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지부 대자예 직원, 김희영 부장

중국 ‘무인경제’(無人經濟) 발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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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제’의 정의 및 분류

□ ‘무인경제’(無人經濟)란 빅 데이터, 인공지능, 무선주파수 인식, 사물인터넷 등
의 기술을 이용해 노동력 절감 및 생산 효율화를 촉진하는 산업형태를 말하며
‘무인매점’(无人超市),‘무인물류’(无人物流),‘무인주행’(无人驾驶),‘무인공장’
(无人工厂) 등 영역에서 발달되고 활용 중임
ㅇ 무인경제가 활용된 첫 사례는 1937년 코카콜라가 출시한 코인자판기이며, 2000년대
이후 모바일 등 온라인 결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무인자판기가 등장,
2015년부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보급으로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물류
운송 및 자동주행 등 서비스산업에서도 ‘무인경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ㅇ 무인경제 시스템에서는 전통 경제발전 과정과 달리 제3의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C2C 및 C2S 방식으로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음
전통경제 & ‘무인경제’거래과정 비교

※ 출처 : 젠잔 (前瞻) 2020중국무인경제시장연구보고(2020年中国无人经济市场研究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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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인경제’ 발전의 배경

1. 첨단 통신 기술의 발달
□ 중국의 무인경제는 첨단 통신 기술발달 및 모바일 결제방식의 보편화로 인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편리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경향변화, 노동임금 인상, 중국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점차 중요한 경제발전 방식으로 자리 매김 중임
□ 2000년대 이래,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인터넷 등 첨단기술이 발전
하면서 사람과 사물이 다방면에서 연결되며 ‘무인경제’의 발전이 가속화 됨
ㅇ 2020년 3월까지 중국 네티즌의 규모는 9.04억명에 달했고 전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64.5%에 달함. 또한 2020년 인공지능산업 및 사물인터넷의 시장규모가 각각 500억위안
및 1.3조위안으로서 올해 연말까지 빅 데이터의 시장규모도 1조위안 이상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빅 데이터 산업의 시장규모 및 연구개발 비용은 각각 8,000억위안 및 550억위안임
2. 모바일 결제방식
□ 중국은 모바일 결제방식의 보편화로 인해 2019년 중국의 모바일 결제 거래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25.1% 증가한 347.1조 위안에 달했으며, 이는 무인경제의 활용 산업
인 '무인소매업'을 빠르게 성장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함
ㅇ 2020년 1분기 모바일 결제의 거래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한 90.8조 위안
이었고, 모바일 결제 이용자 규모는 2020년 3월까지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7.68억 명에 달함
2014~2020년 1분기 중국 모바일 결제 거래 규모(조위안,%)

2015~2020년 1분기 중국 모바일 결제 사용자 규모(억명,%)

※ 출처 : 젠잔 (前瞻) 2020중국무인경제시장연구보고(2020年中国无人经济市场研究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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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구조 업그레이드

.

□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은

3번의 소비구조 업그레이드1)를 경험하면서

들이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개성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21~30세의 젊은

유무＇가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

소비자를

중심으로 ＇편리성

특히

주력

소비자
소비층인

고 있음
ㅇ ‘편리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은 무인경제의 빠른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임
4. 노동임금 등 생산비용 인상
□

중국은

빠른 경제발전으로 인해 노동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소한

의 노동력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인경제는 중국에서 더욱 발전할
전망임
ㅇ 2019년 중국 도시내 기업 직원 (민간기업 제외) 의 평균 연봉은 9.05만위안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였음. 중국 노동자의 임금은 보편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들보다 높음

2010~2019 중국도시기업(민간기업 제외) 노동자

중국 vs 동남아시아국가별 임금수준

평균임금 (만위안)

국가

임금수준

효율

중국

평균임금 4,000위안/월

높음

캄보

최저임금 170달러/월

중국의

디아

=중국의 1/4

50%~80%

일반노동력 평균임금
미얀마

100~150달러/월
=중국의 1/4
평균임금

베트남

1,500~2,000위안/월

=중국의 1/2
국가
※ 출처 : 젠잔 (前瞻) 2020중국무인경제시장연구보고(2020年中国无人经济市场研究报告)
1) 중국은

중국의
50%~80%
중국의
70%~80%

제1차(1978~1998년), 제2차(1998~2015년), 제3차(2015년~현재)에 거쳐 소비구조 업그레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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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

