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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중국사무소

중국 주간 뉴스
(2021.02.08.)
□ 콰이서우커지(快手科技) 홍콩증시 상장, 시가총액 1.2조 홍콩달러
지난 5일, 동영상 공유앱 콰이서우커지(快手科技)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됨. 상장당일의 최
종시세는 160% 상승한 주당 HK$300로 시가총액은 HK$ 1조 2천억를 초과. 숏클립 분야는 발
전 가능성이 막대하여 이번 콰이서우 상장은 향후 산업전반의 생태계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资料源:经济参考网)
□ ‘20년 보험사 이윤총액 3,432억 위안, 9.5% 증가
2020년 보험사의 이윤총액은 3,43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5%(298.5억 위안) 증가, 이중 손
해보험사의 이윤은 70억 위안으로 89%(564.6억 위안) 감소한 반면 생명보험사는 15.7%
(375.8억 위안) 늘어난 2,772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资料源:证券日报)
□ 신설 의료미용(医美) 기관 5,150개, 시장규모 1,975억 위안
지난해 신설된 의료미용 医美) 기관은 총 5,150개이며, 시장규모는 1,975억 위안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17%지만 조만간 세계 1위로 부상할 전망임. 의료미용업은 부동산, 자동차, 관
광업에 이어 제 4대 서비스업으로 자리잡음.
(资料源:光明日报)
□ 2021년 OLED 액정 전체 스마트폰의 40% 차지
지난해 AMOLED 액정출하량은 전체 스마트폰 액정 출하량의 29%를 차지하였고, 금년의 경우
OLED 액정이 전체 스마트폰 액정의 40%를 점유할 전망임.
(资料源:Omdia)
□ 상하이시, 금년 166개 주요 프로젝트 발표
상하이시는 금년도 과학기술산업, 사회민생, 생태문명, 도시 인프라, 도시와 농촌 융합 및 농
촌 진흥 등 총 166개 프로젝트를 발표. 이중 과학기술 프로젝트로는 집적회로산업 연구개발
및 전환기능형 플랫폼, 테슬라 슈퍼공장(1기), 상해교통대학 張江과학원, 上汽大衆 MEB 공장
건설 등이 포함됨.
(资料源:上海市发改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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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 제정
지난 7일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플랫폼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을 제정. “반독점법
및 관련법규 규정”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고 각 시장 주체를 동일시하고 공평.공정하게 대우하
며, 독점 행위를 억제하여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资料源: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 2020년 화웨이 총매출액 US$1,367억 달러
지난해 화웨이의 총매출액은 US$1,367억 달러로 11.2% 증가하였고, 이윤은 US$99억 달러로
10.4% 늘어남. 또한 주식 배당을 확정해 주당 1.86위안으로 총 배당액은 100억 위안에 달함.
(资料源:第一财经)
□ 1월 중소기업발전지수(SMEDI) 소폭 하락
지난 1월의 중소기업발전지수(SMEDI)는 87.0으로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 이는 6개월 연속
상승 후 보인 첫번째 하락세지만 코로나19 발생이후 3번째로 높은 수준임.
(资料源:中国政府网)
□ 中, 세계 최대 5G 네트워크 구축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5G 네트워크를 구축(80만 개에 달하는 5G 기지국, 2억명에 달
하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은 5천개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됨. 5G 이전의 가속화로 사용자는
금년내 5억명을 넘어설 전망임.
(资料源:工信部)
□ 600만 위안 이상 자산인“부유가족” 500만 가구 돌파
지난해 중국의 “富裕가정H자산 600만 위안 이상)”은 처음으로 500만 가구를 돌파했고, “고
(高)순자산가구¿자산 1천만 위안 이상)”는 202만 가구, “초고(超高)순자산가구¿자산 1억 위안
이상)”는 13만 가구에 달함.
(资料源:胡润百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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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상무부, 자동차 소비촉진 및 일부 지방 경험방법에 관한 통지
상무부는 “자동차 소비촉진 및 일부 지방 경험방법에 관한 통지”를 발표. 주 내용은 자동차
구매제한 정책의 최적화로 신차 소비촉진, 중고차 이전정책의 전면 철폐를 통한 중고차 소비
발전 및 자동차 교체소비 촉진, 자동차 AS 시장 육성, 자동차 사용 조건 개선 등임.
(资料源:商务部)
□ 中-중동부유럽국가 정상회의 개최, 153개 협력프로젝트 체결
지난 9일 중국-中東部유럽국가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인프라, 에너지, 금융분야의 130억 달러
에 달하는 53개의 협력프로젝트가 체결됨. 향후 5년간 중동부유럽에서 US$1,700억 달러 이상
을 수입할 예정임.
(资料源:中国商务新闻网)
□ 1월 광의통화(M2) 잔액 221조 3천억, 9.4% 증가
지난 1월말 광의통화(M2) 잔액이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한 221조 3천억위안 기록. 반면 사
회융자규모 증가량은 5조 1,700억 위안이며 이 중 실물경제에 대한 위안화 대출은 3조 8,200
억 위안으로 최고치 기록.
(资料源:人民銀行)
□ 설(春節)기간 영화표 예매액 6억 위안 돌파
지난 9일 기준, 금년 설(春節)기간 영화표 예매액이 6억 위안을 넘어선 가운데 당인가 탐정사
