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베네수엘라 인구는 약 3천만명으로, 그 중 소비인구는 약 65%이다. 1인당 GDP는 2019년 기준 3,424달러(예상)로 조사되었으나 시장
환율로 계산하면 그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원 : El Universal>

소비 성향
은행 등 금융권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국민들은 볼리바르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저축률이 낮다.

급여도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석유, 전기, 수도, 통신 등 각종 공과금이 거의 무료인 수준이고 정부의 공식환율로 수
입이 가능한 의약품, 식료품, 개인위생용품의 경우에는 시중 판매가격이 매우 낮은 데다가 정부가 불시점검 등을 통해 판매가격을 통제하
고 있어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을 치장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특성으로 성형외과나 피트니스 센터에는 항상 부유층 손님들이
붐비고, 액세서리에 대한 구매도 상당하며 신발 및 의류 제품에 대한 구매력도 왕성한 편이다. 또한 상당한 양의 이미테이션 제품이 시장
에서 거래되고 있기도 하다. 주택의 경우에도 액자, 화분 등 실내 인테리어 제품 및 가전제품과 가구 등과 관련된 소비성향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근 정부의 외환 통제정책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대금결제가 여의치 않아 늘 수리부속제품의 공급이 부족하므로 고장이 났을 때는 부
품을 구하지 못해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보다는 A/S가 가능한 브
랜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이런 현상은 휴대폰, 가전제품 등의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의 구입에서 더욱
심하다.

베네수엘라는 철도 기반이 미약하고 도로 노후화가 심해 유통업이 원활하지 않아 유통 중 제품 손상의 우려도 높다. 한편 정부의 가격통제
로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중남미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온라인 거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소비자들은 광고에 큰 영향을 받는다. 광고를 하지 않는 기업은 부실기업으로 여기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의류나 식품, 전자
기기 관련 제품은 광고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큰 광고 효과를 가진 매체는 주로 TV이며, 수도인 카라카스의 경우 교통 체증이 빈 번
하기 때문에, 이를 겨냥한 옥외 광고판도 상당한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9년 베네수엘라 매체에 따르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부유층이 아닌 중산, 서민층들은 같은 제품이라면 크기가 더 작은, 즉 가격이 조
금이라도 더 저렴한 제품을 찾는 경향을 띄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80%이상의 소비자들은 하루 필요한 만큼의 생필품 만을 구매하고
있는 편이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슷하게 시기적으로는 근로자들의 급여가 지급되는 매월 15일, 말일, 연말 법정 상여금 지불 이후에 소비가 늘어
나는 편이다.

한국 상품 이미지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기기의 경우, 삼성과 LG 제품의 베네수엘라 시장 점유율은 최고 수준이다. 중국 Haier 등이 정부구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삼성과 LG의 가전제품을 최고로 치고 있다. 정부가 무상으로 공급 중인 서민임대주택에
는 중국산 가전제품이 기본으로 설치되지만, 이를 떼어내서 팔고 한국산 제품을 설치하는 가정도 많이 있다.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오프라
인 상점들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LG전자 현지 거래선이 베네수엘라 중부도시 발렌시아에 쇼룸을 개설했으며 고가의
가전도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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