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제품 동향

20-07호 해외트렌드

2020년 상반기 미국, 중국의 인기제품 결산
건강을 중시하는 미국, 가성비를 중시하는 중국
□ 2020년 상반기 미국 아마존(Amazon)에서는 탄산음료류가 큰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건강 유지를 위한 무설탕, 저칼로리 음료 제품이 돋보임
- 아마존의 상반기 인기제품 상위 10개 중 7개 제품이 음료류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가정 내 음료를 보관해 놓고자 하는 소비자가 증가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45)
· 상위 10개 제품 중 3개는 천연 원료를 사용한 무가당, 저칼로리 탄산음료로, 소비자
들은 공통적으로 ‘인공적인 맛이 나지 않음’, ‘비만 걱정 없이 단맛을 즐길 수 있음’
등의 반응을 보임
· Sparkling ICE社의 Black Cherry Sparkling Water 제품은 천연 색소를 사용했으며
설탕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에도 과일 향과 단맛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음
제품 이미지
제품명
제조사
식품유형
용량·가격
특징
소비자 반응

-

제품 기본정보
Black Cherry Sparkling Water
Sparkling ICE
탄산음료류
17 fl oz. / $10.56(12개 묶음)
천연 색소 사용, 무설탕
항산화제 및 비타민 함유
다양한 과일 향이 남
휴대하기 간편한 형태
비만 걱정 없이 단 맛을 즐길 수 있음

*출처: Amazon (2020.07.14.)

· S.Pellegrino Essenza社의 Blood Orange & Black Raspberry Flavored Mineral Water
제품은 칼로리 부담 없이 단맛과 다양한 향을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임
제품 이미지

제조사

제품 기본정보
Blood Orange & Black Raspberry
Flavored Mineral Water
S.Pellegrino Essenza

식품유형

혼합음료

제품명

용량·가격
특징
소비자 반응

-

11.15 fl oz. / $24.99(24개 묶음)
제로 칼로리
다양한 향의 제품 존재
무설탕이므로 건강 상 부담이 덜함
인공적인 맛이 나지 않음
탄산이 과하지 않아 섭취하기 용이함

*출처: Amazon (2020.07.14.)
45) 한국만 생수·휴지·손세정제·물티슈 품절률 0%…미국·일본·홍콩 사재기 난리통,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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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bly社의 bubly Sparkling Water, Tropical Thrill Variety Pack 제품 역시 칼로리 부담이나
인공 감미료로 인한 인공적인 맛 없이 자연스럽고 청량한 느낌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음
제품 이미지

제품 기본정보
bubly Sparkling Water,
Tropical Thrill Variety Pack

제품명
제조사

Bubly

식품유형

탄산음료류

용량·가격

12 fl oz. / $10.99(18개 묶음)

특징
소비자 반응

-

제로 칼로리, 감미료 없음
8가지 종류로 출시
인공적인 맛이 나지 않고 청량한 점이 좋았음
제품의 향이 좋았음

*출처: Amazon (2020.07.14.)

- 한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은 휴대하기 간편한 용량 및 포장이 특징임46)
· 2020년 상반기 아마존의 인기음료 50개 제품 중 40개 이상이 17온스(약 500㎖)
이하의 제품으로, 소용량 제품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외이도 인기음료 상위 100개 중 커피류 제품이 35개로 집계되었으며, 캡슐커피 제품이
29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뒤이어 캔 음료 1개, 분말형 커피 제품 5개가 인기제품 상위에 위치함
제품 이미지
제품명

제품 기본정보
Dark, Single-Serve Keurig K-Cup Pods,
Dark Roast Coffee

제조사

The Original Donut Shop

식품유형

커피

용량·가격

1 Count / $42(72개 묶음)

특징

- 언제나 고품질의 커피를 보장
- 일반적인 캡슐 커피보다 많은 양 함유

소비자 반응

- 과한 쓴 맛없이 부드러운 향이 좋았음
- 휴대하기 간편한 점이 좋았음

*출처: Amazon (2020.07.14.)

46) 2020.07.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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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외에도 감미료 제품이 판매 상위에 올라 눈길을 끔
· Lakanto社의 Monkfruit Baking Sweetner 제품은 설탕과 달리 칼로리, 탄수화물, 혈당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설탕과 유사한 당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식이요법에 사용
가능함을 홍보하고 있음
· 또한 다른 설탕 대체물에 비해 쓴 맛과 같은 부작용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음
제품 이미지

제품 기본정보
제품명

Monkfruit, Baking Sweetener,

제조사

Lakanto

식품유형

식품(기타가공품)

용량·가격

1 lb / $13.99

특징

- 칼로리, 탄수화물, 혈당지수가 없으나
설탕과 유사한 당도 보유
- 제빵에 적합함

소비자 반응

- 다른 설탕 대체물에 비해 쓴 맛과 같은
부작용이 없음

*출처: Amazon (2020.07.14.)

