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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편식 시장의 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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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정 후 중국 건강 산업의 잠재력
전 세계로 확산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중국에서의 소비
는 중국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중국전국정협위원(全国政协委员), 대맹중앙상위
(台盟中央常委), 취안저우시정협 부주석(泉州市政协副主席) 루어사밍(骆沙鸣)은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 상황이 종료되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산업이 다방
면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하며 소득 수준별 건강산업 소비의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소비 잠재력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대건강산업(中国大健康产业)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에 위협을 주는 요소
들을 인지하고 건강관리 및 생명보호에 대해 자각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이다. 대건강 산업은 육체적
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생리적, 사회적, 환경적, 도덕적 등 방면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
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중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건강분야 서비스 소비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루어사밍(骆沙鸣)은 “중국 건강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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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분화하면 의약산업, 건강양로산업, 의료산업, 보건산업, 건강관리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20년 중국 건강 산업은 8만억 위안(한화 약1400조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잠재력이 거대하다”고 예측했다.

코로나19 안정 후 간편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건강의식 높아져
춘절 이후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면서 간편식 및 즉석식품의 시장의 매출은
폭등하였다. 중국식품 산업 분석가 주단펑(朱丹蓬)의 분석에 따르면 2~4월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의 소비행위 및 소비사상이 많이 변화였으며 특히 소비자들은 건강과 관련된 업계를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건강식품의 전문화와 발전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상품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
히 면역력 강화와 간식의 결합은 향후 새로운 트렌드로 분석된다.

▲ 징동(京东) 온라인 쇼핑몰의 간편식품

출처 :중국 식품상무왕 ➊ https://news.21food.cn/35/2895904.html

▲ 중국 간편식 주도 업체 브랜드

▲ 량핀푸즈(良品铺子) 일부 인기상품

▲ 백초미(百草味) 일부 인기상품

<2020년 중국 천연 건강식품 업계 시장전망 및 투자연구 보

3,000원/주)으로 44.03% 상승 후 주가가 상한가로 올라가며 시

고서>에서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인들의 건강 의식이 강화되면서

장 가치가 68.7억 위안(한화 약 1조 2천억 원)으로 올랐다. 3월

2022년 건강식품 시장 규모는 2000억 위안(한화 약 35조 원)규

10일까지 량핀푸즈(良品铺子)가 상장된 12개 거래소의 모든 주

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건강한 간식을 제조하는 것은 현재

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 가치는 196.09억 위안(한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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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트렌드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간편식 업체 간의 경쟁에도

3조 4000억 원)을 돌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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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징동(京东)의 2020년 1분기 판매 데이터를 보
면 우유, 생수, 견과류 매출액이 2019년 동기 대비 각각 300%,

주목할 부분은 량핀푸즈(良品铺子) 상장 공포 전날, 즉 2월 23
일에 백초미(百草味)는 50억 위안(한화 약 8,750억 원)을 펩시코
에게 100% 현금으로 주식을 팔았다는 것이다.

200%, 100% 상승하였고 만두 같은 냉동식품은 동기 대비 700%

선두기업들의 움직임의 뒤에는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소비자들은 간편식 및

대한 간편시장이 뒷받침되고 있다. 중국의 간편식 시장 규모는

건강식품 관련 기업의 상품을 더욱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매년 12% 정도의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고 그 중 건
과류, 빵류, 육포 등 식품의 성장이 눈에 띈다. 2020년 중국의 간

간편식 경쟁의 후반전
현재 중국의 간편식 업계에는 ‘싼즈송슈(三只松鼠)’, ‘량핀푸즈
(良品铺子)’, ‘백초미(百草味)’ 3대 브랜드가 가장 크게 활약하고

편식 시장 규모는 3만억 위안(한화 약 525조 원)을 돌파할 것으
로 예측되며 미래 3~5년간 간편식은 매년 10%이상 성장할 것으
로 보인다.

있다.
최근 몇 년간 간편식 업계 내 선두 기업들의 온라인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마케팅 또한 매우 체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업계 주요 동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온

Key
Point

중국 정부의 대건강산업 추진과 중국인들의 건강
의식 강화로 미래 간편식 시장은 더욱 중요한 시
장으로 떠오를 것이다. 현재 중국 내 간편식 선두
기업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라인 시장점유 쟁탈전으로 보여지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간편

및 해외기업에게도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진다.

식 선두 기업 간의 경쟁으로 해석된다.
량핀푸즈(良品铺子)는 2월 24일 온라인에서 상장 소식을 발
표하였다. 2020년 우한시 첫 번째 IPO기업으로서 온라인을 통

지금껏 중국의 간편식은 품질보다 가격으로 승부를 보았지만 정부에서
건강산업 발전을 공포한 후 품질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식품 품
질 장점을 발휘하여 면역력 상승 등 건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할 필요
가 있다.

해 상장의식을 하였다. 9시 30분 개장 후 주가는 17.14위안/주(약
출처 :중국 식품상무왕 ➋ https://news.21food.cn/35/2895903.html ➌ https://news.21food.cn/35/2895902.html

다시 불어오는 커피 열풍
- 커피 트렌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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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 소비품인 커피사업은 결코 밑지지 않는 장사이다. 커피는 다양한 형식으로 중국 식음료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내 73.5%의 커피는 대부분 20~35세의 젊은 층이 소
비하고 있다. 커피는 잠을 깨는 기능에 더해 세련된 생활방식, 높은 품질, 향과 풍미로 젊은 층의 마음
을 사로잡고 있다.
기존 네슬레가 독점하던 인스턴트커피의 환경에서 1997년 스타벅스가 베이징 성부거리에 처음 오
픈하며 시작된 중국의 커피 문화는 20여 년 만에 오늘날 3,000억 위안(약 52조 원)의 시장규모와 다
수의 소비자를 보유한 시장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커피시장 역사가 긴 편은 아니지만 시장규모의 성
장 속도는 상상 그 이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2018년 중국인의 연간 평균 커피 소비량은 유럽,
미국 등 서방의 1% 수준인 30g 불과하므로 중국시장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엄청난 시장을 가만히 두고만 있을 기업은 없을 것이다. 커피 매장 쪽에서는 양대산맥인 스타벅
스와 루이싱커피(瑞幸咖啡, Luckin coffee)가 작년부터 격렬한 경쟁을 펼쳐왔다. 인스턴트 커피제품
으로는 이리(伊利), 농부산천(农夫山泉) 등 이전엔 커피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던 음료계의 거두들도
커피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프리미엄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 산뚠반(三顿半)도 이 시장에서 한 몫
을 차지하기 위해 신제품들을 지속하여 출시하고 있다.

연이은 새로운 브랜드 커피의 신규진입, 중국 커피시장은 시끌벅적
▲ 2019년 중국 커피시장의 양대산맥
(루이싱커피과 스타벅스)

코로나19 사태는 커피 소비의 성장 촉진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초, 현재의 중국 커피시
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출처 :
➊h
 ttp://www.foodaily.com/market/
show.php?itemid=21854
➋ https://china.mintel.com/
xinwengao/xinwengao-yinliao/
coffeecraze

- 프리미엄 인스턴트커피의 산뚠반은 세콰이어캐피탈(Sequoia Capital)의 투자를 받았고 이것은 산뚠반이
최근 일 년 반 사이에 획득한 네 번째 투자이다.
- 중국의 음료 브랜드 농부산천은 작년 5월에 탄빙탄산커피(炭仌碳酸咖啡), 10월에는 탄빙의 새로운 시리
즈인 RTD커피, 최근에는 제3대 탄빙 드립백 커피까지 세 번째 커피 제품을 출시하였다.

▲ 산뚠반의 커피 제품

▲ 농부산천의 탄빙탄산커피

-네
 슬레는 프리미엄 커피시장을 겨냥하여 ‘스타벅스 프리미엄 인스턴트커
피’를 출시, 스타벅스만의 독특한 식감을 인스턴트커피에 융합해 넣었다.
-러
 퓨어(LePur, 乐纯) ONESHOT 고품격 커피의 비공개테스트 결과

의 미니카페 등에서 진하고 시원한 커피의 맛을 소비자들에게 제
공하고 있다.

발표를 보면 2년여간의 제품개선으로 세계 최초로 바로 액체화되

셋, 업계의 경계를 뛰어넘는 ‘커피 플러스’      작년 농부산천의

는 ‘100% 아이스드롭 슈퍼커피’를 연구하여 출시하였다.

탄산커피가 핫 이슈가 되었고 최근에 출시한 이리의 기포커피를

-이
 리(伊利)는 콜드브루 기포 커피를 출시하였다. 커피와 기포의 융
합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신선한 미각 체험을 선사한다.
-코
 카콜라도 2018년 COSTA 인수 이후 정식으로 첫 커피를 출시하
저당(低糖), 저지방의 제품이다.

합된 혁신적인 식감으로 젊은 층의 호기심을 끌고 있다.

넷, 마시기 편한 커피제품      의성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품질을 보장하는 ‘즉석커피’의 발전은 커피 카테고
리의 다양화를 선도하고 있다. 걸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커피는

위의 몇몇 커피 신제품을 살펴보면 우리는 현재 중국 커피시장
의 혁신적인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다.

뜨겁지도 쏟아지지도 않아 자연스럽게 젊은 층의 출퇴근길에
새로운 인기 품목이 되었다. 진한 향기가 장점인 드립백 커피도

하나, 인스턴트 커피의 업그레이드      소비자는 더 이상 식상
하고 흔한 인스턴트커피의 식감과 맛에 만족하지 않는다. 더욱
순수하고 진한 맛의 프리미엄 인스턴트커피가 소비자들의 마음
을 사로잡고 있다. 그리고 드립백 커피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커피 맛에 대한 요구와 기준이 더욱 높아졌다.

원두를 갈지 않아도 되어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편리함과
동시에 높은 품질의 커피를 원하는 시장 수요가 좋은 커피 제품
이 더욱 편리하게 마시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Mintel의 통계를 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즉석
커피 소매시장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5.5%이고 2023년까지 판

둘, 냉커피를 마시기 시작      찬 음료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

매량은 4.6억 리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 확정

각하는 중국인들이 “냉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점도 주목할 만한

지을 수 있는 것은 커피는 최근 몇 년간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추세이다. 요즘 카페에서 인기를 끄는 콜드브루 커피부터 편의점

음료 유형 중의 하나이고 새로운 커피 열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 러퓨어 ONESHOT 커피 제품

▲이
 리 콜드브루 기포커피 제품

▲ 코카콜라의 COSTA커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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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 제품은 카페에서 마시는 듯한 맛을 재현하는데 힘썼고

살펴보면, 커피는 다양한 형태와 기존과 다른 유형의 제품이 융

지구촌
리포트
중국

것이다. 이 외에 독특한 풍미나 항염(抗炎) 폴리페놀 등 기능성물

비즈니스 기회의 냄새를 맡고 소비자(특히 고급 음료를 찾고 있

질을 함유한 커피는 미래 식음료의 혁신에 상상력의 날개를 달아

는 21세기 남성)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커피 맛의 아페리티프(식

줄 것이다.

전주)를 개발하였다.
Grand Brulot 공동 창시인은 “우리는 최근 성장세와 트렌드

‘커피의 맛’이 식음료의 혁신요소가 되고 있다

8

에 발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커피를 혼합하여 즐길 수 있도록 다

‘커피 향’은 고유의 독특한 풍미를 자랑한다. 이 독특함을 즐거

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가장 맛있는 향을 만들

운 소비체험으로 잘 이용한다면 이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엄청난

어내는 동시에 적당한 산도와 신선도로 맛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다.

것이다.”

커피와 식물 베이스 풍미의 융합으로 새로운 조합 시도

까다로운 커피 맛 요구는 ‘인조커피’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커피와 우유는 줄곧 최고의 조합이었다. 식물성 우유 커피라떼

실제 커피원두 없이 완전히 똑같은 화합물만으로 제작한 커피.

의 열풍으로 커피라떼는 흔히 접하는 바닐라, 모카, 캬라멜과 헤

미국의 Atomo사는 작년에 ‘분자커피’라는 새로운 개념의 커피를

이즐넛 등의 기존의 맛을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우리에게

출시하였다,

익숙한 전통적인 맛도 모두 식물 베이스 커피에서 재현할 수 있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30%에 달하는 커피 재배지가 30년

다. 다소 생소한 식물성 우유에 커피가 곁들여지면서 원래 식물

사이에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원두의 생산량도 위협받고 있다.

성 우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쉽게 제품에 접근할 수

어느 날 갑자기 커피 한잔을 마시는 일상도 어려운 일이 될 수 있

있게 되었다.

는 것이다. 친환경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Stopforth 박사는

지금 환영을 받는 조합은 “귀리우유 + 커피”이다. 더 많은 식물

“우리는 커피 향도 잃고 싶지 않고 환경보호의 의무도 있다. 그래

성우유 + 커피의 조제방법, 맛과 품질 등의 시도는 앞으로 기대

서 우리는 분자커피를 연구 개발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연구

해보아도 좋을 것이다.

