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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 소비 현황

□ 최근 5년간 중국 사회 소비품 판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3년 중국 사회 소비품 판매액이 24조 2,843억 위안에서 2016년 33

조 2,316억 위안으로 상승하며 연 평균 성장률이 9.2%에 달함

 - 2017년 상반기(1월-6월) 중국 사회 소비품 판매액 및 온라인 소비품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17조 2,369억 위안에 달했고 

이 중 온라인 소비품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한 3조 

1,073억 위안에 달함

 - 중국 상무부는 2017년 중국 사회 소비품 판매액 및 온라인 소비품 판

매액이 각각 연 10%,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2-2017 사회 소비품 판매 및 온라인 소비품 판매 현황>

(자료원 : 중국통계국)

□ 2017년 상반기 중국 인구의 평균 가처분소득 및 인당평균소비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 7.6% 증가한 1만 2,932 위안, 8,834위안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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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중국 인구의 평균가처분소득 및 인당평균소비지출 현황>

(자료원: 중국 통계국 )

 - 인당평균소비지출의 소비구조를 보면, 소비 지출 1위인 식품/담배/술

은 2,678위안으로 전체 소비의 30.3%를 차지, 그 다음은 거주(居住) 

1,919 위안(21.7%), 교통통신 1,211 위안(13.7%), 교육문화오락 869 위

안(9.8%), 의료보건 718위안(8.1%), 의류 668위안(7.6%), 생할용품 및 

서비스 535위안(6.1%), 기타용품 및 서비스 236위안(2.7%)순임

<2017 상반기 인당평균소비지출 구조 현황>

(자료원 : 중국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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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 소비 시장의 신흥 소비층

1. 패션을 추구하는 남성 소비층

□ 남성 소비자 숫자 많고 소비금액도 높음

 • 중국 국가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중국 남성 인구수가 7억 

815만 명으로 전국인구의 51.2%를 차지

 - 2016년 중국 전체 네티즌 중 남녀 비중은 각각 53% 대 47%이고, 이 

중 온라인 소비자의 남녀 비중은 각각 50.6% 및 49.4%임

<2016 중국 네티즌 성별 구조> <2016 중국 온라인 쇼핑 소비자 성별 구조

자료원 : 알리바바 연구원 자료원 : 알리바바 연구원

 - 알리바바가 발표한 “2017 중국 소비 추세 보고”에 따르면, 현재 중

국 남성 소비자의 연간 소비액은 10,025위안으로 나타남. 온라인 소

비 금액의 남녀 비중은 각각 48%, 52%로 여성이 조금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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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온라인 쇼핑 총액 성별 구조>

자료원 : 알리바바 연구원

□ 남성 소비자, 트렌디한 브랜드 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부상

 • 2016년 타오바오 Ifashion 채널에 ‘트렌디한 브랜드’가 표시된 상품 
중, 남성 패션 의류의 비중이 70%를 초과. 2016년 온라인 남성 
패션 의류 중 품목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상위 3위 품목은 티
셔츠, 캐주얼 바지, 후드티셔츠임

 
 - 특히 자수(刺繡), 인화(印花,꽃무늬프린트), 문예(文藝) 등 요소

를 구비한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2016 타오바오 남성 트렌디한 브랜드 

상품 판매 TOP10 >

<2016 타오바오 남성 트렌디한 브랜드 

선호 요소>          

자료원 : 2017 알리바바 빅데이터 자료원 : 2017 알리바바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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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품목의 종류 및 브랜드가 다양해짐

 • 지난 3년 남성 화장품의 검색량 연 평균 증가율은 40.2%에 달해 전체 

화장품 검색량의 평균 증가율(3.5%)을 크게 상회했으며, 특히 바디 케

어 및 향수의 검색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연 평균 60.0% 증가)

<2014-2016 화장품 검색량 연 평균 증가 

추이 >

<2014-2016 남성 화장품 검색량 연 

평균 증가 추이>          

자료원 : 360 빅데이터 자료원 : 360 빅데이터

 - 남성 소비자의 검색량 순위 1위는 향수이고 그 다음은 기초 화장품

(클렌징, 마스크팩, 선크림, 아이크림, 스킨 등)임

 - 남성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는 주로 유럽 및 미국 브랜드이

며, 특히 프랑스의 페로몬 및 로레알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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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남성 화장품 검색량 순위 > <2016 남성 화장품 브랜드 검색량 

