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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결제 환경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

PayPal 통합에 대한 팁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기타 팁

체크리스트

구매 전환율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최적화 전략

온라인 고객의 신뢰를 얻고 
최종 단계에서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방법



67% 이상이 ‘결제하기’를 클릭하지 않습니다 .1

2 구매 전환율 최적화 전략

1 Baymard Institute, http://baymard.com/lists/cart-abandonment-rate ( 2013년 10월 )

2 Reasons for cart abandonment, Listrak  http://www.listrak.com/Solutions/Reasons-for-Cart-Abandonment.aspx ( 2013년 10월 )

고객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보고 들은 것이 마음에 쏙 들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사기로 결정하더라도, 온라인 쇼핑의 

마지막 관문인 결제 단계에서 고객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고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Baymard 연구소는 평균 구매 포기율을 알아보기 위해 

전자 상거래 장바구니에 대한 22건의 주요 연구를 

조사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주문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거래를 끝까지 완료하지 않는지 알아본 것 

입니다. 결과는 평균 구매 포기율이 67.44%라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장바구니로부터의 구매 전환율, 즉 결제율을 높이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왜 전세계의 잠재적인 온라인 구매자들이 

결제하기 전에 장바구니를 포기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Practical eCommerce  의 연구에 따르면 그 이유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온라인 판매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몇몇 주요 전략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객이 왜 결제를 하지 않을까요?

는 다른 곳과 가격을 
비교하고 싶어 합니다.

는 주문 시점에 물건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결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모든 형태의 비즈니스에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고객의 결제 환경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



보안에 대한 염려

3 Reasons for cart abandonment, Listrak  http://www.listrak.com/Solutions/Reasons-for-Cart-Abandonment.aspx ( 2013년 10월 ) 

4 PayPal Germany, Best Practice Integration Study, 2012년. 2012년 초에 269,442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6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PayPal 분석

연구의 일부로서 eCommerce 표준 주문 과정에서의 결제율 증가를 기초로 한 데이터임. 

온라인 쇼핑객들은 스스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할 뿐 아니라 

결제하는 동안 안전하다는 확신이 서야 구매를 합니다. 온라인 쇼핑객의 21%

가 개인 신용 카드 정보의 보안에 대한 염려 때문에 구매를 중단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Practical eCommerce 는 사람들이 결제까지 완료하지 않는 

주요 이유가 높은 배송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46%). 

배송비는 대개 결제 과정이 끝나갈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두 배로 커졌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추가 비용이 생긴다는 데에 

당황합니다. 둘째로, 전체 가격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일이 

번거롭고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결국 많은 잠재 고객들이 

실망하여 다른 곳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해 버리게 됩니다. 

높거나 숨겨진 배송비

대금 지불은 모든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고객들이 결제 방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결제 방법의 부재

의 온라인 쇼핑객들은 본인이 
원하는결제 방식을 찾지 못하면
거래를 포기합니다  .

2012 년에, PayPal 은 독일 업체들의 웹사이트에 여러 개선 사항을 

적용하여 결제 포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시험해보았습니다  . 

A/B 테스트를 통해 각각의 웹사이트 개선 기법으로 인한 결제율의 

상승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연구 결과, 모든 개선 전략을 적용시켰을 

때 결제율이 무려 9.91%나 증가했습니다.

지금부터 제안하는 개선 사항이 모든 웹사이트에서도 9.91%의 

결제율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비즈니스에 적용하여 구매 전환율과 매출 개선 효과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PayPal 의 시험

장바구니 포기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비슷하지만, 나의 고객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온라인 구매를 

하는지 또는 하지 않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글 분석 도구나 현재 운영 중인 쇼핑 사이트의 

제작자가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장바구니를 포기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통계 자료

PayPal 은 전세계적으로 1억 3천만 명의 고객에게 신뢰받고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원하는 결제 방식이 없다는 점이 

고객이 주문 결제를 끝까지 완료하지 않는 주요 이유임이 

밝혀진 이상, 비즈니스 웹사이트에 PayPal 결제 방식을 

통합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전환율, 즉 결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안전하고, 쉽고, 빠른 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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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PayPal 로고가 
보이도록 합니다. 

PayPal 통합에 대한 팁
다음 단계를 따르면 고객에게 PayPal 결제가 지원된다는 점을 알릴 수 있으며, 전체적인 결제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1억 3천만의 온라인 쇼핑객들이 PayPal 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PayPal 의 고객은 모두 여러분의 

잠재 고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매 웹사이트에서 PayPal 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품 페이지와 결제 페이지에 
PayPal 로고를 추가합니다.
모든 온라인 쇼핑객이 판매자 홈페이지에 곧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고객들은 가격 비교 

사이트나 검색 엔진으로 특정 제품을 찾으면서  링크를 통해 

제품 페이지를 방문하곤 합니다. 각각의 제품 페이지에 

PayPal 로고가 보이면, 잠재 고객들은 즉시 PayPal을 통해 

안전하고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PayPal 에 가서 PayPal 로고를 다운로드합니다.1단계 -  

PayPal 에 가서 PayPal 로고를 다운로드합니다.1단계 -  

홈페이지에 PayPal 로고를 표시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로고가 보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단계 - 

PayPal 로고를 표시합니다.

