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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 Survey 2017: What consumers are telling us

글로벌 유통산업에서는 업계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PMG UK는 글로벌 유통 기업의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소비자의 지출이 많이 이뤄지는

블랙프라이데이와크리스마스사이인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83개의 브랜드·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결과를크게5가지의테마로분석하여내용을담았습니다.

첫째, 블랙프라이데이가 소비자들에게 과거 대비 더욱 주요 쇼핑

시즌으로 자리잡으면서 할인 행사가 하루로 끝나지 않고 연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이 점차 연장되면서 유통업체들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전략도 점차 복잡해지는 한편 소비자들은 해당

시즌에맞춰계획적으로구매하는패턴을보이는것으로분석됩니다.

둘째모바일기기에보다익숙한‘모바일네이티브(mobile natives)’가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구매 전에 온·오프라인의 가격을

비교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쇼핑을즐기는밀레니얼소비자와 SNS를통해물건구매를위한

사이트로이동하는‘소셜네트워킹쇼퍼’의비중역시밀레니얼세대에서

높은비중을차지했습니다.

셋째, 응답자의 62%가 무료 반품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한 재구매를

결정하는 데가장중요한요소로 꼽은점으로 미뤄볼때, 무료반품이

소비자들에게 점차 중요한 구매 결정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넷째,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고 있으나, 구매 시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한다고답한소비자가 40%에달했으며,이를통해오프라인매장이

여전히중요한쇼핑장소로이용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89%가 배송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71%는 온라인 쇼핑 시 제품의 재고상태를 조회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통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자동화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ttp://kpmg.co.uk/creategraphics/2017/02_2017/CRT074508/CRT074508B_Retail_Survey_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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