5. 정부의 지원정책
□ 2016년부터 중국 정부는 ‘무인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소매·유통업, 교통운송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
음
＜중국정부의‘무인경제’관련 정책＞
시기

발표기관

2016.11

국무원

정책 / 활동

주요내용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통해 생산력이 높이

오프라인 소매경영방식전환의견

자는 취지의 의견으로서, 특히 인터넷, 빅

(推动实体零售创新转型的意见)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전통 산
업을 새로운 스마트 발전모드로 전환 촉구

2017.6

2017.10

2019.10

상무부

중국편의점경기지표보고
(中国便利店景气指数报告)

중국백화

중국무인상점업무경영지도규격

상업협회

(中国无人店业务经营指导规范)

한 경영방식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주장함
무인상점에 대한 첫 번째 규격으로써 무인
상점의 배치, 경영, 재고관리, 물류 등 부분
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발표함

특정드론시범운전허가서

항저우‘송바’(送吧) 물류과학기술유한 회사는

민용항공

(特定类无人机试运行批准函)및

민용항공관리국에서 특정드론 시범운전 및

관리국

<트론배송경영허가>(无人机物

드론물류배송 경영허가를 획득. 전 세계 처
음으로 도시에서 드론 물류배송을 시행함

流配送经营许可)
무역진흥 및 외자유치소비촉진
2020.2

최초로‘무인소매업’의 개념을 제시. 이러

상무부

온라인 설명회
(稳外贸稳外资促销费网上政策吹
风会)

5G,인공지능, 빅 데이터, 블록체인 등 기술을
널리 응용하고 온라인교육, 온라인의료, 원
격근무 등 신흥산업을 진흥시키며‘무인소
매업’등 새로운 경영모드로 꾸준히 모니터
닝 해 관련 지원정책을 보완하도록 함

자율운전에 맞춘 도로공사
2020.4

교통

기술규격

최초로 국가적 측면에서 자율운전 산업화를

운수부

(公路工程适应自动驾驶附属设

목적으로 자율운전에 대한 기술규격을 제시

施总体技术规范)

2020.4

국가우정국
공업정보부

택배 및 제조업 융합 심화 의견
(关于推进快递业与制造业深度
融合发展的意见)

5G,인공지능, 빅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
인 등 기술과 제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며
인프라, 설비 및 작업시스템의 자동화 및
스마트화로 업그데이드 하는데에 도움을 줌

신흥산업 발전 및 소비시장
2020.7

국가발전

진흥으로 취업률 확대

신흥기술을 바탕으로 생산, 유통 및 서비스

개혁위 등

(关于支持新业态新模式健康发

의 비용을 절감시키고‘무인경제’를 더욱

13개 부서

展激活消费市场带动扩大就业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촉구

的意见)
※ 출처 : 젠잔 (前瞻) 2020중국무인경제시장연구보고(2020年中国无人经济市场研究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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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무인경제’ 시장현황

□ 현재 무인경제가 가장 발전한 영역은 소매업종으로서, '무인편의점', '무인슈퍼마트
', '무인진열대'는 이미 중국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음
ㅇ 또한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제조업, 물류, 교통운수 방면에서도 무인경제의 발달
가능성이 크며, 향후 무인은행 등 금융방면에서도 무인경제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
됨
1. '무인소매업'(无人零售）
□ 인공지능 등 기술 발달에 따라 전통점포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 중
ㅇ 2019년까지 중국에 영업 중인 편의점 수는 약 13만 개이며, 소매업계에서의 인공
지능 기술에 대한 지출은 2019년 19억 위안, 2022년까지 관련 기술에 대한 지출
이 5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2016~2019년 중국편의점수량(만개)

2017~2022년 소매업체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지출 (억달러)

※ 출처 : 젠잔 (前瞻) 2020중국무인경제시장연구보고(2020年中国无人经济市场研究报告)

□ 2014년 시장규모가 17억 위안이었던 무인소매업 시장규모는

2017년 산업 및 기술

발전 지원 정책 영향으로 2019년에 262억 위안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도 339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ㅇ 2017년에는 '무인소매업' 관련 산업의 융자액이 40억 위안을 돌파하였으며, 관련
자본의 유입으로 '무인진열대' 2.5만개, '무인마트' 200개가 설립되었음
－ 종류별로 살펴보면 무인자판기가 전체 '무인소매업'시장의 85%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무인점포' 및 '무인진열대'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 및

