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유제품시장

2017년 중국 유제품시장의 총매출은 3,590억4,100만 위안으로, 7.85%의 연평균 성
장률을 나타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유제품은 신선한 우유와 분유, 요구르
트인데 반해 치즈와 버터는 아직은 인기가 적다. Euromonitor International의 조사
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시장규모 면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
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유제품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유제품시장의 성장
중국에 있어서 유제품이 국민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널리 알
려져 있다. 동시에 낙농산업은 고도로 통합된 산업으로, 1차 산업(낙농업)에서 2차 산
업(유가공산업)과 3차 산업(유통·물류)으로 확대된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
국의 하나로, 경제, 사회, 그리고 많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 촉발된 낙농산업의 급성장
을 목격했다. 낙농산업의 역사는 그리 길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식생활구조에서 유제
품의 위상이 크게 개선되었다.

중국의 유제품시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실질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국내생산은 물론 소비심리까지 위축시킨 2008년의 멜라민파동은, 중국정부의 불법적
인 원유생산에 대한 강력한 단속, 국내산 유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한
새로운 규제조치 등으로, 중국의 유제품시장은 단지 일시적인 혼란을 겪었을 뿐이다.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중국은 세계 유제품시장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되고 있으
며, 낙농산업 전체가 규모의 성장에서 품질향상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중국유제품시장은 유당불내증을 어떻게 극복했나?
아시아인들은 유전적으로 유당분해효소의 결핍증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중
국에서는 약 85%의 사람들이 유당불내증을 지니고 있다). 식생활에서 유제품을 거의
소비하지 않았던 기성세대들도 대부분 유당불내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유당불내증은 유제품시장의 성장을 늦추지는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유를 즐기는 신세대들을 위해 사회와 정부가 몇 가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오
늘날 중국의 아기들은 우유벡터(milk vector)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인 락타아제
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없어진다. 또한 아이들은 자
라면서 우유소비를 끊지 않고, 따라서 이 효소를 계속 생산하게 된다.

낙농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보건계 내부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유제품을 더 많이 섭취할 것을 권고하는 새로운
공식영양지침이 나왔다. 보건전문가, 병원, 클리닉들도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많은 양
의 우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또한 2000년에 정부는 모
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우유 한 잔을 주는 급식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식물기반우유는 중국에서 인기가 높다!
끝으로, 중국의 우유수요의 증가는 현존하는 식물기반우유로 쉽게 극복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식물기반우유의 매출은 17% 증가했다. 중국에 있어
서 식물기반우유의 생산라인을 설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귀
리우유 브랜드인 Oatly는 최근 상하이에 사무실을 열고, 중국에 '비건 우유', 즉 식물
기반우유라는 새로운 한자(漢字)를 배치했다.
마지막으로 발효된 우유가 유당분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업계에서도 알고 있어,
중국에서도 유당불내증을 극복하기 위해 요구르트 신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그림 1> 중국의 식물기반우유의 시장점유율(2018)

유제품소비확대를 위해 중국정부의 중요한 역할
현 중국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에 유제품소비를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14억 인구에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 소규모 낙농에서 대규모 낙농으로의 전환
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공식적인 식이요법지침은 중국인들이 현재 소비하고 있
는 것보다 3배나 많은 유제품을 소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유제품을 대량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국내 우유생
산자들의 판매수익과 이윤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유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중국인들이 소비하는 브랜드와 제품
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규제강화
예를 들면, 「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은 유아용 조제분유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2018년 초에 ‘Measures for Administration of Registration of Formulas of Infant
Formula Milk Powder’(유아용 조제분유의 등록관리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등록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중국 내에서의 유아용 조제분유를 판

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허가증을 취득토록 하였다.
그 후 국가인증승인국은 2018년에 유아용 수입조제분유 해외제조사의 등록갱신에
관한 발표에서, 유아용 수입조제분유 해외생산자의 중국 내 등록이 4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정책은 중국으로 수입되는
2,000개 브랜드의 분유 중 80% 이상의 진입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늘어나는 중산층의 유제품 소비증가
국가의 경제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낙농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아래 <그림 2>는 2013~2017년 도시와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나
타낸 것으로, 생활수준의 향상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높은 구매력을 지
니고, 국제적인 소비추세에 노출되면서 점차 서구인들의 생활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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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 추이

2018년 전체 유제품 가운데 분유수입이 중국 유제품 수입액의 70% 가까이를 차지
한다. 수입분유에는 유아용 조제분유, 전지분유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들 유제품
은 단연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다<그림 3>.

