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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 소비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올해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소매판매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 간 중국의 소매
판매는 연평균 13.8% 증가했고, 온라인 소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매시장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 규모도 2017년 1조 위안을 돌파하는 등 큰
성장세를 보여 왔다. 올해 미·중 간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2018년 상반기 소비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
별로는 승용차, 식품류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EU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인 40%를 차지했고
미국(14.1%), 아세안(10.5%), 일본(9.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소비확대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소비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했고, 시진핑 주석은 소비수요 창출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각종 개혁, 감세정책, 산아제한 완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수입관세 인하 등 시장개방 조치와 함께 소득세 인하와
같은 소비수요 창출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중요해지고 있는 중국의 소비시장은 최근 다양한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
나고 있다. 소비계층 측면에서 우선 이른바 新중산층이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순소득 10~50만 위안 수준으로 높은 학력과 안정된 직업, 부수입원을 갖고
있는 구매력 높은 소비층으로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며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동시에 경제력을 갖춘 실버세대도 주요 소비자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도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 이들의 소비력 또한 점차 커져 2020년에는 노인
인구의 잠재소비력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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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60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사용자 비중도 점차 늘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1코노미’ 시장도 주요 소비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1인 가구는 2025년에 1억 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의 소비는
간편, 소형, 맞춤, 엔터테인먼트 소비에 집중되고 있어 소형가전 등 관련 시장
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한편 온·오프라인 융합과 물류, 첨단기술(빅데이터, AI등)을 접목한 신소매
(新零售, new retail)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소비 생태계가 형성됐다. 빅데이터 등
소비자 분석툴을 통해 고객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고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의 만족도를 크게 제고하는 등 신소매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선도기업들은 이미 관련 사업에 대규모 투자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신소매 소비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소비
계층별로 세분화된 타겟 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요 소비층들의 수요와
소비특성에 맞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동시에 신소매 혁명에 따라 온오프라인
융합을 활용한 소비자 체험중심의 유통구조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 바이어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제품의 주요 정보습득 채널인
전시회/상담회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우리제품의 주요 경쟁력인 디자인 고급화를
통해 소비시장에 진출하는 전략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
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확대를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네트
워킹 활동을 통해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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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I. 중국 소비시장 현황
1. 중국 소비시장 규모
올해 중국이 미국을 넘어 최대 소매판매 국가로 부상할 전망
⚫ 워싱턴포스트(WP)는 일본 미즈호은행 통계를 인용, 올해 중국의 소매판매
규모는 5조 8,000억 달러로 미국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
- 10년 전 중국의 소매판매는 미국의 1/4 수준이었으나 중국은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 증가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증가속도는 3%대에 그치고 있음
- 2017년 중국 소매판매 규모는 5조 4,261억 달러로 미국(5조 7,564억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
<미국과 중국의 소매판매 규모 변화>

자료 : Mizuho bank

⚫ 그러나, 서비스 소비를 포함한 총소비지출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미국의 1/3 수준에 불과
- 시장조사기관 IHS 마킷(IHS Markit)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소비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5%로서 미국(29.5%)에 이어 2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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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매판매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3.8% 증가하였으나 올해 들어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
⚫ 2017년 소매판매 규모는 전년 대비 10.2% 증가한 3조 6,626억 위안(5조
4,261억 달러)을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소폭 둔화
-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소매판매 증가율이 한 자리수(9.3%)로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면서 안정적 성장 유지
<중국 소매판매 증가 추이>

자료 : 중국통계국, CEIC

온라인 판매 증가가 중국 소매판매 증가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
⚫ 2017년 온라인 판매는 전년 대비 39.2% 증가한 7억 1,751억 위안을 기록
하였으며 올해 9월까지 온라인 판매는 전년 대비 28.7% 증가
- 온라인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소매판매의 약 22.9%를 차지
* 2018년 6월 현재, 중국 인터넷 이용자는 8억 200만 명이며 그 중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넷 이용자의 약 98.3%인 7억 8800만 명

⚫ 올해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11월 11일) 당일 알리바바의 매출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2135억 위안(약 34조원)을 기록
- 주문량도 전년 대비 28.4% 증가한 10억 4천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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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재 수입시장 규모
2017년 중국의 소비재1) 수입규모 1조 위안 돌파
⚫ 2017년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전년 대비 15.3% 증가한 1조 992억 5,000만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수입의 약 8.8%를 차지
⚫ 올해 들어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기 시작되고 승용차 수입이 감소하면서
2018년 상반기 중국 소비재 수입은 전년대비 7.7% 증가에 그침
<최근 중국 소비재 수입 규모 변화>

