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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

이자 상하이 곳곳 관광지가 문을 

열고 봄을 알렸다. 지난주 상하이 

박물관, 과기관에 이어 20일부터는 

상하이환러구, 예원, 영화테마파크 

등도 운영을 시작했다. 모든 관광지

가 ▲체온 측정 37.3도 이하 ▲수이

선마(随申码, 상하이 통행증) ‘녹색’ 

▲마스크 착용 등 3가지 요건을 충

족해야 한다. 입장권은 대부분 온라

인을 통해 예약 예매하도록 하고 있

고, 관광지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해

야 하는 곳도 있다. 또한 박물관 등 

실내 관광지뿐 아니라 공원도 입장 

수를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다. 

봄 꽃 구경 ‘안심 공원’ 8곳 개방

상하이식물원은 매화, 튤립, 목련 

등 봄 꽃 향연이 시작됐다. 천산식물

원은 50여 종의 벚꽃과 모란, 튤립들

을 감상할 수 있다. 벚꽃의 명소 꾸

춘공원(顾村公园), 매화의 명소 구이

위안(古猗园)도 코로나19로 지친 상

춘객들을 기다린다. 하이완국가삼

림공원(海湾国家森林公园) 4만 그

루 매화뿐 아니라 공원 내 자전거, 

관광차, 유람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한인타운과 가까운 상하이

민항체육공원, 민항문화공원 등도 

개방했다.

상하이 박물관·과기관 등 70곳 개방 

상하이박물관, 상하이과기관 개

방에 이어 지난 18일 12개의 박물

관이 추가로 대외 개방됐다. 또 3월 

중순까지 상하이 내 박물관 70여 

곳이 모두 개방될 예정이다. 

상하이박물관은 개인 관람객에 

한해 3일 전부터 온라인 예약을 받

고 있고 하루 관람객은 2000명으

로 제한한다. 상하이 과기관과 상하

이 자연박물관은 1주일전 온라인 

예매를 해야 한다. 박물관 과기관 

모두 수이선마 외 신분증, 예약 QR

코드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환러구·예원 등 20일 개방

상하이 환러구, 예원, 영화테마파

크 등도 20일부터 본격 개방을 알

렸다. 환러구는 하루 최대 40만332

명으로 평소 절반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했고, 예원은 오전 오후 각 500

명, 하루 1000명으로 제한했다. 오

프라인 티켓창구 운영을 중단해 온

라인 실명 예매만 가능하다. 

이 밖에 상하이동물원, 야생동물

원, 진장러위엔, 상하이하이창해양

공원(上海海昌海洋公园) 등도 평소

보다 입장료를 할인하고 고객맞이

에 나서고 있다. 

황푸강 유람선 운행 재개

황푸강에서 자취를 감췄던 유람

선도 15일부터 운행 재개에 나섰다.  

16푸1호부두(十六铺1号码头)를 시

작으로 순차적으로 증편할 예정이

다. 탑승권은 온∙오프라인으로 모

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명으로 구

입해야 한다. 

동방명주·진마오 입장료 할인

상하이 동방명주탑이 임시 중단 

40여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단, 

하루 관광객 수는 기존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입장권은 위챗공중하오

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입장 시

에는 반드시 수이선마와 예약 번호

를 제시해야 한다. (1번 출구)

진마오빌딩 관광층도 운영을 재개

했다. 황푸강 유람선(十六铺)와 함께 

코로나19에도 봄은 온다
봄꽃 ‘안심’ 공원, 박물관, 동물원, 놀이공원 등 개방 

수이선마(随申码) 제시, 체온 37.3도, 마스크 착용 필수

120위안에 예매할 수 있다. 

상하이 디즈니는 아직

코로나로 문을 닫은 디즈니랜

드는 아직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디즈니타운, 호텔, 

일부 쇼핑센터와 음식점, 일부 레

저체험만 운영을 재개했다. 

 관련기사 10~11면

고수미 기자

명칭 주소 운영(운행) 시간 입장료 비고

상하이식물원 
上海植物园

徐汇区龙吴路
997号(2号门)

7:00~17:00 15元
야외 전시장만 개방, 유
람차, 매점 임시 중단

천산식물원 
辰山植物园

松江区臣花公路
3888号

8:00~17:00
(1일 1만 명)

60元
온라인 예매/온실, 영화
관, 유람선 임시 중단

구춘공원 
顾村公园

宝山区沪太路
4788号

8:00~17:00
(1일 3만 명)

20元 바비큐 중단

구이위안 
古猗园

嘉定区南翔镇沪
宜公路218号

8:00~17:00 12元
온라인·현장 구매/정원 
해설 전자 오디오가이드

세기공원 
世纪公园

浦东新区芳甸路
666号

8:00~17:00
(1일 2000명)

15元 온라인 예매

공칭삼림공원 
共青森林公园

杨浦区军工路
2000号

8:00~16:00
(1일 1만 2600명)

15元
온라인 예약, 현장 발
권/승마장 임시 중단

하이완삼림공원 
海湾国家森林公园

奉贤区随塘河路
1677号 

8:00~16:30
(1일 3000명)

80元
(입장권 1+1)

온·오프 실명 구매/관광
차, 유람선, 자전거 가능

빈장삼림공원 
滨江森林公园

浦东新区高桥镇
凌桥高沙滩3号

8:30~16:00
(1일 2000명)

20元 1주일 전 온라인 예매

상하이박물관
上海博物馆

黄浦区人民大
道201号

9:00~17:00
(1일 2000명)

