘텐츠, 네트워크 선택의 관계 분석 

 시간 특성 장소 특성 

 T1 T2 T3 P1 P2 P3 

D_PAPER -0.220* -0.207* -0.170* -0.155* -0.735* 0.151* 

D_TV 0.511* 0.973* 0.159* 0.786* -0.469* 0.040 

D_PC -0.120* -0.162* -0.190* 0.239* -0.518* 0.432* 

D_SMART 0.001 0.016 -0.138* 0.082* 0.342* 0.141* 

D_AUDIO 0.070* 0.091* 0.219* -0.053 0.280* 0.010 

C_MOVIE 0.622* 1.225* 0.169* 0.875* -0.48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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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_MUSIC 0.059 0.068 0.192* 1.427* 1.295* 1.104* 

C_COMM -0.045 0.019 -0.050 0.218* 0.131* 0.207* 

C_INFO -0.115* -0.135* -0.074* 0.062 -0.234* -0.044 

C_GAME 0.019 -0.032 -0.045* 0.755* 0.269* 0.310* 

N_PAY 0.818* 2.065* 0.103* 2.086* -0.574* 0.026 

N_TERR 0.170* 0.653* 0.078* 0.682* 0.442* 0.252* 

N_MOBILE -0.202* -0.158* -0.092* 0.039 0.239* 0.169* 

N_INTERNET -0.122* -0.345* -0.125* 0.598* -0.358* 0.496*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1) 시간적 특성(주말, 주중 여가, 식사/출퇴근)의 β  결과 분석 

시간적 특성은 응답자가 미디어 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시간에 대해, 해당 

시간대의 특성을 더미변수화한 것이다. 먼저 주말과 주중 여가의 경우, 유의

한 결과를 보이는 미디어 대안이 같고 해당 대안의 β
주말

과 β
주중여가

의 부호까

지 동일하다. 주말과 주중 여가 시간대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미

디어 대안은 인쇄매체, TV수상기, PC, 오디오기기(이상 미디어 단말기), 영상 

콘텐츠, 정보 콘텐츠(이상 미디어 콘텐츠), 유료방송네트워크, 지상파방송네트

워크,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 유무선 인터넷(이상 미디어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 주말과 주중 여가의 시간대적 특성이 소비

자의 미디어 활동에 미치는 일관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10개의 유의한 

미디어 대안 중 인쇄매체와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를 제외한 모든 대안의 

β
주말

과 β
주중여가

을 살펴보면, 주말에 선호되는 미디어 대안은 주중 여가 시간

대에 더 크게 선호되고, 주말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져 선호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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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될 수 있는 미디어 대안은 주중 여가 시간대에 더 크게 선호되지 않는다. 

3범주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TV와 관련된 TV수상기, 영상 콘텐츠, 유료방송

네트워크,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의 경우 모두 주말 및 주중 여가 시간대와 정

(+)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주말보다는 주중 여가 시간대에 소비될 확

률과 선호가 더 크다. 이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

다. 주말보다는 주중 저녁 이후(8시~10시)에 주요 방송 프로그램이 배치된다. 

주말에는 다양한 야외활동이 가능하지만, 주중 저녁 시간대에는 일과 시간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가족과 함께 TV 시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

히 주중 여가와 TV수상기(0.973), 영상 콘텐츠(1,225), 유료방송 네트워크

(2.065)의 상관관계가 매우 큰 것을 볼 때 이러한 해석은 설득력을 갖는다. 

반면 PC, 정보 콘텐츠,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의 경우 주말과 주중 여가 시

간대 모두에서 비선호되지만, 주말과 주중 여가를 비교하면 주말보다는 주중 

여가에 비선호되는 경향이 더 크다. 이는 앞서 설명한 주말과 주중의 TV 시

청 선호 행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일과시간을 이후부터 수면 시간 직전

까지의 주중 저녁 시간대는 한정되어 있으며, 주중 일과시간에 충분히 PC와 

인터넷을 사용한 응답자들이 가족과 TV를 시청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인쇄매체와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의 경우 이러한 일관된 경향에서 벗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쇄매체와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는 주말 및 주중 

여가 시간대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비선호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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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말과 주중 여가를 비교하면 주중 여가보다는 주말에 비선호되는 경향이 

더 크다. 또한 이번 분석에서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과 주말, 주중 여가 시간

대 사이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아 완벽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말보다는 주중 여가에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가 선호되는 것은 PC-인터

넷 접속의 조합에 비해 스마트 모바일 기기 –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의 조합

이 주말에 비해 주중 저녁 시간대에 더 선호될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

다.  

식사/출퇴근 시간대 변수는 오전 07:00~09:00, 오후 17:00~19:00의 시간

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해당 시간대는 보편적으로 아침식사와 저녁식사가 

이루어지는 시각이며 동시에 직장인/학생들의 평균적인 출퇴근 시간대이다. 

해당 시간대를 변수화하여 분석한 결과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해당 시간대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미디어 대안과 유

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범주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미디어 단말기 중 인쇄

매체, PC, 스마트 모바일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TV수상기와 오디오기기와

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5시부터 7시에

는 오디오와 TV 수상기 순으로 선호되며 PC, 인쇄매체, 스마트 모바일 순으

로 비선호된다. 미디어 콘텐츠 범주 내 대안 선택과 해당 시간대의 관계는 이

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음성콘텐츠와 영상 콘텐츠 순으로 선호되며 

게임 콘텐츠와 정보 콘텐츠 순으로 비선호된다. 네트워크 중에서는 유료방송

과 지상파 방송의 방송 네트워크가해당 시간대와 정(+)적 상관관계를,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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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셀룰러 네트워크와 유무선 인터넷 연결의 통신 네트워크가 해당 시간대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식사/출퇴근 시간대에 대한 대안별 추정 계수 역시 전체적으로 주말과 주중

여가 시간대의 대안별 추정계수와 같은 부호를 갖는 것을 보인다. 다만 식사/

출퇴근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미디어 대안 중 오디오가 가장 큰 추정 계수 

값(0.219)를 갖는다는 점, 그리고 오디오기기에 대한 주말, 주중여가, 식사/출

퇴근 시간대의 계수를 횡단으로 비교하여도 가장 크게 선호된다는 점이 특이

하다. 또한 주말과 주중 여가 시간대에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던 스마트 모

바일 기기와 게임 콘텐츠는 식사/출퇴근 시간대에 덜 선호되는 경향(-0.138, 

-0.045)을 보이며, 음성 콘텐츠가 식사/출퇴근 시간대에 선호되는 경향

(0.192)을 보였다.  

 

2) 장소적 특성(집, 실외, 학교/직장)의 β  결과 분석 

장소적 특성은 응답자가 15분 간격으로 자신의 장소를 기입한 미디어 다이

어리 데이터를 재분류한 것으로, 장소에 따라 미디어 활동을 위한 대안 선택

과 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 아래 분석에 포함되었다.  

집에서 선호되는 범주 별 미디어 대안을 살펴보면, 미디어 단말기에서는 

TV 수상기, PC, 스마트 모바일 기기 순으로 선호되었으며 인쇄매체는 덜 선

호되는 경향을 보였다. 오디오기기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음성 콘텐츠, 영상 콘텐츠, 게임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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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선호되었으며 정보 콘텐츠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네트워크

에서는 유료방송 네트워크가 크게 선호(2.086)되었으며 이하 지상파방송 네

트워크, 유무선 인터넷 순으로 선호되었고,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는 유의하

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집에서 선호되는 미디

어 활동은 여전히 TV 시청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연구 및 

조사에서 TV를 여전히 가정 내 중심적 미디어로 꼽은 결과와 동일하다.  

실외 환경에서의 미디어 활동을 위한 대안 선택을 살펴보면, 미디어 단말기

에서는 스마트 모바일과 오디오기기 순으로 선호되었고, 인쇄매체, PC, TV수

상기 순으로 덜 선호되었다.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음성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게임 콘텐츠가 선호되었으며 영상 콘텐츠와 정보콘텐츠 순으로 비선

호되었다. 네트워크 범주에서는 지상파방송네트워크,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 

순으로 더 선호되었으며, 유료방송네트워크, 유무선 인터넷 순으로 덜 선호되

었다. 실외 환경에서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에 대한 

선호는 집, 실외, 학교/직장 변수 각각에 대한 추정 계수 비교를 통해 더 명확

히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네트워크 대안 중 실외 환경에서 가장 선호되는 

대안이 지상파방송네트워크인 것 역시 주목할 만한 결과이며, 지상파 DMB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행위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학교/직장에서의 미디어 활동을 위한 대안 선택을 살펴보면,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인 미디어 대안들이 모두 양의 추정계수( β )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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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대안들을 범주 상관없이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학교/직장에서는 음성 콘텐츠, 유무선 인터넷, PC, 게임 콘텐츠, 지상파방송네

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 인쇄매체 순으로 선호

되고 있었다.  

집, 실외, 학교/직장의 장소에서 모두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난 미디어 대안

은 미디어 단말기 범주에서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 미디어 콘텐츠 범주에서는 

음성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게임 콘텐츠, 네트워크 범주에서는 지상

파방송네트워크와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이다. 지상파 방송네트워크에 지상

파 DMB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장소와 상관없이 선호되는 미디어

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모바일 미디어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

다. 

 

4.2 미디어 대안 동시선택 경향 분석 

다변량프로빗모형은 재화 선택 시 효용에 대해 상호 관련된 오차항 구조를 

허용함으로써 동시(혹은 연속) 선택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Manchanda et al., 

1999; 박유리, 2007). 이 때 상관계수의 부호는 함께 구매하는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만약 cov( , ) 0ij ikε ε >  이면, 재화 j 에 대한 구매효용의 증

가와 재화 k 에 대한 구매효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j 와 k 는 함

께 구매(joint purchase)되는 경향이 있다. 상관계수의 부호는 엄밀한 의미의 

대체나 보완의 관계를 나타낸다기 보다는 두 대안이 동시에 선택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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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을 나타낸다. 즉, 가격에 따라 동시에 구매될 확률이 변화하는 경제학적 

대체/보완관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며, 이 모형에서의 대체나 보완의 의미는 

두 대안이 동시에 선택되지 않을 확률과 두 대안이 동시에 선택될 확률 정도

로 해석하는 것이 알맞으며, 이재현(2006)과 임정수(2010)가 설명한 선택적 

대체 관점과 유사하다.  

각 대안들의 교란항 간 공분산행렬을 분석하는 것은, 미디어 활동을 구성하

는 가치사슬(미디어 단말기 – 미디어 콘텐츠 – 미디어 네트워크) 개별 범주 

내 대안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범주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의 [표 8]의 공분산 행렬과 식 (8)을 기반으로, 각 범

주 별 대안들의 상관관계와 3범주 간 대안들의 상관관계를 분리하여 해석하

고자 한다.  

 

4.2.1 범주별 대안의 상관관계 분석 

1) 미디어 단말기 범주 내 대안의 상관관계 분석( device devices − ) 

[표 11] 미디어 단말기 대안 간 상관관계 분석 

 D_PAPER D_TV D_PC D_SMART D_AUDIO 

D_PAPER 1 -0.386* -0.386* -0.237* -0.049* 

D_TV  1 -0.210* -0.096* -0.019 

D_PC   1 0.247* -0.013 

D_SMART    1 0.139* 

D_AUDIO     1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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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매체(신문, 잡지, 책)은 TV, PC, 스마트기기, 오디오기기 모두와 대체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다른 미디어 단말기와 비교할 때 오디

오와의 대체관계가 약하며 TV와 대체관계가 가장 크다. 이는 특히 TV와 인

쇄매체가 동시 선택될 가능성이 작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TV는 PC, 스마트기기와 유의한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모

바일 기기와 TV의 상관계수의 값은 대체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 중 인쇄매

체와 오디오기기의 상관계수 다음으로 그 절대값이 작다. 즉, TV와 스마트 모

바일 기기는 대체관계이긴 하지만 그 영향이 작고, PC와 비교할 때 더욱 그러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와 함께 화두에 

오르고 있는 소셜 TV 시청 행태를 암시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PC와 스마트기기는 유의한 보완관계(+)를 가지며 그 크기가 큰 편이다. 또

한 오디오기기와 스마트기기 역시 유의한 보완관계를 갖는다. 

2) 미디어 콘텐츠 범주 내 대안의 상관관계 분석( content contents − ) 

[표 12] 미디어 콘텐츠 대안 간 상관관계 분석 

 C_MOVIE C_MUSIC C_COMM C_INFO C_GAME 

C_MOVIE 1 -0.069* -0.118* -0.200* -0.206* 

C_MUSIC  1 0.090* 0.056 0.046 

C_COMM   1 0.332* 0.396* 

C_INFO    1 0.482* 

C_GAME     1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영상 콘텐츠는 모든 콘텐츠와 대체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집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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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영상 콘텐츠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집중을 요하는 게임 콘텐츠

와 정보 콘텐츠와는 큰 대체관계를 보였다. 음악 콘텐츠는 영상 콘텐츠와는 

대체관계를,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와는 보완관계를 나타냈다. 커뮤니케이션 콘

텐츠는 영상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와 보완관계를 보였다. 정보 콘텐츠

는 영상 콘텐츠와 대체관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와 게임 콘텐츠와는 보완관

계를 보였으며, 음악 콘텐츠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게임 콘텐츠 

역시 음악 콘텐츠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미디어 콘텐츠 대안 내에서 게임 콘텐츠와 정보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콘텐

츠가 서로 상당 수준의 보완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콘텐츠의 기술적 속성과 

관련이 깊다. 이들은 모두 통신 콘텐츠로, PC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서, 인

터넷 또는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활용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들 모두가 동시에 소비될 가능성은 적지만, PC나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활용

하는 시간대 안에서 함께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3) 미디어 네트워크 범주 내 대안의 상관관계 분석( network networks − ) 

[표 13] 미디어 네트워크 대안 간 상관관계 분석 

 N_PAY N_TERR N_MOBILE N_INTERNET 

N_PAY 1 0.108* -0.082* -0.196* 

N_TERR  1 -0.014 -0.073* 

N_MOBILE   1 0.166* 

N_INTERNET    1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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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네트워크는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와 보완관계를 가지며, 모바일 

네트워크, 유선 인터넷 네트워크와는 대체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

시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와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사이에는 보완관계가 

포착되었고,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와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는 모두 유료

방송 및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과 대체관계를 보였다. 이는 미디어 네트워크 

범주 내 대안이 크게 방송 네트워크와 통신 네트워크로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다만 그 대체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유료방송 네

트워크와 유무선 인터넷 연결 간의 강한 대체관계와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와 

유무선 인터넷 연결 간의 상대적으로 약한 대체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 지상

파 방송 네트워크와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

되지 못했다.  

 

4.2.2 3범주 간 대안간의 상관관계 분석 

1) 미디어 단말기와 미디어 콘텐츠 대안 간 상관관게 분석( device contents − ) 

[표 14] 미디어 단말기와 미디어 콘텐츠 대안 간 상관관계 분석 

 C_MOVIE C_MUSIC C_COMM C_INFO C_GAME 

D_PAPER -0.414* -0.047* -0.262* -0.298* -0.297* 

D_TV 0.986* -0.079* -0.146* -0.236* -0.242* 

D_PC -0.163* 0.031 0.418* 0.824* 0.749* 

D_SMART -0.071* 0.239* 0.820* 0.292* 0.337* 

D_AUDIO -0.011 0.933* 0.009 0.008 -0.006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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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매체는 TV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동영상 콘텐츠, 라디오방송프로그

램과 음원을 포함하는 음악 콘텐츠, SNS와 메일 등의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인터넷검색과 상거래 등을 포함하는 정보 콘텐츠, 게임 콘텐츠 모두와 대체관

계를 보인다. 단, 음악 콘텐츠와의 대체관계가 약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디바이스 범주에서 오디오기기와 인쇄매체 사이의 약한 대체관계와 유사한 결

과이다.  

TV 수상기는 영상 콘텐츠와 아주 큰 보완관계(+)를 보이고 있다. TV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동영상/UCC를 포함하는 영상 콘텐츠의 경우, TV방송프로그

램의 실시간/VOD 시청은 물론이고 유료방송 가입자 혹은 스마트 TV 구비 

가정에서 영화/동영상 콘텐츠를 TV 수상기에서 즐기는 행위와 연관시켜 보면 

쉽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PC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정보 콘텐츠, 게임 콘텐츠와 강한 보완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콘텐츠 범주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정보 콘텐

츠, 게임 콘텐츠가 서로 상당 수준의 보완관계를 보였던 것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스마트기기는 영상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와 보완관계를 보이고 있으

며, 영상 콘텐츠의 경우 대체관계이긴 하지만 그 영향이 약하다. TV프로그램

의 모바일 기기에서의 실시간 시청/VOD를 지원하는 N-screen 서비스의 보

편화,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성능(배터리, 화질 등)의 개선에 따라 대

체관계가 더욱 약해지거나 보완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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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기기는 특히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와 강한 보완관계를 보이는 특징이 있

다. PC와 스마트기기를 비교해보면,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는 PC보다는 스마트

기기에서, 반대로 정보 콘텐츠는 스마트기기보다는 PC에서 강한 보완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PC와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속성과 성능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디오기기는 오직 음악 콘텐츠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 값이 매우 크게 도출되었다. 반면 음악콘텐츠는 오디오기기뿐만 아니라 스

마트 모바일 기기와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2) 미디어 단말기와 미디어 네트워크 대안 간 상관관게 분석( device networks − ) 

[표 15] 미디어 단말기와 미디어 네트워크 대안 간 상관관계 분석 

 N_PAY N_TERR N_MOBILE N_INTERNET 

D_PAPER -0.394* -0.133* -0.194* -0.378* 

D_TV 0.971* 0.272* -0.094* -0.221* 

D_PC -0.169* -0.135* 0.103* 0.963* 

D_SMART -0.099* 0.092* 0.923* 0.335* 

D_AUDIO -0.151* 0.839* 0.026 0.045*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인쇄매체는 모든 네트워크 대안과 음의 상관관계, 즉 대체관계를 보였다. 

인쇄매체는 미디어 단말기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TV, PC, 스마트 모바일 기

기와 대체관계를 보인 바 있다. 방송네트워크와 통신네트워크로 구성된 네트

워크 대안들과 인쇄매체 간의 대체관계는 이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68 
 



TV는 방송 네트워크와는 보완관계를, 통신네트워크와는 대체관계를 보였다. 

유료방송 네트워크와 아주 강한 보완관계를 보였고, 이와 비교하여 지상파방

송 네트워크와는 그보다 약한 보완관계를 보였다. 이는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

에 포함되어 있는 지상파 DMB 때문으로 추측되며, 지상파 DMB는 스마트 모

바일 기기와 함께 선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스마트 모바일 기기

와 방송네트워크 간의 관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유료방송 네트워크와는 대

체관계를 보이지만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와는 약한 보완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통신 네트워크의 경우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와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는 

아주 강한 보완관계를 보이는데, 미디어 단말기 범주에 포함된 대안 중 모바

일 셀룰러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단말기 대안은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와도 유의한 보완관계를 보

이고 있다.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유무선 인터넷의 경우, 유선 인터넷 네트워

크를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Wi-Fi)만 활용이 가

능하다. 다만 앞서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PC 사이의 동시 선택의 경향(보완 

관계)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PC는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와 유료 방송 네트워크와는 대체관계를, 모바일 

네트워크와 유선 인터넷 네트워크와는 보완관계를 보인다. 특히 유선 인터넷 

네트워크와는 강한 보완관계를 갖는다. 오디오기기는 유료방송 네트워크와는 

대체관계,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와는 보완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상파 방송네트워크에 포함된 지상파 DMB를 활용한 라디오 서비스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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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보인다.  

 

3) 미디어 콘텐츠와 미디어 네트워크 대안 간 상관관게 분석( content networks − ) 

 N_PAY N_TERR N_MOBILE N_INTERNET 

C_MOVIE 0.971* 0.278* -0.080* -0.174* 

C_MUSIC -0.206* 0.814* 0.118* 0.096* 

C_COMM -0.134* -0.029 0.794* 0.490* 

C_INFO -0.202* -0.133* 0.167* 0.834* 

C_GAME -0.208* -0.117* 0.208* 0.746*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영상 콘텐츠는 방송 네트워크와 보완관계를, 인터넷 네트워크와 대체관계를 

보여, 아직까지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 소비가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다고 짐작하게 한다. 더불어 영상 콘텐츠가 유료방송 네트워크가 아주 큰 보

완 관계를 갖는 것은, TV 수상기와 유료방송 네트워크, TV수상기와 영상콘텐

츠의 큰 보완관계와 맞물리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료방송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의 종류는 실시간 TV프로그램 방송 이외에 TV방송프

로그램 VOD, 영화 VOD 등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에 비해 그 종류가 다양하

다. 본 연구의 영상 콘텐츠는 TV방송프로그램/영화/동영상/UCC가 포함한다

는 것을 생각하면, 영상 콘텐츠와 유료방송 서비스의 강한 보완관계가 설득력

을 갖는다. 또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모바일 네트워크와의 대체관계가 유무

선 인터넷 네트워크와의 대체관계보다 약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스

마트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영상 콘텐츠 시청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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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콘텐츠는 유료방송 네트워크와 대체관계를, 나머지 네트워크들과는 보

완관계를 보인다.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가 음악 콘텐츠와 가장 큰 보완관계를 

보이는 이유는 역시 지상파 DMB를 통한 라디오 서비스의 영향으로 유추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는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으

며 유료방송 네트워크와는 대체관계를 보인다. 반면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

와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와는 보완관계를 보인다.  

