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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개요

§

온라인 식품 구매가 이미 활성화되어있는 한국에 비해 유럽 온라인 시장
은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옴.

§

유럽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슈퍼마켓에서 익숙해진 가격, 품질, 할인상품,
다양한 제품군에서 벗어나 불편한 배송 서비스와 높은 배달 비용을 내야
하는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꺼렸음. 또한 기존 오프라인 소비자들을 온라
인으로 유인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설득력 있는 기업도 부
족했음.

§

다만 최근 들어 유럽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 방식이 달라지고 전자상거래
투자와 기술개발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식품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
는 추세임. 또한, 금년도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식품 시장에 진입하기 좋은 기회가 되는 시기임.

§

본 조사는 유럽 전자상거래 시장과 식품 시장의 현황, 성장 추이와 전망
을 알아보고 한국 식품의 유럽 수출확대를 돕기 위해 온라인 식품 시장
의 존재성이 확립된 영국, 프랑스, 독일을 표본으로 온라인 소비자 구매
동향, 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진입 장벽 및 진입 전망을 심층 조사함.

§

이번 조사를 통해 표본 국가들에 대한 온라인 식품 기업 현황을 소개하
며 각 업체의 동향과 타사와의 차별 요인에 관해 기술함. 영국은 식품 판
매 1위인 테스코(Tesco), 자동화 공정을 도입한 온라인 식품 판매 업체
오카도(Ocado)에 대해, 프랑스는 온라인 식품 시장에 거액투자를 하는 까
르푸(Carrefour), 정부의 영양점수 제도를 도입한 오샹(Auchan), 자체적 물
류 소프트웨어를 가진 신생 기업 라벨비(La Belle Vie)에 대해, 독일은 정
부의 건강식품 정책과 웰빙 트렌드를 따라가는 레베(Rewe)와 고객에게
기업의 제품 판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마이엔소(myEnso)에 대해
설명함. 다국적 온라인 판매 기업인 아마존(Amazon)은 모든 표본 국가에
서 판매 활성화가 되어있어 각 나라의 현지화 움직임을 서술함.

§

위의 식품 기업들에 대한 한국 식품의 진출 현황의 예를 보여주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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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판매 업체로 진입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함. 일반 식품 기업으로
입점하는 옵션에서 벗어난 한국 제품들의 차별화된 진출 사례를 소개하
며 부가가치가 있는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줌.
§

식품법에 대한 제재의 강화로 입점을 고려하는 한국 업체들은 유럽 식품
규정 및 현지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함. 진출 후 문제에 직면하
지 않도록 건강 안전에 대한 규정 검토뿐만 아니라 식품 정보 표기법, 식
품 인증 획득 및 올바른 현지 언어 표기가 중요함.

§

유럽의 식품업체들이 온라인 식품 시장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하면서 새
로운 상거래 옵션이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한국 식품도 전통적
인 대형 식품업체 진입 방법 외의 현지 업체와 협력, 제품 위탁 생산, 식
재료 납품, 식품 전시회 참가 등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함.

§

한국 식품들이 유럽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들은 언어 장벽, 마케
팅, 제품 익숙함, 선입견 등으로 꼽힘. 이런 장벽을 뚫고 현지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화가 필수요건임.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포장
스타일, 용량, 가격대 그리고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주는 사용 예, 조리법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제품을 제공해야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건강한 식생활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포장지에 저지방, 저염, 글
루텐프리 등이 명확히 표기된 상품을 제공 해야 함. 소비자를 바로 사로
잡을만한 완성도 높은 제품을 적합한 판매 경로에서 제공해야 재구매 비
율이 높아지고 다른 한국 제품/식품 구매 의향도 높아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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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가.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이
1) 유럽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

유럽 소비자 3명 중 2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온라인 쇼핑을 하고,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온라인 쇼핑을 함.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높은 유럽 국가들은 영국(월 1회 이상 82%, 주 1회 이상 43%), 폴란드(월
81%, 주 48%), 독일(월 75%, 주 35%), 네덜란드(월 71%, 주 33%)임. 비율
로 보면 월 67%, 주 33%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미국보다 높음. 반면
에 벨기에(월 59%, 주 22%)와 스위스(월 57%, 주 21%)는 유럽 평균보다
낮은 온라인 구매 성향을 보임.

[출처: 유로모니터, PwC 2018 분석 – euromonitor.com]

§

유럽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 4년간 유럽 전체 상거래 매출 증가의 주
요 원동력으로 작용함.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
평균 11% 성장한 반면 오프라인 시장은 1% 남짓 성장함. 이러한 추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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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2019년에서 2022년까지의
성장률은 온라인 10%, 오프라인은 2% 증가가 예측됨. 이것은 소비자들의
소비습관 변화도 원인이지만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 및 소비자를 전자상
거래로 유도하는 전략의 성과로 분석됨.

2) 전자기기 발달에 따른 성장 효과

[출처: 유로모니터, PwC 2018 분석 – euromonitor.com]

§

전자상거래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
자기기로 물품 구매가 가능해짐. 유럽 소비자 중 19%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해 쇼핑을 하며, 특히 유럽 국가 중 영국(24%), 독일
(23%), 스페인(20%)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

스마트폰을 애용하는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정보와 제품에 접하는 것과
구매를 즉각적으로 하는 것에 특히 익숙함.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 즉 35세 이하의 3명 중 1명 (28%)의 젊은 소비자들은 적어도 일주
일에 한 번 이상 스마트폰으로 물품 구매를 함. 영국, 네덜란드, 독일 소
비자들은 37%로 평균 유럽 소비자들보다 모바일 쇼핑 빈도가 높음.

- 6 -

§

유럽의 모바일 쇼핑 규모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 더딘 성장을 보임. 중국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 (61%)이 매주 모바일 쇼핑을 즐기고 있
고 젊은 세대의 88%가 모바일 쇼핑을 통해 물품을 구매함. 유럽의 전자
상거래 업체들이 지속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짐에 따라 모바일 쇼핑 규모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임.

§

소비자들의 스마트 홈 음성 비서와 웨어러블1) 기기와 같은 IoT2) 서비스
사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손쉽게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구
축하고 있음. 유럽에서는 이미 6%의 소비자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씩 Amazon Echo, Google Home 등 스마트 홈 안내기기를 통해 온라인
구매를 함. 이 새로운 쇼핑 트렌드 또한 글로벌 관점에서 젊은 세대가 이
끌어가고 있다고 보여짐. 독일에서는 35세 미만의 소비자의 19%가 스마
트 음성 도우미로, 15%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인터넷 구매를 함. 네덜
란드(음성 17%, 웨어러블 19%)와 벨기에(음성 13%, 웨어러블 15%)에서도
비슷한 구매 습관을 보임.

§

점차적으로 5G3), IoT, AI4), 드론5)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클라우드 기반
음성 안내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쇼핑하는 것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플랫폼을 먼저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 전자상거
래 시장의 점유율과 독점권을 차지할 가능성 있음.

§

아마존은 대다수의 유럽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플
랫폼으로(67%)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온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함. 설문 조
사에 응답한 9,700명 중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소비자의 80% 이상이
아마존에서 쇼핑을 함. 유럽 소비자 3명 중 1명은 아마존에서 제품의 가
격을 확인하거나 (34%) 아마존에서 제품 검색 (29%) 또는 제품 리뷰를 읽
는 것(28%)으로 나타남.

1)
2)
3)
4)
5)

웨어러블 (Wearable): 스마트워치와 같은 IT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혼합 현실화하는 기기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5G: 최대 속도가 20Gbps에 달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
AI (인공지능):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언어이해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드론 (Drone): 무선 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카메라, 센서, 통신 시스템이 탑재된 무인 비행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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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로모니터, PwC 2018 분석 – euromonitor.com]

§

유럽의 소비자 중 38%가 아마존 프라임6) 계정을 가지고 있음. 유럽 전역
의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은 2018년 대비 19% 증가했으며 특히 스페인
(53%), 독일 (47%), 영국 (39%)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음. 이 서비
스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방식을 변화시켰는데, 프라임 계정을 가지
고 있는 소비자들 3명 중 1명은 아마존을 통해 쇼핑을 더 자주 한다고
했고, 5명 중 1명은 무료 배송, 익일 배송 등의 프라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다른 사이트들을 피하게 된다고 함.