무료 3일전 온라인 예약

상하과기관
上海科技馆

浦东新区世纪大
道2000号

9:00~17:00
(1일 9000명)

어른 45元
학생 22元

1주일 전 온라인 예매/
영화관, 교육활 등 중단

자연박물관
上海自然博物馆

静安区北京西路
510号

9:00~17:15
(1일 4779명)

어른 30元
학생 12元

1주일 전 온라인 예매

황푸강 유람선
十六铺1号码头

黄浦区中山东二
路531号

17:30~20:30 70元 온·오프 실명 구매

동방명주
东方明珠电视塔

浦东新区世纪大
道1号

10:00-20:00 
어른 129元
아동 99元 

온라인 구매, 입장료 
45% 할인

해피밸리 
上海欢乐谷

松江区佘山镇林
湖路888号

10:00-17:00
(1일 40만332명)

어른 220元
아동 150元

온라인 실명제 구매

예원 
豫园

黄浦区豫园老街
279号

9:00~15:45
(1일 1000명)

어른 30元
학생 15元

온라인 실명제 구매/오
전·오후 각 500장 발매

※입장권은 각 홈페이지, 위챗공중하오, 여행사이트 등에서 온라인 예매 중
박물관, 과기관, 예원 등 월요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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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5870명, 이젠 4월 1~6일 투표!

上海 봉인지 부착 등 자가격리 엄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총영사관서 재외투표 실시

코로나19로 투표소 차량 제공 않기로 

공항 입국자 개별 픽업 금지, 핵산 검사 실시

 집중 격리자 호텔비 자부담  

중국은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확진자가 

증가하자 상하이시는 공항 입국과 자가격리

를 보다 엄격화했다. 지난 17일 상하이시 방

역업무 관련 신문 발표회를 통해 한층 강

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고 

상하이시 위챗공중계정인 상해발포(上海发

布)가 전했다. 

14일 격리 대상을 기존 한국, 일본, 이탈

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 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네덜란든, 

덴마크, 오스트리아, 호주, 말레이시아, 그리

스, 체코, 핀란드, 카타르, 캐나다, 사우디아

라비아 등 총 24개국이 경유자 또는 거주자

로 확대했다. 또한 자가 격리자에 대한 관리

도 더 엄격해 진다. 

집중 임시 검역소(临时集中留验点)에는 

숙박시설이 없으며 코로나19 핵산 검사 판

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검사

에서 결과 확인까지 6~8시간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검사 인원에 따라 다소 시간차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인원이 몰릴 시에는 오전 

도착자들은 늦더라도 귀가가 가능하겠지만 

저녁에 도착한 승객들은 다음 날 귀가가 할 

수도 있다.  

시설 격리 숙박비는 원칙적으로 약 200위

안 또는 400위안 두 종류로 운영되며 식비

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기존 시설 격리자

는 오늘부터 남은 격리 기간만큼 본인이 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17일 오후 금수강남, 풍도국제등 홍

췐루 일대를 관할하는 홍차오주민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홍췐루 단체방에는 

18일부터 자가 격리자 현관문에 

봉인지를 붙이기로 했다는 내용

의 주민위원회 결정 사항이 올라 

왔다. 쓰레기 수거 및 택배 전달

로 훼손된 봉인지는 다시 붙여진

다. 실제 시행에 대비해 현재 격

리 중이거나 상하이 복귀 예정자

들은 심리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엄격한 자가 격리 조건 

자가 격리 조건은 1주택 1인 또는 일가족

이어야 한다. 격리 대상자와 비격리 대상자

는 한 집에 머물 수 없다. 만약 비격리 대상

자가 격리 대상자와 함께 14일 격리를 받아 

들이면 한 집에 머무를 수 있다. 

2. 집중 픽업 운송 서비스 

자가 격리 조건을 구비한 중점 국가 입국

자들은 모두 각 구(区)에서 준비한 차량으

로 임시 집중 검역소(临时集中留验点)로 이

동한다. 집중 픽업 운송 목적은 픽업 각 단

계의 모든 과정에서 노출 없는 폐쇄적 관리

를 위한 것이다. 

3. 핵산 검사 절차 추가 

각구(区) 임시 집중 검역소에 도착한 중점

국가 입국자들은 핵산 검사를 실시한다. 음

성인 경우에는 각 구(区)에서 준비한 차량

으로 자택 이동 후 14일 자가 격리를 시작한

다. 양성인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의료 기관

으로 보내져 치료한다. 

4. 엄격한 격리 조건 검사  

중점국가 입국자들이 임시 집중 검역소에

서 핵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관련 커

뮤니티는 격리 대상자 집을 방문해 격리 조

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조건에 부합

하지 않는다면 모두 집중 시설 격리한다. 이

는 자가 격리 조건을 구비하지 않아 생기는 

교차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다. 

5. 자가 격리 관리 강화 

중점국가 입국자들의 거주지역 도착 후 

건강 관찰 시 지역 공안, 위생건강부서는 해

당 커뮤니티와 함께 한층 강화된 관리 조치

를 시행하고 격리자의 거주지 이탈을 방지

한다. 이탈 시에는 법에 의거 처리하며 거주

자들의 감시를 환영한다. 

