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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 4월 1~6일 총영사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중국은 28일 0시를 기점으로 모

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코로

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중

국 내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

다. 지난 26일 밤 11시 중국 외교부

와 국가이민국은 <기존의 유효한 중

국 비자 및 거류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

다(关于暂时停止持有效中国签证、

居留许可的外国人入境的公告)>는 

요지의 공고문을 발표했다.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

지시킨 이번 조치는 ▲기존의 유효

한 중국 입국비자 또는 거류 허가를 

소지한 외국인들의 입국 잠정 중단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

한 외국인의 입국 잠정 중단 ▲도착

비자 입국, 24/72/144시간 경유 비

자 입국, 하이난 성을 통한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 무비자 입국, 

ASEAN 단체관광단의 광시 자치구

를 통한 무비자 입국 등의 정책을 잠

정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단, 외교, 공무, 의전(礼遇) 비자 또

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의 입국

은 이 공고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외국인 가운데 만약 중국 국내에

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

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

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

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27일, 중국 외

교부 발표를 인용해 “이 정책은 중

국측이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의 조치들을 참고

한 후 부득이하게 취하는 임시적인 

조치이며, 중국측은 각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자 하며, 현 상황 

속에서 중국 국내외 인원들의 왕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

했다. 대사관은 또 “이 공고문이 발

표된 이후(3.26) 발급된 비자로 입국

하는 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으나 실제 비자 발급 자체가 

원활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기습적인 이번 발표에 아

직 한국에 머물면서 중국으로 입국

할 시기를 재고 있던 교민들은 당

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상하이국제

학교 재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어

차피 지금은 등교가 어려운 상황이

라 4월 청명절까지 봄방학을 마치

고 입국하려고 했는데 청천벽력같

은 소식”이라며 절망감을 드러냈다.

그간 상하이를 거쳐 외지로 나가

는 인원들에 대한 조치가 자주 변경

되면서 입국 시기를 고민하던 쑤저

우, 우시 교민들도 당황스럽기는 마

찬가지다. 우시 한 교민은 "우시 교민 

커뮤니티에서는 장쑤성이 개학날짜

를 발표할 만큼 안정을 찾아서 이달 

말, 내달 초 입국해서 2주 자가격리

를 거친 후 정상 생활을 계획했던 교

민들이 많은데 이런 기습적인 조치

는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상해한국학교도 중국이 입국금

지 조치를 발표한 현재, 재학생 33

명(3.2%)이 미입국한 상태다. 상해

한국학교에 따르면, 현재 입국한 

학생은 초등 429명 중 403명, 중등 

243명 중 235명, 고등 363명 중 361

명으로 재학생 1035명 중 1002명

(96.85)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온라인 수

업을 하고 있어 수업일 수 등에는 지

장이 없으나, 등교일이 결정된다 해도 

즉시 등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전병석 교장은 “상하이시 교

中 외국인 입국금지 당혹·난감·절망
해외 항공편 1국가 1노선 주1회로 제한

상해한국학교 재학생 33명 미입국… 등교는 언제?

육국에서 개학일을 2주 전에 발

표한다고 했으나 아직 통보가 없

다. 개학할 즈음에는 입국금지 조

치도 함께 풀리리라 생각된다”라

며 현재 입국하지 못한 학생들에

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등교일 

발표와 함께 입국금지 조치도 해

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상하이시 국제학교 등교일은 빨

라도 4월 중순 이후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중국 민항국은 모든 국내외 항

공사들에 중국 노선은 1국가, 1노

선, 주1회로 축소 운항하도록 제

한했다. 또, 모든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은 7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번 국제노선 

제한으로 항공편수는 주 130편

으로 줄어 입국자 수도 기존 1일 

2만 5000여 명에서 5000여명으

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수미 기자

● 4월 1일(월)~6일(월)
●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 주상하이총영사관

  (长宁区 万山路60号)

●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지참
● 마스크 착용 필수
● 후보자 공약: http://policy.nec.go.kr

       관련기사 10~11면

대한항공 인천-선양 매주 금요일

아시아나항공 인천-장춘 매주 화요일

제주항공 인천-웨이하이 매주 수요일

남방항공 인천-선양 매주 일요일

동방항공 인천-난징 매주 일요일

산동항공 인천-칭다오 매주 금요일

칭다오항공 인천-칭다오 4월 2일

춘추항공 제주-푸동

※국적기는 3개 항공사 제외한 모든 항공 취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한중 직항 중단

4월 한-중 노선 항공편

주상하이(총)재외선거과: 021-6295-50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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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상 복귀 시작… 방역 등급 3급으로 하향
상하이 아직 2등급

중국 각 지역에서 방역 응급 대응 단계를 

1급에서 3급으로 하향하며 일상으로의 복

귀가 시작되고 있다. 현재 상하이를 비롯해 

장쑤성, 저장성, 간쑤성, 랴오닝성, 꾸이저우

성, 윈난성 등이 방역 대응 단계를 3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얼마전에는 장쑤성, 저장

성, 하이난성 등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언론 

브리핑 자리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나

타나는 등 코로나사태의 진정과 일상으로

의 복귀를 알리기도 했다. 

