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호주 FTA 성과와 호주 소매시장 진출 방안

2014년 12월 12일 한 · 호주 FTA 발효에도 불구 세계경제 회복 지연 및 원자재 가격 

하락, 호주 달러의 약세로 미달러 기준 양국간 무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한 · 호주 FTA에 힘입어 양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소고기의 수출입이 

증가하고 상호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이 

한 · 호주 FTA를 활용해 호주 시장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성향, 

소매판매 특징 및 유통구조 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아시아계 이주민 인구층을 테스트베드로 공략하고 기존 유통망을 잘 활용하는 것이 

호주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15년 호주 무역 동향1

 2015년 호주의 수출(미달러 기준)은 세계경제 회복 지연,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 및 원자재 

가격하락과호주달러 절하로큰폭으로감소

○2015년 1∼10월중호주의 미달러 기준對세계수출은 21.5%감소, 수입은 12.6%감소

○호주총수출의 약20%를차지하는철광석의 수출가격이11월기준전년 동월대비40%

이상하락했으며호주달러 /미달러 환율은 11월평균기준전년 동월대비20%이상상승

유가 동향 철광석 수출가격 동향 호주/미달러 환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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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무역 동향2

 올해 1∼10월중 우리나라의 호주에 대한 수출은 7.4% 증가, 수입은 19.9%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46.5억달러 적자를기록(2014년 12월12일한 -호주FTA발효)

○올해 2월대규모해 양작업대수출이전체수출증가에 크게기여한 반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호주로부터의 유 연탄, 철광, 원유 수입은 큰폭으로감소

한국의 對호주 수출입 추이
(단위:억달러 , 전년 동기대비%)

’13 ’14 ’15.1 2 3 4 5 6 7 8 9 10 1~10

수출 95.6 102.8 7.6 18.3 7.6 8.1 8.2 9.7 10.2 8.0 8.4 6.7 92.8

증가율 3.4 7.5 -7.7 167.1 23.6 -6.6 -22.0 16.3 0.0 -3.6 -4.1 -35.4 7.4

수입 207.9 204.1 16.4 14.5 13.1 14.4 12.1 13.8 14.5 12.3 15.6 12.5 139.3

증가율 -9.6 -1.8 0.9 -26.3 -29.5 -22.7 -21.0 -22.6 -14.2 -20.4 -11.3 -29.2 -19.9

수지 -112.2 -101.3 -8.8 3.7 -5.5 -6.2 -3.8 -4.1 -4.3 -4.3 -7.3 -5.8 -46.5

자료:한 국무역협회(K-stat)

FTA 수혜 품목3

 한 -호주FTA발효이후호주에 대한 자동차및 부품, 알루미늄제 품, 구리제 품등의 수출이

확대되고, 호주산소고기, 와인 등농축산물수입증가

○ (자동차수출)2015년 1∼10월중호주에 대한 세단형승용차수출은 74, 699대로전년 동기

대비11.2%증가하였으며, 지난해 에 10%이상감소했던SUV수출도같은 기간8.2%증가

-호주자동차수입시장에 서한 국산1, 500∼3, 000cc승용차의 점유 율(금액기준)은 지난해 

12.7%에 서14.4%로상승, 3, 000cc이상승용차의 점유 율은 2.4%에 서4.2%로확대

-최근호주소비자들의 컴팩트형SUV선호가높아지는가운데SUV에 대한 관세가

2016년 부터무세화됨에 따라향후수출확대기대

○자동차이외에 5%관세가철폐된주요 품목의 수출도큰폭으로증가1)

-알루미늄합금플레이트(HS7606920049):1, 336만AUD(2014)→7, 234만AUD(2015.1∼10월)

-구리파이프(HS7411100011):3, 839만AUD(2014)→5, 746만AUD(2015.1∼10월)

○(농축산물수입)호주로부터의 소고기수입은 올해 1∼10월중전년 동기대비18%

증가하였으며, 와인 수입은 2.9%증가

-우리나라소고기수입시장에 서호주산이차지하는점유 율은 지난해 51.1%에 서올해 

54%로상승

1)호주측수입통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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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비자 구조와 소매시장의 이해4

 한 -호주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서는 소비시장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진출 전략을 

