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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 재정 악화에도 연말 지출은 증가 전망

2022년 연말 소비 트렌드는 인플레이션과 소비자의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가 매년 발표하는 ‘미

국 홀리데이 리테일 서베이’ 결과 현재 가계의 사정은 좋지 않다. 미국 가구 중 37%가 작년보다 가계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고, 

73%는 올해 제품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 상황 악화에도 올 연말의 소비 지출액은 유지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2년 예상 소비 지출은 1인당 

1,455달러로 2021년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 지출 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제품 가격 인상은 연말 소비 패턴을 바꾸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가 지출하는 금액 수준은 작년과 동일할 수 있지만 구

매의 내용이 다르다.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 모임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물 목적 이외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선물은 덜 사고 상품권 등 기프트카드 구매만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말 쇼핑이 보다 짧은 기간 내

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처럼 온라인 쇼핑이 대세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오프라인 매장의 전망도 밝다. 올해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서 직접 쇼핑할 의향이 있으며, 예산의 35%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지출되고 있다. 이는 2020년 저점을 찍었던 28%에서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들은 올해 연말에 제품 가격 인상을 걱정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연말 휴가 관련 설문

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연말을 보내겠다고 답했으며, 여행과 모임에 지출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소비자들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특별하게 보낼 방법을 찾고 있다. 소매업체가 이번 연말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소비

자의 지출 우선순위 변화에 대응할 방법을 알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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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지출 우선순위 변화: 연말 이벤트를 중시하는 소비자들 

현재 지난 10년 중 가계 재정 상황이 가장 악화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선물이 아닌 제품의 구매를 줄여 선물과 모임에 활용

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연말 지출액은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으로 쇼핑 규모와 기간 단축

올해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9개의 선물을 구매하고 5.8주 동안 쇼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1년 16개의 선물 구매와 6.4주의 쇼핑 기간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연말 분위기 되찾는 저소득층

지난 연말에는 저소득층 소비자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25% 더 소비할 계획이다. 고소득층

은 팬데믹 기간에 전자제품과 가정용품을 특히 많이 구매했는데, 올해는 해당 품목에 대한 소비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요점

주요 서베이 결과

연말 지출

소비자의 37%가 작년보다 가계 재정 전망이 악화됐다고 보고 (vs. 2021년 22%보다 15%p 증가)

74%의 소비자가 올해 연말에 전년도보다 더 많이 또는 동일한 액수를 지출할 것이라 응답 (vs. 2021년 75%와 유사) 

소비자들은 전년과 유사하게 1,455 USD를 지출할 계획 

저소득층은 전년 대비 25% 더 지출할 계획이며, 고소득층은 7% 감축할 계획 

73%의 소비자들이 올해 제품 가격 인상을 예상 

구매 품목 

소비자는 전년도보다 선물에 1%, 경험에 7% 더 소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선물 외 품목 소비를 12% 줄일 계획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은 구입하는 선물 개수를 9개로 축소 (vs. 2021년 16개에서 감소)

유통되는 제품 중 ‘기프트카드 및 기타’에 대한 지출 계획만 7% 증가하고 타 품목에 대한 수요는 감소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연말 선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10명 중 4명 꼴

32%는 물가 상승 때문에 중고 리세일(resale) 제품을 구매할 계획 

쇼핑 방식

온라인 쇼핑이 63%를 차지하며 지난 2년 동안과 유사한 수준 

오프라인 매장 쇼핑은 2020년 28%에서 2022년 35%로 증가하며 반등세 유지 

온라인 소매업체 및 대형 할인점이 연말 쇼핑 장소로 선호됨(2021년과 유사)

34%가 연말 쇼핑 수단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계획 (2021년 28%보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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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들의 지출 우선순위 변화 분석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소비자의 우선순위 변화

소비자 1/3 이상이 올해 가계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41%의 소비자는 내년에도 경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해 

2020년(27%)과 2021년(33%)보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1%가 다음해 경제 악화될 것으로 예상
2

vs. 2021년 33%, 2020년 27%

질문 (1) 현재 귀하의 가계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2) 2023년 미국 경제가 현재에 비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참고: 표본 크기 (N)=4,013 (2020); 4,315 (2021); 4,986 (2022)

