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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나눔, 아름다운 기업

바로잡습니다

“격리 교민들을 응원합니다”

국경절, 거리두기 힐링 여행 떠나요
상하이 여행사 추천 국경절 여행지 Best 5

올해 추석과 국경절 연휴가 만나

면서 8일간의 긴 연휴가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을 경험한 교

민들은 선선한 가을 바람에 안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

로든 떠나고 싶어한다. 서서히 기지

개를 켜는 상하이 여행사들이 상

하이 근교 자연 속 거리두기 힐링 

투어를 준비했다. 예년과 온도 차가 

큰 국경절 대목을 맞았지만, 가을여

행을 갈망하는 교민들이 많으므로 

예약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아이들과 함께 ‘충밍도’ 체험 여행

상하이를 벗어날 수 없는 가족들

에게 추천할만한 여행지 ‘충밍도’. 

삼림공원, 호수, 갯벌 등 대자연이 

함께 한다. 가을 밤, 바비큐와 함께 

캠핑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롱과

(龙果) 따기, 말 타기 체험까지, 세

창여행사는 가족 힐링 여행의 모든 

것을 갖춘 충밍도를 권한다. 

상하이에서 즐기는 가족 캠핑

상하이에서 본격적인 캠핑을 하

고 싶다면? 100만 평망미터 규모의 

하이완삼림공원 내 글램핑 투어가 

제격이다. 소망투어는 가족단위 야

외 캠핑 장소를 찾는 교민들에게 글

램핑 투어를 추천한다. 저녁 바비큐

와 부대찌개까지 준비되어 있다. 물

론 캠핑장에서 제공되는 음식 외 추

가 준비는 직접 해야 한다. 꼬마열

차를 타고 삼림공원을 둘러보며 계

절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산+협곡+건강식으로 힐링

산을 좋아하는 교민들이라면 국

경절 연휴 평지에 머무를 수 없다. 

세진여행사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강식 여행 상품, 항저우 대명산과 

천목대협곡 1박 2일 상품을 소개한

다. 상하이에서 자동차로 3시간 30

분 거리에 있는 이곳에서 산과 협

곡의 자연은 물론 삼겹살, 토종닭

백숙, 시골잡어탕, 유기농 채소까지. 

건강한 힐링 여행이 될 듯하다.

광활한 대자연, 칭하이·깐쑤성까지

긴 연휴라야 가능한 1주일 이상

의 여행지를 찾는다면 칭하이성과 

깐쑤성 여행은 어떨까. 히말라야투

어에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해발 

3200미터의 칭하이성 일대와 실크

로드 숨결이 살아 있는 깐쑤성 드

라이빙 투어 6박 7일 상품을 추천

한다. 중국의 광활한 대자연 속에

서 눈과 마음이 트이는 경험을 하

게 될 것이다. 

장강 물줄기를 따라, 크루즈 여행

장강삼협은 구당협, 무협, 서릉협

을 지나는 코스로 이미 세계적으로

도 유명한 크루즈 코스다. 소망투어

에서는 6박 7일 장강삼협 크루즈여

행을 추천한다. 장강의 물줄기를 따

라 충칭을 비롯 삼국지 배경지 등

을 둘러볼 수 있다.  

가을산행, 휴양지 등 절호의 기회

이 밖에, 매년 국경절 기간 산행을 

즐겨 온 교민들을 위해 올해도 어김

없이 황산, 천문산(장가계), 운대산, 

백두산 상품도 출시됐다. 하이난 싼

야 휴양지 여행도 평소보다 저렴하

게 다녀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관련 정보 9~11면, 15면 참고)

고수미 기자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전세기로 상하이에 도착한 교민들의 격

리 생활을 아래 기업들이 함께 지원하고 있다. (2020.9.11 현재)

지난 1087호에 안내된 3차 전세기 입국 교민들의 지정 격리

호텔을 아래 주소지로 바로 잡습니다.
● 闵行区吴中路259号 锦江之星品尚(新虹桥店)

빙그레 바나나 우유 1인 6개, 생우유 1리터 1인당 3회

풀무원 김치 매일 1인 2회, 삼계탕 1인 2회

파리바게뜨 빵 매일 1인 1개 

샘표식품 고추장 500그램 1인 1개

아모레 샴푸 1인 1병 

산업은행 물티슈 1인 1팩 

삼다수 삼다수 2리터 1인 1병

농심 백산수 500ml 1인 4병/컵라면 1인 3개

도루코 일회용 면도기 2500개

청담소녀 생리대 253세트

오리온 생수 530ml 1100병

이랜드 담요 520개/신발 18켤레

코스맥스 마스크시트 1인 15장(파우치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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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종식’ 선언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에 

힘쓴 유공자에게 표창식을 거행하

면서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

언했다. 신화사 (新华社)에 따르면 

8일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 주

석의 주재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서 ‘코로나19 방역 표창대회’를 열

었다. 이날 시 주석은 코로나19 방

역에 힘쓴 유공자들에게 직접 표

창을 수여하고 코로나19 방역에 

힘쓴 중국 인민들과 전문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오전 8시 국가 훈장과 국

가 명예 칭호를 받게 되는 코로나

19 인사들을 태운 버스가 호위대

와 함께 인민대회당으로 향했다. 

이들을 위한 격한 환영단이 준비

하고 있었고 레드카펫을 밟고 대

회당으로 입장하는 모습이 생중

계되었다.

이날 ‘사스 영웅’으로 불렸던 중

난산(钟南山) 원사는 가장 높은 훈

장인 ‘공화국 훈장’을 받았다. 중원

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 사실을 밝히고 중국 방역 

업무를 진두지휘했다. 중국공정원 

장보리(张伯礼) 원사, 후베이성 위

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인 장딩위(张

定宇), 군사의학연구소 연구원이

자 중국공정원 원사인 천웨이(陈

薇)는 ‘인민영웅’ 훈장을 받았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

은 인민들의 결합으로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전략적인 성과를 거뒀

다”며 사실상 종식을 뜻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실제로 중국은 9월 11일 24시까

지 27일 연속 본토 확진자가 나오

지 않고 있다.

이민정 기자

올해 독감 접종 시기 당겨진다

구 병원 주소

徐汇
자후이국제병원(嘉会国际医院) 桂平路689号 400-868-3000

인애병원(仁爱医院) 漕溪路133号 5489-3781

长宁

유나이티드병원(和睦家医院) 仙霞路1139号 400-6393-900

사쿠라병원(樱花门诊部) 延安西路2558号 6209-9820

썬레이 클리닉(圣瑞医疗) 伊利南路85号 5477-6480

青浦 델타 클리닉(德达医院) 徐乐路109号 400-821-0277

浦东
Sino United Health(曜影医疗) 花木路1717号 400-186-2116

Yosemite(优仕美地医疗) 芳甸路1398号 400-8500-911

독감 예방접종 병원

구 병원 주소

虹桥 万源路2439号 5472-8318#6003
월~금, 8:00~11:00

(성인: 목,토 13:30~15:30)

长宁 长宁路1700号 5272-6271#8204
월~토, 8:00~11:00

(어린이: 월~금, 성인: 토)

