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테오, 옴니채널 등 소비행태 분석한 ‘쇼퍼 스토리 2022’ 발표 
 

-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 분석한 ‘쇼퍼 스토리 2022’ 발표…마케터들의 소비자 이해 높여줄 것 기대 

- 옴니 채널 활용 증가, 오픈 인터넷 비중 확대, 온라인 광고 이용률 등 최근 소비 행태 분석 

 

 

[보도자료=2022.04.12] 세계 최대 규모의 커머스 미디어 플랫폼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 

크리테오(크리테오코리아 대표 김도윤)가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심층 분석한 “쇼퍼 스토리 2022”를 

12일 발표했다. 

 

구매를 위해 온라인 검색을 하는 경우, 어디에서 보통 검색을 시작하십니까? 

 
<사진 1> 구매 전 상품 검색 채널 

 

크리테오가 발표한 ‘쇼퍼 스토리 2022’에 의하면, 국내 소비자들의 오픈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매 전 온라인으로 상품을 검색하는 채널을 묻는 질문에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유형을 

알면 검색엔진을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2019년 32%에서 2021년 26%로 감소했다.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품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역시 2019 년 28%에서 2021년 22%로 6% 감소했다. 

 

한편,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브랜드 웹사이트나 오픈 마켓을 방문한다고 답한 비율은 

38%에서 43%로, 상품의 유형을 아는 경우엔 33%에서 37%로 증가하며 대형 업체들의 폐쇄형 

플랫폼(Walled Garden) 대신 오픈 인터넷 검색 비중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테오는 소비자들의 



 
구매 여정이 거대업체들의 폐쇄형 네트워크(Walled Garden) 너머 오픈 인터넷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 2> 옴니채널 구매자 

 

옴니 채널 소비 행태도 국내 소비자들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검색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살펴 보고 온라인으로 구매(쇼루밍)한다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에 달했다. MZ세대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74%, 78%를 기록하며 옴니 채널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소비자의 52%가 리테이너 또는 브랜드 제품의 온라인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온라인 구매 후 매장 수령 가능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시청한 온라인 광고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에 대한 광고"라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사진 3> 시청한 온라인 광고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다 

 

보고서는 온라인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줬다. 평균적으로 전 연령대 응답자의 

77%가 시청한 온라인 광고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상품에 대한 광고였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9년 74% 

응답률보다 3% 높아진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년 간 MZ세대 그룹의 응답률은 5% 증가하여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2019년 74%에서 2021년 79%), X세대와 베이비부머&사일런트 



 
세대는 최대 3% 증가에 그쳤다. 온라인 광고를 보고 상품까지 구매했다는 응답자는 60% 이상을 기록했고, 

MZ세대와 X세대는 온라인 광고를 시청한다고 답한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크리테오코리아 김도윤 대표는 “빠르게 변해가는 트렌드만큼 소비자들의 선호와 구매 여정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다. 각각의 소비자들이 가진 구매 여정에 최적화된 소비자 중심 접근 방식의 구현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라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과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비자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견고한 퍼스트 파티 데이터 확보 계획은 향후 효과적인 광고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또한, 커머스 미디어 전략 수립은 마케터와 미디어 소유자가 보다 향상된 커머스 결과를 주도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무엇보다 거대업체들의 폐쇄형 네트워크 서비스 형태를 넘어선 구매 여정 패턴을 

보이고 있는 소비자들을 정교하게 타겟팅하기 위한 오픈 인터넷 광고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문조사 방법 

해당 보고서는 총 2가지 설문조사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설문 기간의 설문 응답자는 인터넷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대한민국 소비자 1,026명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두 번 째 설문 기간은 2021년 12월 1달 간 

인터넷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대한민국 소비자 1,073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령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Z세대: 1997년 ~ 2003년생(18~24세) 

 밀레니얼 세대: 1983년 ~ 1996 년생(25~38세) 

 X세대: 1967년 ~ 1982년생(39~54세) 

 베이비부머 세대: 1948년 ~ 1966년생(55~73세) 

 사일런트 세대 : 1948년 이전 출생(74세 이상) 

 

# # # 
 

<크리테오 회사 소개> 

크리테오(NASDAQ: CRTO)는 세계 최고의 커머스 미디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이다.  

2,800 여명의 크리테오 직원들은 22,000 개 고객사들과 수 천여 미디어 소유자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커머스 데이터에 기반해 더 나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협력한다. 신뢰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광고를 

지원함으로써, 크리테오는 발견, 혁신 및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지원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크리테오 홈페이지(www.criteo.co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riteo.com/kr/blog/%ED%81%AC%EB%A6%AC%ED%85%8C%EC%98%A4-%ED%8D%BC%EC%8A%A4%ED%8A%B8%ED%8C%8C%ED%8B%B0-%EB%8D%B0%EC%9D%B4%ED%84%B0%EB%A5%BC-%EC%82%AC%EC%9A%A9%ED%95%9C-%EB%AC%B8%EB%A7%A5-%ED%83%80%EA%B2%9F%ED%8C%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