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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16일부터 제5회 수입박람회 부대 행사 신청 접수
제5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부대 행사 부분 5월 16일부터 신청 접수. 부대 행사는 박람회의 중요한 구성 부분.
2021년 제4회 박람회에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국제무역센터, 세계지적재산권 기구 등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국제기구와 중국 상무부, 문화관광부, 무역촉진회 등이 신제품 전시, 투자 촉진, 연구 발표 등 백회에 가까운
부대 행사를 통해 박람회에 힘을 실어 주며 국제 구매, 투자 촉진, 인문 교류, 개방 협력의'4대 플랫폼'의 역
할을 충분히 발휘. (출 처 ： 中 新 网 )
◈ 4월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 전년도 동기 대비 2.7% 하락
코로나19 여파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1~4월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 속도가 전년 동
기 대비 감소세.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1~4월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3천915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6월 이후 처음. (출 처 ： 中 新 网 )
◈ 1분기 중국 게임 시장 매출 증가 속도 둔화
최근 30개 이상의 게임 상장 회사가 올해 1분기 재무 보고를 발표했는데 절반 이상 게임 회사의 순이익이 하락
했고 약 10개 게임 회사의 순이익이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가. 2022년 1분기 중국 게임 시장의 총 매출액은
794.74억 위안으로 전 분기 대비 10.08%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했으며 성장 속도는 전년 동기보
다 낮음. (출 처 ： 中 新 网 )

소비 인사이트
◈ 중국 국민 스포츠 웨어 브랜드 리닝(LI-NING) 매장에서 커피 서비스 제공할 것
커피 업계가 급속히 부상함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많은 기업들이 커피 분야를 크로스오버로 배치.
는 이런 기업의 주된 업무가 아니지만 크로스오버 커피는 신세대의 핵심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 기업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표현. 최근 리닝은 매장에서 커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 리닝의
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전국 총 7천137개 매장이 있으며 리닝의 커피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지면 7천여 개의 '리닝커피' 매장이 생길 전망. (출 처 ： 东 方 财 富 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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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민항국: 2021년 항공사 적자 670.9억 위안
최근 중국민항국이 발표한 2021년 민항 업계 발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항공 업계의 누적 영업 수입은 7529.2
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 적자는 842.5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187.1억 위안 감소. 그중 항공사 영업
수입은 4245.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 적자는 670.9억 위안으로 전년 149.2억 위안 감소.(출 처 ：
中新网)

중국 경제정책
◈ 중국 인터넷보안 및 정보화위원회: 인터넷 안전 법규 강화 전망
최근 중국인터넷보안 및 정보화위원회에서 웨이보, 틱톡, 바이두 등 주요 상업 사이트 플랫폼내 타인의 프라이
버시 누설, 욕설 등 신고를 중점적으로 접수. 4월 한달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비방하는 등 네트워크 침해 신고
는 43만 9천600건에 달함. 향후 네트워크 안전 법규를 강화하여 더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 종합 관리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법에 따라 고발하여 권력을 유지하며 인터넷 환경을 정화할 전망. (출 처 ： 中 国 政 府 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