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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고속 인터넷 환경에서 세계 최고 수 의 디지털 네이티 (digital native)세 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  실에서 이들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한 종합 인 이해를 해 시작 으며, 미디어 동시이용

행태에 한 한국  디지털 네이티 의 속성을 악하고자 했다. 이를 해 2015년도 <한국미디어패 >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네이티  세 에 해당하는 10  청소년들의 시간 에 따른 공간  속성과 이용 

매체, 동시이용 형태 등에 해 다 응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한국의 디지털 네이티  세 라고 

할 수 있는 10  청소년의 경우, 시간 , 공간  매체이용은 매우 균질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미디어 동시

이용비율도 제한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추후 다양한 세  간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총체 인 미디

어 이용행태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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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ed to explore media use by digital natives in Korea. To date, Korea is a country 

that has both the highest level of digital natives and fastest Internet access in the world. The 

study also intended to deeply understand the simultaneous activity use of different media and 

determin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digital natives. Based on Korea Media Panel Data for 

2015, analyses of the digital natives' traits of time-space, media use, and simultaneous use of 

media were made through a statistic multi-correspondent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spatial attribute and media use of digital natives are homogeneous in pattern and the degree of 

simultaneous use of media seems to be limited in type. Moreover, the study suggested the new 

concept of digital natives' media use and the need for various studies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use and the Interne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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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 사회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5년 86.4%로 이

미 PC보유율을 넘어섰으며, 10 와 20 는 99.9%가 인

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50  이용률도 89.3%에 이른

다[1]. 이 보고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부분이 매일 인

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92.3%), 이용시간도 주 평균 

13.7시간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1]. 

인터넷은 이미 한국사회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서도 사람들의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삶의 일부분이 

된지 오래이며 세계 최고 수 의 고속 인터넷 환경과 

디지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  실에서 인터

넷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이용행태 역시 끊임없이 진

화하고 있다는 도 주지의 사실이다.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그 이용행태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기본 이고 당연한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

지만, 매번 새로운 미디어가 출 할 때 마다 그에 한 

새로운 연구들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연

구들이 새로운 연구를 한 토 이자 자양분이 되었듯

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기본 인 내용의 연구들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미디어 퍼토리에 

한 연구[2][3], 크로노토 (chronotope) 개념과 시간지

리학을 원용해 미디어 이용에 한 시공간  매핑을 시

도한 연구[4], 미디어 이어(layer) 개념을 제시하면서 

미디어 이용조사나 통합시청률조사에 한 새로운 

근법과 산업정책  효용성을 탐색한 연구[5] 등 다양한 

근과 탐색  연구들이 있었다. 이 연구 역시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주목하여 기존의 근방법과는 다

르게 통  미디어 이용행태를 수정, 보완할 수 있도

록 시간 , 공간  요인을 고려한 미디어 이용행태와 

미디어 동시이용에 한 부분을 종합 으로 검토하고

자 하 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네이티  세 의 통

 미디어와 뉴미디어 이용  미디어 멀티태스킹 행태

를 종합 으로 검토함으로써 디지털 네이티 에 한 

새로운 이해와 향후 새로운 미디어 이용 행태에 한 

논의에 이론 , 실무  함의를 찾고자 하 다. 특히 단

순히 미디어 기기에 따른 이용의 변화를 탐색해 왔던 

기존의 논의를 벗어나 시간 , 공간  측면에서 디지털 

네이티  세 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분석하고자 하

다.

II. 선행연구 검토           

1.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

디지털 네이티 (digital natives)는 컴퓨터와 각종 인

터넷 등 디지털 기기를 마치 원어민(native speaker)과 

같이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 를 지칭하는 것으로 미

국의 교육학자 마크 스키(Marc Prensk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비슷한 의미

