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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면역력 관련식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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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으며, 이러한 욕구는 그들의 음식 선
택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ADM 리서치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소비자들이 면역력에 도
움이 되는 음식에 관심을 두게 했으며, 이러한 패턴은 올해에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
다. 트렌드 예측기업 WGSN의 카라 닐슨 식품 & 음료 디렉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면역 유행에
편승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인 식품조사기관인 이노바(Innova)의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 10명 중 6명이 면역력 건강제품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많은 기업들이 내놓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은 이미 매출이 급상승했고, 여러 식품 회사
들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식품들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요거트회사 ‘초바니
(Chobani)’는 최근 유산균 함유량을 강조한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제품라인을 출시했고, 음료
회사 ‘엉클 메츠(Uncle Matt’s)’도 강황 함유 오렌지주스와 면역력강화주스 제품을 출시했다.

출처 :
Food Dive 「5 trends fueling food and
beverage innovation in 2021」
- https://www.fooddive.com/news/5trends-fueling-food-and-beverageinnovation-in- 2021/592588/

▲ 초바니의 Probiotics 라인
자료 : h
 ttps://www.godairyfree.org/productreviews/chobani-probiotic-drinks

▲ 엉클 메츠(Uncle Matt’s)의 2종
자료 : http://www.unclematts.com

또한 병아리콩과 파마(fava) 콩도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버터,

  2    생산 투명성 강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은 음식이 어디에

커피크리머, 스낵 등으로 출시되고 있다.

서,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
많은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이러한 니즈를 맞추기 위해 식품 생

  4    글로벌 에스닉 음식 인기

산 및 근무환경을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테크놀러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다른 나라의 ‘새로운

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노바 마켓인사이트(Innova Market

맛’을 찾는 소비자들의 관심은 2021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

Insights)에 따르면, 소비자의 60%는 식품의 출처에 대해 더 많

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예전과 달리 여행과 외식

이 알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로써 공급망 전반에 걸친 투명성이

에 대해 제약을 받는 탓에 다른 국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올해의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식품 품질의 실시간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롭고 신기한 음식들을 찾고 있다고 진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디지털 유통기한 라벨, 스마트패키징 그리

단했다. 그 예로 과일류, 베리, 버터플라이 피 꽃(Butterfly Pea

고 농장에서부터 소비자 식탁까지 추척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

Flower), 모링가 등이 그 예라고 밝혔다.

술 등이 그 예다.
육류가공업체들은 식품안전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자동화 및

  5    유전자변형작물 시장 진입

로봉공학을 통합하려는 계획을 촉진시키기 시작했다. 축산물 생

2021년에도 유전자변형식품 기술이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

산회사인 타이슨 푸드(Tyson Foods)는 제조자동화센터 내에 엔

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전자변형만큼 식품생산의 발전을 변화시

지니어들이 제품의 결함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로봇카메라와

킨 기술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과일과 채소의 맛,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감,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발전은 유전자가위(CRISPR)
및 유전자편집 기술(Gene Editing)로 확대되고 있다. 유전자가위
(CRISPR) 기술은 그린채소, 블랙베리씨, 체리의 쓴맛 성분을 제거

지난 몇 년간 식물기반(Plant-based) 식품은 중요한 트렌드로

하는데 사용된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의 제니퍼 쿠즈마 교수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식물기반 식

는 “2021년에는 유전자편집과 CRISPR(크리스퍼)기반 작물이 본

품의 판매량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패키지 팩

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Packaged Facts)에 따르면, 식물성 유제품과 계란 판매는 약
43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닐슨(Nileson)에 따르면, 2020
년 10월 3일까지 대체육류의 판매는 2019년 첫 9개월과 비교해
약 129% 증가했다.

Key
Point

코로나19로 인해 일상 식습관과 쇼핑 패턴 등이
많은 변화를 맞이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포함하여 면역력 유지 등 건강에 주요한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건강과 관련한 음식문화도 달라지

지난 몇 년간 식물기반 유제품 시장을 장악했던 두유와 아몬드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신제품

유는 귀리, 퀴노아, 햄프, 마카다미아 등으로까지 확대됐으며, 밀

을 출시를 앞두고 있거나 변화를 꾀하는 한국업체들은 이러한 변화와

가루와 쌀 등의 대체곡물로 컬리플라워가 떠오르고 있다.

▲ FAVA 콩 스낵

자료 : www.amazon.com

트렌드에 맞춰 제품 개발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 Plant-based 커피크리머

자료 : thrivemark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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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물기반(Plant-based) 식품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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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 동안 세계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일 것이다. 러시아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일부 사업의 경우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급여
가 삭감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식탁에 올리는 음식에는 기꺼이 투자하려
고 한다. 특히 2020년은 러시아인들에게 팬데믹 사태를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한 해였으
며, 이로 인해 모든 연령층에서 건강에 좋은 식품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2021년에도
이런 트렌드는 유지될 것이며, 식품산업도 이와 발맞춰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보다도 귀한 건강
소프트웨어개발 회사이자 데이터 분석업체인 ‘Trendalytics’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20년 면역력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검색이 전년 대비 200%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을 먼저 파악한 눈치 빠른 일부 회사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꿀, 강황, 생강을 함유한 제품 생산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대형유통매장에 새로
만들어진 건강상품 매대, 주요 소매업체(Perekrestok(페레크레스톡, 러시아 슈퍼마켓), Globus(Глобу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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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이처럼 건강에 좋은 음식의 트렌

의 건강제품 공급 증가, Vkusvill(브쿠스빌, 러시아 웰빙식품 유통체인)과 같은 건강식품 전문 매장의 등장이
2020년 이전에 발생한 것을 본다면 유통업체, 소매업체는 코로나19가 퍼지기 전부터 건강에 대한 트렌드
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드는 2021년에도 계속 유지될 것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달은 러시아인들의 장보기 습관도 변화하

으로 예상되며, 러시아의 건강식품

고 있다. 이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제품 포장에 붙어 있는 라벨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관련 통관절차 및 요구서류 간소화
등의 문제만 완화된다면 한국의 건

다. 라벨링에 '신선', '천연', '유기농'이라고 적힌 제품을 고수하기도 하고, 예전과 달리 성분표도 세심

강제품류의 수출에 활로가 열릴 것

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파악한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라벨의

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21년 성

디자인 변경을 시행하고 있다. 유통체인 매장인 Vkusvill(ВкусВилл)에서는 소금, 설탕, 지방의 함유량

공적인 프로모션을 위해서는 제품
의 소비층, 홍보 시기 등을 명확히

을 알아보기 쉽게 색상으로 표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여 홍보하는 것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출처 : 
➊ http://www.foodmarket.spb.ru/
archive.php?year=2020&number=1
85&article=2763
➋ https://iz.ru/1098102/evgeniiapriemskaia/tainyi-znak-rossiianeinteresuiutsia-chistymi-produktamino-ne-razbiraiutsia-v-nikh
➌ https://new-retail.ru/business/
zdorovoe_potreblenie_kakie_zozh_
privychki_stanut_normoy_v_2021_
godu3847/
➍ http://www.foodmarket.spb.ru/
archive.php?year=2020&number=1
85&article=2760
➎ https://www.facebook.com/vkusvill.
ru/photos/pcb.3553929968011995/
3553929911345334
➏ https://www.retail.ru/interviews/
globus-otkryvaet-eko-bio-vegan/

▲ Globus(Глобус) 체인점, 유기농제품 선반

Perekrestok (페레크레스톡)
기업명

노문 Перекрёсток

Vkusvill (브쿠스빌)
기업명

로고

노문 Вкусвилл
로고

유형

슈퍼마켓

유형

편의점		

매장수

852개

매장수

1,234개

순위(점유율)    26위(0.3%)

순위(점유율) 3위(5%)

순위(점유율) 4위(4%)

매출액(2019년 기준)

평균면적

평균면적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950억 원)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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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리는 운동선수들과 아픈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통합정보분석기업인 닐슨(Nielsen)의

는 인식이 러시아인들에게 자리잡고 있다. 러시아의 일반 소비자

정보에 따르면, 유제품 시장의 64%를 차지하는 식물성 유제품의 매

들도 단백질이 함유된 다양한 제품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게

출은 근 몇 년간 253%의 매출액 증가와 561%의 판매량 증가로 기

되었고 쿠키, 음료제품도 의식적으로 단백질과 콜라겐이 첨가된

록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연평균 1.2천만 리터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식물성 유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성 유제품 시장에
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귀리우유이며, 2019~2020년 사이 매

채식 위주의 대체식품 소비증가

출액은 2,104%, 판매량은 2,531% 증가로 꾸준한 인기몰이 중이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일상적으로 먹는 주식을 대체하는 건강
식 위주의 조리법이 20% 가량 증가했다. 대부분의 건강식 레시피

과거 식물성 제품의 주 소비층은 채식주의자들이었으나, 2020년의
건강식 소비 트렌드의 붐은 202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Vkusvill(ВкусВилл) 판매 제품, 함유량 색상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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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재료는 채소, 요구르트, 식물성 치즈 등 유제품이 함유된 제품

단백질 함유제품 인기

발효식품 김치에 매료된
인도네시아 소비자들

지구촌
리포트
인도
네시아

Indonesia
자카르타지사

08
1

2

▲ 인도네시아 대표매체 Kompas에서 보도한 인기 한국식품 1위, 김치

자료 : Kompas(2020. 1.)

