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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중국 내 업무 복귀 및 생산 재개 현황과
정부 지원정책
코로나19 사태로 춘절 연휴 이후 중국 내 기업의

리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업무 복귀와 생산 재

업무 복귀 및 생산 재개가 예년보다 늦어진 가운데,

개 지원을 위한 10개 조치를 발표하고, 방역용품

기업의 업무 복귀는 고용안정, 생산 재개는 경제

등 긴급 물자를 생산하려는 기업 신설 시 절차를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주목받고 있다.

간소화하고 전문 인력을 연결해 줄 것이라고 밝
혔다. 2월 28일 시장감독관리총국, 발전개혁위원

중국 내 기업, 업무 복귀와 생산 재개에 박차
중국 국무원 공동 예방·통제 메커니즘(国务院

联防联控机制)은 2020년 3월 28일까지 중국 전

회,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상무부, 인민은
행은 개인사업자 지원 강도 강화에 관한 지도의
견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영향을 크게 받
았거나 일시적으로 수입원을 잃은 개인사업자의

국 규모 이상(연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 공업

대출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3월 18일

기업의 평균 가동률이 98.6%, 직원의 평균 복귀율

국무원 판공청은 고용안정 조치를 통해 고용 유

은 89.9%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3일보다 각

발 역량이 큰 산업에 우선 투자하고, 고등교육기

각 15.5%포인트, 38%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3월

관 졸업생의 취업 경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

29일까지 중소기업의 업무 복귀율은 76.8%로, 3월

다. 3월 26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판공

이래 일평균 1%포인트 이상 상승하였다. 지역별

청은 금융서비스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로는 광둥(广东)성, 장쑤(江苏)성, 저장(浙江)성,
산둥(山东)성, 푸젠(福建)성 등 중국 내 대표적인

공업 지역은 모두 조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사슬의 핵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서
비스를 최적화하겠다고 명시하였다. 특히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지원을 확대하고, 이자

중국 각 정부 부문, 고용·금융·재정 등
방면에서 관련 지원정책 발표

상환 기한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분기에 연초 코로나19로 인한 경
제 부진을 일정 수준 회복하고, 한 해의 국가 발전

2월 9일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의 업무 복귀

방향을 제시하는 양회(两会)를 개최해야 하는 등

와 생산 재개 지원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 및 금융 지원과

자료 : 工业和信息化部,

国家市场监管总局, 中国政府网, 中

5G와 산업 인터넷의 응용 가속화 등을 강조하였
다. 2월 15일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약품감독관

国银保监会, 人民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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