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모바일 리테일 시장 동향
스마트콘텐츠 월간 동향보고

세계 모바일 리테일*(Mobile

o

Retail :

(‘16년 11월호)

재구성

모바일 쇼핑) 시장은 지난 수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수년간 지속될 전망

* 모바일 리테일은 ‘모바일을 통한 소매(Mobile Retail)’를 뜻하며, 모바일 쇼핑과 같은 의미로 사용
o ‘16년

세계 모바일 리테일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53%

성장한

2,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Internet Retailer)되며, 또한 ‘16년 전체 온라인 리테일
트래픽 중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44%, 온라인 리테일 매출액 중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

온라인 리테일 트래픽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비중은 29%, 태블릿 PC를

o

이용한 비중은 15%를 차지하고, 온라인 리테일 매출액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비중은 17%, 태블릿 PC를 이용한 비중은 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리테일 판매 채널 중 모바일이 포함된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온라인 퍼스트

o

(Online-First)’의

이용 시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브릭

(Bricks & Clicks)’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App

&

클릭

Annie, 2106. 9)

o ‘온라인
-

퍼스트’와 ‘브릭 & 클릭’ 상위 10개 앱 대상 조사한 결과
‘온라인 퍼스트’ 이용 시간이 가장 많은 한국의 경우 ‘온라인 퍼스트’
이용 시간이 ‘브릭

&

클릭’보다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 ‘온라인 퍼스트’ 이용시간이 ‘브릭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클릭’보다 약

4배

한국은 인구가 6배 이상 많은 미국보다도 더 많은 이용 시간을 기록했으며,

o

일본의 약 2배,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주요국보다 4배 이상 많은 이용 시간을 기록
-

동기간 월평균 이용 시간에 있어서도 한국이 약 25시간으로 타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에 있어서는 한국이 20%대를
기록한 데 비해, 독일과 프랑스의 모바일 리테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독일은 전년 동기 대비 약70%, 프랑스는 약

60%

증가

<표 1. 세계 주요국 리테일 상위 10개 앱 이용 시간(안드로이드폰 기준, 100만 시간)>

o

주요국 상위

10개

리테일 앱의 월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아시아 3국은 ‘온라인 퍼스트’ 앱이 주도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과 유럽 3국은 아직 ‘브릭

&

클릭’ 앱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MAU 국가별 기준 상위 10개 앱>

o (미국)
-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브릭

&

클릭 앱과 온라인 퍼스트 앱

모두 지난 1년간 사용 시간이 급증
- 2015. 7월~2016. 6월 1년간

온라인 퍼스트 앱은
-

60%

브릭 & 클릭 앱 이용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

미국 내 상위권 리테일 앱은 위치 서비스(근처 가게 위치 등), 추천 기능,
위시 리스트, 푸시 알림, 고객충성도 확보를 위한 쿠폰 지급 등의 기능들을
대부분 제공

-

미국 리테일 업체들은 이용 시간의 증가가 곧 구매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기반,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설치 확대에 주력

o (중국)
-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PC에서

모바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거래 이용자 수가 3억 명을 돌파
- 중국의 온라인 리테일 구매 인구는 ‘14년 약 3억 6,100만 명에서
4억 1,330만
-

명으로 증가

이 중 모바일 리테일 구매 인구는 ‘14년 약 2억 3,600만 명에서 ’15년
3억 3,97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모바일 이용자 비중도 ‘14년 42.4%에서
’15년 54.8%로 12.4%p

-

-

’15년

증가

상위 10대 리테일 앱 중 1~9위 앱이 모두 ‘온라인 퍼스트’ 앱이며, ‘브릭 & 클릭’
앱은 10위인 Apple Store 1에 불과
모바일 매출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15년 68.7%에서 ’16년 84%로,

매출의 대부분이 모바일을 통해 발생

<표 3. 중국 모바일 쇼핑 시장규모 및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비교>

자료: 중국인터넷정보센터, 2015, 조선일보, 2016.11
o (영국)
- ‘15년

영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77%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정도로 영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리테일 구매 경험이 증가
-

영국 전체 리테일 시장에서 온라인 리테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년
’15년 15.2%로 증가했으며, ‘16년에는 16.8%로 증가할 전망

-

영국의 주요 리테일 앱 시장은 매장 내 쇼핑과 온라인 쇼핑 모두를 강화하는
‘브릭 &

-

13.5%,

클릭’ 앱들이 주도
영국의 경우, 리테일 앱들이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들과의 소통 채널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음

o (독일)
-

독일은 그 동안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에 상당히 보수적인 시장이었으나,
‘15년

이후 아마존, 위시(Wish), 긱(Geek) 등 글로벌 대형 리테일 업체들의
성장에 힘입어 온라인 리테일 시장도 급성장
-

아마존을 필두로 상위 10개 앱 중 4개가 ‘온라인 퍼스트’ 앱이며, 나머지 6개는
‘브릭 &

- ‘브릭 &

클릭’ 앱으로, 여전히 온-오프라인 앱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클릭’ 앱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과 리테일 앱을

밀접하게 연동시키는데 주력
o (프랑스)
-

프랑스는 유럽 주요 3개국 중 ‘온라인 퍼스트’ 및 ‘브릭 & 클릭’의 이용 시간이
가장 낮지만, 최근 들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

특히,

2015년 7월~2016년 6월까지 ‘온라인

퍼스트’ 앱 이용 시간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독일에 이어 2번째로 높아, 최근
관행이 빠르게 증가
-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상위

10대

1~2년

사이에 앱을 통한 상거래

리테일 앱 중 ‘온라인 퍼스트’ 앱이 6개로,

독일의 4개, 영국의 3개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