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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장 조사 배경

홈코노미 (Home+Economy) “위드코로나“ 시대 분화하는사회, “1인” “개별”

▪ 코로나이후홈코노미라는신조어가
생겨남.

▪ 사회적거리두기등외부활동이점점
어려워지면서자연스레소비의
패러다임이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변화하게됨.

▪ 온라인을활용한집에서의경제활동
이라는뜻의홈코노미. 

▪ 코로나가완화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되어도온라인경제
활동의비중은지속증가전망.

▪ 코로나로인해비대면및온라인
영역이많이성장했지만, 코로나에
대한공포는많이줄어들었고, 그동안
답답함에대한보상심리로외식및
외출이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 하지만, 이미소비패러다임이온라인
및비대면으로전환되었기때문에
오프라인시장과함께온라인시장도
고려를해야함.

▪ 업소용밀키트와완제품원팩은식품
시장의대세로그인기를이어갈전망.

▪ 최근혼자사는 1인가구가많아지면서
싱글라이프풍경이많이다채로워짐.

▪ 가족이다같이모여서식사하는문화도
많이사라졌고, 각자기호에따라먹는
음식도다양해짐.
: 아빠는족발, 엄마는스시, 아들은
피자, 딸은치킨을각각배달시킴.

▪ “1인”에맞춘메뉴구성및다양한
종류의음식을제공할필요성이점점
커지고있음. 특히, 음식점에서나먹을
법한요리들을집에서해먹을수있는
밀키트들의인기지속.

HOMECONOMY

코로나 이후의 소비 패러다임 변화, “1인”, “개별“ 개념의 확산, MZ 세대의 다양한 수요 등에 따라 “밀키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I. 시장 조사 배경

밀키트(MEAL KIT) 개요 / 개념

밀키트 (MEAL-KIT)

정량의 손질된 신선한 재료

정량의 소스 / 양념 등

조리순서, 방법, 간단한 도구

소비자가 직접

10~20분내

간단히 조리 후

바로 식사 가능

✓ 기존의 조리 완료된 제품을 전자레인지 등에

데우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방식

✓ 소비자가 따로 자을 보거나 재료 손질 없이

간단한 조리과정을 통해 요리를 할 수 있음.

✓ 밀키트 시장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으며, 밀키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식사 계획

시간 단축”으로 나타남.

미국소비자의밀키트구매이유

자료 : Real Foods 보도자료 (2017.04.25)

46%

45%

37%

36%

34%

식사 계획 시간 단축

요리시간 단축

장보는 시간 절약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

건강한 식사 가능

밀키트 식품은 신선한 식재료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

비중이 높고, 농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식품사업 분야임.



II. 글로벌 밀키트 시장 현황

글로벌 간편식 시장전망

자료 : Renub Research / www.renub.com Bold Business / https://www.boldbusiness.com/nutrition/leading-global-meal-kit-market-might-surprised/

• 글로벌 밀키트 시장은 2020년 총 84억불 시장규모로 2027년 까지 연평균 13.27% 성장하여, 201억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밀키트 시장은 코로나19의 발발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레스토랑 수준의 요리를 집에서 조리할 수 있는 수준에 올랐음.

- Hello Fresh는 코로나 발발 후 한달동안 130만명 이상의 신규 고객을 확보 / Home Chef는 코로나 발발 후 고객문의가 3배로 늘어남.

2020 2027

글로벌 밀키트 시장전망

2020 2027

USD
8.4

BILLION

USD
20.1

BILLION
CAGR 13.27%

USD
139.8

BILLION

2017 2023

USD
120.4

BILLION

글로벌 밀키트 주요 기업

http://www.renub.com/
https://www.boldbusiness.com/nutrition/leading-global-meal-kit-market-might-surpr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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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밀키트 시장전망

(단위 : 십억원)

2017 2020 2025

2

188

725

CAGR 400%

CAGR 31%

자료 :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 / 유로모니터 READY MEALS IN SOUTH KOREA (2020.12)

국내 밀키트 시장 점유율

(단위 : %)

프레시지

22%

잇츠온

14%

쿠킷

8%마이셰프

5%

PB/기타

51%

채널 별 간편식 유통비중 변화

• 국내 밀키트 시장은 2020년 총 1,880억원의 시장규모로 2017년 대비 연평균 400% 성장하였으며, 2025년까지 7,25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밀키트 시장은 현재 시장점유율 1위인 2016년 7월 스타트업 기업 “프레시지”로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현재 식품 대기업들이 시장에 참여중.

