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럽게 시작된 팬데믹 사태는 우
리의 삶을 바꾸어놓았습니다. 2021년
에 접어들며 사람들은 팬데믹으로 인
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
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는 자아 성찰과 
개인적인 가치 및 생활방식을 돌아보
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
은 일상 속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찾
으며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
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전 세계와 지역 사회를 휩쓴 많은 변화를 견뎌냈습니다. 
사람들은 삶에 새로이 등장한 변수들과 마주하면서 기존에 택했던 생활 
방식이나 익숙했던 것들, 그리고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던 습관들이 주었
던 안락함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비자의 절반이 팬데믹
으로 인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고 말했

습니다.11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두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에는 재정 및 저
축,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자기 돌봄과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고방식 등

이 있습니다.12 2022년에는 사람들이 감정을 수용하거나 느끼는데 시간

을 들이고 싶어 함에 따라 정서적 웰빙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13

일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일부터 삶의 중대한 결정까지, 2021년의 검색 결
과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들
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세계적인 추세인 '대규모 퇴사'에
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 Work Trend Index 보고서에 따르
면 다른 지역 대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동자들이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
이 가장 높은데, 47%가 이직을 고민 중이며 56%가 직업 자체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14

소비자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광범위하고도 의미심장한 변화는 모
든 브랜드가 면밀히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핵심 가치와 우선 순위의 변
화는 대개 사람들이 소비자로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여주는 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객 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
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직원 만족도와 웰빙을 
개선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지금 이때가 기업에게는 그들
에게 다가가고 설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과 직
원이 당신의 브랜드를 새로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브랜드가 
달라진 삶의 우선 순위에 어떤 가치를 더해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주요 지표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지키기 위해

일상이 된 하이브리드 생활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어도 지금의 혼재된 생활 방식은 유지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반원격 근무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ccenture에 따
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을 채택할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15 검색은 사람들이 특히 집에서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관리하는데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 더욱 유연한 
생활 방식이 자리잡을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재정 상태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 또한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찾았고, 어떤 사람은 한 푼이
라도 아낄 수 있는 프로모션이나 할인 등을 찾았습니다. 2021년 연말연
시를 앞둔 대부분의 쇼핑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 때문에 예
전보다 선물을 덜 사거나 할인할 때까지 사지 않을 계획이라고 응답하기

도 했습니다.16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람들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재정적인 안정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17 이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좋
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검색했던 결과에서도 나타납니다.

자기 관리, 자아 성찰 
및 생활방식의 점검

오늘날 소비자들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중시하는 넓은 시
각으로 웰빙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택했던 생활방식을 돌아봄에 
따라, 웰빙에 대한 생각과 자아 성찰이 의사 결정 과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
습니다. 

재정 상태의 재고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유례 없는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부터, 단기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새롭게 변화한 생활을 수용하기까지의 과정을 거치며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
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 지금, 브랜드와 기업 역시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고
객과 직원들에게 어떻게 보여줄지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날 쇼핑객들은 가장 필요하고 가치있다고 느끼는 부분과 부합하는 브
랜드를 찾으며, 무려 75%의 사람들이 익숙한 브랜드보다 새롭게 발견한 

브랜드를 선택합니다.20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구매 결정에 대한 
. 검색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련도 높

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
확신과 자신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최고의 접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매일 15%의 검색어가 전혀 새로운 검색어로 이루어집니다.21 
을 사용하여 키워드 검색 유형을 으로 넓히면 브랜드 캠페인

이 자동으로 조정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찾는 다양한 방식을 포착하고, 
또 새로운 판매 기회가 생겼을 때 행동을 바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특정 제품을 염두에 두지 않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는 쇼핑객들을 위한 맞춤 광고를 통해 제품을 효과적으로 노

출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 자동 
입찰 확장검색

반응
형 검색 광고

한국의 대표적인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은 
했습니다. 그 결과, 전환당 비용을 3% 감소, 전

환율을 16% 증가시키면서 자사 웹사이트와 제품의 검색률을 성공적으로 
높였습니다. 

확장검색을 활용하여 기존 일
반 검색 키워드 전략을 강화

브랜드 고유의 존재감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사몰이나 앱과 같은 
하면 브랜드 가치와 제품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은 브랜드를 더 돋보이게 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새
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D2C 채널을 운영

지금과 같은 성찰과 변화의 시기에는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비즈
니스 성장을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획기적인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더욱 공정하고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은 무
엇이 효과적인지 끊임없이 알아내고, 소비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이
해해야 합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목적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직원을 브랜드의 최고의 이해관계자이자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로 성장시키세요. 



직원들이 자신만의 목적의식을 갖도록 격려하고, 일을 즐기며 몰입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유니레버 스리랑카는 “

”라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세션은 e-러닝과 개인적인 유대감을 접목해 개인의 성장을 독려했습니다.

Discover Your 
Purpose(당신만의 목적을 발견하라)

사람들이 브랜드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과 자동화를 활용하세요.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 사업의 혁신과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하고 포용적인 조직을 구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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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세요3

D2C(Direct-to-consumer) 
전략을 통해 브랜드 고유의 
존재감와 경험을 형성하세요2

1

소비자가 선택을 점검할 때 
당신의 브랜드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세요.1

Simon Kahn

Google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마케팅 부사장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면서 “성격 테스트”와    MBTI    에 관

한 검색이 170%까지 상승했습니다.19

+170%

 싱가포르에서는 사람들이 더 저렴하게 차를 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공유 자동차    에 대한 검색이 170% 늘어났습니다.

