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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난징, 서비스업 회복 촉진을 위해 3억 소비쿠폰 발행
2020년 3월 14일, 중국 중앙방송에
따르면, 난징시(南京市) 정부는 특별
자금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3억 위안의
소비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
하였음
정부는 지역 내 상가와 함께 세일
행사, 추첨 등 다양한 수단으로 발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서비스업의
빠른 회복을 촉진하고자 함
소비쿠폰은 요식업, 체육, 도서,
농촌관광, 정보 소비 등 분야에서 발행
할 것이며, 또한, 빈곤 시민과 노조
조직원에게 특별 발행을 공동 진행할
것임

□ 자료:央视网(2020.03.14)
□ 推动疫情期间服务业复苏 南京将发放超三亿消费券

보건 전문가,
2中
"코로나19 올여름 끝날 가능성 거의 없어"

국가통계국, 1~2월
3中
중국 소비력 급감

2020년 3월 15일, 중국 환구망(环球网)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교(复旦大

2020년 3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

学) 보건 전문가 장원홍(张文宏)은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이 중국에 엄청난

国家统计局)은 2020년 1~2월 중국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고 말하였음

사회 소비현황을 발표하였음

장원홍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어두운 시간을 넘겼으며, 중국이 코로나 19 통제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잘하면 전 세계도 함께 나서 통제할 줄 알았다고 하면서 현재 중국은 해외 역유입의

영향으로 인해 1~2월 중국 사회소비력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급감하였음
또한, 현재 전 세계의 방제 상황을 보면

1~2월 중국 사회소비재 소비액은 약 5조

코로나19 올해 여름에 끝날 가능성은

2,13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20.5%

거의

없다고

하며,

특히

이탈리아와 이란을 중심 으로
확산이

지속되면

코로나19가

올해를 넘길 위험성이 커진다고 함
□ 자료:环球网,(2020.03.15)
□ 张文宏表示, 后续我国仍然面
临较大的输入性风险

감소하였음
이 중 요식업 소비액은 4,194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43.1%

감소

하였으며, 상품소비액은 4조 7,936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17.6% 감소하였음
한편, 식품, 음료 및 약품의 소비액은
동기 대비 9.7%, 3.1%, 0.2% 증가
하였음

□ 자료:中国新闻网,(2020.03.16)
□ 国家统计局：前两月消费同比下降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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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국,
4中
코로나19 타격으로 공업생산 13.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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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G 비중
5 중국
50%에 도달 전망

2020년 3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뉴스브리핑을
통해 올해 1~2월 중국 경제
성장 현황을 발표하였음

2020년 3월 17일, GSMA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는 <중국
모바일 경제 발전보고서2020(中国移
动经济发展报告2020), 이하 '보고'>
를 발표하였음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간 중국
공업생산은 코로나19 타격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

본 '보고'는 중국이 글로벌 5G 선두
국가로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였음

2020년 1~2월 중국 공업생산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3.5%
급감하였으며,
특히
외국기업과 민영기업은 각각
21.4%, 20.2%의 감소폭을 기록
하였음

중국 통신사의 5G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은 5G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므로 2025년까지 중국의 5G
사용자 비중은 약 5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자료:新浪财经,(2020.03.16) □ 统计局：1-2月份规模以上工业增加值同比下降13.5%

□ 자료:第一财经,(2020.03.18)
□ 中国将为5G应用领先者, 2025年5G渗透率将达50%

중국 역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공신부(工信部),
7
6中
자동차 기업의 조업 재개
촉진
2020년 3월 18일, 중국 공신부(工信
部)는 코로나19 타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기업의 조업 재개
촉진을 위해 4개 조치를 발표하였음
중국 공신부는 자동차 기업의 신제품
신고내용의 제3자 기관 평가를 대신
기업의 실험결과를 채용할 것이며, 기준
제품의 규격 변경신청에 대하여 우선
통과시키고 관련 서류의 추후 보완을
허가함
또한, 자동차 기업의 모든 행정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 개조 통지를
받은 기업은 개조기한이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허가됨
중국 공신부는 향후 자동차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 자료:听新闻,,(2020.03.18)
□ 工信部：推出四项便企举措 助力汽车企业复工复产

2020년 3월 18일, 베이징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3월 18일 0~12시 기간
베이징 역유입 코로나19 확진자는 11명이라고로 밝혔음
역유입 확진자 중 스페인 5명, 영국 4명, 브라질 1명, 룩셈부르크 1명으로 나타남
한편, 3월 18일까지 베이징 시 역유입 코로나19 확진자 누계 수는 약 54명, 이 중 5명은
완치되었음

2020년 3월 20일, 중국 차이신왕(财新网)에 따르면, 중국 코로나19의 신규 감염
증가세가 통제된 것으로 밝혔으며, 연일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후베이성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고 있음
중국 기타 30개 성(省)의 경우에는 내부 신규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해외 역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임
2020년 3월 19일까지 중국의 해외 역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97명에 달하였으며, 이
중 베이징(北京) 65명, 간쑤(甘肃) 42명, 광둥(广
东) 28명, 상하이 25명, 저장 16명, 마카오
특별행정구 7명으로 나타남
중국 정부는 해외 역유입 증가세가 중국
코로나19 방역 전쟁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며,
각 지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수준이 모두
강화하였음
□ 자료: 1. 中国新闻网,(2020.03.18) □ 北京新增11例境外输入确诊病例 累计境外输入54例
2. 财新网,(2020.03.20) □ 中国新冠肺炎境外输入已197例，他们都从哪儿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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