계기를 밝혔다.
Stopforth 박사는 또한 “커피산업의 문제점을 의식했다. 공급

‘커피 + 술’은 강자와 강자의 만남, 이 맛은 반칙이 아닌가?
유제품과의 결합에 만족하지 않고 커피는 알코올 음료시장을
다음 목표로 노리고 있다.
미국 브랜드 Grand Brulot Coffee Liqueur는 알코올 + 커피의

출처 : Go Dairy Free

체인 및 물 사용량, 무역문제와 인력문제 측면에서 볼 때 향후에
는 자본금 투입 필요량이 대폭 상승하며 커피 제품의 비용 증가
로 커피산업은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 Atomo사는 지속가능한 성분으로 커피의 맛을 모방할

출처 : Atomo

출처 : Grand Brulot Coffee

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과의 조합으로 여러 구성의 분자커피 배합

출처 : Ocean Spray Cranberries

중국의 커피시장 전망

연구도 시도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원두 없는 커피 찌꺼기 및

원료 측면에서 볼 때 국제 커피조직(ICO)보고서를 보면 2019

즉석커피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그 첫 번째 제품은 콜드브루 커

년 세계 연간 총 커피 소비량은 1.693억 봉지로 예상된다. 커피

피이고 2020년 제3분기에 여러 지역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사

원두의 가격은 지난 3년간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2019년

람들이 기존제품의 ‘지속가능한 대체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

11월부터 계속해서 가격변동을 보이고 있다.

아지고 있어 Atomo사는 분자커피를 더 많은 유형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Mintel 보고서에 따르면 편리하고 혁신적인 즉석커피는 커피 카
테고리의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커피 품목은 “기능성과 건강함”
이라는 장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

이 해왔다. 인조육과 인조우유가 요즘 핫 이슈인 것처럼 인조커

에 커피의 혁신적 응용은 모든 식음료 업계로 확산되어 시장을 이

피도 앞으로의 핫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끌 것이다. 커피 브랜드의 제품 전문화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고유 브랜드의 두각을 드러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능성이 커피의 보조역할로 빛을 낼 것이다

또한 중국의 신세대 젊은이들이 커피문화를 즐기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항상 장점과 활용도가 높은 제품을 원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커피 소비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다. 편의점 커피,

커피음료에 기능성 성분을 첨가한다면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

온라인 APP 주문 커피가 발전하기 시작함에 따라 중국 커피 소

을 것이다. 특히 경쟁이 심한 음료업계에서 방탄커피가 이 트렌

비시장은 더욱 풍부해지고 자신만의 고유한 커피문화를 구축해

드의 좋은 예이고 단백질, 항산화제, 섬유, 강황, 인삼, 마카, 버섯,

나갈 것을 기대한다.

CBD(의료용 대마 오일)와 프로바이오틱스 등도 커피 분야의 새
로운 성분으로 등장했다.
기타 품목도 커피 자체의 기능성(예를 들면 카페인)을 이용해
자신의 품목 유형을 넓히고 있다. 미국의 한 주스 브랜드 Ocean
Spray Cranberries는 최근에 ‘과일주스 + 냉커피’의 혼합음료를
출시해 기능성 음료의 유형을 넓혔다.

Key
Point

아직까지 커피 소비량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중국의 커피시장은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20여 년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커피와 카페
문화가 형성되었다. 특히 SNS 및 온라인상에서 커

피 문화가 공유되며 독특하고 개성 있는 커피와 컨셉이 뚜렷한 카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Future Market Insights 보고서에 따르면 커피 자체의

또한, 코로나19로 한국의 최신 커피 문화도 전파된 사례가 있다. 코로나19

고유한 장점이 점차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더욱 천연적

여파로 한국에서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달고나 커피’챌린지는 중국

이고 건강한 제품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커피 원료의 생산업체
는 전통적인 카페인 함유의 에너지 음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천연
적인 원시 커피원두로 만든 커피 스낵의 생산도 장려하기 시작했
다고 한다.

의 소비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으며 ‘따라 하기’사례를 만들어냈다. 이전에
‘불닭볶음면’ 챌린지라는 컨텐츠가 먼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제품이 수
출되기 시작한 것처럼 한국의 커피제품을 활용한 ‘홈 카페’챌린지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한국만의 트렌디하면서도 선진화된 커피 문화가
반영된 한국커피 제품은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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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forth 박사는 “커피업계는 혁신과 변혁을 위해 준비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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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쌀 가공 식품의
용기(勇氣 & 容器)

지구촌
리포트
홍콩

Hong Kong
홍콩 지사

홍콩 소비자의 식문화 트렌드 변화
좁은 면적과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홍콩은 주방이 협소하고 취사 도구가 충분하지 않은 가정이
많다. 또한 맞벌이 부부와 1~2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외식과 포장(外卖, Take-out)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최근 홍콩 시위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슈퍼마켓의 식료품 판매와
배달 음식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월 닐슨(Nielsen)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
답자의 77%가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해 앞으로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답했으
며 슈퍼마켓에서도 집에서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냉장 · 냉동 식품군이 눈에 띄게 다양해져 향후 다가
올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유로모니터는 2019년 홍콩의 간편 조리식품의 시장 규모를 전년 대비 3% 증가한 10.6억 홍콩
달러(소매가 기준, 한화 약1,600억 원)로 2024년에는 12.3억 홍콩달러(한화 약1,900억 원) 규모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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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공식품의 용기(勇氣)있는 홍콩 시장 진출
볶음밥 등 쌀을 활용한 요리는 홍콩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주식(主食)이다. 편의점은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데워먹을 수 있는 볶음밥, 덮밥 등의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으며 슈퍼마켓과 테이크아웃 전
문점에서는 당일 제조 및 판매하는 밥류 즉석 식품을 20~30 홍콩달러(한화 약 3,000원~4,500원) 내
외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중국 식품기업 아모이(Amoy)를 비롯한 현지 식품업
체들은 1인분(220g)에 18 홍콩달러(한화 약 2,700원) 수준의 저렴한 중국식 냉동볶음밥을 판매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매우 치열함을 알 수 있다. 현지산을 제외한 쌀 가공식품 제품은 소비자의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제품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여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 홍콩 내 판매되는 수입산 쌀 가공식품 ]
특별한 맛과 형태 제품

1 옴
 니포크(Omnipork) : 아시아에서는
돼지고기 소비가 많다는 점에서 착
안하여 홍콩 기업에서 출시한 돼지
고기와 유사한 식감의 식물성 대체
육류

아일랜드산
치킨코르마&밥
400g/HK$42
Wellcome

일본산
코코커리하우스
커리 볶음밥
450g/HK$49
City‘Super

웰빙, 건강 제품

특정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제품

이탈리아산
홍콩산
유기농 글루텐 프리
타이바질 옴니포크밥
퀴노아
250g/HK$39.9
180g/HK$81.9
City‘Super
HKTVmall

출처 : Wellcome, PARKnSHOP, HKTVmall 홈페이지, City‘Super 매장, 2020.04 가격 기준

일본산
순한 조미료
어린이 볶음밥
130g*4/HK$80
HKTVmall

[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한 쌀 가공식품 포장 용기 ]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용기에 담은 제품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포장 제품

① 특별한 맛과 형태
한식(韓式) 불고기 볶음밥, 일본 삼각 김밥(오니기리), 리조또, 치
킨 코르마, 치킨 티카 마살라 등 중식(中式) 볶음밥과 차별화된 고

1인용 쉽고, 편한 소포장 제품

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전자레인지 가능 용기나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종이 용기를 사용한 제품이 속속 출시되며 뒷정리가 간단
한 포장 제품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유의 맛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일본 냉동식품 전문업체 니
스이(Nissui)는 일본의 유명 카레 전문점 ‘코코이찌방야(CoCo壱番

소비자들이 간편 조리식품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는 ‘낯설음’ 때
문이다. 또한 포장에 그려진 제품의 이미지와 실제 완성된 제품

② 웰빙, 건강을 강조한 제품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원산지, 식품 라벨링, 원료 등을 꼼꼼
히 따진다. 쌀 대신 보리, 현미, 퀴노아 등을 사용해 건강과 다이

의 차이에서 오는 실망감 등 반복된 경험도 제품 구매를 망설이
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내용물을 확인하기 용이한 포장은 제품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어 선호된다.

어트를 강조한 제품, NON GMO, 유기농 재료로 만든 제품 등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③ 1인용, 쉽고 편한 소포장 제품
혼밥족은 특히 간편 조리식품을 선호한다. 1인분 전용 제품이

③ 특정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식품
홍콩의 벤처 기업 라이트 트리트(Right Treat)사에서는 식물성
1

대체 육류 ‘옴니포크 ’를 사용한 채식주의자용 제품을 선보였으

나 끼니마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분씩 낱개 포장한 제
품은 식사 시는 물론이고 남은 제품의 보관이 간편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

며, 일본 와코도(WACODO)사는 자극적이지 않은 순한 조미료를
사용하고 영유아 맞춤형 1회분 용량의 어린이 전용 볶음밥을 판
매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쌀 가공식품의 용기(容器)
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용기에 담은 제품
간편조리식품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의성이다. 전자레

Key
Point

최근 홍콩 식품 시장은 간편 조리식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기인
했으며 향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간편 조
리식품 분야는 음식의 맛은 물론이고 식재료, 조리

법, 포장 용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제품 개발이 활발하다. 따라서 간편 조
리식품의 최대 장점인 편리성과 실용성을 극대화하거나, 현지식과 차별
화되는 제품, 유명 식당과 협업 등 한식을 활용한 제품 개발로 트렌드에
민감한 홍콩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용 그릇에 옮겨 데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제품은 소비자
출처 :➊
 Euromonitor, 「Ready Meals in Hong Kong, China」, 2020.02.03. ➋ Kati 농식품수출정보, 「홍콩 간편 조리식품 시장조사」, 2019.01.22. ➌ South China Morning Post,
「Coronavirus pandemic likely to permanently change dining habits of Asian consumers, Nielsen study says」,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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屋)’와 협업하여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커리 볶음밥을 출시했다.

②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포장 제품

일본 녹차 음료시장,
기능성 인증 제품으로 각축전

지구촌
리포트
일본

Japan
도쿄 지사

일본 음료시장 규모는 5.6조엔(2018년 기준)으로 식품시장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 카테고
리 중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음료시장은 최근 5년간 평균 0.3% 성장하며 시장규모는 안
정세에 있으나 소비자의 건강지향 수요에 맞춘 신제품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음료

12

시장 내 제품군 중에서도 기능성 인증 제품으로 각축전을 보이고 있는 녹차 음료를 중심으로 최근 음료
시장의 트렌드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 식품 시장 내 카테고리별 점유율(2018년)
- 음료(19%) > 과자류(14%) > 주류(12%) > 빵·면류(8%) > 냉동식품(5%) 등

•음료 시장 내 제품군별 점유율(2018년)
- 캔커피(10.4%) > 우유(9.4%) > 녹차 음료(8.8%) > 미네랄워터(5.8%) 등

이미지 자료 출처(각사 홈페이지) :
➊h
 ttp://www.ocha.tv/varieties/
nihoncha_varieties/
➋ https://ja.wikipedia.org/wiki/%E7%
B7%91%E8%8C%B6%E9%A3%B
2%E6%96%99
➌ https://www.itoen.co.jp/finance_ir/
ir-news/detail.php?id=25151
➍ http://www2.meijo-u.ac.jp/~onishi/
industrys14/gennjyou.html
➎h
 ttps://www.ssnp.co.jp/news/
beverage/2018/04/2018-04241922-14.html
➏ https://www.suntory.co.jp/
customer/faq/001935.html
➐ https://www.cocacola.co.jp/article/
right-viewpoint08
➑ https://www.ssnp.co.jp/news/
beverage/2020/04/2020-04031753-15.html

일본 녹차음료 시장규모
녹차음료 시장은 2005년 이후 블렌드차, 홍차, 보리차 등 다른 경쟁 유사 차류 제품으로 수요가 유출
되어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를
회복하여 2017년에는 4,400억 엔을 기록하였고 2019년은 4,900억 엔 규모로 성장하였다.

[ 녹차음료 시장 추이 ]
(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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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일본식량신문 20.4.29.일자 - https://
headlines.yahoo.co.jp/hl?a=2020050200640622-nissyoku-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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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snp.co.jp/news/beverage/2018/11/2018-1121-1754-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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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인증 녹차 제품 ]
제품명

기능성 종류

제품특징

특정 보건용
식품

난소화성 덱스트린(식물 섬유)
의 작용으로, 식사에서 섭취한
지방의 흡수를 억제해 식후의
혈중 중성 지방의 상승을 부드럽
게 하는 작용이 인정된 특정 보
건용 식품

아야타카 특선차

제품명

기능성 종류

제품특징

특정 보건용
식품

식물에 포함되는 폴리페놀이 가
지는 건강 기능에 주목하여, 차
류의 카테킨이나 커피의 클로로
겐산을 함유한 특정 보건용 식품

기능성 표시
식품

카테킨이 풍부한 찻잎을 충분
히 사용하여 체지방을 줄이는 기
능이 있다고 보고된 기능성 관
여 성분인 갤레이트형 카테킨이
340mg 함유

헬시아

특정 보건용
식품

‘지방 분해'에 착안한 '체지방 줄
이기를 돕는' 특정 보건용 식품
으로 2013년 10월에 출시

토쿠차

오이코이차

13
포함하고 있으면 ‘영양 기능 식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건강지향이라는 소비 수요에 맞춘 신제품의 지속 출시가 녹차
음료 시장 성장의 주요인으로 특히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③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

앞세워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회사

기업의 책임 하에 기능성과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명확

가 기능성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품과 동일 수준의 가격을

히 하고 판매 전에 소비자청에 신고하면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유지하는 가격 전략을 취하고 있다.

표시할 수 있다.

