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소비자 경향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CCI 대표자에게 연락하세요.  
지역별 CCI 대표자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cottonusa.org/ko/staff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 시장인 중국은 인구가 14억에 달할 
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구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류 산업 분야에서의 
중국 소비자 동향을 이해하기 위한 시장 조사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보 공백을 시정하기 위해 
코튼카운실인터내셔널 (CCI)는 지난 8년 간의 중국 소비자 
시장을 살펴보는 제3자 연구를 후원했습니다. 중국 중산층의 
규모가 커지고 소비자 경험에 있어 기술이 차지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동향이 나타났습니다. 

서론



본인 가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2016년 
이후로 전년대비 계속 하락했습니다. 내년에 가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 49%에서 2019년 32%
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 악화의 조짐과는 대조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연간 의류비 지출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신뢰도 

경제 상황 고찰: 귀하/귀하의 가계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좋음 /양호함)

귀하가 자신을 위해 지출하는 연평균 의류비는 얼마입니까? (¥)

2016

2016

84.5%

2,987

83.3%

3,322

81.9%

3,712

2017

2017

2018

2018



미디어에서 전자상거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과 달리, 중국 
소비자들이 옷을 구입하는 가장 대중적인 장소는 오프라인 
상점입니다. 중국 소비자 전체 응답자 중 25%가 의류를 
구입할 때 주로 이용하는 곳은 체인 스토어라고 답했으며 23%
가 백화점, 14%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답했습니다. 

구매 행동

의류를 구입할 때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

체인 스토어 25.3%

백화점 23.4%

(체인점이 아닌) 소규모, 독립 상점 14.1%

전자상거래 플랫폼 13.8%

대형마트 13.2%

할인점 3.1%

(백화점이 아닌) 전문매장        2.4%

브랜드별 할인 전문 웹사이트       2.3%

노점       2.1%

해외 웹사이트  0.2% 

소셜 미디어 플랫폼 0.1%



중국 소비자들은 의류 구매 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영향이 2016
년 53%에서 2018년 65%로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30대 
소비자군에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젊은 연령대의 소비자들은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유명인사들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32%는 의류 구입 결정을 내릴 때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의 영향을 받으며, 30대 소비자 군의40% 가 구매 
결정에서 전자상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20세에서29세 연령대의 소비자들 중 28% 가 
의류 구매 시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는데 
전체 중국 소비자의 16%가 이와 같이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각 브랜드의 홈페이지나 소셜 미디어 계정과 같은 
온라인 정보가 향후에는 중국 소비자들의 의류 구매 결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30세 이하의 
젊은 소비자가 주요 고객층인 브랜드 및 리테일러의 경우,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 연령대 
소비자들에게는 유명인 광고가 특히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의류 구매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2016 (%) 2017 (%) 2018 (%) 15-19 (%) 20-29 (%) 30-39 (%) 40-49 (%) 50-54 (%)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나 
동료 69.7 69.8 69.2 65.3 76.7 70.7 68.4 57.6

가족 53.4 58.7 65.3 58.1 57.0 65.7 68.2 73.7
매장 내 디스플레이 또는 윈도 
쇼핑 64.7 59.1 51.6 44.1 51.5 54.9 53.8 46.9

매장 내 판매원 48.2 47.4 45.3 27.1 43.1 46.1 54.9 45.1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선호하는 옷 23.6 33.7 42.6 36.2 41.6 42.5 46.1 43.4

리테일러, 브랜드 또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33.1 32.7 31.5 43.2 45.7 40.0 18.3 4.7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20.4 19.4 21.6 18.7 21.0 22.6 27.4 13.7
TV 20.3 19.5 24.6 25.3 24.7 18.7 20.2 14.4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14.6 16.4 15.7 22.3 28.2 17.2 6.9 0.9
유명인 11.6 10.6 13.7 26.1 20.1 13.9 10.2 2.6
잡지 9.5 9.5 9.4 7.6 16.2 10.6 5.9 1.3
상점 전단 또는 우편물 
삽입광고 5.7 5.8 6.4 5.8 7.0 7.2 6.8 3.4

