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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콘텐츠 이용자들은 산업 생태계에서 위상이 크게 제고되어, 산업 내 변화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제 사업체나 종
사자 층위에서 뿐만 아니라,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이 필요함
▪ 현재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으
나, 이용자들의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일부 대기업 중
심으로 접근성이 제한적인 편임

2)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향후 콘텐츠 이용자들의 변화 양상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현재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생산되고 있는 기존 주요 데이터 현황을 분석하여,
콘텐츠 이용자 조사 등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공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를 주요 범위
로 설정하며, 시간적으로 가능한 한 최신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도록 함
▪ 데이터 생산의 기초인 콘텐츠 및 이용자에 대한 정의와 범주, 측정 방식의 다양성
을 검토하고, 국내 주요 조사통계 자료의 경우 설계 구조와 내용을 심층 분석함

2)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자료 분석과 전문가 자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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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현황
가. 콘텐츠 이용자의 정의와 범주
▪ 콘텐츠, 콘텐츠 산업, 그리고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의 방식은 국·내외 매우 다양
하며, 이에 따라 콘텐츠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려움
▪ 본 연구의 주 목적인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
해, 본 연구는 ‘콘텐츠 이용자’를 통계법상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가 구분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설정함
▪ 콘텐츠 이용행위는 온라인 공간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의 행위로 확장되는 융ㆍ복합적인 성격을 가짐

나. 콘텐츠 이용자 대상 데이터 생산 현황
1) 정형 데이터

▪ 콘텐츠 이용자 층위에서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들 가운데, 정형 데이터로 생산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조사통계 자료임
- 조사통계 자료는 공공, 민간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고 다양하게 생산되나, 작성
목적에 따라 대표성 확보 여부에는 차이가 있음
- 국가승인 통계자료는 통계청 기준에 따라 표본설계시 비교적 엄격한 작성 심사
과정을 거치고, 표본추출시 필수적으로 확률표집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성을 갖추었다는 강점이 있음
- 민간에서 생산되는 조사통계 자료들은 작성주체인 기업 또는 사업체가 비공개
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공개 자료 외에는 접근성이 제한적임

2) 비정형 데이터

▪ 콘텐츠 이용자 층위에서는 비정형 데이터도 활발하게 생산되며, 일반적으로 SNS
중심으로 자유롭게 생성되는 빅데이터가 가장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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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면서, 콘텐츠 이용양상
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트래킹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로그 데이터도 있음
▪ 콘텐츠 기업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고객 데이터 흔적(Data trace)도 이에 해당함

3) 시사점

▪ 콘텐츠 이용자의 이용행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함

3. 콘텐츠 이용자 대상 주요 데이터 분석 결과
가. 주요 조사통계 표본설계
▪ 현재 공공영역에서 콘텐츠 이용자의 양상을 부분적으로나마 검토할 수 있는 국가
승인통계는 7종,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실태조사는 10종 정도로 파악됨
▪ 국가승인통계들은 대부분 횡단면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장기 추적조사하는 종
단면 자료는 보다 심층적인 정책 발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 예산과
인력 등에 투입 자원이 많이 필요함

<표> 콘텐츠 이용자 대상 주요 국가승인통계
분야

조사명

대상

주기

연혁

국민문화예술
전국 만 15세 이상
활동조사

1년

1988년
- 현재

10,000가구
다단계 층화
(10,099명)
집락 확률표집
※ 99명 추가조사

횡단

국민여가활동
전국 만 15세 이상
조사

1년

2006년
- 현재

10,000가구
다단계 층화
(10,088명)
집락 확률표집
※ 88명 추가조사

횡단

사회 생활시간조사 전국 만 10세 이상

5년

1999년
- 현재

12,435 가구
(26,091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1년

2010년
- 현재

4,260 가구
(10,302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종단

1년

1999년
- 현재

25,050 가구
(60,000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1년

2000년
- 현재

4,042 가구
(6,029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문화

미디어

한국미디어
패널조사

전국 만 6세 이상

인터넷
전국 만 3세 이상
과학 이용실태조사
기술
방송매체
전국 만 13세 이상
이용행태조사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자료배열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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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매체이
청소년 용및유해환경 전국 초4~고3 학생
실태조사

2년

1999년
633개 학교
- 현재 (14,536명 학생)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통계청(2019) 2019 생활시간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2020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2020) 2020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재정리

▪ 콘텐츠 세부산업별로 생산되는 주요 실태조사들은 표본 대표성에 있어서는 국가승
인통계 자료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트렌드를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안정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과 가치
가 있음

<표> 콘텐츠 이용자 대상 주요 실태조사(비승인통계)
분야

조사명

대상

주기

연혁

표본규모

웹소설이용자
실태조사

만 10세 이상
59세 이하

-

2020년

이용자 2,008명
미이용자 1,330명

성별·연령별·
지역별
할당표집

횡단

만화이용자
실태조사

만 10세 이상
59세 이하

1년

2019년
-현재

3,000명

성별·연령별·
지역별
할당표집

횡단

애니메이션
이용자
실태조사

만 3세 이상
59세 이하

1년

2019년
- 현재

3,000명

성별·연령별·
지역별
할당표집

횡단

만 3세 이상
59세 이하

1년

2019년
- 현재

3,000명

성별·연령별·
지역별
할당표집

횡단

게임이용자 1차년도(2014년) 1년에 2014년패널연구 기준 초4, 중1, 고1 2회
현재

상반기 2,000명
하반기 1,728명

임의표집

종단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만 10세 이상
65세 이하

1년

2011년현재

이용자 2,165명
미이용자 919명

성별·연령별·
지역별
할당표집

횡단

음악이용자
실태조사

만 10세 이상
59세 이하

1년

2019년현재

3,000명

성별·연령별·
지역별
할당표집

횡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패널
조사

만 17세 이상
64세 이하

1년

2018년현재

4,233명

성별·연령별·
지역별
할당표집

종단

콘텐츠
캐릭터이용자
산업
실태조사

정보
통신

vi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 기반연구

표본추출방법 자료배열

언론

언론수용자
조사

만 19세 이상

1년

1984년현재

5,010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사회

국민생활시간
조사

만 10세 이상

5년

1980년현재

3,408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웹소설이용자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만화이용자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애니메이션이용자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캐릭터이용자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게임이용패널 5차년도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게임이용자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음악이용자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2019),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페널데이터 구축 및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조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2015), 2015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 재정리

나. 주요 조사통계 프레임
▪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조사통계 자료들은 대부분 ‘콘텐츠 이용행태’
중심의 정보를 수집하는 프레임을 갖추고 있음
▪ 콘텐츠 이용행태는 소비자 선택 매커니즘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틀로 활용되는 시
간할당론에 기반하여, ‘시간’, ‘기기’, ‘지출’ 관련 정보를 측정하도록 구성됨
- 자료별로는 세부적인 측정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많음
▪ 콘텐츠 이용과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정보로는 콘텐츠 이용
만족도, 일반적인 삶의 질, 콘텐츠 관련 정책 등이 수집되고 있었으나, 구성 여부나
내용, 측정 방식은 자료별로 매우 상이함
- 자료별로 주요 조사 용어의 차이도 큰 편으로 확인됨

4. 전문가 자문 분석 결과
가. 분석 개요
▪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데이터들의 현황, 주요 조사통계
자료들의 설계 구조와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콘텐츠 이용양상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방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진행함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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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결과
▪ 현재 공공,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으
나, 콘텐츠 이용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함
▪ 대표성을 갖춘 조사통계 구축의 필요성
- 무엇보다 공공영역에서는 대표성을 갖추고, 콘텐츠 이용 지형과 양상을 종합적
으로 조망할 수 있는 조사통계를 구축하여 중심 데이터로 기능할 필요성이 제기
됨
▪ 측정 차별성
- 기존 자료들과 중첩되지 않는 가장 큰 차별성은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며, 통계법상 분류체계가 변경된다면 그 흐름에 최대한 맞
추도록 관리하는 것이 자료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임
- 콘텐츠 분야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측정이 소홀했던 ‘공연’ 분야가 급속히 온
라인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계속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높음
- 콘텐츠 이용행동 분류를 너무 세밀하게 구분하면 측정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지
양하는 편을 추천함
-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와 인식, 정책 정보를 함께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
▪ 조사 범위 확장
- 콘텐츠 이용자 조사 범위는 가능한 한 최대 범위로 확장하되, 특히 최고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미성년의 경우 별도의 방법론을 적용하거나 별도 조
사로 분리해야 함
- 특히 현실적으로 1개 이상의 콘텐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집단을 구분하기 어
렵고, 특정 콘텐츠만 이용하는 집단(마니아 집단) 등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상황
이므로, 초기 표본설계는 ‘전국민 인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는 것
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조사 주기는 1년이 적합하며, 기본적으로 조사 예산과 인력 등을 충분히 지원하
여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를 개발할 때 주기 간격을 보다 좁히는 것이 좋음
▪ 혼합조사방법론 적용 및 다이어리 조사 개발 등에 요구되는 예산, 인력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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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가.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구축의 방향성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인 성장과 변화를 주도하는 최전선에 있
고, 콘텐츠 생산과 소비 간의 상호영향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 현실에서, 산업적 영
향력이 증대한 콘텐츠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함
▪ 현재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이용자 층위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으나, 콘
텐츠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주를 설정함으로
써 자료 간 상대 비교가 어려운 편임
▪ 또한,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축적된 데이터들은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는 수익
증대에 직결될 정도로 가치가 상승하였으나,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양상을 검토
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임
▪ 콘텐츠 이용자 대상의 데이터는 조사통계 자료 중심의 정형데이터, 로그데이터,
빅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함

<표>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현황 및 특성 분석결과
구분

조사통계

로그데이터

빅데이터

형태

• 정형데이터

• 반정형데이터

• 비정형데이터

장점

• 대표성(국가승인통계)
• 편의성(실태조사 등)

• 정밀 분석이 가능한 정보
수집

• 시의성
• 저비용

단점

• 이용행태 파악에 제한점 있음
(비용, 전문성 필요)

• 정보 접근성

• 대표성이나 정확성 취약

비용

• 표본 대표성이 확보될수록 고
비용

• 고비용

• 상대적으로 저렴

작성 소요
시간

• 예산, 방법론에 따라 차이

• 매우 신속

• 보통

주요 활용
목적

• 정보의 지속적인 축적
• 체계적인 분석

• 시의적인 기술통계치
파악

• 이용행태 및 상호작용 분석
• 기업 수익 증대 및 마케팅
목적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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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영역에서는 현재 주로 조사통계 자료가 생산되고 있으나,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절대량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로그데이터나 빅데이터는 주로 민간 영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일반 정보 이용자
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임
- 콘텐츠 이용자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SNS 데이터를 활용하
는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빅데이터 ISP를 세부분야별로 수립하여,
그동안 잘 활용되지 못했던 공공데이터를 발굴,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있음
▪ 이러한 현황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향후 콘텐츠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양상을 종합적으로
수집, 검토, 분석할 수 있는 콘텐츠 이용자 조사 개발을 우선적으로 제안함

나. 콘텐츠 이용자 조사 구축
▪ 콘텐츠 이용자 조사는 콘텐츠 이용자 층위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 가
운데, 콘텐츠 이용양상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의 축적과 장르 간 상호 비교가 가능
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함
- 조사통계의 최대 강점이 대표성에 있고, 특히 콘텐츠 분야에서 최근 다양한 종
류의 이용자 데이터 흔적(data trace)를 활용한 빅데이터의 활용도 활발한 추세
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콘텐츠 이용자 조사는 가능한 한 표본의 대표성과 내
용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출 필요성이 높음
- 대표성을 갖춘 콘텐츠 이용자 조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 사회
인구 구성을 반영한 표본설계가 중요함
- 시의성을 갖춘 콘텐츠 이용자 조사는 콘텐츠 이용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 이
를 계절별, 또는 반기별로 파악하여, 시장의 민감성이나 이용자의 관습적인 이
용행태의 변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임
- 시의성 자체를 주 목적으로 한다면, 조사통계 자료보다 대표성이 다소 부족하더
라도 비정형 빅데이터 중심의 여론 및 반응 데이터 활용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콘텐츠 이용양상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콘텐츠 이용자 조사의 분류체계는 이용자 관점에서의 현실적인 콘텐츠 이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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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능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영화, 방송, 음악, 공연’ 9개로 구분함
- 조사목적은 ‘우리나라 국민의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콘텐츠 산업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조사대상은 시작 연령은 만 10세 이상으로 설정하되, 연령 상한선에 제한을 두
지 않도록 함
- 조사방법은 현재, 대면조사나 온라인 조사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음
- 조사 프레임은 다음과 같이 제시함(구성 이유는 본문, 조사지는 부록 참조)

<표> 콘텐츠 이용자 조사 프레임 안
구분

내용

응답자 일반현황
(사회경제적 요인)

성, 연령, 지역, 학력, 경제활동여부, 소득, 직업, 가구유형

콘텐츠 이용 경험

•
•
•
•
•
•
•

콘텐츠 이용 인식

•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이슈
(문화가 있는 날, 주52간제, 할인 혜택 및 무료 이용,
개인정보보호, 셧다운 제도, 성인지 감수성)
• 평소 삶의 만족도
• 평소 건강

콘텐츠 이용 장르
콘텐츠 주 이용 기기
콘텐츠 이용 장르별 평균 이용시간(평일, 주말 구분 시간일지)
콘텐츠를 주로 이용하는 장소
콘텐츠 이용 상황(혼자, 함께 이용하는 사람)
콘텐츠 장르별 유료결재 경험 및 금액
콘텐츠 지출 내용(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관련 상품 구매)

다. 콘텐츠 이용자 행동 데이터 활용 방안
▪ 콘텐츠 이용자 층위에서는 PC나 스마트폰과 같이 콘텐츠 이용과 밀접한 사용관계
에 있는 특정 기기에 특화된 이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로그 데이터는 기기 기반의 이용 정보를 수집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보
제공과 설치 동의가 허락된 이용자들의 웹로그 기록을 수집, 가공하여, 최종적으로
이용자들의 특정 서비스에 대한 행동 분석이 가능함
- 이러한 로그데이터는 대부분 현재 민간 기업 내부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활용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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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나, 외부에서의 접근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임
- 현재 국내 거주자를 무작위 층화추출하여, PC 및 모바일 운영체제별 사용자 패
널을 대상으로 실시간 수집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됨
- 로그 데이터는 콘텐츠 이용행태를 장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상품별, 플랫폼
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이러한 로그 데이터를 활용한 행동 분석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보유한 데이
터를 활용한 행동 분석과는 내용상 차이가 있음
▪ 콘텐츠 이용자들의 행동 패턴이 매우 복잡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기기나 채널,
플랫폼 등 서비스 경로 또한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사통계, 로그 데이터,
그리고 SNS 텍스트 데이터나 구매 행동 데이터 등에 이르는 비정형 빅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가치는 높음
-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비정형 데이터는 콘텐츠 이용자들이 생산하
는 SNS나 블로그, 커뮤니티 등 공개 메시지 형태가 대표적임
- 이러한 종류의 빅데이터는 시의성이나 분석 목적, 맥락 등이 매우 중요함
- 콘텐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특정 주제 분석에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음
- 실제로 팬덤 등 특유의 행동 분석을 진행한 사례들도 다수 확인됨
- 텍스트 데이터 외에 영상 데이터로 확장하더라도, 유튜브, 네이버 TV 캐스트
등 콘텐츠가 생산되는 개별 사이트별로 이용 행동 분석, 감성 분석 등 다양한
형태의 기획이 가능함(이호영 외, 2019)
▪ 그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자원은 기획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고,
콘텐츠 특성상 각 분야별 특수성이 있어, 정보전략계획 수립 등 별도의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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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콘텐츠 이용자의 위상 제고
▪ 콘텐츠 산업은 생산과 소비의 기반이 되는 기술, 기기, 서비스 방식 등 다측면에서
빠른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
▪ 콘텐츠 이용자들은 수동적인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콘텐츠 선택의 폭을 넓히며,
콘텐츠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 속도에도 민감하게 영향
을 미치고 있음
- 콘텐츠 이용자들의 선호도, 취향, 가치관, 또는 콘텐츠를 포함한 관련 소비의
구매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등 기업의 수익 발생에 직접적
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산업 생태계에서의 위상이 제고됨
- 실제로 콘텐츠 이용자들은 최근으로 올수록 콘텐츠 생산 측면에 더욱 빠른 속도
로 즉각적인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며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진흥을 위해서는 이제 생산, 제작, 유통 등 전통적인 콘텐
츠 생산 각 단계의 핵심 역량을 높이는 것 외에도, 콘텐츠 이용자들의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산업계가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에 반영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함
▪ 콘텐츠 정책 측면에서도 콘텐츠 이용자들의 변화 양상과 그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도를 높여,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산업의 전반적인 관계를 상호 고려
한 정책을 수립하고,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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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콘텐츠 이용자 대상 데이터 생산 현황과 한계
▪ 콘텐츠 이용자들의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콘텐츠
이용자 층위에서의 데이터 구축과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함
- 특히 콘텐츠의 특성상 생산과 이용 양 측면은 기술이나 데이터와 매우 친화적인
관계에 있음(이호영 외, 2019). 이는 콘텐츠가 플랫폼 중심의 미디어 환경, 데
이터 기반의 기술과 기기, 사회 구조의 변화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
임
▪ 콘텐츠 이용자들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매우 다양
한 작성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고 있음
- 현재까지는 공공영역에서는 주로 조사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민간영역에서는
비정형 빅데이터나 통계 자료들이 생산되고 있음
- 공공영역에서 생산되는 콘텐츠 이용자 층위에서의 조사통계 자료들은 콘텐츠
이용의 현실적인 동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편인데, 그 이유는 콘텐
츠에 대한 정의와 범주 설정의 방식이 작성주체에 따라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콘텐츠 이용양상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일부 대규모 콘텐츠
기업이 유리한 경향이 있음. 이와 대조적으로, 콘텐츠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
적으로 수집,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불리한 소규모 사업체들은 상대적으
로 콘텐츠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 활용과 접근성이 제한되어, 정보 격차를 겪을 가
능성이 높음
-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서 콘텐츠 이용자 관련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략 수립이나 수익 증대로 직결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상 플랫폼,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보다 밀접한 일부 기업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임
▪ 정책 측면에서도 콘텐츠 이용양상이나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는 양적으로도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장르별 이용양상을
보고하는 자료가 많이 생산되는 상황에서는 콘텐츠 이용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
서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함
- 콘텐츠 산업 정책의 주요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통계법상 콘텐츠산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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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류체계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기반이 취약
함으로 인해 다른 부처나 일부 기업이 공개하는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었음
- 일례로 코로나 이후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오프라인 콘텐츠 이용이 감소하고,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 또한 특정 기업들의 공개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외부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파악하거나 심층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데
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함

다. 콘텐츠 이용양상과 인식 변화를 종합하는 데이터의 필요성
▪ 콘텐츠 이용양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이처럼 다양한 데이터들 중에서도, 콘텐
츠 장르 간 이용행태와 이용자들의 가치관, 취향 등 인식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
토할 수 있는 중심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이를 통해 산업계에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콘텐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정책적으로도 향후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 콘텐츠 이용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무엇보다 콘텐츠 전 장르를 종합적
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콘텐츠 이용을 여가나 미디어 기기 사용의 일부로 파악해 온 기존 통계자료들도
콘텐츠의 현실적인 이용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문화체육
관광부, 2018; 한준 외, 2017)
- 플랫폼 서비스 차원에서 콘텐츠 이용 추이를 파악한 자료들도 콘텐츠 이용의
극히 일부를 범주로 설정해 온 측면이 있음
▪ 본 연구는 콘텐츠 이용자 층위에서 생산되어 온 기존 데이터들이 콘텐츠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기준에 의해 작성됨으로써 콘텐츠 산업과 이용자를 종합적으로
통찰하기 어려웠던 점에 주목하여,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데이터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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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가.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생산 현황 파악
▪ 본 연구는 우선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생산된 기존 데이터 현황을 파악함
- 이를 통해 콘텐츠와 이용자에 대한 관점이나 작성주체에 따라 콘텐츠 이용양상
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콘텐츠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
터가 생산될 필요성이 있음을 이해함

