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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으로 인한 언택트 소비의 증가에 의해 가파르게 성장해오던 이테일(e-tail) 시장은 올해 2월
이후 기존 전망치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였다. 빠른 성장률에 기반하여 올해 3월에는 온라인 채널
점유율이 처음으로 50%에 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이테일향 소비
중심축의 ‘지각변동(Tectonic Shift)’으로인해유통산업의패러다임이변하였으며,온라인이동가속화와
더불어 상품 가격과 배송을 둘러싼 치킨 게임 및 비대칭 규제(복합 쇼핑몰 제한 등)의 추가 도입으로
전통적인유통사업자, 특히대형마트들은전례없는위기에직면해있다.

들어가며

1) Forbes
2) Bloomberg

COVID-19 이후더욱가속화된 e-커머스소비편중현상과더불어초저가 경쟁지속및비대칭규제의

추가도입으로전통적인유통사업자들은전례없는위기에직면해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테크

자이언트(Tech Giant)의부상에대응하기위해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추진하여

새로운성장국면을마련한월마트(Walmart)의사례는위기를기회로전환할수있는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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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전통 유통사업자위협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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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개정
(대규모점포영업제한)

전통 채널의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 아마존(Amazon)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강자들이 급부상하면서 전통적인 유통 강자들이 침체에
빠졌다. COVID-19으로 인한 판매 실적 악화까지 고급
백화점인 니만 마커스(Neiman Marcus)는 올해 5월 설립
113년 만에 파산 신청을 했으며, J.C. 페니(J.C. Penney)

역시 설립 118년 만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매출액 기준
글로벌 1위 기업인 월마트 역시 침체 국면에 빠지며
2015년에는 주가 하락의 일로를 겪었으나, 앞 사례들과는
다르게 강력한 전사적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전략
추진을통해턴어라운드에성공했다는 평가를받고있다.1)

그림 2.월마트주가2)추이 (10억 USD)



월마트의 위기 극복은 디지털 회사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강력한 실행 방안들이
추진되면서 가능했다. 월마트의 CEO인 더그 맥밀런(Doug McMillon)은 2014년 취임 이후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선보이며, 발 빠른 전환을 주도하기 위하여 e-커머스 기반의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기업들을 잇달아 인수했다 . 2016년 Jet.com을 시작으로 2017년 슈바이(Shoebuy),

무스조(Moosejaw) 등 온라인 패션몰을 인수했다. 2018년에는 인도 대규모 e-커머스 플랫폼
플립카트(Flipkart)의 지분 77%를 160억 달러에 인수했다. 플립카트 인수를 두고 아마존과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가운데 2018년 리테일 분야 M&A 승자는 월마트가 차지한 것으로 월가에서 평가를 받았다.

1. 디지털퍼스트 (Digital First)

그림 3.월마트전년동기 대비매출액및 영업이익증가율추이1)

그림 4.주요 인수및제휴기업

1) 월마트 US 

월마트는 2019년 4분기에 매출액 1,387억 9,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영업이익은
60억 6,700만 달러로 35.8% 증가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를
받았다.1) 따라서, 본고에서는 월마트의 대응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위기 대응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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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2) 미국 e-커머스M/S2) 미국 e-커머스매출2)

79.1%
S&P 48.7%

2.5%p
4위→ 2위

177%
US MKT 52.8%

그림 6. Jet.com 인수 3년후월마트의성과

1) Deloitte Analysis, Walmart Annual Report, Edgar Annual Report
2) Deloitte Analysis
3) 2016.04 vs. 2020.01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15년 대비 20년에는 신규 오프라인 매장 오픈에 대한 투자비를
대폭(49%) 줄이고, e-커머스 및 공급망 고도화 추진 관련 투자를 31.5% 늘렸다. 더 나아가 기존 오프라인
매장 리모델링(Store Digitization) 및 고객 관련 전략에도 17% 가량 투자를 증가하여 회사가 아닌 고객
중심으로전환을모색하고있다.

