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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I.

표본설계표본설계표본설계표본설계통계청 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틀로 사용"2005 "• 지역별 및 집락별 동 읍면부별 조사구수에 비례하여 개 조사구를 계통추출하고, / 1,700• 각 조사구에서 가구를 추출하여 총 가구 조사10 17,000전체 조사구를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가구방수 가구주 연령대 가구주 교육수준 등의- , , , ,특성치를 기반으로 집락분석을 실시하여 총 개 집락으로 분류12지역별 조사구 할당의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표본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조사구수의 제곱근 에 비례할당 적용( )√

모집단모집단 국내 전체 가구 및 가구내 만 세 이상 가구원3

조사대상조사대상 전국 가구 및 가구내 만 세 이상 가구원17,000 3

조사방법조사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

표본수표본수 가구 및 명 가구원17,000 41,466 ( )

표본오차표본오차 인터넷이용률 신뢰수준± 0.47%p (95% )

표본추출표본추출
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틀로 활용한2005

다단계층화집락추출

추추 정정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가 구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의 년 추계가구 기준- : 2008

가구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년 추계인구 기준- : 2008

조사기간조사기간 일간2008. 6. 1 - 7.30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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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현황II. 1)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1.

만 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 이용자수 천명6 77.1%, 35,360년 현재 만 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이용률 최근 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의 비율 은2008 6 ( 1 ) 77.1%이며 인터넷 이용자수는 천명으로 나타남, 35,360인터넷이용률은 년 에서 이용자수는 천명에서 천명 증가하였으며2007 76.3% 0.8%p, 34,820 540 ,년과 비교할 경우 지난 년간 각각 천명 증가함2003 5 11.6%p, 6,140그림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변화 추이 천명 만 세 이상 인구[ 1. (%, )- 6 ]77.176.374.872.870.265.559.456.644.7 35,36034,82034,12033,01031,58029,22026,27024,38019,040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터넷이용률 인터넷이용자수

한편 만 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인터넷이용률은 전년대비 증가 이며, 3 , 76.5%( 1.0%p ) ,인터넷 이용자수는 천명 전년대비 천명 증가 으로 조사됨36,190 ( 600 )그림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변화 추이 천명 만 세 이상 인구[ 2. (%, )- 3 ]
76.575.574.171.9 36,19035,59034,91033,880

2005 2006 2007 2008
인터넷이용률 인터넷이용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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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 현황만 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 현황만 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 현황만 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 현황3-53-53-53-5만 세 유아의 인터넷이용률은 이용자수는 천명으로 나타남3-5 58.7%, 830• 표 만 세 유아의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천명[ 1. 3-5 (%, )]만 세 이상3 만 세3-5 만 세 이상6인터넷이용률 76.576.576.576.5 58.758.758.758.7 77.177.177.177.1인터넷 이용자수 36,19036,19036,19036,190 830830830830 35,36035,36035,36035,360
가 성별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남성의 및 여성의 가 인터넷 이용자81.6% 71.5%남성의 인터넷이용률은 전년대비 증가 여성은 전년대비 증가 이며81.6%( 0.8%p ), 71.5%( 1.2%p ) ,인터넷 이용자수는 각각 천명 전년대비 천명 증가 천명 전년대비 천명 증가19,350 ( 250 ), 16,840 ( 350 )으로 나타남 그림 성별 인터넷이용률[ 3. (%)]80.8 70.381.6 71.5
남성 여성

2007 2008
그림 성별 인터넷 이용자수 천명[ 4. ( )]19,100 16,49019,350 16,840
남성 여성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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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별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대 대 젊은층의 대부분이 인터넷 이용자10 -30대 및 대 대 의 이상이 인터넷 이용자이며 세의 인터넷10 (99.9%) 20 (99.7%), 30 (98.6%) 98% , 3-9이용률은 대 대 세 이상 로 나타남82.2%, 40 82.0%, 50 48.9%, 60 19.0%년 대비 대 및 세가 각각 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2007 40 3-9 2.8%p, 2.7%p ,대 대 등의 순임50 2.4%p, 30 2.1%p인터넷 이용자수는 대가 천명 대 천명 대 천명 대 천명 등으로30 8,170 , 20 7,170 , 40 6,850 , 10 6,630조사됨 그림 연령별 인터넷이용률[ 5. (%)]82.2 99.9 99.7 98.6 82.0 48.9 19.046.579.296.599.399.879.5 17.63-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7 2008

그림 연령별 인터넷 이용자수 천명[ 6. ( )]
3,090 6,630 7,170 6,850 2,950 1,3301,1903,150 6,620 7,280 8,090 6,600 2,6608,170

3-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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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별 인터넷이용률.

생산관련직 명 중 명은 인터넷 이용자10 5학생 및 사무직 전문 관리직 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서비스(99.9%) (99.6%), / (98.7%) , /판매직의 인터넷이용률은 주부 생산관련직 임75.6%, 63.4%, 52.3%년 대비 서비스 판매직 및 생산관련직의 인터넷이용률이 각각 로 상대적으로2007 / 2.6%p, 1.6%p크게 증가함 그림 직업별 인터넷이용률[ 7. (%)]98.7 99.6 75.6 52.3 99.9 63.463.199.750.773.099.398.7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관련직 학생 주부

2007 2008
라 학력별 인터넷이용률.

학생의 대부분 이상이 인터넷 이용자(99% )초등학생 을 비롯한 학생의 대부분이 인터넷 이용자이며 일반인 학생 제외 의 경우 대졸(99.8%) , ( )이상의 인터넷이용률이 고졸 중졸 등으로 나타남97.1%, 78.2%, 34.0%년 대비 초졸이하 일반인의 인터넷이용률이 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2007 2.4%p그림 학력별 인터넷이용률[ 8. (%)]99.8 99.9 99.9 34.0 78.278.299.3 99.9 99.9 99.9 26.0 33.8 96.928.4 97.1100.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2007 2008일반인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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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 행태2.

가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시간.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시간13.7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 이 주 회 이상 하루에 회 이상 주일에 회3 (99.4%) 1 (' 1 ' 78.4%, '1 1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21.0%)한편 주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시간이며 과반수인 가 주평균 시간 시간, 13.7 , 69.2% 7-35 ('7-14 ' 26.1%,시간 시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14-21 ' 23.2%, '21-35 ' 19.9%)그림 인터넷 이용 빈도 그림 주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9. (%)] [ 10. (%)]
한 달에1회 미만0.1%

1주일에1회 이상21.0%하루에1회 이상78.4%
한 달에1회 이상0.5%99.4%99.4%99.4%99.4% 주평균 13.7시간주평균 13.7시간주평균 13.7시간주평균 13.7시간 7-14시간26.1%1시간미만3.1%1-3시간4.9%35시간이상7.1%

3-7시간15.7% 14-21시간23.2%21-35시간19.9%
69.2%69.2%69.2%69.2%

나 인터넷 이용 장소.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이 가정 에서 인터넷 이용' (98.5%)'주된 인터넷 이용 장소는 가정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회사 직장 장소' (98.5%)' , ' ( )' 39.4%, '구분없음 무선접속 포함 상업적 공공접속 시설 방 인터넷카페 등 등의 순임( )' 18.7%, ' (PC , )' 13.9%그림 인터넷 이용 장소 복수응답[ 11. ( , %)]98.5 39.4 18.7 13.9 17.1 6.1 3.5 2.5가정 회사(직장) 장소구분 없음(무선접속 포함) 상업적 공공접속 시설 학교 다른 사람의 집 학교외 기타 교육장소 비상업적 공공접속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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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넷 이용 목적.

