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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비 동향과 디지털 정보 격차
전현배 (서강대학교)

다. 이 글에서 온라인 쇼핑은 인터넷 쇼핑과 모바
≐≐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9년 기준 101조 원
규모이며, 전체 소매 판매액 대비 온라인 쇼핑
거래액 비중은 21.4% 수준이다.

≐≐ 2010년

이후 온라인 쇼핑 비중은 모든 품목에서
증가하 였고 , 코 로나19가 발생한 2 0 2 0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생활용품과 음식료품의
온라인 쇼핑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인터넷

≐≐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직접 구매를 선호’하거나 ‘관심 및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 로 나타났지만,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의 경우 이용 방법을 모르거나
결제방법이 복잡 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 되는 전자상거래이자 비대면으로 청약을 받
아 판매하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거래를 의미
하며, 홈쇼핑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온
라인 쇼핑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상품의 온라인
거래로 한정하며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
저서비스, e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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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
쇼핑 이용 및 빈도가 높다.

일 쇼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자문서로 거래

등 서비스의 온라인 거래는 제외한다. 각 연도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전체 소매 판매액과 비교
해보기 위하여 ｢서비스업동향조사｣의 소매 판매
액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소비자 유형별 온라인 쇼핑 이용 실태를

파악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

태조사｣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별, 학력별, 소득수준별로 최근 1년간 온라인 쇼
이 글에서는 최근 10년간 한국의 온라인 쇼핑 소비

핑 이용 여부, 월평균 이용 빈도, 구매 품목을 살

변화 추이와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펴본다. 이를 통해 어떤 사회경제적 집단이 상대

2020년의 온라인 쇼핑의 추세와 품목의 변화를 알아

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하고, 주로 어떤

본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쇼

품목에 대한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얻고 있는지

핑 이용의 특징을 살펴본 후 온라인 쇼핑 이용의 디

를 파악할 수 있다.

지털 정보 격차(digital divide)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를 이용하였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 사회경
제적 특성별 온라인 쇼핑 이용의 디지털 정보 격
차를 살펴본다. 이러한 격차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쇼핑 이용의 집단 간 차이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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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에 대한 선호 차이 때문에 주로 나타나는지,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의 빠른 성장에 따라

이용 방법에 대한 무지를 비롯한 접근성 문제에

전체 소매판매액 대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비

기인하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율인 온라인 쇼핑 비중은 2015년 10.6% 수준에
서 2018년에는 18.6%, 2019년에는 21.4% 수준
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 주요

한국 온라인 쇼핑 소비 변화 추이
[그림 Ⅵ-12]는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및 ｢서비스업동향조사｣를 통해 파악한 2015-

국가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표 Ⅵ-5>는 한국과 주요 비교 대상 국가의
온라인 쇼핑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 기
준 한국의 온라인 쇼핑 비중은 약 18.6%를 나타

2019년 기간의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 및 소매

내고 있다. 동일 시점에 중국과 영국의 온라인

판매액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기준

쇼핑 비중은 약 18.0% 수준으로 한국과 유사한

약 43조 원 규모였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9.9%로 나타

년 기준 101조 원 규모로 연평균 23.8% 성장하였

났다. 일본은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다. 반면, 전체 소매판매액은 동 기간에 약 408

6.2%로 나타났다.

조 원에서 약 473조 원으로 연평균 3.8% 성장하
는 데 그쳤다.
<표 Ⅵ-5>  주요 국가의 온라인 쇼핑 비중, 2015, 2018
(%)

[그림 Ⅵ-12]  온라인 쇼핑 비중, 2015-2019

주: 1) 소매판매액 및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경상금액 기준임.
2) 온라인 쇼핑 비중=(온라인 쇼핑 거래액÷소매판매액)×100.
3)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e
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등은 포함하지 않음.
4) 2017년 표본개편으로 2017년 이전 자료와 비교 시 해석에 유의.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각 연도; ｢서비스업동향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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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8

한국

10.6

18.6

중국

10.8

18.4

영국

12.5

18.0

미국

7.3

9.9

일본

4.8

6.2

주: 1) 온라인 쇼핑 비중=(온라인 쇼핑 거래액÷소매판매액)×100.
2) 중국 자료의 경우 ‘total retail sales of consumer goods’ 및 ‘online
retail sales in goods’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각 연도; ｢서비스업동향조사｣, 각 연도.
US Census Bureau, Estimated Annual U.S. Retail Trade Sales Total and E-commerce: 1998-2018.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Internet sales as a percentage of
total retail sales(ratio)(%).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 2019.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for Data-Driven Society in Japan in 2018 (Market
Survey on Electronic Commerce), 2018.