건3 (唐人街探案 3), 안녕 ! 이환영(你好，李焕英), 척살소설가(刺杀小说家)” 등 3편이 선두권
을 형성하고 있음.
(资料源:北京日报)
□ 상하이 시장감독관리국, 4개 항목 지방표준 발표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 4개에 달하는 지방표준을 공고하고 5월 1일부 시행 발표. 4
개 항목은 ⓵ 폭발성가스 환경저장 지능화시스템 안전기술규범 ⓶ 자동차용 공기탱크 수소충
전 안전기술 조건 ⓷ 기술이전, 경쟁정보 분석 서비스 규범 ⓸ 기술이전, 기술 평가 규범임
(资料源:上海市场监督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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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 춘절기간 소매 및 식품기업 매출 8,210억 위안, 28.7% 증가
춘절 기간(2월 11일 17일) 전국 중점 소매 및 식품 기업의 매출액은 약 8,210억 위안으
로 전년 동기대비 28.7% 증가. 그중 온라인 음식 매출액은 135%나 증가하였고 녠예
판年夜饭, 설 전날의 가족 만찬)관련 식품의 매출액은 54.9% 성장.
(资料源:商务部)
□ 춘절기간 항공 여객수송량 357만 명, 45% 감소
춘절 연휴기간(2월 11일 17일) 항공 여객 수송량은 357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5% 감소. 2
월 17일(수)의 항공기 여객수송량은 104만 명, 비행 편수 11,411 편으로 연휴기간중 최고치를
기록.
(资料源:央视新闻)
□ 2020년 中-EU 무역액 5,860억 유로, 미국 추월
EU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EU간 무역액은 5,860억 유로로 미국(5,550억 유로)을 앞질러
중국이 EU의 제1대 무역파트너로 부상. 2020년 기준, EU의 對중국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2.52%, 5.6% 늘어난 반면, 對미국 수출입 교역액은 각각 13.2%, 8.2% 감소.
(资料源:欧盟统计局)
□ 장쑤성 태양광 기업 5만 개, 광전지 생산량 48.3GW
‘20년말 기준, 장쑤성내 태양광 관련기업은 5만개를 상회하고, 광전지 생산량은 48.3GW로 전
국 생산량의 44%, 세계 생산량의 34.5%를 차지함. 한편 태양광 광전지 세트 생산량은
46.9GW로 전국 생산량의 48%, 세계의 34%를 점유.
(资料源:中江网)
□ 상하이, 음력설 연휴 관광객 492만명
상하이의 음력설 연휴 관광객은 총 492만 명으로 ‘19년 동기대비 96%를 회복. 그중 상하이
현지 관광객 비율은 81.5%에 달하며, 관광 매출액은 56.6억 위안 달성. 연휴기간중 상해시 소
비액은 82.2% 증가한 204.2억 위안 기록.
(资料源:上海旅游大数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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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 춘절 연휴, 영화 박스오피스 78억 위안, 32% 증가
지난 춘절 연휴 영화 박스오피스는 78억 2,200만 위안으로 ‘19년 대비 32.5% 증가. 관객수는
1억 6천만 명으로 19년(1.32억 명)대비 21% 증가. 이 수치는 역대 춘절 기간 중국 영화 박스
오피스 최고 기록임.
(资料源:新华社)
□ 2020년 관광객 수 총 28.7억 명, 52.1% 감소
지난해 전국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8억 7,900만 명으로 전년대비 52.1% 감소. 그
중 도시 주민은 20억 6,500만 명으로 53.8% 감소, 농촌 주민은 8억 1,400만 명으로 47% 줄
었음. 관광수입은 61.1% 감소한 2조 2,300억 위안.
(资料源:文旅部)
□ 1월 77개 도시의 중고주택 평균단가 1만 위안/㎡ 초과
지난 1월 기준, 전국 77개 도시의 중고주택 평균단가가 1만 위안/㎡을 초과했고, 반수 이상의
도시가 ‘20년 12월 대비 상승세를 보였음. 선전시가 90,049위안으로 1위, 베이징과 상하이는
각각 66,493위안과 61,923위안으로 2~3위 차지.
(资料源:中房网)
□ 2월 상순 강재(鋼材) 사회재고 1,134만 톤, 16.5% 증가
중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금년 2월 상순, 주요 20개 도시의 5대품종 강재(鋼材)의 사회재고는
1,134만 톤으로 1월 대비 161만 톤(16.5%)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동기대비 337만 톤 감소한
수치임.
(资料源:中钢协)
□ 상하이, 춘절기간 소비액 204억 위안, 82% 증가
상하이의 음력설 연휴기간 중 소비액은 총 204.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2.2% 증가, 소비자는
총 1,671만 명으로 전년대비 63.9% 상승. 그중 외지인은 536만 4천명, 소비액은 76억 6천만
위안으로 각각 95.4% 1.2배 증가.
(资料源:上海旅游大数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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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스타벅스 대항마’루이싱 커피, 미국서 파산보호
2021-02-06 상하이방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며 급부상했던 루이싱 커피(瑞幸咖啡, luckin coffee)가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5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루이싱 커피는 5일 공고를 통해 미국 내 소송을 일시 중단시키
고 채무 재조정 방안을 재조정하기 위해 뉴욕 남구 파산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루이싱 커피는 미국 파산법원에 케이맨 제도에 있는 루이싱 커피의 임시 청산 절
차를 승인해주기를 요청했다. 다국적 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해 채무자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미국 법전 제11편 파산법 15장을 근거로 한 요청이다.