방역 응급 단계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상

하이 코로나 전문가팀 장원훙(张文宏) 팀장

은 “발병률이 낮아지고 현지 추가 확진자 수

가 ‘0’에 가까운 지역들이 단계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인 대부분

이 감염자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를 벗어도 괜

찮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환경에 따라 

다르다”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마스크

를 착용할 필요가 없지만 지하철, 병원 등 

감염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착용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전염병치료 국가중점실험실 성지팡(盛吉

芳) 부주임은 “유행성 감기가 기승을 부리

는 계절, 전염병 확산시기, 사람들이 몰려있

는 장소, 실내 밀폐된 공간 등에서는 마스크

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평소에도 좋

은 생활습관과 면역력 증강, 건강한 심신상

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후베이성 등 

지역들은 여전히 최고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상하이(上海) 

상하이시는 24일부터 방역 응급 대응 단

계를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 동

안 각 아파트 단지들은 거주자 등 등록된 주

민 및 차량에 한해 출입을 허용했으나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된 후부터는 배달원을 비

롯한 외부 인원 및 차량도 진입이 가능해 졌

다. 다만, 수이션마(随身码) 녹색 상태 확인 

후 진입할 수 있다. 

또 인테리어 공사 재개도 가능해졌다. 하지

만 주민위원회와 물업관리에 신고를 해야 하

며 온라인 수업 중인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

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시공이 가능하다. 

저장성(浙江省) 

저장성(浙江省)은 22일 방역 단계를 3급

으로 조정했다. 저장성은 한때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으나 지난 22일 해외 유입 확진자를 제외

한 현지 확진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저장성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현재까지 1217명이며 이 가운데

서 사망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병원에서 퇴

원한 상태이다. 저장성은 2월 22일 이후 30

일동안 신규 확진환자가 증가하지 않은 상

태이며 생산 재개로 인해 발생한 확진자나 

의심사례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항저우(杭州) 

항저우는 일부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이

용 시 체온을 측정하고 젠캉마(健康码, 수이

션마)를 제시해야 하는 조치를 취소하는 한

편 △공원, 풍경구, 길거리 등 인파가 집중되

지 않은 실외 장소 △자전거 및 전동차 이용 

시, 널찍한 곳에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경

우 △해외 입국자와의 접촉이 없는 회사 동

료들과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근무하거나 

소규모 회의에 참석 △단체행사가 아닌 실

내 스포츠 활동 등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쓰촨성(四川省) 

쓰촨성은 25일부터 3급으로 내렸다. 쓰촨

성은 지난달 26일 방역 응급 단계를 1급에

서 2급으로 내린 후 전체 지역을 저위험지

역, 중등 위험지역, 고위험지역 등 3가지로 

분류해 관리를 해왔다. 그러다 3월 19일 코

로나 환자 수가 ‘0’으로 변하고 19일 연속 신

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쓰

촨성 전체가 저 위험지역이 됐다. 이에 따

라 3월 25일부터는 3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호텔, 쇼핑몰, 도매시장, 농부

산물시장, 슈퍼, 미용실 등 영업장들은 정상

영업이 가능해지고 음식점도 영업이 재개됐

다. 다만, 대규모 집단 회식자리거나 대규모 

연회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밖에 일정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는 것

을 전제로 영화관, pc방, ktv, 바, 찻집, 게임

방, 수영장, 헬스클럽, 실내 스포츠센터 등 

오락장소들도 영업이 재개된다. 

선양(沈阳) 

선양은 종교활동장소, 학원 등 교육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 및 영업장소들의 업무 재

개를 허용했다. 아울러 영업을 재개한 곳들

은 통풍, 소독, 입장 인원 통제, 직원 건강관

리 등 조치들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

지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공원, 풍경구, 길거리 등 야외장소거나 사람

들이 몰리지 않은 곳 

•고공작업, 건축현장과 농작물 재배지 

•자전거나 전동차를 타거나 넓은 곳에서 산

책 또는 운동할 경우 

•해외 입국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 회사 동

료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근무 또는 소

규모 회의 

•홀로 자전거를 타거나 지인과 자가용 동승 

•단체활동이 아닌 실내 스포츠 등이다. 

또 4월 중순부터 졸업학년인 고3, 중3의 

개교를 시작으로 기타 학년은 교육국이 개

교날짜를 정해 통보하도록 했다. 

[방역 응급 대응 단계 3급의 의미는?] 

최근 베이징, 후베이성 등 몇몇 지역을 제

외한 중국 대부분 지역들이 돌발 공공위생 

사태 등급을 1급에서 3급으로 내렸다. 돌발 

공공위생사태(突发公共卫生事件)란 대중

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역병, 원인불

명 질병, 심각한 식중독이거나 기타 대중들

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돌발사태

를 뜻한다. 이번 코로나19가 바로 이러한 돌

발 공공위생사태에 해당한다. 

돌발 공공사태의 성격, 위해정도, 파급범

위 등의 심각성을 따져 가장 낮은 일반(4급), 

비교적 높은(3급), 심각(2급), 특히 심각(1급)

으로 나뉘고 그에 상응한 대응을 하게 된다. 

최고 단계인 1급의 경우, 중국국무원에

서 내는 대응전략을 각 지역 정부가 집행

하게 되고 2급은 성(省)정부에서 지휘부를 

구성해 돌발 위생사태에 대응하게 되며 3

급은 지급이상 시(市), 성 직속 현(县, 또는 

市, 区) 등에서 대응전략을 내게 되며 4급

은 현(시, 구)에서 응급 지휘부를 구성해 대

응하게 된다. 

그 동안 국무원 총괄 지시로 코로나 사태

를 대응해 오는 등 사태가 심각했다면 이제

는 각 도시 별로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사하게 될 정도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

음을 뜻한다. 