인터넷 이용자의 과반수가 인터넷을 통해 교육 학습' (55.2%)'ㆍ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가 인터넷을 통해 음악 게임 전자책 등 여가활동 을 하고 있으며3 92.9% ' , , ' ,자료 및 정보획득 또는 이메일 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 을 하는 경우도 각각 로' ' ' , ' 89.0%, 85.2%나타남이 외에도 인터넷 구매 및 판매 교육 학습 동호회 활동 카페 커뮤니티 포함' (56.2%)', ' (55.2%)', ' ( )ㆍ ㆍ (49.1%)'등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함그림 인터넷 이용 목적 복수응답[ 12. ( , %)] 92.989.085.256.255.249.143.135.410.49.33.9

여가활동(음악, 게임, 동영상 등)자료 및 정보 획득커뮤니케이션인터넷 구매 및 판매교육ㆍ학습동호회활동홈페이지운영인터넷 금융전자민원SW다운/업그레이드구직활동

커뮤니케이션(이메일, 메신저 등)
동호회 활동(카페ㆍ커뮤니티 포함)홈페이지 운영(블로그ㆍ미니홈피 포함)

구직활동(온라인이력서,입사지원서 제출 등)

여가활동(음악, 게임, 전자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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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터넷 이용 행동 및 인식.

인터넷 이용자의 과반수가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가장 먼저 확인'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인터넷에서 가장 먼저 찾거나 확인 하고12 52.5% ' '있으며 는 필요한 인터넷 서비스나 콘텐츠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남, 23.2% ' '본인이 직접 작성 제작한 글 그림 음악 사진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 하거나 타인이 제작한' , , , , ' 'ㆍ콘텐츠를 변형 가공 편집하여 인터넷에 게시 하는 등 사용자제작콘텐츠 생산에 참여하는' UCC( )ㆍ ㆍ경우도 각각 임16.2%, 10.7%한편 웹사이트 이용시 배너광고 동영상광고 등의 내용을 보거나 이용하는 경우는 이며, ' , 13.7% ,는 인터넷광고를 본 후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하는 것으로 조사됨10.7% ' '그림 인터넷 이용 행동 및 인식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13. (%)- 12 ]
14.320.036.128.330.730.935.427.830.2

24.623.2 23.523.225.422.224.223.725.5

35.9 37.935.7 28.533.031.430.729.734.833.6

40.9 11.62.0 9.6

9.912.4
13.79.2
10.713.09.6

17.419.7 2.32.51.82.51.51.30.8

3.73.5
12345678910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않은 편임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52.552.552.552.5 23.223.223.223.221.121.121.121.1 11.911.911.911.915.515.515.515.512.512.512.512.516.216.216.216.210.710.710.710.713.713.713.713.710.710.710.710.7

'그런편임+매우그러함'의 비율'그런편임+매우그러함'의 비율'그런편임+매우그러함'의 비율'그런편임+매우그러함'의 비율
관심있는 분야의 온라인투표에 참여한다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인터넷에서가장 먼저 찾거나 확인한다필요한 인터넷 서비스나 콘텐츠는 비용을지불하더라도 이용한다오랜기간 연락이 끊겼던친구, 동료 등지인과 인터넷을 통해 연락을 한다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사람을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난다정부기관에 대한 정책건의, 제보 등은인터넷을 통해 먼저 해결한다본인이 직접 작성ㆍ제작한 글, 그림, 음악, 사진,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린다타인의 글, 그림, 음악, 사진, 동영상등을 변형ㆍ가공ㆍ편집하여 인터넷에 올린다웹사이트 이용시 배너광고, 동영상광고 등의 내용을보거나 이용(클릭)한다인터넷 광고를 본 후 해당 제품이나서비스를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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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III.

이메일1.

가 이메일 이용률.

인터넷 이용자의 가 이메일 이용자82.5%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가 최근 년 이내 이메일을 이용한 이메일 이용자 이며 최근3 82.5% 1 ' ' ,개월 이내 최근 주일 이내 주일 개월 이내 이용한 경우도 로 나타남1 (' 1 ' 38.8%, '1 -1 ' 32.7%) 71.5%남성 의 이메일 이용률이 여성 보다 다소 높고 연령별로는 대 및 대(84.8%) (79.9%) , 20 (98.3%) 10 (92.6%),대 의 대부분이 이메일 이용자이며 대 및 대의 이용률도 각각 임30 (92.5%) , 40 50 81.1%, 76.1%그림 이메일 이용 현황[ 14. (%)]최근 1주일이내38.8% 1주일-1개월32.7%
이용한 적없음15.3%

3-6개월1.8%6개월-1년3.3%이용 안한 지1년 넘음2.2% 1-3개월5.9%
71.5%71.5%71.5%71.5%이메일 이용자이메일 이용자이메일 이용자이메일 이용자82.5%82.5%82.5%82.5%

그림 성 연령별 이메일 이용률[ 15. · (%)]82.5 84.8 79.9 20.1 92.6 98.3 92.5 81.1 76.1 53.4전체 남성 여성 3-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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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메일 이용 빈도.

이메일 이용자 명 중 명이10 7 '주 회 이상1 ' 이메일 이용이메일 이용자의 가 주 회 이상 하루에 회 이상 주일에 회 이상 이메일을73.7% 1 (' 1 ' 23.4%, '1 1 ' 50.3%)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이메일 이용 빈도 이메일 이용자[ 16. (%)- ]하루에1회 이상23.4%한 달에1회 미만8.4%한 달에1회 이상17.9% 1주일에1회 이상50.3%
73.7%73.7%73.7%73.7%

다 이메일 내용.

주로 지인과의 안부나 친교 를 위한 이메일 송수신' (77.1%)'이메일은 주로 가족 친구 등 지인과의 안부나 친교 를 위한 내용이 많았으며 이 외에도 회원' , (77.1%)' , '가입한 사이트의 정기메일 뉴스레터 쇼핑레터 등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광고성 메일 스팸( , )(34.8%)', ' ( )업무관련 메일 을 이용하는 경우도 이상임(33.5%)', ' (31.8%)' 30%그림 송수신 이메일 주내용 복수응답 이메일 이용자[ 17. ( , %)- ]
77.1 34.8 33.5 31.8 25.7 23.2가족, 친구 등 지인과의 안부나 친교의 메일 회원 가입한 사이트의 정기 메일(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광고성 메일(스팸) 업무 관련메일 내용 없는 단순한 파일(문서, 사진, 음악 등) 전송 공과금, 신용카드, 이동전화 등 이메일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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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 메신저2.

가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

인터넷 이용자의 가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49.9%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가 최근 년 이내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한 것으로6 49.9% 1나타났으며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자 최근 주일 이내 이용한 경우도 임), ' 1 ' 30.1%남성 의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이 여성 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대가 로(51.2%) (48.5%) , 20 80.7%가장 높고 다음으로 세 대 대 등의 순임, 6-19 60.2%, 30 49.3%, 40 27.6%그림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 현황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18. (%)- 6 ]
이용한 적없음42.7% 3-6개월0.8%6개월-1년2.0% 1-3개월6.0%이용 안한 지1년 넘음7.4%

1주일-1개월11.0%최근 1주일이내30.1% 41.1%41.1%41.1%41.1%인스턴트 메신저인스턴트 메신저인스턴트 메신저인스턴트 메신저이용자 49.9%이용자 49.9%이용자 49.9%이용자 49.9%
그림 성 연령별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19. · (%)- 6 ]49.9 51.2 48.5 60.2 80.7 49.3 27.6 15.6 11.0전체 남성 여성 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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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 목적.