일본의 기능성 식품 인증제도
일본의 기능성 식품 인증 제도는 특정 보건용 식품, 영양 기능

Key
Point

식품, 기능성 표시 식품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최근 일본 식품시장에 출시되는 신제품 중에는 보
건용 식품 제도와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를 이용
한 제품이 많으며 특히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의
경우 음료뿐만 아니라 과자 · 캐러멜 · 채소 등 모

든 상품 카테고리에서도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능성 인증 제

① 특정 보건용 식품 제도

도를 이용하여 경쟁제품과 차별화하는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기 위함
이다.

유효성, 안전성 등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국가의 심사 하에

김치, 인삼, 삼계탕 등을 비롯한 한국식품은 건강 지향성을 추구하는 이

소비자청의 허가를 받은 식품을 말한다. 1991년 영양개선법에서

미지를 기반으로 일본 소비자에게 소구되어 왔다. 그러나 기능성 표시

법제화된 식품으로 “특정 보건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자에 대하

인증제도가 본격 도입되고 정착화됨에 따라 이제는 그러한 인식만으로
소비자에게 호소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여 그 섭취로 인해 해당 보건 목적을 기대할 수 있는 취지의 표시

이에 aT는 올해 기능성 식품 수출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하여 대일 수

가 허가된 식품”임으로 명시되어 있다.

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일본 내 기능성 표시 등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임상시
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 시장공략을 위한 마케팅 포인트로서 기능

② 영양 기능 식품 제도
영양 기능 식품은 특정 영양성분(비타민류, 미네랄류 등)의 기

성 식품 제도를 염두하고 있는 수출업체는 aT의 기능성 식품 수출지원
사업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능을 표시하고 있는 식품으로 국가가 정한 기준량의 영양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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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음료 시장 회복 및 성장의 주요 원인

늘어난 집밥 시간을 즐기는 아이디어!

지구촌
리포트
일본

Japan
오사카 지사

코로나19로 시작한 식문화 트렌드 ‘STAY HOME’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정부에서 외출 자제 요청 이후 일본에서도 ‘STAY HOME’ 슬로건과 함께 집에
서 지내는 아이디어가 확산되었다. SNS에서 확산되는 ‘재택’이나 ‘집 · 자숙’ 등 관련 해시태그를 붙인 게
시물이 8.3배 급증하며 ‘집밥 레시피’, ‘집에서 이자카야’, ‘홈카페’ 등 집밥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인기
키워드로 부각되며 소비자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요리 사진 공유 앱 스냅디시(SnapDish)는 코로나19 확산이 가정 음식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 작년
과 대비할 때 노출빈도가 증가한 키워드는 ‘코로나’, ‘채소’, ‘집밥’으로 이어진다. 또한 외출자제, 긴급사
태 등 사회적인 이슈도 다루어지고 있고 이에 관련한 재택, 집 이자카야, 홈카페 등 재택 생활 속에서 식
사를 어떻게 하는지와 함께 면역력 증진 등 건강 관리를 위한 식사 또한 언급되고 있다.

[ kurashiru의 검색어 ‘안주’ 증가 경향 ]
집 이자카야 등 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이 3월부터
증가하고 2019년과 대비 165% 검색률이 높아짐

14

2020년

2019년
2020년 2월

2020년 3월

출처 : 마이나비뉴스

[ 코로나 이후 상승한 키워드 ]
노출상승
순위

키워드

노출상승
지수

노출수
순위

노출상승
순위

키워드

노출상승
지수

노출수
순위

1

코로나

735

3

14

생활

133

17

2

야채

458

1

15

자택

124

39

3

집밥

341

4

16

재택

123

52

4

자제

318

15

17

바터

122

2

5

외출

234

27

18

종식

118

56

6

죽순

210

5

19

긴급사태

111

65

7

집 이자카야

200

34

20

선언

109

53

8

만들어 놓기

171

7

21

감염

106

66

9

집

159

24

22

집돌이

102

64

10

영양

146

40

23

홈카페

98

37

11

설탕

143

11

23

쇼핑

98

31

23

힘들다

98

11

12

매일

136

7

13

면역력

134

50

- 조사기간 2020년 3월1일~4월15일
- 게시물 10만건 당 키워드 노출빈도 증가수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 핑크색은 2019년과 달리 상승한 키워드
*출처 : 스냅디시 조사 결과

[ 일본 편의점에서 구매하기 가능한 인기 PB시리즈 ]

▲ 세븐일레븐의 ‘세븐플리미엄’

▲ 훼미리마트의 ‘어머니 식당’

▲ 로손의 ‘로손 실렉트’

출처 : 세븐일레븐, 훼미리마트, 로손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 부모와 아이, 함께 만들 수 있는 밀키트 「Kit Oisix with しまじろう」 ]

▲ 「Kit Oisix with しまじろう」 요리 이미지
메뉴는 비빔밥하고 한국식 두부와 김의 국

▲ 상품에 부속되어 있는 그림책

▲ 어린이도 참가할 수 있는 포인트를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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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이식스 홈페이지

자가 격리로 인해 외식이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으로 사람이 모

공동으로 어린이와 함께 요리할 수 있는 밀키트를 판매했다. 학교
·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휴교가 되어 아이와 같이 유익한 시간을

여서 술자리를 여는 ‘리모트 술자리’가 유행하며 ‘집 이자카야’라는

보낼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했다.

반찬이나 술을 준비하여 즐기는 새로운 집밥 아이디어가 주목받

- 부록으로 그림책에 의음어를 활용한 조리 과정과 어린이가 함께 요

고 있다. 요리 애호가들 사이에서만 있는 유행이었으나 집밥 시간

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기재하여 주도적으로 요리하도록 도왔다.

을 유의미하게 지내려는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벚꽃놀이나 딸기 따기 등 봄의 이벤

- 레시피 동영상 서비스 쿠라시루(kurashiru)에서는 쉽게 만들 수 있
는 ‘안주’, ‘저녁’ 등의 검색어가 상위 키워드가 됐고 이자카야 인기
메뉴의 요리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의 조회 수도 높다.
- 집 이자카야의 안주는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다. 최근 일본 3
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로손, 훼미리마트에서는 한끼 식사로 손
색없는 PB상품이 출시되었으며 반찬, 냉동식품, 즉석식품 등 일상

트가 취소됐지만 계절 행락을 집에서 체험하는 ‘집에서 딸기 따기’
가 소비자 아이디어에 등장했다. 원래 3~5월에는 제철인 딸기를
따러 가는 당일치기 투어가 인기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
여 단체 관광이 취소되어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SNS상에
서 딸기 농가에서 가족으로 체험할 수 있는 ‘딸기 따기 키트’가 판
매되어 응원성 소비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적으로 소비되는 식품의 종류도 다양하다. 가격도 100엔~500엔
(한화 1,100~5,500원) 정도로 반찬에서 주식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

[ 집에서 즐기기 위한 딸기따기 ]

다. 집 이자카야나 집밥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반찬이 매장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가족과 함께 체험하는 즐거움
농식품이나 가공식품, 밀키트 등 식품 택배를 제공하는 회사
오이식스(oisix)는 0~6세 어린이 교육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와

▲ 집에서 딸기따기 모양
출처 : J타운 넷 및 히라타 관광농원

▲ 집에서 딸기따기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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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을 못하면 온라인으로 ‘집 이자카야’

지구촌
리포트

[ 오프라인 카페 커뮤니티 홈카페 키 ]

특산품으로 여행 기분 맛보기
이동 제한으로 인한 국

일본

내 · 외에서 관광지 특산물
의 소비 부진과 식품 폐기
도 문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
▲ 키커피 홈카페키 사이트 로고마크 ▲ 사이트 중 커피 동영상 소개 페이지
출처 : 키커피 홈카페키 홈페이지

각지 미식 온라인 판매사이

▲ 집에서 관광구루메 사이트 상품
도치기현 맥주

트가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사이트는 이용자가 집에 있으면
서 평소에 시장에 많이 유통하지 않는 일본 각지의 특산물 구입

재택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홈카페
트렌드 미디어뉴스 사이트 페트렐(petrel/https://petrel.jp/)은

이 가능하며 주문을 통해 생산자를 응원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윈
윈(Win-Win) 비즈니스 모델로도 자리잡고 있다.

10~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에 관해 조사한 결

- 「집에서 관광 구루메! / おうちで観光グルメ!」는 남아있는 전국 각

과, ‘홈카페’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카페의 2

지 음식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자택에 있으면서 관광하는

대 트렌드는 ‘한국식 카페’와 ‘정통파’다.

듯한 느낌을 선사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기획한 회사는 “관광을 하
지 못하는 동안 구매자에게 집에서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며

- 세계적으로 달고나 커피가 유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달고나 커피
가 홈카페의 트렌드중 하나로 자리잡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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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 후, 소비자들이 여행으로 특산품 산지를 찾아와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며 온라인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국 홈카페 문화가 많이 전파되어 있다. 일본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

[ 집에서 관광 글메! 홈페이지 ]

에게는 ‘한국식 카페’가 크게 각광받고 있다. 젊은 층의 감성을 자극
하는 카페와 디저트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카페의 감성을 집에서
즐기기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또한, 많은 카페 체인점이 잇따라 영업을 포기하였으나 커피전문점
키커피(KEY COFFEE)는 온라인으로 홈카페 사이트를 열었다. 드립
커피 추출방법 등 커피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나 동영상을 공유하여
집에서 마시는 커피를 보다 맛있게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서

▲ 집에서 관광 구루메! 온라인 사이트

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코로나19 긴급사태에 신경 쓰는 소비자에게
위로가 되는 한 잔의 커피를 보내고 싶은 모양이다.

외출 자제 기간을 이용하여 커피와 같이 먹는 과자 · 빵 만들

Key
Point

집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매너
리즘에 빠지기 쉬운 식사에 간편식 및 밀키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메뉴를 고르는 소비자가 증가하

기에 도전하는 사람도 많아서 밀가루 및 팬케이크 가루가 임시

고 있다. 배달이나 외식, 테이크아웃보다 가격이

품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식사나 과자를 쉽게 만들 수 있

저렴하고 또한 음식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한국산 가공식품이

는 팬케이크 가루는 레시피 메뉴가 확산되며 인기를 모으고 있

일본 소비자 수요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생긴 유행이나 식문화 트렌드가 온라인

다. 4월 13~19일 일주일을 2019년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밀가

을 통해 직접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오프라

루 210.8%, 제과용 가루 245.5%, 요리용 향료 251.9%, 생크림

인에서 강세였던 외식 특산품 시장마저 온라인 소비가 성장하면서 미디

205.6% 매출이 증가했다.

어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➊
 (닛케이MJ) 「봄의 행락이 집에서도 할 수 있다」 2020.04.15. ➋ (닛케이MJ) 「망상여행으로 가자」 2020.04.27. ➌ (스포츠호치) 「밀가루까지 품절, 스테이 홈으로 수
요 급증」 2020.05.02. ➍ (J타운 넷) 「집에서 하는 딸기따기가 화제, 어떻게 해야 하나?」 2020.03.11. - https://j-town.net/tokyo/column/allprefcolumn/302775.html?p=all
➎ (PR TIMES) 「코로나 시대에 이어진 마케팅 서비스 ‘집 트렌드 조사’」 2020.04.23. -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193.000007385.html ➏ (PR TIMES) 「사
진 노출빈도 키워드 랭킹」 2020.04.24. -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51.000007310.html ➐ (마이나비뉴스) 「집밥 쿠킹 사정 ‘저녁 식사’ 검색률 4배」
2020.04.14. - https://news.mynavi.jp/article/20200414-1016943/ ➑ (지역브랜드뉴스) 「먹고 응원하자! 식품잉여 대책 ‘집에서 관광구루메’ 오픈」 2020.04.27 - https://
news.tiiki.jp/articles/4484 ➒ 스냅디시(SnapDish) 홈페이지 - https://snapdish.co/ ➓ 쿠라시루(kurashiru) 홈페이지 - https://www.kurashiru.com/  페트렐(petrel) 홈
페이지 - https://petrel.jp/  오이식스(oisix) 홈페이지 - https://www.oisixradaichi.co.jp/news/posts/20200430benesse/  히라타 관광 농원 홈페이지 - http://www.
marumero.com/  키커피(KEY COFFEE) 홈페이지 - https://www.keycoffee.co.jp/homecafe_key/  세븐일레븐 세븐프리미엄 홈페이지 - https://7premium.jp/  로
손실렉트 공식 블로그 - https://www.lawson.co.jp/lab/select/  훼미리마트 홈페이지 - https://www.family.co.jp/  집에서 관광 구루메! 온라인 판매 사이트 - https://
www.otoshu.com/c/uchikan

과일, 채소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신선농산물 시장 분석

지구촌
리포트
러시아

Russia
[ 현재 러시아인들이 주로 섭취하는 건강 식단 ]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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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instagram.com/salatshop/

변화하는 소비문화
러시아인들은 지리적 특성상 채소나 과일 작물 재배가 어려워 비교적 재배가 쉬운 곡물류를 주식으
로 섭취를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도 주식으로 먹는 식품들은 빵과 같이 대부분 곡물로 만들어진 제품
위주다. 때문에 곡물 위주의 식사와 함께 과일과 채소는 영양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완제품으로 여
겨졌었다. 보통 채소는 애피타이저로 식사 전 샐러드로, 과일은 식사를 끝마치고 디저트로 섭취를 하
였다.
과거 소비 패턴은 빵류(35%), 육류 및 가공품(18.6%), 우유 및 유제품(13.9%), 설탕 및 제과(10.6%)
등을 주로 소비해 식생활의 균형을 맞추었으며 과일과 채소의 소비 비중은 약 9%에 불과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러시아인들의 식탁에 변화가 생겼다. 건강한 식단이 이슈화 되기 시작하면서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차츰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채소로 만든 요리는 식탁의 메인 자리를 차지하였고 과
일은 건강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첨가하여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일과 채소류의 주요 소비자층을 조사해본 결과 1인 가구, 부부 및 3인 가정이었다. 러시아인들의
과일 소비 패턴은 인구의 57%가 매일 또는 일주일에 여러 번 구매, 23.2%는 주 1회, 19.8%는 2주에
한 번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8년 1인 평균 과일류 소비는 61kg이었으며 2019년에는 1인 평균 약
63kg의 과일류를 소비하였다.
2019년 채소류 소비는 전년 107kg 보다 증가하여 1인당 연평균 110kg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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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밀밥, 토마토/오이 샐러드, 반숙 달걀

토마토 수요의 감소는 일반 토마토 판매에만 영향을 주었고, 방

지구촌
리포트

울토마토 부분은 지속해서 성장하였다. 최근 2년간의 통계에 따

러시아

르면 위의 채소 판매율은 5.7%로 증가했고 수익률도 8.2%로 증
가하였다.

