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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전월 대비 

‘예식서비스’, ‘호텔·펜션’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0년 8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 1372소비자상담 및 외부 SNS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3.8% 증가

2020년 8월 소비자상담은 63,540건으로 전월(61,201건) 대비 3.8%(2,339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62,927건) 대비 1.0%(613건) 증가했다.

구분 2019. 8. 2020. 7. 2020. 8.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소비자상담 62,927건 61,201건 63,540건 1.0% 3.8%

[ 소비자상담 건수 현황 ]

* 2020년 9월 9일 조회기준이며, 상담 처리기한(30일) 내 수치 변동 가능

☐ 전월 대비 ‘예식서비스’, ‘호텔·펜션’ 상담 증가율 높아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예식서비스’가 507.5%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호텔·펜션’(295.6%), ‘기타 숙박시설’(271.0%)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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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서비스’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보증

인원 축소 또는 일정 연기를 희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많았다. ‘호텔·펜션’ 및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기타숙박시설’의 경우 잇따른 

집중호우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계약해제 시 위약금 상담이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예식서비스’(1268.7%)와 ‘호텔·펜션’(229.9%)이 

높았으며 마스크의 품질 및 배송지연에 따른 불만으로 ‘보건 위생용품’(607.4%)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상담 다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호텔·펜션’이 2,5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

휘트니스센터’(2,420건), ‘예식서비스’(2,272건)가 뒤를 이었다. 잇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8월 초(1일~10일)에는 ‘호텔·펜션’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8월 중순(11일~20일)에는 ‘헬스장·휘트

니스센터’가, 하순(21일~31일)에는 ‘예식서비스’ 관련 상담이 많았다.

[전월 대비 증가율 상위]
(단위 : %)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상위]
(단위 : %)

[상담 다발 품목]
(단위 : 건)

순위 품목명 증가율 순위 품목명 증가율 순위 품목명 건수
1 예식서비스 507.5 1 예식서비스 1268.7 1 호텔·펜션 2,504
2 호텔·펜션 295.6 2 보건·위생용품 607.4 2 헬스장‧휘트니스센터 2,420
3 기타숙박시설 271.0 3 호텔·펜션 229.9 3 예식서비스 2,272
4 외식 87.1 4 기타숙박시설 227.3 4 정수기대여(렌트) 2,057
5 에어컨 55.0 5 외식 157.7 5 기타숙박시설 1,892

☐ 연령대는 30대(32.1%), 상담사유는 계약해제‧위약금 관련(27.6%) 사례가 많아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9,160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052건(25.2%),
50대 10,893건(18.2%)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계약해제·위약금’(17,546건, 27.6%), ‘품질·A/S관련’(16,583건, 26.1%),
‘계약불이행’(8,219건, 12.9%)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15,736건, 24.8%), ‘방문판매’(2,544건, 4.0%), ‘전화권유판매’
(1,799건, 2.8%)의 비중이 높았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참여혁신 제안방’을 통해 기관 운영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대표 누리집(www.kca.go.kr) 접속을 통해 제안·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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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2020년 8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2020년 8월 요약 

소비자이슈

잇따른 집중호우로 숙박시설 
계약 취소 및 환급 요구(8.4.)

자동차리스 업체 지원금 

지급 불이행 및 연락두절(8.5.)

전체 상담건수

2020년 8월 63,540건

전월 대비 é  2,339건(3.8%)

전년 동월 대비  é  613건(1.0%)

증가율 상위 품목

전월
대비

예식서비스 é 507.5%

호텔·펜션 é 295.6%

기타숙박시설 é 271.0%

전년
동월
대비

예식서비스 é 1268.7%

보건·위생용품 é 607.4%

호텔·펜션 é 229.9%

상위 다발 품목

1위 호텔·펜션 2,504건(3.9%)

2위 헬스장⋅휘트니스센터 2,420건(3.8%)

3위 예식서비스 2,272건(3.6%)

4위 정수기대여(렌트) 2,057건(3.2%)

5위 기타숙박시설 1,892건(3.0%)

연령대별 현황

1위 30대 19,160건(32.1%)

2위 40대 15,052건(25.2%)

3위 50대 10,893건(18.2%)

4위 20대 7,276건(12.2%)

5위 60대 5,758건(9.6%)

상담사유 및 판매방법

상담
사유

계약해제·위약금 27.6%

품질⋅A/S관련 26.1%

계약불이행 12.9%

판매
방법

국내 전자상거래 24.8%

방문판매 4.0%

전화권유판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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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상담 현황

  □ 2020년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63,540건으로 

전월(61,201건) 대비 3.8%(2,339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62,927건) 대비 

1.0%(613건) 증가함.

구분 2019. 8. 2020. 7. 2020. 8.

