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 시 모바일 앱 영향력 막강, 전년 동기 대비 앱을 통한 거래 48% 증대 

크리테오, 2017년 4분기 글로벌 커머스 리포트 발표 

 

- 인앱(In-App) 거래 비중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 모바일 커머스 거래의 인앱 비중 66% 기록 

- 옴니채널, 온라인·오프라인 포함한 전체 매출의 27% 차지해 향후 성장 가능성 제시 

 

[크리테오 보도자료=2018.03.07] 전세계 전자상거래에서 모바일 앱과 옴니채널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커머스 마케팅 전문기업 크리테오(한국지사 대표 고민호)가 소비자들의 쇼핑 활동과 행태, 

선호도에 관한 인사이트를 담은 ‘2017년 4분기 글로벌 커머스 리뷰(Global Commerce Review for Q4 of 

2017)’1를 발표했다.  

 

크리테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전 세계적으로 인앱(In-App)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인앱 거래 비중이 52%까지 상승하며, 모바일 

웹(27%)과 데스크톱(21%)를 합한 수치보다 높았다. 앱과 모바일 웹을 모두 제공하는 모바일 커머스에서 

앱을 통한 매출이 66%를 기록하며 모바일 웹(3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쇼핑 앱의 구매 

전환율은 모바일 웹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은 앱 최적화를 통해 소비자와 접점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앱 성장에 힘입어 전세계 모바일 기반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데스크톱 기반 거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전세계 전자상거래에서 모바일 기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까지 

상승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경우 69%를 기록하며 모바일 의존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계 모바일 판매에서 최대 점유율을 기록한 품목은 스포츠용품(44%) 패션/명품(40%) 

및 건강/미용 (38%) 등이 포함된다.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옴니채널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2017년 4분기 옴니채널 이용자는 전체 

소비자의 7%에 불과하지만 온라인·오프라인을 포함한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브랜드의 경우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가 약 4배 이상 상승해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온라인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었다.  

 

                                                 
1 이번 글로벌 커머스 리뷰는 2017년 4분기 동안 80여 개 국가, 5,000개 이상의 판매업체의 개인 브라우징 및 구매 데이터를 

분석했다. 

 



 
 

 

시간대에 따른 이용 기기 변화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사용이 증가하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데스크톱을 통한 구매가 늘어나며, 퇴근 시간 이후 저녁이나 주말에는 스마트폰, 태블릿을 통한 구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고서는 크로스 디바이스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의 전체 쇼핑 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체 데스크톱 거래의 20%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클릭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크로스 디바이스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디바이스에서 구매 의도와 행동이 매칭된 소비자는 주문 건당 평균 지출액이 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커머스 리뷰의 지역별 자세한 내용은 크리테오 사이트(https://criteo-

2421.docs.contently.com/v/global-commerce-review-q4-2017-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리테오 코리아의 고민호 대표는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일반화됨에 따라 고객과의 다양한 마케팅 

접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크로스 디바이스, 옴니채널이 마케팅의 화두가 되고 있다"라며, “이번 

크리테오 보고서를 통해 국내 마케터들이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쇼핑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최적의 마케팅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회사소개> 

크리테오는 소비자 구매 과정 전 단계에 걸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브랜드와 리테일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 해주는 글로벌 커머스 마케팅 기업이다. 2,700명의 크리테오 직원들이 

전 세계 17,000개 고객사들과 수 천 개 프리미엄 매체사들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과 니즈에 맞는 

상품과 정보를 제공하여 높은 마케팅 퍼포먼스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한다. 크리테오는 연 5,500억 달러가 

넘는 커머스 매출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와 기업의 마케터와 

매체사들이 협업을 통해 높은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커머스 마케팅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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