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에 끝나지 않는 월요병, 화요일 온라인 쇼핑으로 이어져 

크리테오, 2018년 1분기 글로벌 커머스 리뷰 발표 

 

- 온라인 쇼핑 월요일~화요일, 오전 업무시간과 취침 전에 집중적으로 발생 

- 인앱(In-App) 거래 비중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 모바일 웹보다 5배 이상 높은 구매전환율 보여 

- 다양한 디바이스 관통하는 데이터 중심 소비 패턴 분석 및 최적화 전략 중요 

 

[크리테오 보도자료=2018.05.28] 일주일 중 온라인 쇼핑이 가장 활발한 요일은 화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커머스 마케팅 전문기업 크리테오(한국지사 대표 고민호)가 전 세계 및 국내 소비자들의 쇼핑 

활동과 행태, 선호도에 관한 인사이트를 담은 ‘2018년 1분기 글로벌 커머스 리뷰(Global Commerce 

Review)1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사이트 요일별 데이터 집계 결과, 데스크톱,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든 디바이스에 걸쳐 온라인 

쇼핑이 가장 활발한 요일은 화요일(19.6%)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각각 17.6%, 17.2%로 

그 뒤를 이었다.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증가하다가, 수요일부터 점차 감소해 

토요일(9.4%)에 최저점을 기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울감과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주초에 온라인 쇼핑이 활발히 이뤄지며, 반대로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휴식에 집중하는 주말에는 온라인 쇼핑이 줄어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간대 별로는 잠들기 전 시간대(오후 9시부터 11시)와 오전 업무 시간대(오전 9시부터 12시)가 가장 

두드러졌다. 잠들기 전에는 주로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사용해 온라인 쇼핑을 하는 반면, 오전 업무 

시간에는 데스크톱 이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후 업무 시간과 퇴근 전후 시간대에는 사용 

디바이스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퇴근 시간 후에는 사용 디바이스가 데스크톱에서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였다. 

 

디바이스에서는 모바일, 특히 인앱(모바일 앱 내 결제)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동북아시아 시장에서는 

이미 온라인 거래의 50%가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쇼핑 앱을 통한 구매가 전체 모바일 

거래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는 전 세계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어 전 세계 

                                                 
1
 이번 글로벌 커머스 리뷰는 2018년 1분기 동안 80여 개 국가, 5,000개 이상의 판매업체의 개인 브라우징 및 구매 데이터를 

분석했다. 



 
 

 

인앱 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22% 상승한 44%를 기록했다.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쇼핑 앱 이용자의 

고객 전환율은 모바일 웹보다 5배 이상 높아 인앱을 통한 기회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커머스 리뷰의 전체 내용은 크리테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역에 대한 요약 및 

리포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리테오 고민호 대표는 “옴니채널, 인앱 결제 등으로 온라인 쇼핑 여정이 더욱 원활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여러 디바이스를 넘나들며 일관된 쇼핑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디지털 마케터 입장에서는 

다양한 디바이스와 구매 채널을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 소비 패턴 분석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디바이스와 채널, 시간,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번 크리테오 글로벌 커머스 리뷰가 

마케터들에게 온라인 쇼핑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최적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회사소개> 

크리테오(NASDAQ: CRTO)는 소비자 구매 여정 전 단계에 걸쳐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브랜드와 리테일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 해주는 글로벌 커머스 마케팅 기업이다. 2,700명의 

크리테오 직원들이 전 세계 18,000개 고객사들과 수 천 개 프리미엄 매체사들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과 

니즈에 맞는 상품과 정보를 제공하여 높은 마케팅 퍼포먼스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한다. 크리테오는 연 

6,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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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