제품 페이지와 결제 페이지에 PayPal 로고를 

추가하십시오. 아래로 스크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로고가 보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단계 - 

PayPal 을 제1순위 결제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PayPal 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지불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러 

온라인 쇼핑객들이 의도적으로 PayPal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eCommerce 
판매자를 선택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결제 방법을 지원하는 경우, 고객이 구매할 때 다음 주문 결제 단계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PayPal 을 제1

순위 결제 방식 또는 기본 선택된 결제 방식으로 설정하십시오.

https://www.paypal.com/kr/webapps/mpp/logos-buttons
https://www.paypal.com/kr/webapps/mpp/ecommerce
https://www.paypal.com/kr/webapps/mpp/logos-buttons
https://www.paypal.com/kr/webapps/mpp/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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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Pal 결제 단계에 구매 내역의 상세 정보를 포함시킵니다.

고객이 장바구니에 제품을 추가하는 순간부터 상품에 대한 설명, 배송비, 세금 정보 등의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세 정보는 PayPal 주문 결제 페이지에서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제를 위해 판매자 웹사이트를 

떠나더라도 고객이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려고 할 

때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으로 인해 당황하거나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의 세부 정보를 적절한 매개변수로 이동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PayPal 의 개발자 포털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Website Payments Standard 에 대한 가이드라인

Express Checkout 에 대한 가이드라인 

비즈니스 로고를 추가하고 
PayPal 결제를 설정합니다.

PayPal 결제 페이지에 비즈니스 로고와 대표 

색상을 넣으면 결제 흐름의 통일성과 전문성이  

돋보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올바르게 결제 단계를 

따르고 있다는 확신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객이 

돈을 지불할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유익한 일입니다. 

1. PayPal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프로필( Profile )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3. 나의 판매 도구( My Selling Tools )로 이동합니다.

4. 맞춤형 결제 페이지( Custom Payment Pages )로 

              가서 ‘업데이트( update )’를 클릭하여 PayPal 결제 

              페이지를 설정합니다

5. ‘맞춤형 페이지 스타일 편집( Edit Custom Page
                 Style )’ 이라는 새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페이지

              스타일 이름( Page Style Name ), 로고 이미지 URL 

              ( Logo Image URL ) 및 장바구니 영역 그라데이션

              색상( Cart Area Gradient Color ) 탭에서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상품 정보                                     금액

주문 금액

상품 설명 1

제품 #123
단가: $79.00

비즈니스 로고

수량: 1

$79.00

$178.00
세금 $15.54
배송비

총계  $204.04 USD

$10.50

상품 설명 2

제품 #234
단가: $99.00
수량: 1

$99.00

https://developer.paypal.com/webapps/developer/docs/classic/paypal-payments-standard/integration-guide/Appx_websitestandard_htmlvariables/#id08A6HF080O3
https://developer.paypal.com/webapps/developer/docs/classic/express-checkout/integration-guide/ECCustom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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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 접촉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도록 유의하십시오.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기타 팁

한번 웹사이트 회원으로 등록되면 판매 후에도 다시 고객과 

접촉하고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수 있지만, 

회원 가입 과정 자체가 고객에게 장벽이 되어서 결국 판매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방문자로서 주문하고 결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비회원 주문’ 방법을 제공하십시오. 일단 고객이 

구매를 완료한 후에 메일 수신 동의 여부를 묻고 훗날을 위한 고객 

정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 

고객이 웹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고도 
주문 결제할 수 있게 하십시오.

모바일 상거래, 즉 m-commerce는 온라인 쇼핑의 비즈니스 

환경을 급속도로 변화시켰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온라인 구매와 함께 모바일 기기를 통한 

구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PayPal 의 Express Checkout 및 Website Payments Standard
는 모바일 환경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어 고객들이 사용 중인 

기기의 화면 크기와 관계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사이트와 장바구니를 제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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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는 다시 안 돌아옵니다.

최적화 안 됨

6 Verdict Research 와 eBay, 2011년, “Seizing the Mobile Retail Opportunity”. 출처: www.ebay-mobilemediacentre.mobi/documents/mobile_manifesto.pdf

모바일 고객들은
불편한 웹사이트를 꺼립니다.
모바일 환경에 맞게 웹사이트를 최적화하여 작은 

화면에서도 쉽게 보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나날이 

증가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 기반의 고객층을 위한 

전반적인 온라인 쇼핑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모바일 

고객들은 결국 모바일 친화적인 웹사이트에서 더 많이 구매하게 

됩니다.

eBay  와 Verdict Research 의 연구6에 따르면, 웹사이트가 

모바일 최적화된 경우에 모바일 사용자의 3/4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더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모바일 

쇼핑객을 배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1%가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사이트는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Store
Store Sale

Confi rm

PayPal – 모바일 쇼핑의 
불편함 줄여줍니다.
PayPal 의 핵심적인 결제 상품인 Express
Checkout와 Website Payments Standard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로서, 고객이 화면 

크기와 상관없이 손쉽게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문 결제 과정의 초기 

단계에 ‘PayPal로 결제하기(Checkout with PayPal)’ 

버튼을 추가하면 고객이 작은 화면/키보드 상에서 

입력하기 어려운 신용카드 정보나 주소 등의 상세한 

개인 정보 모두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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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온라인 쇼핑 결제 과정이 좋으냐 나쁘냐가 비즈니스 수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구매 전환율(결제율), 수익 및 고객 충성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안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맞춤형 PayPal 결제 페이지를 만들고 비즈니스 로고를 추가한다.

고객이 웹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고도 주문 결제할 수 있게 한다. 

모바일 친화적인 웹사이트와 장바구니를 제공한다.

홈페이지에 PayPal 로고가 보이도록 표시한다.

제품 페이지와 주문 결제 페이지에 PayPal 로고를 추가한다.

PayPal 을 제1순위 결제 방식으로 설정한다.

고객에게 구매 상세 내역을 보여준다.

질문 있으신가요?
PayPal 의 모든 페이지 하단에서 ‘문의하기 ( Contact Us )’를 클릭하여 고객 서비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