순위>

자료원 : 360빅데이터 자료원 : 360빅데이터

2. 실버경제의 주인공인 노인 소비층

□ 중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실버산업에 대한 시장 수요

가 커지고 있음

 • 2016년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3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

 - 65세 이상 인구는 1.5 억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10.8%에 달했으며, 2016년 한해에만 1,000만명 증가하여 

고령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함

 -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노인층의 잠

재 소비 금액은 2014년의 4조 위안에서 2015년에는 106조 위

안으로 증가하였으며 전국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8%에서 

33%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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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전 세계에서 실버 산업 시장 잠재력이 가장 커질 것으

로 추정 

<최근 5년 중국의 고령화 현황>

연도 60세 이상 비중 65세 이상 비중

2012년 1.94억 명 14.3% 1.27억 명 9.4%

2013년 2.02억 명 14.9% 1.31억 명 9.7%

2014년 2.12억 명 15.5% 1.37억 명 10.1%

2015년 2.20억 명 16.0% 1.44억 명 10.5%

2016년 2.30억 명 16.7% 1.50억 명 10.8%

 (자료원: 중국 통계국)

□ 온라인을 통한 노인소비자의 소비 품목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

 • 징동(京東) 플랫폼 2016년 통계 데이터를 보면, 노인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상품은 건강제품이 아닌 실용적인 상품임

 - 연령층별 보건품 구매 행태를 보면, 노인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의약 

및 보건품을 구입하는 비중은 기타 다른 연령층 소비자의 구입 비중

보다 30% 낮음

 - 판매량으로 보면, 30대, 40대 연령층의 소비자가 70% 이상의 보건품을 

직접 구매하며 노인 소비자가 15%만의 보건품을 직접 구입

 - 노인 소비자는 실용적인 품목인 식품/음료, 개인 케어 용품을 가장 선

호하고 이 중 쌀/면/오곡 및 조미료, 클렌징용품 및 바디 케어를 구매

하는 노인 소비자의 수가 기타 연령층 소비자보다 각각 30%, 20%가 

많음

 - 또한 샴푸/린스 및 향수/화장품 및 의류신발을 구매하는 노인 소비자

의 수가 기타 연령층 소비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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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층의 트렌디한 상품에 대한 관심도 제고

 • 징동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노인층의 해외 여행 소비액은 전년대비 

160%, 비자·언어교육서비스에 대한 소비는 전년 대비 각각 9배씩 증

가했음

 - 국내 여행 관련 소비도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호텔 소비도 전년대비 

20배 가까이 증가

 • 노인층은 디지털 상품, 스마트 제품, 운동장비에 대한 관심도도 갈수

록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 워치, 스마트홈, 건

강관리제품, 낚시 용품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 노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 전문 상품 쇼핑몰 또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노인 소비자 수요 및 습관에 따라 간단한 디자인, 큰 글씨체, 전화 자

문 서비스 등의 특징을 보유한 노인 상품 쇼핑몰 등장

 - 주로 일용품, 식품/음료, 가정용품, 건강보조용품, 보양품 등을 판매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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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노인 전문 용품 쇼핑몰>

사이트 명칭 사이트 주소
老妈乐网上购物商城 www.laomale.com

幸福9号 www.xf9.com
爱老人网商城 www.ailaorenshop.com

夕乐购中老年用品商城 ww.seiloogo.com
天颐中服老年商城 shop.tyzfchina.com.cn

金钥匙养生保健购物商城 www.jys8888.com
嘉和惠购 www.hajh.com.cn
福寿和 www.fushouhe.cn

老年人商城 www.lnrmall.com
妈妈网 www.mmzhuang.com
惠生活 www.hilive365.com

(자료원: 중국 사이트 리서치)

3. 독립·자주적 싱글 소비층

□ 중국의 거대규모 싱글족이 신흥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음

 