러시아인들의 과일 소비율
러시아 연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과일류에 대한
수요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인들의 채소 소비율

기타로 파인애플, 무화과, 대추, 망고, 레몬, 수박 등 다른 과일

러시아 연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채소류에 대한 소
비는 다음과 같다.

과 열매가 시장의 13% 점유율을 차지했다.
통계를 보았을 때 과일과 채소의 소비량은 농업이 지역의 주력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채소류 소비량은 전년도 동
기간 대비 4.8%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산업이거나 국경과 접경지일 경우, 과일과 채소의 가격이 저렴한
편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소비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2019년 채소 소비율(%) ]

[ 2019년 과일 소비율(%) ]

마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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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호박

복숭아

방울토마토

6.0

포도

2.6

당근

4.3

양배추

7.0

배

9.0

5.1
감귤

파프리카/
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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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오렌지

감자

15.6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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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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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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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채소류 최고 소비 지역
1

1.6

2.2

다게스탄 – 247kg/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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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채소류 최저 소비 지역
1

추코트카자치구 – 34kg/1인

25.0
0

5

10

2019년 과일류 최고 소비 지역
1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
– 117kg/1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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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과일류 최저 소비 지역
1

추코트카자치구 – 12kg/1인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
2
- 181kg/1인

2 투바 자치 공화국 - 41kg/1인

2 크라스노다르 지방 - 94kg/1인

2 투바 자치 공화국 - 21kg/1인

3 볼고그라드주 - 181kg/1인

3 부랴트 공화국 - 62kg/1인

3 아디게야 공화국 - 88kg/1인

3 칼미크 공화국 - 31kg/1인

4 아스트라한주 - 172kg/1인

4 야쿠티아 공화국 - 70kg/1인

4 보로네시 주 - 77kg/1인

4 마리옐 공화국 - 33kg/1인

5 오렌부르크주 – 159kg/1인

5 이르쿠츠크주 - 70kg/1인

5 연해주 – 77kg/1인

5 이르쿠츠크주 – 34kg/1인

[ 채소류 감소 비율]
품목

수익률(%)

판매율(%)

토마토

-3.1

-2.7

오이

-1.4

-0.1

감자

-5.8

-4.2

양파

-3.2

-1.8

파프리카/피망

-6.9

-3.5

양배추

-12.3

-8.1

채소 및 과일 생산
과거 생산 능력이 없었던 시대를 벗어나기 위하여 러시아 정부
는 2013~2018년 온실 채소 생산에 국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부터 국가 지원이 20%에서 10%로 줄어들어 생
산량 또한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온실 채소
생산으로 인하여 자국 내 채소 생산 및 공급량이 급증하였으나

많아 성수기에도 꾸준히 아제르바이잔, 중국, 벨라루스에서 수입

여전히 낮은 소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수년 동안 주로 생산되는 과일은 사과이다. 주요 사

러시아 과일 시장에서 수입 과일의 비중은 약 85%로 최근 2

과 생산지역은 러시아 남부에 위치한 ‘크라스노다르(Krasnodar/

년간 수입 과일의 비중은 89%에 달하였으며 러시아 통계청

краснодар)’ 로 이 지역은 러시아 농업 생산의 42%를 차지하고

(Rosstat)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러시아 과일 소비량은 1인당

있다. 러시아에서는 베리(berry,ягода)도 여러 지역에서 생산하

48kg, 715만 톤이라고 보고되었다.

고 있으며 알타이, 모스크바 지역이 각각 1, 2위 생산 지역이다.

2019년 딸기 수입량은 4만3천 톤에 달하였고 2018년 대비 6
천 톤으로 수입량이 하락하였다. 산딸기, 블루베리, 블랙베리, 크

신선식품 수입 현황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채소는 전체 소비량의 약 90%를 차

랜베리, 구스베리 등이 수입되고 있으며, 그중 블루베리와 크랜
베리의 수입량은 최근 1년간 2배가량 증가하였다.

지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 가능한 채소는 오이, 감자, 양파, 당근
으로 신선 시장에서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피망/파
프리카, 가지 등과 같은 다른 채소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온실에서 재배되는 채소들은 대부분 오이, 감자, 양파, 당근으로

Key
Point

일과 채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체 생산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기후 등
의 문제로 인해 러시아 남부지방으로 생산 가능

겨울철 채소류의 수입 비중은 지역에 따라 90~100%에 이른다.
이 외에도 토마토(58%), 피망(16%), 상추, 배추 등(12%)이 매

러시아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과

지가 제한적이어서 수입산 과일 및 채소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년 꾸준히 수입되고 있다. 러시아도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으나

신선식품의 운송에는 물류여건도 중요하므로 한국과 인접한 극동 러시

매우 작은 규모로 매년 아제르바이잔, 중국, 모로코, 벨라루스에

아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우리 신선과일 및 채소의 우수성을 알려 나간
다면 새로운 수출 유망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수입하고 있다. 오이는 생산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도
출처 : ➊
 http://www.visit-russia.ru/news/nakanune-turpauzy-v-2019-god-organizovannyy-turizm-iz-kitaya-vyros-na-12 ➋ https://www.rbc.ru/rbcfreenews/5e1d58e29a
794723545c4d34 ➌ https://iz.ru/977226/2020-02-17/v-fas-nazvali-koronavirus-prichinoi-podorozhaniia-ovoshchei-na-dalnem-vostoke ➍ https://www.newsvl.ru/
vlad/2020/02/04/187501/ ➎ https://www.newsvl.ru/vlad/2020/02/23/18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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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민들의 자국 생산 채소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몽골 식품 통관과 물류 장벽의 모든 것!

지구촌
리포트
몽골

Mongolia
몽골 사무소

▲ 몽골 화물 소독검사 및 식품 검역 사진

코로나19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교역 또한 여러 곳곳에
서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 몽골에서도 통관 시 평소보다 시간이 지체되는 등 짧은 유통기한을
가진 신선식품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항공이 전면 중단되어 딸기 수입이 일시 중단되는 등 크고 작
은 애로로 수출 · 수입 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닌 실정이다.

20

몽골 정부의 식품 통관 관련 조치사항
•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몽골 정부는 주요 식품의 가격, 조달 및 공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식품 수입을 제한하지 않기로 함
• 몽골 국회에서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밀, 쌀, 설탕 및 식물성 기름과 같은 곡류
전략 식품을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서 면제하기로 조정함
• 몽골의 총 식료품 수입은 2019년도 1분기 대비 3.0% 증가함

[ 몽골 식품 수입 절차 ]

시작

수입 전 위험 평가하기
(수출국 공장에서)

상품 신고
(국경 검문소)

검사관 임명
(국경 검문소)

위험 분류
중위험 및

네

처음 수입
여부 확인

수입신고 신청

철도

찻길

정밀검사 전환

문서심사
(국경 검문소)

아니오

요구 사항 충촉
미충족

문서
심사
충족

수출입 허가증
발급

충족

문서심사
(국경 검문소)

문서심사, 간이 검사,
고위험시 실험실 검사,
(정밀검사)

미충족

충족
미충족

미충족
충족

압수, 구금, 처벌 및
징벌 취하기

충족

문서심사, 간이 검사,
고위험시 실험실 검사,
(국경 검문소)

통제 해제

종료

미충족

몽골 식품 통관 현황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식품 사재기 등을 우려하여 몽골 정부에

•육상 운송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독검사가 진행되어 배송 기
간이 2~3일 추가 소요된다.

서는 식품 수입에 대한 통관 법 및 규정 변경 없이 여전히 정상적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차량과 화물은 소독되고 있

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관은 코로나가 발병된 국가에서

으며 소독비용은 컨테이너당 20,000MNT(비용 수입자 부담)이다.

식품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도록 사업자들에게 권장 ・ 경

몽 - 한 물류 운송업체 간단 인터뷰

고하고 있다.

MK TRANS WORLD   

수입 통관 진행 절차

기존 항공으로 운송했던 유제품

1 신고하기 → 2 세관 발급 서류 확인 → 3 물품과 차량 검사

등은 철도를 통해 냉동 컨테이너

→ 4 관세 및 기타 세금의 부과 및 납부 → 5 세관 국경 통과 허가

로 수입되고 있음. 대체운송으로
운송 기간이 늘어나면서 부패하기 쉬운 음식에 영향을 끼

수입 신고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

치고 있음.

1 물품 수입 요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매매 계약서
4 (필요시) 육류 검역 증명서 5 패킹 리스트 6 수입 신고필증

MON KOREA TOP

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

LOGISTICS
항공 운항 수가 확 줄어들고, 항
공 외 다른 이동수단으로 보내지

물품 도착 전 사전 신고
품목이나 특송물품)은 몽골 국경 통관 전 혹은 국경 세관 통과 후

인해 kg 당 운송료를 $6에서 $8로 인상함.

내륙(울란바토르) 세관의 통관 전에 각각 미리 신고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의 관련 서류는 먼저 사본으로 몽골 도착 전 세관에게

MY FRIEND LLC

제출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 원본은 몽골 물품 도착 후에 보내야

현재 임시항공편은 20~30톤 정

한다(사본과 원본 비교).

도 물량밖에 소화가 안 되어 기
존 운송 물량 대비 턱없이 공간

몽골 물류 장벽 주요 애로사항
•항공 운송은 몽골 총수입의 약 20%를 차지했으나 20년 2월

이 부족한 실정. 항공으로 보내야 하는 물품을 육로를 통해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말부터 몽골 국제항공 운항 중단과 물류 이동 금지, 임시항공
편(한 달에 1~2회)을 활용한 최소량의 화물 운송만 가능하다.
Key
Point

항공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 국내 항공사인 MIAT 국영주식회사는 자사
Boeing 767-300 항공기로 기존 승객전용기를 국
제화물전용으로 전환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몽골에 ’20년 7월 개장 예정인 Khushig Valley 국제 공항이 곧 설립되고
항공 운항이 재개되면 기존 물량 이상으로 항공 운송을 할 수 있다.
항공 시장의 새로운 공항 설립과 아시아나의 추가 몽골 운항 편성으로
항공사 간 경쟁이 생기고 있다. 또한 추가 항공사가 들어올 예정이며 화
물운송비, 항공권비가 기존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에서 최초로 중국 톈진시 동장 경제 구역의 항만을 임차해서 ‘운송
물류 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2022년까지 완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몽골 운송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중국항 이용 없이 몽골항을 통해 수
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몽골 신규 Khushig Valley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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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증가함.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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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국가에서 출하된 외국 물품(신선류 등 유통기한이 짧은

코로나19로 인한 인도네시아
소비자 구매행태 변화

지구촌
리포트
인도
네시아

Indonesia
자카르타 지사

22
악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상황
2020년 3월 초 인도네시아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산업문제 등을 고려해 강경한 지역봉쇄를 이행하는 대신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경
제활동을 권장하였다.
2020년 5월 12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265명이며, 사망자 수는 991명으로 4월 이후 하루 평균 확진
자 수가 300명 내외로 증가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4월 10일부터 자카르타를 중심으
로 지역별 대규모사회적조치(PSBB)를 시행하여 지역 간 이동을 막고 군, 경찰, 보건의료, 식품, 금융기관
등 필수 업종 외에 교육기관, 일반 사무업종 등은 재택근무 조치를 실시했다.
인도네시아 입국이 통제되고 있으며 취업비자 소지자에 한해 조건부 입국 허용된다.
- 코로나 음성판정 내용을 포함한 영문 건강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이후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2.97%로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인도네시아 정부
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5~2.8%로 전망하고 있다.

