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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플레이크 옥수수를 각종 첨가물과 함께 가공한 식품
 물과 건과일, 견과류를 혼합해 만든 시리얼
뮤즐리 곡
 즐리에 꿀, 오일과 함께 섞어 구워낸 시리얼
그래놀라 뮤
 은 귀리를 거칠게 부수거나 납작하게 누른 식품
오트밀 볶

포리지(핫시리얼) 곡물을 우유에 섞어 끓여 먹는 음식

Japan

오사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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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침식사 대용식
시리얼은 지금?!
일본인의 아침식사 ‘빵’, ‘밥’, ‘시리얼’ 순으로 선호해
관동, 관서 지역, 20~50대 성인 남녀 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아침식사로 빵을 많이 먹으며 그 다음으로는 밥, 시리얼, 면류 순이라고 응답했다.

지역

사원(명)

빵

밥

전체
관동
관서

시리얼

면

기타

주식은 먹지 않음

800

453(56.6%)

258(32.3%)

400

201(50.3%)

150(37.5%)

41(5.2%)

9(1.1%)

17(2.1%)

22(2.8%)

22(5.5%)

5(1.3%)

7(1.8%)

15(3.8%)

400

252(63.0%)

108(27.0%)

19(4.8%)

4(1.0%)

10(2.5%)

7(1.8%)

자료 주식회사 아스마크 「조식에 관한 동서비교」 조사결과/2020년 1월 실시(단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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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빵과 시리얼 수요 높아져…
실 구매품목 2019년 3위 → 2020년 2위
아침식사 실태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빵과 3위에 오른 시
리얼을 찾는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
이 늘어남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온그룹의 도심
형 슈퍼마켓인 ‘마이바스켓또’의 실 구매품목 순위를 살펴보
면 빵과 시리얼은 ’19년 3위에서 ’20년 2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19년 영수증 출현 품목

비율(%)

순위

‘20년 영수증 출현 품목

비율(%)

1

농산물

23.3%

1

농산물

25.8%

2

완조리 반찬

21.8%

2

빵 · 시리얼

22.1%

3

빵 · 시리얼

21.2%

3

완조리 반찬

20.2%

4

과자

15.8%

4

과자

15.7%

5

유음료

12.7%

5

두부 · 낫또 · 곤약 등

12.8%

자료 D
 IAMOND Chain Store,
2019년 1~12월 총 영수증 26,506장 / 2020년 1~12월 20년 46,318장
* 출현 비율은 총 영수증 장수에 해당 카테고리 품목 기재 여부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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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시행된 휴교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
향으로 콘후레이크와 그래놀라 상품이 시리얼시장의 성장을 이
끌었으며, 긴급사태가 선언된 4월에는 시리얼시장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39%나 증가했다. 6월 이후에는 당질오프, 고단백
등 건강에 가치를 둔 제품이 출시되었고 외출자제에 따른 체중 증
가를 우려하게 되자 오트밀 다이어트가 미디어에 다수 소개되었
는데 이와함께 오트밀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리얼 시장규모 추이
판매금액(억엔)

판매금액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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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후레이크
오트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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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
 본 식품신문(2021. 03. 15.) 및 야후뉴스(2021. 03. 20.)

2020.9 2020.10 2020.11 2020.12

2021.1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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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요 식품회사들의 아침식사와 관련한 움직임
일본켈로그는 자사 시리얼에 뉴오타니의 총괄셰프인 나카지마 셰프가 제품개량
과 식감 등을 감수하여 제품의 질을 높였다. 제품 패키지에 ‘유명 셰프가 감수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며, 뒷면에는 셰프 사진과 두유와 함께 먹으면 그래놀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점도 알려주고 있다. 호텔 뉴오타니 커피숍에서는 해당제품으로 만든
파르페를 판매하며 시너지효과를 꾀했다. ‘저지방’과 ‘유명 셰프 감수’라는 두 가지 요
소를 가미한 프리미엄 그래놀라 제품은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래놀라와 콘후레이크를 제조판매하는 닛신시스코는 올해 3월, 샐러드 토핑용
‘쿠킹 콘후레이크’를 출시했다. 제품 홍보영상에 유명 연예인이 콘후레이크를 활용
한 하와이안 갈릭 쉬림프, 단호박 샐러드를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며 쿠킹 콘후
레이크의 다양한 활용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시리얼은 아침 대용식뿐만 아니
라 건강한 간식과 한끼 식사로 카테고리를 넓혀가고 있다.
아지노모토는 교토부 대학과 연계하여 자사 제품을 사용한 일주일 아침식사 레시
피북을 제작했다. 레시피는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레
시피라는 점을 어필했다. 제작 레시피북은 교토 내 유통업체인 이온리테일, 마츠모
토 등에서 올해 4월부터 배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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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켈로그

일본켈로그 호텔뉴오타니 셰프 감수

일본켈로그
3종

닛신시스코
아지노모토

아지노모토 아사쿠라브 레시피북

닛신시스코 요리용 콘푸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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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사

일본,
귀리제품의
시장규모 확대
귀리제품의 시장 확대
귀리는 시리얼시장의 성장과 함께 그 인지도 역시 높아
졌다. 시리얼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간편성, 보존성, 고
영양이라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아침식사 대용 소비는 물
론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식량용, 또는 건강식품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 시장조사 데이터를 제공하는 인테이
지(株式会社インテージ)의 조사데이터에 의하면 시리얼

시장은 21년 1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17.6% 증가한 572억
3000만 엔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귀리
를 가공한 시리얼인 오트밀이 전년도의 3배나 소비가 증
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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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리 가공품 ‘오트밀’의 종류
귀리의 껍질은 매우 딱딱하므로 식용을 위해서는 긴 시간 삶아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귀리
를 뜨거운 물만 부어 먹기 쉽게 가공한 식품이 흔히 알려져 있는 ‘오트밀’이다. 오트밀은 몇 가지
종류가 있으나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롤드 오트 (ROLLED OATS)
·껍질을 벗긴 귀리를 쪄서 납작하게 만듦
·현재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오트밀’로 표시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이 타입
·그대로 먹을 수 있으며 물을 부어서 10분 정도 찌면
매끄러운 스프처럼 됨
쿠키나 빵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가능

스틸컷 오트 (STEEL CUT OATS)
·껍질을 벗긴 귀리를 굵게 갈아서 만듦
·최소 15~20분 가열해야 먹을 수 있음
·조리 후도 식감이 있고 현미와 식감이 비슷함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에서는
포릿지(ポリッジ : 죽)로 자주 먹음

오트브란 (OAT BRAN)
·귀리껍질의 안쪽에 있는 얇고 가루로 되어 있는 층
·롤드 오트, 스틸컷 오트보다 식물섬유나 미네랄이
풍부하며 영양가가 높은 오트밀
·그대로 먹기보다는 주로 쿠키나 빵,
보충제의 재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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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트밀 가공품
닛폰쇼쿠힌세이조 합자회사

日本食品製造合資会社 일본식품제조 합자회사
: 이하 닛쇼쿠(日食)

닛쇼쿠는 1918년에 설립되어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리얼 및
오트밀을 제조한 회사로 상품 중 ‘닛쇼쿠 프리미엄 퓨어 오트
밀’은 일본사람에 맞춰서 국내공장에서 가공된 제품이다. 발효
성식물섬유 베타글루칸(β-glucan)*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저당,

아사히마쯔쇼쿠힌 (旭松食品 : 식품회사)

철분, 단백질, 비타민B1, 두 종류의 식물섬유가 포함된다. 그대

아사히마쯔쇼쿠힌은 올해 3월부터 오트밀을 이용한 즉석컵

로 먹는 것도 좋으나 쿠키나 빵 원재료, 이유식에도 활용 가능

상품을 출시했다. 상품명은 ‘오트밀 키노코 크림(オートミール

하다. ‘닛쇼쿠 롤드오트’는 홋카이도(北海道)산 작물을 100%

きのこクリーム : 오트밀 버섯크림)’, ‘오트밀 마로야카치킨(オ

사용한 국산제품이다. 그 외에도 ‘오가닉 오트밀의 죽’은 약 1분

ートミール まろやかチキン : 오트밀 부드러운 치킨)’, ‘오트밀

으로 간단 조리가 가능한 이유식 상품이다. 이처럼 닛쇼쿠는 여

키슈우메(オートミール 紀州うめ:오트밀 매실 맛)’의 일본식

러 오트밀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레시피를 제공하여 오트밀

풍미를 살린 세가지 종류를 선보였다. 쌀보다 18배 높은 식물

홍보에 힘쓰고 있다.

섬유가 함유되어 저당, 고단백질 상품이며 용량은 평균 23g이

* βｰ글루칸 : 면역력을 강화하여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고 가격은 200엔 전후로 유통기한은 7개월이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증가한 요즘 가정용 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야식으로 먹어도 부담이 없다.