 • 중국 국가민정국 제6차 인구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의 

싱글 인구는 2억 명에 가까우며, 2017년에는 2억 명을 초과할 전망

 - 2020년에는 싱글 여성보다 싱글 남성이 3,000~3,500만 명 정도 많을 

것으로 전망 

 - 싱글족이 중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의 6%에서 현

재에는 16%로 상승했으며, 싱글족 중 35세 이상 싱글 비중은 21%로 

상승하여 10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

 • 중국 전문 결혼정보사이트인 전아이왕(珍爱网)이 1억 명의 회원을 대

상으로 샘플 조사한 “2016 중국 싱글남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싱글 남녀의 월 평균 가처분소득은 3,000위안~5,000위안(52%), 5,000위

안~8,000위안(31%), 8,000위안 이상(10%), 기타(7%)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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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국 싱글 남녀의 월 평균 가처분소득 현황>

(자료원: 젠아이왕 2016 중국 싱글남녀 보고서))

 - 월 평균 가처분소득이 8,000위안 이상인 골드 싱글족 상위 10개 지역 

중, 상해가 차지한 비중이 제일 크고, 북경, 심천, 항주, 광주, 장사, 

남경, 무한, 동관, 천진 순임. 

 - 또한, 월 평균 가처분소득 8,000위안 이상 골드 싱글족 중, 여성 비중

이 남성 비중보다 높고, 7%의 여성은 연수입이 20만 위안 이상의 고

액 연봉자로 강한 소비능력을 소유하고 있음

 - 특히, 1선 도시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성 싱글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싱글을 대상으로 한 상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상품도 더욱 

다양해짐 

 - (싱글 상품) 2016년 미니 가전제품의 판매량은 4천만대에 달했으며, 

이 중 미니 착즙기 매출액은 1.9억 위안, 미니 세탁기 매출액은 10 억 

위안에 달했고, 1인용 전자레인지 구입자는 전년대비 240% 증가

 - (1인 산업)‘싱글경제(单身经济)’가 부상함에 따라 싱글족을 겨냥한 

미니 노래방, 1인용 식탁, 40-70평 규모의 소형 면적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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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설계 주거 공간, 손질된 야채 배달, 친환경 소형 자동

차, C2C 차량 이용 플랫폼인 디디핀처(滴滴拼车) 등 새로운 1

인 산업이 속속 탄생하고 있음  

□ 싱글족은 개인의 취미생활 혹은 자기개발에 대해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

 • Mintel(英敏特)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싱글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영화/드라마(61%)이고, 다음으로 여행(56%), 헬스(48%)

순으로 나타남

 • 싱글 남녀가 각자 선호하는 분야는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남

 - 남성 및 여성의 선호도는 스포츠 및 헬스 분야에서 각각 55%, 41%,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각각 48%, 15%, 미용 분야에서는 각각 15%, 

58%, 패션 분야에서는 각각 24%, 41%, 음악 분야에서 42%, 33%, 소셜 

미디어 분야에서 33%, 26%이고, 싱글 여성(26%)이 싱글 남성(17%)보

다 요리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음

□ 싱글족으로 인해 소비습관이 편리, 건강, 캐주얼화로 변화되고 있음

 • (사례) 싱글족의 소비습관 및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근 중국 편

의점 혹은 과일전문점에서 과일 조각 세트의 판매가 유행하고 

있으며 높은 소비능력을 갖춘 싱글족들은 양이 아닌 품질, 편

리함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계절과일인 용과의 경우, 과일 중량을 측정하여 판

매 시 판매가격(600g 이상)은 12.8위안이며 과일 조각 세트로 

판매 시 판매가격(350g 이상)은 17.8위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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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판매방식별 판매 가격>

용과 판매방식 중량 가격

계량 600g 이상 12.8위안

조각 세트 350g 이상 17.8위안

(자료원 : 상해 지역 시엔펑(鲜丰)과일전문점)

 - 판매자는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돈이 덜 

들면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임

 • (사례)싱글족에게 드라마/영화 보기는 여가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영상 사이트의 유료회원이 되면 광고 없는 고화질의 영상을 

즐겨볼 수 있음

 -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爱奇艺) 통계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 유료회원 수는 1,000만 명으로 전체 5억 회원의 2%

