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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커머스:
포스트팬데믹시대에서의
성장을위한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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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커머스는팬데믹이후에도계속성장하고비즈니스성공에중요한역할을하게되었지만디지털커머스운영에커다란장애물로서

작용하는몇가지거시경제적요인이있습니다. 바로인플레이션의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지속적인공급망지연이비즈니스운영을

갈수록어렵게만들고있는요인들입니다. 이러한상황에서팬데믹으로인한제재가완화되고쇼핑객이오프라인매장을다시찾고있어고객

행동이어떻게변화할지에대한불확실성이높아지면서많은디지털비즈니스가목표와로드맵을제고하고있습니다.

이렇게예기치않은상황과환경을맞닥뜨린많은비즈니스들이디지털커머스비즈니스모델을조정하고코앞에직면한문제들을해결하는

동시에비즈니스를계속확장하기위해전문가의조언을구하고있으며어려운시기에돌파구가되어줄기술중심의새로운해결책을찾고

있습니다. Boston Consulting Group과 Meta는본보고서를통해비즈니스들이향후디지털커머스로드맵, 비즈니스를확장할수있는여러

방법, 거시경제적요인들로인해당면한문제를극복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방법을더잘이해할수있도록새로운방법론을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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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ton Consulting Group은성공한디지털커머스비즈니스
리더들의인사이트를바탕으로 4가지유형의비즈니스를위한
주요주제와이비즈니스들이지속가능한방식으로확장하기
위해집중해야할추천분야를담은
로드맵을만들었습니다.

• 이보고서를사용하려면독자는가장먼저 Boston 
Consulting Group에서만든간단한자가진단매트릭스로
각자의비즈니스원형을파악해야합니다.

• 비즈니스원형을파악한다음에는핵심집중영역에대해
자세히알아본후잠재적인성장여정, 역량구축솔루션, 
성공을위한다음단계를자세히살펴볼수있습니다.

• 마지막으로본보고서에서는디지털커머스비즈니스가
가까운미래에직면할가능성이높은거시경제적문제들을
간략히소개하고해결을위해비즈니스의방향을전환할수
있는방법을제시합니다.

본보고서를
이용하는방법



7

본보고서에제시된 4가지디지털커머스원형은산업전문가와디지털커머스역량을키우고있는중간규모및대규모비즈니스의
주요이해관계자로부터얻은정보를기반으로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4가지디지털커머스원형은특정산업에국한되지않으며비즈니스리더는다음 2가지주요기준에따라자신의비즈니스가어떤
원형유형에해당하는지판단할수있습니다.

원형간에중복된영역은의도적인것이며이는성장여정이항상선형으로이뤄지는것은아님을나타냅니다.

비즈니스만의디지털커머스원형을파악하세요

기업의고객참여가온라인위주인지오프라인
위주인지여부1 회사가제품과서비스를소유하는지여부2

원형 1:
떠오르는D2C 

히어로

원형3: 경계를
파괴하는
개척자 원형4: 

디지털로
전환하는유력

기업원형2: 성공가도의
마켓플레이스운영업체

자가진단매트릭스

사용자참여

회사가소유

기타소유자
(예: 판매자)

제품및
서비스
소유권

오프라인위주온라인위주



역량개발
방법을
알아보세요
떠오르는 D2C 히어로의비즈니스리더와
투자자들은성공을거둔뒤에성장을모색할
가능성이높습니다. 이러한브랜드들은

전세계로진출하는것이목표이므로각핵심
분야에서회사의역량을키우는방법을
파악하고그러한과정에서직면하게될문제에
대비해야합니다.

이러한추천은떠오르는 D2C 히어로의
리더들과의인터뷰를기반으로하여이원형의
핵심집중영역에부합하는단계와더불어다수의
리더들이설명한성장여정기반의구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이러한접근은모든문제를
해결할수있는방법은아닙니다. 자사를떠오르는
D2C 히어로로서규정하는다른비즈니스들의
성숙도에따라미묘한차이가존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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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기반을세우고있는기업이나확장을시작한기업또는본격적인
성장단계로전환중인기업모두에게브랜드를성장시킬수있는

주요방법을소개합니다.

