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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국 경제 현황

 ㅇ 5월 31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 180만 명, 사망자수 10만 명 이상

  - 3월 중순부터 비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영업장이 폐쇄됐으며, 이로 인해 

대량실직과 소비위축이 나타남. 

  - 5월 중순부터 주정부 별로 단계적 경제재개를 시작했으며, 6월 1일 현재 50개주가 

경제재개를 했거나 조만간 할 예정

 ㅇ 셧다운 여파로 모든 지역에서 극심한 경제활동 위축

  - 3월 중순 셧다운 이후 10주간 4,000만 명 이상의 실업자 발생, 4월 실업률 14.7%로 

급증, 소매판매 전월비 16.4% 급감

  - 1분기 GDP –5.0%로 2014년 1분기(-1.1%)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 기록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최소화를 위해 연방정부와 연방준비제도 전방위 

지원에 나섬

  - 연방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마련, 연준은 과감하고 전폭적인 유동성 지원 단행

 ㅇ 경재재개 이후 실물지표 개선됐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회복은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19가 바꾼 미국 소비트렌드

 ㅇ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 확대로 E-커머스 성장 가속화

  - 전국적 락다운과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한 구매패턴이 

전환되면서 구매의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 경재재개가 시작되어도 온라인으로 전환된 구매 패턴은 그대로 유지될 것 전망

  - 신선식품·자동차·가구 등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매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소비자의 쇼핑을 돕는 인공지능·증강현실 기술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ㅇ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본격적인 ‘홈코노미’시대 도래

  -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재택근무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의 영구전환을 선언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길어짐.

  - 공립학교들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학업성취도 부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가정 내에서 보충학습을 하거나 여름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에듀테크 플랫폼과 프로그램이 인기

  -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보내려는 소비자 요구는 웰빙가전과 

스마트홈 수요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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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에 머물면서도 외부와 활발하게 소통하기를 원하면서 소셜미디어와 화상채팅 

플랫폼의 사용량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ㅇ 완전한 경제재개 이후에도 살균·소독의 일상화 지속

  - 코로나19로 급증한 세척용품·손소독제 수요는 포스트코로나19 시대에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일회용 마스크와 천 마스크가 일상화됐으며, 

많은 패션 기업들이 천 마스크를 출시

- 감염 확산 공포로 공유경제·Reusable 트렌드는 약세  

 ㅇ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변화와 위기로 정신건강 유지 수요 확대

  - 격리와 실직, 뉴노멀 시대의 도래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악화를 

호소하는 미국인 증가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디지털헬스 기기와 앱 사용량 급증

  - 향기·음식·셀프케어 등 간단하게 기분 전환이 가능한 컴포트 이코노미 부상

 ㅇ ‘Buy Local’ 트렌드의 확산

  - 락다운으로 비필수 산업군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소규모로 운영되었던 지역 비즈니스  

살리기에 동참하자는 운동이 확산됨.

  -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염려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로컬 브랜드를 구매

  - 제조와 유통과정이 짧고 투명한 식품 선호는 뉴노멀 시대의 트렌드로 정착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ㅇ 뉴노멀 시대 소비자들은 새로운 브랜드 구입을 시도하고, 해외여행·쇼핑몰방문·

공연 관람 등 대면활동을 최소하며, 디지털라이프로 빠르게 전환할 것으로 예상

  - 언택트·홈코노미·웰니스·컴포트 이코노미·생활방역·디지털화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필요성 증대

 ㅇ 코로나19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도와 가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요 기업의 첨단기술 기업 인수합병, 파트너십 수요와 

인력유치 경쟁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소비자 행동 변화를 감지, 제조-유통-마케팅-판매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이나 수정도 추진해볼 수 있음.

 ㅇ 코로나19로 비즈니스 환경이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음에 따라 이 과정에서 새롭게 

정립되는 비즈니스 문화와 방식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음.

  - 비즈니스 관계에서 비대면·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비대면 전시·상담에 대비

  -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시스템 확립 필요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바이어 선정 중요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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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국 경제 현황

□ 코로나19 감염 현황 및 경제재개 현황

 ㅇ (감염 현황) 5월 31일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수 180만 명, 사망자수 

최소 10만4,583명

  -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미국 대부분 지역이 3월 중순부터 자택대기령을 

발령하고 비필수 산업의 영업장 폐쇄

  - 5월 중순부터 시작된 경제재개와 메모리얼데이(5.25) 연휴,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에 대한 전국적 시위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 5.30일 신규확진자수 2만3,553명

< 1~5월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

(단위: 명)

자료원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20.6.1.)

 ㅇ (경제재개) 5월 18일 미국 일부 주를 시작으로 단계적 경제재개를 시작  

  - 각 주별로 사업장의 영업재개 지침을 두고 있음.

  - 확진자수와 이용 가능한 중환자실 침상 수 등을 고려해 지역적·

단계적 재개를 계획  

  - 경제를 재개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실업자 급증과 

경제회복 필요성 압박으로 신속한 경제재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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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별 경제재개 현황 >

주 : 2020.6.1 기준

자료원 : New York Times(2020.6.1.)

□ 경제현황

 ㅇ 3월 중순부터 자택대기령을 내리고 필수 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장이 

폐쇄되면서 경제활동의 가파른 위축

  - 큰 타격을 입은 항공업·제조업·숙박업·소매업계 등이 긴급 금융지원을 

받거나 구조조정을 단행

  - 대량 해고 및 무급휴직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소비 급감

  - 5월 말 현재 전국 대부분의 주가 단계적 경제 재개를 시작 했으나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 존재

 ㅇ (GDP) 1분기 경제성장률은 –5.0%(연율)로 2014년 1분기(–1.1%)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 기록

 ㅇ (고용) 셧다운 조치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가 4월 높은 실업률로 이어짐. 

  - 4월 실업률 14.7%로 급등, 비농업부문 고용 2,050만 명(계절조정치) 감소해

실업률과 고용감소 규모 모두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악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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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실업률은 전달보다 더 오른 16.3%에 이를 것으로 보임.  

* 노동부산하 노동 통계국(BLS)은 5월 실업률이 13.3%로 전월보다 하락했다고 6월 5일 발표했으나,

이틀 뒤 통계상의 오류를 인정, 발표했던 것보다 약 3% 포인트 높은 16.3%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을 주석을 달아 밝힌 바 있음.

  - 주간 실업수당 신규 신청자 수는 전국적으로 셧다운이 시작된 3월 15~21일을 

기점으로 11주 연속 매주 수백만 명을 기록

  - 11주 동안 발생한 실업수당 신규 신청자 수는 총 4,300만 명에 이름. 

< 2019~2020년 미국 실업률 >

(단위 : %)

주 : 주황색 원에 표시된 숫자는 통계상 오류를 정정한 5월 실업률

자료원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0.6.5)

 ㅇ (소매판매) 셧다운과 대량해고 여파로 소매판매 부진

  - 코로나19로 3월부터 위축된 소매판매는 4월 전월비 16.4% 감소

  - 미 상무부가 소매판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최대 감소폭 기록

  - 온라인을 포함한 비상점 부문(8.4% 증가)을 제외한 모든 소매 산업 

분야의 소비 위축

 * 매출 급감으로 큰 타격을 입은 대형 소매업체들이 줄줄이 도산위기에 놓임.