가계 상황1 

46%

37%
악화

36%
동일

27%
개선

32%

2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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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올해 총 연말 지출은 지난해 연말 시즌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질문 (2) 이번 연말에 지출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이번 연말에 지출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고: 표본 크기 (N)=4,410 (2019); 4,012 (2020); 4,315 (2021); 4,986 (2022)

질문: 다음 각 항목에 대해 다가오는 연말 시즌에 얼마나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참고: 표본 크기 (N)=4,410 (2019); 4,012 (2020); 4,315 (2021); 4,986 (2022)
달러($)는 미국 달러(USD) 지칭

* ’선물 외 품목’은 가족과 본인을 위한 의류, 가구, 크리스마스 장식 등을 포함

** ’경험‘은 집에서 즐기는 오락과 외식, 콘서트 티켓 등 집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포함

*** YoY: 전년 대비(Year over year)
소매업체 임원 견해: 귀사의 올해 연말 시즌 매출이 전년과 비교하면 어떠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N=40)

더 쓰거나 덜 쓰거나, 모두 물가 상승이 원인

지출을 늘리려는 소비자도 작년보다 늘어났고, 줄이려는 소비자도 작년보다 늘었다. 모두 주된 이유로 물가 상승을 꼽았다. 올 연

말에 지난해보다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의 51%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택했고, 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66%도 물가 상승을 이유로 꼽았다. 

지출 확대

20%

58%
49%

55%

25%

38%

2019
2020
2021
2022

22%

52%

26%
20% 22%

13%

지출 유지 지출 축소

전년대비 소비자 지출 의향1 

연말 시즌 예상 지출 평균치

소매업체 임원 견해

77%가 전년대비 연말 시즌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7% YoY
***  $1,496 $1,387 +5% YoY $1,463 전년대비

동일 $1,455총 지출:

선물 외 품목*

선물

-5% YoY +3% YoY +1% YoY

소매 부문 평균 지출 $880
vs. 2021년 $927(-5% YoY)

+12% YoY -2% YoY -12% YoY

-22% YoY +15% YoY +7% YoY

경험**

지출 확대로 응답한 이들 중
51%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꼽았다2

지출 축소로 응답한 이들 중
66%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꼽았다3

vs.2021년 39%

vs.2021년 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소비 수준 유지할 계획 

소비자들은 자체 소비 목적의 지출을 줄여 선물 및 다른 사람과의 경험에 투자할 예정이다. 선물 이외의 품목에는 가족과 본인을 위

한 의류, 가구, 크리스마스 장식 등이 포함되는데,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이러한 품목에 대한 지출 의향이 작년보다 12% 줄었다. 

‘경험’은 집에서 즐기는 오락과 외식, 콘서트 티켓 등 집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목적의 소비를 포함한다. 소비자들은 경험

에 7%, 선물에 1% 지출을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2022

$507

$373

$575

2021

$501

$426

$536

2020

$487

$435

$465

2019

$511

$389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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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각 항목에 대해 다가오는 연말 시즌에 얼마나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참고: 표본 크기 (N)=4,410 (2019); 4,012 (2020); 4,315 (2021); 4,986 (2022). 여기에서 달러($)는 미국 달러(USD) 지칭

질문 (1) 다음 각 항목에 대해 다가오는 연말 시즌에 얼마나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N=4,986)
질문 (2) 다음 품목에 예산의 몇 퍼센트를 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N=4,447)
질문 (3) 상품권/기프트카드를 포함해 총 선물 개수는 몇 개로 예상하십니까? (N=4,303)

인플레이션 상황 속 저소득층의 소비 지출액은 유지될 전망 

인플레이션 영향이 상당한 가운데 2020년 $688에서 2021년 $536으로 급감했던 저소득층의 소비 계획은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의 소비 지출 예상치는 작년보다 7% 감소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연말 시즌 예상 지출 평균치(소득구간별)

2019
2020
2021
2022

저소득층
(<$5만)

중간소득층
($5만~$9만9천)

고소득층
(>$10만)

전체

$672 $688
$536 $671

$1,302
$1,152

$1,187
$1,219

$2,554
$2,279

$2,624
$2,438

$1,496
$1,387

$1,463
$1,455

+25%

-7%

소득에 상관없이 인플레이션 실감하는 소비자들 

올해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소득 집단별로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은 상이하다. 저소득층

