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로벌 시장분석 : 2017-01호 ] 2017년 10대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

□ 기존의 ‘나이듦(Ageing)’을 거부한다, Midorexia

  ○ 50대 이상 소비자층에서 부는 신개념 라이프 스타일을 지칭하며, ‘중년 혹은 그  
     이상의 소비자가 그들의 나이대보다 젊게 행동하는 것’을 말함 
    - 해당 소비자층은 젊은 층과 마찬가지로 집, 뷰티, 데이트, 운동, 음식, 건강, 인생,  
      돈, 스타트업, 여행 등에 동일한 관심을 가짐
    - 온라인에서는 이들을 “나이 파괴자(age disrupters)”라고 불리며 새로운 개념의  
      나이듦(Ageing)의 개념을 내세우며 기존 집단의 변화를 주창함
    - 이들은 Cyndi Lauper와 Geffrey Pank의 펑크 음악을 즐기며 수백만 팔로워  
      (follower)를 보유한 중식 스타 요리사 영상을 즐겨보며, 최근 중년 이후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서적을 즐겨 읽으면서 영향을 받음

   



    - 이들 소비자층은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노장 선수들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영감을  
       얻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적 은퇴 시기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짐

  ○ 이들 소비자층의 전문성과 사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새로운  
     기술과 작업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름
    - 중장년층의 재취업 및 재교육의 일환으로  美 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매트라이프(MetLife), 英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      
      英 은행 바클레이스(Barclays)에서는 만 65세까지 재취업 인턴쉽 프로그램을 제공

□ 소비에도 ‘조기교육’ 열풍, Consumers in Training

  ○ 현대 가족(문화) 형태와 사회는 어린 나이부터 소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의 소비의 편리성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20대 이상 집단은 가정에 머무르며 온라인 소비를 촉진시킴
    - 따라서 아이들이나 청소년층은 단순히 가정 내에서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집단에서  
      실제 구매에 참여하며 소비를 학습하는 집단으로 발전함 

    - 부모들의 아이들의 적극적인 소비 결정 과정 참여를 환영하게 되었으며, 특히  
      핵가족화 되는 과정에서 소비 결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동등한 지위를 가짐 
    - 부모들은 가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며 외식 장소, 자동차 구입, 의복 구입  
      등에도 자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함



  ○ 온라인 채널 또한 아이들에게 구매 기회와 브랜드 노출 등을 통해 소비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함 
    - 아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 등에 광고 윤리가 논의되기 시작함
    - 최근 한 연구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달콤한 씨리얼(cereal) 제품을 노출시켰을  
      경우 소비 욕구를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
    - 영국의 국가어린이조사프로그램(National Child Measurement Programme)은   
       10세에서 11세의 비만 어린이가 2016년에 19.8%로, 전년도의 19.1%보다 상승했음

○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의 중심은 10대 청소년
    - 이 신진 소비 집단은 트렌드를 형성하고, 돈을 쓰거나, 부모가 그들을 위해 지출하도록 만듦
    -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집단이거나 고등 학습 경험은 소비 훈련 효과의  
      인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남
    - 대학이나 기관 등에서는 학생의 잠재력과 업적을 평가하는 것 대신 학생들이   
       기관과 교직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논의 중
    - 교육은 소비에 대한 책임보다는 소비에 따른 기대치를 인지시키는 경향이 있음

  ○ 아이들에게 소비는 ‘놀이’라는 점을 인식시켜라
    - KidZania의 웹사이트는 기업의 성공 이유로 4세에서 12세까지의 아이들에게 어른의  
      행동 양식을 따라하거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했다고 밝힘
    - 현실 세계에서 아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해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쇼핑을  
      하거나 즐거운 놀이로 인식하게 됨
    - MetaFilter 관계자는 “아이들은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소비가 가능한 공간을 선호한다”고 함



□ 비범함, Extraordinary

  ○ 매스 프로덕트(대량 생산 제품)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도래함
  ○ 인터넷은 “긴 꼬리(long tail)”이라 불리는 이색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이색적인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해줌
  ○ ‘이색적인 소비자 집단’은 전형적인 소비자들의 특징인 키, 몸무게, 신체적 능력,  
     음악적 취향, 사회적 안정성 등에 포함되지 않음