정보 콘텐츠는 방송 네트워크와는 대체관계를, 통신 네트워크와는 보완관계

를 관찰할 수 있다. 정보 콘텐츠에 포함된 상거래 활동(홈쇼핑, 뱅킹 등)이 

같은 계열의 네트워크더라도 지상파와 유료, 모바일과 유선의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게임 콘텐츠는 방송 네트워크와 대체관

계를, 통신 네트워크와 보완관계를 보인다.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PC에서 주

로 게임 콘텐츠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이 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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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2년 한국미디어 패널조사와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미디어 이용 습

관, 시공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실증 분석하였

다. 인쇄매체, 라디오, TV의 올드미디어 및 인터넷, 모바일의 뉴미디어의 총 

5개 미디어에 대해 미디어 기기 – 미디어 콘텐츠 – 미디어 연결의 3범주 총 

14개 세부 대안에 대해 범주 간의 상호연관성과 세부 대안들의 동시 선택 경

향과 조합 소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장소라는 독립변수를 채용하여 미디어 대안 선택이 

소비자의 생활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였다. 주중 저녁, 주말, 식

사/출퇴근의 시간대적 특성에 따라 소비자의 미디어 활동이 달라지는 본 연구

의 결과는 현재의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적절하게 실증하

고 있을뿐더러, 앞으로의 미디어 대안 소비 행태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하

였다. 더불어 스마트 모바일 환경의 도래로 미디어 활동에 대한 장소적 제약

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특정 장소에서의 선호되는 특정 미디어 활동이 존재함

을 실증하고 해당 미디어 활동이 어떠한 미디어 대안들의 조합으로 주로 이루

어지고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각종 뉴미디어 도입에 따라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 환경과 소비 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정부, 업계, 학계

의 관심이 현재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시공간적 특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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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접근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유료 온/오프라인 콘텐츠 지불 금액의 수준과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성향을 미디어 습관의 변수로 차용하였다.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실제 다양

한 미디어를 자연스럽게 조합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가상 공간에서 자신

을 드러내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디지털 네이티브, 그리고 

유료 온/오프라인 콘텐츠에 대한 친밀도와 지불의사가 높은 소비자들은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 미디어 산업의 주요 소비 계층이 될 것이다. 이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미디어 산업 내 다양한 주체들의 의사 

결정이나 방향 설정의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대안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다매체 다채

널 선택의 스마트 미디어 현상에서 대안 간의 선택적 대체 관계와 동시 사용

의 보완적 관계를 밝히고 연계 사용, 다중 조합, 미디어 대안 융합의 가능성 

등에 대해 유추하였다. 또한 실제 소비자들의 미디어 활용 습관이나 사례들과 

매칭시킴으로써 정성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함께하였다. 예를 들어 TV 수상

기는 영상 콘텐츠와 아주 큰 보완관계를 보였는데, TV방송프로그램의 실시간

/VOD 시청은 물론이고 유료방송 가입자 혹은 스마트 TV 구비 가정에서 영

화/동영상 콘텐츠를 TV 수상기에서 즐기는 행위와 연관시켜 볼 수 있다. 또

한 TV 수상기는 모든 미디어 기기와 대체관계를 보였지만 그 중 스마트 모바

일 기기와 약한 대체관계를 보였다. 영상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의 관

계 역시 약한 대체관계를 보였다. 이를 종합하면, 단순히 모바일 기기에서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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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영상 콘텐츠가 아니라 실제 영상 콘텐츠를 보면서 해당 콘텐츠에 대해 

SNS 등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조합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영상콘텐츠 - TV

수상기 - 유료방송네트워크 - 스마트 모바일 기기 –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동시 선택의 경향성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화두가 되는 소셜 TV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역시 미디어 사업자, 미디어 정책 결정자, 미디어 

기획자를 포함하는 여러 주체에게 다양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미디어 사

업자 및 미디어 기획자들에게는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미디어 정책 결정자

들에게는 범주간 동반 성장 전략 또는 미디어 산업 내 시장 획정 문제의 측면

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겠다. 현재 미디어 산업 내 경영·정책적 이슈 및 

사례들과 함께 본 연구 결과의 주요 시사점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기기와 네트워크, 플랫폼 위에서 향유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의 기기에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면

서, 신문·방송 사업자 – 통신 사업자 –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두 하나의 시장

에서 경쟁상대가 되었으며 킬러 콘텐츠와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는 

단말기 사업자까지 가세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습관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미

디어 조합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떤 종류의 사업자와 전략적 제휴

를 맺어야 더 많은 혹은 특정의 소비자들을 타겟팅할 수 있을 것인지, 기존의 

서비스 및 상품들 중 최우선적으로 융합해야 할 서비스와 콘텐츠가 무엇인지, 

기존의 전통 미디어가 뉴미디어와 만나 어떻게 진화하고 부활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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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미디어 대안들의 UX/UI를 통일감 있게 구성하여야 동시 선택하여 사용

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정보 콘텐츠, 게임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의 동

시 선택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모두 인터넷 미디어(PC, 유무

선 인터넷)와 모바일 미디어(스마트 모바일 기기,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에

서 함께 선택되고 있었다. 또한 음성 콘텐츠는 통신 네트워크 및 커뮤니케이

션 콘텐츠와 동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커

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써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은 정보 콘텐츠와, 게임 

콘텐츠, 음악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으며, 서비스 사용자들의 개인 

미디어 형식을 벗어나 해당 콘텐츠 공급자와의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 모델을 개선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겠다.  

이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은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소셜 게임 플

랫폼 형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왔다. 단순히 온라인 상에서 소식을 나

누거나 사진을 공유하고 대화를 인맥 형성 및 관리 차원을 벗어나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고 나아가 게임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

는 소셜 게임을 통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의 접속 시간을 늘

리고, 게임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 모델을 개선하였다. 거대한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은 게임 플랫폼뿐만 아

니라 향후 기업들의 마케팅 플랫폼 혹은 다양한 뉴스 콘텐츠 중개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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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더욱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들간의 소식이나 의견을 공유하는 형식

으로 광고 및 뉴스의 정보 콘텐츠가 소비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 자신의 네

트워크 안에서 추천되고 보여지는 정보라는 점에서 거부감이 적다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

는 정보를 소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진 현재,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은 

좀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여 기존의 뉴스 미

디어들과의 제휴를 통해 뉴스 큐레이션(curation)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PC와 인터넷 시대 포털 사이트가 현재의 뉴스 플랫폼으로써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을 볼 때 충분히 가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의 방문이나 접속 시간을 늘리면서 수수료나 정보 이용료 

등의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 있고, 뉴스 미디어들은 디지털 독자들을 위한 뉴

스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음악 공유 역시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들이 가져갈 수 있는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이다. 음성 콘텐츠가 커뮤니케

이션 콘텐츠와 통신 네트워크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방증한다. 소셜 네트워크 내 친구들과 음악 및 음악 목록을 공유하고, 청취한 

음악 혹은 대화를 기반으로 음악을 추천해주는 등 다양한 접근의 방식이 가능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TV수상기와 오디오 수상기는 나이가 많을수록, 스마트 모바

일 기기와 통신 네트워크는 나이가 적을수록 선택할 확률이 크다는 결과를 보

인 바 있다. 이는 젊은 층이 콘텐츠를 소비할 때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또는 

76 
 



 
모바일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신 네트워크와 음성 콘텐츠의 동시 선택 경향, 젊을

수록 음성 콘텐츠를 소비할 확률이 크다는 결과에 의거하여 음성, 특히 라디

오방송프로그램의 새로운 유통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음성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정보 콘텐츠, 게임 콘

텐츠 간의 동시 선택 경향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특징인 미디어 멀티태스킹

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상 콘텐츠와 달리 음성 콘텐츠는 주 미디어 – 보

조 미디어의 미디어 멀티태스킹 구조 중 보조 미디어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크

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과 라디오 미디어는 FM/AM의 기

존 라디오 전용 방송 네트워크와 라디오 전용 수상기를 활용해야 했었던 한계

에 의해 디지털 음원 형태의 음악 콘텐츠에 밀려 점점 인기를 잃어가고 있었

다. 그러나 지상파 DMB와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등장을 기점으로 라디오 방

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차량에도 지상파 DMB를 탑재한 내비게이

션이 장착되면서 FM/AM보다는 지상파 DMB를 통한 라디오 청취율이 높아졌

다. 라디오 방송사들은 자사의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며 잃어버렸던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이라는 뉴미디어에 의해 라디오의 프로그램 포맷 및 

유통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

다. 국내에서도 이미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필두로 하는 인터넷 스트리밍 기

반의 라디오 콘텐츠가 내용 및 구성의 자율성을 장점으로 젊은 스마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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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들을 공략하고 있다. 사용자가 직접 음악을 검색하여 찾아 듣는 것 이외

에 사용자의 음악 취향을 기반으로 랜덤 재생되거나 UCC와 같이 사용자 중 

누군가가 큐레이션한 음악을 마치 라디오 프로그램처럼 청취하는 방식의 인터

넷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 역시 개인화·소셜화·모바일화의 추세에 따라 더

욱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스트리밍 기반 라디오 콘텐츠

나 서비스가 라디오 방송사 및 음성 콘텐츠 공급자의 새로운 승부처가 될 것

이라 예측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서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PC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의 선호 정도 차이가 입력 방식에 의거한 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TV수상기는 입력 방식에서 가장 열위의 수상기이다. 이러한 TV수상기

에 직접 SNS 어플리케이션이나 정보 검색 어플리케이션을 넣는 현재의 스마

트 TV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TV와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나 정보 및 광고 검색과 노출

의 장으로 하는 세컨드 스크린(second screen)전략9이 소비자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더욱 잘 이해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영상 

콘텐츠, TV 수상기와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동시 선택 경향에 대한 본 연구 

결과 역시 현재 단말기 사업자들 및 TV 플랫폼 사업자들의 스마트 TV 및 

9 세컨드 스크린은 디바이스 간 협업과 유사한 개념의 서비스로, TV와 스마트 기기가 내용적
으로 연계되어 TV를 통한 콘텐츠 시청에 스마트기기가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고, 감상평이나 의견 공유 등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윤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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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TV전략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TV수상기, 스마트 모바일 기기,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정보 콘텐츠,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 유료방송 네트워크 대안 사이의 동시 선택 경향에 대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TV 플랫폼 사업자들은 가정 외 실외나 가정 내에서 개

인이 혼자 TV를 볼 때는 모바일 TV 전략을 사용하고, 가정 내에서 공유 미

디어인 TV 수상기를 사용할 경우 개인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세컨드 스크

린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및 소셜 TV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알맞겠

다. 이 때 UX/UI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퍼스트 스크린

(first screen)으로 모바일 TV를 시청할 경우와 세컨드 스크린으로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경우의 UX/UI는 달라야 할 것이다. 세컨드 스크린으로 

사용될 경우, 현재 보고 있는 TV 수상기와 연동시켜 EPG(Electronic 

Program Guide,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실시간 업데이트 하고, 현재 TV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개인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보여주거나 프로

그램 간접 광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 또한 SNS 플랫폼과 연

계하여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동시 시청 경험을 누리고 대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소비자의 미디어 활동에서 지상파 TV프로그램이 영

상 콘텐츠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가 지배적인 

영상 콘텐츠 공급자로 자리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상 콘텐츠가 

방송 네트워크와 보완관계를, 인터넷 네트워크와 대체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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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아직까지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 소비가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

어진다고 짐작하게 한다. 통신사업자 및 케이블 SO(System Operator) 사업

자들은 다양한 N스크린 서비스를 출시하며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보인 바 있지만, 여전히 방송사 개별 어플리케이션이나 지상파 DMB를 통해 

소비되는 경향이 크다. 오히려 지상파 방송사인 MBC와 SBS가 동시 출범한 

“Pooq TV”는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와 플랫폼 파워를 기반으로 모바일 연

계 서비스에 중심을 두고 성장 중이다. 이러한 사례 역시 소셜 TV 및 미래의 

TV 플랫폼에서 모바일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다. 

신규 서비스의 등장으로 유통 채널이 확대되고 디지털 콘텐츠가 다양한 단

말기 및 네트워크에서 소비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미디어 소비에 있어 특정 

네트워크나 단말기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하고 소비자의 선택이 강화되는 추세

이다. 소비자 주도의 미디어 소비 환경에서 콘텐츠-네트워크-플랫폼-단말기

(C-N-P-T)의 가치사슬 범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

해서는 본 연구와 같이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달라진 미

디어 시장을 반영하는 공정 경쟁 체제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정부에게도 정책

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디지털 융합 콘텐츠 제작 및 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

를 수용할 수 있는 단말기와 네트워크 인프라의 하드웨어 개선 및 새로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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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 단말기의 개발 및 보

급과 네트워크 인프라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선두에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도 쭉 선두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학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

이라 생각된다. 특히 국내에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음식점과 까페(Café)와 

같은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게 된 것

은 지상파 DMB나 Wi-Fi, 광대역 LTE와 4G Wibro와 같은 광범위한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컨버전스 단말기의 보편화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 경쟁력 확보와 소프트웨어(플랫폼/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콘텐

츠가 소비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과 정부 보조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용 시간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많은 기존 연구들과 실제 현상에 기초

기초 볼 때 기존의 영상 콘텐츠와 음성 콘텐츠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콘

텐츠, 정보 콘텐츠, 게임 콘텐츠 등이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집중도 

측면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미디어란 본디 정보 및 콘텐츠를 제공하여 소비자

로 하여금 접속 시간을 늘리고 이를 통해 광고 등의 부가 수익을 갖게 된다. 

미디어 사업자들이 시청률이나 접속률에 집중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국

내의 경우 ‘K-Pop’, ‘K-Drama’ 등 한류를 기반으로 영상 및 음악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메신저 서비스와 이와 

제휴한 게임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미디어 서비스 및 플랫폼의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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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같은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산업 선진국에서 선도하고 있다. 미디어 

서비스 및 플랫폼의 개발에 있어 큰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거대한 

사용자 기반 확보 이후 부가 서비스나 상품을 통해 확장이 용이하다는 플랫폼

의 특성에 의거하여 시장의 선도자(first mover)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및 비즈니스 특허 등의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한국 콘텐츠가 전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단말기나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미디어 서비스나 플랫폼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디어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방송 산업의 경우, 방송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로 인해 사업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송 플랫폼은 아직까지 지상파 방송사 위주이며, 지상파 

방송사의 사업성 역시 국내 소비자들의 ‘지상파 방송은 무료’라는 인식에 의

해 KBS 수신료 인상이나 중간광고 허용과 같은 수익 모델 개선에 대한 반발

이 심하다. 채널 경쟁력에서도 해외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요 

MPP(Multiple Program Provider, 복수채널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케이블 PP(Program Provider, 채널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

나 해외 영상 콘텐츠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종합편성채널의 허용으로 4

개 채널이 추가되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채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보하

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방송에도 치열한 경쟁 체제가 도입되어 NBC, CBS, 

FOX, PBS 등의 지상파 채널 이외에도 MTV, ESPN, CNN, HBO 등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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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며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고 있다. 영

국의 글로벌 채널 BBC는 BBC 월드와이드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확보된 

수익성을 근거로 다시 BBC의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균형 잡힌 보도, 다큐

멘터리, 아동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확

보하는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거론되고 있다. (박유리, 2009)  

더불어 방송 산업이 인터넷과 모바일의 뉴미디어를 마주하게 된 현재, 다양

한 대체 미디어에 의해 전통적인 방송 플랫폼의 수익성이나 실시간 시청자 접

속률, 기존 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All-IP와 같은 

전세계적인 방송의 IP화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 사업자는 통신 사업자

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와의 콘텐츠 유통 및 전송 측면에서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미디어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수직적 결합을 통해 제작-유통

-전송의 과정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이러한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의거한다. 

더불어 최근 국내 700MHz 대역 주파수를 UHD 방송 개발에 사용해야 하는

지 통신 트래픽에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나 전 세계적으로 지속

되고 있는 IPTV, VoIP에 대한 망중립성 이슈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는 

본 연구와 같은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 분석을 기반으로 적절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방송 사업자에게 영상 콘텐츠 사업

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공공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

책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경쟁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이

미 다변화된 소비자들의 방송 및 미디어 소비 방식을 플랫폼 사업자들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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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 결정

의 방향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료 방송 가입자가 전체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80% 이상이면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위주의 콘텐츠 소비

를 특징으로 하는 국내 방송 산업의 경우, 통신 사업자들의 N스크린 서비스

나 단말기 사업자들의 스마트 TV 등 뉴미디어에 대해 기존 미디어 사업자들

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다. 향후 단말기 사업자들까지 스마트 TV를 통한 

미디어 산업 경쟁에 추가될 경우, 콘텐츠의 독점적 공급과 유통 과정의 효율

화, 경쟁 친화와 공공성 확보 등의 양립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실증 모형의 구성에 있다. 다변량프로빗모형을 

활용함에 있어, 구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대안을 소비하지 못하는 것과, 

다양한 유사 미디어 대안의 생성에 의해 대안 구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구비하지 않은 것, 구비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론적 장치가 없다. 하여 자료의 구성에 있어 선택 모형의 원칙에 따라 TV수

상기 보유자(가구), 유료방송 가입자(가구), 유선인터넷 가입자(가구), 휴대폰 

보유자(개인), PC보유자(개인/가구)로 표본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미디어 활

용 능력이 높고, 유료 콘텐츠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20대

~30대 중에는 ‘코드 커터(Cord Cutter)’ 10가 많다. 이들은 1인 가구를 구성

10 Martin Peers (2013). Retrieved from http://blogs.wsj.com/corporate-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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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요 세대이며, TV 수상기와 유료 방송서비스에 대한 효용이 작고, 자신

들이 보고 싶은 콘텐츠를 인터넷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충분히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이 구성되었기 때문

이다. 게다가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미디어 중(重)시청자(heavy 

viewer)일 가능성이 크다. 전체 샘플 중 1인 가구로 샘플을 제한하여 분석한 

사전 분석 결과, 실제로 TV 수상기가 아닌 다양한 대안들이 다양한 연령, 성

별, 가구소득, 학력을 가진 1인 가구를 통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TV 수상기보다는 PC나 스마트 모바일을 통한 TV방송

프로그램을 소비할 때 높은 효용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청 층을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던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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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2012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개인용 설문지 

항목(일부) 

 

1) 기타 문화 / 여가, 유료 콘텐츠 이용 및 지출 

가구 내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각종 방송서비스, 통신서비스, 신문구독 등

의 현황과 개인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현황 외에, 미디어 활동과 연관이 깊

은 문화 / 여가 활동에 대한 이용과 지출, 온라인을 통한 유료 디지털 콘텐츠

의 이용 내역, 스마트 기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현황에 대하여 다음의 항

목으로 조사하였다.  

 
[표 부록 1-1] 기타 문화 / 여가, 유료 콘텐츠 이용 조사 항목 

유형 

문화․여가 영화, 음악회, 콘서트, 뮤지컬, 오페라 

유료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신문/잡지/책 

동영상/영화 

TV방송 프로그램 

음악 

유료 
애플리케이션 

(스마트기기 이용자만)  유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조사항목 

이용횟수 

(유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개수 
(지난 3개월 동안 다운로드 받은 총 갯수) 

(문화․여가활동) 관람횟수 
－ 영화 관람: 지난 3개월 동안 관람한 총 횟수 

－ 공연(음악회, 콘서트, 뮤지컬, 오페라): 지난 12개월 동안 관람한 총 횟수 

지출금액 

(유료 디지털 콘텐츠 유형별) 
지난 3개월 기준 월 평균 지출 금액 

(유료 애플리케이션)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한 총 금액 

(문화․여가활동) 지난 12개월 동안 지출한 총 금액 

서비스 제공 (신문) 구독하고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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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설문조사/면접 

 

2) 미디어 이용 능력 및 이용 활동 

미디어 이용환경(보유기기, 서비스 가입) 외 미디어 이용행태에 대한 맥락

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구․개인별 미디어 이용 특성을 다음의 항목으로 조사

하였다. 