1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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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020년 중국'무인소매업'시장발전규모

※ 출처 : 젠잔 (前瞻) 2020중국무인경제시장연구보고(2020年中国无人经济市场研究报告)

□ '무인마트', '무인편의점' 은 경영비용 절감 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음

ㅇ 중국 체인경영협회에 따르면 기존 전통 편의점의 경영비용 중 직원의 임금, 점포
의 임차료, 전기·수도 비용, 매출 및 관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
34%,5%, 1%로서, 무인경제를 활용할 경우 노동임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음
2016~2019년 중국편의점수량(만개)

2017~2022년 소매업체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지출 (억달러)

※ 출처 : 젠잔 (前瞻) 2020중국무인경제시장연구보고(2020年中国无人经济市场研究报告)

□ ‘무인소매업’의 유형 중 가장 먼저 등장해 발전한 '자판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해 전통가게보다 경영비용이 낮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여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85%)을 차지하고 있음
ㅇ 자판기시장은 점차 성숙기에 들어가고 있으며 젊은층 소비자 특히 Z세대2)를 공략
하기 위한 문화콘텐츠 제품 (ex:랜덤박스 盲盒) 자판기가 출시되고 있음

2) 1995~2000년 사이 태어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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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팝 마트

역사 및 발전현황

( POP MART 泡泡玛特)

□ 2010년에 설립된 팝 마트는 카툰 캐릭터 Molly를 이용해
각종 분장으로 된 Molly 램덤박스를 디자인하며 오프라
인 가게 및 자판기에서 판매하고 있음
□ 올해 6월 팝 마트는 홍콩주식거래소에서 상장하였으며,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의 영업수입은
각각 1.58억위안, 5,14억위안 및 16.83억위안으로 최근 2
년간 증가율은 각각 225% 및 227%임
□ 2017~2019년 3년간의 순이윤은 각각 156만위안, 9,952만
위안 및 4.51억위안이며 기업의 수입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9월5일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최초로 직
영점을 개소하였으며 향후 일본 및 싱가포르에서 직영
점을 개소할 계획임

□ 중국의 '무인소매업'은 경영비용 절감 등 뚜렷한 장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달할
전망이지만, 인프라 설립비용 부담, 인식 및 도난방지기술의 업그레이드 등 과제에
따라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ㅇ 초기 단계에서 첨단기술이 탑재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기존의 신분인식 및
CCTV, 전자경제시스템 기술 이외에도 도난방지 등 기타 보조기능을 시스템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ㅇ '무인소매업'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제정해 '무인점포' 관리의 표준화 및 효율화를

촉진하고, 적절한 노동력 투입을 통해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
할 필요도 있음
실패
빈궈허쯔
( 缤果盒子)

사례

□ 2017년 광저우에서 '무인편의점' 인 '빙고박스(Bingo
Box)'가 출시되었으며 2017년 3월 약 1억을 융자받음.
그러나 시설자체가 도시계획에 맞추지 못하거나 여름의
폭염기후에 초코 및 사탕이 녹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
는 등 편의점 운영의 문제점이 나타남
□ 운영비는 절감되지만 고객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없어 2018년 하반기부터 경영위기 중. 특히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이동통제로 인해 재무상태가 더
욱 악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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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물류' (无人物流）
□ 중국은 택배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배송료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 속에
'무인물류'가 발달함. '무인물류'는 '무인창고관리'(无人仓储),‘무인분류'(无人分拣),
'무인운수'(无人运输) 및 '무인택배보관함'(无人快递柜）등 4가지 분야로 분류됨
ㅇ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중국의 택배거래량은 연평균 100억건씩 증가하고 있
으며, 2019년 중국 택배업무량은 전년 대비 25.3% 증가한 635.2억건, 2020년 상
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338.8억건임
- 2020년 상반기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많은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었지만 택배의
거래량은 증가세 유지
ㅇ 중국창고관리협회 및 창고설비응용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중국 물류배송 총비용은
14.6조위안에 달함
2013~2020년 상반기 중국 택배기업 업무량(억건,%)

2013~2020년 상반기중국물류비용 변화 (조위안)

※ 출처 : 젠잔 (前瞻) 2020중국무인경제시장연구보고(2020年中国无人经济市场研究报告)

