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 3월 번호판 경매 3000개 늘려

티켓당 10元 할인, 최대 5장까지 혜택 이벤트

2020년 3월 28일 토요일4  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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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