품목별 온라인 쇼핑 소비 변화 추이

[그림 Ⅵ-13]  품목별 온라인 쇼핑 비중, 2015, 2019

[그림 Ⅵ-13]은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및 ｢서비스업동향조사｣를 통해 품목별로 온라인
쇼핑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쇼핑 비중은
모든 품목에서 고르게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
‘컴퓨터, 가전·전자·통신기기’, ‘서적, 사무, 문구’,
‘스포츠·레저용품’ 등의 품목은 ‘화장품’, ‘의류,
패션’, ‘생활용품, 가구 및 기타’, ‘음식료품, 농축
수산물’ 등의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 쇼

주: 1) 온라인 쇼핑 비중=(온라인 쇼핑 거래액÷소매판매액)×100. 경상금
액 기준임.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각 연도; ｢서비스업동향조사｣, 각 연도.

핑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준화되
고 배송이 용이한 품목은 비표준화되고 배송이
한국의 사회동향 2020 l 소득과 소비

어려운 품목보다 온라인 쇼핑 비중이 높다는 것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변화

을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 온라인 쇼핑 비중이
상위였던 품목은 2019년에도 여전히 타 품목에

[그림 Ⅵ-14]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상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 품목 간

반기 온라인 쇼핑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 비중 격차는 유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에

다. 이러한 품목별 온라인 비중의 차이는 미국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Hor tacsu a nd

[그림 Ⅵ-14]  코로나19 기간 온라인 쇼핑 비중, 2020.1-9

Syverson, 2015).
[그림 Ⅵ-13]에서 2015-2019년 기간 중 온라
인 쇼핑 비중이 가장 낮은 ‘음식료품, 농축수산
물’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 눈에
띈다. ‘음식료품, 농축수산물’은 2015년 온라인
쇼핑 비중이 6.9%에 불과하였지만, 2019년에는
15.0%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인 가구 및 맞벌
이 부부 증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콜드 체
인 배송 시스템의 발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차윤지·김수경. 2018).

주: 1) 온라인 쇼핑 비중=(온라인 쇼핑 거래액÷소매판매액)×100. 경상금
액 기준임. 8월과 9월 자료는 잠정치임.
2)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e쿠
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등은 포함하지 않음.
출처: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각 월; ｢서비스업동향조사｣, 각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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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9년 1월 수치인 21.3%에서 크게 상승하지

년 동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비교하고 있다.

않은 22.9%로 나타났다. 그러나 확진자가 급증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음식

하기 시작한 2월에는 27.8%로 전월 대비 4.9%p

서비스’, ‘기타서비스’ 등 서비스 거래를 제외한 상

상승했다. 3월에는 상승세가 더 이어져 28.3%를

품의 경우 2020년 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약

나타냈다. 그러나 확진자가 급증한 2, 3월에 비

32.7% 거래액이 증가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해 증가세가 잦아든 4, 5월에는 온라인 쇼핑 비

‘생활용품, 가구, 기타 내구재 및 비내구재’의 증

중이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며, 6월에는 5월과 비

가율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슷한 25.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는 ‘음식료품, 농축수산물’의 증가율이 44.0%로

[그림 Ⅵ-15]는 세부 품목별로 올해 6월과 전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는 전반적으로 생필품의
온라인 구매를 크게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Ⅵ-15]  코로나19 전후 품목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
변화, 2019.6, 2020.6
1) 온라인 쇼핑 거래액

또한, 각종 서비스 거래의 변화 또한 매우 크
게 나타났다. ‘문화 및 레저서비스’와 ‘여행 및 교
통 서비스’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은 각각
–80.8%와 –58.5%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음
식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61.5%로 크게 증가
했다. 즉 코로나19는 외식을 음식 배달이라는 비
대면 서비스로 변화시켰음을 보여준다.