天山 天山四村122号 6274-9020#104 월~금, 8:00~11:00

程家桥 延安西路3499号 6242-6685#8045 월~금, 8:00~11:00

龙柏 航东路608号 6402-7925#8303 월~금, 8:00~11:00

七宝 富强街94号  6478-0054
월~금, 8:00~15:00
(12:00~13:00 휴식)

九亭 易富路128号 5763-7578 월~금, 8:00~11:00

徐泾 徐泾镇徐民路1088号 6976-1208 월~금, 8:00~11:00

※접종시간, 백신수급여부, 예약상황 등 확인 후 방문

※4가 독감 백신 기준 133.5元, 병원과 보건소 상황에 따라 다름

교민 거주지 인근 보건소(社区卫生服务中心)

방역 유공자에 표창 수여
독감+코로나19 ‘트윈데믹’ 우려

대부분 병원 독감접종 예약 완료 

보건소, 9월 중순 접종 시작 예정

韩 코로나 이후 中 수출 의존도 높아졌다
중국 수출의존도 전년대비 25.8% 증가, 한국 수출량 10.6% 하락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7월까지 한국

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전년도 동

기 대비 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났다. 3일 신랑재경(新浪财经)은 한

국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발

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이 같은 소

식을 전했다. 상반기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

중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의 수출량은 전년도 동기 대

비 10.6% 하락했다. 이중 유럽연합

(EU) 국가 대상 수출이 11.5% 떨

어졌고 중남미는 34.3%, 인도는 

34.5% 각각 감소했다.

반면 대 중국 수출은 올해 5월 

-2.5에서 6월 9.7%까지 상승했다. 

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3%에서 올해 25.8%로 더 늘었

다. 중국 경제 회복이 영향을 미쳤

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전체 수출량만 놓고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그러나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와 재택 

근무, 5G 스마트폰 수요 증가의 영

향으로 반도체, 컴퓨터 수출이 각

각 3.8%, 38.3%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대중국 반도체 수

출량은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룰 것

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 중에서도 중

국은 유일하게 투자 금액과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

년 대비 22.4% 감소해 76.6억 달러

에 그쳤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맹

의 투자 규모는 모두 감소했다.

반면 중국의 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2.8배 증가한 8억 5600만 달

러를 기록했다. 전체 외국인 중 중

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에서 올해 11.2%까지 확

대됐다. 특히 바이오와 비대면 접

촉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 

분야 별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제약 분야 투자는 738배, 전

기 및 전자 분야는 39배, 제조업 투

자는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희 기자

예년보다 독감 예방접종 시기

가 앞당겨졌다. 평소에는 11월, 늦

으면 12월에 예방 접종을 시작했

으나 올해는 9월부터 독감 예방 

접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독감

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한 우

려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

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들은 백신 예약이 마

감됐다고 한다. 이들 병원들은 추

가 백신 수급도 확신할 수 없다고 

답해, 인근 보건소(社区卫生服务

中心) 독감 예방 접종 시기를 기

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중 국 은 

9월 중순

부터 10월

초까지 중

국 모든 

시의 보건소에 백신 준비가 완료

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보

건소는 예년에는 예약 없이 접종

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예약

을 해야 하는 곳도 있으므로 접종 

시기가 발표되면 서둘러 문의 예

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보건

소마다 접종 시간과 성인/아동 접

종 요일이 다르기도 해 방문 전 반

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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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 동향·법안·보안 이슈는?

지난 10일 상하이 화동지역 IT 기업들이 

최근 한국과 중국의 IT 동향과 법안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상하이 화동 한국기

업 대상 경영 현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가 주최하고, 상하이 화동 한국IT기업협

의회, KISA 한중인터넷협력센터, KOTRA상

하이무역관, 베이징 IT지원센터가 공동 주관

한 가운데 상해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개최

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 내 기업인 및 교

민 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화폐, 중국산 OS 

개발 등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내 IT환경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 안전법 관련 

법규 등에 대해 살펴봤다. 참석한 상하이 

화동 소재 한국기업들은 중국 내 보안법규

를 잘 준수해 원활한 경영활동 방향을 모색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세미나에 앞서 박병규 상하이 화동 한국

IT기업협의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중국 내 

보안법규와 최근 IT동향을 함께 살펴 중국

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제활

동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

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총 4개의 강의로 구성됐다. 먼

저 ‘중국 디지털화폐 동향’에 대해 뤼진(陆

俊) 외국계 금융기구의 디지털화폐 전문가

가 설명했다. 현재 중국사회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암호화폐 대중화와 이에 대

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 암호화폐의 발전방

향과 대체 화폐로써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

도 언급했다. 

윤석웅 KISA 한중 인터넷협력센터장은     

‘중국 IT 보안 법제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윤 센터장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중국

의 데이터안전법을 소개하며 각 국가에서 개

인정보에 대해 어떤 규정을 지정해 관리하

는지 설명했다. 또한  “데이터 보안은 강건너 

불구경이 아닌 바로 우리의 사례가 될 수 있

으니 항상 방심의 끊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

며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 내 IT 보안이슈 및 대응’에 대해 

안랩 심민규 부장이 강연했다. 심 부장은 강

연에서 데이터 보안을 침범하기 위한 다양한 

공격 유형과 상반기 중국에서 시도됐던 데이

터 침해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끊임없

이 시도되는 데이터 침해에 대해여 우리도 이

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답을 찾

아야 한다”라며 데이터 침해에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자세를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보안관제 페러다임’을 

주제로 강연한 삼성 SDS 황호연 부장은 기

업을 둘러싼 보안환경과 주요 보안 위협루

트를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점점 더 복잡

해지는 IT 환경에서 이전보다 더 효과적이

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탐지, 분석, 대응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AI기술을 활

용한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보안관제 솔

루션 등을 소개했다. 

삼성전자, 중국 TV 생산 유일한 톈진공장 철수

앞으로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반도체만 

생산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신랑재경(新浪财经)은 한국 언

론 보도 내용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오는 11

월 텐진에 위치한 TV 생산공장을 폐쇄한다

고 전했다. 이 공장은 현재 중국 유일한 삼

성 TV 생산 공장이다. 삼성전자의 대변인

은 이는 공급체인망의 효율을 위한 결정이

라고 말했지만 해외 언론에서는 삼성이 중

국에서 생산라인을 철수하기 위한 과정이

라고 풀이했다. 

이번에 TV 공장 철수가 확정되기 전 삼

성의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이미 쑤저우 

LCD 패널 생산부의 지분 대부분을 TCL 산

하의 광전과기부문(光电科技部门)에 매각

했다. 올해 3월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연

말까지 한국과 중국의 모든 LCD 패널 생산

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삼성은 

중국 내의 생산 공장의 운영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텐진 삼성TV 공장은 지난 1993년 설립

된 곳이다. 

삼성전 자

가 중국에

서 운영하

고 있는 유

일한 TV 

생산라인이었다. 해당 공장의 근로자에 대

해서는 확실한 자료가 없다. 중국 내 정보에 

따르면 해당 공장의 근로자는 623명이엇지

만 한국 언론에서는 약 300명 이라고 밝혔

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서 명확한 수치

는 밝히지 않았고 현재는 직원과 보상 방안

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언론들은 삼성의 공장 철수를 중

국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 감소를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중국 내에서 삼성전자의 생산라인 

철수는 지난 2018년부터 계속됐다. 2018년 

선전, 텐진 공장을 철수했고 2019년에는 후

이저우와 쑤저우 쿤산의 공장을 철수했고 

올해 7월에는 쑤저의 PC 공장 운영을 중단

한 바 있다. 