▲ 코로나 사태 이후 인도네시아 슈퍼마켓

출처 : Detik.com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구매행태 변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초기에 사재기 현상
이 발생되었으나 최근 소비자들이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사재기
현상은 없어졌다.
- 사재기 현상 발생 이후 유통매장별 1인당 품목별 구매 수량을 제한
(쌀 10kg, 설탕 2kg, 식용유 4리터, 라면 2박스 등) 하였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유통협회에 따르면 유통매장 방문 시 1회 구매금액
은 평소보다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프라인 매장 방
문을 줄이고 온라인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식음료업체연합에 따르면 올해 판매실적은 40%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현지 소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라인 식료품 구
매 앱으로는 Happyfresh와 Sayurbox 등이 있으며 이러한 앱들은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젊은 현지 소비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마트폰에 앱 설치 후 자신의 위치에서 가까운 슈퍼마켓을 지
정하고 구매할 물품과 배송방법을 선택 후 결재하기만 하면 주문

23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젊은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식
료품 구매는 주로 퇴근길에 근처 미니마켓(편의점)을 이용하고
대량 식료품 구매는 주말에 대형유통매장을 이용했었다. 그러
나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대규모사회적제한령(PSBB) 조치 이
후 재택근무와 대중교통 및 자가용 운행 제한 등의 이유로 최근
Happyfresh와 같은 온라인 식료품 구매 앱 이용이 증가하고 있

▲ 온라인 식료품 구매 앱

는 추세이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꺼려하던 신선식품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문 후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당일 원하는 시간대에 배송받을 수 있고 실시간 배송추적도 가능
하여 마트 방문 구매보다 오히려 편리한 점이 많다.
대부분의 대형 유통매장들은 식료품 가정 배송서비스를 시작
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한 장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
로 전화 및 문자로 주문을 하면 가정으로 배달해주고 현금으로

Key
Point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주요 전자상거래
14개 업체 2월 거래액이 전년동기대비 52.4% 증
가하였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경제개혁센터에
따르면 라마단(금식기간)과 외출이 규제되는 대규

모사회적제약(PSBB) 시행으로 인해 4~5월 거래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라마단(금식기간)에 폭식 및 외식 증가로 인해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온라인으로 가공

물건값을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

식품 및 신선농산물을 구매하는 변화된 구매행태가 코로나19 사태 종료

로나19 이후 소비행태가 크게 변했고 이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새로운 마
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 ➊
 https://coronaboard.kr/ ➋ https://www.kompas.com/sains/read/2020/04/24/183327323/3-salah-kaprah-penerapan-psbb-di-indonesia-dan-solusinya?page=2
➌ http://overseas.mofa.go.kr/id-ko/brd/m_2864/view.do?seq=1344525&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
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➍ https://swa.co.id/swa/trends/business-research/wabah-covid-19-belanjamakanan-dan-minuman-online-naik-143 ➎ https://www.dailytelegraph.com.au/coronavirus/hibernation/covid19-sydney-eat-street-takeaway-delivery-lockdownguide/news-story/c6fee08281c6d527d0f4de5b0767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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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끝나는 단순한 방식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찾아보는
이슬람 라마단과 식품시장의 변화

지구촌
리포트
말레
이시아

Malaysia
말레이시아 사무소

▲쇼
 피(Shopee)에서 진행하는 라마단 ▲ Grab 어플에서의 라마단 온라인
할인 행사
바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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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4월에 제작된 온라인 바자르 앱
Jom Buka

말레이시아에서 찾아보는 이슬람 문화와 라마단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 3천 2백만 명 중 61%가 무슬림으로 이슬람교가 국교이지만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으며 타 중동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며 현대적인 무슬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국가이다. 말레이시아는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이슬람 금융의 허브국가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슬
람 금융 전문인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이슬람의 현대화 전략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 ’19년 1분기 현재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채권(Sukuk : 이슬람 국가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전 세계 발행금액 35.1%를 차지하는 최대 발행국

‘라마단’이란 이슬람 달력으로 9번째 달을 가리키는 말로써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에는 물과 음식
섭취, 음주와 흡연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하루 총 5번의 기도를 한다. 그러나 ’20년 말레이시아
의 라마단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로 코로나19로 인해 단체모임이 금지되는 등 기존과는
다른 라마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
➊ https://www.nst.com.my/news/
nation/2020/05/589054/despitemco-traditional-kuih-continues-bedemand-during-ramadan
➋ https://www.statista.com/
statistics/1114087/malaysiafood-retail-growth-ramadan-bycategory/
➌ https://www.thestar.com.my/news/
world/2020/04/28/ramadanbazaars-go-digital-in-southeastasia-amid-pandemic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 핑크 모스크

▲ 예년의 말레이시아 라마단 바자르 시장

라마단 기간 무슬림들의 식생활 및 소비
금식으로 인해 쉽게 피로를 느끼는 무슬림들은 단시간에 에너

2020년 말레이시아 라마단의 새로운 모습!
온라인을 통한 라마단 음식 판매 독려!

지를 회복할 수 있는 쿠키, 타르트 등 버터와 설탕이 다량 함유

일몰 후 기도소리(Azan)가 울려 퍼지면 그날의 단식이 끝나고

된 간식과 쿠잇과 같은 현지식 디저트를 많이 찾는다. 2019년 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이 시간대에 맞춰 식 · 음료, 간식 등을

마단 기간 중 평소 대비 식품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버터 · 마가린

판매하는 시장인 바자르(Bazaar)가 개장되는데 대부분의 이슬람

(46%), 과일 음료(32%), 파스타(15%) 순으로 높은 판매성장을

인들은 가족, 친구 등과 함께 바자르에서 저녁식사를 한다.

보인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단행사 및 단체기도 등과 함께 라
마단 바자르 시장도 취소된 상태이다. 이동제한조치 기간 중

뿐 아니라 커리퍼프 등 핑거푸드 형식으로 먹을 수 있는 모든 제품

(3.18~5.12) 야시장 및 노점상 개장이 불가하여 약 10만 명의 판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조치 기간 중에도 제빵업계의 매출

매자가 약 5천만 링깃(약 141억)의 손실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상승 추세이다.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제빵업

말레이시아 정부는 요식업 종사자들의 코로나19의 충격 완화를

계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에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바자르(e-bazaar) 대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마단 특수

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에 힘입어 현지 디저트 쿠잇(kuih)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

정부 및 금융업계(Maybank)의 주도하에 소규모 상인들을 돕

나고 있으나, 재료 공급량 제한으로 매출 확대는 한계가 있으며

는 음식 주문 플랫폼 제공하고 있다. 업체들은 주로 배달 서비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수익은 악화된 상태이다.

스 앱(Grab, Foodpanda 등), 자체 어플(Jom Buka)을 통한 라마

말레이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 라자다에서도 라마

단 음식 판매하며, 소비자들 또한 배달비 및 수수료 절감을 위해

단 특수를 맞이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식료품뿐

SNS, 모바일 메신저(Whatsapp, telegram 등)을 이용한 직접 거

만 아니라 의복, 전자기기 등 다양한 품목을 할인 판매하고 있으

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며 시간, 요일별로 색다른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Key
Point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untact) 현상은 소비자들의
음식 소비 패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음식 주문 및 결제 서비스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바일 어플, 전자상거래, SNS 등의 온라인을 활용한 식품 홍보
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마단 기간 온라인 바자르 운영으로 식품, 외식업계 판매자들의 디지털
기술 습득 및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종교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철학 등 사회 곳곳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의 생활 방식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농식
품의 말레이시아 시장 공략 포인트가 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현지 디저트 꾸잇(Kuih)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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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잇(kuih)이라 불리는 현지식 디저트는 코코넛을 함유한 푸딩, 케익

캄보디아
- 통관 변동사항과 및 통관 시 소요비용

지구촌
리포트
캄보디아

Cambodia
캄보디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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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경제 현황
코로나19의 여파와 EBA1 부분 철회로 인해 잔금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완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는 등
봉제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20년 4월 앙코르와트 관광객이 전년 동월 대비 99.5% 감소하
는 등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원인 관광업마저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다. 식품산업 분야에서
도 CFMA(캄보디아 식품제조업 협회) 회원사 직원의 50~70%가 정직된 상태이며 정부에게 전기세
인하, 면세 등 지원을 요청해둔 상황이다. 참고로 타격이 심한 농업, 봉제업, 관광업, 제조업의 경우 이
미 세금 감면 또는 면세 조치가 취해졌다.
캄보디아 정부는 봉제업 분야의 정직된 노동자에게 정부 40불, 회사 30불 총 70불을 지원하는 등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 중이나 여러 정황상 캄보디아 정부의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5년간 추가 세수가 걷혀 현 상황처럼 어려운 사태를 극복 가능하다고 발표하
였으나 5월부로 교통범칙금 300~500% 인상조치를 취했으며 소량 컨테이너 화물(LCL, less than
container load)에 대하여 통관 시 컨테이너 검사 관련 변경사항을 발표했다(더 많은 LCL 컨테이너를
검사할 것으로 예상됨). 즉 캄보디아 정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세수를 메우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관 변동사항 : LCL 선적 통관 수정조치
1 E
 BA(Everything But Arms) : EU의
개도국을 위한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일환으로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
든 상품에 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제
공하는 제도

캄보디아는 프놈펜 항과 시아누크빌 항을 통해 대부분의 해상운송이 이루어진다. 시아누크빌로 들어
오는 선박 중 LCL 컨테이너에 대해 기존엔 관세청 본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LCL 컨테이너 개봉검사
를 하지 못하던 방식이었으나 5.3부터는 항구의 검사관에게 직접 LCL 컨테이너 개봉검사 할 수 있는 결
정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LCL 컨테이너에 대해 많은 개봉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관 시 소요비용 : 해상운송 (40ft 드라이 컨테이너 기준)
항구에 선박 도착 후 통관 시 컨테이너당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통관 시 소요비용 : 항공운송
작년부터 급격히 수출이 늘어난 딸기를 예시로 캄보디아 공항

와 같다.

도착 후 통관 시 파렛트당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 아래 금액은 참고용으로 품목별 · 물량별 정확한 비용은 통관업체

※ 아래 금액은 참고용으로 품목별 · 물량별 정확한 비용은 통관업체

사전확인 필요

•Customs approval : 허가승인증 발급비용, 식품의 경우 최소 300불

사전확인 필요

•세금 : 물
 품대의 7%(수입관세) + 10%(부가세) /
공항 세관에 납부

소요됨 (세금 270~280불 + 서비스 fee) cf. 봉제의 경우 약 40불
•Customs clearance : Port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통관비로
보통 330~350불로 고정된 비용
•THC(Terminal Handling Charges) : 선박에서 컨테이너 내리는

•통관비 : 320불
•냉장 보관비용 : 60불
•검역 심사비용 : 50불

등 항구 장비 사용 비용으로 600~800불

* 검역의 경우 정육 제품을 제외한 식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
 박에 따라 차이가 있고, 피크시기엔 200불 추가 소요. 또

검역을 실시하지 않고 한국의 수출 식물검역 증명서로 대

한 항구가 복잡하여 선박 접안이 지연되면 일수에 따라 추
가비용(약 200불+) 소요
•Free time(3~4일) 이후 비용 : Free time 이내 컨테이너 빼지

체가능
(소계) 430불 + 딸기의 17% 세금
* 배송비용은 무게에 따라 다르나 1개 파렛트 물량 기준 프놈펜

못하면, 일당 20~30불씩 추가 소요되고, 더 많이 지연되면 일

시내까지 약 180불 소요

당 소요비용이 배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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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컨테이너당 약 1,200-1,500불 소요

Key
Point

•트럭운송비용 : (캄보디아 시하누크빌항-프놈펜) 300~350
불, (베트남 하노이-프놈펜) 600~700불 소요

으며, 간이영수증 등으로 청구될 수 있음

다 비싼 편이며 최근 코로나 여파로 정부의 부족
해진 세수확보 차원에서 일부 수입 컨테이너 화
물에 대해 강화된 통관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소계) 컨테이너당 약 300~700불 소요
*상
 기 비용은 통관업체에서 공식 영수증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

캄보디아는 통관비용이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보

한 캄보디아는 전력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므로 특히 냉장보관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 캄보디아에 수출을 계획하는 수출업체들은 물류비용 및
절차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 ➊ 3.10 훈센 총리 기자회견 ➋ 4.29 관세청장 쿤넴 발표 ➌ 바이어 및 통관업체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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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비용은 주로 통관업체에서 공식 영수증으로 발행

기록적인 폭염 속에
버블티 열풍이 불고 있는 미얀마!

지구촌
리포트
미얀마

Myanmar
미얀마 사무소

52년 만의 폭염을 기록 중인 미얀마의 5월
미얀마 기상수리국(The Department of Meteorology and Hydrology, DMH)은 5월 12일, 미얀마
전역 5월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2~7°C 정도 높은 것으로 관측됐으며 미얀마 중북부 마궤(Magway) 지
방 차욱(Chauk) 타운십의 5월 8일 낮 최고 기온은 47.5°C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52년 만에 찾아온
폭염은 코로나19로 인한 반(半) 봉쇄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미얀마 아이스 음료 시장 확대에 기
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상 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뜨거운 차를 음용하는 미얀마 차(茶) 문화가
바야흐로 버블티라는 새로운 문화로 전환 중에 놓인 것이다.