6. 집중 시설 격리 비용 

자가격리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집중 시설 격리한다. 중점지역에서 온 

집중 시설 격리자의 숙박비와 식비는 자비 

부담한다. 중국 내 기타 지역을 경유해 도착

한 과거 14일 내에 중점 국가를 갔거나 경유

한 인원도 상기 조건을 참조해 자가격리 또

는 집중 시설 격리에 들어가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주상하이총영사관과 재외선거관리위원

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를 4월 

1일부터 6일까지 상하이총영사관 1층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상하이 화

동지역 교민 5870명이 재외투표 참여에 신

청했다. 재외투표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매

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여

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의 정보와 

공약은 후보자등록(3월 26일~27일) 후 중

앙선거관리원회(www.nec.go.kr)와 외교

부, 각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상하이총영사관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재외투표 방역

대책을 세웠다. 총영사관은 투표소를 매일 

소독하고, 마스크 의무 착용, 손소독제 및 

위생장갑 비치, 발열 체크를 실시할 예정이

다. 또 발열 시에는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

에서 투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재외투표 때마다 해왔

던 투표소 이동 차량 제공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렵게 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

해 총영사관은 주재국 방역정책과 재외선거

인의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재외선거인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에 등재됐

으나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에 귀

국한 경우는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

하면 선거일인 4월 15일에 선관위가 지정한 

국내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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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회사에 마스크 보낸다”

상하이 민관합동 코로나19 비상대책

위원회(비대위)는 재중 교민들과 기업

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공동구매·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대위는 한국 가

족과 지인, 기업 본사에 마스크를 보내

고자 하는 교민들을 위해 이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구매 서비스는 비대위가 상

하이시 정부 지원을 통해 구입한 일회용 

의료용 마스크를 교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회원사는 2.2위안/장, 

비회원사 또는 개인은 2.5위안/장에 구

매할 수 있다. 개인은 1팩(50장) 단위, 기

업은 1박스(2000장) 단위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수량 제한은 없다. 

단, 배송료는 한국에서 수취인인 착

불 택배비를 지불해야 한다. 착불 비용

은 100장 기준 약 70~100위안, 200장 기

준 약 120~150위안 정도다. 중국 내 지

역도 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비대위는 미국에 있는 자녀

를 위한 마스크 배송 문의가 있어, 한국 

외 해외 지역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구매 및 배송 신청 방법은 한국과 같다. 

● 구매신청:

 QR코드 스캔

● 입금 방법 및 화표발행 문의

위챗 ID 추가 yiya72

● 기타 문의

021)5484-9787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상

하이 한식당이 

손 소독제 무

료 증정 행사

를 갖는다.   경

기 회복에 총

력을 쏟고 있

는 한식당들은 위생방역에 철저한 한인

타운의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휴대용 손 소독제(60ml)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췐루 한식

당 17개 업소는 120위안 이상 소비한 매

장 방문 및 배달 고객에게 손 소독제 1병

을 증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후 운영 재개한 한식당 살

리기 일환의 손 소독제 증정 행사는 오

는 4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

에는 △으뜨미아 △청춘도시락 △동대문 

△지니포차 △이바돔 △왕애치킨 △해운

대 △서래판 △금수사 △금수강산 △굿프

렌드 △비원 △위드피자 △위드커피 △요

기 △수원왕갈비 △수원 왕갈비통닭 등 

총 17개 업소가 참여한다.  

중국 최대의 전기 자동차 생산 기업인 

비야디(比亚迪)가 이제는 세계 최대 마

스크 공장이 되었다고 16일 텅쉰망(腾讯

网)이 전했다. 지난 2월 8일 중국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해지자 가장 먼저 마스크

와 소독젤 생산라인을 구축한 비야디는 

2월 17일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마스크 

사업 전담반을 꾸리고 매일 2교대로 24

시간 공장을 풀 가동한 결과다. 

16일부터 비야디는 국내 시장에만 약 

1500만 장의 마스크를 2.5위안 정가에 

판매할 예정이다. 해당 물량은 우선 선

전시(深圳)에서만 시범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재판매나 사재기 등을 엄격히 

금할 예정이다. 

3월 12일 기준 비야디의 마스크 하루 

생산량은 500만 장으로 중국 전체 생산

량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현재 매일 30

만~50만 장 정도 그 양이 증가하고 있고, 

소독젤은 하루 30만 병을 생산할 수 있

다. 다만 현재는 사업 초기인 만큼 우선 

선전 시장을 타깃으로 시행착오를 보완

한 다음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

어든다면 향후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용

품을 수출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민정 기자

애플, 해외 매장 
무기한 폐쇄

中 1400여 품목 
수출환급 세율 인상

애플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 국의 매장문을 무기

한으로 닫는다고 밝혔다. 18일 텅쉰과기(腾讯科技) 보

도에 따르면, 애플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매장들

은 별도의 통보가 있기 전까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애플은 3월 27일부터 매장 문을 열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새로운 내용은 모든 지역 매장들에 

통보된 것이 아니여서,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3월 27일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애플은 지난주 미국 매장문을 닫은데 이어 이탈리

아 매장에 대해서도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

다. 중국본토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42개 매장의 영업을 재개한 

상태이다. 다만, 영업시간을 기존에 비해 단축시켰다. 

한편, 영업중단 통보는 많은 나라들의 애플 공식 사

이트에 게재됐다. 애플은 매장 폐쇄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윤가영 기자  

중국정부가 1400여개 품목에 대한 수출 환급세율

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17일 신화망(新华网) 보도에 따

르면, 이날 국가세무총국은 오는 3월 20일부터 위생 

도자기 등 1084개 품목에 대해 수출 환급세율을 13%

까지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식물성장 조절제 등

을 비롯한 380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 환급세율을 

9%로 올리기로 했다. 