윤가영 기자 



상하이 3월 번호판 경매 3000개 늘려

티켓당 10元 할인, 최대 5장까지 혜택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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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타 상하이지회, 대구에 마스크 1만장 기부

재중 기업인도 한국 코로나19 극

복을 위한 마스크 기부 행렬에 동참

했다. 옥타 상하이지회가 대구시에 

보낸 마스크 1만 장은 23일 대구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되

었으며 방역 용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어려운 기업 경영 상황에서도 한

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회원사

들이 적극적인 참여해 순조롭게 진

해됐다. 이평세 고문은 “국가적인 위

기상황에서 협회의 작은 힘이나마 보

태어 함께 이겨내야 한다”라는 협회

의 의지를 반영했다 평가했다. 이양

근 고문은 “특히 대구 지역에 많은 확

진자가 발생해 우선적으로 기부하기

로 결정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학준 지회장은 “코로나19 피해

로 인해 한국의 모든 국민이 겪고 있

는 어려움에 마음이 아프다”며 “옥

타 상하이지회는 한국 국민과 이 어

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

겠다”고 말했다. 또한 마스크 기부가 

이뤄지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이평세 고문, 이양근 고문, 이성문 

고문, 박홍성 감사, 장경범 부회장, 정

성호 이사, 고설봉 이사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럽, 미국, 인도 등의 생산시설 연

쇄 셧다운이 시작된 가운데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타

격을 일찍 받은 중국은 회복세에 들

어섰다. 지난 23일 블룸버그 경제조

사팀은 중국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

국 공장의 가동률의 85%까지 회복

됐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면서 생산

활동을 재개한 기업들은 정상 가동 

단계에 들어섰다. 난징(南京)에서 배

터리를 생산 중인 LG화학은 지난달 

10일 공장 가동을 재개해 현재는 정

상 가동 궤도에 올랐다. LG화학은 

난징에 소형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의 창저우(常州) 배

터리 공장도 지난달 10일 생산을 재

개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코

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가동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한(武

汉)에 위치한 SK종합화학 공장도 가

동률을 다소 낮췄지만 공장 운영을 

정상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케미칼의 닝보(宁波) 공장도 

지난달 10일 가동을 재개했다. 한화

케미칼은 닝보 공장에서 연간 50만

톤의 PVC를 생산 중이다. 한화큐셀

의 치동(启东) 공장도 지난달 11일 

다시 생산에 돌입했다. 치둥 공장에

서는 태양광 셀과 모듈이 생산되고 

있다. 

LG전자 톈진 공장은 이달 초부터 

가동을 재개해 셧다운 이전 수준으

로 복귀했다. 톈진 공장에서 생산되

는 제품 일부는 북미와 유럽 등 해

외 시장으로 수출된다. 톈진과 쑤저

우에 자리한 삼성전자 공장도 지난

달 둘째주 재가동에 들어가 한달째 

정상 가동률을 유지 중이다. 삼성전

자는 중국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대

부분을 중국 내수 시장에 공급 중

이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은 한 달 넘게 멈췄던 공장을 재가

동 했다. 

다만 중국 생산시설이 정상화 되

더라도 완전한 긍정 신호로 받아들

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

계 관계자는 “공급의 문제가 아닌 

수요의 문제가 있다”며 “공급이 원

활해도 시장 수요가 사라지면 최악

의 경우 이들 공장의 가동을 다시 멈

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中 자동차소비 진작 나선다 

상하이 205개 영화관 영업 재개

중국이 자동차 소비진작에 

나선다. 지난 23일 상무부, 발

개위 등은 공동으로 자동차소

비 안정을 위한 구매 보조금 

지급, '이구환신(낡은 것을 새것

으로 바꾸는)' 보조금 지급, 중

고차 거래 편의조치 등 내용들

을 담은 관련 통보(关于支持商

贸流通企业复工营业的通知)

를 발표했다고 24일 펑파이신

문(澎湃新闻)이 보도했다. 

정책 발표 직후, 항저우(杭

州)는 자동차 구매제한 조치

를 완화하고 자동차 이구환신

과 농촌 우대 정책을 적용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

저우는 '자동차 생산소비를 촉

진할데 관한 약간의 조치'를 발

표해 자동차 구매보조 등을 비

롯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발표

한 바 있다. 

상하이는 3월 개인 자동차 번

호판 경매수량을 1만 1970대로 

대폭 늘렸다. 지난 1월 경매된 

자동차 번호판은 8612개, 2월

은 7966개였다. 이에 승용차연

합회 관계자는 "상하이의 차량 

번호판 경매수량이 슬그머니 

3000여 개나 증가했다"면서 "좋

은 소식이라 생각하고 자동차 

소비를 직접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국가발개위는 각 

지방정부들에 자동차 구매제

한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출시

해서는 안되며 현재 구매제한 

정책을 적용 중인 경우에는 구

매제한을 바른 사용 유도로 전

환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현

재 자동차 구매제한을 시행하

는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

우, 스자좡, 톈진, 항저우, 선전, 

하이난 등이다. 

윤가영 기자

상하이가 오는 28일부터 영

화관들의 영업 재개를 허용한

다. 펑파이신문(澎湃新闻) 보도

에 따르면, 26일 상하이정부는 

언론 브리핑을 갖고 우선 205개 

영화관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고 

기타 영화관들은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업이 재개된 영화관들은 

관객들의 체온 측정, 마스크 착

용, 수이선마(随身码) 확인 등 

기본 조치 외에도 좌석 배치, 

상영시간 20분 이상 간격 두기 

등 규정도 지켜야 한다. 

