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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2016년 중국·인도 스마트폰 시장, 중국업체 Oppo와 vivo 급성장 

◈ 홍콩의 시장조사기관 Counterpoint Technology Market Research 에 따르면, 2016 년 중국 스

마트폰 시장의 출하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 

• 2016년 4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출하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직전 분기 대

비 9% 증가했음 

• 4 분기 호조에 힘입어 2016 년 전체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대수는 6 억 5,000 만 대로 전년 

대비 6%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 2016 년 4분기에는 애플, 화웨이(Huawei Technologies), 오포(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샤오미(Xiaomi) 등 주요 업체들이 모두 플래그쉽 모델의 신제품을 투입해 스마트폰의 수요

를 견인했다는 평가 

◈ 업체별 점유율을 보면 중국 업체들만 순조로운 성장을 했으며, 중국 업체들 중에서도 오포

와 비보(vivo) 같은 신생업체들이 화웨이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기록 

•  2016년 연간 출하량을 보면 오포, 비보, 지오니(Gionee), 화웨이, 메이주(Meizu) 등 중국 로

컬업체들만 전년대비 성장했으며, 이들 5개 업체의 총 점유율은 58%에 달함 

• 특히, 오포는 전년대비 109%, 비보는 78% 증가하며 화웨이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했으며, 

반면 2015년에 호조를 보인 샤오미의 출하량은 전년대비 22% 감소 

• 2016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 기종별 판매 순위를 보면 오포의 ‘R9’이 4% 점유율로 선두를 

차지했으며, 애플 아이폰 6s 가 2%로 2 위를 차지했으며, 오포의 또 다른 모델인 ‘A33’과 

‘R9 Plus’도 각각 4위와 9위로 톱10에 이름을 올렸음 

• 아이폰은 2012년부터 기종별 판매량 순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출시 10개월 만

에 2,000만 대 판매 기록을 세우며 급성장한 오포에 선두 자리를 내주게 되었음 

• 오포와 비보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중국에 이어 스마트폰 신흥 시장으로 부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최신 ICT 이슈 



 

 

주간기술동향 2017. 2. 8. 

www.iitp.kr 42 

상한 인도 시장의 경우 2016 년 전체로 보면 중국 업체의 비중이 아직 낮지만, 2016 년 4

분기만 놓고 보면 중국 업체들의 비중이 46%로 전년 동기 15%에서 급증하였음 

• 여기에도 비보와 오포의 선전이 크게 작용했는데, 비보는 2016년 4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

장에서 10%, 오포는 8% 점유율을 기록 

• 반면, 인도 로컬 업체들의 점유율은 2016년 4분기에 20%로 전년 동기의54%에서 급감하

였으며, 인도 로컬 업체들의 점유율 감소가 고스란히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로 옮겨간 것으

로 나타났음 

 (Trak.in, 1. 25. & Counterpoint, 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