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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세대 스포츠 산업
소비 현황 및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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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 스포츠 산업 현황
□ (산업 규모) 중국 국무원의 <전국민 건강 계획 (2021~2025)>에 따라
2025년까지 중국 스포츠 산업 총 규모는 5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2016~2019 중국의 스포츠 산업 총 규모는 1조 9천억 위안에서
2조 9천억 위안까지 증가했고, 2018년 이후 중국 전체 GDP에서
스포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초과
<2016~2020 중국 스포츠 산업 총 규모 및 증가치>

출처: 국가통계국, iResearch 소비연구원
□ 중국의 1인당 스포츠 소비 지출은 증가세
• 2021년 1인당 소비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교육·문화·오락에
소비하는 비중이 10.8%로 교통·통신에 이어 4위 차지
• 2020년 주민 1인당 스포츠 소비는 1,330.4위안으로 2014년 대비
404.4위안 증가했으며, 특히 노년층의 경우 2014년 504위안에서
2020년 약 2배인 1092.2위안까지 증가
<2021년 1인당 소비 지출 구조>

<2014년 대비 2020년 스포츠 소비>

출처: 국가통계국, iResearch 소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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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의 스포츠 산업 정책
□ 중국은 <12·5 계획> 이래 모든 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와 운동·스포츠
소비 및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스포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함
• 2019년 8월 국무원은 <스포츠 강국 건설 요강>을 발표하여 소비
측면에서 스포츠 산업 소비가 GDP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안정적인 스포츠 산업 발전을 강조함
• 2021 7월 국가스포츠총국은 <전 국민 피트니스 계획>을 발표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스포츠 생활권을 15분 이내로 단축하고 스포츠
시설의 건설 및 보완을 추진하는 등 전 국민의 생활 스포츠 수준을
향상할 것이라 밝힘
<중국 스포츠 산업 관련 정부 지원책>

구분
정책명
주요내용
스포츠
산업
발전
가속화
및
스포츠
소비
국무원
2025년까지 스포츠 산업 총 규모 5조 위안
촉진을 위한 약간의 의견
(2014) (关于加快发展
이상 달성할 것
体育产业促进体育消费的若干意见)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국무원
'건강한 중국 2030' 계획 요강
2020년까지 스포츠활동 인구가 4억 3,500만
(2016)
(“健康中国2030”规划纲要)
명에 달할 것
11개 부서 펜싱·마라톤·싸이클 운동 산업 발전 계획 경기 스포츠 및 대중 스포츠, 스포츠
(2018) (击剑·马拉松·自行车运动产业发展规划)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 시킬 것
중국 특색의 현대화 경기 시스템 건설,
직업 스포츠 발전 추진, 스포츠 외교의
국무원
스포츠 강국 건설 요강
새로운 틀 구축과 중국 스포츠의 국제
(2019)
(体育强国建设纲要)
영향력을 제고할 것. 2025년까지 전체 인구
대비 스포츠활동 인구 비중을 38.5%까지
늘릴 것
전 국민 피트니스 시설 건설 강화 및 대중의 체력 단련 수요에 초점을 맞춘
국무원
대중 스포츠발전에 관한 의견
피트니스 시설 보완, 스포츠 시설의 정보화
(2020)
(关于加强全民健身场地设施
발전을 통한 운영 수준을 향상할 것
建设发展群众体育的意见)
스포츠산업 증가치가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2%로 늘리고, 스포츠 소비 규모는
국가
'14·5'
스포츠발전
계획
2조 8천억 위안, 1인당 스포츠 시설 면적
스포츠총국
(“十四五”
体育发展规划)
2.6m²를 목표로 할 것. 2035년까지 전체
(2021)
인구 대비 스포츠활동 인구 비중을
45%까지 늘릴 것
출처: 중국정부망, 국가스포츠총국, iResearch 소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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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국 新세대 스포츠 소비 트렌드
1. 스포츠 소비 고급화
□ 최근 중국 18~35세의 젊은 세대들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운동에
관심이 증가했고, 진입장벽이 낮은 운동 종목과 더불어 고급 운동
종목들에 참여 빈도의 증가로도 이어짐
•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농구, 러닝, 배드민턴을 즐기는
젊은 세대의 비율은 각각 44.7%, 36.4%, 33.7%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또한 고가의 스포츠인 스키, 캠핑을 즐기는 젊은 세대의 비율은
각각 15.5%, 15.4%로 나타남
- 특히 2020년 기준 스키장을 방문하는 연령대에서 20~30세의
비중이 34.6%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중국 젊은 세대들이 즐기는 운동 종목> <2020년 연령대별 스키장 방문 비중>