카탈로그 3.5 2.1 3.7 0.6 5.0 5.4 3.5 0.6
블로그 1.3 1.1 1.4 1.1 2.0 2.2 0.8 0.0
리테일러, 브랜드 또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보내는 이메일

0.6 0.6 0.8 0.0 1.3 1.0 0.7 0.0

연령대 (출처: 2018)



가계 경제에 대한 인식이 지난 3년간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 응한 중국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들의 의류 구입비가 
전년보다 상승한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소비자들은 
점점 의류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소비자의 23% 만이 전년도에 비해 의류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반면, 2018에는 그 비율이 40%로 
늘어났습니다. 의류 품질 하락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는 코튼으로 
만들어지던 옷이 지금은 다른 종류의 섬유들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튼에 대한 인식



최근 몇 달 내에 귀하가 구입한 의류를 생각할 때, 
귀하는 다음의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반대하십니까?  

과거에는 코튼으로 만들어졌던 많은 의류들 (예를 들어 
티셔츠)이 요즘에는 다른 섬유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의류의 질이 작년에 비해 하락했다고 생각한다. 

% 다소/ 매우 동의한다

% 다소/ 매우 동의한다

2016

2016

22.9%

43.4%

31.8%

47.2%

40.1%

49.0%

2017

2017

2018

2018



최근에 와서 코튼 사용율이 현격히 감소한 의류 카테고리 중 하나가 
스포츠웨어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스포츠웨어에서 코튼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가 적절치 못한 것일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매 결정을 내릴 때, 중국 소비자 중79%는 코튼과 같은 천연섬유를 
제공하는 상점 또는 브랜드에서 보다 더 의류를 구입하게 될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2016년이래로 증가하고 있고 중국 
소비자 중73%가 천연섬유를 제공하는 상점/브랜드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은 환경 친화적인 상점 및 브랜드를 
점차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의 60%는 자신들의 의류 구매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가 중요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6년의 
49%에서 크게 상승한 비율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지속가능성의 
장점을 지닌 섬유 들을 제공하는 브랜드 및 리테일러들을 계속해서 
선택할 것입니다. COTTON USA의 지속가능성 의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중국 소비자들이 코튼을 선호하는 또 다른 카테고리는 “컴포트 
(comfort)” 의류입니다. 여기에는 속옷, 티셔츠, 침구 및 목욕타월 
등이 포함됩니다. 코튼 제품을 위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 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 코튼 속옷에 대해서는 중국 소비자 중 82%, 침대 시트는78%, 
목욕타월은 69%, 티셔츠는 63%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
컴포트’ 카테고리에 속하는 상품들은 모두 피부와 직접 닿기 때문에 
코튼이 주는 편안함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실제로, 중국 소비자들은 가장 편안한 섬유 (76%), 가장 통기성이 좋은 
섬유 (76%)를 선택하는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코튼을 선택했습니다. 

스포츠웨어 및 컴포트 카테고리 

https://cottonusa.org/ko/sustainability
https://cottonusa.org/ko/sustainability


2018년에 중국 소비자들의 의류비용 지출은 과거에 비해 증가했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기 경고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계 차원에서 중국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은 지난 2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중국 소비자 경향 조사 (Chinese Consumer Trend 
Survey) 결과를 토대로 한 중국 의류 시장 내의 향후 소비자 지출 감소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셜 미디어 및 웹사이트를 통해서 중국의 젊은 소비자에게 
다가간다.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상품의 경우 유명인사에 의한 
홍보활동을 활용한다. 

2. 편안함, 그리고 환경 친화적 측면에 관한 스토리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코튼이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및 품질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제안은 특히 스포츠웨어 부문에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3. 피부와 밀착되는 제품일 경우에 특히 소비자들은 편안함을 위해 
기꺼이 더 높은 비용 지불을 감수할 것이다. 높은 비율의 중국 
소비자들은 속옷, 티셔츠, 침구 및 타월 카테고리에서 코튼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코튼에 관한 상세 정보를 위해 COTTON USA 대표에게 
연락을 하고 싶거나 COTTON USA 인증업체 가입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CCI 는 기회 평등을 준수하는 고용주이자 제공자입니다.

결론 

https://cottonusa.org/ko/sta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