뜨거운 라펫예와 차가운 버블티의 힘겨루기
길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찻집에서 삼삼오오 축구 경기를 시청하거나 사교를 하며 ‘라펫예
(Laphet yay, 미얀마식 밀크티)’를 마시는 미얀마 국민들의 모습은 종종 유럽의 카페 문화와 비견된다.
홍차에 연유 및 설탕을 넣어 만든 뜨거운 차를 지칭하는 라펫예는 수십 년간 미얀마의 국민 음료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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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받아 왔다. 종교 행사나 일반 식당에서도 보온병에 담긴 뜨거운 차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미얀마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률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미얀마의 차 문화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미얀마의
젊은이들, 특히 그동안 찻집 문화에서 소외되어왔던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고유의 차 맛도 살아있
고 시원하고 청량감있으며 특히 부드러운 씹는 맛이 살아있는’ 버블티(혹은 펄 밀크티라고도 함)를 즐
기는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우기를 목전에 둔 고온 건조한 양곤의 5월 날씨에 버블티를 한
잔 들고 시원한 쇼핑몰이나 학교 주변을 거니는 것이 최신 유행의 상징이자 쿨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EXO의 세훈과 같은 아이돌들이 버블티를 언급하자 미얀마 젊은 층 인구들로 하여금 한번 맛보
고 싶다는 소비 욕구를 더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젊은 여성 인구가 버블티 열풍을 주도
버블티의 주 고객층이기도 한 양곤에 거주하는 16~35세 대학생과 직장인 50명을 대상으로 버블티
소비 성향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응답자들은 “용돈에 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음료보다 버블티를 마
시겠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최소 3번이 이상 버블티를 음용하며 특히 쇼핑이나 외출 시 버
블티를 들고 다니며 마신다”고 응답했다. 카페인 부작용이 있는 아이스커피보다 버블티 선호 경향이
뚜렷했다.
둘째, 구매력이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응답자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은 버블티를 마시며 특
히 태국 밀크티 맛이 살아있는 ‘차타이(Cha Thai)’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타이의 버블
티는 다른 브랜드 상품에 비해 많이 달지 않으며 타피오카 펄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부드럽고 가격도 합
▲ 미얀마의 전통적 차 문화인 라펫예
▲ 새로운 차문화로 등장한 버블티

리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매장에서 마실 수 있는 경우 커피를 선택하지만 외부에서 움직이며 마시는 음
료로는 버블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에 따른 비알콜성 음료 지출
(자료원: 딜로이트, The Myanmar Consumer Survey, 2020)
월소득
(백만짜트)

월소득
(백만짜트)

＞3.0

3

1.5–3.0

2

1.0–1.5

0

0.5–1.0

1

0.2–0.5

0

＜0.2

0

18

63
36

16
36

49

42
58

31
75

＞3.0

0

16 2

1.5–3.0

2

10 1

1.0–1.5

7

52

27

12

1

10 0

0.5–1.0

8

49

28

14

1

30

0.2–0.5

8

21
87

12

0

10

＜0.2

34

45
43

14

11
36

8 3
16

64

3

7 0

20
69

12

None

＜10,000 MMK

10,000–20,000 MMK

None

＜10,000 MMK

10,000–20,000 MMK

20,001–50,000

50,001–100,000

100,001–150,000

20,001–50,000

50,001–100,000

100,001–150,000

(2018)

셋째, 응답자들이 꼽은 인기 있는 브랜드는 ‘차타이’, ‘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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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음료에 대한 지출 확대 경향 및 버블티 시장 규모

(Gong Cha)’, ‘코이 떼(Koi The)’, ‘치즈 오 티(Cheese O Tea)’,

올 1월에 발표된 딜로이트의 ‘The Myanmar Consumer Survey

‘타이거슈거(Tiger sugar)’ 등이다. 다른 음료에 비해 버블티를

2020’에 따르면 2019년 비알콜성 음료 지출 금액이 2018년 설

선호하는 이유는 “미얀마 국민들이 선호하는 차 맛이 살아있고

문조사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도표 참조).
또한 비알콜성 음료에 대해 개방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

다 달지 않고 부드러운 맛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은

났는데 “새로운 음료를 시도해 보았다”고 응답한 292명을 보

코이 떼와 타이거 슈거의 버블티에 들어있는 펄이 부드러운 편

면, 여성 비율(50%)이 남성 비율(47%)보다 약간 높았으며

이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좋기 때문에 선호하지만 타 브

15~24세 비율이 59%로 나타났다. 음료 선택 기준 중 맛에 대한

랜드에 비해 가격이 높다고 응답했다. 한편, 미얀마에서 판매되

기준은 2018년 25%에서 2019년 28%로 3% 높게 나타났으며

는 공차의 버블티는 외국에 비해 차 맛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가격 기준은 전년도 19%에 비해 15%로 낮아졌다. 소득이 높아

고 있다.

질수록 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으며 태국(26%),
일본(23%), 한국(20%) 등 3개국 브랜드 선호도가 69%를 차

양곤 버블티 매장 현황

지했다.

미얀마 경제수도인 양곤에는 17개 이상의 버블티 브랜드 매장

Allied Market Research가 2020년 4월에 발간한 버블티 시

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는 태국의 차타이이다. 5월

장 관련 분석 보고서 “Bubble Tea Market: Global Opportunity

현재 양곤 대표적인 쇼핑몰 7곳에 입점해 있으며 다른 브랜드에

Analysis and Industry Forecast, 2020~2027”에 따르면 2019년

비해 차 맛이 강하고 우유가 더 많이 첨가되어 부드럽다는 평가

버블티 시장은 24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2027년에는 43억 달

를 받는다. 기본 버블티 가격은 2,000~2,500 쨔트이다. 한국에

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버블티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서도 유명한 공차(gong Cha)는 양곤에 7개 매장이 있으며 기본

7.8%로 예상됨에 따라 미얀마 버블티 시장 확대도 당분간 지속

버블티 가격은 1,900~3,600 쨔트선이다. 버블이 부드럽고 태국

될 전망이다.

밀크티 향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만 브랜드인 코이떼는
황금색 버블로 유명하며 다른 브랜드에 비해 기본가격대가 높은
2,350~4,000 쨔트선이다.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은 태국, 대만, 한국 브랜드임을

Key
Point

기존 미얀마 남자들이 주도하던 핫(hot)한 러펫예
문화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쿨(cool)한 버블티
시장으로 성장에서 엿볼 수 있듯이, 미얀마는 젊은
여성들이 맛있으면서도 트렌디(trendy)한 식문화

내세우며 여러 곳에 지점이 있으며 가격대도 현지에서 창업한 브랜드

를 유행시키고 있다. 미얀마 소비시장에서 젊은 여성들의 비중이 커지

들보다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버블티 매장들은 최근 매

고 있는 만큼 미얀마 소비시장을 공략한다면 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장 인근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배달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차별성 있는 제품과 마케팅 포인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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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쫀득하게 씹히는 펄이 들어있으며 전통적인 라펫예보

터키, 면역력 강화에 도움되는
레몬 수요 급증

지구촌
리포트
터키

Turkey
두바이 지사

터키 정부, 라마단 기간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강화
이슬람 성월 라마단을 맞아 터키 내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라마단 기간 내 ‘이프타르

30

(Iftar)1 ’ 등 대규모 공동 식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공동식사 금지 외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라마단 기간 내 대중교통 이용자가 급증하는 시간대에 대중교통량을 증가시키고 라
마단 피데(Pide)’를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밀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피데2 ’ 판매 시간을 단축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터키 내무부, 라마단 기간 이프타르 관련 조치 - 4월 기준
구분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주요 조치

이프타르 시간 3시간 전부터 대중교통량 증가

대규모 공동 이프타르 금지

이프타르 시작 2시간 전 ‘피데’ 판매 종료

1 터
 키 정부에 따르면 터키 인구의 약
99%는 이슬람교도로 이들은 라마단
기간에(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 식사하지 않고 해
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식사를 한
다. 라마단 기간 중 일출 전 ‘사후르
(Sahur)’라는 아침식사를 하며 일몰
후 ‘이프타르(Iftar)’라는 저녁식사를
즐긴다. 특히 ‘이프타르’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등에서 대규모로
식사를 즐긴다.
2 ‘라마단 피데(Pide)’는 라마단 기간에
먹는 둥글고 평평한 빵이다. 많은 사
람들이 ‘이프타르’에 ‘피데’를 즐기기
위하여 이프타르 시간 전 피데를 구
매하기 위하여 빵집에 몰린다.

출처 : https://www.aa.com.tr/en/latest-on-coronavirus-outbreak/turkey-to-take-measures-against-covid-19-duringramadan/1813765
https://www.hurriyetdailynews.com/turkey-begins-holy-month-ramadan-with-precautions-againstcovid-19-154165

터키 주요 신선식품은 수요 감소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터키의 주요 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반면,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
의 가격은 동년 대비 6.5% 하락하였다. 이러한 신선식품의 가격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에서 기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토마토, 살구, 오렌지 등을 수출하는 터키는 국가 간 교역 감소로 주요 신선
식품의 수출량이 급감하였다. 이와 함께 자국 내 신선식품의 주요 수요처인 식당과 상점들의 임시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자국 내 수요처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신선식품 가격이 하락하였다. 이스탄불 상공회의소
(The Istanbul Chamber of Trade)에 따르면 올해 4월 터키의 신선식품 77개 품목은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
하였으며 33개 품목은 하락, 132개 품목은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가장 가격이 하락한 식품은 콩(전년 대
비 32% 가격 하락), 호박(약 32%), 가지(31%), 오이(26%), 자두(24%), 파(22%) 등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기준, 터키 신선식품 가격 하락 비율
(2019년 대비)

레몬, 오렌지 국내 수요 급증, 관련 품목 가격 상승
농식품 관련 언론매체인 프레시플라자(Fresh Plaza)에 따르면

-22%
-24%
-26%
-31%

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터키 내 레몬 생산량의 감소와 코로나19

잠두

로 인한 운송비 증가에 레몬 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레몬 가격이

오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예방, 면역력 강화

가지

에 비타민C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레몬과 오렌지 등

-32%

호박

-32%

콩

감귤류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스탄불 상공회의
소에 따르면 레몬 및 오렌지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레몬
가격은 전년 대비 22%, 오렌지 가격은 28% 증가하였다. 이에 따

출처 : https://apps.fas.usda.gov/newgainapi/api/Report/DownloadRepo
rtByFileName?fileName=Update%20on%20Effects%20of%20
Covid-19%20on%20Food%20and%20Agriculture%20_Ankara_
Turkey_04-24-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turkey-crops/
turkish-fruit-vegetable-farmers-wary-as-closed-borders-slice-pricesidUSKCN21Y258

반면, 터키 전통 손 소독제 ‘콜로냐’ 수요 급증에 따라
주원료인 레몬 수요 증가
코로나19로 터키 전통 소독제이자 향수인 ‘콜로냐(Kolonya)’
수요가 증가하였다. 콜로냐는 에틸알코올 80%에 레몬이나 오

라 터키 정부는 4월 레몬 수출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는 2020
년 8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Key
Point

무슬림이 99%를 차지하는 터키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성월 라마단 기간에 라마단 전통까지 뒤
로하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터키 내 코로나19 확산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코로나 사
태 장기화로 인한 신선식품 수출 부진 및 국내 수요 감소가 경제 타격에
한몫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신선식품 국내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

렌지, 꽃 같은 천연 향을 첨가해 만든 터키 국민 향수로 세균의

으며 이러한 면역체계 강화식품의 수요가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80%를 박멸하는 효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코로나19 이후

따라 한국산 건강식품의 진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라 할 수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콜로냐의 주원료인 레몬 수요도

있으므로 터키 소비자층을 고려하여 맞춤형 제품 진출을 위한 이원화
전략이 요구된다.

증가하였다.

출처 : https://www.cnnturk.com/ekonomi/turk-kolonya-devine-ortaklik-teklifi
https://theculturetrip.com/europe/turkey/articles/a-brief-history-of-kolonya-turkeys-fragrance/

출처 : ➊
 Daily News, 「Turkey begins holy month Ramadan with precautions against COVID-19」 - https://www.hurriyetdailynews.com/turkey-begins-holy-month-ramadan-withprecautions-against-covid-19-154165 ➋ Reuters, 「Turkish fruit, vegetable farmers wary as closed borders slice prices」 -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turkey-crops/turkish-fruit-vegetable-farmers-wary-as-closed-borders-slice-prices-idUSKCN21Y258 ➌ USDA, 「Update on Effects of Covid-19 on Food and
Agriculture report」 - https://apps.fas.usda.gov/newgainapi/api/Report/DownloadReportByFileName?fileName=Update%20on%20Effects%20of%20Covid-19%20on%20
Food%20and%20Agriculture%20_Ankara_Turkey_04-24-2020 ➍ Culture trip, 「A Brief History Of Kolonya, Turkey’s Fragrance - https://theculturetrip.com/europe/turkey/
articles/a-brief-history-of-kolonya-turkeys-fragrance/ ➎ CNN, 「Turk kolonya devine ortaklik teklifi!」 - https://www.cnnturk.com/ekonomi/turk-kolonya-devine-ortaklikteklifi ➏ Anadolu Agency, 「Turkey subjects lemon to export control amid COVID-19」 - https://www.aa.com.tr/en/economy/turkey-subjects-lemon-to-export-controlamid-covid-19/1795208 ➐ BBC, 「Turkey’s unique hand-sanitising method」 - http://www.bbc.com/travel/story/20200407-turkeys-unique-hand-sanitiser ➑ Fresh
Plaza, 「Lemon production drops by 40%」 - https://www.freshplaza.com/article/9206306/lemon-production-drops-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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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면역력 강화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

