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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400만 명을 보유한 중국의 

유명 유튜버 ‘리즈치(李子柒)’가 김치

를 담그는 영상을 게재한 뒤 ‘중국 음

식(Chinese food)’라는 해시태그를 달

아 한국 누리꾼들을 분노를 사고 있다. 

중국에서 ‘중국 무형문화유산 홍보대

사’로 불리고 있는 리즈치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라이프 시리즈 

마지막 에피소드: 배추의 삶’이라는 14

분짜리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리즈치가 배추를 직접 수확

해 소금에 절인 뒤 양념을 발라 김치를 

만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후반부

에는 장독에 숙성된 김치를 볶은 돼지

고기에 넣어 찌개를 끓이는 장면도 포

함됐다. 

김치가 나온 분량은 약 1분가량으로 짧

았지만 영상을 본 한국 누리꾼들은 격분

했다. 한국의 김치를 마치 중국의 전통 요

리인 양 소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즈

치의 구독자 상당수가 외국인인 점을 감

안해 보면, 모르는 이들에게 김치가 ‘중국 

요리’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중국 언론도 즉시 반응했다. 텐센트

망(腾讯网), 왕이신문(网易新闻), 중국

망문화(中国网文化) 등 다수 현지 언론

은 김치 때문에 중국의 왕홍(网红，인터

넷 스타) 리즈치가 한국 누리꾼의 폭격

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희 기자

“中 왕홍 김치 담갔다 韩 누리꾼 댓글 폭격”

3년 연속 2%대 상승, 올해도 ‘안정세’ 지속 

생산자물가지수 1.8% 하락
지난해 중국 대외 무역 6가지 특징 발표

中 2020년 수출입 1.9% 성장, 세계 유일

지난해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가 

1.9% 성장,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국망(中

国网)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원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관계자는 지난

해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가 32조 1600

억 위안(5475조 8832억 원)으로, 1.9%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서 수출

이 17조 9300억 위안으로 4% 성장했

다. 수입은 14조 2300억 위안으로 0.7% 

감소했다. 이로서 3조 7000억 위안(629

조 6290억 원)의 무역흑자가 발생하며 

27.4% 증가했다. 

언론 대변인은 이날 뉴스브리핑에서 

지난해 중국의 대외무역은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징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첫째는 수출입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라는 악

재 속에서도 6월부터 7개월 연속 대외

무역이 증가하며 수출입과 수출 규모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외무역 성장을 이

룬 나라로 기록됐다. 더불어 글로벌 시

장 점유율도 상승했다. WTO 발표에 따

르면, 1~10월 중국의 수출입, 수출, 수입 

규모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각각 12.8%, 14.2%, 11.5%로 모두 사

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둘째는 대외무역 활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출

입 실적을 기록한 기업은 전해에 비해 

6.2% 증가한 53만 1천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 민간기업의 수출 규모는 

11.1% 증가한 14조 9800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의 46.6%를 점했다. 외자투자

기업의 수출입 규모는 12조 4400억 위

안으로 38.7%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

유기업의 수출입 규모는 4조 6100억 위

안으로, 전체의 14.3%를 점했다. 

셋째는 무역파트너의 다원화한 추세

이다. 지난해 중국의 Top 5 무역파트너는 

동남아연맹, 유럽연맹,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상기 5대 무역 

파트너국과의 거래규모는 각각 4조 7400

억 위안(7% 증가), 4조 5000억 위안(5.3% 

증가), 4조 600억 위안(8.8% 증가), 2조 

2000억 위안(1.2% 증가), 1조 9700억 위

안(0.7% 증가)이었다. 이밖에 '일대일로' 

주변국과의 수출입 규모는 9조 3700억 

위안으로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는 무역방식의 업그레이드이다. 

지난해 일반무역의 수출입 규모는 3.4% 

증가한 19조 2500억 위안으로, 전체 대

외무역 규모의 59.9%를 점했다. 이는 

그 전해에 비해 0.9%p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서 수출이 6.9% 증가한 10조 

6500억 위안이었고 수입은 0.7% 감소

한 8조 6000억 위안이었다. 가공무역 

수출입 규모는 3.9% 하락한 7조 6400

억 위안을 기록했다. 

다섯 번째는 전통적으로 우위를 점하

고 있는 상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

가한 것이다. 지난해 동력전기제품 수출

(10조 6600억 원)이 6% 증가해 전체 수

출의 59.4%를 점했다. 같은 기간 방직

의류 등 7대 노동집약형 산업의 수출

은 6.2% 성장했다. 이 가운데서 마스크 

등을 포함한 방직품 수출은 동기대비 

30.4% 증가했다. 

여섯 번째는 방역물품 수출이다. 코로

나 사태 이후 방역물품의 최대 공급국으

로, 세계 2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방역물

품을 제공했다. 지난해 3월~12월 수출된 

방역물품은 4385억 위안에 달한다.    

윤가영 기자

中 2020 CPI 2.5% 상승 

중국 소비자 물가

가 계속 2%대 상승

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2.5% 상승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3.5%를 유지하겠다던 당국의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월 5.4%라는 고

점을 기록한 뒤 이후 계속 하락했다. 11월에는 전년 동

기대비 0.5% 감소했다. 2020년 12월 전국 31개 성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0.2% 소폭 상승했

다. 시장(西藏), 산시(山西), 저장, 칭하이, 깐수 등 17개 

등은 상승했고 특히 시장의 경우 1.2%로 전국에서 가

장 많이 상승했다. 

반대로 하이난, 충칭, 구이저우, 후베이, 쓰촨, 허베

이. 광동, 텐진, 푸젠 등 9개 성의 CPI는 2개월 연속 마

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하이난의 경우 지난 달에 이

어 전국에서 가장 물가 하락률이 큰 지역으로 12월에

도 1.6% 하락했다. 

지난해 1월 이후로 계속 하락곡선을 그리던 CPI가 

12월에 반등한 원인은 갑작스러운 한파에 물량 공급

이 어려워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돼지고

기 가격 상승 역시 전체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킨 요인

으로 꼽혔다. 

저상증권(浙商证券) 수석 애널리스트인 리차오(李

超)는 “겨울철에는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국내 채소 

가격은 당분간 상승할 것”이라면서 “돼지고기는 중장

기적으로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2021년 말에는 1근 당 

30위안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신건설 황원타오(黄文涛) 거시경제 전문가는 “춘

절 전 소비 수요가 가장 왕성한 1월에는 식품가격이 계

속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 했지만 지난해 CPI 기고

효과 때문에 CPI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2021

년 한 해 1% 대의 상승을 기록할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2020년 한 해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8% 하락했지만 기저효과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상

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