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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녹색시장,
음식물 처리기 시장을 선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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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분리수거 산업 시행
□ 중국은 국무원에서 2019년부터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작업을 실시한
다고 발표함에 따라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시민의 분리수거 의식 강화,
분리수거 관련 앱 및 직업증가 등 여러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음
<중국의 분리수거 산업관련 정책시행 흐름>
ㅇ
ㅇ
ㅇ
ㅇ

2017년 12월 베이징, 상하이 등 46개 주요도시에 강제적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우선 시행 결정
2018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20년 말까지 중국전역 도시 대상 생활쓰레기 요금징수제 구축 의견 발표
2019년 6월 3일 시진핑 주석,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지시
2019년 6월 6일《关于在全国地级及以上城市全面开展生活垃圾分类工作的通知》(전국 지급이상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작업 전면개시 통지) 발표, 2020년까지 46개 도시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 및 2025년까지 중국 전역 분리수거시스템 정착 예정

<분리수거 앱 출시>
ㅇ 새로 출시된‘쓰레기 분류지침’앱은 문자/음성/사진을 통해 쓰레기
구분조회, 직접 방문 및 수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헌옷/폐가전/
폐지수거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서비스 재 사용률이 매우 높음
ㅇ 타오바오, 알리페이는 플랫폼에 AR인식을 통한 쓰레기식별 프로
그램을 도입해 소비자들의 생활쓰레기 분류에 도움을 주고 있음
<분리수거 대행업체 증가>
ㅇ 2019년 6월 23일 기준 중국 기업정보 플랫폼 치차차(企查查)에 등록된
분리수거 서비스 제공업체는 총 6,636개로 당월에만 신규 등록기업
수가 135개였음
ㅇ 베이징시는 2018년 분리수거 파트/풀 타임 근로자 총 27,869명을 고용함
<시민들의 분리수거 참여도 제고>
ㅇ 베이징시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구역을 지정해 분리수거 포인트를
누적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도를 대폭 제고시키고 있음
ㅇ 2019년 6월 기준, 중국 타오바오(淘宝)의 가정용 분리수거 쓰레기통 연간
매출액이 전월 대비 70% 급증함
<예> 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수정에 대한 규정, 2019.11.27.
ㅇ
ㅇ
ㅇ
ㅇ

생활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단체/개인은 분리수거 제도 위반 시 교육과 과징금 처벌
정부기관，기업단체, 사회단체 등은 분리책임자는 분리용기 설치 의무화
택배회사는 전자운송장 및 분해/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도한 포장재 사용 감축 규정 준수 의무
식당 및 외식배달, 호텔 등은 고객 요구 시에만１회용품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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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정보망에 따르면 중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는
곧 2,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며, 중국전략성신흥산업보호연맹은 10년 내
동 산업이 4,000억 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ㅇ <전국 지급이상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작업 전면개시 통지>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국 46개 도시에, 2025년까지 중국 전역에 쓰레기 분리수
거를 정착시킬 예정임
강제적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제도 시행도시 46개
지역

도시

화북(华北)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허베이성 스자좡(河北省石家庄), 한단(邯郸), 산시성(山西),
타이위안(太原), 네이멍구자치구 후허하오터(内蒙自治区呼和浩特), 허난성 정저우（河南省郑州)

동북(东北)

랴오닝성 선양(辽宁省沈阳), 다롄(大连), 지린성 창춘(吉林省长春), 헤이룽장성
하얼빈(黑龙江省哈尔滨)

화동(华东)

상하이(上海）, 장쑤성 난징（江苏省南京), 쑤저우(苏州), 저장성 항저우(浙江省杭州),
닝보(宁波), 안후이성 허페이(安徽省合肥), 퉁링(铜陵), 푸젠성 푸저우（福建省福州), 샤먼
(厦门), 장시성 난창(江西省南昌), 이춘(宜春), 산둥성 지난(山东省济南), 타이안(泰安), 칭다오(青岛)

중남(中南)

후베이성 우한(湖北省武汉), 이창(宜昌), 후난성 창사(湖南省长沙)

서남(西南)

충칭(重庆), 쓰촨성 청두(成都), 광위안(广元), 더양(德阳), 구이저우성 구이양(贵阳),
윈난성 쿤밍(昆明), 티베트 라싸(拉萨), 르카저(日喀则)