로 탭스콧(Tapscott)은 은 디지털 유 들을 심으로 

형성된 넷 세 (net generation)에 한 속성을 규정하

면서 N세 라고 지칭하 으며[8], 2000년 를 넘어서

면서 새로운 시 의 새로운 세 를 지칭하는 표 이 다

양하게 등장하 다. 를 들면, 스트라우스와 하우의 

니엄 세 (millennium generation)[9]와 베이비붐 세

의 자녀세 를 가리키는 Y세 [10] 등이 있다. 이

듯 시기별로 개별 세 에 한 연구들이 지속 으로 나

타나는 것은 그들 나름의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보

인다. 미디어 이용에서도 개인의 연령이나 세  간 연

구는 요한 연구 상  하나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기본 으로 미디어 이용이 개인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11]. 이를테면 성인의 체 TV시청

시간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유시간이 늘어나거나 사

회  이 어들면서 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12], 정보추구의 필요성이 늘어나거나 이동성이 감소

하면서 TV시청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13][14].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서와 교육활동에 보내는 시

간이 높아지면서 주  TV시청시간은 감소하 지만, 주

말 TV시청시간은 감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활동 이외에 사회  상호작용이나 비디오 게임에 

보내는 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 국가 으

로 비교하더라도 유사 과 공통 은 발견된다. 이를테

면, 유럽의 7개국의 청소년들을 상으로 실시한 신체

활동과 TV시청에 하여 1985~1986년과 2001~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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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비교 연구에서는 조사 상의 모든 나라에서 남

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TV시청에 더 많은 시간을 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물론, 개인의 미디어 이용의 

패턴을 보다 충분히 설명하기 해 신체  건강 상태

(physical health)와 경제  안정(economic security), 

개인 간 상호작용(interpersonal interaction), 이동성

(mobility), 삶에 한 만족감(life satisfaction), 사회  

활동(social activity) 등 6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맥락  

연령(contextual age) 개념을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17]. 

최근 한국 사회에서 세  갈등이 사회  이슈로 부각

되면서 베이비붐 세 와 그들의 자녀 세 ,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세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특히, 이호 과 동료들은[18] 디지털세 와 베이비붐세

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세  간 사회 계  

인식의 차이와 라이 스타일,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의 

차이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온-오 라인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의 필요성과 이를 한 사회  투자, 세

 간 이해와 호혜를 한 정부-시민 사회 간 력 네

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디지털 네이티  세 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한 종합

인 이해를 해서는 일정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달리 말하면, 기존의 연구들은 디지털 네이티 의 미디

어 이용행태와 련하여 특정 요소들만을 분석하 거

나 다른 세 와의 비교분석을 해 미디어 이용보다는 

성격변인이나 가치  등의 개인  요소에 집 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네이티  세 의 미디이 이용에 한 

종합 인 이해를 해서 이들 세 의 시간 , 공간  

요인을 함께 고려한 미디어 동시이용행태에 한 분석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미디어 이용행태 

최근의 미디어 이용은 다양하고 풍부해진 미디어 기

기와 함께 개인화되고, 콘텐츠 소비 행태 한 이와 함

께 공진화 하고 있다. 즉, 콘텐츠는 다양해지고 풍부해

지고 있지만, 미디어 이용에 한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 이고 효율 인 미디어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것이다. 이를테

면 TV 로그램을 보면서 컴퓨터PC를 통해 련 뉴스

를 찾아보고나, 사회 계망서비스를 통해 친구들과 

화하는 형태가 흔히 볼 수 있는 미디어 이용 모습이다. 

일반 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한다는 의미의 

멀티태스킹(multitasking)에 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

하고 미디어를 활용한, 혹은 미디어 기기에 한 멀티

태스킹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상이며, 미디어 멀티

태스킹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동시에 소비하는 것

으로 개념화 되어 왔다[19]. 미디어 멀티태스킹은 미디

어 소비의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의 측

면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동시에 네

트워크를 통한 사회  기능을 동시에 수반하는 보충

이고 효율 인 행 인 것이다[20][21]. 

