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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권봉석 이버즈기자 bskwon@ebuzzcokr

분석:박민용유엑스코리아소셜데이터애널리스트

parkminyong@uxkoreacom

분석정보

수불석phone사용 용도는

엄지족 LG U가 甲이지속도서비스요금제 꾹꾹

2013년 2월국내소비자가스마트폰으로가장

많이하는일은뭘까

가장 많은 사람이 꼽은 건 게임(8381건)이었

다

유엑스코리아 측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

기는소비자가늘면서애니팡과드래곤플라이트

다함께차차차등카카오톡게임이크게흥행한결

과로볼수있다고분석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미투데이 같은 소셜네트

워크서비스(SNS)도 7150건이나된다

기본기 격인 통화는 6654건으로 3위를 기록

했다

스마트폰사용분야가게임과소셜네트워크서

비스로 옮겨갔지만 휴대전화 본연의 기능인 통

화는여전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도확

인할수있다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가 보급되면서

통화량이줄어들었을것이라는예측보다비교적

선전한셈이다

그 밖에 앱 사용(5735건) 인터넷(5594건)도

상위권에이름을올렸다

게임하느라 바쁘다바빠메신저보급에도통화량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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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올해 1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690

개 언론사가 생산한 인터넷 뉴스는 물론이고 블

로그와카페 네이버지식검색서비스를통해나

온게시물과댓글중스마트폰관련게시물을수

집해분석했다

수집한 스마트폰 게시물 수는 8만1086건 댓

글수는44만2595건에이른다

물론스마트폰이라는키워드로수집한데이터

를통해얻은수치인만큼실제로인터넷에서검

색엔진을통해 검색한 결과와는다소 차이가 생

길수있다

검색후삭제차단조치되는게시물이있을때

오차가있는것또본문이나댓글에수집키워드

가중복해서나타나도한번만나온것으로간주

했다

수집결과가장많은게시물을수집한채널은

카페로 2만8821건이다 가장 많은 댓글수집채

널은 블로그로 22만1869건을 기록했다 게시물

이가장많았던시기는 2월 78일이다 설 연휴

귀성길에스마트폰을활용하는방법과풀HD 스

마트폰 관련 블로그 게시물이 다른 기간보다

30%이상많았다

어떻게분석했나

채널별분석 대상게시물댓글 건수

채널 구분

인터넷 뉴스

블로그

지식검색

카페

게시물 건수

7237

28041

16633

28821

댓글 건수

25433

221869

40257

152120

중복 수치 제외

합계 81086 442595

다음 아고라 354 2916

게시물 8만댓글 44만건설연휴귀성길에 이야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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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소비자가스마트폰을구입하는 동기를

알아봤다 그 결과 신제품 출시가 561건(49%)

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고장(20%)이나 분실(17%) 파손(9%) 침수

(4%) 등 어쩔수없는이유로스마트폰을교체

하는비율도상당했다

하지만2년이나3년약정을모두채우고스마

트폰을교체한다는의견은1%에불과했다

분석을맡은박민용유엑스코리아연구원은

신제품출시가가장높게나타난이유를 LG전

자 옵티머스G 프로 삼성전자 갤럭시S4 등 신

제품 출시 소식과 관련 루머가 스마트폰 교체

의견에영향을많이끼친것으로보인다고설

명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스마트폰

도확인해봤다

가장 많이 언급된 스마트폰은 아이폰5로

2540건이었고갤럭시S3 1880건베가R3 1510

건순을나타냈다

옵티머스G는 1185건 갤럭시노트2는 1166

건을기록했고이들외다른기종은언급건수가

500건에도못미칠만큼저조했다

베가넘버6풀HD나옵티머스G프로등분석

대상시점에출시되지않았던스마트폰이 10위

권안에포함된것도흥미롭다

김다영 유엑스코리아 연구원은 옵티머스G

와 갤럭시노트2는 고사양으로 화제를 모아 상

위권에 위치했고 아이폰5는 호의적 의견뿐 아

니라루머와악플등부정적의견도언급건수에

상당한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

둘중하나 신제품나오면바꿔

약정만기채우고교체 1% 불과

내 보물 1호 구입 동기는

이통사서비스 와글와글

소셜미디어에서가장많이언급된이동통신사

는어디일까

집계결과조사기간중가장많이언급된이동

통신사는 KT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와 SK텔

레콤이그뒤를이었다

전체 건수는 KT 2611건(41%) LG유플러스

2087건(32%) SK텔레콤 1742건(27%)이다

박민용 연구원은 통신사 전체 빈도에서 KT

수치가 높은 것에 대해 블로그와 카페 채널에

서 타 통신사보다 언급 횟수가 많았기 때문이

라며 단순 인터넷 전화뿐 아니라 엔터테인먼

트등을즐길수있는결합상품인 KT스마트홈

폰언급이두드러졌다고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LTE망커버리지가가장넓고

무료데이터를가장많이주는것이원인으로보

인다고분석했다

통신사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고려하는 요소

나가장많이언급한곳은어디일까

3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기

쉬운 8개 키워드와함께언급횟수도확인해봤

다그결과LG유플러스가속도와품질통화서비

스요금제등8개키워드중5개에서가장높은수

치를차지했다

KT는LTE와데이터할인등3개키워드에서언

급횟수가높았다

SK텔레콤은LTE와데이터할인등3개키워드

에서높은언급횟수를나타냈다 SK텔레콤은전

체언급횟수도 LG유플러스의 절반수준일 뿐더

러 8개키워드중어떤것에서도우위를차지하지

못했다

SK텔레콤은현재국내에서가장많은LTE가

입자를확보했지만긍정적평가가극히적은것

으로평가할수있다

인터넷전화에엔터테인먼트까지 KT 스마트홈폰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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