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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온라인 트래픽 변화

0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하락

02. 온라인 트래픽 증가



• 홍콩/대만 ‘코로나 쇼크’경제 성장 타격

홍콩/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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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만

홍콩&대만의 소매판매율 추이
• 2020년 3월경

수출 및 소매 판매 마이너스 성장 기록

• 2020년 4월 초 국제통화기금(IMF),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 -4% 전망

• 전년 동기 대비 2020년 1분기,
소매 판매 35% / 홍콩 방문객 81%감소

• 2020년말까지 도시 전체 25%의
15,200개의 소매점포 사업 중단 예상

출처: Taiwanese government data, Bloomberg survey, 2020
Hong Kong Retail Management Association , 2020

Hong Kon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 2020



• 코로나 19기간 홍콩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연평균 성장율 32% 로 빠른 수요 증가 추이
• 대만 온라인 트래픽 증가에 따른 디지털 광고 인벤토리 부킹률 증가

코로나19발생 이후 온라인 트래픽 증가

32%
빠른 수요 증가 추세를 보이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연평균 성장율

44%
온라인 웹사이트/배달서비스 내
디지털 광고 인벤토리 부킹률

출처: E-commerce Payments Trends : Hong Kong-J.P.Morgan, 2020
Nielsen AIS Service/Digital AIS Service, 2020



디지털플랫폼 변화 및
새로운 수요 확대

01. 코로나19 이후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02. 재택근무, 홍콩/대만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03. 셀프 픽업 서비스, HKTVmall 셀프 픽업 지점 & 픽업 트럭 등장

04. K스튜디오, 해외무역관 대만에서 언택트 사업 추진



코로나19 이후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 재택경제 속 생활형 콘텐츠 확산
•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강화되면서 이용률 증가 추이
• 홍콩/대만 내 온라인화 가속 현상이 특정분야만이 아닌, 사회 전반에 크게 영향 받는 것으로 판단

온라인 쇼핑

온라인 교육

O2O

온라인 채용

온라인 의료

온라인 부동산온라인 근무

온라인 엔터

생활형 콘텐츠 확산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강화



홍콩/대만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용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현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다수 홍콩/대만 기업들이 재택근무실시
• 대만정부 보안문제로 글로벌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사용 금지령
• 원활한 재택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 및 시장의 거대화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브랜드의 다양화 예상

출처: 2020, 코로나19 속 홍콩에서 찾는 새로운 기회, kotra, 2020
대만, 코로나19에 비대면 서비스 시장 확대 , kotra , 2020



홍콩/대만 음식배달 서비스 시장 확대

음식배달 서비스 어플

• 홍콩 딜리버루 1월 주문량이 전월 대비 60% 증가
• 대만 푸드판다 2월 앱 사용률(35.6%)는 전년도 3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 딜리버루, 홍콩시장 1위 선점했으나 대만 시장 철수 결정
• 음식배달 서비스 시장 확대로 유사 서비스제공 업체들 간의 경쟁 심화

출처: 코로나19 속 홍콩에서 찾는 새로운 기회, kotra, 2020
대만, 코로나19에 비대면 서비스 시장 확대, kotra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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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
대만 내 전년도 3월 대비

2월 앱 사용률 35.6%로 2배 이상 증가
홍콩 내 1월 주문량 전월 대비 60% 증가

*대만 시장에서는 철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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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KTVmall 셀프 픽업 서비스 등장

HKTVmall 셀프 픽업 서비스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문건수 동년/동기간 대비 165% 증가
• 온라인 주문 폭주로 인한 배송 대기시간 증가로 HKTVmall 자체 O2O 매장/가맹점 픽업 지점/픽업트럭 등 픽업 지점 설치 및 서비스 제공
• 코로나 19로 증폭된 수요 충당을 위해 해당 산업의 규모 확대 및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

출처: 코로나19 속 홍콩에서 찾는 새로운 기회, kotra, 2020
香港電視HKTVmall, 2020

주문건수
동년/동기간 대비

165%

증가



언택트 사업을 위한 대만 ‘K스튜디오’ 확대 추진

‘K스튜디오’ 현황

• 언택트(Untact)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외무역관에서 ‘K스튜디오’ 사업 진행
• 중국 현지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 6월까지 대만 등 6개 지역 확대 추진
• 한국 정부에서 중화권 대상 언택트 및 온라인 마케팅 적극 지원 및 장려 추이

출처: 中 온라인마케팅 위한 K스튜디오 문 열어, kotra, 2020



마케팅 사례

01. 브랜드사 코로나19 관련 콘텐츠 활성화

02. 코로나19 예방 챌린지 열풍

03. 라이브 방송 활용을 통한 온라인 판매 활성화



마케팅 사례 #1 

코로나19 관련 콘텐츠 활성화

• 공공기관, 브랜드사들은 응원과 위로의 key 메시지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
• 코로나19 기간 코로나19 예방수칙, 할인 프로모션 등 관련 콘텐츠 활성화

대만 경제부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 콘텐츠 활성화 대만 피자헛 응원 및 예방수칙 콘텐츠 활용안 홍콩 맥도날드 응원 key 메시지 활용안

출처: 如何將疫情危機化成轉機？跟上這些社群行銷趨勢，防疫期間人氣不減反增！, 行銷人, 2020



마케팅 사례 #2 

코로나19 예방 챌린지 열풍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챌린지가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각종 소셜미디어에 열풍
• 태국에서 시작된 ‘손 씻기’ 노래 중국어 버전이 나오면서 틱톡에서 선풍적인 인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챌린지 태국에서 시작된 ‘손 씻기’ 노래

출처: 如何將疫情危機化成轉機？跟上這些社群行銷趨勢，防疫期間人氣不減反增！, 行銷人, 2020

https://youtu.be/-AKEs0d87zY
https://youtu.be/msqppBgrWfA


마케팅 사례 #2 

라이브 방송 활용을 통한 온라인 판매 활성화

• 중국 현지 미디어 및 대만 청년들 간의 협력을 통해 대만제품 판매 라이브 방송 진행(500만 조회수 기록 및 725개 제품 완판)
• 중국의 영향으로 홍콩에서도 라이브 방송 시청 및 참여

중국 현지 미디어 협업을 통한 대만제품 판매 라이브 방송 홍콩에서 유명한 중국 라이브 방송 진행자

출처: 台青在陆拚经济直播卖台货好新鲜, 中時電子報, 2020
圍觀網紅、明星直播帶貨大型「翻車」現場,你還買嗎, bastillepost, 2020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 시장 속,
현지 최신 문화 트렌드 이해는 필수입니다! 

더 많은 트렌드/마케팅 자료는
www.jnjinteract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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