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 경제동향 (10.19-10.23)
- '20. 10. 23. KOTRA 상하이무역관 -

10월 19일(월) 일일동향
ㅇ 1~3분기 도시 신규취업자 수 898만명(国家统计局)
- 1~3분기 도시 신규취업자는 898만 명으로 금년 목표의 99.8% 달성. 9월 도시 실업률은 5.4%로 8월 대비 0.2% 포인트
하락. 기업 취업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46.8시간임.
ㅇ 1~9월 非금용류 대외직접투자 5,515억 위안, 0.6% 감소(商务部)
- 1~9월중 非금용류 대외직접투자는 5,515.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 9월 실제 이용외자액은 총 990.3억 위안
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
ㅇ 창업 인큐베이터, 1만 3,206개에 달해(新华网)
- 2019년 말 기준 창업 인큐베이터는 13,206개이고 인큐베이터 중인 기업 및 창업단체 수는 449.9만 명, 총 1,418억 위
안의 투자자금 유치. 유효한 지적 재산권은 90.6만 건이며, 그중 발명특허는 16만 건에 달함.
ㅇ 화웨이(华为), 상반기 고급 스마트폰 시장 1위(IDC)
- 금년 상반기 고급 스마트폰 시장(600달러 이상)에서 회웨이(华为)가 44.1%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고수하였고, 그 뒤는
44%를 차지한 애플(APPLE)임. 중국 고급 스마트폰 시장은 화웨이와 애플이 전체 시장의 88.1%를 점유.
ㅇ 상하이공항, 9월 이착륙 비행기 총 33,824회, 20% 감소(上海国际机场)
- 9월 기준, 상하이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회수는 총 33,824회로 전년 대비 20.1% 감소. 이중 국내 비행기 이착륙 수는
26,440회로 전년 대비 18.8% 증가. 총 여객 물동량은 363만 명으로 41% 하락하였으나 중국내 여객 물동량은 351만
명으로 동기대비 13.5% 증가.

10월 20일(화) 일일동향
ㅇ 1~3분기 GDP 72조 위안, 0.7% 증가(国家统计局)
- 1~3분기 전체 GDP는 72조 2,78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0.7% 증가. 이는 1분기의 -6.8%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됨. 반
면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3,781 위안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
ㅇ 1~9월 고정자산투자 43조 6,530억 위안(国家统计局)
- 1~9월간 고정자산투자(농촌 제외)는 43조 6,53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0.8% 증가. 성장속도는 금년들어 처음으로 플러
스로 전환되었으나 민간 고정자산투자는 24조 3,998위안으로 동기대비 1.5% 감소.

ㅇ 1~3분기 부동산개발에 5.6% 증가한 1조 3,484억 투자(国家统计局)

- 1~9월 부동산개발투자는 1조 3,48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6% 늘어났으며 성장속도는 1~8월의 증가율 대비 1% 포인
트 증가. 그중 주택투자는 7조 6,562억 위안으로 6.1% 증가하고 증가율은 0.8% 포인트 상향.
ㅇ 영화관 관련 기업 1.8만 개, 광둥성 2,800개로 1위(企查查)
- 현재 영화관 관련 기업은 약 1.8만 개에 달하며, 광동성 소재 기업이 2,800여 개로 1위이며, 후난, 장쑤성이 2,3위 기
록. 1~3분기중 신규 증가한 기업은 1,200여 개며, 그중 3분기에 신설된 기업은 485개사임.
ㅇ 상하이 여행절기간(9.12~27) 거래액 320억 위안(新浪上海)
- 상하이 여행절(9.12~27일) 기간, 관광, 음식, 레저 관련 거래액은 319.27억 위안으로 8월대비 35% 증가. 음식,
레저오락 및 민박의 거래액은 각각 56.6%, 39.8%, 33.9% 성장. 관광지 입장권 판매액은 동기대비 90% 수준 회복.