* J.Crew, Nieman Marcus, JCPenny 등이 코로나19로 파산보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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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전월비 산업별 소매판매 증감 >

(단위 : %)

자료원 : U.S. Cencus Bureau (2020.5.19.)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연방준비

제도의 전방위 지원

  - (연방정부) 초대형 경기부양책으로 기업·의료기관·지방정부·가계 지원

 * (CARES Act) 2조 달러를 투입한 미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으로 인당 최대 1,200달러의

현금지급, 실업급여 증액, 소기업 급여보호 대출 프로그램(PPP) 등이 포함

* (Interim Emergency Relief Package) CARES Act 일환인 PPP 신청급증으로 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추가로 4,840억 달러 투입

* 5.16일 연방 하원에서 3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추가예산 법안인 HEROES Act 통과됐으나,

공화당 반발로 상원 통과 미지수

  - (연준) 과감하고 전폭적인 유동성 지원 단행

* 3.15일 기준금리 0~0.25%로 인하하고, 국채, 주택저당증권(MBS) 7,000억 달러 매입 계획 발표

* 3.23일 무제한 양적완화와 회사채 및 ETF 매입 발표

* 4.9일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PMCCF)와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SMCCF)를

통한 지원규모를 2,000억에서 7,500억 달러로 확대

 ㅇ (전망) 경제재개 이후 실물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완전한 

회복은 최대 2~3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음.

  - 당초 계획했던 V자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코로나19 2차 유행 위험성도 

경제회복의 위협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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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19가 바꾼 미국 소비 트렌드

가. E-커머스 활성화

□ 온라인 구매 전환 가속

 ㅇ 코로나19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한 구매패턴 전환 

  - 전국적 락다운(lock down)과 전염병 전파 우려 확대로 온라인 매출 폭발적 증가

  -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자 구매의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 소비자지출 디지털 전환율: (3월6일) 12.3%, (3월17일) 21.9%, (3월27일) 28.8%, (4월11일) 35.5%

(PYMNTS.com, 2020.4)

- 4월 Adobe가 발표한 Digital Economy Index에 따르면 자택대기령 중이던 

4월 미국의 온라인 쇼핑 매출은 팬데믹 시작 전인 3월에 비해 49% 급증

* 통계치는 3월(3.1~11)과 4월(4.1~23)의 일간 매출을 기준으로 함.

  - 자택대기령 초반에는 식품·휴지 등 생필품 비축을 위한 온라인 쇼핑이 주를 

이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정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품목의 매출이 크게 확대

< 3월 대비 4월의 미 온라인 소매판매 품목별 매출 증감 및 비중>

주 : 3월은 3.2~15, 4월은 3.30~4.12 온라인 소매 판매를 기준으로 함.

주2: 아마존 판매는 불포함.

자료 : Rakuten Intelligence(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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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보편적 쇼핑 

방식으로 정착될 전망

  - 전자상거래시장에서 배송이 빠르고 편리하며, 취급 품목이 다양한 

아마존의 파워는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

  - 소비자 경험 강화의 기능이 컸던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 구매, 매장 

픽업(커브사이드 픽업)’ 방식의 판매 기능이 더욱 강화

* (Curbside pickup)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매장 밖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고객의 매장 출입을 최소화 해 감염위험을 낮추려는 리테일 전략

* 4월(4.1~20) 온라인 구매, 매장 픽업 방식으로 발생한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208% 증가

  - 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던 품목의 경우, 발 빠르게 온라인 

쇼핑 시스템 구축해 시장 상황에 대응

* 대표적인 업계가 자동차 소매 업계로 코로나19 직후 온라인 구매 플랫폼 구축. 향후

코로나19가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방식을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

 ㅇ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으로 그 동안 부진을 겪어온 오프라임 매장은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감염 위험과 체온측정·마스크착용 등 번거로움 때문에 소비자들의 오

프라인 매장 방문과 지출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쇼핑몰과 백화점, 의류업체들의 매장 폐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

  - 투자은행 UBS는 온라인 쇼핑 전환으로 오는 2025년까지 약 10만개의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봤음. 

< 2019~2025년 폐점 소매 매장수 전망 >

산업분류 2019~2025년 폐점 매장수 전망치 전체 매장 대비 폐점률
문구·사무용품 3,630 50%
가전제품 12,490 28%
운동기구 6,210 27%
가정용 가구 11,280 24%
의류·액세서리 23,940 20%
백화점·잡화점 7,160 11%
주택개조 3,350 5%
자동차 부품 600 1%

주 : 전체 매장 대비 폐점률에서 전체 매장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원 : UBS(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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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온라인 배달 주문 시대

 ㅇ (식품구매) 코로나19로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그 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온라인 식품 구매를 시작했으며,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 산업 강세 지속 전망

  -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식품 쇼핑에 제약이 커지면서 미국인의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 의존도 급증

  - 주요 기업들은 온라인 주문의 폭발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배달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커브사이드 픽업(curbside pickup)’시스템을 확대

  - 코로나 19를 계기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온 온라인 식품 산업 성장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 

* 컨설팅업체인 Bain&Company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식품 소매판매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4% 정도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이 비율은 10~15%로

큰 폭 성장했으며, 위기 상황이 일단락된 후에도 이 비율은 5~1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경제재개 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식품점 내 최대 수용인원 제한 

등으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장보기가 불가능해 지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온라인 식품 쇼핑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됨. 

* Nielsen은 오는 2025년까지 미국 온라인 식품판매 매출이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

전체 식품 소매 매출 가운데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월마트 커브사이드 픽업 장소 >

자료원 : corporate.walm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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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터넷 사용자의 온라인 식품점 이용 경험 및 계획 >

주 : 3.17~18일 18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대상 조사

자료원 : Coresight Research

 ㅇ (밀키트) 외식을 줄이고 가정 내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미국인이 증가

하면서 원하는 메뉴를 골라 식재료를 집으로 배달 받는 밀키트(meal 

kit) 제품 인기 확산

  - 시장조사 기관 Nielsen에 따르면 4월11일을 기준으로 한 달간 미국 밀키트 

매출 규모는 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0%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에 비해 배로 늘어남. 

  - 오프라인 식품점 쇼핑이 어려워지고, 가정에서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한 제품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체들도 시장 기회를 포착하고, 

판매하는 메뉴를 밀키트 상품으로 제작해 판매를 시작

  * 패밀리 레스토랑 Denny’s, 패스트푸드 체인 Chick-fil-A, Shake Shack, 패스트 캐주얼

체인 Panera 등이 코로나19 이후 밀키트 사업 론칭

  - 경제 재개 후, 밀키트 판매는 락다운 기간에 비해 다소 감소하겠으나, 

뉴노멀 시대에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오프라인 매장 이용을 

꺼리는 소비자 행동 변화로 밀키트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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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커머스 업계의 소기업 D2C 브랜드

 ㅇ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간 유통상 없이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D2C(Direct-to-Consumer) 브랜드 선전

  - 코로나19로 촉발된 주요 생필품의 수요증가와 공급부족으로 기존에 

쇼핑하던 대형 유통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입하지 못한 소비

자들이 D2C 브랜드로 눈을 돌림. 

  - 코로나19가 그간 사용해보지 않았던 D2C 브랜드를 시도하는 계기가 됨.

* Yotpo가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아마존 이용고객의 65%가 아마존에서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구입하지 못했거나(32.75%) 일부 품목울 구입하지 못했다(32.25%)고 응답

* 설문참가자의 40.55%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 매진 됐을 경우,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브랜드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2017~2021년 미국 D2C 시장 규모 >

(단위 : 10억 달러, %)

주 : 2020~2021년은 전망치

자료원 : eMarketer(2020.3)

 ㅇ 소비자들은 D2C 브랜드를 좀 더 친근하게 느끼며, 온라인 업계의 소

상공인으로 여기는 인식이 있음. 