<그림 3> 중국의 유제품수입(2018, 단위: 1000톤)

중국의 건강의식에서 유제품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 요인
유제품은 단백질, 칼슘, 비타민, 그리고 몇몇 미네랄의 유용한 공급원이다. 중국에
있어서 요구르트는 소화와 면역력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중국인들의 건강증진
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새로이 각광받는 식품중 하나이다.
그 결과 요구르트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중국 내 유제품에 대한 일반수요에 기름을
부었다. China Daily에 따르면, 2017년 요구르트 총 판매량이 전국 최초로 우유판매
량을 추월했다. 아래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요구르트 총 판매량은 2013년부
터 2017년까지 108.6% 증가한 반면, 우유는 같은 기간 18%의 증가에 그쳤다.

<그림 4> 우유 및 요구르트 매출액(단위: 10억 위안)

중국의 인기요구르트 브랜드
더욱이 모든 요구르트 중에서, 상온에서의 유통이 가능한 요구르트가 가장 빠른 성
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열풍은 2009년 광명(光明)유업의 Momchilovts(莫斯利安)에
서 시작됐고, Yili는 2014년 Ambrosia(安慕希)를 선보이며,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화
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림 5> Yili의 Ambrosia(安慕希) 요구르트

<그림 6> 광명(光明)유업의 Momchilovts(莫斯利安) 요구르트

상온에서 저장 및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앰비언트 요구르트의 주요 특징으로, 냉
장요구르트를 주류로 생각하는 서양인들에게는 상당히 이색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냉장유통체인의 인프라가 여전히 낙후되어 있어, 상온에서 수송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완전히 새로운 물결은 소매업자와 소비자 모두에
게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유통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 부문은
중국의 유제품시장뿐 아니라, 식음료시장에서도 급상승하고 있다. 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명한 사례가 중국의 요거트 브랜드인 Yili Ambrosia(安慕希)로, 중국 인기여배우
Angelababy의 광고로 신뢰를 얻어, 중국 인기 리얼리티 쇼인 Running Man(奔跑吧
兄弟)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왔다. 연예인효과를 활용한 정밀마케팅을 통해 총매출
을 획기적으로 늘렸고, 현재 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7> 여배우 Angelababy에 의한 Ambrosia(安慕希) 요구르트의 광고화면
냉장유통체인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모두 개선되어야 하므로, 상온유통이
가능한 요구르트는 중국의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어필할 것이다. 요구르트부문의 전
체적인 잠재력은 여전히 크고, 그 같은 경향은 아마도 맛과 프리미엄제품의 혁신에
있을 것이다.

중국의 신흥 치즈시장은 요구르트에 이어 유제품시장을 주도할까?
중국 내 요구르트시장의 뛰어난 성과와는 별개로, 치즈 역시 중국 내 유제품시장
의 성장을 견인했다. 우리는 이미 2013년과 2015년 중국 치즈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
행했고, 당시와 비교했을 때 중국 소비자들은 치즈의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 더 잘 알
고 있다.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중국의 치즈와 다른 유제품들은 많은 다른 음식 에
비해, 보다 영양가 있고 건강한 선택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부문은 유업체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중국의 치즈시장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수년간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2017년 대중국 치즈수출 상위 3개국을 보면, 뉴질랜드(5만5329톤), 호
주(20만12톤), 미국(1만2841톤) 등이다.

(1,000톤)

<그림 8> 중국의 치즈수입량(중국세관자료)

특정 제품부문에 대한 관심이 큰 치즈의 지속적인 판매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비는 서구적인 기준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뒤
쳐져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치즈시장은 향후 수년간 긍정적인 소매단계의 매출성장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1인당 소비량이 적은 중국의 치즈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
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치즈는 가공치즈로, 네덜란드의 Anchor(安
佳), 프랑스의 La Vache Qui Rit (乐芝牛) 등이 있다. 중국인들, 특히 밀레니얼세대
의 생활방식의 서구화에 따라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치즈의 맛에 대한 적
응은 매우 중요할 것이며, 미래의 치즈시장의 개선은 관련된 지식, 정보, 디지털 마케
팅 캠페인, 건강중심의 혁신에 의해서도 좌우될 것이다.

수입산과 국내산 유제품 간의 경쟁심화
중앙정부가 보편적인 2자녀 정책을 승인했기 때문에, 중국의 다른 유제품뿐만 아니
라 우유에 대한 수요는 이후에도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의 주요 유업체
들은 蒙乳(Mengniu)유업, 내몽골 Yili그룹, 동중국 지역의 光明(Brightdairy)유업을

