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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은 직접 보고 구매한다는 전통

적인명절선물구매의법칙은엄지족의위세

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보통

명절을목전에두고늦깎이선물구매가이뤄

지는것이이번추석에선더이상통하지않는

구(舊) 법칙이되고있다 예년명절과달리인

터넷이나 모바일로 선물을 구매하는 양상이

뚜렷이감지되고있다는것이다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현장에선

인터넷과모바일구매비중이크게늘고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지난해 설 명절부터 선

물세트 판매 채널을 모바일로까지 확대했다

는점을감안하면불과 1년여사이에선물구

매패턴에뚜렷한변화의조짐이보이고있는

것이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추석 선물세

트 매출 중 온라인 매출 비중은 81%에 달했

다 지난해 추석 당시 온라인 매출 비중이 3

8%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배 이상 늘어

난것이다 온라인매출에서모바일이차지하

는 비중도 지난해 설 명절 당시 18%였던 것

이 지난해 추석에는 20% 올 추석에는 22%

로증가추세에있다

롯데마트의 경우에도 온라인 선물세트 판

매 신장률은 오프라인(30%) 보다 두배 가량

높은 643%에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

오프라인 대비 매출 구성비도 지난해 추석

당시 148%에 그쳤던 것이 올해 설에는 18

8%로 4%포인트가량늘었다

온라인 선물세트 매출은 조미ㆍ인스턴트

선물세트가지난해대비 3배(2586%) 가량매

출이증가하며실적상승을이끌었으며 신선

선물세트중이번추석에처음도입한곡물세

트 등도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채

소선물세트의경우전년대비50배이상큰폭

으로늘어났을정도다

명절선물은카탈로그를보고전화로예약

주문을 하거나 매장에서 직접 보고 구매한

다는전통적인명절선물구매패턴이이번추

석에선 휴가지에서모바일로구매하는패턴

으로바뀌고있는것이다게다가가공품을넘

어 신선 선물세트까지 온라인과 모바일의 비

중이크게늘고있는것은주목할부분이다

이에따라보통추석당일일주일전부터명

절 선물세트 구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던 것

이이번추석기간엔 23주일전부터이뤄지

는등선물구매패턴시기도바뀌고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모델들이신세계가새로선보인모바일상품권 신세계기프트를홍보하고있다이마트제공

발품 대신 클릭구매 방법도변해

인터넷모바일이용증가신세계롯데百등작년의두배

대중적으로인기있는저가형식품 생필품선물세트부터프리미엄의이

름을달고나온고가선물들까지명절을맞아정(情)을전하는선물종류도

다양하다 지금이야 예산이나대상 취향에 맞게선물선택의폭이넓지만

불과 5060년 전만해도 명절 선물이 상품화 되지 않아 집에서 직접 기른

닭의달걀이대표적인명절선물이었다이렇듯명절선물의변천사는우리

의시대상을고스란히반영한다 흥미로운명절선물변천사를살펴봤다

직접기른닭에서천만원육박와인까지

선물 보니 시대상 보이네

1960년대에도 주로 먹거리가 명절 선물로 많았다 라면과 조미료

등이일반적이었고그중에서가장인기있었던선물은바로설탕과

미원이었다 미원은특정제품의명칭이지만인기가워낙좋아조미

료의고유명사처럼쓰였다

먹거리제품 나오니

라면설탕조미료
년대

1970년대에는산업화가시작되면서공산품이인기를얻기시작했

다 비누나치약세트 스타킹나양말세트등과함께조미료 식용유

커피 어린이용 과자 선물세트 등 식품 선물세트 역시 명절 선물로

많이선보였다

산업화로공산품인기

비누양말식용유세트
년대

1980년대는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선물이 점차 고급화 다양

화됐다 그 종류도 3000여종으로 늘었으며백화점을중심으로 갈비

세트 굴비세트 등 고가 선물들이 출시됐다 넥타이 스카프 지갑

벨트 양말세트등취향이반영된잡화선물이인기를끌었다

경제성장에 고급다양화

고기잡화 등 3000가지
년대

1950년대는 직접 기르고 수확한 먹거리들이 명절 선물로 쓰였다

상품화된 선물은 거의 없었다 직접 재배한 쌀이나 찹쌀 직접 기른

닭이나달걀 소고기돼지고기등먹거리가대세였다 한국전쟁이

후끼니걱정이가장크던시기라이런먹거리가가장큰선물이었고

명절선물을하는대상도가까운친인척에국한됐다

전쟁 후끼니 걱정에

직접재배한먹거리

달걀찹쌀소고기

년대

1990년대는 가공식품보다는 여러 지역 특산물 등 자연식품이 강

세를보이기시작했다단순히가계에보탬이되는먹거리나생필품

을 벗어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소비력이 생겼기때문 또 1994년부

터는각백화점과유통업체들이상품권을발행하기시작했다

생필품넘어건강챙기자

자연식품상품권강세
년대

2000년대 이후에는와인 올리브유 홍삼등이른바 웰빙상품이

꾸준히인기를끌고있으며 1990년대후반부터시작된상품권의인

기도여전히이어지고있다최근에는 12만원대의식품및생필품

선물세트가가장대중적인명절선물로자리잡은한편백화점호텔

등에서는 VVIP를 위한 초고가의 한정판 프리미엄 제품(호텔 이용

권등)이날개돋친듯이팔리기도한다 아울러 1인 가구증가로소

용량 제품과 간편 조리 상품도 명절 선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웰빙상품꾸준한인기

와인올리브유홍삼

1인가구간편조리식품

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