  - 각각의 D2C 브랜드가 갖는 독특한 개성과 가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마케팅 방식의 특성이 밀레니얼과 

Z세대의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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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코로나19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유저들이 D2C 브랜드 광고 및 관련 콘텐츠를 접하는 빈도가 높아짐.

  -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소기업과 국내 브랜드 선호도가 상승한 

것도 D2C 브랜드에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로 매출 급상승한 D2C 브랜드 사례 >

Little Spoon : 유아식 및 비타민 브랜드

- 25~35가지 메뉴의 유기농·신선 식재료로 조리한 유아식을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

- 2017년 말 서비스 론칭한 이후, 2019년 200만 개 이상의

유아식을 판매했음.

- 코로나19로 설립 이래 최대 주문량을 기록했으며, 수요에

발맞춰 빠른 속도로 생산량을 늘렸음.

- Little Spoon 측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직접 육아를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유아식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유아식 주문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

- Little Spoon은 3만5,000인분(10만 달러 상당)의 유아식을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하고, 필수적 산업에 종사하거나

코로나19로 실직한 부모에게 밀플랜 30% 할인 혜택 제공

Tula : 클린 뷰티 스킨케어 브랜드

- 2014년 뉴욕에서 탄생한 고급 스킨케어 브랜드

- 유해성분을 제거하고, 과일·곡물 추출물 등 수퍼푸드와 발효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으로 구성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월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400%

증가했으며, 전월비 100% 상승

- 2월부터 시그니처 스킨케어 세트 제품 판매가 3배로 늘기

시작했으며, 신규 고객들이 멀티스텝 스킨케어 방식을

선택해 더 많은 제품이 판매되는 효과가 나타남.

- 소셜미디어 영향으로 고객 중 75%가 35세 미만의 연령층

- 업체 측은 소비자들이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물면서 건강과

웰니스에 투자하는 것이 매출 확대의 요인이라고 분석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growwire,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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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AR의 역할 확대

 ㅇ 온라인 쇼핑에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 기술 도입 수요 증가

  - 코로나19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소비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AI·AR 

같은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소비자 경험을 보다 더 강화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이미 다수의 온라인 소매점들은 소비자와의 효과적인 소통과 쇼핑 만족도 

향상을 위해 AI와 AR 기술을 활용해왔음.

  - 전문가들은 AI·AR 기술 도입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예측 

 ㅇ (AI) 편리하고, 개개인에 최적화된 쇼핑 경험을 요구하는 소비자 기대 

확대가 온라인 쇼핑에 AI 도입을 가속화

  - 온라인 쇼핑의 일상화로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제품 정보 수집과 

주문의 중요성 확대

  - AI를 이용, 고객 개인의 쇼핑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품 추천과 모바일 

음성 검색 및 주문은 소비자에게 만족도 높은 온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

  - 웹사이트 상에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챗봇(Chat bot) 

소비자 의존도도 증가할 전망

* 소비자 15%가 최근 12개월 내 챗봇을 이용한 경험이 있음. (Drift, 2018)

* 소비자 55%는 업체 측과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있기를 희망함. (LivePerson, 2019)

* 소비자 15%는 챗봇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응답 (Convince and convert, 2018)

<eBay의 챗봇 ShopBot 활용 >

자료원 : mark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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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AR)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는 기술인 AR은 직접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체험하지 못하는 온라인 

쇼핑의 한계를 보완

  - AR은 가구·홈데코·뷰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매출과 고객만족도 

향상 효과를 입증했으며, 패션·예술품 판매 분야에도 쓰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웹기반 AR 솔루션 제공 업체 SeekXR에 따르면 네슬레, 오버스톡닷컴 

등 AR 기술을 적용한 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전환율은 10%에서 200%로 

상승했으며, 반품율과 구매결정 시간은 각각 25%와 50% 감소

* 전환율 : 웹사이트 방문자가 제품 구매, 회원등록, 뉴스레터 가입,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 웹사이트가 의도하는 행동을 취하는 비율

  - 밀레니얼과 Z세대에게 AR 기술은 이미 익숙한 쇼핑 방식이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연령층에 좀 더 보편적 쇼핑 방식이 될 가능성 존재

< E-커머스 기업의 AR 기술 활용 예 >

            

           “발라보고” “착용해보고” “배치해보고”

(화장품 판매점 Sephora) (모자 판매점 Vetebrae) (가전·가구 판매점 Houzz)

         

자료원 : micahrivera.com, Vertebrae, medi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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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에서, 따로 또 같이

□ 주거 공간, 그 이상이 된 집

 ㅇ 경제재개가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이전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

  - 집은 감염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됨.   

  - 첨단기술의 발달로 자택대기령으로 외출이 자제됐던 기간 동안 가정은 직장, 

학교, 여가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삶의 허브(hub)가 됨.

 ㅇ 전염병의 확산과 자택대기령은 소비자가 새로운 행동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포스트 코로나19에도 이어질 전망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직장의 업무수행, 공부, 놀이, 쇼핑, 운동 

방식의 변화가 팬데믹 이후에도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본격적인 홈코노미 시대 도래

  - 첨단기술의 발전, 라이프스타일과 인식의 전환 요인 등으로 이미 일과 공부, 

여가에서 물리적 장소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었으며, 코로나19가 이 변화를 

가속화 시킨 것임. 

□ 사무실이 된 집
 

 ㅇ 미국 내 많은 기업들이 사무실 운영과 직원 안전을 위해 경재 재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하거나 영구화 

  - 코로나19 락다운으로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이 재택근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검증 기회를 가짐.

  - 경제 재개가 시작됐으나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업의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됨. 

  -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에 큰 비용을 투자했으며, 기업의 

비용절감과 직원의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로 재택근무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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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2일 Twitter는코로나19를계기로희망자에한해영구적재택근무를가능토록하는방침발표

* Mondelez., Nationwide, Barclay 등 주요 대기업들도 자택대기령으로 재택근무 중인 직원을 영구적

재택근무로전환시키고사무실공간축소를고려중

* 250여명의 최고재무관리자(CFO) 대상 설문조사 결과, 74%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최소 5%이상의출근인력을재택근무로영구전환할계획을가지고있음. (Gartner, 4월)

 ㅇ 재택근무 활성화로 원격 툴(tool)과 홈 오피스 제품 수요 폭발적 증가

  - 성공적인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개인의 업무 수행 외에도 효율적 협업 

및 업무공유, 보안 유지, 정확한 직원의 업무 수행 평가 시스템이 요구됨.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화상 및 챗팅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직원 모니터링 시스템 수요 확대  

* 직원의 생산성을 모니터링하는 Prodoscore는 코로나19 이후 잠재고객이 이전보다 600% 증가

* 2020년 기업의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은 전년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Gartner)

  - 코로나19 직후 홈오피스용 기기 및 액세서리, 가구 판매가 급증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기업은 직원에게 일종의 특전으로 홈오피스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대세가 될 것    

< 미국 직장인이 사용하는 주요 원격 협업 툴 >

자료원 : Clutch 2020 Remote Work Survey

 ㅇ 재택근무 확산으로 컴포트웨어 수요 급증 

  - 출근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가정에서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의류 인기

  - 코로나19 이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단정한 캐주얼룩을 허용하면서 캐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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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와 리조트웨어, 스트릿웨어, 애슬레저 판매가 증가해왔음.