탄원서가 제출된 이후 법원에 판결을 내리는 기간 동안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 집행을 중단해
일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

루이싱 관계자는 “미국과 케이맨 제도의 기업 파산 재편 법률은 다르다”며 “이번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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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국 주주들의 집단 소송을 중단하고 케이맨 법률 틀 안에서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
적”이라고 설명했다.

루이싱 커피는 미국의 상장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케이맨 제도에 등록되어 있다. 때문에 두
지역의 법적 감독을 받고 있다.

루이싱 커피는 이에 대해 “루이싱 커피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
했다. 그러면서 “파산 신청은 현재 루이싱 커피 매장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라며 “모든 매장은 정상 영업되며 공급상, 직원들에게도 계속 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강조
했다.

한편, 현재 루이싱 커피는 채권자 소송, 미국 및 캐나다 투자자의 집단 소송, 미국 사법부, 중
국 재정부의 처벌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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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녠예판’은 배달로…온라인 배달업체
260%‘쑥’
2021-02-06 상하이방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섣달 그믐날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는 중국 ‘녠예판(年夜饭)’ 풍
경이 올해는 오프라인 식당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는 모양새다.
4일 환구망(环球网)에 따르면, 매년 춘절 각지 대형 식당에서 볼 수 있었던 ‘예약 전쟁’은 올
해 온라인 배달 플랫폼에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음식배달 플랫폼 어러머(饿了么) 데이터에 따르면, 올 해 온라인으로 녠예판 패키지를 제
공하는 외식 브랜드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64% 급증했다. 녠예판 배달에 참여하는 매장 수
는 무려 260%나 늘었다. 온라인으로 배달이 되는 녠예판 패키지 수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3
배까지 불었다.
지난 2일까지 200여 개의 외식 브랜드가 1만 여 종류가 넘는 녠예판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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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사실상 오프라인 매장 5000곳 이상이 녠예판 판매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2월 들어 어러머에서 ‘녠예판’과 관련된 검색어는 전주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춘절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현 지역을 명절을 쇠라는 정부의 권고가 반영된 결과다.
춘절 대이동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부 식당보다는 안전한 집 안 식사가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
춘절 연휴 고향이 돌아가지 않은 이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하는 사례도 포
착된다. 어러머 데이터에 따르면, 플랫폼 내 매장 절반 이상이 춘절 연휴 쉬는 날 없이 정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휴 기간 어러머 플랫폼의 체인 슈퍼마켓, 꽃 상가의 정상 영업률은 각각 80%, 70%을
웃돌았다. 이 밖에 주류, 간식, 과일 등 상가의 정상 영업률은 50% 이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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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제치고 2년 연속‘최대교역 상대국’유지
2021-02-16 상하이방