출처: iResearch 소비연구원

(단위: %)

(단위: %)

출처: 화경산업연구원

□ 2021년 중국 젊은 세대들의 1인당 연간 스포츠 관련 평균 소비액은
7,238위안이며, 그중 1만 위안이 넘는 사람은 18.1%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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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동안 젊은 세대 중 66.1%가 자신의 스포츠 관련 소비가
늘어났다고 응답했고, 소비 항목 중 스포츠용품 구매 지출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중국 젊은 세대들의 스포츠 소비액>

<스포츠 소비 증가 항목 비중>

(단위: %)

출처: 2022년 2월 소비자온라인연구조사 (iResarch 소비연구원, n=3,271)

(단위: %)

□ 젊은 세대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스포츠 수업을 받는 경향이 있음
• 응답자 중 2개 이상 스포츠 종목에 대해 수업을 받는 사람은
85.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8%가 매년 2~4천 위안을 들여
스포츠 수업을 받는다고 응답함
<젊은 세대들의 스포츠 수업 개수 비중>

<젊은 세대 스포츠 교육 소비>

(단위: %)

출처: 2022년 2월 소비자온라인연구조사 (iResarch 소비연구원, n=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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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2. 스포츠 종목 다양화
□ (요가) 코로나 이후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며, 동영상 플랫폼과
피트니스 앱 등을 통해 요가를 배우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
• 2020년 중국 요가 시장 규모는 약 471억 7,800만 위안으로
2016년 대비 270% 증가
• 2021년 요가를 즐기는 젊은 세대는 연평균 4,563위안을 요가에
지출하며, 절반 이상이 최근 5년간 관련 소비가 늘었다고 응답함
- 요가 관련 지출 중 요가복이 75.2%로 가장 컸으며, 온라인 요가
수업에 대한 지출도 47.5%로 절반 가까이 차지
<중국 요가 시장 규모 및 증가율>

<젊은 세대 요가 지출 항목>

(단위: %)

출처: 중국산업정보연구망

출처: 2022년2월소비자온라인연구조사(iResarch 소비연구원, n=584)

□ (스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스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2021-2022년 중국 스키장 이용객 수는 약 2,154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했고, 실내 스키장(42개) 및 이용객
수(343만 명)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6.7%, 6.9% 증가
• 2021
젊은 세대의 스키 인구 중 약 42.5%가 매월 1회 이상
스키를 타며, 62.9%가 최근 5년간 소비가 늘었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지출 항목 중 스키 장비 구매가 6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스키장비렌탈(56.3%), 스키장 이용권
구매(52.6%), 스키 레슨(48.0%)이 그 뒤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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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키장 및 이용객 수 현황>

구분
스키장 수 (개)
스키장 이용객 수 (만 명)
실내 스키장 수 (개)
실내 스키장 이용객 수 (만 명)
실내 스키장 비중
실내 스키장 이용객 비중
출처: 2021 중국 스키산업백서

2021-2022
692
2,154
42
343
6.1%
15.9%

<젊은 세대 스키 인구의 평균 스키 횟수>

2020-2021
715
2,076
36
321
5.0%
15.5%

증가율 (YoY)
-3.2%
3.8%
16.7%
6.9%
20.5%
3.0%

<젊은 세대 스키 지출 항목>

(단위: %)

출처: 2022년 2월 소비자온라인연구조사 (iResarch 소비연구원, n=506)

(단위: %)

□ (캠핑) 최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캠핑 경험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캠핑 관련 용품 및 서비스 등의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음
• 젊은 세대 캠핑 인구 중 47.3%가 월 1~3회 캠핑을 즐기며, 최근
5년간 소비가 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57.5로 나타남
• 캠핑을 즐기는 젊은 세대는 매년 평균 4,820위안을 캠핑에
지출하며, 이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인 73.9%가 캠핑용품 구매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젊은 세대 캠핑 인구의 평균 캠핑 횟수>

<젊은 세대 캠핑 지출 항목>

(단위: %)

출처: 2022년 2월 소비자온라인연구조사 (iResarch 소비연구원, n=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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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3. 스포츠용품의 애국소비
□ 중국 젊은 세대들은 국산 스포츠 브랜드를 선호하는 궈차오(國潮)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젊은 세대의 73%가 중국 스포츠
브랜드를 더 선호했으며 외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는
27%에 불과
• 중국 젊은 세대들이 가장 자주 구매하는 궈차오 스포츠
브랜드로는 리닝(李寧), 안타(安踏), 홍싱얼커(鸿星尔克) 등이
있으며, 구매 비중은 각각 57.9%, 53.3%, 45.2%로 나타남
<젊은 세대 선호 스포츠 브랜드>