 

[표 부록 1-2] 미디어 이용 능력 및 이용 활동 조사 항목 

조사 
항목 

선호도 현황 
이용 현황 

스마트 기기 자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종류 

TV 
좋아하는 TV 방송 프로그램 장르 

선호하는 TV 방송 채널 

신문 선호하는 신문사 

미디어 이용 
능력 

인터넷 인터넷 사이트 방문, 정보 검색 가능 

이메일 
이메일 열람, 작성/․송부, 파일첨부,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가능 

동영상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을 통한 영화․동영상 파일 재생 

가능 

문자 메세지 휴대폰 문자 메시지 열람, 작성․송부 가능 

인터넷 사이트 
이용 활동 

이메일 주로 사용하는 메일 계정(3개) 

블로그 주로 사용하는 블로그 계정(3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주로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3개) 

클라우드 서비스 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서비스 계정(3개) 

동호회/카페/클럽 
회원여부, 댓글 작성, 글 읽기, 게시물 게시,  

스크랩, 운영 여부 

뉴스/토론 게시판 댓글 작성 여부/스크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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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여 온라인 투표 참여/온라인 추천 기능 사용 여부 

N스크린  
이용 활동 

동영상, 음원 등을 다른 매체로 
이동시켜 이용한 경험 

컨텐츠별 저장매체, 특정 서비스 가입, 특정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기간 설정 등을 통한 이용 경험 

여부 

조사 
방법 

설문조사/면접 

 
 

 

 

 

 

 

 

 

 

 

 

 

 

 

 

94 
 



 

부록 2 : 2012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미디어 

다이어리 

 

1) 측정 방법론(Multi-layered Approach) 

“Multi-layered Approach of Media Use Events”란, 콘텐츠가 플랫폼을 

넘나드는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의 정확한 미디어이용 조사를 위해 콘텐츠와 

패키징, 전송 플랫폼, 단말기의 네 가지 층위(Layer)별로 매체 이용행태를 시

간적, 공간적 맥락에서 입체적으로 측정하고 각 층위 별 해당 사업자와 이용

자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틀이다.  

 

[표 부록 2-1] 미디어 이용의 4층위(Layer) 

Contents Packaging Delivery Platform Device 

개인/미디어 기구가 제
공, 생산하는 콘텐츠의 
종류 

실시간/비실시간, 패
키지미디어 여부 등 
패키지 속성 

플랫폼 사업자의 물리적 네트
워크 
유/무선, 일방향/양방향 등 콘
텐츠 전달 방법 

이용 단말기 

 

2) 측정 방법 

미디어 이용행태 측정을 위한 4층위 접근방식을 통해 미디어 이용 행위를 

분류하고, 응답자 보기카드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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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 2-2] ‘Multi-layered approach’를 통한 미디어 이용 행위 측정 

이용자 콘텐츠 네트워크 + 플랫폼 패키지 매체 

TV/ 
라디오/ 

방송   
프로   
그램 

지상파 TV 방송프로그램 
케이블 TV 

방송서비스 (유선 
+ 케이블 방송) 

실시간 
여부 

1, 종이 매체 
신문 / 책 / 잡지,  

그림 / 사진 / 편지(쪽지) 

비지상파 
TV 방송프로그램 

종합편성채널 
TV 방송프로그램 

IPTV 방송서비스 
(유선 + 케이블 

방송) 
TV 데이터방송 프로그램 

위성방송 서비스 
(위성 + 위성방송) 

2. TV 
가정용 TV 수상기 / 앰비언트 

TV 수상기 / 휴대용 TV 
수상기 /  

차량용 TV 수상기 

라디오 방송 혹은 
음악채널 프로그램 

지상파 
DMB 서비스 

(지상파 + DMB) 

영화 
(동영상)/ 

UCC/ 
음악 

(음원)/ 
사진 

영화/동영상(영화제작사, 
프로덕션 등 제작) 

UCC(개인창작 콘텐츠) 
동영상 

위성 DMB 서비스 
(위성 + DMB) 

음악․음원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 (지상파 + 

지상파방송) 

3. 컴퓨터 
 데스크톱 PC / 노트북 PC / 
넷북 / 태블릿 PC / PDA / 

내비게이션 / 
아웃도어미디어키오스크 

사진 

유선전화 서비스 
(유선 + 전화) 

신문 / 책/ 
잡지 

신문 기사 

패키지 
여부 

(CD 등 
물리적 
패키지 
가 있는 
경우) 

4. 전화기  
공중전화기 / 일반전화기 / 

인터넷전화기 / 일반휴대폰 / 
PDA 폰 / 스마트폰 

이동통신 
전화서비스 

(이동통신 + 전화) 
책 

잡지기사 유선인터넷 
(유선 + 인터넷) 

통화/ 
이메일/ 

채팅 

통화(음성/영상) 

문자 메세지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이동통신 + 
인터넷) 

이메일(e-mail) 
Wi-Fi 무선인터넷 

(유선 Wi-Fi + 
인터넷) 채팅/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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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검색/ 
소셜  
네트 
워크/ 
상거래 

정보콘텐츠 Wi-Fi 무선인터넷 
(이동통신 Wi-

Fi+인터넷): 단비, 
에그 

 
 

패키지 
여부 

(CD 등 
물리적 
패키지 
가 있는 
경우) 

5. 촬영기기  
디지털카메라 / 비디오 

녹화기기(캠코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와이브로 서비스 
(무선 

+휴대인터넷) 
6. 오디오 기기  

일반라디오 / 가정용 
오디오기기 / 카오디오 / 

오디오레코더 / 
휴대용 오디오 기기 

온라인상거래사이트 

없음 없음 

자체 
기능 

게임 게임 

다른 
미디어 
기기 
연결 

문서/ 
그래픽 
작업 

컴퓨터 문서 작업 
프로그램 7. 비디오 재생/녹화기기 

 VCR / DVD 플레이어 / 
PVR ․ DVR / 

DivX 플레이어 / 
휴대용 비디오 재생기기 

(PMP 등)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그림/ 
사진/ 
편지 

그림 공간 
미디어 사진(앨범) 

편지․쪽지 

유통 

우편 

8. 게임기  
휴대용 게임기 / 가정용 

게임기 
방송 옥외․지하철 방송 프로그램 

9.  공간미디어  
영화관 / 노래방 / 경기장 

멀티미디어방 / 
공연장(연극 및 콘서트) / 

갤러리 / 박물관 

공간 
미디어 

영화관/노래방/멀티미디어 
방/공연장/갤러리/박물관 

/스포츠 경기장 

패키지 
미디어배급 

 

3) 미디어 다이어리 조사 항목과 조사 방법 

개인용 설문지 내 3일분‘체크리스트’를 통해 9가지 미디어 기기 사용 경

험을 체크하도록 한 뒤, 해당 기기의 행위 및 연결코드를 찾을 수 있는 페이

지를 제공하였다. 콘텐츠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응답자에게 요구하

는 경우 응답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응답자들이 응답하기 쉽도

록 이를 재그룹화한 응답자용 보기카드를 제공하였다. 매체별 (무엇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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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어떻게: 연결코드)를 보여주는 미디어 다이어리 보기카드를 참조하

여 응답자가 직접 두 가지 코드를 시간대별(15분 단위)로 기입하도록 구성하

였으며, 이를 통해 매체(대분류 9, 소분류 39), 연결방법(대분류 4, 소분류 

20), 미디어 콘텐츠(대분류 9, 소분류 38)로 나누어 총 29,640가지 미디어 

행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자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뢰성 있는 데이

터 확보가 가능하였다. 또한 개인용 설문지 내 응답지에 9가지 매체를 나열하

여, 동시간대 동시 미디어 이용 행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부록 2- 3] 미디어 다이어리 조사 항목 

조사항목 
시간대별 

(15분단위) 

무엇으로(미디어 기기) 

무엇을(콘텐츠) 

어떻게(연결 방법) 

장소 

배경활동(수면) 

조사방법 설문조사/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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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2-1] 응답자용 미디어 다이어리 보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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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2-2] 미디어 다이어리 응답표－일일 미디어 이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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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2- 3] 미디어 다이어리 응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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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current consumer’s preference on media consuming 

behaviors especially based on situation variable like ‘where’ and ‘when. Each consumer 

has the choice situation among media alternatives which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Device, Network, and Contents. Selected alternatives within each category are 

integrally combined as a single media likely to be consumed. In this perspective, analysis 

just within each category is the one which only focus on technical attributes and benefits 

of alternatives in that category and also not reflects consumers’ changed media habit.  

This paper focus on 5 main media services and behavior: Print, Radio, TV, Internet, 

Mobile. Those main media services(or behavior) are configured by sub media alternatives 

which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media devices, media network, media contents. For 

example, one media behavior ‘viewing TV in home’ can consist of media 

device(smartphone) – media network(Wireless Internet) – media contents(TV VOD). 

‘2012 Korea Media Panel Survey’ from KISDI(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is well-fitted data for this paper. Questions in this survey fully reflect 3 

category-multiple choice situations which are media device, media network, media 

contents. Multivariate probit model allows us to investigate correlation between each 

stochastic term of alternatives so that substitutive and complimentary patterns of 

purchasing can be researched. While consumer will make a multiple choice 

subconsciously recognize value-chain of media system, this multivariate probit model 

with Bayesian approach is plausible.  

Through this analysis, we can investigate consumer’s preference on media consuming 

102 
 



 
behavior and alternatives which jointly consumed frequently and preferably. Using the 

results, we can take implications for both companies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We 

can suggest variety of strategies for targeting specific consumer segment like digital 

natives and developing media services. For policy makers, this paper can give 

implications for market definition issues in media industry and also can suggest potential 

strategies for accompanied growth in media categories.  

 

 

Kewords: Value-chain of media industry (C-N-P-T), Media consuming behavior, 

Media convergence, Multivariate prob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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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스마트폰, 스마트TV와 같은 컨버전스 단말기를 형

성하였고, 방송과 통신 네트워크/플랫폼간의 융합을 가속하였으며, 인쇄물(책/

신문), 영화, 음반 등의 오프라인 콘텐츠와 방송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진행시

켰다. 또한 팟캐스트(Podcast), 포털 뉴스, 모바일 IPTV와 같은 새로운 형태

의 뉴미디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단말

기-콘텐츠–네트워크의 1:1:1 매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즉, TV 수상기

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과 같이 범주 별로 한 

개씩 매칭되었던 전통 미디어 이외에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

는 새로운 조합의 미디어 소비를 할 것이다.  

이 때 소비자들에게 있어 단말기-콘텐츠–네트워크의 범주는 잠재적으로 인

식되나, 각 범주 안에서 선택된 대안들의 조합이 통합적으로 하나의 미디어로

써 습관처럼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콘텐츠, 네트워

크, 디바이스의 개별 범주 내에서의 대체, 경쟁 관계 및 규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연구들은 기술적 속성과 혜택에 국한한 분석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변

화된 미디어 습관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2년 한국미디어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미디어 활용능력, 시공간적 상황을 기

반으로 소비자들의 미디어 소비를 정량적으로 실증 분석하였고 미디어 단말기 

– 미디어 콘텐츠 – 미디어 연결(단말기–콘텐츠–네트워크)의 3범주 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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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과 대안들의 조합 활용을 도출하였다. 시간과 장소라는 변수의 채용은 

미디어 대안 선택이 소비자의 생활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이고

자 함이다. 또한 개인의 미디어 습관을 분석에 주요 변수로 고려하였다. 다매

체 다채널 환경에서 실제 다양한 미디어를 자연스럽게 조합 활용하고 인터넷

과 같은 양방향 미디어와 실제 생활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네이티

브, 그리고 유료 미디어 콘텐츠(오프라인, 디지털 포함)에 대한 친밀도와 지

불의사가 높은 소비자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별도로 포착하기 위함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다매체 다채널 선택의 스마트 미디어 환경과 변화된 소비자 

특성을 최대한 연구 모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

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매체 다채널 선택의 스마트 미디어 현상에서 대안 간의 선택적 

대체 관계와 다중 조합, 동시 사용의 보완적 관계를 시간과 장소의 상황적 요

인, 활용능력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개인적 요인으로 살펴봄으로써 미디어 

사업자, 미디어 정책 결정자, 미디어 기획자를 포함하는 여러 주체에게 다양

한 함의를 제공한다. 미디어 사업자 및 미디어 기획자들에게는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미디어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범주간 동반 성장 전략 또는 미디어 

산업 내 시장 획정 문제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미디어 가치사슬, 미디어 컨버전스, 스마트 미디어 환경, 다변량 

프로빗모형, 베이지안 추정 

학  번 : 201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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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세기 초반을 지나면서 라디오, TV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미디어 대안은 점차 다양화 되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접하는 정보

의 양과 질에 근본적인 변화를 준 것은 21세기에 등장한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구매체인 인쇄매체, 라디오, TV의 모든 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개인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스마

트패드와 같은 다양한 개인용 스마트 미디어 디바이스를 활용하게 되었다. 황

주성 외(2010)은 스마트폰을 미디어 이용패턴을 변화시켜온 TV, PC를 잇는 

제 3의 매체로 간주하고, 스마트폰이 개인의 미디어 이용패턴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주목하기도 했다. 미디어 네트워크 역시 정기 구독에서 라

디오와 텔레비전 지상파 방송, 유료 방송으로, 다시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미디어 컨버전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인쇄매체, 라디오, TV에서마저도 

단말기-콘텐츠-네트워크의 1:1:1 매칭이 파괴되었다. TV의 경우 지상파, 

유선 케이블, 위성방송에 이어 셋톱박스에 인터넷 프로토콜을 부여하는 

IPTV로, 다시 자체 CPU와 운영체제(OS)를 장착한 스마트 TV로 발전하게 

되었다. 인터넷과 TV의 만남은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다양한 영상 콘텐츠에 

대한 VOD 서비스, 게임, 인터넷 검색, 어플리케이션 마켓 등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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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TV는 더 이상 방송사로부터의 단방향 서비스가 아닌 양방향 

서비스로 탈바꿈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콘텐츠에서도 

융합의 바람은 거세다. 인쇄물(신문/책), 영화, 음반 등의 오프라인 콘텐츠가 

네트워크/플랫폼과 단말기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콘텐츠로 융합되었으며 

기존의 방송·통신 콘텐츠와 섞이고 있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대안은 점점 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고자 하는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플랫폼과 그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단말기를 통해, 주어진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여 미디어 대안을 

선택하고 구성하여 소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콘텐츠-네트워크-플랫폼-터미널(C-N-P-T)의 가치사슬을 잠재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선택에 반영한다. (박유리, 2010) 

미디어 컨버전스의 영향은 단말기나 콘텐츠, 네트워크 자체의 속성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습관에도 미치게 되었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1  혹은 스마트 미디어 세대인 소비자들은 

N스크린(N-screen)을 자유자재로 즐기고, 소셜 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미디어 소비에 있어 자기 주도적이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1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는 미국의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가 개념화한 용
어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과 대비된다. PC, 
휴대전화, 인터넷, MP3와 같은 디지털 환경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자유자재로 활용한 
세대를 말한다. 오픈 마켓(Open Market)이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앱스토어(AppStore), 블로거(Blogger), Web 2.0과 같은 개
방적 글로벌 라이프스타일을 즐긴다. (http://en.wikipedia.org/wiki/Digital_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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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미디어 멀티태스킹(media multitasking, 다중 미디어 동시 이용 

행태)과 미디어 멀티플렉싱(media multiplexing, 다중 미디어를 짧은, 주어진 

시간 동안 복합적으로 소비하는 행태)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Schultz, 

2006; Lin, 2013)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이용 전반에 관련한 통합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미디어 이용 행태 조사와 연구들은 

가치사슬 범주 별, 혹은 인터넷·방송·통신의 미디어 서비스(플랫폼) 세부 

범주 별로 이루어져 왔으며, 통합된 미디어 환경에 대한 연구들 역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군집 분석 등 기본적인 계량 분석 모형만을 사용하여 각 

미디어 서비스를 기준으로 중심 이용자 특성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 간 대체를 기능적 대안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대다수이다.  

본 연구는 가치사슬을 반영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2년 

한국미디어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미디어 이용 

습관의 개인적 특성, 미디어 소비자의 시공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미디어 소비를 정량적으로 실증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 단말기 – 미디어 

콘텐츠 – 미디어 연결(단말기-콘텐츠-네트워크)의 3범주 간의 상호연관성과 

대안들의 조합 활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시간과 장소라는 변수의 채용은 

미디어 대안 선택이 소비자의 생활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이고자 함이다. 또한 미디어 활용능력을 분석에 주요 변수로 고려한 이유는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실제 다양한 미디어를 자연스럽게 조합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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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디지털 네이티브들,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친밀도와 지불의사가 

높은 소비자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별도로 포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매체 다채널 선택의 스마트 미디어 환경과 변화된 소비자 특성을 

최대한 연구 모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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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2.1 미디어 환경의 변화 

인터넷의 등장은 미디어 대안의 다양화를 불러일으킨 주요 변화 원인이다. 

Morris & Ogan (1996)는 Critical mass(Markus, 1991; Oliver et al., 

1985), Interactivity(Rafaeli, 1988), Uses and gratifications(Katz et al., 

1974), Network analysis(Grant, 1993), Social presence and media 

richness theory(Walther, 1992a)의 기존 이론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매스 

미디어로 개념화하였다. 그는 인터넷이 매스 커뮤니케이션 모델 

SMR(Source-Message-Receiver, 정보원-특정메세지-수신자)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만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다면적인 미디어 특성을 갖기 

때문에 SMR의 배열이 완전히 새로운 구성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PC와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후 다양한 콘텐츠들이 디지털화되어 유통되기 

시작했고, 실시간 지상파/케이블 방송이나 정기 신문 구독 이외에도 VOD, 

DMB와 같이 새로운 미디어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형성되었다.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다양한 모바일 멀티미디어 단말기(MP3, PMP 등)의 생성과 

대중화를 야기하였다. 박유리(2009)은 인터넷, DMB, IPTV, 케이블 등 

다양한 매체와 TV수상기, PC, 이동전화, PMP 등의 다양한 단말기를 

활용하는 방송 콘텐츠 이용방식의 다변화 패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미디어 환경은 모바일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해 다시 한 번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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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겪게 되었다. 모바일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PC에서 

유통되었던 정보들이 모바일로 이동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하는데 있어 장소를 초월하게 되었다(Verkasalo, 2009). 통신 기술적 

진보와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개선으로 집, 사무실이 아닌 대중 교통수단, 

길거리, 쇼핑몰로 미디어 사용 공간이 확장되었다. 스마트폰은 

이동성(mobility), 편재성(ubiquity), 개인식별성(personal identity), 사용자 

실시간 위치 확인성(localization)의 특징을 갖는 모바일 단말기이면서 일반 

휴대폰에 비해 월등히 개선된 컴퓨터 용량, 그리고 WAP방식의 제한적인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3G, LTE와 같은 고속 데이터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항시 연결성을 갖는 휴대폰이다. (황주성 외, 2010; 김봉철, 

2007; 배진한, 2006; Liang & Wei, 2004) 황주성 외(2010)는 스마트폰을 

TV, PC를 잇는 제3의 매체로 간주하고, 스마트폰이 기존의 인터넷과 TV 

중심의 개인의 미디어 이용패턴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주목하였다. 

   

2.2 뉴미디어의 등장과 미디어 대체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유한한 미디어 사용시간 내에서 기존의 미디어와 

경쟁하면서 소비 시간과 예산을 재편하고 대체를 발생시킨다(Neuman, 

1988).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의 경쟁과 대체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연구자들이 노력해왔으며, 많은 연구들이 Katz et al. 

15 
 



(1974)의 이용과 충족 이론 (Uses and gratification theory)2에 기반하여 

소비자들의 미디어 선택을 분석하였다(Grotta & Newsom, 1982; Lin, 1999; 

Neuman 1998; Dimmick et al., 2004). 매스미디어에 대한 노출과 선택은 

개인의 내재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미디어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적 목적을 갖는다는 것이 이용과 충족 이론의 골자이다. 미디어 

이용자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이용 동기와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하고, 다양한 심리적이고 사회적 변인들이 미디어 이용 과정에 

개입한다. 이 때 하나의 미디어는 다른 미디어 대안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욕구충족 활동과 경쟁해야 한다(Katz et al., 1974).  