주 : 2018년은 상반기까지 수입규모임
자료 : 중국해관총서

⚫ 품목별로는 승용차, 식품류, 의료보건제품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장품 수입이 대폭 증가
- 특히,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의료보건제품 등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
-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미국산 승용차 수입이 급감하면서 전체
소비재 수입 증가율 둔화를 야기
- 삼성 등 외국산 스마트폰 판매 감소로 가전·전자제품 수입도 감소
1) 국민계정체계(SNA)에서의 소비재 개념으로 주요 7대 소비재(식품, 의류·신발 등, 일용품, 전자전기, 가구, 교통
수단, 문화·오락 상품 등)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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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품목별 소비재 수입>
(단위 : 억 위안, %)

2017년

2018년 상반기

상품 분류
금액
총계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0992.5

100.0

15.3

5,585.1

100.0

7.7

식품 및 주류 등

3193.5

29.1

14.0

1,829.4

32.8

21.7

육류

663.6

6.0

-3.8

364.3

6.5

10.0

해산물

559.5

5.1

19.6

351.4

6.3

38.4

과일 등

422.4

3.8

12.1

290.7

5.2

29.5

자동차 등 교통수단

3411.1

31.0

16.0

1,462.5

26.2

-9.4

3382.0

30.8

16.2

1,445.8

25.9

-9.6

1840.6

16.7

20.5

918.1

16.4

1.5

1421.6

12.9

23.1

697.7

12.5

-1.3

의류 및 신발류

862.6

7.8

17.8

446.4

8.0

14.1

의류

420.0

3.8

13.2

195.8

3.5

7.3

신발·모자 등

254.4

2.3

22.1

142.9

2.6

19.8

가방류

154.5

1.4

24.0

90.8

1.6

22.7

644.2

5.9

38.1

419.5

7.5

52.5

화장품

437.2

4.0

48.6

308.4

5.5

73.1

청결용품

117.8

1.1

21.5

63.1

1.1

13.7

579.7

5.3

3.8

278.3

5.0

2.4

345.4

3.1

1.4

158.6

2.8

-5.5

460.8

4.2

-9.2

230.9

4.1

2.0

가전·전자

248.1

2.3

-23.4

126.2

2.3

-2.5

가구·조명 등

212.7

1.9

15.8

104.7

1.9

7.9

승용차
기타상품
의료보건

일용품류

문화오락류
미디어(CD 등)
가전 및 가구류

자료 : 중국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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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경제권별로 보면, 지난해 EU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
하고 있으며 미국(14.1%), 아세안(10.5%), 일본(9.5%) 순
- 독일산 승용차 등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EU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은 감소하여
2017년 12.6% 증가에서 2018년 상반기 7.5% 감소로 전환
* 대미국 소비재 수입비중: 12.6%(’17년) → 12.5%(’18년상) → 10.0%(’18년 8월)

<중국 지역별 소비재 수입>
(단위 : 억 위안, %)

2017년
금액

비중

2018년 상반기
증가율

금액

비중

2018년 8월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EU

4366.7

39.7

18.7

2109.5

37.8

3.9

473.6

40.6

21.0

미국

1547.5

14.1

12.6

696.8

12.5

-7.5

116.4

10.0

-11.0

아세안

1149.0

10.5

18.1

638.3

11.4

18.4

139

11.9

28.1

일본

1040.0

9.5

25.0

520.4

9.3

9.9

107.2

9.2

19.2

뉴질랜드

351.6

3.2

43.3

216.5

3.9

16.3

39.4

3.4

17.6

호주

291.6

2.7

39.1

169.7

3.0

37.7

34.7

3.0

25.3

한국

-

-

-

160.0

2.9

32.1

29.6

2.5

39.1

전체

10992.5

100.0

15.3

5585.1

100.0

7.7

1166.3

100.0

19.1

자료 : 중국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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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정부의 주요 소비 확대 정책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소비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동력으로서의 수출의 한계와 대규모 투자로 인한
과잉생산과 경제버블 방지를 위해 소비주도 경제성장 정책으로 전환

시진핑 주석은 소비수요 창출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① 소득분배 개혁,
② 지속적 감세 정책, ③ 산아제한 정책 완화, ④ 신형도시화 정책 등을 실시
⚫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장시스템 개선을 통해 2020년까지 국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확대
⚫ 중국은 1980년부터 시작된 한 자녀 정책을 2016년 두 자녀 정책으로 완화

리커창 총리는 "소비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엔진이자 발전의 거대한 잠재력"이라고
강조하고 2014년 10월 6대 소비 촉진 정책 발표
⚫ 정보소비, 녹색소비, 주택소비, 여행소비, 교육·문화·체육 소비, 양로
(養老)소비 등 이른바 6대 분야에 대한 소비를 중점적으로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 6대 소비 촉진 분야>
6대 소비