주된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 목적은 친교활동을 위한 채팅' (75.1%)'인스턴트 메신저 이용자의 가 친교활동을 위한 채팅 을 위해 인스턴트 메신저75.1% ' ' 를 이용하는 것으로나타남이 외에도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정보검색 이메일 확인 블로그 미니홈피 방문' (36.4%)', ' (36.1%)', '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보내기 를 이용하는 경우도 이상임(35.1%)', ' (33.3%)' 30%그림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 목적 복수응답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자[ 20. ( , %)- ]75.136.436.135.133.325.521.318.117.916.47.5

친교활동을 위한 채팅정보검색이메일 확인블로그ㆍ미니홈피 방문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보내기파일전송업무를 위한 채팅쇼핑뉴스기사게임, 운세 등은행, 증권 등 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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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카페 클럽3. ( )ㆍ

가 커뮤니티카페 클럽 이용률. ( )ㆍ

인터넷 이용자 명 중 명은 커뮤니티카페 클럽 이용자2 1 ( )ㆍ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가 최근 년 이내 커뮤니티 카페 클럽 를 이용한 커뮤니티 카페6 50.2% 1 ( ) ' (ㆍ ㆍ클럽 이용자 이며 최근 개월 이내 최근 주일 이내 주일 개월 이내 이용한) ' , 1 (' 1 ' 16.7%, '1 -1 ' 19.7%)경우도 로 나타남36.4%커뮤니티 카페 클럽 이용률은 성별 여성 남성 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연령( ) ( 50.6%, 49.7%) ,ㆍ별로는 대가 로 가장 높고 대 만 세 및 대 각각 도 이상이20 76.4% , 30 (58.3%), 6-19 40 ( 41.3%) 40%커뮤니티 카페 클럽 이용자임( )ㆍ그림 커뮤니티 카페 클럽 이용 현황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21. ( ) (%)- 6 ]ㆍ
1-3개월4.4%3-6개월1.0%6개월-1년8.4%
1주일-1개월19.7%최근 1주일이내16.7%이용 안한 지1년 넘음10.0%

이용한 적없음39.8% 36.4%36.4%36.4%36.4% 커뮤니티 서비스커뮤니티 서비스커뮤니티 서비스커뮤니티 서비스이용자 50.2%이용자 50.2%이용자 50.2%이용자 50.2%
그림 성 연령별 커뮤니티 카페 클럽 이용률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22. · ( ) (%)- 6 ]ㆍ
50.2 49.7 50.6 41.3 76.4 58.3 41.3 27.9 13.5전체 남성 여성 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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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커뮤니티카페 클럽 이용 빈도. ( )ㆍ

커뮤니티카페 클럽 이용자의 가( ) 68.4%ㆍ '주 회 이상1 ' 이용커뮤니티 카페 클럽 이용자의 과반수 가 주( ) (68.4%)ㆍ 회 이상 하루에 회 이상 주일에 회 이상1 (' 1 ' 23.7%, '1 1 '44.7%) 커뮤니티 카페 클럽( )ㆍ 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커뮤니티 카페 클럽 회 방문시 평균 이용 시간은 분이며 평균 분 이상 분( · ) 1 35.0 , 30 ('30-40 ' 34.1%,분 이상 이용하는 경우도 임'40 ' 26.4%) 60.5%그림 커뮤니티 카페 클럽 이용빈도[ 23. ( · ) (%)커뮤니티 이용자- ] 그림 회 방문시 커뮤니티 카페 클럽 이용시간[ 24. 1 ( · ) (%)커뮤니티 이용자- ]
한 달에1회 미만15.1%

한 달에1회 이상16.5%하루에1회 이상23.7%
1주일에1회 이상44.7%68.4%68.4%68.4%68.4% 1회 방문시 평균 35.0 분 30-40분34.1%40분이상26.4%10분미만5.2%10-20분14.7%20-30분19.6% 60.5%60.5%60.5%60.5%

다 커뮤니티카페 클럽 이용 이유. ( )ㆍ

주로 친교 교제를 위해서 커뮤니티카페 클럽 이용' (64.5%)' ( )ㆍ ㆍ커뮤니티 카페 클럽 는 주로 친교 교제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 ' (64.5%)' ,ㆍ ㆍ취미 여가활동 정보 공유 포함 을 위해서 재미있는 글 사진 동영상 등을 보기 위해서' ( ) (45.5%)', ' , ,ㆍ 개인적 관심사 공유 팬클럽 활동 포함 를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이상임(35.7%)', ' ( ) (32.8%)' 30%그림 커뮤니티 카페 클럽 이용 이유 복수응답 커뮤니티 이용자[ 25. ( ) ( , %)- ]ㆍ64.5 45.5 35.7 32.8 27.8 23.6 2.9친교·교제를 위해서 취미·여가 활동을 위해서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글, 사진, 동영상 등을 보기 위해서 개인적 관심사 공유를 위해서 업무, 학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상생활정보를얻기 위해서 시사,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의견 표현 및 공유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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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4. 2)
가 블로그 이용률 및 운영률.

본인 블로그 운영률은 43.1%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가 최근 년 이내 타인의 블로그를 이용한 블로그 이용자 이며6 58.1% 1 ' ' ,는 최근 년 이내 본인의 블로그를 방문 관리 블로그 운영자 한 것으로 나타남43.1% 1 ( )ㆍ블로그 이용률은 성별 여성 남성 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블로그 운영률은( 58.3%, 58.0%) ,여성 이 남성 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대의 블로그 이용률 및 운영률이 각각(45.3%) (41.2%) , 20로 상대적으로 높음82.0%, 74.4%그림 타인 블로그 이용 현황[ 26.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6 ] 그림 본인 블로그 운영 현황[ 27.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6 ]
최근 1주일이내29.8%

3-6개월1.5% 6개월-1년0.8%1-3개월11.3%1주일-1개월14.7%
이용 안한 지1년 넘음0.3% 이용한 적없음41.6%

운영한 적없음51.0% 1-3개월5.0%3-6개월1.1%6개월-1년2.2%
1주일-1개월10.4%운영 안한 지1년 넘음5.9%

최근 1주일이내24.4% 본인 블로그본인 블로그본인 블로그본인 블로그운영자 43.1%운영자 43.1%운영자 43.1%운영자 43.1%타인 블로그타인 블로그타인 블로그타인 블로그이용자 58.1%이용자 58.1%이용자 58.1%이용자 58.1%
그림 성 연령별 블로그 이용률 및 운영률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28. · (%)- 6 ]

58.1 58.0 58.3 67.0 60.2 38.9 29.6 18.416.982.043.1 41.2 45.3 48.8 74.4 21.342.5 10.6전체 남성 여성 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타인 블로그 이용률 본인 블로그 운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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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블로그 이용 및 업데이트 빈도.

블로그 운영자의 는 주 회 이상 본인 블로그 업데이트67.5% ' 1 '블로그 이용자의 가 하루에 회 이상 타인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으며 블로그40.6% ' 1 ' , 운영자의는 주 회 이상 하루에 회 이상 주일에 회 이상 본인 블로그에67.5% 1 (' 1 ' 37.4%, '1 1 ' 30.1%) 게시물을업데이트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타인 블로그 이용 빈도[ 29. (%)블로그 이용자- ] 그림 본인 블로그 업데이트 빈도[ 30. (%)블로그 운영자- ]
한 달에1회 미만14.9%

한 달에1회 이상9.9%1주일에1회 이상34.6%하루에1회 이상40.6%
75.2%75.2%75.2%75.2% 하루에 1회이상37.4%한 달에 1회 이상25.7%

한 달에 1회 미만6.8% 1주일에1회 이상30.1%
67.5%67.5%67.5%67.5%

다 블로그 이용 및 운영 이유.