관객들의 영화관람을 격려

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벤트의 달'로 정해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행사기간 타오표표(淘票票)

에서 영화티켓을 구입할 경우 

티켓당 10위안, 최대 4장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다. 할인 티켓은 매일 2만장으

로 한정된다. 

윤가영 기자  

“대구시 코로나19 어려움 함께 하겠다”

삼성 쑤저우·텐진 공장, 우한 SK화학 정상화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한달 만에 공장 가동

南京 LG화학, 

常州 SK이노베이션, 

宁波 한화케미칼, 

启东 한화큐셀 생산 돌입

中 공장 3개월만에 회복, 가동률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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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홍차오공항 국제선 폐쇄

상하이시는 25일부터 홍차오공항을 오

가는 모든 국제선 및 홍콩, 마카오 항공편 

이착륙을 금지하고 상하이 입국 관문을 푸

동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동방

항공 등 각 항공사는 3월 25일부터 4월 25

일까지 홍차오공항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

표했다. 그러나 내달 25일 이후에도 운항 

재개를 확신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운

항 재개일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시는 현재 실행 중인 입국자들에 

대한 시설 격리 외에도 25일부터는 입국자 

최종 목적지와 상관없이 모두 시설 격리와 

핵산 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최근 14일 내에 

기타 지역을 통해 입국해 베이징에 들어온 

인원에 대해서도 모두 시설 격리 및 핵산 검

사를 진행한다. 격리비용은 자부담이며 검

사비용도 기본의료보험 및 상업보험 가입 

여부 등을 따져 부담하게 한다. 

한편,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

生健康委员会)에 따르면, 3월 25일 0~24시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67명

으로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중 18명은 상하이에서 발견됐다. 현

재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 누적 확진

자 수는 541명으로 늘었다. 또 신규 증가한 

의심환자는 58명, 전원이 해외 유입이다. 3

월 25일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상하이와 베이징에서는 역외 유입 확진

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

진 사례도 보고되면서 해외 유입 감염자에 

대한 경계도 강화되고 있다. 

中 역외 유입 확진자 증가, 경계 강화

上海 ‘마스크 폭리’ 
판매자에 징역 8개월

중국에서 코로나19 발병 초기 마스크 공

급 부족을 틈타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한 온

라인 쇼핑몰 판매자에 대해 상하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동방망(东方网)에 따르면 입고가 

5.125위안/1박스, 판매가 7위안인 마스크를 

최고 198위안에 판매한 피고 시에(谢)모씨

에 대해 징역 8개월, 벌금 18만 위안(약 3193

만원)을 선고했다. 시에모씨의 소속 회사에

는 20만 위안을 별도로 청구했다. 오늘 오후 

상하이시 송장구(松江) 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함께 마스크 가격을 담합하고 불

법 경영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2020년 1월 초 온라인 오픈 마켓인 타오

바오(淘宝) 운영자 시에 모씨는 일회용 부

직포 마스크를 1월 23일~1월 29일동안 7위

안에서 21위안, 58위안 등 점차적으로 가격

을 인상하다가 마지막에는 198위안까지 인

상해 판매했다. 무려 정상가보다 28배나 폭

리를 취한 것이다. 총 1900여 박스를 판매해 

불법적으로 16만 위안의 수익을 거뒀다. 일

부 마스크는 우한, 상양(襄阳), 원저우 등 전

염병 심각 지역으로 판매했다. 

피고와 그의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

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자신

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정상 참

작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자신의 잘못을 뉘

우친 후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해 준 것, 정

부에 방역 물자를 지원한 것, 구매 수량을 

제한하여 마스크를 판매한 것 등은 악의적

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민정 기자

7元 마스크 198元으로 둔갑… 

벌금 18만元 선고중국 장쑤성(江苏省) 교육청이 23일 장쑤

성 각 교육기관의 개학 시기를 발표했다. 장

쑤성 교육청 웨이신(微信) 공식계정에 발표

한 내용에 따르면 장쑤성 위원회, 장쑤성 정

부의 동의를 받아 전체 성의 각 교육기관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한다.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이 가장 먼저 

3월 30일 개학하고 특수 학교, 유치원, 실업

고등학교를 비롯한 기타 초중고교는 학년별

로 4월 7일부터 개학 준비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소주한국학교는 4월 13일 등

교를 시작할 예정이다. 소수한국학교는 등

교 전 3월 16일부터 4월10일까지 원격 수

업을 실시하고, 시범 운영기간(3월 16일~20

일)을 제외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출석을 인정키로 했다.

무석한국학교는 내달 7일 무석 교육국 심

사와 점검 이후 등교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무석한국학교는 장쑤성 교육청의 발표에 따

라, 이달 30일 12학년 등교할 예정이었으나 

무석시 교육국 승인과 합동점검간 점검을 

거친 후 등교일을 통보하기로 했다. 

장쑤성 각 학교의 구체적인 개학 작업은 

각 지역의 전염병 방역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대학교는 4월 13일부터 개학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개학 시기는 성 정부의 승인을 받은 뒤 학

교별로 발표한다.

물론 모든 학교는 교육부가 정한 “기본

적으로 전염병이 제어되지 않고, 학교 자체

에 기본 방역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교사와 

학생, 교내에 공공 위생이 확실하게 보장되

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학하지 않는다”는 조

건을 충족시켜 순차적으로 개학해야 한다.

