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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나눔, 아름다운 기업
“격리 교민들을 지원합니다”

인천-푸동 전세기 
25, 26일 연달아 띄운다

상해한국상회 1~5차 전세기, 총 1113명 상하이 복귀

화동지역 교민도 탑승 가능, 기업 후원 잇달아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가 추진

하는 전세기가 이번에는 이틀 연이

어 운항된다. 상해한국상회는 이달 

25일, 26일 연속 4,5차 전세기를 운

항해 506명 교민들을 태운다고 밝

혔다. 이로써 상해한국상회 전세기

는 8월 11일 1차 101명 탑승을 시작

으로 2~5차에 각각 253명을 태워, 

45일간 1113명 교민들의 상하이 복

귀를 돕게 된다. 

 지난 13일 3차 전세기 운항을 마

친 상해한국상회는 당초 4차 전세기

는 9월 26일, 5차는 10월 초로 예정

했으나, 추석과 국경절 연휴인 점을 

감안해 25, 26일로 연달아 신청했다. 

두 대의 전세기는 지난 18일 상하이

시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상태다.  

 상해한국상회는 중국에서 최초

로 민간 차원에서 전세기를 띄운 것

은 물론, 최다 횟수의 전세기를 운

항하게 됐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한국상회는 그간 상하이시 정부, 민

항구 정부 등과의 유대 관계를 다져

온 것이 이번 전세기 운항에 성과

를 냈다고 밝혔다. 

 상해한국상회는 지난 1월말 중국 

내 코로나가 대유행할 당시, 한국 기

업으로부터 후원을 이끌어내 민항구 

정부에 180만 위안 상당의 소독제를 

기증했다. 또 민항구 정부는 소독제

를 민항구 교육국을 통해 민항구 내 

18개 학교에 배분해 각 학교 소독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민항구 외사판

공실, 경제위원회, 방역판공실, 출입

국관리사무소, 관내 파출소 등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상해한국상회의 활동과 

노력에 상하이 소재 한국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전세기 격리 물품 지원

에 나서고 있다. 각 기업의 구호품 

외에도 남동완구 이태훈 사장이 2

만 위안, 한영E&C 정한영 전 상해

한국상회 회장이 1만 위안, 금호타

이어 5000위안 등 후원금 기부에 

동참했다. 

박상윤 회장은 “그 동안 전세기

를 통해 상하이로 복귀해 격리를 

마쳤거나 격리 중인 교민들은 코로

나 사태를 겪으며 상해한국상회(한

국인회)의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하

고 자발적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

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

치면서 상하이 교민사회에는 서로

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문화

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위

기 속에 더욱 빛나는 상하이 교민

사회에 오히려 감동을 받고 있다”

고 덧붙였다.  

상해한국상회는 이번 4,5차 전세

기 이후에도 10월 11월 12월 상하이

로 복귀를 희망하는 교민과 유학생을 

위해 전세기를 운항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이 교민들은 물론, 화동지역 교

민들도 상하이 공항을 통해 생활 터

전으로의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한편, 지난 13일 3차 전세기로 입

국한 교민들은 우중루에 위치한 진

장호텔(锦江之星品尚, 闵行区吴中

路259号)에서 14일간 격리 중이다. 

 고수미 기자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전세기로 상하이에 도착한 교민들의 격

리 생활을 아래 기업들이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9.18 현재)

빙그레 바나나 우유 6개, 생우유 3병(1리터), 커피 2병/1인 2, 3차 전세기

풀무원 김치 매일 1인 2회, 삼계탕 1인 2회 3차 전세기

파리바게뜨 빵 매일 1인 1개 1,2,3차 전세기

샘표식품 고추장 500그램 1인 1개 3차 전세기

아모레퍼시픽 샴푸(린스) 1인 1병 2,3차 전세기

산업은행 물티슈 1인 1팩 2차 전세기

삼다수 삼다수 2리터 1인 1병 2차 전세기

농심 백산수 500ml 1인 4병/컵라면 1인 3개 1차 전세기

도루코 일회용 면도기 2500개 3차 전세기

청담소녀 생리대 253세트 3차 전세기

오리온 생수 530ml 1100병 3차 전세기

이랜드 담요 520개/신발 18켤레 3차 전세기

코스맥스 마스크시트 1인 15장(파우치팩) 3차 전세기

원불교 상하이법당 수건 2,3차 전세기

락앤락 담요 300개 4차 전세기

불스원 호클러 소독제 410ml 300개

남동완구 20,000元

한영E&C 10,000元

금호타이어 5,000元

JBG 컴퍼니 사무국, 인턴 사무용품 지원(2만元 상당)

KCKIM 컴퍼니 여성의류 1만 벌

2차 전세기로 복귀한 상해한국학교 학생들의 격리 해제일인 13일, 
학생과 교사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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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최다·최고’ 역대급 한국문화제 폐막

한 달 간 진행됐던 한민족문화제 ‘한펑제   

(韩风节)’가 ‘최장·최다·최고’라는 역대급 기

록을 세우며 막을 내렸다.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된 한국문화제는 상해한

국상회 출범 이래 ‘최장’ 기간 개최한 행사로 

기록됐다. 또한 이 기간 관람객 50만명, 46개 

기업 함께 해 ‘최다’ 인원이 참여한 문화제가 

됐다. 상해한국상회에 따르면, 평일 하루 평

균 1만 명, 주말 평균 3만 명이 홍췐루 한국문

화제 행사장을 다녀 간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 기업들은 주제관 5개, 상설관 20개 등 

총 25개 부스에서 제품과 브랜드를 홍보했다.  

비용 절감·홍보 효과 극대화

이번 한국문화제는 190만위안 절감 효과

를 가져왔다. 장소와 전기 등 사용료 무료로 

10만 위안, 무대 주요시설 장비 무료와 홍보

지원으로 6만 위안, 현장 안전요원 운영인력 

지원에 3만 위안 등 상해한국상회 추산 총 

19만 위안을 절감하게 됐다. 

이번 한국문화제 총 기획을 맡은 선우공

현 수석부회장은 “상하이시정부가 주력사업

인 ‘야시장’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홍보와 예

산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켰다”라

며 “이번 2020 한펑제는 코로나 위기 속에

서 모두가 힘을 모아 개최된 최장, 최다, 최고

의 한국문화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문화제는 무엇보다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 행사로 중국 내 한국을 알린 최고

의 문화 행사로 꼽힐 만한 성과를 냈다. 특

히 자체 홍보채널로 생중계를 진행한 ‘나도

가수다’ 노래 경연은 결선 무대에 최대 7만 

6000뷰를 기록했다. 한 참가자는 1만 7000

개의 ‘좋아요’를 획득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한펑제’ 연관게시물

이 2300여개가 등록됐다. 이 밖에도 행사장 

주변에 포토존 3곳, 가로등에 부착한 배너

광고 26개 등도 한국문화 홍보에 기여했다.