3

인도네시아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은 건강음식, 김치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K-드라마 및 틱톡(TikTok :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SNS) 등의 영
향으로 한국인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건강식품 중 하나로 인지되어 수요
4

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관심은 ‘건강한 음식’에 집중되었으며, 대표 SNS인 페이
스북은 김치를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건강식품으로 뽑았다. 인도네시아 대표 언론매체인 <콤파스
(Kompas)>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인기있는 한국식품 15개 중에서 김치를 1위 식품으로 선정하였다.
* 인도네시아 내 베스트 한국식품 5개 : 1 김치 2 떡볶이 3 마늘빵 4 달고나커피 5 김밥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13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이후 백신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종 후 건강식품 섭취를 늘려야 하며 신선

5

야채, 과일 등 외 발효식품인 김치 섭취를 권고한다”고 현재 매체 <누사데일리(Nusadaily)>에서 보도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삼발 식문화, 한국의 김치와 비슷해

현지 제조 김치보다 오리지널 김치 선호!

한국인들의 김치 문화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매 끼니 때마다 삼

’20년 김치 총 수출액은 352천 달러로 전년대비 43.2% 증가

발을 밥에 곁들여 먹는 식문화와 비슷하다. 삼발은 인도네시아

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매출이

대표 양념장으로 김치처럼 각 지역마다 조리방법도 다르고 각 지

20% 증가하였고, 이용자 수는 66% 늘어난 가운데, 한국의 김

역별로 특산물에 따라 첨가하는 재료도 다르다. 맛도 한국 김치

치브랜드인 ‘종** 김치’는 현지 1~2위 온라인 매장인 Shopee 및

와 비슷하게 맵고 조금 단 맛으로 밥에 곁들여 먹으면 입맛을 돋

Tokopedia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김치를 삼발처럼 조금씩

궈 매 끼니 때마다 식탁에 오르는 음식으로 인도네시아인들은

밥에 곁들여 먹는 현지 문화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이들은 한국

김치를 ‘삼발 김치(Sambal Kimchi)’라고 표현할 정도다.

처럼 대용량보다는 250g의 소규모 포장김치를 선호하며 팩디자
인보다는 개봉 · 보관이 용이한 플라스틱통 또는 유리병 포장패

김치 맛 스낵, 가루 시즈닝 등 김치 가공식품의 확대
김치의 맛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거부감이 적은 편이다. 그
렇기 때문에 김치맛라면부터 스낵 및 다양한 음식에 언제든 뿌

키지를 선호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조한 김치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으나 오리지널 김치 맛을 선호하여 한국산 수출제품을 찾는 소
비자도 많아지고 있다.

려 먹을 수 있는 김치맛 가루양념 등 김치의 다양한 가공식품이

인도네시아의 유튜브 이용자 수는 전체 93백만 명으로, 1백만

확산되고 있다. 현지 식품업체들은 김치의 인기를 인지하고 김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인도네시아인 유튜버 사

치 맛을 추가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유명 스낵업체인 URC의

이에서도 김치만들기 컨텐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지 유명 쉐

롱런 제품인 Piattos 브랜드 스낵에 김치맛 신제품을 출시하여

프인 Rudy Choirudin의 일반 한국김치 레시피 컨텐츠 외 무슬림

2020년 하반기부터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대상 ‘할랄김치’,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든 김치’, ‘만들기 쉬운 김
치’, ‘인도네시아인 입맛에 맞는 김치’, ‘팔기 쉬운 김치’, ‘김치를 활

시되고 있으며, 이는 김치 판매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김치맛 감자칩, 과자, 가루양념 등 현지 판매 중인 다양한 김치 제품

가공식품 외 현지 유명 고급식당에서도 김치 맛을 추가한 메뉴
를 선보이고 있다. 젊은층이 즐겨찾는 Le Burger 식당에서는 다
진 김치를 추가한 핫도그, 중 · 상류층 고객이 즐겨찾는 Mr.Fox
식당은 김치볶음밥 위에 김치, 나물 등을 추가한 김치비빔밥 등
을 선보이며 현지 고객들의 변화하는 입맛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 유명 쉐프의 김치만들기, 할랄김치, 만들기 쉬운 김치 등의 현지인 컨텐츠

김치 활용 음식을 메뉴에 추가하고 있다.

Key
Point

전 세계적으로 김치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5.2% 성장률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 김치
외 김치를 활용한 식품의 종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 김치가 안정적

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김치와 라면’ 등 짝궁 품목 마케팅 등을 통해 소
비촉진 및 홍보를 위한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Le Burger 식당의 김치 핫도그 및 Mr.Fox 고급식당의 김치비빔밥 메뉴

출처 :➊ Detik.com (2021.1.19.) - https://food.detik.com/info-kuliner/d-5338851/makanan-favorit-5-aktor-korea-dari-lee-min-ho-hingga-song-joong-ki/2 ➋ Kompas
(2020.10.29.) - https://www.kompas.com/food/read/2020/10/29/080800175/15-makanan-korea-yang-tren-di-indonesia-ada-dalgona-coffee-dan-bbq?page=all
➌ Gayahidup.dreamers.id (2020.2.5.) - http://gayahidup.dreamers.id/article/85962/kimchi-diprediksi-jadi-tren-makanan-sehat-di-tahun-2020 ➍ Nusadaily.com (2021.1.5.)
- https://nusadaily.com/food/makanan-yang-cocok-disantap-usai-suntik-vaksin-covid-19.html ➎ Travelmaker.id (2020.8.26.) - https://travelmaker.id/2020/08/26/piattos
-hadirkan-edisi-terbatas-world-series/ ➏ Detik.com (2020.6.18.) - https://food.detik.com/info-kuliner/d-5057570/baru-bumbu-tabur-kimchi-yang-enak-dan-prak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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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음식(김치전, 김치찌개)’ 등의 다양한 컨텐츠가 유튜브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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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식품 인기,
식물성 유제품으로 이어져

지구촌
리포트
UAE

UAE
두바이지사

비만인구 늘자 비건식품 지속성장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비건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리톤(Triton)은 2019
년부터 2027년까지 아랍에미리트의 비건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9.84%를 기록하며 급속히 성장할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에 대한 염려, 윤리적인 이유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 등이
식물성 식품들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수요는 비만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전문가들은
비건 식단을 제대로만 따른다면 동물성지방 없이도 충분한 활력을 느낄 수 있으며, 신진대사가 증진
되고 체중감량도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두바이 당뇨전문센터의 임상 영양사인 수잔 나젬(Suzan
Najem)은 “비건식이 만성 질병을 완화시켜주고 혈압을 낮출 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이나 심장병의
위험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건식을 통해 섬유질 섭취가 늘어날 경우 혈
당 조절능력이 올라가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증가하는 비건식품에 대한 선호가 늘어남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중동 국가들에서는 비건 전문업체, 비건 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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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랑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기존 레스토랑들도 비건을 위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 현지에 출시된 비건 버거 ]

UAE,
Bareburger의
비건용 햄버거
(Beyond Burger)

Applebee’s의
출처 : 
➊w
 ww.livekindly.co/veganbeyond-burger-bare-burger
➋w
 ww.livekindly. co/

veganbleeding-b12-burgerlaunches-uae

비건용 햄버거B12

[ 현지 식물성 식품 ]

젤라틴이 포함되지 않은 후르트텔라젤리

Jelly Belly의 비건용 아이스크림

(Fruit tella Koalas Jellies)

자료 : www.carrefouruae.com / https://www.timeoutdubai.com/restaurants/399478-vegan-ice-cream-flavour-launched-by-jelly-belly-in-dubai

두바이에 위치한 아크 카페(Ark Cafe)의 경우, 200여 개 이

전략은 “코로나19 여파와 맞물리면서 앞으로 비건식품 시장을

상의 식물성기반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애플비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Applebee’s), 맥도널드 등 글로벌 햄버거체인도 비건버거를 출

설명했다.

