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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PC 몰아세우며 온라인 쇼핑 장악 태세
- '18년 4분기 57%로 연말에는 60% 돌파 예상

- 여성이 앞서 끌고, 남성이 뒤쫓아

- 여성 20~30대는 이미 70% 훌쩍 넘어 성장세 둔화

  온라인 쇼핑에 모바일 패권시대가 열리고 있다. 모바일은 여전히 확장세고, PC는 그만큼 시장을 잃고 있다. 

모바일의 온라인 쇼핑 장악은 20~30대 여성과 소셜커머스가 주도하고 있다.

  ’17년 4분기 온라인 쇼핑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디바이스의 이용은 51%로 처음 절반을 넘겼고 ▲

PC는 39%였다. 1년 후인 ’18년 4분기 모바일은 6%포인트 증가해 57%가 되었고, PC는 7%포인트 감소해 32%가 

되었다[그림 1-1]. 둘 간의 차이는 1년 사이 12%포인트에서 25%포인트로 크게 벌어져 모바일이 대세임을 보여줬

다.

<그림1. 온라인 쇼핑시 주 이용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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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의 득세는 여성 소비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8년 4분기 모바일 점유율은 ▲여성 63% ▲남성 50%로 

여성이 13%포인트 높았고, 전년대비 증가폭도 여성 7%포인트 남성 5%포인트로 여성이 컸다[그림1-2]. 여성이 앞

장서 뛰어가고, 남성은 그 뒤를 힘겹게 쫓아가는 양상이다. ▲여성의 모바일 쇼핑은 20~30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들의 모바일 쇼핑 점유율은 70% 중후반대로 PC의 3배 이상이며, 전년대비 증가폭은 2~3%포인트에 그쳐 이미 

성장 한계선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 중장년층의 성장세는 놀랍다. 여성 40대는 1년 전 53%에서 

63%로, 여성 50대 이상은 37%에서 49%로 10%포인트 이상씩 늘어 20~30대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남성은 여

성과 달리 30대가 가장 높으나 60%에 그쳤고, 20대와 40대는 급격한 성장(8~9%포인트)에도 불구하고 50% 중후

반대였다.

  남성의 모바일 쇼핑 전환이 느린 것은 생활환경과 구입품목 등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PC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

이 길고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등 반복적인 장보기보다는 가격, 사양 등을 비교하는 전자제품, 스포츠/취미 용품 등 

고관여 제품의 쇼핑이 여성 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모바일 쇼핑을 견인하는 채널은 소셜커머스로 ’18년 4

분기 모바일 점유율은 70%로 PC(23%)의 3배 수준에 이르며, 2위인 백화점 온라인몰과 홈쇼핑(각각 58%)을 크게 

앞선다. 반면 오픈마켓은 54% 대형마트는 48%로 뒤쳐져있다. 온라인 쇼핑의 중심이 모바일로 옮겨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작은 화면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UI/UX)을 구축하느냐가 주요한 변수이겠으나, 사용

자의 상황과 판매품목 등 복잡한 역학관계로 시장 예측은 쉽지 않아 보인다.

※ 이 결과는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와 한양대학교 유통연구센터의 ‘주례 상품구입 행태 

및 변화 추적조사(매주 500명)’에서 2018년과 ’17년의 4분기(분기당 6,500명)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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