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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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