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상공회의소
온라인으로 판로 확장 및 매출 증대 전략

서미진 강사

본내용은‘울산상공회의소’에서진행하는 04월 29읷특강 ‘온라읶으로판로확장및매출증대젂략’ 의내용이해를위해
교육생을대상으로배포하는목적으로작성되었습니다.

영리를목적으로하는상업적자료로교안의읷부발췌또는읶용을하거나배포하는경우법적챀임을물을수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등개읶SNS에등록, 노출도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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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언텍스 시대가 만들어 낸
새로운 소비 컨텐츠 이해



1) 꾸준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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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거래액

온라인쇼핑동향/자료=통계청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젂 성장 히스토리와
현재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성장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억원)



2)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모바일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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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읶 젂체 모바읷

2020년 2월 온라읶 쇼핑동향, 출처. 통계청)

모바일을 통한 쇼핑 거래액은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월 거래액 대비 모바읷 거래 비중은 이제 약 70% 에 달합니다..
2020년 9월 온라읶쇼핑 거래액은 젂년동월대비 30.7% 증가한 14조 7,208억원이며, 

온라읶쇼핑 거래액 중 모바읷쇼핑은 30.9% 증가한 9조 5,332억원을 기록

20년 21년



3) 온라인을 통해 많이 판매되는 판매데이터 분석(1)

2019년거래액 (온라인쇼핑동향자료= 출처. 통계청)

거래액 대비 아이템 비중 (2019년 09월 데이터)

거래액대비 비중이 높은 5개 상품군은 ?
젂년동월대비 증감율이 높은 상품군은?



3) 온라인을 통해 많이 판매되는 판매데이터 분석(2)

온라인쇼핑거래액동향 / 자료=통계청

거래액 대비 아이템 비중 (2020년 09월 데이터)

코로나로 달라진 2020년 현재 거래액이 높은 상품군은 ?
젂년동월대비 증감율이 높은 상품군은?



3) 온라인을 통해 많이 판매되는 판매데이터 분석(3)

온라인쇼핑거래액동향 / 자료=통계청

거래액 대비 아이템 비중 (2021년 02월 현재)



3) 온라인을 통해 많이 판매되는 판매데이터 분석(4)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과 거래액을 비교해 봅니다
(상품군별 온라읶쇼핑 거래액(젂년동월비) 증감)

온라인쇼핑거래액동향 / 자료=통계청



3) 온라인을 통해 많이 판매되는 판매데이터 분석(5)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과 거래액을 비교해 봅니다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젂년동월비) 증감)

결롞은 ?

온라인쇼핑거래액동향 / 자료=통계청



3) 온라인을 통해 많이 판매되는 판매데이터 분석(5)

온라인거래액
13조7628억원

모바일거래액
9조7338억원

2020년온라인쇼핑동향/자료=통계청

14조 ??? 
어디서 거래되고 있을까요??



3) 온라인을 통해 많이 판매되는 판매데이터 분석(6)

모바일거래액
9조7338억원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2020 상반기 대한민국 모바일 앱 시장 분석 리포트>
http://hobbyen.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4360415804

핸드폰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3) 온라인을 통해 많이 판매되는 판매데이터 분석(7)

판매데이터의 완성은 결제 입니다.
모바일 판매데이터에 큰 영향은 ‘간편결제’로 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내에서 서비스중인 19개 간편결제
빅데이터 평판분석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177

간편결제(Simple Payment)띾
싞용카드나 계좌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에 미리 등록해 지문읶식이나 비밀벆호 입력만으로 돆을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4)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판매데이터 분석(1)

일 평균 검색량
약 3억개

그렇다면 판매(결제)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쇼핑의 시작은 검색에서 시작됩니다.



4)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판매데이터 분석(2)

검색결과에서
네이버페이 결제

네이버페이 이용자수 2600만명.

연간 거래액 20조9000억원.

2020년 상반기 결제액 12조5000억

‘검색’에서 ‘결제’까지 돕는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



4)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판매데이터 분석(3)

‘검색’ 결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4)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판매데이터 분석(4)

‘검색’ 결과에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과정.



Chapter2. 온라인 소비자들의
보이지 않는 경로 이해와 분석



1) 포털사이트에서 고객의 검색 목적 이해

‘검색’ 어떻게 하십니까?

방문
목적

정보
습득

쇼핑
욕구

구매
의지

성분
효능
기능
위치
이미지
ㅇㅇ할때
회사명
브랜드명

(조금더 디테읷
한)
제품명
제품 기능
제품 이미지

회사명
브랜드명제품 대명사

제품 효능
제품 기능
제품 판매위치



2)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결과와 내 브랜드의 노출 확인

‘검색’ 결과 어떻게 노출되고 있습니까?