6) 아마존 프라임 (Amazon Prime): 아마존이 제공하는 유료 월정액 서비스의 하나로, 일반 아마존 고
객이 이용할 수 없거나 추가 비용을 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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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출처: 스타티스타 디지털 시장 전망 2020 - statista.com]

§

유럽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거침. 업체
들이 기술력을 강화함에 따라 모바일 최적화, 빠른 결재, 다양해진 배송
옵션 등이 가능해짐. 유럽 내 자유 무역 협정은 지리적 근접성을 통해 전
자상거래의 성장을 도모하고 온라인 업체들이 유럽 전역으로 확장할 기
회를 제공함.

§

유럽의 전자상거래 시장 2020년 총 예상 수익은 3천9백억 달러로 매년
평균 6.9%의 성장률로 2024년에 5천1백억 달러까지 오를 전망임. 식품은
패션, 일반 제품 혹은 전자 제품과는 달리 필수품으로 가격 비탄력적임.
코로나19(COVID-19)7)로 인해 소비자들의 온라인 식품 시장 이용이 증가
함에 따라 다른 분야에 비해 예상 목표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큼.

7) 코로나19: 2019년 시작되어 세계적 규모로 폐렴 및 사망까지 야기하는 신종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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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상거래 시장 사용자 점유율

[출처: 스타티스타 디지털 시장 전망 2020 - statista.com]

§

2020년 유럽 전자상거래 시장 사용자 점유율은 전체 인구 대비 56.6%임.
소비자들은 남녀 비중이 반반이고 특정 가정 소득의 차이 없이 고르게
분배되어 있으며 24세 미만, 55세 미만에서 각 15%, 그리고 25-34세,
35-44세, 45-54세에서 각 25%, 24%, 21%의 사용자들로 구성되어있음.
2024년에는 사용자가 총 6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속 성장의 잠재력을 가짐. 소비자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채널을 바꿀 때 쇼핑하는 업체를 바꿀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
쟁사들로부터 새로운 고객들을 쟁취할 기회를 제공함. 이러한 전자상거래
의 추세는 식품 온라인 시장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예상됨.

§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
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있음.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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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 온라인 식품 시장 규모 및 전망
1) 온라인 제품 시장

[출처: 유로모니터, PwC 2018 분석 – euromonitor.com]

§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유럽 소비자들의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함. 2015년 이후, 건강/뷰티 제품의 온라인 소비자 비율 증가
율은 46%, 식품류는 81%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임. 독일에서는 최근
3년간 온라인 식품 구매 소비자 비중이 120% 가까이 증가했음.

§

온라인 시장에서 처음 높은 온라인 매출을 달성한 책, 음악, 영화, 게임류
의 성장은 스트리밍8) 서비스의 사용 증가로 인해 둔화됨. 독일과 영국에
서는 온라인에서 이 분야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감소함.

2) 온라인 식품 시장
§

유럽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64%) 본인이 구매할 식품을 직접 보고 확인

8)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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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구매를 원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식품을 사는 것을 선호함.
또한,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식품의 신선도와 (29%) 배
송비용에 (28%) 대한 우려를 함.
§

유럽 소비자 5명 중 1명이 (프랑스 24%, 네덜란드 23%, 영국 22%) 온라인
으로 식품을 구매하고 있고 2015년부터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
비자가 80% 증가하여 다른 온라인 쇼핑 분야보다 빠른 성장률을 보여주
고 있음. 영국의 온라인 식품 시장은 전체 식품 소매 시장의 7%를 차지
하며 2023년도에는 10%까지 도달할 전망임.

[출처: 유로모니터, PwC 2018 분석 – euromonitor.com]

§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다국적 회계 컨설팅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
퍼스(PwC)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영국
의 약 절반의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음. 독일
소비자들은 비교적 주저하는 모습(32%)을 보여주는데, 이는 다른 유럽 시
장에 비해 독일 온라인식품 시장 점유율(1.2%)이 낮은 점에 반영됨.

§

독일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매할 때 가격에 매우 민감하며 익숙한 쇼핑
습관을 바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함. 온라인 식품시장은 수익성 측면에
서 기업에게 어려운 분야이지만 시장의 규모를 고려해볼 때 고위험, 고수
익 시장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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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식품 시장 추세

[출처: 스타티스타 디지털 시장 전망 2020 - statista.com]

§

유럽의 온라인 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4년에는 3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임. 이는 2017년 대비 100% 성장한 수치. 식품 업체들은
오프라인 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있고 지점을 확장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을 결합해서 경쟁성을 늘리려
함. 소비자들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 온라인 식품 매장으로 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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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타티스타 디지털 시장 전망 2020 - statista.com]

§

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유럽 일부 국가의 온라인 식료품 시장 규모
성장 예측을 보여줌.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온라인 식품 시
장 규모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출처: 식품/음료 시장 위험/보상 지수 2020 – fitchsolut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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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지수는 위험/보상 지수를 100점으로 매긴 것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위
험 요소가 낮고, 보상 지수가 높은 시장임. 영국, 프랑스와 독일은 위험/
보상 지수가 북미와 서유럽 시장의 평균치 이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낮거나 동일한 위험성으로 높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4) 기업들의 온라인 전향
§

기존의 온라인 식품 판매 형태는 고객 기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한 도
구로 사용됨. 이러한 온라인 유통 체계는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주문에서
배송에 이르기까지 오프라인 마켓에 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까닭에
단기적으로는 판매 증진보다는 고객들의 관심을 이끄는 손실 주도 식임.

§

식품업체들이 온라인 판매로 향하는 것은 타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서 고객을 유지, 확보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쇼핑습
관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적임. 기업들은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로 온라인
유통 초기 투자 금액을 충당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려 함. 이는 장기적으
로 보았을 때 온라인 식품 판매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프라인 마켓보
다 이윤이 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임.

§

중소 업체들과 지역 소규모 판매업자들은 통합된 온라인 식품 시장에서
유기성장9)을 하기보다는 기타 업체들과 협약을 맺는 등의 옴니 채널 전
략을 수립함. 예시로 프랑스의 슈퍼마켓 카지노(Casino) 그룹은 소유 브랜
드 모노프리(Monoprix)를 통해 아마존 프라임 나우(Amazon Prime Now)와
협약을 맺고 영국 온라인 식품업체 오카도와 합작 투자로 창고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식품 전자상거래에서의 입지를 강화함.

5) 코로나19로 인한 상거래 변화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식당들이 문을 닫게 되고 가정에서 요리하는 사람
들이 늘어나 총 식품과 음료 구매가 전년 대비 33.7% 증가함. 소비자들이
감자, 파스타, 육류, 건조 제품 등의 식품에 대한 사재기(Panic buying)를
보임.

9) 유기성장: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매상을 올려서 된 성장

- 15 -

전년도 동기대비 식음료 구매 증가율

[출처: 스타티스타 디지털 시장 전망 2020 – statista.com]

§

자가 격리 혹은 공공장소를 피하게 되는 것이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이
어져 온라인 식품 시장의 가동 속도와 배달 속도에 압박을 가져옴. 영국
의 온라인 식품업체인 오카도(Ocado)는 2020년 3월 중 폭증한 추가 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서비스를 임시 중단했고, 아마존은 이에 부합하기
위해 5,000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함. 그 외 식품판매업체들도 추가 수요
에 부합하기 위해 임시 직원과 배송 화물 편을 늘리고 식품을 직접 수령
하는 Click-and-Collect10) 옵션을 활성화함.

§

코로나19 사태는 기존에 온라인으로 식품 구매를 하지 않던 소비자들을
온라인 시장으로 향하게 만들었고, 이 반환점을 통해 편리성을 깨닫게 된
소비자들은 현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
해 온라인 상거래는 빠른 발전을 보일 것임.

3. 주요국 식품시장 동향

가. 영국
1) 소비자 동향
10) Click-and-Collect: 온라인 주문 후 오프라인 상점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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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는 2018년 기준 4,710만 명의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쇼핑을 함.
이는 15세~79세 기준 인구의 93%로 인당 일 년에 약 1,060 달러의 소비
를 함.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1인당 식비 지출이 높음.

§

식품 업체들은 고품질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기능성 그리고 공정 거래 제품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함. 소
비자들이 먹거리 파동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로 인해 식품 원산지에
관심을 가짐.