  - 코로나19는 이러한 트렌드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잠옷과 라운지웨어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 4월 한 달간 바지와 자켓 판매는 전달대비 각각 13%와 33% 감소, 브라 판매 역시

12% 줄었으나 온라인 파자마 매출은 143% 급증 (Adobe Analytics)

□ 학교가 된 집

 ㅇ 코로나19로 미 전역 공립학교 대부분이 휴교령을 내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학업을 수행하도록 함.  

  - 5월 11일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주(州)는 여름학기와 8월 중

순~9월 시작하는 2020년 가을학기 개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

 * 코로나19로 46개 주정부와 그 외 시정부가 2주 이상 휴교령을 내렸음. (Education Week)

  - 코로나19로 미국 내 90%(5,450만 명)의 취학 연령층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에 의존 

  - 이밖에 주요 대학들도 추수감사절(11.26)까지 2020년 가을학기 대면수업을 

취소하고, 온라인 수업을 지속하기로 결정

 ㅇ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포함한 서비스, 전자기기, 에듀

테크(EdTech)를 접목한 장난감 등의 수요 급상승

  - 현재 주요 공립학교는 구글 클래스룸, 마이크로소프트 팀, 줌 등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시험을 치르고 있음. 

* 2~3월 사이 화상미팅과 온라인 러닝 툴의 다운로드 건수는 600~1300% 증가 (SensorTower)

  - 학교 수업 외에 가정 내에서 보충학습을 할 수 있는 에듀테크 플랫폼과 

서비스를 찾는 학부모 증가

  -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하락과 육아, 업무 등으로 온라인 학교 수업 지도에 한계를 느낀 

학부모들이 에듀테크 서비스에 의존하는 추세

* 코로나19 휴교령으로 2020년 가을학기 재학생 중 학년에 요구되는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 비율은 읽기의 경우 70%, 수학은 5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 (NW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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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에듀테크 사이트와 앱 >

분류 사이트혹은앱명 설명

가상캠프 Varisity Tutors

- 여름방학 기간 동안 무료로 주간 서머캠프를 개최

- 1~6학년까지 연령에 맞게 과학, 문학, 아트 수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음.

- 수업은 1시간 정도 라이브로 진행되며, 일주일에 총

5회 수강하는 코스임.

가상캠프
Camp

Supernow

- 5~11세를 대상으로 하며, 주간별로 다른 테마를 선정해

서머캠프를 진행

- 화상을 통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과학실험, 그리기와

만들기, 게임, 명상 수업을 진행

가상캠프 CodeWizardsHQ

- 8~18세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브 온라인 코딩 수업

- 가상현실 게임과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 컴퓨터 비전 앱을 통해 코딩 기술을 익힘.

가상캠프 Camp KiwiCo

-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서브스크립션 방식

- 계획된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택배로 배송

-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

- 2020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5일간 DIY를 테마로 한

강의 무료 수강 기회 제공

읽기 Storyline Online

- 어린이 문학 작품을 유명인이 직접 읽어주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 비영리 문학 프로그램인 Reading Partners와 협업을

통해 학년별로 수준에 맞는 작품을 분류해서 사용자가

쉽게 아이의 수준에 맞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음.

읽기 Reading IQ
- 서브스크립션 방식의 온라인 도서관

-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

읽기
Read Along by

Google

- 구글이 개발한 교육용 안드로이드 앱

- 사용자가 화면상에 주어진 단어를 맞게 읽는 지

판별해 읽기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수학 Freckle Math

- 수학 질문과 맞춤형 게임을 통해 어린이의 수학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무료 사이트

- 수학 이외에 언어 예술과 과학 프로그램도 제공

수학
Adventure

Academy

- 8~13세를 대상으로 하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 다수가 참여해 수학, 사회, 과학 문제를 게임처럼

풀어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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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공간이 된 집

 ㅇ 가정 내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집을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꾸미는 데 투자

  - 외식이 어려워지면서 대신 가정에서 홀로 혹은 가족과 함께 요리를 하거나 

빵을 굽고, 직접 꾸민 홈카페를 즐기는 등 주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

* 3월 한 달간 패키지형 커피 소매매출 전년 동기대비 24.9% 증가(Nielsen)

* 대형 가정용품 판매체인 베드배스앤비욘드 3월 제빵기와 청소기 매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00%와 100% 증가

  - 가정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퍼즐, 비디오게임기 수요 급증

 * 229달러에 판매되던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진 사태가 발생하면서

각종 경매 사이트 등에 400~500달러 대에 거래됨.

  - 스마트홈 의존도 확대에 따른 스마트스피커 및 관련 기기 판매 증가 

* 자택대기령 기간 동안 스마트홈의 허브 역할을 하는 스마트스피커 사용시간 증가

* 언택트(untact), 비대면 경제의 급부상으로 스마트홈의 음성 명령 기능의 중요성 확대,

스마트 도어벨과 비디오카메라 수요 증가 추세
 

< 코로나19 이후 스마트스피커 사용시간 변화 >

주 : 3.31~4.1 미국 성인 2,200명 대상 조사, 오차범위 ±2%

자료원 : Morning Consult

 ㅇ (사교생활) 대면으로 사람을 만나는 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가정에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해 인간관계를 지속

  - 코로나19 이후, 소셜미디어는 소셜라이프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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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미디어 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기능보다 타인과의 소통 창구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면서 라이브스트림과 화상채팅 기능의 사용 증가

  -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화로 다자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크고 작은 침목 

모임부터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까지 진행하는 것이 뉴노멀 시대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캘리포니아·뉴욕·콜로라도·오하이오(일부 지역)주는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일시적으로비디오컨퍼런스를 통한혼인서약과결혼증명서 발급을허가함.

* 뉴욕에서는 코로나19로 장례 수요가 급증하고, 장례 참석이 어려워지자 비디오컨퍼런스

장례 서비스 등장. Zoom을 이용한 장례식으로 비용은 1,400달러부터 시작

< 비디오 컨퍼런스를 활용한 결혼식과 저녁 식사 모임 >

자료원 : NY1, AP(Brian Kersey)

 ㅇ (웰니스) 코로나19로 더욱 높아진 건강 관심도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연장으로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에 투자 

  - 웰빙 허브로서의 가정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자택대기령에 따른 웰니스 시장의 단기적 영향은 소비자의 장기적 채택으로 

이어질 전망 

  - 특히 시장 초기 단계에 있는 디지털 피트니스와 원격 건강 장치 같은 품목은 

코로나19로 대중적 소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코로나19 발 경기침체로 고급 영양제나 수퍼푸드 같은 웰니스 제품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합리적인 가격의 디지털 피트니스 서브스크립션이나 부가

가치가 높은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플랫폼 등은 집에 머물고, 지출을 

줄이기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측

  - 이밖에 정수기·공기청정기 같은 웰빙가전의 판매도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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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수요가 확대된 주요 홈트레이닝 제품 및 서비스 >

ㅇ (Tempo) 홈 짐(Home gym) 시스템 판매. 모션캡처 템포비전, AI 기술 등을 활용해

1:1 코칭과 운동분석, 클래스를 제공. 기기가는 $1995, 매월 $39의 서비스 이용료가 있음.

ㅇ (Fight Camp) 가정용 복싱·킥복싱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공. 사용자가 착용하는 퀵랩과

펀치트랙커를 활용해 사용을 분석. 사용자 수준별 프로그램을 온디맨드로 제공.

비품 가격은 $439~1349, 매월 $39의 서비스 이용료가 있음.