제 비건용 식품이 단순히 일시적인 대체식품이나 비건들만을 위
한 식품이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일반적인 식품으로 자리 잡아가
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물성 유제품 출시 봇물
비건식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은 식물성 우유에 대한 선호로 이
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및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에서 식
물기반의 우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지 슈퍼마켓 스피니스

현지 기업들 다양한 식물성 식품 선보여
UAE 현지에서는 비건식이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식물성 식

에서는 식물성 아몬드우유를 판매하고 있으며, 룰루하이퍼마켓
(Luluhypermarket)에서는 식물성 콩우유 등을 판매하고 있다.

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진출기업들은 젤라틴

두바이 현지 유제품 업체인 코이타(Koita)는 증가하는 식물성 우

(Gelatin)이 포함되지 않은 젤리, 유지방과 계란이 포함되지 않은

유에 대한 수요에 따라 식물성 아몬드우유, 귀리우유, 코코넛우유,

아이스크림 등의 식물성 식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현지 유

콩두유, 커피콩우유, 쌀우유 등을 출시하였다.

통업체들도 비건시장의 확대에 따라 식물성 식품 비중을 늘리
고 있다. 현지 슈퍼마켓 체인인 스피니스(Spinneys Dubai)는 냉
동 비건식품 비중을 높이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2019년 냉동
비건시장의 성장률은 600%로 2018년의 성장률 대비 6배 이
상 성장하였다. 현지 냉동식품 브랜드인 헬시팜(Healthy Farm)
또한 최근 비건용 냉동버거, 비트볼, 케밥 등을 출시했다.
현지 유통체인은 온라인식품 소매업체들과 함께 소비자들
이 비건식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헬시팜은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킵슨스(Kibsons), 오가닉 &
리얼(Organic & Real) 등 온라인 소매업체와 협력하여 온라인시
장에서 자사의 존재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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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다. 현지 식품업체인 헬시팜(Healthy Farm)의 관계자는 “이

11

[ 현지 출시된 식물성 우유 ]

지구촌
리포트
UAE

스피니스
(Spinneys)

룰루하이퍼마켓
(luluhypermarket)

아몬드우유

콩우유

코이타(Koita)

코이타(Koita)

코이타(Koita)

식물성
아몬드우유

식물성
귀리우유

식물성
커피콩우유

자료 : ➊
 www.timeoutabudhabi.com/kids/448806-dubais-koita-has-launched-some-brand-new-milks-for-kids ➋ www.spinneys.com/catalogue/pure-harvestorganic-almond-milk-1ltr_7019/ ➌ www.luluhypermarket.com/en-ae/v---soy-original-soya-bean-milk-1litre/p/438944 ➍ www.koita.com/shop/non-dairyvegan-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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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덜란드의 식물성 식품 전문업체인 업필드(Upfield)는

현지 비건에 대한 트렌드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물성 연유로 만

식물성 버터, 식물성 크림 등 식물성 우유를 기반으로 한 신제품

든 쿠키, 푸딩, 마카롱 등의 레시피를 자신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

을 출시하여 중동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업필드는 UAE의 유제품

지에 게재, 공유하고 있다. 비건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시장규모는 26억 디르함(한화 약 7,69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기업들은 식물성 연유를 선보이고 있

최근 비건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따라 식물성 우유를 찾는 소비

다. 디저트 산업에서는 대부분의 디저트에 연유가 사용되기 때문

자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에 해당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다.

Key
Point

코로나19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현지 비건시

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전문가들은 아

랍에미리트의 1인 당 고기 소비량이 연간 79kg에
달하는 만큼 과도한 육류 섭취의 위험성과 부상하

고 있는 비건 트렌드를 고려하여 비건용 육류 및 이를 활용한 식품 수요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지 유제품의 대체품으로 식물성
우유 및 연유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는 특히, 우유와 연유를

많이 활용하는 디저트업계와 관련 식품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비건식품을 선호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은 건강을 고려하여
비건식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보다 제품의 원
료와 성분에 대해 민감한 편이다. 그렇기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필수가 아닌 경우에도 원료와 성분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할

랄인증 등을 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비건식품의 경우, 할랄인증
을 받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브루클린 크리머리(Brookly Creamery) 등
일부 비건식품 회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랄인증을 받는 수고를 마

다 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일종의 전략인 셈이

다. 할랄인증을 받을 경우 아랍에미리트에서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무슬림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비건식품 회
사들이 할랄인증에 나서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출처 : ➊ Livekindly, 「The New Hotspot for Vegan Food: The Middle East, 2020-07-27 ➋ WKND, 「Going vegan? All you need to know about becoming one in UAE」, 2020-1031 ➌ Caterer, 「McDonald’s the latest fast food brand to launch plant-based burgers」, 2020-11-10 ➍ Food navigator-Asia.com, 「McDonald’s the latest fast food brand to
launch plant-based burgers」, 2020-02-27 ➎ Salaam Gateway, 「UAE plant-based foods strike new ground with local production and voluntary halal certification」, 202008-24 ➏ Gulf News, 「"We expect to see plenty of innovation in the dairy alternative category”」, 2020-06-01 ➐ Time Out, 「Dubai's Koita has launched some brand-new
milks for kids」, 2020-09-27 ➑ VegNews, 「Dubai Dairy Brand Launches Vegan Milk Line」, 2020-05-26

건강바람 타고 식물성 대체식품 확대

지구촌
리포트
일본

전 세계적으로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식물성 대체식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서도 식품업체와 외식체인 등이 잇따라 관련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

Japan
오사카지사

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슈퍼마켓 등의 식물성 대체식품 판매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관련시장이 지
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식물성 대체식품 :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식품으로 기존 동물성 식품의 대체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음

미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주목
식물성 대체식품은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 향상과 채식 선호도 증가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구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지속가능성이
높은 식물성 대체식품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 세계적인 흐름보다는 식물성 대체식품이 가진 건강한 이미지가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내장비만 개선과 여성의 미용효과, 노인의 체력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 지방
이 많은 육류를 대신해 건강한 식물 단백질로 바꾸고자 하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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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마케팅 전문업체의 ‘2020년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의 최신 동향과 장래 전망에 대한 조사’ 결
과에 따르면, 2019년도 일본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가정용 시장)은 전년 대비 17.1% 증가한 178억 엔
(약 1,882억 원)이었다. 2020년은 전년 대비 38.2% 증가한 246억 엔(약 2,600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5
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대체육이 약 6.6배, 대체치즈는 약 5.3배, 대체요구르트
가 약 3.7배, 대체빙과류가 약 2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육의 성장이 두드러진 요인으로는 일본의 대형 식품업체의 관련시장 신규 진입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가정에서 새로운 요리나 반찬 등을 만들기 위해 대체육 제품 사용이 늘
어났다. 또한 식료품 사재기로 슈퍼마켓 등에서 정육(精肉) 제품이 품절될 경우 정육 대신 대체육을 구매하
는 등 새로운 소비 기회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규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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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일본식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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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지난 10년간 5배 이상 성장

지구촌
리포트

[ 일본 입상대두단백질 생산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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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상대두단백질은 대체육의 재료로 사용되는 대두 가공품으로, 해당 단백질의
생산량은 대체육 시장 성장률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됨

자료 : 일본식량신문

또한, 일본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성장률은 영국, 독일에 이
어 전 세계 3위를 기록, 식품업계에서는 최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식물성 대체식품 구매로도 이
어지고 있기 때문에 5년 후 관련 시장규모가 1,000억 엔(약 1조

일본식물단백질협회(日本植物蛋白食品協会)에 따르면, 대체

육에 사용되는 입상대두단백(粒状大豆蛋白)의 일본 내 생산량

이 2010년 23,560톤에서 2019년 33,297톤으로 10년간 약 41%
증가, 2028년에는 약 43,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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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성 대체육 제품 ② ]

식물성 식품 주요 품목 시장동향

(식물성 대체육 패티 제품)

