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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에 내린 비만 주의보
2022년 1월 20일, 하노이지사

□ 키워드 :
◯ 라오스, 늘어나는 과체중‧비만 인구
- 작년 3월 발표된 국제비만연맹의 2025 세계 과체중‧비만 연구에 따르면
라오스는 1995~2016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비만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로 이름 올렸음

세계 성별 과체중‧비만 인구 증가율 상위 10개국

- 한때 고소득 국가에서만 건강 문제로 여겨졌던 비만은 이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가장 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라오스에서는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영양실조로 인한 문제가 상주
하는 만큼 현재 비만과 영양실조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음
- 최근 20년 동안 라오스 성인 비만 증가율이 남성 9.5%,여성 6.6%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가 비만 위기 순위 7위를 기록한 비만
고위험군 국가로 기록됨

- 현지 소비자들의 과체중‧비만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곡물 중심의 식사, 높은 당분 섭취, 낮은 활동량 등임
- 국제비만연맹의 국가별 과체중‧비만 증가 원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오스 성인 1인당 곡물 섭취량이 캄보디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타 국가 대비 탄산음료 섭취량이 높고 활동량
부족한 것으로 밝혀짐
◯ SNS상으로 판매되는 다이어트 보조제
- 라오스 내 과체중‧비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식사량 조절이
어렵거나, 단기간 내 체중감량 효과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디톡스 제품, 다이어트 보조제 등 다양한 기능성 식품의 판
매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SNS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
이미지

보조제>

정보
‧제품명
Slim body shape The clinic
‧광고내용
7일 3~7kg 감량
‧가격
150,000kip
‧제품명
Korse by herb
‧광고내용
15일 – 3~5KG 감량
‧가격
87,500kip
‧제품명
B-GRN
‧광고내용
디톡스, 건강 보조식품
‧가격
400,000KIP
‧제퓸명
Venista Detox
‧광고내용
디톡스,다이어트
‧가격
88,000kip

* 자료원 : Facebook 등 SNS 채널

비고

- 현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다이어트 보조제는 태국산이며, 대부분 단
기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음
- 라오스는 다이어트 보조제 성분 관련 법규가 미비할 뿐 아니라 SNS
채널 등 인터넷을 통해 영세하게 판매하는 사업자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현지 SNS를 통해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기도
하며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전, 천연 성분 함유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내세워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 시사점
- 여가 시간 및 활동량 감소, 불균형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현지
과체중‧비만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 현지에서 원산지 및 성분이 불분명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한국산
제품의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관련 필수 인증서, 효능,
제조사 정보 등을 허위사실 없이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현지 소비자들의 과체중‧비만의 주요 원인인 탄수화물 및
당분 함량을 낮춘 곤약 쌀, 닭가슴살 등을 활용한 한국산 건강
HMR키트 등 저칼로리‧저당 식품의 라오스 식품 시장 진출에 용이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