2) 식품 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
§

영국 온라인 식품 시장은 2018년 14.6억 달러에서 2023년 22.1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2020년 식품 소비가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 간 연평균 3.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당류 제품은
매년 평균 3%로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임. 영국 전체 식품 판매에
서 육류가 24%, 채소가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소비자의 바쁜 생활양식과 가처분 소득 증가로 최근 몇 년 동안 기성식
품과 테이크아웃 식품 산업의 판매가 증가해 고수익을 창출함. 이와 동시
에 식품 할인점과 고급 식품점에 대한 소비량도 함께 상승함. 유기농, 공
정거래 및 현지 생산 식품 등이 부가 가치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짐.

3) 진입 장벽
§

영국의 온라인 식품 시장은 대형 식품업체들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새로이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업체에게는 기회가 적으므로 동업과
합병이 대두됨. 할인 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면서 일반 식품
판매 업체들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급가를 낮추려 해 공급업체들에게
부담이 됨. 또한, 식품 기업 자사 브랜드 제품의 성장이 우선시 되면서
브랜드 생산 업체들에 압력을 가함.

§

2018년 4월에 당도가 높은 음료에 대한 세금(설탕세, Sugar Tax)이 도입
되어 탄산음료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제과류 시장도 더딘 성장을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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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정부에서 의료비와 비만율의 증가를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의 건강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더 설탕과 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을 피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선호함.
§

육류는 영국 소비자의 전통적인 식품 소비의 한 부분이지만 사회적, 문화
적 그리고 건강의 이유로 채식 및 비건11) 제품에 대한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육류 소비량을 줄이고 있음. 영국에서 2019년에 출시된
모든 식품의 약 25%가 비건 제품이라고 표기되어있음.

§

현재 영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80%가 유럽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브렉시
트12)로 인한 유럽과의 자유 무역 협정 수립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 이
는 온라인 식품 시장의 가격 면에서 타격을 가져올 수 있음.

4) 진입 전망
§

영국의 다국적 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일반 소비자들의 다양한 나라의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이
다양한 가공식품을 출시하기 시작함.

§

식품업체들이 소비자의 편의성과 제품 다양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이 중에서도 간
편한 준비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음식 시장은 영국 소비자들의 바쁜 생활
방식에 알맞기 때문에 강력한 상업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나. 프랑스
1) 소비자 동향
§

2018년 기준 4,250만 명의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쇼핑을 함. 이는 15세
-79세 기준 인구의 84%로 일 년에 인당 약 657달러의 소비를 함.

§

프랑스는 고도로 정교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어 냉동식품이나 편리 식

11) 비건(Vegan): 식물성 음식 이외의 유제품을 포함한 모든 동물성 섭취를 배제하는 극단적 채식주의
12) 브렉시트 (Brexit) -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20.1). 현재 전환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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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등은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법에 적합하지 않음. 하지만 최근 1인 가구
수의 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소비자들이 편의성을 찾게 되면서 조리
가 쉬운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소비자들은 이와 동시에 신선한 재
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식품업체들이 즉석요리 제품의 채소 함량을 늘리
고 유기농 제품을 포함하는 등 건강에 대한 호소력을 높임.
§

프랑스 식품 산업의 장기 추세는 높아진 건강 의식의 영향을 받고 있음.
소비자들은 건강상 이점이 높은 식품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음. 이에
따라 무설탕, 유기농, 그리고 비건 제과 제품이 출시되어 수요를 충족함.

2) 식품 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
§

프랑스 온라인 식품 시장은 2018년 11.6억 달러에서 2023년 17.2억 달러
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지난 5년간 프랑스의 식품 소비는 연평균 1.6%
씩 증가했는데, 2020년 기준 예상 1,737억 달러로 향후 5년간 연평균
2.9%씩 증가해 2024년에는 1,957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것은 정부
에서 최근 시행된 세금 감면과 가계 수입 증가 덕분이기도 하지만 총 가
계 식품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함.

§

현재 까르푸(Carrefour), 오셩(Auchan), 카지노(Casino)등의 슈퍼마켓 업체
들이 자체적 할인 식품을 내놓으며 높은 시장점유율 가짐.

§

정부가 농민들과 소비업자들의 낮은 이윤을 고려해 2019년에 새로운 식
품법(EGalim)을 도입해 판매업체들에 최소 10%의 마진 임계값을 적용하
고 제품을 34% 이상 할인하는 것을 금지함. 이것은 기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었던 가격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며 식품 가격이 올라가게 할
것임.

§

프랑스는 식료품/음료를 가정 예산의 3순위로 할애함. 2020년 가정 예산
의 13.1% 정도 소비할 것으로 추정됨. 이는 대형 식품 소매업이 저렴한
식품 공급을 하고 식당, 커피숍 등 외식 문화가 대중화되어있기 때문임.

§

현재 프랑스 전체 식품 소비에서 육류가 26.8%, 유제품이 15.7%, 신선식
품 13.4%, 제과식품이 11.7%를 차지함. 향후 5년간 조리식품의 평균 지출
성장률이 각각 3.6%, 3.5%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범주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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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입 장벽
§

대형식품업체의 자체 상표 제품들은 공급 업체와 소매업체 간의 관계를
통제하는 복잡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음. 이러한 제품들이 저렴하게 공
급되면서 브랜드 제품에 위협이 되고 있음. 식품 시장은 치열한 가격 경
쟁으로 낮아진 소매가격으로 인해 미미한 성장을 기록함.

§

프랑스의 하이퍼마켓13)은 식품 대량 소매 부문에서 몇몇 식품업체의 점
유율이 높은 까닭에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입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국
가의 소비 전망이 개선되었지만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한 상태로 일부
식품에만 혜택이 갈 수 있음. 경기 침체로 인해 할인 식품의 수요가 증가
되어 대규모 식품 업체들의 수익과 성장률이 줄어들 것임.

§

현 정부 정책은 설탕 소비세14)를 도입해 소비자의 당류 제품 소비에 영
향을 끼침. 또한, 비만과 당뇨병 등에 대한 건강 의식의 증가로 지방, 설
탕 및 소금이 많은 식품의 판매가 감소할 것임.

§

2013년 유럽의 말고기 파동 후 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으나
2019년부터는 가공 조제/통조림 식품이 재성장을 보임. 제품에 확실한 성
분과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중요함.

4) 진입 전망
§

프랑스의 식품 시장은 소비자들의 건강 의식 상승과 편리함, 프리미엄 제
품을 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소비자들이 제과류와
설탕 제품의 양을 줄이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야의 지출 비용은 소
비자들이 간식 횟수를 줄이는 대신 프리미엄 초콜릿 등을 선택하는 식품
고급화로 높아질 것임. 이로 인해 제과류는 2024년 총 식품 소비의 12.8%
를 차지할 것이라 예상됨.

§

프랑스 유기농 식품 협회인 Agence Bio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유기농 농

13) 하이퍼마켓(Hypermarket):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을 접목해 상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소매업체
14) 설탕 소비세: 설탕,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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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식품업체들은 영양 성분을 고려한
제품들을 내놓고, 고조된 건강 의식으로 낙농 식품이 발달하여 성장률을
높임. 건강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건강 음료와 유기농 식품 및 기
능성 음료의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임.
§

1인 가구 수 증가와 바쁜 생활양식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빠른
배송을 받거나 직접 수령하는 Click-and-Collect 식품판매 서비스가 유망
함. 배송을 선호하는 한국과는 달리 유럽은 식품들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
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픽업할 수 있는 옵션을 찾는 소비자들이 있음.

§

소비자들이 온라인 반조리, 완조리 식품 배달 서비스에 관심을 가짐. 조
리식품은 원재료에 비해 고가로 판매되고 이익률이 높으므로 이러한 추
세는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모두에게 좋은 기회임.

다. 독일
1) 소비자 동향
§

2018년 기준 5,830만 명의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쇼핑을 함. 이는 15세
-79세 기준 인구의 88%로 인당 일 년에 약 754달러를 소비함.

§

경쟁이 치열하고 일부 대형 식품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독일 식품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해 알디(Aldi)와 리들(Lidl) 같
은 할인 식품점에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함. 할인 업체들이 전국의 식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 일반 슈퍼마켓과의 가격 경쟁이 계속되고 있음.
이는 독일 소비자들의 높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식품 구매에 대한
지출이 제한되는 이유가 됨.

