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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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