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70만 명) 크게 증가 

4. 건강, 녹색 생활과 친환경 추구 소비층

□ 알리바바 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중국 녹색 소비자 보고’에 따르

면, 2015년 온라인 녹색 소비자1)가 6,587만 명으로 전년대비 58.2% 

증가

 - 타오바오를 이용한 소비자의 16.2%를 차지했으며 2011년의 432만 명

에서 2015년에는 14배 가까이 증가

1) 환경상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구매 의향 및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를 말함. 동 보고서
에서는 5개 품목 이상의 녹색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녹색 소비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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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알리바바 온라인 녹색 소비자 성장 현황>

(자료원 : 알리바바 연구원)

<2011 녹색 소비자 비중> <2015 녹색 소비자 비중>

자료원 : 360빅데이터 자료원 : 360빅데이터

 • 알리바바 쇼핑몰 녹색 장바구니 상품의 소비자는 전 연령층에서 여성

이 남성보다 많고, 이 중 29~35세 여성 소비자가 녹색 장바구니 상

품2)을 가장 많이 구매

2) 친환경, 에너지절약, 건강의 속성을 가진 제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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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 녹색 소비자 연령층 구성>

(자료원 : 알리바바 연구원)

□ 알리바바 쇼핑몰 녹색 장바구니 카테고리 내의 상품 수는 2억 개에 

달함

 • 녹색 장바구니 상품의 판매액은 2011년의 314억 위안에서 2015년에는 

3,404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80%를 상회

<2011-2015 녹색장바구니 상품 소지 규모>

(자료원 : 알리바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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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장바구니 상품의 판매액이 알리바바 쇼핑몰 전체 상품의 판매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의 4.7%에서 2015년에는 11.5%로 증가

<2011 녹색 장바구니 판매액 비중> <2015 녹색 장바구니 판매액 비중>

자료원 : 360빅데이터 자료원 : 360빅데이터

 • 녹색 장바구니 상품 중, 관심도가 가장 높은 제품은 가정 인테리어 

제품이며 가정용품, 임신부/영유아 용품 및 식품 순임

<녹색 장바구니 상품 소비자 선호도>

순위 품목 관심도 키워드
1

가정 인테리어

(가구/건축자재 등)
★★★★★ 무독, 수제품, 포름알데히드 없음, 

아크릴 등
2

가정용품

(침대용품/주방용품/수납용품 등)
★★★ 친환경, 무독, 무연납 등

3 가전용품
(대형가전/생활기기 등) ★★★ 절약, 물절약, 절전,  친환경, 

가변주파수, 공기정화
4 (임부복/기저귀/아동복 등) ★★★ 방사선차단, 항균, 천연, A급, 

프레온가스 없음 등 
5 식품

(쌀/조미료/간식/해산물 등) ★★ 녹색, 유기농, 원생태, 무첨가, 
무색소 등

6 복장
(남성복/영성복 등) ★★ 면100%, 순면, 아마포, 수제품 등

7 퍼스널 케어
(미용/오일/케어 등) ★★ 친환경, 유기, 음이온, 실리콘 

없음 등 
(자료원 : 알리바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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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장바구니 제품은 평균 33%의 프리미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

적인 상품 중 절수 세탁기는 36%의 프리미엄을 보유, 유기농 콩기름

의 소비 증가율이 기타 콩기름의 2.67배, 친환경 벽지의 소비 증가율

이 기타 벽지의 2.55배. 무실리콘 샴푸가 샴푸류 소비의 14.2%를 차

지

<소비자가 인지한 대표적인 녹색 장바구니 상품>

절수 세탁기

36%의 프리미엄

유기농 콩기름

증가율이 기타 

콩기름의 2.67배

친환경 벽지

가율이 기타 벽지의 

2.55배

무실리콘 샴푸

샴푸류 소비의 

14.2% 차지

(자료원 : 알리바바 연구원)

 - (사례) 100%면으로 주로 영유아/여성/남성가정복 등을 생산하는 한 업

체는 2016년 6월 타오바오 공동구매 형식인 쥐화쏸(聚划算)에 참가하

여 10분 만에 판매액이 천 만 위안을 초과하고 최종 판매액이 5,948

만 위안으로 쥐화쏸 행사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

5. 수입제품 주력 인터넷 쇼핑군인 지우링허우(1988년-1994년 출생), 지

우우허우(1995년 이후 출생) 소비층

□ 중국 정부의 수입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과 중국 소비자의 

거대한 소비 수요로 수입 제품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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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바바 티몰국제 2016년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티몰 국제 수입 상