Lin(1999)는 이용과 충족 이론의 기능적 동등성의 원칙(functional 

equivalence principle)에 의거하여, 뉴미디어인 인터넷과 기존 미디어인 

TV의 이용 요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로의 

기능적 대체가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Furguson(2000)은 TV와 

인터넷이 오락을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기능적 유사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Dimmick et al.,(2004)는 소비자에게 뉴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일간 뉴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적 유사성이 있는 지상파 TV 

뉴스 방송, 신문, 라디오, 케이블 뉴스 방송과 인터넷 뉴스의 대체 패턴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일간 뉴스 미디어에 대해 뉴스 내용의 최신성, 개인의 

2 이용과 충족 연구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대답하는 접근방
법에 대한 연구이며, 이용자의 심리적 변수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 의사소통의 욕구와 동기, 미
디어에 대한 태도와 기대 등 포함한다. (강홍렬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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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활용에 대한 적합성, 주제의 다양성, 정보 획득의 즉시성, 뉴스 범위 

선택의 가능성, 뉴스 접근에 대한 편의성의 6개 충족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해당 뉴스 미디어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각 미디어가 제공하는 충족의 유사성을 추출하였다. 또한 경쟁적 대체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넷 뉴스를 이용한 이후로 기존의 일간 뉴스 

미디어(지상파 TV, 신문, 라디오, 케이블)을 ‘덜’, ‘더 자주’,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는지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기능적 유사성이 있는 미디어 

사이에는 대체관계가, 기능적으로 상이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충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용과 충족 이론을 활용한 미디어 대체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론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디어 컨버전스 환경의 도래와 융합 

미디어들의 다기능화 및 고사양화로 인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뉴미디어와 

기존 미디어의 관계를 기능적 대체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스마트폰의 급성장으로 모바일웹 환경이 커지고 있는 현재, 스마트폰과 PC는 

그 이용 동기나 기능적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아져 기능적 대체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PC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이동성을 스마트폰이 보완해주기 

때문에 기능적 보충·보완재라고도 할 수도 있겠다. 이 때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대체/보완과는 다소 그 의미가 다르고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분석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크다. 다수의 미디어를 이용하거나 

동시에 여러 미디어를 이용하는 행태의 보편화 역시 기존의 이용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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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나 기능적 대체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임정수(2010)는 Robinson(1981)의 선택적 대체 이론을 소개하며 신구 

미디어의 경쟁관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접근이라 칭하고 있으며, 미디어 

연구에서 사용된 미디어 대체성의 개념이 주로 기능적 대체성을 의미해왔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기능적 차원에서의 대체성과 선택적 차원에서의 대체성이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Robinson(1981)은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일정하여 다른 미디어의 이용시간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미디어 이용시간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대체재(substitute) 또는 보완재(complement)의 경제학적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재현(2005) 역시 실제 이용자의 미디어 선택 행위에 초점을 

두어, 미디어의 보완성을 “새로운 미디어의 이용이 전통적 미디어의 이용을 

증가시키는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2.3 디지털 미디어와 다중 미디어 소비 

콘텐츠가 미디어를 넘나들게 되면서 다수의 미디어를 조합하여 이용할 뿐 

아니라 동시에 여러 미디어를 이용하기도 하는 행태가 보편화되었다. 또한 

IPTV와 스마트폰, 태블릿PC(스마트패드), 디지털 VOD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디지털(저장)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미디어 이용에 있어 단일 시간성에 의문을 갖게끔 했다. 특히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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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24시간+a’의 시간 예산을 갖게 되었으며 미디어 

이용은 선형적인 단일 시간성이 아니라 시간의 밀도 제고(densification of 

time)와 이중 시간(double time)의 복합 시간성3을 갖는다. (Jaureguiberry, 

2000; Kakihara & Sorensen, 2002)  

Don E. Schultz(2006)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이미 미디어 멀티태스킹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미디어 포맷에 담긴 다수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구조로 끊임없이 조직하고 구성한다. 그는 소비자의 미디어 활용 시간 

중 동시 활용 시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40~60%의 답변자들이 TV,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을 조합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두 개의 

미디어가 동시에 소비되고 있을 때 하나의 미디어가 보통 전진 

매체(foreground media), 나머지 하나의 미디어가 후진 매체(background 

form)가 되어 조합을 형성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때 두 개의 미디어의 

전진-후진 조합의 구성이 바뀔 경우, 이전의 것과는 다른 동시 소비 성향을 

나타낸다.  

이재현(2006)은 이용과 충족 이론, 미디어 대체 가설은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러 플랫폼을 넘나들며 여러 플랫폼의 콘텐츠를 동시적으로, 또는 

비동시적으로 관여하는 독특한 미디어 이용행위를 ‘멀티플랫포밍’으로 

3 시간의 밀도 제고는 모바일의 유연성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업무 내용과 순서의 조직화 측
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을 말한다. 이중시간의 창출은, 물리적 시간에 미디어 시간을 중첩
(superimpose)시킴으로써 동시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Jaureguiberr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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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하였다. 또한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미디어 이용자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조합하여 사용하는데 이를 ‘미디어 매트릭스’라고 한다. 미디어 

매트릭스는 신규(뉴)미디어가 구(올드)미디어를 대체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찬구 외, 2009). 

그는 시간의 심화(deepening)(Hall, 1976)와 개인별 미디어 매트릭스 구성 

가정을 채택하여 모바일 미디어가 멀티플랫포밍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의 

동시성의 확대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동시성은 미디어 이용을 

하면서 제미디어 행동을 하는 경우와 여러 미디어를 동시에 이용하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미디어 매트릭스의 유형들을 토대로 멀티플랫포밍의 

시간 차원에서 행위의 흐름을 모바일 미디어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단일 

미디어로 구성된 집단의 비율이 47.5%, 2개 이상의 다중 미디어 집단 비율이 

35.2%로 조사 당시 시점에서는 단일 미디어 이용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특성으로는 모바일-PC는 사무직 또는 학생이, 모바일-

TV는 기능직 또는 주부가, 삼원의 경우는 고학력자 비율이 높았다. 또한 

모바일 중심 멀티플랫포밍 행위는 밤10시를 전후로 최고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황주성 외(2010)는 일반폰 집단과 스마트폰 집단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 

패턴, 미디어 이용 동기 등의 변화에 주목하였으며 각각의 그룹의 미디어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다중 미디어 매트릭스의 비중을 일반폰 소유자와 

스마트폰 소유자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일반폰 소유자의 50%는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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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미디어 대안을 미디어 매트릭스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소유자의 64.3%가 다중 미디어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미디어 지형의 변화에서 스마트폰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 자료로는 15분 간격으로 기입된 미디어 다이어리를 

사용하였는데, 미디어 동시 이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1사용과 제2사용을 

같이 기입하게 하였고 미디어 복합 이용 행태 파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미디어 이용 목적을 정보 접근,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목적 3개와 세부 목적 21개, 기타 목적 1개로 나누어 별도 기재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들은 미디어 매트릭스를 구성할 때 중심적 미디어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미디어를 단말기 차원으로 조사하였음을 밝히며,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의 정확한 미디어 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미디어 

별로 4개의 층위(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기)를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지적하였다.  

Lin et al. (2013)은 소비자들의 ‘미디어 멀티플렉싱 행태’(Media 

Multiplexing, 다중 미디어를 짧은, 주어진 시간 동안 복합적으로 소비하는 

행태)를 분석하였다. 개별적이거나, 멀티플렉싱되어 사용되는 미디어들 

내에서의 선택을 예측하는 모델을 수립한 이들의 논문은 미디어 대안, 소비자 

이질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고, 또한 요일/시간과 같은 독립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 30분 간격의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조사된 

데이터를 1시간 간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표적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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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target audience segment)를 도출하여 미디어 기획자에게 함의를 

제공하고자 했다. 

 

2.4 개인의 미디어 활동과 생활 시간, 장소의 변화 

Vitalari et al. (1985)는 가정 내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야기된 시간 할당 

패턴의 변화를 추적한 바 있는데, 가정 내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텔레비전 

시청, 가족과의 여가, 수면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에 분배되던 

시간이 감소한 것을 밝혔다. 황용석(2004)은 생활시간 변화라는 측면에서 

텔레비전과 인터넷 이용의 상호관계를 탐색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연구들이 서베이 조사를 통해 특정 시점에서 답한 이용자들의 매체 

이용량이나 동기, 그리고 지각된 기존 매체 이용량 증감여부 등을 중심으로 

연구했으며, 이때 인구학적 변인, 이용 동기 변인, 매체 이용량 변인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변인들로는 매체가 소비되는 시간과 공간적인 맥락 – 

구체적인 제약 조건 – 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의 수용자들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능력, 결합 그리고 권위의 제약 속에서 일상적인 혹은 

주기적 생활활동을 통해 물리적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구조화하는가는 매체이용과정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매체소비의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시간적/선택적 대체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는 KBS의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였는데, 해당 데이터는 조사 전날의 24시간에 대해 30분 단위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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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가사노동, 미디어 이용 등 다양한 행동패턴과 생활 시간에 대한 

시간표를 작성하고 시간대과 공간을 기입한 타임 다이어리 자료이다.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의 인구학적 변인, TV, 신문, 인터넷, 휴대폰 무선인터넷 

이용시간대의 구간 수를 합산한 매체 이용 시간 변인을 이용하였다. 또한 

활동 장소를 2단계 범주화하여 유목화시킨 후 유목별 구간 점수를 합산한 

공간 점유 시간 변인을 구성, 활용하였다.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분석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활동공간과 두 매체 이용량 간의 상관관계 및 

활동상황과 두 매체 이용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량이 텔레비전 시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변인과 

활동시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위계적 회귀분석(공변량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인터넷과 TV의 대체관계를 입증하였다. 

이재현(2005)은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이 정해진 미디어 

소비 예산 내에서 재편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이용을 포함하는 제행동들에 

투입하던 시간 역시 재분배하게 되면서 생활시간 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시간 재할당 가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는 기존의 ‘상대적 

불변 원리(principle of relative constancy)’(McCombs, 1972)에서 말하는 

‘예산’에 대하여,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소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돈’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999년 실시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총 125개의 

소분류 중 미디어 행동이나 그 것의 영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이라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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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나누었고, 교제 및 여가 활동 내 중분류로 미디어 이용을, 

그 안에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신문, 책, 비디오, 음악 청취, 컴퓨터 

게임으로 행동을 분류하였다. 그는 개인별 행동시간량을 분 단위로 산출한 뒤, 

집단별로 인터넷 이용과 다른 행동 시간량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집단을 

다시 인터넷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하루 10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인터넷 이용시간량 이전에 이용 

여부가 다른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일차적인 지표로 사용하였다. 

시간량 자료를 기반으로 일원변량분석과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연령별로 인터넷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에 전통적 미디어 이용에 대한 

차이를 살핀 결과, 10대는 인터넷 이용 여부가 전통적 미디어 이용시간량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은 반면, 20대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전통적 미디어 

이용시간에서 미디어 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 이용과 전통적 

미디어 이용 사이의 관계는 수용자별로, 특히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미디어 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생활 시간과 공간의 맥락을 통해 미디어 소비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다만 강남준 외(2010)은 다중 미디어 소비 

연구에 있어 시간과 장소는 기존의 환경적 제약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미디어 

활동으로 재개념화되어 미디어 대안 선호와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단일시간성 혹은 시청의 분절성(discreteness)로 대표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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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개념이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커넥티드 환경의 도래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고정적이고 제약적인 장소의 개념이 모바일 미디어의 이용에 

따라 탈가내화되었기 때문이다(Wilken, 2008; Kakihara & Sorensen, 2002). 

 

2.5 연구 목적 및 본 연구의 범위, 차별점 

본 연구는 현재의 다매체 다채널의 미디어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미디어 소

비 행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때 미디어의 개념은 다양한 연구에서 

다차원적으로 사용되어 개념적 혼란이 있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message), 정보를 위해 모여든 대중을 실시간 트

래픽(traffic)으로 삼아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의 파워를 측정할 수 있으며, 

수신료 혹은 가입비의 직접 수입원 또는 광고 등의 부가 수익 모델을 갖는 플

랫폼 혹은 서비스의 총체”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는 임정수(2010)와 박

창희·김미경(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미디어의 정의 중 서비스로서의 미디

어를 활용하여 재개념화한 것이다.4  

본 연구의 또 다른 차별점은 미디어 대분류 선정 과정에 있다. 매스미디어 

분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Tomi 

4 임정수(2010)은 미디어의 개념을 기기로서의 미디어와 서비스로서의 미디어로 나누어 설명
하였다. 기기로서의 미디어는 기술의 물리적 측면을 말하며,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유선전
화기, 휴대전화기, PDA, MP3, PMP, DMB단말기 등을 포함한다. 반면, 서비스로서의 미디어는 
플랫폼 서비스 측면을 말하며, 지상파TV,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위성DMB, 지상파DMB, 
Wibro, Wifi, 통신사 부가서비스, 인터넷 포털 등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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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onen(2009)의 ‘seven mass media’5가 보편적으로 동의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seven mass media’를 참고하여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로써 제 1의 인쇄매체(신문/잡지), 제 4의 라디오, 제 5의 TV와 함께, 20세

기 이후 등장한 디지털 미디어로써 제 6의 인터넷과 제 7의 모바일을 미디어 

대분류로 활용하였다. 제 2의 녹음/녹화 저장 매체(recording)와 제 3의 영

화(cinema)는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의해 미디어 대분류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2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를 미디어 

대분류 선정의 정량적 기준으로 삼았다. 9개 대분류 미디어 매체(종이 매체, 

TV, 컴퓨터, 전화기, 촬영기기, 오디오기기, 비디오 재생/녹화기기, 게임기, 공

간미디어)의 시간대별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종이매체, TV, 컴퓨터, 전화기, 

오디오기기를 제외한 매체들의 시간대별 점유율은 1%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종이매체, 오디오기기, TV, 컴퓨터, 전화기를 앞서 기술한 본 연구의 미디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매칭시킨 결과, 인쇄매체, 라디오, TV, 인터넷, 모바일의 

5개 대분류 미디어를 선정할 수 있었다.  

기존의 다중 미디어에 대한 계량 연구들은 콘텐츠–네트워크–플랫폼-터미널

(C-N-P-T) 혹은 단말기–네트워크–콘텐츠의 각 범주를 개별적으로 분석하

거나 특정 범주만으로 미디어 대안을 설정한 것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서비스와 단말기에서 활용되는 OSMU(One Source Multi 

5 Tomi Ahonen(2009), University of Oxford Course on ‘Mobile as 7th of the Mas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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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이종의 서비스가 하나의 단말기에서 서비스되는 IPTV 등의 융합 미디

어와 같은 현재의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서 각 범주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거

나 특정 범주의 미디어만을 조사할 경우 소비자들의 정확한 미디어 이용을 도

출할 수 없다. (황용석 외, 2010; 임정수, 2010) 이러한 연구들에는 계량적 

방법론 측면에서도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갖는데, 소비자들의 미디어 소비는 

가치사슬을 잠재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여 각 범주의 대안을 조합, 소비

하게 되므로 각 범주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경우 내생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특정 범주 내 소비자의 선택을 분석할 때 범주 간의 연관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다른 범주 내 대안들이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설정한 뒤의 분석이며 미디어 소비는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설

정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장진용, 2009)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관련 문헌 및 조사를 기반으로 

5개 대분류 미디어를 선정하였고, 미디어 매체(단말기) – 미디어 연결(네트워

크) – 미디어 행위(콘텐츠)의 3범주의 가치사슬로 구성한 뒤 개별 미디어 범

주 내 대안들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현 미디어 소비 환경을 최대한 실제에 가

깝게 모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범주 간의 상호관계를 정량적으로 밝혀 소비

자의 잠재적 인식 아래에서 발생하는 조합적 미디어 사용을 실증한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미디어 소비를 분석하는 주요 설명 변수로 시

간과 공간적 상황을 활용하였다. 미디어활동이 점점 소비자의 생활을 재편시

킬 정도로 밀접해지고 있으며 상황적 제약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합

27 
 



하여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속성이나 혜

택에 기반한 분석은 한계가 있다. 같은 콘텐츠를 다양한 서비스와 단말기에서 

즐길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떤 미디어를 주로 소비하느냐의 질문보다는 특

정 미디어를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선택하느냐의 질문이 중요해지기 때문이

다. 미디어 대안들의 기능적 대체나 보완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의 미디어 

활동에 있어 미디어 선택 행위에 초점을 두는 방식을 선택하고 시공간적 상황

과 미디어 소비 성향과 관련한 개인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사용함으로써, 미디

어들간의 관계를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대체재적 관계와 동시 사용, 다중 조합

의 보완재적 관계에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디어들의 관계와 가치사슬 범주 간의 간접적 영향 및 실제 소비자

의 선택적 대체·보완·조합적 미디어 활동에 대한 본 연구의 해석은 방송·

통신·미디어 사업자의 수직·수평적 통합, 협력 및 사업 확장에 대한 일차적

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디어 산업 내 시장 획정이나 규

제, 범주 동반 성장 전략과 같은 정책적 이슈를 다룸에 있어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 현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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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모형 개괄 

본 연구는 현재의 다매체 다채널의 미디어 환경에서 단일 혹은 다중의 미디

어 활동을 선택, 조합,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선호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소비자가 처한 시간과 공간의 상황적 특성과 소비자

의 인구통계 및 미디어 관련 개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또한 미디어 

활동은 C-N-P-T의 가치사슬을 반영하여 미디어 단말기 – 미디어 연결(네

트워크/플랫폼) – 미디어 콘텐츠의 3범주로 구성한다.   

 

 

 

[그림 1] 연구 모형의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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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변량 프로빗 모형(Multivariate Probit Model)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미디어 단말기 – 미디어 콘텐츠 – 미디어 연결의 

3가지 범주에서의 다중선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다범주 다중 선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변량 로짓 모형(MVL, Multivariate Logit Model)과 

다변량 프로빗 모형(MVP, Multivariate Probit Model)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다변량 프로빗 모형은 로짓 모형이 갖는 IIA(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의 제약을 벗어나 선택대안간의 보완/대체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장진용, 

2009; 박유리, 2007) 

확률 모형에 따라 소비자 i 가 재화 j 를 구입함(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효용을 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ij j jk jk ij
k

U Xα β ε= + +∑          (1) 

1 if 0

0 if 0
ij

ij
ij

U
Y

U
>=  ≤

           (2) 

기본적인 확률효용모형식 (1)에서 확정적인 부분은 대안상수(α )와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X )과 그 변수가 효용에 미치는 영향( β )의 

곱( X β )으로 나타낼 수 있고, 확률적인 부분은 오차항( iε )으로 나타내며 

오차항은 모형에 따라 적절한 가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용자 i  는 대안 j  

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대안 j 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보다 클 때 j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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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며 이 때 ijY  는 1이 된다. 즉, ijY 는 이용자 i 가 대안 j 를 선택하면 1, 

아니면 0을 나타내는 바이너리(binary) 변수이다. 

다변량 프로빗 모형에서는 IIA제약이 완화되어 교란향에 대해 평균이 

0이고 공분산 행렬이 Σ 인 다변량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 이를 수식으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0, ],    :  MVN J JΣ Σ ×iε 상관관계 행렬    (3) 

11 '
2

/2 1/2

1)
(2 ) | |J eφ
π

−− Σ
=

Σ
i iε ε

iε(        (4) 

교란항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대안간 다양한 

대체/보완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 상관관계의 부호는 

함께 소비하는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만약 ,cov( ) 0ij ikε ε >  

으로 나타나면 대안 j 의 선택 효용의 증가가 대안 k 의 선택 효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대안 j 와 대안 k 가 함께 구매되는 경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관관계의 크기는 함께 구매하게 되는 현상에 있어서 

교란항의 요인이 미치는 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호와 크기를 통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상관계수의 부호는 엄밀한 의미의 대체나 

보완관계를 나타낸다기 보다는 두 대안이 동시에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낸다. (박유리, 2007) 

대안 선택에 대한 선택확률은 다음의 다중 적분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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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Pr(Y ,...,Y | , ) ( ,..., | 0, ) ,...,i iJ J J J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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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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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
−∞ =

=  ∞ =
         (6) 

이 때 우도함수는 J 차 다중적분을 필요로 하므로, 대안의 수가 증가할수록 

최우추정법(MLE, Maximun Likelihood Estimation)에 기반한 고전적인 

추정법의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게 되는데 최근 모수의 분포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과 

우도 함수의 사후분포를 이용한 베이지안 기법(Bayesian method)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Edward & Allenby, 2003). 추정의 효율성을 위해 

깁스샘플링(Gibbs sampling)을 이용하였는데, MCMC(Markov Chain Monte 

Carlo)기법의 대표적 방법론인 깁스샘플링은 조건부분포로부터의 반복적 

추출로 결합분포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3.3 실증 분석 

3.3.1 자료의 구성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2010~2012) 중 2012년 자료(이하 2012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를 기반

으로 한다.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는 매체(대분류 9, 소분류 39), 연결방법(대

분류 4, 소분류 20), 미디어 콘텐츠(대분류 9, 소분류 38)로 나누어 총 

29,640가지 미디어 행위를 측정하는 광의의 미디어 활동 조사이다.  

32 
 



2012년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는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고려하여 층화추출한 

가구에 소속된 만 6세 이상의 개인 10,319명(4,432가구)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6월 1주(6월 4일)부터 8월 4주(8월 31일)까지 런던올림픽 기간을 제외

하고 약 10주에 걸쳐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가구별 설문지와 개인별 설문지

를 통해 미디어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기입하였다.  