• 간편식은 주로 대형마트 위주로 유통되었으나, 코로나19이후 온라인 유통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새벽배송, 당일배송 서비스 등도 비중확대 견인)

대형마트 독립슈퍼 편의점 온라인

2019 2020

37%

34%

10%10%

33%

29%

18%

24%



III. 국내 밀키트 시장 현황

자료 :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 / 네이버 데이터랩 쇼핑인사이트, 식품>가공식품>쿠킹박스(2019.01~2021.04)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식 비중이 감소하고 맛집 음식에 대한 수요

+ 외식 업계의 온라인 진출 전략이 맞물리며 인기있는 외식 메뉴와 지역

맛집 메뉴를 밀키트로 제작한 콜라보 제품들의 인기 높음.

• 홈파티, 캠핑, 생일 등 특별한 행사 / 장소에서 여러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제품으로 구색을 갖춘 패키지 상품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밀키트 연관 검색어 2019-2021 3년간 밀키트 검색순위 상승 품목 및 2021년 검색순위 신규 진입 품목

KEY 1. 외식콜라보 KEY 2. 특별한 날 KEY 3. 인기메뉴

• 애슐리밀키트 (X-8-2위)

• 푸드어셈블 (79-56-42위)

• 월터감바스 (6위)

• 돌부대찌개 (19위)

• 장우동밀키트 (51위)

• 편스토랑밀키트 (56위)

• 레이식당밀키트 (91위)

• 미나리밀키트 (93위)

• 홈파티밀키트 (X-11-9위)

• 캠핑밀키트 (X-18-14위)

• 잔치음식 (X-27-24위)

• 생일파티 음식 (X-84-64위)

• 스테이크밀키트 (98-9-8위)

• 감바스밀키트 (X-22-17위)

• 월남쌈밀키트 (X-64-21위)

• 샤브샤브밀키트 (X-45-25위)

• 파스타밀키트 (X-43-28위)

• 부대찌개밀키트 (X-86-39위)

• 빠네파스타 (X-68-60위)

• 잡채밀키트 (X-97-77위)

• 안동찜닭밀키트 (46위)

• 술안주 (59위)

• 타코밀키트 (74위)

• 국물족발 (82위)

• 미역국밀키트 (92위)

• 터알찜닭 (97위)

* (  )안의 숫자는 최근 3년간의 검색순위. 예를 들어 (X-8-2)라면 2019년 순위 밖, 2020년 8위, 2021년 2위인 품목임.
* (  )안의 숫자가 하나일 경우 2021년 검색순위를 뜻함.



III. 국내 밀키트 시장 현황

자료 :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 / 네이버 데이터랩 쇼핑인사이트, 식품>가공식품>쿠킹박스(2019.01~2021.04)

❑연령별 밀키트 선호도

: 메뉴별로 맛보는 20대, 함께 즐기는 40대

20대

30대

40대

감바스, 마라탕, 파스타, 월남쌈, 스키야키 등

타 연령대에 비해 다양한 제품에 관심을 갖음.

홈파티, 집들이, 캠핑 등 가족 또는 친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위한 제품에 관심 높음.

30대와 선호도 비슷하며, 요리놀이터 등 자녀와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밀키트도 주목.

* 밀키트에 대한 관심은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50대

❑연령별 밀키트 인기 품목

✓ 월터감바스 (2위)

✓ 마라탕키트 (5위)

✓ 기승전골 (26위)

✓ 짐승파스타 (29위)

✓ 마라샹궈 (30위)

✓ 공주의식탁 (34위)

✓ 월남쌈키트 (36위)

✓ 스키야키 (37위)

✓ 홈파티음식 (4위)

✓ 월터감바스 (6위)

✓ 캠핑밀키트 (8위)

✓ 집들이음식 (31위)

✓ 홈파티음식 (4위)

✓ 캠핑밀키트 (10위)

✓ 은주정 (14위)

✓ 요리놀이터 (22위)

✓ 잔치음식 (9위)

✓ 은주정 (1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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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식품외식경제 / ‘밀키트 전성시대‘… 유명 맛집, 고급요리 집에서 즐긴다. (2022.01.18)

식품 대기업들, 다양화/고급화로 국내 밀키트 시장 선도

이마트(좌측), 롯데마트(우측)는 매장안에 밀키트 전용 부스를 설치하고
밀키트 사업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CJ제일제당이 1년 넘게 메뉴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2019년 론칭한
프리미엄 밀키트 브랜드 “쿡킷”

이마트의 밀키트 브랜드 “피코크”는
2013년 부터 유명 맛집과 협업을 통해
“고수의 맛집＂시리즈를 꾸준히 선보임

롯데마트의 밀키트 “요리하다”와 오근내
닭갈비의 협업

CJ 프레시웨이의 RMR* 세번째 시리즈인
“봉추찜닭”

* RMR : RESTAURANT MEAL REPLACEMENT

한국야쿠르트의 밀키트 브랜드 잇츠온은 ‘21년
5월 방송인 이경규와 손잡고 밀키트 브랜드

“잇츠온 경규식당”을 론칭함.

