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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중국의 ‘홈이코노미’ 확대
중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

나19)가 확산되면서 ‘홈이코노미(宅经济)’가 부

진료 수요에 대응했고, 1만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
로 플랫폼 서비스에 참여했다.

상하고 있다. ‘홈이코노미’는 사람들의 생활과 소
비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감에 따

업종별로 지속 성장 가능성에는 차이가 있어

라 나타난 새로운 소비양식을 칭한다. 코로나19
의 여파로 중국에서는 식품 전자상거래, 온라인

다수의 중국 내 시장 전문가는 게임·미디어, 온

진료, 게임·미디어, 온라인 교육, 원격 근무 서비

라인 교육산업, 원격 근무 서비스가 중장기적으

스 등의 ‘홈이코노미’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하면

로 발전할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게

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전

임·미디어와 온라인 교육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염병 확산은 식품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의료 서

있어서 전염병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원래 수준으

비스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

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고, 원격 근무 서비스는 향

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29일 징둥빅데이터연구

후 수요자 확보와 플랫폼의 기술 및 운영 수준에

원이 발표한 ‘2020년 설 소비 빅데이터(春节消费

大数据)’에 따르면, 설 전일부터 3일간 기초 식료

따라 성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품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진료 서비스

품과 신선식품의 매출이 급증했고 특히 대도시

는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

이외의 지역 매출이 3배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선, 소도시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

로 지난해 설 기간 매출과 비교하면 식용유와 곡

를 경험하고 새로운 소비 습관을 갖추는 효과를

물류의 매출액이 각각 556%, 20배 증가했다. 신

얻게 되어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 식품 전자상거래

선식품 매출량은 370% 증가했는데, 그중 3~5선

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의

도시는 약 300% 증가했다. 또한, 최근 의료자원

온라인 의료 서비스는 일찍이 인터넷 기업을 중

이 부족하고 병원 내 감염 우려가 확대되면서 온

심으로 발전했지만, 온라인 진료의 보급률은 약

라인 진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2.4%로(2018.12 기준) 타 온라인 서비스와 비교

에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

해 활용도가 낮다. 하지만 해마다 시장 규모가 확

은 진료 인력을 충원하거나 신규 플랫폼을 개설

대되고 있고, 이번 전염병 확산은 산업이 한 단계

하고 있다. ‘건강160(健康160)’은 코로나19 감염

도약하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가 급증한 1월 25~26일간 자사 플랫폼에 등록

자료 : 环球网, 新浪, 易观, 199IT 등.

된 30만명의 의료진을 활용하여 24시간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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