상담 건수 62,927 61,201 63,540

 증감률
전월 대비 ∆12.1% 1.9% 3.8%

전년 동월 대비 ∆12.3% ∆14.5% 1.0%

[상담 건수 현황]
(단위 : 건)

[월별 상담 건수 현황]

(단위 : 건)

2  증가율 상위 품목1)

  □ 2020년 8월 상담 품목 중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전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예식서비스’가 507.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호텔·펜션‘이 295.6%, ‘기타숙박시설‘ 271.0%, ‘외식‘ 87.1%, 

‘에어컨‘ 55.0% 순임.

   ◦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예식서비스‘가 1268.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보건·위생용품‘이 607.4%, ‘호텔·펜션‘ 229.9%, ‘기타

숙박시설‘ 227.3%, ‘외식‘ 157.7% 순임.

1) 월간 소비자상담 접수가 200건 이상인 품목 중 증가율이 높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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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

순위 품목명 증가율 순위 품목명 증가율

1 예식서비스 507.5% 1 예식서비스 1268.7%

2 호텔·펜션 295.6% 2 보건·위생용품 607.4%

3 기타숙박시설 271.0% 3 호텔·펜션 등 229.9%

4 외식 87.1% 4 기타숙박시설 227.3%

5 에어컨 55.0% 5 외식 157.7%

6 아파트 54.0% 6 아파트 133.5%

7 김치냉장고 49.0% 7 정수기대여(렌트) 116.3%

8 전기진공청소기 22.3% 8 모바일게임서비스 59.0%

9 냉장고 22.2% 9 헬스장·휘트니스센터 51.0%

10 자동차대여(렌트) 21.4% 10 미분류대여(렌트)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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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건수 및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순위 품목명
2020. 7.
건수

2020. 8.
주요 상담내용

건수 증가율

1 예식서비스 374 2,272 507.5%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보증

인원 축소 시 계약금 조정 또는 예식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위약금 면제 요구

2 호텔·펜션 633 2,504 295.6%
- 기상악화 및 지역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분쟁
3 기타숙박시설 510 1,892 271.0%

4 외식 387 724 87.1%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돌잔치⋅

가족모임 등의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문의 

5 에어컨 811 1,257 55.0%
- 에어컨 작동불량으로 A/S 접수 후 처리 

지연 또는 과도한 수리비에 따른 불만

[전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 현황]
(단위 : 건, %)

순위 품목명
2019. 8.
건수

2020. 8.
주요 상담내용

건수 증가율

1 예식서비스 166 2,272 1,268.7%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보증

인원 축소 시 계약금 조정 또는 예식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위약금 면제 요구

2 보건·위생용품 54 382 607.4%
- 마스크 배송 지연 및 품질 불량, 환급 

거절 등

3 호텔·펜션 등 759 2,504 229.9% - 기상악화 및 지역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분쟁4 기타숙박시설 578 1,892 227.3%

5 외식 281 724 157.7%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돌잔치⋅

가족모임 등의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문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 현황]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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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

  □ 2020년 8월 상담 다발 상위 3개 품목은 ‘호텔·펜션‘, ‘헬스장·휘트니스

센터‘, ‘예식서비스‘ 로 나타남.

◦ ‘호텔·펜션‘이 2,504건(3.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헬스장·휘트니스

센터‘ 2,420건(3.8%), ‘예식서비스‘ 2,272건(3.6%) 등임.

◦ 8월 초순에는 집중호우로 ‘호텔·펜션‘이 가장 많았으며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헬스장·휘트니스

센터‘와 ‘예식서비스‘가 다발함.

순
위

품목명

2019. 8. 2020. 7. 2020. 8.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1 호텔·펜션 759 1.2% 633 1.0% 2,504 3.9% 229.9% 295.6%

2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1,603 2.5% 2,413 3.9% 2,420 3.8% 51.0% 0.3%

3 예식서비스 166 0.3% 374 0.6% 2,272 3.6% 1268.7% 507.5%

4 정수기대여(렌트) 951 1.5% 1,960 3.2% 2,057 3.2% 116.3% 4.9%

5 기타숙박시설 578 0.9% 510 0.8% 1,892 3.0% 227.3% 271.0%

[월별 상담 다발 품목]
(단위 : 건)

순
위

8월 초순
(2020.8.1. ~ 8.10.)

8월 중순
(2020.8.11. ~ 8.20.)

8월 하순
(2020.8.21. ~ 8.31.)

품목명 건수 품목명 건수 품목명 건수

1 호텔·펜션 1,254건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865건 예식서비스 1,544건

2 기타숙박시설 884건 정수기대여(렌트) 752건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958건

3 정수기대여(렌트) 655건 이동전화서비스 698건 정수기대여(렌트) 650건

4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597건 예식서비스 663건 이동전화서비스 631건

5 아파트 561건 호텔·펜션 649건 호텔·펜션 301건

[10일 단위 상담 다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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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다발 상위 5대 품목의 주요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음.