켈로그 (Kellogg : 시리얼브랜드회사)
시리얼 브랜드회사 ‘켈로그(Kellogg)’가 4월부터 일본에서 처
음으로 오트밀 상품인 ‘Kellogg’s 오트밀’을 발매하기 시작했다.
발효성식물섬유 베타글루칸(β-glucan)이 함유된 귀리 100%
를 원료로 만들었다. AmazonJapan에서 330g을 1134엔에 판
매하고 있다. 오트밀 활용 레시피 사이트를 공개하였고 일본
에서 대표적 시리얼 브랜드인 만큼 빠르게 전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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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트밀의 다양한 활용법
오트밀은 활용도가 높아 다양한 시장에 도입이 가능하다.

1

오트밀 ✕ ‘와 (和 : 일본을 표현하는 한자)’
현재 ‘미국식 아침식사’로 인지도가 높은 오트밀이지만 일본

의 전통적인 간장이나 된장, 오코노미야키(お好み焼き)와 같
은 음식에도 잘 어울린다는 점을 어필하여 직접 메뉴와 레시피
도 제공하고 있다.
오트밀 ✕ ‘미용’
오트밀의 베타글루칸(β-glucan)은 노화방지나 건조한 피부

2

와 트러블 완화에 도움이 된다. 천연소재로써 비누상품을 출시
하거나 목욕에도 활용 가능한 점을 소개하고 있다.
오트밀 ✕ ‘이유식’
오트밀과 물만 있으면 충분히 영양가 높은 이유식이 되므로
별도의 이유식 상품이 출시되었다.
오트밀 ✕ ‘다이어트’

3

오트밀은 식물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며, 장(腸) 활동을 도
와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다이어트 수요에 맞
춰 활용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오트밀 ✕ ‘식재료’
건강한 요리를 만들고 싶을 때 유용한 재료로 빵, 과자, 튀김
등 다양한 요리에서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4

1  오트밀로 만든 일본음식 오코노미야키
2  오트밀의 천연소재 비누
3  간단 이유식
4  요구르트와 오트밀
5  제과제빵 재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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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리를 이용한 음료 역시 인기몰이
코카‧콜라시스템(コカ・コーラシステム)에서는 귀리밀크를 처음으로 상품화한 ‘GO:GOOD

오이시이 오트 무기 밀크(GO:GOOD おいしいオーツ麦ミルク)’를 올해 3월부터 출시하기 시작

했다. ‘나메라카프렌(なめらかプレーン: 200ml‧1L)’, ‘코꾸리코이메(こっくり濃いめ: 1L)’, ‘오
트카페라테(オーツカフェラテ: 200ml)’ 3가지 종류로, 출시 환경이나 건강의식이 높은 밀레니
엄 세대(millennium)*나 Z세대*의 지지를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패키지에는 나무늘보를 디자
인하여 “게으른 것도 좋은 것이다”를 포인트로 휴식을 취할 때 마시는 음료라는 컨셉으로 홍보
하고 있다. 귀리밀크는 현재 일본에서 ‘제3의 밀크’*로 불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일반 우유를 마
시지 못하는 이들도 즐겨 마실 수 있으며, 직접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 가정에서 시도해보는 이들
도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의식 향상, 다이어트 수요 증가, 홈카페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귀리가 활용되며 소비자의 수요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밀레니엄세대 : 24~39세, 일본에서 소비활동의 중심 세대
* Z세대 : 18~23세, 완전한 스마트폰세대
* 제3의 밀트 : 우유, 두유와 다른 식물성식재료로 만든 우유

Key Point

일본의 시리얼시장은 2020년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대한 외출자제 이후로
시리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덕분이다.

일본 시리얼 시장규모           

Breakfast Cereals

(단위 : JPY billion (10억 엔))

2016

2017

2018

2019

2020

84.3

78.5

77.5

78.3

88.6

자료 유
 로모니터
일본 시리얼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뮤즐리와 그래놀라의 수요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눈에 띄게 성장했는데, 이는 간편함과 건강함
을 이유로 아침식사 대용식으로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상품도 늘어나고 있다. ‘건강’, ‘다이어트’
등 여러 트렌드에 힘입어 ‘귀리’를 원료로 활용한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일본으로 수출 중인 한국식품 중에는 귀리를
주재료로한 상품이 많지 않은 편으로 오트밀을 첨가한 시리얼바 정도가 전부인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일본과 비슷하게 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는 단계다. 오트밀을 치킨가루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음식에 접목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 인기 요리사는 유튜브에서에서 오트밀을 이용한 요리
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귀리는 식원료로 다방면에서 활용성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귀리를 활용한 제품에 한국의 문화와 기술
들을 접목시킨다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리얼시장의 진입을 통해 한국 제품만의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다.

Europe

파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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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유럽의 건강
시리얼시장
코로나19 팬데믹은 유럽의 시리얼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이동 중에 간편하
게 먹을 수 있는 에너지바 등의 아침 대용식이 시장트렌드
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와 락다운으로 인해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
아졌고 이에 따라 하락을 기록하던 시리얼 판매량이 급증
했다. 유로모니터(Euro Monitor)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유럽 시리얼시장은 전년대비 5.2% 성장한 72억 4천만
달러(약 8조 8백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유
럽 TOP3 시리얼시장은 영국(2조 9천억 원), 독일(9천4백
억 원), 프랑스(8천 9백억 원) 순이다.

2020년 카테고리별 시리얼 판매비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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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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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기타 시리얼

기타 시리얼
뮤즐리, 그래놀라
뮤즐리, 그래놀라

뮤즐리, 그래놀라

60
50

플레이크

플레이크
플레이크

40
30

어린이용 시리얼

20
10

어린이용 시리얼

어린이용 시리얼

핫시리얼

0
영국

자료 유로모니터, 소매 매출액 기준

핫시리얼

핫시리얼

독일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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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시리얼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품목은 플레이크, 뮤즐

이처럼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시리얼시장에서 특히 주

리, 그래놀라, 핫시리얼, 어린이용 시리얼 등이다. 국가별로 아

목받고 있는 키워드는 ‘건강’이다. 세계적인 보건 위기 속에 건

침식사 선호식품이 상이한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뮤즐리와

강한 식습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설탕 함

그래놀라가, 영국에서는 플레이크와 핫시리얼(Hot cereal)이

유가 적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가공이 덜된 형태의 뮤즐리, 오

인기메뉴로 꼽히고 있다. 핫시리얼은 오트밀 포리지로 대표되

트밀, 그래놀라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유로모니터의 자료에

는 곡물을 죽처럼 끓여 먹는 음식이다.

따르면, 2020년 뮤즐리, 그래놀라 판매량이 전년대비 영국에
서 8%, 독일에서 5%, 프랑스에서 7% 가량 증가했
다. 플레이크의 성장률이 시장 전체 성장
률에 미치지 못하거나(영국 4%, 독일
3%) 감소세(프랑스 –1%)인 것과
는 대비된다.
핫시리얼 또한 건강한 아침
식사 메뉴로 주목을 받기 시
작했다. 스코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영국에서 주로 소
비되던 오트밀 포리지가 독
일과 프랑스 등지에서도 인기
를 얻기 시작한 것이다.

콘플레이크
그래놀라

옥수수를 각종 첨가물과
함께 가공한 식품

뮤즐리와 같은
주재료를 꿀, 오일과 함께
섞어 구워낸 시리얼

오트밀
볶은 귀리를 거칠게 부수거나
납작하게 눌러 만든 식품

뮤즐리
귀리를 포함한 곡물과
건과일, 견과류를
혼합해 만든
시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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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트밀 포리지는 인공첨가물이 함유되지 않고 가공이 많이
되지 않은 자연적인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요구와도 부합
된다. 그 결과, 지난해 핫시리얼 카테고리 판매액은 영국에서
Nestlé 뮤즐리

7%, 독일에서 6%, 프랑스에서 11% 가량 증가했다. 독일과 프

가격 3.59 € / 270g
리투아니아산
판매처 monoprix.fr

랑스의 핫시리얼시장은 현재 소규모이지만 건강 추구 트렌드
와 함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는 어린이용 시리얼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설탕과 인공색소, 향료, 팜유 등의 첨가물을 줄이고 통곡
물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어린이용 뮤즐리와
그래놀라 제품도 출시되기 시작했다. 한 예로, 유럽 대표식품
기업 중 하나인 네슬레(Nestlé)는 지난해 천연 성분을 늘리고
첨가물을 줄인 어린이용 뮤즐리 제품군인 NAT을 론칭했다.
시리얼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대로 이동성을 중시하는 간편한 아침대용식이 다
시 트렌드의 중심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시리
얼 전문브랜드 퀘이커(Quaker)의 마케팅 담당자는 영국 식품
전문지 더그로서(The Grocer)와의 인터뷰에서 “멀티 태스킹
으로 바쁜 소비자들은 한 손으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아침

Quaker
포리지용 오트
가격 1.75 £ / 1kg
영국산
판매처 tesco.com

식사 옵션을 원한다”라며 이동 중에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퀘이커는 지난해 말 포리지를 이
동 중에도 섭취가 가능하도록 스낵 형태로 만든 포리지 투고
(Porridge to Go Filled bars) 제품군을 출시한 바 있다.