ㅇ (Obé) 라이브와 온디맨드 피트니스 클래스 비디오 서비스 제공.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음. 월 이용료는 $27임.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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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활방역 시대의 도래

□ 살균·소독의 일상화

 ㅇ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살균·소독 관련 세척용품의 수요가 급증했으며, 

이러한 소비 패턴은 완전한 경제재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살균·소독 중심의 청소 방식과 청결 유지의 생활화는 뉴노멀 시대의 

대표적인 변화임. 

  - 손소독제, 손세정제, 살균성분이 함유된 표면 세척제가 필수 휴대품으로 

자리 잡고, 가정과 직장, 그 외 공공장소에서도 살균·소독 세척 요구 확대

  - 세척용품과 함께 전문 청소 서비스의 수요도 급증할 전망  

<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따른 살균·소독 제품 품목별 전년 동기대비 매출 증감 >

품목
코로나19 발병 전
(2019.12.22.~28)

美 첫 감염자 발생
(2020.1.26.~2.1)

지역사회 감염 확인 후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2020.2.23.~29)
소독용 알콜 +6.0% +19.6% +65.5%
목욕&샤워용와입스 +3.7% +13.1% +59.6%
과산화수소 +6.4% +12.5% +32.2%
다용도 세척제 +6.2% +8.1% +29.8%
소독제(Antiseptic) -2.5% +9.5% +24.1%

자료원 : Nielsen Retail Measurement Service

 ㅇ 세척용품의 폭발적 수요 확대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니치 브랜드 제품의 

관심과 판매 증가

  - 클로락스·라이솔·퓨렐 같은 가정용 세척용품과 손소독제 주요 브랜드 

제품의 품귀현상으로 소규모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니치브랜드 제품으로 

수요가 확산되는 추세 

  - 내셔널 브랜드 제품이나 유통업체의 PL제품에 비해 가격대가 높으나 

친환경·로컬생산 등 브랜드 개성이 뚜렷함.

  - 소규모의 뷰티·퍼스널 케어 브랜드들도 손소독제, 살균효과가 있는 세척제 

등을 잇달아 출시

  - 코로나19를 통한 소비자의 니치 브랜드 경험은 향후 브랜드 로열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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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주목받은 세척용품·퍼스널케어 니치 브랜드 예 >

브랜드명 제품사진 특이사항

Touchland

- 미스트방식의 분사형 손소독제 브랜드로 동물실험을 하지 않

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비건 제품

- 개당(38ml) 12달러로 일반 손소독제에 비에 비싸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 25만개이상판매, 하루 10만달러의매출을기록하기도함.

CleanWell

-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탄생한 세척제품 브랜드로 유독 화학물

질을 배제하고 식물추출물을 주원료로 한 포뮬러 채택

- 손세정제, 손소독제, 표면세척제 등이 주력상품으로 코로나19

이후매출이 400% 이상확대됐으며, 주요소매점입점계약도성사

Pipette

- 유아와 산모를 위한 퍼스널케어 전문 브랜드로 식물성·무독성

성분을 내세운 제품

- 코로나19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발 빠르게 손소독제

제품을 출시하고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광고

자료원: 각 사 홈페이지

 ㅇ 정수기·공기청정기·스팀클리너·UV살균기·전해수기 같은 소형 가전 

판매도 함께 증가

  - 공기·표면상에 존재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전염병 확산·감염의 공포, 건강과 청결 유지에 대한 강박이 고가의 가전 

수요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

* 3월 14일을 기점으로 지난 8주간 미국 공기청정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00%

가까이 증가 (NPD그룹)

□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

 ㅇ 공공장소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안면 가리개를 

필수적으로 착용토록 하고 있음.

  - 5월 12일 현재 뉴욕·플로리다·매사추세츠를 포함한 37개주는 행정명령을 

통해 공공장소 혹은 직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주별로 상이함.

* 행정명령 외에 기업들이 직원 및 고객의 의무적 마스크 착용을 공지

  - 그 외 텍사스·테네시 등 10개주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

  - 일부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등 갈등이 있으나 마스크가 일상으로 

정착하는 단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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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해온 미국은 코로나19로 의료진의 

N95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부족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에 직면

* 미국의 최대 마스크 수입국인 중국(2019년 미국의 마스크 수입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71.9% 기록)은 2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미 수출 축소

*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미국의 마스크 대중 수출은 급증

  -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천으로 만든 마스크를 

재사용하고, 구입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할 것을 권고

  - 패션 브랜드들이 천 마스크를 제작해 판매를 시작

  - 경재 재개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고 있어 높은 

마스크 수요가 이어질 전망

< 2010~2020 2월 중국의 마스크 대미 수출동향 >

< 2010~2020 2월 미국의 마스크 대중 수출동향 >

단위 : 만 달러

자료원 : U.S. Census Bureau



코로나19가 바꾼 미국 소비 트렌드

- 27 -

□ 저무는 공유경제·Reusable 트렌드

 ㅇ 최근 수년간 급성장한 공유경제는 코로나19로 직격탄

  - 숙소·사무실·자동차 등 타인과 제품이나 공간을 대여해주는 방식의 

공유경제는 감염 공포로 수요 급감

  - 이로 인해 빠른 성장세를 이어온 공유경제 기업들이 위기에 봉착했으며,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재편이 요구됨.

* (airbnb) 전 직원의 25%(1,900명) 감원, 올해 계획했던 기업공개 여부 불투명

* (Uber) 전 직원의 14%(3,700명) 감원

* (WeWork) 소프트뱅크의 30억 달러 규모 위워크 투자계획 철회

* (GM) 2016년 론칭한 차량공유 사업 철수

  - 전문가들은 경제가 완전 재개되어도 공유경제의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전망

 ㅇ 위생과 안전상의 이유로 식당과 소매점은 용기·포장지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일회용품 용기 및 비닐봉지 사용 규제의 확산, 소비자의 장바구니와 머그컵, 

개인식기류 지참이 장려됐으나 코로나19로 상황 반전

  - 개인용 컵이나 용기를 들고 오면 할인혜택 등을 주었던 카페나 식당들이 

당분간 BYO(Bring Your Own) 정책을 중단하고, 일부 슈퍼마켓도 고객 

개인의 장바구니 사용을 금지함.

* 일부 정치인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쇼핑객의 개인 장바구니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 친환경 정책으로 위축이 예상됐던 일회용품 수요의 확대 전망

< 코로나19로 고객 개인 컵과 장바구니 사용 중단을 공지한 스타벅스와 랄프스 안내문 >

자료원 : businessinsider, cb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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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신건강을 지켜라

□ 위기에 빠진 미국인의 정신건강

 ㅇ 코로나19 전염병 확산과 죽음의 공포, 장기간 이어진 락다운과 갑작스러운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미국인 정신건강에 적신호

  -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 호소

  -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 조사 결과, 45%가 코로나19가 자신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응답했으며, 19%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힘.

