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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KPMG Global이 발간한 Thought Leadership이며,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서 한글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8/06/no-
normal-is-the-new-normal.pdf

Overview

오늘날 유통·소비재산업은 지리적, 인구구조적, 기술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기존의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특정 브랜드의 단일

채널에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비자들은 다수의

채널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이처럼 전세계가 상품이 거래되는 마켓플레이스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최근과 같은 급격한 변혁의 시대 속에서

유통∙소비재 기업은 시장 및 소비자의 의식 변화를 인지하여 적합한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아울러 유통·소비재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략 수립과

더불어 첨단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날의 시장 생태계에서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술을 활용하여 접근을

취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KPMG International은 매년 글로벌 유통·소비재 기업 C-level을

대상으로 임원들이 경영상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묻는 ‘Global Consumer Executive Top of Mind

Survey’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는 28개국의 530명

유통·소비재 임원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KPMG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 전략적 도전 과제,

2) 고객 중심, 3)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 스마트 테크놀로지, 5)

공급망 등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하였습니다.

최근과 같은

유통∙소비재 산업의

생태계 변화 속에서

기업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8/06/no-normal-is-the-new-norm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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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략적 도전 과제(Strategic challenges)

글로벌 유통·소비재 기업들은 최근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게 자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는 행위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대거 폐점하거나 혹은 일부

유통기업이 파산에 이르는 ‘리테일 아포칼립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 형태로 물건을

판매하는 ‘브릭앤모르타르 (Bricks-and-mortar)’ 기업은 앞으로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판매와 함께 병행하는 ‘브릭앤클릭(Bricks-and-clicks)’ 형태로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 설문조사 응답 기업 중 소비재 제조업에 속한 기업의 46%,

유통업 기업의 34%가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 이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르고 수익성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수록

자사의 세일즈∙운영 조직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8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에 일어나게 될

산업 변화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57%의 응답자가 ‘제조업체는

보다 더 많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답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 이어 ‘공급망은 수요 주도형 및 고객

중심적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6%에 달하며

2위로 기록됐습니다. 아울러 56%의 응답자가 ‘실제 매장과 디지털

채널의 통합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하며 , 일부

응답자는 ‘배송 및 만족도를 위한 옵션이 가격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PMG는 향후에도 지속될 유통 업계의 지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유통∙소비재 기업은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고 재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02. 고객 중심(Customer centricity)

오늘날의 소비자는 기업 및 브랜드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고객들은 저마다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며

유통∙소비재 기업에게 자신의 니즈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아포칼립스’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은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에서

온∙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브릭앤클릭(Bricks-and-

clicks)’ 형태로

진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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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차원적인 개개인의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해 KPMG는

글로벌 유통∙소비재 기업이 고객 중심적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2018년 조사 결과에서 자사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48%의 유통∙소비재 기업 C-level 임원은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조사

결과, 보다 높은 고객 중심적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매출액 및

수익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수의 고객 중심적인 유통업체들은 고객의 선호 및 기대가

변화하는 데 맞춰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KPMG는 고객 중심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데이터는 고객 중심적 역량을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설문조사 결과, 고객 중심적 기업은

타깃 고객을 유인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다 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urce: 2018 Top of Mind Survey, KPMG International and CGF

[ 고객 중심적 역량은 성장률과 비례 ]

2018년

2020년

매출성장률전망 Beginners Intermediates Leaders

2.7% 3.2% 3.8%

5.5% 5.5% 5.9%

2018년

2020년

영업이익성장률전망 Beginners Intermediates Leaders

2.7% 3.7% 5.3%

5.4% 5.7% 7.4%

오늘날의 소비자는

개인별 다른 성향과

취향 보유 ··· 

글로벌 유통∙소비재

기업의 고도화된

고객 중심적 역량

확보 필수적

고객 중심적

역량 확보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타깃 고객을

유인하고 고객 니즈에

맞춘 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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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사 소비자를 360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고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시간 소비자 데이터를 확보하여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 응해 야 할 것입니 다 . 아울러 오 프라인 소 매 유통 인

리테일(Retail)과 온라인 유통을 의미하는 이테일(Etail)의 적절한

융합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 한편

KPMG는 본 보고서에서 소비자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의 혁신적 스타트업과 같은 다수의

시장 진입자들과 경쟁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및 연구∙개발(R&D),

벤처펀드(Venture fund)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사

비즈니스의 중심부에서 고객에 투자하는 브랜드들은 성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03.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유통·소비재 업계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령 오늘날의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전세계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유통∙소비재 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201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여전히 전통적인 사고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업에게 가져다 주는 주요 이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기업 중 31%의 기업이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꼽았습니다. 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위와 같이 응답한 비중은 3%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디지털 선도 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자사에게 분석 능력 향상(34%), 경쟁 우위 제고(31%), 시장 대응 속도

향상(31%) 등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상당수 기업들이 여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점을 저평가하고 있어,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여 좋은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유통∙소비재 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 설정을 통해

기업의 성과 향상을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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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6%의 기업은 ROI 불확실성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주요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예산 제약 (45%),