간략히 정의하자면, 미디어 멀티태스킹은 결국 단일

한 시간에서 두 개 는 그 이상의 통 미디어 혹은 온

라인 미디어, 소셜미디어, 엔터테인 미디어 형태에 복합

으로 노출되어 참여하는 행 를 의미한다[20]. 특히, 

두 개 이상의 개별 인 업무를 자주 변환하면서 동시에 

복수의 업무 달성을 목표로 하는 행 로 이해할 수 있

는데[22], 이미 부터 미디어 인지  차원에서 멀티

태스킹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바디와 롬, 술탄[20]은 미디어 멀티태스킹과 련

된 사  이익과 효용에 해 설명할 수 있는 개념  모

델을 연구하면서 이른바 소비자의 동기(motivation)와 

능력(ability) 그리고 기회(opportunity)의 효과 모델

(MAO model)을 제시하 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은 

세 (generation Y)들의 미디어 멀티태스킹은 기존의 

인지  측면에서 부정 인 연구결과와는 달리 비용과 

효용 측면에서 미디어 멀티태스킹 행 가 정 인 효

과가 있다고 한다. 즉, 은 세 의 미디어 멀티태스킹

은 통제감과 효용성에서 높은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으

며, 미디어를 통한 구성원 간 동화(assimilation) 작용을 

높여 결과 으로 미디어 콘텐츠 소비에서 정 인 

MAO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20]. 한, 상업 고 

콘텐츠에 한 심도와 련하여 진행된 연구에서는 

체 미디어 이용시간의 25~30%가 멀티태스킹 상황에

서 소비되고 있으며, 개인 인 미디어 소비일수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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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미디어 형태를 동시에 이용한다는 결과를 보이

고 있다고 지 한다[23]. 다양한 미디어의 동시이용행

태는 최근에 보다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N스크린 서비

스와 무 하지 않다. 그러나 N스크린 서비스 수용에 

한 연구는 세 별 특징보다는 개인의 라이  스타일와 

콘텐츠 소비 패턴에 따라 다른 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24]. 미디어 멀티태스킹과 같은 달라진 TV시청 

행태에 한 최근의 연구는 사회  시청(social 

viewing)에 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사회  

시청은 공동체  성격을 바탕으로 시청자의 능동  참

여 통해 이성  시청과 공  이슈에 토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공론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 한

다[25]. 상 콘텐츠에 한 공동시청(co-viewing)과 

같은 공유시청은 기본 으로 이용 동기와 개인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용과 충족 가설을 지지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청(viewing)과 시청한 콘텐츠

에 한 공유(sharing) 행 는 일종의 사회  상호작용

과 깊은 련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  시청, 혹은 소셜

TV이용에 한 일련의 연구들은 변화된 시청행태에 

해 시청자들의 속성 변화나 시청자의 개념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III. 연구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히 특정 

연령 를 구분하여 특정 세  간 미디어 이용의 행태를 

비교 분석하는데 그치거나 각 세  간 차이를 밝 내는

데 을 맞춘 연구가 부분이었으며 디지털 네이티

 세 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보다 심층 으로 탐색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물론 생활시간 데이터와 미디

어 이용의 다 화에 해 미디어 퍼토리를 통합 분석

한 사례가 있지만[26], 개별 시간 별로 어떤 공간에서 

어떤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한 종합 인 연

구는 거의 없다. 한, 미디어 멀티태스킹과 련해서도 

TV동시 시청을 사회  시청으로 개념화 하거나 미디

어 이용행태에 해서도 미디어 이용의 디바이스 개념

에 을 두고 멀티태스킹이나 크로스 미디어에 하

여 연구가 진행된 것이 부분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 을 극복하고 디지털 네이

티 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입체 으로 탐색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1> 디지털 네이티  세 의 시간 에 따

른 공간  특성과 주된 매체 이용 특성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디지털 네이티  세 의 미디어 동시

이용은 어떤 형태를 보이는가?

IV. 연구방법   

1. 데이터 구성 및 표본의 특성

이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미디어패 조사>[27] 데이터  2015년에 실시된 6차

년도 연구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인구통

계 센서스에 기 하여 시·도  읍·면·동으로 2단계 층

화 표본추출과 확률비례추출을 통해 국 17개 도시, 

4,305 가구와 9,873명에 해 진행되었다. 이 게 얻어

진 체 데이터 샘 은 여성이 50.3% 남성이 49.7%으

로 여성이 조  많았으며, 연령 는 10  미만이 2.9%, 

10 (10~19세)가 11.4%, 20 (20~29세) 15.3%, 30

(30~39세) 15.9%, 40 (40~49세) 17.8%, 50 (50~59세) 