§

독일에서 일하는 여성의 수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편의 식품에 대
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 동시에 건강에 해롭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멀리
하려는 경향에 따라 소비자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전향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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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 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
§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식품 시장을 보유하며 변화하는 경제 및 소비
추세에 부응해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보임. 온라인 판매가 대중화
됨에 따라 전통적인 판매 매장 형태가 감소하는 추세임. 아마존과 레베
(Rewe)의 투자로 온라인 식품 판매가 성장을 함. 온라인 식품 시장은
2018년 13억 달러에서 2023년 38억 달러로 증가가 예상됨.

§

현재 육류가 독일 식품 산업에서 가장 큰 업종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
지, 유제품은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제과 식품은 11%를 차지함. 유기농
식품은 시장에서 약 70억 유로로 총 식품 산업의 4% 가량을 차지함.

§

2020년 총 식품 판매 성장은 4.6%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3.7%씩
성장해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35.2억 달러 성장한 213.4억 달러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됨. 건강에 대한 의식 고조에 따라 신선한 과일에 대한 지
출은 연간 평균 3.5%, 채소에 대한 지출은 4.4%로 증가가 예상되는 것에
반해 당류 제품에 대한 지출은 연간 2.3%로 저조할 것이라 예상됨.

3) 진입 장벽
§

기업별 경쟁 수준이 높은 독일 식품 시장의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 제품을 기대함. 전체 식품 소비의 3분의 1 이상이 식품 기업들의
자사 상표 제품들로 이루어짐. 할인 소매 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자사 브랜드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독립
브랜드 제품들이 어려움을 겪음.

§

현재 육류 제품은 기본 식량 공급원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감면 받아 7%
의 부가세만 해당됨. 독일 정치 연합은 2019년 8월에 기후 보호와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육류 판매세를 19%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부가가치세
감축의 철폐는 육류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임.

§

농식품부(BmEL)는 독일 남성의 62%와 여성의 47%, 어린이와 청소년의
15%가 과체중이고 전체 성인의 20%가 비만인 것을 고려해 2025년까지
식품의 소금, 설탕 및 지방률을 낮출 것이라고 공표함. 의무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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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식품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도입중임. 독일의 제과회사인 하
리보(Haribo)는 설탕 함유량을 30% 줄인 저당 젤리를 출시함.
§

독일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증가로 제과류의 성장
이 방해됨. 하리보는 독일에서의 판매량이 상당히 감소해 해외로의 판매
를 늘려 독일에서의 손실을 최소화 하려함. 스위스 기업인 네슬레(Nestlé)
는 2018년 설탕을 함유한 제과류 제품의 수요 감소에 따라 독일 지사를
정리해 약 380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했음.

4) 진입 전망
§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므로 식품 할인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우세할
것임. 동시에 긍정적인 노동 시장으로 가정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식품 소비력은 중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임.

§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선한 과일, 채소뿐만 아니라 저당, 무
설탕, 유기농, 천연 식품 및 현지 공급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
함. 식품업체들은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제품의 투
명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이 권장됨.

§

최근 몇 년간 특정 연령대를 겨냥한 제품이나 웰빙 트렌드에 맞는 식품
을 포함한 시장이 성장함. 건강, 기능성 식품의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독
일의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혁신적인 제품을 선호함.

4. 국가별 주요 온라인 식품판매기업 현황

가. 영국
1) 테스코 (Tesco)
¨ 업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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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점유율 1위 슈퍼마켓 체인으로 온라인 식품 판매에서도 1위를 함.
2019년 만 개 이상의 자사 제품을 출시해 수익을 거두어들임. 2018년 9월
에 할인 식품업체인 알디(Aldi), 리들(Lidl)과 경쟁하기 위해 잭스(Jacks)라
는 할인 판매업체를 세웠고, 추가로 새로운 고급 슈퍼마켓 체인을 고려중
임. 또한 도매점, 식품점, 주점(pub), 레스토랑 등에 식품을 도매로 공급하
는 업체인 북커(Booker) 그룹15)을 인수해 온라인 판매를 운영하고 있음.

§

온라인 주문 배송 옵션을 멤버쉽 형식으로 제공하는데 당일 배송은 1개
월에 16달러, 6개월 계약 월 13달러, 익일 배송은 1개월에 10달러, 6개월
계약 월 9달러, 주중 배송은 1개월에 4달러, 6개월 계약 시 월 3달러임.
익일 배송이나 주중 배송 고객들이 당일 배송을 요청하면 추가 청구 금
액이 있음. 이 외에도 31달러의 최소 주문 금액이 있음.

¨ 차별 요인
§

경쟁사 중 처음으로 99%의 영국 가정에 당일 배송을 제공하며 온라인 식
품 시장에 혁명을 가져옴.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Click-and-Collect 옵션
을 제공해 배송의 불필요로 인한 비용 절감과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편
리 옵션을 제공하므로 다른 업체들에 비해 강점을 가짐.

§

2020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식품 사업 수용력을 두 배로 늘리
기 위해 최소 25개의 추가 지역 센터를 열어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대형
매장을 운영할 계획임. 또한, 북커그룹을 통해 일반 소비자 외에도 도매
업체에도 식품 온라인 판매 접근성이 높음.

2) 오카도 (Ocado)
¨ 업체 동향
§

영국 온라인 식품업체 오카도는 2020년 1분기에 전년 대비 수익이 10%
증가해 554.2백만 달러를 기록함. 지난 분기 말 이후 두 배 성장해 2분기
에도 큰 성장 기록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됨.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틀이

15) 북커 그룹 (Booker Group): booker.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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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힌 온라인과 배송 플랫폼, 그리고 대규모의 판매 채널을 통해 높은 수
익을 거두고 있음.
§

영국의 프리미엄 식품업체인 막스앤스펜서(Marks & Spencer)(M&S)는 자
체적 온라인 기술 발전, 주문 이행과 배송 처리에 투자했었으나 부담되는
투자 비용 문제와 소규모 시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2019년에 오카
도와 50대 50으로 합작함. 오카도가 현재 프리미엄 슈퍼마켓 체인중 하나
인 웨이트로즈(Waitrose)와 계약이 끝난 후 막스앤스펜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차별 요인
§

영국의 다른 경쟁 기업들과 달리 오프라인 매장 없이 물류 창고에서 고
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구조임. 클라우드, 로봇 공학, 인공지능(AI)과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을 기반으로 99%의 정확도를 가지고 공정을 자동화해
인건비를 대폭 줄여 이윤을 최대화하며 운영하고 있음. 오카도 줌 서비스
는 이 기술을 사용해 런던 지역에 1시간 내 배송을 이행하고 있음.

[출처: 오카도 그룹 - ocadogroup.com]

§

2019년 오카도 전 매출의 33%가 솔루션 사업으로 발생했고, 영국 내외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식품 소매 업체로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자동화
기술 제공 업체로 등극해 선도적인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임.

§

2020년 기준 5만 종류 이상의 제품을 74% 이상의 영국 가정에 배송하고
있고 주당 32.5만 건 이상의 주문을 이행하고 있음. 소비자들에게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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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따라 색깔이 다른 봉지에 구분하고, 배송 시에는 운전자의 이름을
포함한 알림 메시지도 전송하고 있음.

3) 아마존 (Amazon)
¨ 업체 동향
§

아마존 프레시(Amazon Fresh)는 아마존이 2016년에 세운 온라인 식품 부
서로 영국에서 슈퍼마켓 4위인 모리슨(Morrisons), 자연식품 업체인 홀푸
드(Whole Foods) 등과 협업해 신선 식품을 판매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
해서는 1개월에 10달러 혹은 1년에 100달러인 아마존 프라임16)에 가입이
기본이고 추가로 1개월에 5달러인 프레시 서비스 약정에 가입하거나 구
매 당 4달러의 배송 비를 내야함. 50달러라는 최소 구매 조건이 있음. 현
재는 런던과 영국 남동쪽에만 서비스하지만 점차적으로 넓혀갈 예정임.