화남(华南）

광둥성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광시자치구 난닝(南宁), 하이난성 하이커우(海口)

서북(西北)

산시성 시안(西安), 시엔양(咸阳), 간쑤성 란저우(兰州), 칭하이성 시닝(西宁), 닝샤
자치구 인촨(银川), 신장자치구 우루무치(乌鲁木齐)

※ 출처 : 중국 정부망

□ 중국 각 지방정부는 분리수거 제도 위반 시 과징금 처벌을 강하게 시행
하고 있어 중국인들의 생활 속에 분리수거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예상됨
<지역별 분리수거 제도 위반 시 과징금(위안)>
도시

시행시기

개인

기관, 기업

상하이

2019.7.1

50~200

5,000~50,000

선전

(초안,미실행)

500(최고 벌금형1,000)

5,000(최고 벌금형 10,000)

충칭

2019.1.1

200 이하

1,000이하

샤먼

2017.9.10

50~500
(미개선 시 1,000 추가 징수)

10,000~50,000

허페이

2018.3.31

50~200

1,000~5,000

닝보

2019.10.1

20~200 (매우 심각: 200~500)

미개선 시 500~ 5,000

항저우

2019.8.15

200이하(개인 신용파일에
사회신용불량 기입)

500~5,000(기관,기업 신용파일에
사회신용불량 기입)

※ 출처 : 각 지방정부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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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물 처리기 시장 동향
□ 중국 생활쓰레기는 음식물, 플라스틱, 유리, 종이류, 유리, 직물, 목
재, 금속, 기타 등으로 구성되며 그 중 음식물은 59%를 차지
<중국 생활쓰레기 종류 및 비율표>

※ 출처 : 2018중국도시건설통계연감
□ 중국의 음식물 쓰레기 생산량은 2018년 기준 10,800만 톤으로 2013년부
터 2018년까지 연평균 4.8%씩 지속 증가하고 있음
ㅇ <국가 신형 도시화 계획>(国家新型城镇化规划)에 따르면 2005년 42.99%
에서 2017년 58.52%로 증가한 도시화율은 2020년에 60%까지 증가할
예정으로, 향후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
<2013~2018년 중국 음식물 생산량 추이>

※ 출처 : 즈엔리서치(智研咨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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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근 중국의 음식물 처리기 수입액은 증가추세로 2013년부터 2
01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25.7%에 달해 향후 중국의 수요증가에
따라 수입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 음식물 처리기 수입금액 (품목 : HS 85098020)>
(단위: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8년 기준 도시 오수처리설비 미보급상황으로 비
추어볼 때, 음식물 처리기 매출은 1,100억 위안의 잠재력*이 있다고 추정함
* 2018년 도시 가구 수인 2.91억 가구에 음식물 처리기 잠재수요가
5,800만대 이상이라는 가정 하에 단가를 2,000위안으로 계산

3. 음식물 처리기 시장조사
□ 음식물 처리기는 처리형태로는 미생물 처리식/건조식/건조분쇄식/분쇄식
으로, 기기설치 분류상 독립형과 설치형으로 나눌 수 있음
<음식물 처리기 분류>
종류
장점

미생물 처리식
소음 작음
유지비용 저렴

단점

악취발생 가능성

평균처리시간
소음

12시간
작다

건조식

건조분쇄식

분쇄식

비용 저렴

쓰레기 부피 감소

빠른 처리속도

악취 발생가능성
악취 발생가능성
필터 정기적 교체필요 필터 정기적 교체 필요
12시간
3시간
보통
보통

환경오염 가능성
20초
크다

사진
(독립형, 호스없음)
(설치형, 호스있음)
(설치형)
특징
본체에 탈취필터 내장
호스를 하수배관에 연결해 배출 싱크대 배수구에 직접 연결
출처 : '사천성 및 충칭시 음식물 처리기 시장동향 예측'보고서(중국 서부시장 조사단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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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는 음식물 처리기의 대부분이 평균가격 1,0003,000 위안의 분쇄식으로서, 처리기기를 싱크대 배수구에 직접 연결
하는 형태임
ㅇ 분쇄식은 평균처리시간이 짧고 처리속도가 빠르며 딱딱한 동물의
뼈나 과일씨앗도 분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 중국은 배수구
구조가 가로로 된 경우가 많아 배수관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이 크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음
ㅇ 한국은 법적으로 수분은 배출하되 고형물 80%는 회수하고 하수관으로
20% 미만만 흘려보내는 세미 디스포저 방식의 분쇄식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법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음
<타오바오 내 음식물 처리기 브랜드 순위(19.10.13일 기준)>
브랜드