Lima 말차,
해조류 포리지

가격 3.42 € / 350g
벨기에 제조
판매처 greenweez.com

Torto 흑임자
퀴노아 포리지
포리지 (핫시리얼)
오트밀 등의 곡물을 우유에
섞어 죽처럼 끓여 먹는 음식

가격 4.49 € / 168g
홍콩산
판매처 asiamarch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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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 시리얼시장이 아시안 식품의 주요 무대는 아니지
만 아시아 음식과 유럽 전통의 시리얼 문화를 결합하려는 시도
도 주목을 끌고 있다. 한 예로, 벨기에 국적의 유기농식품 전문
브랜드 리마(Lima)는 말차와 스피룰리나라는 해조류를 포함한
포리지용 오트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홍콩브랜드 토르토(Torto)의 흑임자 퀴노아 포리지 제
품도 아시아 식품 전문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Key Point

유럽 시리얼시장에서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했다. 설탕과 첨가물을 줄이고 가공된 플레이크 대신
통곡물, 건과일, 견과류를 사용하는 시리얼이 선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유럽 시리얼 및 아침 대용식시장에 진출하고자 하

는 한국 기업은 한식이 가진 ‘건강한 식품’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연식품과 핫시리얼 트렌드에 맞추어 통곡물과 견과류를 이용한 전통 강정을 아침식사용 시리얼바로, 누룽지와 죽을 한국식 포리지로 혹은 말차
스피룰리나처럼 우리 고유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2020년 카테고리별 시리얼 판매액 (소매 매출액 기준)           

(단위 : 백만 유로)

핫시리얼

어린이용 시리얼

플레이크

뮤즐리, 그래놀라

기타 시리얼

합계

영국

400.1

474.3

643.7

330.0

476.3

2324.5

독일

34.7

230.7

107.2

336.1

46.1

754.8

프랑스

33.5

264.9

134.6

248.2

31.5

712.7

자료 유
 로모니터

USA

뉴욕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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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리얼 시장 현황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리포트링커(ReportLinker)의 자료

며, 2020년에는 총 11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 따르면, 글로벌 아침 시리얼시장을 2020년 총 409억 달러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식품 공급차질에 대한 불안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 2.8%로 2027년에는

으로 소비자들의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자택대

49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가운 시리얼제

기명령이 내려지면서 시리얼 제품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였다.

품 시장의 경우 연평균 2%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리포트링커

미국상무부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집

는 2027년에는 32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2020년 미

계에 따르면, 시리얼에 대한 미국 개인 소비지출은 2020년 3월

국 시리얼 시장은 전체 글로벌 시리얼시장에서 27%를 차지하

급증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

허니 넛 치리오스
(Honey Nut Cheerios)
제조사 제너럴 밀스

프로스트 플레이크
(Frosted Flakes)
제조사 캘로그

치리오스
(Cheerios)
제조사 제너럴 밀스

시리얼제품(아침용 시리얼을 포함하여 밀가루, 쌀, 파스타 등

딩스(Post Holding)의 그레이프 너츠(Grape-Nuts) 시리얼이

을 포함한 집계이며 외식은 포함되지 않음)에 대한 미국 개인

수급 문제로 미국 내에서 제품 품절사태를 빚으면서 식료품점

소비지출이 가장 큰 월평균 성장률을 나타낸 시기는 1973년 7

에서 구매하기가 거의 어려워진 상황이 초래된 적이 있었다.

월로 5.6%였다. 그러나 2020년 3월 월평균 성장률은 26.9%

29온스 박스제품이 소매가격 4.99달러였으나, 2021년 1월에

을 기록하여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매우 증

는 29온스 4박스 묶음이 아마존(Aamzon)에서 59.99달러에

폭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판매되기도 하였다. 팬데믹으로 인해 제품 공급이 수요 증가를

2020년 12월에는 미국 시리얼 브랜드 중 하나인 포스트 홀

프루트 룹스
(Froot Loops)
제조사 캘로그

커버하지 못하여 발생한 현상이며, 포스트 홀딩스사에서는 올

프로스트 미니 윗트
(Frosted Mini-Wheats)
제조사 캘로그

프루티 페블스
(Fruity Pebbles)
제조사 포스트 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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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 번치스 오브 오츠
(Honey Bunches of Oats)
제조사 포스트 홀딩스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
(Cinnamon Toast Crunch)
제조사 제너럴 밀스

럭키참스
(Lucky Charms)
제조사 제너럴 밀스

해 3월 중으로 해당제품을 정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

에 보고한 연간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제너럴 밀스사는 2019년

표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으나 소매점 진열까

대비 2020년에 미국 시리얼 매출액은 8% 성장하였으며, 캘로

지 완벽하게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사는 북미지역 시리얼 매출액이 8.5% 성장하였고 포스트 홀

미국의 시리얼 제조사는 4개사가 있는데 제너럴 밀스(General

딩사는 3.9%, 퀘이커 오츠는 10.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Mills), 켈로그(Kellogg), 포스트 홀딩스(Post Holdings), 퀘이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시리얼 제품은 제너럴 밀스사

오츠(Quaker Oats)가 전체 시장의 약 86% 정도 점유율을 차지

의 치리오스(Cheerios)와 허니 넛 치리오스(Honey Nut Cheerios)로

하고 있다. 각 4개 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www.sec.gov)

선호도 및 매출액이 높은 시리얼 제품들은 다음과 같다.

레이즌 브란
(Raisin Bran)
제조사 캘로그

캡앤 크런치
(Cap’n Crunch)
제조사 퀘이커 오츠

라이스 크리스피
(Rice Krispies)
제조사 캘로그

GLOB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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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함유량이 낮은 건강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
는 것과는 상반되게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침용 시리얼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설탕 함유량이 매우 높았다.
*참
 고 럭키참스(37%), 프로스트 플레이크(35.3%), 프루티 페블스
(33.3%), 허니 넛 치리오스(32.4%),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29.3%),
허니 번치스 오브 오츠(22%)

전통적으로 아침용 시리얼은 소비자들이 매우 반복적으로 소

또한 소비자들의 10% 이상이 아침용 시리얼을 아침 또는 저

비하는 제품 중 하나이다. 이노바 마켓 인사이트(Innova Market

녁 스낵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리얼의 스낵화가 증

Insights)의 조사에 따르면, 60%가 식료품 구매 시 시리얼을 규

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이동 간에 또는 재택근

칙적으로 구매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미지역 소비자들 중

무 중에 간편히 섭취할 수 있도록 소포장되어 있는 제품에 높

40%가 편의성을 이유로 아침용 시리얼을 구매한다고 밝혔으

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며, 더욱 편리한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시장분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이노바 마켓 인사이트의 북미지역 시리얼 트렌드를 평가한 최
근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건강한 제품과 욕구를 만족시켜주
는 제품을 선호해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부분은 원재료
트렌드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강황
을 포함한 시리얼 출시량이 연평균 성장률 50%였고 마시멜로를
포함한 시리얼 출시량 또한 연평균 성장률 104%를 보였다.

Key Point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침용 시리얼에 대한 소비 지출이 증폭된 이후, 늘어난 소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앞
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두고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상태이다. 시리얼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반

복해서 구매하는 식료품 중 하나이므로, 적정 소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시리얼들은 설탕 함유량이 높은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제품시장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시리얼 제품의 경우 튀긴 쌀, 곡물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만든 제품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단위 : 천 달러)
HS Code

제품

2018

2019

2020

뮤즐리(Muesli) 형태의 조제 식료품

0

36

1

기타

135

82

107

콘 플레이크(corn flake)

0

0

1

콘칩

0

89

146

튀긴 쌀

565

758

1,700

기타

3,414

2,446

3,403

4,114

3,411

5,358

190420

190410

합계
자료 https://unipass.customs.go.kr/ets/ 수출입무역통계

미국 시리얼시장은 앞서 언급한 제조사 및 제품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기존과 비슷한 제품으로는 경쟁력이 없어 시장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지금 수출하고 있는 제품에 건강한 식품소재를 믹스매치한 시리얼제품으로 미국시장 진출을 준비하기를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 내 유아용 곡물제품에 함유되어있는 중금속이 문제가 되어 FDA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한 만큼 관련 제품 수출 시 FDA 규정 하
에 중금속 함유량 관리를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Hong Kong

홍콩지사

23

홍콩 소비자의 아침,
‘20분’을 공략하라!!