올해 월마트에서 Jet.com의 운영 중단을 선언하며 Jet.com 인수는 실패한 사례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월마트가 Jet.com을 인수한 주요 목적은 크게 1) 디지털 중심 회사로의 전략적 진화를
내외부적으로 천명, 2) 이를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술을 최단기간에 확보, 3) 디지털 네이티브 및
Urban 고객으로 타겟 고객군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월마트 내부 직원들에게 디지털
퍼스트로의 방향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기술기반을확보하였다는 점에큰의미를둘수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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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월마트 US유형별 CAPEX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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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com 인수는월마트 e-커머스사업전개의 중대변곡점으로볼수있으며, 이를통해단기간에전문

인력, 핵심기술, 디지털네이티브브랜드, 스타트업 문화, 밀레니얼고객을확보할수있었다. 

3



월마트는 비유기적(inorganic) 성장 전략 추진을 통해 e-커머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발 더 나아가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에서의 고객 경험을 통합하는 옴니채널 구축을 시작하였다. 즉, 채널 간
연계를 통해 고객이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곳에서필요한 상품을 주문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오프라인 – 온라인 채널 간 연계를 위해 추진한 주요 이니셔티브는 크게 1) 매장의
디지털화, 2) 온라인주문 –오프라인픽업서비스강화의두가지측면으로나눠진다.

매장의 디지털화의 주요 사례로는 ‘매장 입장 – 쇼핑 – 결제 – 퇴장’까지 고객의 전 쇼핑 단계별로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하여 고객 편리성을 제고하는 스마트 슈퍼마켓(Smart grocery store)이 있다. 매장 입장
단계에서는 센서를 기반으로 고객을 인식하여 입장을 감지하고 입장 이후 고객의 행동 정보를 수집한다.

쇼핑 단계에서는 로보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진열대 스캐닝 로봇이 진열대에 물건 재고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고객이 쇼핑 시 재고 부족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결제
단계에서는 Scan & Go 기술 및 월마트 페이(Walmart pay)를 기반으로 장시간의 줄서기 과정 없이
고객이 모바일 앱으로 간단히 결제 할 수 있게 한다. 현재 Scan & Go의 경우 월마트의 자회사인 샘스
클럽(Sam‘s Club)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COVID-19으로 인한 언택트 소비의 부상으로
출시가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2. One월마트

그림 7.오프라인매장디지털화사례 :스마트슈퍼센터(Smart Supercenter)

센서
“인식 (Recognition)”

중국도입

매장입장

로보틱스
“진열대 스캐닝 로봇”
미국 1,000개 매장출시

물품쇼핑

IoT

“Scan & Go”  
캐나다도입, 미국재도입검토

매장퇴장

월마트 페이의 경우 1회 인증 및 등록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수단으로, 이
역시 Scan & Go 기술과 함께 결제 단계에서 고객의 편리성을 제고한다. 더 나아가 월마트는 이를
기반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고객의 구매 행태와 구매 상품을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고객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이에기반하여맞춤형오퍼를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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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월마트 페이는 단순히 고객 결제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보다 쉽고 빠르게 고객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온라인 고객보다 데이터 수집과 집계가 어려웠던 오프라인 고객의 데이터를 월마트
페이를 통해 수집 및 축적하고 고객의 쇼핑 패턴을 포함하여 고객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고객들이 모바일 결제 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오프라인 고객들의 구매 패턴과 정보가 쌓이고, 이렇게
축적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각 고객에게 개인화된 상품을 추천해줄 수 있다. 따라서 월마트 페이는
궁극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월마트가 무엇을 하고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주요한
촉매제가되었다.

다음으로, 온라인 – 오프라인 연계를 위해서는 온라인 주문 후 오프라인 매장 픽업 시 할인 혜택 제공,

오프라인 픽업과 방법 및 장소의 다변화/자동화 등을 기반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 각종 신기술도 적극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연계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예컨대,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인 웨이모(Waymo)와 제휴를 통해 월마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면 웨이모 자율주행차를 타고 매장에 방문해 구매한 상품을 집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한 배송은 COVID-19으로 인해 고객과 직원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가속화될전망이다.