이민정 기자

중국서 반도체만 생산

삼성,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 15% 증가

오는 2021년 삼성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

년 대비 15% 증가한 3억 대를 돌파할 전망

이다. 지난 8일 신랑과기(新浪科技)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삼

성의 내년 출하량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

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미국의 제

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华为)의 빈자리를 삼

성이 메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 초 본격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상

반기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면치 못했다. 이 기간 출시된 삼성 

갤럭시 S20 시리즈 역시 시장 기대치에 미

치지 못했다고 평가됐다. 다만 연초의 부진

한 매출은 하반기에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

상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은 현재 

스마트폰 출하량 3억 대 돌파를 위한 프로

모션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올해 출하량은 2억 60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내년 3억 대를 

돌파한다면 15% 성장률을 기록하는 셈이

다. 화웨이를 향한 미국의 제재 역시 삼성

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화웨

이가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을 삼성이 차지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삼성은 21%의 점유율로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으며 그 뒤를 화웨이

와 애플이 근소한 차이로 잇고 있다. 

이민희 기자

“화웨이 빈자리 메울 것”

상하이 화동 한국기업 대상 경영 현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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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목적지가 화동지역인 해외 입국자 ‘3+11’ 격리

한국의 국민 이모티콘으로 사랑

받는 카카오 프렌즈(可可朋友)의 

첫 중국 내 매장이 오는 12일 상하

이에서 문을 연다. 상하이의 쇼핑명

소인 난징둥루(南京东路) 172호에 

문을 여는 카카오프렌즈는 180평

방미터에 2개 층으로 구성돼 있다. 

매장에 들어서기 전 가장 먼

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라이언, 

어피치, 콘 세 캐릭터이다. 내부

는 'LUCKY KAKAO FRIENDS 

HAPPY MOMENT'를 테마로 중

국인들이 사랑하는 금색과 카카

오 프렌즈의 대표색인 노란색으로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매장 내부는 노란색 기하학적 

건축과 금색을 가미한 디자인으로 

화사함을 더했다. 높은 천장에는 

라이언 모양의 미러볼을 설치했

고 그 아래에는 'I LOVE SHANG-

HAI'를 테마로 카카오 프렌즈 식

구들이 모여있다. 또 상하이 매장

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준비돼 있다. 상하이 대표 명소와 

먹거리 등 상하이 기념 아이템들

을 구입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텅

쉰QQ, 어러머(饿了么) 등 브랜드들

과 손잡고 출시하는 개성만점의 

상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상하이 최초 매장 오픈을 기념

해 매장을 오픈한 주말 '오픈 이벤

트'를 갖는다. 12일과 13일 오후 12

시~16시 매장을 찾은 고객들은 상

품을 구입하기만 하면 라이언 풍선 

한개를 선물 받을 수 있다. 또 회원 

가입 시에는 귀여운 부채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199위안 쇼핑 

시 거울을, 299위안 쇼핑 시 캐릭터 

필통을, 399위안 쇼핑 시 캐릭터 물

컵을 받을 수 있다. 

윤가영 기자 

카카오 프렌즈, 
상하이에 첫 캐릭터 매장 오픈

상하이 3일+목적지 이동 후 11일 격리 관찰

코로나19 시대 이전에도 중국 

배달앱 시장에서 배송시간 지연 

패널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최근에는 폭발적으로 늘

어난 배송량에 시달리고 배송 시

간에 맞추기 위해 신호위반, 속도

위반을 일삼는다.

지난 10일 상하이열선(上海热线)

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상하이에서 

약 사흘에 한 명 꼴로 배달 직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배달앱 시장

에서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시간’이기 

때문에 예정 배송 시간보다 지연될 

경우 평점은 하락하고 배달비의 절

반을 벌금으로 내야하며 심한 경우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배달 기사들은 더욱 

더 배송시간 준수에 목숨을 걸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매년 

약 30%의 배달 직원들이 찰과상이

나 타박상을 입는 등의 상해를 입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배

송 시간에 맞추기 위해 역주행, 신

호위반 등을 한 결과물이다.

중국 외식 배달 시장이 커지면

서 배달 기사들의 처후 문제와 안

전 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왔고 최

근 들어 다시 이 문제가 논란이 되

고 있는 이유는 ‘배송 지연 가능’ 

기능 때문이다.

이 기능은 중국 최대 배달앱 어

러머(饿了么)에서 도입 예정으로 

고객이 예정 배송 시간보다 5분, 

10분까지 지연이 가능하다는 것

을 사전에 선택해 배송 기사들에

게 여유를 주자는 취지로 개발되

었다. 즉, 소비자가 예상 배송 시간

보다 더 기다릴 수 있다고 미리 기

사들에게 알리는 셈이다.

배송기사들은 해당 기능에 대

해 환영하는 반면 대부분의 소비

자들은 심기가 불편하다는 입장

이다. 배달앱 시스템적으로 예상 

배송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설정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책임을 소비

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2019년 중국 모든 산업의 평균 

배송 시간은 3년 전보다 이미 10

분 정도 단축되었다. 짧아진 시간

만큼 배달 기사들은 안전을 담보

로 일을 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해결 방

법은 결국 배송앱 기업에게 있다

고 말한다. 오랫동안 배달앱 시스

템 알고리즘과 배송 기사간의 디

지털 노동관계를 연구해 온 중국

사회과학원 순핑(孙萍) 연구원은 

“배송 기사간에 노동 관계가 성립

되면 이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모두 배달앱 플랫폼(기업)에 있다”

며 기업들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편 어러머의 새로운 기능이 여

론의 질타를 받자 경쟁사인 메이퇀

(美团)은 조금 더 유연한 방법을 내 

놓았다. 배달 기사에게 8분의 추가 

시간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전체 배송량, 교통 안전 준수 등 종

합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上海 배달기사 사흘에 1명 꼴 ‘사망’
3년 전보다 평균 배송 시간 10분 단축

난징동루에 180㎡ 2층 매장 들어서

상하이가 오는 12일부터 목적지

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등 3

개 지역인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3+11' 격리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10일 상해발포(上海发布)에 따

르면, '3+11' 격리조치란 상하이를 

통해 입국 후 상하이에서 3일동안 

격리 관찰 후 목적지로 이동해 다

시 11일동안 격리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상하이에서 3일동안 격리 후 장

쑤, 저장, 안후이 등 목적지에서 파

견한 전문 차량을 이용해 해당 지

역의 격리장소로 옮겨져 다시 11

일동안 격리되는 것이다. 격리관찰 

기간은 전후 합쳐서 14일이다. 목

적지가 상하이인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는 '7일 집중 격리+7일 자택 

격리' 조치가 적용된다. 

이밖에 목적지가 상하이 및 상

기 3개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상하

이에서 14일동안 격리관찰을 받게 

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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农夫山泉 회장, 中 최고 부자 등극

중국의 ‘국민 생수’로 불리는 농부산천    

(农夫山泉)의 창업주이자 회장 중산산(钟

睒睒)이 중국 최고 부자로 등극했다. 