블로그는 주로 친교' ·교제를 위해서 이용 또는 운영' (64.2%) (60.3%)블로그는 주로 친교 교제 를 위해서 이용 또는 운영 되는 것으로 조사됨' ' (64.2%) (60.3%)ㆍ또한 타인 블로그는 취미 여가 등 개인적 관심분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 , (40.3%)', '글 사진 동영상 등을 보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본인 블로그는 일상생활에, , (38.7%)' , '대한 기록을 위해서 취미 여가활동 또는 개인적 관심사 공유 등을 위해서 운영함(49.8%)', ' (32.6%)'ㆍ그림 타인 블로그 이용 이유 복수응답[ 31. ( , %)블로그 이용자- ] 그림 본인 블로그 운영 이유 복수응답[ 32. ( , %)블로그 운영자- ]64.240.338.736.623.78.17.66.0
친교·교제를 위해서취미, 여가 등 개인적관심분야 정보를 얻기 위해서재미있거나 흥미로운 글,사진, 동영상 등을 보기 위해서일상생활정보를 얻기 위해서업무, 학업 등에 필요한정보를 얻기 위해서해당 블로그·미니홈피운영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시사, 현안 문제 등에 대한의견 표현 및 공유를 위해서상품·서비스 정보검색,쇼핑 등을 하기 위해서

60.349.832.627.125.218.210.02.90.5
업무, 학업 등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위해서

친교·교제를 위해서일상생활에 대한기록을 위해서취미·여가활동 또는 개인적관심사 공유를 위해서재미있거나 흥미로운 글, 사진,동영상 등을 게시하기 위해서일상생활정보 공유를 위해서자기표현 및홍보(PR)를 위해서시사, 현안 문제 등에 대한의견 표현 및 공유를 위해서경제활동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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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경제활동IV.

인터넷쇼핑1. 3)
가 인터넷쇼핑 이용률.

인터넷 이용자의 과반수 가 인터넷쇼핑 이용자(60.6%)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가 최근 년 이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예약12 60.6% 1 ( ㆍ예매 포함 한 인터넷쇼핑 이용자 이며 는 최근 개월 이내 최근 주일 이내 주일) ' ' , 23.8% 1 (' 1 ' 8.5%, '1 -1개월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15.3%)여성 의 인터넷쇼핑 이용률이 남성 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대가 로 가장(68.2%) (54.1%) , 20 87.3%높고 다음으로 대 세 대 등의 순임, 30 (72.4%), 12-19 (61.0%), 40 (41.7%)그림 인터넷쇼핑 이용 현황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33. (%)- 12 ]최근 1주일이내8.5% 1주일-1개월15.3%1-3개월19.5%
이용한 적없음34.3%이용 안한 지1년 넘음5.1% 3-6개월9.2%6개월-1년8.1%

23.8%23.8%23.8%23.8% 인터넷쇼핑인터넷쇼핑인터넷쇼핑인터넷쇼핑이용자 60.6%이용자 60.6%이용자 60.6%이용자 60.6%
그림 성[ 34. ·연령별 인터넷쇼핑 이용률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12 ]60.6 54.1 68.2 61.0 87.3 72.4 41.7 27.0 13.9전체 남성 여성 12-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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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넷쇼핑 구매 품목.

인터넷쇼핑 이용자의 가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구매66.8% ' , , '인터넷쇼핑을 통해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을 구매하는 경우가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악' , , ' 66.8 , '화장품 악세사리 도서 잡지 신문 공연 교통 등 예약 예매(49.5%)', ' , (32.7%)', ' , , (32.2%)', ' , (27.0%)',ㆍ영화 방송프로그램 이미지 등의 순임' , , (24.3%)'그림 인터넷쇼핑 구매 품목 복수응답 인터넷쇼핑 이용자[ 35. ( , %)- ]66.849.532.732.227.024.319.816.315.212.911.99.88.56.55.03.91.7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음악화장품, 악세서리도서,잡지,신문예약ㆍ예매영화, 방송프로그램, 이미지컴퓨터 게임 또는 비디오 게임컴퓨터 소프트웨어(컴퓨터 게임 제외)가전, 전자제품식료품(건강식품 등 포함)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아동, 유아용품여행(여행권, 숙박, 렌터카 등)금융서비스 자동차 용품사진, 통신 및 광학 장비(카메라, 전화, 안경 등)정보기술, 통신서비스(소프트웨어 제외)(인터넷 가입 혹은 접속, 유무선 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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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넷쇼핑 이용 행동 및 인식.

인터넷쇼핑 이용자의 가 타인의 평가 이용후기 등에 영향을 받음41.2% ' , '인터넷쇼핑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가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가격을 비교한 후 구매 하고47.3% ' '있으며 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확인 한 후 가격이 저렴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하는, 46.8% ' '것으로 조사됨한편 가 최종 구매 결정시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용후기 등에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난, 41.2% ' , '가운데 구매 후 제품 서비스에 대한 평가 이용후기 등을 작성 하는 경우는 임' , , ' 23.4%그림 인터넷쇼핑 이용 행동 및 인식 인터넷쇼핑 이용자[ 36. (%)- ]
41.241.2 46.045.444.7 47.4

39.437.7 7.49.65.16.46.5
2.72.94.53.73.59.5

9.38.617.112.410.619.7
27.332.134.7 20.6 2.8

123456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않은 편임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가격을비교한 후 구매한다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확인한 후 가격이 저렴한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다할인쿠폰, 포인트·마일리지 등의 부가혜택을받기 위해 특정 쇼핑몰만 이용한다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평소 이용하지 않거나 잘알려져 있지 않은 쇼핑몰에서는 구매하지 않는다최종 구매 결정시 다른 사람들의 평가,이용후기 등에 영향을 받는다구매 후 제품, 서비스에 대한 평가, 이용후기등을 작성한다

'그런편임+매우그러함'의 비율'그런편임+매우그러함'의 비율'그런편임+매우그러함'의 비율'그런편임+매우그러함'의 비율46.846.846.846.847.347.347.347.3 32.432.432.432.438.538.538.538.5 23.423.423.423.441.241.241.241.2
라 인터넷쇼핑 이용 의향.

인터넷쇼핑 비이용자 명 중 명은 인터넷쇼핑 이용 의향자10 6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쇼핑 이용자의 가 향후 인터넷쇼핑을 이용할12 85.9%( 98.2%)의향이 있으며 인터넷쇼핑 비이용자의 도 인터넷쇼핑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66.9%그림 인터넷쇼핑 이용 의향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37. (%)- 12 ]85.966.9 98.2만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인터넷쇼핑 이용자인터넷쇼핑 비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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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2.

가 인터넷뱅킹 이용률.

인터넷 이용자 명 중 명이 인터넷뱅킹 이용10 4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가 최근 년 이내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12 40.0% 1 (뱅킹 이용자 최근 개월 이내 최근 주일 이내 주일 개월 이용한 경우도 로), 1 (' 1 ' 10.8%, '1 -1 ' 21.6%) 32.4%조사됨남성 의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여성 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대 및 대의(41.3%) (38.4%) , 20 30이용률이 각각 로 상대적으로 높음57.2%, 56.3%그림 인터넷뱅킹 이용 현황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38. (%)- 12 ]이용한 적없음59.5% 최근 1주일이내10.8%1-3개월4.7%3-6개월0.7%6개월-1년2.2%이용 안한 지1년 넘음0.5% 1주일-1개월21.6%
32.4%32.4%32.4%32.4% 인터넷뱅킹인터넷뱅킹인터넷뱅킹인터넷뱅킹이용자 40.0%이용자 40.0%이용자 40.0%이용자 40.0%

그림 성[ 39. ·연령별 인터넷뱅킹 이용률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12 ]
40.0 41.3 38.4 9.2 57.2 56.3 36.6 28.1 13.0전체 남성 여성 12-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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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넷뱅킹 이용 빈도.

