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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미디어 이용
신지형
부연구위원, ICT통계분석센터

■■■ 개요 및 배경
-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문화를 접했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원주민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알려진 밀레니얼세대1)와 Z세대2)는 인터넷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성장해 오고, 스마트
폰 등 디지털 미디어기기에 익숙하며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한 소통이 자연스러운 세대로
알려져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2018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원시자료3)를 가공 및 분석하여 미디어 기기의 이용
시간, VOD와 SNS이용 현황, 온라인 구매 등 미디어 이용행태의 개략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밀레
니얼세대와 Z세대를 중심으로 세대별 특성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 자료
-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단말기, 플랫폼, 콘텐츠 패키징 방식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방송통신의 융합 및 다매체 환경에서 Cross-Media 이용 행태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조사임
- 본 조사는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살려 동일가구 및 개인의 미디어 환경 및 이용 행태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의 지속적인 구축을 목적으로 함

1) 밀
 레니얼세대는 1982년부터 1995년에 태어난 세대로 2018년 기준 만 23세 이상 만 36세 이하 응답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29세임
2) Z
 세대는 1996년부터 2011년에 태어난 세대로 2018년 기준 만 7세 이상 만 22세 이하 응답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15세임
3) 한
 국미디어패널의 원시자료는 미디어통계포털 (KISDI STAT) stat.kisdi.re.kr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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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개요
법적근거

조사 연혁

통계청 승인 일반·조사 통계(승인 번호 : 제405001호)

•2010년 10월	1차년도 3,085가구 및 가구 내
(서울,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2011년 6월	2차년도 5,109가구 및 가구 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3차년도 4,432가구 및 가구 내
•2012년 6월
4차년도 4,381가구 및 가구 내
•2013년 6월
5차년도 4,313가구 및 가구 내
•2014년 6월
6차년도 4,305가구 및 가구 내
•2015년 6월
7차년도 4,233가구 및 가구 내
•2016년 6월
8차년도 4,203가구 및 가구 내
•2017년 6월

개인 6,750명을 대상으로 조사
개인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10,319명을 대상으로 조사
10,464명을 대상으로 조사
10,172명을 대상으로 조사
9,873명을 대상으로 조사
9,788명을 대상으로 조사
9,425명을 대상으로 조사

•2018년 6월	9차년도 4,162가구 및 가구 내 개인 9,426명을 대상으로 조사

조사 방법
및 도구

•가구: 구조화된 설문지(가구용)를 면접원 방문에 의한 1:1 타계식 면접조사 (※ 7차년도부터 CAPI 진행)
 조화된 설문지와 미디어 다이어리를 작성하며 방문 면접 후 설문 유치 (자기기입식)
•개인: 구
※ 기존 이탈 패널에 대한 지속접촉 병행

조사 주기
및 기간

매년 6월~7월 ( 약 10 주간 )

조사 내용

•미디어 기기 보유 현황
•미디어 기기 연결성
•미디어 다이어리
•미디어 이용 행태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및 지출 현황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이용 현황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2012년, 2016년)
•삶의 만족도 (2013년, 2017년)
•건강 행태 (2014년)
•자아존중감 및 인지욕구 (2015년)
•4차 산업혁명 전망 및 인식 (2018년)

■■■ 미디어기기별 이용시간 비교
-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모바일 기기의 이용시간이 전체 미디어 기기의 이용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 세대를 아울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TV의 이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3% 정도로 모바일 기기가 차지하는 비율인 약 43%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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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포함하고 있는 Z세대 역시 미디어 기기의 이용 시간 중 모바일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X세대4)나 베이비붐세대5) 보다 크게 나타남
- 이는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전통적인 매체인 TV를 이용하는 시간이 전체 미디어 기기 이용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8%로 가장 크게 조사된 것과 대조적인 결과임

[그림 1] 미디어기기별 이용시간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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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43.1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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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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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VOD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은 베이비붐세대에 비하여

■■■ VOD이용 차이 분석

밀레니얼세대가 2배, X세대가 2.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주문형 비디오와 같은 비실시간

- 또한, 비 실시간 동영상 시청 시간이 전체 동영상 시청 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른 세대에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Z세대의 경우 약 7.4%로 나타나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베이비붐세대에 비하면 약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됨

[표 2] 세대별 VOD 서비스 이용자 및 VOD 이용시간 비율



(단위: %)

베이비붐세대
(만53세~만72세)

X세대
(만37세~만52세)

밀레니얼세대
(만23세~만36세)

Z세대
(만7세~만22세)

VOD 서비스 이용자 비율

5.4

9.2

10.9

13.1

동영상 시청시간 중
VOD 이용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1.4

3.5

6.4

7.4

4) X세대는 1966년부터 1981년에 태어난 세대로 2018년 기준 만 37세 이상 만 52세 이하 응답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45세임
5) 베이비붐세대는 1946년부터 1965년에 태어난 세대로 2018년 기준 만 53세 이상 만 72세 이하 응답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61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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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기기를 통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SNS 관련 애플리케이션으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음
- 하지만, SNS 관련 애플리케이션 다음으로 많이 선택된 자주 이용하는 스마트 기기 애플리케이션 종류의 경우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책/만화, 음악, 방송/동영상, 스포츠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애플리케이션인 것으로 조사됨
- 이는 포털사이트라고 응답한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와는 대조적인 조사 결과임
[표 3] 자주 이용하는 스마트 기기 애플리케이션

(1순위 기준, 단위: %)

애플리케이션 종류6)

베이비붐세대
(만53세~만72세)