베이징 국가회계학원 리쉬훙(李旭红) 교수는 "이번

에 수출 환급세율을 인상한 품목에는 농산품, 기초 가

공품 등 광범위한 범위가 포함됐다"면서 "수출 환급세

율 인상을 통해 대외무역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환급세 인상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줄이고 대

외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가영 기자

비대위, 마스크 공동구매·배송 서비스 실시

미국·중국 전역 구매-배송도 가능

홍췐루 17개 업소 ‘손 소독제’ 나눔 행사

120元 소비 고객에 손소독제(20元) 증정

中 전기차 ‘비야디’ 세계 최대 마스크 생산공장으로 변신

한인타운 한식당 경기회복에 ‘온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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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인민정부가 19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9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숙박∙외식, 오락, 

교통운수, 관광(여행사 및 관련 서비스, 

관광지 관리) 4개 업종 종사자들에게 1

인당 800위안(14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할 방침이다. 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상하이시 소속으로 2020년 1월 1

일 이전에 설립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곳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업체가 전월 실제 납부한 도

시직원 사회보험 인원 수를 기준으로 책

정된다. 인당 800위안 기준으로 한 업체

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500만 위

안(8억 7800만원)이다. 업체의 지원금 신

청은 한 번으로 제한된다.

상하이시는 또한 춘절 기간 코로나19 

방역 작업에 참여한 주요 기업에 일회성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

상은 춘절기간(2020년 2월 9일 24시까

지) 긴급 생산 투입된 기업과 지역경제

위원회(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경제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뒤 생산을 재개한 

기업이다.

지원금은 춘절 기간 실제 근무한 생산 

인원 수를 기준으로 인당 1500위안(26만

원)씩 지급된다. 한 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총 500만 위안(8억 7800만

원)으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이민희 기자

上海 코로나19 타격 업종 종사자에 1인당 800元 지원

“힘내세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대한민국” 

상하이 교민과 재중 동포들이 고국의 

코로나19 사태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마

스크 20만장을 기부했다. ‘민관합동 코

로나19 상하이 비상대책위(비대위)’는 

지난 16일 상하이총영사관을 방문해 마

스크 20만장을 전달했다. 

최영삼 총영사는 “이번 마스크 기부는 

중국 동포사회에서 교민들과 조선족 동

포들이 함께 고국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

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위

기에 단합하고 적극적인 지역봉사와 기부

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하이 교민들의 

위대함을 느꼈다”라며 전했다. 

박상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회장

은 “상하이 교민과 동포들은 그 동안 한

국을 비롯한 세계 한인네트워크의 도움

으로 중국 코로나19사태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도와

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며 초등학생

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민들의 성원

과 후원금이 줄을 이었다. 동문회, 동호

회, 향우회, 중소기업 및 기관들뿐 아니

라 지역 재중 동포들 또한 참여하게 됐

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에  마스크 지원에 상하이

화동지역 조선족여행가이드협회에서 4

만 7126위안(한화 810만원), 상하이 조

선족여성협회 황미영 회장 1만 위안(한

화 175만원)과 회원 1만 위안, 조선족 기

업인 문위동 대표가 5000위안(한화 88

만원)을 기부하며 동참 의사를 전했다.

상하이총영사관은 최근 상하이지역 

교민들의 고국 지원 

문의가 계속되자 총

영사관은 전담 파트

를 신설하고 운송과 

통관을 대행하는 업

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기증

한 마스크 20만장은 

한국 적십자사를 통

해 국내 재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

국 각 지역에 배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9면

고수미 기자

상하이 교민·조선족 동포, 고국에 마스크 20만장 기부

박상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회장, 최영삼 주상하이총영사, 

박상민 민관합동 코로나19 비대위 위원장(오른쪽부터)

지역 수량(장)

서울 32,000

부산 20,000

인천 12,000

울산 6,000

대전 세종 4,000

경기 50,000

강원 8,000

충북 8,000

충남 10,000

전북 6,000

광주 전남 10,000

경남 20,000

제주 4,000

계 200,000

마스크 배부 계획

홍콩, 코로나19
 ‘양성’ 반려견 발생

홍콩에서 두 번째 확진자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19일 신화사(新华社)는 홍

콩 농수산보호부(AFCD) 발표를 인용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견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18

일 강주아오(港珠澳) 동물거류소에 격리 조치했다

고 보도했다.

해당 반려견은 2살 셰퍼드 품종으로 코로나19 검

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이상 증상은 나타나

지 않았다. 이 반려견과 함께 검사를 받은 확진자

의 또 다른 반려견은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FCD는 “감염 반려견에 대해 밀착 관찰을 하고 

향후 반복 검사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현재 반

려동물이 코로나19를 사람에게 전파한다는 증거는 

없다”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올바른 위생 습관

을 키우되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홍콩에서 지난달 28일 세계 최초로 코

로나19 검사에서 약양성 반응을 보인 반려견이 지

난 16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17살 포메라니안 품

종의 반려견은 지난 12~13일 진행된 코로나19 검사

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14일 보호자 품으로 돌아갔

지만 이틀 뒤 결국 사망했다.

해당 반려견의 사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죽은 

반려견 보호자가 부검을 원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콩 위생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반려동물(고양이, 개 등 포유류 동물)에게 

지정 시설에서 검역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첫 감염견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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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로나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

선 가운데 중국은 해외 코로나19 역유

입 방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지

난 19일 기준, 중국 전역에서 신규 확진

자가 39명이 증가한 가운데 국내 확진자

는 없고 모두 해외 입국자들이다. 

