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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Trends

러시아식품소비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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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Product Analysis

러시아인기식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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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소비자들의주요구매채널이변화하였다.

코로나19 이전,러시아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주로 방문하여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였다.

온라인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보다 가격이 높게 판매되기 때문에 가격보다

편리함을 중시하는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수요가

있었다.

둘째로, 식품별 수요도 변화하였다. 러시아인의

주식인 과자, 빵, 고기등의 수요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일정한 수준으로 보이며 견과류, 샐러드,

과일, 주스 등의 건강식품과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등보충제의수요가상승하고있는추세다.

코로나19는 러시아를 포함하여 세계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혔지만, 러시아 식품업계는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락다운 기간에는

오히려식품수요가증가하였다.소비자들이집안에

머무는시간이늘어나다보니집에서요리하여식사를

하는횟수가잦아졌고,이로인하여식음료의수요가

크게늘었다.또한,건강에대한인식이높아지다보니

이전보다 견과류, 건조과일 등 건강, 천연 식품의

판매량도 증가하였고 음료 시장에서도 건강이

트렌드로자리잡기시작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습관의

변화는 한국 제품의 판매량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한국 식료품의 수요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관계없이일정한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량이 증가하였고, 락다운(Lockdown)으로

인하여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 원래 전통시장을 선호하던

소비자들도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이퍼마켓이나슈퍼마켓을이용하였다.

러시아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친환경 및 유기농

제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유기농

제품의 수요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유기농 전문 매장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

유기농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더욱필요하다고생각한다.

2020년부터 러시아 정부는 화학성분 표기 규정을

강화하였다. 일부 브랜드들은 유기농 생산 규칙을

모두 준수하지 않으면서 홍보용으로만 바이오 및

유기농라벨을부착하고있는데,정부가관련법안을

제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한

근절까지는시간이더걸릴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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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제품 품질을 매우

까다롭게 본다. 그러나, 특히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소비자들은 제품 품질에 비해 가격대가 지나치게

높다면 구매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젊은

세대의경우구매의편리함을중시한다.직접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편리하게

배송받을수있다면비교적더가격대가있는제품을

구매하기도한다.

그러나 아직 일부 업체에서는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거나배너광고를하는등의전통적인오프라인

홍보방법을사용하기도한다.

아시안식품중,한국제품에대한선호도가가장높다.

러시아에는한식당,한인마트등이많이있으며,일반

러시아 슈퍼마켓 체인점에서도 아시안 식품을

다양하게판매하고있다.한국식품중가장인기있는

제품은라면으로농심,오뚜기,팔도제품이유명하다.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온라인 마케팅의 영향이

거대해졌다. 특히 러시아 내 거의 모든 젊은 층

소비자들은 SNS를 이용하기 때문에 블로거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광고가격도상승하고있다.

김밥용 김도 인기 있는 한국식품 중 하나로,러시아

내 거의 모든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한국 브랜드

중에서는농심,네이처릿등의제품의수요가높다.

또한,김과자는독특한맛과식감때문에젊은층에게

매우인기있으며음료중에서는롯데, OKF의알로에

음료가유명하다.

러시아는인플레이션문제로인해환율변동이크다.

달러 환율에 따라 제품 가격을 조절해야하며 가격은

제품에 따라 10-25% 정도 변동한다. 러시아로

수출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물가 관련 시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러시아 내 한국 식품 수요 조사도

철저히해야한다.

19



20

Distribution Trends

러시아식품유통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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