농산물 가격 안정에 팔 걷어붙인
카자흐스탄 정부

지구촌
리포트
카자흐
스탄

Kazakhstan
카자흐스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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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식량 보호무역 강화, 식품 사재기 현상은 농식품, 식량 안
보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도 장기적 차원에
서 국가 식량 안보 및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복합 도매유통센터를 건설하는 플랜을 내놓았다. 물류
인프라 부족, 비효율적인 유통시스템으로 매년 2~3월, 곡물 비축량이 모두 소진될 때마다 인근 국가
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격이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의 유통물류 현황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신선 야채류 판매점은 수요대비 약 70% 가량 부족하며 지역에 따라 90%가
부족한 곳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버려지는 신선 과실 · 채소류도 19%에 이르며 육류 및
유제품은 5%에 달한다.
또한, 국내 750개의 도매시장이 있으나 그중의 51%가 현대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짐을 빠르게 싣고 내릴 수 있는 ‘cross-dock(크로스도크)’나 저온 창고가 부족할 뿐만 아니
라 운송 현황을 트래킹 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도 없다보니 유통단계별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최
종 공급자가 가격을 왜곡하기도 쉽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각된 유통구조 문제점
카자흐스탄의 농산물 유통 문제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마켓리서치 기
관인 ‘EnergyProm’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가 시작된 3월 기준, 식품가격

은 전년대비 9.3%나 상승했다. 특히 메밀, 수수 같은 곡류는 kg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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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정부는 2020년 도매유통센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하며 전년대비 36.9%, 42%씩 상승했다. 이로 인해 4월 초, 경제

1단계 플랜만으로도 농산물 가격의 투명성 확보와 유통구조 효

부 산하 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식품 가격 인상에 벌금을 부과하는

율화로 농산물 가격을 약 25%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더 나아가 2022년 전국적으로 복합물류센터가 완공되면 비수
기 식품 부족문제 및 식품가격 인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시

농산물 유통개선 플랜
농산물 유통개선 플랜의 핵심은 복합 도매유통센터의 설립이

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불필요한 중개인을 배제시킴으로써
단계별 유통 단계마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유통거리를 좁히고 물류 인프라를 하나
의 매커니즘으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보관 · 가공 · 유통 · 판매가
모두 가능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최소 24개소 이상의 도매유통센터를 설립, 국가 농식품 유통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간 4.8백
만 톤의 농식품 수용이 가능해진다.
1단계는 올해 파블로다르, 알마티, 투르키스탄 지역에 도매유통
센터 5개소를 구축하여 가을 농작물의 600천 톤을 처리하는 것
이다. 나머지 두 단계는 민관합작 투자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약 2억 3,750만 텡게(한화 약 6억 7,450만 원)가 소

Key
Point

세계은행이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물
류 수준을 측정하는 글로벌 척도인 2018년
LPI(Logistics Performance Index, 물류성과지
수) 지수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은 5점 척도

2.81점을 기록하며 71위를 차지했다. 특히 물류 인프라 항목이 2.55점
으로 81위를 기록하며 3.73점으로 22위를 차지한 한국과 상당한 차이
를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내륙국가 특성상 물류가 쉽지 않고 냉동 · 냉장 창고 인
프라가 부족하여 한국산 신선농산물 수입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국가
전반적인 유통물류시스템이 개선된다면 한라봉, 신고배 등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수입·유통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
이다.

요될 것으로 보이며 10,5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➊ Zakon, 『Казахстан переходит на новый этап контроля цен(`20.4.28)』 - https://newtimes.kz/obshchestvo/107880-dorozhe-chem-goviadina-v-kazakhstane-vzletelitseny-na-imbir-limon-i-chesnok) ➋ Forbes, 『Кабмин придумал, как снизить цены на овощи и фрукты на 25%(`20.4.28)』 - https://forbes.kz/finances/investment/
kabmin_pridumal_kak_snizit_tsenyi_na_ovoschi_i_fruktyi_na_25/ ➌ EnergyProm, 『КРИЗИС ВСЕРЬЁЗ УДАРИЛ ПО ЦЕНАМ НА САМОЕ НЕОБХОДИМО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
НЫЕ ТОВАРЫ ПОДОРОЖАЛИ СРАЗУ НА 9% ЗА ГОД(`20.4.6)』 - http://www.energyprom.kz/ru/a/monitoring/krizis-vseryoz-udaril-po-cenam-na-samoe-neobhodimoeprodovolstvennye-tovary-podorozhali-srazu-na-9-za-god ➍ Worldbank, 『Connecting to Compete 2018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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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각 334텡게(한화 약 950원), 375텡게(한화 약 105원)를 기록

코로나19 발생 이후
프랑스 리테일 매출 성장과 소비변화

지구촌
리포트
유럽

Europe
파리 지사

34
프랑스 : 코로나19에 따른 까르푸(Carrefour)의 매출 신장
3월 중순부터 프랑스의 코로나19 전파가 본격화되며 소비자들의 대량 구매수요가 발생, 까르푸 하
이퍼마켓 1분기 매출의 0.9%를 증가시켰다.
- 까르푸 그룹의 프랑스 하이퍼마켓 매출은 2017년 이후 최대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2019년 4분기 추세는
3% 이상 감소하면서 추이가 매우 부정적이었다.
- 까르푸 그룹의 2020년 1/4분기 매출실적은 아래와 같다.

[ 까르푸 그룹 2020년 1/4분기 매출실적]
구분
프랑스

매출 (백만 유로)

전년동기대비

유사매장 대비

9,292

+ 2.9 %

+ 4.3 %

- 대형 슈퍼마켓

4,624

- 0.7 %

+ 0.9 %

- 슈퍼마켓

3,183

+ 6,0 %

+ 8.1 %

- 기타(편의점 등)

1,485

+ 8,2 %

+ 6.8 %

기타 유럽

5,647

+ 5,4 %

+ 6.1 %

라틴 아메리카

3,877

- 0,1 %

+ 17.1 %

아시아

628

- 64,0 %

+ 6.0 %

총계

19,445

- 2,9 %

+ 7.8 %

출처 : Carrefour(19∼20년

1분기 발표자료 비교), 아시아 매출액 감소는 중국 철수에 기인

유통업계는 봉쇄(격리confinement)조치가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4월 매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
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와 지출비용 증가(프랑스에서 85,000명 직원에게 지급한

1,000유로 보너스 포함)를 감안하면 1분기 재무 상태는 결과적

조사기관 Capgemini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소비자 2명

으로 봉쇄로 인한 업무중단에 따른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소

중 1명 이상이 “보건관리 기준을 준수한 매장에서의 구매를 선호

비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을 찾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NGO 단체 막스 하벨라르(Max Havelaar)

위생에 대한 우려 증가 등으로 이동을 제한함에 따라 원스톱 쇼

에서 5월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소비자

핑 가능, 넓은 매장면적으로 소비자간 간격 유지가 가능한 하이

들은 3월 17일부터 로컬생산, 유기농, 공정거래 등 ‘책임 있는

퍼마켓 소비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과 맥락을 같이 한다.

(responsible)’ 제품 구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봉쇄조치 이후
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카지노(Casino) 그룹, 봉쇄조치에 신속한 대응
최첨단 접근성과 전자상거래라는 장점을 지닌 카지노 그룹(모
노프리monoprix는 카지노 슈퍼마켓, 프랑프리franprix는 다양
한 유통체인 보유)은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잘 대비한 리테일
중 한 곳이다. 이러한 대비는 카지노를 과거의 ‘매스 마켓(mass
market, 대량 판매 시장)’ 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봉쇄조치 속 소
비자들의 기대 중심에 있는 유통매장으로 거듭났으며 3월 23일

- 그 예로 프랑스 일부 유기농 식품 전문매장은 40% 이상의 매출 증
가를 보였으며 로컬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속에서 적정가격의 초
콜릿이나 커피 같은 기호식품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격리기간 중 프랑스 소비자의 35%는 “가용성에 따라 제품을 구입
한다”고 답했지만 2/3는 “책임있는 제품을 선택한다”고 답했다. 프
랑스 소비자의 45%(특히 50대 이상)은 로컬 생산 제품을 선호하고
39%는 프랑스산 제품을 선호하며 특히 부유층을 중심으로 29%는
“유기농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기타 대량생산 제품(15%), 유기

이후 프랑스 내 매출은 9%나 신장했다.

농 및 공정거래 제품(14%) 순이다. 막스 하벨라르 Blaise Desbordes

- 카지노 그룹 CEO인 Jean-Charles Naouri는 “소비자들은 큰 매장보

상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책임 있는 제품에 대한 프랑스인들

다는 작은 매장, 원거리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매장을 선호하는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가정배달과 같은 혁신적

24세(42%), 자녀가 있는 가정(39%)에서 증가세가 특히 높은 편

- 접근성과 전자상거래 측면에서 카지노 맥스(Casino Max)와 독립매

으로 프랑스인의 36%는 디저트, 간식 요리가 증가했으며 26%는

장을 통해 비접촉 결제방식(Contactless Payment)을 도입했고 1분

TV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레시피를 습득하여 요리하고 있으며,

기에만 하이퍼마켓에 20개, 슈퍼마켓에 42개의 무인 결제창구를
추가 도입했다(총 181개 운영).

18%는 가족과의 식사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18∼34세 여성
(38%, 30대 남성의 경우 26%)에게 특히 강하게 나타난 변화이다.

- 4월 23일 발표한 분기별 실적에서 카지노는 프랑스 봉쇄조치(3.17
∼) 이후 4.20까지 4주간의 그룹 매출액은 9% 증가했다고 발표했
으며 최근 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하이퍼마켓이 제외된 점을 감안하
면 증가세는 12%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Key
Point

두 달 가량 지속된 프랑스 정부의 봉쇄조치로 프랑
스인들의 소비패턴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으며 코로
나19 종식 시기의 불확실성으로 5월 11일 봉쇄조치
해제 이후에도 해당 패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봉쇄조치 전후 소비패턴 비교

변화된 소비트렌드에 발맞추어 한국식품도 주거지에서 접근성이 좋은
도심형 슈퍼마켓(모노프리, 프랑프리, 까르푸 시티 등)으로의 입점확대

4월 28일, 프랑스 에두아르 필립(Edouard Philippe) 총리가 발표
한 봉쇄조치 단계적 완화계획에 따라 3월 15일부터 중단되었던 많
은 상점(식료품점, 약국 등은 영업유지 중)들이 5월 11일부터 영업

와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구매처
확대와 재고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 내 취식증가로 새로운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에 따라 현지 식재료로 한국식품이 꾸준히 활용될 수 있도록 레시피 개

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에 따라 면

발 등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또는 유럽 내 경쟁상

적 40,000m2 이상의 쇼핑센터는 영업 재개가 불가하며 영업을

품은 없으나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식재료로 포지셔닝하

재개하는 상점들도 매장 내 보건관리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35

프랑스인의 1/3에서는 이전대비 가정 내 취식이 증가했다. 18∼

여 안정적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➊
 Lineaires (2020.04.29) - https://www.lineaires.com/la-distribution/les-hypers-carrefour-profiteront-ils-du-deconfinement?sso=1588576362 ➋ Lineaires (2020.04.24)
- https://www.lineaires.com/la-distribution/les-magasins-de-casino-repondent-bien-au-confinement?sso=1588580325 ➌ LSA (2020.04.30) - https://www.lsa-conso.fr/
comment-les-magasins-s-adaptent-au-coronavirus,347944 ➍ Les Echos (2020.04.28) - https://www.lesechos.fr/industrie-services/conso-distribution/deconfinement-lesgrands-centres-commerciaux-ne-rouvriront-surement-pas-1198903 ➎ Snacking.fr (2020.05.05) - https://www.snacking.fr/actualites/tendances/4813—snackingunitedFood—Confinement-des-habitudes-de-consommation-chamboulees/ ➏ LSA (2020.05.04) - https://www.lsa-conso.fr/les-francais-plebiscitent-les-achats-locaux-etresponsables-sondage,34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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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전도유망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의 선호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물성 고기,
대체육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촌
리포트
USA

USA
뉴욕 지사

코로나19는 미국인들의 생활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미 전역 도시들의 레스토랑과 주점
들은 문을 닫은 상태이며 “Shelter in Place” order – ‘자가거주권고령’이 확립되어가고 있는 중이며 식
료품점 진열대의 주요 식재료는 품절 상태에 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솟는 수요로 인해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의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가 육류(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공급망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서 식물을 기반으로 한 대체육
이 또다른 옵션으로 식재료 시장에 대두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식품배달 업체인 Grubhub는 2018년“Year in Food”보고서에서 식물성 원재료로 만들어진
식품들의 인기가 상승되고 있는 트렌드를 지적하였다. 자본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2017년과 2018년
에 걸쳐 130억 달러 이상을 식물성 대체육 사업체들에 투자하였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더욱 건강하고
환경파괴 없이 지속가능한 식단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 움직임이라 해석할 수 있다.
2019년이 되자, 식물성 대체육 제품은 발 빠르게 트렌드를 파악한 레스토랑 체인들이 차례로 해
당 식재료를 사용한 새로운 메뉴를 출시함에 따라 식품 업계에서 큰 붐을 일으키게 되었다. 버거킹

36

(Burger King)에서는 Impossible Whopper를, 타코벨(Taco bell)에서는 Oatrageous Tacos, 케이에프
씨(KFC)에서는 Beyond Fried Chicken을 출시하였고 (리틀시저스)Little Caesars에서도 식물성 대체
육 소시지로 만든 피자를 판매중에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Gallup의 1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1%가 식물성 육류 제품을 먹어본 경험이
Key
Point

있으며 식물성 육류 제품을 소비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 식단으로 식물성
육류 제품을 지속적으로 소비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식재료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마켓의 진열
대가 비어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육류에 대한 선택의 폭도 좁아진 상황)에서는 위의 41%의 식물성

2019년 미국 식품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식물성 대체육’
식재료의 개발 및 유통은 코로나

육류 제품 소비 경험을 가진 소비자들이 오히려 단백질 공급원으로 식물성 육류 제품을 선택할 가능
성이 있어 보인다.