나. 콘텐츠 이용자 대상 주요 조사통계 분석
▪ 다음으로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주요 조사통계 자료를 분석함
- 분석 범위를 조사통계 자료로 한정한 이유는 현재 공공영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의 주된 형태이기 때문임
- 이 과정에서 콘텐츠 이용자 대상 기존 조사통계 자료들의 표본설계 및 자료배
열, 내용 구조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현황과 한계점을 파악함
▪ 나아가 향후 콘텐츠 장르 간 이용양상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심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도출함. 이 결과에 기반하여, 콘텐츠 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수렴함

다. 콘텐츠 이용자 조사안 도출
▪ 최종적으로 콘텐츠 이용자 층위에서의 데이터 개발의 방안을 제시하고, 중심 데이
터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이용자 조사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것을 목적
으로 함

라.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활용 방안
▪ 그 외에도 빅데이터 등 콘텐츠 이용자 층위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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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에서 다루는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관련 내용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로 설정함
- 콘텐츠 및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부 해외
문헌자료를 활용함

나. 시간적 범위
▪ 본 연구 분석의 주된 시간적 범위는 1999년 이후 2021년 현재 시점으로 설정함
- 이는 연구 사전 검토단계에서, 콘텐츠 이용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의
최초 설계 검토가 가능한 시점이 1999년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임
- 기존 주요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최신 생산 자료를 활용함
▪ 주요 분석 자료인 기존 조사통계 자료를 심층분석 시, 자료의 표본설계와 내용의
구조적 근간으로 활용된 이론적인 논의는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파악할 수 있도
록함

다. 내용적 범위
▪ 본 연구는 첫째, 국내 중심으로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의 생산 현황을 파악함
- 우선 데이터 생산의 기초인 콘텐츠 및 이용자에 대한 정의와 범주, 이에 따른
측정 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함
- 또한 국내 시장의 데이터 생산 현황에 집중하여, 현재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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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산되는 데이터들이 콘텐츠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서로 다르게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함
- 이를 통해 콘텐츠와 이용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활용 목적에 따라, 데이터의 생
산 형태와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함
- 이러한 배경에서, 콘텐츠 이용자 층위에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활용하
고자 하는 데이터 수요 측면에서는 콘텐츠 이용자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자료 생산이 필요함을 제기함
▪ 둘째,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주요 데이터들 가운데, 공공영역에서
생산된 주요 조사통계 자료를 심층 분석함
- 다양한 데이터들 가운데, 주요 심층분석 자료를 조사통계로 집중한 이유는 현재
공공영역에서 생산하는 주요 데이터의 형태이며, 동시에 데이터의 구조와 내용
양 측면에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함
- 각 조사통계 자료 분석은 형태와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함. 형태 분석은 조사통
계의 표본설계 및 자료배열 구조를 중심으로, 내용 분석은 각 자료가 설계한 프
레임 구성을 중심으로 함. 특히 통계 프레임워크는 통계 작성의 주요 목적에 따
라, 각 변인들의 구성 뿐만 아니라, 측정 변인들 간의 구성, 즉 자료의 전반적인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함임
- 이처럼 각 자료의 특이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양상을
종합적으로 측정, 분석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 셋째, 앞선 연구과정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콘텐츠 산업과 이용자들에 대한 이해도
가 높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함
- 이를 통해 향후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시 유의해야할 점들에 대한 의견을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중심 데이터로서 조사 개발에 필요한 의견을 함께 수집하
고자 함
▪ 종합적으로,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향후 콘텐츠 이용자 층위에서 보다 더 다양
하고 유익한 양적 데이터들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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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자료 분석과 전문가 자문임
- 콘텐츠 이용양상을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존의 기초통계
보고서, 관련 논문, 서적 등의 자료는 문헌 분석을 진행함
- 한편, 연구과정에서 콘텐츠 산업과 이용자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차별성을 갖춘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에 적합한 방법론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성과 안을 제시하도록 함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수행방법

연구 내용

연구심의

문헌연구

연구 설계

착수 연심

문헌연구

· 콘텐츠 이용자 정의와 범주 검토
· 콘텐츠 이용자 대상 기존 주요 데이터 구조 및 내용 분석

전문가 면접
및
서면자문

·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을 위한 방향성 및 트렌드 검토
· 조사 설계방법 및 내용 관련 의견 수렴, 초안 검토

연구진 회의

·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 방향성 제시
· 콘텐츠 이용자 조사안 도출

최종 연심

추가 보완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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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현황

제1절 콘텐츠 이용자의 정의와 범주

1. 콘텐츠 이용자에 대한 정의
가. 콘텐츠와 콘텐츠 산업
▪ 본 연구의 핵심적인 대상인 ‘콘텐츠 이용자’에 대한 정의는 데이터 구축 초기 단계
에서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으나, 실제로 학술적으로나, 통상적으로 일정하게
규정된 바는 없음
▪ 이는 국내·외 ‘콘텐츠’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의가 일정하게 확립된 바가 없고,
다만 공통적으로 온·오프라인 유·무형의 정보, 문화, 오락,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물리적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는 특성과도 연관성이 있
음(김소연 외, 2020)
▪ ‘콘텐츠’에 대한 국내 정의는 <콘텐츠산업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 제시
하고 있음
▪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내 정의는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마련한 ‘콘텐츠 산업 특수
분류체계’가 12개 세부 산업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나. 콘텐츠 이용
▪ 콘텐츠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의가 이처럼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의 또한 상대적으로 유연한 편이라 할 수 있음
▪ 원론적으로 콘텐츠 산업이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단계를 넘어, 인지혁명기로 설
명되는 4차 산업혁명 이행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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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 주체는 기업, 가계(가구), 정부 또는 다양한 조직 및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
양할 수 있음
[그림 2-1] 디지털 경제 구조와 콘텐츠 이용 주체의 탐색
생산자

재화

속성

이용자

‘WHO’

‘WHAT’

‘HOW’

‘WHO’

• 기업

• 디지털 주문

• 상품

• 가계
• 정부
• 개인 등 기타

• 가계

• 플랫폼 기반

• 서비스

• 비영리기관

• 기업

또는

• 정보·데이터

• 정부

또는

• 비영리기관

디지털 방식의 배송

• 개인 등 기타

기반 요소
자료: Ahmad and Rbeosky(2018) 활용 재구성

▪ 이러한 가운데, ‘개인 또는 개인성’이 디지털 경제, 지능정보사회 구조에서 중요성
이 부상한 이유는 생산, 유통, 소비 일련의 모든 단계에 미치는 개인의 영향력이
증대하였기 때문임
- 특히 콘텐츠 이용에 있어서는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기업(사업체)의 서비스의 영
향력과 개인의 주체적 선택권 간의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빠른 속도로 높아짐
(이호영 외, 2019)
[그림 2-2] 디지털 경제 생산, 거래, 소비 구조의 특징적 변화와 사례
디지털 마케팅
소비자의
직접 참여
및 판매
(B2C, D2C)

라이브 커머스

음식 및 신선제품의
배송산업

온·오프라인 연계
(O2O)

소셜 미디어

온라인 쇼핑산업

⇩

⇩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소비자직접판매(B2C, D2C)’ 방식 부상

인터넷 기술이 생활서비스업에
빠르게 적용되면서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O2O)’ 성장

⇩
개인 또는 개인성의 중요성 증대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연구소(2020),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전략 디지털뉴딜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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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이용’은 미디어 기기나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해 ‘디지털화된 산물(상품,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개인의 이용행태’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음
- 콘텐츠 이용을 미디어 이용과 거의 동등한 개념으로 접근하여,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 등 기기나 기술의 발전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사회문화적 행동’으로
다룬 것임(Ajzen & Fishbein, 1980; 송해룡, 2019)
- 이는 콘텐츠 이용이 기술이나 기기 등의 발전과 분리된 채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힘들기 때문에, 콘텐츠가 전달되는 기술적 기반에 따른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
치를 갖춘 ‘소비활동’으로 이해되기도 함(조항민 외, 2019)
▪ 한편 콘텐츠 이용을 주로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서 행해지는 여가활동’으로 간주
하여, 오프라인 기반의 전통적인 여가활동과 구별하는 방식도 있음
- 여가활동은 학술적으로 ‘생활에서 모든 의무와 책임,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활
동, 즉 노동, 학습, 가사, 돌봄, 또는 수면이나 개인 유지, 이동 행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유로운 시간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다뤄짐
(Ermisch, 2000, Gershuny, 2019; 김성희·심상신, 2018)
- 본래 여가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 교제, 종교 활동 등의 폭넓은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TV, 라디오 등의 전통적인 미디어를 이용한 콘텐츠 이용과
스마트기기, 인터넷이 결합된 뉴미디어를 이용한 콘텐츠 이용을 모두 포함하나,
그 내용은 작성주체에 따라 다양함(Gershuny, 2019)

다. 콘텐츠 이용자
▪ 이처럼 콘텐츠와 콘텐츠 산업, 그리고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의 방식이 다양하여,
콘텐츠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한 가지로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은 원천적으로는 어
려움
▪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를 축적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학
에서도 기기나 매체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들을 ‘콘텐츠 이용자’로 간주해왔
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함(송해룡, 2019)
- 콘텐츠와 아주 밀접한 개념인 ‘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정의 또한 명확하게 규정
된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대중문화 등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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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가치가 있음(이호영 외, 2019)
- 최근에는 미디어 기기나 플랫폼 서비스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이용자들의 이용
양상 또한 복잡해지면서, 미디어 발전의 역사를 고려한 이용자 개념 정립이 시
도된 바 있음. 즉 미디어 기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및 서비스를 이용하
는 주체가 ‘다중매체 이용자, 소비자, 디지털 주민’이라는 개념에 이른다는 것인
데, 이는 콘텐츠보다는 정보통신 기술이나 기기, 파생 서비스 발전에 더 주목한
방식임
<표 2-1> 미디어(매체) 발전과 이용자 개념의 변화
미디어
발전

주요 매체 서비스
흐름

주요
기능

주요 사안

집합적
주체

신문, 라디오,
방송(지상파),
옥외광고

신문구독, 공영방송 시청,
전광판, 선거방송

여론
형성

·공적 사안의 인지 및 참여
·신뢰, 관용, 예절 등 미덕을 갖춘 정도

공중

인터넷
모바일

공공 와이파이, 알뜰폰,
인터넷 사생활보호,
올림픽 국가대표 경기관람

권리
주창

·서비스 대비 가격의 합리성
·사생활 등 인격권 보호 정도

시민

방송(비 지상파)

지상파 기획 및 편성,
공연 및 영화

기획
대상

·특정 내용에 대한 관심 정도
·시간대 별 매체 이용현황
·최대 동원 가능 청중 규모

수용자
(청중)

플랫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다중 매체,
다중 플랫폼,
다채널 서비스

정보환경
구성

·다양성:
·동시성:
·사회성:
·충족성:

다중
매체
이용자

인공지능(AI)

모든 종류의 유료매체
서비스

서비스
계약

최대 이용 서비스의 수
동시 이용 서비스의 수
사회적 이용 정도
동기 실현 내용

·최대 지불능력, 평균 지불능력
·계약 변경 빈도
·무료 서비스 이용 비중

소비자

자료: 이호영 외(2019)에서 재구성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자’를 통계법상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가 구분
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미디어 활동(사회문화적, 소비활동 등)’이나 ‘여가활동’에 대한 정량 자료
구축과 측정을 위해 정립된 미디어 이용자나 여가활동의 주체에 대한 정의와
차별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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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이용의 범주
가. 해외 콘텐츠 이용 범주
▪ 콘텐츠에 대한 정의가 국가별, 지역별, 작성기관별로 다양하다는 점으로 인해, 콘
텐츠 이용의 범주 또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됨
- 국제 공공기관인 UN, OECD, 또는 IMF 등이나, 콘텐츠 이용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 부처, 민간기업의 필요나 목적에 따라 콘텐츠 이용 범주를 다양하게 설정
하고 있음
[그림 2-3] 해외 주요 국가의 콘텐츠산업(문화산업) 특수분류체계 범주

자료: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2014),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Office National
Statistic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2017),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fication System.
통계청(2020),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 활용,
김소연 외(2020), 콘텐츠산업 분야 통계 체계구축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 인용

▪ 해외 주요 국가들 중, 콘텐츠 이용 범주를 설정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주요 조사통
계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영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는 콘텐츠 이용을 ‘사
교’나 ‘여가’, ‘엔터테인먼트’ 또는 ‘대중매체’ 활동 등의 다양한 범주의 하위 범주
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에는 영국 시간사용조사(UK Time Diary Study), 유럽 단위에서는 유럽통
합 생활시간조사(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미국 생활시간
조사(American Time Use Study)와 같이 국제 비교 분석시 활용도가 높은 자
료를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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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콘텐츠 이용 범주
▪ 우리나라에서도 콘텐츠 이용 범주는 정부 부처나 민간기업, 학계 등 작성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음. 공공보다 민간에서는 특정 서비스로 한정된 범주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는 통계법상 효율적인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구축되어,
콘텐츠 이용 범주를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음
- 특수분류는 통계 자료 작성시 반드시 적용해야 할 강제성은 없지만, 공공분야에
서 생산되는 콘텐츠 관련 통계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체, 종
사자, 이용자, 또는 품목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일관성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자료
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활용 가치가 높음
▪ 국가승인통계 자료들 가운데, 콘텐츠 이용 범주가 확인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
인한 결과,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 12개 범주를 모두 구분하는 자료는 없었음
-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광고’ 5개 분야는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 작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측정에 어려움이 있
어 별도의 자료로 생산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는 ‘영화’, ‘방송’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하위 범주를 별도로 설정하는 경우
도 있음
-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이용 범주를 확인
할 수 있는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생활시간조사, 한국미디
어패널조사,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7개 조사통계임
▪ 현재 국내에서 콘텐츠 이용 범주를 1개 자료에서 가장 폭넓게 설정한 자료는 국민
여가활동조사로,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방송, 공연 7개 분야를 측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하위 행동분류의 구체성 정도에는 분야별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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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콘텐츠 이용자 대상 데이터 현황

1. 정형 데이터
가. 국가승인통계
▪ 다음으로 본 절에서는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국내의 주요 데이터 현
황을 파악하고자 함.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는 크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음
▪ 정형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조사통계 자료임. 콘텐츠 이용자 대상의 조사
통계 자료는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음
▪ 이 가운데 국가승인 조사통계 자료는 통계청을 통해 표본설계에 있어 비교적 엄격
한 작성 심사 과정을 거치고, 표본추출시 필수적으로 확률표집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는 강점이 있음
- 확률표집의 기본적인 전제는 현실(전체 모집단)을 유용하게 기술하기 위해, 필
수적으로 모집단과 동일한 표본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임. 이를 두고, ‘표본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추었다’고 표현함.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표본이 모
집단을 모든 점에서 완벽하게 대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모집단에 대
한 유사 명부를 활용함
- 확률표집한 자료는 확률이론1)에 근거하여, 표본이 모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하
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됨. 현실적으로 대표성을 갖춘 표본을 구성하는데 필요

1) 확률이론은 각 조사의 성격에 따라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산출하는 표집기법을 고안하고, 표집결과를 통계
적으로 분석하기 적합하게 하는 근간임. 구체적으로 우리는 확률이론에 기반하여, 모집단의 변수에 대한
요약적인 기술인 모수(parameter)를 추정할 수 있게 됨. 즉,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을 사
용하는 것임. 확률표집은 모집단의 모수를 특정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비확
률표집보다 선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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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산이나 시간, 그 외의 자원 등 조건이 허락될 경우에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자료를 표집틀로 활용할 수 있음
▪ 현재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승인통계들은 모두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
표집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대부분 조사통계 원자료와 기초통계
보고서를 일반에 개방하고 있음. 참고로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표집틀을 사용해서 전국 조사구를 추출, 둘째, 조사구에서 조사가구를 추
출, 셋째, 조사가구에서 조사원을 추출함
- 최종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갖춘 표
본을 생산하는 과정을 거침. 이 때 모집단의 집단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하고, 또는 제곱근 값에 비례하는 비율을 적용하기도 함
- 국가승인통계 자료들 간 표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은 조사목적에 따라 목
표모집단과 표집틀이 상이하다는 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음

나. 주요 실태조사
▪ 공공 영역에서는 주요 실태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비승인통계 자료들도 생
산함. 이 자료들은 각 기관이나 조사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응답자 명부를
표집틀로 삼아, 이 단계에서 국가승인통계 자료들이 통계청이 제공하는 표집틀을
활용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비승인통계 자료들은 확률표집 방법을 반드시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
에, 제한된 예산과 기간, 인력, 또는 특수한 조사목적을 달성하려는 이유 등에 따라
조사방법, 내용, 속도 등 많은 부분이 결정됨
▪ 현재 콘텐츠 이용자 층위에서 지속적으로 작성되어 온 주요 실태조사들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용자 조사들인데, 세부적인 표본설계 방법
은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공식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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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간 통계 자료
▪ 그 외에도 국내 민간영역에서 콘텐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생산하는 통계 자료들
은 매우 다양함. 그러나 민간 통계 자료는 작성주체인 기업 또는 사업체가 비공개
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공개 자료 외에 자료나 결과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임
- 대표적으로 시청률 조사나 미디어(기기, 채널, 프로그램), 인터넷, 모바일 이용
등, 주로 방송 및 통신 분야 조사가 많은 편임
- 나아가 콘텐츠와 관련된 특정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채널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이용자 분석 통계자료의 생산 또한 활발한 편임

2. 비정형 데이터
가. 로그 데이터
▪ 한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과 기술 발전에 따라, 콘텐츠 이용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트래킹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작성되는 로그데이터도 있음
- 로그데이터는 원천적으로 웹로그, 또는 모바일 트래픽 정보를 수집하는 반정형
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가공 단계를 거쳐 결과적으로는 통계 형식
의 정형 데이터로 활용됨
- 최초의 정보 수집 단계에서, 크롤링 정형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정형화된 자
료배열 구조로 수집한다면 정형 데이터로 볼 수 있으나, 대체로 최초 수집 데이
터의 최소 단위가 정형화하기 어려운 형태가 많아 대다수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
하는 사례가 많음
▪ 로그 데이터를 최초 수집, 가공하는 방법과 조건에 따라, 정형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음
- 그러나 html 또는 SNS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의 다양한 로그 데이터들의
원천 형태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음(Salgani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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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로그 데이터: 정형·반정형·비정형 데이터 비교

나. 빅데이터
▪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라 지칭되는 비정형 데이터는 기업 내·외부에 다양하게 존
재함.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이용자 층위에서 기업 내ㆍ외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비정형 자료의 활용도 활발한 편임
- 비정형 빅데이터는 콘텐츠 이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영상, 이미지, 음악,
SNS, 또는 블로그 메시지 데이터처럼, 일정한 구조나 형태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용자 또는 품목으로서 콘텐츠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
용도가 빠르게 증가해왔음
▪ 콘텐츠 이용자에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의 기초자료는 주로 특정한 브랜드나, 특정
한 서비스에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들(데이터 흔적, Data trace)임
- 만약 기업이 내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콘텐츠 이용자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이용자들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나 반응 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데이터 규모가 크고 정보가 다양할수록 통계분석을 포함한 다차원 분
석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콘텐츠 이용자 대상 비정형 데이터들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기업 또는 사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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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나 접근성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일반
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기업이나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중시하는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또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경우 등 비공개 분석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음
-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은 전세계 이용자의
기업 내부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행동패턴을 파악할 수 있음. 이
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남긴 데이터 흔적을 활용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특정 고객이 검색한 기록, 서비스에 로그인한 시간, 서비스를 이용
하는 동안의 시간, 로그아웃에 이르는 시간에 이르는 각 이용시간대나 시간량,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 이용의 카테고리 정보, 특정 콘텐츠를 재생
또는 정지한 시간, 하루 또는 월간, 연간 로그인 횟수, 기기, 구매나 결재 관련
신용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행동패턴을 분석할 수 있음
[그림 2-5] 넷플릭스 이용자 성향분석 목적 빅데이터 종류

자료: AI 오디세이, 넷플릭스, AI를 활용한 고객분석으로 미디어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점함 (2021.03.24.일자 기사)
http://www.aio.world/news/articleView.html?idxno=690