품 원산지는 63개국에 달하여 전년대비 20% 증가

 - 수입 품목은 3,700개 이상에 달하며 이 중 1,700개가 신규 품목

 - 수입 브랜드는 총 14,500개이며 이 중 80% 이상의 브랜드는 처음으로 

중국 시장으로 진출함

 -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원산지 국가의 상위 5위는 일본, 미국, 한

국, 독일, 호주임

<2016 티몰국제 수입제품 판매 TOP5 원산지 현황>

(자료원 : 제1재경상업데이터)

 - 국가별 제품으로 보면 일본/한국은 기능화장품 및 색조화장품, 미국/

호주는 보건품, 독일은 주방도구를 가장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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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티몰국제 TOP5 선호 품목 및 소속 원산지 >

순위 국가 원산지 선호 품목 TOP3

1 일본원산지

1. 피부케어/바디케어/오일

2. 기저귀/샴푸세트/급식/유모차

3. 청결제/생리대/티슈/향내

2 미국원산지

1. 보건식품/영양보충식제품

2. 분유/이유식/영양품/간식

3. 가방가죽/베스트 여성가방/남성가방

3 한국원산지

1. 피부케어/바디케어/오일

2. 색조화장품/향수/미용도구

3. 여성의류/여성명품

4 독일원산지

1. 분유/이유식/영양품/간식

2. 주방/요리용기

3. 보건식품/영양보충식제품

5 호주원산지

1. 보건식품/영양보충식제품

2. 분유/이유식/영양품/간식

3. 카피/음료/오트밀

(자료원 : 제1재경상업데이터)

□ 2016년 티몰국제 신규 소비자 중 지우링허우 및 지우우허우 소비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 소비층이 수입상품의 주요 소비층으

로 성장

□ (특징)지우링허우, 지우우허우의 수입 소비는 다원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2차원애니메이션에 열광하는 추세를 

보임 

 • 아이돌스타 상품(CD/책 등) 및 공식 응원봉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연

령층은 지우우허우이고, 주로 EXO 및 BIGBANG 연관 상품에 집

중되어 있음

 • 스포츠/아웃도어 소비 규모로 보면 지우링허우의 소비 비중이 기타 연

령층보다 높고 이 가운데 운동화의 소비 수요는 1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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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니메이션 쿠션 및 봉제완구는 지우링허우, 지우우허우 소비자가 가

장 많이 소비하는 제품임. 이 중 대표적인 한국 브랜드 LINE 

FRIENDS가 우수한 제품 이미지로 2016년 티몰국제 애니메이션 

폼목류 브랜드 선호도 1위를 차지  

<2016 95후 남성 선호 애니메이션 쿠션 

브랜드 TOP10>

<2016 95후 여성 선호 애니메이션 쿠션 

브랜드 TOP10>

자료원 : 제1재경상업데이터 자료원 : 제1재경상업데이터

□ (특징)지우링허우, 지우우허우 소비자가 글로벌 이슈에 따라 소비하는 

추세를 보임 (예)브렉시트, 태양의 후예

 • 영국의 브렉시트 확정 후 파운드 가치가 폭락함에 따라 중국에서의 

영국 상품 판매량이 대폭 증가했으며,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영국 

브랜드는 러쉬(핸드메이드 비누), 마이프로틴(단백질보충제), 탱

글티저 (헤어브러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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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티몰국제 영국 상품 및 브랜드 판매량 TOP10>

순위 영국 상품 TOP10 영국 브랜드 TOP10

1 단백질보충제 LUSH

2 헤어브러쉬 Myprotein

3 여성가장 Tangle Teezer

4 봉제완구 AA SKINCARE

5 샴푸 JELLYCAT

6 분유 Cow & Gate

7 강아지사료 Cambridge Satchel

8 마스크팩 Fish4Dogs

9 아동식기 M & S

10 플랫슈즈 Clarks

(자료원 : 제1재경상업데이터)

• 2016년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웨이

보에서 관련 화제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348만 명에 달함. 

