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라오스는 2020년 5월 기준 인구 약 717만 명, 2019년 1인당 GDP가 2,534달러(세계은행)인 작은 시장이다. 그러나 15~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62.8%이며,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은 6% 이상으로 ASEAN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젊은 시장이다. 정확한 통계는
확인이 불가하나 지하경제와 주변국 간 국경을 통한 회색시장(Gray Market)의 존재를 감안하면 실제 시장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
다.

기본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아 구매력이 부족하고,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로 노동인구가 부족하다. 내수시장을 위한 제조업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가용 산업인력 역시 부족하고, 직업교육이 부족하여 숙련기술자를 찾기 어렵다.

최근 경제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 비엔티안 및 루앙프라방, 사바나켓, 팍세 등 주요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으나,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는 사바나켓 1곳이며 수도인 비엔티안 인구는 90만 명 정도로 크지 않다. <자료원 : 라오
스 통계국, 세계은행 IHS Markit>

소비 성향
라오스 소비자들은 한정된 소득으로 인해, 제품 구매 시 '가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라오스 중산층이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가는 이유 중 하나도 태국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가파른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품질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산 저가제품에 실망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태국산, 한국산, 일본산 등 보다 품
질이 우월한 제품을 찾고 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만 구입하는 보수적인 소비성향도 존재한다.

화장품의 경우, 구매력이 높지 않은 라오스 소비자들이 쉽게 제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샘플 형태로 소분한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체면문화로 인해, 라오스인들은 소비성향이 높고 부를 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례로 최근 수도 비엔티안의 출퇴근 시간은 교통정체로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승용차가 많아졌다. 차량 가격은 높은 세금으로 인해 동일 차종의 경우 한국의 약 2배 가까이 되지만, 할부 금융을
활용한 구매가 보편화되어 있다. 라오스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자동차 구매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
는 편이다.

수도 비엔티안에는 주말에 중산층들이 라오스-태국 국경을 넘어 쇼핑·문화·외식 시설 등을 즐기러 태국으로 가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라오
스인들이 자주 찾는 태국 국경도시인 농카이까지는 차로 30분, 태국 8대 도시 중 하나인 우돈타니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라오스 문화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정의 다리를 통해 비엔티안–농카이 국경을 통과한 라오스인이 총 163만 명이었을 정도로 태국에
서의 쇼핑을 위한 이동이 잦은 편이나, 최근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태국에서 행해지던 소비가 라오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라오스 바이어나 소비자들은 한국 상품을 미국, 유럽, 일본 제품보다는 품질이 비슷하거나 다소 떨어지지만, 중국,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경
쟁국 제품보다는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한국 제품을 찾는 라오스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2019년에는 한
국 화장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화장품 매장이 라오스 국립대 근처에 새로 생겨, 라오스 대학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Facebook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한국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들의 한국제품 선호에도 불구하고, 내륙국으로 물류부담이 높고 작은 시장규모로 인해 최소주문수량을 맞추기 어렵
다는 한계가 있어 라오스 기업들에게 한국 제품은 품질은 좋지만 실제 판매하기는 쉽지 않은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시장특성)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