 

[표 1] KISDI 2012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의 조사 범위 및 내용 

조사표의 구분 조사 영역 

공통 조사 

가구용 
가구현황, 미디어 단말기 보유 현황,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및 지출 현황, 미디어 이용지침 

개인용 
개인 특성, 미디어 단말기 보유 현황,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및 

지출 현황, 미디어 다이어리, 미디어 활용현황, 미디어 
이용환경(이용지침, 이용 능력 등),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추가 
조사 

방송통신 
요금고지서 

유료방송(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통신요금(휴대전화, 
집전화, 초고속 인터넷 요금 등) 등 

 

개인별 설문지에 포함된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는 작성자의 첫 작성일로부

터 연속된 3일 동안 15분 단위로 하루 미디어 활동을 기입한 자료이며, 이 

때 코드화된 응답자용 보기카드를 제공하여 개별 미디어 활동 건을 매체, 연

결 방법, 이용행위(콘텐츠)로 분리하여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동시간대 동시 

미디어 활동을 기입할 수 있도록 다이어리 응답지에 9가지 매체를 나열하였

다. 더불어 15분 단위로 수면 여부 및 자신이 위치하던 장소의 추가 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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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도록 하였다.6 그러나 한 사람당 하루 약 (24  ) 4h sleep hour− × 개의 미

디어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10,319명 전체 조사자를 활용하기에는 데이

터 부피가 방대하고 ( [24  ] 4 10,319h sleep hour− × × ), 분석 시간의 측면에 어

려움이 있어 표본 추출(sampling)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는 10주의 조사 응답자 중 6월 4주(2012년 6월 

24일~6월 30일)에 참여한 응답자 2,567명으로 표본을 축소하였다. 6월 

4주를 분석 기간으로 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7월과 8월은 

학생들의 방학 시즌과 직장인들의 휴가 및 여행이 잦은 달이다. 둘째, 런던 

올림픽 기간을 고려하여 8월 8일까지를 1차 조사로 정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실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셋째, 조사 초반에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2~3주의 기간이 조사의 안정화에 

소요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이산 선택 모형의 활용에 있어 소비자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와 대안 혹은 대안 소비에 필요한 미디어 단말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6월 4주에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총 2,567명 중 1) ~ 5)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응답자(1,082명)는 표본에서 제외하여 최종 

1,485명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표 2]) 

 

6 자세한 KISDI 2012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 구성은 부록1과 부록 2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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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 추출 

6월 4주 총 응답자 수(비율) 2567명(100%) 

번
호 

항목 세부 항목 
보유(가입)자 미보유(미가입)자 

수(명) 비율 수(명) 비율 

1 
개인 휴대폰 
보유 여부 

피처폰/스마트폰 
/PDA폰 

2225 86.7% 342 13.3% 

2 
가정용 TV수상기 

보유 여부 
 2512 97.9% 55 2.1% 

3 
가구 내 PC 
보유 여부 

데스크톱/노트북 
/넷북 

1932 75.3% 635 24.7% 

4 
유선 인터넷 
가입 여부 

 1929 75.1% 638 24.9% 

5 
유료 방송 
가입 여부 

케이블/위성방송 
/IPTV 

2228 86.8% 339 13.2% 

1) ~ 5)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응답자 1082명(42.2%) 

1) ~ 5) 모두 충족하는 응답자 
: 최종 표본 

1485명(57.8%) 

 

해당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 수(명) 비율 

1485 100% 

성별 
남성 722 48.6% 

여성 763 51.4% 

연령 

10대 미만 30 2.0% 

10대 255 17.2% 

20대 139 9.4% 

30대 308 20.7% 

40대 367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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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217 14.6% 

60대 110 7.4% 

70대 이상 59 4.0% 

가구원수 

1인 가구 19 1.3% 

2인 가구 172 11.6% 

3인 이상 1294 87.1% 

월평균 
가구소득 
(백만원) 

100만원 미만 44 3.0% 

100～200만원 미만 148 10.0% 

200～300만원 미만 381 25.7% 

300～400만원 미만 432 29.1% 

400～500만원 미만 240 16.2% 

500만원 이상 240 16.2% 

학력 수준 

미취학 0 0.0% 

초졸 이하 188 12.7% 

중졸 이하 165 11.1% 

고졸 이하 580 39.1% 

대졸 이하 511 34.4% 

대학원재학 이상 41 2.8% 

 

원 자료의 모집단과 본 연구의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비율을 비교하

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모집단과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교 

 
표본(1,485명) 모집단(10,319명) 

비율(차이, %) 비율 

성별 
남성 48.6%(-1.3) 49.9% 

여성 51.4%(+1.3)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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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10대 미만(만 6세~) 2.0%(-1.6) 3.6% 

10대(만 10~19세) 17.2%(+3.4) 13.8% 

20대(만 20~29세) 9.4%(-4.7) 14.1% 

30대(만 30~39세) 20.7%(+3.7) 17.0% 

40대(만 40~49세) 24.7%(+6.6) 18.1% 

50대(만 50~59세) 14.6%(-1.2) 15.8% 

60대(만 60~69세) 7.4%(-1.6) 9.0% 

70대 이상(만 70세~) 4.0%(-4.6) 8.6% 

가구원 수 

1인 가구 1.3%(-23.6) 24.9% 

2인 가구 11.6%(-13.6) 25.2% 

3인 이상 87.1%(+37.2) 49.9% 

월평균 
가구소득 
(백만원) 

100만원 미만 3.0%(-15.6) 18.6% 

100～200만원 미만 10.0%(-8.3) 18.3% 

200～300만원 미만 25.7%(+3.7) 22.0% 

300～400만원 미만 29.1%(+9.3) 19.8% 

400～500만원 미만 16.2%(+6.1) 10.1% 

500만원 이상 16.2%(+5.0) 11.2% 

학력 수준 

미취학 0.0%(-0.3) 0.3% 

초졸 이하 12.7%(-6.2) 18.9% 

중졸 이하 11.1%(-0.1) 11.0% 

고졸 이하 39.1%(+6.0) 33.1% 

대졸 이하 34.4%(-) 34.4% 

대학원재학 이상 2.8%(+0.6) 2.2% 

 

[표 4]에 따르면, 원 조사의 모집단과 본 연구의 표본집단이 성별과 연령, 

학력 수준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원 수

와 월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상당 수준의 분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표 

2]와 같이 개인 휴대폰 보유, 가정용 TV수상기 보유, 가구 내 PC 보유,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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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유료 방송 가입의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가장 큰 분포 차이를 보이는 가구원 수를 살펴보

면, 1인 가구이면서 유료방송 서비스와 유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응

답한 응답자 수는 6월 4주 응답자 수 2,567명 중 19명, 모집단 응답자 수 

10,319명 중 132명에 불과하다. 1인 가구인 응답자가 모집단 응답자 10,319

명 중 552명, 6월 4주 응답자 2,567명 중 148명이라는는 것과 비교하면 1인 

가구 응답자 중 10~20%만이 유료방송 서비스와 유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표 2]의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응답자는 주로 3인 이상의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표 4]와 같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의 분포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

겠다.  

 

3.3.2 실증 모형 

소비자 i  가 대안 j  에 부여하는 효용은 식 (7)과 같이 표현되고, 이때 효

용 U 는 설문에서 소비자의 선택/비선택( 1/ 0y y= = )으로 표현된다. 

 'ij j jk jk ij
k

U Xα β ε= + +∑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2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의 범위는 본 연

구의 연구 범위를 넘기 때문에, 사전에 결정한 5대 대분류 미디어 - 인쇄매

체, 라디오, TV, 인터넷, 모바일 – 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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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디어 매체(단말기), 미디어 행위(콘텐츠), 미디어 연결(네트워크)의 구

조로 코딩되어 있는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와 응답자용 보기카드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범위에 맞게 대안을 추출, 재분류했다. 소비자의 미디어 활동은 미

디어 단말기 – 미디어 콘텐츠 – 미디어 연결의 3범주 내 대안의 조합으로 구

성되며, 이는 결국 종속 변수인 3범주 내 대안들의 다중 선택을 의미한다. 이 

때 종속변수는 소비자의 미디어 활동을 구성하는 미디어 단말기 – 미디어 콘

텐츠 - 미디어 연결의 3범주 내에서 대안의 선택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

(dummy variable)가 된다. 0시 00분부터 24시 00분까지 소비자가 특정 15

분 단위 내에서 [표 5]의 범주 내 대안들을 선택, 조합하여 하나의 미디어 활

동을 수행했을 경우, 선택한 대안은 1ijy = , 선택하지 않은 대안은 0ijy =  값

으로 표현된다. 결과적으로, 대안 j  는 미디어 활동의 기치 사슬 3 범주를 

모두 나타낸다. 따라서 모든 대안은 종속변수에 포함된다. 

 

 [표 5] 종속변수: 미디어 대안 

범주 대안 종속변수 

미 

디 

어 

단 

말 

기 

종이매체(신문/책/잡지) D_PAPER 

TV 수상기 D_TV 

PC(데스크톱PC, 노트북PC, 넷북) D_PC 

스마트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D_SMART 

오디오기기(라디오전용, 차량/가정/개인 오디오) D_AUDIO 

미 TV방송프로그램/영화/동영상/UCC C_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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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어 

콘 

텐 

츠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음악/음원 C_MUSIC 

문자/이메일/채팅/메신저/SNS C_COMM 

온라인 정보검색/쇼핑/뱅킹 C_INFO 

게임 C_GAME 

미 

디 

어 

연 

결 

유료방송(유선방송, IPTV, 위성) N_PAY 

지상파 안테나/DMB N_TERR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 (3G, 2G, LTE) N_MOBILE 

인터넷 네트워크(Wi-fi/유선인터넷) N_INTERNET 

 

독립변수는 크게 대안특성상수(ASC, Alternative Specific Constant)와 

개인 특성 변수, 시간/요일의 특성을 나타내는 시간특성 변수, 공간적 특성을 

나타내는 장소특성 변수로 구성하였다.  

개인 특성 변수는 다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미디어 소비 성향과 

습관을 나타내는 변수로 나눌 수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에는 가구소득, 

성별, 나이를 포함하였다. 미디어 소비 성향과 습관을 나타내는 변수를 

구성하기 위하여 개인용 설문지에 포함된 문화/여가 및 유료 콘텐츠 이용 

활동 7 의 문항 중 한 달간 유료 콘텐츠(극장에서의 영화관람, 공연장 관람, 

VOD, 음원/음악)에 지불한 총 금액에 대한 조사와, 미디어 이용 능력 및 

이용 활동 8 의 문항 중 온라인 커뮤니티(동호회/카페/클럽, 뉴스/토론게시판, 

7 부록 1의 1) 참조 
8 부록 1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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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표/추천/평점) 이용 활동에 대한 조사를 활용하였다.  

시간특성변수와 장소특성변수는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에 15분 간격으로 

기입된 시간과 장소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의 정의와 설명은 [표 6]과 같다. 

 

 [표 6] 독립변수 

분류 
독립변수 
(변수명) 

설명 

대안특성 
대안특성상수 

(ASC) 
각 대안의 특성이 효용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 

해당 대안이면 1, 아니면 0의 값으로 지정 

개 

인 

특 

성 

인구 

통계 

가구소득 
(H_INC) 

조사자가 속한 가구의 총 소득 
백만원 단위, 6점 척도(주1) 

성별 
(SEX) 

조사자의 성별 
남자 1, 여자 0 

연령 
(AGE) 

조사자의 나이 
10세 단위, 8점 척도(주2) 

미디어 

습관 

유료콘텐츠 
월 지불금액 
(C_PAY) 

한달간 극장, 공연, VOD(TV프로그램/동영상/영화) 
구매, 음악/음원 구매 금액의 합 

5천원 단위, 11점 척도(주3) 

인터넷사이트  
이용활동 

(INT_LTR) 

3개월간 인터넷 카페/클럽 글 읽기/쓰기/댓글/스크랩,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 글 쓰기/댓글/스크랩,  

온라인 투표/추천/평점 참여 빈도 
6점 척도(주4) 

시간특성 

주말 
(T1) 

주말 여부 
토요일/일요일 1, 평일 0 

주중여가 
(T2) 

주중 저녁 이후부터 수면시간 직전까지의 시간 
19:00 ~ 수면 전이면 1, 아니면 0 

식사/출퇴근 
(T3) 

주중 평균적인 아침/저녁식사 및 출퇴근 시간 
07:00~09:00, 17:00~19:00이면 1, 아니면 0 

장소특성 

집 
(P1) 

조사자 본인의 집, 타인의 집 등  
맞으면 1, 아니면 0 

실외 
(P2) 

교통수단(대중교통/개인교통/환승대기), 
여가시설(요식업/체육/상거래/관광휴양지)(주5) 

맞으면 1, 아니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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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직장 
(P3) 

학교, 직장 등 일과 시간을 보내는 실내 공간 
맞으면 1, 아니면 0 

주1: 100만원미만=1, 200만원미만=2, 300만원미만=3, 400만원미만=4, 500만원미

만=5, 500만원이상=6 

주2 : 10대미만=1, 20대미만=2, 30대미만=3, 40대미만=4, 50대미만=5, 60대미만

=6, 70대미만=7, 70대이상=8 

주3: 5천원미만=1, 1만원미만=2, 1만5천원미만=3, 2만원미만=4, 2만5천원미만=5, 

3만원미만=6, 3만5천원미만=7, 4만원미만=8, 4만5천원미만=9, 5만원미만=10, 5만

원이상=11 

주4: 거의하지않음=1, 3개월에1회=2, 한달에1~3회=3, 1주일에1~3회=4, 1주일에 

4~6회=5, 거의매일=6 

주5: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2012)에서 미디어 다이어리 작성 시 활용한 장소 응답 

보기의 여가시설·서비스·기타 중 특정 미디어 활동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9) 오락

시설’, ‘12) 문화시설’, 유의한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없는 ‘14) 종교시설’, 장소를 알 

수 없는 ‘16) 기타’는 제외하였음. 부록 2의 [그림 4] 미디어 다이어리 응답표 참조 

 
 

본 연구에서 추정해야 할 모수는 ,  β Σ이고, 대안의 수 [14 14]× 의 공분산행

렬 Σ 를 추정하여 대안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구성되는 Σ 는 각 범주간의 상

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다음의 식 (8)과 같다.  

device device device contents device network

contents contents contents network

network network

s s s
s s

s

− − −

− −

−

 
 Σ =  
  



 

    (8) 

 

추정되는 대안상수와 교란항의 공분산 행렬은 MCMC 기법을 통하여 그 평

균을 구하게 되는데, 그 값들의 유의도를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깁스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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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링올 통하여 추출되는 표본은 그 값들이 분포를 가지게 되는데 분석 시 개 

별 값의 분위수(quantile)이 표시 된다. 이 분위수를 통해 해당 값이 신뢰구

간에서 0과 다른지, 즉 값이 유의미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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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통계 패키지 중 R 프로그래밍 언어(이하 R)를 사용하였으며, 

제안된 연구 모형에 맞도록 코딩(coding)하고 R에서 제공되는 패키지

(‘bayesm’)를 활용하였다. 추정은 앞서 언급한 MCMC의 대표적 방법론인 깁

스샘플링을 이용하였고, 마르코브 체인에서 10000번의 반복추출을 행한 뒤 

10000개 중 각 10번째 값들만을 뽑아 1000개의 추출값을 남기고 이에 대한 

평균과 분위수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14개의 대안 - 미디어 매체(단말기) 5개, 미

디어 행위(콘텐츠) 5개, 미디어 연결(네트워크) 4개 – 에 대한 대안특성상수

(α ) 및 독립 변수들의 영향( β )에 대한 추정 결과([표 7])와 대안간 상관관

계를 나타내는 교란항들 사이의 공분산행렬( Σ )([표 8])로 나타낼 수 있다. 

해당 결과를 주요 변수 및 범주 별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한다.  

 

4.1 대안 특성, 응답자의 개인 특성, 시공간적 특성과 미디어 

활동의 관계 

각 대안에 대한 효용과 [표 6]의 독립변수의 관계( β )를 추정한 결과를 통

해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인구통계학적 특성, 평소 미디어 습관)과 미디어 대

안 선택 간의 관계, 소비자의 시공간적 상황과 미디어 활동 간의 관계를 파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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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응답자 개인 특성, 시간/장소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다변량프로빗모형 추정결과 

 
대안특성 인구통계특성 미디어 습관 시간 특성 장소 특성 

 
ASC H_INC SEX AGE C_PAY INT_LTR T1 T2 T3 P1 P2 P3 

D_PAPER -0.045 -0.037* -0.053* -0.279* -0.014* 0.008* -0.220* -0.207* -0.170* -0.155* -0.735* 0.151* 

D_TV -3.377* -0.024* 0.005 0.116* -0.002 -0.003* 0.511* 0.973* 0.159* 0.786* -0.469* 0.040 

D_PC -2.766* 0.046* 0.263* -0.068* 0.031* 0.021* -0.120* -0.162* -0.190* 0.239* -0.518* 0.432* 

D_SMART -2.187* 0.058* 0.030* -0.100* 0.031* 0.013* 0.001 0.016 -0.138* 0.082* 0.342* 0.141* 

D_AUDIO -2.818* 0.055* 0.122* 0.032* 0.001 -0.001 0.070* 0.091* 0.219* -0.053 0.280* 0.010 

C_MOVIE -3.885* -0.032* 0.041* 0.127* 0.001 -0.003 0.622* 1.225* 0.169* 0.875* -0.485* -0.031 

C_MUSIC -5.588* 0.050* 0.168* -0.035* 0.006* 0.005 0.059 0.068 0.192* 1.427* 1.295* 1.104* 

C_COMM -2.591* 0.031* -0.005 -0.117* 0.014* 0.016* -0.045 0.019 -0.050 0.218* 0.131* 0.207* 

C_INFO -2.344* 0.014* 0.130* -0.037* 0.015* 0.018* -0.115* -0.135* -0.074* 0.062 -0.234* -0.044 

C_GAME -2.202* -0.002 0.264* -0.173* 0.002 0.005* 0.019 -0.032 -0.045* 0.755* 0.269* 0.310* 

N_PAY -5.716* -0.031* 0.033 0.218* -0.008* -0.004 0.818* 2.065* 0.103* 2.086* -0.574* 0.026 

N_TERR -4.075* 0.000 0.100* 0.082* 0.006* -0.003 0.170* 0.653* 0.078* 0.682* 0.442* 0.252* 

N_MOBILE -2.998* 0.062* -0.031 0.048* 0.015* 0.014* -0.202* -0.158* -0.092* 0.039 0.239* 0.169* 

N_INTERNET -2.819* 0.069* 0.385* -0.164* 0.022* 0.029* -0.122* -0.345* -0.125* 0.598* -0.358* 0.496*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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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안간 상관관계 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D_PAPER 1.00 -0.39* -0.39* -0.24* -0.05* -0.41* -0.05* -0.26* -0.30* -0.30* -0.39* -0.13* -0.19* -0.38* 1 

D_TV  1.00 -0.21* -0.10* -0.02 0.99* -0.08* -0.15* -0.24* -0.24* 0.97* 0.27* -0.09* -0.22* 2 

D_PC   1.00 0.25* -0.01 -0.16* 0.03 0.42* 0.82* 0.75* -0.17* -0.14* 0.10* 0.96* 3 

D_SMART    1.00 0.14* -0.07* 0.24* 0.82* 0.29* 0.34* -0.10* 0.09* 0.92* 0.34* 4 

D_AUDIO     1.00 -0.01 0.93* 0.01 0.01 -0.01 -0.15* 0.84* 0.03 0.05* 5 

C_MOVIE      1.00 -0.07* -0.12* -0.20* -0.21* 0.97* 0.28* -0.08* -0.17* 6 

C_MUSIC       1.00 0.09* 0.06 0.05 -0.21* 0.81* 0.12* 0.10* 7 

C_COMM        1.00 0.33* 0.40* -0.13* -0.03 0.79* 0.49* 8 

C_INFO         1.00 0.48* -0.20* -0.13* 0.17* 0.83* 9 

C_GAME          1.00 -0.21* -0.12* 0.21* 0.75* 10 

N_PAY           1.00 0.11* -0.08* -0.20* 11 

N_TERR            1.00 -0.01 -0.07* 12 

N_MOBILE             1.00 0.17* 13 

N_INTERNET             
 

1.00 14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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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대안특성상수 및 응답자의 개인 특성이 미디어 대안 선택에 

미치는 영향 

 
[표 9] 대안특성 및 응답자의 개인 특성과 단말기, 콘텐츠, 네트워크 선택 관계 분석 

 
대안특성 인구통계특성 미디어 습관 

 
ASC H_INC SEX AGE C_PAY INT_LTR 

D_PAPER -0.045 -0.037* -0.053* -0.279* -0.014* 0.008* 

D_TV -3.377* -0.024* 0.005 0.116* -0.002 -0.003* 

D_PC -2.766* 0.046* 0.263* -0.068* 0.031* 0.021* 

D_SMART -2.187* 0.058* 0.030* -0.100* 0.031* 0.013* 

D_AUDIO -2.818* 0.055* 0.122* 0.032* 0.001 -0.001 

C_MOVIE -3.885* -0.032* 0.041* 0.127* 0.001 -0.003 

C_MUSIC -5.588* 0.050* 0.168* -0.035* 0.006* 0.005 

C_COMM -2.591* 0.031* -0.005 -0.117* 0.014* 0.016* 

C_INFO -2.344* 0.014* 0.130* -0.037* 0.015* 0.018* 

C_GAME -2.202* -0.002 0.264* -0.173* 0.002 0.005* 

N_PAY -5.716* -0.031* 0.033 0.218* -0.008* -0.004 

N_TERR -4.075* 0.000 0.100* 0.082* 0.006* -0.003 

N_MOBILE -2.998* 0.062* -0.031 0.048* 0.015* 0.014* 

N_INTERNET -2.819* 0.069* 0.385* -0.164* 0.022* 0.029*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1) 대안특성상수(ASC) 분석 

