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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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