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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앱 '카카오톡' 10대에겐 '아재앱'?
컨슈머인사이트 2019년도 상반기 이동통신 기획조사   

  - 대부분 연령대서 선호도•이용빈도 가장 앞서지만

  - 10대층에선 콘텐츠•추천기능 앞선 유튜브에 밀려 

  - ‘커뮤니케이션’ 용도에서도 SNS에 입지 위협 받아

우리나라 '국민앱'으로 카카오톡이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지만 머지않아 '아재들의 앱' 취급을 받을 지도 모른

다. 주요 앱/사이트 선호도와 이용빈도 조사에서 다른 모든 연령대는 단연 '카카오톡'을 꼽았지만 오직 10대만은 '

유튜브'를 최애템(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제29차 이동통신 기획조사'(2019년 상반기, 3,228명 대상)에 따르

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꼽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앱/사이트(선호도)는 카카오톡이 54%로 단연 1위였다. 거의 

매일 이용하는 앱/사이트(이용빈도)에서도 카카오톡은 86%로 네이버(75%)와 유튜브(56%)를 제치고 1위였다.

■ 10대는 다르다

연령을 막론하고 가장 선호하는 앱/사이트는 △카카오톡 △네이버 △유튜브 △다음 △페이스북 순으로 거의 일

치하지만 10대는 달랐다. 국민앱(선호도 54%) ‘카카오톡’은 10대에서만은 1위 ‘유튜브’(38%)에 한참 뒤떨어진 2위

(24%)였으며, ‘네이버’(10%)는 페이스북(17%)에도 뒤지는 굴욕을 당했다 [그림1]. △다음을 선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0대도 유튜브를 선택한 비율이 18%로 30~50대 이상 연령대보다 많았다는 점에서 젊은 층일수록 '

유튜브 사랑'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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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82%는 유튜브 매일 사용…카톡 74%에 앞서 

10대의 마음은 확실히 ‘유튜브’이지만 이용 빈도를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톡’도 70% 이상이 일상적으로사용하

고 있다. 10대가 ‘유튜브’를 가장 선호하는 것은 다양한 일반인/크리에이터 콘텐츠와 취향에 꼭 맞는 추천 기능 

때문이다. 여기에 무료 음악감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한몫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톡’을 ‘거의 매일’ 이용하는 비율은 20-30대 90%이상, 40-50대 80% 이상인 반면, 10대는 74%에 그쳤다. 

카카오톡의 ‘매일 이용’ 비율이 네이버(79%)보다도 낮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 유튜브•페북에 친숙한 신세대의 등장이 ‘카톡’ 입지 위협 

‘카카오톡’의 주 무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어떨까? 전국민의 소통 채널을 독점하다시피 한 ‘카톡’이지만, 역시 

10대는 만만치 않다. 물론 10대에게도 가장 큰 소통 채널이지만, 다른 연령대처럼 절대적 위치에 있지는 않다. 다

른 연령층은 ‘친구/지인과 소통’ 시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로 모두 80%를 넘었지만, 10대는 54%에 그쳐 크게 달

랐다. 10대는 소통채널로 카카오톡 외에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꼽았다. SNS 중에서는 ‘페이스북’이 31%

로 독보적이고, ‘인스타그램’과 ‘트위터’(각각 4%)는 소수 만이 이용 중이다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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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슈머인사이트는 2005년 상반기 이후 14년간 연2회 대규모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위 결과는 ‘19년 상반기(29차) 이동통신 기획조사’로부터 발췌한 것입니다.

<참고: 컨슈머인사이트 이동통신 기획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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