▪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특정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이용양상
분석이 구체화되는 경향도 있음
- 기업이 내부적으로 보유하여 접근 가능성이 낮은 데이터와 주로 SNS나 커뮤니
티 여론 반응 행동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로 구분됨
제2장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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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공영역에서는 콘텐츠 분야별로 이용자 빅데이터 자료를 구축하거나 활용하
고 있는 상황이 서로 다름
-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생성되는 빅데이터의 활용 방법이 기획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일례로 출판 분야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
용 만족도나 의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챗봇 개발이나 도서관 프로그
램,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 사례가 있음
- 방송 분야의 경우, 국내·외 방송 콘텐츠 및 채널 이용자 등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연관어 분석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표 2-2> 콘텐츠 이용자 대상 빅데이터 활용 및 관련사업 추진 현황
구분
출판

주요 대상
도서관 이용자

만화·웹툰 만화·웹툰 이용자

활용 현황 및 추진 목적
도서관 이용 및 만족도 향상 의견 축적

국립중앙도서관

추천 엔진 개발 추진

중소기업청

영화

영화 이용자

예매율, 좌석점유율 정보 제공

영화진흥위원회

방송

방송 콘텐츠 이용자

인터넷 반응, 종합 반응, 해외 반응 파악

방송통신위원회

음악

음악 이용자·사업자 병합 데이터

음원 사용 및 거래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 국립중앙도서관(2018), 도서관 빅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중소기업청(2017), 사용자 빅데이터를 이용한 만화·웹툰 개인화 추천 엔진 개발
영화진흥위원회(2021),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검색결과
방송통신위원회(2021),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 검색결과
한국저작권위원회(2021),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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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사점

1. 콘텐츠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필요성
▪ 콘텐츠 이용자는 산업계나 사업체에 비해, 그동안 조사, 연구, 분석 대상으로서 상
대적으로 취약했으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구조에서 이용자의 영향력이 부
상함에 따라 이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짐
- 디지털 경제 구조에서 개인 또는 개인성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인데, 콘텐츠 산업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콘텐츠 이용자에 대한 섬세한 이해
를 위해,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요구됨
▪ 콘텐츠 이용의 주체로서 ‘콘텐츠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기업, 가계(가구, 가정), 정
부, 비영리 기관, 개인 등이 다양하게 해당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를
직접 이용하는 사람, 즉 ‘이용자 개인’을 대상으로 함
▪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의는 일정하게 확립된 바는 없으나, 국내 콘텐츠 및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의에 근거하면, 미디어 기기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서비스
나 상품을 이용하는 한 개인의 이용행태로 이해할 수 있음
- 한편으로는 여가(휴식,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나 사회문화적 활동(사회생
활, 사교생활)의 하위범주로 설명되어 옴
- 또다른 면에서는 콘텐츠의 이용이 미디어 기기나 플랫폼 서비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위라는 특성으로 인해, 미디어 기기나 플랫폼 서비스 등의
발전사에 따라 미디어 이용과 특별한 구분없이 다뤄져 온 측면도 있음
▪ 콘텐츠 이용행위는 ‘온라인’ 공간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오프라
인’ 공간 기반의 행위로 확장되는 융ㆍ복합적인 성격을 가짐
▪ 이러한 콘텐츠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데이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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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콘텐츠 이용에 직결된 소비 또는 소득 수준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 뿐만
아니라, 실제 콘텐츠 이용과 영향을 주고 받는 사회적 요인들, 콘텐츠 이용이라는
행위를 통해 획득하는 효용감 또는 선택에 영향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관련 정
책 등에 이르기까지, 콘텐츠 이용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
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해야 함
[그림 2-6] 콘텐츠 이용자 정보 가치 부상

2.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의와 범주의 다양성
▪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국가별, 지역별, 자료 작성기관별로 매우 다양
함. 본 장에서는 콘텐츠 이용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외 주요 자료를 구체적으
로 검토하여, 정의와 범주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였음
▪ 국제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조사통계 자료로 콘텐츠 이용 범주
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가 대체로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콘텐츠
장르를 범주화한 것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이는 콘텐츠 산업을 이해하는 국가적, 사회적 관점이 서로 다름으로 인한 결과
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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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영국이나 유럽, 미국에서는 콘텐츠 범주 내에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독립적인 장르로 구분하지 않았음
<표 2-3> 해외 주요 조사의 콘텐츠 이용 범주
콘텐츠
분류
(장르)

구분

유럽
영국
통합생활시간조사
시간사용조사
(Harmonised European
(UK Time Diary Study)
Time Use Survey)
●

●

미국
생활시간조사
(American Time
Use Study)

1

출판

●

2

만화

-

-

-

3

음악

●

●

●

4

게임

●

●

●

5

영화

●

●

●

6

애니메이션

-

-

-

7

방송

●

●

-

8

광고

-

-

-

9

캐릭터

-

-

-

10

지식정보

-

-

-

11

콘텐츠솔루션

-

-

-

12

공연

◐

●

◐

13

건축

◐

●

◐

14

공예

◐

●

◐

15

패션

◐

●

◐

16

디자인

◐

●

◐

17

예술

◐

●

●

18

박물관·미술관

◐

●

●

19

레크리에이션

◐

●

●

참고: ●: 포함, ◐: 부분적 포함, -:측정하지 않음
자료: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2014),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Office National
Statistic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2017),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fication
System.
통계청(2020),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
Center for time use research(2015), UK Time Diary Study 2014-2015.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1), American Time Use Survey Activity Lexicon 2011.
자료 재구성

▪ 우리나라는 대표성을 갖춘 국가승인 조사통계 자료를 통해 콘텐츠 이용 범주를 검
토하였음. 그 결과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콘텐츠 이용양
상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자료는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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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여가활동조사가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 12개 장르 가운데, 가장 많은 7
개 장르의 행동분류를 범주화하였지만, 이 또한 이용자의 실질적인 콘텐츠 이용
행태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한 상태였음
- 우리나라도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광고,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애니메
이션, 캐릭터 분야를 별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지 않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나, 조
사목적과 필요에 따라 별도 조사에서 이용행태를 측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
가 있음
<표 2-4> 우리나라 주요 조사의 콘텐츠 이용 범주

구분

콘텐츠
분류
(장르)

국민문화예술 국민여가
활동조사
활동조사

생활
시간
조사

한국미디어 인터넷이용
패널조사
실태조사

청소년
방송매체
매체이용 및
이용
유해환경
행태조사
실태조사

1

출판

-

●

●

●

●

-

●

2

만화

-

●

-

-

-

-

●

3

음악

-

●

●

●

●

-

-

4

게임

-

●

●

●

●

-

●

5

영화

◐

●

◐

●

●

-

-

6

애니메이션

-

-

-

-

-

-

-

7

방송

-

●

●

●

●

●

●

8

광고

-

-

-

-

-

-

-

9

캐릭터

-

-

-

-

-

-

-

10

지식정보

-

-

-

-

-

-

-

11

콘텐츠솔루션

-

-

-

-

-

-

-

12

공연

◐

●

◐

-

-

-

-

참고: ●: 포함, ◐: 부분적 포함, -:측정하지않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통계청(2019) 2019 생활시간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2020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2020) 2020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재정리

▪ 국내ㆍ외 콘텐츠 이용자 대상 데이터들이 콘텐츠 이용 범주를 다양하게 설정한 것
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자료 간, 장르 간 비교 검토는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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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의 이질성
▪ 본 장에서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생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함
▪ 국내 공공영역에서는 조사통계 중심의 정형 데이터가 많이 생산되고 있음
- 국가승인 조사통계 자료는 다양한 조사통계 정형 데이터 가운데, 가장 대표성을
확보한 자료라는 강점을 확보하고 있음
- 그 외 공공,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사통계 자료들이 생산됨
<표 2-5> 콘텐츠 이용자 대상 생산 데이터 현황
구분

작성 형태

데이터 형태

사례

횡단자료
종단자료(패널데이터)

대다수
통계 작성 기관 자료

기업 내부 자료

매출 데이터,
재고 데이터 등

콘텐츠 기업 및 사업체
내부 자료

센서, 소프트웨어 등
수집 자료

HTML, XML 문서 등

로그 데이터,
특이 수집·가공 자료

크롤링 등
수집 자료

동영상, 음악, 메시지,
소셜미디어, 위치정보,
게시물 등

특정한 구조가 없는
동영상, 이미지, 음악,
메시지 등
로그 데이터,
기업 외부 접근가능 자료

조사통계

정형 데이터
(Structured Data)

반정형 데이터
(Semi-structured
Data)

비정형 데이터
(Unstructured Data)

▪ 특이 사례로 민간 영역에서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로그데이터 생산 현황을
확인함
- 로그데이터는 원천 정보 수집 방법이나 측정 규모에 따라, 비정형 데이터 또는
반정형 데이터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사례의 경우, 기초 조사설계, 가공 과정을
거쳐 통계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정형 데이터로 통용되고 있었음

제2장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현황

29

- 로그데이터의 원천 데이터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html, SNS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의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라 할 수
있음
[그림 2-7] PC 및 모바일 이용자 대상 로그데이터 수집 과정

자료: 닐슨 내부자료 제공

▪ 그 외에도 주로 민간 영역에서는 콘텐츠 이용자의 데이터 흔적(Data trace)을 활
용한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도 활발한 편임
- 전통적인 통계 분석 방법은 표본(샘플)으로 모수(전체)를 추정하는 것이어서 표
본의 구성과 의미가 중요하나,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샘플의 의미보다 확보된
데이터에 내재된 특정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차이점이 있음. 따
라서 데이터의 형태나 규모, 분석 및 해석 방법 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규모와 역량을 갖춘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체들은 확보한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
하여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양상을 파악하며, 주요 관심은 신규 이용자, 서비
스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이용자, 또는 반대로 충성도가 낮은 이용자 등 최종적
으로는 특정 기업이나 사업의 서비스나 제품 구매에 어떤 요인이 도움이 되는지
를 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체들은 콘텐츠 이용
자에 대한 정보 격차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이러한 이용자 빅데이터의 경우, 이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 즉 콘텐츠
이용자의 성, 연령, 또는 주거지역이나 국적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경제적 정보
가 누락되어 이용자 식별에 불가능하거나,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과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이 데이터 활용에 한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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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자료의 형태는 이처럼 다양할 수 있지만, 데이터
의 작성 형태가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은 자료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
래할 수 있음
▪ 특히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축적하여, 일관성
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콘텐츠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콘텐츠 장르에 대
한 이용을 많이 하거나, 반대로 줄이는지, 나아가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 동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콘텐츠 관점에서의 이용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생산이 요구됨
▪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주요
조사통계 자료의 설계 방식과 내용을 검토하여,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에 필요
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공공 영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료가 정형 조사통계 데이터이고,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기획 및 활용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콘텐츠 분야별로 활용의
가능성이 다양하므로, 분석은 현재 지속적으로 생산, 축적되고 있는 조사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함
- 민간 기업 내부 자료의 경우, 정보 공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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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콘텐츠 이용자 대상
주요 데이터 분석

제1절 주요 조사통계 표본설계 및 프레임

1. 국가승인통계
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구, 문화향수실태조사)
1) 조사 특성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국민의 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관
련 실태 파악을 통해 문화 진흥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 조사임
- 이에 따라 조사대상은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로 폭넓게 설정되었음
▪ 조사의 특이점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의 핵심 개념인 ‘문화예술활동’을 주로 오
프라인 공간에서의 관람이 가능한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 9가지로 범주화하였다는 점임
- ‘복합문화예술’은 이 가운데, 2개 이상이 합쳐진 복합형태의 행사로, 예를 들어
미술전시와 클래식음악회가 함께 진행되거나, 영화관람과 가요콘서트가 함께
진행되는 형태임
<표 3-1>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조사표
작성주체

조사대상

주기

연혁

표본규모

표본추출

자료배열

문화체육
관광부

전국 만 15세 이상

1년

1988년
현재

10,000가구
(10,099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 프레임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내용은 ‘매체이용 예술행사 관람
실태’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문화예술행사’의 관람 경로를 확인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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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는 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라디오), PC 및 노트북,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비디오/DVD/CD플레이어 4가지 종류로 구분하였음. 최근에는 온
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를 통한 예술행사 관람 경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구성함
- 문화예술 관련 지출 조사항목을 통해서는 구입 및 대여(도서, 작품, 음원, 영상
등), 직접 관람, 기타(강습비, 학원비 등) 3가지 항목 중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
목, 향후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을 조사하고 있음
▪ 이처럼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실태’를 중심으로, 주로
오프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함
- 문화예술활동 범주에 기반한 교육이나 공간 이용의 실태, 관련 자원봉사나 동호
회 참여 등의 문화관련활동, 역사문화 유적지나 축제 관람의 실태 파악도 이러
한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음
- 따라서 콘텐츠 이용은 영화, 대중음악·연예 등의 관람 활동과 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여서, 측정 단계에 세부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정책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제’ 정책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과 인식 변화 정보임
<표 3-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구, 문화향수실태조사) 프레임
주요 구분

세부 내용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 연령, 학력, 지역,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상태, 직업, 종사상 지위, 소득 등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실태

예술행사, 복합문화예술, 직접 또는 매체이용 관람 및 참여 실태 및 지출

문화예술교육 경험 및 실태

유아기, 청소년기, 1년이내 학교교육 내외 강좌, 강습 경험, 시설, 교육방법 등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 실태 공간이용 실태 및 방문 의향
문화관련 활동 실태
역사문화유적지 및 축제
정책 이슈

자원봉사 및 동호회 경험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축제 관람 경험 및 의향
근로시간 단축제 관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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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여가활동조사
1) 조사 특성

▪ 국민여가활동조사는 국민의 여가생활 실태와 여가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
로 파악하여 여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임
- 이에 따라 조사대상은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로 폭넓게 설정되었음
▪ 콘텐츠 이용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측정하지는 않으나, 여가활동의 일부로 포함하
고 있다는 특성이 있음
<표 3-3> 국민여가활동조사 조사표
작성주체

조사대상

주기

연혁

표본규모

표본추출

자료배열

문화체육
관광부

전국 만 15세 이상

1년

2006년
- 현재

10,000가구
(10,088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2) 프레임

▪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정의하는 여가활동은 크게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
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
회 및 기타 활동 8가지로, 여가활동을 세밀하게 구분하고자 한 특징이 있음
▪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취미오락활동’ 및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
동’에 해당함
- 취미오락활동에는 홈페이지ㆍ블로그 관리, 인터넷 검색ㆍ1인 미디어 제작ㆍ
SNS, 게임(온라인ㆍ모바일ㆍ콘솔게임 등), 독서(웹소설 포함), 만화보기(웹툰포
함)라는 이용 활동이 포함됨
- 휴식활동에는 TV시청(IPTV포함), 모바일 콘텐츠, 동영상, VOD시청, 라디오ㆍ
팟캐스트 청취, 음악 감상, 신문ㆍ잡지보기가 포함됨
- 사회 및 기타 활동 중에는 통화하기ㆍ문자보내기(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포함)라
는 미디어 이용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
▪ 국민여가활동조사는 이처럼 노동시간, 학습시간(교육시간), 개인유지시간(수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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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동 등) 등을 제외한 ‘여가시간’과 ‘여가공간’, ‘여가 인식 및 만족도’를 중심
으로, ‘여가활동 실태’를 파악하는 구조로 설계됨
▪ 이에 따라 여가활동과 직결된 정책의 효과와 일반적인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일과 여가의 균형’, ‘여가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행복
수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됨
<표 3-4> 국민여가활동조사 프레임
주요 구분
사회인구학적 특성

세부 내용
성, 연령, 지역,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상태, 직종, 종사상 지위, 소득 등
여가활동 유형, 동반자, 빈도, 소요시간, 만족도, 목적 등

여가활동 참여 실태 지출 비용
여가활동 다양성(동호회, 자원봉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
여가활동 시간

평일·휴일 여가활동 및 만족도, 여가시간 충분정도, 활용정도, 희망시간, 휴가·연휴 활용 등

여가활동 공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공간, 공공문화여가시설·여가산업에 대한 평가(만족도)

여가 및 관련 정책
인식과 만족도

일과 여가의 균형, 정책 중요도 및 만족도 평가, 여가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행복수준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다. 생활시간조사
1) 조사 특성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시간 사용 양상을 파악하여, 생활
방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임
- 이를 위해 조사대상은 전국 만 10세 이상 인구로 폭넓게 설정됨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대표 가구원(가구조
사)과 일반 가구원(개인조사) 정보를 구분하여 수집하는 방대한 조사임
▪ 생활시간조사는 응답자 1인의 2일간 모든 일상 활동을 24시간, 10분 간격으로 작
성하는 시간일지(time dairy)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이 때문에 자료배열 구조는 개인식별코드(ID) 1개 당, 2일간의 시간 사용 정보
가 2개의 행(row)에 연속적으로 기록되는 형태임. 실증 분석 단계에서, 이 점에
유의하지 않고 처리할 경우, 분석결과에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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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생활시간조사 조사표
작성주체

조사대상

주기

연혁

표본규모

표본추출

자료배열

통계청

전국 만 10세 이상

5년

1999년
- 현재

12,435 가구
(26,091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자료: 통계청(2019), 2019 생활시간조사

2) 프레임

▪ 생활시간조사의 주요 조사로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생활시간 사용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하도록 설계됨
- 이때, 시간 사용 내용은 ‘개인유지시간, 일하는 시간, 학습시간, 가정관리시간,
돌봄시간, 자원봉사 및 무급 활동시간, 교제 및 참여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기
타’ 시간으로 구분됨
- 시간일지는 행동분류를 기준으로 주로 한 행동, 동시에 한 행동, 장소 또는 이동
수단, 함께한 사람, 작성한 날의 상황의 정보를 함께 수집함
- 최근 조사에서는 개인이 주로 한 행동과 동시에 한 행동을 기록할 때, ICT 기기
를 이용했는지의 여부를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때 ICT 기기
는 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2가지로 구분함. 이를 통해, ‘인터넷으로 옷 쇼
핑’,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기’와 같이 ICT 기기와 행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 영역에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응답자 개인이 행한 ‘행위’를 중심으로 구분이 가능한 정도
여서 콘텐츠 이용에 대한 상세한 구분은 불가능함
▪ 전체적으로 생활시간조사는 ‘생활시간’과 인과적 관계, 또는 역인과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주관적 만족감’을 큰 틀로 설계됨
▪ 정책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개인의 시간 부족감, 일과
후 피로감,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 남녀 역할 관념에 대한 동의정도 등의 정보임
▪ 생활시간조사는 의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이종 분야의 연구에 활용됨으로서, 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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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연구나 정책 개발이 가능한 프레임을 갖추고 있으나, 행동분류의 구체성 정도에
있어서는 분야별 한계도 확인됨
- 또한 미국, 유럽 등 국제 비교가 일부 가능하더라도, 작성주체에 따라 시간 사용
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체계가 달라, 세밀한 비교는 불가능함. 특히 콘텐츠 이용
과 관련된 세부 분류는 국내 생활시간조사가 매우 구체적인 편이라 할 수 있음
<표 3-6> 생활시간조사 프레임
주요 구분
사회경제적 요인

세부 내용
성, 연령, 학력, 경제활동(주로 하는 일, 부서 및 직책, 종사상 지위 등) 등

개인유지시간 수면, 식사, 건강·위생·외모 관리
일
학습

법인, 정부기관, 비영리단체·가계비법인기업·무급가족 종사, 구직·창업활동, 기타
학교, 학교 외 활동

가정관리시간 음식, 의류, 청소, 주거, 차량, 반려동식물, 상품 및 서비스 구입 등
시간

돌봄시간

만 10세 미만 아이·10세 이상 미성년자, 장기 돌봄 필요 성인, 독립적인 성인 돌보기

자원봉사
및 무급연수

비조비지직 기반 문화예술 활동 싲간 사회경제적 요인 직 기반, 조직 및 공동체 기반
자원봉사, 무급연수 및 관련 활동

교제 및 참여
대면·비대면 교제, 참여활동, 종교·의례 활동
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주관적 만족감
기타

영화, 공연, 전시 등 문화·관광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스포츠·레포츠 활동,
게임 및 놀이, 휴식 관련 행동, 기타 여가활동
시간부족감, 일과 후 피로감, 삶의 만족도, 여가시간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남녀 역
할 관념에 대한 동의 정도
장소 또는 이동수단, 함께한 사람, ICT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주행동, 동시행동 구분