은 모든 품목에 대한 지출을 늘릴 예정이고, 중간소득층은 선물 구매는 줄이되 전체 지출은 늘릴 계획이다. 고소득층은 상품권 등 

기프트카드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지출을 줄일 계획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5만)

‘선물’(+25%), ‘선물 외 품목’ 
(+16%), ‘경험’(+34%) 등 모든 구매 
품목에 걸쳐 평균 지출 증가1

전체 평균 지출이 전년대비 3% 증
가. 경험에 대한 지출 현저히 증가
(+15%)1

선물 외 품목에 대한 평균 지출 현저
히 감소(-23%)1

‘전자기기 및 액세서리’에 대한 평균 
지출이 작년에는 감소했다가(-20%) 
올해 크게 증가(+28%)2

선물에 대한 평균 지출은 줄인 대신
(-6%), ‘기프트카드 및 기타‘에 대한 
지출은 증가(+6%)2

기프트카드 및 기타(+15%)를 제
외한 모든 구매 품목에서 평균 지출
액 감소2

이번 시즌에는 쇼핑을 하지 않는 저
소득층 소비자(13%) 감소(2021
년 21%)1

69%는 10개 이하의 선물을 살 계
획 (2021년 53%)3

전자 및 액세서리에 대한 평균 지출
이 2021년에 26% 증가한 후 올해 
전년대비 -25%로 크게 감소2

중간소득층 
($5만–$9만9천)

고소득층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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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쇼핑 풍경을 바꾼 인플레이션  

올 연말에는 구입하는 선물의 개수도 줄어들고 쇼핑 기간도 단축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평균 쇼핑 기간은 5.8주로 단

축돼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0년보다도 줄었다. 올 연말 구매할 선물 개수도 2021년 16개에서 9개로 감소해 인플레이션 여파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1) 올해 연말 쇼핑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올해 며칠, 또는 몇 개월 내에 연말 쇼핑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N=4,566) 
질문 (2) 향후 몇 개월간 연말 선물을 구입할 때 소매점 또는 웹사이트/앱을 몇 군데나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N=4,863) 
질문 (3) 지난해 연말 시즌에 비해 올해 제품 가격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N=4,594)
질문 (4) 상품권/기프트카드를 포함해 이번 연말 시즌에 구매할 선물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N=4,594)

질문(1) 올해 연말 쇼핑은 언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까? 
질문(2) 귀하는 작년보다 올해 더 일찍 연말 쇼핑을 시작할 예정입니까?
참고: 표본 크기 (N)=3,836 (2021); 4,566 (2022). 여기에서 달러($)는 미국 달러(USD) 지칭

소매업체 임원 견해: 귀사는 올해 연말 프로모션을 언제 시작할 계획입니까? (2022년 N=40; 2021년 30).

2018

7.1주 7.4주

5.9주
6.4주

5.8주

2019 2020 2021 2022

평균 쇼핑기간1

방문하는 웹사이트/
앱 평균 개수2

VS. 2021년 11.1, 2019년 8.0

방문하는 매장 평균 개수2

VS. 2021년 6.6, 2019년 7.09.1 5.9

vs.2021년 68%

vs.2021년 16개

73%

9개

가

이번 연말 시즌 
가격 인상 예상3

구매할 선물 및 
기프트카드 평균개수4

소매업체 임원 견해

60%의 응답자가 올해 연말 프로모

션을 적어도 1~2주 일찍 시작할 것
이라고 응답(2021년 37%)

연말 지출-기간별 평균 지출 비율1

10월 말 이전

계획한 지출 중 23%가 10월 말
까지 발생할 예정(2021년 18%)

11월
초순-중순 초순-중순중순-하순 중순-하순

12월 1월

연말 쇼핑 조기 실행 

소비자들의 73%가 연말에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38%의 소비자가 올해 일찍 쇼핑을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연

말에 계획한 예산 중 23%를 10월 말 안에 지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맞춰 소매업체 임원의 60%도 연말 프로모션을 

1~2주 조기 실행할 계획이다. 