5주간 주말마다 5~6개 공연

또한 5주간 주말 밤에는 홍췐루를 찾은 

중국인들에게 한국 공연 문화를 알렸다. 매

일 5~6개의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졌다. 특

히 난타, 통신사퍼레이드, 사물놀이, 해동검

도, 탈춤, 장고춤, 케이팝 댄스 등 한국문화 

알리기에 주력했다. 

한국문화제의 꽃, 교민들의 축제로 자리

잡은 ‘나도가수다(나가수)’가 지난 12일 밤 

성황리에 개최됐다. 징팅텐디(井亭天地) 서

울야시장(首尔夜市场) 특설 무대 주변에는 

약 200여 명의 관중들이 에워쌌다. 무대 주

변 행사 부스와 야외 식당에 마련된 테이블

의 관객까지 포함하면 3시간 경연 동안 약 

1000여 명이 ‘나가수’ 무대를 즐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예선 참가자 58개 팀 중 결

선에 오른 14팀은 열띤 노래 경연을 펼쳤다.  

‘나가수’ 최우수상 김중원 군

14팀의 경연을 통해 올해 나가수 최우수

상은 김중원(SMIC 12) 군이 차지했다. 김 군

은 BMK의 ‘물들어’로 심사위원들에게 가

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우수상에는 마상

철(회사원 50) 씨, 3등상에는 쉬징웨이(徐

菁韡, 회사원 35) 씨, 인기상에 문준서(상

해한국학교 5) 군이 차지했다. 이어 장진영

(NAIS Y13), 문준호(자영업 54), 장덕환(회

사원 33), 김가영(상해한국학교 10), 차유

정·이지은·최아진·고애령 팀이 5등~9등상

을 받았다.  이날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현금 1500위안/서울리거 성형권(1만 위안) 

▲우수상: 현금 1000원/선미옥시식권(1000

위안) ▲3등상과 인기상: 현금 500위안/KC

이너벨라 화장품세트 ▲5~8등상: KC이너벨

라 화장품세트 ▲10~14등: 파리바게뜨 200

위안 상품권이 선물로 주어졌다.  

나가수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국문화제 공

연 총기획자 류제영 상해한국상회 부회장은 

“한•중 우호를 위한 문화제라는 본질에 맞게 

공연활동 속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했다. 음

악활동 하는 교민들의 무대참여를 통해 그

들의 기량을 스스로 증진시킨 것이 의미가 

깊었다. 또 이번 문화제 활동을 통해 한국상

회가 항상 교민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

게 한 것에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문화제는 상해한국상회(한국인

회)가 주최하고 상하이총영사관, 상하이시

상무위원회가 지원했다. 또 상하이한국문

화원, 상하이시민항구경제무역위원회, 홍차

오전정부, 징팅실업 협조로 개최됐다.  

고수미 기자

30일간 진행, 50만 명 관람, 46개 기업 참여, 190만元 절감

‘바이두’ 연관게시물 2300개, ‘나가수’ 생중계 최다 7만 6000뷰

올해 나가수 최우수상 김중원(SMIC 12) 군(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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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G폰 ‘천元’대 뚫렸다

안랩 V3 모바일 시큐리티, 누적 다운로드 1천만 건 돌파

최근 999위안짜리 5G폰이 출시돼 그 

동안 유지되어오던 천위안 대 가격을 뚫

은 가운데, 5G 요금도 잇달아 내리지 않

을까 하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중

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전했다. 

지난해 이맘때만해도 5000위안 이상을 

호가하던 5G폰 가격은 불과 1년만에 ‘천’

단위를 깨고 ‘백’ 단위로 내렸다. 최근 출시

된 REALME V3의 가격은 999위안(17만 4

천 원), 최초의 ‘백’위안대 5G폰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전반 산업이 일정 

발전단계에 접어들면서 가격이 저렴한 

5G칩이 공급되고 이로 인해 저가의 5G

폰이 출현하는 것도 정상적인 현상”이라

고 말했다. 

중국정보통신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8

월 중국의 5G폰 출하량은 1617만대로 같

은 기간 휴대폰 출하량의 60.1%를 차지했

다. 또, 신규 출시된 휴대폰은 22종으로, 

전체 신규 기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9%에 달했다. 리서치기관인 Canalys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5G폰 2억 7800만대가 

출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5G폰 가격 하락과 더불어 

패키지 요금 하락을 기대하고 있으나 3

대 통신사들의 월정액은 꿈쩍도 않고 있

다. 차이나모바일의 5G패키지 요금은 월 

128위안,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

의 패키지 요금은 월 129위안으로, 3대 

통신사 요금이 비슷한 수준이다. 

통신사들은 패키지요금의 공식 인하

에는 나서지 않고 있으나 고객과의 1대

1 통화를 통해 ‘5G패키지요금 할인 이벤

트’를 진행 중이다. 

한편, 올 7월 기준 차이나모바일의 5G

패키지 사용자는 8405만명, 차이나텔레

콤은 4927만명의 사용자들을 보유 중이

다. 차이나유니콤은 사용자수를 공개하

지 않고 있으나 차이나텔레콤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가영 기자

안 랩(대표 

강석균, www.

ahnlab.com )

의 안드로이

드 스마트폰

용 무료 보안 

솔루션 ‘V3 모

바일 시큐리

티(AhnLab V3 Mobile Security, 보충자

료 참고)’가 누적 다운로드 1000만건을 

돌파했다. 안랩 자체 추산 4월 29일 기준 

1000만 건 돌파했으며, 구글 플레이에는 

8월부로 반영된 수치다

2016년 1월 출시한 ‘V3 모바일 시큐리

티’는 AV-TEST의 모바일 보안제품 평가

에 매회 참가해 글로벌 최상위권 성적으

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46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글로벌 테스트로 검증받

은 모바일 악성코드 탐지력에 설치된 앱

의 권한을 확인해주는 ‘개인정보보호도

우미’,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클리

너’ 기능 등 다양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을 제공한다.

안랩 제품기획팀 김창희 팀장은 “글로

벌 수준의 악성코드 진단 성능과 다양

한 프라이버시 보호 및 편의 기능이 사

용자들의 호평을 얻어 1천만 다운로드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

는 연구개발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

트폰 생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

혔다.

‘V3 모바일 시큐리티’는 강력한 악성

코드 탐지성능에 다양한 사생활 보호 기

능을 더한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백신

이다. AV-TEST 등 글로벌 인증 기관의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으로 인증을 획

득한 엔진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진단 기

능 등으로 강력한 악성코드 탐지 기능

을 제공한다.

