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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소비구조 고도화와 ‘란런(懒人)경제’ 시대 도래
2018. 12. 28.

작성 ▎ CSF (자료감수: 김익기 중국인민대학 석좌교수)

☐ 최근 중국에서‘게으른 사람’을 지칭하는‘란런(懒人)’관련 소비 수요가 증가하면서,‘란런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음.
- 인민망(人民网) 등 중국 매체는“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직장인 쉬(徐) 모씨는 퇴근길에
시장을 지나치게 되지만 장을 본 짐을 들고 집에 가기 무거워, 스마트폰으로 귀가 시간에
맞춰 필요한 물건을 주문한다,”며 “이처럼 최근 들어 O2O(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가
견인하는‘란런 경제’가 소비자의 수고를 덜고 시간 이용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함.
- 최근 몇 년간‘란런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중국에서는 옷장 정리 도우미, 홈파티 요리사,
방문 물리치료사 등 각종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임.
- 인민망은“게으른 손님들의 소비 수요를 만족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실현했다,”며“게으름뱅이 소비자들의 수요가 알게 모르게
상호 윈윈(Win-win)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전했음.
☐ 중국에서 O2O(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가 발달하고 중국의 소비 구조가 고도화되면서‘란런
경제’시대가 도래함.
- 최근 쑤닝금융연구원(苏宁金融研究院)이 발표한《2018년 중국 주민 소비 고도화 지수 보고서
(2018中国居民消费升级指数报告, 이하‘보고서’》는“중국 주민 소비 고도화 지수가 2013년
0.341에서 2018년 0.376으로 상승했고, △ 베이징(北京) △ 상하이(上海) △ 저장(浙江) △
쑤저우(苏州) △ 광둥(广东) 등 5개 성(省)의 소비 고도화 수준이 계속해서 중국 선두를 달리
고 있다,”며“‘란런 경제’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보았음.
-‘쑤닝 시스템 온ㆍ오프라인 매출 빅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이후 △ 로봇청소기 △ 전동
칫솔 △ 식기세척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2%, 122%, 121% 상승했고, 디지털도어락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28%, 인공지능형 스피커는 만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는“이는 중국 주민의 첨단가전 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주민 소비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함.
☐ 신랑(新浪) 등 중국 매체는 소비구조 고도화와‘란런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란런 경
제’는 단순히 사람들이 편하고 쉬운 것만 추구하고 힘든 일은 꺼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소비자가 탄탄한 소비력과 새로운 소비 개념을 바탕
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과감하게 시도해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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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바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은 업무 외의 시간을 청소⋅요리⋅설거지 등 가사노동에
사용하기 보다는 한가롭게 보내고 싶어하고, 이러한 일들을 대체해줄 노동력이 필요해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된 것임.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淘宝)가 발표한《란런 소비 데이터(懒人消费数据)》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게으른 소비’ 규모는 160억 위안(약 2조 6,1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 95허우(95后·1995년 이후 출생자)의‘게으른 소비’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해, 증가율이 무려 82%에 달했음.
- 지역별로 보면, 중국 연해지역의‘게으른 소비’수요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광둥성
(广东省) 지역의‘게으른 소비’수요가 가장 많았고, 둥베이(东北)와 시베이(西北) 지역은
상대적으로 관련 소비 수요가 적었음.
- 연령별로는 광둥 지역의 80허우(80后·1980년 이후 출생자)와 90허우(90后·1990년 이후
출생자)가‘란런’순위 1·2위를 기록했음.
☐ 한편, 일각에서는“‘란런 경제’가 기회인 동시에 도전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함. 게으른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문 서비스의 안전성, 다른 사람을
대신해 일을 처리하는 전문성 등의 취약점이 소비자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임.
- <2017년 중국 인터넷 보안문제 사용자 조사 보고서(2017年中国网络安全问题用户调查报告)>에
따르면, 네티즌의 85.8%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4억 8,000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 이용자 중 절반가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해 1년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무려 915억 위안(약 1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 추이충충(崔聪聪) 베이징우전대학교(北京邮电大学) 인터넷관리 및 법률연구센터 부주임은
“플랫폼과 업체들이 개인정보 수집에는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바람에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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