2) 거래액 증감률

온라인 쇼핑 이용 기기
<표 Ⅵ-6>은 온라인 쇼핑 이용 기기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의 경우에는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을 한 인터넷 이용자는 약
97%로 나타나 이동전화 및 모바일 기기를 이용
해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 사람에 비해 압도적
으로 높다.

주: 1)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경상금액 기준임.
2) 거래액 증감률은 2019년 6월 거래액 대비 2020년 6월 거래액 증감률임.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각 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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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마트폰 등의 확산과 더불어 2018년
에는 데스크톱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

사람의 비중은 62.4%로 감소하고, 이동전화를

[그림 Ⅵ-16]  판매 매체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 2017-2019

이용한 비중은 96.4%로 크게 증가하였다. 노트
북,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사람의
비중 또한 10.7%에서 26.7%로 두 배 이상 증가하
였다. 이는 지난 10년간 온라인 쇼핑 규모의 성장
과정에서 온라인 쇼핑 이용 수단 또한 큰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Ⅵ-6>  온라인 쇼핑 이용 기기, 2010-2018
(%)

2015

2018

97.4

79.0

62.4

이동전화

13.3

67.8

96.4

노트북/태블릿PC

10.7

20.5

26.7

0.3

0.7

0.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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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데스크톱

주: 1) 모바일 쇼핑 비중은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인터넷 거래액과 모바일
쇼핑 거래액의 합)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거래액은
경상금액 기준임.
2) 온라인 쇼핑은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e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등은 포함하지 않음.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각 연도.

주: 1) 이용여부는 최근 1년 이내를 의미하며, 복수 응답 가능함.
2) 만 12세 이상 최근 1개월 내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 연도.

온라인 쇼핑의 주체
[그림 Ⅵ-16]은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PC

온라인 쇼핑의 주체별 온라인 쇼핑 이용 여부

를 이용한 인터넷 쇼핑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및 월평균 이용 빈도를 살펴본다. <표 Ⅵ-7>은

모바일 쇼핑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전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이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에서 모바일 쇼핑을 통

용하여 파악한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에 따

한 거래 비중이 2017년 55.5%였지만 2019년에는

른 온라인 쇼핑 이용 여부 및 월평균 이용 빈도

61.9%로 증가하였다. 온라인 이용 매체별로 보

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 기준 만 12세 이상 최

면, 2017-2019년 기간 동안 인터넷 쇼핑 거래액

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중, 64.1%는 최근 1

은 연평균 약 9% 증가한 반면, 모바일 쇼핑 거래

년 이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

액은 연평균 약 24%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온라

하였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

인 쇼핑 시장 규모의 성장에 있어서 모바일 쇼핑

성이 남성보다 이용률이 약 2%p 높은 것으로 나

의 성장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시

타났다.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를 대

켜준다.

상으로 조사한 월평균 온라인 쇼핑 이용 빈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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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는 여성의 월평균 이용 빈도가 남성보다

20.8%가 최근 1년 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였다.

0.6회 더 많은 3.6회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월평균 이용
빈도의 경우 60대가 20대보다 낮았지만 이용 여

<표 Ⅵ-7>  사 회경제적 특성별 온라인 쇼핑 이용률 및
월평균 이용 빈도, 2019

학력별로도 온라인 쇼핑 이용에 있어서 상당

이용률(%)

월평균
이용 빈도(회)

64.1

3.3

남성

63.2

3.0

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

여성

65.0

3.6

록 점차 이용률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20대

96.9

3.5

30대

92.4

3.3

빈도의 경우, 초졸 이하와 고졸 사이에는 차이가

40대

71.6

3.4

없고, 대졸 이상의 경우 0.6회가량 높은 월평균

50대

44.1

3.1

60대

20.8

2.9

전체
성

연령

한 격차가 나타났다. 초졸 이하인 경우, 30.8%가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였지만, 중

다. 온라인 쇼핑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월평균

3.5회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학력
초졸 이하

30.8

2.9

중졸

42.3

2.9

고졸

49.8

2.9

대졸 이상

84.0

3.5

100만 원 미만

18.9

2.4

100-200만 원 미만

26.6

2.5

200-300만 원 미만

52.5

2.9

는 100만 원 미만 이용자에 비해 월평균 1회가량

300-400만 원 미만

65.3

3.2

더 자주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였다.