§

아마존 팬트리(Amazon Pantry)는 2015년에 출시된 아마존 프레시의 전작
으로 당일 배송을 시작해 현재는 주요 도시에 2시간 내 배송을 제공함.
아마존 프라임의 고객이어야 하고 최소 배송 금액은 19달러이며 5달러의
배송비가 붙음. 신선식품이 아닌 건조식품과 생활용품 위주로 운영함.

¨ 차별 요인

§ 아마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인 알렉사 (Amazon Alexa)를 사용해
음성으로 식품 구매를 할 수 있고 또한 각 소비자들의 과거 구매나 이전
구매와 관련된 품목을 제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부상하는 IoT 기술을
구현한 미래 지향적인 쇼핑을 가능하게 함.
§

아마존은 소비자들에게 손쉬운 환불/반품 절차를 제공하고 있어 손상된
신선 식품은 반품 지원 페이지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7일 내 환불받을
수 있음. 그 외의 일반 식품에 대한 반품은 30일 이내에 가능함. 이것은
매장을 방문해야 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야 하는 일반 온라인
식품 배송 업체에 비해 편리한 서비스.

16) 아마존 프라임 (Amazon Prime): 아마존이 제공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로 무료 익일 배송, 추가 비
용으로 2시간 배송, 음악과 비디오 등 일반 고객들과 차등되는 혜택을 제공함

- 26 -

나. 프랑스
1) 까르푸 (Carrefour)
¨ 업체 동향
§

까르푸는 프랑스에서 19.8%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월
마트, 테스코 다음으로 큰 업체임. 실적이 저조한 하이퍼마켓에서 벗어나
전자상거래, 식품 품질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18년에 2022년 말까지 식품 전자상거래에 3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계
획하고 있고, 프랑스 식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20%의 시장점유율을 목
표로 하고 있음. 2019년 1분기 기준 온라인 식품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13.4억 달러를 기록했음. 또한 연간 22.4억 달러 상당의
유기농 식품을 생산했음.

§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아마존의 제품 할인으로 압력을 받고 있음. 자사
히트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2022년까지 매출의 3분의 1을 온라인
에서 달성할 계획임.

¨ 차별 요인
§

2020년 말까지 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온
라인 식품 배송 서비스를 확장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소비자들이 온
라인으로 결제 후 2시간 이내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문 상품들을 픽업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22.4억 달러를 투자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IT, 디지털화
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사용함. 또한 구글과 협약을 맺고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홈 및 구글 쇼핑 웹사이트 등을 통해 까르푸에서 온라
인 구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유기농 제품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유기농 매장들을 새로 열고
유기농 농가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프랑스 농부들과 300개가 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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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함. 또한, 프랑스 기반 온라인 밀키트17) 회사인 키토크 (Quitoque)
의 지분을 인수해 전자상거래 전략을 강화함. Quitoque는 현지, 유기농
및 계절상품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요리법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까르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Click-and-Collect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됨.
§

2020년에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라는 판매 옵션을 도입해 외부 업체
들이 까르푸의 플랫폼을 통해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들에
게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에 따라 고객 유지가 가능하고, 식품 판매 업
체들에게는 1,200만 명의 방문자에 대한 가시성, 충성도 높은 고객들에
대한 노출 등을 제공함. 이는 새로운 업체들이 입점하기 용이하게 함.

2) 오샹 (Groupe Auchan)
¨ 업체 동향
§

오샹은 프랑스에서 6번째로 큰 식품 소매 업체로 현재 전 세계 15국에
33만 명의 직원을 보유함. 인터넷 판매는 Auchandirect, Auchan.fr 그리고
GrosBill로 진행되고 있음. 제품의 공급망을 추적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을 구현함.

§

하위 브랜드 오샹 리테일 아그로(Auchan Retail Agro)와 Mutual Logistics
과 계약을 체결해 프랑스 주요 지역의 과일과 채소 플랫폼 물류를 담당
하게 함. 또한 오샹 바이오 (Auchan Bio)라는 이름 아래 유기농 매장을
열어서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유기농 제품을 제공함.

§

현재 까르푸와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어 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음. 2019
년 상반기 매출이 1.3% 감소함. 슈퍼마켓 협동조합인 시스템 유(Système
U)와 메트로(Metro Group)와 구매 협약을 해 효율성을 향상시킴.

¨ 차별 요인
§

2018년 슈퍼마켓 카지노(Casino)와 전략적인 협약을 맺어 프랑스와 해외

17) 밀 키트 (Meal Kit):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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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국적 식품 구매에 대한 가격을 공동 협의하기로 함. 통합된 구매
력은 경쟁이 치열한 슈퍼마켓 시장에서 공급 업체와 가격을 저렴하게 협
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2022년까지 다양한 맛과 영양가 있는 자사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모든 자체상품들을 식품영양점수18)를 표기할 계획임.

§

지역 상품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전 세계 4,000개 이상의 지역 생산자와
주요 협력하는 식품업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매장의 현지상품을 두 배로 늘릴 예정임.

3) 아마존 (Amazon)
¨ 업체 동향
§

2018년에 온라인 아마존 프라임 나우(Amazon Prime Now)로 식품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 파리 지역에서 2시간 이내 배송을 제공하고 있음. 2019년
에 슈퍼마켓 카지노(Casino)와 협약을 맺어 카지노의 식품들을 아마존 플
랫폼에서 판매하기 시작함. 또한 2020년 상반기에 800개의 독립 슈퍼마켓
과 하이퍼마켓 협동조합인 시스템 유(Système U)와 협력 논의 중임.

§

카지노 그룹 소속의 모노프리(Monoprix)는 2018년부터 아마존 프라임 나
우 서비스를 통해 파리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함. 카지노 그룹은
이 협약으로 전 채널 유통(옴니채널) 유통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이 결과
2018년 3분기 아마존 프라임의 판매량은 예상을 초과 달성했음.

¨ 차별 요인
§

아마존은 카지노와의 계약을 통해 프랑스 전역에 밀집된 카지노 소유 9
개의 브랜드 1,000개 지점에 아마존 사물함을 설치해 배송 제품을 보관해
고객들이 원하는 시간에 픽업할 수 있게 함.

§

카지노가 온라인 식품 판매에서 11억 3천만 달러의 수익 목표를 가지고

18) 영양점수(Nutri-score/5-CNL): 식품의 건강성을 평가해 5개로 등급(A∼E)을 매기는 프랑스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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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과 파트너십을 강화함. 향후 1년 이내 카지노 브랜드인 모노프리와
아마존 프라임 나우(Amazon Prime Now)를 통해 파리 외의 다른 도시 지
역으로 식품 배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임.

4) 라벨비 (La Belle Vie)
¨ 업체 동향
§

프랑스의 신생 기업으로 출시년도인 2017년에 3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림.
타 업체들과 달리 식료품 판매에만 집중해 6.5만 종류의 일반 식료품, 육
류, 생선, 야채,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고 조리 식품 기업 62 degrés를 인
수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창고 관리 및 배송 관리 등 물류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식품 시장에서 수익과 성장을 거둠. 식품 시장에서 최고 입지의 목표를
가지고 파리를 시작으로 리옹과 여러 지역들에 식품 창고 건설을 계획함.

¨ 차별 요인
§

슈퍼마켓 협동조합인 시스템유와 협력 관계를 체결해 시스템유의 고객들
에게 온라인 식품 배송을 제공함. 파리 중심 지역에는 1시간 배송을, 파
리 외곽 지역은 1시간 30분, 파리 근교 지역은 3시간 이내로 배송 이행중
임. 온라인 식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프랑스에 외국 물류 업
체가 설립되고 있는 중에 현지 신설 기업으로 입지를 다짐.

다. 독일
1) 레베 (Rewe Group)
¨ 업체 동향
§

레베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식품 판매 기업으로 재정실적이 높아 인
수 기반 확장 전략이 가능함. 최근 도매업체 Lekkerland를 인수해 시장
규모를 늘림.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67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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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 매출을 달성함.
§

농식품부에서 장려한 식품 혁신 전략을 도입해 2020년 말까지 기존 자사
제품에 추가로 설탕이 감소된 제품 100개를 출시할 계획을 발표하고 공
정 거래 무역 인증을 받은 소규모 농민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오렌지 주
스를 공급하는 등 웰빙 트렌드에 맞추어 움직임. 또한 전국 도심에 유기
농 및 자연 바이오 슈퍼마켓 형식인 TEMMA를 운영하고 있고 가격 할인
행사 내용을 별개의 웹 페이지19)에 공지하고 있음.