优致电器

성능
정격출력
:
550W
정격전압 : 220V
연마레벨 :
颗粒 15-3mm
상품중량 : 5KG

특징
가격이 매우 저렴하며
성능도 뛰어나 가성비가
매우 좋은 브랜드
소음이 30~60db로 낮은
편
[분쇄식. 설치형]
약 2000원 가량의 세일
로 많은 소비자들이 구
매한 것으로 예상
[분쇄식. 설치형]

HURMA

정격출력 : 560W
정격전압 : 220V
용량 : 1450ml
연마시스템 :
7급연마

정격출력
:
450W
정격전압 : 220V

저렴한 가격이 특징
닭뼈 , 과일등 연마가능.
5년 무상서비스
[분쇄식. 설치형]

정격출력 : 550W
정격전압 : 220V
용량 : 1300ml
중량 : 6.9kg

가장 보편적인 제품
잔뼈, 과일 등 연마가능
3년 무상 서비스
[분쇄식. 설치형]

정격출력 : 375W
정격전압 : 220V
상품용량 : 1200ml
중량 : 5kg
조작: 무선조종
레벨 : 68db

중국 대표 브랜드
여러 종류의 음식물처리
기 개발
[분쇄식. 설치형]

1

주요 제품

가격

480위안

2

3240위안

168위안
3

~500위
안
德灿电器

4

750위안
万事威
675위안

5

~825위
안
小米

출처 : '사천성 및 충칭시 음식물 처리기 시장동향 예측'보고서(중국 서부시장 조사단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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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소비자 대상 설문결과 분석
1. 설문조사 참조원문 : '사천성 및 충칭시 음식물 처리기 시장동향 예측'보고서
(무역협회 청두지부에서 시행한 제 8기 시장조사단사업 결과보고서)
2. 조사 대상 : 충칭시 및 사천성 시민 144명
3. 조사 장소 : 충칭시 샤핑바구
4. 조사 시기 : 19.10.28 ~ 19.11.7
5. 조사 방법 : 종이 설문 및 온라인 설문

□ 중국 서부지역 일반 소비자들의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인지도와 구매의
사는 각각 42%와 35%로 그다지 높지 않은 편으로, 구매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 69%(65명), 높은 가격이 14%(13
명)를 차지
ㅇ 이는 중국정부의 분리수거 강제시행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과거와 동일하게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를 전혀 구분 없이
배출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특히 30세 이상(66명)의 인지도가 48%인데에 반해 아직 본격적으
로 가정을 꾸리지 않은 30세 미만(78명)의 인지도는 35%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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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할 경우 선호하는 처리 방식은 건조분쇄식
(32%, 46명), 분쇄식(26%, 38명), 미생물 처리방식(26%. 37명), 건조식
(14%, 20명)순으로 나타남
ㅇ 건조분쇄식은 부피축소가 되는 효과를 가장 높이 평가했고, 분쇄식
은 빠른 처리속도, 미생물식은 작은 소음과 환경보호, 건조식은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선택한 경우가 많았음
종 류

선호 이유

건조분쇄식

부피축소(46%,), 처리속도빠름(19%)

분쇄식

처리속도빠름(55%), 편리함(26%)

미생물식

작은소음(43%),환경보호(24%)

건조식

저렴한가격(60%)

