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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au/pdf/2017/future-
proof-reverse-logistics.pdf

Future-proof Your Reverse Logistics

온라인 쇼핑의발달로소위 역물류(Reverse Logistics)라고불리는
반품 관리가 유통·소비재 산업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UPS의연구에따르면,소비재기업들은전체매출액의
평균 9~15%를 반품 관리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품 관리에 대한 지출 비용은 기업 마진을 축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기업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이반품관리에소홀한것으로조사됩니다.

향후무료배송·반품을제공하는사업체들이늘어남에 따라반품
물량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품 물량은
증가하는 반면 대다수 기업들은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물류비급상승과같은위험에노출되어있습니다.한편기업들은
무료 반품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늘어난 반품 물량을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KPMG의 설문조사 결과, 반품 건 중 약 15%가 2주 이상의 처리
시간이소요되는것으로조사됐습니다.이는고객경험뿐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향후
역물류 관리가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며,
성공적인역물류관리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합니다.

첫째, 기업들은현재유통채널 별반품 건수, 비용등 반품 관리
현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품
관리 시스템 구축 시, 추가 비용 투입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품 관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목표를분명히설정해야합니다.목표가물량예측인지
비용 절감인지, 고객 서비스 강화인지 등에 따라 세부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 후, 기업들은 자체
솔루션개발,반품관리아웃소싱등다양한방법중적절한접근
방법을선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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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of a PDF file ▶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uk/pdf/2017/05/US-
customer-experience-excellence-analysis-report.pdf

Engineering a Human Touch into a Digital Future

KPMG Nunwood의 Customer Experience Excellence Centre는
2017년 3월 미국 소비자 7,695명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 식품
유통, 비식품 유통, 외식업, 여행업, 물류 등 10개업종 내 257개
브랜드에대해소비자만족도를조사하였습니다.

KPMG는미국을대표하는브랜드의고객경험현황을여섯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100개 브랜드를
선정하여 분석했습니다 . 평가 지표는 고객 충성도를
유지·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섯 가지 지표에는 1) 개별 소비자 맞춤화의 정도, 2) 진정성을
통한 신뢰 구축, 3) 고객 기대치 이상의 경험 실현, 4) 고객이
제기한문제점에대한빠른해결과만족도, 5)고객의소비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 6) 고객과의 깊은 관계 형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본보고서는높은소비자만족도를기록한브랜드분석을
통해 고객 경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살펴봐야 할 네 가지
기준을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최고의 고객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이해를 위해 관련 비전·원칙·전략 등이 전사 내 명확히
공유되어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고객 경험 향상을
점수화하여 ROI 산출, 투자 우선 순위 등 객관적인 숫자지표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고객 경험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전략을 전사적으로공유하는등조직내
모든 구성원들이 고객 경험 제고에 노력하는 문화 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조직의 모든 부문이 고객의 소비
과정을 중심으로변화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조직 운영이 고객
소비 과정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반영, 평가되고 개선되기 위한
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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