15일 유럽연합(EU)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EU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됐
다. 지난해 중국과 EU의 상품 교역액은 약 5860억 유로로 집계됐다.
EU의 대(對)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중국 수입은 5.6% 늘어난 3835억유로였다.
같은 기간 미국과 EU의 상품 교역액은 약 5550억 유로로 EU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코로나19,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EU의 대(對)영국 수
출화물이 13.2%, 영국으로부터의 수입화물이 13.9% 감소하는 등 영국은 현재 EU 3위 교역
상대국이다.
중국은 2020년 1분기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소비량이 강하게 반등해 지난해 말 전년
동기보다 더 많은 실적을 냈다. 특히 자동차와 사치품 등 유럽산 제품의 판매 촉진에는 중국
의 강력한 소비력이 도움이 되고, 중국의 수출은 의료장비와 전자제품에 대한 유럽의 강한 수
요에 힘입은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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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EU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며 "양국 경제는 상
호 보완적이고 협력 분야는 넓고 잠재력은 크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수년 동안 중국의 제1위 무역 상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서 올해 1~3분기 처음으로 EU 1위 교역 파트너로 올라선 중국은 중·EU 경제무역관계의 근성
과 잠재력을 잘 보여줬다.
중국과 유럽 무역의 빠른 발전은 쌍방의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민중의 복지를 제고시켰
다.

12

틱톡, 미국 사업 매각 대신 IPO?
2021-02-18 상하이방

미국 트럼프 정부 당시 주요 제재 대상이었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모기업 바이
트 댄스가 미국에서 상장을 준비 한다는 소식이다.
17일 Techweb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트 댄스가 현재 틱톡의 뉴욕 증시 상장을 준비 중
이라고 전했다. 현재 아직 시작 단계 논의만 진행 중이지만 바이트댄스의 투자자들은 이에 대
해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정작 바이트 댄스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내 놓고 더 이상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은 피했다.
사실 지난 해 바이트댄스는 산하 사업부 중 주요 사업만 홍콩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는 뉴스
가 나온바 있다. 주요 사업은 틱톡, 진르터우타오(今日头条), 시과영상(西瓜视频) 등이었다. 바
이트 댄스의 주력 사업만 상장할 경우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로 평가 받을 것이라는 분석 때
문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바이트 댄스는 침묵으로 일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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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상장은 바이트댄스가 미국 오라클과 진행하려던 틱톡 지분 매각 협상이 중단된 가
운데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 당시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제재로 인해 바이트 댄스가 틱톡의
지분 80%, 나머지는 오라클과 월마트가 20%를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매각하려 했으나 바이
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면 재 검토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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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갑부 궈메이 회장 출소… 궈메이 주가 급등
2021-02-18 상하이방

