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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 관광시장 전망

1. 2020년 중국 관광시장 현황
○ 2021년 2월 22일, 중국 여유연구원(旅游研究院)은 <2020년 관광경제 현황분석 및
2021년 발전 예측(2020年旅游经济运行分析与2021年发展预测)> 연구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하였음
- 본 '보고'에 따르면, 2020년 중국 관광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되었으며,
연간 국내 관광객 규모는 약 28억 8,000만 명으로 2019년 대비 52.1% 감소함
- 연간 관광수입액은 약 2조 2,000억 위안으로 2019년 대비 61.1% 감소하였다.

○ 한편,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규모는 약 2,720만 명으로 2019년 대비 81.3%, 인바운드
관광시장 수입액은 170억 달러로 2019년 대비 87.1% 감소하였음
- 동기간,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객 규모는 약 2,023만 명으로 2019년 대비 86.9%
감소함
- 2020년 중국 관광경제 현황종합지수는 1분기 68.95, 2분기 75.69, 3분기 78.47,
4분기 85.32로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음

자료: 2020年旅游经济运行分析与2021年发展预测. 연구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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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중국 관광시장 전망
○ 중국 여유연구원 문화관광데이터센터 조사소장 마이량(马仪亮)에 따르면, 2020년 중
국 관광산업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2021년 관광시장은
전면 재개와 사회 소비·투자 화복, 주민 여행수요 상승에 따라 관광시장 성장은 낙
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음

○ 2021년 중국 국내 관광객 규모는 약 41억 명, 관광수입은 약 3조 3,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며, 이는 2020년 대비 각각 42%, 48% 증가할 것임
-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급되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인·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이 재개될 수도 있음
- 2021말까지 인·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은 코로나19 이전 시장의 30% 수준을 회복될 것
으로 전망됨

자료: 2020年旅游经济运行分析与2021年发展预测. 연구자 재정리

○ 중국 관광사이트 마펑워(马蜂窝)가 2021년 2월 8일 발표한 <2020 글로벌 자유여행
보고(2020全球自由行报告)>에 따르면, 2021년 중국 관광객은 여행 안전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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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변 관광, 야간관광과 저개발 관광지 탐방 여행 등 관광방식은 2021년 중국
관광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음

○ 마펑워(马蜂窝) 빅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중국 국내 관광시장이 점진
적으로 회복되었으며, 관광객들은 장거리 관광보다 방역 안전성이 높은 단거리 관
광 및 도시 주변 관광을 더욱 선호함
- 2021년 중국 관광업은 국내 관광시장 및 단거리 관광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
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청두(成都), 충칭(重庆), 항저우(杭州) 등 1급 도시 관
광이 가장 인기 지역으로 밝혔다.

○ 한편, 야간관광은 2020년 중국 관광시장의 중요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관련 조사
에 따르면, 2020년 95후(1995년 이후 출생자) 세대 관광객 중 약 72.22%가 야간
관광 특별계획을 준비하였음
- 야간관광 시장 중 90후(1990년 이후 출생자) 및 00후(2000년 이후 출생자) 세대
관광객 규모 비중은 60% 이상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관광들은 저개발 관광지 탐방 여행을 선호하며, 2021년에
도 저개발 관광지의 인기세가 여전히 지속할 것임

○ 마펑워(马蜂窝)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중국 10개 인기 저개발 관광지는 △ 칭하
이 둥타이 지네엘후(青海·东台吉乃尔湖) △ 쓰촨 다구빙촨(四川·达古冰川), △ 광
둥 난아오 생태관광구(广东·南澳生态旅游区), △ 칭하이 어보량(青海·俄博梁), △
쓰촨 무워쓰공원(四川·墨石公园景区), △

네이몽고 아얼산 국가산림공원(内蒙古·

阿尔山国家森林公园), △ 베이징 홍징로(北京·红井路), △ 하이난 쟈징다오(海南·加
井岛), △ 푸젠 핑탄다오(福建·平潭岛), △ 간쑤 자가나(甘肃·扎尕那) 등으로 알려
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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