인터넷뱅킹 월평균 회 이용4.8인터넷뱅킹 이용자는 월평균 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회 회4.8 , 2-7 ('2-4 ' 19.2%,회 이용하는 경우도 로 나타남'4-7 ' 22.2%) 41.4%그림 인터넷뱅킹 이용 빈도 인터넷뱅킹 이용자[ 40. (%)- ]월평균 4.8회
1회미만31.1%2-4회19.2% 7회이상16.6%

1-2회10.9%
4-7회22.2%41.4%41.4%41.4%41.4%

다 인터넷뱅킹 이용 의향.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대부분이 인터넷뱅킹 지속 이용 의향자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뱅킹 비이용자의 가 인터넷뱅킹 이용 의향이 있으며12 59.2%( 36.6%) ,현재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대부분 이 인터넷뱅킹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93.0%)그림 인터넷뱅킹 이용 의향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41. (%)- 12 ]59.2 93.036.6만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인터넷뱅킹 이용자인터넷뱅킹 비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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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식거래3.

가 인터넷 주식거래 이용률.

인터넷 이용자의 가 인터넷을 통해 주식거래6.4%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가 최근 년 이내 인터넷을 통해 주식거래를 이용한 인터넷12 6.4% 1 '주식거래 이용자 이며 남성 의 인터넷 주식거래 이용률이 여성 보다 다소 높음' , (7.9%) (4.7%)한편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주식거래자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가 인터넷 주식, 12 , 82.4%거래 이용자이며 성별로는 남성 의 이용률이 여성 보다 높게 나타남, (84.6%) (77.0%)그림 인터넷 주식거래 이용 현황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42. (%)- 12 ]이용한 적 없음92.4% 1-6개월1.6%6개월-1년0.8%이용 안한 지1년 넘음1.2%
최근1개월 이내4.0% 인터넷 주식거래인터넷 주식거래인터넷 주식거래인터넷 주식거래이용자 6.4%이용자 6.4%이용자 6.4%이용자 6.4%

그림 인터넷 주식거래 이용률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43. (%)- 12 ]82.4 84.6 77.04.77.96.4 전체 남성 여성
만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만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주식거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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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넷 주식거래 이용 빈도.

인터넷 주식거래 월평균 회 이용11.1인터넷 주식거래 이용자는 월평균 회 인터넷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가11.1 , 42.9%월평균 회 회 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3-15 ('3-5 ' 29.5%, '5-15 ' 13.4%)그림 인터넷 주식거래 이용 빈도 인터넷 주식거래 이용자[ 44. (%)- ]월평균 11.1회1회미만16.1%1-2회15.4%2-3회9.1%
5-15회13.4% 15회이상16.5%3-5회29.5%42.9%42.9%42.9%42.9%

다 인터넷 주식거래 이용 의향.

인터넷 이용자 중 주식거래자 명 중 명이 인터넷 주식거래 이용 의향자10 9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자 중 주식거래자의 가 향후 인터넷 주식12 22.6%( 89.3%)거래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며 이는 현재 인터넷 주식거래 이용자의 비이용자의 에, 96.5%, 17.5%해당됨 그림 인터넷주식 이용 의향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45. (%)- 12 ]22.6 89.396.517.5
만12세이상 인터넷이용자만12세이상 인터넷이용자 중 주식거래자인터넷 주식거래 이용자인터넷 주식거래 비이용자

만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만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주식거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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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인터넷 환경V.

정보통신 기기 보유 현황1.

가구의 주된 정보통신 기기는 데스크탑 컴퓨터' (80.4%)'년 현재 전체 가구의 가 데스크탑 컴퓨터 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카메라2008 80.4% ' ' , ' (50.5%)',플레이어 프린터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이상으로 나타남'MP3 (33.2%)', ' (31.6%)' 30%다음으로 내비게이션 보유율이 디지털 노트북 컴퓨터 등 포함' ' 25.8%, ' TV ' 24.5%, ' (UMPC )' 18.5%,복합기 등의 순임' ' 16.1% 그림 가구 정보통신 기기 보유 현황 복수응답[ 46. ( , %)] 80.450.533.231.625.824.518.516.113.28.36.64.52.12.01.5

데스크탑 컴퓨터디지털카메라MP3플레이어프린터내비게이션디지털TV노트북 컴퓨터(UMPC 등 포함)복합기DVD플레이어게임기디지털캠코더스캐너화상카메라/웹캠PMP(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DA(PDA폰 등 포함)
게임기

화상카메라ㆍ웹카메라(웹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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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보유 현황2. 4)
가구 컴퓨터 보유율 80.9%년 현재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로 년 보다 증가하였으며 년2008 80.9% , 2007 80.4% 0.5%p , 2004과 비교할 경우 가 증가함(77.8%) 3.1%p 그림 가구 컴퓨터 보유율[ 47. (%)]77.8 78.9 79.6 80.4 80.9

2004 2005 2006 2007 2008
인터넷 접속 현황3. 5)

가구 인터넷 접속률 80.6%전체 가구의 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년 대비80.6% , 2007 (79.8%) 0.8%p증가한 것이며 년 이후 년 사이 가 증가함, 2003 (68.8%) 5 11.8%p그림 가구 인터넷 접속률[ 48. (%)]68.8 72.2 74.8 78.4 79.8 80.6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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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온 오프라인 미디어 이용현황1. -

온 오프라인을 통한 미디어 이용1. -

만 세 이상 인구 명 중 명이 인터넷 미디어 이용자6 3 2만 세 이상 인구의 대부분 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신문 라디오 영화 서적 잡지의 대6 (99.9%) - TV, , , , 5ㆍ미디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 오프라인 미디어만, ('이용 온 오프라인 미디어 모두 이용 가 온라인을 통해 이용하는 인터넷' 36.5%, ' - ' 63.3%) 99.8%, '미디어 이용자 온라인 미디어만 이용 온 오프라인 미디어 모두 이용 는 임(' ' 0.1%, ' - ' 63.3%)' 63.4%오프라인 미디어만 이용하는 경우는 여성 이 남성 보다 많고 세 를 제외할(42.1%) (31.0%) , 6-19 (36.9%)경우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오프라인 미디어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그림 온 오프라인을 통한 미디어 이용 현황 만 세 이상 인구[ 1. - - 6 ]

그림 성 연령별 온 오프라인을 통한 미디어 이용 현황 만 세 이상 인구[ 2. - - 6 ]ㆍ
36.5 31.0 42.1 36.9 10.2 30.9 58.9 88.663.3 68.8 57.7 62.7 96.7 89.8 69.1 41.0 11.30.1 0.1 0.1 0.2 0.1 0.0 0.0

3.2
0.0 0.0

전체 남성 여성 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온라인 미디어만 이용온-오프라인 미디어모두 이용오프라인 미디어만 이용

9 9 .99 9 .99 9 .99 9 .9 9 9 .99 9 .99 9 .99 9 .9 9 9 .99 9 .99 9 .99 9 .9 9 9 .89 9 .89 9 .89 9 .8 1 0 0 .01 0 0 .01 0 0 .01 0 0 .0 1 0 0 .01 0 0 .01 0 0 .01 0 0 .0 1 0 0 .01 0 0 .01 0 0 .01 0 0 .0 9 9 .99 9 .99 9 .99 9 .9 9 9 .99 9 .99 9 .9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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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온라인을 통해 신문 라디오 영화 서적 잡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TV, , , , ㆍ인터넷 미디어 이용자 인터넷 이용자의 는 온라인을 통해 신문을 읽는 경우가 로' (63.4%, 82.2%)' 59.7%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화(33.2%)', '서적 잡지(30.6%)ㆍ ', 'TV(25.7%)' 등의 순인 가운데 대 미디어, 5를 모두 이용하는 적극적 인터넷 미디어 이용자도 임14.0%남성 의 인터넷 미디어 이용률이 여성 보다 다소 높고 연령별로는 대 청장년층(68.9%) (57.8%) , 20-40대 대 대 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20 96.8%, 30 89.8%, 40 69.1%)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인터넷 미디어 이용률은 성별 남성 여성 에- , ( 83.6%, 80.6%)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도 대 인터넷 이용자의 이상이 인터넷 미디어, 20-50 80%이용자인 것으로 조사됨그림 온라인을 통한 미디어 이용 현황 만 세 이상 인구[ 3. - 6 ]