2021
2022

$329

$230

$433

$259 $187

$17
$9

$180

$310

$461

$237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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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쇼핑 장소 분석

질문 (1) 총 연말 예산 중 몇 퍼센트를 다음 항목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N=4,986)
질문 (2) 연말 쇼핑에 사용하고 있거나(검색, 둘러보기, 구매 등) 사용할 계획인 기기를 선택하십시오. #복수 응답 (N=4,594)
참고: *차트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채널(카탈로그/우편 프로모션 등) 지출 비중= 2015년 3%; 2016년 5%; 2017년 7%; 2018년 7%; 2019년 5%; 2020년 8%; 2021년 5%; 2022
년 2%). 여기에서 달러($)는 미국 달러(USD) 지칭

소매업체 임원 견해: 작년 연말 시즌 대비 올해 연말 시즌의 다음 측면에 대해 예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매장 쇼핑 트래픽, 온라인 쇼핑 트래픽 (2022년 N=40; 2021년 30)

오프라인 매장으로 돌아오는 소비자들,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 쇼핑이 우세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다시 쇼핑할 의향을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2

년 연말 오프라인 매장에서 지출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35%로 2020년의 28%에서 많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온라인 채널의 점

유율이 여전히 63%로 두 배 가량 높다. 

소매업체 임원 견해

66%(2021년 70%)가 연말 온라인 
쇼핑 트래픽이 전년대비 최소 한 자
릿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73%(2021년 73%)가 연말 매장 
쇼핑 트래픽이 전년대비 최소 한 자
릿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연말 지출-채널별 점유율1*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1%

59%
64% 62%

63% $934
온라인

평균지출

$494
매장

35%

33%
28%

36%

46%

가 스마트폰으로 연말 쇼핑을 할 계획2

VS. 2021년 54%, 2020년 51%, 2019년 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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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번 연말 시즌에 선물 쇼핑은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복수 응답 (N=4,594)
질문 (2) 이번 연말 시즌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응답자들에게 본인이 선택한 소매 업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표본 크기(N) 다양함)

연말 쇼핑 장소로는 온라인 소매업체 및 대형 할인점 선호 

소비자들이 연말 쇼핑 시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온라인 소매업체이며, 대형 할인점이 그 뒤를 이었다. 엔데믹 상황에도 온라인 채널

에 대한 선호도는 2021년 대비 증가해 편리한 온라인 구매 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 쇼핑에 가장 선호하는 TOP 7 소매 업태1

온라인 소매업체
60%

58%

50%

55% 56%

49%

51%
52%

32%

29%

25%

23% 23%
19%

24%
26%

27%
26%
25%
24%24%

26%

대형 할인점

백화점
지역 상점

할인 판매점

식료품점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2019 2020 2021 2022

가장 많이 소비할 
계획인 곳(2022)2

온라인 소매업체

대형 할인점

백화점

지역 상점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할인 판매점

34%

15%

5%

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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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사용량 10년 만에 최고치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native) 세대가 구매력을 확보하면서 소셜 미디어가 새로운 쇼핑 장소로 지속 성장 중이다. 34%의 소비

자가 연말 쇼핑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Z세대에서는 이 비중이 60%, 밀레니얼에서는 56%에 달해, 전 세

대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질문 (1) 이번 연말 시즌에 소셜 미디어를 쇼핑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복수 응답 (N=4,594)
질문 (2) 이번 연말 시즌에 소셜 미디어를 쇼핑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N = 1,569); *전년 대비 +/-3%만 표시

34% 가 연말 쇼핑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계획1

VS. 2021년 28%, 2020년 26%

연말 쇼핑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계획인 비중(세대별)

2020

소셜 미디어 상 소매업체 웹페이지를 
방문하기 위해

37%

36%

32%

24%

30%

28%

29%

21%

36%

34%

28%

24%

소매업체/상품 
소개 영상을 보기 위해

소매업체/기타 소비자를 위해 코멘트, 
리뷰, 피드백을 달기 위해

구매하기 위해

Z세대

46%

49%

60%

밀레니얼

44%

46%

56%

X세대

22%

25%

28%

베이비부머

10%

12%

15%

노년층

9%

10%

9%

2021

2022

소셜 미디어 활용 목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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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입지 확대 

소셜미디어 영향력 증가와 함께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본 소비자의 리뷰를 참고하려는 니즈가 늘어나면서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

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응답자 중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30%로 2020년 

22%, 2021년 24%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말 쇼핑에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계획인 응답자들은 주로 소매업체 웹사이트

나 모바일앱, 블로그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상품 리뷰를 보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리뷰에 대한 수요는 영상

이나 비디오 클립에 대한 수요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인플루언서의 콘텐츠 유형 중 구매할 선물을 찾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유형은 무엇입니까? 

