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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땅,
아세안 경제를 보다
아세안 진출 길라잡이 :
K-뷰티, 패션, 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Korean Businesses Venturing
into New Opportunities
in ASEAN
일시: 2016.9.22~10.27 매주 목요일

2015년 말 아세안 경제 공동체 출범으로 인구 6억 3천만,

오후 6:30-8:00 (총 6강)

국민총생산(GDP) 2.7조 달러의 거대 단일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한-아세안센터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아세안 시장의 전문가를

장소: 아세안홀, 한-아세안센터

초청, 아세안 진출 경험을 공유•축적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중구 프레스센터 8층)

이번 아세안 열린 강좌 시리즈는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K-뷰티,

대상: 아세안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인 및 청년 (센터 홈페이지

패션, 식품 기업의 동남아 진출의 길라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공개 모집, 선착순 60명 접수)

*대상 : 아세안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인 및 청년
(센터 홈페이지 공개 모집, 선착순 60명 접수)

날짜

주제

9월 22일

개관

9월 29일

K-뷰티

10월 6일

K-패션

10월 13일

섬유

10월 20일

프랜차이즈

10월 27일

주최: 한-아세안센터(ASEAN-Korea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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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한국기업:
뷰티, 패션, 음식을 중심으로

아세안의 K-뷰티 트렌드와 화장품 산업 진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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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아세안: 한세실업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 프랜차이즈 시장과 한국 프랜차이즈기업

아세안 식품 시장의 특징과 한국 식품 산업 진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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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아세안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한국기업:
뷰티, 패션, 음식을 중심으로

10월 13일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아세안: 한세실업 사례를 중심으로
ASEAN as Global Production Base: The Case of Hansae

Consumer Trends in ASEAN and Korean Enterprises

최경희 Dr. Choi Kyung-hee

이진섭 James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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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Hansae

마켓 3.0, 글로벌 3.0 그리고 제5의 민주화 물결 이후, 아세안의
소비시장은 가파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소비시장의
변화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도시화와 신중산층
증가라는 사회·인구학적 변동과 맞물려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의 속도가 둔화된 상태에서, 소비재 관련 기업들에게 아세안은
새로운 소비시장으로서 오늘날 최대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 시장은 2020년까지 GDP 3조억
달러 규모로 6번째로 큰 경제지대가 될 것이며, 2.3조억 달러 소비력을
보유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의 아세안
소비시장은 결코 공략하기에 쉬운 시장이 아니다. 한국 소비재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위해서는 소비자로서 아세안 시민에 대한 이해, 아직
분할되고 계층화된 소비시장구조에 대한 이해,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주도하는 신중산층과 젊은 세대, 여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세안 각
국가의 독특한 문화에 기초한 소비문화 및 소비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강의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아세안과 소비자로서 아세안
라이프스타일을 뷰티, 패션 그리고 음식 소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젊은 인구층이 두터워 노동력의 조달이 풍부하고,
점차 개선되고 있는 인프라 상황과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좋은 생산
기지로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세계의 미래 생산 기지로서
아프리카 지역이 이야기 되고 있지만, 한국 기업에게 아세안 국가들은
근접성 부분에서 당분간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효율이 좋은 최고의
생산기지이자 투자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환경
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의 투자는 그에 따르는 문제와 리스크가 항시
잔존한다. 해당국의 법과 제도를 넘어 언어와 문화 그리고 풍습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를 갖춘 한세실업의 동남아 진출의
시행착오와 현지화 전략 그리고 문제해결과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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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동남아 프랜차이즈 시장과 한국 프랜차이즈기업
ASEAN Franchise Market and
Korean Franchise Companies

공동체를 말하다』(공저, 2016), 「아세안 인프라 연계성 플랜과 재원마련에 관한 평가와 전망」(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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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중국 등의 프랜차이즈기업들의 가장
주력하는 곳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다. 주요 국가인 필리핀, 말레이
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프랜차이즈시장 현황과 특징,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의 현황과 성공전략 그리고 한국프랜차이즈기업
들의 성공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아세안의 K-뷰티 트렌드와 화장품 산업 진출 사례
K-Beauty Trends in ASEAN and Stories of
Korean Cosmetic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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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산업은 중국을 넘어 아세안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아세안 5개 국가에 공식 진출하였다. 아모레퍼시픽이
아세안 시장 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진출 배경과 전략,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 서의 생생한 경험을 들어본다.

10월 27일

아세안 식품 시장의 특징과 한국 식품 산업 진출 사례
Characteristics of ASEAN Food Market and Stories of
Korean Foo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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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패션 산업 진출 사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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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Korean Cosmetic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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