떠오르는 D2C 히어로의경우테스트-학습방식을도입하고, 
고객기반을구축하는동안개발제품을한정적으로소개하여
시작하는경우가많습니다. 성공적인비즈니스는대체로고객과
소통하고아이디어를교환하고웹사이트와소셜미디어를통해
피드백을얻은다음제품개선을위해노력합니다.

떠오르는D2C 히어로가

핵심집중영역에서
역량을구축하고
발전시킬수있는방법

기반세우기

제품시장적합성을확인하는것은D2C 
브랜드에중요하고지속적인과정

대규모개인맞춤화, 고객생애
가치(LTV) 관리를우선순위로
설정

성공적인D2C 브랜드에는
고유의브랜드개성이존재

확장은D2C 브랜드에가치를
더해줌

기술도입은규모확대를위한
중요한촉진제

소수의 SKU로시작하여피드백을받고제품개선

캠페인실행최적화를위한기술도입(예: ROAS 측정)

디지털인지도구축
(예: 자체웹, 소셜미디어, 비즈니스메시지)

추가솔루션채택(예: 고객서비스, 메시지솔루션등)

데이터분석역량을강화하여개인맞춤화유도

브랜드구축활동시작 - 타게팅된콘텐츠, 관련성높은형식의
브랜드스토리텔링(예: 동영상광고)

지속적인브랜드친밀도구축, 브랜드인지도(예: 브랜드
성과증대) 추적고려

소규모확장으로시작
(예: 제품확장, 국가확장, 오프라인인지도)

확장가속화
(예: 비즈니스를운영하는국가및카테고리확장)

신규 고객 세그먼트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
살펴보기(예: B2B)

주요솔루션(예: 퍼포먼스마케팅, KOL, 커뮤니티중심의접근법)을
활용하여신규고객확보유도

추가고객확보달성, 캠페인실행최적화

개인맞춤화및 CLV 관리(예: 신제품, 타게팅된혜택)를통한기존
고객과의소통

제품 시장 적합성 확인을 실무에 포함하고, 신제품을 소규모로 일괄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
피드백을받은후확장

규모확장

출처: 전문가인터뷰, BCG 연구, BCG 분석

1

1

2

3

4

5

2 다음성장기회도모3



14

브랜드가규모를확장해야할시기가되면브랜드구축, 캠페인
최적화, 24시간고객지원제공등비즈니스요구사항이무엇인지
고려하는것이중요합니다. 그런다음요구사항을충족하고
브랜드와더불어확장할수있는기술솔루션을채택해야합니다.

떠오르는 D2C 히어로유형의브랜드는확장을고려하기
시작할때작은조치를먼저취하여어떤것이효과가있는지
확인한후에확장하는것이유리할수있습니다. 
이러한변화에는오프라인인지도구축, 신규시장내출시, 신제품
추가등 D2C 브랜드가주로탐색하는첫번째유형의확장이
포함될수있습니다.
지리적으로확장할경우성공적인비즈니스는일반적으로
시장내고객에게적합하도록제품과마케팅전략을현지화합니다.

다음성장기회를실현하는중에는많은비즈니스가데이터
역량에투자하기시작하여개인맞춤형또는타게팅된경험을
기존고객에게제공함으로써이들의관심을유도할수있도록
노력합니다. 고객생애가치(LTV)에집중하는것은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성장시키는데도움이될수있습니다.

떠오르는 D2C 히어로는이러한주요인사이트를활용하여
집중할영역, 투자가필요한역량및솔루션, 확장목표
달성에필요한조치를명확하게파악할수있습니다.



사례연구:
Kulani K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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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수영복브랜드 Kulani Kinis는 2020년에디지털마케팅활동을강화한뒤
7배의판매증가율을기록했습니다. 지금은 4대륙의여러국가에진출하여
비즈니스를운영하면서도매와직접판매를혼합하여활용중이며브랜드수익중
80%는크로스보더커머스에서얻고있습니다.