또, ▲사적인 사진을 숨기는 기능(갤러

리 숨김) ▲특정 앱 잠그기(앱 잠금) ▲현

재 내 스마트폰의 앱이 어떤 정보/권한

에 접근하는지 확인하는 기능(개인정보

보호도우미) ▲앱 데이터 및 다운로드 파

일 중 불필요 데이터 삭제(클리너) 등 개

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

능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앱을 정

리해 메모리 점유를 줄여 사용 속도를 올

려주는 ‘프로세스 및 메모리 최적화(부

스터)기능’ 등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필요

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V3 모바일 시큐리티(AhnLab V3 

Mobile Security’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中 틱톡 매각 대신 
오라클과 기술협력 

중국 동영상 앱인 틱톡(TikTok)이 미국 사업 매

각 대신 미국 기업과 기술 협력을 할 것으로 알려

졌다. 15일 중국 CCTV측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

체인 오라클(Oracle)이 틱톡과 기술 제휴를 해 미

국 국가 보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전했다. 하루 전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틱톡이 오라클을 

기술 제휴 파트너로 지목한 제안서를 받았다고 밝

힌 바 있다. 

만약 오라클과의 기술제휴 방안이 받아들여진다

면 현재 애플이 중국에서의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

과 같다. 애플은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구이저우(贵州)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방

안을 이용하고 있다. 틱톡의 경우 역시 향후 캘리포

니아주의 오라클 본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

다. 이렇게 된다면 틱톡은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

고 핵심 기술을 미국 기업에 양도 하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의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철수 기한은 9

월 15일에서 5일 연장된 20일이 된 상태다. 현재 틱

톡은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심의와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한 국가보안

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외신에서는 이번 틱톡의 제안이 받아들여

질 경우 틱톡은 미국 사업을 철수하지 않아도 되고 

오라클은 틱톡의 미국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이 되

어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보도하고 있

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제안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으로 알려졌다. 오

라클 공동 창업자 겸 의상 래리 엘리슨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친분이 있어 수용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민정 기자 

핵심기술 양도없이 美 사업 이어갈 전망
999元 저가폰 출시

‘AV-TEST’의 평가, 국내유일 46회 연속 인증 획득

글로벌 기술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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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신형관 중국법인 대표 
금융분야 최초 ‘백옥란상’ 수상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도래

하면서 고등학교 학생 식당의 모

습도 변화했다. 상하이의 한 고등

학교에서는 로봇이 학생들의 점심

을 준비한다. 16일 신문신보(新闻

晨报)에 따르면 상하이 민항 고등

학교(上海闵行中学)이 로봇 무인 

식당 체제를 도입했다. 식당 내의 

쉐프가 바로 로봇인 셈이다. 

이 쉐프 로봇을 개발한 상하이 

시상이상(熙香艺享)회사는 “모든 

음식 준비 과정에서 식재료를 용

기에 담는 것만 사람이 하고 나머

지 요리 등은 모두 기계가 완성한

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반찬을 선택하면 AI 그림 인식 기

능을 통해 자동으로 결제 금액을 

계산한다. 학생들은 식당 카드로 

결제만 하면 끝이다. 

현재 이 로봇은 1000여 개 종류

의 음식을 할 수 있다. 중국 요리

의 대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특

히 로봇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지 못한다면 일반 조리사가 만든 

것과 맛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과정에서 사람의 손을 거

치는 단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

람으로 인한 오염에 감염될 위험

성도 적다. 로봇 시스템은 매일 자

체적으로 점검하고, 회사 측에서 

매달 전문가를 파견해 검사를 진

행할 계획이다. 

이 무인 식당 소식이 알려지자 

청소년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일

부 학생들은 “제발 우리학교도 도

입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확대해 

주세요”라고 환호했다. 

이민정 기자

上海 고등학교 학생식당 ‘로봇’ 셰프 등장

상하이시, 12년간 투자운용 사업의 현지화 노력 인정

한양대와 상해교통대MBA

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SHAMP

가 지난 9월 12일 상하이 메리

어트호텔에서 13기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졸업한 29명

의 수강생들은 두 대학의 동문

으로 정식 등재됐다. 

SHAMP는 중국 주재 임원

들에게 중국의 경영 환경의 

변화를 “중국 석학들에게 직

접 듣자”는 컨셉으로 교육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해교통대 

루밍 교수가 참여하여, 수강생

들에게 중국 경제사회의 모순

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강의하

였다. 루밍 교수는 지난 8월 24

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국가

경제사회전문가좌담회에 초대

된 9명의 학자 중 최연소 학자

이다. 

SHAMP는 주재 임원의 중

국 역량 강화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중국의 구

조를 교육하고, △중국 로컬 경

영에 필요한 실행 전략을 사례 

위주로 교육한다. 강사로는 상

해교통대MBA 교수를 비롯하

여 중앙 당교 교수,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기업의 임원 등이 참

여하고 있으며, 이들 석학들의 

시각을 통해 ‘중국을 보는 인사

이트’를 확장해 주고 있다.

2011년에 시작된 SHAMP는 

누적 졸업생이 367명에 달하

며, 졸업 후에도 인문경영교육 

프로그램 LINS, 골프 모임, 북

클럽, SIC 투자 모임, 멤버스 데

이 등 다양한 원우회 프로그램

을 통하여 지속적인 공부와 교

류를 하고 있다.

(한양대 상해센터 021-5169-7003. 

shamp@shamp.org)

주재 임원 경영교육 과정, 
SHAMP 13기 졸업식 개최

9명의 시진핑 국사단 멤버인 상하이교통대 루밍 교수 강의

360여명 교규 경영 모임 SHAMP 원우회 운영
신형관 미래에셋자산운용 중국

법인 대표가 금융분야 최초로 백

옥란기념상(白玉兰纪念奖)을 수

상했다. 백옥란상은 상하이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상으로, 시(市) 발전에 공헌한 외

국인에게 매년 9월 수여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지난 16일 올해 백옥

란상 수상자 19개국 50여 명에 증

서와 메달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

식에는 경제무역, 금융,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우호 교류 등 각 

분야의 외국 국적자들이 수상자

로 참석했다.

금융계 최초로 백옥란상을 수

상한 신형관 대표는 “이번 수상은 

미래에셋이 중국의 금융 중심지 

상하이에서, 지난 12년간 한결같

이 해오고 있는 투자운용 사업의 

부단한 현지화 노력에 대해 잘 이

해하는 시(市)금융정책 담당자들

이 추천하고, 상하이시 정부가 이

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 중

국 증권투자업협회(AMAC)에 등

록된 유일한 외국인 CEO 겸 펀드

매니저라는 것도 감안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2006년 중국에 진

출했다. 본격적인 중국사업은 

2007년, 중국 금융의 중심이자 글

로벌 금융 센터로 부상 중인 상하

이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최초로 

자사 건물에 이름을 내건 브랜딩

으로부터 시작됐다. 외자계 회사

가 언제쯤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

을지 조차 불확실하던 당시, 미래

에셋의 이 같은 도전은 금융업계

에 큰 화제가 됐다. 