8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24년 만에 증시에 상장한 첫날, 농부산천

(9633.HK)은 85.12% 상승해 주당 39.8 홍

콩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농부산천

의 총 시장 가치는 4400억 홍콩달러(67조 

47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농부산천

은 7일 공고를 통해 발행가격이 주당 21.5 

홍콩달러로 책정됐고 총 81억 49만 홍콩달

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고에 따르면, 농부산천의 상장 후 총 자

본금은 약 118억 9000만 주가 된다. 이중 

84.4%는 회사 창립자이자 회장인 중산산

이 보유하고 있다. 

발행가로 계산해 봤을 때 농부산천 상장

의 총 시장가치는 2556억 홍콩달러, 이중 

중산산 회장 소유가 2157억 홍콩달러가 된

다. 하지만 8일 주가 상승으로 중산산 회장

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3713억 달러까지 치

솟았다. 

중산산 회장은 이 밖에도 중국 A주의 완

타이바이오(万泰生物) 지분의 74.23%를 보

유하고 있다. 지난 4월 완타이바이오가 A

주에 상장한 뒤 연내 무려 2152% 폭증하면

서 8일 기준, 총 시장가치 867억 위안(15조 

68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중산산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약 649억 위안

이 되는 셈이다. 

농부산천의 개장 가격으로 추산해 보면, 

중산산 회장의 몸값은 주식 상승에 힘입

어 4449억 홍콩달러(68조 23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포브스 부

자 순위에서 마화텅(马化腾) 텐센트 회장은 

몸값 568억 달러(67조 5000억원)로 중산산 

회장에 중국 최고 부호 자리에서 내려올 것

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부산천의 실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19.4%, 17.6%, 20.6%

의 고속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순이익이 49억 5400만 위안(8610억

원)에 달하기도 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 청량 음료 산업 성

장률 5~6.6% 성장률보다 크게 웃도는 수

준이다. 세계 성장률인 2.7~3.4%에 비하면 

훨씬 높다. 

 제품으로 보면, 농푸산천의 주력 상품

으로 꼽히는 생수는 중국 생수 제품 시장 

판매율 1위로 지난해 전체 시장에서 무려 

20.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

간 생수 매출은 기업에 143억 4600만 위안

의 영업 이익을 제공했다. 

이민희 기자

中 8월 자동차
판매 9%↑

支付宝, 3m 거리서 QR코드 ‘몰래’ 스캔

중국 소비자 물가가 코로나19 쇼크에서 

벗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 중

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대비 2.4% 상승

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식품 가격이 11.2%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비식품 가격은 0.1% 상승에 머물렀다. 역시

나 식품 중에서는 장마와 태풍으로 공급량

이 줄어든 돼지고기 가격이 53% 상승했다. 

반면 생산자 물가지수(PPI)는 2.0% 하락

했다. 지난 7개월 연속 전년 동기대비 하락

했지만 그 낙폭이 3월 이래로 가장 줄어 시

장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풀이된

다. 소재와 석탄, 화학 섬유가 크게 하락했

고 석유와 천연가스가 3.6% 상승해 PPI를 

뒷받침했다. 

자동차 시장의 경우 상황이 크게 호전되었

다. 8일 전국승용차연합회가 발표한 8월 시장 

현황에 따르면 승용차 판매량은 170만 3000

대로 전년 동기대비 8.9% 증가했다. 2018년 5

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이룬 셈이다. 

특히 세단 차량 판매가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은 처음으로 15%

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은 

10만 대를 돌파하며 전년 동기대비 43.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국산차 33%, 독일차 27%, 

일본차 24.5%, 미국차 10.2%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민정 기자

매장 결제를 위해 제시한 즈푸바오(支付

宝, 알리페이) QR코드가 3미터나 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스캔 당한다면?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 1위, 국내에서

만 7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즈푸

바오가 먼 거리에서도 QR코드가 도난 스

캔될 수 있다는 보안 상의 결함이 있는 것

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쾌과기(快科技)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네트워크 보안 카니발에

서 주최측이 결제 QR코드 도난 장면을 시

민들 앞에서 직접 시연했다.  

주최측은 시민들에게 결제 QR코드를 준

비하라고 지시한 뒤 3미터 이상 떨어진 곳

에서 카메라를 확대해 스캔에 성공해냈다. 

다시 말해, 먼 거리에서도 결제 QR코드가 

다른 누군가에게 손쉽게 스캔 당할 수 있

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현장 기술 인원들은 온라인 비

밀번호를 빠른 속도로 알아내는 장면을 직접 

시민들에게 보여줬다. 이들은 전문 프로그램

을 이용해 25초 만에 숫자, 알파벳, 특수문자

가 포함된 비밀번호를 쉽게 간파해냈다. 

주최측은 이번 시연을 통해 매장 내 즈

푸바오 결제 시, 최대한 손 또는 다른 물

건으로 스마트폰 주변을 가릴 것을 권고했

다. 또, 다수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비밀번호

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유재희 기자

창립 24년만에 중국 증시 상장
소비자 물가 2.4%↑

보안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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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조립식 PC’라는 것이 대중들

에게서도 유명해 지기 전에는, 특정 대기업 

회사들이 내놓는 완성품 PC, ‘브랜드 PC’가 

대부분의 가정 내에 보급돼 있었다. 하지만 

브랜드 PC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만큼 소

비자 각각의 용도와 취향을 맞추기 어려웠

고, 최근 들어 정보의 유통이 급속도로 발

전하며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소비

자들은 자신이 직접 여러 상황(예산, 취향, 

용도 등)을 고려해 컴퓨터를 조립하는 ‘조립

식 PC’가 유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

한 장점에도 단지 ‘어렵다’는 큰 장벽에 부

딪혀 울며 겨자먹기로 브랜드 PC를 구매하

는 이들을 위해 준비했다. 컴퓨터 한 대를 

완성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부품 6가지

를 알아보자.

컴퓨터의 두뇌 'CPU'

CPU는 컴퓨터

의 전체적인 정

보 처리를 담당하

는 ‘중앙처리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이다. 말 그대로 

컴퓨터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정보를 처

리한다. CPU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어 숫

자’와 ‘코어 속도’이다. 코어가 많을수록 두뇌

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에 따라 더욱더 많은 작업들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듀얼 코어’, ‘쿼드 코어’ 같은 말이 

모두 코어 숫자에 대해 언급하는 단어 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많아 진다 해도 모

두가 같은 능률로 일을 처리한다면 일을 처

리하는 속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여기서 ‘코

어 속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어 속도’

는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속도를 담당하며, 

CPU 코어 스피드 ‘4.5Ghz’, ‘3.6Ghz’ 같은 단

어로 나타낸다.

CPU를 제작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두 

회사가 있는데 ‘인텔’과 ‘AMD’다. 두개의 회

사 모두 각자의 제품에 이름을 붙이는 규칙 

과 숫자를 붙이는 규칙 (네이밍과 넘버링)

이 존재하는데 겁먹지 말자. 인텔의 대표적

인 라인업으론 I시리즈가 있고 (제품 이름 

앞에 i가 붙는 것), AMD의 대표적인 라인

업으론 R시리즈가 있다 (제품 이름 앞에 R

이 붙는 것). 두개의 라인업 모두 I 와 R뒤

에 붙는 숫자 (i3, i5, i7, i9 혹은 r3, r5, r7)는 

코어가 증가하면 증가할 수록 숫자가 올라

가고, 또 그 뒤에 붙여지는 숫자 (i5 10400, 

i7 10700, i9 10900K 혹은 R3 3200g, R5 

3500x, R7 3700x)가 증가 하면 할수록 코

어 속도가 올라간다고 이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사무용 (문서 작업, 간단한 

인터넷 웹 서핑) 컴퓨터를 구매한다면 가

장 낮은 코어 숫자를 선택하고 (I3 시리즈, 

R3 시리즈), 3D 게임이나 포토샵, 영상편집

등을 한다면 무조건 높은 코어 숫자를 가

진 CPU (I7, I9 혹은 R5, R7)을 선택하는 것

이 합리적이다.

