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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 및 시사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사람간 접촉으로 인한 전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은 전국적으로 춘절연휴 연장,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한 우한시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자택근무, 외출자제가 생활화되면서 중국 소비시장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오프라인 구매행위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식품, 의약품 등 생필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오프라인 상점의 O2O 배송
서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비(非)대면 배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문앞’ 배송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행태의 변화는 중국의 높은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률로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중국 정부 및 플랫폼 기업들이 적극 추진해왔던 무인배송, 원격의료 등 차세대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0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내 확산 현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소재 우한(武汉)1)시를 중심으로 중화권 전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2020년 2월 11일 14시를 기준으로,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수는 42,714명
(우한 18,454명), 사망자는 1,017명(우한 748명)에 달함
* 2003년 사스(SARS)는 베이징시와 광동성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후베이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확진자(31,728명)와 사망자(974명)를 내고 있음
2003년 사스(SARS) vs.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분포(2/11 기준) 비교
사스(SARS)
확진자

사망자

신종 코로나(nCov)
치사율

확진자

사망자

치사율

중국 대륙

5,327

349

6.6

42,644

1,016

2.4

홍콩

1,755

299

17

42

1

2.4

1

0

0

10

0

0.0

346

37

10.7

18

0

0.0

7,083

685

9.7

42,714

1,017

2.4

마카오
대만
중화권 전역

자료 : WHO (2003년 12월말 발표자료 기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바이두 실시간 빅데이터

1) 2018년말 기준 우한시의 상주인구는 약 1,100명. 충칭,상하이,베이징,청두,텐진,광저우,선전 다음으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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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비 진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중국의 중앙•지방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구호물품 배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지침을 연이어 발표함
● 중국 정부는 사람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춘절
연휴를 최대 2월 13일까지 연장했으며, 국민들의 외출자제 및 자택근무를 권고
● 상무부 뿐만 아니라 후베이성, 산동성, 산시성, 칭하이성 등 주요 성시에서는 생필품 공급
및 물품 배송, 시장가격 안정화 관련 주요 지침을 발표함
소비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
기관명

일시

주요 내용
■

생필품 소비시장 상품 공급보장을 위한 업무강화에 관한 통지
- (책임제 도입) 식량안전, ‘장바구니2)’ 에 대한 성장(省长) 책임 강화
- (유통물류 원활화) 마트 및 쇼핑몰 등 유통기업, 중소기업, 상품 도매시장간
연계성 강화; 교통 요충지역에 2차 물류 연결지점 설치 등

상무부
(商务部)

- (소비 활성화) 춘절기간 종료 후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의 정상 업무복귀를 통해
중소물류 유통 활성화 및 소비자의 생활서비스 및 구매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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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공급 원활화) 감자, 배추 등 오래 저장가능한 채소의 공급, 식용유, 육류,
라면, 병음료, 마스크 등 생필품의 시장공급에 주력
- (전자상거래 역할강화) 메이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물자조달 및 생산-판매
채널활용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라스트마일 배송 원활화
농업농촌부/
교통운수부/
공안부 판공청
(农业农村部
交通运输部
公安部办公厅)

■

- (녹색통로 시행)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차량교통을 방해하는 위법행위 금지
1/30

- (유통질서 관리) 생산지와 소비지역간 안정적인 공급 관계 모니터링, 사료 및
도축기업의 방역의무 강화 및 사료, 육류 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공급
- (시장가격 감시) ‘장바구니’ 가격 변동 및 시장 공급수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산동성
인민정부
판공청
(山东省
人民政府
办公厅)

‘장바구니’ 정상유통을 위한 ‘녹색통로’ 제도 엄격시행에 관한 긴급통지

거주민 일상생활 물자공급 보장을 위한 시장가격 안정화 지침 발표
- (생산확대 및 품질관리) 채소 생산 공급 확대, 방역기간 동안 샘플검사 확대를
통한 품질관리, 육류가공업체의 제품 재고 개방 등 돈육, 가금류 생산 공급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확대

1/28

- (유통물류 원활화) 생산-유통기업 매칭 강화를 통한 유통채널 확대, 신선제품을
배송하는 차량에 대한 검사 절차 간소화, 방역기간 동안 차량별 적재비율
요건완화3)
- (시장가격 감시) 육류•계란•유제품•채소 등 생필품 가격 감시 강화, 불법으로
물품생산을 통제하거나 독점 생산·유통하는 위법행위 처벌