  - 4월 한 달간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핫라인을 통해 문자 상담을 요청한 

미국인은 2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0% 이상 증가 

<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한 미국인 비율 >

주 : 설문조사 기간 2020.3.25~30

자료원 : Kaiser Family Foundation

 ㅇ 팬데믹 사태가 일단락되어도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침체 영향으로 

미국인이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빠르게 벗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

  - 경기침체는 자살, 약물과다복용 사망률 증가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

* 비영리기관메도우정신건강정책연구소(MMHPI) 연구결과, 코로나19 팬데믹종류후실업률이

- (5%포인트상승할경우) 자살자 4,000명 증가, 약물과다복용사망자 4,800명 증가

- (20%포인트상승할경우) 자살자 1만8,000명 증가, 약물과다복용사망자 2만2,000명 증가

  -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뿐 아니라 개인의 관련 소비지출

역시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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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와 모바일 앱 의존도 증가

 ㅇ 정신건강 치료와 관리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

  - 모바일 소프트웨어와 앱을 이용해 전문가와 직접적 대면 없이 24/7 

정신건강 관리가 가능

  - 미 식품의약국(FDA)의 정신건강 관련 디지털 헬스 규제 일시적 완화로 

의료진과 환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정신건강 치료 

및 관리의 폭이 확대

 * FDA는 4월 중순 코로나19 사태 동안 정신과 질환 치료를 위한 디지털 헬스 기기에

대해 510(K) 시판 전 통지서 제출 면제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신규 지침 발표

  -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직원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디지털 방식의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추세

 ㅇ 정신건강 치료 및 관리 수요의 증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디지털 

헬스가 이상적인 대안으로 주목

  - FDA의 일시적 규제 완화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환경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치료 및 관리의 접근성을 확대 할 목적

  - 디지털 헬스가 정신 질환 치료 및 관리법으로 보다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

  - 의사 처방을 통해 강박장애, 불면증, 우울증, 물질사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약물중독 등을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헬스 기기로 치료하는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약물중독·만성적 불면증·물질사용장애에 대해 FDA로부터 디지털치료 승인을 획득한

페어세라퓨틱스(Pear Therapeutics)는 FDA의 일시적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조현병 치료 상품

‘페어-004’를선보이고, 의료진의판단에따라해당상품을환자가사용할수있도록함.

 ㅇ 변화된 일상으로 가중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스스로 관리하는 모바일 

앱이나 챗봇, 문자 테라피스트 플랫폼 수요 확대

  - 별도의 의사 처방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관리 

툴(tool)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 이러한 모바일 앱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코로나19 

상황 속 효과적인 정신건강 관리 수단으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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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신건강 관리 앱 >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및 앱스토어

이름 사진 특징

Wysa

- 테라피 방식의 인공지능 챗봇

- 인지행동요법, 변증법 행동요법, 명상, 기분 추적 방식을

통해사용자가자신의 기분을조절할수 있도록도움

- 공항발작이나 불안, 우울감이 느껴질 때 언제든

앱을 켜서 챗봇을 통해 코치를 받을 수 있음.

- 코로나19로 불안 및 고립 관련 AI 채팅 기능과

툴팩을 보완하고, 무료로 제공

Talk

Space

- 토탈 정신 건강 관리 앱

- 라이선스를 획득한 전문 치료사와 매칭 서비스,

치료사와 채팅, 음성·화상통화 가능한 플랫폼 제공

- 사용자가 자신의 상태를 기록할 수 있게 하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의 분석데이터를 제공

- 정신건강관리에도움이될수있는각종정보열람가능

Happify

- 간단한 게임을 통해 사용자의 정신적 문제를 파

악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코칭 제공

- 게임과코칭은과학적데이터와연구결과를기반으로함.

- 사용자는 지속적인 앱 사용을 통해 정신건강 관

리의 진척 상황을 앱으로 확인 가능

Stigma

- 사용자가 간단한 일기를 작성하면, 그 글에서 생

각과 감정을 표현한 두드러진 단어들을 시각적으

로 보여줌.

- 이 데이터를 토대로 달력을 만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기분과 감정이 어떻게 조절되는 지 추적 가능

Shine

- Self-care 방식으로 접근한 일일 정신건강 지원 앱

- 매일 사용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앱 사용자간 대

화를 유도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수면·집중·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주제의 500여

개 오디오 명상 라이브러리

- 일일 명상 및 타인과의 토론 유도, 격려가 되는

문장 노출, 목표에 부합하는 자기관리의 습관화 코칭

- 심각하지 않은 가벼운 방식으로 사용자의 정신건

강을 관리한다는 콘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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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컴포트 이코노미’부상

 ㅇ 코로나19가 가져온 불안감이나 우울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

하는데 지출을 늘리는 ‘컴포트 이코노미(Comfort Economy)’에 주목

  -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셀프케어(Self-care)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투자

  -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를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온 컴포트 이코노미는 

코로나19 사태로 확장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ㅇ 컴포트 이코노미의 중심이 되는 셀프케어 시장 기회의 확대 

  - 셀프케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육체적·정신적 건강, 건강한 인간

관계, 이상적 라이프스타일, 자기계발 등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됨.

  - 이에 따라 소비자가 셀프케어로 인식하고 지출하는 상품 범위 역시 매우 폭 넓음.  

  - 뷰티·패션·피트니스·가전·홈퍼니싱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기업들이 

셀프케어 트렌드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 

< 대표적 셀프케어 제품의 2020년 1분기 전년 동기비 매출 증가율 >

자료원 : NPD그룹

 ㅇ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식품 판매 증가 기대

  - 평소 즐겨 찾는 ‘컴포트 푸드(comfort food)’를 주문하거나 요리해 

먹으며 즐거움을 찾는 트렌드의 확산 

 * 유명식당 메뉴와 밀키트를 판매하는 골드벨리(Goldbelly)의 3~4월 매출은 전년비 100% 증가

  - 대마성분인 칸나비디올(CBD) 음료, 니코틴 껌, 시가 등 기호식품 판매 확대

* CBD 성분이 함유된 탄산수 브랜드 리세스(Recess)와 니코틴 껌 루시(Lucy)의 4월
셋째 주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배로 증가

< 리세스 CBS탄산수(왼쪽)와 루시의 니코틴 껌 >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손세정제 헤어케어 향초 보디세럼
73% 13% 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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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Buy Local’열풍

□ 로컬브랜드를 지켜라 

 ㅇ 코로나19로 필수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군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소규모로 운영되었던 로컬 브랜드와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음. 

  -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공생’의 가치 실현이 급부상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지역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한 ‘바이 로컬(Buy Local)’ 바람이 불기 시작

  - 컨설팅 기업 빅레드루스터(Big Red Rooster)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출자제령 시기 동안 미국인의 68%가 대형 체인보다 로컬 비즈니스에서 

지출했다고 응답

  - 지역 비즈니스의 지속을 위해 영업이 제한된 식당, 커피숍 상품권이나 

헬스장 이용권 등을 미리 구입해두는 소비자들도 증가하는 추세
   

 ㅇ 팬데믹 이후에도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이용을 통해 비즈니스를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지역 상점을 위해 지역 상공인들과 비영리단체 등이 진행 중인 캠페인 >

자료원 : burlington chamber of commerce, Advanced Embroidery & Screen Printing

□ 제조와 유통 과정이 짧고 투명한 식품의 선호도 증가

 ㅇ 지역 브랜드 선호 트렌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강세

  - 최근 몇 년간 유통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접촉점이 있고, 장거리를 이동해 

오는 먹거리에 거부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유통과정이 짧은 지역 브랜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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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호감도를 보이는 추세가 지속

* 2014년 117억 달러였던 지역 생산식품 매출은 2019년 20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 (Packaged Facts)

  - 전염병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비교적 공급이 원활한 

지역 브랜드를 선택할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고, 이는 소비자의 오랜 

구매 습관을 영구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존재

  - 코로나19는 소규모 지역 브랜드에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 바이 로컬(Buy Local) 트렌드에서 ‘로컬’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를

의미하나 넓게는 수입산이 아닌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북미 지역 소비자의 식품 카테고리별 로컬 브랜드 선호도 >

자료 : Nielsen(2017)

 ㅇ 코로나19로 안전과 건강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식재료의 원산지와 

유통 경로에 대해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요구

  - 소비자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충분한 정보를 통해 자신이 구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원함.