뼈의 역할 '메인보드'

‘ 메인보 드’는 

종종 ‘마더보드’

라고 불리기도 한

다. ‘마더; moth-

er’라는 단어에서 보았듯이 컴퓨터의 ‘어머

니’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메인

보드는’ 각 부품을 꽂는 기판이며 각 부품

들의 정보전달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

다. 따라서 그만큼 ‘안정성’이 최우선이며, 

그렇기에 이름 없는 브랜드의 제품보다는 

한번이라도 들어본 브랜드 (아수스, 기가바

이트, MSI 등)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

천한다.

메인보드를 구매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

는 부분 중 하나는 자신의 CPU를 지원하는 

것인가 이다. CPU를 꽂을 수 있는 ‘소켓’은 

인텔과 AMD가 다르고 자사의 브랜드에서

도 세대가 지남에 따라 달라져 왔다. 따라

서 이 소켓 (LGA 1200, AM4 등)의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학생기자 유영준(상해중학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3348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다. 지금

은 평화롭고 아름답기만 한 한국의 섬들 중 

상당수는 일제 침략의 희생물로, 아픈 역사

와 흔적을 고스란히 찾아볼 수 있다. 일제에 

의해 빼앗겼던 ‘민족의 섬’ 3곳을 소개한다.

민족의 성지, ‘뚝섬’

서울 한강공

원에 위치한 뚝

섬은 한강의 아

름다운 경치는 

물론 운동장, 

수영장, 놀이터, 스케이트보드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조성된 관광지다. 뚝섬의 역사

는 지명의 유래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조

선 태조 때, 뚝섬 부근에 삼지창에 붉은 털

이 달린 ‘둑(纛)’이 떠내려와 ‘뚝섬’으로 불

리게 됐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다. 또 조선

시대 태조는 뚝섬에 둑을 모시고 봄·가을

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1940년대

까지 잘 보존되었던 둑은 어느 날 큰 장마

에 휩쓸려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에 독립

운동가들은 둑을 다시 복원해 민족정신을 

부활시키려고 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인

해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뚝섬은 일제에 

의해 본래의 전통과 의미를 모두 빼앗긴 채 

유원지가 됐다. 

100여년 만에 되찾은 이름, ’물치도’

최근 인천광

역시 동구에 있

는 작은 섬의 

명칭이 큰 화제

가 됐다. 이는 

인천시 동구가 일제에 의해 사용된 ‘적약도’

라는 명칭을 지우고 고유의 이름이었던 ‘물

치도’로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물치도는 “강화해협의 

거센 조류를 치받은 섬”이라는 뜻으로 오래 

전부터 물치도라는 고유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883년 개항 이후 이 섬은 

일본인에게 매입됐고, 일제는 이 섬의 형태

가 작약꽃 봉오리를 닮았다고 해 ‘적약도’라

고 부르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

서 우리의 고유 명칭이었던 ‘물치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지도에 ‘적약도’로 표

기된 지 어느덧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

다. 마침내 올해 7월, 국가지명위원회는 인

천 동구 만석동 산 3번지 '작약도'의 이름을 

'물치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

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거제의 아름다운 동백섬, ‘지심도’

경상남도 거

제시에 위치한 

지심도는 하늘

에서 내려다보

면 마음 심(心)

자와 닮았다고 해서 지심도라는 명칭을 얻

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끝자락에 있는 지

심도는 경이로운 해안 절벽과 무성하게 자

란 동백나무로 유명하며 국내에서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된 유인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 섬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아

직도 곳곳에 일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

다. 1936년 일제의 해군기지로 사용된 지

심도에는 당시에 설치된 일본군 소장 사택, 

탐조등 보관소, 방향 지시석, 포진지, 탄약

고 등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온전히 남아 있

는 아픈 역사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일본군 소장의 사택으로 사용됐던 일본 

목조식 가옥은 현재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건축물은 일제강점기 때 지

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해방 직후, 지심도는 

군사적 전략지로 국방부가 소유하게 됐고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됐다. 2017년, 거제시 

소유로 전환되면서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

으며, 거제시는 지심도 주민에게 강제 이주

를 요구하고 있다. 지심도의 완전한 평화는 

아직 찾아오지 못했다.

학생기자 박준용(상해한국학교 11)

‘컴알못’을 위한 컴퓨터 부품 가이드 일제로부터 되찾은 ‘민족의 섬들’
①CPU 와 메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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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산불의 경고 -아이들과 性 고정관념

‘주인’이란 물건이나 대상을 소유한 이를 일

컫는다. 때로는 집안이나 조직을 책임감을 느

끼고 이끌어 가는 이를 가리키기도 한다. 지

구라는 거대한 행성을 책임감을 느끼고 이끌

어 가는 주체적인 존재, 그렇다면 지구의 주인

은 누구일까? 

인간은 당연히 지구의 주인을 인간이라 생

각하는 듯하다. 땅을 나누고 소유하고 지구 곳

곳을 개발한다. 이제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까

지 그 지경을 넓힌다. 아마존의 자연을 개발해 

숲을 없애고 그 자리에 공장을 세우고 가축을 

키운다. 화석 연료를 땅에서 캐내고 하늘을 나

는 비행기를 만들어 전 세계를 여행한다. 

그런데 인류라는 주인은 참으로 이상한 주

인이다. 태평양 한복판에 쓰레기 섬이 생기고 

땅에 온갖 폐기물과 쓰레기를 매립하고 남북

극의 거대한 빙하가 사라져도, 멸종동물이 늘

어가도 인간이 늘어가기 때문인지, 그래도 지

구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함 때문인지 개의치 

않는다. 환경학자와 생명 시스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속해서 지구의 급격한 기후 변

화를 경고한다. 2020년 지구의 주인이라 여긴 

인간에게 지구라는 행성이 직접 보내는 적색 

경고 신호들이 포착된다.