§

2017년 11월 전자상거래 사업 확대와 온라인 주문 이행을 위해 퀠른에
물류 유통 센터를 설립해 신선 식품 배달 서비스를 확장함. 신선한 과일,
야채 등 2만 개의 식품들을 자동화해 운행함.

¨ 차별 요인
§

독일 내 매장 네트워크 확장 및 현대화에 11억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현재 식품 전자상거래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온라인 매
장에 부가 가치가 있는 제품들과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음.

§

2017년에 루프트한자 항공과 기내 식품 쇼핑 서비스를 시범 제휴 하는
등 온라인 시장에 입지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함. 현재 온라인
구매 제품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마존의 진입에 따라
다양한 파트너와 협약을 맺어 온라인 플랫폼을 확장할 계획을 발표함.

2) 아마존 (Amazon)
¨ 업체 동향
§

전 세계에서 아마존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은 독일임. 2017년에 아마존 프
레시를 통해 온라인 식품 시장에 진입했고 현재 배송 지역은 베를린, 포
츠담, 함부르크 및 뮌헨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점차적으로 전국 지역에 확
대 예정해 온라인 시장 기업들에 투자와 경쟁을 촉진함.

19) TEMMA 웹 사이트: tem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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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식품을 배달하는 아마존 프레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프
라임외 추가로 11달러의 월간 멤버쉽비가 있었는데, 소비자층을 늘리기
위해서 2019년 11월에 이를 9달러로 감소시키고 별도의 멤버쉽이 없이도
배송 건당 6.5달러를 지불하는 쇼핑옵션도 제공하기 시작함. 이는 건조식
품을 배송하는 아마존 팬트리에는 해당하지 않음.

¨ 차별 요인
§

아마존 프레시의 2016-2021 수익 예측에 따르면 2021년에는 1억 3천 5백
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경쟁 슈퍼마켓 업체인 레베가 9천 종류의
식품을 배송하는 반면에 아마존은 8만 5천 종류의 식품 종류를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인 이점을 가짐.

3) 마이엔소 (myEnso)
¨ 업체 동향
§

마이엔소는 기존 식품 판매업체와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음. 제품 카탈
로그에 한정된 현 온라인 슈퍼마켓의 정보 제공 시스템과 달리, 고객 중
심의 기업 비전을 가지고 판매 전에 소비자에게 제품의 목록과 서비스에
대해 테스트와 설문 조사를 통해 구매 의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 천
명 이상의 테스터들이 인정한 식품만이 웹사이트에서 판매될 수 있음.

§

미래 지향적인 온라인 슈퍼마켓을 구축하면서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 어
려움이 있어 크라우드 펀딩20)에 실패했으나 투자를 확보해 설립하게 됨.
관심이 있는 얼리 어답터21)들은 110달러의 일회성 비용으로 지분을 구입
해 테스터가 되어 정기적으로 새로운 제품이 담긴 Taste Box를 받게 되
고 식품 및 제조업체 추가요청이나 서비스 및 기능 추가요청을 할 수 있
음. 현재 만 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참가중임.

¨ 차별 요인

20) 크라우드 펀딩 (Crowd funding): 투자가 필요한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것
21) 얼리 어답터 (Early Adopter): 새로운 제품을 먼저 사용 후 이에 대해 평가 하는 소비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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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슈퍼마켓 체인과 비교해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 하는 슈퍼마켓으로
온라인 식품 시장에 혁신적 접근법을 가짐. 신생기업과 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 진입하는 업체들이 접근하기 용이함. 고객 지향을 극대화함
으로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어 잠재력이 있음.

5. 한국 식품의 진출 현황 및 입점 방법

가. 진출 현황
1) 테스코 (Tesco) - 영국
§

한국요리 재료의 형식으로 입점함. 요기요(Yogiyo)는 영국에서 시작된 한
국 식품 브랜드로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 소스 중심으로 테스코
뿐만 아니라 아마존 등에 입점해있음.

[출처: 테스코 - tesco.com/groceries]

§

이 외에도 N사의 신라면과 S사의 불닭볶음면 C사의 고추장, 쌈장, 만두
등이 입점해 있음. 이 중에서 신라면은 영국 전역 테스코 매장의 월드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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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World Food) 매대에 구비되어 있음.

2) 까르푸 (Carrefour) - 프랑스
§

한국 식품 대기업인 C사가 입점해 냉동 만두 식품을 영문 식품 표기와
프랑스 공식 영양점수를 매겨 판매함.

[출처: 까르푸 - carrefour.fr]

3) 레베 (Rewe) - 독일
§

한국 된장과 국수, 김치찌개 조미료 등이 판매되고 있고 한국 식품에 대
한 조리법이 제공되고 있으며 링크를 통해 조리하는데 들어가는 식재료
를 모두 자동으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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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레베 – rewe.de]

4) 아마존 (Amazon) - 영국, 프랑스, 독일의 예
§

유럽 소비자들의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식품이 입점하여 판매되고 있음. 특정 한국 식품의 수요가 많아져 원활한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체들은 수요가 높은 제품에 한해 아
마존 프라임으로 빠른 배송을 제공함.

[출처: 아마존 영국 – amazon.co.uk]

[출처: 아마존 프랑스 - amazon.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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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마존 독일 - amazon.de]

5) 주요 한국/아시안계 식품 판매 기업 - 영국, 프랑스, 독일의 예
☐ 영국
§

H Mart/Oseyo – hmart.co.uk

§

Oriental Mart – orientalmart.co.uk

§

Starry Mart – starrymart.co.uk

☐ 프랑스
§

Hanguk – epicerie-coreenne.com

§

Coreewa – coreewa.com

§

Asia Marché - asiamarche.fr

☐ 독일
§

Urimodu – urimodu.net

§

KJ Foods – kjfoods.de

§

Nanuko – nanuko.de

나. 입점 방법
1) 테스코 (Tesco) - 영국
§

테스코의 식품 공급 업체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웹 사이트22)를 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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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회사정보와 규모, 매상과 매출을 기록하고 신설 기업인지, 중소
기업인지, 대기업인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상품명을 기록하고 원산
지, 제조업체의 여부를 명시하고 포장 방식과 유통 체계를 기입한 후 상
품에 대한 상세 설명과 제안 부분을 설명, 기술 인증이 있다면 인증 정보
및 등급을 기재해야 함. 테스코 측에서는 이 정보를 적합한 구매부서로
보내 진행하지만, 따로 지정된 처리시간에 대한 명시는 없음.

2) 오카도 (Ocado) - 영국
§

오카도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서23)를 작성해야 함.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 조건은 영국/유럽 내에 회사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
는 것. 식품 제조 기관이 현지 식품 당국 혹은 관련 집행 기관에 식품 사
업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SALSA24)나 BRC25) 같은 제품 인증 필요. 오카
도 유통 센터에 직접 납품 가능함.

§

영국/유럽의 식품라벨 표기법(FIC 1169/201126))을 준수해야하고 유기농 및
공정 무역 인증에 대한 부분이 영어로 표기 되어야 함. 한국에서도 국제
식품위생법으로 도입된 HACCP27)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용이할 것임. 지원 업체들은 신청서 제출 8주
이내에 답변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

§

소기업들이 현재 전체 공급 업체 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매부서도
소규모 식품시장의 성장을 돕는 것에 의미를 둠. 매년 1월에서 4월 중에
BNTS (Britain’s Next Top Supplier)28)라는 경연을 열어 주요 슈퍼마켓
체인이나 아마존에 입점하지 않은 소규모 창업 업체들이 재고량에 상관
없이 지원할 수 있음. 혁신적이고 고품질인 식품을 가진 공급 업체를 선
호하고 있고, 우승한 업체는 몇 달간 오카도 웹페이지에서 판매를 시작하
게 되고 미디어 홍보 패키지와 사업 확장 옵션을 제공받게 됨.

