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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s it time to rethink loyalty programs?

유통산업의저성장이지속되는가운데기업들은쇼루밍족의증가,
기술 플랫폼발전등에의한 경영환경 변화를겪고 있습니다. 이에
유통 기업들에게 고객 이탈 방지 및 신규 고객 유입을 통한 성장
달성은주요과제가되었으며,매출성장을견인하는데핵심요소로
작용하는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면 KPMG에서 글로벌 유통·소비재 기업 C-level을
대상으로 실시한 ‘Top of Mind’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기업은 고객 로열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질적 전략
마련에는소극적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같은맥락에서KPMG는소비자를대상으로고객로열티프로그램
관련 인식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3분의 2 가량이 지난
6개월이내에고객로열티프로그램상의보상을받기위해매장을
방문했다고 답했으며, 60%의 응답자는 로열티 프로그램의 보상을
위해다소높은가격도감당할의사가있다고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PMG는 글로벌 유통·소비재
기업에게 성공적인 로열티 프로그램 운영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자사의 로열티 프로그램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해야 하며 오늘날 시장 환경에 맞게 프로그램을
재설계하여제공해야합니다.둘째,로열티프로그램을통해확보한
고객 데이터가 자사의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반영되는지
확인해야하며,최적의결과를도출하기위해구체적인데이터활용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잘못된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만족, 추가 비용 발생, 사이버 보안 등의
위험요소를파악하고대응전략을선제적으로마련해야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dvisory.kpmg.us/content/dam/kpmg-
advisory/strategy/pdfs/2016/is-it-time-to-rethink-your-loyalty-
progra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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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1/cons
umer-currents-golden-opportunit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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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Currents – Issue 22

KPMG의 유통·소비재산업 간행물인 Consumer Currents 22호는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소비 시장에 주목하였습니다. KPMG는 인도
소비 시장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 후 기업에게 인도 소비
시장으로의성공적인진출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첫째,인도전체인구의 70%가량은 45세이하로비교적젊은소비자
층이 소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소비 시장을
이끌어갈이들인구의소비패턴에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

둘째,과거도시와농촌등이분법적으로구분됐던데반해향후에는
거대규모의메가시티가생겨남에따라도시, 준도시, 농촌등으로
기준이 세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모디 총리의 주별
세금 제도 통합 및 보호무역 장벽 해소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진입이용이해질것으로예상됩니다.

셋째,도시를중심으로인도소비자들의끊임없는소비패턴변화가
관찰됩니다.특히인도소비자들은건강식품및글로벌가구브랜드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입니다. 기업들은 변화하는 소비 패턴을
포착하여타글로벌기업과의경쟁에대비해야합니다.

넷째,인도내향후 10년간 3억 5천만명의스마트폰이용자가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상품·서비스 거래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예상됩니다. 전자상거래시장확대에대비한기업들의배송
체계,모바일결제수단도입등선제적대응이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지역 간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도를
하나의 시장으로인식해서는 안됩니다. 인도내 개별 지역 간다른
소비패턴이나타난다는사실을염두에두고지역별차별화된접근
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습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1/consumer-currents-golden-opportunit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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