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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Truth about Online Consumers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패턴이

변화해감에 따라 글로벌 유통·소비재 업체는 전자상거래

사업모델을 사업환경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기업들은기존의매장중심사업모델을고객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국가별로 차별화하여 운영하던 비즈니스 모델에서

국경을허문보더리스(borderless)방식으로전환하는등의변화를

모색중입니다.

이같은혼돈의경영환경속에서 KPMG는최근관찰되는온라인

소비자들의 쇼핑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제시합니다. 본

보고서는 권역, 상품 카테고리, 세대별 범주에 따라 다르게

관찰되는글로벌온라인소비자의쇼핑패턴차이에대한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첫째,온라인구매빈도는권역에따라다르게나타납니다.아시아,

북미, 서유럽 지역의 소비자는 연간 온라인 쇼핑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횟수가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중동 등 타 권역의

소비자보다많은것으로조사됐습니다.

둘째, 연간 온라인 쇼핑 횟수를 세대별로 구분했을 때, X세대

소비자(1966~1981년생)가 평균 19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밀레니얼 세대(1982~2001년생) 평균 15.6회,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5년생)평균 15.1회순으로조사됐습니다.

셋째, 남성·여성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패턴차이를비교한 결과,

남성 소비자와 여성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횟수는 비슷하지만

남성이여성보다건당지출규모가큰것으로나타났습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1/the-
truth-about-online-consume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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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op Risks in Retail 2017

KPMG US는 2017년 유통산업의 주요 리스크를 글로벌

경쟁 , 소비트렌드 , 미국 경제 , 브랜드 관리 , 환경변화

리스크, 개인정보보안, 규제, 기술 혁신, 인력 관리, 세금,

옴니채널 전략, 가격 전략, 데이터 분석, 국제 비즈니스 등

총 1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미국 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사업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에 당면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유통기업의 경우,

국가별 문화적·경제적 환경 차이를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 뿐 아니라

모바일, SNS 등 접근 가능한 전 채널에서 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유통기업들은자사가소비자에게제공하는모든

채널에서의통합적브랜드관리전략을고려하여제공해야하며,

고객의 끊김없는 쇼핑 경험을 위한 옴니채널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한편 ‘변화‘가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통기업들은

변화관리에소홀히해서는안될것입니다.끊김없는고객경험을

제공하기위한 IT 인프라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 빠르게

진전되는 기술발달 속도에맞춰 조직을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조직구성원들이변화를받아들이고변화에적응할수

있도록하는성공적인 ‘변화관리’가뒷받침돼야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Top_Risks_In_Retail
_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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