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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의 동영상 콘텐츠 이용현황
신 지 형
부연구위원, ICT통계센터

●

조사 자료 및 배경

-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과 네트워크의 진화로 미디어 콘텐츠－디바이스간의 제약이 사라지며

미디어 소비는 시공간 개념을 넘어 점차 다양화, 보편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
- 2013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40대 미만의 일상생활의 필수매체 1위는 스마트폰으로

나타나는 등 미디어 디바이스와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는 점차 개인화되어 가고 있음
1)

- 본보고서는 2013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자료 를 이용하여 미디어 다이어리 작성 3일 동안
2)

한번이라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동영상 콘텐츠 의
3)

시청행태에 대하여 분석
●

교통수단 이용 시의 동영상 콘텐츠 이용

- 미디어 다이어리 작성 3일 기준, 하루라도 대중교통 이용 시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의 약 27%으로 집계됨
- 성별 이용여부를 보면, 남성의 이용여부가 더 높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이용여부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특히, 30대 미만의 연령층의 경우 3명 중 1명꼴로 대중교통 이용 시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0년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약 3,000여 가구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2011년부터는
만 6세 이상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5,000여 가구와 가구원 약 1만 2천명을 대상으로 매년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디어 다이어리를 기입하는 방식을 통하여 가구원의 미디어 이용 장소, 이용매체, 이용행위, 연결방법에 대한
정보를 하루 15분 단위로 파악하는 조사가 포함되어 있음
2) 지상파TV방송프로그램시청(실시간), 지상파TV방송프로그램시청(VOD), 비지상파TV방송프로그램시청(실시간), 비지상파TV
방송프로그램시청(VOD), TV데이터방송프로그램시청, 영화, UCC(실시간), UCC(다시보기), 종합편성채널TV방송프로그램시청
(실시간), 종합편성채널TV방송프로그램시청(VOD)과 같은 미디어 이용행위를 한 사람들 기준
3)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미디어 다이어리는 미디어 이용행위에 있어서 ‘주로 이용한 미디어’와 ‘동시에 이용한 미디어’를 조사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이용한 미디어’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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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연령별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미디어 이용경험 여부

[

(단위: 백분율)

●

대중교통 이용 시 동영상 콘텐츠 이용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 및 이용행위

- 대중교통 이용 시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버스/지하철 등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이동시간은 1시간 36분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용하지 않은
사람의 하루 평균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시간은 약 25분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약 21분으로 총 평균

이동시간의 약 22%를 차지
- 대중교통 이용 시 동영상 콘텐츠의 평균 이용 시간에 대한 성별, 연령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만 70세 이상의 노년층도 예외는 아님
- 하지만, 대중교통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동영상 콘텐츠의 이용시간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만 40대 연령층의 경우 동영상 콘텐츠 이용시간과 대중교통 이용시간
모두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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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의 동영상 콘텐츠 이용현황

표 1> 성/연령별 특성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 중 일일 평균 동영상콘텐츠 이용시간

<

동영상콘텐츠 이용시간

대중교통이용시간

남성

22분

1시간 36분

여성

20분

1시간 36분

만 10세 미만

18분

1시간

만 10~19세

20분

1시간 26분

만 20~29세

21분

1시간 20분

만 30~39세

20분

1시간 23분

만 40~49세

25분

1시간 44분

만 50~59세

20분

1시간 37분

만 60~69세

20분

1시간 30분

만 70세 이상

17분

1시간 26분

21분

1시간 36분

성별

연령별

전체

1분

그림 2] 대중교통 이용 시 동영상 콘텐츠 이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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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 시, 실시간 비지상파 TV 방송프로그램이용이 전체 이용자의 평균 동영상콘텐츠

이용시간인 21분의 48％인 약 10분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실시간 지상파 TV방송프로
그램, 방송프로그램 다시보기(VOD), UCC/영화/데이터방송프로그램 시청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동영상콘텐츠 이용행위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만 29세 미만의 이용자의 경우 실시간

지상파TV방송프로그램 시청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을 보였고, 만 30대
이상의 경우 비지상파TV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함
- 또한, 만 40대 이용자의 경우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전체 동영상 이용시간의 15％을 프로그램

다시보기에 이용하는 등 다소 적극적 소비행태를 보임
- 젊은 층의 경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익숙한 반면, 중장년층의 경우 실시간 방송보다는 데이터방송, 다시보기 등을 이용하는
듯 소비행태가 뚜렷하게 나타남
●

요약 및 시사점

- 대중교통 이용 시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의 약
27%으로 일일 평균 대중교통을 이용 시간인 약 1시간 36분 중 21분 정도를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
-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동영상 콘텐츠 이용행위는 실시간 지상파/비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시청으로 전체 이용시간의 약 82％를 차지
- 일상속의 대중교통이용은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이루어지며 특히, 40~50대 중장년층의

경우 이동 중 실시간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은 뉴스/보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획득이 주목적일 것으로 추측됨
- 젊은 층의 경우, 중장년층에 비해 지상파/비지상파 TV프로그램, 데이터 방송프로그램을 골고루

시청하고 있어 좀 더 다양한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파급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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