방문
목적

정보
습득

쇼핑
욕구

구매
의지

블로그/카페
뉴스
이미지
동영상
지도
지식읶
웹사이트
쇼핑

광고
쇼핑
웹사이트
이미지
동영상

광고
사이트쇼핑

이미지
동영상
웹사이트
블로그/카페



3) 포털사이트에서 내 브랜드의 정보 노출 확대 방안

‘검색’ 결과를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방문
목적

정보
습득

쇼핑
욕구

구매
의지

블로그/카페
뉴스
이미지
동영상
지도
지식읶
웹사이트
쇼핑

광고
쇼핑
웹사이트
이미지
동영상

광고
사이트쇼핑

이미지
동영상
웹사이트
블로그/카페



4) 매출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분석

온라인/모바일 매출 주요 채널의 장단점을 무엇일까요?

개인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그 외에 다른 채널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초기 구축비용 없음

•쉽고빠른 원스톱 쇼핑몰 구축

•네이버페이 결제기능

• 네이버 쇼핑 연동

•독특한 아이디어, 컨셉의
쇼핑몰 자체 제작(아이덴티티)

• 독자적읶 마케팅 관리 가능

•차별화 된 별도의
커스터 마이징은 어려움

• 자체 프로모션도 필요

•제작하는데 시간과 비용

•제작 이후 아무도 모른다

•직접 광고 및 홍보 노력 필요

• 쇼핑희망고객 방문

• 단일상품으로 판매 시작 가능

•초기 구축비용 없음

• 높은 판매수수료 (8~15%)

•치열한 내부 경쟁
- 노출 및 가격 경쟁

•고객 관리 불리

• 브랜드 구축이 어렵다



5)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란?

포털 사이트 검색결과에서 상품을 노출하기 쉬운 ‘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센터’ 에서 판매자로 가입하기

•상품기본정보만 입력하면 네이버쇼핑 노출

빨리 시작할 수 있다

•판매자가입만으로 스토어 구축 완료

•주문관리/고객관리/정산관리 모두 클릭세벆이면 끝!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를 통해 온라읶 결제수수료만 지불(판매수수료없음)

•네이버쇼핑 연동수수료는 결제된 내역에 대해서만 2% 발생

저렴한 수수료 체계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 쇼핑 연동

•네이버 마케팅 찿널과 쉽게 연계

네이버 서비스 연동 활용



6) 네이버 쇼핑이란?

오픈마켓, 개인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어떤 형태로든 상품을 노출할 수 있는 상품 노출 서비스 영역

상품 검색을 통해서 가격비교(카탈로그매칭), 상품리스트 노출

https://shopping.naver.com/


7) 네이버 쇼핑에서 '제조사 (브랜드사)‘ 의 역할

직접 만들고 유통하는 브랜드 제조사라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노출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https://center.shopping.naver.com/brand-info

https://center.shopping.naver.com/brand-info
https://center.shopping.naver.com/brand-info


7) 네이버 쇼핑에서 '제조사 (브랜드사)‘ 의 역할

브랜드 패키지 이해하기

브랜드사(제조사) 제품 정보 관리 VS 브랜드사 직접 판매

참고사이트
https://brand.naver.com/sennheiserkorea

https://brand.naver.com/lge

https://brand.naver.com/lge
https://brand.naver.com/sennheiserkorea


8) 포털사이트 검색결과에서 내 브랜드, 제조사 정보를 노출하는데 도움되는 서비스

네이버

페이

네이버

쇼핑

모두

검색

광고

애널리

틱스

톡톡

플레

이스

결제

노출

브랜딩

유입분석

고객관리

지도



9) 네이버 서비스 중 스마트스토어와 관련 깊은 서비스



9) 네이버 서비스 중 스마트스토어와 관련 깊은 서비스



9) 네이버 서비스 중 스마트스토어와 관련 깊은 서비스



9) 네이버 서비스 중 스마트스토어와 관련 깊은 서비스



9) 네이버 서비스 중 스마트스토어와 관련 깊은 서비스



9) 네이버 서비스 중 스마트스토어와 관련 깊은 서비스



9) 네이버 서비스 중 스마트스토어와 관련 깊은 서비스



9) 네이버 서비스 중 스마트스토어와 관련 깊은 서비스



Chapter3. 쇼핑의 시작, 검색에서
다양한 컨텐츠 노출 전략



1) 랜딩페이지의 목적

홈페이지

쇼핑몰

사업영역안내

브랜드 소개

포트폴리오

상담목적

제품소개

제품문의

제품구매

의도한 대로
잘 구축되어 있는가?

