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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인당 연간
택배이용건수 23개로 증가
참고ｌ‘中国の宅配便年間利用数、１人当たり２３個に増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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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蛮な仕分け」も取り締まりへ’,

産經新聞,

개요
중국 국가우정국이 발표한 ‘2016년도 택배시장 감독관리보고(宅配市場監督管理報告)’
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1인당 택배이용 건수는 약 23건, 택배에 대한 1인당 지출액은
287.4위안을 기록했음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택배 취급량은 전년대비 51.4% 증가한 312억 8,000만개를
기록하였으며, 1일간 총 1억 7,000만 명이 이용하고 1인당 연간 이용 건수는 전년보다 8개
정도 늘어났음
 가격 면에서 화물 1개 당 평균 단가는 전년대비 0.7위안 하락한 12.7위안을 기록했으며 1인당
연간 택배 지출액은 전년대비 42.7% 증가한 287.4위안이었음

주요 내용
지난 2009년∼2012년 중국의 택배거래 총액 증가율이 15.7%에서 36.6%까지 계속 확대
된 이후 증가율은 35%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2016년 택배거래 총액은 3,091억 위
안을 기록했으며 중국의 택배시장 규모는 이미 2014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
섰음
 2016년 기준 인터넷 소매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은 징진지(京津冀), 창장(長江)델타,
주장(珠江)델타 등으로 3개의 대도시권의 택배건수가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0.5%, 36.5%, 24.5%로 이들을 합하면 71.%에 달했음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만족도는 전년도 보다 0.7%p 상승한 74.7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만족도가 높은 상위 3사는 SF익스프레스(順豊速運), EMS(중국우정그룹 산하 브랜드), Z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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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프레스(中通快逓)였음
이처럼 중국의 택배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사업자간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으로 택배 건
수는 연간 300억 개를 넘어서 일본의 8배에 달하는 반면 택배의 단가는 지난 2년간 약
20% 하락하면서 박리다매 상황에 빠지고 있음
 택배이용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 1∼6월 택배건수는 174억 개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고 업계 전체의 총수입도 28% 증가한 2,200억 위안으로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택배시장도 성장하는 구도는 계속 선명해지고 있음
 그러나 총수입을 택배건수로 나눈 택배 단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써, 2015년 1∼3월
건당 15위안이었던 단가는 2017년 4∼6월 12위안까지 떨어진 상태임
 택배 사업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최종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인력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택배회사의 이익 수준은 계속 나빠지고 있음
실제로 최대 택배업체인 SF익스프레스의 2017년 상반기 매출액은 322억 위안으로 약 2
3%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19억 위안으로 7%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인건비 등 영업
비용이 30%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도 같은 기간 8.7%에서 7.9%로 하락한 결과임
 ZTO익스프레스나 STO익스프레스 등도 이익 신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택배수요가
급증하면서 참여한 모든 기업이 큰 수익을 올리던 시절은 지나가고 전략적인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은 이익을 올리지 못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음
 ZTO 등은 자체적인 택배망을 보유하지 않고 중소 택배사업자나 개인사업자와 계약하는 프렌
차이즈 방식이 중심인 반면 SF익스프레스는 화물 수취부터 수송, 최종 고객에 대한 배송까지
자체 설비와 인재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프렌차이즈 방식에 비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물류의 품질 등을 감시하고 제어하기 쉽다는
메리트가 있어 SF익스프레스는 높은 택배요금을 설정하되 택배의 품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타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고객을 획득하는데 성공하고 있음
중국에서는 여전히 물류 과정에서 화물이 없어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많고, SF익스프
레서의 전략은 이러한 상황에 지친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증명하듯 中 당국은 2017년 택배사업의 행정지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예정으
로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인 평가 조작 행위나 작업원이 화물을 던지거나 야외에서
화물을 분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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