이후 미래에셋은 2008년 투자

컨설팅회사, 2012년 합작 공모운

용사, 2018년 사모펀드(100%독자) 

운용사, 같은 

해에 해외투자

(QDLP), PEF/

VC(QFLP), 지

난 7월에는 ‘금

융투자자문’ 자

격까지 취득했

다. 사실상 외

국계회사로서 

받을 수 있는 

사모운용사의 

모든 자격을 갖

게 된 것이다. 

신형관 대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 산업인 중국 자산운용업에서 

이러한 라이선스들은 신분증이자 

경기 출전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라고 강조했다. 중국 진출 14년째

인 미래에셋은 그간의 경험과 성

과를 토대로 앞으로 중국 자산 운

용 시장에서 더욱 속도를 낼 전망

이다.

 한편, 상하이시 백옥란기념상

은 지난 1989년 제정돼 현재까지 

총 1266명의 외국인이 수상했다.

(관련기사 9면)

고수미 기자

상하이시 백옥란기념상(白玉兰纪念奖) 수상한 
신형관 미래에셋자산운용 중국법인 대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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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1000개 관광명소
무료·할인 이벤트 

중국 각 지역의 1000여개 관광명소들이 국경

절을 맞아 무료 입장 또는 입장료 할인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중국CCTV가 보도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함에 따라, 국경

절 관광상품이 날개 돋힌듯 팔려나갔고 일부 인

기 노선의 기차표, 항공권, 호텔 등은 매진되거

나 소량의 예약만 가능할 정도로 큰 인기를 모

으고 있다. 

그 동안 코로나로 직격타를 입었던 여행업계들

도 관광명소 입장료 무료, 할인 등 이벤트로 호응

하며 관광객들을 끌고 있다.  

후베이성에서는 400여개 A급 관광명소들이 

입장료 무료 이벤트를 시작하고 칭다오(青岛)에

서는 라오산풍경구(崂山风景区), 샤오칭다오(小

青岛), 아오판박물관(奥帆博物馆等景区) 등을 비

롯해 12개 A급 관광명소들이 무료 개방된다. 

시안(西安)은 53개 관광명소들이 무료 개방, 

산시(山西)는 130개 관광명소들이 무료 개방된

다. 꾸이저우성(贵州省)은 모든 관광명소 입장

료를 반값 할인, 이벤트 기간을 올해말까지 이

어가기로 했다. 이밖에 윈난성(云南省)은 137개 

관광명소 입장료를 올 연말까지 반값 할인하기

로 했다. 

장쑤성(江苏)은 '1위안 원림 여행' 이벤트를 개

시했다. 올 연말까지 쑤저우원림여행사이트(苏州

园林旅游网), 퉁청여행사이트(同程旅行) 등 인터

넷플랫폼을 통해 '1위안 원림 여행' 상품을 판매, 

총 50만 장의 입장권을 발매한다. 1위안으로 후

치우(虎丘), 줘정위안(拙政园) 등을 비롯한 14개 

쑤저우 유명 원림을 여행할 수 있다. 

윤가영 기자  

쑤저우 1元으로 14곳 정원 여행

中 한국 유입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랴오닝(辽宁省)에서 한국 유입 코로나

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13일 신경

보(新京报)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랴

오닝성에서 무증상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

됐다. 확진자는 61세의 한국 남성으로, 지

난 11일 KE831 항공편을 통해 서울 출발, 

선양(沈阳) 공항에 도착했다. 

이 남성은 도착 직후 코로나 검사를 받

았으며 당일 저녁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확인돼 곧바로 격리조치 됐다. 

한편, 중국은 현재 본토 확진환자는 발

생하지 않고 매일 해외 유입 확진자만 보

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서 한국 확진자가 발견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이미연 기자 

선양서 무증상 확진자(61·남) 발견

中 집값, 여전히 상승 중

1월 코로나19 유행으로 얼어붙었던 항공 

수요가 점차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지

난 15일 중국민항국(中国民航局)에 따르면 

지난 8월 여객 수송량은 4553만 9000명으

로 전년도의 3/4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국내 항공 여객 시장의 경우 

작년의 80% 수준까지 회복한 상태로 총 

4535만 1000명이 항공편을 이용했다.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여객 수송량이 

늘어난 달이기도 하다. 코로나19가 지속

되면서 국제 항공노선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8월 한달 동안 국제선 여객 수송량은 

18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97.3% 

감소했다. 하루 수송객은 약 6000명에 불

과하다. 반면 화물 운송량은 2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0.1% 증가했고 지난해의 

86%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이민정 기자

中 8월 국내 여객 수송량 올 들어 ‘최고’

베이징 제외한 9개 도시 집값 ⇭

분양주택 70개 도시 중 59개 ⇭ 

지난해 80% 수준까지 회복

중국 대부분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현

재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4일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8월 70대 주요

도시 분양주택 가격지수'에 따르면 대부

분 지역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계면신문(界面新

闻)이 보도했다. 

중국 주요 70대 도시 가운데서 59개 도

시의 신규 분양주택 가격이 전달 대비 올랐

고 47개 도시의 중고주택 가격이 전달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선 도시 신규 분

양주택 가격 상승률도 전달 대비 확대됐다. 

중국 각 도시 가운데서 집값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선전(深圳)으로, 평균 집

값이 평방미터당 7만 5249위안(1304만 

원)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베이징(6만 

2514위안/1083만 원), 상하이(5만8232위

안/1009만 원)이었다. 집값이 가장 높은 

5대 도시 가운데서 샤먼(厦门)이 유일하

게 비(非) 1선 도시였다. 그러나 집값은 1

선 도시인 광저우에 비해 29.59%나 높은 

4만 8285위안(836만 원)에 달했다. 

또, 집값이 가장 높은 10대 도시 가운

데서 베이징을 제외한 9개 도시가 동기 

대비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도시 가운데서 집값이 가장 

낮은 도시는 주로 동북, 북부 지역에 밀집

돼 있었다. 올 8월 집값이 가장 낮은 20대 

도시의 평균 집값은 4200위안(72만 원)

이었으며 이 중 9개가 동북지역에, 11개

가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이들 지역

은 대부분 경제력이 다소 떨어지고, 노동

인구 유출로 인한 도시 고령화 현상이 가

중되고 있는 지역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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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취향, 용도 등을 고려해 컴퓨터를 

조립하는 ‘조립식 PC’. 지난 호에 이어 컴퓨

터 한 대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6

가지 부품들을 소개한다. 

