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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식품시장의 성장 전망과 대응과제

[요 약]
중국의 가공식품시장은 소비 지출액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고속 성장하고 있
으며, 도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식품소비구조도 점차 서구적 유형으로 전환
- 2011년 현재, 중국의 가공식품 수요는 1,404억 달러 규모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까지 연평균 11%의 속도로 성장할 전망
현재 중국 내수식품시장에서 한국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났지만 식품안전, 맛, 제품 디자인 측면에서 일부 품목별로 경쟁 우위 및 성장 잠
재력을 확인
- 한국식품은 유제품, 과자 및 베이커리, 면류, 인삼가공식품, 일부 음료제품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성장 잠재력도 풍부한 것으
로 분석
- 반면, 영유아식품을 비롯하여 즉석식품, 김치류, 소스 및 장류, 주류 등은 중
국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넓혀가고는 있으나, 여전히 교민시장이 주류
우리 식품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기, 소극적 투자,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경영 및 투자 경향 등의 문제들로 인해 중국 내수시장에서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식품시장을 우리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원으
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 가속화

<그림 1>

중국의 가계소비지출 변화 및 비중
성장률(%)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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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

<그림 2>

중국 도시 소비계층의 구성 및 전망

□ 중국 식품시장의 고속 성장 및 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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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국 가공식품 수요 및 전망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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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억 달러)

<그림 4>

주요 가공식품의 수입액 비교(2012년)

(백만 달러)

□ 한국 식품의 중국시장 내 위상 : 기대에 미흡, 성장 잠재력은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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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 유제품의 강·약점 분석
강점 요인

- 신선우유는 로컬업체들과 기술수준 격차가 큼
- 우리 식품기업만 접근할 수 있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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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 요인
- 냉장제품 특성상 항상 통관 위험 존재
- 멸균우유는 가격 경쟁력 약함

기회 요인

위협 요인

- 이제 막 신선우유 시장 성장, 대형마트로 시장 확산 중
- 중국의 낙후된 설비(목장, 냉장 유통망)

- 신선우유 시장이 커지면 언제든지 중국 당국 및 로컬
업체들이 견제할 수 있음

<표 2>

우리 과자 및 베이커리 제품의 강·약점 분석
강점 요인

약점 요인

- 맛과 디자인 등 한국 식품이 가지는 장점이 잘 발휘되
는 시장

- 오리온 이외 기업의 현지화가 더디게 진행
- 오리온 등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형마트 등 소매업체
에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움

기회 요인

위협 요인

- 유기농 과자 및 베이커리 등 부가가치가 높은 니치마켓
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
- 중국의 식품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격 장벽이 완화되는 중

- 초코파이 이후 킬러 브랜드(상품)가 없음
- 비슷한 성격의 일본 업체(明治, glico 등)들과 경쟁이
치열

<표 3>

우리 면류 제품의 강·약점 분석
강점 요인

약점 요인

- 라면 맛에서 로컬업체들과 차별화된 맛을 지님
- 농심의 경우, 신라면의 인지도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라면을 도입하고 있음

- 농심 이외에 현지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음
- 상위 4개 업체(康師溥(57%), 統一(16%), 化隆(8%),
白象(6%))의 시장 점유가 매우 견고함

기회 요인

위협 요인

- 생면시장이 이제 도입되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데, 우리 식품기업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

- 신라면 이후 주력 상품이 나오지 않음
- 중국 로컬업체들이 유사한 콘셉트로 가격경쟁력을 내
세워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07

<표 4>

우리 음료제품의 강·약점
강점 요인

약점 요인

- 중국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장공략을 통해
차별화된 맛을 제공
- 중국 로컬업체의 생수 안전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되고 있음

- 탄산음료, 생수 및 주스 시장에서 글로벌 및 로컬업체들
을 능가하는 확실한 브랜드가 없어서 고객들의 브랜드
충성도가 약함

기회 요인

위협 요인

- 냉장주스 시장이 이제 막 시작 단계이며, 향후 높은 성장
이 예상되는데, 우리 주스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
- 향후 백두산 생수 및 동해 심층수 등 프리미엄 생수시장
에서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최근 중국 로컬업체들도 차별화된 수원지(예를 들어,
Tibet Spring 등) 및 마케팅을 이용하여 생수시장에
뛰어들고 있음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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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삼가공식품의 강·약점
강점 요인

약점 요인

- 한국에서 재배되는 인삼 및 홍삼 제조기술에서 중국
업체들과 차이가 큼
-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고려삼에 대한 신뢰가 큼

- 향후 소비시장에서 중요한 중서부 지역 소비자들의 경
우 약재로서 인삼을 사용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음

기회 요인

위협 요인

- 5년근 이하 인삼에 대한 신자원식품 선정으로 다양한
종류의 인삼가공식품 및 인삼을 이용한 식품 수출 전망
이 밝음

- 제품 위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브
랜드 가치 유지가 어려움

<표 6>

우리 영유아 제품의 강·약점
강점 요인

- 한국 유제품의 안전 이미지 및 세련된 제품 디자인

약점 요인
- 중국 소비자들의 유럽 및 일본 분유제품들에 대한 신뢰
가 견고함
- 가격 경쟁이 쉽지 않음

기회 요인

위협 요인

- 일반 분유보다는 유기농 분유 등 고가 분유시장에서 기
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
- 경쟁이 치열한 1선 도시보다는 한국의 국가 및 제품
이미지가 좋은 2·3선급 도시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밀어내기 등 덤핑으로 들어온 물량이 많은 펀이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가격정책을 펴 나가기가 힘들며, 브랜드
빌딩에 어려움이 있음

<표 7>

우리 장류, 김치류, 즉석식품류 및 주류 제품의 강·약점
강점 요인

약점 요인

- 다른 식품군과 달리 경쟁상대가 없으며(주류 제외),
우리만의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카테고리

- 이들 품목의 대부분은 업소용(약 70%)으로 판매되는
구조로 한식의 성장 및 보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식품군

기회 요인

위협 요인

- 한류의 영향으로 최근 중국 내 한식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여러 중소업체 및 조선족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해 있어
서, 제품의 질 및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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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해야 할 과제

□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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