19일 해외 유입 확진자는 광동 지역

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

면 광동 14명, 상하이 8명, 베이징 3명, 

푸젠 3명, 톈진, 랴오닝, 헤이롱장, 저장, 

산동, 광시, 쓰촨, 간쑤에서 각 1명이 추

가 발생했다.  

19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

면 해외 역유입에 따른 감염사태를 막기 

위해 중국 각 지역에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별

로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도시들은 내/

외국인 구분 없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14일 동안의 격리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도시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14일 격리조

치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 격리 기준은?

상하이의 경우, 입국 14일 전에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프랑스, 스페인, 독

일, 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16개 국에서 20일부터 호주, 말레이시

아, 그리스, 체코, 핀란드, 카타르,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돼 총 24개국이 

중점국가로 지정됐다. 이 24개국 거주 또

는 여행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또는 격리

시설로 옮겨서 격리관찰하고 있다. 

충칭(重庆)의 경우 24개국 입국자들

에 대해 관할 구(区)에서 공동으로 격리 

시설로 이동 후 14일 동안 격리관찰 하

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유행지역이 아

닌 다른 나라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각

자 주택에서 14일 동안 격리 관찰하도

록 규정했다. 후베이, 베이징, 톈진, 네이

멍구, 안후이, 윈난 등 지역은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14일 동안 집중 격리

를 하고 있다. 

집중 격리 비용 부담은?

집중 격리 비용은 대부분 지역들이 격

리 관찰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입국자 

스스로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상하이

는 격리자가 숙박비와 식대를 부담해야 

한다. 하루 숙박비는 1인당 200위안 짜

리와 400위안 두 가지가 있다.

베이징은 집중격리관찰 기간 모든 비

용을 자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난 15

일 발표했다. 상하이, 충칭, 네이멍구, 산

시(陕西), 윈난, 후베이우한, 안후이츠저우   

(安徽池州), 랴오닝안산(辽宁鞍山) 등에

서도 해외 입국자 자부담으로 전환했다.

헤이룽장(黑龙江)의 경우, 격리기간 

숙식비와 의학관찰 등 비용은 정부가 부

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산동성의 경우, 격리기간의 숙박비와 

식대를 각 도시별로 비용기준을 정하게 

하고 전염병 사태와 무관한 비용은 격리

자 스스로 부담하게 한다는 원칙이다. 다

만, 격리지점까지 이동하는 교통비용은 

각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구체적인 

격리비용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치료비 부담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치료비는 

대부분 지역이 같은 정책을 적용하고 있

다. 지난 14일 베이징 코로나 전염병 예

방통제 언론 브리핑에서는 해외 입국자

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첫번째는 기본의료보험 가입자이다. 

기본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 이외의 초과부분을 정부가 지원한

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개인이 의료비용

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두번째는 의료보험 미가입자이다. 이 

경우, 코로나 치료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밖에 일부 도시들은 해외 입국 시 

코로나 증상을 숨기는 등 사실대로 신

고하지 않은 입국자들에 대해 치료비용 

자가부담은 물론,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윤가영 기자

中 도시별 입국자 방역조치 어떻게 다를까 中 코로나 위험지역 
방문 숨기면 ‘실형’

상하이에서 위험지역 방문 사실을 숨겨 55명의 격

리자를 만든 확진자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동방망(东方网)에 따르면 우한시에 방문한 

사실을 숨긴 채 여러 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리

모씨(李，60세)에 대해 상하이시가 강력한 처벌을 내

렸다. 

상하이 진산(金山)구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지난 

1월 25일 우한에서 상하이로 돌아온 뒤 5일 동안 기

침 등의 증상을 보여왔다. 수 차례 상하이시 제6인민

병원 진산 분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서도 줄곧 우

한 방문 사실을 숨겼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계

속 공공장소를 드나들었다.

2월 4일 이 남성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와 밀접 접촉한 55명의 사람들이 격리됐다. 퇴원하

자마자 법정에 선 그에게 법원은 피고인 리 모씨의 행

위는 ‘전염병 예방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3

개월과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최근 허베이(河北) 20대 중국인 여성이 최근 한

국을 방문한 사실을 고의로 숨긴 사실이 드러나 행정 

구류 처분을 받았다. 19일 환구망(环球网)에 따르면, 

허베이 산허(三河)시에 거주하는 장(张, 25세) 씨는 

지난 1월 31일 친척 방문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시점인 2월 

말 베이징 수도공항으로 입국했다. 다행히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산허시 공안

당국은 방역 기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민들에

게 불안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장 씨와 그의 오빠에

게 행정 구류 처분을 내렸다. 또, 사실을 방조한 어머

니와 장모 씨 아내에게는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기간 위험 지역 여행 

사실과 증상 발현 사실을 숨기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앞서 허난성에서 우한 방

문 사실을 숨긴 남성에게는 실형 8개월을,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사실을 숨긴 산동성 남성에게는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이민희 기자

우한 방문 은폐 확진자에 1년 3개월형

한국 방문 숨긴 중국인 구류, 

방조한 가족엔 벌금

시설 격리 비용 대부분 자부담

上海 핵산 검사 후 자가·집중 격리 구분

北京·湖北 등 모든 해외 입국자 14일 집중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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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나의 버킷리스트 ⑨~⑩

불붙은 입시 경쟁에서 차별화된 

나를 위해 자격증을 따는 학생들

이 있다. 상하이 한국 학생들 중에

는 중국의 특성상 언어 장벽과 까

다로운 응시 기준 때문에 한국으

로 눈을 돌리는 학생들도 많다. 학

생 신분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자

격증, 특히 IT나 미디어 관련 직종

과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도

전할만한 자격증 3가지를 알아보

자. 한국에서 치러야 하는 시험이

라 방학에 맞춰 응시해야 하지만 

실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활용능력이 높다.