17.1%, 60 (60~69세) 10.2%, 70  이상 9.5%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 연령 와 모든 세 를 분석 상

으로 하지 않고 미디어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디지털 네이티  세 에 해당하는 샘 을 새롭게 선택

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2.0세  

연령층인 , 고등학생을 주요 분석 상으로 하되, 디

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추

세를 감안하여 응답자  10세 이상 연령층으로 넓  

디지털 네이티  세 로 보고 주요 분석 상으로 삼았

다. 한, 체 개인 응답자 9,873명의 3일 간 다이어리 

작성 기간  특별한일(ex. 시험기간, 가족/친척 경조

사, 휴가/여행, 출장 등)이 있었다고 응답한 데이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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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차  어느 하루라도 포함될 경우)는 제외했다. 이러

한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분석 상으로 삼은 샘 은 

만10~19세 1,151명이며 이  남성 비율이 51.3%(여성 

48.7%)이었고 응답자가 작성 기간  주말이 포함된 경

우는 1일차에 19%, 2일차가 27%, 3일차가 30.7%를 차

지하고 있었다. 

2. 분석 대상 변인 

이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공하고 있는 <한

국미디어패 조사>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한 분석변

인  3일간의 다이어리 데이터를 분석 상으로 하

다. 분석 상 변인  공간  속성 변인은 주거공간(자

택, 기숙사, 별장 등 본인주거 공간과, 친구집, 친척집, 

이웃집 등 타인주거공간), 직장(회사, 사무실 등)과 교

육시설(학교, 학원, 도서  등)과 같이 주된 생활 공간

과 교통수단( 교통 수단, 개인교통수단, 이동  환

승 기 등), 오락시설이나 요식업 시설, 체육시설, 문화

시설, 상거래 시설 등 여가)  기타 서비스 시걸 공간 

등 16개 공간으로 측정하 다. 

이용 매체 변인은 종이매체(신문, 책, 잡지 등)와 TV

(가정용 TV, TV, 휴 용TV, 차량용TV), 컴퓨

터(데스크톱PC, 노트북PC, 태블릿PC, PDA 등), 화기

(공 화기, 일반 화기, 인터넷 화기, 일반휴 폰, 

스마트폰 등), 촬 기기(디카, 블랙박스 등), 오디오 기

기(라디오, 카오디오, 휴 용 오디오기기 등), 비디오재

생/녹화기기(VCR, DVD, 등), 게임기, 공간미디어( 화

, 노래방, 공연장, 박물  등) 등 9개 분류 매체에 

40개 세부 이용 매체를 구분하여 측정하 다. 

분석 상 데이터가 3일 동안의 미디어 이용과 공간

정보에 한 15분 단 의 다이어리 자료임을 고려하여 

다 응(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분석을 실

시하 고, 이를 2차원의 평면으로 도식화하여 디지털 

네이티  세 로 규정되는 이들 연령 의 세부 인 공

간  특성과 미디이 이용행태를 분석하 다. 한, 분석

상이 부분 학생신분임을 고려하여 주 과 주말을 

구분하여 비교분석하 고, 미디어 동시이용행태도 동

일한 방식으로 시간 별로 구분하여 도식화 하 다. 

 

V. 연구결과    

<연구문제1>과 련하여 디지털 네이티  세 의 

시간 에 따른 공간  속성과 주된 매체 이용 행태의 

특성을 다 응방식으로 도식화 하 다. 주 과 주말

의 차이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

고, 그 결과는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앞서 밝혔듯

이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가 미디어 패  조사이며, 3일

간의 다이어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각각 주

과 주말로 구분하여 행(p)과 열(q)을 각각 응분석에 

활용하 다. 따라서 제1변수(시간 )의 범주에 따라 제

2변수(공간속성/이용매체) 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중>

<주말>

그림 1. 디지털네이티브 공간적 속성(주중/주말)

연구결과, 공간  속성은 주거공간(집)과 주된 생활

공간(학교), 교통수단에 한정되어 나타났고, 미디어 이

용 변인은 종이매체와 TV매체, 컴퓨터(PC), 스마트폰 

등의 매체 이용에 집 되어 나타났다. 