그림 8.옴니채널기반온-오프라인통합데이터확보를통한고객에대한총체적이해확보 (가상사례)

Walmart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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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소비

Mr. Smith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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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nosight CEO 더그맥밀런인터뷰

월마트는옴니채널을넘어 ‘One Walmart’의 필요성에대한최고경영진의 강력한메시지를

전달하고, 고객여정(customer journey) 뿐아니라 재무, 물류, MD 등 back-end 조직통합도

추진하고있다.

월마트는 단순히 옴니채널 구축을 넘어서 ‘One Walmart1)’ 가 되기 위해 고객 여정(customer

journey) 통합뿐 아니라, Back-end 조직 통합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상품, 가격 등의 일관성
유지 및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경영 관리(finance) 및 공급망 조직을
통합하였고, 판매 조직 또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고객 접점뿐 아니라 구매 및 물류
관리 채널 또한 통합하여 기민한 시장 대응 및 채널 간 고객 경험을 일원화하고, 재무 및 물류 관리 중복
업무 제거 등 업무 효율화 및 시너지 창출을 제고한다. 월마트 CEO 맥밀런(McMillon)은 고객은 월마트를
채널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객이 쇼핑 방법, 채널과 관계없이 하나의 월마트에서
쇼핑한다고생각하듯,월마트 임직원도 ‘One Walmart’로생각할필요성을강조하였다. 1)

Walmart 4.0 : From Brick & Mortar to Digital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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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고객 생활공간침투극대화1)

1) 월마트

유통 산업 경쟁 환경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마존 등의 테크 자이언트 또한 지속적인 변화와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다. 단적인 예로 아마존은 2017년 오프라인
식료품점 홀푸드마켓을 인수했으며, 알리바바는 2016년 신선식품 소매업체 허마셴셩을 인수하며
온ㆍ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신유통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즉, 소비자의 전 구매 여정(Customer

Journey)을빠짐없이공략하고 있는것이다.

이에대응하기위해월마트 또한,디지털전환뿐아니라기존의오프라인자산을발판 삼아새로운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월마트는 약 90%의 미국인이 월마트와 16km 내에 거주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품뿐 아니라 의료(헬스케어 클리닉 개설하여 지역 주민에게 초근접 의료 시설 제공), 금융
(창구 개설하여 예금 출금 수수료 공과금 납부 등 서비스 제공), 레저, 공유 공간 등 고객에게 전 방위적인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5,000평 규모의 슈퍼 센터를 자산으로 삼아 고객이 한
장소에서소비및생활문화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한것이다.

3. 기존오프라인자산을발판 삼은새로운가치창출

Walmart 4.0 : From Brick & Mortar to Digital First

Walmart

슈퍼
센터

서비스로서의
배송

금융서비스

Walmart.
com

집으로배송
및정리

월마트헬스

• 매장근접지역
당일/익일배송을
위해점포후방 DT화

• 픽업타워를통해
드라이브스루쇼핑
현실화

• 헬스케어클리닉
개설하여
지역주민에게초
근접의료시설제공

• 추후 5G를 기반으로
초개인화된의료
서비스제공목표

• 매장내은행지점
설치하여다양한
은행업무서비스
제공

• 예금, 출금, 공과금
납부등

엔터테인먼트

• 24시간 오픈
커뮤니티센터제공

• 노인정/경로당기능
수행

• 10/20대 맞춤형
놀이공간제공
(개인방송촬영등)



월마트는 Amazon.com과 전면 대응하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e-커머스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COVID-19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월마트도 ’20년 1분기 e-커머스
매출이 2019년 4분기 대비 74% 증가했다. 월간 이용자도 1억 2천만 명에 달한다. 월마트는 이와 같은
성장세를 기반으로 올해 5월 5.8%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4.5%에 그친 이베이를 제치고 처음으로
2위에 올랐다. 하지만 월마트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e-커머스 시장에서 아마존은 시장 점유율
38.0%를 차지하며부동의선두를유지하고있다.1)

이와 같이 Walmart.com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지만, 판매자나 상품 품목의 다양성 측면에서 아직
아마존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아마존의 경우, 500만 명의 셀러, 월마트 마켓플레이스(Walmart

Marketplace)의 경우 약 3만 3,000명의 셀러를 확보함2)). 이에 월마트는 폭넓은 판매자 포트폴리오 및
기술 경쟁력을 가진 쇼피파이와 올해 6월 파트너십을 맺고 e-커머스 플랫폼의 규모 확대를 추진 중이다.

