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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마의자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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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의료보건 산업동향
□ 최근 중국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 관련 산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ㅇ 2018년 중국 1인당 연간 평균 가처분소득은 28,228 위안으로 전년대비 실질
증가율은 6.5%임
<2017-2018 중국 1인당 연간 평균 가처분소득>
(단위: 위안)

연도

2017

2018.상반기

1인당 연간 평균 가처분소득

25,973.8

7,815

동부

33,414

10,389

중부

21,833.6

6,392

서부

20,130.3

5,810

동북

23,900.5

6,996

지역별
1인당 연간 평균
가처분소득

2018
28,228

-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2018년도 중국통계연감(中国统计年鉴) 및 발표자료 정리>

ㅇ 2018년 중국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보건 소비지출은 1,685위안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함
- 특히 농촌의 의료·보건 소비지출 전년대비 증가속도는 17.1%로 도시
15.1%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함
<2018년 중국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보건 소비지출>
연도
구분
1인당 연간 평균
소비지출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보건 소비지출
도시·농촌
도시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보건
농촌
소비지출

2017
전체 소비지출
소비지출액
대비 비중
18,322.1

-

1,451.2

19,853
7.9

24,445
1,777.4
10,954.5
1,058.7

(단위: 위안, %)
2018
전체 소비지출
소비지출액
대비 비중

7.3
9.7

-

1,685
26,112
2,046
12,124
1,240

8.5
7.8
-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2018년도 중국통계연감(中国统计年鉴) 및 발표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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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2011.01.01.부터 2019.07.24.까지 집계된 바이두지수(百度指数) 키워드 검색량에서
‘건강관리(健康管理)’,‘따지엔캉(大健康)’키워드가 각각 2.7배, 7.8배씩 증가함

* 따지엔캉(大健康)은 건강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등의 산업을 부르는 통칭이며 의
약품, 의료, 건강·양로, 건강기능식품, 건강관리서비스로 나뉨
<2011-2019.07.24. 바이두지수(百度指数) 건강 관련 키워드 검색량>

<출처: 바이두지수(百度指数)>

□ 올해 중국 따지엔캉산업 시장규모는 2018년 7조100억 위안보다 25.2%
증가한 8조7,800억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ㅇ 따지엔캉 개념의 확산으로 중국 내 의료상품, 보건용품, 영양식품, 건강보조
기구, 의료기기, 건강관리 등의 소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ㅇ 특히, 중국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이 사후관리 개념의‘의료치료’에서
사전예방 개념의‘질병예방’,‘보건’,‘건강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안마기기
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중국 네티즌 건강관리 전자제품 검색지수에서 안마기 검색량이 가장
많았으며 안마의자는 2위를 차지함
ㅇ 안마기, 안마의자, 경추안마기, 안마베개, 수면보조기가 각각 1-5위로 나타남
<중국 네티즌 건강관리용 전자제품 검색지수 순위>

※ 검색통계 기간 : 5/21-5/28
<출처: 알리지수(阿里指数), 아이메이즈쉰(艾媒咨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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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안마기구 산업 동향
□ 중국 안마기구 산업 시장규모는 2012년 이후 매년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2018년
130억 위안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 안마기구 시장의 약 13.6%를 차지함
ㅇ 전 세계 안마기구 시장규모는 2017년 125.4억 달러(약 866억5,113만 위안)에서
2018년 137.9억 달러(약 952억8,860만 위안)로 약 10% 증가함
<2012-2018 중국 안마기구 산업 시장규모>

<출처: 치엔쟌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 안마기구 산업은 크게 안마의자와 소형 안마기구로 분류되며 이 중 안마의자가
전체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발마사지기가 30%, 어깨마사지기 7%,
안마쿠션 6%, 안마방석 5% 비율을 차지함
ㅇ 소형 안마기구는 가격이 저렴하고 제품 사용주기가 짧은 국소부위 안마제품으로,
발, 다리, 허리, 등, 머리 마사지기 등으로 구분되며 휴대성과 편리성이 제품
판매량의 핵심 요소임
□ 안마기구 시장의 주요 소비층은 건강관리 수요가 높은 노인 및 아건강(亚健康)1)
상태에 있는 젊은 세대로 구성됨
ㅇ 2018년 중국 65세 이상 인구는 1억6,658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급속한 고령
사회 진입과 노년 소비력이 향상되면서 중·노년층의 건강관리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ㅇ 린커아이푸(亚健康)의 여론조사 결과 중국 주요 도시 화이트컬러 종사자의
아건강상태 비율은 70%에 이름
1) 아건강(亚健康) : 건강과 질병 사이에 놓여 있는 중간 상태를 의미하며 만성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 현
대사회 생활패턴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몸이 불편한 상태

- 3 -

3. 중국 안마의자 시장 현황
가. 중국 안마의자 시장
□ 중국 안마의자 시장규모는 2017년 55억 위안에서 2018년 60억 위안으로 약
9.1% 증가함. 2026년까지 45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됨
ㅇ 전 세계 주요 안마의자 소비 국가 및 지역 시장 점유율은 기타 서양국가
27% 이외에, 일본 27%, 한국 12%, 홍콩과 대만, 싱가폴이 각각 10%, 중국
본토 1%를 차지함
< 전 세계 안마의자 소비분포 >

<출처: 중국산업정보망(中国产业信息网)>

□ 중국 안마의자 시장에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가장 중시하는 것은 가격임
ㅇ 중국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의 평균 가격은 5,000~20,000위안 사이이며 제품
기능, 소재, 제조기술에 따라 제품 가격차이가 큰 편임

