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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춘절 9840만 명 이동… 전년比 35% ‘뚝’

올해 춘절 연휴에 7일간 누적 9841만 명

이 중국 전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간간신문망(看看新闻网)에 따르면, 춘

절 연휴 시작일인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전국 철도, 도로, 수로, 항공 등을 통한 인구 

이동은 9841만 6000명으로 지난 2019년보

다 76.8%, 지난해보다 34.8% 감소했다.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전국 고속도로는 

막바지 귀경길에 오른 차량들로 심한 정체

를 보이면서 당일 인구 이동만 2042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길안내 플랫폼인 가오더디투(高德地

图) 빅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이

용객 10명 중 8명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현지 나들이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중국 공항, 기차역으로 향한 이동객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감소했다. 정월 초

하루 당일인 12일부터 15일까지 외출한 이

용객은 전년도 동기 대비 162% 증가했으나 

1인당 평균 이동 거리는 30%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자차 이용객 

비중은 지난 2019년(29%), 2020년(31%)보

다 줄어든 20%에 그쳤다. 

귀성길에 오르지 못한 이들의 새해 인사

는 모바일 홍바오(红包, 세뱃돈)로 대체됐다. 

알리페이(支付宝) 디지털 라이프 플랫폼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춘절 연휴 ‘홍

바오’ 관련 검색량은 무려 53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홍바오로 새해 인사를 한 이용

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270% 증가했다. 이

중 60세 이상 중∙장년층의 홍바오 발송은 

210% 증가했고 수령은 430% 가까이 급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서 배달량도 급증했다. 중국 음식 배달 플랫

폼 어러머(饿了么) 데이터에 따르면, 연휴 기

간 훠궈(火锅), 나이차(奶茶, 밀크티) 주문 건

수는 전년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

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녠예판(年夜饭, 섣

달 그믐날 저녁 온 식구가 모여서 함께 먹는 

음식) 반가공품의 배달량은 전년도 동기 대

비 4배 폭증했다. 이 밖에 1인분 배달 주문

도 2배 급증했다. 1인분 배달은 주로 1선, 2

선 도시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음식 별로 보면, 정월 초하루부터 훠

궈 주문량이 두 배로 늘었다. 이 밖에 뤄스펀

(螺蛳粉, 우렁쌀국수), 샐러드, 나이차 주문 

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4배, 4배,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오프라인 요식업계도 방긋 웃

었다. 연휴 기간 전국 주요 유통∙요식업체 매

출은 약 8210억 위안(140조 9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2019년보다 

4.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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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절 하이난면세점 15억元 매출‘대박’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힌 올해 춘

절 연휴 하이난 면세점이 15억 위안(2577억 

4500만원)이라는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 18

일 하이난일보(海南日报)는 하이난성 상무

청이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이번 춘절 연

휴 7일간 하이난 면세점 매출액이 15억 위

안을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엔 2019년의 2배 수준으로 지난해 

국경절 매출인 10억 4000만 위안보다 더 높

은 수준이다. 

올해 연휴 기간 하이난 내 9개 면세점은 

각종 할인 행사, 쿠폰 지급 등으로 관광객의 

소비를 이끌었다. 이에 연휴 첫날인 11일부

터 14일까지 4일 만에 매출 7억 위안(1203억 

3000만원)을 돌파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7일간 연휴 기간 동안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여행객은 2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여행객은 하이난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집으로 배송해 주는 택배 서

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부터 

16일까지 중국우정(中国邮政)이 보낸 면세

품은 총 106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하이난 오프라인 유통 소비도 

활발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11일부터 17일

까지 하이난 까르푸, 다룬파(大润发), 화룬

완자(华润万家) 등 9개 대형 슈퍼마켓 매출

액은 총 1억 1000만 위안(190억원)으로 전

년도 동기 대비 86.13% 급증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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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훠궈 배달 2배 급증, 오프라인 식당 매출 28% 증가 

대형마트 매출 급증 전년比 86% ↑

춘절 택배 6억 건 돌파
전년比 260%↑

새해 인사는 모바일 ‘홍바오’로

올해 춘절 기간 동안 처리한 택배량

이 6억 6000만 건에 달하며 지난해보

다 크게 증가했다. 18일 국가우정국(国

家邮政局)은 올해 춘절 기간 동안 현지

에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면서 

택배 수요가 크게 급증했다고 발표했

다. 이런 수요 때문에 올해 춘절에도 국

가 우정국은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 업

무를 이어갔다. 

국가우정국 택배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2월 11일~17일까지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누적된 택배 처

리량은 6억 600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했다. 

공급측(기업)은 비축 능력이 늘었고, 

수요측(소비자)은 ‘집콕’으로 인해 구매 

수요가 왕성한 것이 올해 춘절 택배량 

증가를 부추겼다. 대부분의 사이트에

서 구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3배, 택배 

배송량은 3~4 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전국민이 안심하고 현지에서 명절을 보

낼 수 있도록 우정국(우체국)외에도 순

펑, 징동, 중통, 윈다, 더방, 쑤닝 등의 기

업들도 춘절 연휴 기간 내내 정상적으

로 물품 공급 업무에 참여했다. 

온라인 쇼핑몰 관련 택배가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했고 대형 택배가 많아

졌다. 주요 대도시에서의 택배 수요가 

더욱 왕성해지는 등 예년과는 조금 다

른 모습이었다. 올해 춘절 기간 동안의 

택배는 대부분 식품, 농산물과 친지 간

의 명절 선물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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