자료 :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2) 쌀, 밀가루, 식용유, 채소, 돈육, 계란, 라면, 소시지, 조리된 음식, 병음료 등
3) ETC(전자 요금지불) 차량은 온라인 신고 가능, 현금지불 차량은 모두 검사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랜덤으로 현장에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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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바이러스 확산이 불러온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

1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식품의 온라인 구매 보편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외출자제 지침 등으로 인해 중국 소비자의 오프라인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식자재, 식음료 등 생필품 소비의 온라인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신선식품에 대한 ‘구매 러시(치앙꺼우, 抢购)’ 현상이 연일 지속되고 있음

● 중국 춘절연휴 동안 신선식품, 가공식품에 대한 온라인 구매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사례
■

■

1월 27일 기준, 베이징 징커롱( 京客隆 )마트 배송주문은 전년 동기 대비 450% 이상 증가했으며, 1월
25일~27일 3일간 신선식품의 주문량만 70만 킬로그램을 기록함4)
1월 24일~2월 2일 기준, 징동의 전자상거래 채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50% 가까이 증가함
- 육류 및 계란 등 식자재 소비는 40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돈육 판매량은 동기 대비 10배 증가5)
- 신선식품 전체 판매량은 동기 대비 215%가 증가한 약 15,000톤에 달함

■

12월20일~1월15일 기준, 핀둬둬(拼多多) 플랫폼에서 거래된 농식품 주문은 2.1억 건을 기록한 한편, 약 200종
이상의 제품이 천만 위안 이상의 판매액을 기록함6)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채소•과일, 육류제품, 해산물 등 신선식품 구입이 젊은 세대에서
중년층까지 다양한 세대의 새로운 소비습관으로 자리잡고 있음
● 2003년도 사스(SARS)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한 가운데7), 중국의 80,90세대가
주를 이루었던 온라인 구매행태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년층 소비자까지
확대되는 추세
사례
■

1월 22일~2월 2일 기준, 푸젠성 샤먼(厦门)시에서 어러머(饿了么)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신선식품
주문량은 작년 춘절연휴의 2배 이상8)으로 기록된 가운데, 연령별로 40대 소비자는 작년 춘절연휴 대비
2배이상, 50대 소비자는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4) http://finance.sina.com.cn/chanjing/cyxw/2020-02-04/doc-iimxyqvz0069454.shtml
5) 中国新闻网, https://www.3elife.net/Art/internet/202002/05/47747.html
6) https://baijiahao.baidu.com/s?id=1655877162091592321&wfr=spider&for=pc
7) 2003년 사스(SARS) 사태로 타오바오, 징동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급성장한바 있음. 2019년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8.54억명으로, 17년 전 사스(SARS) 발생 당시인 2003년도 8천만명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모바일 전자상거래 이용자수는 약 7억명
8) https://baijiahao.baidu.com/s?id=1657751084350606603&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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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식품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메이퇀마이차이(美团买菜), 허마센셩(盒马先生),
띵동마이차이(叮咚买菜), 쑤닝차이창(苏宁菜场), 메이르요우센(每日优鲜) 등 모바일 플랫폼
상의 식품 소비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춘절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는 대부분 음식점 배달주문이 많았고, 마트
상품 주문은 하루에 3-4건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 동안 마트 상품 배송이 10배는 늘었습니다. 대부분 채소, 라면,
간식 등을 많이 주문하고 있고, 배송원 한명 기준으로 하루에 30건
이상 배송하고 있습니다.”
- 메이(美团) 배송원 (중국 청년일보 기사 인터뷰 中) 자료 : http://finance.sina.com.cn, www.donews.com

2 전통기업의 O2O 배송 서비스 도입 가속화
오프라인 위주로 운영되어 온 식당, 마트 등 전통기업들은 폭증한 온라인 구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징동따오찌아(京东到家), 어러머(饿了么)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O2O 배송
서비스를 신속히 도입하고 있음
● 2월 2일부터 대형 슈퍼마켓 체인, 신선식품 체인, 채소시장 등 전통기업과 시장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매일 7시~10시 식품배송 서비스19)를 적극 도입 중
* 베이징의 유명 고급 레스토랑체인 화찌아치아웬(花家怡园)도 최근 O2O 채소 배송 서비스를 도입
사례
■