400만 원 이상

71.9

3.4

월가구소득

18.9%가 최근 1년 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였으
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차 이용률이 높아
져 400만 원 이상일 경우 70%를 상회한다. 월평
균 빈도 역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져, 월

주: 1) 만 12세 이상 최근 1개월 내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이용률은 조사대상자 중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3) 월평균 이용 빈도는 최근 1개월 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거의 모두 온라인 쇼핑
을 이용한 경험(96.9%)이 있다. 이러한 수치는 연
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하락하여, 60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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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작았다.

평균 400만 원 이상 소득의 온라인 쇼핑 이용자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 쇼핑 이용률과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1)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연령, 학력, 소득 간 비교에서는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그룹에서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별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 대비 온라인 쇼핑 이용률은 여성이
높았지만, 인터넷 이용률 자체는 남성이 93.9%, 여성이 89.6%로 남성이
4.3%p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주체와 품목

신문’,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이다. 반면, 여
성이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쇼핑 주체가 어

답한 비중이 높았던 품목은 ‘화장품’, ‘생활, 주방

떤 품목을 온라인을 통해 구입했는지를 살펴보

용품’, ‘식료품’, ‘가구, 인테리어용품’으로 나타났다.

고자 한다.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도서, 잡지,

[그림 Ⅵ-18]은 연령대별 온라인 쇼핑 구매 품

신문’부터 ‘여행 상품’, ‘유료 콘텐츠’까지 총 20개

목을 보여준다. 전 연령대에서 ‘의류 및 액세서리’

세부 품목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를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

여기에서는 물리적 상품이 거래되는 품목군을

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도서, 잡지, 신문’의 경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림 Ⅵ-13]에서 품목별 온

우 20대와 60대가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라인 쇼핑 비중에 사용한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비중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화장

와는 이용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구매 품목의

품’,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의 경우, 연령대

순위 등이 다를 수 있다.

가 낮을수록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
이 대체로 높다. 반면, ‘생활, 주방용품’과 ‘식료

매한 품목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품’, ‘가구, 인테리어 용품’의 경우 30-40대의 구

‘의류 및 액세서리’를 온라인으로 구입했다고 응

매 비중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0 l 소득과 소비

[그림 Ⅵ-17]은 남성과 여성의 온라인 쇼핑 구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경험이 있

[그림 Ⅵ-18]  연령별 온라인 쇼핑 구매 품목, 2019

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던 품목은 ‘도서, 잡지,

[그림 Ⅵ-17]  성별 온라인 쇼핑 구매 품목, 2019

주: 1) 만 12세 이상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복수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주: 1) 만 12세 이상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복수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그림 Ⅵ-19]는 온라인 쇼핑 구매 품목을 학력
별로 비교하고 있다. 전 학력집단에서 ‘의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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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

이 높아지다가 다시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이 가장 높았으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

였다. ‘도서, 잡지, 신문’의 경우, 100만 원 미만

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

집단에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을수록 구매 비중이 높은 상품군은 ‘화장품’, ‘식
료품’, ‘가구, 인테리어용품’으로 나타났다. ‘도서,

[그림 Ⅵ-20]  소득수준별 온라인 쇼핑 구매 품목, 2019

잡지, 신문’의 경우 초졸 이하와 중졸이 고졸과
대졸 이상에 비해서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의 경우 학력별로 구매 경험 비중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Ⅵ-19]  학력별 온라인 쇼핑 구매 품목, 2019
주: 1) 만 12세 이상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복수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온라인 쇼핑 비이용 이유
주: 1) 만 12세 이상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복수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온라인 쇼핑의 디지털 정보 격차의 발생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온
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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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0]은 온라인 쇼핑 구매 품목을 소