그림 성 연령별 온라인을 통한 미디어 이용 현황 만 세 이상 인구[ 4. - 6 ]ㆍ
63.4 68.9 57.8 62.9 96.8 89.8 69.1 41.0 11.383.682.2 83.6 80.6 63.5 97.1 84.391.1 59.4

전체 남성 여성 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인터넷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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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오프라인을 통한 시청2. - TV

만 세 이상 인구의 대부분 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시청6 (99.7%) - TV만 세 이상 인구의 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를 시청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를 시청하는6 99.7% - TV , TV경우 오프라인 만 시청 온 오프라인 모두 시청 가 이고 는(' TV ' 74.0%, ' - TV ' 25.5%) 99.5% , 25.7%온라인 를 시청 온라인 만 시청 온 오프라인 모두 시청TV (' TV ' 0.2%, ' - TV ' 25.5 하는 것으로 나타남%)온 오프라인을 통한 시청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온 오프라인 모두를- TV , - TV시청하는 경우는 남성 이 여성 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대가 로 가장(28.8%) (22.3%) , 20 59.9%높고 대 세 대 등의 순임, 30 37.1%, 6-19 25.9%, 40 17.7%그림 온 오프라인을 통한 시청 현황 만 세 이상 인구[ 5. - TV (%)- 6 ]
74.0 70.7 77.2 73.3 39.2 62.5 82.0 92.6 98.425.5 28.8 22.3 25.9 59.9 37.1 17.7 7.3 1.40.2 0.2 0.2 0.1 0.5 0.2 0.2 0.00.0
전체 남성 여성 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온라인 TV만 시청온-오프라인 TV 모두 시청오프라인 TV만시청
99.799.799.799.7 99.799.799.799.7 99 .399 .399 .399 .3 99 .699 .699 .699 .6 99.899.899.899.8 99.999.999.999.9 99.999.999.999.9 99 .899 .899 .899 .899.799.799.799.7

오프라인을 통한 시청자의 대부분 이 주 회 이상 하루에 회 이상 주일에 회TV (98.8%) 1 (' 1 ' 91.0%, '1 1이상 오프라인 를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시청자의 경우 가 주 회 이상' 7.8%) TV , TV 71.5% 1하루에 회 이상 주일에 회 이상 온라인을 통해 를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됨(' 1 ' 29.2% ,'1 1 ' 42.3%) TV그림 오프라인 시청 빈도[ 6. TV오프라인 시청자- TV ] 그림 온라인 시청 빈도[ 7. TV -온라인 시청자TV ]하루 1회이상29.2%월 1회이상16.2%
월 1회미만12.3% 1주일에1회 이상42.3%

71.5%71.5%71.5%71.5%하루 1회이상91.0% 월 1회이상0.4%월 1회미만0.8%
1주일에1회 이상7.8%98.8%98.8%98.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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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를 시청하는 경우 가 방송사 사이트의 다시보기를 통해 시청하고 있으며TV , 70.2% 'TV ' ,이상이 카페 클럽 블로그 미니홈피30% ' · , · (40.1%)))) 및 포털사이트 를 통해 시청하고 해당' ' (37.2%)' ,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에 실시간으로 시청 하는 경우도 로 나타남TV ' 23.3%그림 온라인을 통한 시청 방법 복수응답 온라인 시청자[ 8. TV ( , %)- TV ]70.240.137.223.316.012.01.2
TV 방송사 사이트의 다시보기를 통해 시청카페·클럽, 블로그·미니홈피를 통해 시청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통해 시청해당 TV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에 실시간으로 시청파일공유 사이트(P2P, 웹하드 등)에서 다운받아시청동영상 전문 사이트(판도라TV, 곰TV 등)를 통해시청 기타

해당 TV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에실시간으로 시청파일공유 사이트(P2P, 웹하드 등)에서다운받아 시청
TV 방송사 사이트의 다시보기를 통해 시청카페·클럽, 블로그·미니홈피를 통해 시청포털사이트를 통해 시청

동영상 전문 사이트를 통해 시청
온 오프라인을 통한 신문 읽기3. -

만 세 이상 인구의 과반수 가 온라인을 통해 신문 읽기6 (59.7%)만 세 이상 인구의 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신문을 읽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신문을 읽는6 72.8% - ,경우 온라인 신문만 읽기 온 오프라인 신문 모두 읽기 가 오프라인 신문을(' ' 21.3%, ' - ' 38.4%) 59.7%,읽는 경우 오프라인 신문만 읽기 온 오프라인 신문 모두 읽기 는 로 나타남(' ' 13.1%, ' - ' 38.4%) 51.5%온라인 신문을 읽는 경우는 남성 이 여성 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대가 온라인(65.0%) (54.2%) , 20 을통해 신문을 읽은 경우가 온라인 신문만 읽는 경우는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95.1%( 34.5%) ,대 대 등의 순임30 88.6%, 40 67.9%그림 온 오프라인을 통한 신문 읽기 현황 만 세 이상 인구[ 9. - (%)- 6 ]
13.1 14.4 11.9 4.8 6.0 17.3 27.7 25.438.4 46.4 30.2 15.0 60.6 63.9 51.2 29.6 7.621.3 18.6 24.0 32.5 34.5 24.7 16.72.7 3.611.1
전체 남성 여성 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온라인 신문만 읽기온-오프라인 신문 모두 읽기오프라인 신문만읽기
72.872.872.872.8 79.479.479.479.4 66.166.166.166.1 52.352.352.352.3 97.897.897.897.8 94.694.694.694.6 85.285.285.285.2 68.468.468.468.4 36.636.636.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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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을 통한 신문 독자의 가 주 회 이상 하루에 회 이상 주일에 회 이상83.6% 1 (' 1 ' 52.8%, '1 1 '오프라인 신문을 읽고 있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신문을 읽는 경우에는 가 주 회 이상30.8%) , 93.2% 1하루에 회 이상 주일에 회 이상 온라인 신문을 읽는 것으로 나타남(' 1 ' 46.8%, '1 1 ' 46.4%)그림 오프라인 신문 읽기 빈도[ 10.오프라인 신문 독자- ] 그림 온라인 신문 읽기 빈도[ 11.온라인 신문 독자- ]1주일에1회 이상30.8% 월 1회미만8.1%
월 1회이상8.3%하루 1회이상52.8% 1주일에1회 이상46.4%