자료: 통계청(2019), 2019 생활시간조사

라. 한국미디어패널조사
1) 조사 특성

▪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국내 가구 및 개인의 미디어 이용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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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조사표
작성주체

조사대상

주기

연혁

표본규모

표본추출

자료배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국 만 6세 이상

1년

2010년
- 현재

4,260 가구
(10,302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종단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2020 한국미디어패널조사

▪ 콘텐츠 이용양상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르별 구분은 취약하지만, 관련 내용
을 종단 정보로 파악할 수 있다는 특이성이 있음
<표 3-8>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구성
조사 구분

세부 항목

가구용

가구현황, 미디어 기기 보유 현황,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및 지출 현황, 미디어
이용지침

개인용

개인 특성, 미디어 기기 보유 현황, 보유 기기간 연결 상태,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및 지출 현황, 미디어 다이어리, 미디어 활용현황, 미디어
이용환경(이용지침, 이용 능력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이용현황,
특화내용: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2012년, 2016년),
삶의 만족도(2013년, 2017년),
건강행태(2014년), 식습관(2016년), 4차 산업혁명 전망 및 인식(2018년),
소비자혁신성(2019년), 자아존중감 및 인지욕구(2015년, 2020년),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2020년)

공통조사

추가조사 방송통신요금고지서

유료방송(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통신요금(휴대전화, 집전화,
초고속인터넷요금 등) 등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유저가이드

2) 프레임
가) 가구용

▪ 한국미디어패널 가구조사는 가구단위 공통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됨
- 가구원 등 가구현황, 미디어 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및
지출 현황, 미디어 이용지침 관련 정보가 수집됨
<표 3-9>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가구조사 프레임
주요 구분
사회경제적 특성
미디어 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

세부 내용
가구현황
텔레비전, 라디오, 게임기, 전화기, 드론,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가용정 비디오·
녹화 기기, 촬영기기, 차량 미디어 기기, 기타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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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분

세부 내용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및 지출 현황

통신, 방송,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현황, 결합상품 지출현황, 단독상품 지출현황,
TV VOD 서비스 이용경험 및 지출 현황

미디어 이용지침 관련

청소년·어린이 가정 내 TV, 인터넷, 게임 스마트기기 등 이용에 대한 제한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나) 개인용

▪ 별도의 개인조사에서는 응답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 외
에도 뉴미디어 이용 현황, 미디어 이용행태, 미디어 다이어리, 전자상거래 등의 이
용 현황 등 미디어 이용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대한 정보를 수집함
- 이 때 미디어 다이어리는 미디어 이용시간을 중심으로 한 시간일지(time dairy)
구조이나, 작성 방식에 있어서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차이가 있음
▪ 개인층위에서 이러한 미디어 이용 정보와 함께, 연관 정책을 발굴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특화 정보도 함께 수집하는 구조임
- 연도별로 구성에 차이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미디어 이용자들의 가치관과 라이
프스타일(2012년, 2016년), 삶의 만족도(2013년, 2017년), 건강행태(2014
년), 식습관(2016년), 4차 산업혁명 전망 및 인식(2018년), 소비자혁신성(2019
년), 자아존중감 및 인지욕구(2015년, 2020년),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2020
년) 등 지속적인 정책 개발 잠재력이 높은 내용임
<표 3-10>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개인조사 프레임
주요 구분
사회경제적 요인
뉴미디어 이용현황

세부 내용
성별, 연령(출생연도), 최종학력, 결혼여부, 월평균 소득, 직업, 종사상 지위, 종교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OTT,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SNS 이용 경험

휴대폰 및 스마트기기
일반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보유 및 이용 현황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휴대폰 기기 할부금, 어플리케이션 아이템 및 확장기능 구입 경험, 극장 영화, 음악회,
및 지출 현황
콘서트, 뮤지컬, 오페라 등 공연 관람 경험 및 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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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통한 음성·영상 통화 이용 경험, 신문 구독 경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PC·노트북·스마트기기 이용, 이메일·블로그·인터넷·클라우드 이용,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경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이용 현황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이용 경험, 인터넷 전용 은행·모바일 간편 송금 및 결제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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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분

세부 내용

미디어 다이어리

하루동안 특별한 일의 여부(시험, 경조사, 휴가·여행, 출장 등), 수면 시간,
머무른 장소, 미디어 매체·행위(방송, 음악, 게임 등)·공간(영화관, 노래방, 공연장 등)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마.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이용환경 및 행태 변화를 파악하
여, 정부 정책과 업계의 비즈니스 전략 수립, 학계의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임
- 이에 따라 조사대상은 전국 25,000가구 및 가구 내 상주하는 만 3세 이상 가구
원으로 설정됨
▪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인터넷’이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특정한 미디어 환경과 이
용현황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한다는 특이점이 있음
<표 3-1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조사표
작성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대상
전국 만 3세 이상

주기

연혁

표본규모

표본추출

자료배열

1년

1999년
- 현재

25,050 가구
(60,000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 프레임
가) 가구용

▪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가구조사에서는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과 정보통신 기기 및 서
비스 이용 현황 정보가 수집됨
<표 3-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가구조사 프레임
주요 구분
가구 특성
정보기기 설치 현황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현황

세부 내용
가구원 정보, 가구 월평균 소득
정보통신 기기의 보유 현황 및 인터넷 환경
(인터넷 비접속 가구)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 이유
집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통신 서비스 현황(전화, 인터넷, TV, 방송, 스마트홈 서비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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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용(가구원용)

▪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개인조사에서는 가구원 개인의 인터넷 이용현황 및 이용행태
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활용,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
는 내용으로 구성됨
<표 3-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개인조사 프레임
주요 구분
기기 보유 및 이용 현황

세부 내용
컴퓨터, 정보통신 기기,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 현황,
이용 시점, 빈도, 활용 능력

인터넷 이용 현황

이용 빈도, 시간, 장소, 목적 등

인터넷 이용 환경

가구, 개인의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인터넷 접속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현황
인터넷 경제활동 현황

인스턴트 메신저, SNS, 이메일 이용 매체 및 이용 빈도, 시간, 서비스 등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이용 현황 등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및
(인터넷 비이용자 대상)
향후 이용의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

▪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 정보교환 등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들의 축적된
정보로서 가치가 매우 높은 조사 구조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인터넷 이외의 융
합적 이용행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본 조사를 통해 꾸준히 측정할 수 있는 정책 내용이 구성되지는 않음

바.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1) 조사 특성

▪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는 다양한 시·청취 매체에 대한 이용자의 행태와 인식 변화
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방송시청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행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임
- 이에 따라 조사대상은 전국 만 13세 이상 인구이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가구원 전체를 조사함
▪ 전반적으로 ‘방송’에 특화된 이용 환경과 행태 정보 수집 구조를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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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라디오, 방송,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OTT),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기
등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청취 기기 및 이용행태 정보가 수집됨
<표 3-14>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조사표
작성주체

조사대상

주기

연혁

표본규모

표본추출

자료배열

방송통신위원회

전국 만 13세 이상

1년

2000년
- 현재

4,042 가구
(6,029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20), 2020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 프레임
가) 가구용

▪ 방송 관련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자녀(만 13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방송 매체 이용행태, 가족 구성원의 동반 시청 행태, 그리고 비상상황시 우선 이용
하거나 의존할 매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표 3-15>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가구조사 프레임
주요 구분

세부 내용

가구 특성

가구원 특성(성, 연령, 학력, 직업, 혼인상태 등), 소득, 지역, 가구유형, 월평균 통신료 등

TV수상기, 라디오 수신기, 컴퓨터/스마트패드, 차량용 DMB 단말기, DVD 플레이어,
매체 보유와 유료방송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가구 보유형 게임기, 스마트형 TV수신장치, 음성인식 인공지능
가입현황 및
기기, 가정용 전화회선, 케이블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IPTV 가입 여부, 무료
시청행태
지상파 방송 시청 기기 여부(TV수상기, PC모니터, 노트북, 빌트인TV) 등
자녀의 방송 매체 이용 만 13세 미만 자녀 유무 및 해당 자녀의 연령, 자녀의 방송 매체 이용행태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20), 2020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나) 개인용(가구원용)

▪ 개인조사에서는 ‘방송’ 분야에 특화된 정보를 ‘기기’, ‘채널’, ‘프로그램’ 등의 층위
별로 매우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강점이 있음
- 이러한 점은 콘텐츠 타 장르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방송’ 분야에 특화된 세밀한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한 조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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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개인조사 프레임
주요 구분
유료방송 가입여부

세부 내용
케이블 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IPTV 가입 여부

보유 기기 대수 및 미디어 기기,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기 이용 빈도,
매체 보유 및 이용 현황 라디오·방송·온라인 동영상 콘텐츠(OTT)·지상파DMB·스마트기기·해외제작방송프로그
램·타매체 이용행태 등
가족 구성원
동반 시청 행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시청하는 프로그램 유형 및 시청 빈도
(뉴스, 드라마, 스포츠, 시사·교양, 오락·연예, 영화)

매체 이용 시간, 장소, 하루 동안 사용했던 미디어 이용 활동을 20분 단위마다 기록
매체
(이용 장소, 이용 매체 포함)
매체 이용 인식

방송프로그램 시청에 대한 견해, 비상상황시 우선 이용하거나 의존할 매체 등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9), 2019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

사.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1) 조사 특성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목적은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정책 대응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조사대상을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으로 설정하고,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1개 학교에서 1개 학년 1개 학급을 집단조사 방식임
<표 3-17>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조사표
작성주체

조사대상

주기

연혁

표본규모

표본추출

자료배열

여성가족부

전국 초4~고3 학생

2년

1999년
- 현재

633개 학교
(14,536명 학생)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2) 프레임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청소년이 노출되는 위험요인으로서 성인
용 영상물, 온라인 게임, 청소년 (성)폭력, 가출 등의 경험과 청소년의 자율성, 친구
관계, 학교 교사에 대한 인식 등 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
록 구성되어 있음
▪ 콘텐츠 이용행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보다, ‘성인용 영상물’이나 ‘온라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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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오락실, PC방, 노래방, VR 체험카페’ 등 일부 콘텐츠의 이용 경험이 청소년
에게 유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설계한 구조임
- 온라인 게임, PC방, 노래방, VR 체험카페 등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온ㆍ오프라
인 노출, 이용 경험이 반드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용의
정도, 청소년 개인의 사회경제적 환경 조건 등을 두루 검토할 때, 관련 보호정책
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자료 구조라 할 수 있음
<표 3-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프레임
주요 구분

세부 내용

매체 관련

- 매체 이용 경험, 빈도, 주로 이용하는 기기
- 성인용 영상물(청소년 관람불가, 19세이상 시청 가), 온라인 게임 등 접촉 경험, 경로 등

행위 관련

- 청소년폭력, 청소년 성폭력, 가출 경험
- 청소년 보호기관 인지여부, 이용 여부, 교육 경험 등

약물 관련

- 술, 담배, 환각성 물질, 고카페인 유해물질 접촉 경험, 경로 등

업소 관련

- 전자오락실, 술집, PC방, 노래방, 찜질방, VR 체험카페 등 이용 경험, 경로, 노출 정도 등

사회인구학적 - 성, 연령, 함게 거주하는 사람 등
특성
- 아르바이트 등 근로 경험
사회적 관계 - 자율성, 친구, 학교교사에 대한 인식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9), 2019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

2. 주요 실태조사
가. 웹소설이용자실태조사
1) 조사 특성

▪ 웹소설이용자실태조사는 웹소설 이용자들의 특성과 소비행태를 파악하여 관련 업
계 및 정책 입안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초통계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조사대상은 만 10세~59세의 일반 국민 중 웹소설 이용자 2,000명, 미이용자
1,000명으로 설정됨
▪ 표집틀은 조사수행기관의 모바일 무작위 추출 패널자료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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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웹소설이용자실태조사 조사표
작성주체

조사대상

주기

연혁

한국콘텐츠진흥원

만 10세 이상
59세 이하

-

2020년

표본규모

표본추출

자료배열

이용자 2,008명 성별/연령별/지역별
미이용자 1,330명
할당표집

횡단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웹소설이용자실태조사

2) 프레임

▪ 웹소설이용자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 웹소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이용 동향을 파
악할 수 있도록 구성됨
- 웹소설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세부적으로 웹소설 이용 장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미이용자를 대상으로는 평소 독서 성향과 같은 ‘취향(또는 성향)’ 정보를 수집하
고 있다는 강점이 있음
▪ 웹소설 산업계와 정책 양 측면에서 모두 주목할만한 내용으로, 웹소설 관련 2차
저작물 이용에 대한 현황, 관련 상품의 구입 의향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이러한 정보가 장기적으로 축적될 경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
오디오북 등 다른 형태의 콘텐츠 개발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 최근 조사에서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여가시간 및 웹소설 이용량의 변화, 향
후 웹소설 이용량 변화에 대한 의향 등 웹소설 이용자들에 대한 코로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추가 설계됨
<표 3-20> 웹소설이용자실태조사 프레임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웹소설 이용 의향
(미이용자 대상)

평소 독서 성향, 향후 이용 의향 등

웹소설 이용 현황
(이용자 대상)

이용 웹소설 플랫폼, 작품, 이용시간, 기기, 결재금액,
웹소설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 유료이용 관련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원작이 웹소설인 드라마 인지 여부, 오디오북, 웹툰, 드라마, 영화, 유튜브 등
타 콘텐츠 중 웹소설로 제작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콘텐츠 등

웹소설 관련 상품 구입 의향

감상한 웹소설과 관련된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구입할 의향, 선호하는 상품

코로나19 이후의 웹소설
이용변화

코로나19 이후 여가시간 변화, 웹소설 이용량 변화, 코로나 종료 후 웹소설 이
용량 변화 예상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웹소설이용자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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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화이용자실태조사
1) 조사 특성

▪ 만화이용자실태조사는 만화에 대한 인식, 매체별 이용 및 구매 행태 등의 패턴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임
- 조사대상 모집단은 만 10세~59세의 일반 국민이며, 최근 1년동안의 만화 콘텐
츠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
▪ 디지털만화와 종이만화 이용 현황을 기초로, 이용 시간, 장소, 기기, 선호 장르 등
기초적인 만화 이용행태 정보, 만화관련 상품에 대한 구입 의향, 2차 저작물 이용
관련 현황 정보를 수집함
<표 3-21> 만화이용자실태조사 조사표
작성주체

조사대상

주기

연혁

표본규모

표본추출

자료배열

한국콘텐츠진흥원

만 10세 이상
59세 이하

1년

2019년
-현재

3,000명

성별/연령별/지역별
할당표집

횡단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만화이용자실태조사

2) 프레임

▪ 만화이용자실태조사의 특이점은 만화 장르에 특화된 ‘디지털 만화 불법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임
- 정책 측면에서는 디지털 만화 불법이용과 관련한 이용자들의 행태 및 인식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함
- 최근 조사에서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만화 이용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추가 설계됨
<표 3-22> 만화이용자실태조사 프레임
구분 항목
사회인구학적 특성
만화 이용 현황
만화 관련 상품 구입 의향
만화 관련 인식

세부 내용
성, 연령, 지역
디지털만화, 종이만화, 이용빈도, 시간(대), 장소, 기기, 서비스, 선택시 고려
기준, 즐겨보는 장르 등
종이만화, 캐릭터 상품 구매 경험, 지출비용 등
디지털만화 불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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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세부 내용

2차적 저작물 이용

만화 저작권 확장시 유료 이용 선호 콘텐츠, 최근 1년 유료 이용 콘텐츠, 장르
별 이용 비율 등

코로나19 이후의 만화 이용변화

코로나19 이후 만화 이용시간 증감, 이유, 유료이용의 증감,
코로나 종료 후 만화 이용 증감 예상 등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만화이용자실태조사

다. 애니메이션이용자실태조사
1) 조사 특성

▪ 애니매이션이용자실태조사는 전반적인 애니매이션 이용행태 및 인식을 파악해, 애
니매이션 콘텐츠 이용자 및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 분
야의 개발, 생산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임
▪ 애니메이션 분야에 특화된 조사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희귀성을 갖춘 강점
이 있음
<표 3-23> 애니메이션이용자실태조사 조사표
작성주체

조사대상

주기

연혁

표본규모

표본추출

자료배열

한국콘텐츠진흥원

만 3세 이상
59세 이하

1년

2019년 현재

3,000명

성별/연령별/지역별
할당표집

횡단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애니메이션이용자실태조사

2) 프레임

▪ 애니메이션이용자실태조사는 애니메이션 최종 품목이 주로 ‘영상’ 형태라는 점을
반영하여, 시청 방법, OTT를 통한 시청 경험, 정보취득 경로, 기기 이용, 유료 이
용, 이용 시간, 2차 저작물 유료구매 경험 등의 정보를 간결한 구조로 수집하도록
설계됨
▪ 최근 조사에서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애니메이션 이용 변화와 영향을 파악하고
자 하는 내용이 추가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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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애니메이션이용자실태조사 프레임
구분 항목

세부 내용
- 성, 연령, 지역
- 애니메이션 시청시 월평균 소비 가능 금액

사회인구학적 특성

애니메이션 이용 현황

시청 방법, OTT를 통한 시청 경험, 애니메이션 이용 선택기준 및 정보취득
경로, 시청 빈도, 시간(대), 유료이용 경험,
극장용 애니메이션, 스마트기기, DVD/블루레이 이용 경험 전반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애니메이션 저작권 확장시 다른 콘텐츠 이용 경험, 최근 1년 이용 콘텐츠, 이
용비중, 유료구매 콘텐츠 등

코로나19 이후의 애니메이션
이용변화

코로나19 이후 애니메이션 시청시간 증감, 이유, 유료이용의 증감,
캐릭터 상품 구매 경험, 코로나 종료 후 만화 이용 증감 예상 등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애니메이션이용자실태조사

라. 캐릭터이용자실태조사
1) 조사 특성

▪ 캐릭터이용자실태조사는 캐릭터 콘텐츠 이용자 및 산업에 대한 합리적 정책을 수
립하고 캐릭터 산업 분야의 개발, 생산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임
▪ 캐릭터 분야에 특화된 조사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작성된 자료라는 강점이 있음
<표 3-25> 캐릭터이용자실태조사 조사표
작성주체

대상

주기

연혁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자료배열

한국콘텐츠진흥원

만 3세 이상
59세 이하

1년

2019년
- 현재

3,000명

성별/연령별/지역별
할당표집

횡단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캐릭터이용자실태조사

2) 프레임

▪ 캐릭터이용자조사는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캐릭터 이용 인지 및 선호도, 온·오프라
인·전문스토어 이용과 구매 현황을 중심으로, 불법·정품 캐릭터 상품 구별 가능
여부 등 상품 이용 인식, 2차 저작물 이용 현황 정보를 수집하는 구조로 설계됨
▪ 최근 조사에서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캐릭터 이용 변화와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
는 내용이 추가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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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캐릭터이용자조사 프레임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성, 연령, 지역
캐릭터 콘텐츠 소비 가능 수준(월평균, 연평균)

캐릭터 이용 현황

캐릭터 인지 및 선호도, 경로, 상품 구매 경험 전반(상품군, 지출금액, 장소, 목
적 등), 모바일·오프라인(전시회, 행사)·전문스토어 이용 경험 전반

캐릭터 상품 이용 인식

캐릭터 구매 결정 영향 여부, 캐릭터 부착상품 비용 추가지불 의사, 가능범위,
불법·정품 구별 가능 여부, 방법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캐릭터 저작권 확장시 유료이용 선호 콘텐츠, 최근 1년 이용 콘텐츠, 유료구매,
다른 콘텐츠 이용 경험 등

코로나19 이후의 캐릭터
이용변화

코로나19 이후 캐릭터 상품구매 비용 증감, 이유, 모바일 캐릭터 이용 증감,
캐릭터 전문스토어 방문 증감(횟수) 등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캐릭터이용자실태조사