60%가 반드시 아침을 챙겨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의 70%가 아침식사에 20분 미만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짧은

홍콩 소비자의 70%, 아침식사에 최대 20분 할애

시간 내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편함이 핵심인

홍콩에서는 출근 전 식당에 들러 아침식사를 사기 위해 줄

데 실제로 허벌라이프(Herbalife Nutrition)에서 2019년 한국

을 선 직장인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홍콩에서는 아침

과 홍콩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11개국 5,500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죽음을 재촉하는 7대 악습‘으로 여길

아침식사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아침식사를 결정하는 중요

정도로 아침식사를 중요하게 여기며 철저하게 지킨다. 2019

한 요소로는 간편성(67%)이 가장 높았으며, 맛(47%), 가성비

년 홍콩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4%), 건강상 이점(43%), 영양가(33%)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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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아침식사 대용 시리얼의 수요 증가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온라인수업이 늘고 식당 이용이 제한되자 가정
에서는 간편함과 맛, 영양을 갖춘 시리얼로 아침을 해결하려는 사람도 늘
었다. 2020년 아침식사 대용 시리얼시장은 전년대비 8.5%나 증가한 4.96
억 홍콩달러(한화 약 713억 원) 규모를 기록했으며, 유로모니터는 2025년
까지 5.78억 홍콩달러(한화 약 830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아침식사 대용 시리얼의 주요 판매채널은 슈퍼마켓이
87.2% (’19년 기준 86%)로 가장 높았으며 전자상거래 4%(1.9%), 편의
점 3.3% (6%), 기타 5.5%(6.1%)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불
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면서 온라인 판매는 증가했지만, 편의점 매출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에도 주 소비층인 바쁜 현대인들이 온라
인 쇼핑의 편리함을 경험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유통 비중은 더욱 높
아질 전망이다.

유기농 시리얼 제품, 두 자릿수 매출 성장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은 최근 홍콩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다. 설탕, 감
미료와 같은 첨가물을 비롯해 원산지, 잔류 농약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고 있다. 이는 시리얼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 유기농
시리얼제품 시장규모는 16.1백만 홍콩달러(한화 약 23억 원)로 전년
대비 13.2%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의 네이쳐스 패스(Nature’s
Path)는 모든 제품에 non-GMO, 무(無)방부제, 무(無)첨가물, 유기
농 및 천연 재료 사용을 고수하며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
았다. 한편 어린이용 시리얼은 전년 대비 4%의 성장률을 보
이며 다소 부진했는데 시리얼에 많은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구매를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리얼 선택 시 자연적인 원료 추구
홍콩소비자는 가공을 최소화한 자연적인 제품을 건강하다고 인식하
며, 이는 뮤즐리(muesli)와 그래놀라(granola)의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기 위
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적극 확대해 온 닛신(Nissin)은 2017년부터 ‘그래
놀라’를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홍콩 및 중국 시장을 공략하
고 있다. 특히 3천만 홍콩달러(한화 약 43억 원)를 투자해 홍콩에 그래놀
라 생산라인을 투입했으며 2019년 1월부터 라인이 가동되어 홍콩산 그
래놀라가 출시ㆍ판매되고 있다. 고전적으로 시리얼제품에 사용되는 견
과류, 건포도를 비롯하여 혼합 과일(블루베리, 딸기, 파파야, 사과, 파인
애플), 코코넛, 콩, 말차(Matcha) 등 다양한 토핑을 활용해 풍부한 영양소
및 기존에 없던 새로운 맛을 장점으로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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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산  
메이플 시럽 그래놀라

다양한
원재료를 활용한
시리얼 및
유기농 시리얼
제품

HKD43 / 500g

홍콩산  
혼합과일 그래놀라
HKD40 / 500g

홍콩산  
말차 그래놀라
HKD44 / 500g

스페인산
유기농 그래놀라
HKD72 / 250g

미국산
유기농 그래놀라
HKD51.9 / 300g

독일산
유기농 뮤즐리
HKD68 / 375g

자료 H
 KTVmall(www.hktvmall.com),
2021년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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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닛신은 2021년 3월 홍콩 침사추이(尖沙咀)에 소비자가 직접 그래놀라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관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원재료의 재배에서부터 제조과정을 애니메이션과 게임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그래놀라 종류와 자연 원료로 만든 토핑을 직접 눈으로 보고
조합하여 나만의 제품으로도 만들어 보는 체험과정도 마련해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를 공략하
고 있다. 즐거운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동시에 게임을 통해 “자연원료 사용”, “기름없이 팽창을 활
용한 건강한 조리법”, “다양한 맛” 등 제품의 특장점을 자연스럽게 소개하여 홍보의 장을 마련하
며 시장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 그래놀라의 생산과정과 원료의 다양성을 소개하는 체험관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 즐기는 
그래놀라 제품의 생산 과정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토핑

자료 aT 홍콩지사 자체촬영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한국산 제품
– 유사한 식문화를 공략한 죽 간편식
홍콩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시리얼제품을 살펴보면 1인분씩 소
포장되어 별도의 용기가 없이도 바로 물 또는 우유를 부어 먹을
수 있는 간편 파우치 포장제품 및 컵포장, 두유와 선식세트 구성
등 전통적인 대용량 포장 시리얼과 차별화된 제품으로 틈새시
장을 공략하고 있다. 한편 홍콩 시민들의 대표적인 아침식사
메뉴인 콘지(粥, congee)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죽 제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데워 먹거
나 뜨거운 물만 부어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죽은 바쁜 홍콩
현대인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식
문화에 초점을 맞춘 죽 간편식으로 홍콩 아침식사 시장
을 공략해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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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식에 간편한 포장을 더한 한국산 소포장 아침대용식 제품

쇠고기죽
HKD18 / 287.5g

컵 시리얼
HKD25.9 / 30g

흑임자 선식&두유
HKD54 / 450g

아침미식
HKD65 / 25g*3

닭백숙죽
HKD28 / 280g

말차 뮤즐리
HKD128 / 65g*5

Key Point

자료 HKTVmall(www.hktvmall.com), 2021년 4월 기준

홍콩 아침식사용 곡물시장 규모          

(단위 : 백만 홍콩달러(HKD)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성장률

400.9

421.6

437.2

457.5

496.2

8.5%

조리용 시리얼

154.6

162.7

166.5

172.3

185.5

7.7%

조리완료형 시리얼

246.3

258.9

270.6

285.2

310.7

8.9%

52.6

53.6

53.9

54.8

57.0

4.0%

193.7

205.4

216.7

230.3

253.8

10.2%

48.0

49.9

51.0

52.4

55.0

5.0%

130.6

139.3

148.2

159.3

178.7

12.2%

15.1

16.2

17.5

18.6

20.1

8.1%

아침식사용 곡물가공식품

어린이용 아침시리얼
가족용 아침시리얼
플레이크
뮤즐리 및 그레놀라
기타

* 조리용 시리얼(hot cereals) : 오트밀과 같이 따뜻하게 데우거나 뜨거운 우유를 첨가하는 과정이 필요
* 조리완료형 시리얼(RTE cereals) : 포장을 뜯어 별도의 조리없이 먹을 수 있음
자료 Euromonitor, Breakfast Cereals in Hong Kong, China, 2020.12
맛과 영양, 편리성까지 갖춘 아침식사용 곡물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퀘이크와 켈로그와 같은 선두 시리얼 업체가 브랜드 인지도
를 앞세워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후발업체는 ‘유기농 원료’, ‘원재료의 다양화’ 등 차별화 전략으로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다. 한국 제품도
“간편한 포장”, “유사한 식문화”, “건강한 원료 사용” 등의 셀링포인트를 적극 활용해 홍콩 소비자의 아침 식탁을 공략한다면 시장을 넓혀 나갈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유통매장 입점을 통한 판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마케팅도 적극 활용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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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다롄지사

중국 프리미엄 우유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 중국 프리미엄
우유시장의 형성

중국에서는 춘절에 친척과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는 풍습이 있다. 이때 우유는 가장 흔
히 볼 수 있는 선물 중 하나로 포장이 우수하며 원산지가 좋은 고단백 우유는 가장 환영
받는 명절선물이 되었다. 유제품 전문가들에 따르면 프리미엄 우유는 ▲고안전 ▲고영
양 ▲고품질의 ‘3고(三高)’로 요약된다. 프리미엄 우유라는 제품군은 마케팅의 시각에
서 제시된 개념이지, 식품법에 의해 명확히 규정된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
에는 이미 확고한 프리미엄 우유 소비군이 형성되어 있다. 프리미엄 우유는 중국 유제
품 업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었다.
중국 프리미엄 우유시장은 2005년 무렵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을 이루면서부터 점차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이리(伊利)사의 프리미엄 브랜드 진뎬(金典)과 멍뉴(蒙牛)

사의 터룬쑤(特仑苏)를 필두로 ▲단백질 함량이 높고 ▲맛과 향이 풍부하고 ▲가격대가
높은 프리미엄 흰우유시장이 개척되기 시작했다. 프리미엄 흰우유시장은 점차 ‘흰우유’

라는 제품군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해 나갔다. 2008년 중국산 분유 멜라민
오염사건(중국에서 일부 업체들이 단백질 함량을 부풀리기 위해 분유에 멜라민을 첨가
하여 수많은 신장결석 및 신부전증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식품안전 관련 사건) 이후에
는 호주, 유럽에서 수입한 우유가 프리미엄 우유시장의 새로운 상징이 되기도 했다.
미국 비즈니스 컨설팅기업인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중국 흰
우유시장에서 프리미엄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져 2009년에서 2013년 사
이에 판매액은 179억 위안(한화 약 3조 727억 원)에서 417억 위안(한화 약 7조 1,582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800억 위안(한화 약 13조 7,328억 원)을 돌파할 것으
로 전망하였다.

