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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 분기 전국 신규 세금 면제 9,101 억 위안 감액
국가세무총국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3 분기 전국 신규 세금 면제액은 9,101 억 위안이며,
이중 면세금액은 7,889 억 위안, 신규 인하 금액은 1,212 억 위안임. (출처：国家税务总局)



올해 3 분기까지 중국 서비스
올해 3 분기까지 중국 서비스
3 조 7,834 억 3 천만위안으로
가, 수입은 2 조 13 억 4 천억
로 됨. (출처：商务部)

무역은 계속 빠른
무역은 계속 빠른
11.6% 증가했으며
위안으로 0.5%가

증가세 유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서비스 무역 수출입 총액은
이중 수출은 1 조 7,820 억 9 천만위안으로 27.3%
증가해 수입증가율이 코로나 후에 처음으로 플러스

소비 인사이트


2021 년 1~3 분기 국내 관광 총 인원수는 26 억 8 천 9 백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1% 증가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2021 년 1~3 분기 국내 관광 총 인원수는 26 억 8 천 9 백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1%
증가해 2019 년 동기의 58.5%를 회복했고, 국내 관광수입(관광 총소비)은 2 조 3 천 7 백억 위안으로 63.5%
증가해 2019 년 동기의 54.4%를 회복. (출처：文化和观光部)



10 월 승용차 시장 전체 판매량 감소, 반면 기존 합작 차종 판매량은 증가
승련회에 따르면 10 월 승용차 시장의 전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판매
량이 저조. 중국내 코로나가 빈번히 발생해서 10 월에는 소비교란에 영향을 주었지만 크지는 않음.
소비 정책을 전환하여 소비 원가를 낮추면 자동차 시장 회복에 유리함. 소비자들의 차량 수요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성능스마트차량보다는 저성능스마트차량, 특히 기존 합작 차종의 판매량이
더욱 늘어났음. (출처：乘联会)

중국경제정책


RCEP 는 2022 년 1 월 1 일부터 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보관기구인 아세안 사무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6 개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비 아세안 4 개 회원국이 아세안 사무총
장에게 협정에 관한 정식 승인서를 제출했다고 발표. 협정은 2022 년 1 월 1 일 비준을 마친 앞에 언급했던
10 개국부터 발효. (출처：商务部)



중앙은행 등《산업•금융 협력 강화와 공업 녹색발전에 관한 지도의견》발표
중앙은행 등 4 개 부문은 공동으로 《산업·금융 협력 강화와 공업 녹색발전 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 녹색화, 리모델링을 가속화하고, 전기에너지, 수소에너지 대체 화석연료, 충전
기, 환전소, 수소충전소 등의 인프라 운영을 가속화하며, 신에너지차, 태양광열제품, 녹색 전기전자제품,
녹색건자재 등의 소비를 확대하자고 제안하였음. (출처：央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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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중국 게임
생중계 시장
시장 규모:
코로나 19 로 인해 2020 년 홈코노미가 급성장하면
서 게임 생중계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아짐. 중국
게임 생중계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 2020 년까지
중국 게임 생중계 시장 규모는 300 억 3 천만 위안
으로 2019 년 대비 44.3% 증가해 앞으로도 계속 성
장이 기대됨. 게임 생중계 플랫폼은 콘텐츠와 수익
모델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

선두 기업 분석
게임 생중계 산업은 다양한 게임 생중계 플랫폼이 부상하고, 자
체적인 특색을 바탕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초기 단순 동
영상 생중계 서비스에서 이제는 성숙한 멤버십, 충전 모델 등
콘텐츠와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여 수용규모가 폭발적으로 성
장하고 있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후야 생방송’이나 ‘더
우위 생방송’같은 대표적인 두 기업을 나타났음. 두 기업의 기
본 정보는 다음 표와 같음.
기업

후야(虎牙）

더우위（斗鱼）

2017 년 3 월 30 일
광동성 광주시

2018 년 1 월 5 일
후베이성 우한시

2021 년 상반기

130 억 천만위안

88 억 5 백만 위안

2020 년

124 억 천만위안

89 억 8 백만 위안

NYSE
2018 년 5 월 11 일

NASDAQ
2019 년 7 월 17 일

기업 로고

설립
본사 위치
총
자
산

상장 위치
상장

중국 게임 생중계 시장은 유료 다샹(打赏)*, 광고,
게임 컨버전스 등을 통해 수익을 유지하면서 게임
개발사들과 소유권 구매부터 게임 홍보까지 쌍방향
으로 상호 윈-윈하고 있음. 2020 년 유료 다샹(打
赏) 수입은 중국 게임 생중계 시장 영업 수익의
90.5%를 차지하며 2019 년보다 0.8% 증가하여 중국
게임 생중계 업계 영업 수익의 주요 원천이 됨.

*온라인에서 새롭게 등장한 비강제성 지불 방식으로 온라인에
등록된 글, 사진, 영상 중 이용자가 만족을 느낀 창작
콘텐츠에 대해 원작자에게 일종의 장려금(팁)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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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을 보면 2020 년 후야 총자산은 늘어나는 반면 더우위
총자산은 하락했고 후야 총자산은 다우위보다 많음. 2021 년
상반기 후야 총자산은 이미 130 억 천만 위안을 달성한 반면
더우위는 88 억 5 백만 위안이었음. 총이익률을 보면 후야는
증가세를 나타나며 2021 년 상반기 총이익률이 19.67%이고
더우위는 12.62%임. 게임 생중계에 따른 매출은 두 기업이 모두
증가하였음. 시장점유율은 2020 년 후야와 더우위이 모두
하락했고, 후야는 더우위를 앞섰음.
그러므로 총자산, 총이익률, 시장규모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후야는 더우위보다 더 우세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