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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쇼핑 시장의 현황과 전망

이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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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인터넷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무선에서 모바일로 진화함에 따라 쇼핑 분야도 오프
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부문에서도 휴대전
화를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모바일 쇼핑은 휴대전화, 스마
트폰, PDA 및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단말기의 확대와 이동
통신 기술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상품을 검색하
고, 구매하는 생활행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가입자 수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모바일 쇼핑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유통업체들에게 모바일 쇼핑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무궁무진한 수익 가능
성을 가진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동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 모바일 쇼핑 시장의 성장에 바탕이 되는 주요 배경과 모바일 쇼핑의 특징을 살
펴보고, 모바일 쇼핑 시장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원, (02)570-4164, juyoungy@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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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의 확산과 모바일 쇼핑
2011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1
년 말에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수 중 43.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1 일반 이동전화 및 스마트폰 가입자 수 추이

[

]

(단위: 만 명)

자료: KCC 및 전병헌(2011. 9. 22), p.29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11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가구 중 4가구(42.9%)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스마트 기기를 보
유한 가구로서 스마트 기기 보급률은 2010년 4.9%에서 지난 1년 만에 약 9배 가량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보편적인 인터넷 서비스는 이메일
(85.7%), SNS(66.5%), 인터넷 쇼핑(64.5%), 인스턴트 메신저(54.3%), 인터넷 뱅킹
(42.4%)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폰의 출시를 통해 스마트폰의 확산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이동전화는 더 이
상 음성통화 및 메시지 전달의 영역을 넘어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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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검색과 쇼핑을 하는 등 그 활용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인스턴트 메신저
(49.4%)와 SNS 이용자(31.5%)들이 스마트폰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전
년 대비 각각 47.9%p와 29.9%p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뱅
킹 이용률은 23.8%(21.2%p 증가), 이메일은 19.1%(18.0%p 증가)를 기록하였고, 특
히 인터넷 쇼핑의 이용 비중은 14.6%(6.7%p 증가)를 차지하였다.

그림 2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 현황

[

]

(단위: %)

자료: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3. 모바일 쇼핑 특징 및 거래 현황
모바일 쇼핑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항상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휴대폰을 활용하여 바로 웹에 접속하여 구매할 수 있는
즉시성과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가능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효과
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가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쇼핑 사업자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한 소셜미
1)

디어 마케팅을 활용하여 매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국내업체의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은 초기

1) KOLSA(2010), p.92
2012/4/2

…
81

동 향

단계에서 벗어나 모바일 웹상에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 출시 등
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롯데홈쇼핑은 2010년 4월부터 스
마트폰 전용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하여 24시간 내내 TV홈쇼핑, 롯데아이몰, 롯데
백화점을 통해 상품 검색 및 주문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S홈쇼핑은
2010년 3월 말부터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작하여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5,000명 이상
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터넷 GS샵의 모든 상품 검색 및 주문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형 온라인 쇼핑몰로 잘 알려져 있는 인터파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품 페이지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면 해당 상품 전용 할인쿠폰이 발급되는
서비스를 2010년 4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1월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
션으로 상품 바코드를 인식하면 그 상품과 관련된 인터파크 사이트 내 최저가격 및
2)

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바코드 인식 가격비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앱
을 통한 인터파크몰은 도서, 음반, DVD, 여행, 티켓, 항공, 숙박, 영화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특히 2011년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CJ오쇼핑은 2011년 동안 모바일 쇼핑 취급액
이 200억 원에 근접하며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 홈쇼핑 업계 중에서는 가장 앞선 위치
를 점하고 있다. CJ오쇼핑의 소셜커머스 서비스인 ‘오클락(O’clock)’을 통한 스마트
폰 이용자들의 구매성향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의 성공이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는 데
3)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는 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쇼핑 전용 애플리케이
션과 모바일 11번가(m.11st.co.kr)를 통해 2011년 한 해 동안 10배의 성장을 이뤄
810억 원의 연거래액을 기록하였다. 이는 온라인 쇼핑 업계가 2011년 전체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로 전망한 400억 원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그리고 오픈마켓
과 종합몰, 홈쇼핑을 고려한 11번가의 모바일 쇼핑 시장점유율은 40%대인 것으로 알
려졌다. 이는 T멤버쉽, OK캐쉬백, 하나SK카드 등을 활용한 마케팅뿐만 아니라, 스마
2) KOLSA(2010)
3)《매일경제》(201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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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기기의 보급 및 발전과 LTE 환경 조성에 따른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세에 힘
4)

입은 바가 크다.