떠오르는 D2C 히어로브랜드가된 Kulani Kinis는기본웹사이트와 12개의
제품(상의 6개, 하의 6개)으로시작했습니다. 2명의공동대표가고객피드백을
수집해일부의류라인을개선한뒤확장하는방식으로비즈니스를운영했고
마침내 4대륙에걸친시장에서 800개이상의제품을제공하기에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무역박람회참가를통한오프라인마케팅과이메일마케팅에
집중했으나디지털마케팅에투자하고실험하기시작하면서엄청난규모의
성장을이룰수있었습니다.

테스트-학습방식을적용한 Kulani Kinis는호주와문화적으로비슷해보이는
국가들에서시작해서서히신규시장으로확장했습니다. 그뿐아니라크로스보더
솔루션을사용하고각시장에맞게전략을현지화하면서최대한원활한판매를
보장하기위해현지결제옵션을사용할수있도록하기도했습니다.

현재 Kulani Kinis는새로운카테고리로비즈니스를확장하고고객지원를향상할
수있는새로운기술솔루션을채택하고전반적인고객경험을개선하고운영을
최적화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고있습니다.

크로스보더커머스에서

발생한판매비율

80%
판매증가율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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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처음으로
디지털광고를시작한
뒤로브랜드는엄청난
규모로빠르게
성장했어요. 지금까지
7배의성장을기록했죠. 
디지털마케팅이
전환점이었어요.”

– 알렉산더바비치(Alexander Babich), 
Kulani Kinis 공동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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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티브사용자증가

성공적인마켓플레이스운영업체에있어고객확보와유지는액티브사용자를늘리는데
있어무엇보다중요한편입니다. 새로운쇼핑객을지속적으로확보하고이전고객이
재방문할동기를부여하려면이원형에속하는브랜드에는마케팅이핵심
우선순위입니다. 개인맞춤화메시지그리고싱글데이(Singles' Day)와같은쇼핑
이벤트는이제고객의관심을끌고고객과소통하기위한정기적인마케팅활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간이지남에따라많은마켓플레이스운영업체의관심이고객
확보에서캠페인실행으로옮겨가게되며이에따라예산을최적화하고측정을
시행합니다.

3. 차별화

경쟁이상당히치열한마켓플레이스운영업체업계에서비즈니스들은고객을유치하고수요를유도하기위해프로모션과할인을종종
사용합니다. 하지만이러한방법은단기적으로는효과가있을지몰라도차별화를위한장기적인해결책은아닙니다. 따라서성공적인
마켓플레이스운영업체는대개독점적인판매자파트너십과혜택과같은고유한브랜드제안을고안하여차별화하고, 충성된고객
기반을구축하고, 쇼핑객에게플랫폼을재방문할동기를부여하기위해노력합니다. 마켓플레이스운영업체원형에속하는성공적인
비즈니스는쇼핑, 엔터테인먼트및결제서비스등을제공하고브랜드가고객의일상의일부가되는데도움이되는 '슈퍼앱' 
에코시스템을만드는경향이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운영업체는
신규구매자를확보할때
공격적으로접근하는경우가많습니다. 
가격을적극적으로비교하는고객을유치하기
위해다양한딜과바우처를제공하죠.
구매자들은최적화된가격을제공하는
플랫폼에서쇼핑하는것을선호하는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 반러(Van Le), Meta,
성장비즈니스부문베트남총괄

1. 판매자성장지원

마켓플레이스운영업체가판매자에의존한다는점을고려할때중요한점은플랫폼역량을증명하고, 온보딩이원활하고간소화하여
진행되도록하고, 판매자의성장을지원할수있도록서비스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판매자를계속유도하는것입니다.



20

5. 우수한기술

많은마켓플레이스운영업체들이고객지향서비스에특히집중하고마켓플레이스
성공에매우중요한요소인 UI와 UX 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며결제, 물류, 
마케팅활동등주요영역을최적화하기위해기술을사용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는고객경험의중요한부분인물류프로세스의여러단계를직접소유하기
위해타업종과의통합을시작하는경우가많습니다.

"시장마다미묘한차이는있지만
아시아마켓플레이스운영업체들이
구매자와판매자사이의거래를촉진하기
위해여정초반에앱에의존하는경향을
흔히볼수있습니다."