마. 게임이용자패널연구
1) 조사 특성

▪ 게임이용자패널조사는 게임중독의 기준과 양상을 규명하고, 게임이 이용자에게 미
치는 영향 변수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여 게임 인식을 제고하고, 학술 및 정책 아젠
다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임
▪ 조사대상이 3년 단위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초단기 패널로 코호트 연령대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를 함께
조사하는 종단 구조임
▪ 조사주기는 매년 2회, 반기별 조사로, 여름에 실시하는 상반기 조사, 겨울에 실시
하는 하반기 조사가 각 그룹별 패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주기 또한 조
사대상의 학년, 신규 학급 등의 변화를 반영한 것임
<표 3-27> 게임이용자패널연구 조사표
작성주체

대상

한국콘텐츠진 1차년도(2014년) 기준
흥원
초4, 중1, 고1

주기

연혁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자료배열

1년에
2회

2014년현재

상반기 2,000명
하반기 1,728명

임의표집

종단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2018 게임이용자 패널 5차년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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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임

▪ 게임이용자패널조사의 목적에 명시되었듯, 게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적, 환경적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고 있음
▪ 게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있어, 의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한 편임을 고려할 때, 게임이용자
패널조사에 구성된 정보는 매우 유용할 수 있음
- 초기 패널이 ‘청소년’, ‘게임이용자’로 구성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나, 예산
및 인력 등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면, 보다 폭넓은 정보 수집과
실증 분석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음
▪ 코로나 이전에는 게임이 과몰입 등 문제를 중심으로 다뤄져 온 바 있으나, 코로나
이후 게임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주는 효과 측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만큼, 더 많
은 연구와 논의를 위해 운영 측면에 보완과 지원이 필요할 것임
<표 3-28> 게임이용자패널조사 프레임
구분 항목
사회인구학적 특성
게임 이용 현황
게임 이용 인식

세부 내용
- 성, 연령, 지역
콘텐츠 소비 가능 수준(월평균, 연평균)
게임 이용동기, 커뮤니티 활동, 플레이유형, 미디어·SNS 이용
게임 과몰입, 효능감, 규범성, 인식 등

게임이용자 내적요인
(개인적 특성)

도덕성, 고독감, 우울감, 공격성, 자기통제, 성격, 물질적가치, 행복, 리더십,
불안, 행복 등

게임이용자 외적요인
(환경적 특성)

부모 양육 스타일, 개방적 의사소통, 학업·교우관계 스트레스, 교사지지, 또래
정서적지지, 부모와 친구의 게임 인식

사회자본·
종교활동, 공부와 여가활동, 건강상태(건강, 운동, 체중관리, 식사습관 등 기본
라이프스타일·임상관찰 심리척도 적인 신체 상태 등)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2018 게임이용자 패널 5차년도 연구

바. 게임이용자실태조사
1) 조사 특성

▪ 게임이용자실태조사는 게임 산업의 최종 소비자인 게임 이용자의 게임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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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게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게임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임
<표 3-29> 게임이용자실태조사 조사표
작성주체

대상

주기

연혁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자료배열

한국콘텐츠진흥원

만 10세 이상
65세 이하

1년

2011년현재

이용자 2,165명
미이용자 919명

성별/연령별/지역별
할당표집

횡단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게임이용자실태조사

2) 프레임

▪ 앞서 검토한 게임이용자패널조사는 가능한 한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추적조사를 할 수 있는 종단형 패널조사인것과 비교하여, 게임이
용자실태조사는 단년도 횡단면 조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게임이용자실태조사는 게임셧다운제도, 게임과 젠더 인식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등 이용자의 인식, 게임 관련 기술에 대한 의견, 자녀의 게임 이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특이성이 있음
<표 3-30> 게임이용자실태조사 프레임
구분 항목
사회인구학적 특성

게임 이용 현황

가상현실(VR)게임 이용 현황

게임 인식 및 태도
(제도 및 사회일반 전반)

세부 내용
- 성, 연령, 지역, 직업, 결혼여부, 최종학력, 소득, 가족구성원 등
- 캐릭터 콘텐츠 소비 가능 수준(월평균, 연평균)
- 인터넷 접속 기기, 목적, PC방 이용 여부 및 실태
- 이용 빈도, 장르, 시간, 개수, 기간, 구입비용, 지불경험
-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바일 게임 등
- 가상현실 게임 구현 장비 이용현황, 경험, 시간, 비용, 게임장 재방문 의향,
이용가격, 인식 등
-

셧다운제도
게임 내 성인지 감수성
게임 내 성희롱 및 성차별 피해경험 및 대응 방법
실감형 게임, 클라우드 게임,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의견
자녀의 게임 이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게임이용자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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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음악이용자실태조사
1) 조사 특성

▪ 음악이용자실태조사는 전반적인 음악 이용행태 및 인식을 조사하여, 음악 콘텐츠
이용자 및 산업에 대한 합리적 정책을 수립하고, 음악산업 분야의 개발, 생산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임
<표 3-31> 음악이용자실태조사 조사표
작성주체

대상

주기

연혁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자료배열

한국콘텐츠진흥원

만 10세 이상
59세 이하

1년

2019년현재

3,000명

성별/연령별/지역별
할당표집

횡단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음악이용자실태조사

2) 프레임

▪ 음악이용자실태조사는 음악 이용의 빈도, 시간대, 장소, 이용수단이나 서비스, 기
기, 정보 취득 경로 뿐만 아니라, 음악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구매 현황이나 유료
결재 현황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음
▪ 최근 조사에서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음악, 비대면 공연 등 이용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 설계됨
<표 3-32> 음악이용자실태조사 프레임
구분 항목
사회인구학적 특성

세부 내용
- 성, 연령, 지역
- 음악 콘텐츠 소비 가능 수준(월평균 금액)

음악 이용 현황

- 음악 이용 빈도
- 음악 감상 시간대, 장소, 이용수단·서비스, 기기, 구매비용, 관련 정보 취득경로 등
- 온라인 음악·피지컬 음반·음악공연·음악 관련 온라인동영상·굿즈 및 MD, 팬덤활
동, AI 스피커 등의 이용 현황(이용빈도, 방식, 유료결재 금액, 정보 취득경로, 이
유, 만족도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 음악 저작권 확장시 유료이용 선호 콘텐츠, 최근 1년 이용 콘텐츠, 유료구매, 다른
콘텐츠 이용 경험 등

코로나 19 확산 이후
음악 이용 변화

- 코로나 19 이후 음악 이용 증감, 이유, 비대면 공연 감상 경험 및 장단점, 관람
유형 비중, 유료결제 의향, 음악감상 애로사항 등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음악이용자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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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능정보사회이용자패널조사
1) 조사 특성

▪ 지능정보사회이용자패널조사는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경험과 권리
에 대한 의식을 연차별로 누적적으로 조사하고, 성, 계층, 세대, 지역 등 사회집단
별 맞춤형 이용자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 3-33> 지능정보사회이용자패널조사 조사표
작성기관

대상

주기

연혁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자료배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만 17세 이상
64세 이하

1년

2018년현재

4,233명

성별/연령별/지역별
할당표집

종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9), 2019 지능정보사회이용자패널데이터 구축 및 조사

2) 프레임

▪ 지능정보사회이용자실태조사는 콘텐츠 이용을 ‘기기’, ‘자동추천 콘텐츠의 이용’,
‘검색엔진’ 등의 사용 현황과 연관하여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인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을 고려하여, 디지털 기술
과 관련된 이용자들의 행태와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 구조임
-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나 데이터·서버 이용 흔적(data trace), 사생활 보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폭넓게 수집한다는 강점을 갖춤
▪ 그러나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구조임
- 조사목적이 콘텐츠 각 장르 구분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설정되어, 자료 자체에
대한 문제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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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지능정보사회이용자실태조사 프레임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사회인구학적 정보

- 성, 연령, 지역, 학력, 직업, 혼인상태, 가구원수, 주택종류, 생활수준, 월평
균 가구소득, 정치성향 등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서비스 사용 현황

- 디지털 기기, 자동추천 서비스, 검색엔진 등에 대한 이용 경험 및 의견

지능정보기술 서비스 및
지능정보화 환경 평가

- 최신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정도 및 향후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일,
미래 지능정보기술의 바람직성 정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등
관련 정책

-

지능정보기술 발전 5년 내 현실화 여부에 대한 의견
서버 이용 흔적(개인정보)에 대한 의견
개인정보보호수준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심각성 인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견해
미래 개인 사생활 예상 등

- 인공지능 스피커(2018)
- OTT 등 동영상 서비스(2019)

특화 이슈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9), 2019 지능정보사회이용자패널데이터 구축 및 조사

자. 언론수용자조사
1) 조사 특성

▪ 언론수용자조사는 미디어 이용자의 행태 및 의식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미디
어 이용자의 향후 미디어 이용 변화 양상, 미디어 산업 분야의 정책 수립, 미디어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임
▪ 핵심적으로 ‘뉴스’에 집중하여, 뉴스 이용자들이 종이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
넷, 포털, 메신저, SNS,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팟캐스트와 같이 뉴스를 접촉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미디어별, 각 플랫폼별 특성에 따른 이용 정보를 수집함
<표 3-35> 언론수용자조사 조사표
작성주체

대상

주기

연혁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자료배열

한국언론진흥재단

만 19세 이상

1년

1984년현재

5,010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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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임

▪ 언론수용자조사는 뉴스 이용 양상에 대한 정보를 각 매체별로 수집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성과 강점을 갖춤
<표 3-36> 언론수용자조사 프레임
구분 항목
사회인구학적 정보

매체 이용행태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평가
사회 참여
종이신문 구독

세부 내용
- 성, 연령, 지역,
-

종이신문 이용행태
텔레비전 및 텔레비전 뉴스 이용
라디오 및 라디오 뉴스 이용
잡지 및 잡지 뉴스 이용
인터넷 및 인터넷 뉴스 이용
인터넷 포털 및 언론사 사이트 뉴스 이용
메신저 서비스 및 메신저 서비스 뉴스 이용
SNS 및 SNS 뉴스 이용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및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뉴스 이용
팟캐스트 및 팟캐스트 뉴스 이용
뉴스 이용 경로

- 언론 신뢰도 및 개선점
- 언론인, 직업군 평가
- 지난 1년간 사회 참여 경험
- 종이신문 정기구독 여부, 소득공제 지원 시 신문 구독 의향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조사

차. 국민생활시간조사
1) 조사 특성

▪ KBS 국민생활시간조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시간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체
계적으로 분석하여 미디어 정책 및 기업의 광고·홍보 전략 수립,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임
▪ 최근 조사인 2015년도 조사의 경우, 방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분류체계를 수정함
- 기존의 지상파TV와 유료방송 구분을 방송매체 ‘채널’을 중심으로 지상파TV, 유
료방송채널, 종합편성채널로 구분함
- 모바일 인터넷 활용 증가세를 고려하여, 인터넷으로 정의되었던 활동을 컴퓨터
와 휴대전화로 ‘기기’ 기준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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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미디어의 확산을 고려하여, 통계청 생활시
간조사와 비교했을 때,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행태를 더 세분화함
▪ KBS 생활시간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개인이 하루 동안 한 일을 15분 단위로 구
체적으로 기입하는 시간일지 구조임
- 데이터는 개인식별코드(ID) 1개 당, 3개의 행(row)에 연속적으로 정보가 축적
되는 형태로, 실증분석에서 이 점에 유의하지 않을 경우, 분석결과에 편향(bias)
이 발생할 수 있음
<표 3-37> 국민생활시간조사 조사표
작성주체

대상

주기

연혁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자료배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
연구소

만 10세 이상

5년

1980년현재

3,408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자료: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2015), 2015 국민생활시간조사

2) 프레임

▪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시간은 여가활동 시간과 다양한 매체별 이용 시간을 통해
주로 파악할 수 있음
- 매체별로 신문·잡지·책, 라디오,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유료방송채널, 컴퓨
터, 휴대전화의 이용 시간을 구분하고 있음
▪ 다만 KBS 국민생활시간조사로 만화나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또는 최근에는
OTT 등 콘텐츠의 세부적인 이용양상을 구별하여 파악하기는 어려움
<표 3-38> KBS 국민생활시간조사 프레임
주요 구분
시간
(일반행동·
미디어행동·
집에 있는
시간 구분)
개인 특성

세부 내용
수면시간, 식사시간, 신변잡일, 일, 학업, 가사, 교제, 휴양, 이동
여가활동(관람·감상, 스포츠, 승부놀이, 행락·산책, 취미활동, 기능·기술공부, 아이들 놀이, 음악
듣기, 동영상보기, 극장영화보기, 컴퓨터게임하기)
신문·잡지·책, 라디오,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유료방송채널, 컴퓨터, 휴대전화
- 사회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학력, 직업),
- 가정에서 가입한 유료방송 서비스(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혼합형, 가입서비스 없음)

자료: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2015), 2015 국민생활시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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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사점

1. 대표성을 갖춘 표본설계의 중요성
▪ 본 장에서는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주요 조사통계를 구체적으로 분석
하고자 하였음. 무엇보다 공공영역에서 생산하는 통계 자료는 신뢰성을 갖춘 정보
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함
- 본 장에서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승인통계 7종, 주요 실태조사 10
종, 총 17종의 주요 조사통계 자료의 표본설계 방법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재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 중에서도, 국가승인
조사통계일수록 확률표집 방법에 기반한 표본을 구성하여 대표성을 확보했다는 강
점이 있음
- 또한 대부분 횡단면 구조로 설계되어, 각 연도별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
의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음. 한국미디어패널조사가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들 중에서는 유일한 종단면 구조라는 차별성을 갖추고 있음
- 동일한 조사대상을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구조(패널)로 설
계할 경우, 장기적으로 보다 심층적인 정책 발굴과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
고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사 예산과 인력 등 현실적인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국가승인 조사통계 자료들은 가능한 한 조사대상의 연령대 폭을 넓혀, ‘청소년’과
같이 조사목적과 대상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연령층에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고, 일반 국민의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강점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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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콘텐츠 이용자 대상 주요 국가승인통계
분야

조사명

대상

주기

연혁

국민문화예술
전국 만 15세 이상
활동조사

1년

1988년
- 현재

10,000가구
다단계 층화
(10,099명)
집락 확률표집
※ 99명 추가조사

횡단

국민여가활동
전국 만 15세 이상
조사

1년

2006년
- 현재

10,000가구
다단계 층화
(10,088명)
집락 확률표집
※ 88명 추가조사

횡단

생활시간조사 전국 만 10세 이상

5년

1999년
- 현재

12,435 가구
(26,091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전국 만 6세 이상

1년

2010년
- 현재

4,260 가구
(10,302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종단

인터넷
전국 만 3세 이상
이용실태조사

1년

1999년
- 현재

25,050 가구
(60,000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방송매체
전국 만 13세 이상
이용행태조사

1년

2000년
- 현재

4,042 가구
(6,029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청소년매체이
용및유해환경 전국 초4~고3 학생
실태조사

2년

1999년
633개 학교
- 현재 (14,536명 학생)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문화

사회
미디어

과학기술

청소년

한국미디어
패널조사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자료배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통계청(2019) 2019 생활시간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2020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2020) 2020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재정리

▪ 콘텐츠 각 장르별 실태조사들은 콘텐츠 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개별
장르 이용자들에 한정된 조사들도 있어, 표본 대표성에 있어서는 국가승인통계 자
료에 비해 다소 부족하나, 그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인구비례할당 표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표집틀이나 표본추출 및 보정 단계에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추가적으로 표본 규모를 확대하거나, 조사통계 작성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통계적 보정 가능성을 높이도록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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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0> 콘텐츠 이용자 대상 주요 실태조사(비승인통계)
분야

조사명

대상

주기

연혁

표본규모

웹소설이용자
실태조사

만 10세 이상
59세 이하

-

2020년

이용자 2,008명
미이용자 1,330명

성별·연령별·
지역별
할당표집

횡단

만화이용자
실태조사

만 10세 이상
59세 이하

1년

2019년
-현재

3,000명

성별·연령별·
지역별
할당표집

횡단

애니메이션
이용자
실태조사

만 3세 이상
59세 이하

1년

2019년
- 현재

3,000명

성별·연령별·
지역별
할당표집

횡단

캐릭터이용자
실태조사

만 3세 이상
59세 이하

1년

2019년
- 현재

3,000명

성별·연령별·
지역별
할당표집

횡단

게임이용자 1차년도(2014년) 1년에 2014년패널연구 기준 초4, 중1, 고1 2회
현재

상반기 2,000명
하반기 1,728명

임의표집

종단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만 10세 이상
65세 이하

1년

2011년현재

이용자 2,165명
미이용자 919명

성별·연령별·
지역별
할당표집

횡단

음악이용자
실태조사

만 10세 이상
59세 이하

1년

2019년현재

3,000명

성별·연령별·
지역별
할당표집

횡단

정보통신

지능정보사회
이용자패널
조사

만 17세 이상
64세 이하

1년

2018년현재

4,233명

성별·연령별·
지역별
할당표집

종단

언론

언론수용자
조사

만 19세 이상

1년

1984년현재

5,010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사회

국민생활시간
조사

만 10세 이상

5년

1980년현재

3,408명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횡단

콘텐츠
산업

표본추출방법 자료배열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웹소설이용자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만화이용자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애니메이션이용자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캐릭터이용자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게임이용패널 5차년도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게임이용자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음악이용자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2019),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페널데이터 구축 및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조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2015), 2015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 재정리

▪ 또한 콘텐츠와 콘텐츠 이용자들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각 조사 자료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능한 한 표본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
한 표본추출방법이나 자료수집방법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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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통계의 대표성은 표본이 현실의 모집단 성격을 얼마나 잘 반영하도록 구성
되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면이 큰데, 이는 조사의 방법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조
사 내용과도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
<표 3-41> 콘텐츠 이용자 대상 주요 조사통계 표본의 특징
구분

국가승인통계

주요 실태조사(비승인통계)

목표모집단

• 일반 국민

• 특정 콘텐츠 이용자
• 특정 플랫폼, 채널, 프로그램, 상품 등 이용자
• 비이용자(참조 비교집단) 포함

표집틀
(조사모집단)

•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 조사기관(또는 회사)
자체 보유 명부

표본추출방법

• 확률표집
(다단계 층화 집락 확률표집)

• 비확률표집
(주민등록통계,
인구주택총조사 등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표집,
또는 조사지원자 모집)

자료수집방법

• 면접조사

• 면접조사
• 온라인조사
• 면접조사+온라인조사

대표성

• 대표성 높은편
• 확률이론 기반
• 모수추정 가능

• 다양함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구성비를 정확히 맞추더라도
편향(bias) 발생 가능

한계점

• 대부분 횡단면 반복조사
• 관측하지 않은 응답자 특성을 반영
하여 분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대표성이 없는 표집틀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모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본 연구분석에 활용한
언론수용자조사, 국민생활시간조사 제외)

해결책

• 조사 수정
• 표집틀 보완
• 조사 예산, 인력 등 지원
• 통계적 보정
• 매년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반복조사 • 통계 작성 및 보정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시간적
하는 추적조사(패널) 구축
여유 제공