현대그린푸드가 지역 맛집과 협업한 RMR 브랜드
‘모두의 맛집‘을 론칭하고 첫 출시한 대전 둔산동
유명 퓨전 레스토랑 이태리 국시의 대표제품들.



IV. 국내 쌀국수 밀키트 현황

국내 쌀국수 시장 현황

베트남쌀국수, 국내에서대표외식메뉴로성장

쌀로만든면에시원한국물이어우러진베트남쌀국수는

1990년대베트남쌀국수전문점이등장한이후단번에

한국인들의입맛을사로잡으며현재는하나의대표적이고

대중적인외식메뉴로자리잡음.

공정거래위원회에등록된프랜차이즈매장만 400여개이며, 

시장규모도 2013년에이미 1,200억원을넘어셨으며, 대형

마트의한코너를차지하고있음.

베트남쌀국수가단기간에대중화될수있었던것은

1) 한국인에게친숙한쌀이주재료라는점과 2) 고기를

우려낸국물과채소가많이들어간다는점, 3) 건강을

중시하는트렌드와맞아떨어지며, 4) 숙취해소에도좋아

남성소비층도두터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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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oupang.com) BEST 10 베트남 쌀국수 밀키트 : “밀키트 베트남 쌀국수“ 검색결과



제품 이미지

(구성품 이미지)

제품명 몬하노이 베트남 더 가변운 쌀국수 에슐리 우삼겹 듬뿍 베트남 쌀국수 아로이키친 베트남 양지 쌀국수 파파쿡 소고기 베트남 쌀국수

제조사/유통사 비엔에프글로벌 ㈜이랜드이츠 식스레시피 / ㈜라마커머스 ㈜파파쿡 / ㈜푸드트리

용량 690g / 2인분 600g / 2인분 462g / 2인분 400g / 2인분

판매가격(쿠팡할인가) 7,650원 11,990원 14,900원 11,900원

밀키트 구성 육수 1팩, 면 1팩
청경채, 숙죽 1팩, 면 1팩, 스리라차 소스

1팩, 우삼겹 1팩, 쌀국수 육수 1팩 / 총 5팩
고수 1팩, 청양고추 1팩, 소고지 양지 1팩, 
쌀국수면 1팩, 육수농축액 1팩, 숙주 1팩

육수 1팩, 특제소스 2팩, 면 2팩, 소고기
1팩, 숙주/깻잎 1팩

조리시간 5분 / 조리 간편함. 15분 / 조리 난이도 보통 13분 / 조리 난이도 보통 10분 / 조리 간편함.

특징
육수팩에 고기, 야채, 육수가 모두

들어있음. 건면이 아닌 숙성면 사용
각 재료가 별도로 포장되며, 면, 육수, 

고기를 별도로 조리하는 방식임.
면을 별도로 데치고 육수를 끓인 후,

면, 숙주, 양지고기, 육수 순서로 담음.
면은 별도의 조리 없이 육수만 고기와 함게

끓여서 부어주면 되는 방식임. 

소비자 평가 대체로 맛있다고 전반적으로 평이 좋음.
대체로 맛있다는 평이지만, 간혹 야채의
싱싱함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제대로 된
레시피/설명 부족에 대한 의견 있음.

전반적으로 맛에 대한 평가는 양호함.
가격대비 양이 적고, 재료(고기/숙주)의
신선함에 대한 의견이 있음.

타 제품보다 판매가 많지 않아, 소비자
평가도 많지 않은 편. 대체적으로 맛에
대한 평가는 양호함.

IV. 국내 쌀국수 밀키트 현황

• 라면류의 즉석가공 제품을 제외하고, 밀키트 상품들과 비교.

• 대체적으로 맛에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고객들로부터 주로 발생하는

지적 사항은 고기나 야채의 신선도에 대한 부분임.

• 가격대는 2인분 기준 평균적인 가격이 “12,000원 ”임.

(야채 및 고기 별도 팩으로 구분 포장한 제품들 평균 가격)

• 조리 시간은 평균 10-15분 정도임.