컴퓨터의 핏줄 ‘메모리’

램(RAM)

램, RAM(Random Access Memory)는 

컴퓨터의 임시 저장 장치이다. 영구 저장 장

치인 하드디스크나 SSD와는 다르게 컴퓨

터의 입력된 정보를 임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 원래 틀어져 있던 인터넷 

창을 여는 것과, 처음으로 인터넷창을 여는 

것의 속도차이가 여기에서 발생한다. 처음 

인터넷 창을 열게 되면, 이 정보는 메모리에 

저장되고, 램은 저장공간은 적지만 매우 빠

른 속도를 갖기 때문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는 적은 시간내에 바로 사용자에

게 전달될 수 있게 한다.

램은 직접적으로 컴퓨터에 미치는 성능

은 적지만, 램 용량이 부족하다면 가장 크

게 영향을 미치는 부품중 하나다. “컴퓨터

가 느려요”하는 질문 중의 열이면 아홉은 전

부 이 메모리 부족 때문인 경우이다. 따라서 

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램 용

량이다. 용량이 크면 클 수록 사용자가 작

업할 수 있는 책상이 커진다고 이해하면 쉽

다. 내가 만약 간단한 문서 작업만을 필요로 

한다면 4GB나 8GB, 무거운 게임을 한다면 

16GB, 32GB, 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

상편집을 포함한 작업등을 한다면 32GB에

서 64GB, 128GB까지 구성하기도 한다.

컴퓨터의 눈 ‘그래픽카드’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카드는 사용자의 모니터 화면으

로 출력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부품이다. 그

래픽카드는 컴퓨터에 꼭 필요한 부품은 아

니다. “아니, 컴퓨터의 눈을 담당하는 부분

인데 어떻게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지?”하

며 물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론 일

반적인 CPU에는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다. 그렇기에 사무용 PC등지에는 내장그래

픽을 포함한 CPU를 구성해 그래픽카드 없

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만약 자신

이 3D 게임 혹은 무거운 영상 작업 등을 한

다면, 그래픽카드는 사용자의 만족감에 가

장 직결 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픽카드 시장도 CPU처럼 두개의 회

사(엔비디아와 라데온; 때로는 AMD라고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는 라데온이 AMD의 

자회사이기 때문)가 양분하고 있지만, 사실

상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엔비디아사

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엔비디

아의 가장 주된 라인업은 ‘GTX 시리즈’와 

‘RTX 시리즈’가 있다. RTX시리즈가 GTX

시리즈의 후속작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사

실상 GTX시리즈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엔비디아와 라데온 모두 뒤의 숫

자 (RTX 2060, RTX 2070, RTX2080 혹은 

RX570, RX580, RX590)가 높을 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며, CPU 넘버링과도 비슷하

게 엔비디아는 ‘60번대 (RTX 2060, GTX 

1060, GTX 1660 등)’는 출시일 기준으로 메

인스트림, ‘70번대’는 하이엔드, ‘80번대’는 

플래그십 순으로 사용자의 용도에 맞추어 

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생기자 유영준(상해중학 112

‘컴알못’을 위한 컴퓨터 부품 가이드 ‘퀴어’가 뭐예요?
②RAM과 그래픽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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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Queer)’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

나? 퀴어는 성소수자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가 가끔 

언급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선 그들

에 관해 자세히 알 기회는 많지 않다. 퀴어 

용어와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퀴어, 그 속의 개념

퀴어에 대해 논하려면 먼저 젠더(gender)

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젠더는 육체적인 

성을 지칭하는 섹스(sex)와 다르게 사회적

인 성을 이르는 단어다. 젠더를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 성소수자 안에서도 세부적

으로 나눠진다. 여성 동성애자인 레즈비언

(lesbian)과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gay), 양

성애자를 뜻하는 바이섹슈얼(Bisexual), 트

랜스젠더(transgender), 무성애자(asexual) 

등의 용어가 퀴어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 이 

중 트랜스젠더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성 젠

더와 육체적 성 섹스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

을 지칭하는데, 이 중에서도 성전환을 원하

는 사람을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이라

고 하고, 따로 원하지 않는 사람을 트랜스

젠더라고 부른다. 또한, LGBT는 가장 보편

적인 위의 네 가지 단어들의 앞 글자를 합

친 형태로, 성소수자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퀴어의 유래와 상징물 

본래 퀴어(Queer)는 ‘색다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다. 동시에 퀴어라는 단어가 영

어권에서는 동성애를 의미하기도 했기 때

문에 19, 20세기에 성소수자인 동성애자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또한, 성소수자는 ‘소수자’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소수집단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

지만, 사회에 의해서 소수화된 집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퀴어를 대표하는 무지개 깃발은 본래 연대

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었다. 1978년에 포괄적

인 의미를 담아 새로 디자인된 무지개 깃발

은 이후에 성소수자 단체에서 사용되기 시작

했다. 깃발의 다양한 무지개의 색은 세계 여

러 나라의 성소수자들의 다양성 의미하고 있

다. 초기에는 분홍,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

랑, 남색, 보라의 8가지 색이 사용되었지만, 현

재는 분홍과 남색이 제외된 6개 색상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핑크 트라이앵글(분홍 삼각형)도 존재한다. 

영화 속에 녹아있는 퀴어 

<톰보이 Tomboy>

● 프랑스/ 82분/2011년

남자가 되고 싶은 10살 여자아이가 남자

아이인 척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

은 영화다. 주인공인 로네가 자신의 성 정체

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그려내 서

울국제여성영화제 대상, 베를린국제영화제 

심사위원 상을 수상했다. 

<브로크백 마운틴 Brokeback Mountain>

● 미국/134분/2005년

두 청년 에니스와 잭은 브로크백 마운틴 

목장에서 함께 일하며 친해지게 된다. 그들

의 우정은 친구 이상으로 발전하지만, 그들

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러다 둘이 우연히 다시 만나면

서 생기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이 작품

은 MTV영화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등

에서 수상했다. 

학생기자 정윤서(상해한국학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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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인지 재

앙의 연속인 것 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한 해에 

무려 세 번의 반영월식이 있던 우주만큼은 그

렇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하여 쥐도 새도 없이 

지나가 버린 2020년 상반기, 앞으로 어떠한 천

문 현상이 우리를 보상해 또 이러한 천문 현상

들은 어떠한 원리로 생기는지 줄지 알아보자.