주요 내용

정보소비

▶ 무선인터넷, 사물인터넷 (IoT),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보급 확대

녹색소비

▶ 에너지절약형 상품 보급 확대, 신에너지 자동차를 위한 전기충전소 설치 지원

주택소비

▶ 보장방 (保障房) 건설 가속 , 주택구매 적립금 임대료 지급조건 완화

여행소비

▶ 노동자 유급휴가제도 개선, 농촌여행 프로젝트 실시

교육·문화·
체육소비
양로소비

▶ 민영교육기관 교육비 체계 개선 , 중국·외국자본의 교육기관 개설 촉진
▶ 양로서비스 개선 (산업기금건립), 민간자본의 양로서비스 투자 촉진

자료 : 중국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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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자 중국정부는 수입관세 인하 등 시장개방을
통한 소비확대 정책을 추진
⚫ 지난 7월부터 최혜국에서 수입하는 소비재 1,449개 품목의 평균 관세를 기존
15.7%에서 6.9%로 인하
- 품목별로 보면 △ 의류·신발·모자, 주방용품, 스포츠·헬스용품 등은 15.9%
에서 7.1%, △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20.5%에서 8%, △ 수산품 및
생수 등 가공식품은 15.2%에서 6.9%, △ 세제용품, 화장품 및 일부 의약
보건품은 8.4%에서 2.9%로 인하
⚫ 지난 7월부터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
- 완성차의 수입관세는 기존 20~25%에서 15%로, 자동차 부품의 수입관세는
기존 8~25%에서 6%로 낮아짐
⚫ 11월부터는 기계류와 방적품, 종이제품 등 1,585개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전체 평균 관세율도 지난해의 9.8%에서 7.5%로 낮아짐
- 공작기계, 계측장비 등 전기설비는 기존의 12.2%에서 8.8%로, 방직물과 건축
자재 등의 평균 관세율은 11.5%에서 8.4%로 낮아짐

중산층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 인하 등 소비수요 창출 정책 추진
⚫ 10월부터 개인소득세 면세범위를 기존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확대
-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질 소득을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서라는 분석
* 중국의 개인소득세 개편은 2011년 이후 7년 만으로 개인소득세 면세점은 2011년 월 소득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오른 바 있음

- 이번 수정안에는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주택 임차료, 자녀 교육비,
본인 교육훈련비, 의료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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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

1. 新중산층의 소비 주도
新중산층2)은 순소득이 10만~50만 위안이거나 20만~500만 위안 정도의 투자
자금을 보유한 소비 계층으로 약 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 기존 중산층 보다 높은 학력과 전문적이고 안정된 직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급여 외에도 대부분 부동산 임대료, 금융투자 등 추가 수입원을 가지고 있음
- 약 94.9%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며 석사이상 비중도 24.4%로 매우 높음

연령별로는 80후(빠링호우)와 90후(지우링호우)가 전체의 약 72.3%를 차지
⚫ 특히,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80후가 30대에 접어들고 취업, 결혼, 출산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의 소비트랜드를 주도
⚫ 新중산층의 80.7%가 이미 결혼했으며, 그 중 69.9%가 자녀를 출생. 그러나
경제적 부담과 삶의 질 저하로 두 자녀 이상 비중은 18.5%에 불과
<新중산층 연령별 분포>

<新중산층 결혼 상황>

자료 : 新중산층백서(新中産白皮書)

2) 新중산층은 단순히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생활방식까지 고려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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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중산층은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가성비를 중시하여 같은 값이면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합리적 소비 추구
⚫ 新중산층이 제품 구매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품질(82%), 시간절약(78%),
가성비(74%), 개성(72%), 브랜드(66%), 제품기능(65%), 포장 등
- 지난해 광군제(11월 11일) 세일에 참여하는 新중산층은 약 7%에 불과하고
50% 이상은 필요한 상품이나 일용품들을 미리 계획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매
- 新중산층이 생각하는 가성비의 개념은 ‘싸고 좋은 물건’이 아닌 ‘품질이 좋고
그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제품’으로 고가의 제품도 포함

新중산층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미래를 위한 분야에 소비
⚫ 여행(18.7%)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체험형 서비스와
취미/레저(9.7%), 자기계발/학습(9.3%), 헬스/건강(7.9%) 등 현재보다 미래
가치를 위한 분야에 소비를 늘리고 있음
⚫ 최근 2년간 新중산층이 가장 많이 소비한 품목도 여행, 자녀교육, 대인관계,
취미/레저, 자기계발/학습 등으로 나타남
<新중산층 주요 소비 항목(’17년)>

<최근 2년간 많이 소비된 항목>

자료 : iresea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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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력을 갖춘 실버세대의 등장
중국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7년 2.3억 명에서
2030년에는 미국인구보다 많은 3.5억 명 증가 전망
⚫ 건국이후 출산장려 정책으로 태어났던 베이비부머들이 60세로 접어들었으며
기대수명도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

중국노령협회는 중국 노인인구의 잠재소비력3)은 2014년 4조 위안에서 2020년
9조 위안을 거쳐 2050년 106조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노인인구의 잠재소비력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0.8%에서 2050년 33.6%로 증가
- 중국에서 실버세대들은 경제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수가
적어 소비여력이 젊은 세대보다 30% 정도 많음
⚫ 50대 시니어세대 인구의 금융상품까지 포함할 경우 잠재소비력은 같은 기간
5조 위안에서 133조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중국 노인인구 잠재소비력 추정 (2010년 가격 기준)>

