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소비를이끄는 7개의라이프시그널









 































의료·교통·통신비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지갑을 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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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가 있어 얼마나 행복한가!” 플라스틱 조립 로

봇을 좋아한 아이는 로봇 프라모델 만들기를 좋아하

는 어른이 되었다. 좋아함을 멈춘 적이 없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을 감추었다.

(중략)

거침없이 결제하는 물품 중엔 로봇 장난감이 있다. 

어른이 됐다고 경제적 사정이 늘 자유로울 순 없지

만, 적어도 몇만 원 정도인 장난감에선 상당히 자유

로울 수 있다. 장난감을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하고, 

도착한 택배를 까는 단계 단계마다 어른 됨의 참된

자유를 깨닫는다. 거듭되는 구매 경험에도 살 때마

다 짜릿하게 자각한다. 아 이게 어른이구나. 그래, 

나는 이것을 위해 돈을 벌어 온 것이었다.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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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칩의 품귀가 무용담을 생성했던 것처럼

오픈런, 스니커즈 한정판 드랍, ‘피’켓팅…

그 ‘쟁취’하는 과정 자체가 재미 요소



장인 약과 2주째 티켓팅 실패임 하…
무슨 약과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

싶은데 진짜 너어어어어무 맛있다고
그래서 오기 생겨서 하는중

약게팅 어케하는거임 대체
59분부터 초시계보면서 대기탓는데
티켓팅할 때보다 개집중해서 햇는데

왜 품절되냐고요 쫌 먹여보자고

후기 보니까
찹쌀떡 금방 품절되서

오픈런 해야된대 냅다 중앙역 가서
점심먹고 바로 가야겠다

내가 이번주 토요일에는
오픈런인지 지랄런인지를 해서

그뭐냐 뭔
올드페리도넛을 먹어주마

삼각지 쌤쌤쌤! 웨이팅 진짜 엄청나서
오픈 30분전에 와서 웨이팅 하시는거
추천합니다 테이블링 원격 줄서기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주말에 한남동 가면 평균 5입밴 후
1.5시간 웨이팅해야 어디 들어갈 수
있는듯.. 캐치테이블 예약이 필수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어..



요기 웨이팅 오래 걸려서
테이블링 어플에서 미리 원

격 줄서기 해서 가는거
추첨 합니둥

대기.. 대기.. 그놈의 대기
이번 #아이유티켓팅성공 은
금손인증이니까 자랑 ㅋㅋㅋ

연석으로 끊다니 대단

팝업스토어
네이버예약 꿀팁

공유합니다

가을야구 티켓팅 엄청
빡세겠지....? 하 댈티맡길까

용병을 오억명 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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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은 물건 개수를 줄이고 싶어하는 대신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경험들을 갈망한다.”

“미학은 곧, 차별점이다. 1,000달러가

훌쩍 넘는 아이폰을 사려고 줄을 서거나, 테슬라

자동차 구매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자 흔쾌히

예약금 1,000달러를 내는 이유가 바로 미학이다.”













“이 집 감성은 이렇구나,
내 취향에 맞는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나도 모르던 나에 대해 새삼 생각해보게 되는”

“처음 만났을 때 꼭 물어보는 것”



“화양연화 시리즈를
순서대로 배열하면
이 스메랄도 꽃의

모양과 매우 유사함”

“세계관 공부한 후랑 전이랑
확실히 다르다

너무 대견하고 배울게 많아”

“세계관에 발목잡힌 팬
나야나

내가 제일 과몰입중인듯”

“타팬인데 에스파 세계관 취저다
곡에 자꾸 나비스 나오는거
해석 찾아보니 완전 취저”

“세계관 공부중인 신입이야~
화양연화 웹툰 읽고 더노트 읽고나서

뮤비 순서대로 다 봤어”

































“요즘 새로 생기는 곳은
전부 샐러드 파는 가게인듯

이 동네만 몇 개가 생기는거야”





“#건강한일상 #아침운동 #수영 #말일

#자유수영 #혼자연습 #뭐가이리힘드냐

#뭐든열심히 #나를응원해 #오하운 #오운완”

“7시 저녁약속 전 가볍게 러닝 5바퀴

#데일리 #운동 #건강관리

#오운완 #런데이 #런린이 #🏃”

“오전에 산모닝하고 스피닝까지 완료

개운한맛에운동한다😍 #오늘도화이팅

#걷기의생활화#건강해지는습관

#나의루틴 #오운완 ⛰🚶 #운동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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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훨씬 효율적인데
윗사람들은 재택하면

다 노는 줄 아는 것 같아
재택하는 곳으로 이직하고파”















파이어족 나도 되고 싶다

파이어족으로 살려고 노력하는인간인데

절약하고 있는 노력과 노하우

공유하고 싶어요

파이어족이되는 것에는

관심없음. 

힘닿는 데까지일할거임.

담주 월욜은 출근안해서좋으다

매일매일굼실거리면서출근하고

최소 3년후엔 #파이어족을 꿈꾸는 나

파이어족을 꿈꾸는 회사원입니다

유동 자산 2억으로파이어는도저히 힘들고

코인으로 수십억 벌고 싶은데 힘들어 보이고

파이어족 정말 부럽네요

















D.SIGNAL PROJ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