– 헨리켈리(Henry Kelly), Meta
디지털혁신업체부문책임자

4. 장기수익성

수익성은많은마켓플레이스운영업체들에있어중요한주제입니다. 이원형에속한비즈니스의경우수익성계획을세우기전에판매자와
고객의규모가모두확장해야하기때문에수익을달성하기가어려울수있습니다. 이에따라지금은많은비즈니스들이검색광고에서
새로운수익원을창출하기위한솔루션을탐색하며그외에모든지출을빈틈없이조사하는방식으로보다면밀하게비용을관리하는
비즈니스들도있습니다.



23

마켓플레이스운영업체가규모를확장할준비가되면대개

재방문하는고객을유치하기위한핵심전략으로서고유한

비즈니스제안을고안하여고객의구매고려를개선하는방향으로
초점을전환하기시작합니다. 주로마켓플레이스운영업체는

대규모의쇼핑이벤트를주최하고쇼핑객들이플랫폼을

재방문하도록동기를부여하는개인맞춤화와캠페인최적화에
투자하여고객의관심을유도하고고객을확보및유지하기위해
노력합니다.

그뿐만아니라비즈니스가확장하고다음성장기회를
실현하는동안에는판매자용광고와구독을통한수익창출을
고려하는동시에공동투자캠페인과같이비용을더면밀하게
관리할수있는접근방식을채택하거나프로모션또는고객
인센티브의빈도수를줄이는것이중요합니다.

마켓플레이스운영업체는이러한주요인사이트와성장여정
로드맵을사용하여집중할영역, 투자가필요한역량및솔루션, 
그리고확장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조치를결정할수있습니다.



사례연구:
Toko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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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마켓플레이스플랫폼으로출시된 Tokopedia는고객일상의
다양한측면과맞물린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슈퍼앱으로성장했습니다. 
2022년 1분기 Tokopedia의총거래액은전년동기대비 46%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Tokopedia가 아직 기반을 세우고 있을 당시에는 판매자 및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플랫폼 인지도를 제고하고 강력한 온라인 및 앱 내 쇼핑
경험을제공하는데초점을맞췄습니다.

규모를확장하기시작한후에는플랫폼의가치를고객에게전달함과동시에
판매자에게는지원솔루션에관한교육을제공하기위해노력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마켓플레이스운영업체는새로운업종및서비스는물론, Gold Merchant 구독
프로그램6을도입하고앱기능을개선했으며인사이트확보와비즈니스최적화를
위해측정시스템을구현했습니다.

2021년 5월, Tokopedia는모바일온디맨드서비스및결제플랫폼인 Gojek과
합병되어 GoTo Group을설립했습니다. 이후 Tokopedia는디지털커머스, 
온디맨드서비스및금융서비스를갖춘온라인및앱내에코시스템을제공하는
새로운기술회사로서마케팅전략을재검토하며고객확보보다는구매고려를
개선하는데집중하고있습니다.Tokopedia 판매자중

마이크로셀러(micro-seller) 비율4

90%

총거래액의전년동기대비

성장률5

46%

Tokopedia를이용하는판매자수3

1,200만개

이상

3."Tokopedia Expands Payment Method Offerings with Installment Lending Solution 'GoPayLater Cicil'"(Tokopedia, 할부
금융솔루션 'GoPayLater Cicil' 출시를통해결제수단서비스확장), 보도자료, Tokopedia, 2022년 8월 24일보도, 
https://www.tokopedia.com/blog/tokopedia-expands-payment-method- offerings-with-installment-lending-solution-
gopaylater-cicil-rls/#:~:text=Tokopedia%20is%20a%20leading%20e,milli-
on%20merchants%20across%20the%20archipelago.

4."90 Persen Penjual di Tokopedia Dari Skala Mikro", 기사, SuryaWiki, 2021년 10월 21일보도, https://suryawiki. 
tribunnews.com/2021/10/21/90-persen-penjual-di-tokopedia-dari-skala-mikro.

5."1Q 2022 & FY 2021 Results"(2022년 1분기및 2021 회계연도), 보고서, Tokopedia, 2022년 5월출간, 
https://assets.tokopedia.net/asts/goto/ GoTo%201Q%202022%20&%20FY%202021%20Results.pdf.