비롯해, 다양한 니즈를 수용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구현해 왔다. 그러나 외국브랜드의
등장으로 치열한 경쟁이 심화되었다. 시장조사기관 Mintel에 의하면, 중국 소비자들은
국산제품에 대한 신뢰부족과 가격상의 이점 때문에, 여전히 국산제품보다 수입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중국에서 국내유제품과 수입유제품의 경쟁이 심화됐다. 이 과
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유통망의 효율성을 촉진시켰다. 뿐만 아
니라, 특히 도시지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Daigous (代购)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
는 상거래나 유제품을 구입하는 트렌드가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전체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과 대조적으
로, 중국의 수입유제품 시장은 여전히 빠른 성장을 유지해 왔다. 2018년 1분기 유제
품의 공식수입액은 벌크·포장우유, 전지분유(WMP), 유장, 탈지분유(SMP), 유아용 조
제분유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유
제품 수입량은 2018년 1~3월 75만 톤을 넘어섰다. 더구나 가처분소득 증가에서 비롯
된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중국의 욕구가 커진 것은, 소비자들이 품질을 더 중시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적 소비격차와 금후의 유제품소비증가 전망
중국 소비자의 소비구조와 소비기회에 대해서는, 대체로 소비자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 경향이 있다. 일반적인 소비기회로는 간식, 아침식사, 디저트 또는 음료 등이 있
다. Mintel의 조사결과, 중국 소비자의 40%가 매일 1회 이상 요구르트를 소비한다고
답했고, 17%는 유산균음료를 매일 1회 이상 소비한다고 답한 반면, 2013년 조사에서
는 각각 15%, 11%에 그쳤었다.
연령계층별 유제품소비
이 연구는 또한 소비자들의 연령대에 따라 기호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젊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1회성 소비와 1회에 1~2병을 마시며, 조금 더 비
싼 제품을 기꺼이 선택한다. 가족구성원들은 과일 맛이나 칼슘이 풍부한 어린이용 제
품을 선호하고, 판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매번 십여 개씩을 소비하는 유제품
소비습관을 가지고 있다.

유제품소비의 지역적 차이
중국에서 유제품의 수용도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국 북서부는 주요 원
유생산지여서 1인당 소비량이 더 많다. 또 베이징, 톈진, 양쯔강 삼각주 지역, 진주강
(Pearl River)삼각주 지역의 1인당 소비량도 경제호황으로 더 높다. 그러나 중국 동
북부, 중국 남부, 중국 중부, 중국 남서부의 경우 1인당 유제품 소비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중국에서 초고온살균(UHT) 우유가 저온살균 우유보다 훨씬 더 인
기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저온살균우유는 비교적 짧은 저장기간과 높은 물류비용
때문에 연안도시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다.
마찬가지로, 점점 더 많은 도시주민들이 프리미엄제품을 기꺼이 구입함에 따라, 건
강문제가 소비자 구매행태의 핵심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기농, 저지방, 저
칼로리와 같은 특정 고급제품들이 수익성 있는 틈새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반면 농촌
에서는 예전에는 두유를 많이 마셨지만, 지금은 유제품광고뿐 아니라 유통망확대에
따라 우유를 소비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유통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1차적인 도시소비자들은 온라인쇼핑의 경향이 더 높
고 보급률은 90%가 넘는 반면, 하위 도시나 농촌지역은 유제품 보급률이 20%에 그
쳤다. 이 같은 도농 간의 유통 상의 차이는, 유업체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판매채널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유통업체들에게는 큰 도전이다.

중국의 유제품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갈 전망
일반적으로 중국 유제품시장이 저속성장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규모의 성장에서
고급제품으로의 업그레이드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유제품소비가
요동치고 있지만, 시장의 총 거래액과 물량은 엄청나다. 중국의 유제품시장은 서구국
가들에 비해, 신선한 우유와 분유가 대부분이지만 버터와 치즈는 아직 적다.

이미 국내외 브랜드가 대거 진출해 있고, Shengmu(圣牧), Xinxiwang(新希望),
Junlebao(君乐宝), Huishan(辉山)등 여러 국내 브랜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들
젊은 브랜드들은, 대규모 유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해, 상위 브랜드의 집중도를
낮췄다.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에서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많은 선
택권이 제공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충성도가 일반적인 경향인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유업체들은 다양하지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에 상응하는 마케팅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9> 지역별 유제품소비구조의 차이
Yili그룹의 Pan Gang 회장은, 자신이 보기에는 두 종류의 소비자밖에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나는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우유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란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바라는 것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을,
우유의 영양과 건강을 즐기는 "우유를 마시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당분간 중국
유제품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국내 유업체들이다. 경기호황, 세계화의 가
속화, 건강염려증의 고조 등으로, 향후 제품혁신은 주로 제품의 맛, 품질, 다양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그에 따라 유기농, 건강, 영양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둔 프리미
엄제품시장이 번창할 것이다. 상온에서의 유통이 가능한 유제품들은, 향후 몇 년간 주
류를 유지하며, 냉장제품 또한 중국 유제품시장의 성장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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