지리책에 나오는 시베리아 동토 최북단 베르

호얀스크의 여름이 37-8도를 넘나든다. 동토

가 녹은 자리에서 메탄가스들이 대량 배출되

며 지구 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급기야 산

불까지 났다. 언 땅에 갇혀 있던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세상으로 나

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 생물학자들은 경고

한다. 시베리아가 이렇게 덥다 보니 오히려 중

위도 지역은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하지

만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된 지구의 대기와 

바다는 시베리아의 이상 기온의 영향으로 지

구 곳곳이 홍수와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

국만 하더라도 싼사댐 수위가 위험수위를 넘

나들고 있고 한국 곳곳에서도 물난리 소식이 

전해진다. 중동지역은 인간이 과연 살 수 있을

까 싶은 50도가 넘는 여름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 감염병은 모두 인수 공통감염병

으로 바이러스가 동물과 인간 종의 장벽을 뛰

어넘고 있다. 미국의 수의학자 제롬 월터스는 

이러한 원인으로 지구 환경 파괴를 꼽는다. 그

는 감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을 에코데믹으

로 바꿔 부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숲이 벌목되어 사라지고 토종 동물들이 도

살될 때마다 미생물은 주변으로 더욱 흩어지

고 퍼진다. 바이러스는 새로운 숙주를 찾든지 

멸종되든지 두 가지 길을 걷는다. 77억이 넘는 

인간은 바이러스가 가장 선호하는 숙주가 되

기에 적합하다. 수도 많은 데다가 새처럼 멀리 

이동도 가능한 최적의 숙주이다. 주인 행세는 

하되 주인의식이 없는 인간의 행동이 부메랑

이 되어 인간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빨리 돌아오고 있다. 

2020년, 코로나 19에 인간은 지구의 한 일

부분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바이러

스 하나에 하늘길이 막히고 기세등등하던 인

간들이 갈팡질팡한다. 결국 인간도 지구가 제

공하는 삶의 터전을 이용하는 한 종에 불과

함을 보게 된다.

지구가 보내는 빨간 경고에 인간이 반응할 때

이다. 지구의 주인은 지구 자체다. 지구가 인류에

게 계속 경고장을 보낸다. 인류에겐 아직 선택할 

길이 남아 있다. 지금부터라도 기후 온난화를 가

속하는 개발을 자제하고 환경협약을 준수하며 

지구가 인간의 것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동장치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경고를 

무시하고 달려서는 안 된다. 30년의 세월이 흘러 

북극곰을 책에서만 보게 될까 무섭다.

학생기자 한주영(상해한국학교 10)

성(性) 고정관념이란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뜻한다. 사회가 남자와 

여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사회의 개

개인도 이런 고정관념에 따라 특성을 바

꾼다는 뜻이다. 특히 아동은 발달 시기에 

보고 접하는 것에 따라 성격과 사상이 결

정되는 탓에 사회에서 정해준 성 고정관

념에 매우 취약하다. 인생을 좌지우지하

는 발달 시기에 아이에게 강요되는 성 고

정관념은 아이를 틀에 가두고 행동과 선

택의 자유를 제지한다. 

한국 교육부, 남녀 뇌 달리 진화?

지난 5월 교육부가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에 남녀의 뇌를 구분해 남자의 뇌

는 “효과적인 사냥을 위해 논리나 체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데 더 적합하게 진화”

하고, 여자의 뇌는 “양육을 위해 공감과 

의사소통에 더 적합하게 진화”했다는 내

용을 포함한 부모교육 카드 뉴스를 게재

했다. 그 누구보다도 공평해야 할 한국 교

육부가 부모들의 아이 교육을 돕는 카드 

뉴스에 버젓이 남자와 여자의 뇌가 다르

게 진화를 했다고 말한 것이다. 

장난감 진열대 색으로 남녀 구분?

실제로 아이들이 매일 접하는 교과서에

서도 남자들은 뛰어 놀고 장난치는 반면에 

여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줍어하는 그림

들을 볼 수 있다. 장난감 가게를 가도 남아

와 여아 장난감 진열대는 파란색 자동차와 

분홍색 인형으로 나뉜 걸 볼 수 있다. 너무

나 당연시하게 여겨지는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아이들은 분홍색과 바비인형은 여자 

아이 것, 파란색과 로봇 인형은 남자 아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운동도 마찬가지

로 남자아이에게는 축구를, 여자아이에게

는 발레만을 시킨다면 커서도 축구는 남

자 운동, 발레는 여자 운동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사회에 너무나 

자연스레 스며든 성 고정관념은 아이들의 

평소 행동과 관심사뿐만 아니라 미래직업

과 방향성까지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 ‘젠더 프리’ 장난감 판다

이에 여러 기업에서 성 고정관념을 사

회에서 뿌리 뽑기 위해 아이를 위한 젠더 

뉴트럴(gender-neutral) 또는 젠더 프리

(gender-free) 장난감과 정책을 내고 있다. 

바비인형의 회사 ‘마텔’에서는 작년 10월

에 젠더 뉴트럴 인형을 출시했다. 원래 남

자 바비의 특징인 넓은 어깨와 여자 바비

의 긴 속눈썹을 모조리 뺐다. 남성 또는 여

성 인형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사람 바비

로 구매자가 옷부터 머리 길이까지 직접 

고를 수 있다. 미국의 유명 대형마트 ‘타깃’

은 장난감 코너에 “남자 칸”, “여자 칸” 등

의 표기를 없앴다. 기존의 남자 장난감과 

여자 장난감을 구분 짓지 않고 아이가 알

아서 원하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젠더 뉴트럴 칸도 따로 만

들어 아이들에게 강요되는 성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이가 성별 구애받지 않는 삶 살도록

이런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 

고정관념은 사회에서 근절하기 쉽지 않

다. 몇 백 년 동안 강요되던 사회의 틀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는 없다. 아이의 생

활을 책임지는 부모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는 아이가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삶

을 살 수 있도록 성 고정관념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학생기자 한민교(SMIC 12)

지구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비의 긴 속눈썹을 뗀다
학생기자논단 학생기자논단 



20  오피니언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8월 12일 중국 국무원은 <대외무역과 외자 안정을 강화

에 관한 의견> (이하 15조)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

른 수출부진 국면을 타개하고 외자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이 

중장기적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15조 발표 배경

지난 7월 중국 수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깜짝 증

가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수출 부진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은 전년 동

월 대비 7.2% 증가해 2376억 달러에 달해 시장예상치보다 

0.2% 상승했다. 

<중국 2020년 1~7월 수출입 현황>

자료: 해관총서

중국 FDI 규모는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679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 자릿수의 저성장세를 유지하다

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마이너스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외자유치 동향>

자료: 상무부

미중 갈등 격화, 미국, 일본을 필두로 한 선진국의 리쇼

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 니어쇼어링(중국 이외

의 인접국 진출) 전략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에 리쇼

어링 관련 2200억 엔의 예산을 배정했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로 공급망 분산을 의미하는 니어쇼어링 예산도 235

억 엔을 책정했다.