대체육
대체육은 대체식품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일 것으
로 예상된다. 일본 내 대형 식품관련업체의 시장 참여 및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제품을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라 보인다. 패스트푸드 체인
들은 앞다투어 대체육 패티를 사용한 햄버거 제품을 출시하였으
며, 한 야키니쿠(일본식 고기구이) 체인은 대체육을 메뉴로 제공,

버커킹의 플랜트 베이스 와퍼

롯데리아의 소이 야채 치즈버거

코로나19로 인한 활동량 감소로 식사의 열량 등을 신경쓰는 소비

(590엔)

(421엔)

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자료 : 식품산업신문

[ 식물성 대체육 제품 ① ]

[ 식물성 대체육 제품 ③ ]

(구이용 대체육)

야키니라이크의
대체육 메뉴

左 : 대체육,
마루코메의 콩고기
(90g/320엔)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右 : 일반육

오츠카식품 제로미트
햄버그 스테이크
(140g/300엔)
자료 : NIKKEY STYLE

[ 일본 두유 시장규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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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아사히신문

자료 : 아사히신문

식물성 음료

불내증(우유에 함유된 유당(lactose)을 소화하지 못하는 증상)이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기존 제품들을 식물성 원료로 전환하

있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우유를 대체할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유산균 음료인 칼피스

특히 제3의 밀크 중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아

(CALPIS)는 우유 성분 대신 발효 두유를 원료로 사용한 그린 칼

몬드밀크는 2019년 기준 시장규모가 60억 엔(약 631억 원)으로

피스(GREEN CALPIS)를 출시하였으며, 요구르트 시장에서도 콩,

전년 대비 24%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두유 등을 사용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어 여성층을 중심으로 큰

보인다.

인기를 얻고 있다.
[ 기타 일본 식물성 대체식품 ]

대표적인 식물성 음료인 두유 생산량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

생산량은 318,468㎘로 2019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으며, 시장
규모도 72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유 외에도 제3의 밀
크로 불리는 아몬드밀크, 라이스밀크, 마카다미아밀크 등이 시장

사가미야의 BEYOND TOFU
(두부 치즈)

모치크림재팬의 떡크림아이스
(두유 아이스크림)

에 출시되어 건강 ·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은 소비자는 물론 유당

(50g/430엔)

(95엔)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 식물성 음료 ]

Key
Point

대체식품을 포함한 일본의 식물성 식품시장이 매
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형 식품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외식체인, 편의점 등에서도 해당 식품 취급
을 늘리고 있어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식물성 대체식품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강지향 풍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일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식품의 건강한 이미

아사히음료의 그린칼피스

글리코의 아몬드효과(아몬드밀크)

지를 활용한 대체식품을 개발하여 현지 시장에 접근한다면 코로나19로

(300㎖/149엔)

(200㎖/135엔)

인한 어려운 이 시기를 한국식품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 확대의 새로운
발판으로 만들 전화위복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출처 :➊ 일본식량신문(日本食糧新聞) 「新春特集第1部 : プラントベースフード・代替食 2021年も上昇トレンド」 (2021.1.1.) - https://news.nissyoku.co.jp/news/shinoda
20201222102323333) ➋ 식품신문(食品新聞) 「2021 重大新潮流 - 注目されるプラントベースフード」 (2021.1.1.) ➌ 일본능률협회(日本能率協会) 「令和元年度新たな種類
の JAS 規格調査委託事業調査報告書」 - https://www.maff.go.jp/j/jas/attach/pdf/yosan-27.pdf ➍ 일본두유협회(日本豆乳協会) 「豆乳に関する調査」 - https://www.tounyu.jp//
database/chousa.html ➎ PR TIMES 「乳原料不使用＆コレステロール 95％オフ」 (2020.08.25.) -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47.000048770.html ➏ 아사히
신문(朝日新聞) 「第３のミルクが急成長 大容量パックで料理にも」 (2020.12.1.) - https://www.asahi.com/articles/ASND14CPHNCHPLFA001.html ➐ 마루코메(マルコメ) 홈페
이지 - https://www.marukome.co.jp/product/detail/daizu_028/ ➑ 오츠카식품(大塚食品) 홈페이지 - https://www.otsukafoods.co.jp/product/zeromeat/ ➒ 식품산업신문(食品産
業新聞) 「大豆パティのハンバーガー続々」 (2020.12.11.) - https://www.ssnp.co.jp/news/foodservice/2020/12/2020-1209-1519-14.html ➓ NIKKEI STYLE 「代替肉でもいける?
焼き肉やグルメバーガー試した」 (2020.12.26.) - https://style.nikkei.com/article/DGXMZO67465450Y0A211C2000000/  아사히음료(アサヒ飲料) 홈페이지 - https://www.
asahiinryo.co.jp/products/milkybeverage/green_calpis/  글리코(グリコ) 홈페이지 - http://cp.glico.jp/almond-k/  사가미야식료(相模屋食料) 홈페이지 - https://sagamiya-kk.
co.jp/products/beyond.html  모치크림재팬(モチクリームジャパン) 홈페이지 - https://mochicream.com/shopdetail/000000000164/ct12/page1/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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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두유협회(日本豆乳協会)에 따르면, 2020년 1~9월 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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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에 오픈한
한국식 즉석라면 전문점 인기

지구촌
리포트
베트남

Vietnam
하노이지사

베트남 MZ세대를 이끄는 한류
베트남 현지 주요 온라인 매체인 ‘Kenh14’에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에서
방송되는 여러 해외 프로그램 중 한국의 드라마 및 영화 시청률이 타 해외 프로그램 대비 크게 높은 편
으로 조사되었다. 그러한 이유로는 MZ세대라 불리는 베트남 젊은 소비층들이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
체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한국방송을 자주 시청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
났다. 특히 이들이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들이 출연한 방송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여러 한국산 화장품,
식품류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노이에 설치된 한국식 즉석라면기계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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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경 베트남 수도 하노이 내 주요 음식점, 호텔 등이 밀집되어 있는 호떠이군(Quan Tay Ho)에
한국식 즉석라면 전문점이 등장하여 현지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베트남 호떠이군에 한국식 즉석라면
전문점을 오픈한 현지 대표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창업 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음식에 대한 수

최근 겨울로 접어들면서 베트남 내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 현지 소비층

요조사 등을 진행해 본 결과, 다양한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 및 연예인들이 한강 등

내 따뜻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

지에서 즉석기계를 이용하여 라면 등을 간편하게 섭취하는 모습을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이 인상 깊게 이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를 시청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이것이 곧 창업 배경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라면의 경우 쌀국수 등 현지 음식
에 비해 다소 비싸고 맛은 매운 편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20년 10월 베트남 주요 군역인 호떠이군에 한국식 즉석라면 전문점을 오

에 속하지만 베트남 주요 소비자

픈하였고, 판매 중인 라면의 가격대가 현지에서 생산되는 라면 가격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중 베

층인 MZ세대(Millennium＋Z)들의

트남 현지인들의 평균 방문객 수가 약 1,300여 명 수준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이 한국식 즉석라면 전

K-Pop, 한국드라마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그 관심도 및 구매량이 크게

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면가격은 49,000~69,000VND(한화 약 2,500~3,000원) 수준이며, 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베트

베트남 길거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쌀국수 가격의 2배 수준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한국식

남 현지 주요 라면 생산기업인 에이

즉석라면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면의 가격이 다소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많은 베트남 현

스쿡(Acecook)이 최근 즉석라면 뷔
페 체인점을 오픈하였다. 한국식 즉

지인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인기 이유로는, 첫째 한국 라면에 대한 호기심, 둘째 즉석기계를 통해

석라면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면을 간편하고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편리함, 셋째 추워지고 있는 날씨로 인한 따뜻한 음식 섭취 등

한국 라면에 비해 3배 이상 저렴한
가격인 10,000~12,000VND(한화
약 500~600원)에 판매하고 있으

이며, 특히,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 등이 사용했던 기계를 현지에서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만족감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며 현지 소비자 공략을 위해 타 현
지 라면 생산기업들도 동 사업에 뛰
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가격 경쟁력
에 대한 고민과 함께 차별화된 홍보
와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한국식 즉석라면기계 관련
현지 뉴스 기사 - https://kenh14.vn/hanoi-lanh-10-do-c-cung-di-trai-nghiem
-may-nau-mi-chuan-phim-han-ngaygiua-long-thu-do-voi-gia-chi-tu-4900
0-dong-20210101103919063.chn

자료 : 즉석라면 전문점 내 나열되어있는 라면 / 즉석라면기계 사진 (* aFamilyvn.net 뉴스기사 인용)

베트남 남부 대표 커피숍,
1년간 고공성장!