24시간 우유의 광고. “「신선함」만을 위해 「당일」만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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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리미엄 우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
중국기업들은 프리미엄 우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선함
강조 ▲가공기술 보완 ▲제품혁신을 노력을 기울였다.
첫 번째로, 신선함을 강조하는 전략이 적용된 것은 2011년 11월 칭

다오에서 출시된 신시왕(新希望)의 ‘24시간(24小时)’ 우유다. 하루

29

3 중국 프리미엄 우유시장의 발전 방향
2020년 하반기부터 저온살균 우유시장에 다시 한번 유제품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의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저온살균 우유와 프리미엄 흰우유는 모두 신선한 맛과 자연으로
부터 오는 영양을 강조한다. 또한 우유의 공급원 및 가공공정에

만 판매한다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는 판매방식을 적

의존한다. 따라서 중국 프리미엄 우유시장 경쟁의 관건은 ▲우

용한 이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신선함이라는 개념을 주입했다. 2015

유 공급원 ▲가공공정 기술이 될 전망이다.

년 말, 신시왕(新希望) 산하의 화시유업(华西乳业)은 유통기한 3개

먼저 우유 공급원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목초 사

월의 무첨가 유기농제품 ‘아오터란(澳特兰)’을 출시하고 “시장에서

육방식이다.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곡물 사육방식에 비해,

신선도가 가장 높은 상온 우유”와 같은 구호로 프리미엄 우유시장

목초 사육방식을 통해 얻은 우유는 영양이 더욱 우수하다. 목초

의 새 장을 열었다.

우유는 오메가3 지방산, 공액리놀레산, 칼슘, 항산화 물질이 더

두 번째로, 가공기술을 보완하는 전략이 적용된 것은 2007년 1월

이리(伊利)사의 소화가 잘되는 우유(营养舒化奶)다. UHT(초고온

욱 풍부할 뿐만 아니라,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인
체에 가장 좋은 비율인 1:1을 유지하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전

단시간 가열법) 가공 후 무균첨가공법과 유당가수분해 기술을 적

지우유의 경우, 이 비율은 6:1이다. 다음으로 가공기술 측면에서

용해, 당시 중국 유제품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혁신을 끌어냈을 뿐

한외 여과와 압착이 주목받고 있다. 한외 여과를 적용한 우유는

만 아니라, ‘저유당우유’라는 새로운 품목을 만들어냈다. 2017년 10

영양이 더욱 풍부하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동등한 살균조건

월, 광밍(光明)은 75℃ 파스퇴르 살균공법을 도입해 생산한 ‘여우베

에서 유통기간이 더욱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저온 압착

이 순우유(优倍纯牛奶)’를 출시했다. 유제품업계에서 보편적으로

방식을 적용한 우유는 2016년 7월 호주 기업 메이드 바이 카우

사용하는 파스퇴르 살균공법의 온도를 75℃로 낮추어 신선한 우유

(Made by Cow)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되었다. 이는 높은 압력을

의 활성성분을 최대한도로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열가공의 부산

이용해 멸균을 진행함으로써 기존의 파스퇴르 멸균을 대체하

물(주로 퓨로신과 락툴로스) 함량을 감소시켰다. 2019년 8월, 쥔러

는 것이다. 유통기한은 파스퇴르 멸균 우유에 비해 약 10일 더

바오(君乐宝)는 INF009S 특허를 획득한 살균공법을 적용한 ‘위에
셴훠 우유(悦鲜活牛奶)’를 내놓았다. 이 제품은 파스퇴르 살균유

길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식감과 영양 측면에서 프리미엄 우
유시장의 새로운 제품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와 UHT(초고온 단시간 가열법)유의 장점을 합쳐 우유에 있는 천연
활성물질을 보존하면서도 유통기한을 19일로 늘린 제품이다.
세 번째로, 제품혁신 전략이 적용된 것은 2019년 12월 멍뉴(蒙牛)가

출시한 보리잎 청즙 조제우유(大麦若叶青汁调制乳)가 있다. 이 제품

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지방을 낮추고 비
타민E를 강화한 우유다. 또한 당시 유행했던 보리잎 가루(大麦若叶) 맛
을 사용하여 중산층의 새로운 인기를 끌었다. 2020년 7월 광밍(光明)

사가 출시한 ‘여우쟈이구 우유(优加益固牛奶)’는 1.5배 강화된 우유유

래칼슘에 비타민D, CBP 초유 알칼리성 단백질이라는 강력한 조합으로
칼슘을 보충하고 뼈가 튼튼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Key Point

위에셴훠 우유(悦鲜活牛奶)의 광고. “0.009초 오직 더 많은 신선한 영양을
위해서”라는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중국의 프리미엄 우유시장은 이미 2005년을 기점으로 일반 우유시장에서 분화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미 기존
에 중국 기업들의 마케팅 및 제품개발 전략을 접한 중국 소비자들은 이미 프리미엄 우유의 신선함, 생산기술, 제품혁신에 대해

상당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의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우유 공급원 확보와 가공 공정기술 개발과 적용
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프리미엄 우유시장은 칼슘첨가, 유기농, 동물복지우유 등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검증을 거친
프리미엄 상품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이점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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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방콕지사

전세계 최초 한정 출시되는
복숭아맛 맥주
글로벌 맥주 생산업체 AB Inbev는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호가든(Hoegaarden) 브랜
드를 통해 태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복숭아맛 밀 맥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했다.
이는 과일맥주를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춘 것으로 태국 현지에서만 출시될 예정으로
관심을 모았다. AB Inbev의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책임자인 도미닉 컬크(Dominic
Kirk)에 따르면 “소비자 조사와 소셜 미디어 조사를 통해 현지 유행을 파악 후 오랜 역사
를 지닌 호가든 맥주 브랜드에 적합한 새롭고 혁신적인 맛을 어필하기 위해 복숭아맛
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숭아는 태국에서 프리미엄 과일
로 간주되는 유럽산 복숭아에 벨기에산 호가든의 전통을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과 태국의 여름축제 시즌과 연계하여 태국 송크란(태국 설) 이
전에 런칭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자료 www.foodnavigator-asia.com / https://shope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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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든은 맥주에 복숭아맛을 적용하고 생산하기 위해 연구
한 유일한 글로벌 맥주 브랜드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생산,
납품하기까지 100일 계획에 착수하였고 제품생산을 위해 유
럽산 캐서린 복숭아와 전통방식의 베이비골드 주스를 사용하
였다. 호가든 복숭아맛은 4월 1일부터 태국에서 출시하며 4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송끄란 축제에 맞춰 4월 8일까지 12,000
개 지점에서 판매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호가든 맥주의 최대시장으로 이
처럼 복숭아맛 맥주는 태국시장에서만 판매된다. 또한, AB
Inbev는 태국의 여름에 해당하는 단 3개월 동안만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으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B Inbev의 이번 신제품 출시는 올해 동남아시아 사업부의
가장 큰 혁신으로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도 함께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계획 중인 디지털 광고는 당초 호가든의 오리
지널 화이트 버전에서 로제, 복숭아맛의 여정을 보여주는 애

AB Inbev이 이번 신제품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선택한 또 다

니메이션 그래픽이 표현된 광고가 포함되며, 소비자의 관심

른 이유는 과일맛 밀맥주 부문이 태국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이

유발을 위해 인플루언서와 연계하여 고급 슈퍼마켓 내 디스플

고 있기 때문이다. ”과일맛 밀맥주시장은 태국에서 빠르게 성

레이 설치 및 증강현실 기기를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까

장하고 있다.

지 포함한다. 복숭아맛 출시와 관련한 마케팅 포인트로는 전

작년, 호가든 로제는 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이

체적 분위기는 밝고 활기찬 이미지에 여름지향적으로 표현

며 과일맛 밀맥주 산업은 잠재력이 높다고 예상한다“라고 말

할 예정이고, 여름 로맨스와 같은 아이디어로 차별화할 것이

하며 “태국 사람은 트렌드에 매우 민감하며 태국에서 새로운

다“라고 덧붙였다. 4월 1일 출시되는 호가든 복숭아맛의 용량

맛을 출시하는 것은 큰 도전이다. 태국 맥주시장에서는 수개월

은 500ml 캔으로 알콜도수는 3.0% 이다. 복숭아주스를 사용

에 한번씩 유행하는 새로운 맛이 출시되며, 이런 시장 트랜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원료와 가공방식은 호가든 로제와

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브랜드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라

유사하다.

고 분석했다.

Key Point

태국 소비시장을 이끄는 주요 소비자라 말할 수 있는 20-30대 젊은 소비자층은 식품트렌드에 민감하고 새로운 맛에 도전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맥주를 즐겨 마시는 소비자의 경우 새로운 맛이 가미된 맥주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이러한 고유의 소비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과일맛 주류(맥주, 소주 등)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현지 소비문화는 주류 뿐 아니라 다양
한 가공식품 분야에 있어 제품개발 및 출시에 적용가능한 마케팅적 포인트로 판단된다.