2. 콘텐츠 이용행태 측정 프레임의 다양성
▪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주요 조사통계 자료들의 내용 측면을 보다
심층 분석하기 위해 각 조사별 프레임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콘텐츠 이용행태’
중심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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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조사별로 목적에 따라 ‘콘텐츠 이용 범주’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콘텐
츠 장르 간 이용행태 변화를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결여됨
▪ 콘텐츠 이용행태를 구성하는 내용으로는 콘텐츠 이용 ‘시간’, ‘기기’, ‘지출’ 관련
정보가 주를 이루었음
- 이는 소비자 선택 메커니즘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틀로 활용되는 ‘시간할당론(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Becker, 1965)의 구성과 동일한 구조임
- 시간할당이론은 전통적인 소비 모델을 구성하는 ‘자원(재화)’, ‘선택(구매)’ 요인
에 ‘시간’이라는 제약요인을 추가하여, 시간의 가치가 결과적인 성과(취업여부
또는 구매여부 등)에 기회비용으로 작동하는 요인임을 설명하였음(Becker,
1965). 초기 연구들은 주로 노동시간에 대한 관심이 중점적이었으나, 점차 여
가시간, 이동시간 등 다양한 시간의 변화와 영향 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확
장되어왔음
▪ ‘시간’ 요인은 모두에게 물리적으로 동등한 시간량이 각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거나, 선택되며,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차
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게 된 바 있음(Gershuny et al., 1980; 2000)
- 콘텐츠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방송 시청률 조사를 통해, 특정 채널이나 프로그
램의 시청 시간대, 시간량, 그에 따른 제반 조건을 측정해 온 사례가 해당될 수
있음
▪ ‘기기’ 요인은 가정에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시간할당 패턴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높음(Votalari, Venkatesh, & Gronhauh, 1985)
- 결정적으로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확산이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시간 분배
를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해 가정과 사회의 동학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영
향력과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임
- 콘텐츠 분야에서는 컴퓨터(PC) 외에도 콘텐츠 이용에 연관된 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의 발전 뿐만 아니라, mp3 음원의 유통, 스트리밍 서비스, OTT
플랫폼의 확산 등과 같은 산업 기술의 발전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
▪ ‘지출’ 요인은 콘텐츠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선행 조건으로 소득수준이나 구매력,
또는 특정 콘텐츠나 관련 상품의 소비를 발생시킨 결과로서 그 중요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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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이용행태 측정과 관련하여, ‘시간할당론’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같은 새
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미디어 영역 내에서 뿐만 아니라 폭넓은 인간 행동
전반 차원에서의 고찰을 요구한다는 ‘시간 재할당 가설(Time reallocation
hypothesis)’의 대두와도 관련성이 큼(이재현, 2013)
- 시간 재할당 가설은 새로운 미디어가 도입되고 활용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을
포함해 생활시간 전반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임
- 즉, 시간량은 동일하지만, 인터넷 이용과 함께 새로운 행동이 출현하고 그와 관
련된 이용 시간이 늘어나면, 전통 미디어의 이용 시간 또는 수면, 식사와 같은
필수 행동시간, 노동, 여가시간 등 삶의 전반에 걸친 다른 행동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은 기능적인 대체를
발생시키기 보다 시간 구성의 재할당을 가져온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실제 동일한 시간대의 행위를 측정하는 ‘동시행동’에 있어, 콘텐
츠 이용의 측정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이견이 있음
▪ 따라서 콘텐츠 이용행태를 구성하는 시간, 기기, 지출 등의 요인은 서로 영향관계
에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 대부분의 조사에서 측정의 주요 내용으로 구
성된 것이 확인되나, 본 연구에서 검토한 콘텐츠 이용자 대상 주요 조사통계 자료
상에서는 세부적인 측정 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확인됨
- 주로 실태조사들을 통해서는 특정 콘텐츠 장르의 이용행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나, 장르 간 이용행태의 변화 양상이나 요인을 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임

3. 콘텐츠 이용 인과관계 측정 가능성 확대
▪ 콘텐츠 이용행태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정보는 각 조사별로 다양
한 방법으로 수집되고 있었음. 다만 전반적으로 그 내용적 구성은 부족한 편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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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콘텐츠 이용 또는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요
인’, ‘육체적 요인’, ‘사회적 관계’ 등 ‘삶의 질’ 정보,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여부나 만족도’, ‘콘텐츠 산업 전반 또는 특정 콘텐츠 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
등과 같은 산업 정책 관련 정보가 조사별로 다양하게 측정되고 있었음
▪ 콘텐츠 이용행태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 만족도, 또는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 정보
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콘텐츠 이용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 개선에 기
여한다는 관점에서 그 효과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특정 콘텐츠 이용의 만족도 또는 인식’이나 ‘전반적인 삶의 질’은 조사별
로 측정 여부와 방식에 차이가 있어, 넓은 의미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양한 형태로 측정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음
- 실제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은 인과관계 규명에 있어, 역 인과관
계, 즉 동일한 요인이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인(성)(personality, identity)’과 ‘삶의 질’ 간의 관
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의 분배와
행동, 그리고 주관적 인식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아진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Robinson, 1983; Schulte, 2014)
▪ 콘텐츠 이용자 관점에서의 정책 관련 정보 수집 여부와 방식 또한 조사별로 차이가
있었음. 장기적으로 이용자 정책 수립과 검토를 고려한 내용 구성이 필요함
- 최근 콘텐츠 장르별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 19 경험이 향후 특정 콘텐츠 장르의
이용량 증감이나 소비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콘텐츠 이용자가 인식하는 산업 전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
집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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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용어 정비의 필요성
▪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콘텐츠 이용자 대상의 국가승인통계 및 주요 실태조사들의
조사문항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콘텐츠와 관련된 용어의 정비가 매우 필
요하다는 점을 확인함
▪ 콘텐츠 관련 용어가 혼재되고 있는 사례는 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기기’, ‘매체’,
‘서비스’를 지칭하는 내용이었음. 이 용어들은 조사별로 서로 다른 개념을 의미하
는 경우가 많았음
▪ ‘기기’는 대체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물리적 기기로서, TV(스마트TV), PC(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컨버터블 PC), 스마트폰(휴대폰, 전화)이었으나, 조사마다 다
양한 용어로 구성되어 있었음
- ‘기기’ 대신 ‘방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 때 ‘방법’은 ‘콘
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 이용 방법’이라는 의미로, 주로 방송, 애니메이션
등 영상 관련 조사에서 활용되고 있었음. 대표적인 사례로, 방송매체이용실태조
사에서는 TV수상기, 데스크탑PC,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지상파DMB
단말기와 같은 ‘기기’를 ‘방법’으로 지칭하였음
- 애니메이션이용자실태조사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할 수 있는 ‘기기’와 ‘공간’
을 포괄하여, TV모니터, 극장, 스마트기기, 기타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이는 애
니메이션 콘텐츠 이용에 특화된 시청 환경을 고려한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음.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기기’와 ‘방법’을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나, 응답
자 관점에서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음악이용자실태조사에서의 ‘방법’은 기기보다 ‘시·청취 방법’이나 ‘플랫폼’의 의
미로, 음악서비스 사이트, 유튜브, 유튜브 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SNS, P2P,
웹하드 등으로 구분되었음
▪ ‘매체’ 또한, 한편으로는 주로 ‘기기’와 동일한 용어로 활용되었으나, 다른 한편에
서는 ‘플랫폼’ 등 물리적 기기와 다른 층위에서 ‘서비스’를 의미하는 용어로 조사마
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음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방송매체이용자행태조사에서 ‘매체’는 텔레비전,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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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노트북, 스마트기기, 비디오ㆍDVDㆍCD플레이어 같은 ‘기기’의 개념임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조사에서는 방송과 웹툰, 웹사이트, 메신저와 SNS
등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음
- ‘매체’는 ‘미디어’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혼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
- 게임이용자패널조사에서 ‘미디어’는 ‘게임 이용행동’의 의미로, TV 시청, 독서
(종이책+eBook), 신문(종이), 라디오, 영화, 만화, 음악을 가리키고 있었음
▪ ‘서비스’는 ‘플랫폼’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별도의 다른 개념
으로 구분하여 쓰이기도 하였음
- 웹소설이용자실태조사에서 ‘서비스(플랫폼)’라는 표기는 ‘서비스’와 ‘플랫폼’ 두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 사례로, 이를 구성하는 하위 항목은 카카오페이
지, 네이버시리즈 등의 구체적인 콘텐츠 서비스로 구성됨
- 만화이용자실태조사에서는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하위 항목은 네이
버웹툰, 다음웹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음
- 게임이용자실태조사에서는 ‘플랫폼’을 모바일(스마트폰) 기반 VR 게임, PC 기
반 VR 게임, 콘솔 게임기 기반 VR 게임, 독립형 VR 기기 기반 VR 게임으로
구분하여, 주로 게임 이용이 가능한 ‘기기’와 결합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었음
- 음악이용자실태조사에서는 ‘서비스’ 용어에 대해서도 ‘음악 이용 경험의 수단
또는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
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각 질문에서 지칭하는 서비스가 ‘기기’, ‘경로(채널)’ 등
으로 다양하였으며, 음악 시·청취에 특화된 특정 ‘플랫폼’ 서비스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음
<표 3-42> 콘텐츠 이용자 대상 조사 용어의 혼용 사례
조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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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 용어

콘텐츠 조사 분야(장르)

기기

기기, 방법(이용행동, 경로), 플랫폼

방송, 애니메이션, 음악

매체

기기, 플랫폼, 서비스, 미디어, 이용행동

문화예술활동, 방송, 게임 등

서비스

플랫폼, 기기, 경로(채널)

출판(웹소설), 만화, 게임, 음악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 기반연구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 기반연구

제4장

전문가 자문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 본 연구에서 앞서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주요 조사통계 자료를 설계
방법과 내용 차원에서 분석하였음. 그 결과, 현재 콘텐츠 이용자 개인이 이용하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양상과 그 변화, 그리고 이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요
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음
▪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향후 콘텐츠 장르 간의 이용양상과 변화
를 이용자 관점에서 수집하고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가능성을 탐색함

2. 분석 방법
▪ 분석을 위한 자문위원은 콘텐츠 분야, 그리고 콘텐츠 이용양상에 관련한 데이터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실무 단계에서 관련 데이터 활용도가 높거나, 실제로
콘텐츠 이용자 대상 데이터 생산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음
- 전문가 자문은 전체 20명, 총 2회로 구분하여, 1차 자문은 2021년 3-4월간,
2차 자문은 5월 1달간 진행하였음
- 1차 전문가 자문은 현재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
의 데이터들 가운데, 공공영역에서 콘텐츠 이용자 조사를 개발할 필요성과 차별
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음
- 2차 전문가 자문은 1차 전문가 자문이 완료될 시점에 그 주요 결과를 반영한
1차 조사안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조사 방법론과 내용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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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자문위원 목록
1차 면접자문(2021년 3-4월)

2차 서면자문(2021년 5월)

연구자문위원

직위ㆍ분야

연구자문위원

직위ㆍ분야

1

조사회사 팀장

A

대학교수(빅데이터)

2

대학교수(통계학)

B

대학교수(애니메이션학)

3

대학교수(사회학)

C

대학교수(경영학)

4

기업데이터센터장

D

대학교수(통계학)

5

기업데이터랩 위원

E

대학교수(통계학)

6

조사회사 부장

F

문화분야 진흥원 통계센터주임

7

조사회사 부장

G

콘텐츠 공기업 연구위원

8

문화분야 공공기관 전문위원

H

조사회사 부장

9

콘텐츠기업 연구원

I

조사회사 이사

10

빅데이터분석 컨설턴트

J

조사회사 과장

▪ 2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시, 공통적으로 향후 콘텐츠 이용자 조사에 적합한 내용
및 구조적 설계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였음
<표 4-2> 자문 구조
1차 전문가 면접자문 주요 내용
콘텐츠 이용자
조사 필요성과 방법
콘텐츠 이용자
조사안 내용

•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을 위한 방향성과 트렌드 검토
• 분류체계, 조사방법, 자료 구조 중심의 전반적인 의견
• 다양한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들과의 차별성 획득 방안

2차 전문가 서면자문 주요 내용

콘텐츠 이용자
조사 방법

분류체계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기준으로, ‘SNS’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동
의여부, 비동의 시 이유
• 콘텐츠 분류에 별도로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분야와 이유

조사대상

• 조사대상 연령 범위
• 조사대상 설정의 적절성 범위(콘텐츠 이용자 제한 여부)

조사주기 • 조사 진행 주기
조사방법 • 조사방법에 대한 의견, 고려사항

콘텐츠 이용자
조사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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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내용에 수정 또는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 조사에 포함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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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 결과

1. 콘텐츠 이용자 조사의 필요성
▪ 현재 공공, 민간영역에서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생산
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콘텐츠 이용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였음
- 콘텐츠 분야에서는 일부 민간 기업을 제외하면 활용 가능한 데이터 자체가 절대
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이제는 콘텐츠 생산자 측면에도 이용자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가 대다수였음
▪ 또한 대표성을 갖춘 ‘조사통계’가 중심 데이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음
- 민간 기업이 보유한 이용자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
의 한계도 크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용양상에 대한 보고를 넘어, 콘텐츠 이용자
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등을 축적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임
공공은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자체가 절대 부족한데, 이제는 이용자 정보를 잘 활용해서 생산자측
에 고급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8)
기업 이용자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약이 생각보다 크다. 국적(내국인, 외국인) 구분이 안되거
나, 성, 연령 정보가 없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정보 접근성 자체도 문제고... 조사통계로 이용행태
와 선호도, 개인 성향에 대한 정보 수집 노력이 필요하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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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 기반의 정보 수집
▪ 현재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데이터들이 자체적인 분류체계를 설정하
고 있어, 콘텐츠 이용자 조사 개발 시에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최대한 유
지, 활용하는 것으로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많았음
- 이는 콘텐츠 장르의 분류 기준과 범위가 다양한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준으로 적합하다는 이유 때문임
기존 분류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F)
통계법상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먼저 분류체계를 조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파일럿 조사를 몇 년 해보고 결정하는게 좋다. (10)
콘텐츠쪽은 사실 신문, 방송, PC, 모바일까지, 특히 방송 중심으로 데이터가 발전해서 최근에는
채널별, 프로그램별 측정치도 하루단위로 축적된다. 그렇다면 국가통계는 더 큰 그림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류체계를 흔들지 말고, 이용행태 파악이 복잡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7)

▪ 1차 전문가 자문과정에서, 분류체계에 대한 전문가 이견은 첫째, ‘텍스트 콘텐츠의
이용’, 즉 교육, 정보 활동에 대한 분류를 분리해야 할 것인지, 둘째, 콘텐츠 생산
과 소비가 확장되고 있는 ‘SNS’를 별도로 구분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나,
결과적으로 현재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큰 틀에서 유지하는 방안이 추천됨
- 뉴스, 교육 등 정보 탐색 활동에 대한 측정은 콘텐츠 이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로 측정될 가능성이 높고, SNS는 별도 조사로서도 분리하는 것이 더
적합할만큼 규모가 크다는 이유임
▪ 2차 전문가 자문시에는 콘텐츠 이용자 관점에서 실질적인 콘텐츠 이용의 범위를
고려하여,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이용이 활발한 8개 분야(광고, 지
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4개 분류 제외), 그리고 SNS 분류를 별도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재검토하였으나, 마찬가지로 SNS를 콘텐츠 분류로 포함하는 것
에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았음
- SNS를 기존의 콘텐츠와 동등선상에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아직까지 SNS는 콘텐츠의 이용 경로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부가조사로 분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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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영화, 음악, 만화, 많은 콘텐츠들을 다 만들수도 이용할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큰 분야여서
별도의 부가조사 형태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I)
SNS 이용행태나 특성, 영향력 같은 의미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야 하고,
조사통계만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C)

▪ 한편, 그동안 콘텐츠 분야의 조사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져온 오프라인 전시
나 공연을 콘텐츠 범주 내로 포함해야 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 공연은 특히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화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임
장기적으로는 공연과 전시 분야도 포함되어야 한다. 영화, 영상과 유사한 성격인데, 콘텐츠 이용자
조사에서는 자주 누락되는 것 같다. (H)
코로나 이후 온라인 공연이 양적으로든 질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이용자 변화를
계속 파악할 필요가 있다. (J)
기존 조사들이 공연을 누락한 점이 아쉽다. 별도로 공연 분류를 추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 온, 오프
라인 이용경험을 구분할 필요가 높다. (B)

▪ 또한 콘텐츠 이용행동 분류는 너무 세밀한 범주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콘텐츠 산업 변화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행동분류는 너무 세밀하게 하지 말고, 출발은 보
수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행태를 너무 세세하게 분류하면 나중에 데이터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
기준은 특수분류체계로 하되, 너무 세세한 분류는 측정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 (2)
이용행동 범주를 너무 세세하게 나누면 오히려 편향성 문제가 생긴다. (3)
이용행태는 기업 내부 서비스별 로그데이터를 따라가기 힘들다.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이 방송이나
출판이 아니라, 이용자 관점에서는 음원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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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 범위의 확대
▪ 콘텐츠 이용자 대상 조사대상은 고령화된 인구구성을 고려하여 최고 연령을 제한
하지 말고, ‘전국민 대상 무작위 추출’ 방법을 초기 조사에 적용하여 조사대상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유아·아동 및 초등학생을 포함할 경우에는 별도 조사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음
우리나라 고령화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이미 많이 늘었다. 고연령대 제한은 필요없다고 본다. (B)
65세 이상도 새로운 콘텐츠 이용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최고연령 한도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연령은 자기기입식으로 수집할 것 (G)
초등학생 이하는 부모 입회 하의 조사나, 별도 부모조사가 필요하다. 콘텐츠 장르 개념을 이해시키
기도 어려울뿐더러, 솔직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다. (I)
응답의 정확성을 고려해, 시작점은 중학생 이상이 적절하다. (F)

▪ 응답자 범위로는 현실적으로 1개 이상의 콘텐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집단이나,
특정 콘텐츠만 이용하는 집단(마니아 집단) 등에 대한 파악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초기 표본설계는 ‘전국민 인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는 의견이 많았음
자료의 충실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자만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현실
적으로 콘텐츠를 1개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비중이 낮을 것이어서, 이용자 프로파일
에 기반한 표본할당을 향후에 보완하고, 대표성을 갖는 통계수치 산출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H)
일단 최대 다수의 응답자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초기 조사를 진행해보고, 향후 표본추출 방식과 규
모를 조사 방법론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I)
통합조사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설계해서, 점점 볼륨을 키워야 한다. 초기에는 표본규모를 최대한
키워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고, 통계보정단계에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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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과 인력을 고려한 조사주기 설정
▪ 조사주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사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조사의 목적
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진행은 1년 주기가 가
장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하면, 1년에 1회 정도가 적절하다. (C)
일반 국민들의 콘텐츠 이용행태는 관습적인 측면이 있고, 단기간에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아
1년 주기가 타당하다. (D)
1년 주기가 안정적이라고 본다. 콘텐츠가 매일 많이 이용하는 필수 소비재 정도기 때문에, 응답자
의 인지부조화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편이다. (1)

▪ 이와 대조적으로, 콘텐츠 생산 및 유통 주기가 짧고, 콘텐츠 이용패턴을 축적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반기별(1년 2회), 또는 분기별(1년 4회) 조사가 필요
하다는 의견들도 있었음
- 이는 실제로 동일 콘텐츠 분야에서도 1년간 수차례 트렌드가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한 의견으로 볼 수 있음
드라마는 2~3개월이면 끝나고, 영화도 2~3개월 정도면 극장상영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연간 단위
조사는 결과가 나올 때쯤 이미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뀐 뒤라, 조사횟수를 늘리는게 필요하지만, 아니
면 별도 조사로 표본추출과정을 간소화한 자료도 방법이 될 수 있다. (I)
예산 등 현실성을 고려하면 연 1회가 적당하지만, 특이성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면 연 2-3회도 좋
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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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혼합조사방법론 적용
▪ 조사 방법으로는 PC와 모바일을 병행하는 조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이어 대면조사와 온라인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많았음
- 이는 조사대상의 다양한 연령대, 특히 조사 과정에 안내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
및 노년층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한편, 모바일, 온라인 중심의 조사방법이 온라인 편향적 표본을 구성할 가능성
을 염려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음
10세~14세층이 포함되면, 대면조사를 병행할 필요는 있다. (H)
어르신조사의 경우 대면조사를 병행하는 혼합방식을 추천한다. (D)
PC+모바일 조사는 패널사 보유 패널 대상이어서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아무래
도 온라인 친화적인 사람들이 주로 참여해서 온라인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대신 표본규모
를 많이 늘려 보정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I)

▪ 한편, 조사예산이 허락된다면, 콘텐츠 다이어리 조사로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많았음
예산이 허락한다는 전제하에 패널, 다이어리 조사를 고려해볼 수 있다. 조사대상을 고정함으로써
시간의 흐름, 정부정책 등에 따른 이용행태 변화를 깊이 있게 살피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G)
예산이 허락된다면 콘텐츠 다이어리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의 질적 변화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입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G)
모바일로도 다이어리 조사가 가능하다. 다만 예산과 통계 보정 역량이 관건이다. (1)
유사 조사들이 보통 2-3일치 다이어리 평균치를 활용하는데, 콘텐츠 생산 주기상 1주일(7일) 다이
어리 조사로도 차별성을 갖는다. (4)
표본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이 매우 중요해, 대표성 없이 표본규모만 늘리면 왜곡된 결과를 얻을 위
험성이 높다. 이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며, 어떤 방법이든 표본규모가 클 경우 어려움이 많
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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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식 정보 수집의 가치
▪ 조사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는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와 인식 간의 정보를 중
점적으로 수집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와 인식 중심의 조사는 정책개발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기업 데이터와 구별되는 확실한 차별성이다. (A)
종합적이고 정례적인 조사는 매우 필요하지만, 시간, 인식, 삶의 질 같은 고급정보 제공도 중요하
다. 지출, 구매 관련 정보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기도 하고, 보정 방법도 많다. (E)
콘텐츠 이용 만족도를 일반적인 삶의 질 측정과 분리하여, 압축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조사항
목을 가능한 한 축소해야 한다. (E)