1차 모집(7월 중순 기준)에서 일본 정부는 87개 사에 690

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57곳은 일본으로, 30

곳은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로 이전할 계획이다. 일본의 리

쇼어링, 니어쇼어링 기업 중 다수가 중국 정부가 차세대산업

으로 중점 육성 중인 의료용품 제조사, 고용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전자 제조기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15조 주요 내용

15조는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대, △통관효율 향상 △중점산업·기업 

대외수출 지원 △중점 외자기업에 대한 지원폭 강화 등 5개 

방면의 15개 수출 촉진·외자유치 강화 조치를 담고 있다. 국

무원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구체적 실행은 주무부

처에서 추진토록 명시했다.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기업 신용 보장을 강화하고 융자문

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을 뒀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심각

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명시하

고 노동집약형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확대 등 새로운 사업방식과 

발전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외자안정 면에서는 중점 외자기업과 프로젝트를 핵심으

로 한다. 코로나19로 인적 교류가 막히고 지연되는 국면을 

타개하고자 ‘신속통로’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 

중국의 산업고도화정책에 맞춰 R&D 적극 유치, 하이테크 

분야 외상투자 지원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외자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중장기적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타국과의 ‘디커플

링(탈동조화)’가 심화될 경우 중국의 공급망·산업망은 불안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중국 

정부는 경영환경 개선, 외자유치 강화 등 정책 출시에 가속

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외자지원책의 구체적 집행은 지방정부가 담

당하고 있으므로 시행효과는 지방정부의 집행력에 달렸다

고 보고 있다. 특히 중점 외자기업, 중점 프로젝트는 지방정

부의 재정과 고용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

라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현지 상황, 지방정부 행정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中 무역·외자 안정 15조 발표
외자기업 탈중국 움직임, 대응책 마련 예상

연번 조치

1

• 수출 신용 보장 강화
 -수출 오더 취소 리스크 적극 보장
 -2020년 말까지 수출신용보험공사, 무역기업 단기보험료 지급

기간 변경 또는 지급유예기간·손해신고기간 등 연장 조치

2

•‘신용보장+담보’식 융자모델 추진
 -지방 관영 융자담보기관의 수출기업 융자 리스트 분담지지
 -시중은행,‘신용보장+보증’조건 하에 대출금지 합리적 확정

토록 유도

3

• 수출기업의 융자신용보장 지원
 -국가 융자담보기금과 지방 관영융자담보기관의 융자리스크 

분담 추진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강화
 -은행기관이 무역서비스 플랫폼으로부터 기업 신용평가 서비스

를 취득하고 정확도 높은 기업신용 관련 정보 획득을 추진

4
• 중소 수출기업 수출신용대출 확대
 -중소 수출기업의 융자난 해결

5

• 무역 신업태 발전 추진
 -시장구매무역방식 시범지역을 30개로 확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창고 건설 등을 지원
 -무역종합서비스기관의 신용수준 향상, AOE기업 육성

6

• 가공무역의 이전(동부 연해→중서부 내륙) 추진
 -가공무역산업단지 건설 추진
 - 노동집약형 산업이 동부 연해→중서부 내륙 이전 지원

7

• 노동집약형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방직·의류·가구·플라스틱·가방·완구·농산품·전자기기 제

품 등 노동집약형 수출기업에 대한 감세, 수출신용 대출·담보, 
고용안정 등 방면의 지원 강화

8

• 중점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대형 중점 수출기업 리스트 작성
 -대형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폭 강화

9

• 온라인 전시회 개최 지원
 -국내 상회, 해외주재기관, 해외기업협회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

용해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10

• 통관편리화 수준 향상
 -행정 투명도 제고
 -동식물성 유지·육류·유제품 시장진입 확대, 수입량 확대

11
• 외국기업인의 방중 편의도 향상
 -역유입 방지를 전제로 외국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적극 추진

12

• 중점 외자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외자기업에 1조5000억 위안 재대출 전용한도 적용
 -수출입은행이 5700억 위안 규모의 신규대출을 중점외자기업

에 지원하는 것을 허가
 -은행금융기관에 중점외자기업 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중점외자

기업 융자난 해소

13

• 중점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폭 강화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외자프로젝트 리스트 작성, 프로젝트 추

진 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폭 강화

14
• 하이테크 분야의 외자 투자 장려
 -하이테크, 민생·건강 분야의 외자유치 강화

15
• 외자 R&D기관에 정책혜택 부여
 -외자기업이 중국 내 R&D센터 설립 장려

무역·외자 안정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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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영토>에는 모바일 분야 최고 전

문가들의 현실 분석과 미래 예측이 담겨 

있다. 모바일 시장은 2007년 애플이 아이

폰을 시장에 내놓으면서부터 탄생했다. 오

프라인 세계와 온라인 세계에 이어 모바일 

세계가 새롭게 열렸고, 지난 10여 년간 엄

청난 기세로 확장되고 발전했다. 대한민국

의 삼성전자, 중국의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가세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이제 우

리는 모바일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자료작성, 회의, 크고 작은 모임, 은행 업무, 

판매, 구매, 결제, 계약 등 안 되는 것이 없

다.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계는 모바일 

세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 책에서는 ‘땅’을 3가지로 분류한다.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이다. 실제로 우

리가 사는 실물 세계와 유선으로 연결된 

온라인은 이미 레드오션이다. 이 경쟁은 

이미 최고점을 돌파했고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도 과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모바일 세계는 다르다. ‘모바일 영

토’야 말로 얼마든지 선점할 수 있는, 무한

한 발전이 가능한 땅이다. 우리가 말하는 ‘

좋은 땅’이 바로 모바일 영토인 것이다. 아

직 미지의 땅이기에 지금부터 투자하여 개

척하면 더 없는 가치를 지닌 자산이 될 수 

있다. 마치 애플, 삼성전자, 텐센트와 알리바

바가 온라인 땅에서 그러했듯 말이다.  

저자인 데이비드 정(정운성)과 포이 정

(정운영)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신매체 마

케팅·글로컬 브랜딩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이 책에서 ‘모바일 영토’의 가

치를 역설한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모바

일 환경과 현황을 분석했으며, 세계 모바

일 지도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지금 무

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밝힌다.

 이제 세계에서 앞서나가는 데 있어서는 

‘누가 모바일 솔루션을 통해 사업확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모바일 시장

에서 우위를 점한 한국에서 출발한 다양

한 모바일 솔루션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위한 바로미터를 제시했다. 모바일 디지털 

세계에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기회가 있다. 

2020년 지금은 디지털 모바일 시대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간단하다. 

-플랫폼을 구독하라 

-DIY 플랫폼을 제작하라 

-플랫폼 운영자가 되어 끊임없이 DB를 

얻어라! 

플랫폼을 창조적으로 새롭게 개발하라

는 것이 아니다. 수동적으로 플랫폼을 사

용하는 이용자에 머무르지 말고, 능동적

으로 움직여 플랫폼 운영자가 되라는 말

이다. 책은 자신의 콘텐츠에 맞는 플랫폼

을 찾아내어 사용 방법을 익히고 그곳의 

운영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용자로

서는 모바일 영토를 선점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저자들은 “지금 당장 바로 모바일 영

토를 점령하라”로 말한다. 

드디어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코로나여파로 졸업

다운 졸업도, 입학다운 입학도 못하고 중학생

이 된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상하이시는 교육

의 평등을 위해 입학시험을 치르거나 학생을 

가려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사립 중학교

를 가고 싶으면 세 군데 학교까지 지원이 가

능하고 운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물론 예

체능 특기생은 아직도 예외를 두고 있다.  

공립학교는 학교나 집을 기준 등록지로 정해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해준다. 흔히 뺑

뺑이 돌린다고 하는 게 여기에 속한다. 사립학

교를 신청해도 운이 나쁘면 떨어질 수 있다. 이

도 저도 아닌 학생들은 마지막에 모아놓고 기

준 등록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먼 곳 순

으로 배정을 해준다. 이도 저도 아니었던 둘째 

아이는 가장 마지막에 중학교를 배정받았다.  

외국 국적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립학교

는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 집에서 가까운 공립중학교에 배정받는 

게 너무나 당연했다. 알고 지내던 주변의 외

국 아이들이 모두 그 학교를 갔기 때문에 나

는 마침 이사도 가야 해서 그 중학교를 염두

에 두고 아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의 집

들을 보러 다녔다.  