먼저 대안특성상수에 대한 추정계수로부터 미디어 매체(단말기), 미디어 행

위(콘텐츠), 미디어 연결(네트워크) 3범주의 각 대안에 대한 평균적인 선호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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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미디어 활동 시 미디어 단말기에 대해 스마트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PC), PC(데스크톱, 노트북, 넷북), 오디오(라디오수상기, 가정용 오디

오기기), TV수상기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단말기의 기

술적 속성과 연계해보면 소비자들은 공용 미디어 단말기보다는 개인용 미디어 

단말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노트북와 같은 개인용 미디어 단말기들이 소비자의 미디어 활동에 주로 활용

되고 있는 현재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잘 나타내는 결과이다.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는 게임 콘텐츠, 정보 콘텐츠(온라인 정보검색/쇼핑/

뱅킹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문자/이메일/채팅/메신저/SNS), 영상 콘

텐츠(TV방송프로그램/영화/동영상/UCC), 음성 콘텐츠(라디오방송프로그램/음

악/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유리(2008)의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이용

한 디지털 콘텐츠의 대안특성상수 추정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선행 연구와 조사들의 상당 수(심미선, 2007; 임정수, 2010)가 TV

방송프로그램과 음악/음원 콘텐츠를 소비자의 미디어 활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로 꼽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본 실증 분석은 상반되는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의 이유를 소비자가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의 크기와 소비자의 해당 콘텐츠에 대한 선호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가 해당 콘텐츠에 (연속적으로) 노출되는 시

간의 총 합을 조사할 경우 TV방송프로그램과 음악/음원 콘텐츠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2012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의 대분류 미디어 단말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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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사용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수상기 평균 사용시간은 9개 매체 중 

가장 높은 182.89분으로 전화기(80.12분), 컴퓨터(70.27)분과 큰 차이를 보

인다. 가정용 TV로 지상파TV프로그램을 시청한 시간은 케이블 네트워크, 지

상파 안테나, IPTV 포함하여 160.5분으로 조사되었다. TV방송프로그램과 영

화 콘텐츠는 콘텐츠 자체의 재생시간이 길고, 모바일 TV의 등장 이후 이용 

행태에 변동이 있지만 여전히 고화질 고해상도의 가정용 TV 수상기를 사용하

여 가족과 함께 시청하는 시간과 횟수가 여전히 더 많다. 이 경우 자신이 직

접 세부 콘텐츠(프로그램)의 결정권을 가질 가능성이 적을뿐더러 실제 콘텐츠 

시청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효용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반면 스마트 모바일 기기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뒤 정보를 검색

하거나 SNS, 메신저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 콘

텐츠에 비해 총 이용 시간의 길이는 짧을 수 있지만 개인의 집중도나 생활 밀

접도의 측면에서 더 큰 효용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조사의 경우 15분 간격으로 현 시점에 해당 콘텐츠를 이용 중인 

경우 1, 아닌 경우 0으로 더미변수화하여 조사하였다. 하여 선형의 시간 길이

가 아니라 15분 time slot의 개수로 하루 이용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 번의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의 길이가 짧은 정보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와 길

이가 긴 영상 콘텐츠와 음성 콘텐츠의 이용량 차이가 줄고 평균화되었을 가능

성이 크다. 게임콘텐츠가 가장 높은 평균적인 효용을 보인 것은, 영상 콘텐츠

와 음성 콘텐츠가 갖는 이용 시간 측면에서의 우위와 정보 콘텐츠,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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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콘텐츠가 갖는 개인의 집중도와 만족도 측면에서의 우위를 동시에 즐기

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미디어 네트워크 범주의 경우, 소비자들의 네트워크 대안에 대한 평균적인 

선호는 유무선 인터넷(Wi-fi/유선 인터넷), 모바일 셀룰러 인터넷(2G, 3G, 

LTE), 지상파 네트워크(안테나/DMB), 유료방송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모

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모바일 셀룰러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콘

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의 모바일 미디어 활동이 활발해지는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2)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이 미디어 대안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인구통계학적 특성(가구 소득, 성별, 연령)의 β  결과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미디어 단말기 대안 선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

구 소득이 높을수록 스마트 모바일 기기, 오디오, PC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

이고, 가구소득과 TV와 인쇄매체의 경우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첫째, 가구소득과 관계 없

이 TV 수상기는 가정 내 미디어 활동을 위해 1개 이상 구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여 가구소득이 낮은 응답자도 TV 수상기는 쉽게 선택할 수 있으

며 스마트 모바일 기기, 높은 성능의 PC와 오디오기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을 

경우 미디어 활동을 함에 있어 TV 수상기를 선택할 확률이 커진다. 둘째, 신

문/책/잡지의 인쇄매체의 경우 다른 미디어 매체와 다르게 매체를 구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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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비용이 적고, 무료인 경우도 많다. 또한 최근 스마트 모바일 미디어 환

경에서 실물의 인쇄매체(특히 신문과 잡지)의 콘텐츠를 인터넷 뉴스 포털 사

이트나 신문사 홈페이지, 전자책(e-book) 등으로 쉽게 향유할 수 있게 되면

서 매체로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나 PC의 효용은 커지고, 인쇄매체의 효용

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PC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이는 결과와 연결해보면 가

구소득과 인쇄매체의 부적 상관관계는 설득력을 갖는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음성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정보 콘텐츠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은 영상 콘텐츠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게임 콘텐츠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 커

뮤니케이션 콘텐츠와 정보콘텐츠에 대한 높은 선호는 스마트 모바일, PC와 가

구 소득간의 높은 양의 상관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음성 콘텐츠 중 음악/음

원 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 중 유료 가격 체계가 가장 오래 되었고 안정된 콘

텐츠라 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통신 요금과 연계된 정기 음원 결

제 서비스 등을 통해 음성 콘텐츠를 향유함에 있어 거부감이 적을 것이다. 최

근 팟캐스트(Podcast)와 같이 새로운 음성 콘텐츠 기반 유료 미디어가 스마

트폰이나 태블릿PC 유저들 사이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것 역시 이를 반증한다.  

반면 TV프로그램이나 영화의 영상 콘텐츠의 경우 아직까지 유료 지불에 대

한 거부감이 많고 상품도 다양화되어 있지 않으며 불법다운로드를 통해 즐기

는 경향이 많다. 또한 (가구 소득과 상관 없이) 80% 이상의 미디어 침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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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penetration rate)를 보이는 유료방송 서비스와 지상파 방송이라는 킬

러 플랫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구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유료 VOD에 대

한 거부감의 크기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료방송과 지상파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TV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효용이 높을 것이다. 이와 연결하여 미디어 네트워크 대안과 가구소득의 관계

를 살펴보면, 소비자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료방송 네트워크에 대한 선호

를 보이고 있어 앞의 설명이 설득력을 갖는다. 또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유

무선 인터넷과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미디어 단말기 범주 내 대안들 중 인쇄매체만이 여성의 선호가 더 높으며, 

PC, 오디오기기, 스마트 모바일 기기 순으로 남성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TV의 경우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다. 콘텐츠 대안 중 성별과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대안에 대해, 남성이 

더 높은 선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음성, 정보, 영상 콘텐츠 순) 네

트워크 대안 중 유무선 인터넷과 지상파 네트워크에 대해 남성이 더 높은 선

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료방송과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는 유의하

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각 범주 별로 남성들의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대안

을 조합해보면 PC(단말기)-게임(콘텐츠)-유무선인터넷(네트워크)으로 연결

되며, 이는 남성들의 높은 선호 경향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조합으로 보인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연령의 경우 모든 미디어 대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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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범주 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미디어 단말기 중 인쇄매체, 스

마트 모바일, PC를 선호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TV와 오디오기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미디어 콘텐츠 범주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게임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정보 콘텐츠, 음성 콘텐츠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영상 콘텐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네트워크 범주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유료방송 네트워크와 지상파방송,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를 선호하며 나이가 어릴수록 유무선 인터넷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릴수록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보다는 유무선 

인터넷을 선호하는 것은 어릴수록 스마트 모바일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과 연

관될 수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긴 10~30대의 젊은 층이 

실외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대중교통 및 실외 공간(까페, 음식점 등)의 

Wi-fi설치의 보편화에 따라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보다는 Wi-fi와 같은 무

선 인터넷을 선호하는 것이 분석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연령과 3범주 대안 전체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어릴수록 스

마트 모바일과 PC를 선택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서핑

으로 정보 검색을 하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가능성

이 크고, 나이가 많을수록 TV 수상기를 통해 유선 방송이나 지상파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TV방송프로그램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인쇄매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조사에 포함된 10대

와 20대들이 학습을 위해 책을 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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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습관(유료 콘텐츠 구매, 인터넷 활동)의 β  결과 분석 

개인의 미디어 습관과 미디어 활동 및 소비 행태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유료 콘텐츠 구매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유형의 독립변수

를 선정한 바 있다. 이 때 유료 콘텐츠 구매는 디지털 유료 콘텐츠 뿐만 아니

라 극장에서의 영화 관람, 공연장에서 연극 및 뮤지컬 관람과 같은 오프라인 

유료 콘텐츠 이용을 포함하였으며, 개인의 (금액적 측면에서) 미디어 활동 전

체 예산을 대표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콘텐츠 당 이용 금액이 오프라인 콘

텐츠가 더 높고, 디지털 유료 콘텐츠(VOD, 음원)의 경우 월 만원을 넘지 않

는 응답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유료 콘텐츠 구매 변수의 값이 클수록 오

프라인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한 응답자라고도 볼 수 있겠다. 다만 이를 미디

어 활동 전체의 예산으로 보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성향과 미디어 환경에 변

화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디지털) 유료 콘텐츠로 이동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

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변수는 개인이 미디어 활동에 얼마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대리한다.  

먼저 유료 콘텐츠 구매와 미디어 대안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료 콘텐츠 

구매 금액이 큰 응답자일수록 단말기 중에는 PC와 스마트 모바일 기기, 콘텐

츠 중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와 정보 콘텐츠, 네트워크 중에서는 유무선 

인터넷,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

료 콘텐츠 구매와 인쇄매체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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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료 콘텐츠 금액의 수준이 큰, 즉 개인이 미디어 활동 전체에 갖는 (금

액적) 예산이 큰 사람은 PC와 스마트 모바일 기기,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와 

정보콘텐츠,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을 주로 활용하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음성 콘텐츠, 유

료방송 네트워크, 지상파방송네트워크와 유료 콘텐츠 구매 변수 간에는 유의

하지만 매우 작은( .01β < ) 상관관계를 보여 따로 해석하지 않았다. 또한 TV

수상기, 오디오기기, 영상 콘텐츠, 게임 콘텐츠와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

였다.  

다음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유형과 미디어 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

록 한다. 본 연구에서 지정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유형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활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타낸다. 온라인 커뮤

니티 활동이 활발한 사람일 수록 PC와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대한 선호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작은 값이긴 하지만 TV수상기보다는 인쇄매체에 

대해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사람일수

록 정보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선호하며,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와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미디어 대안

(오디오기기, 영상 콘텐츠, 음성 콘텐츠, 유료방송,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갖는 미디어 단말기 대안과 네

트워크 대안들을 β 의 크기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유무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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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 PC(0.021),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0.14), 스마트 모바일 기기

(0.13) 순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변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시판에 있

는 글 읽기뿐만 아니라 글/댓글 쓰기, 스크랩, 투표, 추천, 평점 등 복합적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순간적인 생각을 짧게 올리거나 SNS에 추천(좋아요) 

버튼을 누른 활동의 경우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지

만, 긴 글을 작성하여 커뮤니티 또는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스

크랩하는 활동의 경우 입력 측면에서 PC와 웹이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모바

일 웹 또는 앱에 비해 아직까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모바일 웹 또는 앱의 기능 향상과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입력 편의성의 향상

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4.1.2 응답자의 시간적 특성, 장소적 특성이 미디어 대안 선택에 미치는 

영향  

 
[표 10] 응답자의 시공간적 특성과 단말기, 콘텐츠, 네트워크 선택의 관계 분석 

 시간 특성 장소 특성 

 T1 T2 T3 P1 P2 P3 

D_PAPER -0.220* -0.207* -0.170* -0.155* -0.735* 0.151* 

D_TV 0.511* 0.973* 0.159* 0.786* -0.469* 0.040 

D_PC -0.120* -0.162* -0.190* 0.239* -0.518* 0.432* 

D_SMART 0.001 0.016 -0.138* 0.082* 0.342* 0.141* 

D_AUDIO 0.070* 0.091* 0.219* -0.053 0.280* 0.010 

C_MOVIE 0.622* 1.225* 0.169* 0.875* -0.48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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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_MUSIC 0.059 0.068 0.192* 1.427* 1.295* 1.104* 

C_COMM -0.045 0.019 -0.050 0.218* 0.131* 0.207* 

C_INFO -0.115* -0.135* -0.074* 0.062 -0.234* -0.044 

C_GAME 0.019 -0.032 -0.045* 0.755* 0.269* 0.310* 

N_PAY 0.818* 2.065* 0.103* 2.086* -0.574* 0.026 

N_TERR 0.170* 0.653* 0.078* 0.682* 0.442* 0.252* 

N_MOBILE -0.202* -0.158* -0.092* 0.039 0.239* 0.169* 

N_INTERNET -0.122* -0.345* -0.125* 0.598* -0.358* 0.496*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1) 시간적 특성(주말, 주중 여가, 식사/출퇴근)의 β  결과 분석 

시간적 특성은 응답자가 미디어 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시간에 대해, 해당 

시간대의 특성을 더미변수화한 것이다. 먼저 주말과 주중 여가의 경우, 유의

한 결과를 보이는 미디어 대안이 같고 해당 대안의 β
주말

과 β
주중여가

의 부호까

지 동일하다. 주말과 주중 여가 시간대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미

디어 대안은 인쇄매체, TV수상기, PC, 오디오기기(이상 미디어 단말기), 영상 

콘텐츠, 정보 콘텐츠(이상 미디어 콘텐츠), 유료방송네트워크, 지상파방송네트

워크,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 유무선 인터넷(이상 미디어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 주말과 주중 여가의 시간대적 특성이 소비

자의 미디어 활동에 미치는 일관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10개의 유의한 

미디어 대안 중 인쇄매체와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를 제외한 모든 대안의 

β
주말

과 β
주중여가

을 살펴보면, 주말에 선호되는 미디어 대안은 주중 여가 시간

대에 더 크게 선호되고, 주말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져 선호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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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될 수 있는 미디어 대안은 주중 여가 시간대에 더 크게 선호되지 않는다. 

3범주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TV와 관련된 TV수상기, 영상 콘텐츠, 유료방송

네트워크,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의 경우 모두 주말 및 주중 여가 시간대와 정

(+)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주말보다는 주중 여가 시간대에 소비될 확

률과 선호가 더 크다. 이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

다. 주말보다는 주중 저녁 이후(8시~10시)에 주요 방송 프로그램이 배치된다. 

주말에는 다양한 야외활동이 가능하지만, 주중 저녁 시간대에는 일과 시간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가족과 함께 TV 시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

히 주중 여가와 TV수상기(0.973), 영상 콘텐츠(1,225), 유료방송 네트워크

(2.065)의 상관관계가 매우 큰 것을 볼 때 이러한 해석은 설득력을 갖는다. 

반면 PC, 정보 콘텐츠,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의 경우 주말과 주중 여가 시

간대 모두에서 비선호되지만, 주말과 주중 여가를 비교하면 주말보다는 주중 

여가에 비선호되는 경향이 더 크다. 이는 앞서 설명한 주말과 주중의 TV 시

청 선호 행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일과시간을 이후부터 수면 시간 직전

까지의 주중 저녁 시간대는 한정되어 있으며, 주중 일과시간에 충분히 PC와 

인터넷을 사용한 응답자들이 가족과 TV를 시청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인쇄매체와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의 경우 이러한 일관된 경향에서 벗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쇄매체와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는 주말 및 주중 

여가 시간대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비선호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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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말과 주중 여가를 비교하면 주중 여가보다는 주말에 비선호되는 경향이 

더 크다. 또한 이번 분석에서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과 주말, 주중 여가 시간

대 사이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아 완벽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말보다는 주중 여가에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가 선호되는 것은 PC-인터

넷 접속의 조합에 비해 스마트 모바일 기기 –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의 조합

이 주말에 비해 주중 저녁 시간대에 더 선호될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

다.  

식사/출퇴근 시간대 변수는 오전 07:00~09:00, 오후 17:00~19:00의 시간

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해당 시간대는 보편적으로 아침식사와 저녁식사가 

이루어지는 시각이며 동시에 직장인/학생들의 평균적인 출퇴근 시간대이다. 

해당 시간대를 변수화하여 분석한 결과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해당 시간대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미디어 대안과 유

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범주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미디어 단말기 중 인쇄

매체, PC, 스마트 모바일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TV수상기와 오디오기기와

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5시부터 7시에

는 오디오와 TV 수상기 순으로 선호되며 PC, 인쇄매체, 스마트 모바일 순으

로 비선호된다. 미디어 콘텐츠 범주 내 대안 선택과 해당 시간대의 관계는 이

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음성콘텐츠와 영상 콘텐츠 순으로 선호되며 

게임 콘텐츠와 정보 콘텐츠 순으로 비선호된다. 네트워크 중에서는 유료방송

과 지상파 방송의 방송 네트워크가해당 시간대와 정(+)적 상관관계를,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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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셀룰러 네트워크와 유무선 인터넷 연결의 통신 네트워크가 해당 시간대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식사/출퇴근 시간대에 대한 대안별 추정 계수 역시 전체적으로 주말과 주중

여가 시간대의 대안별 추정계수와 같은 부호를 갖는 것을 보인다. 다만 식사/

출퇴근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미디어 대안 중 오디오가 가장 큰 추정 계수 

값(0.219)를 갖는다는 점, 그리고 오디오기기에 대한 주말, 주중여가, 식사/출

퇴근 시간대의 계수를 횡단으로 비교하여도 가장 크게 선호된다는 점이 특이

하다. 또한 주말과 주중 여가 시간대에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던 스마트 모

바일 기기와 게임 콘텐츠는 식사/출퇴근 시간대에 덜 선호되는 경향(-0.138, 

-0.045)을 보이며, 음성 콘텐츠가 식사/출퇴근 시간대에 선호되는 경향

(0.192)을 보였다.  

 

2) 장소적 특성(집, 실외, 학교/직장)의 β  결과 분석 

장소적 특성은 응답자가 15분 간격으로 자신의 장소를 기입한 미디어 다이

어리 데이터를 재분류한 것으로, 장소에 따라 미디어 활동을 위한 대안 선택

과 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 아래 분석에 포함되었다.  

집에서 선호되는 범주 별 미디어 대안을 살펴보면, 미디어 단말기에서는 

TV 수상기, PC, 스마트 모바일 기기 순으로 선호되었으며 인쇄매체는 덜 선

호되는 경향을 보였다. 오디오기기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음성 콘텐츠, 영상 콘텐츠, 게임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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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선호되었으며 정보 콘텐츠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네트워크

에서는 유료방송 네트워크가 크게 선호(2.086)되었으며 이하 지상파방송 네

트워크, 유무선 인터넷 순으로 선호되었고,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는 유의하

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집에서 선호되는 미디

어 활동은 여전히 TV 시청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연구 및 

조사에서 TV를 여전히 가정 내 중심적 미디어로 꼽은 결과와 동일하다.  

실외 환경에서의 미디어 활동을 위한 대안 선택을 살펴보면, 미디어 단말기

에서는 스마트 모바일과 오디오기기 순으로 선호되었고, 인쇄매체, PC, TV수

상기 순으로 덜 선호되었다.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음성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게임 콘텐츠가 선호되었으며 영상 콘텐츠와 정보콘텐츠 순으로 비선

호되었다. 네트워크 범주에서는 지상파방송네트워크,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 

순으로 더 선호되었으며, 유료방송네트워크, 유무선 인터넷 순으로 덜 선호되

었다. 실외 환경에서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에 대한 

선호는 집, 실외, 학교/직장 변수 각각에 대한 추정 계수 비교를 통해 더 명확

히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네트워크 대안 중 실외 환경에서 가장 선호되는 

대안이 지상파방송네트워크인 것 역시 주목할 만한 결과이며, 지상파 DMB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행위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학교/직장에서의 미디어 활동을 위한 대안 선택을 살펴보면,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인 미디어 대안들이 모두 양의 추정계수( β )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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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대안들을 범주 상관없이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학교/직장에서는 음성 콘텐츠, 유무선 인터넷, PC, 게임 콘텐츠, 지상파방송네

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 인쇄매체 순으로 선호

되고 있었다.  

집, 실외, 학교/직장의 장소에서 모두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난 미디어 대안

은 미디어 단말기 범주에서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 미디어 콘텐츠 범주에서는 

음성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게임 콘텐츠, 네트워크 범주에서는 지상

파방송네트워크와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이다. 지상파 방송네트워크에 지상

파 DMB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장소와 상관없이 선호되는 미디어

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모바일 미디어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

다. 

