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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자상거래 7대 주요 트랜드

#1 고객
멀티 디바이스
쇼핑의 일반화

#2 기기
스마트폰 쇼핑, 

꾸준한 상승세

#3 매출
쇼핑 시즌 온라인 매출

상승세 유지

#4 판매자
웹이 매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 실감

#5 마케팅
기기 중심에서 고객 중심

마케팅으로 전환

#6 광고
소비자들과연관성높은

광고포맷증가

#7 서비스
초고속 배송이

대세



소매 전자상거래 시 복수 기기를 사용하는 비중*
거래시복수기기를활용하는비율은이미전

체전자상거래절반에육박하고있습니다.   

2016년 50%  돌파를목전에둔지금, 온라인

구매환경자체에대한 변화가불가피할것으

로보입니다.

복수기기를사용하는구매자는일반구매자

에비해모바일상에서쇼핑을마무리할확률

이 20%  더높습니다.

시사점 -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는 데

있어 하나 이상의 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에 착

안하여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경

험을 새롭게 디자인 해 제공해야 합니다. 마

케팅 캠페인이 어떠한 디바이스에서도 효과

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출처:  크리테오 모바일 전자상거래 현황 보고서,  2015년 3분기
*고객 보유 기기가 2대 이상인 경우.  크리테오 유니버설 매치 모델이 분석한 복수 기기 간 완전 일치 사용자 데이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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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페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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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멀티 디바이스 쇼핑의 일반화



전체 소매 전자상거래 중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차지하는 비중
스마트폰의화면이커지면서모바일쇼핑이한층

편리해지면서스마트폰을이용하는쇼핑사례는

더욱증가할것입니다. 

한국과일본의경우전체전자상거래중스마트폰

이차지하는비중이 40%  이상이며, 영국과독일, 

프랑스, 러시아에서도꾸준히태블릿을따라잡고

있는양상입니다.

시사점 – 스마트폰 거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지금, 모바일 앱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모바일 구매 경험을 최

적화해야 합니다. 태블릿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

사이트가 아니라해도 접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스마트폰은 모바일 전용으로 만들어진 웹

사이트나 앱이 아니면 접속 자체가 어렵습니다.

한국

일본

영국

미국

터키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

출처:  크리테오 모바일 전자상거래 현황 보고서,  2015년 3분기Copyrig ht © 2016 Crit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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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마트폰 쇼핑, 꾸준한 상승세



쇼핑 시즌 전자상거래 지출액Adobe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쇼핑 시즌

가운데 사이버 먼데이가 연간 온라인 매출

1위자리를고수했습니다(30억달러).

전 세계 온라인 매출 1위는 중국의 싱글데이

(11월 11일)가 차지했으며, Aliba ba가 집계

한 매출액만 143억 달러에 달합니다(전년비

60% 상승).

이러한상승세는 2016년에도그대로이어질
것으로전망됩니다.

시사점 – 단기간에 온라인 쇼핑 매출이 집중

되는 특정한 시기를 위해 온/오프라인 전략

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온/오프라인 매장을

동시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렇게 온라인 매출

이 급증할 때는 매장 내 고객 수 증가보다 사

이트의 트래픽이 더 증가하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미국) 사이버 먼데이(미국) 싱글데이(중국)

출처:  Adobe, Alibaba, Stat istaCopyrig ht © 2016 Crit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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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쇼핑 시즌 온라인 매출 상승세 유지



웹영향을 받은매출(미국)매장방문에앞서온라인검색을하는것이일반화

된지금, 소비자의사전온라인활동을이해하는것

이매우중요합니다. 구글의조사에따르면 10명중

8명의소비자가매장안에서스마트폰을사용하여

쇼핑관련정보를얻은후매장내최종구매를하

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사용하는앱, 혹은개인이메일주소, 

로열티프로그램을이용한비콘등의기술을통해

소비자의쇼핑활동을더욱쉽게이해하게될것입

니다. 

시사점 –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때는 소비자와의

실시간 교류를 잘 관리 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운영

리소스를 오프라인 매장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온/오프라인

출처:  Forrester  Research, U.S. Web Influenced Retail Sales Forecast , 2011 to 2016Copyrig ht © 2016 Crit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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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웹이 매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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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기 중심에서 고객 중심 마케팅으로 전환

출처: 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 (ANA), McKinsey & Company and GfK, 2015 Marketing Disruption Survey 

기기와플랫폼별사용자데이터를효과적으로활용하는

업체는극히일부에불과합니다. 확률론적, 혹은의사결정적

매칭기법이현실화된오늘날에도여전히대다수기업들은

크로스디바이스매출은물론, 앱과브라우저를넘나드는

복잡한소비자들의이용행태를분석하는데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올한해마케터들은디바이스, 매체, 브라우징환경전반에

걸쳐소비자들이어떻게정보를소비하는지에초점을맞춘

마케팅비용을집행하게될것입니다. 고객중심마케팅

전략으로의움직임이눈에띌것입니다. 