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득수준별로 비교하고 있다. 전 소득집단에서 ‘의

서 최근 1년 동안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은

류 및 액세서리’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

응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

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수준별로 비중의 차이가

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거의 없다. ‘화장품’, ‘식료품’, ‘가구, 인테리어용

[그림 Ⅵ-21]은 온라인 쇼핑을 지난 1년간 이용

품’ 등의 품목은 소득수준이 100만 원 미만 집단

하지 않은 이유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

에서 200-300만 원 미만 집단까지는 점차 비중

다. 남성과 여성 모두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

은 가장 큰 이유로 ‘직접 구매를 선호’하거나 ‘관

응답한 비중은 2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20

심 및 필요가 없음’을 선택하였다. 이는 남녀 모

대가 타 연령대에 비해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두 온라인 쇼핑에 접근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선

구매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

나타났다. ‘복잡한 결제 과정’이나 ‘이용 방법을

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처럼 선호와 관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연령대가 높아질수

련된 응답을 선택한 비중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록 상승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온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인 쇼핑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반면, 온라인 쇼핑 이용 방법이나 접근성과 관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넷 상품에 대한 신뢰 부족’

련된 항목인 ‘복잡한 결제 과정’ 및 ‘이용 방법을

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여성과 남성 모두 크

났다. ‘보안 문제 우려’나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

지는 않았지만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터

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대와 30대에서 상대적

넷 상품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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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안 문제 우
려’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선택한 비중은 남녀

[그림 Ⅵ-22]  연령별 온라인 쇼핑 비이용 이유, 2019

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Ⅵ-21]  성별 온라인 쇼핑 비이용 이유, 2019

주: 1) 만 12세 이상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복수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주: 1) 만 12세 이상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복수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그림 Ⅵ-23]은 학력별 온라인 쇼핑 비이용 이
유를 나타내고 있다. ‘직접 구매 선호’라고 응답
한 비중은 학력 및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뚜렷

[그림 Ⅵ-22]는 연령별로 온라인 쇼핑 비이용

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관심 및 필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직접 구매’를 선호한다고

요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초졸 이하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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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3]  학력별 온라인 쇼핑 비이용 이유, 2019

[그림 Ⅵ-24]  소득수준별 온라인 쇼핑 비이용 이유, 2019

주: 1) 만 12세 이상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복수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주: 1) 만 12세 이상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복수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히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 학력 수준에서는 대

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거나 학력이 높은 계층

체로 유사하다. 대졸 이상의 경우, ‘복잡한 결제

의 경우, 인터넷 상품 자체에 대한 신뢰가 낮기

과정’이나 ‘이용 방법을 몰라서’ 등 접근성과 관련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하여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
적으로 적었다. 대신 ‘인터넷 상품에 대한 신뢰
부족’이나 ‘보안 문제 우려’,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맺음말

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는 비중은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한국의 온라인 쇼핑은 미국, 중국, 일본 등 비

다. [그림Ⅵ-24]는 소득수준별로 온라인 쇼핑 비

교 대상국에 비해 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용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학력별

있다. 또한 이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비이용 이유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

종합하면 연령, 소득, 학력, 성별 어떤 기준으

터넷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어(인가진, 2018), 전

로 나누더라도 온라인 쇼핑을 사용하지 않는 가

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접근’ 문제보다는 ‘선호’에

장 큰 이유는 공통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

따라 온·오프라인 쇼핑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

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 고연령

으로 보인다. 다만 저소득층, 고령층, 저학력은

층, 저학력층,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이용방법

온라인 쇼핑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

을 모르거나 결제방법이 복잡할수록 온라인 쇼

으로 파악되었다.

핑을 이용하지 않는 비중이 높아진다. 또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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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디지털 활용의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떨어지

활용 분야에서 정보 격차의 정확한 현황과 원인

는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을 파악한 후 이에 근거해 격차 축소를 위한 정

이 있다.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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