 

4.2 미디어 대안 동시선택 경향 분석 

다변량프로빗모형은 재화 선택 시 효용에 대해 상호 관련된 오차항 구조를 

허용함으로써 동시(혹은 연속) 선택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Manchanda et al., 

1999; 박유리, 2007). 이 때 상관계수의 부호는 함께 구매하는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만약 cov( , ) 0ij ikε ε >  이면, 재화 j 에 대한 구매효용의 증

가와 재화 k 에 대한 구매효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j 와 k 는 함

께 구매(joint purchase)되는 경향이 있다. 상관계수의 부호는 엄밀한 의미의 

대체나 보완의 관계를 나타낸다기 보다는 두 대안이 동시에 선택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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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을 나타낸다. 즉, 가격에 따라 동시에 구매될 확률이 변화하는 경제학적 

대체/보완관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며, 이 모형에서의 대체나 보완의 의미는 

두 대안이 동시에 선택되지 않을 확률과 두 대안이 동시에 선택될 확률 정도

로 해석하는 것이 알맞으며, 이재현(2006)과 임정수(2010)가 설명한 선택적 

대체 관점과 유사하다.  

각 대안들의 교란항 간 공분산행렬을 분석하는 것은, 미디어 활동을 구성하

는 가치사슬(미디어 단말기 – 미디어 콘텐츠 – 미디어 네트워크) 개별 범주 

내 대안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범주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의 [표 8]의 공분산 행렬과 식 (8)을 기반으로, 각 범

주 별 대안들의 상관관계와 3범주 간 대안들의 상관관계를 분리하여 해석하

고자 한다.  

 

4.2.1 범주별 대안의 상관관계 분석 

1) 미디어 단말기 범주 내 대안의 상관관계 분석( device devices − ) 

[표 11] 미디어 단말기 대안 간 상관관계 분석 

 D_PAPER D_TV D_PC D_SMART D_AUDIO 

D_PAPER 1 -0.386* -0.386* -0.237* -0.049* 

D_TV  1 -0.210* -0.096* -0.019 

D_PC   1 0.247* -0.013 

D_SMART    1 0.139* 

D_AUDIO     1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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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매체(신문, 잡지, 책)은 TV, PC, 스마트기기, 오디오기기 모두와 대체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다른 미디어 단말기와 비교할 때 오디

오와의 대체관계가 약하며 TV와 대체관계가 가장 크다. 이는 특히 TV와 인

쇄매체가 동시 선택될 가능성이 작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TV는 PC, 스마트기기와 유의한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모

바일 기기와 TV의 상관계수의 값은 대체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 중 인쇄매

체와 오디오기기의 상관계수 다음으로 그 절대값이 작다. 즉, TV와 스마트 모

바일 기기는 대체관계이긴 하지만 그 영향이 작고, PC와 비교할 때 더욱 그러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와 함께 화두에 

오르고 있는 소셜 TV 시청 행태를 암시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PC와 스마트기기는 유의한 보완관계(+)를 가지며 그 크기가 큰 편이다. 또

한 오디오기기와 스마트기기 역시 유의한 보완관계를 갖는다. 

2) 미디어 콘텐츠 범주 내 대안의 상관관계 분석( content contents − ) 

[표 12] 미디어 콘텐츠 대안 간 상관관계 분석 

 C_MOVIE C_MUSIC C_COMM C_INFO C_GAME 

C_MOVIE 1 -0.069* -0.118* -0.200* -0.206* 

C_MUSIC  1 0.090* 0.056 0.046 

C_COMM   1 0.332* 0.396* 

C_INFO    1 0.482* 

C_GAME     1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영상 콘텐츠는 모든 콘텐츠와 대체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집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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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영상 콘텐츠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집중을 요하는 게임 콘텐츠

와 정보 콘텐츠와는 큰 대체관계를 보였다. 음악 콘텐츠는 영상 콘텐츠와는 

대체관계를,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와는 보완관계를 나타냈다. 커뮤니케이션 콘

텐츠는 영상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와 보완관계를 보였다. 정보 콘텐츠

는 영상 콘텐츠와 대체관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와 게임 콘텐츠와는 보완관

계를 보였으며, 음악 콘텐츠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게임 콘텐츠 

역시 음악 콘텐츠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미디어 콘텐츠 대안 내에서 게임 콘텐츠와 정보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콘텐

츠가 서로 상당 수준의 보완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콘텐츠의 기술적 속성과 

관련이 깊다. 이들은 모두 통신 콘텐츠로, PC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서, 인

터넷 또는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활용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들 모두가 동시에 소비될 가능성은 적지만, PC나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활용

하는 시간대 안에서 함께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3) 미디어 네트워크 범주 내 대안의 상관관계 분석( network networks − ) 

[표 13] 미디어 네트워크 대안 간 상관관계 분석 

 N_PAY N_TERR N_MOBILE N_INTERNET 

N_PAY 1 0.108* -0.082* -0.196* 

N_TERR  1 -0.014 -0.073* 

N_MOBILE   1 0.166* 

N_INTERNET    1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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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네트워크는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와 보완관계를 가지며, 모바일 

네트워크, 유선 인터넷 네트워크와는 대체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

시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와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사이에는 보완관계가 

포착되었고,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와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는 모두 유료

방송 및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과 대체관계를 보였다. 이는 미디어 네트워크 

범주 내 대안이 크게 방송 네트워크와 통신 네트워크로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다만 그 대체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유료방송 네

트워크와 유무선 인터넷 연결 간의 강한 대체관계와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와 

유무선 인터넷 연결 간의 상대적으로 약한 대체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 지상

파 방송 네트워크와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

되지 못했다.  

 

4.2.2 3범주 간 대안간의 상관관계 분석 

1) 미디어 단말기와 미디어 콘텐츠 대안 간 상관관게 분석( device contents − ) 

[표 14] 미디어 단말기와 미디어 콘텐츠 대안 간 상관관계 분석 

 C_MOVIE C_MUSIC C_COMM C_INFO C_GAME 

D_PAPER -0.414* -0.047* -0.262* -0.298* -0.297* 

D_TV 0.986* -0.079* -0.146* -0.236* -0.242* 

D_PC -0.163* 0.031 0.418* 0.824* 0.749* 

D_SMART -0.071* 0.239* 0.820* 0.292* 0.337* 

D_AUDIO -0.011 0.933* 0.009 0.008 -0.006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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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매체는 TV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동영상 콘텐츠, 라디오방송프로그

램과 음원을 포함하는 음악 콘텐츠, SNS와 메일 등의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인터넷검색과 상거래 등을 포함하는 정보 콘텐츠, 게임 콘텐츠 모두와 대체관

계를 보인다. 단, 음악 콘텐츠와의 대체관계가 약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디바이스 범주에서 오디오기기와 인쇄매체 사이의 약한 대체관계와 유사한 결

과이다.  

TV 수상기는 영상 콘텐츠와 아주 큰 보완관계(+)를 보이고 있다. TV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동영상/UCC를 포함하는 영상 콘텐츠의 경우, TV방송프로그

램의 실시간/VOD 시청은 물론이고 유료방송 가입자 혹은 스마트 TV 구비 

가정에서 영화/동영상 콘텐츠를 TV 수상기에서 즐기는 행위와 연관시켜 보면 

쉽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PC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정보 콘텐츠, 게임 콘텐츠와 강한 보완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콘텐츠 범주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정보 콘텐

츠, 게임 콘텐츠가 서로 상당 수준의 보완관계를 보였던 것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스마트기기는 영상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와 보완관계를 보이고 있으

며, 영상 콘텐츠의 경우 대체관계이긴 하지만 그 영향이 약하다. TV프로그램

의 모바일 기기에서의 실시간 시청/VOD를 지원하는 N-screen 서비스의 보

편화,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성능(배터리, 화질 등)의 개선에 따라 대

체관계가 더욱 약해지거나 보완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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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기기는 특히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와 강한 보완관계를 보이는 특징이 있

다. PC와 스마트기기를 비교해보면,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는 PC보다는 스마트

기기에서, 반대로 정보 콘텐츠는 스마트기기보다는 PC에서 강한 보완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PC와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속성과 성능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디오기기는 오직 음악 콘텐츠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 값이 매우 크게 도출되었다. 반면 음악콘텐츠는 오디오기기뿐만 아니라 스

마트 모바일 기기와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2) 미디어 단말기와 미디어 네트워크 대안 간 상관관게 분석( device networks − ) 

[표 15] 미디어 단말기와 미디어 네트워크 대안 간 상관관계 분석 

 N_PAY N_TERR N_MOBILE N_INTERNET 

D_PAPER -0.394* -0.133* -0.194* -0.378* 

D_TV 0.971* 0.272* -0.094* -0.221* 

D_PC -0.169* -0.135* 0.103* 0.963* 

D_SMART -0.099* 0.092* 0.923* 0.335* 

D_AUDIO -0.151* 0.839* 0.026 0.045*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인쇄매체는 모든 네트워크 대안과 음의 상관관계, 즉 대체관계를 보였다. 

인쇄매체는 미디어 단말기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TV, PC, 스마트 모바일 기

기와 대체관계를 보인 바 있다. 방송네트워크와 통신네트워크로 구성된 네트

워크 대안들과 인쇄매체 간의 대체관계는 이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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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는 방송 네트워크와는 보완관계를, 통신네트워크와는 대체관계를 보였다. 

유료방송 네트워크와 아주 강한 보완관계를 보였고, 이와 비교하여 지상파방

송 네트워크와는 그보다 약한 보완관계를 보였다. 이는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

에 포함되어 있는 지상파 DMB 때문으로 추측되며, 지상파 DMB는 스마트 모

바일 기기와 함께 선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스마트 모바일 기기

와 방송네트워크 간의 관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유료방송 네트워크와는 대

체관계를 보이지만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와는 약한 보완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통신 네트워크의 경우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와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는 

아주 강한 보완관계를 보이는데, 미디어 단말기 범주에 포함된 대안 중 모바

일 셀룰러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단말기 대안은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와도 유의한 보완관계를 보

이고 있다.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유무선 인터넷의 경우, 유선 인터넷 네트워

크를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Wi-Fi)만 활용이 가

능하다. 다만 앞서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PC 사이의 동시 선택의 경향(보완 

관계)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PC는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와 유료 방송 네트워크와는 대체관계를, 모바일 

네트워크와 유선 인터넷 네트워크와는 보완관계를 보인다. 특히 유선 인터넷 

네트워크와는 강한 보완관계를 갖는다. 오디오기기는 유료방송 네트워크와는 

대체관계,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와는 보완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상파 방송네트워크에 포함된 지상파 DMB를 활용한 라디오 서비스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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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보인다.  

 

3) 미디어 콘텐츠와 미디어 네트워크 대안 간 상관관게 분석( content networks − ) 

 N_PAY N_TERR N_MOBILE N_INTERNET 

C_MOVIE 0.971* 0.278* -0.080* -0.174* 

C_MUSIC -0.206* 0.814* 0.118* 0.096* 

C_COMM -0.134* -0.029 0.794* 0.490* 

C_INFO -0.202* -0.133* 0.167* 0.834* 

C_GAME -0.208* -0.117* 0.208* 0.746* 

주 * : 95% 신뢰구간에서 유의 

 

영상 콘텐츠는 방송 네트워크와 보완관계를, 인터넷 네트워크와 대체관계를 

보여, 아직까지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 소비가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다고 짐작하게 한다. 더불어 영상 콘텐츠가 유료방송 네트워크가 아주 큰 보

완 관계를 갖는 것은, TV 수상기와 유료방송 네트워크, TV수상기와 영상콘텐

츠의 큰 보완관계와 맞물리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료방송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의 종류는 실시간 TV프로그램 방송 이외에 TV방송프

로그램 VOD, 영화 VOD 등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에 비해 그 종류가 다양하

다. 본 연구의 영상 콘텐츠는 TV방송프로그램/영화/동영상/UCC가 포함한다

는 것을 생각하면, 영상 콘텐츠와 유료방송 서비스의 강한 보완관계가 설득력

을 갖는다. 또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모바일 네트워크와의 대체관계가 유무

선 인터넷 네트워크와의 대체관계보다 약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스

마트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영상 콘텐츠 시청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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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콘텐츠는 유료방송 네트워크와 대체관계를, 나머지 네트워크들과는 보

완관계를 보인다.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가 음악 콘텐츠와 가장 큰 보완관계를 

보이는 이유는 역시 지상파 DMB를 통한 라디오 서비스의 영향으로 유추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는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으

며 유료방송 네트워크와는 대체관계를 보인다. 반면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

와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와는 보완관계를 보인다.  

정보 콘텐츠는 방송 네트워크와는 대체관계를, 통신 네트워크와는 보완관계

를 관찰할 수 있다. 정보 콘텐츠에 포함된 상거래 활동(홈쇼핑, 뱅킹 등)이 

같은 계열의 네트워크더라도 지상파와 유료, 모바일과 유선의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게임 콘텐츠는 방송 네트워크와 대체관

계를, 통신 네트워크와 보완관계를 보인다.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PC에서 주

로 게임 콘텐츠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이 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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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2년 한국미디어 패널조사와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미디어 이용 습

관, 시공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실증 분석하였

다. 인쇄매체, 라디오, TV의 올드미디어 및 인터넷, 모바일의 뉴미디어의 총 

5개 미디어에 대해 미디어 기기 – 미디어 콘텐츠 – 미디어 연결의 3범주 총 

14개 세부 대안에 대해 범주 간의 상호연관성과 세부 대안들의 동시 선택 경

향과 조합 소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장소라는 독립변수를 채용하여 미디어 대안 선택이 

소비자의 생활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였다. 주중 저녁, 주말, 식

사/출퇴근의 시간대적 특성에 따라 소비자의 미디어 활동이 달라지는 본 연구

의 결과는 현재의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적절하게 실증하

고 있을뿐더러, 앞으로의 미디어 대안 소비 행태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하

였다. 더불어 스마트 모바일 환경의 도래로 미디어 활동에 대한 장소적 제약

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특정 장소에서의 선호되는 특정 미디어 활동이 존재함

을 실증하고 해당 미디어 활동이 어떠한 미디어 대안들의 조합으로 주로 이루

어지고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각종 뉴미디어 도입에 따라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 환경과 소비 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정부, 업계, 학계

의 관심이 현재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시공간적 특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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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접근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유료 온/오프라인 콘텐츠 지불 금액의 수준과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성향을 미디어 습관의 변수로 차용하였다.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실제 다양

한 미디어를 자연스럽게 조합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가상 공간에서 자신

을 드러내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디지털 네이티브, 그리고 

유료 온/오프라인 콘텐츠에 대한 친밀도와 지불의사가 높은 소비자들은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 미디어 산업의 주요 소비 계층이 될 것이다. 이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미디어 산업 내 다양한 주체들의 의사 

결정이나 방향 설정의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대안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다매체 다채

널 선택의 스마트 미디어 현상에서 대안 간의 선택적 대체 관계와 동시 사용

의 보완적 관계를 밝히고 연계 사용, 다중 조합, 미디어 대안 융합의 가능성 

등에 대해 유추하였다. 또한 실제 소비자들의 미디어 활용 습관이나 사례들과 

매칭시킴으로써 정성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함께하였다. 예를 들어 TV 수상

기는 영상 콘텐츠와 아주 큰 보완관계를 보였는데, TV방송프로그램의 실시간

/VOD 시청은 물론이고 유료방송 가입자 혹은 스마트 TV 구비 가정에서 영

화/동영상 콘텐츠를 TV 수상기에서 즐기는 행위와 연관시켜 볼 수 있다. 또

한 TV 수상기는 모든 미디어 기기와 대체관계를 보였지만 그 중 스마트 모바

일 기기와 약한 대체관계를 보였다. 영상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의 관

계 역시 약한 대체관계를 보였다. 이를 종합하면, 단순히 모바일 기기에서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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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영상 콘텐츠가 아니라 실제 영상 콘텐츠를 보면서 해당 콘텐츠에 대해 

SNS 등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조합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영상콘텐츠 - TV

수상기 - 유료방송네트워크 - 스마트 모바일 기기 –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동시 선택의 경향성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화두가 되는 소셜 TV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역시 미디어 사업자, 미디어 정책 결정자, 미디어 

기획자를 포함하는 여러 주체에게 다양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미디어 사

업자 및 미디어 기획자들에게는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미디어 정책 결정자

들에게는 범주간 동반 성장 전략 또는 미디어 산업 내 시장 획정 문제의 측면

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겠다. 현재 미디어 산업 내 경영·정책적 이슈 및 

사례들과 함께 본 연구 결과의 주요 시사점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기기와 네트워크, 플랫폼 위에서 향유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의 기기에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면

서, 신문·방송 사업자 – 통신 사업자 –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두 하나의 시장

에서 경쟁상대가 되었으며 킬러 콘텐츠와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는 

단말기 사업자까지 가세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습관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미

디어 조합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떤 종류의 사업자와 전략적 제휴

를 맺어야 더 많은 혹은 특정의 소비자들을 타겟팅할 수 있을 것인지, 기존의 

서비스 및 상품들 중 최우선적으로 융합해야 할 서비스와 콘텐츠가 무엇인지, 

기존의 전통 미디어가 뉴미디어와 만나 어떻게 진화하고 부활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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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미디어 대안들의 UX/UI를 통일감 있게 구성하여야 동시 선택하여 사용

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정보 콘텐츠, 게임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의 동

시 선택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모두 인터넷 미디어(PC, 유무

선 인터넷)와 모바일 미디어(스마트 모바일 기기,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에

서 함께 선택되고 있었다. 또한 음성 콘텐츠는 통신 네트워크 및 커뮤니케이

션 콘텐츠와 동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커

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써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은 정보 콘텐츠와, 게임 

콘텐츠, 음악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으며, 서비스 사용자들의 개인 

미디어 형식을 벗어나 해당 콘텐츠 공급자와의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 모델을 개선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겠다.  

이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은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소셜 게임 플

랫폼 형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왔다. 단순히 온라인 상에서 소식을 나

누거나 사진을 공유하고 대화를 인맥 형성 및 관리 차원을 벗어나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고 나아가 게임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

는 소셜 게임을 통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의 접속 시간을 늘

리고, 게임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 모델을 개선하였다. 거대한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은 게임 플랫폼뿐만 아

니라 향후 기업들의 마케팅 플랫폼 혹은 다양한 뉴스 콘텐츠 중개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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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더욱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들간의 소식이나 의견을 공유하는 형식

으로 광고 및 뉴스의 정보 콘텐츠가 소비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 자신의 네

트워크 안에서 추천되고 보여지는 정보라는 점에서 거부감이 적다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

는 정보를 소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진 현재,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은 

좀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여 기존의 뉴스 미

디어들과의 제휴를 통해 뉴스 큐레이션(curation)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PC와 인터넷 시대 포털 사이트가 현재의 뉴스 플랫폼으로써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을 볼 때 충분히 가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의 방문이나 접속 시간을 늘리면서 수수료나 정보 이용료 

등의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 있고, 뉴스 미디어들은 디지털 독자들을 위한 뉴

스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음악 공유 역시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들이 가져갈 수 있는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이다. 음성 콘텐츠가 커뮤니케

이션 콘텐츠와 통신 네트워크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방증한다. 소셜 네트워크 내 친구들과 음악 및 음악 목록을 공유하고, 청취한 

음악 혹은 대화를 기반으로 음악을 추천해주는 등 다양한 접근의 방식이 가능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TV수상기와 오디오 수상기는 나이가 많을수록, 스마트 모바

일 기기와 통신 네트워크는 나이가 적을수록 선택할 확률이 크다는 결과를 보

인 바 있다. 이는 젊은 층이 콘텐츠를 소비할 때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또는 

76 
 



 
모바일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신 네트워크와 음성 콘텐츠의 동시 선택 경향, 젊을

수록 음성 콘텐츠를 소비할 확률이 크다는 결과에 의거하여 음성, 특히 라디

오방송프로그램의 새로운 유통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음성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정보 콘텐츠, 게임 콘

텐츠 간의 동시 선택 경향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특징인 미디어 멀티태스킹

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상 콘텐츠와 달리 음성 콘텐츠는 주 미디어 – 보

조 미디어의 미디어 멀티태스킹 구조 중 보조 미디어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크

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과 라디오 미디어는 FM/AM의 기

존 라디오 전용 방송 네트워크와 라디오 전용 수상기를 활용해야 했었던 한계

에 의해 디지털 음원 형태의 음악 콘텐츠에 밀려 점점 인기를 잃어가고 있었

다. 그러나 지상파 DMB와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등장을 기점으로 라디오 방

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차량에도 지상파 DMB를 탑재한 내비게이

션이 장착되면서 FM/AM보다는 지상파 DMB를 통한 라디오 청취율이 높아졌

다. 라디오 방송사들은 자사의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며 잃어버렸던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이라는 뉴미디어에 의해 라디오의 프로그램 포맷 및 

유통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

다. 국내에서도 이미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필두로 하는 인터넷 스트리밍 기

