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내수 시장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번 춘절 연휴에 중국인들의 지갑이 활짝 열렸다.

27일 중앙TV(CCV)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춘절 연

휴에 쇼핑, 식사, 오락 등 모든 시장에서 소비가 일

제히 상승했다. 지난 해 니엔예판을 취소하고 ‘밀키

트’로 대신했던 중국인들이 대거 식당으로 몰렸다. 

충칭, 시안, 창사, 싼야 등 관광객들이 몰려간곳에

는 그야말로 사람들로 가득했다. 온라인에서 화제

가 되고 있는 인증샷을 보면 샤오롱샤를 먹기 위해 

간 식당에서 받은 대기 번호가 4800번이다. 무려 앞

에 4800 테이블이 대기하고 있던 것. 결국 이번 춘

절 여행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맛집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패스트푸드나 컵라면으로 떼우고 왔다는 웃

지 못할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넘쳐났다.

시내 면세점 매출도 하루 평균 3억 위안(약 546

억 7200만 원)에 달했다. 춘절 연휴 5일동안 하이난 

성 내의 시내 면세점 12곳의 총 매출은 16억 8500

만(약 3071억 418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춘절보다 20%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

다도 무려 325%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27일 메이퇀(美团)이 발표한 2023년 춘절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21일부터 26일까지 하루 평균 주

문량이 2019년 춘절보다 66% 증가했다. 베이징, 상

하이, 청두, 충칭, 광저우 등의 지역에서 소비 규모

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타지역에서의 소비량이 전

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 현지에서의 소비도 함

께 강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내수 시장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춘절 기간 동안 테마공원도 빠질 수 없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 입장권 예매가 

2022년 춘절보다 200% 증가했고 하이창 해양공원

의 경우 하루 평균 4만 5000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원래 춘절과 국경절이 가장 성수기였던 영화계

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27일 동방망(东方

网)은 1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춘절 개봉작의 흥

행 수익이 6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조 936억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흥행 1위 영화는 만강홍(满

江红), 2위는 유량지구2(流浪地球2)가 차지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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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절, 중국인들 지갑 열렸다

주간이슈  32023년 1월 28일 토요일

춘절 연휴, 중국인 해외여행 수요 폭발

춘절 연휴, 철도로 1억 5000명 이동
상하이 27일 55만명 기차타고 귀경

해외여행 640%↑, 가장 사랑 받은 여행지 ‘동남아’

발리 항공권 30배 증가, 중국본토 예약 3.2배 증가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을 

나가기 시작했다. 27일 펑파이신문(澎湃

新闻)에 따르면 같은 날 온라인 여행사

인 씨트립은 ‘2023년 춘절 여행 보고서’

를 통해 올해 춘절 기간 동안 국내외 여

행 수요가 지난 해 보다 4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씨트립 플랫폼에서 춘절 기간 

국내외 여행 주문이 3년 만에 최고였다.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한 첫 번째 

장기 연휴인 만큼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했다. 해외여행 건수만 전년 

동기 대비 640% 증가했다. 해외 호텔 예

약이 4배 늘었고 항공권 역시 4배 늘었

다. 국내 유명 관광지마다 인산인해였던 

것과 반대로 비교적 한적하면서 물가도 

저렴한 해외에서 처음으로 춘절을 보내

려는 중국인들이 많았다.

올해 춘절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은 여

행지는 단연코 ‘동남아’였다. 방콕, 싱가포

르, 쿠알라룸푸르, 치앙마이, 마닐라, 발리 

등에 중국 여행객이 대거 몰렸다. 따듯한 

기후, 해변, 맛있는 음식까지 삼박자를 고

루 갖춘 동남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

았다. 음력 1월 1일 중국인 전용기가 선전

을 출발해 발리에 도착한 뒤 인도네시아 

관광부에서 열렬히 환영식을 열었다. 이후 

필리핀 등에서도 비슷한 대우를 받았고 

현지에서도 중국인들의 ‘귀환’을 반겼다.

춘절 기간 동안 발리행 티켓 발급은 

전년 보다 30배, 싱가포르는 8배, 마닐라

는 5배, 방콕, 푸껫은 4배, 치앙마이, 쿠알

라룸푸르는 3배 늘었다.

한편 중국 본토 여행 예약도 전년보다 

3.2배 늘어나 관광시장이 호황을 이뤘다. 

상하이 예원 등불제를 비롯한 시안, 베이

징, 청두, 선양, 선전, 난징 등에서 열린 야

간 행사가 인기가 많았다. 해외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싼야’에 갔다는 말

이 나올 정도로 중국 최남단 싼야의 인

기는 식을 줄 몰랐다.

션자니(沈佳旎)씨트립 연구소 수석 연

구원은 “춘절을 기점으로 중국인들의 여

행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 올해 중국 관

광 업계가 눈에 띄게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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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길고 긴 춘절 연휴가 끝을 보이

고 있다. 27일 연휴 마지막 날까지 철도

를 이용한 고객이 1억 5000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펑파이신문(澎湃

新闻)은 중국국가철도그룹을 통해 확인

한 결과 1월 27일 전국적으로 약 1210만 

명이 철도를 이용한다. 이날 운행하는 열

차 수만 1만 700대에 달한다.

2023년 춘윈 기간은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40일이다. 1월 7일~21일까

지 연휴 전 15일 동안에만 총 1억 954만 

명이 철도를 이용했다. 지난 해 춘절보다 

27.3% 증가한 수치다. 하루 평균 730만 

명이 철도를 이용했다.

22일은 277만 2000명, 23일 522만 

3000명, 24일 696만 3000명, 25일에는 

859만 1000명, 26일에는 1028만 8000명

이 철도를 이용했다.

올해 춘절은 ‘위드 코로나’ 전환 후 첫 

연휴로 학생, 노동자, 친척 방문, 여행객

들의 여행 수요가 뚜렷했다. 철도부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연휴 기간 중 하루 최대 

배차량은 6107대로 오히려 2019년 춘윈 

때보다 11% 늘어난 수준이었다.

장삼각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도 크게 

증가했다. 춘윈 시작 후 지금까지 2964

만 4000명이 이용했고 연휴 이후에는 하

루 평균 116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 작년

보다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27일은 

귀경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날로 하루 

193만 명이 장삼각 지역으로 돌아올 전

망이다. 상하이 철도역의 경우에도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약 55만 명이 상하이

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상하이 기

차역은 14만 5000명, 상하이 남역 5만 

5000명, 그리고 홍차오역에 35만 명이 

몰린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민정 기자 

식당·영화관·면세점 행복한 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