지구촌
리포트
베트남

Vietnam
호치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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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ienlongbank.com

‘옹버우                     카페,
베트남을 넘어 세계로!
(Ông bầu)

옹버우 카페는 지난 ’20년 초 베트남 남부에 첫 런칭된 커피체인으로 현재 베트남 전국에 약 15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체인점은 세 명의 베트남의 유명기업 회장(황안자라이 그룹 Đoan

Nguyen Đuc, 동땀주식회사 Vo Quoc Thang, 누티푸드 그룹의 Tran Thanh Hai)이 공동투자한 것으
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브랜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20년 3월 껀터시(Can Tho),
롱안시(Long An), 띠엔장시(Tien Giang) 등에 16개 매장을 오픈하는 등 런칭 후 5개월 동안 150개의
매장을 오픈했다. 또한 베트남 남부를 넘어 베트남 전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2022년까지 동남
아시아 최대 규모의 커피 체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눈에 띄는 마케팅 방식은?
가격은 낮게, 품질은 높게!
가격민감도가 높은 현지 소비자를 겨냥하여 일반 커피숍에 비해 평균 30~50% 저렴한 커피를 판매
하는 것 또한 옹버우의 주요 판매전략 중 하나이다. 옹버우 커피는 잔당 16천동(아메리카노 기준)으로,
베트남의 유명 커피체인 하이랜드 커피는 29천동, 스타벅스는 55천동의 가격으로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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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버우 카페

지구촌
리포트
베트남

▲ 미니 가판대 판매점

18

▲ 직접 내린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Vo Quoc Thang

▲ 옹버우 카페의 내부

자료 : thitruongsi.com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지만 옹버우 카페에서 사용되는 모든

또한 옹버우의 오토바이 운전자·테이크아웃 손님 등을 겨냥한

원재료는 옹버우의 공동대표 중 한명인 Tran Thanh Hai가 회장

미니 가판대 판매점은 매장 설립비용 등 투자비용을 줄이고 접근

으로 부임해 있는 누티푸드그룹에서 구매한다. 이는 베트남의 대

성을 높이는 마케팅 방식으로 여러 유명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표 식품기업 중 하나로 자체 보유한 유기농 커피농장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옹버우의 이색 이벤트와 마케팅 방식

더불어 판매되고 있는 커피 1건당 1천동을 저소득 청소년, 수재
민 등에 후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
업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옹버우 카페는 이색적인 오픈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
을 받은 바 있다. 공동대표 3인이 카페에 방문해 소비자들과 직
접 소통하였으며, 공동대표 중 Vo Quoc Thang 대표는 직접 내린
커피를 판매하는 등의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홍보
하였다.
또한 해당 공동대표는 모두 베트남 유명 축구구단의 구단주로,

Key
Point

코로나19로 일부 주춤했던 현지의 외식업계 분위
기와는 달리, 옹버우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1만동
대에 판매하는 저렴한 가격정책으로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며 남부 전체에 사업 영역을 확

장하고 매출 상승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축구선수 연계 마케팅 및 미니 가판대 판매점 설치, 후원 캠페
인 실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하였는데 국내 기업

각 축구구단의 유명 축구선수를 매장에 초청하여 축구에 관심이

또한 베트남 진출 시 베트남인의 수요를 충족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은 현지인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펼쳤다.

극대화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➊ https://nqtm.vn/nhuong-quyen-cafe-ong-bau-va-chien-luoc-phat-trien-trong-nam-2020/ ➋ https://www.google.com.vn/amp/s/m.thanhnien.vn/tai-chinh-kinh-doanh/
giai-ma-ca-phe-ong-bau-1290497.amp ➌ https://m.cafebiz.vn/

중국 싱글족 2.4억 명 돌파!
식품 소포장 트렌드로 이어져

지구촌
리포트
중국

China
베이징지사

소포장 트렌드의 탄생 배경
중국 인민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성인 싱글 인구는 2.4억 명을 돌파하였고, 그 중
7,700만 명이 자취를 하는 싱글로 조사되었다. 또한 2021년에는 자취하는 싱글 성인이 9,200명을 돌
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싱글족이 점차 늘어나면서 ‘싱글 경제’가 부상하고 있고, 이러한 사
회적 변화는 식품의 소포장 트렌드로 연결되고 있다.

중국 컨설팅기업 카이두(凯度)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중국의 최대 쇼핑축제인 ‘쐉스이(双十一, 11.1~11)’ 기간에 소포장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CBNData와 티몰식품(天猫食品)이 공동으로 발표한 <티몰 식품
업계 추이 분석 보고(天猫食品行业趋势分析报告)>에 따르면 소포장에 대한 선호도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소비자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립적인 소포장 식품은 소비자가
섭취량을 본인 의향대로 정할 수 있으며, 휴대하기 간편하여 성별 구분없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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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소포장 사례
１    쌀

중국 알리바바 산하의 O2O 플랫폼인 허마셴성(盒马鲜生)에서는 페트병 포장 쌀을 출시하였는데

제품 당 300g의 본 제품은 1병의 쌀과 2병의 물을 넣으면 2~3인분 밥을 조리할 수 있다.

이러한 소포장의 쌀은 간편하면서도 신선하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젊은 층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허마셴셩 CEO 허우이(侯毅)는 중국 CCTV의 <대화(对话)>라는 프로그램에서 “허마의 쌀
500g의 소포장은 9.9위안(약 1,700원/500g), 5kg의 대포장은 7.8위안/500g(약 1,320원/500g)에
판매되고 있지만 소포장 판매량이 대포장의 3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소포장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제품의 신선도와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출처 :
식연회 https://news.21food.cn/12/
2899058.html

허마셴셩 병입 쌀

지구촌
리포트
중국

PeboRa 병입 쌀 제품
출처 : PeboRa 공식 홈페이지

‘페보라(PeboRa)’는 일본의 쌀 소포장 브랜드이다. 이 브랜드의
제품 출시 전략은 현대 젊은 층 소비자들도 쉽게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했다. 페트병 포장으로 휴대하기 간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트렌디한 포장으로 소비자
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깔끔한 디자인과 함께 와인같은 고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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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진열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열게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소포장의 쌀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관해미’는
천연 가바쌀로 중국 프리미엄 식품몰 춘보(春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중국 소비자 취향에 맞게 800g의 소포장으로 포장하여
▲ 관해미 춘보 판매 사이트

출시한 것이 특징이다.

자료 : 춘보

  2    건강식품

신루이(新锐)의 식사 대용식품 브랜드 ‘ffit8’은 12월 4일에 미

사용량으로 제조하여 휴대성이 뛰어나고 특히 헬스를 좋아하는

니 유산균 단백질 제품을 출시했다. 전통적으로 캔에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섭취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또한 캡슐 형태에 빨간색

단백질 제품과 달리 개당 12g의 초소형 캡슐 포장, 1회 1캡슐의

을 입혀 중국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ffit8 유산균 단백질 제품
자료 : ffit8 홈페이지

▲ 위안치선린 mini형 및 일반형 유차
▶ 위안치선린 mini형 스파클링워터
자료 : 위안치선린 플래그 숍

  3    음료
중국의 음료 역시 소포장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다. 콜라, 사이다
뿐만 아니라 스파클링워터, 차류, 우유, 주류 등 다양한 제품들도

크티는 1년 후 300ml 용량의 미니 밀크티로 출시되었다.

농부산취안(农夫山泉)에서는 2011년 중국 최초 무설탕 차음

료 ‘동방수예(东方树叶)’ 또한 335ml 미니 포장을 출시하였고 잇

데 2년 후가 된 2020년 5월에는 200ml의 스파클링워터 5가지

룽C100(水溶C100)’, ‘비타민수(维他命水)’, ‘농부궈위안(农夫果

히트제품 스파클링워터를 병당 480ml의 용량으로 출시하였는

따라 250ml의 소포장 음료 차음료 ‘차π(茶π)’, 비타민음료 ‘수이

맛을 출시하였다. 2019년 11월에 450ml의 용량으로 출시한 밀

园)’도 미니 포장형태로 출시하였다.