기본부터 시작하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컴퓨

터의 기초 사용법과 워드프로세

서 운영 및 편집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

무런 제한 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평균적인 취득 기간은 독학으로

는 6개월 정도, 학원은 2-3개월 정

도가 걸린다. 많은 대학과 기업에

서 빠르고 정확한 문서 처리 능력

을 요구하는데, 이 자격증이라면 

충분히 가산점이 될 수 있다. 시험

은 한국에서 치르며 자세한 시험 

일정과 접수방법은 홈페이지를 통

해 확인하면 된다. 홈페이지에는 

시험 대비를 위한 출제기준과 예

제를 제공하고 있다.

● license.korcham.net

단기간에 빠른 취득?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이다. 정보화 시대

인 만큼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으

며 합격자 수 또한 많아지고 있다. 

정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평가하며 비교적 쉽게 취

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취득하

는데 걸리는 시간과 취득자의 평

균 나이 또한 낮아지고 있다. 이 자

격증을 취득하면 대학 입시 때 관

련 학과 지원에 큰 도움이 된다. 추

가적으로 군 생활에도 도움이 되

는데, 특히 공군 지원 예정이라면 

특기 배정에 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 www.q-net.or.kr 

그래픽 디자인 GTQ 그래픽기술

자격

‘GTQ그래픽기술자격증’은 컴퓨

터그래픽 디자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기본적으로 이미지 편집

이나 웹 디자인 등의 기초를 기반

으로 하여 디자인 프로그램의 사

용 능력이 평가된다. 난이도 역시 

쉬워 학생들이 도전할 만 하며, 실

제로 한국에서는 벌써 많은 중학

생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디자인 또는 

컴퓨터 관련 학과에 지원할 때 도

움이 되며, 평상시 학교에서 컴퓨

터로 이루어지는 편집이나 디자인 

등을 손쉽게 해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 license.kpc.or.kr 

학생기자 이원선(상해중학 11)

중국은 세계 GDP(국내 총 생산

량) 2위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 비록 현재는 

중미 무역전쟁으로 침체기에 있

지만, 많은 인구와 자원을 토대로 

중국 경제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

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외국인에 막혀 있었던 중국 주

식시장은 2014년 상하이에 상장된 

주식과 홍콩에 상장된 주식을 투

자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상대방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후강통(沪

港通)’ 이후 본격적으로 개방됐다. 

또 2018년부터는 내국인 전용 A주

에 중국에 취업목적으로 거주중인 

외국인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차 외국인에게 주식시

장을 개방하고 있다.

당장 학생 신분으로 주식 투자는 

어렵지만, 투자 방법을 배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1. 계좌 개설

우선 모든 해외 주식을 거래하

기 위해서는 해외 주식 거래가 가

능한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예전에는 해외 거래가 가능

한 증권사의 수가 적었다. 하지만 

요즘은 해외 주식 시장에 대한 관

심이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증권사

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중국 

주식을 거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권사로는 키움 증권, 한화 증권, 

KB투자 증권 그리고 신한 금융 투

자 등이 있다. 이처럼 한국 증권사

를 통해 중국 주식을 구매하는 것

은 간접투자이다. 

최근 중국은 중미 무역전쟁 여

파로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중

국 정부는 하락한 증시 부양을 위

해 외국인 주식투자 제한을 2018

년 10월에 풀며 3600조원의 은행 

WMP(중국형 자산관리 상품) 상

품을 외국인에게 투자할 수 있도

록 허용했다. 또한, 현지 직접 투자

도 허용해 현재는 한국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국 현지 증권

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을 살 수 있다. 

2. 투자할 기업 고르기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가치가 

높은 기업을 고르는 것이다. 여기

서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

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일수

록 기업의 가치가 올라 간다. 현재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인

공지능, 5G 등이 있다. 하지만 인

공지능과 5G는 수익을 얻기까지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

다. 인공지능 외에 환경 보호 기업

이나 교통 시설 등도 성장 가능성

이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자신이 

분야와 기업 선정에 자신이 없다

면 ETF를 사는 것도 좋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

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

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3. 최소 거래 수량 및 단위 확인하기

중국 주식 시장에서 매수 시에

는 무조건 100주 단위로 구매를 

해야 하고, 단주로는 구매가 불가

능하다. 하지만 매도 시에는 100주 

미만의 경우 단주 단위로도 구매

할 수 있다. 중국 시장에서는 상하

한가가 10%로 정해져 있으며, 매

도 시에는 꼭 10% 범위 안에 있

어야 한다. 

학생기자 박성언(SAS 12)

자격증 시대, 이젠 학생들도 딴다

중국에서 투자하기

상하이저널 학생기자들의 

2020 버킷리스트

1. 특허권 내기

2. 음원 내기

3. 단편영화 만들기 

4. 책 출판하기

5. 타오바오에 상점 개설하기

6. <반료동물 키우기> 

     가이드북 제작하기

7. 유튜브 영상 크리에이터 되기기

8. 나만의 역사 기록물 만들기

9. 자격증 따기

10. 중국에서 투자하기

11. 소프트웨어 디자인하기

12. 미술 경매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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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이야기

이 또한 지나가리
1월 16일 이른 아침 거실에서 커피를 마

시고 있는데 남편이 방에서 다급히 전화를 

받으며 아버님께서 임종하셨다고 어서 준

비하라고 한다. 마침 학교들이 방학을 하고 

구정이 가까운 시기라 비싼 건 차치하고 비

즈니스라도 좌석이 있음을 다행이라 여기

며 기숙사에 있는 큰 아들을 불러 급히 한

국 아버님을 모신 병원으로 갔다.

