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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누렸던 한국 화장품
 中 시장서 자취 감춰

올해 세계 경제 작년보다 더 나쁘다

한때 중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

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국 

화장품이 최근 몇 년새 중국 시

장에서 사라졌다. 10일 신문방(新

闻坊)은 “호황기를 누렸던 한국화

장품이 중국에서 말소 등록”했다

고 전하고, “시대의 눈물”이라며 

안타까워하는 네티즌들의 반응

을 전했다. 

신문방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

들이 ‘BB크림의 시초’라고 생각하

는 미샤(谜尚, MISSHA)가 문을 

닫은 데 이어, 2021년 에뛰드하우

스(伊蒂之屋, ETUDE HOUSE)의 

중국 본토 모든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았다. 

최근 또 다른 유명 한국 화장

품 브랜드도 이미 중국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유명 브랜드 더

페이스샵(菲诗小铺, THE FACE 

SHOP)도 회사를 합병∙분할하고 

38개 판매회사 모두 말소 등록된 

상태다.

더페이스샵은 2008년 베이징 

시단(西单)에 첫 매장을 오픈했

다. 2013년 이후 더페이스샵뿐 아

니라 여타 많은 한국 화장품들이 

최고 호황기를 누리기 시작했다. 

더페이스샵으 2015년에는 1년 새 

100여 개 매장을 오픈해 당시 중

국 전역에 360개 매장을 보유하

기도 했다. 이후 전자상거래 발전

과 함께 더페이스샵은 65.8%의 

성장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 한류의 쇠퇴와 

더불어 다수의 한국 화장품 브랜

드는 성장 딜레마에 빠졌고 이후 

순차적으로 시장에서 발을 뺐다. 

현재 더페이스샵은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에 플래그숍을 운영 중

이나 오프라인에서는 제품을 찾

기 힘들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 시

장 퇴출에 대해 누리꾼들은 “스무 

살 때 가장 좋아하던 브랜드였다”, 

“시대의 눈물”이라며 아쉬움을 드

러내는가 하면, "중국 국내 브랜드

의 굴기를 증명한 것"이라는 단호

한 반응도 보였다. 

최승희 기자 

유엔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이 1월 25일 발표

한 <2023년 세계 경제 형세와 전

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세

계 경제 성장률은 2022년 보다 

3%에서 1.9%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26일 신화사(新华社)

가 보도했다.

유엔은 하락 전망 이유로 COV-

ID-19의 전파, 우크라이나의 위기, 

高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등 영향으

로 2022년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거

시 경제의 역풍이 사라지기 시작

한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4

년 2.7%로 다시 반등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둔화는 선진국뿐

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영향

을 주어 많은 국가가 2023년 경제 

쇠퇴의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 유

럽연맹(EU)와 기타 경제 발달 지

역의 성장 하락은 세계 경제에 불

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보고서는 2023년 중국 경제 성

장은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중

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의 완

화, 양호한 경제 조치 실시는 중

국 경제의 가속적 발전에 좋은 영

향을 주어 성장률은 4.8%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여러 방면에서 닥치

는 전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고 전 

세계가 유엔이 제시한 2030년 지

속 발전 가능 목표의 궤도에 다

시 돌아오려면 국제적 협력은 필

수라고 강조했다. 국제 사회는 개

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 채

무 부담 감면 등 면에서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기 기자

유엔, 2023년 세계 경제 지난해보다 최대 3% 하락 전망

올해 중국 경제 4.8% 예측

2023년 중국 31개 성시(省市)

의 GDP 목표치가 공개되었다. 16

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

면 베이징, 장쑤, 지린, 간쑤, 칭하

이의 GDP 목표까지 공개되면서 전

국의 모든 성에서 올해의 성장 목

표를 제시했다. 

전체 성의 성장 목표치는 최저 

4%, 최고 9.5%였다. 최근 중국인

들이 국내 여행지로는 최고로 꼽

고 있는 하이난성은 이 기세를 모

아 올해 목표치를 9.5%로 설정했

다. 대부분의 성은 5~6.5%대의 성

장을 예상했다. 

허난성, 텐진시, 저장성, 베이징, 

장쑤성, 광동성 등 21개 성은 지난

해 GDP 목표치보다 0.5~1%p 가량 

하향 조정했다. 지린성, 후난성, 장

시성 등 6개 성은 작년과 동일하고 

신장, 충칭 등 4개 성은 지난 해보

다 0.5~1%p 상향 조정했다. 

현재까지 2022년 실제 GDP 증

가율을 공개한 지역 24개 성 모두

가 2~5%씩 성장했다. 장시성의 경

우 5%, 닝샤 회족자치구도 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충칭, 구

이저우, 광동 모두 2%대 성장에 머

물 것으로 보인다. 22개 성의 경우 

2022년 초에 세웠던 GDP 목표 달

성에 실패했다. 

2022년 GDP 총량의 경우 광동

성이 3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

다. 2021년 광동성은 중국 성으로

는 최초로 GDP 12조 위안 돌파에 

성공했다. 장쑤성의 경우도 올해 

12조 위안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

다. 산동, 저장은 8조 위안, 7조 위

안이며 허난성은 처음으로 6조 위

안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중국 각 지방별로 가

장 중요한 안건은 투자와 소비다. 

상하이의 경우 소비 진작만이 경제 

발전의 기초라며 소비를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2023년 31개省 GDP 목표 공개
하이난 최대 GSP 9.5% 목표 

광동성, GDP 총량 34년 연속 전국 1위

중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민

일보(人民日报)는 중국 국가통계

국 발표를 인용, 2022년말 현재 중

국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전

년 대비 85만 명 감소했다고 보도

했다. 이 중에는 중국 31개 성/자

치구/직할시와 현역 군인 인구수

가 포함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

는 홍콩/마카오/외국 국적 인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2년 출생 인구수는 956만 명

으로 인구출생률은 6.77‰이고, 사

망 인구수는 1041만 명으로 인구

사망률은 7.37‰, 인구의 자연 증

가율은 -0.60‰이다. 

한편, 중국 인구 감소에 대해 국

무원 제7차 전국 인구조사 영도소

조 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2020년 

중국의 가임기 여성 합계 출산율이 

1.3으로 낮아진 것은 주로 가임 여

성 수가 꾸준히 감소했고, ‘두 자녀 

정책’ 효과가 차츰 약화된 영향”이

라고 밝혔다. 또한 2020년부터 코

로나19 팬데믹이 삶의 불확실성과 

입원 출산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켜 

출산 의욕을 더 꺾었다고 분석했다. 

최승희 기자 

중국 인구 85만 명 감소
중국 본토 인구 14억 1175만 명 

누리꾼 “한 시대의 눈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