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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400만명 극장으로, 

中 영화역사상 최고 기록

中 춘절 소비 140조원, 코로나도 막지 못한 씀씀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춘절 소비가 위

축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중국 전역의 

소매 및 요식업 소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국CCTV, 인민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춘

절 연휴기간 중국의 주요 소매업체와 요식

업체의 매출은 8210억 위안(140조 8015억 

원)을 기록했다. 

온오프라인 모두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

다. 춘절을 맞아 선물세트, 가전제품, 헬스

기구 등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또 보석 장신구, 의류신발, 화장품 등의 매

출은 100% 넘게 껑충 뛰었으며 생화, 화분, 

금 장신구 등의 판매량도 대폭 증가했다.

중국황금 베이징지점 관계자는 "인구 유

동량이 지난해보다 2배는 증가한 것 같다"

면서 “특히 소띠 해 관련 상품을 찾는 사람

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올해 춘절 소비는 또 양에서 질적인 성장

을 보여줬다. 주민들의 소비품목은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해졌다. 춘절기간 자동차 관

련 제품, 고급 일용품, 동물관련 제품 등의 매

출이 배로 증가했고 가전제품, 디지털제품, 

통신기자재, 휴대폰, 컴퓨터 등의 수리 및 신

규 구입 주문량도 30%가량 증가했다. 

제품 소비뿐만 아니라 서비스 소비도 크

게 늘었다. 춘절기간 서비스 관련 소비가 폭

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며 요식업, 문화오락, 

호텔 등 업종이 빠른 회복을 보였다. 100만

여 업체들이 춘절기간에도 외식 배달을 지

속하면서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에 비해 무려 135%나 증가했다. 녠예판(年夜

饭, 섣달 그믐날 저녁 온 식구가 모여서 함께 

먹는 음식) 관련 상품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9% 증가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역 간 이동자제 권고가 내려

지면서 춘절기간 각 지방마다 '주거지 내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기도 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호텔에서 춘절 연

휴를 보내거나 친인척이 함께 민박집을 찾

아 춘절 연휴를 보내는 등 새로운 풍속이 

나타났다. 또 주거지역에 남아 춘절 연휴

를 보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영화관, 클

라우드 경기, 클라우드 여행, 클라우드 꽃

시장 등 온라인 문화활동들도 급증, 주민

들의 연휴생활을 풍부하게 했다. 

한편, 2월 11일~16일 인롄(银联)의 온라

인 거래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늘어난 1조 1800억위안으로 사상 최

고 기록을 갱신했다. 

윤가영 기자

춘절 연휴기간 중국 10개 주요 도시들에

서 1416채의 주택거래가 이뤄져 지난해 동

기대비 2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자오팡(诸葛找房)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춘절 기간 많은 도시의 주택거래

량은 모두 '0'였으나 올해는 전혀 다른 모

습이었다고 19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

新闻)이 보도했다.  

선전의 경우 춘절 연휴 동안 하루 평균 

35채의 주택거래가 이뤄졌는가 하면 2~3

선 도시의 일 평균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다.  

중위안부동산(中原地产) 당다웨이(张大

伟) 애널리스트는 “베이징의 대부분 분양

사무소에도 평일 주말과 다름없는 인파들

이 몰렸다”면서 “춘절 연휴기간에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이처럼 많아 보기는 처

음”이라고 말했다. 신규 분양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중고주택 시장의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었다. 

베이커연구원(贝壳研究院)이 발표한 자

료에 따르면, 과거 주요 도시들의 춘절 기간 

중고주택 거래량은 대부분 '0'에 가까웠지만 

올해 춘절기간(2월 11~17일)에는 18개 주요 

도시의 주택 거래가 대부분 지난해 같은 기

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도시 중 절반가량 도시에서 롄자   

(链家)를 통한 아파트 거래가 5채 이상이

었고 롄자 어플을 통한 중고주택 검색량도 

동기대비 2.5배나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지역간 이동자제 권고

가 내려지면서 주택거래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베이커연구원 쉬샤오러(许小乐) 애널리

스트는 “올해 춘절기간 부동산거래가 활

발해진 이유는 지역간 이동자제, 주요 도

시 부동산 구매 수요 확대, 시장 기대치 상

승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춘

절기간 주요 도시의 중고주택 경기지수는 

41을 기록, 이는 지난해의 29, 그 전해의 35

에 비해서 훨씬 높다.  

한편, 쉬 애널리스트는 각 지방의 부동

산 과열 억제 정책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소

비자들의 시장에 대한 전망치도 낮아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가영 기자

춘절 中 영화관 
박스오피스 1조원 돌파

올해 춘절 고향에 가지 못하고 타지에서 명

절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서 일까? 춘절 연휴 

기간 내내 영화관이 북적였다. 18일 펑파이신

문(澎湃新闻)에 따르면 2월 18일 0시를 기준

으로 춘절 영화관 박스 오피스는 80억 달러

를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기록을 현

저히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단일 시장 박스오

피스, 단일 시장 주말 박스 오피스 등의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음력 정월 초하루였던 2월 12일 하루

에만 전국적으로 3400만 여 명이 영화관으로 

몰렸다. 이날 하루 박스오피스는 17억 위안(1

조원)을 돌파하며 중국 영화 역사상 하루 동

원 인원 최고를 기록했다.

2021년이 시작되면서 중국 영화시장의 회

복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사실이었다. 1월 

1일에만 전국 박스 오피스가 12억 9900만 위

안으로 2018년에 달성한 12억 7100만 위안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뒤 

또 다시 기록을 경신하면서 지난해 코로나19

로 집콕하면서 억눌려 있던 중국인들의 ‘영

화 사랑’이 폭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

는 중국 영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것도 원

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올해 춘절은 전국 36개 대도시에서 

명절을 보내는 ‘타지인’들이 유독 많은 한 해

였다. 해당 인원수가 지난해보다 4800여 만 

명 늘었다. 반대로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

역 조치로 인해 영화관 객석수의 75%만 티켓

을 판매했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하는 현상이 빈번히 일

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기자

춘절 연휴 주택 거래 200% 늘었다
10개 주요 도시 1416채 거래, 동기대비 224.8% ↑

온라인 외식배달 매출 135%↑，‘주거지 내 여행’ 새로운 여행트렌드로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