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칠레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 1,800만 명(2015년 기준) 중 2.9%는 5,900달러 이상의 안정된 월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빈곤
층’ 비율은 2009년 25%에 달했으나 15년 11.7%, 18년 8.6%로 크게 감소했고, 동시에 중산층 비율은 2009년 47.3%에서 2015년
64.3%로 점층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산층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칠레의 구매력도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원 : 칠레
통계청>

소비 성향
칠레의 빈부 격차와 평균 임금 대비 높은 물가로 인해 칠레 소비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한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중산층 이
상의 소비자들은 브랜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유럽의 명성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류층 고객을 타깃으로 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북미시장용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유럽 시장용 모델이 시장개척에 효과적이다. 반면 소득이 낮은 중하류층 소비자
들은 가격이 구매의 최우선 고려대상이 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칠레 소비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의 대중화다.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이베이(e-Bey)와 같은 국제적인 온라인
상점들이 칠레 시장에 진출하여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칠레의 주요 리테일 홈페이지에서도 일반 가격보다 온라
인 시장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칠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일반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온라인
에서 상품의 가격, 제품 사양, 서비스의 질, 브랜드 인지도뿐만 아니라 상품 관련 트렌드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
다. 게다가 칠레의 주요 온라인 상점들은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5월과 10월 중에 사이버먼데이(Cyber Monday) 행사를 통해 기
존 상품을 최대 70%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는 11월과 12월에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한 구매와 블랙프라이데이(Black-Friday) 할인 행사로 인해 연중 가장 높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결과로,
2018년 기준 칠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가장 높은 1인당 인터넷 지출금액(314.4달러)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다. (자료: Linio)

최근 몇 년간 칠레 소비자들 사이에서 구매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품목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블루레이, LED TV, 콤비 냉장고 등과 같은
첨단기술 상품과 여가, 레크레이션, 콘서트 티켓과 같은 레저 상품, 뷰티 및 웰빙 관련 상품 등이 있다. 이러한 상품의 소비 증가는 칠레 중
산층 증가와 함께 여가 생활과 건강 및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한국 상품 이미지
칠레는 한국산 자동차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로, 2019년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량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칠레
승용차(HS Code 8703) 수입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는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외에도 가전제품, 핸드폰을 중심으로 칠레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브랜드 인지도는 중남미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하철역, 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삼
성과 LG전자의 LCD 전광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유명 브랜드가 칠레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칠레 소비자들은 한국 상품에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성향을 보인다. 자동차 외에도 가
전, 난방기기, 화장품 등 한국산 제품의 경우 현지 유통업체들은 태극기와 함께 Made in Korea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가 크게 유행하면서 한국의 문화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가전, 자동차 등의 주요 품목을 제외한 일반 소비재 제품들의 경우 가격에 민감한 칠레 시장 특성상 중국, 대만, 멕시코 제품에 밀
리는 실정이며, 바이어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 ‘아시아(중국/대만 등)’의 저렴한 가격 요건을 동시에 기대하는 경
우가 많아 이러한 점은 우리 기업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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