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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산업에 대한 영향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본래 1월 30일까지였던 중국 춘절 연휴가 2월

감염증에 대해 2020년 1월 30일(현지시간) 국제

2일로 연기되고 많은 지역에서 기업의 업무 재개

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고, 3월

시기를 다시 2월 9일 이후로 연기하면서 기업의

11일(현지시간)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

업무 재개 연장이 제조업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

언하면서 이번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한 우려가 있었다. 특히 우한에는 낸드플래시 공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급업체인 창장메모리(长江存储·YMTC)와 우한

이번 사태의 발원지인 우한은 후베이성(湖北

신신반도체(武汉新芯集成电路制造·XMC) 등이 있

省)의 성도로 중국 중부지역의 중심 도시이자 교

어 기업의 조업이 영향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가

통 허브이다. 2017년 말 기준 우한시의 면적은 약

컸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팹(fab) 인력의 경우 평

8,569㎢로 서울시 면적의 약 14배에 달하고, 상주

소와 같이 중국 춘절 연휴 일정에 맞춰서 업무를

인구 수는 약 1,089만명이다. 우한은 현재 중국에

이어가 조업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경제성장률이 높은 도시 중 하나이다. 2020년

또한 창장메모리 우한공장의 생산능력이 전체 낸

1월 7일 공개된 우한시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드플래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에

2019년 우한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은 7.8%로 예

불과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전체 시장의 공급

측되고, 첨단기술산업의 부가가치가 경제 총량에

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서 차지하는 비중은 24.5%, 디지털 경제는 약 40%

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2020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 2분기에 시작되는 확장 계획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이번 사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상이 예상

로 인해 당분간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이거나 외출
하기를 꺼려 할 것이므로 교통·운수, 숙박·음식

2019년 11월 7일 우한시 정부가 발표한 <중점

산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

重点产业高质量发展的意见)>에 따르면 우한의

업, 여행 서비스 등 세부 업종이 부정적인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자상거래, 온라
인 교육 서비스 등과 같이 이번 사태가 기회 요인

중점 산업은 반도체, 광전자정보(광통신, 신형 디

으로 작용하는 업종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플레이, 인공지능, 스마트단말기, 5G 통신, 양

자료 : 湖北省统计局,

武汉市人民政府, 工业和信息化部, DR

자통신), 자동차(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커넥티
드카, 핵심부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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