▲ 눙부산취안 동방수예 335ml 음료

▲ 농부산취안 일부 소포장 제품

자료 : 눙부산취안 홈페이지

Key
Point

중국의 식품 소포장 트렌드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에 이미 진출한 비비고의 물만
두 역시 미니 물만두를 출시하여 중국에서 큰 인
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 포인트에 착안하여

우리 수출기업 또한 중국 수출제품 생산 시 일반 규격의 제품과 미니제
▶ 비비고 한입 물만두
제품
자료 : 징둥

품을 출시하여 동시에 진출한다면 더 좋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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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을 출시하고 있다. 위안치선린(元气森林)은 2018년 3월

중국은 지금, 반려동물 On-Air

지구촌
리포트
중국

China
상하이지사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중 하나인 콰이서우(快手)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콰이서
우에서 평균 5.4초 간격으로 한차례의 반려동물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었고 누적 시청자는 1억 명이 넘
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국 최대 온라인몰 타오바오(淘宝)의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타오바오에서의 반려동물 라이브

방송은 작년 동기 대비 375% 증가하였고, 매일 100만 명 가량의 시청자가 타오바오에서 반려동물 라
이브 방송을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다. 귀여운 반려동물은 콰이서우, 타오바오, 틱톡(抖音) 등 여러 모

바일 플랫폼에서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았고 온라인 상에서 반려동물 상품 구매를 포함하여 전체적으
로 “반려동물 경제”의 빠른 발전을 이끌었다.

방송 한 번으로 208만 위안(약 3억 5,289만 원) 상품 판매
반려동물은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뿐 아니라 관련상품을 폭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매
개체가 되기도 한다.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기간인 6.18 행사(징동의 창립기념일 6월 18일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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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온라인 세일을 진행하는 시즌) 동안 틱톡 왕홍계정 ‘왕샤오인옌쉬앤(汪小隐严选)’은 약 백만
명의 누적 시청자를 기록하고 208만 위안(약 3억 5,289만원)어치 관련상품을 판매하였다.

중국의 반려동물 소비시장은 계속 확대 중에 있다.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사료는 물론 반려
동물을 위한 영양보충식품, 놀이기구도 높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요오드
화칼륨, 락토페린, 피쉬오일… 더 큰 캣트리도 사줄 예정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네 마리 고양이를 키
우며 자신이 구매한 반려동물 식품과 관련용품 대부분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매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라이브 방송 중 MC가 소개하는 고양이 사료, 장난감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고양이에게도 사주
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 달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매하는 반려동물 식품과
관련용품은 2,000위안(한화 약 34만 원) 가량 되는데 이는 옛날 고양이 한 마리만 키울 때 쓰는 비용
의 5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의 라이브 방송은 이전에 없던 일상생활 속 소비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반려동물을 위한
생일파티, 결혼식도 점점 흔해지고 있다. 불독을 키우는 한 응답자는 틱톡에서 강아지 생일파티를 하
는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자신의 반려견에게도 생일파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하여 3살 생일을 맞아 미
용에 50위안(한화 약 8,500원), 동물용 생일케이크 구매에 188위안(한화 약 32,000원), 생일파티 포
스터 제작 및 장식을 위해 500위안(한화 약 85,000원)가량 썼다고 한다. 향후에는 강아지의 결혼식
도 올려줄 예정이라고 하였다.
반려동물을 위한 소비확대의 배경에는 소비관념의 변화와 감정적 소비수요가 있다. 반려동물을 위
해 소비하는 소비자는 대부분 80허우(80后, 1980~1989년 출생자), 90허우(90后, 1990~1999년 출
생자)이다. 이들은 어느 정도의 소비력이 있으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세대이다. <2019년 중
국 반려동물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59.1%의 반려동물 주인은 반려동물을 자신의 아이로 여기고 있
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소비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 한편, 자신의 감정 수요를
만족시켜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기도 한다.

▲ 라이브방송 중인 반려묘 채널

시장규모는 2,000억 위안(약 33조 9,300원)을 초과
<2019년 중국 반려동물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전국 도시지역 반려견과 반려묘는 9,915만 마리이고, 소비 규모
는 2,000억 위안(약 33조 9,300억 원)을 넘었다. 2019년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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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한 마리당 연간 소비지출은 6,082위안(약 103만 원), 반려묘

대비 10.3% 증가하였다. 반려견을 위한 식품과 용품 구매는 반
려동물을 키우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식과 기
생충약의 시장 침투율도 70% 이상이다.

어러머(饿了么, 중국의 대표적인 배달 앱)가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배달 레포트>에서는 지난 1년동안 어러머에서 반려동

▲ 틱톡에서의 반려동물 라이브 방송 화면

물 상품 배달 주문 건수는 135% 증가하였고, 평균 건당 소비금
액은 125위안(약 21,200원)에 달했다. 고양이 사료, 강아지 사료,
고양이 모래, 통조림, 간식 등 상품의 판매 증가율은 모두 100%
를 초과하였다. 이것은 많은 중국인들이 온라인 상 반려동물 상
품 구매를 점점 선호하고 있고, 반려동물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
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촹증권(华创证券)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 전체 평균 반려동

물 보유가정 비율은 4.4%이며, 가장 비율이 높은 도시인 상하이
는 19.8%에 달한다.
이는 다른 선진국인 미국(68%)에 비해 아직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반려동물 평균 소비금액을 볼 때 중국은 미국의 1/3, 일본의

Key
Point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에서의 대부분 소비는
빠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다. 반려
견 제품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소비자는 라
이브 커머스 방송을 보거나 온라인 할인시즌에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나 간식 사재기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제
는 반려견도 집안의 한 식구처럼 입는 옷, 먹는 사료와 간식 모두 중요
하게 여겨진다. 점점 더 많은 가정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관련소비를 늘
려나가는 추세로 사료와 간식시장은 향후 더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
다. 한국의 반려동물 시장과 문화는 중국에 비해 더 먼저 발전되었다.
한국의 반려동물 식품도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선호할 만한 품질좋고
다양한 제품이 많다. 중국의 다양한 쇼트클립 플랫폼(또우인, 콰이쇼
우, 타오바오 라이브 생방송)을 활용하면 비교적 효과적으로 우수한 제
품을 단기간에 홍보할 수 있고 타겟 소비자에게 직접 손쉽게 다가갈 수

1/5 수준이다. 향후 5년간 중국 반려동물 업계는 연평균 15%의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을 일찍 눈여겨볼 필

성장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요가 있다.

출처 :➊ http://www.xinhuanet.com/ent/2020-10/27/c_1126661117.htm ➋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0-09/21/content_200987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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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리당 연간 소비지출은 4,755위안(약 81만 원)으로 전년동기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對영국 수출환경

지구촌
리포트
유럽

Europe
파리지사

영-EU 브렉시트 협상 타결 : 무관세 교역 합의
지난 12월 24일,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
트 이후 미래관계와 관련된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로써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상
호무관세 · 무쿼터(무관세적용 상품수량 제한
없음) 교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협상종료 기한 막바지까지 양측의 입장 차
가 커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우려하던 영
국 식품업계에서는 협상 타결을 반기고 있다. 영국 전국농민연합(NFU, National Farmers Union) 회장
미네트 바터스(Minette Batters)는 “무관세 협정이 매해 140억 파운드 이상을 EU로 수출하는 영국 농
민들에게 매운 반가운 소식이고, 특히 육류와 생선을 제한없이 수출할 수 있게 협의가 이뤄져 다행”이
라고 밝혔다.

24
통관 · 검역절차 도입
하지만 기존에 없던 통관과 검역절차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식품 수출입 비용상승과 유통과정에
서의 혼란도 예상된다. 스코틀랜드도매협회장 콜린 스미스(Colin Smith)는 <프레스앤저널(The press
qnd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신선식품과 원료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증가한 행정절차와 서류작업
이 영국 공급망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식품가격 상승을 일으키며 소비자들의 선택지
를 줄이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콜린 스미스는 “대형유통업체들은 증가하는 통관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상대적으
로 소량의 식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영국 최대 슈퍼마켓체인 테스코(Tesco)의 회장 존 알란(John Allan)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수출입과정에서 행정처리가 조금 늘어나겠지만, 소비자들이 가격에서 느끼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
라고 말했다.

초반 혼란 우려
영국 식음료연맹회장 이안 라이트(Ian Wright)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식품전문지 <저스트푸드
(Just Food)>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여러 분야에서 환영할 만한 협상을 했지만, 식품산업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면서, 새로운 통관절차와 값비싼 열처리 목재팔레트 이용 등의 비
합리적인 요구조건은 식품공급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1월 6일자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북아일랜드와 영국 간의 식품공급에 이미 차질이 생기고 있
다. 양국을 오가는 물류 수송 트럭들이 적합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통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다. 영국을 구성하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중 북아일랜드만 EU에 관세동맹에 잔
류하게 되었고, 따라서 북아일랜드와 타 지역 간의 교역은 영-EU 교역 규정을 따른다.

