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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中 올 1~7월 대외무역 통계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7월까지 중국의 상품무역 수출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23조6천억 위안(약 4천547조2천480억원). 그중 수출은 14.7% 늘어난 13조3천700억 위안(2천576조1천316억원)을
기록. 수입은 10조2천300억 위안(1천971조1천164억원)으로 5.3% 확대.(출 처 ： 중 국 해 관 총 서 )
◈ 중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식품가격, 물가지수 동향
10일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2년 7월 중국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물, 식품 가격
은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 생산자 물가지수(PPI)의 경우 작년 동월보다 4.2% 상승 (출 처 ： 국 가 통 계 국 )
◈ 中 전자정보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세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요 전자정보 제조업체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
기 대비 10.2% 증가. 6월까지 기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확대된 7조200억 위안(1천353조6천
666억원). (출 처 ： 중 국 공 신 부 )

소비 인사이트
◈ 中 7월 승용차 판매·생산 증가, 신에너지차 가격은 또 상승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에 따르면 7월 승용차 판매량은 약 18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 7월
중국 승용차 생산량은 216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 한편, 최근 링파오(零跑), 장화이(江淮) 등 업체
일부 신에너지차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 올들어 네 번째 가격 인상임
- 리튬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지속 등의 생산원가 상승효과 (출 처 ： 인 민 일 보 )
◈ 중국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새로운 소비 형태 동향
더우인(틱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양질의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주의를 끄는 빠른 접근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제품에 노출시켜 브랜드 이미지도 제고. 이러한 쇼핑 모드 덕분에 올 4월 기준 더우인에서 쇼핑
하는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하고 상품 검색 건수는 217% 급증했으며 재구매율도 76% 향상 (출
처：신화사)

중국 경제정책
◈ 中 폐기물 재활용 중점도시 60곳 선정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등 거점도시 60곳을 폐기물 재활용 중점도시로 선정, 분리수거·거래센터 설립, 재활용
체계구축, 재활용 수거·가공 산업 육성, 분리 유통 관리감독 강화, 중고품 거래체계 구축 등 실시. (출 처 ： 상
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