22) 테스코 입점 지원: tescoplc.com/contacts/suppliers
23) 오카도 입점 지원: supplyocado.com/apply
24) SALSA (Safe and Local Supplier Approval): 식품 안전 전문가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식품의 여
부를 감사, 지속성 판단 후 인증하는 식품 안전 표준 – salsafood.co.uk
25) BRC (British Retail Consortium): 영국 식품 소매 산업 무역 협회의 식품/제조 산업 표준
26) FIC 1169/2011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유럽연합의 소비자를 위한 식품정보 규정
27)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으로 식품의 생산
부터 소비자의 섭취까지의 단계까지에 위해요소가 발생하지 않게 체계적으로 관리함
28) 오카도 BNTS 경연: supplyocado.com/#b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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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까르푸 (Carrefour) - 프랑스
§

까르푸는 마켓플레이스라는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을 제공해 외부 판매
업체들이 진입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마켓플레이스로 납품 지원
을 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에 회사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프랑스어로 고
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고품질 제품을 직접 포장해 기
한 내에 직접 배송 및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프랑스로 반
송 주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입점 신청은 사업 개발 부서29)로 이메일
을 보내 진행해야 함.

§

입점 승인이 나면 기업들은 월간 구독 형태로 까르푸의 카탈로그 및 주
문 관리 도구를 이용할 수 있고 전담 계정 관리자가 제품 등록과 성능
평가 부분을 지원함. 판매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부과되고 입
점 업체는 최소 이행 기간 없이 판매 종료가 가능함.

4) 아마존 (Amazon)
§

식품업체들이 아마존에 입점하기는 타 슈퍼마켓 업체들보다 용이함. 아마
존에 따로 물품 소개 및 계약 입찰 등의 절차 없이 웹페이지30)에서 간단
하게 전문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음. 월 40달러의 고정 수수료를 지불해
야 판매 계정 활성화가 가능함. 물품 판매 개수당 1달러와 판매 품목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유럽에서 일반 및 고급 식품에 대한 아마존 추천 수수료는 2020년 상반
기 기준 총 판매 가격이 12달러 이하인 제품의 경우 8%, 초과의 경우
15%이고 기준 판매 가격은 상품 가격과 운송 요금을 합산한 가격임. 판
매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배송 가격과 소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아마존에서는 업체들에 Fulfillment by Amazon (FBA)라는 자체 배송과 반
송 서비스를 제공함. 이 서비스는 판매 제품들을 아마존 창고로 보내 보
관하면서 구매가 완료되면 아마존이 직접 물품 픽업, 배송 그리고 반품까
지 처리함.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당일 혹은

29) 까르푸 마켓플레이스 사업 개발 부서: become_seller@carrefour.com
30) 아마존 입점 지원: sellercentral-europe.ama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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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배송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과 현지 언어로 지원 제공해 준다는 점
에 장점이 있음.

[출처: 아마존 FBA 유럽 수수료 – sellercentral-europe.amazon.com]

§

FBA의 수수료는 제품의 무게, 포장 크기, 배송 지역에 따라 변동이 있음.
판매업체들이 유럽 주문 처리 센터로 재고를 보내 아마존 유럽 총괄 웹
페이지에서 제품을 판매하면 현지 이행 수수료만 부과받지만, 지정한 나
라에만 공급하는 제품을 외부 유럽 웹페이지에서 주문한 경우 국경 간
수수료로 인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다. 차별화된 한국 식품 진출 사례
1) 잇수 (Itsu) - 건강 간식 제품으로 진출한 김
§

영국의 동아시아 음식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으로 Itsu 레스토랑에서
한국산 김을 Itsu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고 온라인 식품 매장은 직접 운영
하지 않고 10개가 넘는 주요 슈퍼마켓 체인을 통해 판매함. 현재 한국의
OEM31) 업체를 통해 일반, 간장, 와사비, 불고기 맛의 김을 간식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31)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주문자의 제품과 상표명 아래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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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잇수 건강 간식 - itsu.com/grocery/healthy-snacks]

§

주식으로 쌀을 섭취하지 않고 가정에서 김과 밥을 함께 먹지 않는 영국
의 특성을 고려해 밥의 보조제품보다는 다양한 맛의 간식으로 현지화해
성공을 거둠. 자세한 영양 성분과 비건, 채식, 유제품이 함유되지 않음과
글루텐프리32)임을 명시함으로 특정 음식을 배제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
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2) 유카타 (Yukata) - 유통 기한을 늘린 김치
§

일본 식재료 회사로 영국에서는 테스코, 오카도, 아마존을 포함한 주요
식품 판매업체와 대형 백화점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여 있
음. 한국 기업과 OEM으로 김치를 공급받아 유럽 16국에 판매함. 최근 영
국의 면역학 전문가가 김치는 장에 좋은 유산균으로 면역세포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여 판매 가능성이 증대됨.

[출처: 유카타 웹페이지 – yukata.london]

32) 글루텐 프리 (Gluten-Free): 밀, 보리, 호밀과 같은 곡물에 들어간 글루텐을 배제한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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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는 반찬으로나 볶음과 스튜에 잘 어울린다고 설명되어있음. 발효식품
으로 유통 기한이 제조일의 한 달 남짓인 일반 김치 제품의 한계를 극복
해 2년으로 늘리고 개봉 후 4주 이내 섭취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차별 요
인임. 이는 한국에서의 배송 기간과 충분한 선반 수명뿐만 아니라 구입
후 일반 유럽 소비자가 섭취하는 기간까지 고려된 부분임.

3) 수셰프 (Sous Chef) - 한국 음식 레시피와 식재료
§

수셰프는 세계 각국의 음식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영감을 얻어 소비자들
이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각국의 식재료와 요리 레시피를 제공함.

[출처: 수셰프 웹페이지 – souschef.co.uk]

§

레시피 중 재료, 양념 등의 부분에서 소비자에게 없는 다국적 제품들을
링크를 통해 수셰프의 식품 판매 페이지로 연결함. 이는 유럽 일반 소비
자들이 직접 아시아 식품 웹페이지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생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신선한 방식의 접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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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셰프 웹페이지 – souschef.co.uk]

§

한국 요리의 기본이 되는 고추장, 쌈장, 김치, 고춧가루, 참기름 등의 제
품들이 판매되고 있음.

6. 부가가치 시장

1) 헬로프레시 (Hellofresh) - 신선 조리 제품
§

헬로프레시는 독일의 밀키트 업체로 영국, 프랑스 포함 유럽과 미국, 캐
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지에서 성공을 거둠.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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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0% 이상 증가했는데, 총 13개의 국가에 2억 8천만 개의 키트를 배송
했고 하반기 기준 총 297만 고객을 확보함. 소비자와 직접 정기 계약을
맺는 멤버쉽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해 고객이 직접 선택한 메뉴에
대한 식재료들과 조리법을 동봉해 배송함.

[출처: 헬로프레시 레시피 – hellofresh.co.uk/receipes]

§

다양한 나라의 요리 옵션을 제공하는데, 위와 같이 한국 혹은 한국 퓨전
요리도 개발해 사진과 함께 단계별 요리 방법을 안내함. 식사 계획하는
시간과 식재료 구매하는 시간을 아껴줌과 동시에 요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만 제공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식품 업체보다 66%로 최소화하며
친환경 지속 가능성한 업체로 각광받고 있음.

§

비슷한 업체로는 영국의 구스토 (Gousto), 마인풀 셰프 (Mindful Chef), 프
랑스의 시종 (Seazon), 독일의 캡틴쿡 (KptnCook) 등이 있음.

2) 홀랜드앤바렛 (Holland & Barrett) - 건강 기능 식품
§

홀란드앤바렛은 영국의 건강기능식품 체인으로 유럽 곳곳 포함 전 세계
16개국으로 진출한 업체임. 식약품. 비타민, 영양제, 보조제를 위주로 운
영하지만 그 외의 건강식품, 건강간식 등도 판매함. 현재 홍삼 제품, 또한
홍삼을 포함한 건강 보조제를 판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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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홀랜드바렛 웹페이지 – hollandandbarrett.com]

7. 주의 및 시사점

가. 주의사항
1) 법률과 규정 준수
§

모든 식품은 유럽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함. 영국에서 판매하는
식품들은 유럽 소비자 음식 정보 법률만 아니라 영국 식품 정보 규정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 참고로 유럽 식약청에서는 미니컵 젤리가 질식사
의 위험으로 인해 금지 품목에 추가되어있음.

