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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추석 연휴 3 일 국내관광객 누계 약 8,816 만 명
문화와 관광부에 따르면 중국 2021 년 추석연휴 3 일 동안 전국 누적 국내관광객은 8,815 만 9,300 명으
로 2019 년 추석연휴의 87.2%를 집계됨. 국내 관광수입 371 억 4,900 만 위안을 달성해 2019 년 추석 연
휴수준의 78.6%를 회복. (출처：文化和观光部)



로레일 중국은 한중일(韩中日) “뷰티황금삼각주”발전 방향을 발표
9 월 19 일에 로레일 중국과 중국국제무역촉진협회-사천성위원회 등이 함께“제 1 기 중국·유럽
+ 한·중·일 패션산업혁신 개발 정상회의”를 성도에서 개최함. 회의에서 로레일은 북아시아
시장의 발전방향을 발표: 중국은 북아시아 시장의 중점으로 둔 한중일“뷰티황금삼각주”를
활성화시켜 지역 협동발전을 추진. (출처：WWD)



2020 년 중국 R&D 투자액은 2 조 4,393.1 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0 년 중국 연구개발(R&D) 비용이 증가돼 투자 강도도 계속 높아짐.
2020 년 중국 R&D 경비 투입은 총 2 조 4,393 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하며 '13·5 계획'
이후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코로나 19 사태 등을 인해 증가 폭은 22.3%p 하락.
(출처：国家统计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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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 상용자동차 생산, 판매 모두 하락세
21 년 8 월의 상용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22.9 만대와 24.7 만대로 7 월대비 각각 27.5%와 20.9% 하
락. 하락폭은 7 월 대비 13%p 와 12.6%p 로 대폭 확대됨. (출처：万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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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소유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 > 발표
《지적 소유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은 2025 년까지 지적 소유권에 대한 보호가 엄격해지고
지적 소유권의 시장가치가 더 부각되며 브랜드 경쟁력이 향상되어 지적 소유권 사용료의 연간 수출입
총액이 3,500 억 위안에 달성. 요강은 집적회로 지도 설계 법규를 정비하고 지적 소유권관 관련된
부정경쟁 방지 등 분야의 입법을 보완하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유전자 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지적
소유권의 입법을 가속화하며, 손해배상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 (출처：中共中央和国务院)



교통운수부 <교통운수 분야 신규인프라 구축 행동방안 (2021-2025)>
교통운수부는 <교통운수 분야 신규 인프라 구축 행동방안(2021-2025)>을 발간하고, 향후 스마트도로,
스마트항로, 스마트항구, 스마트요충지 건설사업, 교통정보 인프라와 교통혁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점으로 전개할 계획. (출처：万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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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중국공유경제
산업분석연구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 보급과 페이 서비스
의 증가, 원가 절감으로 중국 공유경제는 단기간
에 급성장됨. 2018 년 이후 중국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경제부진, 인터넷 인구 배당금 감소 및
코로나 19 등 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2020
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3 조 3,800 억 위안
으로 2019 년 3 조 2,800 억 위안보다 2.96% 늘었
으며, 이중 분야별 시장규모는 공유생활서비스 1
조 6,175 억 위안, 공유생산능력 1 조 848 억 위
안, 공유지식 4,010 억 위안, 공유교통 2,276 억
위안, 공유오피스 168 억 위안, 공유숙박 158 억
위안, 공유의료 138 억 위안을 나타냈음. 공유경
제 시장 규모는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
공간이 여전히 거대해 5 년간 연평균 10% 이상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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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발전요인
1. 정의
공유경제란 인터넷 등 현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물품
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
념으로 하고, 대량 분산화된 자원을 통합해 다양한 수요
를 충족시키는 경제활동을 의미.

2. 공유경제 발전요인
공유경제모델은 2008 년 금융위기 때 이루어짐. 물품
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
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 최근에는 경기침체
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
돼 쓰이고 있음.

경제

정책

중국경제의 가속화 발전과
1 인당 처분가능소득의 증
가: 2020 년 중국 국민총생
산이 101.60 조위안을 달성
해 1 인당 처분가능소득이
32,189 위안으로 도달.

최근 중국 정부는 공유경제
의 발전 촉진을 위하여 일
련 정책을 출시해서 규범화
법제화된 감독 시스템을 구
축. 이런 정책을 통해 플랫
폼 기업들이 규범화 수준을
제고하였음.

기술

사회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가 소비자들에게 편
리함을 주고, 라이프스타일
의 혁신도 촉진하였으며,
소비자들이 제품의 요구수
준이 높아짐. 2020 년 중국
소마트폰 출고량이 2.96 억
대로 2019 년 동기대비
8.82%를 증가

알리페이, 위챗페이등 온라
인결제 방식의 대두는 공유
경제 플랫폼 상의 각종 앱
에 지불 편의를 제공하고,
온라인결제 사용자규모가
커져 2020 년 12 월까지 중
국 온라인결제 사용자들은
약 8.54 억명으로 전체 인터
넷 사용자의 86.4%를 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