자료 : 중국노령산업발전보고 2014, 사회과학원

3) 노인인구 잠재소비력은 가구 1인당 소득과 자산소득(이자, 부동산), 정부보조금, 사회보장금 등을 합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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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버산업은 크게 노인용품, 양로서비스, 양로부동산, 실버금융 등 4개 분야로
분류되며 노인용품, 양로서비스 분야가 유망 실버산업으로 부상
⚫ 중국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노인들의 소비잠재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재 공급
되는 노인용품은 전체 수요의 약 10% 수준에 불과
⚫ 최근 실버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되면서 발전되고 있는 추세
- 실버산업은 노인용품, 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의학, 정보통신
(ICT),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되면서 발전

중국 실버세대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실버용품 판매도
증가하고 있음
⚫ 60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08년 447만 명에서 2018년 6월 현재
4,090만 명으로 약 9배 증가
- 특히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시니어(50대)세대를 포함할 경우 인터넷 사용자
수는 8,421만 명으로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약 10.5%를 차지
<중국 연령별 인터넷 사용자 비중>
(단위 : %)

10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2008

0.4

35.2

31.5

17.6

9.6

4.2

1.5

2009

1.1

31.8

28.6

21.5

10.7

4.5

1.9

2010

1.1

27.3

29.8

23.4

12.6

3.9

1.9

2011

1.7

26.7

29.8

25.7

11.4

4.1

0.7

2012

1.7

24.0

30.4

25.3

12.4

4.4

1.8

2013

1.9

24.1

31.2

23.9

12.1

5.1

1.9

2014

1.7

22.8

31.5

23.8

12.3

5.5

2.4

2015

2.7

21.4

29.9

23.8

13.1

5.3

3.9

2016

3.2

20.2

30.3

23.2

13.7

5.4

4.0

2017

3.3

19.6

30.0

23.5

13.2

5.2

5.2

2018上

3.6

18.2

27.9

24.7

15.1

5.4

5.1

자료: CNNIC,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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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코노미4) 시장의 확대
중국의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홀로경제를 의미하는 1코노미 시장이 확대
⚫ 중국의 1인가구는 2015년 7,44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16.7%를 차지하
였으며 2025년에는 1억 가구 돌파하여 주요 소비시장으로 부상 전망
⚫ 이촌향도(학업과 직장), 고학력화와 경제적 독립, 만혼과 비혼의 증가, 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1인가구 빠르게 증가
<중국 1인가구 증가 추이>

자료 : Euromonitor

80후와 90후가 전체 1인가구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40%가 도시에
거주하며 약 52%가 월 수입 3~5천 위안대의 소득계층
⚫ 연령별로는 90년대 출생한 지우링호우(90后)가 43%로 가장 많으며 80년대
출생한 빠링호우(80后)도 39%를 차지
⚫ 1인가구의 약 40%가 도시에 주거하고 있으며 그 중 15.3%가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에 집중
⚫ 중국 1인가구의 월 수입 비중은 3~5천 위안대가 5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5~8천위안대가 31%를 차지

4) 1코노미는 ‘1인’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혼자만을 위한 경제 활동을 의미. 「트랜드코리아 2017」에
처음 등장한 이후 1인가구 및 싱글들의 경제활동을 지칭하는 말로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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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소비패턴은 간편, 소형, 맞춤, 엔터테인먼트 소비로 귀결
⚫ 간편 가정식, 편의점 도시락, 배달서비스 등 간편하고 시간 효용성이 높은
간편한 식품 및 서비스를 선호
- 중국 간편식 시장 규모는 2008년 이후 연평균 22.4%씩 성장하여 2017년
5,733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올해에는 6,296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공간적 제약으로 작고 슬림하면서도 디자인과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선호하여
소포장 식품, 소형 가전, 1인용 생활용품, 소형 가구 등이 인기
- 중국 소형가전 시장 규모는 2008년 이후 연평균 11.7%씩 성장하여 2017년
4,154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올해에는 4,401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대우전자가 중국 1인 가구 소비자를 겨냥하여 출시한 소형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
신제품이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지난 광군제 당일 판매개시 17시간만인 오후 5시 2
만 3000대 완판을 기록

<중국 간편식 시장규모>

<중국 소형가전 시장규모>

주 : 2018년 데이터는 추정치
자료 :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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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구조의 변화: 신소매 혁명
온라인+오프라인+물류+첨단기술(빅데이터, AI 등)을 결합한 미래형 소매유통
방식인 신소매(新零售 new retail)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소비시장 확대를 견인
⚫ 신소매는 2016년 10월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이 주창한 개념으로 온·
오프라인 융합 유통 채널에 소비자 빅데이터, 스마트 물류, 모바일 결제시스
템을 결합한 새로운 유통 방식
* 신소매와 유사한 개념으로 텐센트는 스마트 유통(智慧零售), 징둥은 무경계 유통(无界零售)
이란 키워드를 사용