본격적인 개학에 앞서 각 학교의 교사들

은 ‘개학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저장성 주

지시(诸暨)의 한 중학교는 교사들만 업무

에 복귀 한 뒤 학생처럼 시뮬레이션을 실

시했다. 학교 정문부터 교실까지 적외선, 수

동 체온 측정 등 총 5중으로 검사한다. 점심

시간에도 선생님의 지도 하에 식당 지정 좌

석에 착석한 뒤 한 테이블 당 2명씩 식사를 

한다. 식사시간에도 학생 간에 잡담을 엄격

히 금지한다.

한편 학원, 영유아 보호기관(탁아소 등) 

등은 현지 초중고교가 전부 개학한 뒤 구   

(区)별 방역 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학(등

원) 시기를 확정한다.                    이민정 기자

장쑤성, 3월 30일부터 순차적 개학 시작
소주한국학교 4월 13일 등교 예정

무석한국학교 내달 초 등교일 발표
성(省) 초중고 

방역
등급

상해한국학교 별도 통지 2

소주한국학교 4월13일, 초중고 등교 예정

2
우시한국학교 4월7일 교육국 현장 점검 후 확정

장쑤(江苏)
3월30일 중3 및 고3 개학
기타 학교 및 학년 4월7일 개학 준비
(대학: 4월 13일부터 개학 준비)

저장(浙江) 별도 통지 3

안후이(安徽)
4월7일, 고3 개학
4월13일, 중3 개학
기타 학교 및 학년 4월20일 이후

3

칭하이(青海)
3월9~13일, 고등·직업학교 개학
3월16~20일, 중학교 개학
3월25~31일, 초등·특수학교 개학

4

신장(新疆) 3월23일 초중고 개학 4

산시(陕西)
3월30일, 고3 개학
4월7일, 중3·직업학교 졸업반 개학

3

내몽고(内蒙古) 3월30일, 중3 및 고3 동시 개학 3

윈난(云南)
3월23일, 중3 및 고3 개학
3월30일, 초중고 기타 학년 개학

3

구이저우(贵州) 3월16일, 중3 및 고3 개학 3

산시(山西)

3월25일 고3 개학
4월25일 중3 개학
(대학: 학부, 석사, 박사 졸업반은 
4월 10일 개학)

3

닝샤(宁夏) 3월25일 중3 및 고3 개학 2

하이난(海南) 4월7일 중3 및 고3 개학 3

장시(江西) 4월7일 중3 및 고3 개학 3

랴오닝(辽宁) 고3 4월 중순, 기타 학년 별도 통지 3

푸젠(福建)
4월7일, 고3 우선 개학 후 
중학생, 초등3~6학년은 순차 개학
초등1~2학년 별도 통지

3

광시(广西) 4월7일, 중3 및 고3 개학 3

쓰촨(四川)
4월1일, 고3 개학
4월7일 중3 개학

2

시장(西藏) 잠정 3월 하순 개학 2

중국 로컬학교 개학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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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한 환전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해화동 사건사

고SOS솔루션은 지난 17일 발생한 

텐진 거주하는 한국인의 환전 피

해 사실을 알리고 상하이 거주자

로 보이는 가해자의 수법과 정황

을 자세히 공개했다.

SOS솔루션에 따르면, 가해자는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환전해준

다는 홍보내용을 올리고 환전을 

진행한다. 가해자는 환전 의향을 

비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

해 ‘민성원’이라는 이름의 신분증 

사본과 상하이 거주 증명 출입증

을 위챗 영상통화로 확인시켜주며 

치밀하게 접근한다. 

텐진의 한 피해자가는 가해자    

‘민성원’에게 즈푸바오로 인민폐 4

만 위안을 송금한 후 가해자로부

터 한화 송금 영수증을 받았다. 확

인 결과, 송금영수증은 민성원이 

편집한 가짜 영수증이며 실제로

는 한화 1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

났다. 피해자는 송금 전 신분증 확

인과 영화통화까지 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SOS솔루션은 신분증상 이름인 

‘민성원’이 편집 도용한 것인지 실

제 본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하

이 거주증명 출입증 등 여러 정황

상 상하이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텐진의 

피해자 외에도 네이버 등을 통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제보한 

사진 속 인물과 동일인임을 확인

했다며, 이 같은 사기 수법 ‘민성원’

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의 제

보를 당부했다. 

최근 네이버 ‘상해맘’ 카페에도 

동일한 이미지와 수법의 환전 게

시글을 올려 강제 퇴출시킨 것으

로 알려져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

가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으로 다급한 상황에 놓인 교민들

의 심리를 이용한 환전 사기다. 인

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르는 타인

과 환전 거래하는 행위를 삼가고, 

반드시 공인 환전소나 은행을 이

용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수미 기자

중국 현지에서도 한국 n번방 사

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중국 주요 검색엔진 실시간 검색

어 순위에 ‘한국 n번방 사건이 대

체 무엇인가’, ‘n번방 박사 신상 공

개’ 등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중국 

주요 언론사들은 관련 소식을 자세

히 전하며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

면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소

식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충격적

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25일 환구망(环球网), 신경보    

(新京报),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

新闻) 등 현지 언론은 텔레그램 n

번방 사건 경위와 진행 상황을 실

시간으로 전했다. 이들 매체는 n번

방 사건을 ‘한국 역대 최대 규모의 

악성 집단 성범죄’로 규정했다. 일

부 매체는 n번방을 두고 ‘26만 명

의 집단 성착취가 자행된 공간’,      

‘한국 남성의 약 1%가 회원인 곳’

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매체는 지난 2019부터 16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총 74명의 여성

을 협박해 성착취 음란물을 찍게 

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

에 공유한 조주빈(25), 일명 ‘박사’

에 대한 신상도 자세히 공개했다. 