<젊은 세대 국산 스포츠 브랜드 구매 비중>

(단위: %)

(단위: %)

출처: 2022년 2월 소비자온라인연구조사 (iResarch 소비연구원, n=3,271)
□ 젊은 세대들은 일상화 및 캐주얼화 국산 브랜드 구매가 주류를
이루며, 국산 브랜드에 대해 우수한 품질, 독창적, 중국 문화적 특징
등의 인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
• 국산 스포츠 브랜드 구매에 있어 일상화 및 캐주얼화가 4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운동복 및 액세서리와
운동화가 각각 44.2%, 42.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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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의 국산 스포츠 브랜드 구매 구성>

출처: 2022년 2월 소비자온라인연구조사 (iResarch 소비연구원, n=3,271)

(단위: %)

Ⅴ. 요약 및 시사점
□ 중국의 스포츠 산업 규모, 1인당 스포츠 소비 지출, 스포츠활동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20
스포츠 산업 규모는 2조 7,372억 위안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며, 동기간 1인당 스포츠 소비는 2014년 대비
404위안 증가
• 중국 스포츠 활동 인구는 2015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 중이며,
2035년까지 전체 인구 대비 스포츠 인구가 45%를 넘을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소비의 중심인 젊은층(18~35세)의 스포츠 소비 트렌드를 보면,
소비가 고급화되고, 종목이 다양화되고, 용품의 국산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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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층의 소득 증가와 코로나 영향으로 요가, 스키, 캠핑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관련 용품 구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또한 중국 젊은 세대들은 중국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지닌 국산
스포츠 브랜드를 선호하는 궈차오 경향이 강함
• 젊은 세대의 73.0%가 중국 국산 스포츠 브랜드를 선호하고
대표적으로 리닝(李寧), 안타(安踏), 홍싱얼커(鸿星尔克)의 구매
비중은 각각 57.9%, 53.3%, 45.2%로 나타남
• 이들은 국산 브랜드 소비에 있어 일상화 및 캐주얼화를 가장
많이(45.1%) 소비하며, 이어서 운동복 및 액세서리와 운동화가
각각 44.2%, 42.8% 차지
□ 최근 젊은층의 스포츠 활동이 고급화 되고 다양화 되면서 젊은층의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젊은층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주변인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운동 관련 왕훙( 紅)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코로나 기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홈트레이닝 관련
유명 왕홍의 팔로워 수가 급증함

* 중국 상하이 왕홍 刘畊宏(유경굉, 배우/가수/크리에이터)는 올해 4~6월 상하이 봉쇄 기간
홈트레이닝 영상을 업로드함. 주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타바타(TABATA) 운동을
다루며, 봉쇄기간 팔로워 수가 크게 증가하며 현재 틱톡(TikTok) 팔로워수 7,201만명에 달함
□ 중국의 스포츠 용품 시장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중국 1선 도시의 경우 전세계 유명 브랜드 간의 경쟁이
치열하며, 최근 애국소비 트렌드로 진입이 쉽지 않아 보임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웃도어 및 캠핑
제품이 중국에서도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젊은
세대들을 공략하는만큼 수출 제품은 새로운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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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스포츠 브랜드) 궈차오 열풍으로 외국 아웃도어 브랜드의 중국
내 선호도는 하락하고 있으나, 일부 한국 브랜드의 경우 세련된
디자인 및 다양한 마케팅 방식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휠라) 2009년 중국 아웃도어 브랜드 안타그룹과‘풀 프로스펙트(Full Prospect)'라는
합작법인을 만들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안타그룹의 2022년 상반기 매출액은 약 134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그중 휠라가 약
108억 위안을 차지하여 매출 1위 기여 브랜드로 자리매김함
-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휠라는 중국 사업권을 얻게 되었고, 이에 중국 젊은 세대가
휠라를 자국 브랜드로 여기면서 궈차오 열풍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됨
• (코오롱인더스트리) 2006년 9월 중국 베이징에 첫 해외 매장을 개설하였고, 2017년
안타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 함
-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웃도어 시장을 발전시켰으며, 2016년 남성 아웃도어가 인기를 끌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50% 증가
- 2022년 9월 기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 내 153개의 점포를 보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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