디지털 네이티  세 의 주 과 주말 공간  특징은 

시간 와 상 없이 균일하게 주 (학교), 주말(집)로 압

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주 의 경우는 공간  속

성이 4분면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는 오후시간  집

과 학원 등으로 일부 상의 공간속성이 달라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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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 다. 그러나 주말의 경우에는 일부 아웃라이어

(outlier) 이스를 제외하면 거의 부분의 응답자가 

동일한 시간 에 동일한 공간  속성(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디어 이용 측면에서 볼 때, 디지털 네이티  세

는 주 의 경우는 개별 시간 에 상 없이 균일하게 동

일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석 

상인 디지털 네이티  세 가 부분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 에 특정 매체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을 보여주고 있다. 를들면, 등교시간 , 

녁시간 에는 스마트폰 이용에 한정되어 있고, 학교생

활 시간 에는 이용매체 없음 등으로 나타나 특정 시간

에는 동일한 매체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주말의 경우에는 동일 시간 에서 개별 매

체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나타났으며, 스마트폰과 컴퓨터

(PC), TV매체 부분에 집 도가 상 으로 분산되어 

나타났다[그림 2]. 

<주중>

<주말>

그림 2. 디지털네이티브 이용매체 속성(주중/주말)

<연구문제2>와 련하여 디지털 네이티  세 의 

미디어 동시이용 행태에 한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

다. 

주 주말 체

1일차 16.20(1.74) 6.55(2.99) 22.75(1.09)

2일차 19.39(2.08) 5.43(2.48) 24.81(1.13)

3일차 20.20(2.17) 3.97(1.81) 24.17(1.00)

평균 18.59(2.00) 5.32(2.43) 23.91(1.07)

표 1. 미디어 동시이용 행태(횟수, %) 

이는 체 분석 상 1,151명의 응답자가 작성한 3일

간의 다이어리 기록  주말이 포함된 응답자의 샘 을 

별도로 떼어내서 분석에 활용하 다. 이들 각각의 주 , 

주말 미디어 동시 이용 횟수는 체 하루를 15분 단 , 

96개 시간 로 구분했을 때, 주  18.59회, 주말 5.32회

에 불과했다. 주 과 주말을 포함하여 각각 3일간 다이

어리 조사에서 나타난 미디어 동시이용의 횟수는 평균

으로 23.91회에 불과했다. 즉 체 응답자의 1.07% 정

도만이 주로 이용한 미디어와 함께 동시에 다른 미디어 

기기를 이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주  평균은 2.0%이

며, 주말 동시이용 횟수 비율은 약 2.43%이다. 

미디어 동시이용 행태가 하루 24시간을 15분 단 로 

개별 변수로 측정되었다는 을 고려하여 개별 시간  

별 이용 비율을 검토한 결과,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오 9시(MB37)이후부터 조 씩 동시 이용행태를 보이

면서 오후6시(MB72)까지 일정한 비율이 미디어 동시

이용행태를 보이며(1.4%~2.8%) 이후 녁 시간 에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오후11시(MB92)까지 높은 비

율을 유지한 이후에 속히 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말의 경우는 시단 별로 

미디어 동시이용 비율의 차이가 날짜별로 차이가 있다

는 을 알 수 있다. 각 그래 의 굵은 검은 실선이 미

디어 동시이용 비율의 평균 수치이다. 

VI. 결론 및 토론   

이 연구는 모바일에 기반한 소셜 미디어의 속한 확

산과 함께 미디어 이용행태 측면에서 개인화와 분 화

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 속에서 한국의 디지털 네이

티  세 의 시간 , 공간  요소와 미디어 이용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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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간대별 미디어 동시이용행태

종합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정보통신정

책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미디어패 조사> 

데이터의 미디어 다이어리 자료를 바탕으로 다 응

분석을 실시하 고 추가 으로 주 과 주말을 비교하

여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연구결과, 한국의 디지털 네이티  세 라 지칭할 수 

있는 10  청소년의 공간  속성은 지나치게 균질한 패

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특성은 

수 기 으로 칭 으로 매우 조 하게 나타나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교와 집이라는 부분의 응