6. "Tokopedia, now 9 years old, hits 4 million merchants"(Tokopedia, 출범 9년만에판매자수 400만달성), 기사, KrAsia, 
2018년 8월 23일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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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고객일상생활의
일부가되고싶습니다. 
현재핵심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강화하는것
외에도Gojek과서비스를
교차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최고의경험을
제공하고있습니다."
– 힐다키티(Hilda Kitti), Tokopedia 마케팅부사장

마켓플레이스운영업체로서 Tokopedia는성장하는과정에서판매자지원및
비즈니스파트너십에대해아주세밀한현지맞춤접근방식을도입하면서캠페인
측정, 예산효율성및수익창출개선에더욱집중하고인공지능및데이터역량을
활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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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매장과온라인리테일업체간의구분을없애며스스로를경계를파괴하는개척자로규정하는비즈니스들이디지털경험과오프라인
경험을연결하기위한새로운방식을찾으면서기존의비즈니스모델을혁신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이러한브랜드는여정의아주초반에
플랫폼의경계없이제품및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을채택하며모든채널에서고객에게유연하고원활한쇼핑여정을제공합니다.

다음은경계를파괴하는개척자의 5가지핵심집중영역입니다.

원형 3: 경계를파괴하는개척자

1. 의도적으로경계를파괴

경계를파괴하는개척자가다른비즈니스와차별화되는점은비즈니스를출시하는처음부터물리적인공간과디지털공간을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들브랜드는원활한쇼핑여정을제공하는것을주요우선순위로삼는경우가많고고객경험향상을위해물리적공간과
디지털공간모두에서새로운기능을도입하는경향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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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이본격적으로시작되면이원형에속한비즈니스는주로빠르게
확장하고모든현지화, 개인맞춤화및고객생애가치(LTV) 관리활동에
데이터중심의고객인사이트를적용합니다. 이러한활동을통해브랜드는
디지털마케팅전략을최적화하여고객충성도를확보하고판매를개선할
수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경계를파괴하는개척자는브랜드와고객
경험을더욱개선하기위해운영을간소화할수있는방법을고려하기
시작하는경우가많습니다.

"저희는새로운
리테일비즈니스
모델을도입하여
고객이앱에서음료를
직접수령하고배달
주문할수있도록
하는동시에매장내
좌석도제공하고
있습니다.”

- 에드워드티르타나타(Edward Tirtanata), 
Kopi Kenangan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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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가여러
채널의고객쇼핑
행동을추적할수있는
경우 AI를활용해
고객에대한서비스를
대규모로맞춤화할수
있습니다."
– 십토헤를리안토(Cipto Herlianto), Meta 성장
비즈니스부문인도네시아총괄

경계를 파괴하는 개척자 중 여러 성공한 비즈니스들은 다음 성장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을 둘러보고 추가적인 확장 옵션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경계를파괴하는개척자는이러한주요인사이트와성장여정로드맵을
사용하여집중할영역, 투자가필요한역량및솔루션, 그리고확장목표달성을
위해필요한조치를결정할수있습니다.



사례연구:
Kopi Kena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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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설립된인도네시아의그랩앤고(grab-and-go) 커피프랜차이즈인
Kopi Kenangan은동남아시아최초의식음료유니콘스타트업7으로성장해
인도네시아전역에매장을 800여개이상으로확장했으며총수익의 30% 
가량을자체앱으로얻고있습니다.

Kopi Kenangan은입소문마케팅과오프라인마케팅을활용해브랜드인지도를
구축하고고객을확보하면서 1년반만에 56개의점포를열며급속도로
확장했습니다. 성장의첫번째단계에서는앱을출시하고고객이앱을통해
주문하고결제한다음배달을받거나매장에서수령하는옵션중에선택할수
있도록하는비즈니스모델을도입했으며확장을가속화하여 3년만에 400개가
넘는점포를열게되었습니다. Kopi Kenangan 점포는온라인배달주문처리를
위해고안되었지만고객이매장에머무르며음료를즐길수있는공간도
제공합니다.

