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매산업 및 실업률 현황과 시사점
- 8.28(금), 북미지역본부 -

□ 미국 소비시장 여건 및 동향
◦ (시장여건) 7월 실업률 10.2%, 8월 3째 주 신규 실업급여신청 100만 건 등
美 경제의 근간인 내수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 실제로 특별실업급여(주당 $600) 종료,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 경기
부양책 지연으로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올해 최저치 84.8 포인트 기록
* 백악관은 주당 $300 연방실업급여 행정명령 발효하였으나 시행 지연으로 6개州만 지급 중

◦ (소비동향) 7월 소비지출이 전월대비 1.9%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

(8.5%(5월)→5.6%(6월))→1.9%(7월))

- 또한, 소득계층, 품목별로 양분화(Dichotomy)도 심화되는 추세로,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소비자) 계층별 및 취업여부에 따른 소비 격차 심화, (품목) 생필품 및 特需제품 중심 수요 집중

2020년 미국 월별 개인소비 증감율 및 실업률 현황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율 (전월대비)

0.6

0

-6.7

-12.9

8.5

5.6

1.9

실업률 (월평균)

3.6

3.5

4.4

14.7

13.3

11.1

10.2

□ 소매산업 현황 및 전망
◦ (현황)
2.8%

-

년,

’19

美 소매산업의 연간 매출은 약

조 달러로, 전년대비

5.5

성장하였으며, 약 3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왔으나,

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경영여건 악화와 매출급감 등이
지속되면서 오프라인 매출비중이 높은 기업의 파산사례 증가

’20

* 지난 4월 이후, 백화점, 의류패션기업 등 총 26개의 대형 소매유통기업 파산

◦ (전망)

2020년

연매출은 4.89조 달러로 전년대비 1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기업 파산 및 중소기업 폐업 등도 늘어날 전망
-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한 자발적 외부활동 자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비대면, 비접촉, Omnichannel 등이 유통계의 화두로 부상
* 지난 4월 이후, 백화점, 의류패션기업 등 총 26개의 대형 소매유통기업 파산

□ 美 소매산업 마케팅 전략 변화
◦ (유통체인) 대형 유통체인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매수요 증가에 대응해
판매품목 다양화 등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 구매대행 플랫폼과의 제휴강화, BOPIS (Buy online Pick up In Store) 확대,
Phygital* 마케팅 도입 등 융복합 서비스를 통해 매출 확대를 도모
* Physical+Digital 합성어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경험을 제공하는 마케팅 방식
미국 리테일 산업의 BOPIS 확대 적용 사례
기업

온라인 매출

분야

Target
BestBuy
Walmart
Starbucks

195%↥
242%↥
97%↥
N/A

종합 할인마트
전자제품
종합 할인마트
커피 & 식음료

사례
▪공산품 외 신선/냉동식품 BOPIS 서비스 확대
▪오프라인 매장을 도시 내 물류거점으로 활용
▪미국 내 5,000개 매장 BOPIS 서비스 제공
▪400개 매장 폐쇄, BOPIS 거점으로 재편

◦ (온라인유통) 밀레니얼 세대 대상의 중소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코로나19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

등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였으며, Walmart는 MS 와 공동으로 TikTok 인수에 참여
Amazon,

Google

* Physical+Digital 합성어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경험을 제공하는 마케팅 방식

◦ (자동차)

GM, Tesla

등 온라인 딜러망 구축 및 판매채널 다각화

◦ (요식업계) 대형체인은

BOPIS

확대, 중소업체는 배달 플랫폼 협업 강화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향후전망) 리테일 비즈니스 여건 및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생존을 위한 기업들의 마케팅 경쟁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 Omnichannel, Phygital 등 디지털 융합 마케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Lo’real) 온라인 체험관 개설 및 제품 마케팅 강화, (패션명품업계) Phygital 패션쇼 개최 등 활용확대

◦ (시사점) 실업률 상승과 소비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되는 반면,
변화된 소비행태는 미래 트렌드를 앞당기는 계기로 인식됨에 따라,
- 향후 美 소매산업의 키워드는 ①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② 오프라인에 버금
가는 체험 콘텐츠 강화, ③ 고객과의 소통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