과거 중국 최고 부호 자리를 거머쥐었던 궈메이(国美) 창시자 황광위(黄光裕, 52세) 회장이 16
일 정식 석방됐다. 이날 궈메이 주가는 34% 급등했다.
17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16일 황광위 회장의 가석방 만기 소식이 전해지자 궈메이유통
(00493.HK) 주가는 전일 대비 34% 급등한 2.25홍콩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15
년 5월 이후 최고가다.
같은 날 궈메이 계열사인 라진왕위(拉近网娱, 08172.HK)도 덩달아 58% 급등했다. 다만 하루
지난 17일 궈메이유통, 라진왕위는 각각 14%, 13% 하락했다.
황광위 회장은 궈메이전기의 전 이사회 의장으로 과거 중국 본토에서 최고 부호 자리에 오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불법 경영, 이면 거래, 뇌물 수수 등의 죄로 징역 14년을 선고
받고 10년을 복역하다 지난해 6월 24일 가석방됐다.
그는 농촌 빈곤층 출신으로 중국에서는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꼽힌다. 17세에 형제들과 함께
100평방미터의 ‘궈메이’ 매장을 개업한 뒤 10여년 만에 전국구 체인점으로 성장시킨 신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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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2004년 6월, 궈메이전기를 홍콩 자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륙시킨 뒤
중국 최고 부호로 일약 부상했다.
이어 2006년 용러전기(永乐电器), 다중전기(大中电器) 등 가전 유통 업계를 인수하고 궈메이는
가전 유통 업계의 ‘왕’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황광위 회장은 2008년 이면 거래 혐의로 베이징
시 공안국의 감시를 받은 뒤 2009년 체포, 2010년 최종 징역 14년형을 선고 받았다.
황광위 회장이 감옥에 간 뒤 궈메이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리막
길을 걸었다. 지난 2019년 궈메이의 영업 수익은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원가 상승으로
2011년 당시 18억 위안의 흑자를 본 반면 2019년에는 29억 7000만 위안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적은 더욱 참담했다. 지난해 상반기 궈메이의 영업 이익은 190억 7500만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44.44% 감소했다. 궈메이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기록한 누
적 적자만 79억 2700만 위안(1조 36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 가전 유통상가 시장 점유율을 보면, 징동(京东)이 28.9%로 선두를 달렸고
쑤닝이거우(苏宁易购), 톈마오(天猫)가 각각 21.8%, 14.2%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궈메
이의 시장 점유율은 5.4%에 그쳤다.
황광위 회장의 복귀를 앞두고 궈메이는 지난해 4, 5월 징동, 핀둬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
다. 지난해 9월에는 전 바이두(百度) 수석 부사장 샹하이롱(向海龙)을 궈메이 총괄 부사장 겸
온라인 회사 CEO로 임명하기도 했다.
징동, 핀둬둬의 지원에 황광위 회장의 본격 복귀까지 더해져 가전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단, 중국 양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궈메이가
쑤닝을 따라잡을 수 있을 지는 의문스럽다는 게 업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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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절기간 中 영화관 ‘인산인해’…박스오피스
1조원 돌파
2021-02-18 상하이방

올해 춘절 고향에 가지 못하고 타지에서 명절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서 일까? 춘절 연휴 기간
내내 영화관이 북적였다. 18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2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춘절
영화관 박스 오피스는 8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기록을 현저히 뛰어넘는 수
준이었고 단일 시장 박스오피스, 단일 시장 주말 박스 오피스 등의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음력 정월 초하루였던 2월 12일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3400만 여 명이 영화관으로 몰렸
다. 이 날 하루 박스오피스는 17억 위안을 돌파하며 중국 영화 역사상 하루 동원 인원 최고를
기록했다.
2021년이 시작되면서 중국 영화시장의 회복은 이미 어느정도 예견된 사실이었다. 1월 1일에만
전국 박스 오피스가 12억 9900만 위안으로 2018년에 달성한 12억 7100만 위안의 기록을 갈
아치웠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뒤 또 다시 기록을 경신하면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집콕하면
서 억눌려 있던 중국인들의 ‘영화 사랑’이 폭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영화 수준
이 한 단계 높아진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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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춘절 영화관은 ‘코미디’ 장르 인기가 높았다. 코미디 영화 중 ‘탕런제 탐정사건3(唐人街探
案3)’, ‘안녕, 리환잉(你好，李焕英)’이 1,2위를 다퉜다. 2월 18일 0시 기준 ‘탕런제’ 박스 오피
스는 36억 위안을 돌파했다. 상영 첫날에만 10억 4000만 위안을 기록해 중국 영화 역사상 첫
상영일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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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의 경우 올해 춘절 영화계의 ‘다크호스’로 등급했다. 18일 0시 기준 박스 오피스 28억
위안을 달성했다. 특히 이 영화는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홍보가 되어 관객들의 평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춘절은 전국 36개 대도시에서 명절을 보내는 ‘타지인’들이 유독 많은 한 해 였다.
해당 인원수가 지난해보다 4800여 만 명 늘었다. 반대로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영화관 객석수의 75%만 티켓을 판매했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하는 현상이 빈번히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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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춘절 소비 140조원, 코로나도 막지 못한 씀씀이
2021-02-19 상하이방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춘절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중국 전역의 소매 및 요식
업 소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국CCTV, 인민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춘절 연휴기간 중국의 주요 소매업체와 요식업체
의 매출은 8210억 위안(140조 8,015억 원)을 기록했다.
온오프라인 모두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춘절을 맞아 선물세트, 가전제품, 헬스기구 등 제품
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보석 장신구, 의류신발, 화장품 등의 매출은 100% 넘게 껑충 뛰었
으며 생화, 화분, 금 장신구 등의 판매량도 대폭 증가했다.
중국황금 베이징지점 관계자는 "인구 유동량이 지난해보다 2배는 증가한 것 같다"면서 "특히
소띠해 관련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올해 춘절 소비는 또 양에서 질적인 성장을 보여주었다. 주민들의 소비품목은 과거에 비해 더
욱 다양해졌다. 춘절기간 자동차 관련 제품, 고급 일용품, 동물관련 제품 등의 매출이 배로 증
가했고 가전제품, 디지털제품, 통신기자재, 휴대폰, 컴퓨터 등의 수리 및 신규 구입 오더량도
30%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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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비뿐만 아니라 서비스 소비도 크게 늘었다. 춘절기간 서비스 관련 소비가 폭발적인 성
장세를 나타내며 요식업, 문화오락, 호텔 등 업종이 빠른 회복을 보였다. 100만여 업체들이 춘
절기간에도 외식 배달을 지속하면서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35%나 증
가했다. 녠예판( 年夜饭,섣달 그믐날 저녁 온 식구가 모여서 함께 먹는 음식) 관련 상품의 매
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9% 증가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역 간 이동자제 권고가 내려지면서 춘절기간 각 지방마다 '주거지 내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기도 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호텔에서 춘절 연휴를 보내거나 친인척

