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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22

달라지는�명절�풍경

선수단��안녕하세요��

2021년의 첫 달이 훌쩍 지나, 벌써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신축년을 맞이하며 결심한 새

해 다짐은 잘 지키고 계시나요? 신년의 에너지가 흐려질 즘인 2월,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개인적

인 목표, 또 댄싱사이더 선수로서의 다짐을 가다듬어 봐도 좋겠어요.  

 

오늘은 달라지고 있는 설날 트렌드와 명절 풍경을 다뤄보려 해요. 거리두기 2.5단계가 설날 이후로 연장

됨에 따라 ‘언택트 명절’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지난 추석에 비해 제재가

더욱 강해지며 이례적인 설을 쇠게 되었어요. 그러나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부터 명절의 변화는 이

미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레터에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선수단 뉴스레터는 다음 한 주 쉬어가고 2월 17일에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시장�트렌드

명절�대목을�맞아�소비�시장에서�가장�두드러지는�트렌드는�선물의�프리미엄화에요��직접�찾아뵙지�못하는�대신

선물로�마음을�표현하려는�사람들이�많아진�건데��팬데믹�시국을�반영하듯�건강과�위생�제품의�판매가�두드러지

며�신선식품�선물세트의�매출�역시�크게�증가했어요��특히�사과나�배�등�기본�구성에�대한�수요는�줄어들고�샤인머

스캣으로�대표되는�트렌드�선물세트와�한우로�대표되는�프리미엄�선물세트의�존재감이�대폭�커질�전망이에요��그

외에도�언택트�트렌드와�함께��배송��및��포장�이�주요�키워드로�떠올랐고��설�연휴�전에�배송을�받기�위한�사전�예

약�비중의�증가��직영�온라인몰�강화�등의�트렌드도�눈에�띄어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1/105206734/1


-�[DATORY 6호] 빅데이터로 본 명절선물 소비트렌드��농업ON�네이버�블로그��2021-01-25)�

- 롯데와 함께 알아보는 2021 설 선물 트렌드 (롯데 공식블로그, 2021-02-01) 

- 이베이코리아, 명절 선물 트렌드 분석…다양한 구성 ‘혼합선물세트’ 인기 (위클리서울, 2021-02-01) 

- 유통업계 설 선물대전 (더바이어, 2021-01-18) 

- 한쪽선 ‘죽겠다’는데, 설 선물은 ‘불티’…프리미엄에 꽂힌 ‘코로나 명절특수’ [언박싱] (헤럴드경제, 2021-02-01) 

- 편의점, 신축년 설 선물 트렌드는 ‘프리미엄·무료배송’ (시사온, 2021-01-09)  

행태의�변화

거리두기가�연장됨에�따라�연휴�동안��집콕�을�계획하는�사람들이�많아졌어요��실제로�사람인이�진행한�설문조사

에선�응답자의�74%가�설�연휴�동안��집콕�을�하겠다고�밝혔어요��또한�고향에�내려가는�것을�포기한�사람�중엔�단

기�일자리를�구하는�사람도�늘었다고�해요��사실�이러한�경향은�어제오늘의�일은�아니에요��핵가족화가�진행되고

개인주의가�만연해지며�명절을�단순히�휴일로�인식하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어요��빅데이터�분석에�의하면�명절

동안��귀성길����귀향길�의�언급량은�2015년부터�2018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한�반면��여행����알바��등의�언급량

은�급상승했다고�해요��이렇듯�코로나19가�이미�변해가는�다양한�트렌드에�엑셀을�밟아준�격이죠�

-�직장인 63% "설 연휴 귀향계획 없다"…코로나로 집콕 74%��서울이코노미뉴스��2021-01-26)�

- 직장인 10명중 4명 “설날연휴에 알바 할 것!” (잡코리아, 2021-01-22) 

- 예전과 사뭇 달라진 설 연휴 풍경, 이번 ‘설날’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트렌드모니터, 2020-02-05) 

- 빅데이터로 본 '설날'의 이모저모 - 연관어, 교통수단, 선물 등 (바이브 네이버 블로그, 2019-02-0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kdabceo&logNo=222176763702&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2%A4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https://blog.lotte.co.kr/39062
http://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57853
https://www.withbuye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8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01000336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688
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881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8608&schCtgr=0&Page=1&Tip_Top=1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855&code=0401&trendType=CKOREA
https://blog.naver.com/daumsoft_korea/221456270403


- [빅데이터]설 연관 키워드 1위 여행, 3위 돈…2위는? (노컷뉴스, 2019-02-01) 

��금주의�업계�소식

-�롯데칠성, 수제맥주 클러스터 조성한다��파이낸셜뉴스��2021-02-01)�

- 속초 수제맥주 전문점‘몽트비어’ 전국 으뜸두레 선정 (프레시안, 2021-01-25) 

- 생활맥주-고릴라브루잉, 한정판 수제맥주 '배럴 컬렉션' (이데일리, 2021-01-29) 

- 술, 클릭만 하면 구매 가능…알코올에 빠진 사회 (헬스조선, 2021-01-27) 

- 전통주갤러리, 신축년 새해 맞이 전통주선물특별전 진행 (세계비즈, 2021-01-28)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098986
https://www.fnnews.com/news/20210201100324070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251136383728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14406628922640&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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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biz.com/newsView/20210128514814?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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