환구망은 n번방 조주빈을 ‘공부벌

레(学霸)’라 부르며 그의 대학 성적

이 평균 4.0점 이상이며 여러 차례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 정보통신학과를 졸업한 그

가 글쓰기에 뛰어나 대학 시절 독

후감 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학보 

편집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덧

붙였다. 학교 생활만 놓고 봤을 때 

조주빈은 우수한 학생이었고 외관

상으로도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환

구망은 강조했다. 

이런 그가 대학 졸업 후 2018년

부터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 사기

를 시작한 뒤 2019년 9월 n번방 채

팅방을 개설하기까지의 일련의 과

정을 신문은 자세히 전했다. 특히 

그가 피해자들의 몸에 칼로 ‘노예’

라고 새기게 하고 엽기적인 행위를 

하도록 시켰던 극악무도한 성착취 

행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했다.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n번방

은 왜 26만 명을 둘러싼 성범죄의 

인성 하수구가 되었는가’라는 평

론에서 n번방 사건이 한국에서 좀

처럼 사라지지 않는 변태 문화의 

위험을 깊게 드러내고 있다고 평했

다. 한국의 성범죄가 경쟁이 과열

화된 영상 산업, 다양하고 혼잡한 

문화 풍토, 포스트 모더니즘의 도

시 방종 문화와 함께 휩쓸리고 있

으며 갈수록 많은 이들의 전통 가

치관의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있

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또, n번방 사건의 배후에는 변

태문화, 한국의 명예롭지 못한 포

르노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

했다. 한국의 포르노 산업은 ‘무연 

산업(无烟工业, 에너지를 소비하

지 않고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

는 업종)’으로 최초에는 외국 주둔

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

들어졌으며 현대사에서 대규모 외

국 부대가 있는 곳은 포르노 산업

이 발달해 있다고 전했다. 유럽에

서 시작되어 동남아로 그리고 다

시 일본과 한국으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포르노 산업은 일부 수요

자들에 의해 합법적인 동의를 얻

었지만 그 이면에 동의를 얻지 못

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그러면서 n번방

과 같은 집단성 참여 범죄는 절대 

스스로 뿌리 뽑히지 않기에 한국

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깊은 층면의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 n번방 사

건 관련 소식을 SNS를 통해 실시

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대다수의 

중국 누리꾼들은 n번방 사건을 두

고 “사형으로도 이들의 끔찍한 죄

를 씻을 수 없을 것”, “피해자 이야

기를 듣고 분노로 온 몸이 떨렸다”, 

“26만 명 중 분명 다음 ‘박사’가 나

올 수도 있으니 본보기로 강력히 

처벌하라”, “한국에서 여성 차별, 

무시 관련 범죄는 끝도 없이 나오

는 것 같다”며 분개했다. 

누리꾼들은 특히 25일 포토라

인에 선 조주빈의 사진 및 영상을 

보며 “가장 끔찍한 악마가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맞았

다”, “평범해 보이는데 뒤에서 어떻

게 저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악마가 주변에 아무렇지

도 않게 살고 있는 느낌”이라는 반

응을 보였다. 

이민희 기자 

네이버 중고나라 환전 사기 주의보
인터넷 카페 등에 환전 글 게시

위챗 영상통화로 신분증·아파트 출입증 공개하며 접근

편집한 가짜 송금 영수증 등 치밀한 수법

중국 누리꾼들 분노…“한국은 여성 차별 범죄는 끝도 없다”

SOS 솔루션 제보 당부

“상하이 거주자 추측, 

경상도 사투리 20대 남” 

  中 언론“한국 n번방, 26만명 집단 성착취”



8  전면광고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18  광고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교육  192020년 3월 28일 토요일

2020 나의 버킷리스트 ⑪~⑫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들, 사업에 필요한 

앱, 홈페이지 등을 디자인해야 하

는 자영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직

접 ‘소프트웨어 디자인’하는 것에 

관심이 높다. 전문성이 있는 분야

라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

이 대부분이지만 더 이상 어려워

하지 말고 도전해보자.

웹사이트 디자인하기

웹사이트 디자인은 학교 프로젝

트 브로슈어, 회사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하

게 쓰이는 곳이 많아 배워두면 앞

으로 유용한 기술이 될 것이다. 웹

사이트를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기

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어야 

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

서 프로그래밍이 목표가 아니라면 

보다 쉽게 웹 디자인을 할 수 있

는 웹사이트 제작 보조도구를 사

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현재 

다수의 웹사이트 제작 도구가 제

한된 기능의 무료 옵션을 제공하

고 있어 쉽게 도전할 수 있다. 

[WIX.com]

 무료 버전과 멤버십 버전 두 가

지 모두 제공하고 있는 윅스(WIX)

는 많은 전문가들이 뽑은 최고의 

무료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이다. 

윅스는 온라인 매장, 블로그 도

구, 이미지 편집, 모바일 전용 사이

트 디자인 등 다른 웹사이트 빌더

들보다 더욱 풍부한 기능을 갖추

고 있어 디자인의 자율성이 큰 편

이다. 또한 초보자가 사용하기 쉬

운 디자인 인터페이스는 물론 기

능 사용 설명과 지원팀이 다른 웹

사이트 빌더들보다 뛰어나다. 윅

스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메일 주소 하나뿐이다. 가입 후 

사이트를 만들고 나면 윅스 광고

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wix.com이 

붙은 URL로 생성이 가능하다. 보

다 전문적이고 맞춤형 URL을 가

진 사이트를 만들고 싶으면 월 12

달러부터 시작하는 멤버십을 가

입하면 된다. 

