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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산 동향
□ 중국은 10월 말 발생한 신장(新疆)자치구 집단감염 사태가 종료된 후, 11월 중순부
터는 주로 해외유입으로 인한 신규 감염자(확진자·무증상 감염자)가 일일 50명 이
하로 발생 중
○ 10월 24일 신장자치구 카스(喀什)의 의류공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
생해, 10월 24일~11월 3일 카스에서 시행된 3차례의 대규모 핵산검사
결과 394명이 양성 판정 받음(확진자 64명, 무증상 감염자 330명).1)
- 최초 감염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7월 신장자치구 우루무치(乌鲁木齐)에서 발생한 집
단감염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됨.
- 무증상 감염자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 감염 초기(증상 발현 전)에 핵산검사가 시
행되었으며 △ 주 감염자인 공장직원이 대부분 젊은이들이기 때문이라 분석됨.

○ 11월 10일 이후 일일 신규 감염자 중 지역 감염 사례는 3명 이하임.
표 1. 중국 일일 감염 현황(11월 14일 기준, 명)
무증상 감염자1)2)

확진자
신규
누적

지역 감염

해외 유입

지역 감염

해외 유입

0

13

0

6

86,325

-

사망자
0
4,634

주: 1)중국정부는 증상이 없으나 양성 판정 받은 이들을 ‘무증상 감염자(无症状感染者)’로 정의하고, 4월 1일부터 ‘확진자’와 구분해
수치를 발표하고 있음. 무증상 감염자는 양성 판정 후 14일 격리되며, 두 차례 핵산 검사를 통과해야 격리 해제됨(격리 기간
중 증상 발생 시 확진자로 전환됨).
2)중국정부는 무증상 감염자 누적 인원 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자료: 중국 위건위(http://www.nhc.gov.cn/xcs/yqtb/list_gzbd.shtml)

그림 1. 중국 최근 신규 감염자 추이(명)

자료: 중국 위건위(http://www.nhc.gov.cn/xcs/yqtb/list_gzbd.shtml)

1) 南方新闻网(2020. 10. 25), 「最新!新疆喀什新增137例无症状感染者」; 人民网(2020. 11. 4),「喀什为何不断有
大量无症状感染者被发现？专家解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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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영향·정부 대응
□ [서비스무역] 1~3분기 중국의 서비스 무역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
비 15.7% 하락하였으나, 서비스 수출액은 회복세를 보여 9월에 플러스 성장(전년
동기대비 4.1% 성장)으로 돌아섬.2)
○ 1~3분기 서비스 수출·수입액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1.5%, 23.5% 감소하
였고, 특히 수입액 감소폭이 커 수입액 감소가 커 서비스무역 적자는 전년

동기대비 5,901억 위안 줄어듦.
○ 서비스 무역액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관광서비스(전년 동기
대비 46.3% 하락)이며, 관광서비스를 제외하면 1~3분기 중국 서비스무
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보험, 건축, 유지·보수, 운수 서비스 수출이 9월에 각각 83.1%,
56%, 27%, 21.8% 성장하여 중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를 견인
□ [해외유입 방지]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자, 중국정부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핵산·혈청항체(血清IgM抗
体)검사 요건을 강화함.3)
○ 10월부터 중국 내 해외유입 감염자가 일평균 16.6명 발생, 9월보다 45% 증가
○ △ 한국발 중국 입국자는 11월 11일부터 중국행 항공편 탑승 전 핵산검
사를 3시간 간격으로 2회 시행하고(기존 1회), 미국·캐나다·러시아 등지
의 중국 입국자는 11월 6일부터 핵산검사와 별도로 혈청항체검사도 시행
△ 검사 시행 시간을 탑승 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 △ 환승
(transfer) 탑승객은 환승지에서도 추가로 검사 시행(기존에는 안함)4).
□ [수입냉동식품 방역] 중국정부는 수입냉동·냉장식품을 코로나19 지역감염의 주 원
인 중 하나로 보고, 11월 9일 수입냉동·냉장식품에 대한 소독작업을 강화함.5)
○ 11월 8일 발생한 지역감염 확진자는 톈진(天津)의 한 냉동식품회사에서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수입냉동식품 접촉 과정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
○ 11월 초 중국정부가 수입냉동·냉장식품 87만 3,475개를 대상으로 샘플검
사를 시행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됨.
○ 향후 각 수입상과 운수업체가 수입냉동·냉장식품의 내외부 포장지, 운송
차량에 대한 소독작업을 시행하고, 해관 및 교통운수부, 지방정부가 이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함.
2)
3)
4)
5)

中国经济网(2020. 11. 4), 「商务部：9月我国服务出口增速由负转正」.
中国政府网(2020. 11. 12), 11월 12일 국무원 정책브리핑.
10월 해외유입 확진자의 50%가 환승 탑승객으로부터 발생하여 동 조치가 시행됨.
中国政府网(2020. 11. 9), 「国务院联防联控机制综合组印发《进口冷链食品预防性全面消毒工作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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