* 소비자 94%가 공급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브랜드에 충성도가 더 높다고 응답

(Natural Product Insider), 소비자 78%가 공급망을 공개하는 브랜드를 그렇지 않은

브랜드에 비해 더 신뢰한다고 응답, 자녀를 둔 밀레니얼세대 여성의 86%는 유통

경로가 투명한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한 의사가 있다고 응답(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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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식재료 원산지와 유통경로 공개는 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뿐 아니라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소재와 마케팅 방식으로 활용

  - 코로나19로 인해 먹거리 정보공개와 소비자 구매결정의 상관관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이 트렌드는 식품 뿐 아니라 퍼스널케어, 뷰티업계에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  

< Raw Seafoods 블록체인 도입을 통한 해산물 공개정보 사례 >

ㅇ 2019년 10월 미국 해산물 공급업체 로우 시푸드(Raw Seafoods)는 IBM 푸드 트러스트

(Food Trust) 플랫폼 도입을 발표

- IBM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해산물의 포획정보를 디지털로 기록하며, 우선적으로

가리비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

- 가리비 포획 순간부터 해산물 선별과 포장과정, 최종 목적지 운송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위성을 통해 업데이트 됨.

- 비디오를 포함한 이 데이터는 판매시점의 유통업자, 공급자, 소매업자 등과 공유

ㅇ 로우 시푸드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생산지가 불분명하고, 어종을 속여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미 해산물 유통업계에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됨.

- 미 해산물 유통업계는 그 동안 가짜 레이블로 원산지와 종을 속이는 일이 많아

소비자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려웠음.

- 하지만 블록체인에 수집·저장된 데이터로 어선의 경로와 포획한 어획물의 품질과

신선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소비자 신뢰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이는 향후 해산물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ㅇ 로우 시푸드 측은 QR 코드를 이용해 소매점에서 소비자가 직접 푸트 트러스트

플랫폼에 접속해 해산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Raw Seafood 해산물 포장 과정 >

 

자료원 : IBM-Raw Seafood Youtube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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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유망상품과 대응방안

가. 뉴노멀 시대의 소비자와 유망상품

□ 뉴노멀 시대의 소비자

 ㅇ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소비자의 행동 변화 발생

  - (브랜드 선택) 미국 소비자들이 코로나19로 애용해온 브랜드가 아닌 

새로운 브랜드를 접했으며, 그동안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웹사이트에서 

생필품 쇼핑을 시작, 이러한 행동 변화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대면활동)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피하고, 해외여행·쇼핑몰 방문·

콘서트나 이벤트 참여 같은 대면 활동 최소화할 예정

  - (디지털화)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은 디지털 라이프를 빠르게 채택했으며, 

이 같은 변화는 일상으로 안착될 전망 

< 코로나19 이후 소비자 행동 변화에 따른 미국 소비시장 구조 변화 전망 >

주 : 5.11~27일 18세 이상 성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원 : McKin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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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량해고로 인한 소득감소와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소비 위축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 존재

  - 인구조사국이 5월 7~12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미 성인의 47.5%가 

가구 내 고용소득 감소를 경험했으며, 37%는 향후 한 달 동안 가구 

내 소득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로 저학력, 저소득층이 실직으로 더 큰 경제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음.

  - 3월 중순 봉쇄령 이후부터 2개월 여간 미국인들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한 비관론이 점차 확산

  -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부자들도 큰 지출에 매우 신중함을 보이고 있음.

  * 백만장자의 25% 이상이 부동산 구입 계획을 연기했으며, 15%가 자동차 구입을

미뤘음. 10%는 휴가 계획을 연기함. 전체의 37%가 2021년 혹은 그 이후에 계획한

지출할 할 것이라고 응답 (Q2 CNBC Millionaire Survey, 100만 달러 이상 자산가 750명 대상)

 - 제품 및 서비스의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고, 큰 할인폭을 기대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미 소비자 대상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자신감 설문조사 결과 >

주 : 18세 이상 성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원 : McKin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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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여겨볼 수요 증가 상품 및 서비스

 ㅇ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주목해야할 주요 키워드는 언택트·홈코노미·

웰니스·컴포트 이코노미·생활방역·디지털화

  - 코로나19 이후 미국인의 의·식·주·휴식의 방식에도 변화가 시작됐으며, 

이는 새로운 ‘노멀(Normal)’로 미국인의 삶 속에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됨.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수요 확대 전망 상품 및 서비스 >

구분 제품/서비스 선정사유

의

라운지웨어 - 모임과 이벤트가 줄어들고, 재택근무·원격수업이 보편화되면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증가

- 정장·구두·파티복 보다는 실내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라운지웨어나 잠옷, 간단한 외출이나 운동할 때 입을 수 있

는 캐주얼 의류, 에슬레저룩 강세 지속

식

온라인 식품점 -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먹거리 쇼핑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이러한 소비행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소매점 자체 배달 서비스, 그로서리 배달 플랫폼, D2C 식품

브랜드, 밀키트 제품 유망

건강보조제
- 코로나19 이후 건강을 염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보조제의 관심도도 높아짐.

- 각종 비타민을 포함한 각종 건강 보조제와 기능성 식품 인기

RTD주류 - 5월 말 현재 식당 영업이 정상화되지 않은 곳이 많고, 경제

재개 후에도 감염우려로 외식 대신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주문

후 픽업하거나 가정에서 직접 요리하는 추세 지속 전망

- 바로 따서 마실 수 있는 1인용 와인, 칵테일, 막걸리 등

Ready To Drink 제품 인기 지속

주

웰빙가전 - 온 가족이 장시간 머무는 가정 내 청결관리와 웰니스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웰빙가전 매출 급증

- 공기청정기, 청소기, 정수기, 비데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전제품을 찾는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

IT 기기 - 재택근무·원격수업·원격진료·비디오 스트리밍 시청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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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IT기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업

그레이드 하려는 수요 발생

- 컴퓨터와 주변기기, 라우터, 와이파이 증폭기 판매 증가
운동기기 - 실내 피트니스 센터 대신 가정이나 야외에서 운동을 즐기는

인구 증가

- 서브스크립션 방식의 홈트레이닝 콘텐츠, 실내용 운동기기,

자전거·베드민턴채 같은 야외용 운동용품 등 인기

사무용 가구 -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으로 홈오피스 수요 확대되면서 코로나

19 초반 인기 책상과 의자의 품절 사태가 빚어짐.

- 코로나19로 영구 재택근무를 선택한 기업이 늘면서, 특전

형태로 직원에게 홈오피스 가구도 지원하는 추세

에듀테크
- 갑작스러운 온라인수업 전환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학부모의

고민으로 떠오름.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학원이나 캠프 보내기를 망설이는 부모나,

24시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맞벌이 부모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캠프에 의존

- 에듀테크 플랫폼 및 컨텐츠 수요 확대

휴

가드닝 제품 - 가드닝은 가정에 머물면서 취미생활로 즐거움과 보람을 얻을

수 있고, 필요한 채소의 자급자족도 가능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드닝 인구가 늘었음.