▪ 인식 정보 수집 측면에서는 정책 관련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음
- 현재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관련 질문은 응답자 관점에서 어려울
수 있고, 최근 코로나와 같은 거시적인 변화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
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인되었음
저작권 관련 질문들은 공급자 관점이지, 실제로 이용자들이 본인이 소비한 콘텐츠가 불법인지 모른채
이용한 것을 측정할 방법은 요원하다. 정책 관련 내용들은 그래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5)
코로나 19 이후 콘텐츠 시장 규모가 커졌어도, 콘텐츠별로는 하락한 분야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
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꾸준히 소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B)
COVID19로 맞벌이 가정 아동의 학습 및 오락 관련 콘텐츠 이용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 추이가
어떻게 변화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중략) 어르신(65세 이상)들의 콘텐츠(특히 유튜브) 이용확대에
대한 파악 또한 필요하다. (D)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콘텐츠 이용자 층위의 정책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이용자 정책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물을 수 있다. 가령 공연시설 소비할
인권 및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온라인 공연장 조성,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제공, 또는 콘텐츠 기
업들의 이용자 정보활용에 대한 보호정책의 개발이라든가 (G)
WHO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검토도 필요하다. (H)
도서나 공연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정책이나, 문화과학바우처 제도라든가, 정책 점검을
위한 의견을 계속 수집해야할 필요성이 높다. (I)
코로나 이전에도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온라인 청소년 범죄 관련해서 기업들이 움직임을 면밀
하게 분석하고 있다. 혹은 온라인 공연 부분들도 조사통계로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면 좋겠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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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구축의 방향성

1.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 방안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인 성장과 변화를 주도하는 최전선에 있
고, 콘텐츠 생산과 소비 간의 상호영향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 현실에서, 산업적 영
향력이 증대한 콘텐츠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함
▪ 콘텐츠 이용자는 역사적으로 여가활용의 주체, 또는 미디어 기기와 기술발전에 따
른 적극적 수용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져왔지만, 콘텐츠와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정의와 범주가 뚜렷하게 합의된 바가 없듯, 각 사회문화적 환경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음
▪ 현재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이용자 층위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으나, 콘
텐츠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주를 설정함으로
써 자료 간 상대 비교가 어려운 편임
▪ 또한,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축적된 데이터들은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는 수익
증대에 직결될 정도로 가치가 상승하였으나,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양상을 검토
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임
-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약 90%의 사업체가 소규모이고, 이러
한 이용자 데이터의 보유와 활용 역량을 갖춘 기업이 극히 일부로 한정되어 있
다는 점에서 콘텐츠 산업계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도 해결 방안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 콘텐츠 이용자 대상의 데이터는 조사통계 자료 중심의
정형데이터, 로그데이터, 빅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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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현황 및 특성 분석결과
구분

조사통계

로그데이터

빅데이터

형태

• 정형데이터

• 반정형데이터

• 비정형데이터

장점

• 대표성(국가승인통계)
• 편의성(실태조사 등)

• 정밀 분석이 가능한 정보
수집

• 시의성
• 저비용

단점

• 이용행태 파악에 제한점 있음
(비용, 전문성 필요)

• 정보 접근성

• 대표성이나 정확성 취약

비용

• 표본 대표성이 확보될수록 고
비용

• 고비용

• 상대적으로 저렴

작성 소요
시간

• 예산, 방법론에 따라 차이

• 매우 신속

• 보통

주요 활용
목적

• 정보의 지속적인 축적
• 체계적인 분석

• 시의적인 기술통계치
파악

• 이용행태 및 상호작용 분석
• 기업 수익 증대 및 마케팅
목적

▪ 공공 영역에서는 현재 주로 조사통계 자료가 생산되고 있으나,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절대량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표본 대표성이 확보된 국가승인통계 자료들 또한, 콘텐츠 이용 범주를 설정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거나 누락된 장르가 있어, 콘텐츠 이용양상을 체계적으로 파
악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
- 콘텐츠 각 장르별로 비교적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온 주요 실태조사들 또한,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장르에 대한 이용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이
용자 측면에서 다양한 콘텐츠 장르를 융ㆍ복합적으로 동시 이용하는 양상을 종
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결여돼 있음
- 우선, 콘텐츠 이용자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려
운 광고,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용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적임
- 무엇보다 조사별로 이용행태를 측정하는 기준 단위나 내용이 달라, 장르 간 상
호 비교검토가 불가능한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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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우리나라 사회인구학적 요인별 콘텐츠 이용행태 현황
성별
코드 콘텐츠 분류

이용행태

남성

연령별

지역별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수도권 비수도권
이상

1 출판1)

이용량(거의매일)

38.7 31.6 57.6 31.8 31.9 32.1 25.8

-

-

-

2)

이용량(이용경험)

18.4 21.5 25.2 29.0 20.6 14.0 11.0

-

23.3

18.6

3)

3 음악

이용량(이용경험)

53.3 54.2 59.2 73.0 52.4 39.9 48.0

-

54.9

52.7

4 게임4)

이용량(이용경험)

73.6 67.3 91.5 85.1 74.0 76.6 56.8

35.0

69.9

71.1

이용량(주말이용경험) 48.0 44.3 68.1 68.1 60.4 54.8 44.4

14.9

-

-

-

20.9

23.0

61.0

-

-

-

-

-

-

19.3

17.8

-

-

-

-

-

-

19.7

-

-

2 만화

5 영화5)
6)

6 애니메이션
7)

이용량(이용경험)

21.5 22.9 27.0 18.9 21.4 18.2

7.0

7 방송

이용량(주말이용경험) 52.0 51.6 24.7 29.4 46.4 58.4 60.5

8 광고

이용량
8)

9 캐릭터

이용량(이용경험)

10 지식정보

이용량

11 콘텐츠솔루션 이용량
12 공연9)

이용량(이용경험)

-

-

-

-

-

-

-

16.9 20.5 23.3 22.8 17.0 13.8 12.9
-

-

-

-

-

-

-

-

-

-

-

-

-

-

21.9 18.2 19.5 20.5 19.6 20.1 19.1

자료: 1)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웹소설이용자실태조사;
2)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만화이용자실태조사;
3)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음악이용자실태조사;
4)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게임이용자실태조사;
5)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6)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애니메이션이용자실태조사;
7)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8)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20 캐릭터이용자실태조사;
9)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재정리

▪ 로그데이터나 빅데이터는 주로 민간 영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일반 정보 이용자
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임
- 정보 수집 및 가공 처리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큰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조사통계 중심의 정형데이터에 비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 특히 SNS 중심의 메시지 데이터나, 콘텐츠 기업이 내부적으로 보유한 고객 데
이터는 콘텐츠 이용행태를 매우 섬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으나,
데이터에 따라 정보 결함이 있거나, 편향성이 있다는 한계도 있음
▪ 콘텐츠 이용자 빅데이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용이한 SNS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빅데이터 ISP를 세부분야별로 수립
하여, 그동안 잘 활용되지 못했던 공공데이터를 발굴,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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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황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향후 콘텐츠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양상을 종합적으로
수집, 검토, 분석할 수 있는 콘텐츠 이용자 조사 개발을 우선적으로 제안함

2. 콘텐츠 이용자 조사 구축
▪ 콘텐츠 이용자 조사는 콘텐츠 이용자 층위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 가
운데, 콘텐츠 이용양상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의 축적과 분석과 특히 장르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함
- 최근 일반 조사환경에 있어, 사람들의 다양한 기기 사용증가, 응답자의 부담,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전통적인 대면조사의 어려움, 온라인 조사 과정에서 발
생하는 특수한 어려움 등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방법론 차원에서의
연구와 논의가 활발한만큼,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통계의 대표성 확
보를 위한 자료수집의 방법, 표본추출이나 통계적 보정 등을 방법론 측면에서의
검토를 앞서 진행하였음
▪ 본 연구에서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생산된 주요 조사통계 자료들의 표본설계
방법을 각 자료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1년 주기의 통계청 인구통계 기반의 확률
표집 횡단형 조사로 진행되어 왔음을 파악함
- 횡단 조사는 주로 조사할 대상이 많고,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이 다양할 때 실시
하며, 특정 시점에 연간 1회 조사로 진행함. 이상적인 횡단 조사는 다양한 조사
집단별로 인구비례할당법에 기반하여 많은 수의 응답자들을 표집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표본 규모가 클수록 안정적인 결과를 확보하기 유리함
- 따라서 횡단 조사의 모집단은 다양한 인구집단이거나, 특수성이 있는 대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각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표본을 확보해야 조사
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됨. 즉 조사규모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음
- 이와 비교하여, 종단 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사대상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점에서 횡단 조사와 목적과 구조가 다름. 종단적 접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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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한 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사대상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동
일한 조사대상에 대해, 일정한 기간 간격을 두고 조사를 수차례 반복해야 함
- 횡단 조사와 비교하여 종단 조사는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 인력 등 모든 측면에
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 추적조사를 위해 응답자들과 계속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의도 구해야 하며, 주거이동을 하거나 분가를 한 경우에는 방문
조사 등 범위가 더 넓어지며, 특히 조사 이탈층에 대한 표본 보정에 이르기까지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발굴해낼 수
있는 메시지의 힘이 크기 때문에 가치가 높음
<표 5-3> 조사통계 자료배열 구조
구분

횡단 조사

종단 조사

조사 목적

특정 조사 시점의
표본과 모집단 특성 파악

시간의 흐름에 따른
표본과 모집단 특성의 변화 조사

표본 규모

응답자들을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기 때문에 표본규모가 클수록 좋음

추적조사를 해야하므로
상대적으로 표본규모가 작은 편임

측정 횟수

1회

n회

세부 종류

비용

표본의 구성과 설계방법에 따라 다양

다양(종단 조사에 비해 저렴)

• 트렌드조사: 동일한 조사문항에 대해 시차를
두고 조사를 반복하나, 매회 응답자가 다름
• 코호트조사: 동일한 조사문항에 대해 시차를
두고 조사를 반복하나, 매회 응답자들과 세
대(출생연도)가 같음
• 패널조사: 매회 응답자가 같음
높음

▪ 기존의 콘텐츠 이용자 대상 조사들이 대부분 횡단 조사로 작성된 이유는 이처럼
예산과 인력 투입에 대한 부담감이 때문이기도 함. 또한, 콘텐츠 산업 트렌드 변화
가 빠른 편이어서, 1년을 주기로 설정하더라도 트렌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사 횟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측정 전후 단계에 소요되
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 콘텐츠 이용자 조사를 향후 국가승인통계로 작성할 목적과 의향이 있다면, 무엇보
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조사 목표모집단을 ‘전국민 인구’로 설정하고, 통계
청 센서스 자료에 기반한 확률표집 방법론의 적용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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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콘텐츠 이용자 주요 조사통계 현황
구분

국가승인통계

주요 실태조사(비승인통계)

• 일반 국민

• 특정 콘텐츠 이용자

•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 조사기관(또는 회사) 자체 보유 명부

표본추출방법

• 확률표집

• 비확률표집

자료수집방법

• 면접조사

• 면접조사+온라인조사 등 혼합조사방법론

대표성

• 대표성 확보
• 예산 및 인력 확보

• 표집틀 보완
• 표본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통계적 보정을 통
해 대표성 확보

자료배열

• 횡단형(일부 종단형)

• 횡단형

목표모집단
표집틀(조사모집단)

▪ 현재 국내 공공영역에서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콘텐츠 이용자 영역의 중심데이터로 역할을 수행할 통합조
사를 중심으로 향후 별도의 장르별 특화 부가조사 개발 가능성까지를 염두한다면,
시범조사를 초기 몇 년간 시행하여 자료 구조를 개선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초기 시범조사 표본을 비확률표집 방법으로 추출한다면, 가능한 한 인구비례할
당 표본규모를 확대하고, 확률표집이 가진 표본조사의 대표성이라는 장점을 확
보하려는 통계적 보정 노력이 요구됨
- 이때 대표적인 통계 보정 방법으로, 갈퀴법(raking ratio)을 활용할 수 있음.
갈퀴법은 추출한 표본에 모집단의 특성을 이용해 가중치를 적용하는 사후보정
기법임. 주요 원리는 범주형 자료에서 주변분포(marginal distribution)만 알
고 결합분포(joint distribution)를 모를 때, 주변합(marginal total) 값을 사용
해서 미지의 결합분포 가중치를 추정하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은 비확률표본에
서, 실제 모집단에 대해서는 전체값(Total)에 근사치만 확보했을 뿐, 세부 정보
를 정확히 모를 경우, 각 행렬의 총합값 정보와 가중치를 활용하여 표본과 모집
단 간의 불일치 정도를 반복적으로 줄여가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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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갈퀴법 통계보정 사례

대기업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전체(Total)

300

1200

60

30

30

(1620)

중소기업

150

1080

90

30

30

(1380)

전체(Total)

(450)

(2280)

(150)

(60)

(60)

(3000)

▪ 조사통계의 최대 강점이 대표성에 있고, 특히 콘텐츠 분야에서 최근 다양한 종류의
이용자 데이터 흔적(data trace)를 활용한 빅데이터의 활용도 활발한 추세에 있다
는 점을 고려하면, 콘텐츠 이용자 조사는 가능한 한 표본의 대표성과 내용 측면에
서 차별성을 갖출 필요성이 높음
▪ 한편, 콘텐츠 이용자 조사대상의 연령 범위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전반적으로 고
령화된 점을 고려하여, 연령 상한에 제한을 두지 말고 고령층을 최대한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연구 자문 결과를 참고할 가치도 높음
▪ 다음은 조사에 필수적인 예산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조사안 제시 결과임

가. 대표성을 갖춘 조사통계 개발
▪ 대표성을 갖춘 콘텐츠 이용자 조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 사회 인구
구성을 반영한 표본설계가 중요함
- 이는 국가승인통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주무부처의 의지와 협조가 요구됨
- 저연령대의 경우, 콘텐츠 이용행태와 관련 정보에 대한 응답이 어려울 수 있으
므로, 시작 연령대는 만 10세(초등학생) 이상으로 설정하고 상한 연령대에 제한
을 두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많은 표본이 표집될 수 있도록 함
- 조사통계 대표성 확보를 위해 표집틀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명부를 활용하
며, 안정적인 자료 수집과 처리를 위해 대면 면접조사로 진행함
- 자료배열 구조는 트렌드 및 정책 점검을 위해 횡단형으로 진행하되, 예산이 확
보될 경우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종단형 콘텐츠 이용 시간일지를 포함함

제5장 결론

89

<표 5-6> 대표성을 갖춘 콘텐츠 이용자 조사 개발안
구분

표본 설계

특이 사항

목표모집단

• 전국 가구 및 만 10세 이상 일반 국민

조사모집단

• 현재 전국 가구 및 가구내 상주하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

표집틀(추출틀)

•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표본추출방법

• 확률표집

자료수집방법

• 면접조사

• 만 10-15세(초등학생) 부모조사 분리

• 횡단형 연간 정례조사 및 시간일지

• 종단형(예산 확보시)

자료배열

나. 시의성을 갖춘 조사통계 개발
▪ 시의성을 갖춘 콘텐츠 이용자 조사를 구축할 수 있는 이유는 콘텐츠 이용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 이를 계절별, 또는 반기별로 파악하여, 시장의 민감성이나 이용
자의 관습적인 이용행태의 변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임
- 따라서 국가승인통계를 목적으로 한 조사통계와 비교할 때, 대표성은 비교적 결
여될 수 있으나,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표본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면, 통계
보정을 통해 대표성을 비교적 확보할 수는 있음
- 표집틀은 조사회사가 보유한 패널을 활용하되, 조사방법론은 콘텐츠 특성을 고
려한 모바일 조사, 또는 혼합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음. 본 연구의 전문가 자문의
견 수렴결과에서도 콘텐츠 응답자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PC와 모바일을 중심으
로 한 혼합조사방법론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조사에 소요되
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임
<표 5-7> 시의성을 갖춘 콘텐츠 이용자 조사 개발안
구분
목표모집단

• 전국 만 10세 이상 일반 국민

조사모집단

• 만 10세 이상 일반 국민

표집틀(추출틀)

• 조사회사 보유 패널

표본추출방법

•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

자료수집방법

• 모바일 조사 또는 혼합방법론

자료배열

90

표본 설계

• 횡단형 설문조사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 기반연구

특이 사항

• 분기별, 반기별(예산 확보시)

▪ 콘텐츠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 파악시, 시의성 자체를 주 목적으로 한다면, 이와
같은 조사통계 자료보다 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론 및 반응 데이터 활용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이와 비교하여, 단기간, 제한된 예산 및 여타 조건에 의해 특수한 목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러한 시의적 조사통계 자료는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생산되는 형태임. 다만 공공 영역에서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 예산 및 인력 등에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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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콘텐츠 이용자 조사안

1. 콘텐츠 이용자 조사 분류체계
▪ 본 연구에서 콘텐츠 이용자 조사안을 제시하며, 우선적으로 그 분류체계를 제안하
는 이유는 장기적인 정보 축적의 가치가 있는 분야의 정의와 범주를 구체화할 필요
성 때문임
▪ 콘텐츠 이용자 조사의 가장 큰 차별성은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최대한 적용
하여 콘텐츠 장르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것임
- 이 때, 콘텐츠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콘텐츠 이용양상을 고려하여, 광고, 지식정
보, 콘텐츠솔루션 3개 특수분류 범주를 제외함. 전문가 자문과정에서, 뉴스나
교육, 정보 활동과 관련된 측정을 ‘지식정보’ 범주와 관련하여, 별도 분류체계로
범주화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다소 확인된 바 있으나, 이러한 텍스트(문
서, 문자) 중심의 정보 콘텐츠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측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참조하였음
- 한편, 이용자들의 참여에 의한 콘텐츠 생산과 소비가 활발해지는 ‘SNS’에 대해
서도 별도 분류로 범주화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 결과, SNS가 현재까지는 콘텐
츠보다 플랫폼 정의에 가깝고, 이용자들에 의한 SNS 생산 콘텐츠에 대한 처리
는 보다 심층적인 전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조하였음
▪ 본 연구에서 콘텐츠 이용 범주를 파악할 수 있는 기존 주요 조사통계를 검토한 결
과, 각 자료별로 매우 이질적인 이용행태 범주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 예를 들어, 콘텐츠 이용행태가 지나치게 압축적으로 측정되고 있거나, 일부 콘
텐츠의 측정 가능성이 누락된 경우가 많았음
- 또는 인터넷이나 방송처럼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용행태만 집중적으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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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하여, 다른 콘텐츠 장르의 이용양상과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
한된 자료들도 많았음
- 한편, 만화나 영상, 게임 등의 일부 분야는 조사대상에게 유해한 매체라는 관점
에서 설계된 자료들도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콘텐츠 이용자 조사의 분류체계는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
임, 영화, 방송, 음악, 공연’ 9개로 구분함
- 통계법상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최대한 유지하여, 통계 이용자들의 혼란
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
- 콘텐츠 이용행태 측정시에는 ‘온라인’ 행동과 ‘오프라인’ 행동이 장르별로 모두
측정되도록 하였음
- 또한 그동안 콘텐츠 이용행태로 자주 누락되어 온 ‘공연’ 분야를 추가하여, 온·
오프라인 이용양상이 균형적으로 측정되도록 하고,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공
연 분야가 급속도로 온라인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는 부분 또한 장기적으로 측정
될 수 있도록 함
<표 5-8> 콘텐츠 이용 분류안
기존 주요 자료 검토 결과
국가승인통계조사

콘텐츠 이용 분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영화, 공연

국민여가활동조사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방송, 공연

생활시간조사

출판, 음악, 게임, 방송, 문화활동(공연 등)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출판, 음악, 게임, 영화, 방송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출판, 음악, 게임, 영화, 방송,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하위 범주 세분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출판, 만화, 게임, 방송