간단한 스마트폰 앱 만들기

제대로 된 스마트폰 앱을 제작

하려면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천천히 절차를 밟아 생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간

단한 기능만 수행하면 되는 어플

을 만들고 싶다면 일반인도 디자

인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어

플도 새로 개발되고 있다. 

[Appinventor(앱인벤터)]

앱 인벤터는 MIT(미국 매사

추세츠 공과대)의 학생들과 Hal 

Abelson교수가 2010년에 만든 

무료 오픈 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이다. 프로그래밍 지식없는 일반

인들이 앱 인벤터를 이용해 다양

한 시각 객체들을 쉽게 정리된 인

터페이스에서 마우스 하나로 드

래그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용 

응용 프래그램을 디자인하고 출

판할 수 있다. 앱 디자인을 시작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컴퓨터 한 

대면 충분하다. MIT가 직접 만든 

앱인벤터(www.appinventor.mit.

edu) 에 들어가면 전문적으로 가

르쳐주는 단계별 강좌와 함께 다

른 유저들과 조언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포럼도 마련돼 있다. 컴퓨

터만 한 대만 있으면 앱 제작을 처

음 해보는 사람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앱을 다 만들고 나면 안

드로이드 앱 파일명인 ‘.apk’로 저

장할 수 있고 저장된 파일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마켓에 올려 다

른 유저들과 공유할 수도 있어 실

용적이다.

학생기자 마찬혁(상해한국학교 12)

경매시장은 원칙적으로 '2차 시

장' 즉 '중고시장'이다. 미술 작품의 

경우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화가의 

작품은 제일 먼저 1차 시장인 화

랑으로 간다. 그 후 화랑을 통해 컬

렉터들 손에 작품이 들어가고 경

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즘은 

대형 화랑이 경매회사를 설립하거

나 대형 경매회사가 화랑을 인수

하는 식으로 1차 시장과 2차 시장

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하

지만 화랑이나 개인 간의 거래는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작품을 살 

기회가 주어지는 데에 반해, 경매

는 누구나 돈만 있으면 작품을 살 

수 있는 열린 시장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미술

품 경매를 상류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술 경매를 접하

는 문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더라

도 경매에 참여해 여러 미술 작품

을 관람하고 그 열기를 느껴보는 것

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미술품 경매 회사

중국 최대 미술품 경매 회사인 차

이나 가디언(中国嘉德)은 1993년 설

립된 이후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도쿄와 같

은 아시아 에 여러 지사를 두고 있다. 

세계 미술품 시장은 대부분 크

리스티(Christie’s)와 소더비(So-

theby’s)라는 미술품 경매회사에

서 이뤄지고 있다. 세계 미술 경매 

낙찰액의 70% 이상을 이 두 곳에

서 차지하고 있다. 크리스티와 소

더비는 각각 1766년, 1744년 런던

에서 처음 경매를 시작했다. 

경매 참여하기

그렇다면 상하이에서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경

매에 구경하러 가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응찰을 하려면 절차

가 필요하다.

① 먼저 ‘차이나 가디언’의 홈페이지

(www.cguardian.com)에 들어가

서 참여할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를 하고 있다.

② 우선 ‘미리 보기’를 검색하고 카

탈로그와 경매 규칙을 읽고, 자신

이 관심 있는 항목 찾아야 한다. 

③ 입찰자 입장으로 경매를 참여

하려면 ‘경매품조회(拍品查询)’

을 클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경매회사는 작품의 진위여부 또

는 품질을 보증하지 않고 경매 

그 자체만 진행하므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적인 방법을 

통해 작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입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입찰하고 싶은 작품에 대한 조

사가 끝났다면 자신이 원하는 

입찰 방식, 즉 현장 입찰 방식 또

는 온라인 입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차이나 가디언의 

경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

를 제출한 후 서명을 하면 ‘차이

나 가디언 카드’를 발급해준다. 

⑤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여권(신분증)을 사용해 입찰 등

록을 하고 현금 보증금을 지불

하면 경매 때 사용할 수 있는 입

찰 패를 받을 수 있다. 

⑥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실제 경

매가 시작되기 전 주의사항을 

듣는 사전교육을 받고 난 다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학생기자 조현서(상해한국학교 12)

필요한 ‘소프트웨어’, 디자인은 내 손으로!

상하이에서 미술품 경매 참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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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칼럼

코로나19, 중국 진출기업이 알아 둘 6가지

지난 2019년 12월 연말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한국 진출

기업의 경제활동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전인대상무위원회, 국무원, 각 

성시의 지방정부 및 법원 등을 통해 규정, 

통지, 내부의견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규

정, 정책들을 반포했으며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계속 반포될 것으로 본다. 그 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요약한다.

사회보험

중소형기업 2~6월 분 감면

국무원에서는 지난 2월 18일 국무원 상무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전국범위 내에

서 단계적으로 기업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 

지연납무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단계

적으로 기업의 양로, 실업, 공상보험의 기업

납부금을 감면한다는 것이다. 후베이성 외 

각 성은 2월부터 6월까지 중소형 기업에 대

해 이 3가지 비용을 감면해주고 2월부터 4월

까지 대형기업에 대해 50% 감면해 줄 수 있

다고 한다. 그리고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대·

중·소 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시켜 준다는 정책이다. 

