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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1분기 중국 택배 업계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
최근 국가 우체국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우체국 경제 운행 상황에 따르면 1분기 택배 업무량과 업무 수입은
각각 242억 3천만 건, 2천392억 8천만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10.5%, 6.9% 증가. 1분기 택배 평균 단
가는 건당 9.9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3.2% 하락. 소비자 택배 서비스 만족도는 80점으로 전년도 동기 대
비 1.2점 높아짐. (출 처 ： 中 新 网 )
◈ 반려동물학교 · 반려동물보험... '타(它） 경제' 시장 규제 필요
반려동물 경제를 '타(它）경제'라고도 부름. 반려동물의 '의식주'를 둘러싼 반려동물 소비가 점점 많아지면서
반려물 정신 차원과 관련된 소비도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일련의 '의인화' 서비스도 파생하여 시장 규제
필요. 최근 보화영도(普华永道)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중국 반려동물 업계의 시장 규모는 이미
3,488억 위안에 달했고 성장률은 17%에 달함. 2021년까지 중국 도시의 개와 고양이 수는 1억 마리를 넘음.
(출 처 ： 中 新 网 )
◈ 가상 아이돌 각 브랜드 모델 발탁 대세, 전망은?
최근 가상 아이돌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면서 많은 기업들이 가상 아이돌을 모델로 발탁.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상과 현실의 상호작용이 더욱 리얼해지고 가상 경제가 신속하게 성장하여 브랜드
에 대한 흡인력을 높이는 작용. 가상 아이돌 산업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받아들여 지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아직 시장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출 처 ： 中 新 网 )

소비 인사이트
◈ 로레알그룹(欧莱雅集团) 중국 첫 투자 회사 상해에 설립
5월 8일 로레알그룹은 중국 시장 첫 투자회사인 상하이미차방투자유한회사（上海美次方投资有限公司)를 설립하
고 상하이시 봉현구에 입주한다고 정식 발표. 현재 상하이의 코로나19 방역이 단계적인 효과를 거둔 배경 아래
업무 복귀와 생산 재개 기간에 세계 500대 다국적기업이 체결한 재중 투자 프로젝트로서 이 투자는 로레알그룹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자신감으로 보임. (출 처 ： 中 新 网 )
◈ 베이징 66개 업체 방역 부실로 통보! 조우헤이야(周黑鸭), 도미노피자(达美乐披萨) 등
최근 베이징 조우헤이야유한회사 시청구 제2지사는 소독 기록 불규칙으로, 베이징도미노피자유한회사 오도구점
은 소독 기록 불완전으로, 베이징졸리브유한회사 고원거리점은 식품 종사자들이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것 등
원인으로 베이징시 총 66개 업체가 코로나19 방역 부실로 통보받음. (출 처 ： 新 浪 )

중국 경제정책
◈ 향후 어떤 산업이 생물 경제의 기둥 산업이 될 것인가? 정부측 명확히 제시
5월 1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14·5'생물 경제 발전 계획(이하:계획)을 발표. 생물 경제는
관련 범위가 넓고 비교적 많은 산업 분야를 포함.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계획에서는 대중의 '의(医',
'식（食）','미（美）','안（安）'의 새로운 수요를 만족시키는 분야가 생물 경제 미래 발전의 중점임을 명확
히 제시. 향후 생물 기술로 광범위한 에너지 부족, 농업, 에너지, 환경 보호 등 산업을 가속화시키고 생물 기
술과 정보 기술의 깊이 있는 융합을 추진하여 생물 산업의 다양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
(출 처 ： 中 国 政 府 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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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 공유 오피스
시장 규모 및 미래 발전
추세 분석 (출처:첸잔산업연구)
공유 오피스는 일명 유연성 오피스, 연합 오피스로
서로 다른 기구,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물리적 사무 장소와 공동체 플랫폼 등 공간을 공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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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여파로 2020년 중국의 공유 오피스 시
장 규모가 공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하락하
면서 2021년에 다시 성장을 회복했고, 2021년 중국의
공유 오피스 시장 규모는 공유 경제의 0.57%로 2020년
보다 0.08%p증가. 중국의 공유 오피스 시장이 활발하게
발전함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음. 2021년
중국의 공유 오피스 융자 규모는 1억 위안이고 2021년
에 Deskimo는 300만 달러의 씨앗 융자를 완성. 참여자
는 YCombinator, Global Founders Capital, Pioneer
Fund, SeedX, Starling Ventures, TSVC(清谷资本) 등
포함.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 공유 오피스의 상업 모델
은 주로 물리적 공간 임대, 상업 서비스의 부가가치,
지분 투자의 현금 변환 세 가지로 나눔. 현재 공간 임
대는 여전히 공유 오피스의 주요 수입, 기타 두 가지는
아직 성숙하지 않지만 핵심 서비스로서 아주 중요.

1. 시장 규모
공유 오피스 이념은 미국에서 기원. 부실 대출 위기
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바탕으로 공유 오피스가 비영리적
인 시도에서 상업화 경영으로 발전. 한편, 비어 있는
오피스텔은 시급히 활성화하는 것. 공유 오피스는 저비
용의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대량의 실업자들이 혁
신 창업을 통해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공유 오피스는 풍부한 고객 자원을 제공.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이해가 일치하여 공유 오피스 업계의 발전
을 추진.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과학 기술 혁
명이 대기하고 있는 거시적 경제 배경 아래 공유 오피
스는 전 세계 프리랜서, 혁신 창업자와 소규모 기업의
이상적인 사무 형식. 미국 위워크를 대표하는 공유 오
피스 운영 업체가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공유
오피스는 중국에서 '대중 창업, 만중 혁신'의 열풍과
함께 발전. 2021년 중국의 공유 오피스 시장 규모는
212억 위안으로 2020년보다 44억 위안 증가했고 전년도
동기 대비 26.19% 증가.

2. 중점 플랫폼 경영 현황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스타트업공사, 소호3Q, 유커
뮤니(ucommune) 등 중국 공유 오피스 업체가 잇따라 설
립돼 빠르게 확장.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최초
의 공유 오피스를 창설한 GCUC는 2015년 아시아에 처음
상륙해 중국 상하이에 정착하였고 위워크, 스페이스,
모오피스 등 국제 공유 오피스 사업자도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 유연성, 공유, 집중, 혁신은 공유 오피
스의 핵심 이념. 현재 공유 오피스는 초창기 기업뿐 아
니라 혁신을 추구하는 모든 기업이 공유 오피스를 이상
적인 혁신 플랫폼으로 여김. 대량의 비공식 교류 기회,
농후한 생활 분위기, 사상의 임의적인 충돌은 모든 혁
신 활동의 전개에 유익. 유커뮤니는 중국의 대형 연합
사무 공간 운영 업체. 유커뮤니는 자영 제품의 오프라
인 매장의 표준화 공간인 USpace, 소형 사무공간
UStudio, 맞춤형 공간 UDesign, 저예산 디자인 시공 서
비스를 위주로 하는 UBrand, 시스템 관리를 위주로 하
는 UPartner 등을 운영.

3. 미래 발전 추세
공유 오피스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 다른 기업,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사무 조건을 갖추고 비공식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정보, 자원의 교환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혁신과 갱신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따라서 핵심 자원의 변화는 미래 공유 오
피스 상업 모델의 발전 추세. 임대료 수입, 상업 서비
스의 부가가치, 투자 수익 등 세 가지 상업 모델이 병
존하고 서로 지탱할 것. 모든 공유 오피스의 운영자에
게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을 가장 간단하게 하고 입주
기업과 인원들이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업무와 생활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공유 오피스 핵심 가치의 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