마련할필요 가있음

 (인 구구조) 호주의 총 인 구는 2, 362만 명(2014년 기준)으로 이민자2)비중이높고고령화

속도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는점이특징

○호주인 구중이민자비율은 28.1%로이민자인 구의 순증가가2013∼2014년 중호주

총인 구증가의 55.8%를차지

-이민자출생지별분포를살펴보면영국(19%)의 비중이가장높지만2000∼2014년 중

인 도와중국출신이민자수가각각약4.4배, 3.1배증가하는등아시아인 구비중이

높아지는추세

* 아시아 출신 인구수(천명) :   인도    91(’00)→397(’14),   중국 145(’00)→447(’14),   베트남 164(’00)→223(’14), 

한국 36(’00)→102(’14), 일본 25(’00)→55(’14)

○호주는2012년 이미고령사회에 진입해 헬스케어관련지출규모가높은 수준이며

2035년 에 는초고령사회가될전망3)

* 1인당 연간 헬스케어 지출(2012년)4) : 호주 3,866달러, 캐나다 4,304달러, 일본 3,592달러, 한국 2,142달러

호주 이민자 출생지별 분포(2014) 호주 65세 이상 인구 비중

미주, 4.4%
북아프리카 및

중동, 5.9%

사하라 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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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14.5%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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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자료:호주통계청(ABS) 자료:호주통계청(ABS), UN

 (소비자성향)호주소비자는제 품선택시보수적이고실용적인 소비를지향하는특징이있음

2)해 외에 서출생한 이민자만해 당

3)65세이상인 구비중이14%이상이면고령사회, 20%이상이면초고령사회로분류됨

4)OECD(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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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의 PL(PrivateLabel, 유 통사자체브랜드)제 품판매가활발하고가격과

내구성을 중시하는실용적소비성향이강하며브랜드제 품구매시에 는익숙한 상품을 

선호하는보수적성향이강함

 (소매판매규모)호주의 소매판매액은 연간2, 802억호주달러 (약266조원5))로2011~2014

년 중연평균약3.6%성장

○호주는연간1인 당식료품소매판매가5, 026달러 (세계3위), 1인 당비식료품소매판매가

4, 751달러 (세계6위)로구매력이높은 시장임(2012년 기준)

○업종별로는식료품(41%)과생활용품(17%)의 비중이높은 가운데최근외식산업의 판매

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최근 4년간 업종별 판매액 연평균 증가율 :   외식산업(5.4%), 식품(4.5%), 생활용품(2.6%), 의류/신발/악세서리(2.2%)

호주 소매시장 규모(판매액 기준)

(단위:억호주달러 )

국가별 1인당 소매판매 비교(2012)

(단위: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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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금액 순위 국가 금액

1 스위스 6, 545 1 노르웨이 6, 156

2 노르웨이 6, 154 2 일본 6, 056

3 호주 5, 026 3 홍콩 5, 798

4 벨기에 4, 454 4 스위스 5, 640

5 덴마크 4, 413 5 캐나다 5, 208

13 일본 3, 313 6 호주 4, 751

14 미국 3, 097 7 미국 4, 678

33 한 국 1, 164 26 한 국 1, 843

47 중국 448 43 중국 654

자료:호주통계청(ABS) 자료:유 로모니터(2014)

 (지역별소매판매)인 구분포에 따라동부연안의 뉴사우스웨일즈주(NSW, 32%), 빅토리아주

(VIC, 25%)와퀸즐랜드주(QLD, 20%)에 집중되어있음

○동부연안에 멜버른(VIC), 시드니(NSW), 브리즈번(QLD)등주요 대도시가밀집되어있으며

호주인 구의 77%가동부연안도시에 거주

 (소매유 통 상황) 호주 소매유 통 시장은 대형 유 통업체인 울워스 기업(Woolworths Ltd., 

세계18위)과웨스파머스(Wesfarmers, 세계22위)6)중심의 과점구조이며, 비중이높은 

식료품및 생활용품분야에 서는두기업의 점유 율이70%7)를상회

5)2014년 한 국은 행연평균환욜(949.32원)기준

6)세계유 통업체2013년 매출액기준순위(Deloitte, 2015)

7)이하점유 율통계는Ibisworld자료인 용(KOTRA(2015)에 서재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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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워스기업은 동부뉴사우스웨일즈(NSW)주를거점으로대형마트및 주류, 잡화등

다양한 유 통체인 을 운영

-울워스기업이보유 한 체인 울워스(Woolworths)마트는식료품및 생활용품분야

시장점유 율40.4%를차지하는호주최대대형마트로호주내약933개매장이있으며

(2015.7월기준)‘울리스(Woolies)’라는별칭으로불림

-그외WoolworthsLiquorGroup(주류)8), BIGW(잡화), Masters(가구·사무용품)가영업중

울워스 기업 주요 체인 배너

  