시사점 – 마케터들은 빅데이터 기반의 소비자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개인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팀 구성 또는 전문 업체와의

파트너십 제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RECOGNIZE 
MY NEEDS

REACH ME 
WITH USEFUL 

CONTENT

MAKE MY 
LIFE EASY

REWARD ME

미국마케팅전문가가생각하는 마케팅방해요인대처를위한핵심필수요건

78%
고객 행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석 능력

78%

고객의구매경로전반에걸친컨텐츠기획및환경조성

74%
고객개개인의특성을고려한개인맞춤형구매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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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들과연관성높은광고포맷증가

출처: Magnetic and Retail TouchPoints.,“Closing the Gap between People’s Expectations & Retail Realities,” Oct 2015

전형적인팝업이나오버레이, 프리롤형식의광고는사양길에

접어드는추세이며, 그 현상은 모바일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

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거부감이 없는 광고와 개인

맞춤형 컨텐츠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이를 만족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차단기능이보급되면서이러한움직임은더욱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애드블록 플러스(Adblock Plus)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5%는 거슬리지 않은 광고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사점 – 거부감이 없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 소비자의 관심

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보다 높은 구매 전환율로

응답할 것입니다. 

인터넷사용자들에게 거부감을 유발하는디지털광고유형 (미국)

27%

다른 기기로 쇼핑몰에 접속했
더니 사용자를 인식 못함

45%

이미 구입한 제품에 대한 광
고가 계속 나오는 경우

49%

사고 싶은 제품은 따로 있는
데 엉뚱한 광고가 나옴

50%

내 취향, 관심 사항과는 무관
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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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고속배송이대세

Click to add text

Criteo 
Spokesperson

배송은올한해소매업체의주요화두가될전망입니다. 

2016년소매업체들은아마존프라임나우서비스

(Ama zon Prime  Now se rvic e )와같은다양한배달옵션

을통해주문및배송처리완료에중점을둘것입니다. 

온라인, 온/오프겸업업체가릴것없이빠른배송도입에

나설것으로보이며, 그중심에인스타카트와같은당일

배송전문업체가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신속한 배송 서비스는 국제 배송비에 막연

한 부담을 느끼는 고객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해외 쇼핑을

활성화하는촉매역할을할것으로보입니다.

시사점 – 당일, 혹은 그보다 빠른, 신속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

망됩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즉석 대응식" 광고/구매 전

환 전략을 채택하는 광고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0%

18%

63%

92%

96%

96%

90%

82%

37%

8%

4%

4%

Source: Deloitte 2015 Holiday Survey

소비자가 생각하는 '빠른 배송'이란?

당일 배송

익일 배송

2일 이내

5~7일 내

1~2주 이내

빠름 빠르지 않음

3~4일 내



There’s plenty of change on the horizon in consumer expectations, retail investments and marketing strategies in 2016. Social media will continue 

to have a big influence on online shopping and improved mobile payment services will also help drive eCommerce growth in the new year.

2016년 성공적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팁!

Copyright © 2016 Criteo 보고서전문다운로드 www.criteo.com/kr/resources  

2016년에도 전자상거래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잠재된 기회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립니다.

모바일쇼핑의폭발적인성장, 그중심에는스마트폰이있다. 즉, 모바일앱에대한투자는매출증대로이어질
가능성이충분한만큼반드시고려해야할요소이다. 

마케터들은고객이어떤기기, 브라우저, 앱등을이용하여쇼핑하는지파악할수있어야하며, 이를통해고객이
어떤기기, 어떤경로로접속하든동일한쇼핑경험을느낄수있는사용자환경을조성해야한다.

광고주입장에서는무엇보다제대로된기술역량을갖춘광고파트너가필수. 파트너는사용자의개인정보를
침해하지않는개인맞춤형광고를통해온라인전환율을극대화해야하며, 궁극적으로는소비자의공감과관심을
끌어야한다.

올한해에는고객심리, 소매업체와 마케팅전략등에다양한 변화가생길것으로보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변함없이온라인쇼핑에큰영향을

미칠것이며, 모바일결제서비스가 한층개선되면서 2016년 전자상거래 성장률을끌어올리는데 일조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쇼핑시즌의온라인매출에대한철저한분석과대비가필요하다. 

오프라인매장의번잡함을피해온라인을찾는고객비중은앞으로도더욱늘어날것으로보인다.



본보고서 전문과이외다양한보고서확인:

www.criteo.com/kr/resources

크리테오는 광범위한 규모로 개인 맞춤형 퍼포먼스 마케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클

릭 후 매출에 대한 수익을 측정하므로 ROI가 투명해지고 측정하기도 쉽습니다.  미

국,  유럽,  아태 지역 27개 크리테오 지사에 근무하는 총 1,700여 임직원이 전세계

1만 1천에 달하는 퍼블리셔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9,250여 광고주 여러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리테오광고는 10억 명이넘는순인터넷사용자에게 도달하고있습니다
(comScore, 2015년 3월 기준) .

크리테오소개

http://www.criteo.com/resources/mobile-commerce-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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