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입학통지서가 도착을 

했다. 예상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학교였다. 

나는 큰 충격에 휩싸인 체 자전거를 끌고 학교

를 찾아가 봤다. 살고 있던 동네에선 교통 편도 

없고 거리도 너무 멀었다. 어떻게 이 학교에 배

정을 받았는지 교육국에 가서 따지고 싶은 마

음 마저 들었다. 주변 친구들은 내가 가려고 했

던 학교나 배정받은 학교나 뭐가 다르냐며 의

아해했다. 좋은 학교여서가 아니고 다니기 편한 

학교를 가고 싶었던 것인데 어쩜 우리 둘째는 

이리도 운이 없는 건지 한탄스럽기까지 했다. 

 “요즘엔 공평하게 학교를 가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지인의 한 마디에 나는 

억울했던 마음을 접고 학교 근처의 집을 알아

보기 시작했다. 다행히 정말 마음에 딱 드는 

집을 구했고 계약 만기를 넘기지 않고 순조롭

게 이사를 했다. 개학 전날 학부모 회의가 소

집됐고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 보았다. 공립 

학교라 아무 기대가 없어서였을까 학교는 생

각보다 컸고 시설도 좋았다. 무엇보다 둘째가 

좋아하는 미술과 체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

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의 학교였다. 

 개학 첫날 학교를 다녀온 둘째는 초등학교 

때 보다 밥이 훨씬 맛있다고 좋아하더니 이

튿날도 학교 맛집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은 한인타운이나 외국인 생

활권을 떠나 조용한 환경에서 제2의 상하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

째 학교가 아니었다면 생각도 못했을 일이다.  

이렇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인데 순

리를 거스르려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

을 했었는지 이제서야 깨닫고 반성해본다. 

반장엄마(erinj12@naver.com)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땅 ‘모바일 영토’

순리대로 살자 
신간안내 아줌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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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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12:30 홍췐루 카페런던 앞 집결

12:50 구베이 명도성앞 파리바게트

13:30 원동위원부 옛터 방문

14:30 임시의정원 옛터 방문

15:00 YMCA, 삼일당 터 방문

16:00 RICHARD HOTEL 및 일본영사관 옛터 방문

17:00 홍췐루 해산
▶ 대상: 교민 누구나 (중학생 이상), 선착순 20명
▶ 비용: 무료
▶ 신청방법: 전화 또는 메일
▶ 전화: 133-7180-9922
▶ 메일: bjj121212@naver.com
▶ 주최: 흥사단 상하이지부
▶ 주관: HERO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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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대학교 (화동지역) 동문회
상해 및 인근도시에 계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연락

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 185-1630-5945, 130-2328-0271

“비사” 계명대학교 동문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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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관 소식

10월 연휴기간 전자여권 교부 일정 안내
한국 연휴(추석, 개천절, 한글날) 및 중국 국경절 연휴기

간 외교행낭 운영 일정 변경으로 인해 당관의 여권 교부 

일정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20. 9. 18(금) - 2020. 9. 24(목) 신청여권 : 

  2020. 10. 7(수)부터 수령가능
▶ 2020. 9. 25(금) - 2020. 9. 30(수) 신청여권 : 

  2020. 10. 15(목)부터 수령가능 
▶ 2020. 10. 7(수) - 2020. 10. 15(목) 신청여권 : 

  2020. 10. 22(목)부터 수령가능 

총영사관 10월 연휴기간 휴무일정 
▶ 2020. 10. 1(목) - 2020. 10. 6(화) : 국경절 휴무 
▶ 2020. 10. 9(금) : 한글날 휴무 

 ※ 2020. 10. 7(수) - 2020. 10. 8(목) : 정상근무

한국상회 소식   

영화 드라마 극본 공모 
▶ 제목: 당선작에 한해 작가와 협의  
▶ 극본 분량: 영상물로 제작 시 약 1시간 분량으로 구성  

(한글 중문 모두 가능) 
▶ 촬영 및 제작 형식: 영화, TV드라마, 온라인 & 모바일

의 각종 채널 중 적절한 채널을 선택해 결정 
▶ 드라마 내용: 상해 한인촌에서 펼쳐지는 한국인의 삶

을 다루는 이야기로 한중간의 우호적인 교류, 한인촌

의 거리 이름, 한인촌의 각 업소 및 한인 사업장의 실

명이 나오는 것을 권장 
▶ 당선작: 대상 3만 위안, 우수작 2명 각 1만 위안 
▶ 접수 기간: 9월 1일~9월 25일까지 
▶ 심사 기간: 10월 1일~10월 7일 
▶ 당선작 발표: 10월 8일 
▶ 접수처: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shkocham@naver.com 
▶ 문의처: 

 사무국 위장원 국장(152-0184-4194)/위챗 wjw1026 
▶ 기타: 

1. 당선작의 판권은 작가와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가 각각 50% 소유 

2.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방법은 상해한국상회(한국

인회)의 재량으로 비공개

공지
상해한국학교 2021학년도 3월입학 신.전.편입 대
상자 전형 일정공지
1. 2021학년도 3월입학 대상자 1차 전형일정(1-11학년)

접수 기간 2020년11월2일~11월13일까지

전편입 처리기간 2020년11월16일~11월20일까지

합격자 발표 2020년11월24일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2020년11월24일~11월27일까지

등록확인 2020년11월30일

등교일 2021년3월2일

2. 2021학년도 3월입학 대상자 2차 전형일정(1-11학년)

접수 기간 2021년1월4일~1월8일까지

전편입 처리기간 2021년1월11일~1월18일까지

합격자 발표 2021년1월19일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2021년1월19일~1월21일까지

등록확인 2021년1월22일

등교일 2021년3월2일

3. 참고사항

가. 초등 1학년 신입생 출생연도: 2014.1.1.~2015.2.28.

출생자

나.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 학력 미인정 학교 재학생은 

본교 전편입학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전편입학이 

허용될 수 있음.(단, 사전상담요망)

다. 집중 접수 기간 외에도 상시로 전형 실시. 2021년 2

월3일 이후로 접수하는 경우 지원학생 등교일이 1학기 

개학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라. 제출서류-상해한국학교 홈페이지(www.skos-

chool.com)-입학안내 참조.

 마. 입학상담 및 문의전화: 021-6493-9517/9519

포동주말학교 2학기 등록 재 안내
상해 교민 가족 모두 두루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내

드릴 말씀은 상하이교육국의 학교 내 외부학생 출입 금

지 공문과 관련하여 임차 학교인 금사과 학교를 사용하

기 어려워진 바, 다른 학원 건물을 임차하여 2학기 수업

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업 장소 변경 

  中山北路3489弄28号 上海国际学生服务中心
▶ 차량

-포동 차량: 10명 이상 다수 거주 지역에 모여서 직선 

출발(아이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최선이므로 넓

은 이해를 부탁합니다.)

-포서차량: 금수강남, 명도성, 구베이2기 출발

흥사단 원동위원부 수립 100주년 기념 역사탐방
“도산의 발자취를 따라서”

임시정부수립의 숨은 공로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상하

이에서의 발자취를 따라 도산의 애기애타（爱已爱他） 

정신을 그려보는 탐방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 일자: 9월 20일(일)，12:3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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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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