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테일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 구축

들어가며

2019년 유통가는 역사에 남을 만한 실적 부진을 

겪었다. 온라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기존 소비자

들은 오프라인 점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마트는 2019년 2분기 영업손실 약 299억 원으로 

1993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분기 실적 적자를 기록

했다. 국내 대형 마트 부동의 1위 업체로서 누렸던 

여유로움은 사라지고 더 이상 안주할 수 없다는 신

호였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2019년 10월 새 대표

이사를 외부에서 영입하며, 온·오프라인의 사업 포

트폴리오를 재편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 

일환으로 머천다이징(M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재편과 전문점 수익성을 개편하기 위한 삐에로 

쇼핑 7개 점포·부스와 일렉트로마트 일부 점포 폐

점, 기존 점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체 점포의 

30% 리뉴얼 계획 등을 생존 전략으로 내세웠다. 

더불어, 롯데쇼핑의 경우에도 2019년 4분기 

1조 원이 넘는 순손실이 발생했다. 시장 예측을 크

게 밑도는 수치이며, 이에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

트, 슈퍼 등 전국 700여 개 점포 중 30%를 정리하

는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백화점 

51개 점포 중 5개 이상, 마트 124개 점포 중 50개 

이상 등 약 5년간 200개 점포가 문을 닫게 될 전망

이다. 이렇듯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의 사업부 간 결합을 통한 ‘융합형 점포’ 개

발과 3,900만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한 온·오프라

인에서의 맞춤 서비스 제공 등 여러 경영 혁신 전

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턴어라운드(Turnaround, 

기업회생) 성공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처럼 2019년은 이마트와 롯데쇼핑에 말 많고 탈 

많은 한 해였음이 분명하다.

리테일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 구축
미래 리테일 대응을 위한 제언

정동섭 파트너  Consumer Products & Retail, Wholesale and Distribution Sector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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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월마트의 옴니채널 전략

대한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이며, 둘째는 온라인 시

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장하는 것이다. 다만 이 2가지

는 온·오프라인 별개의 사업 전략이 아닌 통합적 관

점에서의 사업 전략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해할 수 있는 월마트의 옴니채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자(그림 2).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6년 제트닷컴 인수를 

시작으로 온라인 사업 확장에 치중했던 월마트가 

2019년에 월마트 슈퍼센터 전략 공표와 함께 5세

대(5G) 통신망과 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

을 월마트 매장과 물류창고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에지 컴퓨팅은 모든 데이터를 분산된 소형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일컫는

다. 월마트는 이를 통해 매초 1.6테라바이트(TB) 이

상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인공

지능(AI)을 통해 매장 직원들에게 진열대에 제품 보

충, 결제 라인 추가 오픈, 쇼핑 카트 회수, 육류의 신

선도 보장 등에 대한 알람을 자동으로 보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고객에 대한 응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 각 점포

의 배송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초에는 물류창고 로봇 자동화 플랫폼인 ‘알

파봇(Alphabot)’을 공개했다. 2019년부터 앨럿 이

노베이션(Alert Innovation)과 제휴해 물류창고 로

봇 자동화 플랫폼인 마이크로 물류 시스템(Micro-

fulfillment) 센터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고객 주

문-제품 픽업-배송’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월마

트 미디어 그룹(WMG)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2019년 4월 클라우드 기반 광고 플랫폼 스타트업인 

폴리모프 랩스(Polymorph Labs)를 인수하면서 본

격적인 광고 사업에 착수했다. 월마트의 이러한 행

보는 ‘매년 약 90%의 미국인이 월마트에서 쇼핑하

고, 매주 약 1억 6,000만 명의 사람이 월마트 매장과 

웹사이트를 방문한다’라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

을 투하함으로써 여러 전략 카드를 꺼내 든 결과, 리

서치 기관 및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는 월마트를 옴니

채널 전략의 대표주자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출처: 월마트, ‘2019 사업보고서’, 2019년

리테일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 구축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고객들은 전체적으로 

거의 2배를 소비한다.Stores E-commerce

Nearly

the spend
2×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시기가 있었다. 월마트는 

아마존의 급격한 성장으로 2016년까지 매출액이 점

차 하락했다. 하지만 발 빠른 인수·합병(M&A)과 다수 

기업과의 파트너십 계약 체결로 3년이 지난 지금 매출

액이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월마트가 영위하는 오프

라인 점포 기반의 사업을 굳건히 지키는 동시에 온라

인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행의 결과다.

월마트는 2016년부터 전자상거래업체 제트닷

컴(Jet.com)을 약 33억 달러에 인수한 것을 시작

으로, 2017년 온라인 셔츠 주문제작업체 보노보스

(Bonoboss)를 약 3억 달러에 인수하고, 2018년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플립카트(Flipkart)의 

지분 약 75%를 160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아마존

에 대항하고자 온라인 사업 부문에 공격적인 투자

를 단행했다. 그렇다고 오프라인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다. 옴니채널 전략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약 

2,000개의 오프라인 점포에 월마트 그로서리 픽업

(Walmart Grocery Pick Up)을 점차 도입했다. 

