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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여행(상해, 601888)
(중국 최대 면세사업 기업)
기업개요
중국국제여행사는 2009 년 10 월 상해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중국 국려그룹과 화교성
그룹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된 중국여행업계 1 위 여행사(시장 점유율 85%)이며 브랜드
가치 12 년 연속 1 위를 차지했다. 과거 여행사업과 면세사업 2 가지 다 영위하였지만
2019 년에 여행 사업부를 모회사 CTS 에 양도하면서 현재 100% 면세사업만 하고 있다.
동사는 전세계 1400 여개 여행사와 합작을 했고 전세계 300 여개 명품브랜드와 제휴를
맺었다. 중국과 해외에 200 여개 면세점도 운영하고 있다.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상해

산업 분류

여행서비스

시가총액(위안)

4034 억 위안

시가총액(원)
매출액(19 년)
Per

68 조 8079 억
479.66 억 위안
87.16

Share

19 억 5247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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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중국인들의 해외소비는 2019 년 기준으로 전 세계 35%인 5000 억 위안을 초과하였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 등 해외국가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해외소비에 따른 외화유출을 줄이고 내수시장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
최근 2 년 전부터 소비세 관세인하 실시(30%->15%), 2011 년부터 내국인들도 하이난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기 시작하였는데 2020 년 6 월 1 일부터 정부에서 하이난 면세정책
범위를 확대하였다. 하이난다오 섬 전체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여 구매한도가
5,000 위안에서 10 만 위안으로 상승하였고 7 월 1 일부터 면세한도와 제품 종류를
확대되어 코로나로 여행을 제한 받은 중국인들이 모여들었다. 회사는 또한 올해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 22 개 오픈할 계획 중에 있으며 세관 통관물품 단속을 강화 하고 있다.
7 월 15 일 자국 내 단체여행 관광을 재개한다고 발표하면서 7 월 하이난 면세
매출액은 22 억 위안(+234.2% YoY) 증가하였다. 2023 년 오픈 목표로 건설 중인
하이코우 종합 면세타운에 글로벌 Top 브랜드 Hermes, Chanel, Gucci 등이 입점을
확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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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년 분야별 매출액
구분

매출액

매출액비중
97.9%

면세품 판매

469.7 억

여행서비스

6.0 억

1.3%

기타

4.4 억

0.8%

중국면세점 80%, 하이난 5%, 기타 15%
전망
중국의 소득수준향상과 함께 해외여행자수는 연간 10%, 여행수입은 11%, 여행업 투자는 1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악화로
2020 년 매출액과 순이익은 감소할 전망이다. 코로나로 인한 사업악화로 인하여 영업정상화와 수익성의 본격회복은 2021 년쯤 가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면세점 독점 기업인 만큼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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