10월, 보름달 두 번 뜬다

10월은 보름달이 두 

번이나 뜨는 아주 희

귀한 날이다. 첫번째 

보름달은 10월 1일인 

목요일 중국시간으로 

17시 20분에 뜨며 23

시 20분에 가장 높이 뜬다. 두 번째 보름달은 

10월 31일에 뜨며 중국 기준으로 22시 50분쯤

에 보름달이 가장 둥글어 진다. 보름달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면서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 할 때 나타난다. 이 때 태양 빛이 달의 모

든 앞면에 부딪쳐 지구에 반사되므로 달이 둥

글게 보이는 것이다.

11월, 반영월식

11월 30일에는 올해 3

번째 중 마지막인 반영

월식이 일어난다. 중국 

기준으로 16시 15분경

에 반영월식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보일 예정이다. 

이번 반영월식은 중국 기준 16시 40분에 최대

로 진행되며 19시 55분에 종료 된다.

한국 천문 연구원 KASI 에 따르면 반영월식

은 “태양, 지구, 달이 정확히 일직선으로 늘어서

지 않고 어긋나 있어서 달의 일부가 지구의 반

그림자에 가려지는 경우를 말한다.” 쉽게 표현

하자면 월식이 일어날 조건에서(태양, 지구, 달

이 순서대로 정확히 일직선으로 위치 할 때) 조

금 벗어나 월식처럼 지구의 모든 그림자 속으

로 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그림자

가 흐릿하게 달에 비치는 현상이다.

12월, 3가지 천문현상

12월은 2020년의 마지막 달답게 세 가지의 

희귀한 천문 현상들이 우리를 반겨줄 예정이다. 

첫 번째 천문 현상

은 바로 개기 일식이

다. 12월 14~15일 사

이에 개기 일식이 나

타날 예정이지만 한

국 천문 연구원 KASI

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태평양 남부, 남아메리

카 남부, 남극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 남서 지역”

에서만 관측이 가능하다. 

개기 일식은 태양, 달, 지구가 순서대로 정확

히 일직선으로 위치 할 때 달의 그림자가 지

구로 가는 태양을 빛을 막을 때 생기는 현상

으로 마치 빛나는 링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두 번째 천문 현상

은 바로 12월 14일에 

일어날 쌍둥이자리 

유성우 이다. 한국 천

문 연구원 KASI에 따

르면 쌍둥이자리 유

성우는 소행성 3200페톤(3200Phaethon)이 태

양의 중력에 의해 부서지고 그 잔해가 남은 지

역을 지구가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유성우이다. 

이 유성우는 다행히 중국에서도 날씨만 좋다

면 보일 예정이다.

2020년을 마무리

할 12월에 마지막 천

문 현상은 12월 21일

에 일어날 목성과 토

성 대결합이다. 한국 

천문 연구원 KASI에 

따르면 12월 21일 중국 기준으로 16분 15분 직

후 목성과 토성이 0.1도로 가까히 근접하게 되

여 마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목

성과 토성의 대결합 무려 20년만에 다시 일어

나는 천문 현상이다.

학생기자 김동건(SAS 11)

화장품은 어느덧 우리들의 일상이 됐

다. 요즘 학생들의 필수 아이템이다. 립

스틱, 파운데이션, 비비 크림 등 뷰티를 

위한 상품부터 수분크림과 토너 등 피

부개선, 보습용 제품들이 넘쳐난다. 그

러나 화장품에 무슨 재료가 들어가고 

어떻게 공장과 연구실에서 만들어지는

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화장품

의 과학적 요소와 생산 과정을 립스틱

을 통해 알아보자. 

립스틱 연구 과정

립스틱을 제조하기 전, 어떤 원료들을 

사용할지 연구소에서 정해야 한다. 원료

들은 화장품 연구원들이 립스틱에서 원

하던 색상과 질감을 완성하기 위해 몇 

개월 연구를 걸쳐 결정한다. 립스틱 경

우에는 착색과 번짐 등 여러가지 요소

들을 고려해서 원료를 선택하게 된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동물실험 반대운동

이나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면서, 비건

(Vegan) 원료들이 인기라고 한다. 립스

틱에서는 암컷 연지벌레에서 얻는 밝은 

붉은색의 천연 유기 염료인 카민 (car-

mine)을 자주 넣는데, 이를 비건 원료인 

비트(beetroot)나 안토시아닌(anthocy-

anin) 으로 대체하는 추세라고 한다.

립스틱 제조 과정

공장에서 식물성 왁스와 각종 오일을 

비롯한 20여 가지 원료들을 일정한 비

율로 섞은 다음에 가열하고 용해한다. 

선택한 원료들을 모두 용해한 후, 색소

를 넣고 최첨단 기계를 사용해 몇 시간 

동안 섞어준다. 거품이 생기거나 이물질

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

접하기보다 정교한 기계가 업무를 맡는

다. 원료들과 색소가 다 섞인 후에 립스

틱 형태를 갖추기 위해 튜브에 넣어 쿨

링을 시킨다. 원료가 다 굳으면 립스틱 

뚜껑으로 덮어준다. 이렇게 립스틱 생

산이 완성된다.

립스틱 테스트 과정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이므

로 안전 검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식

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정한 유통 화장품

의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기 위해 납, 비

소, 수은 등의 원료양을 철저히 검사한

다. 또한, 더운 날씨에 쉽게 녹지 않도

록 녹는점도 측정해야 한다. 이전에 만

들어진 제품들과 색상과 질감이 똑같은 

지 확인하기 위해 팔목에 발라 테스트 

비교를 한다. 

이처럼 립스틱을 만들 때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매우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린

다. 립스틱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들

도 마찬가지다. 여드름 치료용 제품들

은 소비자들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도

록 특히나 성분 연구 시간이 오래 걸린

다. 얼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자

기가 쓰는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또 어떤 재료들이 포함돼 있는지 확

인하는 것이 소비자의 바람직한 자세라

고 생각한다. 

