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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월 중국 의류업종 생산량 20.29% 감소

3 中 상무부, 1~4월 방역
물자 수출량 급증

2020년 5월 9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간 중국 수출
액은 약 9조 70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4.9% 감소하였음
이 중 수출액은 약 4조 7,40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6.4%, 수입액은 4조 3,30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3.2% 감소하였음
동기간, 중국 마스크와 방호복 등 방역
물자의 수출이 급증하므로 방직물 관련
제품의 수출은 약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료:中国新闻网(2020.05.09)
□ 商务部：今年前4月口罩、防护服等防疫物资出口快速增长

2020년 5월 8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의류협회는 1~3월
업종 경영현황을 발표하였음
1~3월 기간, 중국 규모 이상(연 영업액 2,000만 위안 이상) 의류기업의 생산량은
약 46억 1,800만 벌로 동기 대비 20.29% 감소하였음
3월 감소폭은 1~2월 대비 약 16.3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 의류협회 관련 책임자는 1~3월 기간 코로나19로 생산량이 많이 감소
하였다고 함
□ 자료:中国新闻网(2020.05.08)
□ 前3月中国服装行业规模以上企业累计完成服装产量同比下降20.29%

2 해외 코로나19 증가세로 인해 중국 대외무역기업
주문량 급감

4 후베이성 정부, 중소기업
경영난 지원수준 강화

2020년 5월 10일, 중국 후베이일보(
湖北日报)에

따르면,

5월

9일에

후베이성장 왕샤오둥(王晓东)은 지역
내 중소기업 경영난 극복과 지원정책
실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
를 진행하고 좌담회를 주재하였음
왕샤오둥 성장은 좌담회에서 중소기업
의 경영에 융자 편리화, 대출 신청 절차
간소화, 은행심사 효율화를 강화하여

2020년 5월 9일, 중국신문주간(中国新闻周刊)에 따르면, 3월 중국 코로나19
진정세에 돌입 이후 기업 생산이 촉진되었지만, 해외 감염 증가세로 인해 중국
대외무역기업의 주문량은 급감하고 있음

기업의 실질 곤란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라고 강조하였음
또한, 후베이 지역 내 금융기관들은

상업 매체 <초점세계(焦点世界)>가 중국 203개 대외무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금융상품 혁신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약 45.6%의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고

공급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민생경제

하였음

안정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정부는

특히, 광둥성 둥관시(广东省东莞市)는 코로나19 타격으로 1분기 대외무역총액이
2,502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자료:中国新闻周刊(2020.05.09)
□ 消失的外贸订单：东莞等城市受重创 事关2亿人就业

은행과 기업 간 협력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밝혔음
□ 자료:湖北日报(2020.05.10)
□ 湖北：政策再给力帮扶再加力 为企业复工复产输血供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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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헤이룽장성, SNS 온라인 생방송으로 농산물 판매 촉진 7 4월 중국 M2 증가율
2020년 5월 11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며, 헤이룽장성 농산물 판매는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음

11% 돌파

2020년 5월 11일, 중국인민은행(中
国人民银行)은 올해 4월 중국 화폐
공급현황을 발표하였음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2020년 4월
중국 광의적화폐(M2) 공급량은 약 209
조 3,50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11.1%
증가하였음
4월 M2 증가속도는 동기 대비 1%p,
전월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동기간, 중국 협의적 화폐공급량은 약
57조 20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증가속도는 동기 대비
0.5%p, 전월 대비 2.6%p 상승하였음
또한, 4월 말 중국 사회융자총액은 약

헤이룽장성 농업농촌청(农业农村厅)은 각 지방정부 간부와 함께 농민의 SNS 온라인
생방송에 참여해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였음

265조 2,20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2018년 6월 이후

4월 이래 헤이룽장성 온라인 농산물 판매 생방송의 시청회수는 약 800만 회, 누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판매량은 약 2만 6,000건, 총 판매액은 약 200만 위안으로 나타남

□ 자료:工人日报(2020.05.12)
□ 4月份M2增速突破11%

□ 자료:中国新闻网(2020.05.11)
□ 黑龙江农产品实现网络“直播带货” 月余销售额超200万元

6 4월, 중국 외국자본 실질 이용액 11.8% 증가

8 中 1~4월 자동차

생산과 판매 33.4%,
31.1% 감소

2020년 5월 14일, 중국 상무부(商务部)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외국자본
실질 이용액은 약 703억 6,0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11.8% 증가하였음
한편, 1~4월 기간, 중국 외국자본 실질 이용액은 코로나19 타격으로 2,865억 5,000
만 위안에 집계로 동기 대비 약 6.01% 감소하였음
동기간,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외국자본 실질 이용액은 동기 대비 2.7% 증가
하였으며, 이 중 정보, 전자상거래, 전문기술 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각각 46.9%,
73.8%, 99.6% 증가하였음

2020년 5월 11일, 중국 자동차공업
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에 따르면,
1~4월 중국 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은
각각 559만 6,000대, 576만 1,000
대로 동기 대비 33.4%, 31.1% 감소
하였음
4월 말 하락폭은 1~3월 대비 약 각각

또한, 일대일로 국가로부터 유입된 외국자본 실질 이용액은 동기 대비 7.9%,
아세안은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EU지역은 동기 대비 29.1% 감소하였음
□ 자료:中国新闻网(2020.05.11)
□ 前4月中国汽车产销同比下降33.4%和31.1% 4月呈小幅增长

11.8%p, 11.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4월 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은
210만 2,000대, 207만 대로 동기 대비
각각 2.3%, 4.4% 증가하였음
□ 자료:中国新闻网(2020.05.11)
□ 前4月中国汽车产销同比下降33.4%和31.1% 4月呈小幅增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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