10월 21일(수) 일일동향
ㅇ 3분기 중앙 국유기업 매출액 7.8조 위안(国资委)
- 3분기 중앙 국유기업의 매출액은 총 7.8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 1~3분기 누계 매출액은 21.1조 위안. 3
분기의 이윤액은 4,74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 1~3분기 이윤 총액은 누계 9,133.5억 위안.
ㅇ ‘20년 9월 기준, 자동차 보유량 2.75억 대(公安部交管局)
- 금년 9월 기준,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총 2.75억 대에 달함. 운전면허 소지자는 4.5억 명이며 그 중 4.1억 명은 자동
차 운전자. 1~3분기 동력 엔진차량의 신규 등록대수는 2,316만 대로 전년 대비 54.5만대 증가.
ㅇ 1~3분기 통신업 매출액 1조 228억 위안, 3.2% 증가(工信部)
- 1~3분기 전국 통신업 매출액은 1조 22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2% 증가. 증가속도는 상반기 대비 동일. 상반기 불변가
격으로 계산한 통신업의 매출총액은 1조 968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8.6% 증가.
ㅇ 의료기기 생산기업 26,456개사, 40% 증가(新华社)
- 2020년 8월 기준, 의료기기 생산기업은 총 26,456개로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특히, 의료용 방호복과 의료용 마스크
등록증은 코로나19전 대비 각각 1225%, 821%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됨.
ㅇ 1~8월 상하이 외자유치액 U$138억 달러, 5.9% 증가(上海统计)
- 1~8월 기준 상하이의 실제 도착 외국자본은 138.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9% 증가. 1~8월중 설립된 다국적기업 지
역본부는 34개, 연구개발센터는 12개이며, 총 누계로는 지역본부 754개, 연구개발센터 473개임.

10월 22일(목) 일일동향
ㅇ 1~3분기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상하이 1위(国家统计局)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금년 1~3분기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는 5만 4,126위안으로 1위를 차지했고,
베이징과 저장성이 각각 5만 1,772위안과 4만 121위안으로 2, 3위를 차지.
ㅇ 1~9월 일반 공공예산 수입 14조 위안, 6.4% 하락(财政部)

- 1-9월간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4조 1,00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4% 하락.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7조 5,185억 위안
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한 반면, 인지세는 2,592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30.3% 증가.
ㅇ 농촌노무자(농민공) 1.79억 명, 200만 명 증가(农业农村部)
- 3분기 기준, 농촌 노무자(농민공)는 1.79억 명에 달해 2분기 대비 200만 명 증가. 월평균 소득은 4,035위안으로 동기대
비 2.1% 증가. 1~3분기 규모이상 농산물 가공업의 매출액은 10조 위안을 초과할 전망.
ㅇ 체온계기업 1만 3,700여개사, 광둥성 3,700개로 1위(企查查)
- 1~3분기 신규 등록 체온계기업은 1,170개로 전년대비 88.4% 증가. 그중 3분기 설립기업은 181개사. 전국의 체온계 관
련 기업은 총 1.37만개에 달하며, 광둥성은 약 3,700개로 1위, 산둥성과 허베이성이 2, 3위 차지.
ㅇ 상하이 상반기 신산업 생산액 5,976억 위안, 5.5% 증가(上海市统计局)
- 상하이의 상반기 전략신산업 생산액은 5,97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5% 증가. 그중 전기자동차 생산액은 95.7%, 신에
너지 생산액은 22.8%, 차세대 정보기술 생산액은 10.5% 증가. 스마트폰, 노트북, 집적회로 생산량은 각각 32.7%,
29.5%, 20.2% 증가.

10월 23일(금) 일일동향
ㅇ 1~3분기 주민 1인당 소비지출 1만 5천 위안, 3.5% 하락(国家统计局)
- 1~3분기 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은 1만 4,923 위안으로 전년대비 6.6% 하락(가격요소 제외). 상하이가 30,695위안으로
1위에 올랐고, 베이징과 저장성이 각각 27,944위안과 22,962위안으로 2,3위 차지.
ㅇ 1~9월 은행 불량대출 1.73조 위안(银保监会)
- 1~3분기 은행은 1.73조 위안의 불량대출을 처치하고 신규대출 손실준비금은 1.54조 위안을 인출하여 전년대비 15% 증
가. 관리감독 강화로 9월말 기준 실운영 중인 P2P 및 인터넷 대출기관은 5,000개에서 6개에 불과.
ㅇ 1~3분기 IT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U$ 5.5억 달러(IDC)
- "2020년 상반기 중국 IT 안전소프트웨어 시장추적보고서"《2020年上半年中国IT安全软件市场跟踪报告》에 따르면 ’20년
상반기 중국 IT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5.5억 달러(38.7억 위안)로 전년대비 2.63% 증가.
ㅇ 공용자전거(共享单车) 1일평균 이용량 4,500만 회(交通部)
- 지난 22일 교통부 발표 통계에 따르면 공용자전거(共享单车)의 1일평균 이용량은 4,570만 회를 초과하였음. 현재 중국내
180여개 도시에서 20만 대 이상의 공용 자전거가 개통 및 운영 중임.
ㅇ 상하이 린강신구(临港新片区), AI기업 최고 5백만위안 포상(上海市政府)
- 상하이시의 최근 린강신구 AI(인공지능)발전 정책에 따르면 자본금 2천만 위안 이상의 AI기업은 실납부 자본금의 5%내에
서 최고 500만 위안을 포상금으로 지급. 포상금은 자본금 첫 도착 분부터 3년간 40%, 30%, 30% 비율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