2022년 4월에는 불과 한 주 만에 26개의 신규 점포를 여 기록을 세우는 등8

인도네시아에서급속한성장을이어나가고있는 Kopi Kenangan은최근충성도
프로그램을 출시했고 재고 품질 관리와 같은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스마트
매니저시스템을설치하기도했습니다.
나아가디지털마케팅, 앱다운로드유도, 인기온라인크리에이터와의협업, 
음식배달플랫폼내광고에집중했습니다.

경계를파괴하는개척자인 Kopi Kenangan은지속적으로성장하면서앱내
경험을도입해고객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한데이터역량을강화하고
있으며신규브랜드를확장하고동남아시아전역에걸쳐신규점포를열고, 
회사를주식상장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총수익중 Kopi Kenangan 앱으로

창출한수익의비율

약

신규매장오픈후

30%

5년만에 45개도시에서연점포수

800개이상

3개월 이내

수익달성

7."Kopi Kenangan to Be Southeast Asia First New Retail Unicorn"(Kopi Kenangan, 동남아최초의리테일유니콘등극), 기사, 
KlikAsean.com, 2022년 1월 8일게재, https://klikasean.com/en/kopi-kenangan-to-be-southeast-asia-first-new-retail-
unicorn.

8."Kopi Kenangan Opens 26 Stores in One Week"(Kopi Kenangan, 일주일만에 26개점포오픈), 기사, World Branding 
Forum, 2022년 6월 22일게재, https:// brandingforum.org/featured/kopi-kenangan-opens-26-stores-in-one-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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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저희의
비즈니스운영에있어
필수적인부분입니다. 
저희는기술을사용해
신규매장을여는
여부를데이터에
기반하여결정하고, 
고객을대상으로한
프로모션과서비스를
맞춤화합니다.”

- 에드워드티르타나타(Edward Tirtanata),
Kopi Kenangan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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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이더욱온라인중심으로전환됨에따라오프라인매장쇼핑과오프라인사용자참여에의존했던기존기업들이이제는이전에활용했던관행과
시스템을디지털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나디지털커머스옵션만도입해서는디지털혁신을이룰수없습니다. 온라인인지도와고객
관리부터재고관리와주문처리에이르기까지비즈니스의모든측면과밀접하게관련된전사적인노력이필요합니다. 이러한디지털혁신이쉽지
않은이유는특히자사를디지털로전환하는유력기업으로규정하는비즈니스의경우이미전세계적인인지도를가진경우가많고, 디지털혁신을
최대한원활하게진행하면서여러시장의고객에게적합하게이뤄지도록해야하기때문입니다.

디지털로전환하는유력기업의 5가지핵심집중영역은다음과같습니다.

원형 4: 디지털로전환하는유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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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디지털로전환하는유력기업의다수는 '온/오프라인병행' 모델을
도입하기에앞서어떤디지털채널을어떻게사용할지결정하려고합니다. 
디지털채널이나플랫폼의역할을정의한후에는온라인인지도구축을위한
작업을시작합니다.

디지털로전환하는유력기업의다수가디지털채널확장을준비한뒤
소규모로새로운이니셔티브를테스트하고팀과고객모두에게효과적인시범
프로그램만확장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원형에속한비즈니스는디지털
커머스기반이확실하게구축되면종종다음성장기회를내다보고실행
가능한인사이트를얻을수있는데이터역량에투자하기시작합니다.

디지털로전환하는유력기업은이러한주요인사이트와성장여정
로드맵을사용하여집중할영역, 투자가필요한역량및솔루션, 그리고
확장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조치를결정할수있습니다.

"디지털혁신여정은
흔히어느온라인
채널/플랫폼에서
판매할지를결정하는
등개별채널의
역할을정의하는
것으로시작됩니다.”

– 레무스사이(Remus Sy), 
BCG 동남아시아이커머스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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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커머스환경에영향을미치는
거시경제적상황
코로나19 팬데믹의영향으로전세계적으로디지털커머스의성장이가속화됐고고객행동이변화할수밖에없었던상황에서디지털
커머스의미래는여전히불확실합니다. 본백서를위해인터뷰에응한비즈니스리더들은현재다음과같은 3가지주요글로벌거시경제적
요인으로인해새로운문제에직면하고있습니다.