마트 주류 잡화 가구·사무용품

○웨스파머스는1941년 설립된공기업으로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를중심으로

가구·사무용품, 마트부터에 너지, 화학, 자원에 이르는광범위한 사업운영

-웨스파머스가보유 한 콜스(Coles)는울워스에 이은 호주제 2위의 대형마트체인 으로동

시장점유 율30.3%를차지하며그외에 도Kmart(잡화), Bunnings(공구)가운영됨

웨스파머스 기업 주요 계열사 배너

마트 공구 잡화 에너지·화학·자원

 한 편 대형 유 통기업 위주의 과점 구조에 도 불구하고 독일계 기업인 알디(Aldi)가 저가

마케팅을 통해 호주시장에 서매출이급성장하여2014년 매출은 전년 대비13%증가한 

48.4억달러 기록하는등선전하고있음

호주 소매시장 진출 방안5

  호주 고유의 지리적·언어적 특성을 숙지하라 !

 호주는미국, 영국 등타영미권 국가와는차별화되는고유 의 지리적·언어적특성을 가진

지역으로호주시장만의 특징에 대한 이해 가필수적임

8)호주는일반마트에 서주류를판매할수없으며, 허가를받은 주류취급전문매장및 레스토랑에 서만주류판매가

가능하고, 판매자도일정교육을 이수한 후주류판매허가증(RSA, ResponsibleServiceofAlcohol)을 획득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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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소비자는유 행에 민감하지않으면서실용성을 중시하는소비패턴을 보여미국이나

유 럽에 비해 초기주문량이소량인 경우가많으나주(週)소득1, 000호주달러 (약800

미달러 )이상의 중산층비중이66.7%9)달해 관계가형성되면안정적거래가가능

○(검역/안전)호주는대륙과멀리떨어진섬나라의 특성상높은 수준의 검역체계를

구축하고안전기준등을 철저히시행하고있으므로해 당기준을 충족시키는노력이필수

-검역시포장신고서(PackingDeclaration)의 무제 출, FCL10)컨테이너에 대한 청결증명

(ContainerCleanliness)등을 요 구하며육류및 낙농품이포함된식품에 대한 검역기준11)

이특히까다로워수시로전수조사를시행하고적발시압수·벌금·징역등강력처벌

-식품류수출시호주검역청반입조건데이터베이스(ICON)12)를통해 수출가능여부를

확인 하고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이마련한 안전기준을 충족해 야하며, 

그외가구, 전기제 품, 건축자재 등에 대한 품목별안전기준을 충족하기위한 노력이필요 13)

○(과세기준)호주는관세과세가격기준을 CIF가격으로채택하는우리나라와는달리

FOB가격기준으로관세를부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FOB가격을 기준으로부과되며, 이후관세와운송료및 보험료가

모두포함된가격을 기준으로10%의 부가가치세(GST, GoodsandServiceTax)를산정

○(언어)호주는영어권 국가중에 서도영국의 영향이강한 지역으로북미에 서사용되지

않는영국식표현들을 사용하기때문에 마케팅, 라벨표기시주의 가필요 함

-(예시)포장:Take-out(x), Take-away(o)/주유 소:GasStation(x), PetrolStation(o)

  기존 유통망을 적극 활용하라 !

 호주는 넓은 영토에 비해 인 구수가 적고 주요 도시간 거리가 멀어 유 통비용이 높은 

구조이므로신규유 통망구축에 비해 기존유 통업체를활용한 마케팅이효율적

○호주는적은 인 구가동부연안의 주요 도시에 분산된구조로인 건비와물류비부담이

크기때문에 가격경쟁력확보를위해 서는기존유 통업체활용이효율적

9)호주통계청(ABS, 2014년 기준)

10)컨테이너에 있는모든화물을 1명의 화주가소유 한 경우임

11)호주검역청AQIS(AustralianQuarantineandInspectionService)에 서사전에 수입가능품목여부, 허가취득

필요 여부등을 조회할수있음

12)www.aqis.gov.au/iconsearch

13)www.foodstandards.gov.au, www.productsafety.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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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호주소비자들은 제 품선택시구매경험이있거나인 지도가높은 상품을 선호하는

보수적성향을 보이므로소비자들이익숙한 기존의 유 통채널활용하는것이유 리

 최근 호주 대형유 통업체의 PL상품 인 지도가 상승하면서 제 품 출시가 활발하고 시장

규모가확대되고있으므로판매채널을 갖춘호주유 통기업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별도의 

