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싱가포르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총 인구는 563만 87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만 6400명(0.5%) 증가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20세 이상~64세 이하 소비인구가 50%에 달하여 안정적인 소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2017년 싱가포르 여행 및 관광업 수입
이 194억 미국달러이고 2018년 싱가포르 방문객이 싱가포르 인구수의 약 3배인 1850만 명을 기록하는 등 관광객의 소비 또한 무시 할
수 없다.
싱가포르의 1인당 명목GDP는 2018년 기준 6만 4041미국달러로 이는 세계금융기구(IMF)에서 발표한 국가별 1인당 명목 GDP 자료에
따르면 세계 8위의 수치이다. (2018년 기준)
<자료원 : 싱가포르 통계청(2019년 기준 자료)>

소비 성향
ㅇ 소비자 성향 및 관습

경기침체와 고용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내수소비가 주춤한 반면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 성장 중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제품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싱가포르인들은 제품가격에 대단히 민감하다. 이는 싱가포르가 전통적으로 중계 무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중
국인들의 소비행태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민자 및 외국인 파견근로자 역시 싱가포르의 내수 소비시장의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얼리어댑터가 많고 첨단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아 모바일기기, 스마트기기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ㅇ소비자 구매 선호도

싱가포르인들은 브랜드 제품을 선호한다.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자유무역정책을 채택해 유명 브랜드의 시장진입이 쉽고 국민들이 외국 브
랜드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다. 일류 브랜드는 비싼 가격을 주고도 기꺼이 사지만 인지도가 없는 제품은 저렴하게 구매하길 원한다.

싱가포르는 매년 백만장자의 비율이 꾸준히 전 세계 3위 안에 들고 있는 만큼 럭셔리 브랜드의 소비층이 높이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루이
비통 경영자는 싱가포르가 국가 경영력 및 지역적 위치, 도시 계획 능력 등을 종합해 평가할 때, 싱가포르가 다른 잠재시장보다도 럭셔리
브랜드의 최고의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상급 브랜드들의 컬렉션 제품 행사를 싱가포르에서 많이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2014년 상반기에 발표된 유로모니터의 보고서는 싱가포르의 소비층은 다수의 저렴한 브랜드보다는 브랜드 가치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제품 구매를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기원 및 역사를 구매요소로 중요하게 여기며 로고를 강조한 상품보다
로고가 덜 강조되면서 특수한 소재를 이용하거나 디자인이 특별한 제품을 선호한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 상품의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다. 화장품의 경우, 한국의 중저가 브랜드
들도 싱가포르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미샤, 더 페이스샵, 스킨푸드, 에뛰드하우스, 라네즈 등 화장품 업계는 한류스타들을 모
델로 활용, 팬 사인회를 여는 등 좋은 홍보 효과를 보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도 높다.

Korea Fashion이라는 별도 섹션으로 한국에서 들여온 의류,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쇼핑몰도 볼 수 있으나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며 아직까지 한국 패션업체의 진출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유가네, 두끼떡볶이, 네네치킨, 본가 등 한국 음식 프랜차이즈점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으며 2012년 싱가포르에 첫 진출한 파리바게트
도 2019년 4월 오픈한 쥬얼 점을 포함해 16개 매장을 운영한다. 한국 식품 또한 싱가포르 주요 유통 매장인 FairPrice, Cold Storage,
Giant 등이나 Cheers,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한국식료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점도 곳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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