1
팬데믹으로인한제한
완화가디지털커머스에
미치는영향
디지털이중요한리테일채널로빠르게
자리매김하고있지만
각국정부가제한을완화하고사람들은
팬데믹이전의일상으로돌아가는데
다시편안함을느끼면서오프라인쇼핑
경험을다시찾는사람들이늘었습니다.

2
공급망이지속적으로
붕괴하는데따른영향
팬데믹의영향으로인해전세계여러
항만과창고가여전히혼잡한상황이며
선적과물류가상당한지연을겪고
있습니다. 특히선적수요가물량이
증가하는속도를앞지르고있는것이
원인입니다. 항만적체현상이해결되고
글로벌공급망이재구성되는과정이더딘
속도로진행되고있어전세계비즈니스가
그에따른심각한영향을받고있습니다.

3
인플레이션심화하는
데따른영향
인플레이션이크게증가하고전
세계적으로경기침체의위험이
대두되면서비즈니스는비용을
더욱효율적으로관리해야한다는
압박을더욱받고있습니다. 쇼핑객
역시지출습관을바꿀수있어
판매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
있습니다.



4
3

물론어려움이있는곳에는기회도있는법입니다. 디지털커머스비즈니스가향후몇개월간은어려움에봉착할수있으나비즈니스의
방향을전환하거나집중영역을조정하여고객참여를높이고운영효율성을개선하고마케팅실행을최적화할수있는여러방법이
있습니다.

디지털커머스비즈니스가방향을전환할수있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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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주로고객중심의
프리미엄제품을제공하고적절한
시점에마케팅잠재고객을적극적
으로유도하여전환율을높이는데
집중하기때문에고객재방문률과
고객생애가치(LTV), 평균주문
금액이높은편입니다.”
– 알렉산더바비치(Alexander Babich), Kulani Kinis 공동설립자

비즈니스모델에상관없이브랜드는디지털채널을통해기존고객들과의
관계를효과적으로관리하여이득을얻을수있습니다. 사용가능한고객
데이터나강력한온라인커뮤니티를갖춘기업은인사이트를활용하여고객과
다시소통하고고객의관심을유도하는맞춤형디지털경험을만들고판매와
브랜드충성도를모두향상시킬수도있습니다.

기존고객과소통하기



46

“경기상황이어려운
시기이지만광고지출을
삭감하는일은
스스로망하는길이므로
최후까지보류해둘것입
니다. 오히려지출을
이어나가면서시장
점유율을가능한많이
가져올계획이예요.”
– 알렉산더바비치(Alexander Babich), Kulani Kinis 공동설립자

업종에상관없이비즈니스는경제적불확실성의시대를기회로활용하여이전
마케팅활동을분석하고모범사례를결정하며마케팅실행을최적화할수
있습니다. 데이터중심의인사이트를기반으로전략을실행하는브랜드는
가격을더욱면밀하게관리하는접근방식을채택할수있을뿐만아니라
마케팅전략의효과를평가하는기회를활용할수있습니다.

디지털마케팅전략의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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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위기의시기에
소비를줄이는경향을
보일수있습니다. 따라서
제품크기와제품구성을
유연하게제공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제품용기의크기나끼워
팔기를줄이고BNPL 
옵션과같은새로운구매
메커니즘을도입하는
것이죠.”

– 신디탄(Cindy Tan), Meta 글로벌클라이언트, 
이커머스및디지털네이티브부문

고객이접근할수있는영역확대
브랜드는기본가격을낮춘상태에서할인혜택을도입하거나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협력하거나 Z세대와밀레니얼세대쇼핑객들사이에서
인기를끌고있는 BNPL(buy-now-pay-later, 선구매후결제) 
서비스9처럼경제적부담을줄인새로운온라인결제옵션을제공하여
판매를유지하고나아가신규고객을확보할수있습니다.

9. "Why millennials and gen-Zs are jumping on the buy now, pay later trend"(밀레니얼세대와 Z세대가선구매후결제트렌드에
합류하고있는이유), 기사, CNBC, 2021년 8월 9일에마지막으로수정, https://www.cnbc.com/2021/08/07/why-millennials-and-
gen-zs-are-jumping-on-the-buy-now-pay-later-tre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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