+170%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투자    
와 연관된 검색이 증가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특
히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에 대한 검색이 
215% 이상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처럼 많은 농
촌 인구가 온라인 사용을 갓 시작한 나라에서는  
“주식이란”과 같이 투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
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215%

하이브리드 생활 방식이 지속됨에 따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투
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는    실내 자전거    
에 대한 검색이 25% 이상 증가했으며, 집에서 사용할 인체공학 

의자를 찾는 싱가포르인은 45% 증가했습니다. 

+25%

SEARCHES

Rising Retail Categories Google 트렌드는

Insights Page

실험적 접근 방식

 및  전 세계 사람들이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 무엇을 검색하는지를 보여줍니다.



Google Ads의 새로운 에서는 광고 비즈니스에 맞춤화된 
인사이트를 통해 수요를 예측하거나 포착하고, 비즈니스 성장의 기회를 가
져다 줄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업계 리더들이 택한 을 살펴보세요. 
데이터에 기반하여 마케팅 전략을 민첩하게 수정하며, 불확실성을 비즈니
스의 성장 기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적응형 광고 전략을 통해 그때그때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바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최적화를 위해 테스트 앤 런 (test and learn) 접근 방
식을 활용하세요.

진화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데이터에 기
반한 마케팅 전략을 시행하세요.

2

출처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Google 검색 데이터는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2019년 9월-2020년 8월 대
비 2020년 9월-2021년 8월 Google 트렌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11 Accenture, Global Consumer Pulse Research, 2021.


12 GWI, Zeitgeist, 2021.


13 WGSN, Future Consumer 2022, 2021.


14 Edelman Data x Intelligence, Work Trend Index, 2021.


15 Accenture, Future of Work Study, 2021.


16 Google commissioned Ipsos COVID-19 tracker, AR, AU, BE, BR, CA, CL, CN, CO, DK, FI, 
FR, DE, IN, IT, JP, MX, NL, NO, PE, RU, ZA, KR, ES, SE, U.K., U.S., ~n=260-520 online 
consumers 18+ per market who will shop for the holiday season. Sept. 23, 2021 Sept. 
26, 2021.


17 GWI, Wave Q2, 2021.


18 Google Trends, AU, BD, HK, IN, KR, NZ, PH, TH, TW, VN.


19 Google Trends, HK, MY, NZ, PH, PK, SG, TH, TW, VN.


20 Global Web Index Core, Sample Size by Country: All (n=3,919 internet users aged 
16-64), ID (n=656), MY (n=651), PH (n=655), SG (n=650), TH (n=656), VN (n=651), April 
2021.


21 Google Data, July 2019.


https://www.europeanbusinessreview.com/the-covid-19-crisis-as-an-opportunity-for-introspection/
https://www.thinkwithgoogle.com/intl/en-apac/future-of-marketing/management-and-culture/discovering-and-attracting/
https://www.thinkwithgoogle.com/intl/en-apac/consumer-insights/consumer-journey/reshaping-customer-journey-search/
https://www.thinkwithgoogle.com/intl/en-apac/consumer-insights/consumer-trends/search-behaviors-during-mega-sales/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7065882?hl=ko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7065882?hl=ko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2407779?hl=ko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11031467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11031467
https://www.thinkwithgoogle.com/intl/ko-kr/marketing-strategies/search/%EB%A7%88%EC%BC%80%ED%8C%85-%ED%9A%A8%EC%9C%A8%EC%9D%84-%EB%86%92%EC%9D%B4%EB%8A%94-%EA%B2%80%EC%83%89-%EC%9E%90%EB%8F%99%ED%99%94-%EC%A0%84%EB%9E%B5/
https://www.thinkwithgoogle.com/intl/ko-kr/marketing-strategies/search/%EB%A7%88%EC%BC%80%ED%8C%85-%ED%9A%A8%EC%9C%A8%EC%9D%84-%EB%86%92%EC%9D%B4%EB%8A%94-%EA%B2%80%EC%83%89-%EC%9E%90%EB%8F%99%ED%99%94-%EC%A0%84%EB%9E%B5/
https://www.thinkwithgoogle.com/intl/en-apac/marketing-strategies/app-and-mobile/future-proof-your-online-retail-business/
https://www.unilever.com.lk/news/press-releases/2021/unilever-enables-100-of-its-employees-to-discover-their-purpose/
https://www.unilever.com.lk/news/press-releases/2021/unilever-enables-100-of-its-employees-to-discover-their-purpose/
https://www.thinkwithgoogle.com/intl/en-apac/future-of-marketing/management-and-culture/discovering-and-attracting/
https://www.thinkwithgoogle.com/intl/en-apac/future-of-marketing/management-and-culture/diversity-and-inclusion-for-your-bottom-line/
https://www.thinkwithgoogle.com/intl/en-apac/future-of-marketing/management-and-culture/diversity-and-inclusion-for-your-bottom-line/
https://www.thinkwithgoogle.com/feature/category-trends/us/month/en?
https://www.thinkwithgoogle.com/intl/en-apac/future-of-marketing/management-and-culture/importance-of-experimental-mindset/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10568762?hl=en
https://www.thinkwithgoogle.com/intl/en-apac/future-of-marketing/management-and-culture/importance-of-experimental-minds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