순위 품목명
2020. 8.

주요 상담내용
건수 비율

1 호텔·펜션 2,504 3.9%
- 기상악화 및 지역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분쟁

2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2,420 3.8%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계약 

연기·취소 요청 시,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 적용

3 예식서비스 2,272 3.6%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보증

인원 축소 시 계약금 조정 또는 예식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위약금 면제 

요구

4 정수기대여(렌트) 2,057 3.2%
- 렌탈 관리 업체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A/S 및 설치 지연

5 기타숙박시설 1,892 3.0%
- 기상악화 및 지역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분쟁

[상담 다발 품목 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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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령대별

 □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59,777건을 확인한 결과 ‘30대‘가 19,160건

(32.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052건(25.2%), ‘50대‘ 10,893건(18.2%), 

‘20대‘ 7,276건(12.2%), ‘60대‘ 5,758건(9.6%) 순이었음.

연령대

2019. 8. 2020. 7. 2020. 8.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증감률

전년
동월대비

전월대비

10대 이하 161 0.3% 118 0.2% 129 0.2% ∆19.9% 9.3%
20대 7,460 12.6% 6,560 11.3% 7,276 12.2% ∆2.5% 10.9%
30대 18,105 30.6% 17,211 29.6% 19,160 32.1% 5.8% 11.3%
40대 15,994 27.1% 15,142 26.1% 15,052 25.2% ∆5.9% ∆0.6%
50대 10,880 18.4% 11,300 19.5% 10,893 18.2% 0.1% ∆3.6%
60대 5,015 8.5% 5,920 10.2% 5,758 9.6% 14.8% ∆2.7%
70대 1,150 1.9% 1,464 2.5% 1,229 2.1% 6.9% ∆16.1%

80대 이상 267 0.5% 290 0.5% 280 0.5% 4.9% ∆3.4%
합계 59,032 100.0% 58,005 100.0% 59,777 100.0% 1.3% 3.1%

[연령대별 상담 건수]
(단위 : 건)

연령대 상담 다발 품목 비율

10대 이하
각종부엌소모품(7%),  헬스장·휘트니스센터(5.4%), 셔츠(3.9%), 
헤드폰·이어폰(3.9%), 모바일게임서비스(3.1%)

20대
헬스장·휘트니스센터(9.7%), 호텔·펜션(8.1%), 기타숙박시설(5%), 
예식서비스(4.9%), 항공여객운송서비스(3.7%)

30대
예식서비스(7%), 호텔·펜션(5%),  헬스장·휘트니스센터(5%), 
기타숙박시설(3.8%), 정수기대여(렌트)(3%)

40대
정수기대여(렌트)(4.3%), 호텔·펜션(3.9%), 기타숙박시설(3.6%), 
이동전화서비스(2.7%), 헬스장·휘트니스센터(2.6%)

50대
정수기대여(렌트)(4.1%),  투자자문(컨설팅)(3.2%), 에어컨(3%), 
이동전화서비스(2.6%), 호텔·펜션(2.1%)

60대
투자자문(컨설팅)(3.7%),  이동전화서비스(3.4%), 정수기대여(렌트)(3%), 
에어컨(3%), 예식서비스(2.9%)

70대
이동전화서비스(7.2%),  투자자문(컨설팅)(5.3%), 휴대폰/스마트폰(3.9%), 
각종건강식품(3.6%), 치과(2.7%)

80대 이상
각종건강식품(8.2%), 이동전화서비스(7.1%),  투자자문(컨설팅)(4.3%), 
각종의료서비스(3.6%), 치과(3.6%)

[연령대별 다발 품목 현황]



- 10 -

5  상담사유별

 □ 상담 다발 상위 3개 상담사유는 ‘계약해제·위약금‘(17,546건, 27.6%), 

‘품질·A/S관련‘(16,583건, 26.1%), ‘계약불이행‘(8,219건, 12.9%)이었음.

상담사유

2019. 8. 2020. 7. 2020. 8.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증감률

전년
동월대비

전월대비

품질
관련

품질·A/S관련 19,644 31.2% 17,468 28.5% 16,583 26.1% ∆15.6% ∆5.1%

계약
관련

계약불이행 9,166 14.6% 8,703 14.2% 8,219 12.9% ∆10.3% ∆5.6%

계약해제·
위약금

12,629 20.1% 15,076 24.6% 17,546 27.6% 38.9% 16.4%

청약철회 6,116 9.7% 5,541 9.1% 5,158 8.1% ∆15.7% ∆6.9%

거래
조건
관련

가격·요금 1,791 2.8% 1,800 2.9% 1,685 2.7% ∆5.9% ∆6.4%

표시 광고 및 
약관 등

2,822 4.5% 2,401 3.9% 2,387 3.8% ∆15.4% ∆0.6%

안전 문제 1,480 2.4% 846 1.4% 850 1.3% ∆42.6% 0.5%

부당행위 3,006 4.8% 2,965 4.8% 2,751 4.3% ∆8.5% ∆7.2%

기타 6,273 10.0% 6,401 10.5% 8,361 13.3% 33.3% 30.6%

합 계 62,927 100.0% 61,201 100.0% 63,540 100.0% 1.0% 3.8%

[상담사유별 현황]
(단위 : 건)