§

식품 표기에 소고기 버거라고 명시된 제품에는 소고기 함유량이 62% 이
상이어야 함. 이러한 식품 구성 기준은 소비자가 기대한 특정 품질보다
낮은 식품으로 대체되는 것이 있는 식품에 적용됨. 육류를 취급할 경우에
는 코셔, 할랄의 여부를, 다른 식품에서는 비건이나 채식 여부, 알러지 유
발 성분 또한 무글루텐 제품인지 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

2) 식품 정보 표기법
§

2017년 3월 프랑스 보건당국은 영양점수(Nutri-score/5-CNL)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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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식품의 영양가를 차등 평가함. 식품의 5단계 영양 표시 시스템은 A에
서 E까지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구분되며 소비자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심장 혈관계 질환, 당뇨
병 및 비만 발병률을 저지하자는 취지를 가짐.
§

영양점수 제도는 현재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및 스페인의 보건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권장되고 있음. 유럽 연합 규정에 따라 회원국들
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추천하고 관리할 수는 있음. 스위스 식품업체
네슬레(Nestle), 프랑스 유제품 업체 다논(Danone) 그리고 프랑스 식품 판
매업체 오샹그룹(Auchan)에서는 자체적으로 몇 개의 유럽 국가들로 판매
되는 식품들에 적용하고 있음. 영국은 별개의 식품 표시법을 따름.

3) 현지화 필요성
§

현지 법률과 규정 준수, 식품 정보, 제품 성분 표시 등은 한국 식품들을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를 할 때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으로 필수적임. 프랑스의 영양 점수제도 같은 경우 공식 웹 사이트33)에서
영양 성분을 기재해 계산해 볼 수 있음.

§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해당 국가의 언어로 표시되어야 하고 올바르게 포
장되어야 함. 재포장의 경우에는 현지 시장에 맞는 포장 규격, 디자인 등
을 고려해야 함. 언어의 표현 차이에 대한 정정과 현지 정서에 대한 정보
습득을 위해 유럽 중견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국제적으로 통합되는 식품 인증 제도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상용되는 인
증 제도를 획득해 표기하는 것이 시장 입지에 도움이 됨. 또한 한국의 동
등한 식품 인증 획득한 부분을 제품과 함께 설명해줄 필요가 있음.

나. 시사점
1) 입점 가능성

33) 영양 점수 계산기 – nutriscore.colruytgroup.com/colruytgroup/en/nutri-score-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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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식품업체 진입
§

한국의 식품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입점하기 위해서 대형 슈퍼마켓 체인
에 자사 브랜드 이름을 걸고 접근하는 방법만으로는 익숙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 C사의 냉동만두나 N사의 라
면과 같이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이들은 대기업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오랜 기간 유럽에서의 마케팅에 지속적인 투자와 현지화 전략 수립으로
가능했음.

§

아마존에 입점하는 것은 진입 장벽이 없는 까닭에 위험도가 낮은 투자로
시험 판매해 구매율, 문제점, 잠재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또한, 판매자가 경매와 고정가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오픈마켓인 이베
이(eBay)34)에 식품을 올려 소비자의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음. 현재 다
양한 한국의 화장품, 의류 업체들도 이베이로 진입 시도 중임.

☐ 현지 업체와 협력
§

영국과 유럽 내에 회사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영국기업 오카도의 최
소 요구 사항과 나라별로 한국과 다른 식품 표기법을 고려했을 때 한국
업체가 현지 업체와 협약을 맺고 유럽에 진입을 시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각국의 법률과 실정에 해박한 중간 매개체를 토대로 현지 식
품과 시장에 대한 동향 조사가 가능함.

§

대형 식품판매업체 고객이 있는 현지 중간 도매 납품기업을 통한 납품
가능. 대형 업체들도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과 대량 공급의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의 납품을 환영하는 추세임. 아시아 제품을 이미 취급하는 회사
를 찾는 방법도 있는데 예시로 영국의 아시아 식품 도매업체 SOP35)가 대
형 슈퍼마켓에 전문 납품함.

§

제품군을 파악한 후 중간 도매상을 통해 전문 시장 지식을 얻고 한국 업
체의 입점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업과 협업하는 방법이 있음. 예시로
건강, 천연 유기농 제품을 공급하는 도매 유통 업체인 트리 오브 라이프

34) 이베이 (eBay) 웹사이트: 영국 ebay.co.uk/프랑스 ebay.fr/독일 ebay.de
35) SOP International Limited 웹사이트: sopinternatio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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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of Life)는 9백 개가 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30개국으로 제품들을
자체적으로 수출함.
☐ 제품 위탁 생산 (OEM)
§

한국 기업의 상표 없이 화이트 라벨링36)의 옵션을 선택해 슈퍼마켓 자체
상표를 입혀 입지를 확립하는 방법이 있음. 이질감이 들 수 있는 한국 식
품을 알려진 업체가 판매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거리감 없이 제품을 받아
들일 기회가 됨.

§

대형 업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국의 잇수와 같은 아시아 음식 체인점의
온라인 상점에 OEM으로 주문 요청을 받아 식품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는
데 마케팅의 모든 부분이 위탁되어 용이함.

☐ 식재료 납품
§

가정에서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는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헬로프레시와
같은 밀키트 업체에서 한식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음. 기하급수적으로 성
장하는 유사한 업체들에 한국 식재료와 레시피를 독점적으로 제공해주는
차별성 있는 시장접근 가능. 한국 식재료를 구입해 남은 소스 처리 등의
문제 없이, 레시피에 따라 정확히 필요한 양의 식재료 공급으로 소비자에
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높은 이윤을 거둘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시장임.

§

밀키트 업체 이외의 조리식품 공급 업체에 한국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도
독창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음. 조리식품의 질이 상승되면서 완조리 식품
과 간단하게 조리가 가능한 가공/냉동 반조리 식품 종류가 다양해져 한국
음식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레스토랑 체인에 아시아 음식 혹은
아시아 퓨전37) 음식 식재료 납품 업체로 진입하는 방법도 장려됨.

☐ 식품 전시회 참가
§

식품 전시회를 통해 업체와 대면 영업 기회를 가지는 것은 효과적으로

36) 화이트 라벨링 (White Labeling): 최종 제품에서 로고를 제거하고 구매자가 요청한 상표를 사용
37) 퓨전 음식 (Fusion Food): 다른 문화권의 음식 재료와 조리를 복합해 만드는 새로운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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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현지 회사에 제품 노출을 하는 방법. 다양한 도매업체들이 가능성
있는 상품을 발굴하러 참가하기 때문에 참신한 제품을 홍보해 진출할 수
있음.
§

매년 영국에서 열리는 유럽 유기농 상품 전시회(Natural & Organic
Products Europe)38),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 식음료 박람회(IFE)39)에서
현지 업체에 한국 식품을 알리고 트랜드를 볼 수 있음. 또한, 격년으로
열리는 프랑스의 파리 국제 식품 박람회(SIAL Paris)40), 독일의 쾰른 국제
식품 박람회(Anuga)41)가 있음.

3) 참고/권고 사항
§

유럽 소비자들의 바쁜 생활양식으로 인한 편의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온
라인 식품판매업은 빠른 속도로 확장될 추이를 보임. 이 중에서도 부가
가치가 높은 편리한 식품의 성장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향상에 따라 전반적으로 몸에 해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를 낮추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한국 식품들도 저당, 저염, 저
지방, 오가닉 제품 등의 진출이 권고됨.

§

한국 식품 업체나 국가 기관의 노력 이외에도 한국 영화와 드라마,
K-pop 으로 인한 한류, 또 유튜브 채널 영국 남자42) 등으로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이 소개되면서 한국 음
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온라인 정보와 식품 상거래의 발달로 비슷한 식품들이 시장에 소개되면
서 진출 식품에 대한 차별화의 필요성이 있음. 한국에 특화되지만 아직
유럽에 소개되지 않은 제품들을 출시하는 것도 장려됨.

38)
39)
40)
41)
42)

유기농 상품 전시회 (Natural & Organic Products Europe): naturalproducts.co.uk
국제 식음료 박람회 (IFE – The International Food & Drink Event): ife.co.uk
파리 국제 식품 박람회 (SIAL – Salon International de l’alimentation): sialparis.mobi
퀠른 국제 식품 박람회 (Anuga – Allgemeine Nahrungs- und Genussmittel-Ausstellung): anuga.com
영국 남자 유튜브 페이지: youtube.com/user/koreanenglis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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