이미 어머님과 다른 가족들과 작은 아들

이 조문객을 맞고 있었고 우리도 서둘러 

예를 갖추었다.

영정 사진 속 아버님을 뵈니 이제는 다시

는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나에게 그리움

을 복받치게 했다.

매일 아침이면 가까운 산을 오르시고 술

과 친구를 좋아 하셨던 아버님. 돌아가시

기 이틀 전에도 귤 한 박스를 사 들고 오셔

서 어머님께 주셨다던 그 귤은 장례를 마

치고 며칠을 함께 먹었고 마지막 한 개는 

아버님 마지막 선물이라며 어머님 입에 넣

어드렸다.

60년을 함께하신 두분 살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으셨겠지만 건강히 사시다 

밤새 주무시다 우리 곁을 떠나가신 아버님

이 복이 많으시다고 어머님은 이별의 서운

함을 그리 표현 하셨다.

우리가 한국으로 올 때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

게 넓은 나라에서 한 지역의 소식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듣고 지나쳤다.  아버

님 장례를 마치고 갑자기 중국 우한에서 발

생했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흔

들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온 사람

들은 2주후에야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고 

어디에서나 열을 재고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가지 방역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아무래

도 중국에서 온 우리는 더 조심스러웠지만 

예상치 못한 전염병으로 비행기 티켓은 결

항이 됐고 수차례 취소와 결항이 반복되

다 결국은 3월말까지 결항이 됐다는 연락

을 받았다.

한국에 온지 한달. 예상대로 라면 벌써 2

주전에 상하이에 도착했어야 하는데 자꾸 

연장 됐고 모든 것은 해석이라고 어머니께

서는 아버님께서 이 시기를 피하게 너희들

을 불러내신 것 같다 말씀하셨다. 그 동안 

한겨울인 것을 잊은 듯 따뜻한 날씨가 계속 

되었는데 눈이 펑펑 내렸다. 일기예보는 다

음날도 이렇게 내린다지만 입춘을 지난 추

위는 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는 듯 했다

그렇게 며칠, "신천지가 큰 거 하나 터뜨

렸어요" 작은 아들이 기가 막힌 듯 말했다. 

온갖 매스컴에서 사이비 집단에 대해 열을 

올리고 한국의 확진자가 갑자기 늘기 시작

했다. 이렇게 대구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

러스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듯 이제 돌아

가려니 무성한 소문과 격앙된 언어들로 두

렵기도 하고 위축 되기도 했다.

결국 우리는 한달 반 만에 다른 항공사

로 연결돼 상하이로 돌아왔다. 그리고 순조

롭게 공항에서 모든 심사를 통과했다. 우리 

집 단지 주민 위원회 에서는 해당자들(중국

인 외국인 차별 없이)이 2주동안 불편없이 

자가격리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많은 도움

(장봐주기, 택배전달, 쓰레기수거 등)을 주

었고 우리도 당연히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

조하고 있다. 

옛말에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말싸움 

하면 이긴다' 라는 말이 있다. 세상이 하 어

수선하니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때론 기자

는 사실만을 써야 하는데 자기의 의견을 

써 민심을 혼란에 빠지게도 한다. 그러면

서 모두가 조심하고 배려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말에 우왕좌왕 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규칙을 잘 지키면서 

차분히 이시기가 잘 지나가길 기도해야 하

지 않을까?

칭푸아줌마(pbdmom@hanmail.net)

화동조선족주말학교 온라인 수업 시작
교사·학생·학부모 만족도 높아

화동조선족주말학교(박창근 교장)는 지

난 7일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22

일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수업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학구장-분교장 회

의를 열고 온라인으로 개학 개강하기로 결

정했다. 

화동조선족주말학교 대부분 학구 및 분교

에서는 텐센트 회의(腾讯会议), Zoom, Ding 

Talk(钉钉), 瞩目, SeewoLink(希沃白板) 등 

다양한 앱들을 사용해 온라인 방식으로 수

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인 만큼 교사들은 수업 준비 과정에서 

근심이 많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제대로 

수업을 할지 많이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아

주 좋은 수업효과가 있었다. 

상하이 송장대학성학구 오춘실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은 PPT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좋

았다”고 한다. 또 상하이 자딩학구 전예화 선

생님은 “학부모들의 협조로 어린이들이 동영

상을 통해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영상을 보

고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전했다. 

소주희망분교 김미선 선생님이 담임하는 

학급은 딩딩 앱(DingTalk)을 이용해 첫 온라

인수업을 진행했다. 소주희망분교는 이번 겨

울 방학 동안 아이들의 꾸준한 한글낭독습

관을 키우기 위해 ‘낭독 도장찍기’ 활동을 활

발히 전개했다. 그 중 김미선 선생님 반 학생 

5명은 모두 TOP 7명 중에 포함됐으며 이 중 

한 학생은 57일간 꾸준히 한글 낭독을 이어

오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개학 후 온라인 수업

에 대해 학생들은 전혀 이질감이 없었고 집

중도와 적극성도 높았다고 한다. 