학생기자 한민교(SMIC 12)

2020년은 우주 대잔치 립스틱, 어떻게 만들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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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가끔 법

적인 문제로 인해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소

송 또는 중재를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

하게 된다. 물론 반대로 상대방에 의해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 당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

이나 중재에 있어서 증거 제출이 매우 중요

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정식 계약서를 날인한 후, 구두나 다른 서면

의 방법으로 협의한 중요한 내용이 정작 계

약서에는 일부 결여되어 추후 분쟁이 발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소송 또는 

중재 건이 발생하면 계약서가 온전한 증거

의 기능을 해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 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

하여 비즈니스 상대방과 메일이나 위챗 또

는 웨이보 등의 SNS를 통해 수시로 협상하

고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SNS상의 채팅내역이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 및 채택이 가

능할까?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일부 규정> 개정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9년 12월 25일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일부 규정”(아래 “규

정”으로 약칭)을 개정해 위챗이나 웨이보의 

채팅내역을 소송의 증거로 채택하도록 했

다. 개정 후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

행되며, 향후 SNS상 소통한 채팅 내역을 법

원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상

술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은 법률이 아닌 

사법해석에 속한다. 사법 해석이란 법원의 

심판과 검찰원의 검찰업무 중 구체적으로 

법률, 법령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각각 최

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법적 해

석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 사법해석이라고 

한다. 사법해석은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하며, 

법률 규정에 위배되거나 초월 할 수 없다. 최

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제정 및 

공포한 사법 해석은 법적효력이 있다. 실무

에서 보면 법률의 많은 조항들은 구체적이

지 않은 특징이 있어 그 시행규정인 행정법

규 또는 부문규정이 적시에 출범하지 못하

는 경우, 이러한 사법해석이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며 실제로 사법해석에 근거해 심판

의 결과가 내려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

전자 데이터 관련 14개 조항 추가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는 전자 데이터와 

관련된 제14조 조항을 추가했다. 그 내용으

로는 전자 데이터에서 명시하는 정보, 전자 

문서의 범위를 규정하며, 해당 전자 데이터

를 소송에서의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게 됐.

 (1) 웹페이지, 블로그, 웨이보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공표한 정보 (2) 휴대폰 메시

지, 전자메일, 문자 메시지, 그룹메시지 등 앱 

서비스를 이용한 통신정보 (3) 이용자 회원

가입정보, 신분인증정보, 전자거래기록, 통

신기록, 로그인일지 등 정보 (4) 서류, 그림, 

음성, 비디오, 디지털 인증서, 컴퓨터 프로그

램 등 전자문서 (5) 기타 디지털형태로 저장, 

처리 및 전송되며 사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위챗 채팅 내용이 유효한 증거가 되려면?

다만 위챗의 채팅내역이 유효한 증거로 

되려면 일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므로 조

건은 아래와 같다.

우선 증거로 제출하는 채팅기록이 왜곡

이 없는 완전한 내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채

팅내역은 사용자의 기기에 저장되며, 현재

까지 서비스 제공 업체는 사용자 기기의 채

팅 내역이 제 3자에 의해 수정될 수 없음을 

보증하지 않으며 보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실제로 많은 소프트웨어가 

채팅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부분적으로 삭

제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일부 소프트웨어

는 가상 채팅 기능도 제공한다. 채팅 기록에

서 특정 대화를 삭제하면 전체 채팅 내용의 

의미가 변경 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사용시 

인터넷 속도 등의 이유로 대화의 특정 문장

이 유실되거나 늦어질 수 있으며, 이때 대화 

순서에 오류가 있어 전체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를 파괴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중 증거제출에 있어 채팅기

록을 완전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전체 

대화내용을 대화시간에 맞게 제출해야 하

는데 일단 채팅기록을 프린터해 제출하게 

되므로 앞 페이지와 뒤 페이지가 서로 맞물

리게 프린터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프린터

물은 단지 증거의 복사본이기에 원본인 휴

대폰을 법정에 제출하여 원본 확인을 해야 

한다. 따라서 휴대폰을 잘 보관해 분실을 방

지해야 하며 되도록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

하여 사용하고 증거로 제출된 채팅기록이 

있는 휴대폰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

하다. 위챗은 자동 번역기능이 있는데 이 기

능도 잘 활용하면 유익 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문은 원문의 아래에 표기가 되는데 1차

적 증거로 제출한 후 법원의 요구에 따라 정

확한 번역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채팅기록을 제출함과 동시에 채

팅 상대의 신원확인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

다. 즉 채팅상대의 위챗 아이디나 닉네임 등

이 포함된 부분도 별도로 복사본을 제출해

야 한다. 프린터할 때에 스크린샷 기능을 이

용하여 이미지를 저장한 후 컴퓨터로 이미

지 파일을 전송 및 프린터하면 된다. 위챗에

는 대화내역 삭제기능이 있는데 일단 일부

를 삭제하게 되면 내용의 완전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상대방이 채팅기록의 진실여

부에 대해 의문을 표하게 되며 특히 이러한 

채팅기록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짜깁기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 때문에 삭제

된 내용이 없는, 완전한 전체 대화내역을 제

출해야 한다. 일부 외부에 알리기 싫은 사적 

정보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역시 

함께 전체 제출해야 한다.

위챗에는 파일 전송기능도 있기에 경우에 

따라 위챗을 통해 계약문서를 전송하는 경

우도 많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계약서를 

전자파일로만 갖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전송 받은 상대 및 

대화내역 등을 통해 계약의 성립여부 및 계

약서에 대해 수정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판단도 할 수 있다.

위챗이나 웨이보의 전자 데이터가 증거의 

기능을 갖춰 실제로 소송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어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그 입증에 있어 많은 어려움

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비

즈니스 계약과 같이 중대한 사항은 여전히 

SNS 소통 기록보다는 최대한 계약서와 같

은 공식적인 서류로 작성을 하고 대면으로 

날인 교환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

한 방법이다.

마광(马光) 변호사

(저장대 국제법연구소 소장 겸 교수) 

출처: 코트라 항저우무역관

비즈니스 분쟁 소송 시 위챗 기록의 법적 효력
코트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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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중동 지역에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살았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그에게 일생일

대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신의 계

시를 받고 원래 살고 있던 갈대아우르 지역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된 일이다. 신의 계시를 받고 

이주를 결심한 아브라함은 이후로 유대교, 기독교

를 비롯, 이슬람에 이르기까지 세계 다수의 종교인

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송을 받게 됐다.

수메르문명과 우르, 아브라함

우르라는 지역은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상지인 수

메르 문명권에 속해 있던 곳이다. 기원전 5000년경 

발흥하기 시작한 수메르 문명은 교역의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를 탄생시킬 수 있었

다. 그중 한 도시였던 우르는 인근 이집트문명과도 

가교 역할을 하며 멀리는 인도와 영국까지 연결했

던 항구도시로 성장했다. 수메르인들의 풍요 속에

는 빵이 있었고 문란한 사회상의 뒤에는 술이 있

었다. 빵과 술은 인류 최초의 가공식품이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음식으로 자리잡았다. 묘하게도 이 

두 가지 음식엔 발효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제 인

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변화의 에너지

가 생성되고 화학적 변이과정을 통해 완전히 다른 

성질의 물질이 창조될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집트 문명에서 출발한 빵

빵은 처음에 밀을 반죽해서 먹거나 단순히 구워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엄밀하게 말해 빵이라기 보

다는 밀반죽 내지 밀떡구이 정도라고 할까. 미생물

의 활약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의 빵은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자 빵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었고, 보존성 또

한 높아졌다. 관련된 성서 이야기를 하나 더 꺼내 

보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

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모세라는 인물을 중심으

로 대탈출 계획이 세워지고, 그곳에서의 마지막 밤

을 보내며 비상식량을 준비했던 빵이 무교병이다. 

