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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16

최대의�쇼핑시즌��연말

선수단��안녕하세요��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 눈이 펑펑 내렸어요. 흰 눈으로 덮인 충주를 바라보자니 연말인 것이 실감이 가

네요.   올해 연말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르게 참 한산하죠. 정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연말∙연시

기간에 대비하여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세웠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

가며 긴장감이 더해가고 있어요. 조금은 아쉽게 느껴진다고요? 업계는 아쉬움을 넘어 발등에 불이 떨어

졌다고 해요.

 

이전 13호 뉴스레터(시즌 마케팅: 시간을 포착하라)에서도 언급했듯, 연말은 소비시장이 가장 역동적인

시기에요. 미국 소매업계의 경우 한해 매출의 4분의 1이 11~12월에 발생할 정도라고 하네요.   그렇

기에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연말의 소비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번 뉴스레터에서는 코로나19가 바꾼 연말 대목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소비심리

코로나19로�인해�전반적인�소비심리가�위축된�것은�사실이나�연말에는�숨통이�좀�트일�거라는�긍정적인�전망이

주를�이루고�있어요��그동안�억눌렸던�수요가�폭발하는�이른바��보복�소비�가�기대되기�때문인데요��실제로�11월

진행됐던�한국판�블랙프라이데이�‘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기도�했죠��단��경기�침체가�이어

지는�만큼�불필요한�소비는�줄이되�가격이나�가치�면에서�확실한�만족도를�주는�제품�및�브랜드를�구매하는�경향

이�강해질�것으로�보여요��특히�코로나�블루*를�극복하기�위한�셀프�선물�및�홈파티�용품의�구매가�증가세를�보이

고�있고�가족이나�친구�간에�소소하지만�자주�선물을�교환하는�트렌드도�부상하고�있다네요��더�자세한�내용은�아

래�기사에서�확인해보세요�

*코로나 블루(Corona Blue):�코로나19와�우울감을�뜻하는�블루�blue�가�합쳐진�신조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041150031526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00918218959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31743&cid=43667&categoryId=43667


-�“집콕 메리 크리스마스”∙∙∙송년회 대신 홈파티 수요 증가��도시경제��2020-12-07)�

-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수요 증가…이마트, '집콕 크리스마스' 행사 전개 (메트로신문, 2020-12-14) 

- SSG닷컴, 비대면 소비 확산에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급증 (비즈트리뷴, 2020-12-14) 

- 명품 사면서 제일 싼 라면 찾아 사먹는 `코로나 세대` (매일경제, 2020-12-12) 

- [마케팅트렌드]⑪홀리데이 뷰티 에디션 봇물..승부수는? (산업경제뉴스, 2020-12-10) 

- 미국 K자형 경기회복에 따른 연말 리테일 시장 트렌드 (코트라, 2020-10-12) 

🤳�소비행태

주요�소비채널이�온라인으로�옮겨가며�연말의�소비행태에도�변화가�생기고�있어요��온라인�시장은�다양한�구매

채널을�쉽게�모색할�수�있어서�소비행태가�매우�유동적인데요��이에�따라�다양한�채널에서�유기적인�접점을�만드

는�옴니채널*이�중요한�역량으로�재조명�받고�있어요��나아가�구매�선택지가�늘어난�만큼�새로운�시도를�하는�사

람이�많아지며�기존의�브랜드�충성도가�낮아지는�경향도�보여요��따라서�SNS나�개인화�광고�등�다양한�방식으로

제품의��확실한�가치�를��확실한�타깃�에게�전달한다면�효과적으로�구매�전환을�유도할�수�있어요��또한�연말�쇼핑

시즌이�앞당겨지는�모습도�보이는데��이는�온라인으로�몰릴�주문�물량을�분산하고�연말�특수를�조금이라도�더�누

리기�위한�업계의�노력이라고�하네요��변해가는�소비행태가�더�궁금하다면��아래�링크들을�확인해보세요�

*옴니채널(Omni-channel):�소비�과정에서�온라인��오프라인��모바일�등�다양한�채널을�넘나들며�검색�및�구매할�수�있도

록�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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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의 연말 쇼핑시즌 전망��코트라��2020-12-01)�

- [코로나19가 바꾼 연말 쇼핑 대목 풍경] 예년보다 빨라진 美 블프, 中 광군제는 애국심 마케팅 (이코노미조선,

2020-11-16) 

- 2020 연말연시 온라인 판매 증대를 위한 캠페인 전략 (구글, 2020-11)  

��금주의�업계�소식

-�편의점서 전통주 인기…GS25, 내년 4월부터 '4개 1만원'��연합뉴스��2020-12-13)�

- 유통 업계, 연말 와인 수요 공략 나선다 (아주경제, 2020-12-15) 

- 주류업계 '씁쓸한 12월'…홈파티용 패키지로 돌파구 찾는다 (이데일리, 2020-12-08) 

- 칭따오 논알콜릭, 온라인 캠페인 '유튜버 3인 랜선시음회' (싱글리스트, 2020-12-10) 

- 150만원짜리 최고급 샤또 와인, 편의점 CU서 완판 (뉴스원, 2020-12-09)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6086&pageViewType=&column=title&search=%EC%97%B0%EB%A7%90&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3&page=1&t_num=13609856
https://www.thinkwithgoogle.com/intl/ko-kr/consumer-insights/consumer-trends/2020-%EC%97%B0%EB%A7%90%EC%97%B0%EC%8B%9C-%EC%98%A8%EB%9D%BC%EC%9D%B8-%ED%8C%90%EB%A7%A4-%EC%A6%9D%EB%8C%80%EB%A5%BC-%EC%9C%84%ED%95%9C-%EC%BA%A0%ED%8E%98%EC%9D%B8-%EC%A0%84%EB%9E%B5/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3046200030?input=1195m
https://www.ajunews.com/view/2020121514332064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67766625996552&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13
https://www.news1.kr/articles/?4144061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