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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10

변화의�흐름�앞에서

선수단��안녕하세요��

오늘 출근길에 많이 추우셨죠?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렸다는 소식도 들리

네요.   모두 월동준비 잘 하시길 바라요. 빠르게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작금의 시장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코로나19가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말 자체도 식상하게 들리는 것 같아

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해요. 흐름에 휩쓸리기보다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 흐름을 조망해야 큰 방향이 보이고 선제적인 대응도 가능하죠.   이번 뉴스레터에

서는 시장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변화와 트렌드들은 필연적인 흐

름이에요. 결국 우리는 시장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영민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치 찾아

오는 겨울에 대비하여 월동준비를 하듯 말이죠. 

그럼 오늘도 모두 Happy Hump Day! 

��소비시장의�흐름

시장의�변화를�이해하기�위해선�사람들의�생활과�소비�트렌드를�먼저�이해해야�해요��최근의�소비시장은�코로나

시국을�대변하듯�복잡한�양상을�띄며�변화�중이에요��가령�경기�침체로�인해�소비�심리는�위축됐지만�답답한�일상

속의�보상�심리로�양극화된�소비�행태를�보이고�있고��밀집도가�높은�중심�상권은�기피되지만�도심�근교나�주택가

등의�대안�상권으로�오히려�동선이�몰리고�있다고�해요��또�배달과�택배량은�늘었지만�코로나로�인해�지구환경에

대한�경각심도�함께�높아지고�있죠��아래�기사들을�통해�복합적인�소비심리를�좀�더�파헤쳐�볼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57&aid=0001515338


- "대형마트 대신 편의점"...코로나19로 생활·소비 트렌드 확 바뀌었다 (뉴스핌, 2020-09-25) 

- ‘코로나’ 소비 양극화…‘나를 꾸미는’ 고가품·가구는 잘 팔려 (KBS뉴스, 2020-07-30) 

-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다?…뜬금없이 살아난 상권들 (땅집고, 2020-05-08) 

- [이코노미스트] 코로나19가 바꾼 소비동선과 상권 (중앙일보, 2020-06-14) 

- [키워드체크] 2020 농식품 소비 트렌드는 '청년·건강·간편·다양’ (식품외식경영, 2020-08-21) 

- 지속가능식품 전성시대 ‘가치소비’는 시들지 않는다 (헤럴드경제, 2020-10-27) 

�업계의�흐름

복합적으로�변하는�소비�심리를�반영하며�기업들도�변화를�꾀하고�있어요��특히�코로나19로�인해�비대면�소비를

선호하는�추세가�지속되며�업계의�디지털�전환*이�가속화되고�있죠��가령�커지는�온라인�시장에�대응해�제조사들

이�온라인�직영몰을�강화하고�있으며�라이브�커머스*�등이�새로운�업계�트렌드로�자리�잡고�있어요��뿐만�아니라

다원화되는�소비자의�요구에�맞춰�데이터�기반의�초개인화�서비스를�제공하는�등의�노력도�이어지고�있다고�해

요��변하는�흐름에�대응하는�업계의�이야기들을�아래�기사에서�더�확인해보세요�

*디지털 전환:�디지털�기술을�사회�전반에�적용하여�전통적인�사회�구조를�혁신시키는�것

*라이브 커머스: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한 유통업계의 마케팅 지형 변동, 라이브 커머스��어도비코리아��2020-08-18)�

- [기획] 코로나 시대 ‘온라인 직영몰’ 일취월장-①식품업계 (식품음료신문, 2020-10-15) 

- [2020 유통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오프라인 초월한 초개인화 전략 펼쳐야 (조선비즈, 2020-04-28) 

- "초개인화 서비스,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도" (디지털타임스,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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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여파…장보기·신선식품 공들이는 이커머스 업계 (이데일리, 2020-10-29) 

- 코로나19가 바꾼 소비 트렌드, 유통업계의 위기와 기회 (바이라인네트워크, 2020-07-22) 

��금주의�업계�소식

- 2021 서울국제주류박람회, 내년 7월 2일부터 3일간 코엑스서 개최 확정 (한국경제, 2020-10-26) 

- 2020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더술닷컴, 2020-10-22) 

- 수제맥주 어메이징브루잉 VC투자 '봇물' (팍스넷뉴스, 2020-10-27)   

- 센스있는 그녀는 맥주를 입는다? (대한경제, 2020-10-27) 

- 해리스 주한 美 대사, 이번엔 '핸드앤몰트' 방문.."직접 맥주 제조" (파이낸셜뉴스, 2020-10-30) 

- aT, 미국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 우리술과 간편식 홍보 (데일리한국, 2020-10-29)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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