「가디언지」는 “여러 그레이트 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
일즈 통칭) 수출업자들이 이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EU국가의 세관 통제 하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
의 작업을 허용한다.

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기사에 따르면, “북아일랜드의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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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테스코 등의 대형마트에 빈 매대가 보이고, 특히 냉장식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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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부족하다”고 전하고 있다.

새로운 원산지 규정
브렉시트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영-EU 간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이 EU산, 영국산임을
증명해야 한다. 예로, EU산 식품이 영국으로 들어갈 때는 관세를
내지 않지만 영국에서 아일랜드(EU)로 재유통될 때는 해당 물품
이 영국산이 아니므로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즈
(Financial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한 EU관계자는 “영국은 더
이상 EU의 유통 허브가 아니다, EU기업들은 영국 허브에 의존하
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한국 수출기업의 경우, 영국과 EU로 수출할 때 적용되는 FTA
가 각각 다른 만큼 수입자의 인증수출자 소재국을 확인하고, 특

Key
Point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만에 실질적으로 EU로부터 독립했다. 미래관계 협
상이 전환기간 종료시점 막바지에 극적으로 타결

히 한-영FTA 상의 직접운송요건 완화사항 등 확인이 필요하다.

된 탓에 이미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1월 현재, 양측

한-EUFTA에서는 단일탁송화물(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

의 수출입 기업들은 협정의 세부내용 파악에 주력하며 혼란을 최소화하

에서 일시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 운송서류가 발행된 물품)의 단

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국-영국 간 FTA가 발효되어 한국에서 영국 또는
EU로 직수출 시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EUFTA

순 환적과 일시 보관이나 경유 수출은 직접운송요건이 적용되지

인증수출자와 별도로 한-영FTA 인증수출자 신청이 필요하고, 영국을 통

않는 반면, 한-영FTA는 3년간 한시적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어

한 EU 유통, EU를 통한 영국 유통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➊ https://www.just-food.com/news/quote-unquote-food-industry-reacts-to-brexit-trade-deal_id144967.aspx ➋ https://www.specialityfoodmagazine.com/news/brexitdeal-fine-food-industry ➌ https://www.pressandjournal.co.uk/fp/lifestyle/food-and-drink/2772517/brexit-scottish-food-exporters-and-producers/ ➍ https://www.
theguardian.com/uk-news/2021/jan/06/northern-ireland-facing-food-supply-disruption-over-brexit-mps-told ➎ https://www.ft.com/content/c068fc5f-dfe4-48908153-a59e1833c100

유전자변형동물 규제 권한 USDA로 이전

지구촌
리포트
미국

USA
뉴욕지사

미국 농무부장관 소니 퍼듀(Sonny Perdue)
는 “유전자공학 기술이 사용된 동물에 대한 규
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
한 사전 통지를 미 농무부(USDA)가 관할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USDA는 동 기관의
관할 하에 ANPR에 대해 기술 개발과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과학적으로 건실하며 위험기반의 예측 가능한 프로세스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규제
체계에 대하여 공공의 피드백을 받고자 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농업생명공학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미국 농업 혁신을 위한 오랜 장벽 중 일부인 농업생명공학에 대한 규제적 개선을 위한 것
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연방기관에 농업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체계를 현대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USDA는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ANPR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ANPR를 통하여 기존 FDA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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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생명공학 규제감독 권한의 일부가 USDA로 이전하게 된다. USDA는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상업화
경로를 제공하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는 규제 체계를 확립하려고 한다.
USDA는 본 제안서에서 분자특성화, 동물건강(비감염성, 감염성 및 동물성 질환 포함), 효과(질병

식품에 대한 유전공학 기술은 매

및 해충 내성 특성), 환경 고려사항, 식품안전성 평가(알레르기 효소 및 주요 구성 요소의 구성 분석 포

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함), 식품가공 및 저장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제안하였다. 또한 유전자공학을 사용하여 개발 또는 변형

이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규제 개
발 및 규제의 적정성은 꾸준히 이
슈가 되고 있다. 미국 내 동물에
대한 생명공학 규제 체계의 큰 프
레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생

된 동물들의 시판 전 검토부터 시판 후 동물식품 안전 모니터링까지 규제 감독/관리를 제안하였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유전자변형동물을 식용으로 승인하는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인 진행에 그쳤다.
현재까지 2015년 아쿠아 어드밴티지 살몬(AquAdvantage salmon)과 이달 초 갈세이프 포크(GalSafe

명공학이 사용된 동물을 규제하

Pork)-두 건만 승인되었다. 하지만 두 제품 모두 현재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에서 상용화되지는

는 권한의 일부가 FDA에서 USDA

못하고 있다.

로 이전되었다. 행정부의 교체 시
기에 진행되고 있는 규제적 변화

과거 오바마 대통령 재직 시기에, 유전자변형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약품과 동일한

인 만큼 후속 변동성이 매우 큰 상

기준으로 미 식약청(FDA)에 의해서 규제하도록 제안된 규정안이 발행된 적이 있었다. 이에 전국 돼지

태이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

고기생산자협의회(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NPPC)가 이끄는 농장 단체들은 생물공학 규제

른 새로운 규제 제정에 대한 지속
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직후인 2019년부터 생명공학 동물에 대한 규제를 관할
하는 기관을 USDA로 전환하기 위하여 로비를 진행해 왔다. 그들은 “FDA의 현재 유전자변형 분야에

출처 :
➊ Secretary Perdue Announces
Groundbreaking Proposal to Transfer
Agricultural Animal Biotechnology
Regulatory Framework to USDA
- https://www.usda.gov/media/
press-releases/2020/12/21/
secretary-perdue-announcesgroundbreaking-proposal-transfer
➋ Proposal would move GMO food
animal regulation to USDA
- https://www.fooddive.com/news/
proposal-would-move-gmo-foodanimal-regulation-to-usda/592585/

대한 규제가 비실용적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며, 비용이 많이 드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물론 USDA의 권한 하 ANPR 실행에 따른 새로운 프로세스 구축 시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이번 법안 제정을 철회하고
현재의 변화 기조를 멈출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바이든이 기후변화 둔화를 주요 정책의 초점으
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의 동물들이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하거나, 더 빠른 성장속도를 통해 식량
생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한때 과학적인 아이디어였던 세포
기반 육류는 현재 싱가포르 레스토랑의 메뉴에 올라가 있고, 미국은 자체적인 규제 체계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NPPC의 회장 하워드 A.V 로스(Howard “A.V” Roth)는 “이번 발표는 미국 농업
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 홍콩 식품 트렌드 결산

지구촌
리포트
홍콩

소셜미디어 레시피의 유행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고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소셜미디어 레시피의 인기가 높았

Hong Kong
홍콩지사

다. 소셜미디어 레시피란 SNS와 동영상 소통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존 레시피에 창작과 재
미를 더한 요리법이다. 요리가 익숙하지 않은 홍콩 주부들 사이에서는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로 인기를 더했다. 소셜미디어 레시피의 유
행은 에어프라이어, 멀티쿠커 등 주방 소형가전의 판매 확대로 이어졌으며, 보급이 확산되면서 프라
잉스낵(Frying Snack) 즉,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판매율도 급격히 증가한 한 해였다.
[ 홍콩에서 인기 많은 소셜미디어 레시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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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 술집 등

▲ 일본식 수플레 팬케이크

외식업계는 배달서비스를 강화하
는 반면 밀키트, 테이크아웃 칵테
일 등을 판매하여 고객 유치를 위
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며 소셜미디어 레시피의 유행은
가정용 식품 수요를 확대하는 효
과를 불러왔다.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본인이 소비하는 식

▲ 한국산 에어프라이어식품 리뷰 유튜브 채널
: W. BabyShadow

▲ 달고나 커피

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채식과
유기농, 친환경, 로컬(Local Food)

CBD 주목
CBD(카나비디올, Cannabidiol)는 우울증과 불안증상 완화, 항산화 효과 등이 인정되어 희귀 질환 치
료제에서부터 미용제품, 식음료 등 세계가 주목하는 성분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 캐

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한 한
해였다. 한편 CBD 등 우울증, 불
안증상 등을 완화해주는 정신건
강 관련 기능성제품들이 속속 출
시되고 있어 코로나19가 불러온

나다 등과 비교하면 홍콩의 CBD 확산 속도는 다소 더디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정신건강의 중요성

새로운 바람이 계속 이어질지 귀

이 대두되면서 과거 소수의 소비자만 찾는 성분이었으나, 식품, 생활용품 등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지

추가 주목된다.