반의 라디오 콘텐츠가 내용 및 구성의 자율성을 장점으로 젊은 스마트 미디어 

77 
 



 
세대들을 공략하고 있다. 사용자가 직접 음악을 검색하여 찾아 듣는 것 이외

에 사용자의 음악 취향을 기반으로 랜덤 재생되거나 UCC와 같이 사용자 중 

누군가가 큐레이션한 음악을 마치 라디오 프로그램처럼 청취하는 방식의 인터

넷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 역시 개인화·소셜화·모바일화의 추세에 따라 더

욱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스트리밍 기반 라디오 콘텐츠

나 서비스가 라디오 방송사 및 음성 콘텐츠 공급자의 새로운 승부처가 될 것

이라 예측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서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PC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의 선호 정도 차이가 입력 방식에 의거한 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TV수상기는 입력 방식에서 가장 열위의 수상기이다. 이러한 TV수상기

에 직접 SNS 어플리케이션이나 정보 검색 어플리케이션을 넣는 현재의 스마

트 TV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TV와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나 정보 및 광고 검색과 노출

의 장으로 하는 세컨드 스크린(second screen)전략9이 소비자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더욱 잘 이해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영상 

콘텐츠, TV 수상기와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동시 선택 경향에 대한 본 연구 

결과 역시 현재 단말기 사업자들 및 TV 플랫폼 사업자들의 스마트 TV 및 

9 세컨드 스크린은 디바이스 간 협업과 유사한 개념의 서비스로, TV와 스마트 기기가 내용적
으로 연계되어 TV를 통한 콘텐츠 시청에 스마트기기가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고, 감상평이나 의견 공유 등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윤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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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TV전략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TV수상기, 스마트 모바일 기기,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정보 콘텐츠,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 유료방송 네트워크 대안 사이의 동시 선택 경향에 대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TV 플랫폼 사업자들은 가정 외 실외나 가정 내에서 개

인이 혼자 TV를 볼 때는 모바일 TV 전략을 사용하고, 가정 내에서 공유 미

디어인 TV 수상기를 사용할 경우 개인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세컨드 스크

린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및 소셜 TV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알맞겠

다. 이 때 UX/UI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퍼스트 스크린

(first screen)으로 모바일 TV를 시청할 경우와 세컨드 스크린으로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경우의 UX/UI는 달라야 할 것이다. 세컨드 스크린으로 

사용될 경우, 현재 보고 있는 TV 수상기와 연동시켜 EPG(Electronic 

Program Guide,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실시간 업데이트 하고, 현재 TV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개인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보여주거나 프로

그램 간접 광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 또한 SNS 플랫폼과 연

계하여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동시 시청 경험을 누리고 대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소비자의 미디어 활동에서 지상파 TV프로그램이 영

상 콘텐츠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가 지배적인 

영상 콘텐츠 공급자로 자리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상 콘텐츠가 

방송 네트워크와 보완관계를, 인터넷 네트워크와 대체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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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아직까지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 소비가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

어진다고 짐작하게 한다. 통신사업자 및 케이블 SO(System Operator) 사업

자들은 다양한 N스크린 서비스를 출시하며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보인 바 있지만, 여전히 방송사 개별 어플리케이션이나 지상파 DMB를 통해 

소비되는 경향이 크다. 오히려 지상파 방송사인 MBC와 SBS가 동시 출범한 

“Pooq TV”는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와 플랫폼 파워를 기반으로 모바일 연

계 서비스에 중심을 두고 성장 중이다. 이러한 사례 역시 소셜 TV 및 미래의 

TV 플랫폼에서 모바일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다. 

신규 서비스의 등장으로 유통 채널이 확대되고 디지털 콘텐츠가 다양한 단

말기 및 네트워크에서 소비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미디어 소비에 있어 특정 

네트워크나 단말기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하고 소비자의 선택이 강화되는 추세

이다. 소비자 주도의 미디어 소비 환경에서 콘텐츠-네트워크-플랫폼-단말기

(C-N-P-T)의 가치사슬 범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

해서는 본 연구와 같이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달라진 미

디어 시장을 반영하는 공정 경쟁 체제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정부에게도 정책

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디지털 융합 콘텐츠 제작 및 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

를 수용할 수 있는 단말기와 네트워크 인프라의 하드웨어 개선 및 새로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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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 단말기의 개발 및 보

급과 네트워크 인프라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선두에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도 쭉 선두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학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

이라 생각된다. 특히 국내에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음식점과 까페(Café)와 

같은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게 된 것

은 지상파 DMB나 Wi-Fi, 광대역 LTE와 4G Wibro와 같은 광범위한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컨버전스 단말기의 보편화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 경쟁력 확보와 소프트웨어(플랫폼/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콘텐

츠가 소비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과 정부 보조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용 시간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많은 기존 연구들과 실제 현상에 기초

기초 볼 때 기존의 영상 콘텐츠와 음성 콘텐츠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콘

텐츠, 정보 콘텐츠, 게임 콘텐츠 등이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집중도 

측면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미디어란 본디 정보 및 콘텐츠를 제공하여 소비자

로 하여금 접속 시간을 늘리고 이를 통해 광고 등의 부가 수익을 갖게 된다. 

미디어 사업자들이 시청률이나 접속률에 집중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국

내의 경우 ‘K-Pop’, ‘K-Drama’ 등 한류를 기반으로 영상 및 음악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메신저 서비스와 이와 

제휴한 게임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미디어 서비스 및 플랫폼의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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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같은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산업 선진국에서 선도하고 있다. 미디어 

서비스 및 플랫폼의 개발에 있어 큰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거대한 

사용자 기반 확보 이후 부가 서비스나 상품을 통해 확장이 용이하다는 플랫폼

의 특성에 의거하여 시장의 선도자(first mover)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및 비즈니스 특허 등의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한국 콘텐츠가 전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단말기나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미디어 서비스나 플랫폼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디어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방송 산업의 경우, 방송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로 인해 사업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송 플랫폼은 아직까지 지상파 방송사 위주이며, 지상파 

방송사의 사업성 역시 국내 소비자들의 ‘지상파 방송은 무료’라는 인식에 의

해 KBS 수신료 인상이나 중간광고 허용과 같은 수익 모델 개선에 대한 반발

이 심하다. 채널 경쟁력에서도 해외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요 

MPP(Multiple Program Provider, 복수채널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케이블 PP(Program Provider, 채널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

나 해외 영상 콘텐츠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종합편성채널의 허용으로 4

개 채널이 추가되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채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보하

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방송에도 치열한 경쟁 체제가 도입되어 NBC, CBS, 

FOX, PBS 등의 지상파 채널 이외에도 MTV, ESPN, CNN, HBO 등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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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며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고 있다. 영

국의 글로벌 채널 BBC는 BBC 월드와이드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확보된 

수익성을 근거로 다시 BBC의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균형 잡힌 보도, 다큐

멘터리, 아동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확

보하는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거론되고 있다. (박유리, 2009)  

더불어 방송 산업이 인터넷과 모바일의 뉴미디어를 마주하게 된 현재, 다양

한 대체 미디어에 의해 전통적인 방송 플랫폼의 수익성이나 실시간 시청자 접

속률, 기존 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All-IP와 같은 

전세계적인 방송의 IP화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 사업자는 통신 사업자

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와의 콘텐츠 유통 및 전송 측면에서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미디어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수직적 결합을 통해 제작-유통

-전송의 과정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이러한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의거한다. 

더불어 최근 국내 700MHz 대역 주파수를 UHD 방송 개발에 사용해야 하는

지 통신 트래픽에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나 전 세계적으로 지속

되고 있는 IPTV, VoIP에 대한 망중립성 이슈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는 

본 연구와 같은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 분석을 기반으로 적절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방송 사업자에게 영상 콘텐츠 사업

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공공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

책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경쟁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이

미 다변화된 소비자들의 방송 및 미디어 소비 방식을 플랫폼 사업자들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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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 결정

의 방향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료 방송 가입자가 전체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80% 이상이면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위주의 콘텐츠 소비

를 특징으로 하는 국내 방송 산업의 경우, 통신 사업자들의 N스크린 서비스

나 단말기 사업자들의 스마트 TV 등 뉴미디어에 대해 기존 미디어 사업자들

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다. 향후 단말기 사업자들까지 스마트 TV를 통한 

미디어 산업 경쟁에 추가될 경우, 콘텐츠의 독점적 공급과 유통 과정의 효율

화, 경쟁 친화와 공공성 확보 등의 양립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실증 모형의 구성에 있다. 다변량프로빗모형을 

활용함에 있어, 구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대안을 소비하지 못하는 것과, 

다양한 유사 미디어 대안의 생성에 의해 대안 구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구비하지 않은 것, 구비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론적 장치가 없다. 하여 자료의 구성에 있어 선택 모형의 원칙에 따라 TV수

상기 보유자(가구), 유료방송 가입자(가구), 유선인터넷 가입자(가구), 휴대폰 

보유자(개인), PC보유자(개인/가구)로 표본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미디어 활

용 능력이 높고, 유료 콘텐츠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20대

~30대 중에는 ‘코드 커터(Cord Cutter)’ 10가 많다. 이들은 1인 가구를 구성

10 Martin Peers (2013). Retrieved from http://blogs.wsj.com/corporate-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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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요 세대이며, TV 수상기와 유료 방송서비스에 대한 효용이 작고, 자신

들이 보고 싶은 콘텐츠를 인터넷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충분히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이 구성되었기 때문

이다. 게다가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미디어 중(重)시청자(heavy 

viewer)일 가능성이 크다. 전체 샘플 중 1인 가구로 샘플을 제한하여 분석한 

사전 분석 결과, 실제로 TV 수상기가 아닌 다양한 대안들이 다양한 연령, 성

별, 가구소득, 학력을 가진 1인 가구를 통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TV 수상기보다는 PC나 스마트 모바일을 통한 TV방송

프로그램을 소비할 때 높은 효용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청 층을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던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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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2012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개인용 설문지 

항목(일부) 

 

1) 기타 문화 / 여가, 유료 콘텐츠 이용 및 지출 

가구 내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각종 방송서비스, 통신서비스, 신문구독 등

의 현황과 개인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현황 외에, 미디어 활동과 연관이 깊

은 문화 / 여가 활동에 대한 이용과 지출, 온라인을 통한 유료 디지털 콘텐츠

의 이용 내역, 스마트 기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현황에 대하여 다음의 항

목으로 조사하였다.  

 
[표 부록 1-1] 기타 문화 / 여가, 유료 콘텐츠 이용 조사 항목 

유형 

문화․여가 영화, 음악회, 콘서트, 뮤지컬, 오페라 

유료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신문/잡지/책 

동영상/영화 

TV방송 프로그램 

음악 

유료 
애플리케이션 

(스마트기기 이용자만)  유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조사항목 

이용횟수 

(유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개수 
(지난 3개월 동안 다운로드 받은 총 갯수) 

(문화․여가활동) 관람횟수 
－ 영화 관람: 지난 3개월 동안 관람한 총 횟수 

－ 공연(음악회, 콘서트, 뮤지컬, 오페라): 지난 12개월 동안 관람한 총 횟수 

지출금액 

(유료 디지털 콘텐츠 유형별) 
지난 3개월 기준 월 평균 지출 금액 

(유료 애플리케이션)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한 총 금액 

(문화․여가활동) 지난 12개월 동안 지출한 총 금액 

서비스 제공 (신문) 구독하고 있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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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설문조사/면접 

 

2) 미디어 이용 능력 및 이용 활동 

미디어 이용환경(보유기기, 서비스 가입) 외 미디어 이용행태에 대한 맥락

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구․개인별 미디어 이용 특성을 다음의 항목으로 조사

하였다. 

 

[표 부록 1-2] 미디어 이용 능력 및 이용 활동 조사 항목 

조사 
항목 

선호도 현황 
이용 현황 

스마트 기기 자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종류 

TV 
좋아하는 TV 방송 프로그램 장르 

선호하는 TV 방송 채널 

신문 선호하는 신문사 

미디어 이용 
능력 

인터넷 인터넷 사이트 방문, 정보 검색 가능 

이메일 
이메일 열람, 작성/․송부, 파일첨부,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가능 

동영상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을 통한 영화․동영상 파일 재생 

가능 

문자 메세지 휴대폰 문자 메시지 열람, 작성․송부 가능 

인터넷 사이트 
이용 활동 

이메일 주로 사용하는 메일 계정(3개) 

블로그 주로 사용하는 블로그 계정(3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주로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3개) 

클라우드 서비스 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서비스 계정(3개) 

동호회/카페/클럽 
회원여부, 댓글 작성, 글 읽기, 게시물 게시,  

스크랩, 운영 여부 

뉴스/토론 게시판 댓글 작성 여부/스크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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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여 온라인 투표 참여/온라인 추천 기능 사용 여부 

N스크린  
이용 활동 

동영상, 음원 등을 다른 매체로 
이동시켜 이용한 경험 

컨텐츠별 저장매체, 특정 서비스 가입, 특정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기간 설정 등을 통한 이용 경험 

여부 

조사 
방법 

설문조사/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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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2012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미디어 

다이어리 

 

1) 측정 방법론(Multi-layered Approach) 

“Multi-layered Approach of Media Use Events”란, 콘텐츠가 플랫폼을 

넘나드는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의 정확한 미디어이용 조사를 위해 콘텐츠와 

패키징, 전송 플랫폼, 단말기의 네 가지 층위(Layer)별로 매체 이용행태를 시

간적, 공간적 맥락에서 입체적으로 측정하고 각 층위 별 해당 사업자와 이용

자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틀이다.  

 

[표 부록 2-1] 미디어 이용의 4층위(Layer) 

Contents Packaging Delivery Platform Device 

개인/미디어 기구가 제
공, 생산하는 콘텐츠의 
종류 

실시간/비실시간, 패
키지미디어 여부 등 
패키지 속성 

플랫폼 사업자의 물리적 네트
워크 
유/무선, 일방향/양방향 등 콘
텐츠 전달 방법 

이용 단말기 

 

2) 측정 방법 

미디어 이용행태 측정을 위한 4층위 접근방식을 통해 미디어 이용 행위를 

분류하고, 응답자 보기카드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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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 2-2] ‘Multi-layered approach’를 통한 미디어 이용 행위 측정 

이용자 콘텐츠 네트워크 + 플랫폼 패키지 매체 

TV/ 
라디오/ 

방송   
프로   
그램 

지상파 TV 방송프로그램 
케이블 TV 

방송서비스 (유선 
+ 케이블 방송) 

실시간 
여부 

1, 종이 매체 
신문 / 책 / 잡지,  

그림 / 사진 / 편지(쪽지) 

비지상파 
TV 방송프로그램 

종합편성채널 
TV 방송프로그램 

IPTV 방송서비스 
(유선 + 케이블 

방송) 
TV 데이터방송 프로그램 

위성방송 서비스 
(위성 + 위성방송) 

2. TV 
가정용 TV 수상기 / 앰비언트 

TV 수상기 / 휴대용 TV 
수상기 /  

차량용 TV 수상기 

라디오 방송 혹은 
음악채널 프로그램 

지상파 
DMB 서비스 

(지상파 + DMB) 

영화 
(동영상)/ 

UCC/ 
음악 

(음원)/ 
사진 

영화/동영상(영화제작사, 
프로덕션 등 제작) 

UCC(개인창작 콘텐츠) 
동영상 

위성 DMB 서비스 
(위성 + DMB) 

음악․음원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 (지상파 + 

지상파방송) 

3. 컴퓨터 
 데스크톱 PC / 노트북 PC / 
넷북 / 태블릿 PC / PDA / 

내비게이션 / 
아웃도어미디어키오스크 

사진 

유선전화 서비스 
(유선 + 전화) 

신문 / 책/ 
잡지 

신문 기사 

패키지 
여부 

(CD 등 
물리적 
패키지 
가 있는 
경우) 

4. 전화기  
공중전화기 / 일반전화기 / 

인터넷전화기 / 일반휴대폰 / 
PDA 폰 / 스마트폰 

이동통신 
전화서비스 

(이동통신 + 전화) 
책 

잡지기사 유선인터넷 
(유선 + 인터넷) 

통화/ 
이메일/ 

채팅 

통화(음성/영상) 

문자 메세지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이동통신 + 
인터넷) 

이메일(e-mail) 
Wi-Fi 무선인터넷 

(유선 Wi-Fi + 
인터넷) 채팅/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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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검색/ 
소셜  
네트 
워크/ 
상거래 

정보콘텐츠 Wi-Fi 무선인터넷 
(이동통신 Wi-

Fi+인터넷): 단비, 
에그 

 
 

패키지 
여부 

(CD 등 
물리적 
패키지 
가 있는 
경우) 

5. 촬영기기  
디지털카메라 / 비디오 

녹화기기(캠코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와이브로 서비스 
(무선 

+휴대인터넷) 
6. 오디오 기기  

일반라디오 / 가정용 
오디오기기 / 카오디오 / 

오디오레코더 / 
휴대용 오디오 기기 

온라인상거래사이트 

없음 없음 

자체 
기능 

게임 게임 

다른 
미디어 
기기 
연결 

문서/ 
그래픽 
작업 

컴퓨터 문서 작업 
프로그램 7. 비디오 재생/녹화기기 

 VCR / DVD 플레이어 / 
PVR ․ DVR / 

DivX 플레이어 / 
휴대용 비디오 재생기기 

(PMP 등)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그림/ 
사진/ 
편지 

그림 공간 
미디어 사진(앨범) 

편지․쪽지 

유통 

우편 

8. 게임기  
휴대용 게임기 / 가정용 

게임기 
방송 옥외․지하철 방송 프로그램 

9.  공간미디어  
영화관 / 노래방 / 경기장 

멀티미디어방 / 
공연장(연극 및 콘서트) / 

갤러리 / 박물관 

공간 
미디어 

영화관/노래방/멀티미디어 
방/공연장/갤러리/박물관 

/스포츠 경기장 

패키지 
미디어배급 

 

3) 미디어 다이어리 조사 항목과 조사 방법 

개인용 설문지 내 3일분‘체크리스트’를 통해 9가지 미디어 기기 사용 경

험을 체크하도록 한 뒤, 해당 기기의 행위 및 연결코드를 찾을 수 있는 페이

지를 제공하였다. 콘텐츠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응답자에게 요구하

는 경우 응답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응답자들이 응답하기 쉽도

록 이를 재그룹화한 응답자용 보기카드를 제공하였다. 매체별 (무엇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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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어떻게: 연결코드)를 보여주는 미디어 다이어리 보기카드를 참조하

여 응답자가 직접 두 가지 코드를 시간대별(15분 단위)로 기입하도록 구성하

였으며, 이를 통해 매체(대분류 9, 소분류 39), 연결방법(대분류 4, 소분류 

20), 미디어 콘텐츠(대분류 9, 소분류 38)로 나누어 총 29,640가지 미디어 

행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자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뢰성 있는 데이

터 확보가 가능하였다. 또한 개인용 설문지 내 응답지에 9가지 매체를 나열하

여, 동시간대 동시 미디어 이용 행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부록 2- 3] 미디어 다이어리 조사 항목 

조사항목 
시간대별 

(15분단위) 

무엇으로(미디어 기기) 

무엇을(콘텐츠) 

어떻게(연결 방법) 

장소 

배경활동(수면) 

조사방법 설문조사/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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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2-1] 응답자용 미디어 다이어리 보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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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2-2] 미디어 다이어리 응답표－일일 미디어 이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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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2- 3] 미디어 다이어리 응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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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current consumer’s preference on media consuming 

behaviors especially based on situation variable like ‘where’ and ‘when. Each consumer 

has the choice situation among media alternatives which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Device, Network, and Contents. Selected alternatives within each category are 

integrally combined as a single media likely to be consumed. In this perspective, analysis 

just within each category is the one which only focus on technical attributes and benefits 

of alternatives in that category and also not reflects consumers’ changed media habit.  

This paper focus on 5 main media services and behavior: Print, Radio, TV, Internet, 

Mobile. Those main media services(or behavior) are configured by sub media alternatives 

which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media devices, media network, media contents. For 

example, one media behavior ‘viewing TV in home’ can consist of media 

device(smartphone) – media network(Wireless Internet) – media contents(TV VOD). 

‘2012 Korea Media Panel Survey’ from KISDI(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is well-fitted data for this paper. Questions in this survey fully reflect 3 

category-multiple choice situations which are media device, media network, media 

contents. Multivariate probit model allows us to investigate correlation between each 

stochastic term of alternatives so that substitutive and complimentary patterns of 

purchasing can be researched. While consumer will make a multiple choice 

subconsciously recognize value-chain of media system, this multivariate probit model 

with Bayesian approach is plausible.  

Through this analysis, we can investigate consumer’s preference on media consu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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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and alternatives which jointly consumed frequently and preferably. Using the 

results, we can take implications for both companies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We 

can suggest variety of strategies for targeting specific consumer segment like digital 

natives and developing media services. For policy makers, this paper can give 

implications for market definition issues in media industry and also can suggest potential 

strategies for accompanied growth in media categories.  

 

 

Kewords: Value-chain of media industry (C-N-P-T), Media consuming behavior, 

Media convergence, Multivariate prob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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