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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모바일 결제, 웨이신이 즈푸바오 눌렀다

2020년 모바일 결제 부분에서 웨이신(微

信支付)이 즈푸바오(支付宝)를 누르고 1위

에 올라섰다고 14일 계면신문(界面新闻)이 

보도했다.

중국결제청산협회(中国支付清算协会)가 

모바일 결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모바일 

결제 사용자들의 특징, 사용행위, 선호성

향, 생체인식기술 및 관심분야 등 내용으

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모바일 결제는 웨이신이었고 그 다음으로

는 즈푸바오와 인롄윈산푸(银联云闪付)였

다. 웨이신 결제 비중은 2019년의 87.3%에

서 92.7%로 증가했고 즈푸바오의 결제비

중은 90.7%에서 91%로 소폭 증가했다. 이

에 반해 윈산푸의 비중은 소폭 하락, 78.9%

에서 74.9%로 줄어들었다.

또한 모바일 결제에서 생필품 구입, 교통

비 결제, 공공요금 납부 등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생활 편의 부분에서 소액결제의 비

중이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모바일 결제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익숙

한 방식은 지문과 안면인식이었다. 생체식

별기술을 통한 결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을 보인 응답자가 82.6%였다. 다만, 사생활 

노출과 보안이 사용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

하는 부분으로, 79.6%의 사용자들이 사생

활 유출에 우려를 표시, 이는 그 전해에 비

해 2.7%P 상승한 것이다.

또 모바일 결제 사용자 대부분이 도시에 

집중(80%) 됐으며 월 소득이 3000~1만 위

안의 사용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화동, 화북, 화남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됐다. 모바일 결제 

사용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이동결제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일상적

으로 사용하는 결제방식으로 자리잡았고 

4분의 3에 이르는 사용자들이 매일 이동결

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회 결제

금액이 100위안(1만 7000원) 미만의 비중

이 38.4%로 현저하게 높아졌고 500위안(8

만 4000원) 이상의 결제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20% 가량 줄어들었다. 모바일 결제의 

소액결제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예금카드와 제3자 결제계좌는 사용

자들이 모바일 결제에서 가장 많이 선택

하는 방식이었다. 신용카드 사용자 비중도 

2019년에 비해 14.5%가량 증가했다. 이에 

반해 화베이(花呗) 등의 신용결제 및 위어

바오(余额宝) 등 금리지급 수익상품을 통

한 결제는 모두 다소 하락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모바일 결제 자금이 은행계좌로의 

회귀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고 풀

이했다.

대부분 사용자들은 모바일 결제가 간편

하고, 현금 또는 은행카드를 휴대할 필요

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할인혜택을 받을 수

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보안상 위험 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고 간혹 모바일 결제가 

불가능한 곳이 있거나 인터넷 속도가 느린 

등 문제점이 해결 과제로 지적됐다. 보안상 

문제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허위 결제코드 

스캔, 자금 도용 등이 가장 우려되는 3대 

문제점으로 부상했다.

윤가영 기자

중국 칭화대 연구팀이 진행한 조사에서 

중국 다수 지역의 식수에 고농도의 과불

화화합물(PFASs)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전담망(前瞻网)은 학술지  

<유럽 환경 과학(Environmental Sciences 

Europe)>에 게재된 칭화대 연구 결과를 인

용해, 중국 66개 도시 중 40%가 넘는 도시 

식수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PFASs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PFASs는 아웃도어, 식품 포장용지, 코팅 

냄비, 얼룩 방지 카펫 등에 폭넓게 쓰이는 

물질로 열과 기름에 강하지만 인체에 해로

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역 별로 보면 중국 화동 지역과 서남 

지역의 식수 오염이 가장 심각했다. 도시 

별로는 즈공(自贡), 롄윈강(连云港), 창수

(常熟), 청두(成都), 우시(无锡), 항저우(杭

州) 식수에 PFASs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

로 꼽혔다. 

동물 연구 결과에 따르면, PFASs에 과다 

접촉하면 고환암, 신장암 발병률이 증가되

고 생식 능력 저하, 면역 억제, 갑상선 질환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거대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하이난 면세

점이 올해는 구매한 면세품을 집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11일 신랑재경(新浪财经)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하이난 4곳의 면

세점 매출액은 322억 2000만 위안(5조 4600

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28%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구매자 수는 522만 2000명, 구매 

물품 수는 3088만 4000개로 전년대비 각각 

30%, 69% 증가했다. 

특히 하이난 자유무역항 핵심 정책의 일환

인 신규 면세 정책이 도입된 지난해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 매출액은 1억 2000

만 위안(203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배 이상 불어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같은 기간 하이난 방문 

관광객이 약 20% 줄어든 상황을 감안해 보

면, 면세점 매출은 오히려 크게 증대된 셈이다. 

올해 신규 오픈을 앞두고 있는 매장 3곳을 

더하면 올해 하이난 면세점 매출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하이난에는 10곳의 

기존 면세점과 지난달 30일 오픈한 신규 매

장 3곳이 운영 중에 있다. 배송 서비스가 개

시되면 면세점 수익은 더욱 큰 폭으로 불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방대한 택배 물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택배업계에도 수익이 

동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희 기자 

中 화동지역 식수 오염 가장 ‘심각’

하이난 면세점
배송 서비스까지 

롄윈강, 창수, 우시, 항저우 유해물질 농도 가장 높아

66개 도시 중 40%, 안전기준치 초과

결제 비중 微信 92.7% 支付宝 91.0%

생필품 구입-교통비 결제-공공요금 납부 순
전년대비 방문객 20% 감소, 

매출 128%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