상담사유 상담 다발 품목 비율

품질⋅A/S관련
정수기대여(렌트)(6.5%),  에어컨(5.7%), 냉장고(2.9%), 
휴대폰/스마트폰(2.6%), TV(2.4%)

계약불이행
아파트(6.8%),  이동전화서비스(6.5%), 항공여객운송서비스(4.3%), 
예식서비스(3.9%), 의류·섬유(3.5%)

계약해제⋅위약금
호텔·펜션(10.5%), 헬스장·휘트니스센터(10.4%), 기타숙박시설(7.2%), 
예식서비스(6.9%), 투자자문(컨설팅)(4.7%)

[주요 상담사유별 다발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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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매방법별

 □ 일반판매를 제외하고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이 15,736건으로 

전체 상담의 24.8%를 차지했고, 이어서 ‘방문판매‘(2,544건, 4.0%), 

‘전화권유판매’(1,799건, 2.8%) 순임.

판매방법

2019. 8. 2020. 7. 2020. 8.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증감률

전년
동월대비

전월대비

일반판매 34,441 54.7% 32,222 52.6% 33,811 53.2% ∆1.8% 4.9%

통신
판매

국내 전자상거래
(소셜커머스포함)

15,907 25.3% 15,704 25.7% 15,736 24.8% ∆1.1% 0.2%

국제 전자상거래 415 0.7% 366 0.6% 296 0.5% ∆28.7% ∆19.1%

TV홈쇼핑 1,342 2.1% 1,521 2.5% 1,297 2.0% ∆3.4% ∆14.7%

기타통신판매 1,140 1.8% 1,502 2.5% 1,620 2.5% 42.1% 7.9%

특수
판매

방문판매 2,358 3.7% 2,761 4.5% 2,544 4.0% 7.9% ∆7.9%

전화권유판매 1,913 3.0% 2,041 3.3% 1,799 2.8% ∆6.0% ∆11.9%

다단계판매 113 0.2% 73 0.1% 89 0.1% ∆21.2% 21.9%

노상판매 78 0.1% 64 0.1% 21 0.0% ∆73.1% ∆67.2%

기타 5,220 8.3% 4,947 8.1% 6,327 10.0% 21.2% 27.9%

합 계 62,927 100.0% 61,201 100.0% 63,540 100.0% 1.0% 3.8%

[판매방법별 현황]
(단위 : 건)

판매방법 상담 다발 품목 비율

국내 전자상거래
(소셜커머스포함)

호텔·펜션(10%), 기타숙박시설(7%), 항공여객운송서비스(5.2%), 
의류·섬유(5.1%), 원피스(2%)

TV홈쇼핑
각종건강식품(4.8%), 믹서기(4.5%), 보건·위생용품(3.2%), 
전기진공청소기(3.1%), 선어(생선)(3%)

방문판매
정수기대여(렌트)(15.7%),  헬스장·휘트니스센터(6.9%), 상조서비스(4%),
학습지(2.7%), 예식서비스(2.3%)

전화권유판매
투자자문(컨설팅)(33.9%),  이동전화서비스(10.3%), 기타매체광고(7.7%), 
휴대폰/스마트폰(4%),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3.9%)

[주요 판매방법별 다발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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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별

 □ ‘경기도’가 19,749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가 

13,666건(21.5%), ‘부산광역시’ 3,868건(6.1%), ‘인천광역시’ 3,683건

(5.8%), ‘경상남도’ 2,746건(4.3%) 순임.

 □ 인구 10만 명 당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140.8건, ‘대전광역시‘ 135.0건, ‘인천광역시‘ 

125.1건, ‘충청남도‘ 116.2건 순임.

◦ 전월 대비 ‘충청남도‘(10.9%), ‘대구광역시‘(7.5%), ‘경상북도‘(7.5%) 순으로 

증가했고 ‘제주특별자치도’(∆13.3%), ‘세종특별자치시’(∆7.7%)는 감소함.

◦ 전년 동월 대비 ‘충청남도‘(11.8%), ‘인천광역시‘(6.2%), ‘대전광역시‘(5.2%) 

순으로 증가했고 ‘울산광역시’(∆17.9%), ‘세종특별자치시’(∆5.1%)는 감소함.

지자체 별 상담 접수 비율 인구 10만 명당 상담건수2)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 9. 조회)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