■

월마트( 沃尔玛 ), 용휘( 永辉 ), 부부가오( 步步高 ),
용왕(永旺) 등 40여개 프랜차이즈 마트들은
징동따오찌아와 협력하여 육류 등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배송하는 서비스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음
첸다마( 钱大妈 ), 셩센촨치( 生鲜传奇 ) 등 16개
지역별 신선식품 유통 체인 및 채소 도소매 시장
또한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의 O2O 배송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함

자료 : zb.leju.com, www.nuomi.com, www.sohu.com, www.nuomi.com

● 최근 상품 유통물류 원활화 관련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농산물 생산지, 재래시장 등
공급자가 유통상을 거치지 않고 어러머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의 새로운
유통채널이 활성화되고 있음

9) 징동따오찌아의 모기업인 다다지퇀(达达集团)에서 2월2일부터 추진하는 ‘집으로 가는 신선채소시장(到家新鲜菜场)’
프로젝트의 일환. 서비스 도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100개도시 1,00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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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

■

■

샤먼(厦门)시에서는 차이원지(菜文基), 차이공서(菜公社) 등 채소 도매시장이
어러머10)와 협력하여 O2O 배송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음
샤먼에서만 약 1,000개 이상의 음식점, 마트 등 전통기업이 O2O 배송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춘절연휴 종료 후 그 범위가 확대될 전망
1/28~2/2 동안 샤먼에서의 신선식품 주문량은 작년 춘절연휴 동일 기간대비
최소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11)
한편, 어러머는 농산물, 도축장 등 생산•공급 기업과 직접 유통채널을 구축하여
신선 채소, 육류 등 식자재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자료 : https://bit.ly/2GWVEWl, www.nuomi.com

● 한편, 2014년부터 레스토랑 등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온 B2B 전용 온라인 식품
구매 플랫폼인 메이차이왕(美菜网)은 1월 24일부터 B2C 서비스를 개시함
12)
* 1월 24일~2월 2일 기준, 우한시민이 메이차이왕을 통해 구매한 채소는 약 20만 킬로그램에 달함

3 비(非)대면 상품배송 서비스 확대
사람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중국 소비자들은 배송원 또는
판매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물품을 비(非) 대면, 무(無) 접촉 방식으로 상품을 수령하거나
구매하고 있음
● 허마센션(盒马鲜生), 어러머(饿了么) 등 주요 온라인 구매 플랫폼기업들은 휴대폰 문자,
모바일 앱을 통해 배송정보를 공유하고, 택배를 자택 또는 단지 입구, 프론트데스크 등 지정
위치까지만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비(非) 대면, 무(無) 접촉 물품배송 현황 (사진 예시)
문앞 상품배송

단지앞 상품배송

배송정보, 마스크 착용안내 문자

자료 : 长江日报, 소비자 제공 자료 등

10) 중국 전역 38개 도시에서 온라인 채소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6만 가구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됨
11) https://www.sohu.com/a/370793024_362042
12) http://zg027.com/cjjr/81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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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MINISO밍촹요우핀(名创优品) 등 기업 또한 O2O 배송 서비스13)에
무(無) 접촉 배송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MINISO 고객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MINISO의 O2O업무는 ‘무접촉 배송’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배송 요청란에 지정 장소를 기재하거나
배송원-수취고객간 협의 하에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MINISO 대 고객안내문(1/31) 자료 : http://www.ebrun.com/, https://m.tech.china.com

● 2016년 빙고박스를 필두로 2017년부터 급성장해온 중국의 무인마트, 무인 물류 등 AI,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유통방식이 다시 각광 받고 있음
- 점원이 없는 무인편의점, 자동판매기를 활용한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14)와 징동 등 무인
자율주행차 배송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사례

■

2월 3일 우한시의 임시병원으로 개원한 훠션샨(火神山) 병원 내에는 하이센다(淘鲜达)15)가 2월 2일부터 점원이
없는 무인마트를 운영 중
- 오픈 첫날 200여명의 소비자가 이용. 현재 24시간 운영되고 있음
- 소독제품, 손세정제, 가공식품, 음료, 생활용품 등 200여 가지의 제품을 판매
- 소비자가 무인매대에서 직접 상품을 고른 후 바코드를 스캔하여 구입하는 방식