對태국 한국맥주 수출규모
연도

2018

2019

2020

전년대비(%)

수출액(천달러)

42

42.9

62.8

46.4

’20.12월 기준 對태국으로의 한국맥주 수출은 46.4%(42.9천 달러→62.8천 달러) 증가했다. 태국으로의 맥주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
맞춰, 다양한 맛의 제품을 준비하여 태국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해야 한다. 미디어를 활용한 PPL이나 한류 마케팅 등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이 동반된다면 더욱 좋겠다.

32

China

베이징지사

2021년 중국 과일주 시장 트렌드
1선 도시 여성소비자의
주력 소비상품, 과일주

티몰 신제품 혁신센터(天猫新品创新中心)에서 발표한 <2020년 과일주 혁신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월까지 매실주, 칵테일 및 과일주의 수요가 각각 90%,

50%가 늘었으며 관련품목의 소비가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리서치
전문기관 CBNData의 <2020년 청년들의 주류 소비 통찰 보고서>(이하 <과일주 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지우링허우(90后)의 소비자 수와 평균 소비수준이 지속적으로 상
승하고 있고, 특히 지우우허우(95后) 소비자의 평균소비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류 소비가 폭등한 원인으로는 여성 소비자의 소비력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 티몰 녠훠제 페스티벌(天猫年货节)에서 발표한 통계데이터에 따르면 과일주

소비자 중 여성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대별로 지우링허우의 과일주 소비량
이 45%, 빠우허우(85后)의 과일주 소비량이 20%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1선 도시에
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 중 사무직장인, 고소득 주부층, 지우우허우(95后)가 과일주와 칵
테일의 소비주체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과일주를 주로 소비하는 중국 여성소
비자들에서는 과일주의 맛, 창의적인 디자인 등 특징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
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일주는 사교적인 장소에서 분위기 메이킹을 담당하는 주요 제
품으로 포지셔닝에 성공하였다. 과일주는 애주가들에겐 약간의 취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도수가 낮아 숙취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소
비자들에게 과일주는 소프트 드링크의 대체품과 분위기 메이킹용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
으며, 각종 모임과 식사자리, 야외활동 등에서 필수적인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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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과일주 창신 추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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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창신센터

포장 + 입맛 + 마케팅 삼위일체로 여성 소비시장 공략

 과일주 포장트렌드
여성 소비자들이 트렌디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만큼 주류 브
랜드 제품들 또한 디자인에 특별히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현재 중국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는 과일주 제품은 아주 많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小红书)의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 술”에 관한 주제

만 7만여 건에 달하고 조회수는 1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쁜 디자인(高颜值)”, “여성 적합”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링크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는 제품 포장디자인의 중요
성을 의미한다.

샤오훙슈 플랫폼 ‘여성에게 적합한 술“ 키워드 검색 결과

자료 샤오훙슈

1선도시

2선도시

3선도시

4선도시

5선도시

6선도시

도시 퇴직자
사무 직장

280-300
180-200 80-100
40-60 180-200TGI 40-60
320-3

TGI
TGI
20-40

2.9%

도시 퇴직자

3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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쟝후과이과이(江湖乖乖) 파우치 형태 과일주 제품

자료 바이두

과일주 포장디자인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포장형태
도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입맛을 통한 차별화
전체적으로 비숫해지고 있는 과일주시장에서 차별화 전략은

2020년 쟝후과이과이(江湖乖乖)에서 출시한 파우치형 포장
과일주 슬러시는 “얼려먹는 파우치형 포장 과일주”로 홍보, 판
매되고 있다. 이 제품은 업계에서 흔치 않은 파우치형 포장으
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과일주의 새로운 종(種)”이라고
불릴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한 번에 다 마시지 못

모든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다. 그러므로 차별화 전략은
포장 디자인 뿐만 아니라 제품의 맛에도 적용된다.
현재 중국의 과일주시장에는 ‘과일+차+술’을 결합한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루어인(落饮)이라는 브랜드는 20~35세 연령

대의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국풍 과일주를 개발하였다. 독

해도 냉동보관을 할 수 있으며, 과일 혹은 주스와 함께 칵테일

특한 입맛과 차별화된 마케팅은 빠른 속도로 중국 소셜미디어

을 만들어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플랫폼에서 팬층을 확보했다.

루어인(落饮) 과일 + 차 + 술 결합음료
자료 루어인(落饮)

Key Point

2021년, 중국 주류 소비시장은 저령화, 저도수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자취하거나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젊은층들은 혼술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다. 저도수의 과일주는 맥주, 바이주(白酒), 탄산음료 등 소프트 드링크로 대체, 새로운 주

류제품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입맛과 약간의 취기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쁜 포장 등 창의적인 제품으로 중국 여성의 취향을
만족시키며 sns 욕구를 자극하기도 한다. 한국은 과일소주 전성기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2015년 처음처럼 ‘순하리’ 제품이 출시된 이후 많은 과일맛
소주와 저도수 소주가 유행하고 있으며 중국에도 상당수의 한국의 과일소주제품이 진출했다. 향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과일주 기업들이 한국제품
만의 경험과 장점을 바탕으로 현지화 및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펼쳐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Cambodia

캄보디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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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캄보디아
수출품목 부동의 1위는 ‘음료’
캄보디아 음료시장 현황

캄보디아의 연평균 기후는 연중 20~30℃로 가장 더운 달인 4월의 최고 기온은 40℃
이상까지도 육박한다. 이렇듯 캄보디아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무더위를 식힐 시원
한 음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으로 음료시장 역시 발달했다. 캄보디아의 음료 판매량
은 2020년 약 560백만 리터로 코로나19 불경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득원 감소에 불
구하고 2019년의 약 555백만 리터 대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0년 캄보디아 음료 총 수입액 또한 약 306백만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
가별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는 인근 국가인 태국 다음으로 한국음료가 64백만 달러로 2
위를 기록하며 수입되고 있다. 특히나 한국음료의 성장세는 굉장히 가파른 편으로 캄
보디아의 한국음료 수입액은 2016년 4.8백만 달러에서 2020년 64백만 달러로 약 13
배 증가했다. 이렇듯 음료는 2018년부터 對캄보디아 수출품목 1위로 등극하여 수출효
자품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

(단위 : 천 달러)

자료 ITC Trade Map, HS CODE 2202 기준

구분

2016

총계

115,680
78,408

태국

2017

2018

2019

2020

217,115

281,823

299,357

306,028

162,691

219,993

225,536

225,465

2

한국

4,893

30,157

33,251

41,144

64,029

3

싱가포르

14,375

9,519

12,130

17,362

8,107

4

말레이시아

15,290

13,280

12,572

8,865

6,924

5

중국

37

63

759

966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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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음료시장의 품목별 특징

2020년

2020년 품목별 음료 판매량은 생수가 제일 높으며, 탄산음
료 및 에너지음료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캄보
디아 소비자들이 에너지음료를 대중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소비층은 2030세대 학생 및 직장인들이며, 주로 피
로회복제 형태로 에너지음료를 소비하고 있다. 주요 브랜드는

1

구분

판매량

비중

총계

560.0

100.0

생수

298.2

53.3

2

탄산 음료

131.2

23.4

3

에너지 음료

71.1

12.7
7.5

4

커피·차

42.1

태국 카라바오(Caraboa)의 제품과 한국의 박카스(Bacchus)로

5

스포츠 음료

14.7

2.6

박카스의 경우, 한국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신뢰도를 바

6

주스

2.7

0.5

탕으로 TV 및 옥외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캄보

자료 Euromoniter

(단위 : 백만 리터, %)

디아 에너지음료시장을 선점했다.
의 경우 주로 0.6달러~1달러 선에서 판매되며, 1달러를 초과하

캄보디아 한국음료 유통현황

는 경우는 거의 없다. 타국 음료 제품들 또한 비슷한 가격대를

에너지 음료인 박카스 외에도 캄보디아 슈퍼마켓ㆍ편의점에
는 탄산음료, 주스 및 과일음료, 홍삼음료 등 다양한 한국음료

보인다. 1.5L의 대용량 음료의 경우 평균 3.5-4달러 선에서 판
매되고 있다.

