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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결산

선수단��안녕하세요��

올해도 이제 1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2020년은 끊임없는 긴장감이 감돌던 한 해였죠. 전 세계를 강타

한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은 위축됐지만 라이프스타일, 소비 행태, 산업 트렌드 등은 역동적으로

변하며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도 받았어요. 매우 이례적인 시기였던 만큼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

간을 가져보려 해요. 먼저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사회와 산업 전반적인 현황를 살펴보고 다음 뉴스레터

에서는 주류업계의 2020년을 돌아보도록 할게요. 

 

2020년은 우리를 비롯하여 모두에게 참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고생 끝에

낙이 오듯, 누군가에겐 올 한 해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움츠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올 한 해

수고 많았고(토닥토닥), 내년에도 신나는 춤을 출 수 있기를 바라보아요. 선수단 뉴스레터는 다음 한 주

쉬어가고, 2021년의 첫 수요일에 선물같이 다시 나타나도록 할게요. 

 

그럼 선수단 모두, Merry Hump Day! 🦌   

�Life�Style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00538&cid=43665&categoryId=43665


코로나19로�인해�사람들의�라이프스타일과�구매�제품의�유형에�많은�변화가�생겼어요��가령�집에서의�활동이�늘

어나며�간편식이나�홈트레이닝��홈인테리어��반려동물�용품��게임기�등�가정용품�분야의�소비가�눈에�띄게�증가했

죠��특히�국내�대표�가구업계의�영업이익은�전년�대비�240%�가까이�증가하는�기염을�토했다고�해요��또한�1�2인

가구에�집중됐던�가정간편식�HMR��시장이�소비자들의�요구에�부응하는�다양화�및�고급화�전략을�펼치며�큰�성장

을�이루고�있어요��CJ제일제당의�식품�파트는�올해�3분기�영업이익이�전년�동기�대비�72�2%나�증가하는�등�대부

분의�식품�업체들이�기록적인�실적을�예고했으며��HMR�시장은�2022년까지�5조�원�규모를�훌쩍�넘길�것으로�전

망돼요�

�Purchase

소비�방식에도�변화가�생겼어요��먼저�판매�채널의�변화가�두드러졌는데��감염�위험을�피하기�위한�비대면�거래가

일상화되며�전자상거래�및�배달�서비스가�활성화되었고�재난지원금�등의�영향으로�동네�상권에서의�소비가�증가

했어요��통계청에�의하면�올�4�6월의�온라인�쇼핑�거래액은�37조�4671억�원으로�전년�동기�15�2%나�증가했고�

특히�음식�서비스�73�8%�와�음식료품�38�7%�의�증가세가�뚜렷했다고�해요��이러한�추세에�발맞춰�온라인�채널

로�적극�전환하는��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업계의�중요한�과제로�대두되기도�했죠��또�다른�변화로는��회당�구

매량�의�확대가�있어요��사람들이�집에�있는�시간이�많아지며�식료품�등의�구매량은�늘어난�반면�감염을�우려하여

쇼핑�횟수는�줄였기�때문이라네요��



�Philosophy

코로나19는�소비의�기준과�철학에도�영향을�미쳤어요��글로벌�컨설팅�회사인�EY는��가격�적정성�Affordability���

�건강�Health�����환경�Planet�����사회�Society�����경험�Experience���등을�변화한�소비자들의�주요�특징으로

꼽았는데요��특히�가격�적정성과�건강을�우선시하는�경향이�가장�강한�것으로�나타났어요��또한�환경과�사회를�생

각하는�윤리적�소비도�팬데믹의�영향으로�더욱�확대되는�추세고요��경기�침체가�장기화�국면에�접어들면서�사람

들은�소비에�더욱�엄격해졌고��기존에�정립된�브랜드에�대한�소비자�충성도도�붕괴되고�있어요��따라서�변하는�소

비자들의�특성을�면밀히�파악하고�빠르게�반영한다면�이전보다�더�많은�기회를�얻을�수도�있게�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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