■

하이센다는 우한시에 2월 6일에 개원한 레이션산(雷神山)병원에도 무인마트를 운영할 계획

■

■

2월 3일, 징동은 스마트 무인 자율주행 배송로봇을 우한시로 배정하여
시내 지도 및 교통 데이터 수집, 운영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운영을 준비 중
구이양, 내몽고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등 지역에서는 징동의 무인 배송
로봇이 현재 운행되고 있음

자료 : http://www.nbd.com.cn, https://bit.ly/2SrYfwG, http://www.bbtnews.com.cn

13) 징동따오찌아. 어러머, 메이퇀 등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음
14) 2017년 중국의 무인 소매업 규모는 191억 위안(약 3조원)으로 2020년에는 657.4억 위안(약 11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무인편의점 소비자는 2022년에 2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15) 알리바바의 신유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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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처방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소비 확대
최근 바이러스 확산으로 모바일 플랫폼 등 온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한 의약품 소비가 활성화
되고 있음
● 중국 소비자는 어러머(饿了么), 띵땅콰이야오(叮当快药) 등 모바일 쇼핑 플랫폼과 온라인
병원, 온라인 약국을 통해 상비약 등 비처방 의약품을 구매하고 ‘즉시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6)

* 2020년 중국 의약품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약 900억 위안이 증가한 1,756억 위안에 달할 전망

● 모바일 소비가 주축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어러머(饿了么)는 2018년부터 온라인으로 의약품
판매와 유통을 하고 있으며,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침•감기약, 해열제 등의 판매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임
- 1월에 어러머 앱(APP)을 통해 상하이에서 구매한 온라인 의약품 판매량은 전기 대비
약 28% 증가했으며, 발열•두통•기침 관련 감기약 판매가 주를 이룸17)
*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대한 기대 심리로 솽황렌(双黄连)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한
품귀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의약품 온라인 소비 플랫폼 및 온라인 약국 예시
어러머(饿了么)

띵땅콰이야오(叮当快药)

온라인 약국 야오팡왕(药房网)

자료 : 각 플랫폼 웹/모바일 페이지 캡처 화면

16) http://www.zyzhan.com/news/detail/76400.html
17) https://new.qq.com/omn/20200128/20200128A04RKJ00.html?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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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망 및 시사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인들의 소비습관과 유통•물류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전자상거래 인프라, 무인배송, 원격의료 등 다양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러한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불러온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

‘구매 러시(抢购)’

전자상거래 인프라 성장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식품 온라인 구매 보편화
유통채널 확장

도시별, 연령별
모바일 이용률 지속 확대

전통기업의 O2O 배송 서비스 도입 가속화
‘특별’ 배송 서비스

비(非)대면 상품배송 서비스 확대
약구입, 온라인으로

비처방 의약품 온라인 소비 확대

가속화
무인배송, 무인상점 등
스마트 물류 도입 확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활성화

사스 사태 이후 80,90세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패션, 화장품 등 소비재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어 왔으나18), 향후 식품, 의약품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중년층, 소도시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온라인 소비행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률이 저조했던 17년 전 사스 발생시기에 비해, 한층 성숙된 전자상거래
인프라와 보편화된 인터넷•모바일 사용에 힘입어 신선•가공식품 등 생필품의 온라인
구매와 O2O 배송 수요가 더욱 빠르게 확대될 전망
무인배송과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등 항(抗)바이러스, 고(高)효율적 상품 배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은 AI, 로봇, 빅데이터, IoT 기술 접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로봇을 활용한 상품 패키징 및 상품 관리, 빅데이터 및 IoT 기술을 통한 무인마트 운영,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라스트마일 배송 등 테스트 단계에 있는 사업이 보다 조기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
우리기업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하여,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등 대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소비재의 온라인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라스트마일 유통물류 스마트화 관련 중국 현지 및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기술 제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8) 2019년 기준, 중국의 온라인 유통 판매액은 10.6조위안으로 전년대비 16.5% 증가했으며, 이 중에서 소비재
등 실물 상품의 온라인 소비가 8.5조억위안을 기록함. 중국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으로 주로 패션•악세사리류
(17.4%), 일상제품(10.6%), 컴퓨터 및 주변기기(7.5%) 등을 구매 (CEIC Data, 2015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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