를 찾아볼 수 있다.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160-250ml 음료

오라떼

0.6$ / 240㎖
쥬스 · 과일음료

박카스

0.65$ / 250㎖
에너지 음료

닥터 알로에

0.7$ / 240㎖
쥬스 · 과일음료

데미소다

0.7$ / 250㎖
탄산 음료

비락식혜

갈아만든 배

1$ / 160㎖
쥬스 · 과일음료

자연은

0.9$ / 180㎖
쥬스 · 과일음료

홍삼꿀D

0.7$ / 100㎖
홍삼음료

썬키스트 드링크
0.7$ / 180㎖
쥬스 · 과일음료

뽀로로
자료   aT 캄보디아사무소 자체 조사

0.95$ / 235㎖
쥬스 · 과일음료

꿀홍삼

0.9$ / 180㎖
홍삼음료

0.9$ / 238㎖
기타

2021.05_vol.109

GLOBAL REPORT

떠오르는 음료 신규 유통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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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음료시장 트렌드

현재,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을 중심으로 편의점이 급속도

2019년 프놈펜시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내 에너지

로 늘어나고 있다. 서클케이(Circle K), 이온익스프레스(Aeon

음료, 카페인음료, 설탕이 과다하게 함유된 식음료 판매를 금지

Express), 키위마트(Kiwi mart)와 같은 편의점은 주로 트렌드에

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설탕이 함유된 음료섭취 시 치아부식, 당

민감한 10~20대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기

뇨 등을 이끌 수 있다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 음

준, 편의점 음료가 유통채널 중 약 18%의 점유율로 유통된 것

료기업들은 캄보디아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무설탕, 저설탕 제

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편의점 확산에 따라 편의점 판매 비중은

품을 내세우며 트렌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음료, 유기농 과일주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4월 15일부터 2주간 프놈펜 내 이동제

단백질음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유산균이 함유된 발

한이 시행됨에 따라, 푸드판다(Food panda), 냠24 (Nham24)

효음료인 콤부차가 면역력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며 전 세계적인

와 같은 배달앱들이 각광받고 있다. 음료의 경우, 앱 내 입점되

인기와 함께 캄보디아 내에서도 탱이 터틀(Tangy Turtle) 콤부차

어 있는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다. 현재 유

제품이 ‘건강’과 ‘면역’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여 홍보 활동을 펼

통매장 간 판촉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무료배송 혜택을

치고 있다. 이외에도 프놈펜 시가지에 위치한 비건카페인 바이브

받을 수 있어 배달 앱을 통한 음료 구입도 점차 증가할 것으

(Vibe) 또한 유기농 생과일주스를 선보이며 인기를 얻고 있다.

로 보인다.
탱이터틀 콤부차

배달앱 내 음료 주문 화면

자료   푸드판다, 냠24 앱

Key Point

바이브 유기농 
생과일주스

자료   탱이터틀, 바이브 홈페이지

캄보디아 음료시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으로 이중에서 한국음료의 성장세가 단연 돋보인다.
10~20대를 중심으로한 소비인구의 확대와 편의점 및 온라인 유통채널의 확산 또한 음료시장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다만, 음료시장은 성장가능성이 큰 만큼 과포화 상태로도 볼 수 있다. 글로벌 브랜드들의 현지 생산으로 인한 가격인하, 제품프로모션, 커피전문점의 확
산 등이 시장 내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안전하며 고품질로 평가받는 한국음료의 경우, 중저가 음료제품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
해서는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으로 접근하는 진출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국가 전반에 걸쳐 건강 및 식단에 주의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무설탕’, ‘저
설탕’, ‘건강’, ‘면역’ 등과 같은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프리미엄 컨셉으로 제품을 포지셔닝한다면 미래의 시장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0대 미만이 주요 소비층을 차지하며 소셜미디어 사용이 높다는 점을 공략하여 인플루언서, 세포 마켓 등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한다면
인지도 확보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함께 바이어상담회 참여 등을 통해 현지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성공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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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두바이지사

건강과 친환경 트렌드에 주목하는
UAE 생수시장
UAE 생수시장 급성장,
2025년까지 8.1% 성장 예상

코로나19는 UAE 생수시장에도 영향을 끼쳤다. 유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
월 정부의 락다운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UAE 내 생수판매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 레스토랑 등의 폐쇄조치에 따라 온트레이드(on-trade) 소비시장은 크
게 위축되는 한편, 생필품 비축을 위한 대용량 구매가 늘어나고 대형 및 소형 유통매장
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생수구매가 대폭 증가했다. 외식감소와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의 증가 등 라이프스타일 또한 변화함에 따라 생수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
로 예상된다. 2020년 한해 UAE 생수시장 규모는 11억 리터(4억7천6백만 달러)를 돌파
했고 2025년까지 총 8.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능성생수 인기 증가,
건강에 더욱 초점

현지에서는 약 38개 이상의 생수업체가 경쟁 중에 있다. 그 중 마사피(Masafi), 아그시아
그룹(Agthia Group), 네슬레(Nestle), 알가디르(Al Ghadeer), 팔콘스프링(Falcon Spring)
이 생산한 생수브랜드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마사피와 아그시아 그룹의
알아인(Al Ain) 생수가 시장 내 점유율 1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타사와 비교하여 두 업
체는 비타민D 워터,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로워터, 레몬 및 딸기향이 첨가된 제품들을
선보이는 등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비타민D
첨가, 나트륨제로 등 건강적인 측면에 더욱 초점을 맞춘 기능성 생수제품군의 지난 5년
간 연평균 성장률은 특히 두드러진다. 기능성 생수제품의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5.3%로 전망하며, 이는 생수 제품군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으로 예상된다.

UAE 생수제품 판매량 및 성장률
분류

생수 판매량 2020
(백만 리터)

연평균 성장률
2015-2020(%)

연평균 성장률
2020-2025(%)

탄산수

9.5

5.6

2.0

맛(향)첨가 생수

4.2

7.5

0.2

기능성 생수

2.5

89.9

35.3

일반 생수

1,074.5

2.4

1.4

총계

1,090.7

2.5

1.6

자료 유로모니터, https://www.euromoni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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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제품으로 지속가능성 확대 움직임

하고 있다. 현재 두바이 라흐밥(Lahbab)지역에 약 1만개 정도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접목한 친환경 제품들이 소

의 하이드로 패널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 8%의 수분으로 식수

비자의 친환경 관심과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두바이 전력/수

생산이 가능한 이 기술은 평균습도가 50%인 현지에서 매우

도 공급사 DEWA(Dubai Electricity & Water Authority)가 인수

유용하다. 일반 담수화 과정보다는 제조비용이 높은 편이지만,

한 생수업체 마이 두바이(Mai Dubai)는 태양광 에너지 활용 및

제품가격은 수입 생수보다 저렴하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아

공장 자동화 생산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중동 내 생

랍에미리트 호텔, 식당, 카페 등의 위락시설 지역에 프리미엄

수공급을 실현하고 있다. 최근 걸프지역에 진출한 소스글로벌

식수로 제공될 계획이다. 해당 기술을 통한 제품 대량생산과

(Source Global) 또한 대기 중의 수분을 태양열로 추출하고 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향후 상용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수로 바꾸는 하이드로 패널(Hydropanel) 기술로 제품을 생산

예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수생산

태양전지판 (solar panel)이 
지붕을 덮고 있는 
Mai Dubai 생수공장 모습
소스글로벌(Source Global)사가 라흐밥
(Lahbab) 지역에 설치한 하이드로패널

자료 h
 ttps://www.maidubaiwater.com/
https://www.thenation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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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는 지난해 생분해와 재활용이 가능한 테트라팩

유기농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와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Tetra Pak) 포장재를 식수에 처음 도입하여 업계의 이목의 모

변화에 맞춰 생수업체들이 친환경제품 출시와 제품고급화에

은 바 있다. 관련 친환경 활동 사례로는 UAE에 진출한 네슬레

열을 올리고 있다. 생수 생산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페트병 재활

(Nestle)가 자사의 물병을 재활용할 경우 경품으로 생수를 주

용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권

는 에코 미션(Eco Mission)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친환경 선택 기호를 공략

친환경 패키지 및 캠페인 외에도 타사 제품과의 차별성을 위

함과 동시에 재활용 페트병 회수율을 높여 회사 이익을 가져오

한 독특한 패키징도 관심을 받고 있다. 아그시아그룹의 알아

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생수는 기존의 파란색 라벨링 대신 자연을 연상시키는 초록

마이 두바이는 현지 학교에서 생수병 재활용 캠페인을 독
려하고 해당 학교에 상여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재활용

색 라벨링으로 대체하고 광고에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함께
실었다.

된 페트병은 교복 및 체육도구로 재활용되어 새로운 상품으

또 다른 생수업체 줄랄(Zulal)에서는 기존 생수병 패키지에서

로 공급된다. 또한 생수병을 유리병으로 대체하여 100% 재활

용량이 작은 물방울 모양의 패키지를 개발하여 자사만의 브랜

용이 가능한 생산 라인으로 구축하기 위한 개발단계에 있다고

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함으로써 치열해진 매대 경쟁 상황 속에

밝혔다. 내셔널푸드프로덕츠컴패니(National Food Products

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다양한 현지 생수 패키징

2

3

1

1 아
 그시아 그룹(Agthia Group)의 자연을 연상시키는  
알 아인(Al Ain) 생수병 라벨링

자료 h
 ttps://www.agthia.com/
https://www.nfpcgroup.com/
https://www.maidubaiwater.com/
https://www.zulal.ae/