  ○ 모델을 위한 패션은 가고 진짜 일반소비자를 위한 패션 대두
    - 유로모니터는 2017년 비만(BMI 30kg/㎡ 이상) 인구가 북미에서는 15세 이상  
       인구의 42.7%를, 서유럽에서는 19%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함
    - 진짜 소비자의 몸에 가까운 “특별 사이즈” 옷에 대한 수요는 패션 업계에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인구분포가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온라인 채널에 국한되어 있음
    -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Plunkett Research는 세계적인 플러스사이즈(특대형)   
       시장 회전율이 180억 달러(한화 약 20.7조원)으로 추정
    - 여전히 소비자들의 경제력, 지역적 특성, 온라인 판매 채널 발달, 종교 등의 이유  
       또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소비자층의 다변화는 더 많은 소비의 선택을 불러오며 제품에도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디자인 요소(Solution-based design)가 가미되는  
     경우가 많아짐
    - 헬스웨어(Healthwear)라는 용어는 장애로 인해 동반되는 문제 해결 요소가 적  
      용된 패션 제품(옷)을 의미함
    - 이는 MagnaReaday의 CEO인 Maura Horton으로부터 처음 개발되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셔츠에 자석 버튼을 장착하는 것을 고안함



  ○ 엑스트라 사이즈(Extra-Size) 체형의 여행 사회적 관심사 대두
    - 몸집이 큰 소비자들, 특히 비만이나 키가 큰 소비자들은 여행 중 종종 항공사들로  
      하여금 2개의 좌석 구매를 요구당하는 등 차별을 받아옴
    - 이러한 차별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려던 하와이안항공사는 법정 다툼까지 가는  
      끝에 해당 규정이 철폐됨

□ 빠르게 더 빠르게, Faster Shopping

  ○ 2017년 소비자들은 인내심이 없으며 디지털 세상은 “IWWIWWIWI(I want what  
     I want when I want it : 나는 내가 가지고 싶을 때 가지고 싶다)라는 표현이 생김

  ○ 실시간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기업들은 신속함을 앞세운 비즈니스 모델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1시간 배송’ 서비스나 비콘(beacon)기술(소매상들이 주변 소비자들의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등이 해당

  ○ 선주문 형식은 더 이상 기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에는 부족함

  ○ 일례로 패션 컬렉션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이전의 ‘프리뷰(preview)’ 형식에서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런웨이’ 중계로 변하고 있음

  ○ 빠른 편리함(Rapid convenience)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공룡인 아마존은 주문 후 30분 내로 드론을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
    - 이미 프랑스 아마존에서는 자동차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 후   
       72시간 내에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음식만 배달? 식재료도 배달!(Food rush)
    - ‘다음날 배송’ 시스템이 최근 더 빠른 배송 시스템으로 대체되기 시작함
    - 영국 슈퍼마켓 체인인 세인즈버리(Sainsbury’s)가 일부 지역에서 1시간 배송  
      서비스를 시작함
    - 이 시스템은 촙촙(Chop Chop app)어플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아마존(Amazon)의  
      프라임나우딜리버루(Prime Now and Deliveroo) 서비스와 경쟁 중
    - 세인즈버리 측은 해당 시스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싶은 시간에  
      물건을 가질 수 있는 옵션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함
    - 소비자들이 건강한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며, 배달 음식에도 변화가 감지됨
    - 영국 제과점 체인 그렉스(Greggs)는 기존 제품 라인에서 저칼로리 혹은 무(無)  
      글루텐(gluten-free) 제품 등 건강 제품류를 늘려가고 있음

□ 진짜(진정성)를 찾아서(Authenticity)

  ○ 진정성(Authenticity)은 2017년 소비자의 주된 가치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거의 모든 산업군에 해당됨
    - 2016년 이베이(eBay)에서 제품 판매를 위한 키워드로 사용된 단어가 ‘진품/진정성’
    - 소비자들은 “진짜”에 열광하고 있으며 단순히 진품, 정품을 찾는 현상에서부터  
      시작해 이제는 남을 따라하는 소비 패턴이 아닌 “진짜 나”를 찾는 소비를 추구  
      하고 있음
    - 동시에 IT기술의 진화로 인해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2016년 여름에는  
      Dassault Systemes社가 3D 가상 쇼핑 시스템을 선보임



 □ 정체성(Identity)의 끊임없는 변화(flux)

  ○ 자연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함
    -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와 로컬 트렌드 간의 긴장감은 글로벌 트렌드가 주목받음에  
      따라 원래의 정체성을 의심받게 됨
    - 소비자들은 좀 민족성과 자아를 ‘선택’하는데 조금 더 유연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종종 문화적 요인에 기인함
    - 정체성에 대해서는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며 편견에 따르는 것이므로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함

 

■ 출처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7년 1월)

  ◉ 관련 회사 홈페이지

  ◉ Google.com

■ 작성자 : 손성민 연구원 (mike@kci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