□ '무인창고관리'(无人仓储)는 '무인물류'의 첫 단계로써 소프트웨어, 온라인, 자동
분류，무선주파수 인식을 통해 노동력 투입 없이 물품의 입고·출고, 보관, 분류,
포장 등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임
ㅇ 무인분류의 핵심기술은 AGV로봇, 자동분류시스템, RFID기술로서 창고업 관리의
주요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 2019년 중국 AGV로봇의 출고량은 전년 대비 12.8% (33,400대) 증가하였으며, 2018
년 자동분류 시스템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38.8% 증가해 500억위안을 돌파.
2019년 RFID기술 제품의 출고량은 94.7억위안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발전 중임
□ '무인운수'는 기사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자동차를 사용함에 따라 전통 운수비용의
30%를 절약할 수 있음
ㅇ 실내배송은 주로 로봇을 통해 실현하였으며 실외는 주로 무인 배송차량 및 드론을
통해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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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징둥배송차'
(京东无人配送车)

역사 및 발전현황
□ 2016년 10월 '징둥'그룹은 자사에서 개발한 무인배
송차량으로 도로시범 운행을 진행함
□ 2019년 연말 '징둥'배송차4.0가 출시되었으며 코로
나19로 배송인력이 배송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
베이떠우 GPS를 이용해 우한 각 병원에 신속하게
물자를 배송하였음
□ 최근 '징둥그룹'은 버스생산업체인 '징룽커처'(金龙
客车)와 MOU를 맺어 저속 상용 무인배송차를 개발
할 계획임

□ '무인택배보관함'은 '무인물류'의 마지막 단계로써 2019년 시장규모가 2014년에 비해
26배가 증가하였으며, 중국 스마트택배보관함의 수량은 전년 대비 49.3% 증가한
40.6만세트에 달했음
3. '무인공장' （无人工厂）
□ 중국은 전통적 제조업에서 스마트화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설비에서부터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등 신흥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현재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공업로봇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2019년 무인공장의 시장규모가 전년 대비 5.7% 증가한 57.3억 달러에 달함
- 2020년 상반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한 9.38만세트임
2014~2020년 상반기 중국공업 로봇 생산량 (만세트 ,%)

2014~2020년 중국공업로봇 시장규모(억달러,%)

※ 출처 : 젠잔 (前瞻) 2020중국무인경제시장연구보고(2020年中国无人经济市场研究报告)

□ 공업인터넷은 '무인공장'의 주요 인프라로서 공업인터넷의 2019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7.3% 증가한 2.13조위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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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상해GM진차오 자동차
생산공장
( 上海通用金桥工厂)

역사 및 발전현황
□ 상해GM진차오 자동차 생산공장은 중국에서 기술력이 가
장 발달한 공장으로 유명하며 모든 공정을 기계 및 로
봇을 통해 완성함
ㅇ 공장 내 기계 및 로봇은 386대지만 공정을 검토 및 관
리하는 노동자는 10여명 뿐임
□ 현재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은 뉴 캐딜락 및 GL8이며
시간당 차량 40대를 조립할 수 있음

4
□

결론 및 시사점

‘무인경제'는 중국 정부의 ‘13.5 경제발전계획’에 따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
는 새로운 경제발전 방향으로서 전통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이미 '무인소
매업', '무인배송', '무인공장' 등 구체적인 산업이 현실 속에 실현되고 있음

ㅇ '무인소매업'은 가장 일찍이 발전하기 시작한 산업으로 '자판기', '무인점포' 및 '
무인진열대' 등 형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Z세대를 타겟으로 문화콘텐츠 상품을 판매하는 랜덤박스 자판기가 소
비자의 시선을 끌고 있어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음
- 반면 '무인편의점'은 '지문인식' 및 RFID 등 새로운 기술을 응용해 운영을 시작
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로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을 사람이 보완할 필요가 있음
ㅇ

'징둥' 등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은 오랫동안 '무인물류' 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
해왔으며, '무인배송차'를 물품배송에 응용하기 시작해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됨

ㅇ 전 세계에서 공업로봇이 가장 발전한 중국은 '무인공장'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빠른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공업인터넷의 발전촉진은 이를 가속화시킬 것임
□ 특히 노동임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5G, 인공지능 등의 발달에 따라 무인경제는 빠
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무인점포 관련 인프라, RFID 등 관리시스템, 공업 로봇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산업에 대한 시장 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우리가 강점을 가지는 보안시스템, RFID 등 IT관련 분야의 진출을 확대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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