Key Point

2 NFPC사의 생수 브랜드 오아시스(Oasis) 테트라팩

4

패키징 제품
3 마
 이 두바이(Mai Dubai)의 다양한 생수병 패키징
4 줄랄(Zulal)에서 출시한 물방울 모양 생수 패키징

중동지역 음료 산업에서 생수시장은 약 56%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또한 UAE는 생수 소비
세계 5위 국가로 1인당 연간 생수 소비량이 214리터에 달해 글로벌 생수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최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인식변화 증가는 UAE 생수시장 발전의 가속화를 더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현지 생수 생산업체와 다수의 해외브랜
드 진출로 이미 경쟁이 가열된 UAE 생수시장에 한국 생수업체의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동 생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성을 고려
했을 때, 한국산 제품 진출 가능성은 열려있다.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기능성 생수제품을 내세워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패키징을 장착한 경
쟁력을 갖춘 제품이 준비된다면 현지 시장 진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UAE를 거점으로 주변 중동 국가로의 진출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ndonesia

자카르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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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맞이한 인도네시아의
식품 배달대행 플랫폼
동남아 최대의 인도네시아
온라인 식품 배달대행 산업

인도네시아는 외식문화의 발달과 저렴한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음식배달 대행 온라인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다. 작년 한 해 인도네시아 음식 배달대행시장의 총 매출은 동
남아 최대인 37억 달러를 기록해 2위인 태국(28억 달러) 및 3위의 싱가포르(24억 달
러)보다 크게 앞서 있는 상태다.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인
고푸드(God Food)와
그랩푸드(Grab Food)
자료 직접캡쳐

인도네시아의 음식배달 대행시장은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배차 앱 그랩(Grab)
의 음식배달 플랫폼인 그랩푸드(Grab Food)와 인도네시아 배차 앱인 고젝(Gojek)을 기
반으로 한 플랫폼인 고푸드(Go Food)가 각각 53%와 4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룬 음식배달 대행 산업

CLSA Indonesia의 분석가인 Jonathan Mardjuki에 따르면, CLSA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
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70%나 증가했다고 한
다. 그는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식사가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일상이 되었으며, 그 결과 직장인, 주부, 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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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의 옴니채널화
이렇듯 온라인서비스 수요가 늘어나자 기존에는 배달대
행만 하던 고젝(Gojek)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 또꼬페디아
(Tokopedia)는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합병이 성사될 경
우에는 차량공유, 온라인쇼핑, 고객을 대신하여 오프라인마트
장보기, 결제 및 배달까지 아우르는 거대 종합서비스플랫폼이
탄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이에 질세라 인도네시아 최대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쇼피(Shopee) 또한 최근 쇼피푸드(Shopee Food) 서비스 확장
을 통해 온라인 식품배달 대행 산업에 진출했다. 서비스별로 분
리되어 있던 기존의 플랫폼과는 차별화된 이러한 옴니채널은

또꼬페디아(Tokopedia)

자료 Tokopedia 캡쳐

쇼피(Shopee)

자료 CNBC Indonesia

PC나 모바일 등 온ㆍ오프라인에 걸쳐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ey Point

코로나19의 영향과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에 점점 익숙해짐에 따라 작년 한 해 인도네시아 온라인 식품배달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온라인 쇼핑플랫폼과 배차 및 배달플랫폼의 옴니채널화를 통해 온ㆍ오

프라인 구매, 결제, 배송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여 맞춤형 한국식품 판
매ㆍ유통 서비스 개발과 집중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지의 온라인 플랫폼시장을 파악하고 플랫폼별 특성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인기있는 플랫폼 앱이나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소비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식품을
소비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ussia

블라디보스토크지사

43

연방체인 vs. 지역체인,
승자는 누구?
러시아 연방은 총 85개의 연방주체(Federal Subject)로 구성된다. 이와 비슷한 듯 다른 개념인 연방관구는 2000년 5월 18일 당
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방정부 개혁계획 지시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연방정부의 편의를 위해 8개로 구분한 행정
구역이다. 헌법에 규정된 단위는 아니며 각각의 연방관구는 여러 연방주체로 구성된다. 러시아 인구의 67.5%가 서부 러시아 지
역 내 4개의 연방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연방형 체인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연방체인의 극동지역
진출 가능성은?

러시아 내 대표 유통체인으로는 X5 리테일그룹의 ‘피초로치카(Pyaterochka)’, ‘페레크료스
토크(Perekrestok)’, 마그닛 PAO의 ‘마그닛(Magnit)’, DKBR 메가리테일그룹의 ‘딕시(DIXY)’
등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곳의 유통체인 매출액이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한다는
것과 주 활동지역이 인구의 67.5%가 몰려있는 유럽러시아지역이라는 점이다.
유럽러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방체인은 극동지역 진출을 서두르지 않는 모
양새를 보이고 있다. 극동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지역생산자 및 공급자가 다양하지 않
아 제품 수매에 어려움이 따르며 광활한 영토 내 물류망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
는 등 투자대비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인구밀도 : 모스크바 4,941,45명/㎢, 연해주 8,54명/㎢

러시아 연방 지도 (연방관구)
1 중앙 연방관구

5 부캅카즈 연방관구

2 북서 연방관구

6 우랄 연방관구

3 볼가 연방관구

7 시베리아 연방관구

4 남부 연방관구

8 극동 연방관구

중앙 연방관구(27%), 북서 연방관구(9.5%), 볼가 연방관구(20%), 남부 연방관구(11%)

44

연방체인의 극동지역 진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
다. 지난해 ‘후레쉬25’와 ‘딕시’가 파트너쉽 구축을 계획하여

극동지역 내 ‘딕시’의 소매체인 브랜드 ‘페르븸 젤롬(Perbym

극동지역 대형마트 ‘삼배리(Samberi)’,
동지역 내 SSM ‘후레쉬25(Fresh25)’ 인수
올해 3월 ‘삼배리’의 홍보부장(베타 볼구쉐바)에 따르면, ‘삼배리’

Delom)’으로 체인화할 계획이 진행된 바 있다. 이로써 물류시

의 대표(레프 볼코프)는 “리테일 사업은 항상 발전해야 하며 ‘삼배

스템 및 자체브랜드의 공급이 가능해졌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리’와 ‘후레쉬25’의 통합은 구매, 물류 등 기타 과정에 있어 규모의

에 봉착하였다. 바로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로 인해 물류의 비

경제를 이루어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효율성을 겪은 것이다. 일례로 서부지역에 위치한 중앙 물류센

‘삼배리’가 ‘후레쉬25’ 전체 매장 혹은 일부 매장을 인수하는지에 대

터에서 제품을 출고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극동지역까지는 20

한 정보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주로 대형마트를 보유하고 있는 ‘삼

일 이상 소요되며 또 상시재고를 보유해야하므로 재고 부담이

배리’가 극동지역 곳곳에 슈퍼마켓 규모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동반된다. 신선식품

‘후레쉬25’를 인수할 경우, 극동지역에 사실상 ‘삼배리’와 ‘레미’ 두

의 경우에 이러한

개의 유통체인만이 남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근거리 소비빈도

부담은 보다 크게

가 높아지는 추세에 접근성이 높은 ‘후레쉬25’ 매장을 인수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써 극동지역에서 ‘삼배리’의 영향력은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레미
매장수 46개 (블라디市 23개, 그 외 23개)
분포지역수 극동 지역 16개 도시에 분포
매장유형 슈퍼마켓

후레쉬25
매장수 47개 (블라디市 17개, 그 외 30개)
분포지역수 극동 지역 20개 도시에 분포
매장유형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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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배리
매장수 30개 (블라디市 5개, 그 외 25개)
분포지역수 극동 지역 10개 도시에 분포
매장유형 슈퍼마켓

Key Point

극동시장은 자신만의 특색을 갖춘 독특한 시장이다. 그 특징으로는 유럽러시아지역과는 달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들과 인접해있어 제품을 수급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주요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사할린 등에는 인접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과의 교류를 통하여 유럽러시아지역에 대비해 아시아 제품의 공급이 원활하다. 또한 시장
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일종의 테스트마켓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역으로 극동지역을 거점으
로 시장성이 확인되고 수요가 형성되어 있는 우리 제품을 서부지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삼배리’는 자체적
으로 감귤류, 사과, 배 등 한국산 신선농산물을 수입 - 유통하여 자체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 겨울시즌에는 한국산 감귤류가 빅히트를 친 바
있다. 따라서 이미 극동지역에 진출한 기업은 시장을 유지하면서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수출 희망기업의 경우에는 극동시장으로의 문
을 꾸준히 두드려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주요 유통체인을 통해 시장확대의 기회를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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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현지 전문가와 연계하여 법률 · 통관 자문, 라벨링 등을 지원하여
비관세장벽 애로를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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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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3~11월

해외지사

관련문의

현지 전문기관

농식품 hjh@at.or.kr
수산 lsysl@at.or.kr

현지 전문기관
의뢰

현지실사 및 애로 해소

지원내용을 확인하세요!
수출업체, 바이어
비관세
장벽자문

통관, 법률, 관세,
SPS(위생·검역 등)

자부담 없음

바이어

라벨링

상표권 출원

포장패키지
현지화

바이어
특화지원

수입경보 해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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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DA Import
Alert Red List
해제 컨설팅

라벨링 제작 시
필요한 일체
식품검사

1천만원 지원

수출업체

2 천만원 지원

10~20 % 자부담

신규 수입식품
등록비(갱신비)
현지 식품 검사비 등

1천만원 지원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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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천만원 지원
10 % 자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