⚫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점 및 전자상거래의 성장 둔화, 新중산층의 확대, 모바일
결제 수단의 대중화 등이 신소매 발전을 촉진
-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2017년 중국 모바일 결제 규모는 81조 위안
* 2018년 6월 현재 중국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수는 약 7억 8,774만 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자 8억 166만 명의 약 9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약 71.9%는 모바일 결제를
이용

<신소매와 기존 소매의 차이점>

자료 : bai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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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매는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신소매는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분석을 기반으로 소비자들
에게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고 채널(온·오프라인)을 통해 가치를 부여
- 알리바바의 티몰스토어는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변 반경 500m~1km이내에 사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비
⚫ 신소매는 기존 전자상거래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의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소비트랜드 변화를 선도
- 알리바바가 설립한 신선식품 판매점 허마셴성은 알리페이 앱으로 결제후
매장 반경 3km 이내까지 30분내 배송하며, 별도의 비용만 지불하면 매장
내 설치된 조리대에서 조리후 푸드코트에서 식사가 가능 함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등 IT기업 등이 온·오프라인 유통기업에 투자하면서
거대한 신소매 생태계를 구축 중
⚫ 신소매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2017년 한 해 동안 총 652억 위안이 투자됨
⚫ 알리바바는 허마셴성 설립외에 산장(三江购物), 롄화(联华超市), 바이렌(百联)
등 10여개 유통기업에 지분투자를 통해 신소매 생태계 확대
- 알리바바는 신소매사업부를 만들어 ①신선제품 및 마트·편의점, ②의류 및
백화점, ③디지털 가전, ④외식사업 등 4대 분야를 중점 육성
⚫ 텐센트는 징둥과 협력을 강화하고, SNS 기반 쇼핑 플랫폼 핀둬둬(拼多多),
대형 슈퍼체인인 용후이마트(永辉超市)에 투자 등을 통해 유통분야 진출

신소매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혁신으로 신소매 시장 규모는 2017년 389.4억
위안에서 2022년에는 1조8천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신선식품 판매와 배송을 강점으로 다양한 형태의 신소매 유통이 생겨
나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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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마셴성은 2016년 설립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2018년 12월 현재 전국 16개
대도시에 107개의 매장을 운영
<신소매 시장규모 전망>

자료 : 2018年新零售行业发展趋势研究报告

<중국 모바일 결제 규모>

자료 : i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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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제품 경쟁력 조사 결과
1. 설문 조사 개요
한국 소비재를 수입·판매하는 중국 업체 바이어 244명을 대상으로 한국제품의
이미지, 구매성향 및 경쟁력에 대해 설문 및 인터뷰 조사
⚫ 설문조사기간 : 2018. 10 . 10 . ∼ 2018 . 11 . 12. (약 1개월)
⚫ 조사대상 : 한국 소비재를 수입·판매하는 중국 기업 바이어 244명
⚫ 조사지역 : 북경/천진, 화북지역(하남성, 하북성, 산동성), 동북3성 등
<설문 조사 지역 및 응답자 수>
(단위 : 명, %)

북경/천진

산동성

동북3성

하남성

하북성

기타

총계

응답자수

87

34

49

48

4

22

244

비중

35.7

13.9

20.1

19.7

1.6

9.0

100.0

2. 응답자 일반 현황
(한국 제품 구매 기간) 중국 바이어의 68.9%는 한국 제품 구매 기간이 5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남. 그 중 한국 구매 기간이 1~3년인 바이어가 전체의 25.4%로 가장
많음
<한국제품 구매 기간>
(단위 : 명, %)

1년이내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전체

응답자수

57

62

49

42

34

244

비중

23.4

25.4

20.1

17.2

13.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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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제품 구매 비중) 전체 응답 바이어 의 46.4%가 한국제품을 10% 미만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제품을 51% 이상 구매하는 바이어의 비중은 19.7%이며 대부분 바이어
들은 한국 제품 외에도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제품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 소비재 취급 비중>
(단위 : 명, %)

1%~10%

11%~30%

31%~50%

51%~80%

81% 이상

응답자수

111

44

37

31

16

비중

46.4

18.4

15.5

13.0

6.7

⚫ (바이어 구매 제품별 분포) 설문 응답 바이어들의 구매 제품을 보면 화장품이
19.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식품(18.4%), 미용용품(15.8%) 순
<바이어 구매 제품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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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제품 경쟁력 조사
(1) 구매 요인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제품 구매 시 품질, 거래기업과의 신뢰, 디자인 등을 가장
중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바이어 응답자의 50.4%가 품질을 가장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이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거래기업의 신뢰도(16.0%), 제품의 디자인
(10.7%), 브랜드(11.1%) 순으로 응답
⚫ 하북성과 하남성의 경우 한국 거래기업과의 신뢰도를 가장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으로 선택했으며 북경/천진, 산둥성, 동북 3성 지역의 바이어들은 품질
다음으로 디자인을 중요한 구매 결정요인이라고 응답
<한국제품 구매요인>