참고: 소셜 미디어 이용자 N=1,048 (2020년); 1,077 (2021년); 1,560 (2022년)

질문: 이번 연말 시즌에 다음 중 무엇을 사용할 계획입니까? #복수 응답

*쇼퍼블 콘텐츠(Shoppable content): 소비자에게 직접적 구매 기회를 주는 기능을 탑재한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영상, 이미지 등)
참고: 표본 크기 (N)=4,566

미래 지향적인 소비자들, 참신한 플랫폼 찾는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쇼핑 방식이 존재한다. 무인점포, 쇼퍼블 콘텐츠*, 소셜 미디어 게시물 상의 ‘구매’ 버튼 등 이전에는 

없던 유통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35%의 소비자들은 최신 유통 기술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해볼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중 무인

점포를 활용해보겠다는 비중이 14%로 가장 높았다. 

2020
2021
2022

2021
2022

소매업체 웹사이트/
모바일 앱상 

상품리뷰

무인점포 쇼퍼블 콘텐츠*
(Shoppable 

content)

SNS 
'구매'버튼

비디오 스트리밍 음성 비서 챗봇 쇼핑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블로그/온라인
커뮤니티상
상품 리뷰

소셜 미디어상
짧은 비디오클립

인플루언서의
리뷰/언박싱 영상

제품 사용 
라이브 영상

연말 계획
튜토리얼/
아이디어

실시간
Q&A 세션

유명인 사용

소셜  미디어상 영향력 있는 콘텐츠 유형
(연말 쇼핑에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계획인 응답자 중)

최신 유통 기술을 활용하는 소비자 비율

30% 연말 소비자 중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비중
VS. 2021년 24%, 2020년 22%

12%

36%

31%

43%

26%
23%

38%

10% 10%10% 9%

25%

14%
12%

22%

10%

22%

5% 4%

13%

3% 3%

13%

27%

14%
13%

7%

9%

5%

9%

6%

8%

5%

7%

4%

6%

3%

5%

N/A

35% 의 연말 소비자가 유통 기술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할 계획
VS. 2021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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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 품목 변화

연말 선물로 상품권 등 기프트카드가 대세 

올해는 물가 상승 및 공급망 이슈로 상품권 등의 기프트카드 구매가 증가했다. 소비자들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지출을 작년보다 

줄일 계획이지만, ‘기프트카드 및 기타’ 항목에서만 유일하게 지출 예상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및 공급망 이슈

로 제품 구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품권으로 선물을 대체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질문: 총 연말 예산 중 몇 퍼센트를 다음의 품목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참고: *품목별 평균은 해당 품목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수를 기준으로 함. 품목별 평균의 합은 소매 지출 평균($880)과 동일하지 않은데, 소매 지출 평균은 적어도 한 품목 이상을 구매

하려는 쇼핑객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됨. 표본 크기 (N)=4,447

품목별 연말 지출 평균 예상치* 2021
2022

77% 76% 61% 66% 76% 55% 55% 46%77% 76% 57% 70% 77% 49% 56% 50%

22% 17% 14% 14% 13% 8% 8% 5%21% 19% 12% 15% 14% 8% 7% 4%

의류 및 액세서리

$304

$262

+7%

기프트카드 및
기타

$235
$252

전자기기 및
액세서리

$243

$209

식음료

$220
$202

장난감 및 취미

$187
$177

가정·주방용품

$193

$157

건강용품

$156

$126

반려동물 용품

$107

$77

구매 고객 비율

소매 관련 총 연말 
지출 중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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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평균치보다 14% 더 소비

41%가 지속가능한 관행을 도입한 
소매점에서 쇼핑하는 것을 선호2

지속가능한 연말 선물을 선택하지 

않는 이들 중3

• 45%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

• 31%가 실제로 지속가능한 제품인지 알기 
어렵다고 응답

비용 절감을 위해 리세일(resale)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 

이번 연말에 소비자의 32%가 리세일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의 30%보다 늘어난 수치다. 64%의 소비자는 ‘비용

을 절감하기 위해’ 선물로 리세일 상품을 구매할 예정이라 답해, 물가 상승 여파가 리세일 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리세일 품목으로는 의류, 장난감 및 취미용품, 전자기기 등이 꼽혔다. 

