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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中 상하이, 상반기 GRDP 5.7% 감소
상하이시 통계국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상하이시의 국내총생산액은 1조 9,349억 위안(한화 약377조원)으
로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해 역대 최대 고비를 맞고 있음.
- 1차 산업 34억5,2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7% 증가, 2차 산업 4,452억7,8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3.7% 감소, 3차 산업 1조4862억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출 처 ： 상 관 뉴 스 )
◈ 中 1~6월 원유 생산, 수입 동향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6월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억288만t. 같은 기간 중국
의 원유 수입량은 총 2억5천252만t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
- 6월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천719만t, 원유 수입량은 10.7% 줄어든 3천582만t.
(출 처 ： 신 화 통 신 )
◈ 中 조선업 상반기 통계 발표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6월까지 중국의 선박 건조량은 1천850만t.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45.2%를 차지.
같은 기간 조선업의 신규 수주량은 2천246만t으로 세계 시장에서 50.8%의 점유율을 차지. 6월 말 기준 중국의
수주잔량은 총 1억274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 중국의 세계 점유율은 47.8%. (출 처 ： 신 화 통 신 )

소비 인사이트
◈ 中 6월 중고차 판매량 급증
중국자동차딜러협회(CADA)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내 중고차 판매량은 5월보다 19.2% 증가한 약 142만
대를 기록. 거래액은 약 959억4천만 위안(약 18조7천169억원). 차량교체 수요가 커지고 있어 7월 중고차 시장
거래량은 최근 수년간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출 처 ： 인 민 일 보 )
◈ 中 캠핑 시장 새로운 여행 패턴
중국 시장조사업체 아이미디어리서치(iiMedia Research·艾媒咨詢)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의 캠핑·캠핑장 시장 규모는 77억1천만 위안(1조5천90억원)에서 299억 위안(5조8천523억원)으로 증가.
2022년에는 18.6% 성장해 시장 규모가 354억6천만 위안(6조9천405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출 처 ： 신 화 망 )

중국 경제정책
◈ 국무원, 일부 업종 지원책 발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요식업, 유통업, 관광업, 민간항공업, 도로·수로·철도 운송업 등 업종을 대상으로 보
험료 납부 연기, 통화정책 역량 강화,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유지, 소비 및 투자 진작을 위한 금융분야 지
원 조치 마련, 시민에 대한 금융 서비스 수준 제고, 기술혁신 및 양로 관련 특별 재대출 진행(인민은행이 대출
원금의 각각 60%, 100%에 대해 재대출 지원). (출 처 ： 신 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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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카페 산업
현황 분석 (출처:화징정보망)
인스턴트커피가 중국에 들어온 후 중국 커피 시장은
수십 년의 변천을 거쳤고 지금은 품질 소비와 신속한
성장 단계에 접어듬. 커피 제품은 드립 커피(체인점 카
페 및 커피 머신), 포장커피와 기타(캡슐커피 및 커피
머신) 등을 포함. 카페는 현대인들이 커피를 즐기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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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장 규모
인스턴트커피에 비해 드립 커피의 전체적인 식감이
좋음. 커피 사용자에게 커피 음료가 점차적으로 일상
음료가 되고 시장 규모에 있어 커피 소비자가 젊어지며
가격 수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중국 카페 시장
규모가 신속하게 성장.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커피 시장 규모는 89.7억 위안에 달했고 2020년에 비해
41.7% 증가. 중국 드립 커피 소비 사용자의 주요 연령
은 20-35세로 약 80%의 시장 규모에 기여했고 여성이
70% 정도를 차지하며 20-40위안/잔은 주류 가격 구간.

임과 비즈니스 교류 등에 사용하는 장소. 모든 대 중

2.3 카페 수량

소 도시에서 성행. 카페가 독특한 매력을 가진 이유는

커피 업계의 발전이 급속히 카페의 수량을 증가시킴.
중국 카페의 도시 분포 상황을 보면 소비층은 주로 1선
도시, 신 1선 도시, 2선 도시 등에 집중. 2020년 말까
지 중국에는 총 10.8만 개의 카페가 있는데 주로 2선
및 이상 도시에 위치. 2021-2022년의 성장 속도를 보면
신 1선과 3선 도시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름. 주요 원
인은 신 1선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3선 도시의 개척 공
간이 넓어 기업의 신속한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

커피뿐만 아니라 품질, 문화를 판매하기 때문.

1. 카페 발전 배경
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 커피 업계는 여전히 발전
초기 단계에 있고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성숙 시장 수준
보다 훨씬 낮음. 2020년 1인당 커피 소비량은 9.1잔/년
으로 한국(367.0잔/년), 미국(327.4잔/년), 일본(280.1
잔/년) 및 글로벌 평균(161.3잔/년)보다 현저히 낮음.
해외를 참고하면 커피 소비는 비교적 긴 성장 주기를
가지고 있음. 중국 카페는 전체적으로 일품화 노선으로
큰 발전 공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전망

2. 카페 산업 현황 분석
2.1 카페 수량
중국 카페 수량 변동 상황을 보면 커피 수요가 지속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스턴트커피의 전체적인 사용이
줄어들고 입맛이 더욱 좋은 커피에 대한 수요가 발전하
여 중국 카페 수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이끌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4월 말까지 중국 내륙의 카페 수량은
11.73만 개에 달함. 주로 도시에 집중되고 중국의 카페
수량은 여전히 비교적 큰 성장 공간을 가지고 있음.

3. 카페 산업 경쟁 구조
중국 카페가 지속적으로 침투함에 따라 과거 커피 업
계에서 선두적인 위치에 있던 스타벅스의 지위는 점차
적으로 도전을 받음.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중국 국내
카페 산업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일부 커피 브
랜드는 차별화 경쟁을 형성. 주로 우수한 제품과 저렴
한 가격의 두 가지 노선을 포함. 식감, 가성비, 매장
스타일 등 분야에서 독특한 브랜드 특색을 형성. 예를
들어 루이싱, Manner 등 브랜드는 대중화와 가성비의
노선을 주력하고 Arabica, M stand는 일품 카페에 주
력. 그 밖에 현재 중국에는 비교적 많은 소형 체인점이
있지만 전체 체인 규모가 비교적 작음.

4.카페 발전 추세
최근 몇 년 동안 커피 시장이 폭발한 원인은 소비자
의 커피 소비가 점차적으로 성숙해지고 제품 공급의 구
조가 점차적으로 최적화되며 업계의 교체를 가속화 시
킨 것. 일본 커피 시장의 발전 경험을 참고하면 현재
중국 커피 시장은 고성장 단계에 있고 미래 시장 공간
은 넓지만 공간 돌파를 완성할 수 있는지는 시장 발굴
에 달려 있음.소비자의 커피 마시는 습관이 점차적으로
생김에 따라 현재 커피 시장의 점유율은 끊임없이 높아
질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