- 가드닝 관련 서적, 가드닝 툴, 화분키트, 수경재배 키트 등 인기

향초
-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컴포트

이코노미의 부상으로 가정에서 적은 지출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향기 테라피 인기

- 향초, 디퓨저, 아로마테라피 오일, 향기 디바이스 등이 컴포트

이코노미부상에 따른 수혜 품목으로 예상됨.
수면보조제 - 팬데믹과 그로 인한 변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불면증으로 이어지면서 숙면 요구가 확대됨.

- 복용하는 숙면보조제나 숙면을 돕는 소프트웨어·앱, 침구류,

슬립테크 기술이 적용된 제품 등이 유망상품으로 각광

기타

마스크 - 주·지방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토록 하는 지역이 많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직원과소비자보호를위해실내마스크착용을 의무화

- 마스크가 일상화되면서 디자인이나 기능성을 강화하거나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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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를 사용한 마스크 등이 시장에 등장
비접촉 체온계

- 경제재개가 시작되면서 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하는 기업의 증가

- 뉴노멀 시대에 체온측정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

일회용품 -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기업들도

장바구니·머그컵 등 Reusable 제품 사용을 독려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이러한 트렌드가 주춤해짐.

- 위생 문제로 개인과 기업의 일회용품 수요 급증

- 주요 수요 증가품목은 일회용 식기류, 장갑, 종이봉투 등

스킨케어·헤어
케어 제품

-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 찾는 빈도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 대신 가정에서 직접 피부와 모발을

관리 하는 소비자 증가

- 스킨케어 화장품, 뷰티디바이스, 염색약, 헤어트리트먼트, 이발용

기기 등의 수요 확대

스토어브랜드
제품

- 대량해고와 감봉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 불안감 등으로 씀씀이를 줄이고, 보수적

지출을 하는 경향이 커짐.

- 비싼 내셔널브랜드 제품 대신 가성비 높은 스토어브랜드의

인기 확대

세척제 및
손소독제 - 코로나19로 손소독제와 세척제의 수요가 급증했고, 일부 품목의

품귀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코로나19로 확대된 세척제, 손세정제, 손소독제 수요 규모는

포스트 코로나19의 뉴노멀로 정착

감염자 접촉
추적조사
프로그램·앱

- 경제재개를 시작하면서 기업이 차원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무실

운영을 위해 직원의 동의를 받아 감염자 접촉 추적조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음.

- 현재 PwC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 인사관리 시스템에 도입해

감염자와 접촉자를 찾아내 조치할 계획이며, 동 프로그램을

고객사에 판매도 할 예정임.

- 감염자 및 접촉자를 빠르게 찾아내 조치할 수 있는 감염자 접촉

추적조사 프로그램은 향후 기업·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도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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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첨단기술 수요 확대 가속화

 ㅇ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확대

  - 첨단기술이 전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안전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로 주목

  -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첨단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는 티핑포인트

(Tipping point)가 될 것 예상

 ㅇ 물리적 접촉 없이 소통·신뢰구축·소비가 가능한 기술 각광

  - 소비자들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판매자 혹은 다른 소비자들과 원활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출을 원함.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제품·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유통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지가 관건이 됨.

< 경기 침체기 속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5가지 활용 방안 >

자료원 : PwC, flaticon(Swifticons)

 ㅇ 4차 산업혁명 기술 수요 확대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추진하거나 인수합병을 계획하는 기업 증가 예상 

  -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

* 컨설팅업체 PwC가 1,800명 고위 임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3%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경기침체로부터의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함.

  - 감소한 수요와 수익 상쇄를 위한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감을 통한 이윤 

극대화가 가능하며, 첨단기술을 접목해 제품과 서비스 가치를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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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 I사 블록체인 전문가>

‘Buy Local’ 열풍과 블록체인의 역할

ㅇ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 선호 현상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이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바이 로컬’ 트렌드는 신뢰도가 높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고, 사회 지속성에 대한

가치를 찾기 원하는 소비자의 열망이 반영된 것

- 이미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사이에서는 이러한 가치 추구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블록체인은 바이 로컬 트렌드의 핵심적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 ‘바이 로컬’ 제품에서 소비자는 생산·공정·유통에서의 효율성, 신속성, 투명성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브랜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를 원함.

- 블록체인 기술은 제조-유통-판매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보관하며, 소비자와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化

-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소비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브랜드 신뢰를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소비자 신뢰 구축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체계적 공급망 관리 수요가 확대되면서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원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

- 기존 공급망 관리 시스템은 코로나19가 야기한 공급망 붕괴에 따른 위기와 변화에

유연한 대처 불가

-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함.

- 블록체인을 통해 공급계약을 채결한다면 안전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거래를 성사 시키는 것이 가능해짐.

-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제조기업과 바이어를 빠르게 연결해 줄 수 있음.

ㅇ 나아가 기업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공유를 위해 향후 블록체인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프로세스 자동화, AI와 머신러닝, IoT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나 기업 간

협업에서 이러한 기술의 가치 실현은 데이터의 신뢰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실제 블록체인을 초기부터 포괄한 주요 고객사들의 경우, 데이터 공유의 취지를

초월하여 이를 이용한 기존 사업의 빠른 확대 및 다변화, 기업 효율성 증대 그리고

신규 사업 모델 창출 전략을 우리와 논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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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환경 변화 

 ㅇ 코로나19로 비즈니스 환경이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았음. 

  - 재택근무 확대, 유통망 재편, 소매판매의 온라인 채널 쏠림 현상 등 

단시간 내에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미국 시장 진출 및 진출 희망기업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변화의 흐름과, 

이 과정에서 새롭게 정립되는 비즈니스 문화를 미리 숙지하고, 적절한  

진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아짐. 

 ㅇ 비즈니스 관계에서 비대면·디지털화 가속화 

  - 화상회의, 전자메일, 버추얼(Virtual) B2B 전시·상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불필요한 출장이나 대면접촉은 최소화

  -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를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리기 원함. 

< 버추얼 엑스포 플랫폼 INXPO(왼쪽)과 vFairs 홈페이지 >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ㅇ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바이어 선정 중요성 확대

  - 소매판매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오프라인 매장의 기능이 과거에 비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소매기업의 인지도를 중요하게 여겼던 과거와 달리, 뉴노멀시대 소비자 

행동을 반영한 유통과 홍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

하고 잠재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함. 

  - 제품과 서비스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E-커머스·라이브 커머스·옴니

채널의 적절한 활용 여부,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홍보, 소비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사전에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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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행동 변화

 ㅇ 소비자 행동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 확대

  - 수요 확대 품목의 제품·서비스 개발 혹은 강화

  - 제조-유통-마케팅-판매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이나 수정도 추진해볼 수 있음.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브랜드를 구입하고, 

새로운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는 소비 행동의 변화는 한국 수출기업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라도 꼭 필요하다면 구입하겠다는 소비자 의사는 

시장 진입장벽이 과거보다 낮아질 가능성 존재

  - 니치브랜드, D2C 브랜드에 보이는 높은 소비자 호감도 역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ㅇ 소매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스토어브랜드(Private Label)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가성비 높은 스토어브랜드 인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보수적 소비·지출 성향이 강해지면서 

스토어브랜드 수요 급증

  - 미국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으나 가격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스토어브랜드를 통한 미국 수출 판로를 개척해보는 것을 추천

 ㅇ 지역 내에서 생산되었고, 유통과정이 짧은 상품을 구입하기 원하는 

‘바이 로컬’ 트렌드는 수출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제조·유통과정과 성분 원산지를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신뢰 구축을 

통한 브랜드이미지 메이킹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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