이와 더불어 2019년에는 기존 점포보다 규모가 

크고 24시간 운영되는 슈퍼센터(Supercenters)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고객에 대한 오프라인 가치 

제공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마트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접근하고자 했던 시각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슈퍼센터를 중심에 놓

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려는 셈이다. 온라인 채널에

서는 아마존이 앞서고 있기에 온라인에 대한 공격적

인 공략보다는 미국 전역의 슈퍼센터를 지렛대로 삼

아 아마존을 앞질러 보겠다는 게 아니냐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다. 즉, 슈퍼센터가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

송하는 시간을 줄이고, 인터넷으로는 주문이 불가능

한 제품을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게 현재 

월마트의 구상일지도 모른다.

월마트 전략의 방향성 살펴보기

월마트 같은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사업자가 아

마존처럼 온라인 강자에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오프라인 시장에 

그림 1. 롯데쇼핑·이마트 실적 현황(전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17조6,328억 원
(-1.1%)

롯데쇼핑 이마트

19조629억 원
(11.8%)

4,279억 원
(-28.3%) 1,507억 원

(-67.4%)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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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는 기업 인수 혹은 파트너십, 조인트벤처 

등에 관해 총 10가지 부문으로 정리했다. 살펴보

자면 쇼핑의 경우는 Store(오프라인 채널), First 

Party E-commerce(온라인 채널), Market Place

(글로벌 온라인 채널)로 카테고리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Financial Service(모바일 서비스 등), 

Health and Wellness(약국 서비스 등), Digital 

Entertainment(전자책 등), Home and Personal 

Services(배송 관련 서비스 등), Logistics(물류 시스

템 등), Advertising(광고 사업), Social/Loyalty(소

셜네트워크 등)로 구분해 다양한 영역에서 월마트 

생태계 매핑(Mapping)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는 사업 강화와 확장 영역에 대한 현상적 분류일 뿐 

생산자와 소비자 간 플랫폼인 ‘리테일(소매, 유통)’ 

측면에서 어떠한 강점들이 발현되고 있는지, 앞으

로 어떠한 것들을 강화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

다. 이에 따라 유통 단계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리테일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의 관점에서

온·오프라인 채널을 막론하고 유통사업자는 공급

자(Suppliers, Brands)와 소비자(Consumer)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

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는 총 3단계로 시장에서 기

대하는 바 기획(Plan & Market), 물류 최적화(Buy 

& Move), 매출 증대 실현(Sell & Service)이다. 즉, 

기업 혹은 매장의 판매 전략을 기반으로 해 생산자에

게서 물건을 공급받고 물류 작업을 통해 판매 및 판

촉 활동을 하는 단계별 행위다. 그림 5는 현재 유통

사업자들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리테일의 전 

단계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지 프레

임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첫째 단계인 기획의 경우,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

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이 단계에서는 온·

오프라인 채널 고객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분석해 

리테일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 구축

그림 5. 리테일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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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업 전략의 관점에서 보자면 월마트의 

전략적 행보는 분명 ‘중구난방’식이라는 오해를 받

을 가능성이 있다. 월마트 또한 지금까지의 행보

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2019년 사업보고서

그림 4. 월마트 글로벌 생태계

(Walmart’s 2019 Annual Report)’에서 유니크

한 월마트(Uniquely Walmart)를 지향하는 일

종의 월마트 글로벌 생태계(Walmart’s Global 

Ecosystem)를 공시했다(그림 4).

출처: 월마트, ‘2019 사업보고서’, 2019년

그림 3. 미국 유통기업별 옴니채널 구축 평가 점수

출처: 인터넷 리테일러 리서치, ‘2019 옴니채널 리포트’,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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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 온라인 소비자는 오프라인의 어느 곳에서 소비하

는가? 

• 고객은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쇼핑하는가?

• 시장의 잠재성에 기반한 향후 출점 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

• 물류 커버리지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매장, 고객, 경쟁 업체를 고려한 영업 개선책은 무

엇인가?

• 재고와 판매량의 불일치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고객의 구매 패턴 분석에 기반한 수익성 개선책은 

무엇인가?

• 고객의 개인화된 니즈에 부합된 판매 전략은 무엇

인가?

• 실제 판매량과 예측량의 간극을 최소화할 판촉 개

선책이 있는가?

• 판촉비와 판매량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프로모션

은 무엇인가?

앞서 설명했듯이, 월마트 또한 체크포인트에 기

술된 내용을 포함해 여러 측면에서 극복책을 강구하

고 있을 것이다. 월마트가 발표한 사업보고서1상의 

월마트 글로벌 생태계를 리테일 애널리틱스 프레임

워크에 대입해 분석해 보면, 현재까지 어떤 것에 치

중해 왔고, 미래에는 어떤 것에 대비할지를 파악할 

수 있다(그림 6).

월마트의 행보를 리테일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파헤쳐 보자면, 첫째 단계인 기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쇼핑(Shopping) 카테고리에서의 온라인 

1  월마트,  ‘2019 사업보고서’, 2019.