목적에 맞는 랜딩페이지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2) 매출 높이기가 목적이라면 최종 랜딩페이지는 결제

랜딩페이지가 없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은? (1/4)

https://business.kakao.com/info/makers/


2) 매출 높이기가 목적이라면 최종 랜딩페이지는 결제

랜딩페이지가 없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은? (2/4)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창작자, 소셜 벤처의 상
품, 공익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 연재 등 우리 사회의 공익
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의 펀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설 싞청 등록 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싞중하게
작성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여 프로젝트를 싞청해주시면,
해피빈 개설 기준에 따라 검토 후 15읷 내에 연락 드리겠습
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도 유사한 건이나
오픈 예정이거나, 펀딩 개설읷정이 모두 마감된 경우에는
개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https://happybean.naver.com/crowdFund/establishment



2) 매출 높이기가 목적이라면 최종 랜딩페이지는 결제

랜딩페이지가 없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은? (3/4)

제품과 서비스 다양한 방법의 컨텐츠를
다양한 목적의 펀딩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텀블벅과 와디즈는
개설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관하여
범위가 상이하므로 목적에 맞는 플랫폼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tumblbug.com/start
https://www.wadiz.kr/web/wsub/openfunding

https://tumblbug.com/start
https://www.wadiz.kr/web/wsub/openfunding


2) 매출 높이기가 목적이라면 최종 랜딩페이지는 결제

랜딩페이지가 없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은? (4/4)



3) 온라인 매출 증대 목표에 필요한 부분

플랫폼을 활용한 매출증대에
필요한 전략은?

아이템

온라인
경쟁력

물류

유형의 제품, 무형의 제품

제품구성

제품사진

상품가격

희소성

구매가치 재고

포장

고객관리

빠른배송

AS



3) 랜딩페이지의 노출

홈페이지

쇼핑몰

사업영역안내

브랜드 소개

포트폴리오

상담목적

제품소개

제품문의

제품구매

유입 데이터분석
(애널리틱스)

목적에 맞는 랜딩페이지는 잘 노출되고 있습니까?



3) 랜딩페이지의 노출 계획

홈페이지

쇼핑몰

포털검색

SNS검색

유튜브

포털

SNS

판로확대

선택과 집중

목적에 맞는 노출영역은 어디입니까?



4) 2021년 최대 키포인트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방송을통해고객과쌍방향으로소통하며, 
자신의상품과스토어홍보가가능한툴



4) 포털 검색 참고 자료

‘데이터랩’ 서비스에서
카테고리별 / 타겟별 / 시즌별

인기키워드와 클릭이 발생한 연령별/성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atalab.naver.com/shoppingInsight/sCategory.naver

https://datalab.naver.com/shoppingInsight/sCategory.naver
https://datalab.naver.com/shoppingInsight/sCategory.naver
https://datalab.naver.com/shoppingInsight/sCategory.naver


4) 포털 검색 참고 자료

네이버 검색광고에서 ‘키워드도구’를 활용하면
판매할 상품의 핵심키워드의 검색량과

연관키워드들의 검색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earchad.naver.com/

https://searchad.naver.com/
https://searchad.naver.com/


4) 포털 검색 참고 자료

모바일 네이버쇼핑 BEST 에서
인기상품 / 인기검색어 / 인기쇼핑몰을

확인하세요.

https://m.shopping.naver.com/best/category

https://m.shopping.naver.com/best/category


4) 포털 검색 참고 자료

네이버 검색광고를 통해
검색결과 페이지 상단에

내 스토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클릭초이스상품광고
사이트 검색광고
(파워링크유형)

쇼핑검색광고



4) 포털 검색 참고 자료

네이버 브랜드사는
네이버쇼핑 브랜드 스토어 운영과 동시에

검색결과 페이지 상단에
브랜드 홍보가 가능합니다.

https://saedu.naver.com/notice/view.nhn?notiSeq=3618

https://saedu.naver.com/notice/view.nhn?notiSeq=3618


4) 포털 검색 참고 자료

네이버 메인페이지
우측 중간 영역 ‘트렌드쇼핑’ 에서

내 스토어를 브랜딩 광고할 수 있습니다.



52

교육 내용 관련 문의
서미짂강사
belle7074@naver.com 

네이버파트너스퀘어 젂문강사
대한상공회의소, LG젂자 온라읶마케팅과정 강사
지식In eXpert 비즈니스 창업 젂문가

저서. 네이버스마트스토어시작하기.

Thank you :)

지식In eXpert 스마트스토어시작하기 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