특히 곤산분교 김금실 선생님과 민항학구 

최지원 선생님은 “수업 후 학생들은 위챗으

로 숙제를 제출했는데 완성도가 아주 높았

고 학부모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다”라고 온

라인 수업 만족도를 나타냈다. 

정영복(화동조선족주말학교 홍보팀)

20  오피니언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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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트 지분 매각

W마트
갤러리아1층(井亭大厦1층)에 성업 중인 

대형마트 지분 인수자를 찾습니다.

▶ 연락인: 郑사장 180-0170-7862

영사관 소식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습니다
주상하이 총영사관(총영사 최영삼)은 국가보훈처와 공

동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현재 독립운동의 공로로 정부가 서훈한 1만 5000여명 

중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 등이 전달되지 못한 분들이 

6000여명에 달하며, 특히 700여명은 중국 내에 후손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와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상하이 총영사관(021-6295-5000)
▶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82-44-202-5780)

상해한국상회 소식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 합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정보방 QR

한국 가족·지인·본사에 마스크 보내기
교민 기업 대상 마스크 공동구매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마스크 수

급에 곤란을 겪는 교민과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한

국상회(한국인회)에서는 지역 정부 관납 업체를 연결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우리 교민과 기업에 마스크를 공급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기업경영 및 개인에게 

필요한 마스크 구매를 희망하시는 업체와 교민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료: 일회용 의료용 마스크
▶ 공급가: 

회원사 2.2위안/장

비회원사 또는 개인 2.5위안/장

▶ 구매단위

개인 1팩(50장) 단위, 기업 1박스(2000장) 단위
▶ 참고: 한국 착불 택배비  100장 기준 약 70 ~100위

안/200장 기준 약 120~150위안 
▶ 주문 수량

단위별로 가능. 수량 제한 없음
▶ 신청방법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작성, 신청 성공 메시지 확인

▶ 수령 방법

지정한 주소(한국/중국) 순펑택배 발송(착불)

입금 후 3일 내 발송

*한국으로 보낼 경우 발송 건당 최대 200장까지 발송 가능
▶ 입금 방법 및 화표발행 문의: 위챗 ID 추가 yiya72
▶ 기타 문의: 021)5484-9787

-상해 민관합동 코로나19 비상대책위윈회-

공지
상해한인어머니회 3~4월 문화강좌 연기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3월 4월 1분기의 모든 강좌

를 휴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빨리 진정 되기를 바라

며 문화강좌가 연기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5월 6월 2

분기 개강을 예정하며 변동 사항이 생기면 다시 공지 올

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희망도서관 휴관일 무기한 연장
희망도서관에서 3월 1일까지 연장했던 휴관일을 무기한 

연장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시시각각 다르게 진행

되고 자가격리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도서관 자원봉

사자뿐 만 아니라 회원들의 이용에도 제한이 있게 되어 

도서관 휴관을 다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매주 금요

일에 도서관 휴관에 대한 상황을 공지하겠습니다.

아직 친구추가 안 되신 희망도서관 회원께서는 다음의 

큐알코드를 스캔하시고 친구추가 하셔서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해희망도서관: 130-6189-8683

2020년도 1학기 상해한국주말학교 등록연기 안내
(등록일, 개학일 재변경 안내)
상해한국주말학교는 향후 한국학교의 일정에 따라 등

록 일정을 진행합니다.

등록일과 개학일이 정해지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모집
재상해화동 대구고등학교 동문회
상해 및 강소,절강 지역에 계신 대구고등학교 동문 분

들을 찾습니다.

박력! 대고 동문 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28기 186-1684-1270

경남대동문회 
재화동(상해저장장수)지역 경남대 동문님의 연락을 기

다립니다. 재화동경남대는 정기모임을 비롯하여 소모임 

등을 통하여, 동문의 타국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

보를 공유하고 돕고 있습니다.
▶ 총무:186-1601-3022, 微信: hoper69

          이메일: johnsonpark@foxmail.com   

구인
상하이 20여년 역사의 한인 부동산 전문 기업‘반석부

동산’이 함께 할 인재를 모십니다. 

▶ 분야: 주택부, 상업부
▶ 인원: 00명
▶ 기간: 모집 시까지
▶ 대상: 25~35세
▶ 자격: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중국어가 능통한 적

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진 남녀 
▶ 급여: 면접 시 협의
▶ 근무지: 홍췐루(虹泉路) 인근
▶ 문의: 156-0166-2773

G마트에서 인재를 모십니다
1. 한국인 대졸사원 모집：

남경 1, 2호점 및 상해 1, 2호점을 운영하는 G마트에서 

진취적이며 열정적인 한국인 대졸사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중형마트 및 편의 사업 등 중국 유통사업에 열정

을 품은 24-35세(졸업예정자 포함)
▶ 조건: 주6일/일10시간; 초봉 11,000원/월
▶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대학졸업증명서
▶ 문의: 위쳇 G66971004

2. 콜센터 직원 모집
▶ 근무: 구베이, 홍췐루 G마트
▶ 대상: 주부, 학생 모두 지원 가능(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 우대: 장기간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일 근무 시간이 긴 

지원자 우대
▶ 문의: 위챗 G66971004

이전
한신컨설팅이 새로운 보금 자리로 이전합니다. 앞으로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 주소: 虹泉路1000号 井亭大厦B座 812室
▶ 전화: 021-6401-6308, 180-1732-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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