질문 (1) 이번 연말에 재판매 상품(중고/리퍼브제품)을 선물할 계획이십니까? #복수 응답 (N=4,566)
질문 (2) 다음 중 어떤 재판매 상품을 구매하실 계획이십니까? (N=1,481)
질문 (3) 재판매 상품을 선물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N=1,481)
소매업체 임원 견해: 귀사는 이번 연말 시즌에 리퍼브/중고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동의/매우 동의하는 비율 (N=40)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41%가 지속가능한 관행을 도입한 소매업체에서의 쇼핑을 선호한다고 밝

혔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비용 절감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평균보다 14%를 더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선물로 가능한 한 지속가능한 제품을 고르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39%였으며, 절반 이상은 지속가능

한 제품을 연말 선물로 선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45%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31%는 해

당 제품이 실제로 지속가능한 제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질문 (1) 가능한 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 및/또는 책임감 있게 조달된 제품을 연말 선물로 선택한다—동의/매우 동의하는 비율 (N=4,594)
질문 (2) 지속가능한 관행이나 사회적 책임 이니셔티브를 도입하는 소매점에서 쇼핑하는 것을 선호한다—동의/매우 동의하는 비율(N=4,594)
질문 (3) 가능한 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 및/또는 책임감 있게 조달된 제품을 선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N=1,213)
소매업체 임원 견해: 귀하/귀하의 팀이 구매/판매하는 데 참여하는 품목에 대해, 이번 연말 시즌에 주문된 재고 중 환경 친화적인 제품 및/또는 책임감 있게 조달된 제품 재고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N=40)

39%
가 가능한
지속가능한
연말선물을 선택1 소매업체 임원 견해

35%가 연말 재고 중 절반 이상이 
환경 친화적이거나 책임감 있게 조달

(responsibly sourced)되었다고 응답

소매업체 임원 견해

48%가 이번 연말 당사가

리퍼브제품/중고제품을 판매할 계획

이라고 응답

가장 선호하는 리세일 품목2

의류51%
장난감 및 취미용품40%
전자기기36%
가정·주방 용품36%
건강용품25%
반료동물 용품17%

리세일 상품을 선물하는 이유3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좀 더 좋은
상품을 

사기 위해

윤리적인
이유

다른 유형의
제품을

시도하기 위해

55%
64%

38%
49%

42% 43%

28%
37%

2021 2022
32%
가 이번 연말 리세일 상품을
구매할 계획1

VS. 2021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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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급망 이슈

소비자는 재고 부족을 예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소비자들은 공급망 이슈로 재고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소매업체는 충분한 재고와 정시 배송을 예상하고 있어 양 측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0%가 당사의 연말 상품 주문량에 안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00%가 연말 시즌 재고를 정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전자기기 및 

액세서리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으며 장난감 및 취미용품, 식음료 등이 뒤를 이었다. 

질문: 이번 연말에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는 품목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N=4,566)
소매업체 임원 견해: 귀사의 연말 매출에 대한 귀하의 기대치를 고려하여 이번 연말을 위해 이미 주문한 연말 상품의 수량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번 연말 시즌에 맞춰 주
문한 재고를 언제쯤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2022년 N=40; 2021년 30)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품목

전자기기 및
액세서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식음료 가정·주방용품 의류 및
액세서리

건강용품 반려동물 용품

49%

35%

21% 22%
20%

16%

9%

52%

40%

34%

28% 27%

22%

18%

2021 2022

소매업체 임원 견해

60% 는 연말 상품 주문량에 대해 
자신함 
100% 가 연말 재고를 정시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 (2021년 57%)

77%
가 재고 소진 예상
VS. 2021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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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 시 고객 충성도를 포기해야 하는 소매업체 

소비자들의 61%는 기업이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을 인상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 중 65%는 가격이 너무 비쌀 

경우 다른 브랜드로 옮겨갈 의향이 있었다. 가격이 높을 경우 소비자들의 44%는 온라인 쇼핑으로 옮겨가겠다고 답했으며, 34%

는 다른 매장에서 쇼핑하겠다고 응답했다. 즉 소매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려면 소비자가 다른 브랜드나 소매점으로 이동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배송에 대한 높은 기대치  

소비자들의 배송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15%의 소비자가 무료배송보다 빠른 배송을 선호했으며, 이틀 이내의 

빠른 배송을 기대하는 소비자 비중이 2021년 64%에서 2022년 75%로 11%p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료배송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 여전히 85%의 소비자는 빠른 배송보다 무료배송을 선호한다. 

