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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中 1~7월 서비스 무역 동향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1~7월 중국의 서비스 무역액은 3조3천900억 위안(약 666조원)으로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
간보다 22.8% 늘어난 1조6천400억 위안(322조1천944억원), 수입은 18.9% 확대된 1조7천500억 위안(343조8천원). 올
1~7월 중국의 서비스 무역 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출 처 ： 상 무 부 )
◈ 中 장쑤성 1~7월 신에너지차 생산 동향
장쑤성 공업정보화청에 따르면 1~7월 장쑤성의 자동차 생산량은 79만7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 이중
신에너지차 생산량은 28만9천 대로 1.8배 상승. 장쑤성 전력 및 에너지 저장 배터리 산업의 163개 핵심 기업 생
산액은 올 상반기에 1천200억 위안(약 23조6천412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상반기보다 84.6% 증가. 이는 중국 전
체 생산액의 38.8%를 차지. (출 처 ： 신 화 통 신 )
◈ 中

중소∙영세기업 발전 동향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중소∙영세기업은 10년 새 2.7배 늘어난 4800만
개로 집계. 지난해 규모 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공업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이익률은 2012년 말보다
0.9%포인트 높은 6.2%를 기록, 기술∙산업∙업태∙모델 등 ‘4대 신경제’ 분야에 새로 설립된 기업은 383만
8000개로 전체 신설 기업의 42.5%를 차지 (출 처 ： 인 민 망 )

소비 인사이트
◈ 中 뷰티 앱 메이투, 상반기 매출 전년比 20.5% 증가
메이투(美圖)의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9억7천만 위안(약 1천904억)으로
순이익은 7.9% 늘어난 3천600만 위안(70억5천만원). 메이투 이미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매출은 2억3천만
위안(4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성장.(출 처 ： 인 민 일 보 )
◈ 中, 네티즌 규모 10억 5천만 명 돌파
인민망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중국 네티즌 규모는 10억 5100만 명, 인터넷 보급률은 74.4%에 달한
것으로 집계, 지난해 12월 대비 중국 네티즌 수는 1919만 명 늘어났고, 인터넷 보급률은 1.4%포인트 상승, 6월
기준 숏클립 이용자 규모는 9억 6200만 명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2805만 명 증가(출 처 ： 인 민 망 )

중국 경제정책
◈ 중국 교통운수부 '도로 주변 충전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동방안' 발표
2022년 말까지 고한·고해발 지역을 제외한 중국 전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 서비스를 마련, 올 6월 기준
중국의 전기차는 1천1만 대로 이 중 올 상반기 신규 등록수가 220만9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0.26%(110만6천
대) 급증, 한편 베이징시는 올해 노후 아파트개조로 각종 전기차 충전기 2만 개, 배터리 교환소 30개를 새로 건
설 계획(출 처 ： 신 화 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