그 밖에 6월 말전에 기업은 주택공적금의 

지연납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국무원의 정

책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사회보험관련 지

연납부 등 정책을 발표한 지방정부도 적지 

않다. 국무원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각 성, 

시 등에서도 이에 맞는 정책과 세칙을 조정 

발표할 것이라 본다.

계약이행

‘불가항력’, ‘상황변경’ 주장

‘불가항력’ 조항. 기업에서 이미 체결한 계

약에 있어서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

기간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계약이행을 못

했을 시 또는 계약이행이 근본적으로 이행

이 불가능 시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상황변경(情势变更)’ 조항. 기업이 체결한 

계약이 성립된 후에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인해 기업에 현저히 불공평하거나 또는 기업

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할 때 상대방

이 계약변경을 요구하거나 해지를 청구하면

서 위약책임을 청구할 경우 계약서의 ‘상황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로 인한 손실은 공평

한 원칙에 따라 재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금융대출

대출연기상환, 대출기간연장 등 정부 지침

‘코로나19’ 방역 기간에 금융기구는 기업

과 체결한 대출계약서에서 정한 차입기한을 

앞당겨 상환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다. 유의할 사항

은 현재 다수의 성, 시에는 “중소기업과 금

융기관의 분쟁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출연

기상환, 대출기간연장, 할부상환협의, 법에

서 정한 금리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이자청

구제한 등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라”는 정

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정책 또는 법원

의 심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 확인

한 후에 분쟁을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지적재산권

방역물자의 지재권 보호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단지 방역물자

공급와 관련된 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다수 중국 법원

에서는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진단검사기술, 

항바이러스 약물, 의료용 호흡보호 제품, 환

경소독과 폐기물 처리 등 분야 지적재산권 

보호에 주목하고 있다. 방역물자생산 또는 

판매, 기술양도와 허가, 질병치료 등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법

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

다는 의견이다. 지적재산권 침해를 위한 방

역물자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

서는 저작권 침해 중단을 명령할 경우 방역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사

용허가를 위한 합의가 가능한 조정이 이뤄

지도록 조정하고 필요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하는 대신 저작권 침해 정지, 합리적인 

비용지급 등 다른 책임방식으로 변경시켜 조

정하거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는 행위를 보전하는 조치는 신중

하게 취할뿐더러 당사자가 방역물자를 급히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생산정지, 판매정지 

등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

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기관과의 행정분쟁

합리적인 보상·배상 요구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행정분쟁은 대체로 정

부 및 공안, 위생건강, 시장감독, 교통운송,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출입국관리 등 관련 

행정집행부서에서 전염병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강제조치, 행정처벌, 물

자와 시설의 징수, 허위정보통제 등 구체행

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기관과 구체행

정행위상대의 행정분쟁을 말한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러한 행정분쟁

에 대해 법원의 심리방향은 관련 당사자들

이 합리적으로 호소하고 갈등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조정에 임하며, 궁극적

으로 최대한 전염병 통제업무를 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관의 직무 불이행, 직무수행 태만 

또는 직무수행이 불법일 경우 기업은 법원

에서 행정기관의 위법행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취소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

기관의 방역을 위한 징수행위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제때

에 반환을 요구하고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

생한 것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때에 배상하

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밖에 ‘코로나19’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기업과 체결한 행정계약서(예: 

정부구매)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전면적으

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에 따라 해당 배상 

책임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또

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리스크 중

의 하나이기도 하다.

코트라 난징무역관

(주경희 대성법률사무소 변호사의 기고 글 요약)

20  오피니언

격리치료나, 의학관찰기간에 정부가 격리조치를 실
시하거나 복직 지연 등 긴급조치로 정상적인 노동
에 참여하지 못한 인원

정상 임금 지급

격리기간이 끝난 후에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인원
의료기간 관련규정에 따라 지역 최저임금표준 80%보다 낮지 않은 기
준으로 병가급여를 지급

격리조치로 정상 노동에 참여하지 못한 노무파견
인원

-정상 임금 지급
-파견회사에 돌려 보내거나 파견근로자를 고용기간에 내보내면 안됨

2020년 1월 31일~2월 2일 춘절 연장기간에 휴무
를 못하거나 휴가를 앞당겨 업무에 복귀한 인원

임금의 200%보다 낮지 않은 기준으로 수당 지불

2020년 2월 3일부터 조업 재개일까지 급여

-작업정지, 생산정지기간 임금지급에 한 규정에 따름.
-첫 임금주기 기간은 정상 임금 지급
-두 번째 임금주기부터는 최저임금의 70~80%보다 낮지 않은 기준

으로 생활비 지급
-재택근무 시 급여는 정 정상 임금 지급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지역 관련기관 문서 참조. 

근로관계 및 임금 지급

2020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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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 투표기간: 2020.4.1~4.6 매일 08:00~17:00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선거권 연령: 18세(2002.4.16 이전 출생자)이상
▶ 투표대상: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

청을 한 사람
▶ 준비물: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여권, 주민등록증,운

전면허증,공무원증,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제시

해야 투표할 수 있음
▶ 투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ok.nec.go.kr)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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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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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闵行区虹泉路1000号 井亭大厦B座 812室
▶ 전화: 021-6401-6308, 180-1732-0286

케나일항공이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아래 주소로 이전

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로 찾아 뵙겠습니다. 
▶ 주소: 闵行区虹泉路1000号 井亭大厦B座 801A
▶ 전화: 400-114-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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