실제로 제휴를 통해 쇼피파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하던 약 100만 명의 판매자들이 월마트
고객들에게상품을판매하고, 월마트도고객들에게더욱다양해진제품을제공할수있게되었다.3)

월마트는 쇼피파이뿐 아니라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테크 회사들과 제휴/인수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e-커머스 플랫폼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추가적으로 판매자를 확보하여 플랫폼
경쟁력을강화하는선순환구조를구축하고있다.

4. Amazon.com 과의전면 대응 : e-커머스플랫폼강화를위한쇼피파이(Shopify)와의 전략적제휴

1) eMarketer
2) Marketplace Pulse
3) The Business Journals

e-커머스 사업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아마존과 월마트 모두 전체 사업 부문의 매출 및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e-커머스 부문에서는 지난 5년간 지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주요 수익원은
e-커머스 사업이 아닌 아마존 웹 서비스(AWS; Amazon Web Services) 및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으로, 이들핵심수익원을 제외할경우지속적자를기록하고있다.

e-커머스 부문의 낮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월마트는 수익성이 높은 상품군 비중을 확대하는 등, e-

커머스 사업 자체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수익성이 높은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우선, e-커머스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마진이 높은 상품군을
판매하는 주요 회사들을 인수하여 해당 상품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평균적으로 가격 인상율이 높은 의류
상품군 위주로 언더웨어 온라인몰(Bare Necessities), 신발 이커머스 플랫폼(Shoes.com) 등을
인수하였다.

5. e-커머스사업경쟁력강화 및신규수익원확보

Walmart 4.0 : From Brick & Mortar to Digital First

월마트는매출성장에도불구하고적자가지속되고있는 e-커머스사업을보완하기위해수익성이높

은상품군위주의플랫폼업체들을인수하여포트폴리오를개선하는한편, 광고등수익성이높은새로

운비즈니스모델기반으로사업영역을확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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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마존, 월마트추정치

추가 수익원 확보를 위해서는 경쟁사인 아마존의 핵심 수익원을 벤치마킹하여 정면 승부하는 사업
영역과, 차세대 먹거리의 기반이 되는 신기술 사업영역이 있다. 우선, 아마존과 전면 경쟁하는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는 크게 광고 사업과 멤버십 사업이 있다. 월마트는 매년 약 90%의 미국인이 월마트에서
쇼핑하고 매주 1억 6,000만 명이 매장 및 웹사이트를 방문한다는 점 등 방대한 온/오프라인 고객 데이터
경쟁력에 기반하여 광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19년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광고 플랫폼
스타트업인 폴리모프(Polymorph)를 인수하여, 기존에 광고 대행사 트라이애드(Triad)를 통해서 진행한
사업을 월마트 미디어 그룹(Walmart Media Group)으로 이관하고, 월마트 미디어 그룹에 광고 역량을
집중시켰다.

맴버십 사업의 경우 연내 출시 예정으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에 상응하는 서비스로 연간 약 $110 인
아마존 프라임보다 저렴한 약 $98 정도의 구독료를 기반으로 무료 당일 배송, 주유 할인 등의 혜택 등을
제공할예정이다.

그림 10.아마존및월마트 e-커머스 수익 (‘15~’19)1)

Walmart 4.0 : From Brick & Mortar to Digital First

($5.91)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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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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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0%

아마존순이익 : 전체 – (AWS + 아마존웹서비스)

월마트순이익 : 미국 e-커머스

아마존순이익 : 전체

(단위: 10억 USD)

아마존 e-커머스사업이익률 (profit margin)