- 연령별로 보면, 33.4%의 23~35세 화제 참여자가 드라마 영향으로 티몰

국제에서 여주인공이 쓰는 특정 브랜드의 립스틱을 구매했으며 동 브

랜드 전체 립스틱 구매자의 61.4%를 차지

6.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낸 가상 SNS 소비층

□ 2017년 3월 현재 중국 이동 인터넷 사용자 수가 11.38억 명에 달하고, 

그 중 모바일(핸드폰) 인터넷 사용자는 10.8억 명에 달함

• QuestMobile이 발표한 <이동 인터넷 2017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으로 소셜 미디어 사용자수가 10억 명

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

* 상기 중국 이동 인터넷 사용자,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는 아이

디/계정에 따라 집계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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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모바일 앱의 월 액티브 유저 규모 상위 10위 중, 통신 

소셜 미디어 앱인 웨이신, 큐큐의 월 액티브 유저 규모는 각각 8억

9,218만 명, 6억6,379만 명으로 1, 2위를 차지

<2017 3월 모바일 앱 액티브 유저 TOP10>

순위 APP명칭
월 액티브 유저

(만 명)

동기대비

증가율

월 평균 사용 시간

(분)

중상급 소비 

사용자 비중

1 웨이신 89,218 26.2% 1,965 54.7%

2 QQ 66,379 6.0% 768 61.1%

3 텐센트동영상 43,502 48.0% 294 61.7%

4 아이치이 43,371 57.6% 265 62.9%

5 타오바오 40,639 17.5% 279 90.0%

6 바이두 40,044 42.1% 289 57.9%

7 웨이보 35,697 31.6% 297 79.2%

8 알리페이 35,310 29.8% 42 90.45

9 유쿠 31,375 65.1% 222 66.3%

10 큐큐브라우저 31,217 27.6% 329 59.8%

(자료원 : QuestMob)

• 웨이신, 웨이보, 큐큐 등 소셜 미디어 기능을 가진 매체뿐만 아니라, 

BBS, 인터넷 방송, 신문 앱,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신매체가 리뷰, 댓

글, 탄막(彈幕, 동영상 화면의 실시간 댓글) 등의 방식을 통해 소셜 미

디어 기능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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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매체 현황>

번호 소셜 미디어 유형 대표 매체

1 웨이신 웨이신

2 웨이보 웨이보

3 친구 맺기 陌陌(Momo), 스지지아위엔(世纪佳缘), 젠아이왕(珍爱网)

4 통신 QQ, 라인, 미랴오(Miliao)

5 BBS 바이두 티에바(百度贴吧), 톈야룬탄(天涯论坛)

6 생활 따중디엔핑(大众点评), 얼러머(饿了么) 

7 신문 텐센트 신문, 왕이신문(网易新闻)

8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 징동, 샤오홍슈(小红书)

9 방송/라이브 동영상 아이치이, 유쿠, 비리비리 (哔哩哔哩)

(자료원: 중국 사이트 리서치)

□ 2010명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남 : 48.8%, 여성 : 51.2%)를 대상으로 

한 2017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은 주로 소셜 미디어

를 중요한 쇼핑 결제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응답함

<사용자별 소셜 미디어 이용 목적 >

(자료원 :KANTAR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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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연령별 평가를 보면 평균 점수로 매긴 순위는 1위 웨이신

(83.8점), 2위 신문매체(79.7점), 3위 웨이보(78.1점), 4위 영상/라이브 동

영상(75.6점), 5위 친구 맺기(70.5점)임 

- 웨이신은 평균 83.9점으로 모든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소셜 미디어로 

꼽혔으며 신문매체는 70전, 70후, 80후에게서 받은 점수가 같은 연령층

의 웨이보 점수(평균 79.7점)보다 높아 이들 세대에게는 신문매체가 웨

이보보다 여전히 더 강력한 소셜 미디어임

- 영상/라이브 동영상은 새로운 인기 소셜 미디어로, 80후, 90후 사용자

에게서 각각 78.2점 76.9점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음

<유형별 소셜 미디어 평가 점수>

(자료원 :KANTAR 조사보고)

<연령별 사용자의 소셜 미디어 유형별 평가 현황>

연령층 웨이신 웨이보 친구 맺기
영상/라이브 

동영상
신문매체

70전(1970년 이전) 84.2 76.5 66.5 73.7 81.9

70후(1970-1979년생) 82.5 78.2 71.3 73.5 79.9

80후(1980-1989년생) 84.5 78.4 73.5 78.2 80.1

90후(1990-1999년생) 83.9 79.3 70.7 76.9 77.0

평균 점수 83.8 78.1 70.5 75.6 79.7

(자료원 :KANTAR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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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및 전망

