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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선 웹사이트 이용률, 세대간 차이가 현저주) 

 일본의 ITPro 가 5 월 14 일 발표한 일본 휴대폰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이용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일’(85.9%)이나 ‘전화’(74.5%) 외에도 ‘원세그 시청’(13.1%), ‘전자화폐/

정기권’(12.9%), ‘스케줄 관리’(10.1%) 등은 10 명 중 한명꼴로 매일 1 회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스마트폰 단말의 이용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조사결과임 

- 원세그는 일본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휴대방송 기술을 말하며 13개의 분할 주파수 중 1

개 영역(1 segment)을 사용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 

 모든 애플리케이션 항목에서 젊은 세대의 이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특히 20대의 사

용빈도가 눈에 띄게 높게 나온 것은 ‘휴대폰 사이트 열람(전용 브라우저)’임 

- 20대에서는 57.1%로 2명 중 1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지만, 30대는 42.3%, 40대에서

는 38.2%, 50 대에는 24.9%로 4 명 중 1 명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가 한단계 

                                                           
주) http://itpro.nikkeibp.co.jp/article/Research/20090511/329748/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인프라팀(☎ 042-710-13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A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최신 IT동향 

 

<자료>: ITPro, 2009. 5. 

(그림 1) 휴대전화로 1 일 1 회 이상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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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때마다 이용률이 약 10%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사이트를 열람할 때에는 ‘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9.4%)보다 ‘전용 브라우저’를 사

용하는 사람(36.9%)이 4배 가량 높게 나타남 

- 이는 소유하고 있는 기종이 풀 브라우저를 지원하고 있지 않거나, 요금 체계 상의 차이, 

사용 방법의 차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 PC용 브라우저 전용의 웹사이트를 그대로 휴대전화 상에서 열람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임  

 휴대폰 사이트 또는 웹사이트에서 주로 열람하는 정보로는 ‘뉴스’(79.4%), ‘일기 예

보’(60.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큰 격차를 보이며 ‘취미’(28.2%), 

‘음식점’(20.2%), ‘사전’(12.3%) 등이 뒤를 잇고 있음 

 혼자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7%, 3 대 이상 소유하는 사람은 1.2%로 13 명에 1 명

(7.9%) 꼴로 2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  

- 휴대전화를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로는 ‘통화용과 애플리케이션용으로 분리해

서 이용’하기 위해서 ‘통화 상대에 따라 전화기를 따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각

각 30%대로 가장 많았음 

- 이 밖에도 ‘부모님 이용 휴대전화의 명의 대여’, ‘아내용, 어린이용’ 등 가족에게 보유하

게 하는 경우 등이 답변으로 보고되었음 

 ‘애플리케이션용 전화기’는 iPhone이나 Windows Mobile 등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자료>: ITPro, 2009. 5. 

(그림 2) 무선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하는 정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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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유사한 컨셉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의미함 

- 야노 경제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2008년 일본 내 스마트폰의 출하대수는 150만 대

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현재 소유하고 있는 휴대 전화의 사용기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장 최근 휴대전화를 구입

한 시기에 대해 물었으며,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약 30%

씩 나왔음 

- 즉, 10명 중 3명은 최근 기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종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30%의 사

람은 구세대 기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종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기능’(42.0%)이었으며 그 다음 ‘본체 가

격’(22.7%)이었음 

- 중요시 하는 점은 구입시기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가령 보유기간이 ‘3개

월 미만’인 사람이 중시하는 것은 기능(44.4%), 본체 가격(33.1%) 순서임 

- 반면 ‘3년 이상’인 사람이 중시하는 것은 기능(28.4%), 본체 가격(31.3%)으로 가격 요

인이 더 높게 나타남 

- 기능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빈번히 단말기를 교체하기 때문에 본체 가격을 신

경쓰는 경향도 적게 나타남 

 향후 3개월 이내에 휴대 전화를 교체 또는 추가 구매할 예정이 있는 사람은 약 10%(9.8%)

인 것으로 조사됨 

- 구매 이유로서 ‘원세그 시청’(13.6%), ‘스마트폰 보유 욕구’(12.6%) 등 기능에 초점을 

 

<자료>: ITPro, 2009. 5. 

(그림 3) 일본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최근 단말기 구매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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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는 사람도 4명에 1명 꼴이지만, 절반 정도는 휴대폰이 오래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 

 

<자료>: ITPro, 2009. 5. 

(그림 4) 일본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시 주요 고려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