리테일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 구축

그림 6. 리테일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월마트는?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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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점 가능 지역(White Spot)을 찾아내는 신규 사업 

기회 창출(Footprint Opportunities), 이미 운영 

중인 오프라인 점포에서 기술을 활용해 고객 분석을 

한 결과를 기반으로 전략적 측면에서 기회 요인을 발

굴하는 공간 배분(Space Allocation)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단계인 물류 최적화의 경우는 물류 단계에

서 재고와 공급망 등을 최적화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이 단계에서는 배송에 관한 최적 범위

와 시간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공급망 진단(Supply 

Chain Diagnostics), 재고 예측을 통한 관리 개선책

을 도출하는 폐기 및 재고 관리(Waste and out of 

Stock Management)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단계인 매출 증대 실현의 경우, 매출 증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객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 단계에서는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세분화 및 차별화

(Segmentation and Differentiation), 재고와 시

기를 고려해 최적의 프로모션 계획을 세워 수익을 증

진시키는 프로모션 효율 분석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

이다.

옴니채널 시대에 유통사업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합한 리테일 애널

리틱스 프레임워크(Retail Analytics Framework)

를 설정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예

상되는 주안점은 다음 체크포인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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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리테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

에 해당 기업에 적합한 ‘나만의 리테일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

하는 것이다. 상품 개발 및 매입, 물류 및 재고 관리, 

매장 구성 및 프로모션, 판매 및 고객 관리까지 전 과

정에 걸쳐 현재 문제점을 인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해 차근차근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월마트와 국내 유통사업자가 보유한 오프

라인 점포의 입지적 성격이 상이한 점을 인지하고 

이에 기반한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월마트의 오프

라인 점포는 대부분 핵심(Core) 지역이 아닌 교외

(Suburban) 지역 위주로 분포한 것이 특징이다. 반

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국내 모든 도시의 핵심 지

역에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대형 마트는 우리 국

민들의 마음속 깊숙이 데일리 루틴(Daily Routine)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월마트가 2006년 국내 사업

에 실패한 요인 중 하나로 국내 실정을 파악하지 못

한 입지 선정을 언급하듯이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점

유하고 있는 입지적 가치는 상당하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사업자는 오프라인 점포의 입

지적 가치를 반영한 리테일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

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부동산(Real Estate) & 

리테일’의 통합적 관점에서 점포 개발과 운영 전략 

수립, 투자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에 관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싶다.

실제로 국내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

는 플랫폼인 ‘리테일’은 ‘부동산’과도 떼려야 뗄 수 없

는 관계다. 2019년 10월에 롯데리츠(롯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시가총액이 약 1조 원으로 상장

되었는데,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및 배당률 감소 

우려로 인해 2020년 2월엔 시가총액이 약 9,500억 

원으로 그 가치가 5%가량 감소했다. 이는 유통사업

자의 매출과 수익 부진은 부동산 가치와 연관되어 작

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산을 유동화하는 시기가 대세가 된 시점에서 이

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사업자는 ‘나만의 리테일 애

널리틱스 프레임워크’를 설정해 보유 부동산 가치를 

제고하고, 유통 과정의 효율성을 개선해 통합적으로 

턴어라운드 전략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국

내 대표 유통사업자들이 고객에게 언제까지나 최고

의 데일리 루틴 요소로서 작용하길 기대해 본다.

그림 7. 국내에 적용 가능한 리테일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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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사업 강화다. 오프라인 채널 사업 강화 측면에

서 슈퍼센터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 기대에 부합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둘째 단계인 물류 최적

화에서 보자면, 월마트의 최근 행보는 고무적이다. 

로봇 플랫폼 혹은 에지 컴퓨팅 기술을 통해 물류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

만, 오프라인 점포의 거점화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배송 등 효율성 개선을 위해 오

프라인 점포의 물리적·체계적 변형을 통해 효율성

을 극대화시키는 방향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셋째 단계인 매출 증대 실현에 이전 두 단계보다 

더욱 치중해 있다. 매출 증대에 직결되는 고객 서비

스, 판매 채널 다양화에 수년간 힘써 왔으며, 아마존

(Amazon)을 의식해 광고 사업에까지 영역을 확장

하는 추세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 증대 및 수

익성 개선을 위한 프로모션 활동과 이에 대한 전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만의 리테일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 

구축하기

지금까지 월마트의 전략적 방향성을 살펴보고, 

리테일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월마트가 어

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아

마존에 대항해 기업 인수, 파트너십 체결 등을 행한 

월마트의 광폭적 행보를 누군가는 월마트의 월권이

라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월마트의 의중은 공

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리테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리테일’이라는 기

존 영역을 고수하기 위한 측면에서 공격적이고 일관

적인 기업 전략을 펼치려는 것이다.

국내 주요 유통사업자 또한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

다. 격변의 시기를 보낸 2019년의 국내 유통업계는 급

변하는 시장 판도로 봤을 때 또다시 예상하지 못할 엄

청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월마트가 변화

하고 대응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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