올해 1월에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11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다운받는 모바일앱 중 29.7%가 쇼
핑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자 중 47%가 모바일 쇼핑 경험자
로, 그중 35.5%는 주 1회 이상의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쇼핑
경험자의 59.3%는 모바일앱을 통해, 56.0%는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모바일 쇼핑
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67.9%)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3 모바일 쇼핑 이용 빈도(모바일 쇼핑 경험자)

[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KISA(2012), p.17

전자결제업체 이니시스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1월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5
개월 동안 약 48배 증가한 63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30만 원 미만의 소액결제 시
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어 간편성이 보장된 데다, 쇼핑업체들의 모바일 서비스 활
4) 서명덕(201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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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를 위한 포인트 적립 및 할인쿠폰 제공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모바
일 쇼핑 관련 가맹점도 2010년 9월 기준 100여 개에 불과하였던 것이 1년 만에 2천
5)

400여 개에 달하였으며, 2012년 1월 중에 3천 개를 넘어섰다.

4. 모바일 쇼핑 전망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M-commerce 시장은 2010년 3,500억 원에서
2011년 6,274억 원으로 급성장하였으며, 이후 연평균 50%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15년에는 2조 6,494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 국
내 M-commerce 시장 규모는 9,900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6)

는데, 이는 지난 2009년 규모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4 국내 M-commerce 시장 규모 및 전망

[

]

(단위: 억 원)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http://mobizen.pe.kr/1130(2011. 11. 16) 재인용

5)《지디넷코리아》(2012. 2. 27)
6)《조선비즈》(201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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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월 15일 자로 발표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온라인 쇼핑 결산과 전망 보고
서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39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시장 규모를 초과하는
것이다. 특히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로 모바일 쇼핑을 꼽았으며, 2008년 20
억 원에 불과하던 모바일 쇼핑 시장이 2011년 중 2,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2년 중에는 연말까지 스마트폰 3,700만 대 보급과 업계 간의 치열한 마케팅 경쟁,
이용편의성 증진 등을 기반으로 급성장하여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 및 전망
구 분
인터넷쇼핑(일반몰)

2007
88,900

성장률
인터넷 쇼핑(오픈마켓)

64,900

성장률
모바일 쇼핑

-

성장률

-

(단위: 억 원)

2008

2009

2010

2011

2012

102,100

123,300

150,000

184,000

209,000

15%

21%

22%

23%

14%

77,500

97,000

123,400

134,000

152,000

19%

25%

27%

9%

13%

20

30

200

2,000

6,000

50%

567%

900%

200%

-

주: 카탈로그 및 TV홈쇼핑은 제외
자료: KOLSA(2012)

5. 결 어
M-commerce 시장은 크게 모바일 뱅킹, 모바일 결제, 모바일 유통으로 나눌 수 있
는데, 모바일 쇼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영역이 모두 발전해야 한다. 스
마트 디바이스의 커머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소셜 네
트워킹 서비스와 연관된 마케팅 및 소셜 쇼핑의 인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모바
일 쇼핑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모바일 쇼핑의
성장과 확대를 위해서는 보안문제의 해결 및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확대가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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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쇼핑몰 구축 및 전용 애플리케
이션의 개발도 중요하다. 모바일 디바이스의 크기에 최적화된 화면과 인터넷 접속속
도와 기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입력도구의 차이에서 오는 섬세한 부분의 차이를 감안
하여 최적화된 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쇼핑 고객의 확대를 위한 전략을 구사
하여야 한다.
각 기관마다 전망치의 차이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모바일 쇼핑몰
이 직접적인 매출액을 내기보다는 온 ․ 오프라인 쇼핑몰의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기 위
한 촉매제의 역할에 불과하였다면,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으로 상품을 검색하고 간편하게 결제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몰이 차세대 주요
유통통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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