월마트 e-커머스사업이익률 (profit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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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는 이와 같은 아마존에 전면 대응하는 신사업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차세대 먹거리의 기반으로
엣지 컴퓨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엣지 컴퓨팅은 생성된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대신, 장치 자체
또는 로컬 컴퓨터/서버에 의해 데이터가 처리되는 기술로 실시간 컴퓨터 성능이 필요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 인터넷(IoT)의 폭발적인 성장이 엣지 컴퓨팅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글로벌 엣지 컴퓨팅 시장 규모1)를 보면 ’25년까지 B2B 데이터의 75% 정도가 엣지 컴퓨팅
기반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클라우드의 유력한 대체재로도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월마트는 엣지 컴퓨팅을 클라우드의 잠재적 대체재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 Gartner

• 상품진열, POS 추가오픈, 카트 회수, 
신선식품신선도관리등최적의
타이밍산출검토

• 월마트자체클라우드수요대체 검토

Phase I : 개념검증(Proof of Concept) Phase II : 스케일아웃 (Scale-out)

인프라
구축

서비스
도입방안

• 슈퍼센터중심으로인프라구축 시작

• 옥상공간을활용무선통신사협력 5G 
안테나망구축을통한초저지연 환경
구현

• 버라이존(Verizon)과미주전지역
확대구축협의중

• 월마트헬스케어서비스 고도화
(원격의료기반의실시간 헬스케어
모니터링서비스제공)

• 드론, 자율주행등차세대 모빌리티관제
센터서비스제공검토

• 월마트전체매장을엣지컴퓨팅
클러스터로활용, 5G 망과연계하여
미주전역에걸친서비스 제공인프라
확보

그림 12.월마트의엣지 컴퓨팅사업 추진계획

그림 11.기존클라우드컴퓨팅 vs.엣지컴퓨팅

처리/분석

데이터
처리, 분석, 저장

중앙클라우드데이터감소

저장 저장

[클라우드컴퓨팅] [엣지컴퓨팅]

중앙
클라
우드

로컬
서버

IoT

처리/분석 처리/분석

Walmart 4.0 : From Brick & Mortar to Digital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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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며

월마트는 다양한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및 테크 회사들의 제휴 및 인수 과정을 기반으로 기술 및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테크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딜로이트 역시 스마트 매장인 “커넥티드
스토어(Connected Store)”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테크 기업들을 인수하여 자체 테크 생태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전통적인 유통업자들의 오프라인 매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월마트 사례나,

딜로이트의 다양한 고객사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테크 생태계는 전통적인 회사가 디지털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수 있다.따라서 딜로이트의 선제적인테크 생태계 구축
경험은앞으로전통적인유통업자들이 월마트와같은테크생태계를구축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그림 13.딜로이트테크생태계에기반한오프라인매장의디지털전환

커넥티드스토어(Connected Store)

• 런던, 리즈, 뉴욕, 스웨덴, 상하이등전
세계적으로 IoT, RFID, 스마트센서, 
안면인식, AR/VR 등을적용한커넥티드
스토어구축

• 신기술기반으로매장관리및결제
자동화, 데이터기반의수요예측및MD 
구성

• Karen Millen, Boden, TJMax등도입, 
Aldi, BAT, Lululemon, Dyson, 
Salesforce 등도입검토中

Markdown Edge
• 가격할인률, 타이밍과빈도등
생산성증가

PromoEdge
• 할인율및가격추천
• 프로모션전략외재고관리, 
마케팅

CPG Promo Analyser
• 퍼포먼스모니터링, 시나리오
빌더등 분석기능

Deloitte360
• ROI 개선및 tax 효율 개선가능

Paid Search Optimization
• 키워드광고의 ROI 분석 등광고
효과극대화

Next Best Message
• 개개인의취향과선호에따라가장
적절한마케팅메시지를전달

Cognitive Spend
• 트랜젝션데이터를분석하여
비용과리스크를줄이는방법을
제시

Digital Assortment Tool
• 구색솔루션, 판매량, 
가격인하전략, 재고효율성증가

Deloitte Neuroscience 
Institute (DNI)
• 신경과학적에기반한무의식적
구매결정분석

LocationEdge
• 특정시장에어떻게접근할지결정, 위치별 ROI,
퍼포먼스드라이버등

Shopalytix
• 고객행동및 Demographic을분석하여점포를마치
온라인처럼최적화

프로모션/가격

마케팅/광고솔루션

고객데이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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