조사 분류 제안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영화, 방송,
음악, 공연
(9개 범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통계청
(2019), 2019 생활시간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2020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2020), 2020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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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이용자 조사 프레임
가. 설계 개요
▪ 현재 특정 콘텐츠 분야로 한정된 조사통계 자료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콘텐츠 이용
량을 보고하거나, 향후 콘텐츠 정책 수립이나 산업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될만한 인
과적 요소를 누락한 자료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 프레임을
제안함
▪ 콘텐츠 이용자 조사는 다양한 장르의 이용 현황을 1개 조사에서 종합적으로 측정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보수적인 설계를 지
향하였음
▪ 조사목적은 ‘우리나라 국민의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콘텐츠 산업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조사대상은 시작 연령은 만 10세 이상으로 설정하되, 연령 상한선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 조사대상의 연령 범위는 실제 조사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 규모와 방법에 따라
크게 좌우됨
- 만약 조사 예산이 충분하다면, 미성년을 포함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정확한 정보수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앞서 1절에서 제안한대로
초등학생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부모 입회 하에 조사하거나 일부 정보를
부모에게 수집하는 방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조사방법은 현재, 대면조사나 온라인 조사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음
- 조사방법 또한 예산 규모와 목적에 따라 크게 좌우됨
- 온라인 조사는 PC 또는 모바일 조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나, 모바일 조사
비중이 늘어날 경우 현재 제안하는 내용보다 더 많은 압축 작업이 요구됨
- 국가승인통계를 목적으로 할 경우, 승인화 절차를 위하여 반드시 대면조사로 진
행해야 하며, 이에 맞추어 조사대사의 연령 범위도 확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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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콘텐츠 이용자 조사 프레임 안
구분

내용

응답자 일반현황
(사회경제적 요인)

성, 연령, 지역, 학력, 경제활동여부, 소득, 직업, 가구유형

콘텐츠 이용 경험

•
•
•
•
•
•
•

콘텐츠 이용 인식

•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이슈
(문화가 있는 날, 주52간제, 할인 혜택 및 무료 이용,
개인정보보호, 셧다운 제도, 성인지 감수성)
• 평소 삶의 만족도
• 평소 건강

콘텐츠 이용 장르
콘텐츠 주 이용 기기
콘텐츠 이용 장르별 평균 이용시간(평일, 주말 구분 시간일지)
콘텐츠를 주로 이용하는 장소
콘텐츠 이용 상황(혼자, 함께 이용하는 사람)
콘텐츠 장르별 유료결재 경험 및 금액
콘텐츠 지출 내용(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관련 상품 구매)

나. 일반 현황
▪ 콘텐츠 이용자들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성, 연령,
지역, 학력, 직종 및 종사상지위, 소득, 그리고 가구유형으로 최대한 상세히 수집하
도록 하였으며, 조사 흐름을 고려하여 전반부의 ‘응답자 일반 현황’과 후반부 ‘배경
질문’으로 구분하여 배치함
- 이는 사회계층별 각 요소에 따라, 콘텐츠 이용양상의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할 때 활용 가치가 높은 기초정보이나, 기존의 많은 조사통계 자료에서 수
집시 누락된 정보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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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 경험
▪ 콘텐츠 이용행태는 크게 콘텐츠 이용경험 및 이용인식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음
- 콘텐츠 장르별 이용경험은 ‘시간할당이론’ 구조를 중점적으로 적용하여, 이용
‘시간’, ‘지출’, ‘기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콘텐츠 이용경험을 파악하는 도입부에서는 우선, 지난 1달간의 전반적인 콘텐츠
이용 내용을 회상하여, 전 영역의 평균 이용 행태를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 만화는 주로 이용이 활발한 웹툰의 업데이트 주기가 1주일인데 비해, 영화 작품
은 1달에서 3개월 등 상영 주기가 다양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응답자의 회고 시, 응답 오류 가능성이 낮은 기간을 1달로 설정함
▪ 이어, 최근 1주일간 가장 많이 이용한 콘텐츠 3가지와 각각의 주 이용기기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이용자가 조사시점 기준, 이용중인 콘텐츠 간의 선호도와 이용기기의 확인
하기 위함임
▪ 다음으로, 최근 1주일간 평일 및 주말 각 하루씩, 이틀치의 콘텐츠 이용 시간을
회고하여 기입하도록 함
- 이 때 평일과 주말 각 하루로 구분한 이유는 실제 이용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이
며, 회고 주기는 오류 가능성이 낮은 기간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침

제5장 결론

97

98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 기반연구

제5장 결론

99

▪ 콘텐츠를 주로 이용한 장소 및 함께 이용한 사람에 대한 질문은 최근 콘텐츠 이용
행태 파악시, 이용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이기 때문임
- 주로 이용한 장소는 다양한 장소들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구성함
- 함께 이용한 사람은 ‘혼자’를 포함하여 가족, 친구, 직장동료, 동호회, 기타 등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제시하되, 순서대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하여, 평소 콘텐츠
이용의 사회관계적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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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지출에 있어서는 유료 결재 경험 및 내역을 1달 단위로 회고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함
- 먼저 각 콘텐츠 유형별로 이용 경험 여부를 확인하여, 1달 기준 결재 금액 총액
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별도로 구독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그 외 콘텐츠와 관련된 추가 상품 구입
경험 여부와 금액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평소 콘텐츠 이용에 동원 가능한 구매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콘텐츠
이용 구독 서비스의 결재 규모,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나 관련
상품의 구매에 이르기까지 지출 행동이 확장되는지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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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용 인식
▪ 다음으로 콘텐츠 이용 인식에 있어서는 각 콘텐츠 별 이용 만족도, 콘텐츠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동의 정도, 그리고 평소 삶의 질과 관련된 정보를 압
축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콘텐츠 별 이용 만족도 응답시에는 평소 잘 이용하지 않는 콘텐츠는 응답하지
않아도 되게 설계하여, 이용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함. 이를 통해 특정 콘텐츠
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함
- 콘텐츠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 가치
가 있는 내용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렴한 결과에 기반하여 압축적으로 구성
함. 이는 향후 필요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제도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확
인하고자 함이 주 목적임
- 평소 이용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건강에 대한 인식을 별도로 구분하여
측정하도록 함
- 삶의 만족도 및 건강은 삶의 질 지표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측정
항목임. 최근 정신적, 정서적 만족 상태를 측정하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육체적 건강을 주관적으로 판단한 결과인 ‘건강’ 상태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추
세를 반영함. 이 가운데, 육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본인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할수록 실제 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나, 수명에 영향
을 주는 확률이 높다는 최신 연구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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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제안은 현재까지 콘텐츠 이용자 층위에서 콘텐츠 장르 간 이용양상의 변화
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장르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한 일관적인 측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결과임
▪ 향후 정책 시사점을 더 세밀하게 도출할 수 있는 부가 데이터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기초 중심데이터의 구축이 요구됨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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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콘텐츠 이용자 행동 데이터 활용

1. 로그 데이터
▪ 콘텐츠 이용자 층위에서는 PC나 스마트폰과 같이 콘텐츠 이용과 밀접한 사용관계
에 있는 특정 기기에 특화된 이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로그 데이터는 기기 기반의 이용 정보를 수집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보
제공과 설치 동의가 허락된 이용자들의 웹로그 기록을 수집, 가공하여, 최종적으로
이용자들의 특정 서비스에 대한 행동 분석이 가능함
- 이러한 로그데이터는 대부분 현재 민간 기업 내부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활용
될 수 있으나, 외부에서의 접근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임
- 현재 국내 거주자를 무작위 층화추출하여, PC 및 모바일 운영체제별 사용자 패
널을 대상으로 실시간 수집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됨
▪ 로그 데이터는 콘텐츠 이용행태를 장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상품별, 플랫폼별
로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국내 스마트폰 보유율 뿐만 아니라, 모바일,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활용하
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데이터는 현재 각 세부산업별로 경쟁
중인 사업체들의 트렌드 변화를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확보함
▪ 다만 이러한 로그 데이터를 활용한 행동 분석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보유한 데이터
를 활용한 행동 분석과는 내용상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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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콘텐츠 분야 로그 데이터 활용 자료

자료: 닐슨 제공

2. 빅데이터
▪ 콘텐츠 이용자들의 행동 패턴이 매우 복잡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기기나 채널,
플랫폼 등 서비스 경로 또한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사통계, 로그 데이터,
그리고 SNS 텍스트 데이터나 구매 행동 데이터 등에 이르는 비정형 빅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가치는 높음
- 이로써, 콘텐츠 산업 전반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비정형 데이터는 콘텐츠 이용자들이 생산하는
SNS나 블로그, 커뮤니티 등 공개 메시지 형태가 대표적임
- 이러한 종류의 빅데이터는 시의성이나 분석 목적, 맥락 등이 매우 중요함
- 콘텐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특정 주제 분석에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음
- 실제로 팬덤 등 특유의 행동 분석을 진행한 사례들도 다수 확인됨
- 텍스트 데이터 외에 영상 데이터로 확장하더라도, 유튜브, 네이버 TV 캐스트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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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콘텐츠가 생산되는 개별 사이트별로 이용 행동 분석, 감성 분석 등 다양한
형태의 기획이 가능함(이호영 외, 2019)
▪ 그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자원은 기획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고,
콘텐츠 특성상 각 분야별 특수성이 있어, 정보전략계획 수립 등 별도의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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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Cultural Content Consumer Data Development
Kim Soyeon
The primary goal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the direction for which the
development of the content consumer data should be headed. It may be due to the
fundamental variety of the definition of content and its range, the utilization of the
content consumer information is limited to capable companies with a high
understanding of the data value, which may cause digital divide between them and
relatively smaller companies. Thus, it is imperative that the public sector develop
the data through which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content consumer activities
can be achieved.
To this end, this study proposes to design the comprehensive survey system of
the content consumers. Considering that the real-world content consumer activities,
the new survey system needs to be designed to cover all areas. To do so, this study
offers detailed survey questionnaires by closely examining the method and
framework of the sampling design of the statistical survey. This study also proposes
that a systemic approach be implemented to utilize unconstructed big data of the
content consumers prevalently produced in the private sec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formation strategy plan is expected to utilize a variety of data, which is
likely to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tent consumers.
Keywords
Content consumer data, content consumer survey, content consumer statistics,
content consumer log data, content consumer unconstruc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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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콘텐츠 이용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콘텐츠 산업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활용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어, 본 조사에 참여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 )년 ( )월

지역번호

개인 코드

조사원 정보

성명

성별

출생 연도

관리사항

응답자
정보

➀ 남 ➁ 여

년

※ 조사원이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작성 요령
○ 응답은 질문 순서대로, 보기 항목에서 해당 번호를 선택하거나,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SQ

응답자 일반 현황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2

귀하의 출생연도를 기입해주십시오.

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①
⑤
➈
⑬
⑰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

②
➅
➉
⑭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① 남성

OOOO

③
➆
⑪
⑮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② 여성

년

④
➇
⑫
⑯

인천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경상남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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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콘텐츠 이용 경험

※ 다음은 귀하의 콘텐츠 이용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문항을 읽고, 아래 표에 체크해 주십시오.

귀하께서는 지난 1달 간 다음의 콘텐츠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4
구분

콘텐츠 유형

1) 출판

① 있음 ② 없음

①
②
③
④

2) 만화

① 있음 ② 없음

⑤ 종이만화(단행본/잡지/신문연재)
⑥ 디지털만화(포털/전문사이트/어플/웹하드/유튜브 등)

3) 애니메이션

① 있음 ② 없음

⑦
⑧
⑨
⑩

4) 캐릭터

① 있음 ② 없음

⑪ 실물경험(인형/로봇/취미제품/문구/패션/잡화 등)
⑫ 모바일/인터넷(SNS용/메신저용/카메라어플용 등)

5) 게임

① 있음 ② 없음

⑬ PC 게임(오프라인 패키지/온라인)
⑭ 모바일 게임
⑮ 콘솔 게임

① 있음 ② 없음

⑯
⑰
⑱
⑲

극장 영화(제작 및 발표회 포함)
멀티미디어방 이용(DVD시청)
영화 채널 및 프로그램(TV/PC/모바일)
OTT 영화

7) 방송

① 있음 ② 없음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TV(지상파/유료방송 실시간, 다시보기)
유선방송/케이블방송/DMB/IPTV
데스크탑·노트북(지상파/유료방송 실시간, 다시보기)
스마트폰
개인방송/채널시청
OTT 방송
비디오시청
옥외 방송

8) 음악

① 있음 ② 없음

㉘
㉙
㉚
㉛

CD/LP/카세트테이프/DVD/USB/피지컬음반
텔레비전 ㆍ 라디오 프로그램
음원(PC/스마트폰/팟캐스트/음원스트리밍 서비스 등)
온라인동영상사이트(OTT, 유튜브 등)

① 있음 ② 없음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문학행사(시화전/도서전시/작가와의 대화/개인도서출판 등)
만화행사(전시, 작가와의 만남 등)
미술전시회(사진/서예/건축/디자인)
박물관·도서관
전통예술공연(국악/풍물/민속극)
서양음악공연(클래식/오페라/서양악기관련)
연극
무용(서양/한국/현대무용)
뮤지컬
대중음악(가요콘서트/비보잉/밴드/연예방송 프로그램 등)
기타(
)

6) 영화

9)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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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종이/전자)
신문(종이/인터넷)
잡지(종이/웹진)
웹소설(스마트폰/태블릿/데스크탑/노트북/인터넷카페/블로그 등)

극장 애니메이션(제작 및 발표회 포함)
TV 채널 및 프로그램(지상파/종편/케이블 실시간 및 다시보기)
스마트폰
OTT 애니메이션

5

최근 1주일 간 가장 많이 이용한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상위 3가지를 응답해주십시오.
이용한 콘텐츠 유형은 앞의 <보기 1>의 콘텐츠 유형 코드 번호로 기입해 주시고,
주 이용 기기는 다음 <보기 2>의 이용 기기 코드 번호로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7-1)

7-2)

콘텐츠 유형

주 이용 기기

1순위
가장 많이 이용한 콘텐츠

2순위
3순위

<보기 2>
이용 기기 코드
구분
종이매체

TV

컴퓨터

전화기

코드

세부분류

1

신문/책/잡지

2

그림/사진

3

가정용 TV

4

전광판 TV(혹은 옥외 TV, G-Bus TV, 지하철 TV 등)

5

차량용 TV(승용차용 TV 수상기)

6

데스크톱 PC

7

노트북 PC

8

태블릿 PC(스마트패드, 컨버터블 PC, 전자책(e-book) 리더기 포함)

9

내비게이션

10 스마트폰(스마트폰 제어 스마트와치/밴드 포함)
11 일반 라디오(라디오 전용 수신기)

오디오 기기

12 가정용 오디오(포터블 오디오, 홈씨어터, 블루투스 스피커 등)
13 자동차 오디오
14 휴대용 오디오기기(MP3 플레이어 등)

비디오 재생/녹화 기기

게임기
VR/AR

15 VCR
16 DVD플레이어(블루레이, HD-DVD 플레이어 포함)
17 가정용 게임기
18 휴대용 게임기
19 VR/AR(가상/증강현실) 기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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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일 간 귀하의 콘텐츠 이용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일의 하루, 주말 중 하루를 떠올려 응답해주십시오.

6

평일 이용 시간
구분
1) 출판
2) 만화

오전

오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5-6시

6-9시

9-12시

12-1시

1시-3시

3-6시

6-8시

8-10시

오후
10-12시
(자정)

오전
0-5시

(예)30분

3) 애니메이션

4) 캐릭터
5) 게임
6) 영화
7) 방송
8) 음악
9) 공연
주말 이용 시간
구분
1) 출판
2) 만화

오전

오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5-6시

6-9시

9-12시

12-1시

1시-3시

3-6시

6-8시

8-10시

오후
10-12시
(자정)

오전
0-5시

(예)30분

3) 애니메이션

4) 캐릭터
5) 게임
6) 영화
7) 방송
8) 음악
9) 공연

7

귀하께서 평소 콘텐츠를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①집
④ 교통수단(지하철, 버스,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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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장(사무실)
⑤ 미디어 이용 공간
(예: PC방, 만화방, 영화관 등)

③ 학교·학원
⑥ 기타 (

)

귀하께서는 콘텐츠를 주로 누구와 함께 이용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 ), ( ), ( )

8
① 혼자

②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③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④ 직장 동료

⑤ 동호회(종교단체 등 포함) 회원과 함께

⑥ 기타(

)

지난 1달간 다음의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유료 결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금액을 함께 기입해주십시오.
(모든 콘텐츠에 대해 유료결제 경험이 없으면 문항 10번으로 이동)

9

콘텐츠 유형

이용 경험

결재 금액

1) 출판

① 있음 ② 없음

(

)원

2) 만화

① 있음 ② 없음

(

)원

3) 애니메이션

① 있음 ② 없음

(

)원

4) 캐릭터

① 있음 ② 없음

(

)원

5) 게임

① 있음 ② 없음

(

)원

6) 영화

① 있음 ② 없음

(

)원

7) 방송

① 있음 ② 없음

(

)원

8) 음악

① 있음 ② 없음

(

)원

9) 공연

① 있음 ② 없음

(

)원

10

귀하의 콘텐츠 관련 서비스 및 상품 구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달 간 월평균 지출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이용 여부

월평균 지출 금액

10-1) 구독서비스 결재

① 예
② 아니오

만

천 원

10-2) 어플리케이션 구매

① 예
② 아니오

만

천 원

10-3) 콘텐츠 관련 상품

① 예
② 아니오

만

천 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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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1

콘텐츠 이용 인식
귀하의 평소 콘텐츠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주십시오.
잘 이용하지 않는 콘텐츠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우
불만족

콘텐츠 유형
1)
2)
3)
4)
5)
6)
7)
8)
9)

12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영화
방송
음악
공연

콘텐츠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평소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을 표시해주십시오.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문화가 있는 날

①

②

③

④

⑤

2) 주 52시간제

①

②

③

④

⑤

3) 할인 혜택 및 무료 이용

①

②

③

④

⑤

4) 개인정보보호

①

②

③

④

⑤

5) 셧다운 제도

①

②

③

④

⑤

6) 성인지 감수성

①

②

③

④

⑤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평소 인식

13

귀하께서는 평소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4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귀하의 평소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나쁘다

120

거의
불만족

②
별로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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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통이다

④
다소 좋다

⑤
매우 좋다

Ⅲ

배경질문

15

귀하는 다음 중 정규 교육을 어느 과정까지 받았습니까?
1)

2)

 안 받았음

16

➀졸업

➀

초등학교

➁

중학교

➂

고등학교

➃

대학(교)(4년제 미만)

➄

대학교(4년제 이상)

➅

대학원 석사 과정

➆

대학원 박사 과정

➁재학
➂수료
➃휴학
➄중퇴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➀ 일했음(일시 휴직 포함) → 문항 16-1

16-1

➁ 일하지 않았음 → 문항 17

직장(일)에서 귀하의 근로형태는 무엇입니까? → 문항 16-2
※ 임금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에 따라 구분합니다.
(상용 : 1년 이상, 임시 :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 : 1개월 미만)
① 임금근로자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① 상용근로자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② 임시근로자

④ 무급 가족 종사자

③ 일용근로자

⑤ 기타 종사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16-2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 문항 17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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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가구유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1인 가구
④ 4인 가구

18

② 2인 가구
⑤ 5인 이상

귀하의 월평균 소득(세금 공제 후 금액)은 얼마입니까?
1) 본인 소득 (

19

)만원

2) 가구 소득 (

)만원

다음 중 귀하(귀하의 가구 포함)께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이용 기기를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① TV

② 컴퓨터(노트북 포함)

③ 태블릿

④ 스마트폰

⑤ 오디오 기기(블루투스 스피커 포함)

⑥ 게임기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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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인 가구
⑥ 기타

)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 기반연구

집필내역
연구책임

김소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연구총괄

연구진

주익현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제2장 제2절, 제3장 제1절 일부

연구 참여

이수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제2장 제1절, 제2절 일부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 개발 기반연구
발 행인 김대관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21년 7월 9일
발 행 일 2021년 7월 9일
인 쇄 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862-1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1.e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