월 1회미만2.2%월 1회이상4.6%
하루 1회이상46.8% 93.2%93.2%93.2%93.2%83.6%83.6%83.6%83.6%

온 오프라인을 통한 라디오 청취4. -

만 세 이상 인구의 과반수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라디오 청취6 -만 세 이상 인구의 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라디오를 청취6 51.1% - ,하는 경우 오프라인 라디오만 청취 온 오프라인 라디오 모두 청취 가 온라인(' ' 29.3%, ' - ' 13.6%) 42.9%,라디오 청취 온라인 라디오만 청취 온 오프라인 라디오 모두 청취 는 로 나타남(' ' 8.2%, ' - ' 13.6%) 21.8%남성 이 여성 보다 온라인을 통해 라디오를 청취하는 경우가 다소 많았으며 연령별로는(24.0%) (19.6%) ,대가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 세 대 등의 순임20 53.1% , 30 32.7%, 6-19 19.5%, 40 15.2%그림 온 오프라인을 통한 라디오 청취 현황 만 세 이상 인구[ 12. - (%)- 6 ]
29.3 32.3 26.2 11.4 35.8 43.8 39.8 27.013.6 15.2 12.0 8.9 32.6 22.7 10.8 4.48.2 8.8 7.6 10.6 20.5 10.0 4.420.4 0.80.52.0전체 남성 여성 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온라인 라디오만 청취온-오프라인 라디오 모두 청취오프라인 라디오만 청취51.151.151.151.1 56.356.356.356.3 45.845.845.845.8 30.930.930.930.9 73.573.573.573.5 68.568.568.568.5 59.059.059.059.0 46.246.246.246.2 28.328.328.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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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을 통한 라디오 청취자의 가 주 회 이상 하루에 회 이상 주일에 회 이상85.7% 1 (' 1 ' 53.4%, '1 1 '오프라인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으며 온라인 라디오 청취자의 경우도 가 주 회 이상32.3%) , 85.9% 1하루에 회 이상 주일에 회 이상 온라인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1 ' 21.9%, '1 1 ' 64.0%)그림 오프라인 라디오 청취 빈도[ 13.오프라인 라디오 청취자- ] 그림 온라인 라디오 청취 빈도[ 14.온라인 라디오 청취자- ]
월 1회이상6.9%

월 1회미만7.2% 1주일에1회 이상64.0%
하루 1회이상21.9% 85.9%85.9%85.9%85.9%월 1회미만7.2%

월 1회이상7.1%1주일에1회 이상32.3%하루 1회이상53.4%85.7%85.7%85.7%85.7%
온라인을 통해 라디오를 청취하는 경우 인터넷 라디오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청취, ' '하거나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 시간에 실시간으로 청취 하는 경우가 각각 이며' ' 55.5%, 44.7% ,라디오 방송사 사이트의 다시듣기를 통해 청취 하는 경우도 로 나타남' ' 27.7%그림 온라인을 통한 라디오 청취 방법 복수응답 온라인 라디오 청취자[ 15. ( , %)- ]55.544.727.79.69.5

인터넷 라디오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청취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에 실시간으로청취라디오 방송사 사이트의 다시듣기를 통해 청취카페·클럽, 블로그·미니홈피를 통해 시청파일공유 사이트(P2P, 웹하드 등)에서 다운받아시청카페·클럽, 블로그·미니홈피를 통해 시청파일공유 사이트(P2P, 웹하드 등)에서다운받아 청취
인터넷 라디오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실시간으로 청취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에 실시간으로 청취라디오 방송사 사이트의 다시듣기를 통해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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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오프라인을 통한 영화 관람5. -

만 세 이상 인구의 가 온라인 영화 이용6 33.2%만 세 이상 인구의 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영화를 보고 있으며 오프라인 영화를 보는 경우6 58.7% - ,오프라인 영화만 보기 온 오프라인 영화 모두 보기 가 온라인 영화를 보는(' ' 25.5%, ' - ' 29.4%) 54.9%,경우 온라인 영화만 보기 온 오프라인 영화 모두 보기 는 로 나타남(' ' 3.8%, ' - ' 29.4%) 33.2%남성 이 여성 보다 온라인을 통해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대가(37.5%) (28.8%) , 20온라인을 통해 영화를 보는 경우가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 세75.4% , 30 49.3%, 6-19 37.1%,대 등의 순임40 22.5% 그림 온 오프라인을 통한 영화 관람 현황 만 세 이상 인구[ 16. - (%)- 6 ]
25.5 24.1 26.9 28.2 32.5 35.6 25.0 10.029.4 32.9 25.9 31.6 70.9 44.2 18.4 5.3 0.73.8 4.6 2.9 5.5 4.5 5.1 4.117.9 0.41.8전체 남성 여성 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온라인 영화만 관람온-오프라인 영화 모두 관람오프라인 영화만 관람58.758.758.758.7 61.661.661.661.6 55.755.755.755.7 65.365.365.365.3 93.393.393.393.3 81.881.881.881.8 58.158.158.158.1 32.132.132.132.1 11.111.111.111.1
오프라인을 통해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가 주 회 이상 하루에 회 이상 주일에 회, 12.2% 1 (' 1 ' 3.3%, '1 1이상 오프라인 영화를 보고 있으며 온라인 영화의 경우에는 가 주 회 이상 하루에' 8.9%) , 34.6% 1 ('회 이상 주일에 회 이상 온라인을 통해 영화를 보는 것으로 조사됨1 ' 3.3%, '1 1 ' 31.3%)그림 오프라인 영화 관람 빈도[ 17.오프라인 영화 관람자- ] 그림 온라인 영화 관람 빈도[ 18.온라인 영화 관람자- ]하루 1회이상3.3%1주일에1회 이상31.3%

월 1회미만31.3%월 1회이상34.1%
34.6%34.6%34.6%34.6%하루 1회이상3.3%

1주일에1회 이상8.9% 월 1회이상32.4% 월 1회미만55.4%
12.2%12.2%12.2%12.2%



33333333

온라인 영화 이용자의 과반수 가 영화 전문 사이트 를 통해 영화를 보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의(51.6%) ' ' , '영화서비스 를 통해 영화를 보는 경우도 로 나타남' 45.7%그림 온라인을 통한 영화 관람 방법 복수응답 온라인 영화 관람자[ 19. ( , %)- ]51.645.740.912.06.6
영화 전문 사이트(씨네폭스, 벅스무비, 씨즐 등)포털사이트의 영화서비스파일 공유 사이트(P2P, 웹하드 등)카페·클럽, 블로그·미니홈피통신사(메가패스, SKT 등) 사이트의 영화서비스카페·클럽, 블로그·미니홈피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 사이트의 영화서비스

영화 전문 사이트포털사이트의 영화서비스파일 공유 사이트(P2P, 웹하드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한 서적 잡지 읽기6. - ㆍ

만 세 이상 인구의 과반수 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서적 잡지 읽기6 (59.1%) - ㆍ만 세 이상 인구의 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서적 잡지를 읽고 있으며 오프라인 서적 잡지6 59.1% - ,ㆍ ㆍ를 읽는 경우 오프라인 서적 잡지만 읽기 온 오프라인 서적 잡지 모두 읽기 가(' ' 28.5%, ' - ' 23.3%)ㆍ ㆍ이고 온라인 서적 잡지를 읽는 경우 온라인 서적 잡지만 읽기 온 오프라인 서적51.8% , (' ' 7.3%, ' -ㆍ ㆍ잡지 모두 읽기 는 로 나타남' 23.3%) 30.6%ㆍ남성 이 여성 보다 온라인을 통해 서적 잡지를 읽는 경우가 다소 많았으며 연령별로는(35.2%) (25.8%) ,ㆍ대가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 대 세 등의 순임20 56.4% , 30 46.1%, 40 30.2%, 6-19 22.4%그림 온 오프라인을 통한 서적 잡지 읽기 현황 만 세 이상 인구[ 20. - (%)- 6 ]ㆍ
28.5 26.3 30.8 34.9 32.5 34.3 26.9 14.623.3 26.0 20.5 15.4 45.9 36.1 21.9 11.8 2.87.3 9.2 5.3 7.0 10.5 10.0 8.327.7 4.9 2.0전체 남성 여성 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온라인 서적·잡지만 읽기온-오프라인 서적·잡지 모두 읽기오프라인서적·잡지만 읽기59.159.159.159.1 61.561.561.561.5 56.656.656.656.6 57.357.357.357.3 84.184.184.184.1 78.678.678.678.6 64.564.564.564.5 43.643.643.643.6 19.419.419.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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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을 통한 서적 잡지 독자의 가 주 회 이상 하루에 회 이상 주일에 회42.1% 1 (' 1 ' 12.1%, '1 1ㆍ이상 오프라인 서적 잡지를 읽고 있으며 온라인 서적 잡지를 읽는 경우에는 가' 30.0%) , 36.1%ㆍ ㆍ주 회 이상 하루에 회 이상 주일에 회 이상 온라인 서적 잡지를 읽는 것으로1 (' 1 ' 21.9%, '1 1 ' 14.2%) ㆍ나타남그림 오프라인 서적 잡지 읽기 빈도[ 21. ㆍ오프라인 서적 잡지 독자- ]ㆍ 그림 온라인 서적 잡지 읽기 빈도[ 22. ㆍ온라인 서적 잡지 독자- ]ㆍ 하루 1회이상21.9%1주일에1회 이상14.2%
월 1회미만18.8%월 1회이상45.1%