□ 2020년 상반기 중국의 인기식품을 분석한 결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중국 소비자의
구매행태가 눈에 띔
- 중국 온라인 쇼핑몰 징동(JD.com)에서 인기 있는 제품의 공통점은 좋은 품질 외에도
비용 대비 효용성, 즉 가성비로 나타남
· 판매 상위에 위치한 제품은 대체적으로 낮은 가격 대비 높은 품질, 맛 등을 내세우는
제품으로 나타났고, 중국 소비자들 또한 이 점에 긍정적으로 반응함
· 가성비를 중시하는 경향은 현재 중국 내 새로운 소비 트렌드 주역으로 거론되는
1985년~1995년생인 ‘바우허우(85后)’, ‘쥬우허우(95后)’ 등 세대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47)
- 이외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내 1인 가구의 니즈에 맞춰 주로 소용량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47) [글로벌 벤치마킹]차이나 식품시장 주역, 중국 싱글족 동향, 식품외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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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식품 중 유제품이 인기제품 상위에 위치하였는데, 멩니우(蒙牛) 우유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사육된 젖소에게서 착유된 제품임을 홍보하며 유기농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있음
제품 이미지

제품 기본정보
제품명

蒙牛特仑苏有机纯牛奶
(멩니우 트렌스 유기농 퓨어 밀크)

제조사

蒙牛(MENGNIU)

식품유형

우유

용량·가격

250㎖ / ￥198(24팩 묶음)

특징
소비자 반응

-

자연 친화적 방식으로 사육된 소에서 착유됨
스크류캡을 활용하여 보관이 용이함
맛과 향이 진하여 만족스러움
가격이 저렴하여 만족스러움

*출처: JD (2020.07.14.)

- 가공식품 중에서는 견과류 제품이 상위에 올랐으며, 간식류 제조사인 싼즈송슈(三只松鼠)의
견과류 선물세트는 피칸, 마카다미아 등 9가지 종류의 견과류와 건조 과일로 구성되었고,
소분 포장되어 휴대가 간편한 점이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음
제품 이미지
제품명

제품 기본정보
三只松鼠坚果大礼包
(싼즈송슈 견과류 선물세트)

제조사

三只松鼠(Three Squirrels)

식품유형

견과류, 당절임류 등

용량·가격

1,720g / ￥109

특징

- 피칸, 마카다미아 등 9개 품목으로 구성

소비자 반응

- 소분 포장되어 휴대하기 간편해서 좋음
- 가격이 저렴하여 만족스러움

*출처: JD (2020.07.14.)

- 7월 3주 차 인기식품으로는 ‘냉동 은대구’와 ‘냉동 스테이크 세트’로, 각각 30만 건,
24만 건 이상의 평가를 받아 상위에 오름
· 냉동 은대구 제품은 MSC48), HACCP 등의 인증을 취득했으며 기름지거나 비린 맛이
없고 식감이 부드러워 유아용 이유식을 만드는 데 적합한 평가를 받음

48) 글로벌 비영리기구 해양관리협의회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인증으로, 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어획
한 수산물에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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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이미지

제품 기본정보
제품명

冷冻新西兰银鳕鱼
(냉동 뉴질랜드 은대구)

제조사

鲜元素(Xian YuanSu)

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용량·가격

500g / ￥279

특징
소비자 반응

-

유아용 이유식 재료로 사용 가능
MSC, HACCP 등 인증 취득
기름지거나 비리지 않고 맛있음
포장이 잘 되어있고 가격이 저렴함

*출처: JD (2020.07.14.)

· 스테이크 세트는 육질이 부드러워 아이들이 먹기에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며, 수입 후
60일 이내의 원육을 별도 가공 없이 그대로 절단하여 영하 120도로 냉동 포장한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됨
제품 이미지

제품 기본정보
小牛凯西原肉整切牛排套餐
(원육 스테이크 세트)

제품명
제조사

小牛凯西(Kassy Steak)

식품유형

포장육

용량·가격

1.3㎏ / ￥198

특징

소비자 반응

-

수입 후 60일 이내 제품
원육을 그대로 절단함
영하 120도에서 냉동
육질이 부드러워서 아이들에게도 적합
고기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소스류를
같이 제공해 주는 점이 좋았음

*출처: JD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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