면서 대중들의 접근성도 한층 높아졌다. 홍콩 최초의 CBD 전문카페인 ‘파운드(Found)’가 오픈하였으
며, 홍콩의 수제맥주 브랜드인 영마스터(Young Master)와 오 CBD 비어(Oh CBD Beer)는 CBD를 함
유한 CBD 수제맥주를 출시했다. CBD를 첨가한 식음료 제품은 카페, 슈퍼마켓, 백화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향후 CBD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출처 :
Tatler Hong Kong, 「The Biggest Food
Trends of 2020: Dalgona Coffee, Fine
Dining At Home & More」,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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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에서 판매되는 CBD 식음료

▲ 맥도날드에서 판매중인 채식 메뉴

채식의 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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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에 든 칵테일

를 받은 술집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한 한 해였다. 사회적 거리두

최근 몇 년간 채식이 주목받은 것에 비해 채식 식당 및 채식 전

기가 강화될수록 가정용 주류 판매가 급증했으며, 술집에서는 가정

문 식료품점의 소비자 접근성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2020년 코

에서도 전문 바텐더가 제조한 높은 수준의 칵테일을 즐길 수 있도

로나19를 기점으로 홍콩 소비자들은 지속가능한 환경과 유기

록 병에 담긴 칵테일(RTD)을 판매해 홍콩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

농, 친환경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로컬푸드와 채식에 대

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밀키트와 병에 담긴 칵테일

한 수요도 증가했다. 지난해 3월에는 홍콩의 유명 식품브랜드

(Ready to Drink)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인 ‘완차이페리(Wan Chai Ferry)’가 식물성 대체육류 ‘옴니포크
(OmniPork)’와 협업하여 채식 만두를 출시하여 홍콩 전역의 슈

제과점 인기

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맥도날드, 스타벅스와 같은 체인점

베이커리 제품은 포장이 간편하고 가정에서 먹기 쉽고 달콤

에서도 각각 식물성 대체육류 브랜드인 ‘옴니포크’와 ‘임파서블

한 맛과 화려한 외관으로 기분전환이 가능하여 코로나19에 최

(Impossible)’를 활용한 채식 메뉴를 속속 출시했다. 또한 홍콩 전

적화된 메뉴로 꼽혔다. 2020년 홍콩은 해외 유명 쿠키, 도넛 브

역에 800개의 매장을 보유한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도 채식 메

랜드가 다수 진출한 상태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신규 시장을

뉴를 판매하고, 홍콩의 대형슈퍼마켓 파킨샵(park&shop)에서도

확대해 나가는 현지 브랜드도 증가하였다. 이중 ‘엘로 도넛(Ello

임파서블 제품을 판매하는 등 채식 식품이 대중화된 한 해였다.

Donut)’은 수제 도넛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도넛을 새롭게 해
석한 창의적인 메뉴로 유명한데, 도넛에 한국식 삼겹살과 김치를
넣은 도넛을 판매했다. ‘쿠키비전(Cookie Vission)’은 20여 종류

외식업계의 생존전략
전염병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외식 수요가 줄어들자 외

의 다양한 맛과 쿠키 안에 가득 채워진 필링으로 유명세를 탔으

식업체들은 배달전용 메뉴 개발, 도시락 출시, 포장주문 시 할인서

며, ‘프레이크 & 레이어스(Flakes & Layers)’는 프랑스 르 꼬르동

비스 제공 등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밀키트 판매, 방문요리 서비

블루(Le Cordon Bleu) 출신의 셰프가 맛과 화려한 외관은 물론

스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다각화했다. 특히 가장 먼저 영업 규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해 만든 도넛과 밀푀유로 인기가 높다.

[ 베이커리 전문점 ]

▲ 쿠키비전

▲ 엘로 도넛

▲ 프레이크 & 레이어스

2020 태국 식품 트렌드 결산

지구촌
리포트
태국

Thailand
방콕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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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마무리하는 만큼 한 해 동안 식품과 관련한 트렌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트렌드
중에서도 식품 관련한 트렌드로는 크게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

１    시크랩(Sea Crab)
붉은색의 꽃게 알이 매력인 ‘시크랩(Sea Crab)’이 단연 태국 소비자를 즐겁게 만든 2020년을 대표하
는 음식 중 하나이다. 그 중 태국 소비자 입맛을 매료시킨 것은 ‘뿌카이동’이다. 해석하자면 ‘뿌카이’는
‘달걀을 가진 암컷 게’를 의미하고, ‘동’은 “절임”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태국식 게장인 셈이다. 보통 신
선한 마늘, 칠리, 라임주스 그리고 다른 허브로 만든 매콤한 디핑소스와 함께 차갑게 제공된다고 한다.
젊은 층보단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층이 주 소비자들로 즐겨 찾으며, 한국과 비슷하게 밥과 같이 먹는
게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2    플라라
강한 냄새가 특징인 ‘플라라’이다. 플라라는 태국 전통요리의 유산으로 태국 가정에서 주로 찾는 음
식이다. 이산(태국 극북쪽지방)이 원산지인 이 별미음식은 민물고기를 소금과 쌀겨로 밀폐된 용기에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발효시켜 만든다. 보통은 발효 후에 태국식 파파야 샐러드인 “쏨땀”이나 카레같
은 음식과 함께 곁들여 먹곤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플라라’가 현지 식문화에서 식탁의 풍미를 돋구어
주는 음식으로 자리잡았고 그 결과 많은 식당이 메뉴에 ‘플라라’를 사용하고 있다.

출처 : Bangkok post

지구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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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본식 ‘오마카세 스타일’

  5    집에서 요리를 직접

쉐프가 식재료 등을 선정하여 제공하는 일본식 ‘오마카세 스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외식업체 폐쇄로 태국 뿐 아니라 전 세

일’이다. ‘나를 신뢰한다’는 의미로 번역되는 오마카세 단어는 한

계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요리를 직접하는 문화를 꼽을 수 있

때 일본어를 조금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외래어였다.

다. 또한 단지 심심풀이로 음식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태국

하지만 오늘날에는 방콕 전역의 외식업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

인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고 구매했다고 한다. 인스

어가 되었다. 메뉴판에 있는 초밥이나 회를 주문하는 대신에 오

타그램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사용도가 높아진 만큼

마카세 스타일의 식사는 식재료별 가장 신선하고 맛이 가장 좋은

관련 온라인마켓 플랫폼들이 생겨나 식품의 많은 판매와 구매가

시기에 쉐프가 직접 만들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차례대로 내오는

이루어졌다.

것이다. 하지만 오마카세 트렌드는 단순한 스시 다이닝을 넘어서
서 올해에는 최고급 일본 쇠고기를 파는 와규 오마카세 전문점들
또한 인기를 끌었다.

  4    차놈 카이묵

Key
Point

식품의 해외 현지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
의 삶 속에 자리잡은 고유의 식문화와 선호하는
식재료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 게
장의 경우 최근 태국에 있는 일부 한국식 식당에

서 태국인 입맛에 맞게 현지화시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한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lockdown) 동안 많은 사람이 찾은 ‘차

국산 게장의 인지도 확대에 힘입어 그들이 선호하는 식재료와 식감 등

놈 카이묵’인데 이는 바로 버블티이다. 버블티는 1980년 대만에

을 타겟팅한 한국산 게딱지장도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 이는 해산

서 시작되어 태국에는 2000년 처음으로 등장했다. 지난해 태국

물뿐만 아니라 식재료 고유의 맛을 즐기는 태국인들 식문화에 맞춘 제
품들을 태국 소비자들 입맛에 맞게 현지화하여 마케팅하는 것이 필요하

의 경제성장률은 저조했던 반면, 버블티의 판매량은 작년 대비

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

40%나 올랐다. 태국 온라인 배달서비스 Grab Food에 따르면,

용하여 현지 식문화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미식가들에게 어필할 수 있

약 1,500개의 버블티 브랜드와 3,000개의 지점이 있다고 한다.

는 홍보 포인트를 신속히 잡아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