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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난통 잇는 ‘沪苏通’ 철도 개통

상하이와 난통(南通)을 잇는 철

도가 오는 7월 1일 개통될 전망이

다. 29일 강해만보(江海晚报) 보도

에 따르면, 후쑤통(沪苏通)으로 명

명된 이 철도는 7월 1일 오전 11시

경 난통과 상하이에서 각각 첫 편의 

열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총 143km 

길이로 시속 200km 운행속도로 설

계되어 있으며 최단 1시간 6분이면 

난통에 도착할 수 있다.  

후쑤통은 중국의 중장기 철도 발

전전략인 '8종8횡(八纵八横)'의 중

요한 구성부분으로, 이번에 개통되

는 1기 공사는 난통에서 장강(长

江)을 지나 장자강(张家港), 창수

(常熟), 타이창(太仓) 등을 경유해 

최종 목적지인 상하이에 도착하게 

된다. 이 노선의 개통으로 상하이

와 난통 및 쑤베이(苏北) 지역 간 

거리를 대폭 단축시

키고 장삼각 지역의 

통합발전에도 큰 의

미를 갖게 됐다. 

특히 길이 1000m

가 넘는 도로 및 철

도가 함께 사용되는 

복층 복선의 도로로 

알려진 후쑤통장강

철도대교(沪苏通长

江公铁大桥) 는 난

징장강대교(南京长江大桥)에 이어 

두번째로 복층 복선 장강대교이며 

건설되기까지 15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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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만명 여행길, 관광수입 2조원
7월 1일 운항, 1시간여 소요

中 단오 여행, 
지난해 절반 수준 회복 

3일간 이어진 단오 연휴동안 

관광 소비가 지난해 절반 수준

으로 회복됐다. 중국 문화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단오 연휴 동안 

4880만 9000여명의 관광객들이 

여행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동기대비 50.9% 회복된 

것이라고 28일 제일재경일보(第

一财经日报)가 보도했다. 

관광수입도 동기대비 31.2%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오 

연휴 동안 112억 8000만 위안(1

조 9,125억 2,400만 원)의 매출

을 기록했다. 

문화관광부는 "자동차 여행, 주

변 도시 여행과 문화레저 여행 등

을 시작으로 여행시장이 점차적

으로 정상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면서 "코로나 예방, 안전을 전제로 

한 여행, 문화공연, 요식업, 숙박

업 등 소비들도 점차적으로 회복

되고 있다"고 밝혔다. 

씨트립의 예약 상황에 따르면, 

머리를 쳐든 베이징 코로나 사태 

및 대부분 지역의 장맛비 속에서

도 관광객, 관광수입 등이 지난 5

월 연휴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 청명절이나 5월 노동절 연

휴와는 달리 이번 단오 연휴의 

여행 피크는 둘째날에 나타났다. 

이날 전국적으로 1980만 1000여 

명의 관광객들이 여행지를 찾았

고 관광수입이 51억 9000만 위

안(8,799억 6,450만 원)에 달했

다. 연휴가 시작된 직후 이틀 동

안 관광객 수는 3707만 7000

명을 찍었고 관광수입은 96억 

6000만 위안(1조 6,378억 5,300

만 원)으로, 청명절 3일 연휴 동

안 관광매출을 뛰어넘었다. 

항공티켓 예매수요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0% 수준으로 회복

됐다. 또 단오인 25일 중국 전체 

철도 이용자수는 753만명, 장삼

각지역은 176만 6800명으로, 모

두 춘절(구정) 이후 최대 여객 수

송량을 기록했다. 

한편, 씨트립은 단오기간 항공

권 예매 상황에 근거해 싼야, 상

하이, 청두, 광저우 등 도시가 가

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여행 

목적지,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

이 여행을 떠난 도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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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장품 관리감독 新규정 내년 1월 시행
3가지 변화 주목

지난달 29일 중국은 '화장품 관

리감독 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

를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

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화장품시장으로, 최근 

연 10%이상의 규모로 시장이 커지

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경제참고보  

(经济参考报)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는 부

분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최초로 등기인(注册人), 

비안인(备案人) 개념 명시

중국에는 화장품을 등기 비안한 

업체가 7만여개에 달한다. 이 가운

데서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업체는 

5000여 개에 불과하다. 90%가 넘

는 기업들은 위탁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전체

의 75%를 점한다.

이에 따라 최초로 등기인, 비안인 

제도를 도입, 화장품 생산경영자의 

시장진입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중

소기업들로 하여금 생산 제품 품질

과 안전성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치약, 일반 화장품으로 관리

처음으로 치약을 일반 화장품 기

준에 따라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

의약관리감독국은 제품 안전성 기

준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충치예

방, 민감치아, 잇몸문제 개선, 플라

그 예방 등 기능성 치약은 일반 화

장품 기준에 따라 비안관리를 하게 

된다.

이 같은 기능성 치약들은 기능성 

및 인체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대외에 공개해 사회적 

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모조품, 불법 첨가 처벌 강화

모조품 생산과 불법첨가물 첨가 

문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다. 화장품 불법생산, 

미등록 특수 화장품 생산경영, 금지

물질 사용, 불법 첨가 등 행위에 대

해 최고 물품가치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책임자에 대해서도 전년도 소득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5년 

또는 종신토록 화장품 생산경영활

동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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