기존(Legacy)의 시스템(43%) 등의 요소가 그 뒤를 이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로 꼽혔습니다. 이는 대다수

기 업 이 여 전 히 내 부 적 인 제 약 에 사 로 잡 혀 서 디 지 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ource: 2018 Top of Mind Survey, KPMG International and CGF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기대되는 주요 이점 ]

비용 절감 및
효율성

경쟁우위

고객
충성도

신규 유통 채널

우수한
리스크 관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분석 능력
향상

시장 대응
속도

개인화된
고객경험

공급망
최적화

글로벌로
비즈니스
영역 확장

수요 기반의
공급망

종업원
생산성

34%

19%

31%

22%

29%

23%

25%

16%

10%

16%

19%

24%

3%

31%

31%

26%

29%

30%

27%

30%

15%

16%

20%

11%

7%

16%

19%

21%

전체기술 선도 유통∙소비재 기업

계획/의사결정
역량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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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의 Global Advisory Head(Innovation & Technology)인 David

J. Evans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올바른 방향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 Evans는 기업이 기술에

투자하려고 하는 합당한 이유와 이에 따른 성과를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고객이나 매출 성장과는 연관

없이 내부 효율성 향상만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적합하지

않으며 기술 혁신의 방향이 고객이 중심이 될 때 더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04. 스마트 테크놀로지(Smart technology)

성공적인 기업들은 자사 비즈니스의 성장 및 성과 향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와의 경쟁을 위해 스마트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공한 기업들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자사 비전을 달성하는 것을 넘어서 자사 비즈니스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공지능, 로보틱스,

AR(증강현실)·VR(가상현실)과 같은 첨단 스마트 기술은 완성형이

아니라 더욱 고도화되는 과정에 있으나, 이미 글로벌 유통·소비재

산업에 많은 변화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2018년 Top of Mind Survey 결과를 통해 다수 기업이 스마트 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평균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은 자사 매출의 약

13.1%를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응답기업의 평균인

4.8% 대비 월등히 높습니다.

ROI 불확실성

기술 자원 및
인력 부족

1
46%

5
36%

예산 제약

운영 혼란

2
45%

6
35%

기존(Legacy)의
시스템

IT와
비즈니스의
불일치

3
43%

7
31%

잘못된
보상체계

어려운
시장 환경4

40%

8
31%

Source: 2018 Top of Mind Survey, KPMG International and CGF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장애물 ]

자사 비즈니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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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들은 인공지능, 예측 분석 기술, 오픈소스 플랫폼, AR·VR,

웨어러블, 챗봇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 스마트 기술 부문과 관련하여 소수의 리딩

기업과 다수의 뒤처진 기업으로 양분되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응답기업 중 36%만이 사이버 보안 관련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6%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 19%의 기업이

2020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소비재 제조 기업, 유통 기업을 구분하여 살펴봤을 때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2020년까지 72%의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을 자사 비즈니스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반면

유통 기업과 소비재 제조 기업의 경우, 응답률이 각각 27%, 15%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본 보고서는 기술을 비즈니스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어떻게 기술에 반응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 IT 기업 오라클 (Oracl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즉시 배송 서비스의 경우, 전체

응답 소비자의 67%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셜미디어

프로필 정보에 기반한 로봇 상품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는 57%의

응답자가 이를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해당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소비자가 처한 환경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스마트 기술의 적용에 앞서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플랫폼기업

13.1%

17.8%

디지털선도기업

7.9%

10%

공급망선도기업

7.4%

9.5%

고객중심경영선도기업

8%

10.1%

전체

4.8%

7%

Source: 2018 Top of Mind Survey, KPMG International and CGF

[ 매출액 대비 기술 투자 지출 비중 ]

2020 (전망치)

최근 회계연도

비즈니스에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술

도입에 앞서

소비자의 신기술

수용도 분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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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급망(Supply chains)

현대 사회의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은

여러 곳에서 물품을 쉽게 구매하며, 다양한 경로로 상품을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은 소비자의 기대치를 점점 높이고

있으며, 소비자는 상품 구매, 배송 등에서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수요 기반의 공급망을 가진 기업을 선호합니다. 이는 소비재 제조

기업, 유통 기업,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이 수요 기반의 공급망을

설계하여 보다 빠르고 실시간으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합니다.

2018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다 발달된 수요 기반의 공급망

모델을 가진 기업일수록 자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더

높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완전한 수요

기반 공급망 설계의 중요성을 기업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 구현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60%의 기업이 2020년까지 자사의 공급망을 수요 기반의

소비자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응답했으나, 현재는 오직 5분의 1의

기업만이 자사의 공급망이 급격히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재 제조

기업은 자사의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기업의 공급망을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 재설계시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Source: 2018 Top of Mind Survey, KPMG International and CGF

[ 수요 기반 공급망 투자에 대한 ROI ]

2.8%

5.3%

올해

2020까지

3.1%

5.5%

4.2%

5.9%

예상매출
성장률 Beginners Intermediates Leaders

5.6%

올해

2020까지 5.4% 7.5%

예상영업이익
성장률

3% 3.3% 5.6%

Beginners Intermediates Leaders

급변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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