□ In advance: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 및 마케팅 기획  

 • 중국 지우링허우(90後)/지우우허우(95後) 소비층이 수입제품의 주

요 구매자로 부상 중 

 - 온라인 쇼핑 환경 및 소셜 미디어 활용에 익숙한 지우링허우의 젊은 

소비자는 다른 연령층의 소비자보다 최신 정보를 더 빠르게 접할 수 

있어, 최신 트렌드에 더 민감한 경향을 보임  

 - 지우링허우/지우우허우의 새로운 제품, 외국 브랜드에 대한 수요심리

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기업들도 이들을 대상으로 새롭고 개성 있

는 디자인을 통해 한국 기업만의 트렌디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이미

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New: 중국을 신제품 첫 출시 시장으로 고려할 것

 • 13억 명의 거대 인구를 보유한 중국 시장에서의 신제품 출시로 이슈

를 만들고 승부수를 던져볼 필요가 있음 

 - 애플은 ‘아이폰7’및‘아이폰8’의 1차 출시국으로 중국을 

선정해 승부수를 던짐

충분한 구매력을 갖추고 가격 저항이 크지 않은 주요 소비자층을 타깃

으로, 다양한 제품 기획과 흥미를 자극하는 마케팅, 체험 기회 제공으

로 소비욕구를 불러일으킬 것   

【 I-N-S-P-I-R-E : 소비자에게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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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도 중국을 신제품의 테스팅 베드로 삼을 

만큼 중국 시장에 승부를 걸고 있음. 한국 기업들도 중국 시

장에 신제품 출시로 중국 시장 중시의 친화적 제스처를 보이

고, 시장 점유율 제고를 꾀해야 함  

□ Segmentation : 세분화된 타깃 소비자 설정 및 소비자별 요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    

 • 중국 소비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별 소비 형태도 합리적인 형태로 변

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별 요구 사항 및 선호 품목도 다양하게 진화 중

 - 남성 소비자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년

층 소비자도 보건식품 뿐 아니라 디지털 상품, 스마트 제품, 운동 용

품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런 소비 형태 변화를 고려해 상품 기획 단계부터 타깃 소비자를 세

분화하고 각 소비층의 구체적인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세분화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황별, 기

능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함

□ Premium : 소비자를 위한 프리미엄 가치 창출  

 • 상품 광고 및 마케팅 내용이 소비자별 소비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일반적인 반면, 녹색소비자는 제품 품질 및 기능에 특히 관심을 많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녹색 제품의 경우 프리미엄 가격 설정 및 가격 합리성을 품질로 설명

할 필요가 있음. 즉, 소비자에게 ‘할인·세일’보다 ‘건강·유기’ 

및 ‘친환경·천연’표시를 통한 프리미엄을 강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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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action :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강화가 필수 

 • 모바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 쇼핑 정보 및 소비 경험을 공유하는 소

비층 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임  

 

 - 가격 및 서비스와는 별도로 소비자별 브랜드 호감도가 브랜드 충성도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

비자와의 소통을 상시화하고 정서적 공감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다양한 소셜 미디어 앱이 등장하고 있고, 각 연령층 소비자가 선호하

는 앱이 구별됨에 따라 타깃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 미디어를 선

별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극대화해야 함 

□ Refocus : 화장품, 유아용품등 한국 제품 선호도가 높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에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사드 사태 이후 중국 탈출을 시행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

지고 있으나, 소비자 취향에 주력하며 중국 시장을 계속 공략할 필요

가 있음  

 - 한중관계 경색 등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대상으

로,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의 프리미엄을 계속 각인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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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ence : 싱글 소비자를 위한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 

 • 대부분의 싱글 소비자는 다양한 취미를 향유하고 있으며, 여행 및 엔

터테인먼트(영화, 드라마 등) 제품을 즐겨 소비하며, 건강·편의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싱글 소비자들의 기업 및 브랜드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홍보에 더해,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요리 교육 과

정, 미용 교육 과정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싱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 생활 편의형 관리 

서비스(방문서비스, 홈 청소 서비스 등)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노려

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