시장 구분
저가제품

<중국 안마의자 시장 구조>

평균 가격대
5,000위안 이하

주요 브랜드
특징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중국 중·소형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하며
브랜드
제품 성능이 유사함
인지도 높은
중고가제품 10,000~20,000위안 중국 대형 브랜드, 시장 집중도가 높음
일부 해외 브랜드
주로 해외브랜드 간
고가제품 30,000위안 이상 일부해외중국브랜드,
브랜드
경쟁이 많음
<출처: 중국산업정보망(中国产业信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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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이메이즈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인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다소 부담
스러운 가격과 부피를 많이 차지한다는 점이 개인구매 부진요인임
- 과다하게 많이 울리는 신호음과 안마모드의 긴 소요시간도 중국 안마의자
이용자가 제기한 불편사항임
ㅇ 대표적인 중국 브랜드는 롱타이(荣泰), 롱캉(荣康), 아이리스터(艾力斯特), 샹밍
(尚铭), 이허캉(怡禾康) 등이며, 중국 내 판매량이 많은 해외 브랜드는
OGAWA(말레이시아), OSIM(싱가폴),
Panasonic(일본), DESLEEP(미국),
Westinghouse(미국) 등임
<중국 주요 안마의자 브랜드>
로고

브랜드명
롱타이
(荣泰)

국가

대표제품

특징
- 중국 내 생산규모가

중국

가장 큰 안마기구 기업
15,499위안

롱캉
(荣康)

- 부위별 안마기기,
중국

공유안마의자,
7,380위안

아이리스터
(艾力斯特)

가정·상업용 안마의자
- 2009년부터 5년간

중국

LG와 협력관계를 맺음
26,800위안

<출처 : 찡동(京东). 쑤닝(苏宁), 티엔마오(天猫)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 정보 취합>

□ 한편 중국 국가시장검관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이 2018년 12월에 실시한 중국의
안마기구 대상 추출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 접촉 부품 보호처리, 절연장치
문제, 전압교란 등 주로 전기 사용과 관련된 안전 문제로 인해 품질 합격률
이 31.8%에 불과함
※ 해당 추출검사는 저장(浙江), 상하이(上海), 푸젠(福建), 광동(广东), 구이저우
(贵州) 5개 성(省)·시(市)의 43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44가지 제품을 대상으
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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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공유 안마의자 시장
□ 최근 따지엔캉 개념 확산 및 건강관련 소비수요 증가가 공유경제 발전 및
모바일을 활용한 간편 결제시스템 보편화에 힘입어 공유 안마의자 시설이
급증하고 있음
ㅇ 최근 공유 안마의자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공항,
기차역, 상가, 호텔, 영화관 등에서 공유 안마의자를 이용하는 중국인이 증가함
-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017년 5조3,495억 위안에서 2018년 6조9,597억
위안으로 약 30.1% 성장함
- 중국 제 3자 모바일 결제 시장규모는 2017년 102조 1,000억 위안에서 171조
5,000억 위안으로 약 67.6% 성장함
□ 공유 안마의자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QR코드를 스캔해 가격지불 후
안마를 받는 형식임
ㅇ 일반적으로 공유안마의자 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안마 서비스는 5분 체험,
20분 전신 마사지, 30분 이상의 풀세트 크게 3가지로 구분됨
□ 시설 운영은 제품 생산업체가 공유 안마의자 시설운영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시설운영자는 제품을 받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임
ㅇ 생산업체의 안마의자 공급 방식은 제품 공급 후 수익의 일정 부분을 회수하는
가맹방식, 특정 생산 브랜드가 제품 공급과 시설운영을 병행하는 직영방식,
생산업체는 판매만 담당하고 시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분됨
□ 공유 안마의자 시설의 수익은 대부분 소비자의 안마의자 이용금액이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공유 안마의자 시설 특성 상 광고수입과 같은 부가가치가 발생함
ㅇ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의 공유 안마의자 이용
희망 장소는 영화관, 공항, 기차역, 상가, 호텔, 기타 순으로 집계됨
□ 중국 내 대표적인 공유 안마의자 시설의 명칭으로 러모바(乐摩吧), 모모다(摩摩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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솽커(爽客)가 있으며, 주로 러모바는 쇼핑센터, 모모다는 영화관, 솽커는 호
텔 중심으로 입점해 있음
ㅇ 해당 공유 안마의자 시설 제품 공급업체는 롱타이지엔캉(荣泰健康), 러진지엔캉
(乐金健康), 아오지아화(奥佳华) 등임

4. 시사점
□ 최근 높은 노인 및 아건강(亚健康) 상태의 젊은 세대의 안마기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중국 안마기구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8년 130억 위안까지 도달한
것으로 추정됨
ㅇ 최근 중국은 따지엔캉(大健康) 개념의 확산으로 건강보조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2018년 중국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보건 소비지출이
전년대비 16.1% 증가한 1,685위안이었음
ㅇ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국인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가격이 다소 부담스럽고
부피를 많이 차지해 개인별 구매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국은 안마 수요는 공유경제 발전 및 모바일을 활용한 간편 결제시스템의
보편화에 힘입어 공유안마의자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공항, 기차역, 상가, 호텔, 영화관 등에서 공유 안마의자를 이용하는
중국인이 증가하고 있음
ㅇ 가격 및 부피 요소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안마의자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기업은 중국의 안마의자 시장 진출 시 품질 뿐 아니라 가격 및 부피 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공유 안마시장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
ㅇ 신호음이 다소 크다는 후기 및 시간별 다양한 모드기능 개발에 유의
ㅇ 중국내 전자기기 사용 시 전압교란이 자주 문제가 되는 점을 감안해 제품
의 중국 내 출시 시 전기 안전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음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