<지역별 한국제품 구매요인>

A기업(종합쇼핑몰) 구매담당
중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은 중국 시장에서 환영을 받을
수 없음. 품질이 가장 중요한 구매요소이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 시장의 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래처와의 의사소통 및 신뢰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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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제품 정보 습득 경로
전시회/상담회가 가장 중요한 한국 제품 정보 수집 경로
⚫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시회/상담회 참가를 통해서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바이어 응답자의 27.8%가 전시회/상담회를 통해 한국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인터넷(20.1%), 지인/친구소개(18.7%), 거래처(11.7%)
순으로 나타남
-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의 경우 각각 5.0%, 2.6%로 나타나 한류가
중국바이어들의 한국 제품 정보 수집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한국제품 정보 수집 경로>

B기업(유아용품) 대표
무역협회 등 공신력있는 기관이 개최하는 전시회 및 상담회를 통해 바이어를 소개받고 한국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거나
인기있는 상품을 찾아보고 구매상담을 진행하기도 함.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드라마를 보고 한국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없고 한류의 영향력도 줄어들어
드라마를 통해 한국 상품 정보를 얻지는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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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제품 경쟁력
중국 바이어들이 말하는 한국제품의 경쟁력은 디자인
⚫ 중국 바이어 응답자의 18.7%(복수응답)가 한국제품의 경쟁력은 디자인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품질(17.4%), 한국 거래기업의 신뢰도(16.5%), 브랜드
(15.2%) 순으로 응답
⚫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다는 응답은 전체의 약 10.9%에 불과하여 A/S
등 서비스 경쟁력 다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중국 바이어들은 3년 후에도 한국제품의 경쟁력은 디자인이 될 것이라고 응답
- 중국 바이어 응답자의 18.8%(복수응답)가 3년후에도 한국제품의 경쟁력은
디자인이라고 응답했으며 온라인마케팅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응답
- 반면, 품질, 브랜드, 한국기업 신뢰도, 가격 등의 경쟁력은 소폭 감소할 것
이라고 응답
<한국제품 경쟁력>

<3년후 한국제품 경쟁력 예상>

지역별로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다르게 나타남
⚫ 베이징/천진 및 동북3성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의 경쟁력으로 디자인을 선택한
반면, 하남성과 하북성 바이어들은 한국기업의 신뢰도를, 산동성과 기타지역
바이어들은 품질을 경쟁력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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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한국제품 경쟁력>
(단위 : %)

구분

베이징/천진

산동성

동북3성

하남성

하북성

기타

품질

17.4

17.8

16.5

16.7

15.8

21.1

가격

11.9

10.4

9.7

11.1

15.8

10.0

디자인

22.1

16.6

20.4

15.7

5.3

18.9

브랜드

15.4

16.0

15.5

15.7

15.8

11.1

서비스

6.3

10.4

12.1

9.6

10.5

12.2

신뢰도

15.0

17.2

14.1

18.7

21.1

18.9

온라인마케팅

11.9

11.7

11.7

12.6

15.8

7.8

C기업(식음료) 구매 담당
한국 상품의 경쟁력은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지리적 이점으로 인한 거래처의 빠른 피드백으로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임. 한국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국시장에 통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한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 프리미엄을 얻을 만큼은 아님. 최근
중국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매우 중시하는데 한국제품은 품질대비 다소 비쌈. 가격 메리트가
없으며 동종의 중국 상품대비 약 30%이상 비싸면 중국시장에서 팔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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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권역)별 경쟁력 비교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제품의 경쟁력은 중국제품보다는 우위에 있지만 일본, 유럽,
미국 제품들에 비해서는 낮다고 인식
⚫ 중국 바이어 응답자의 41.3%가 한국제품이 중국제품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 유럽, 미국제품보다 높다고 응답한 바이어는 각각
18.4%, 20.2%, 20.2%에 불과
⚫ 대부분 중국제품보다 경쟁력이 있지만 특히 디자인, 품질, 브랜드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제품 경쟁력 우위(국가별)>