이 함께 민박집을 찾아 춘절 연휴를 보내는 등 새로운 풍속이 나타났다. 또 주거지역에 남아
춘절연휴를 보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영화관, 클라우드 경기, 클라우드 여행, 클라우드 꽃시
장 등 온라인 문화활동들도 급증, 주민들의 연휴생활을 풍부하게 했다.
한편, 2월 11일~16일 인렌(银联)의 온라인 거래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늘어난
1조 1800억위안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특히 설명절 소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업종의 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일용품, 대형 가전제품 소비에서는 상하이와 저장성이
앞섰고 호텔숙박업 소비에서는 시장(西藏), 칭하이, 신장 등 지역이 앞자리를 차지했으며 요식
업 소비에서는 저장성, 헤이롱장성, 칭하이성 등 지역이 지난해 동기대비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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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新에너지차 정책혜택 2년 연장
2021-02-19 상하이방

상하이정부가 신 에너지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용해오던 정책혜택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신 에너지차의 구매를 격려하기 위해 상하이번호판(전기차 전용) 무료 발급, 보조금 혜택을 주
던 정책이 지난해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하이 정부는 해당 정책의 유효기간을 2개
월 연장시키고 후속 정책 논의를 해왔다. 그러다 이달 10일 정부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정책(上
海市鼓励购买和使用新能源汽车实施办法)을 오는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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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밝혔다.
신에너지차 정책에 따르면 구매자 한명 당 신 에너지차량 번호판 1개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상하이 신 에너지자동차 번호판이 있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더 이상 신
청할 수 없다. 즉 신청자격여건을 갖춘 개인 또는 회사의 신에너지 자동차 번호판 쿼터는 1개
이다.
또 충전기 설치는 전기차에는 필수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에는 필수
조건으로 반드시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充电式混动车)를 구매할 경우
에는 반드시 충전기를 설치해야만 자동차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정책
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23년 1월1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상하이가 더 이상 무
료 번호판(전기차 전용)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즉 상하이 전기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싶고, 순수 전기차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에
더 끌린다면 2022년 이전에 자동차 구매 및 번호판 부착을 해야 차질이 없게 된다는 뜻이다.
한편, 상하이에서 신 에너지차의 자동차번호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여건을 갖추어
야 한다.
내국인의 경우 상하이 거주증 포인트(积分)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자동차 구매시점으로부
터 과거 6개월 동안 상하이에서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기록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기록이 있어
야 한다. 또는 상하이 거주증 소지자로, 과거 24개월동안 상하이에서 사회보험금을 납부했거나
12개월동안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신에너지차 번호판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유효 여권 및 자동차 구매시점으로부터 과거 6개월동안 상하이에서 사회보험
금을 납부한 기록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신 에너지차 구입 및 번호판 신청이 가능
하다.
이뿐 아니다. 상하이에서 신에너지차 번호판을 신청하려면 신용상태가 깨끗해야 한다. 세금 체
납,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록, 음주운전 기록, 재산분쟁 등 민사사건 관련, 불법 고객운송 기록
등이 있을 경우 신청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신 에너지차 구입 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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