IV. 국내 쌀국수 밀키트 현황

다양한브랜드의밀키트제품시장에서유통

비교를한제품들외에도많은브랜드들의다양한제품들이
판매되고있음.

-포카이쌀국수, 에머이쌀국수, 쿡킷매콤쌀국수, 풀무원
Pho 쌀국수등

12,000 ~ 15,000원 (2인기준)의가격대형성

라면처럼즉석식품에가까운제품들은 10,000원이하의
가격대가형성되어있으며, 재료를별도로패킹한밀키트
형태의경우 12,000원 ~ 15,000원의가격대가형성됨.

대부분의제품들은 2인기준으로출시됨.

제품의원가및판매의효율성때문에대부분의제품이
1인이아닌 2인기준으로판매되고있음. 2인기분제품을
여러개를패키지로구성하여할인판매하는형태임.

음식점쌀국수의맛을 90% 구현

소비자들의평가에서대부분의평가가식당에서먹는
쌀국수에거의버금가는맛을구현했다고평가. 재료의
신선함유지부분에서는지적사항들이있음.

베트남 칼국수 밀키트 관련 주요 시사점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보다친절한제품설명필요

소비자들중생각보다요리에문외한인경우가있어, 
간단해보이지만설명서나레시피없이조리에어려움을
겪는경우가있음. 초보도쉽게조리할수있는설명서제공.

식자재신선도유지를위한방안개발

모든경우는아니지만종종식자재의신선함에대한불만이
있음. 이를방지하기위해제품포장및유통단계에서의
체계적인관리방안이필요함. 경쟁력확보를위해중요함.

가격경쟁력확보

소비자들은가격대비맛뿐만아니라양에대해서도민감한
반응을보임. 타경쟁사보다조금이라도낮은가격에
판매할수있는원가경쟁력확보필요함.



V. 미국 밀키트 시장 현황

❖미국인들의 간편한 가정식사대용 밀키트(Meal
Kit)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식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 바쁜 도시 일상에서
그로서리 쇼핑과 요리준비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정으로 배달된 반조리식을 대용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밀키트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가정식이나 레스토랑 요리 수준으로 진보함.

❖ 2015년 시작된 미국의 밀키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여, 2025년까지 1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150개가 넘는 신생 밀키트
배달 업체들이 등장함 . 또한 , 월마트는
2018년 3월 250개 매장에서 2000개
이상으로 밀키트 판매를 확장하고 있으며,
아마존프레쉬(Amazon Fresh) 등이 밀키트
배달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기존의 밀키트
선두주자들에게 경쟁과 압박이 되고 있음.

❖밀키트 업계는 2018년 블루 에이프런의
193백만달러등, 총 650 백만달러의벤처
캐피탈 자금을 제공받음 . 플로리다와
워싱턴 D.C., 텍사스, 조지아, 델라웨어 등
남부지방에서 2017년 시장의 34.1%를
점유함. 블루에이프런의 회원은 2015년
1.3백만에서 2017년 3.6백만 명으로
성장하였으며, 매출도 2년간 66.5% 성장함.

자료 : KATI 농식품 수출정보 / 미국 밀키트 시장 현황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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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ATI 농식품 수출정보 / 미국 밀키트 시장 현황 (2019.11.16)

미국 밀키트 서비스 업체 점유율

출처: Second Measure

블루 에이프런(Blue Apron)
신선함을 우선으로 하며, 환경을 보존하고 질이 좋은 재료와 육류를 사용한다고 함. 
밀키트의 선두주자로 소비자 평판이 좋음. 쉐프와 농부들이 연합하여 신선한 재료와
저렴한 플랜을 준비하고,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함. 신선한 제철 재료를 사용하며, 
조리법 카드를 함께 준비함. 2인분, 또는 4인분으로 준비되며, 호르몬프리 육류, 
환경보존 해조류, non-GMO 재료 등을 사용함. 식이요법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음.

헬로프레쉬(HelloFresh)
패밀리 플랜이 일인당 $8.74로 저렴하며, 평판이 좋음. 정확한 양을 배달하여
음식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며, 배달 일정과 메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음. 
글루틴프리, 견과류프리, 채식, 팔레오식 등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됨. 일인당 $9.99이며 무료 배달됨.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준비됨.

홈쉐프(Home Chef)
홈쉐프의 미션은 소비자들이 신선한 식품을 가능한 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짐. 30분 내에 조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며, 14가지의 프로그램 중 매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으며, 채식, 저탄수식, 
저칼로리식 등 다양하게 선택함. 지난 해 1천만 가구에 밀 키트를 배달하였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업체임. 2,4,6인분 옵션 선택으로 1인분 평균 $9.95임.