□ 음식물 처리기 구매 시 선호국가는 중국(75%, 109명), 독일(14%, 20
명), 한국(9%, 13명)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선호도는 1000元이하
(55%, 80명), 1000~2000元(33%, 47명)순으로 나타남
ㅇ 이는 보편적으로 음식물 처리기가 중하급 기술탑재 제품이라는 생각에
저렴한 중국제품으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의사와 만약 고급기술을
탑재한 제품이라면 기술력 높은 독일 제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ㅇ 그 외 한국에 대해 나쁘지 않은 국가이미지가 가지고 있으나 미국은
최근 양국갈등으로 인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국가로 선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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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은 2019년 6월 6일《전국 지급이상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작업
전면개시통지》를 발표하고, 46개 도시에서 시작한 분리수거 시스템
을 2025년까지 중국 전역으로 확대 정착시킬 계획임
ㅇ 이에 관련 앱 및 대행업체 출시, 분리수거 시범구역 지정 등 시민
의 생활 곳곳에 분리수거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ㅇ 특히 중국의 사회인사들은 분리수거라는 생소한 개념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고자 종량제봉투, 유료 스티커를 사용한 분리수거, 중량을 기준
으로 한 유료 음식물 배출 등 한국의 분리수거 사례를 모범사례로
소개하기도 함
□ 한편 중국은 특별히 음식문화가 발달해 생활쓰레기 중 약 59%가
음식물로서 2018년 기준 최근 5년간 연평균 4.8%씩 증가 중이며,
중국의 도시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중국의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아직까지 분리수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많은 지역에서
기존처럼 음식물과 기타 생활쓰레기를 한 번에 섞어 배출하고 있음
ㅇ 최근 중국 서부지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인지도와 구매의사는 낮게 나타남. 그러나 중국 특성 상 각 지방정부
에서 강력한 지침을 시행하면, 이러한 모습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국가통계국의 추정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음식물처리기 잠재
매출액은 1,100억 위안에 달하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음식물
처리기 수입액이 연평균 25.7%씩 증가 중임에 따라 우리나라 음식물
처리기의 중국시장 진입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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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음식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직까지 낮은 단계의
음식물 처리기 인지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정부의 음식물 분리수거 강력 시행과 발맞추어 한국 음식물 처리기의
편리성 및 경제성 뿐 아니라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모범 시민의식 제고
를 동시에 타겟화하여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임
□ 현재 중국은 분쇄 처리방식의 처리기만 주로 판매하고 있으나, 분쇄
식이 가진 단점을 고려해 다양한 다른 처리방식의 제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ㅇ 중국의 식문화 특성 상, 뼈도 함께 포함된 고기를 재료로 대량의
요리를 하므로, 처리 시 한번에 모두 갈아서 하수구로 배출시키는
분쇄식 음식물 처리기가 선호되어 왔을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점차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 책임이 무거워지고,
시민 의식도 성장해 갈 것임에 따라 중국도 향후 우리나라처럼
분쇄식 처리기의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ㅇ 그러므로 소비자 설문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건조분쇄식을
1,000위안 이하의 가격대로 진입할 시 성공가능성이 높음
□ 분리수거 시행이 전역으로 확대, 본격화되는 2025년이 되기 전에,
미리 한국 음식물처리기를 홍보함으로써 거대 중국의 녹색시장인
음식물 처리기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ㅇ 곧 주요 소비층이 될 젊은 소비자들은 한류와 기술력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므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음
- 젊은 층에게는 ‘기능’중심으로, 익숙한 홍보매체인‘인터넷 광고’
를 통한 마케팅이 유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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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한국 주요 브랜드 및 제품
브랜드

특징
18년 12월 기준 구매율 1위 브랜드, KC 인증과 환경부 인증
고객 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대표 제품
품명 : 블랙홀 디스포저 최신형
가격 : 549,000원
방식 : 탈수, 분쇄, 수거

라움

스팩 : 해머방식, 3중 방수, DC 모터
18년 12월 기준 구매율 2위 브랜드, 환경마크 획득제품
베스트 소형가전 최우수제품 선정
대표 제품
품명 : 플래티넘 PCS_350
가격 : 658,000원
방식 : 건조, 분쇄, 수거

스마트 카라

스팩 : 맷돌분쇄, 탈취 3중 필터
18년 12월 기준 구매율 3위 브랜드, 안전인증 취득제품
전기용품 안정인증 제품
대표 제품
품명 : W-200US
가격 : 77,000원
방식 : 탈수, 수거

한일 전기

스팩 : 작은 사이즈, 수도 누수가 없
음
18년 12월 기준 구매율 4위 브랜드, 온풍 건조방식으로 잔고장
이 없음, 간편한 조작방법
대표 제품
품명 : 린나이 비움 RFW-22HD
린나이

가격 : 280,000원
방식 : 건조식, 하수배관 배기식
스팩 : 7L 대용량, 싱크 배수 설치형

출처 : '사천성 및 충칭시 음식물 처리기 시장동향 예측'보고서(중국 서부시장 조사단8기)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