브랜딩없이PL상품으로진출하는방안도강구할필요 

-대형마트인 울워스와콜스는각각8개, 7개의 PL상품라인 을 판매중이며동브랜드는저가제 품

외에 도글루텐無첨가, 유 기농등라인 별로세분화되어있어소비자선택의 폭이넓음

* PL상품 시장 점유율 :   호주 14%(’10)→21.3%(’14.6), 뉴질랜드 18%(’10)→13%(’14.6), 

                             캐나다 18.1%(’10)→18.4%(’14.6), 미국 16.6%(’10)→17.5%(’14.6)

호주 소비자의 PL상품 선호도 조사(2014) 호주 PL상품 예시(울워스 ‘Homebrand’ 제품)

61%

59%

59%

54%

브랜드제품의 대안으로 품질이 좋다.

PL제품 구매 시 스스로를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생각한다.

가격 대비 상품의 질이 아주 좋다.

PL상품의 질은 브랜드제품 수준이다.

자료:닐슨(2014) 자료:울워스(Woolworths)홈페이지

  아시아계 인구를 공략하라 !

 호주의 아시아계 인 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시아계 인 구는 그 자체로 이주민 시장을 

형성할뿐만아니라호주전체시장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활용가능

○호주내아시아계인 구는234만명(2014년 기준)으로총인 구대비약10%에 달하며

해 마다비중이상승

○호주는지리적으로아시아와가깝지만생활습관과문화는유 럽에 가깝기때문에 아시아계

이주민시장을 통해 제 품에 대한 친밀도를높인 후호주전체시장으로마케팅을 확대하는

형태로활용가능

 한 국산제 품은 라면, 스낵류일부만호주내수입업체를통해 대형마트로납품되고있으나

태국, 일본등다른아시아국가에 비하면진출이더딘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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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정부는식품수출확대전략인  ‘Kitchenof theWorld’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적극 적인 홍보를추진하고있으며수입업체와의 협의 를통해 포장및 조리방식을 개선하여

상품을 출시하고정부가직접태국레스토랑을 인 증해 주는‘THAISELECT’제 도를운영해 

인 지도를높임

○최근에 는가공식품뿐만아니라가정에 서직접아시아음식을 요 리할수있도록다양한 

레시피를소개하는방송·인 터넷홈페이지등이활기를띠고있어향후가공식품뿐만

아니라식재 료에 대한 수요 도확대될전망

 최근 호주 내 K-pop, 한 국 예능프로그램 등 한 류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관련 상품에 대한 

인 지도가높아지고있으므로한 류를활용한 진출전략도고려할필요 

호주의 아시아계 인구 비중 및 구성 추이 사례  팽이버섯 수출, 2014년 2백만 달러 돌파

447.4

397.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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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 한국 베트남 필리핀 그 외 총 인구대비 비중

(천 명) (%)
우리나라의 對호주팽이버섯수출이2014년  214만

달러 를기록했다.2005년 부터본격적인 수출이이뤄진

이래약10년 만에 수출금액이약49배증가하는등

호주시장에 서인 기를끌고있다.호주는양송이버섯을 

주로재 배하고그외버섯류는그동안주로중국에 서

수입해 조달하였다.그러 나중국산에 비해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호주시장진출에 성공해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늘고있다.특히방송을 통해 다양한 버섯요 리가

소개되면서양송이외버섯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가

증가하여향후수출은 더욱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자료:호주통계청(ABS) 자료:언론보도종합

결론 및 시사점6

 세계경제 회복 부진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양국간 무역 환경이 비우호적이었음에 도

불구하고한 -호주FTA발효이후한 국산자동차및 호주산소고기등주요 교역품목의 

수출입은 증가한 것으로나타남

 FTA체결에 도불구하고우리기업들의 호주시장에 대한 인 식과이해 도가높지않아다양한 

품목의 진출이본격화되지않은 것으로보임

 호주시장진출을 계획하는기업들은 호주의 보수적인 소비자, 까다로운검역절차와안전기준, 

최근급증하는아시아계이민소비층, 과점체제 의 유 통망등호주시장의 특성을 제 대로

이해 하고극 대화하기위한 세밀한 전략마련필요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제현정 (02-6000-5175, hjje76@kita.net)
 연구원  정혜선 (02-6000-5344, hsjung1110@kita.net)
 연구조원 류승희 (02-6000-5351, ryujoanna@kit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