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 동향(9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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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 한국산 아이스크림이 차세대 K-Food 주자로 부상중.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구매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3~40% 판매 신장
◦ (Y사) 자사에서 수입하고 있는 팽이버섯 업체의 리스테리아균 발생으로
인한 미 식약청 적색리스트 등재(8.11)로 비상 근무 중. 코로나19 및
팽이버섯의 잇따른 리콜사태로 현재 소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완
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음.
◦ (Y사, R사) 한국산 마늘 가격 인상으로 하반기 수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 한국산 마늘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노력 필요
◦ (J사/E사 등) 추석을 앞두고 배를 수입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대미 배 검역 지연에 따라 수입 애로
◦ (H사)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판매추세에 맞춰 온라인몰과 연계한
전용페이지 구축으로 한국산 판매 확대 추진 중
◦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 코로나19 사태로 2분기 매출 1,377억달러
달성, 특히 온라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배 증가
◦ 아마존은 아마존 프레시라는 상호명으로 캘리포니아 우드랜드 힐스에
오프라인 매장 오픈
- 35,000 평방 피트 첫 오프라인 매장의 오픈으로 소비자들은 신선
농산물, 신선수산물, 신선한 육류를 저렴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음
(Amazon Fresh 매장 부사장, Jeff Helbling)
- 아마존이 뉴저지 Fair Way 등 법정관리에 들어간 유통 매장들을
인수하고 있어 앞으로 남부 캘리포니아, 뉴저지, 일리노이 및 펜실
베니아에 최소 15개 이상의 Amazon Fresh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음(푸드블로거 Matt Newberg)

- 아마존 프레시에서 알렉사로 사핑중인 소비자 및 스마트 카트 -

◦ 코로나19 확산 이후 캐나다 한인식품점(갤러리아, PAT한국식품 등) 온라인
쇼핑 활성화 노력 및 온라인 쇼핑 500% 증가(8.27, 캐나다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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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농무부 마케팅 지원청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에서는 2020년 8월 5일, 유기농 제품과
관련하여 강화된 개정안(제안서, proposed rule) 연방공보 게재
기타
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strengthening-organic-enforcem
ent-proposed-rule, August 5, 2020,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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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이어 세계한상대회도 취소
◦ 통계청, 싱가포르 소매 판매 전년동기 대비 4월 △40.3%, 6월 △
27.8% 하락 발표, 이에 따라 BHG 싱가포르, 로빈슨백화점, 막스앤 스펜서
등 소매업계에서는 온라인 매장을 새로 오픈하거나 강화하는 등
온라인 쇼핑에 주력
◦ 2분기 소매판매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 숙박업 44%, 연료
35%, 자동차 및 부품 22%, 하드웨어 및 정원용품 16% 감소, 필수
사업장인 슈퍼마켓과 잡화분야는 12% 증가
◦ 호주 주요 노조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난으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일시 중단 요구, 호주청과물생산자협회는 반발하고 있으며, 워킹홀리
데이프로그램 종료시 13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농산물
가격이 60%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
◦ 스페인과 프랑스 등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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