답자의 공간  특성이 동일 시간 에 특정 공간에 한정

되어 미디어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다. 매체

활용에 있어서도 특정 매체(스마트폰)에 한 이용 형

태로 집되어 나타났으며, 주 보다는 주말이 스마트

폰과 TV, 인터넷 등으로 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한, 공간  속성에서는 주 과 주말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주 의 공간  속성이 주말에 비해 조  더 

다양하게 퍼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주말에 

주거공간과 학원 등 교육시설에 한정되어 있다는 해석

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 결과는 디지털 네이

티 가 뉴미디어에 한 리터러시 측면에서 다른 연령

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을 것이라는 정 인 망

에 한 반론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보

다 세부 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미디어, 혹은 

미디어가 생산해내는 콘텐츠가 디지털 네이티  세

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보다 근본 인 고민이 필

요하다는 문제를 던져 다. 

한 이 연구는 미디어 멀티태스킹과 같은 미디어 동

시이용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미디어 동시 이용자 비율은 

2013년 60.9%에서 2014년 61.7%로, 그리고 2015년에는 

66.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 이용 시간 

도 가정용TV와 스마트폰 이용 비율이 하루 평균 22분

20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8]. 그러나 디지털 

네이티  세 에 한정했을 경우, 단순히 산술 으로 봤

을 때, 하루 미디어 동시이용 횟수의 비율은 2%를 넘지 

않는다는 은 여러 시사 을 던져 다. 물론 이는 측

정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 즉, 이 연구에서 

활용한 미디어 패  조사 데이터는 하루를 96개 시간단

로 나  후 각 시간  별로 개별 변수화하여 이용 여

부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율로만으로 결론짓

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미디

어 동시이용 행태에 조사가 단순히 경험 여부와 하루 

평균 이용 시간에 한 조사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

인 동시이용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 체 연령 의 미디어 동시이용이 꾸 히 증가하

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 연령 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부분 역

시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디지털 네이티  연구가 단순히 인

터넷 이용과 같은 기술 인 미디어 이용행태에 을 

두고 진행되어 왔거나 세  간 연구의 상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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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한계를 극복하고 시간 , 공간  요인을 함께 고

려하면서 미디어 동시 이용행태까지 종합 인 탐색을 

시도하 다는 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한 한국의 디

지털 네이티  세 가 학교와 집, 학원 등 제한된 공간

 속성 때문에 매우 제한되고 균질한 미디어 이용행태

를 보이고 있다는 을 밝 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디

지털 네이티  세 에 한 조작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에서 기존의 연령구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

던 한계 을 지니고 있다. 특정 연령 를 디지털 네이

티  세 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들의 사

회  속성, 즉 다수가 학생신분이라는 에서 미디어 

이용에 한 제약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이다. 한, 

고등학생 신분의 학생들을 동일한 네이티  세 로 

제하고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들 연구 상들에 

한 세부 인 차이 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 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

니고 있다. 우선 이론  측면에서 인터넷 이용에 한 

리터러시 부분에 한정해서 논의되어 왔던 디지털 네이

티 의 개념에 해 시간 , 공간  요인을 함께 고려

해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 반에 한 이용행태를 포

으로 검토했다는 이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동시

이용행태를 함께 탐색함으로써 디지털 네이티 의 멀

티태스킹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향후 디지털 네이티  

개념의 확장성을 한 토 를 마련했다는 이다. 한, 

실무  차원에서도 디지털 네이티 로 규정될 수 있는 

청소년 세 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시간 , 공간  요소

들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교육 장에서의 미디

어를 통한 교육의 필요성, 미디어의 올바른 활용에 

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네이티 에 한 연구는 미디어 사회학

 에서 추 조사를 통해 지속 으로 진행될 필요

가 있다. 패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는 에서 이 연

구는 향후 연구에서 디지털 네이티  세 의 미디어 의

존성(dependency)의 변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연구에서 활용된 디

지털 네이티  세 가 향후 어떤 형태의 미디어 이용행

태를 보이는지, 이와 함께 이들의 가치 이나 삶의 만

족도는 미디어 이용행태와 어떤 상 계를 보이면서 

변화하는지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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