X세대
(만37세~만52세)

밀레니얼세대
(만23세~만36세)

Z세대
(만7세~만22세)

SNS

38.6

31.4

34.0

34.8

포털사이트

19.7

20.7

17.2

8.0

정보

19.3

17.5

9.2

4.4

엔터테인먼트

9.4

15.2

23.2

30.6

사진, 카메라

5.6

2.2

1.8

1.2

게임

4.7

6.4

9.8

20.0

지출관리/금융거래, 쇼핑

2.7

6.7

4.8

1.1

■■■ SNS이용 습관 비교

[그림 2] SNS 이용자 비율 및 이용시간

(단위: %, 분)
SNS

- SNS의 이용자의 비율이 가장

SNS 이용자 비율

SNS

SNS 하루평균 이용시간

43.0

높은 세대는 밀레니얼세대 인
79.0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0명 중
8명의 꼴로 SNS를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남

35.0

56.7

55.2

26.0
25.7

베이비붐세대
(만53세~만72세)

26.0

X세대
(만37세~만52세)

밀레니얼세대
(만23세~만36세)

Z세대
(만7세~만22세)

6) 한
 국미디어패널조사의 응답항목 중 책/만화, 음악, 방송/동영상, 스포츠는 엔터테인먼트. 소셜네트워킹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커뮤니케이션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은 SNS, 교육 (외국어, 인터넷 수능 등), 생활정보/날씨 (건강관리 포함), 내비게이션/지리/위치/교통정보, 뉴스여행, 유틸리티/도구/일정관리/배경
화면, 레퍼런스/참고자료는 정보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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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평균 SNS를 이용하는 시간7)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 주로 사용하는 SNS 계정(1순위 기준)은 세대 간 차이를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Z세대의 경우 약

보였으며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페이스북을 베이비붐

43분으로 베이비붐세대 보다 약 1.7배 더 긴 시간을 소모

세대와 Z세대는 카카오스토리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됨

[표 4] 주로 사용하는 SNS 계정

(1순위 기준, 단위: %)

주로 사용하는 SNS 계정 1순위

베이비붐세대
(만53세~만72세)

X세대
(만37세~만52세)

밀레니얼세대
(만23세~만36세)

Z세대
(만7세~만22세)

페이스북(Facebook)

16.6

26.7

49.6

39.7

트위터(Twitter)

6.5

10.6

16.2

19.3

카카오스토리

48.2

36.0

14.7

16.3

인스타그램(instagram)

1.1

7.1

13.6

16.9

네이버 밴드

24.3

16.9

2.6

5.1

기타

3.4

2.7

3.3

2.7

■■■ 온라인 구매

[그림 3] 전자상거래 경험 여부

(단위: %)

85.95

- 밀레니얼세대에 속하는 응답자의
75.35

경우 약 86%가 전자상거래를 해
본 적 있다고 응답하며 높은 비율

53.82

을 보임
- 미성년자를 포함하고 있는 Z세대

36.98

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를 해 본
적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
은 약 54%로 10명중 4명이 채
안 되는 꼴로 전자상거래를 해 본
적 있다고 응답한 베이비붐세대
보다 높게 나타남
베이비붐세대
(만53세~만72세)

7) 미디어 다이어리의 SNS 이용자 기준

X세대
(만37세~만52세)

밀레니얼세대
(만23세~만36세)

Z세대
(만7세~만2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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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구입하기 전, 구매정보 습득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경로로는 포털 사이트를 검색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베이비붐세대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조사됨
- 반면,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을 통한 정보 습득 등 기타의 방법으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 구매정보 습득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채널 

(단위: %)

베이비붐세대
(만53세~만72세)

X세대
(만37세~만52세)

밀레니얼세대
(만23세~만36세)

Z세대
(만7세~만22세)

포털 사이트 검색

21.86

50.33

57.09

49.39

온라인 오픈마켓 검색

2.7

9.09

11.88

9.62

소셜커머스 검색

0.61

3.18

6.18

6.00

특정 온라인 쇼핑몰 방문

1.81

4.82

4.97

5.01

특정 SNS, 블로그 등

0.87

2.49

5.89

9.85

백화점이나 로드샵 등
오프라인 방문

15.57

9.59

4.4

2.6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을
통한 정보 습득 등 기타

56.59

20.51

9.58

17.53

■■■ 결어

비율(약55%)이 결코 낮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들의 SNS 이용
시간은 일평균 43분으로 연령대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경우 전통적인 매체로 불리는 TV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미디어 이용시간 중 모바일기기나 PC를 이용하는 시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임
- 또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VOD 서비스와 같은 비전
통적인 미디어 이용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영상
시청시간 중 VOD 이용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
로 조사됨
-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스마트 기기 애플리케이션은 SNS
관련 애플리케이션 다음으로 책/만화, 음악, 방송/동영상,
스포츠와 같은 엔터네인먼트 위주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사됨
- SNS의 이용자 비율은 밀레니얼세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Z세대가 미성년자도 포함하는 것을 감안하면 SNS의 이용자

-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약 86%)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포털 사이트 혹은
온라인 오프마켓을 검색하는 등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구매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VOD 이용과 같이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소비하며 SNS을 통한 소통, 엔터테인먼트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에도 적극적이며, 전자상거래의
이용자 비율이 높고 온라인에서의 구매 정보 습득이 활성화
된 것으로 보임
-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
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것에 익숙한 세대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세대의 미디어 기기의 이용 목적이나 활용
방식은 미디어 콘텐츠 소비, 소통, 정보 습득, 구매 등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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