<한국제품 경쟁력 분류별 우위>

품질

중국
대비
40.1

일본
대비
18.7

유럽
대비
20.6

미국
대비
20.6

가격

39.1

11.1

12.2

13.0

디자인

42.1

17.9

19.5

20.2

브랜드

40.1

17.6

17.2

17.2

서비스

38.7

12.2

13.7

13.4

신뢰도
온라인
마케팅

37.7

19.5

21.0

21.4

36.0

13.7

17.6

17.6

분류

D기업(쇼핑몰) 구매 담당
한국 상품이 중국 상품 대비 품질, 디자인, 브랜드 등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 한국 상품이 디자인이 이쁘다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포장
등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일본 상품에 비해 떨어지며 유럽, 미국 제품들이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제품=프리미엄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없음. 한국 제품의
생명력이 길지 않은 것은 브랜드 가치가 낮기 때문. 따라서 프리미엄 상품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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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구매 지속 의사
중국 바이어들은 향후에도 한국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응답
⚫ 응답자의 약 64.7%는 향후에도 한국제품을 계속 구매할 계획이라고 응답
- 특히 품질과 디자인을 한국 제품 구매시 중시 여기는 바이어들의 향후 구매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 가격, 서비스를 중시여기는 바이어들의 향후 구매의사는 상대적으로 낮음
<향후 구매 지속 의사>

<경쟁력별 향후 구매 지속 의사>

E기업(식음료) 구매 담당
중국 소비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며, 한국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이
좋다는 것을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가격 메리트가 작고 반품/교환/수리
등 A/S 서비스가 좋지 않아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들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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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경쟁력 있을 한국 제품
한국제품 중 화장품, 식품, 미용용품 등이 향후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
⚫ 화장품이라고 응답한 바이어가 전체의 23.9%로 화장품을 취급하는 바이어
(19.2%)외에도 화장품이 우리의 유망품목이라고 응답
⚫ 식품, 미용용품 등도 향후에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응답한
바이어가 각각 15.6%, 13.1%
⚫ 유아용품, 의료보건용품 등의 경쟁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소폭 증가
하였으며,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애완용품도 향후 경쟁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
⚫ 반면, 주방용품, 가전제품, 완구 등은 취급바이어 비중 대비 긍정적 응답이
감소하여 향후 경쟁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향후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있을 한국 제품>

A기업(종합쇼핑몰) 구매 담당
중국 제품의 기술수준과 안전성 등이 낮아 중가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및 미용용품 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음. 얼마 전까지 인기 있었던 한국산 주방용품의 경우 비슷한 품질의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이 출시된 이후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음. 그리고 한 자녀
정책 폐지로 육아용품 시장이 확대되는데 한국 유아용품의 경우 디자인이 아기자기하고
이쁘기 때문에 향후에도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것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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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 소비시장 진출 시사점
1. 소비계층의 다양화
중국의 인구구조와 소득구조 변화에 따라 중국 소비계층이 新중산층, 1인가구,
실버세대 등 점진적으로 다양화 돼가는 추세
⚫ 높은 학력과 전문적인 직업군을 가진 新중산층이 소비주도 세력으로 부상
- 新중산층은 여행, 교육,취미/레저, 자기계발 등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미래를 위한 분야에 주로 소비
⚫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간편 가정식, 소형 가전 등 작고
간편하면서도 디자인과 성능이 뛰어난 제품들이 인기
⚫ 경제력을 갖춘 실버세대들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등장
- 실버세대들은 노인용품, 헬스케어용품 뿐만 아니라 관광, 부동산, 보험 등
다양한 시장에서 주요 고객으로 등장

2. 신소매의 등장으로 중국 유통구조의 급격한 변화
온라인+오프라인+물류+첨단기술(빅데이터, AI 등)을 결합한 미래형 소매유통
방식인 신소매의 등장으로 중국 유통구조가 급격히 변화
⚫ 신소매는 온·오프라인 융합 유통 채널에 소비자 빅데이터, 스마트 물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결합한 새로운 유통 방식

신소매는 소비자에게 편의성과 맞춤형·체험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빠르게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성장
⚫ 신소매는 소비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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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매는 기존 전자상거래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의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소비트랜드 변화를 선도

3. 바이어들의 가장 중요한 구매 요인은‘품질’
중국 바이어들의 한국제품의 구매결정 요인은 품질, 거래기업과의 신뢰, 디자인,
브랜드, 가격, 서비스(A/S포함)의 순으로 나타남
⚫ 중국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들의 기대치 상승으로 제품의 품질은 가장
중요한 구매요인
⚫ 소비자들과 달리 바이어들은 거래기업과의 신뢰를 중요하다고 생각
- 특히 하북성과 하남성 등 지방도시 바이어의 경우 거래기업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구매요인

4. 한국제품의 경쟁력 원천은 디자인이며, 가격경쟁력은 낮아
중국 바이어들이 인식하는 한국제품의 경쟁력은 디자인, 품질, 거래기업과의
신뢰도, 브랜드, 가격, 서비스(A/S포함) 순으로 나타남
⚫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제품의 아기자기한
디자인이 경쟁력이 높다고 인식
- 또한 시장환경과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거래기업과의 신뢰도
중요하다고 응답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낮다고 인식
⚫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다고 응답한 바이어가 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제품이 품질대비 가격이 높다고 생각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5. 미국, EU, 일본 제품 대비 제품 경쟁력 낮아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있지만 여전히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인식
⚫ 특히 가격, 서비스 부문에서 선진국 대비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이 품질 및 브랜드 대비 높은 가격이라고 인식
-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낮아 제품의 생명력이 길지 않고
높은 가격 포지셔닝을 할 수 없다고 응답