선배스킷(Sun Basket)
쉐프와 영양학자들이 준비한 메뉴이며, 99% 유기농과 non-GMO 메뉴로 건강에
중점을 둠. 포장박스는 100% 재생 가능한 재질로 환경을 보존함. 농장직영(farm-
to-table) 조리식이 준비되어 있으며, 전통식과 현대식의 공존으로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음. ‘클래식’ 플랜은 1인분에 $11.49이며, ‘패밀리’ 플랜은 1인분에
$9.99임. 특히, 글루틴프리, 채식, 팔레오식의 메뉴가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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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HEF’S PENCIL / https://www.chefspencil.com/most-popular-ethnic-cuisines-in-america/

미국 내 베트남 음식의 선호도 미국 내 베트남 쌀국수의 인지도 및 인기

❑ 베트남 요리는 미국에서 유명한 외국 음식 중 9위를 차지함.
* 한국은 7위를 차지함.

❑ 베트남 쌀국수는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요리로, 맛과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있어 인기가 높은 편임.

❑ 1970년대 후반 베트남 난민들이 대거 미국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때부터 쌀국수 전문점이 미국에 생겨나기 시작함.

❑ 또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전쟁 후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을 방문, 주변에 소개하며 인기를 얻기 시작함.

❑ 캘리포니아, 워싱턴, 텍사스, 뉴욕에는 쌀국수 전문점을 찾고 싶으면

문밖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할 만큼 수천개의 쌀국수 전문점이 영업중.

❑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주민들로 이루어진 나라로, 자체적으로 미국

음식이라고 할 요리가 없고, 대부분이 외국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인들은 유럽/아시아 등 외국 음식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은 자세 갖고 있음.

https://www.chefspencil.com/most-popular-ethnic-cuisines-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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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LOVINGPHO.COM / https://www.lovingpho.com/pho-opinion-editorial/pho-sweeping-usa-north-america-since-1975/

미국에서 베트남 쌀국수가 인기 있는 이유

❑ 미국의 웹사이트인 PHO FEVER (phofever.com)에는
2,000개 이상의 쌀국수 매장을 소개하고 있음.

❑ 미국은 이민/이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로 현재 200만명이 넘는

베트남 인들이 미국에 거주중임. 쌀국수는 베트남인들이 먹는 음식으로

베트남 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쌀국수 식당이 있음.

❑ 미국은 전통 음식이 잘 없으며, 상대적으로 외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음. 베트남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쌀국수를 미국인들도 접하게 됨.

❑ 쌀국수는 실제로 단순한 요리이지만, 미국인들은 쌀국수 한 그릇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맛 때문에 쌀국수를 좋아함. 쇠고기와 육수, 고명

및 야채, 소스 등 맛과 함께 한 그릇의 쌀국수는 든든한 한끼 식사가 됨.

❑ 미국 음식의 대표격인 헴버가니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과 비교하여

훨씬 더 건강한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음. 쌀국수는 단백질,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함.

❑ 미국에는 이미 베트남 쌀국수 밀키트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쌀국수 밀키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제품과 맛의 차별화가 필요함.

https://www.lovingpho.com/pho-opinion-editorial/pho-sweeping-usa-north-america-since-1975/


CONCLUSION

지속 성장중인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밀키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단, 일찍이 밀키트가 발달했던 미국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정체를
보이기도 한 점을 고려,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품개발과 판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대중적인성격의쌀국수 밀키트

베트남 쌀국수는 전세계적으로 그 인지도가
높은 음식으로, 대중적이며 밀키트 제품에
어울리는 음식임.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다양하고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맛의 차별화, 재료 신선도의 차별화 및
가격 경쟁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미국 시장의높은 POTENTIAL

미국은 그 시장이 크고, 외국 음식
문화에 폐쇄적이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 진출 가치가 있음.

단, 미국 진출 시에는 단품 성격의
제품의 유통보다는 하나의 브랜드 하에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시장으로
진입이 수월할 것으로 사료됨. 
쌀국수 및 한국요리 키트 등 최대한
다양한 품목을 준비하여 시장진출 필요.

시장 변화모니터링 및유연한 대응

현재 소비를 주도하는 MZ세대의 경우
브랜드를 보고 소비를 하지 않고, 실제
가치를 따져보고 소비하는 성향이 강함.

MZ세대의 관심분야 변화에 따라
음식문화도 변화해야 하며,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함.



THANK YOU!!!

MAY,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