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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中 상반기 주요도시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통계
중국 국가통계국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전역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1만8,463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 베이징 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3만9,391위안으로 1위, 상하이는 3만8,996위안으로 2위, 저장
은 3만2,443위안으로 3위. 이어서 장쑤, 톈진, 광동, 푸젠은 각각 2만6,329위안, 2만5,454위안, 2만4,749위안, 2만
2,594위안으로 4~7위. 산동, 충칭, 랴오닝은 각각 1만9,129위안, 1만8,923위안, 1만8,326위안으로 모두 1만8,000위
안을 초과. (출 처 ： 국 가 통 계 국 )
◈ 中 상반기 중앙기업 R&D 지출 73조원 이상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에 따르면 1~6월 중앙기업의 R&D 지출 총합은 약 3천786억2천만
위안(약 73조4천5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
- 국자위 통계를 보면 1~6월 중앙기업의 매출은 19조2천억 위안(3천724조8천억원)으로 12% 확대. 순익 역시
6.1% 늘어난 1조900억 위안(211조4천600억원)을 기록.(출 처 ： 신 화 사 )
◈ 中 6월 컨테이너운임지수 전월대비 3.5% 상승
상하이항운거래소(SSE) 통계에 따르면 6월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 평균값은 전월 대비 3.5% 상승한 3,228.37을
기록. 페르시아만·홍해 서비스가 전월 대비 16.9% 증가. 미국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 각각 8.4%, 6.5% 증가.
-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는 전 세계 22개 해운사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2개 글로벌 노선의 운임 정보를 지수
화해 발표. 1998년 1월 1일을 1000으로 설정.(출 처 ： 신 화 통 신 )

소비 인사이트
◈ 中 6월 휴대전화 출하량 통계
중국의 6월 휴대전화 출하량이 2천80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 5G 휴대전화 출하량은 약 2천303만
대로 전체 휴대전화 출하량의 82.2%를 차지. 중국 브랜드 휴대전화 신제품 수는 32개로 지난해 6월보다 14.3%
증가. (출 처 ： 인 민 일 보 )
◈ 中 상반기 캠핑용품 등 온라인 판매 인기 품목
7월 21일 상무부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온라인 판매 시장 중 식품의 온라인 매출은 전년대비 21.9% 증가, 캠핑
용품, 접이용 의자, 스키장비의 매출은 각각 전년대비 331.8%, 123.1%, 72.7% 상승. 코로나19가 기존 관광업에 적
잖은 타격을 줬지만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고 체험과 오락이라는 장점이 뛰어난 캠
핑이 대안으로 인기상승(출 처 ： 신 화 통 신 )

중국 경제정책
◈ 국무원, <인프라 투자 확대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계획> 발표
정부주도 공사참여 실업자 규모 확대, 각 지방정부는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근무 시간 등에 해당한
노동력 활용 계획서를 작성, 인프라 건설 사업비에서 노무비를 기존의 15%에서 30% 이상으로 확대, 노무비 즉
시 지급 등. (출 처 ： 국 무 원 판 공 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