19 유행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식

반면, 소비자들이 스트레스에 해소를 위해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식물성 육류를 선택하기 보다

재료 구매 패턴의 변화를 통해 새

는 ‘comfort food’ (편안한 위안이 되는 식품)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주요 레스토랑들이 마

로운 성장가능성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해당 식재료의 유

케팅의 주요 메시지를 ‘배달’ 극대화에만 맞추고 있는 실정에서는 식물성 육류에 대한 수요는 새로운 메

행은 식물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뉴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광고 캠페인 없이는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식재료들의 개발 및 소비에도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불황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Red Meat(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푸드 테크놀로지 기반 식품 생산

의 식품 구매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008년 경기 침체 기간 동안 견과류, 계란, 콩과 같은 저비

업체들은 해당 동향을 주시하며

용 단백질 공급원의 판매량이 증가하였던 사례가 있었으며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침체와 기록적인 실

제품 개발 및 가격 책정을 이어나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업 수당 신청 등을 보더라도 분석가들은 앞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는
육류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처 :Is plant-based protein about to
boom or bust? - https://www.
fooddive.com/news/is-plantbased-protein-about-to-boomor-bust/575887/

만약 식물성 대체육이 기존에 선택할 수 있었던 전통적인 의미의 육류 옵션보다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한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체육 제조사들이 공급망에서
효율성을 찾지 못하고 전통적 의미의 육류와 비슷한 혹은 그보다 비싼 가격대를 유지한다면 저비용
의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식재료를 찾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시장 성장세

지구촌
리포트
USA

USA
LA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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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캘리포니아주 스테이앳홈(Stay at Home) 행정명령을 비롯 미국 내
각 주정부의 자택대기명령이 이어지며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사화적 거리두기’가 일반화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식료품 구매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들은 사재기 현상으로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휴지, 물 등의 일부 생필품은 일
인당 구매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6피트’(약 183cm)거리두기 및 매장 내 출입 인원 제한 때문에 입구
에 긴 줄이 늘어서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식료품 구입을 위해 마켓 방문도 부담이 되면서 미국 소비
자들의 온라인 식료품 구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식료품 시장 성장
미국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2016년 120억 달러 규모에서 2018년 260
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코로나19는 온라인 구입이 익숙하지 않은 소비층에게까지 영향을 미
치고, 점차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510억 달러로 급증하고
2023년에는 1,1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브릭미츠클릭(Brick Meets Click)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내 약 4,000만 가구(31%)가 온라
인 식료품 배달이나 픽업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8월 1,600만 가구(13%)에
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어니스트 리서치(Earnest Research)에 따르면 인스타카트, 아마존, 월마트 그로서리 등 온라인 배송 및
픽업 서비스(buy online pick up at store (BOPIS))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최소 2/3 이상 증가했다. 북미 전
역 약 2만5,000개 지점과 제휴해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스타카트는 최근 150%의 매출 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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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의 악화로 식품시장에 영향

[ 온라인 식료품 시장 전망 ]

지구촌
리포트

[ 미국의 온라인 식료품 배달 및 픽업 ]
지난 30일 활동(2019년 8월 vs. 2020년 3월)

성능 측정 기준 

117.0

USA

판매
(지난 30일)

92.0

소비

70.0

(주문당 평균)

주문

51.4

(# 지난 30일)

36.2

고객

26.0

(# 지난 30일 동안 활동)

13.0

빈도수
(월평균/고객)

2017

2018

2019E

2020E

2021E

2022E

2023E

8월
2019

3월
2020

백분율 변화

$1.2 B

$4.0 B

+ 233%

$72

$82

+ 14%

16.1 M

46.9 M

+ 192%

16.1 M

39.5 M

+ 146%

1.0

1.2

+ 19%

 공통 또는 계약 업체를 통해 가정으로 배송된 온라인 주문은 메트릭스 제외
Brick Meets click/shopperkit 온라인 식료품 쇼핑 서버리, 2020년 3월 23일-25일,
BMC 온라인 식료품 쇼핑 서버리, 2019년 8월 21일-23일

출처 : 비즈니스 내부자 정보 추정치

출처 : www.businessinsider.com

출처 : www.brickmeetsclick.com

라쿠텐 인텔리전스(Rakuten Intelligence)가 공개한 자료에 따

료품 주문이 평소보다 10배 증가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

르면 코로나19의 인한 불안감 및 사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

욕의 경우 20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마트는 3월 1일부터

월 12일부터 15일까지 아마존, 월마트, 크로거 등의 온라인 주문

20일 사이에 온라인 식료품 주문 웹사이트 방문객이 110만 명에

은 151%, 매출은 210% 증가했다.

달해 2개월 전 하루 평균에서 55% 증가했으며 특히 월마트 그로
서리 앱은 일평균 다운로드가 2020년 1월과 비교해 460% 증가

소비패턴 변화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량 급증

38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 변화도 뚜렷이 나타

수요 급증으로 서비스 공급 어려움

나고 있다. 아코스타(Acosta)에 따르면 지난 3월 온라인 식료품
소비자의 28%는 코로나19 때문에 처음으로 온라인 식료품을

수요가 폭등하며 여러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주문 폭주로 네트

주문했다고 응답했다. 기존 온라인 구입 소비자도 앞으로 보다

워크 과부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주문추소 및 배달지연 등이

자주 구입할 계획이며 실제 지난 3월 구입량을 늘린 것으로 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사됐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매장 픽업 서비스를 이용한 36%

아마존프레시(Amazon Fresh)는 지난달 ‘수요 증가로 재고와

의 소비자는 3월에 주문량을 33% 늘렸다고 답했으며 배송 서

배송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리

비스를 이용한 38%의 소비자는 3월 주문량을 37% 늘렸다고

기도 했으며 2시간 내 배송 서비스였던 ‘인스타카트’(Instacart)도

답했다.

현재는 배송 가능 날짜가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씩 걸리고 있으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온라인 주문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

며 월마트 그로서리 등 픽업 서비스 역시 픽업 가능시간 예약이

션의 사용량도 급증했는데 특히 당일배송 서비스 업체인 인스타

금방 완료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태다. 수요증가에

카트(Instacart), 쉽트(Shipt) 등의 2월~3월 중순 기간동안 일 평

따라 아마존 10만 명, 인스타카트 3개월간 30만 명가량 직원 추

균 앱 다운로드는 각각 218%, 124% 증가했다. 인스타카트는 식

가 고용계획 밝히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식료품 주문 및 BOPIS 급증 ]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상업판매 증가

210.1%

식료품 전문점 상인

151.1%
달러 부피 증가

111%
모든 BOPIS 주문

35.6%
모든 상거래

주문수의 증가

82.8%

33.4%

출처 : www.digitalcommerce360.com

 이러한 상인들은 아마존닷컴의 아마존 프레쉬 서비스, 인스타카트,
월마트의 월마트 투고 서비스, 크로거 등을 포함한다.
출처 : Rakuten Intelligence, 2020

미국 쇼핑객의 3분의 2가 COVID19 발병에 대응하여
식료품 쇼핑 습관을 바꿨다고 말했다.
65%

총 미국 쇼핑객

23%
68%

Z장/밀레니얼 쇼핑객
18-39

COVID-19 미국 대유행 기간 중

120
100

31%
80

63%
18%

부머 쇼핑객 56-74

여성 쇼핑객

남성 쇼핑객

2020년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Walmart
Grocery
Amazon

60

64%
20%

40

69%
21%
59%
25%
2020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이는 3월 초 미국 쇼핑객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출처 : www.superm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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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덱싱된 일별 다운로드 ]

참고: iOS 및 Google 플레이 다운로드

출처 : www.techcrunch.com

미국 온라인 식료품 배달 및 픽업 서비스 제공 기업

39
grocery.walmart.com		

- ‘아마존프레쉬’(Amazon Fresh)
- ‘19년부터 아마존 프라임 고객은 프레쉬 별도 요금($14.99) 제외
- 홀푸즈마켓 식품 구입 가능

- 미국 내 온라인 매출 선두
- 미국 내 4,700여개 매장 보유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옴니채널 (Omni-Channel)이 강점
- 픽업 서비스로 아마존과 차별화

www.instacart.com		

www.shipt.com		

- ‘12년 실리콘밸리지역 신선식품 구매대행 배달 스타트업으로 시작
- ‘풀서비스샤퍼’(full-service shopper)가 직접 쇼핑해서 집까지 배달
- 북미 5,500여개 도시 25,000매장과 제휴

- ‘14년 식료품 당일배송 스타트업으로 시작
- ‘17년 소매체인 ’타겟‘(Target)에 인수

yummy.com		

www.freshdirect.com		

- LA 인근 지역 5개 매장 보유 - ‘동네마켓’(Neighborhood market)컨셉
- 최소주문 14,99달러 배달비 6.99달러로 30분내 배송서비스 제공

- 미국 동부지역 식료품 배송업체
- ‘19년부터 맨하탄지역 당일배송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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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ma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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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dot.com		

www.jet.com 		

- LA 소재 업체
- 인근지역 식료품 및 생필품 배송
- 9:00 am ~ 2:00am 배송 가능

- ‘15년 설립, ’17년 월마트에 인수
- 월마트가 자체 온라인을 강화하며 부진

postmates.com		

thrivemarket.com		

- 음식배달서비스업체
- 최근 로컬 마켓 그로서리 배송 시작

- 유기농, 비건 전문 멤버쉽 온라인 마켓
- 연간 $59달러, 월 $9.95달러

www.peapod.com		

www.boxed.com		

40

- 신선제품 마켓에서 직배송
- 가정 및 비즈니스 배송 가능

- 미 북동부지역 서비스

- 벌크(bulk) 구입 전문 온라인 마켓
- 우유, 계란, 과일, 야채도 벌크 구입 가능

Key
Point

코로나19 사태는 식료품의 온라인 구입에 의구심
을 갖던 소비자들까지 흡수하면서 온라인 시장 확
대 가능성을 높이고 부정적 인식 개선의 기회로 작
용하고 있다. 온라인 주문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아마존, 인스타카트 등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예고한 만큼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안정적인 온라인 쇼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새로움을 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www.kroger.com		
- 1902년 창립한 미국 최대식료품업체 - ‘17년부터 온라인 판매 강화
- 아마존, 월마트와 경쟁위해 자율주행차 스타트업과 제휴, 일부 지역에
자율주행차 배달서비스를 시작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쇼핑 습
관이 영구적으로 바뀌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 및 새로운 소비 방식에 맞는 제품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출처 : ➊
 https://www.businessinsider.com/online-grocery-report ➋ https://www.brickmeetsclick.com/online-grocery-delivery---pickup-scorecard—march-2020—
how-do-you-compare- ➌ https://www.digitalcommerce360.com/2020/03/19/coronavirus-is-changing-shoppers-relationship-with-grocery-retailers/ ➍ https://
secondmeasure.com/datapoints/delivery-instacart-walmart-grocery-amazon-shipt/ ➎ https://www.usatoday.com/story/money/2020/04/07/online-groceryshopping-covid-19-demand/2963294001/ ➏ https://www.zdnet.com/article/one-sector-booms-online-grocery-shopping-numbers-are-officially-crazy/ ➐ https://
techcrunch.com/2020/04/13/amazon-puts-new-online-grocery-shoppers-on-a-waitlist/ ➑ https://techcrunch.com/2020/04/09/walmart-grocery-app-sees-recorddownloads-amid-covid-19-surpasses-amazon-by-20/ ➒ https://www.supermarketnews.com/consumer-trends/more-grocery-shoppers-making-their-first-everonline-orders-during-pandemic ➓ https://www.specialtyfood.com/news/article/giant-eagle-shuts-down-store-shopping-focus-pickup-delivery-orders/  https://
www.goodhousekeeping.com/food-products/g28039081/best-grocery-delivery-services/

현지화지원사업이란?
지원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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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수출국 현지 전문가와 연계하여 법률 · 통관 자문, 라벨링 등을 지원하여
비관세장벽 애로를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5)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러시아

유럽(4) EU,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동남아시아(7)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동북아시아(4) 중국, 대만, 일본, 홍콩

미주(2) 미국, 캐나다

중동(8) UAE,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란, 터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지원절차

지원대상

본사

농수산식품 수출입(예정) 업체

접수 및 관할
해외지사 배정

수출업체

신청방법

지원신청

온라인 신청
http://global.at.or.kr > 현지화지원사업

FEEDBACK

신청기간
2020. 3~11월

해외지사

관련문의

현지 전문기관
의뢰

현지 전문기관

농식품 hjh@at.or.kr
수산 lsysl@at.or.kr

현지실사 및 애로 해소

지원내용을 확인하세요!
수출업체, 바이어

수출업체

바이어

비관세
장벽자문

라벨링

상표권 출원

포장패키지
현지화

바이어
특화지원

통관, 법률, 관세,
SPS(위생·검역 등)

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등록)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 위한
상표권 출원

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포장)
디자인

바이어 코칭 및
컨설팅(美 FSVP 등)

라벨링 제작 시
필요한 일체
식품검사

1천만원 지원
자부담 없음

2 천만원 지원
10 % 자부담

신규 수입식품
등록비(갱신비)

현지 식품 검사비 등

1천만원 지원
10 % 자부담

※ 수산은 자부담 20%(단, 비관세장벽 자문 제외)
※ 항목별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조(http://global.at.or.kr)

2 천만원 지원
10 % 자부담

2 천만원 지원
10 % 자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