36.1%36.1%36.1%36.1%월 1회이상31.0%1주일에1회 이상30.0%하루 1회이상12.1% 월 1회미만26.9%
42.1%42.1%42.1%42.1%
온라인을 통한 뉴스기사 보기• 만 세 이상 인구의 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뉴스기사를 보거나 읽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뉴스기사를6 84.5% - ,이용하는 경우가 오프라인 뉴스기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로 나타남59.7%, 75.7%• 온라인을 통해 뉴스기사를 이용하는 경우 가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 를 이용하고 있으며 신문사 사이트, 70.5% ' ' , ' '및 인터넷신문 사이트 를 이용하는 경우도 각각 로 조사됨' ' 34.6%, 28.8%그림 온 오프라인을 통한 뉴스기사 이용 현황[ 23. - 만 세 이상 인구- 6 ] 그림 온라인을 통한 뉴스기사 이용 방법[ 24.복수응답 온라인 뉴스기사 이용자( , %)- ]24.822.027.617.48.9 24.8 43.6 58.7

50.956.345.431.7 83.580.560.634.99.1
8.88.78.815.9 11.58.17.23.5 5.82.1

전체남성여성6-19세20대30대40대50대60대

오프라인 뉴스기사만 이용 온-오프라인 뉴스기사 모두 이용 온라인 뉴스기사만 이용84.584.584.584.587.087.087.087.081.881.881.881.865.065.065.065.0 98.598.598.598.597.597.597.597.592.692.692.692.684.384.384.384.369.969.969.969.9
70.534.628.820.96.9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신문사 사이트(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인터넷 신문 사이트(오마이뉴스, 마이데일리 등)방송사 사이트(KBS,MBC, SBS 등)카페·클럽, 블로그·미니홈피
포털사이트의뉴스서비스신문사 사이트인터넷신문 사이트방송사 사이트카페·클럽,블로그·미니홈피본 보고서에서 뉴스기사 보기는 뉴스 신문 기사 라디오 뉴스 잡지 기사 등을 보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TV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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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파일공유서비스 이용현황2.

파일공유서비스 이용률1.

인터넷 이용자 명 중 명은 파일공유서비스 이용4 1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가 파일공유서비스 웹하드 등 이용자이며 남성의 파일12 26.5% (P2P, ) ,공유서비스 이용률 이 여성 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대가 로 가장 높았으며(30.2%) (22.3%) , 20 50.4% ,세의 이용률은 대 대 등으로 나타남12-19 30.7%, 30 25.6%, 40 12.2%한편 파일공유서비스 이용자의 대부분 은 파일 다운로드 이용자이며 파일공유서비스를 통해, (100%)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는 로 조사됨67.5%그림 파일공유서비스 이용률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25. (%)- 12 ]이용한 적없음64.4% 1-3개월5.9%3-6개월1.6%6개월-1년1.0%
1주일-1개월10.4%최근 1주일이내7.6%이용 안한 지1년 넘음9.1%

파일공유서비스파일공유서비스파일공유서비스파일공유서비스이용자 26 .5%이용자 26 .5%이용자 26 .5%이용자 26 .5%
그림 성 연령별 파일공유서비스 이용률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26. (%)- 12 ]ㆍ26.5 30.2 22.3 30.7 50.4 25.6 12.2 6.3전체 남성 여성 12-19세 20대 30대 40대 50세이상그림 파일공유서비스 이용 현황 만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27. - 12 ]26.5 67.5 100.0전체 파일공유서비스 이용자파일공유서비스 이용자 중다운로드 이용자파일공유서비스 이용자 중업로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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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다운로드 및 업로드 빈도2.

파일공유서비스 이용자의 가 주 회 이상 파일 다운로드37.4% ' 1 '파일공유서비스 이용자의 가 주 회 이상 하루에 회 이상 주일에 회 이상37.4% 1 (' 1 ' 7.2%, '1 1 ' 30.2%)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있으며 파일 업로드 이용자의 경우 가 주 회 이상 하루에 회 이상, 43.9% 1 (' 1 ' 8.9%,주일에 회 이상 업로드하는 것으로 조사됨'1 1 ' 35.0%)그림 파일 다운로드 빈도[ 28.파일공유서비스 이용자- ] 그림 파일 업로드 빈도[ 29.파일 업로드 이용자- ]한달에1회 이상38.5%한달에1회 미만24.1%하루에1회 이상7.2%
1주일에 1회이상30.2% 한달에 1회미만25.0% 1주일에 1회이상35.0%

하루에 1회이상8.9%한달에 1회이상31.1% 43.9%43.9%43.9%43.9%37.4%37.4%37.4%37.4%
주이용 파일 유형3.

주로 음악 또는 영화 파일 이용(78.7%) (74.3%)파일공유서비스 서비스 이용자의 이상이 음악 및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70% ' (78.7%)' ' (74.3%)'업로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게임 게임 외의 소프트웨어 학업 업무용 문서자료, ' (34.4%)', ' (27.6%)', ' ㆍ국내 프로그램 등의 순임(23.3%)', ' TV (21.5%)'그림 파일공유서비스 주이용 파일 유형 복수응답 파일공유서비스 이용자[ 30. ( , %)- ]74.334.427.621.517.214.911.6
78.7

23.3
음악영화게임게임 외의 소프트웨어학업ㆍ업무용 문서자료국내 TV프로그램해외 TV프로그램강의ㆍ강좌도서ㆍ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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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서비스 이용 행동 및 인식4.

절반에 가까운 가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한 정부 규제 필요하다고 생각49.5%파일공유서비스 이용자의 가 파일공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음악 테이프 등을 구매하는50.0% ' CD,횟수가 감소 하거나 극장에서 영화 관람하는 횟수가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남' ' (44.1%)'한편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음악 영화 드라마 출판물 등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이용하는 것은, ' , , ,불법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며 는 정부는 파일공유사이트가 불법 복제물 음란물' 46.0% , 49.5% ' ,등의 유통을 감시나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고 응답함'그림 파일공유서비스 이용 행동 및 인식 파일공유서비스 이용자[ 31. (%)- ]

6.7 20.0
35.733.2 42.341.941.641.5

6.311.95.0
4.3

1.51.5
2.3
3.7 15.9

10.97.5
10.0
13.1

37.738.2
37.6 26.038.137.8

11.87.88.2
123546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않은 편임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극장에서영화관람하는 횟수가 감소했다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음악CD,테이프 등을 구매하는 횟수가 감소했다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악, 영화, 드라마,출판물 등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 등 누구나 쉽게성인용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정부는 파일공유 사이트의 불법 복제물,음란물 등의 유통을 감시나 삭제할 수 있도록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44.144.144.144.1'그런편임+매우그러함'의 비율'그런편임+매우그러함'의 비율'그런편임+매우그러함'의 비율'그런편임+매우그러함'의 비율50.050.050.050.0 31.031.031.031.045.845.845.845.846.046.046.046.049.549.549.5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