질문 (1)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4,594)
질문 (2)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재고가 없다면 다른 브랜드를 알아보겠다, 쇼핑하러 가기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매장에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동의/매우 동의하는 비율(N=4,594)
질문 (3)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너무 비싸다면 다른 브랜드를 알아보겠다—동의/매우 동의하는 비율(N=4,594)
질문 (4) 한 소매점으로 쇼핑하러 갔을 때 연말 쇼핑 리스트에 있는 하나 이상의 품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쌀 경우 어떻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N=4,566).
소매업체 임원 견해: 지난해 연말 대비 올해 연말 시즌의 소매가에 대한 기대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2022년 N=40; 2021년 30).

질문 (1) 빠른 배송을 선택할 경우, 제품을 받는 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릴 의향이 있습니까? (N=676)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예정된 무료 배송일은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
우가 종종 있습니다. 귀하가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은 며칠입니까? (N=3,918)
질문 (2)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다음 두 가지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빠른 배송/무료 배송 (N=4,594)

소매업체 임원 견해

43%(2021년 40%)는 소매가가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021년 13%)는 전년대비 두 
자릿수 증가 예상

61%
가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으로부

터  이익을 얻고 있다

고 응답1

60%

이틀 이내의 빠른 배송을 기대하는 소비자 비율1 이틀 이내의 무료 배송을 기대하는 소비자 비율1

배송 기간을 이틀로 기대하는 소비자

65%

는 선호하는 브랜드가 재고
가 없을 경우 다른 브랜드를 
알아볼 예정이며, 쇼핑하러 
가기 전 재고가 있는지 확인
할 계획2

는 가격이 너무 비쌀 경우 
다른 브랜드를 알아볼 예정3

가격이 높을 경우 소비자들은…4 

(상위 2개 선택지)

44%    온라인으로 쇼핑
34%    다른 소매 매장에서 쇼핑

2019 2019 2020 2021 20222020 2021 2022

67%

17% 16% 17%
27%

61% 64%
75%

15% 가 무료배송보다 빠른배송 선호2 85% 가 빠른배송보다 무료배송 선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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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  

 이번 연말에는 당일 배송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배송과 익일배송에 대한 수요는 작년보다 4~5%p 

늘어 기타 배송 방식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서베이 방법론

방법론 

금번 서베이는 딜로이트가 작성한 후 독립적인 리서치 업체들을 통해 온라인 진행

Thank you
본 서베이에 기여한 Sanjay Vadrevu, Kusum Manoj Raimalani, Anup Raju, Ram Sangadi, Rithu Mariam Thomas, Negina 
Rood, Michele Stoffel, Kianna Evelyn Sanchez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소비자 서베이

진행 시기

2022년 9월 6일~9월 14일

표본 
이번 서베이에서는 미국 소비자 4,986명을 대상으로 전국 표본조사

를 실시했으며 전체 표본에 대한 오차범위는 1~2%p이다.

임원 서베이

진행 시기

2022년 9월 6일~9월 13일

표본 
이번 서베이는 40명의 소매업계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중 93%는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인 소매기업에 소속되어 있

다. 조사대상 임원에는 이번 연말 시즌에 상품 구매 및 판매에 대해 

중간 수준 또는 높은 수준으로 참여한 바이어, 시니어 바이어, 구매/

판매 관리자를 포함했다.

질문: 다음 중 다가오는 연말 쇼핑 시즌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배송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참고: 표본 크기 (N)=4,594

연말 쇼핑에 선호하는 배송 서비스

표준 배송 당일 배송/익일 배송
(소매업체 직접 배송)

온라인 구매 후
매장 픽업 

드라이브스루 픽업 당일 배송/익일 배송
(배송업체 배송)

온라인 구매 후
락커 픽업

73%

47%

33%

21%

11% 10%

74%

52%

35%

24%

15%
12%

+5%p

+4%p

글로벌 원문 바로보기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industry/retail-distribution/holiday-retail-sales-consumer-surve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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