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로이트 글로벌 유통업 강자 2020 보고서는 Fiscal Year (“FY”) 2018*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

Top 250 유통 기업들의 여러 지역 및 제품 부문에 걸친 실적을 분석한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50대 유통 기업을 살펴보며, Top 250에 새로 진입한 유통 기업들을 소개한다.

Top 250 통계

글로벌 경제 및 유통 산업이 불확실성에 가득 차 있는 가운데, Top 250 내 각 기업은 FY2013-2018

동안 상당한 성쇠의 변화를 겪었으나 Top 250은 전체적으로 괄목할 만한 안정성을 보였다. 전년 대비

유통 매출 증가율, 순이익률, 그리고 국제화 지수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FY2018 동안 글로벌

유통업 강자 Top 250 기업의 총 유통 매출은 4조 7,400억 달러로, 기업당 평균 190억 달러 규모이다.

Top 250에 들기 위한 최소한의 유통 매출은 39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 37억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Top 10 유통 기업

Top 10 기업 중 7개 기업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Top 10 리스트를

압도적인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 신규 진입자는 없었으며, 월마트가 Top 1으로 세계 최대 유통

기업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Top 10은 전체 Top 250 유통 매출의 32.2%를 차지했다.

지역별 및 제품 부문별 분석

지역별로 봤을 때, 250대 기업 중 88개 기업(35.2%)이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고 총 유통 매출의

34.4%를 차지하고 있어 유럽이 지역 중 가장 많은 Top 250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제품 부문별로

봤을 때, 일용소비재(FMCG)가 지속적으로 가장 큰 부문이다. 이 부문에 해당하는 136개 기업(전체

기업의 54.4%)은 FY2018에 총 유통 매출의 66.5%를 차지했다. 의류 및 액세서리는 합계 순이익률이

8.3%, 자산수익률이 9.4%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제품 부문이다. 하드라인 및 레저용품 부문은 모든

부문 중 가장 높은 유통 매출 증가율인 7.3%, 가장 높은 5개년 유통 매출 연평균 성장률인 8.2%를

보이며, 계속해서 선두를 달렸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50대 유통 기업

FY2013-2018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50개 사의 합계 연평균 성장률은 19.4%로, Top 250

전체(5.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이다. 전자상거래, 신규 매장 오픈, 오프라인 매장 전반의 공격적인

가격 결정 전략에 대한 집중과 배송 설비 확대가 이 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릴라이언스 리테일(55.8%)이 앨버트슨즈(24.7%)를 대체하여 랭킹 1위로 진입했다.

Top 250 속 한국 기업

Top 250 안에 들어간 한국 기업으로는 롯데쇼핑(59위), 이마트(70위), GS리테일(144위),

홈플러스(180위), 신세계(226위)가 있다. 신세계가 유기적 성장의 결과로 Top 250에 새로 진입했다.

신세계의 성장은 백화점 및 패션 유통의 높은 매출, 가구 유통 회사인 까사미아 인수뿐 아니라 면세점

매출의 119% 증가에 기인한다. 또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50대 기업 리스트에 한국 기업으로는

연평균 성장률 17.3%의 신세계(23위)와 11.9%의 GS리테일(50위)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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