6. 전시회/상담회가 가장 중요한 한국제품 정보습득 경로
중국 바이어들은 전시회/상담회를 통해 한국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인터넷, 지인/친구 소개, 거래처 등으로 응답
⚫ 바이어들은 한국 또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상담회 직접 참관을 통해
한국제품에 대한 정보와 구매상담을 진행
⚫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에서 인기있거나 유행하고 있는 제품을 찾아
보고 구매상담을 진행
⚫ 최근 한류 열기가 위축되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한국제품의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음

7. 화장품, 식품, 미용용품 등이 향후 유망 한국제품
중국 바이어들은 화장품, 식품, 미용용품 등이 향후 중국 소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유망제품이라고 인식
⚫ 중국 여성들의 화장품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성비가 높으면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한국 화장품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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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산 유아용품, 의료보건용품 등도 향후 중국 소비시장
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
⚫ 중국 바이어들은 한 자녀 정책의 폐지와 고령화로 인해 유아용품, 의료보건
용품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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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리의 대응 방안
1. 소비계층 세분화를 통한 타겟 마케팅 강화
소비계층 세분화와 표적시장 선정을 통한 맞춤형 진출이 필요
⚫ 중국의 소비계층이 新중산층, 1인가구, 실버세대 등 다양화됨에 따라 제품에
맞는 소비계층 세분화와 표적시장 선정을 통한 맞춤형 진출이 필요
- 특히 30대 주요 소비주도세력으로 성장한 80후들의 소비성향을 파악하여
맞춤형 진출 전략을 모색해야함

소비계층에 맞는 가격전략과 제품 포지셔닝이 전략 필요
⚫ 소비계층별 소득구조와 소비특성이 달라 맞춤형 가격전략과 제품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
- 동일한 80후라도 품질과 브랜드를 중요시하는 新중산층과 가격과 편리성을
중요시하는 1인가구의 소비특성에 맞는 가격 전략과 포지셔닝 필요

2. 신소매 등 유통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온·오프라인 및 물류기업과의 협력과 투자를 통해 신소매 유통 혁명에 적극적
으로 대비 해야 함
⚫ 중국의 유통구조가 향후 온·오프라인 및 스마트 물류가 결합된 신소매로
중국 유통구조가 재편될 전망
⚫ 특히, 자체 유통채널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대형 신소매
플랫폼을 통해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스타벅스는 알리바바의 식품공급업체인 Eleme(饿了么)와 협력하여 올해 말부터
중국 소비자들에게 커피와 스낵을 제공하고 허마셴성에 배달전문 매장을
오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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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제품과 채널(온·오프라인)을 통해 체험형 서비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 마련
⚫ 신소매가 기존 O2O와 달리 맞춤형 제품과 체험형 서비스 가치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

3. 전시회/상담회 참여 확대
전시회/상담회 적극적 참여를 통한 제품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중국바이어들이 한국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하는 경로인 전시회
/상담회 참여를 확대하여 제품 홍보 및 판매경로 다양화 필요
- 중국 바이어들은 전시회/상담회를 통해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구매
결정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에 추천하기 때문에 중요한 제품 홍보의 장소임
- 특히 브랜드 가치가 낮고 유통망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쉽게 제품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

4. 디자인 고급화를 통한 소비시장 진출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제품의 경쟁력은 디자인이라 생각하며 제품 구매 시에도
품질 다음으로 제품의 디자인을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바이어들은 한국제품의 경쟁력은 디자인이며 향후(3년후)에도 디자인이
한국제품의 경쟁력이라고 응답

디자인 고급화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 및 브랜드 가치로 제고
⚫ 디자인 고급화를 통해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프로미엄 제품으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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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 강화
전자상거래 시장은 중국 소비붐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신소매 혁명을 통해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6월 현재 중국 인터넷 이용자는 8억 200만 명으로 이중 71%가
인터넷을 이용해 쇼핑 및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 쇼핑 등 온라인 구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 확대전략이 필요
⚫ 온라인 판매는 전체 소매판매의 약 22.9%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이 중요
⚫ 온라인을 활용한 중국 소비시장 확대전략은 중국의 복잡한 유통망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저렴하고 파급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음

6. 우호적 통상 환경 조성
사드갈등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기에
향후 우호적 통상 환경 조성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여건 개선 필요
⚫ 주한 중국 특파원 모임, 주한 중국 경제상무처와의 정기모임, 주한 중국 지방
정부 사무소 파견 공무원과의 연찬회 등 추진을 통해 인적 네트워킹 강화
⚫ 대학과 산업계(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간 연결 프로그램 마련하여 중국
유학생의 산업시찰 및 인턴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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