이집트의 해코지가 두려웠던, 그래서 마음이 급했

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 반죽이 발효되기를 기다

릴 여유가 없었으리라. 당시 이미 이집트에선 주식 

개념으로 빵을 먹고 살았던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

난다.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이 생활했던 곳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의 빵을 굽는 시설, 심지어 왕의 

무덤에 죽은 왕의 내세를 위해 제빵시설의 축소판

을 만들어 놓기까지 했다.

맥주와 포도주, 누가 형일까

포도주보다는 맥주가 앞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인류의 첫 술은 과실주로 시작됐겠지만. 효모, 

과일, 영장류의 오랜 동행을 보건대 인류가 식물재

배를 시작한 후, 발효음료가 등장하게 된 것은 예정

된 수순이었다. 최초의 곡물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가 아니라 맥주를 빚기 위해서라는 주장마저 나올 

정도이다. 맥주는 당시로선 영양도 풍부하고 물에 

있을지 모르는 유해균을 억제하는 기능을 했다. 앞

서 언급한 수메르에서는 곡식 수확량의 무려 40% 

가량이 맥주 양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맥주가 보리의 발아를 발견하고 발효를 길들이는 

과정이었다면 포도주는 과일이 썩을 때 일어나는 

천연 발효 과정을 길들인 것에 불과하다. 포도주 하

면 유럽을 떠올리지만, 실은 유럽은 한발 뒤늦은 곳

이다. 포도주의 주민등록 등본을 띄어보자. 본래 야

생포도나무가 많았던 곳은 지금의 러시아 남부 코

카서스 지방이었는데, 작물화가 시작되면서 남쪽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전파되고 5000년 전에 이집

트에 도달했다. 성서에 포도주가 자주 등장하는 것

도 이미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대중화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포도주는 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지중

해를 거쳐 그리스 등 유럽 남부에 진출하는가 하

면, 약 2500년 전에 프랑스에 가지 도착하게 된다. 

비슷한 즈음, 그러니까 2000년 전쯤 아브라함으

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빵과 포도주에 

대해 언급한다 “이 빵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나

의 피다” 영광스럽게도 빵과 포도주는 인류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사랑하고 있는 그의 식탁

에 함께 하고 있었다.

류형호(어부사시사 대표)

아마도 상하이에 사는 책을 좋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씩은 ‘희망도

서관’에 가 봤을 것이다. 물론 나 역

시도 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써 

희망도서관에 자주 가서 책을 읽으

며 꿈을 꾸고 있는 아이다. 그리고 도

서관에 갈 때마다 그곳에서 책을 읽

고 있는 동생들과 언니, 오빠들을 보

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책을 읽을

까?’라는 생각과 ‘희망도서관이 상하

이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많은 사

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도 한다. 나 또한 상하이희망도서관

에서 책을 읽으며 목표와 꿈을 키우

고 있다.

나에게 상하이희망도서관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특별한 곳이다. 만약 

저에게 희망도서관을 말로 표현해보

라고 한다면, “희망도서관은 어린이

들에게는 꿈을, 어른들에게는 안정

을 심어 주는 곳이고 푸릇푸릇한 새

싹이 싹트고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

는 온실 같은 곳”이라고 말 할 것이다. 

희망도서관은 이름 그대로 희망으

로 가득 차 있는 도서관이다. 열기구

는 불을 붙여야만 하늘로 떠오를 수 

있다. 희망도서관은 그 희망이라는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기도 하다. 

도서관에 갈 때마다 신기한 마법

을 겪는다. 책을 펴는 순간 환상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런 마법

을 나 혼자 겪고 싶지 않다. 희망도서

관에 오시는 모든 분들과 오랫동안 

그 마법의 순간을 나누고 싶다. 온실

과도 같고 열기구에 붙이는 불과 같

은 희망도서관이 영원히 상하이에 

자리잡아 많은 사람들에게 마법과 

꿈을 심어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희망도서관에 오셔서 저와 

같은 마법을 경험하지 않으실래요?”

최희윤(상해한국학교 4)

“역사는 진보하고 음식은 발효한다”
인류의 음식혁명 ③ 문명의 탄생과 음식

“책이 주는 마법의 순간을 느껴보세요”

‘희망’으로 가득 찬 상하이희망도서관

밥상머리 한담(闲谈) 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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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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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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school.com)-입학안내 참조.

 마. 입학상담 및 문의전화: 021-6493-9517/9519

모집  

희망공부방 원생 모집
상하이희망도서관에서‘희망공부방’을 운영합니다. 다

문화가정이거나 맞벌이 가정 등 한글 교육이 필요한 아

이들을 지도하고자 합니다. 학교숙제, 글쓰기, 학년별 권

장도서 읽기를 중점으로 지도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상하이희망도서관 운영비에 사용됩니다.

초등 1~2학년 초등 3~4학년

수업내용 책나라 여행, 독서록 작성 국어, 사회

요일·시간
화요일, 목요일
오후 3:30~5:00

(1시간 30분)

수요일, 금요일
오후 3:30~5:00

(1시간 30분)

교육비
120위안/회

(1시간 80위안)
120위안/회

(1시간 80위안)

보너스 수업
토요일 1:30~2:30

청자봉과 함께 책읽기 
교실(무료)

▶ 상담문의: 130-6189-8683  

희망도서관 일요일 봉사자 모집
▶ 모집인원: 4명
▶ 봉사시간: 

 오후 1시~3시(2명)

 오후 3시~5시(2명)
▶ 신청문의: 130-6189-8683  

테니스동호회(GPTC) 비기너 회원 특별모집
상해 한인 테니스 동호회인 GPTC 에서 테니스에 관심

이 있는 신입회원을 모집 합니다. GPTC에서는 테니스

를 새로 시작한 비기너를 위한 별도 레슨 및 전용구장     

(매주 화, 목, 토)을 운용하고 있으며 테니스를 처음 접

하신 분들이 동호회 생활을 하기에 부담없이 테니스를 

배우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상해 한국교민들의 많은 관

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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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회)가 각각 50% 소유. 

2.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방법은 상해한국상회(한국

인회)의 재량으로 비공개

공지
The Classic 
“더 클래식”인 상하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클래식 음악이 어울리는 상하이 가을,   

아날로그 감성을 LP로 듣는 시간,

클래식 거장들의 곡을 풍성한 사운드로 만나는 공간, 

클알못도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음악감상 모임,

‘더 클래식 인 상하이’와 함께 해볼까요?

<첫 음악감상회>
▶ 9월 26일(토) 오후 4시~6시
▶ 아이친하이 1A 301, Waversa systems China
▶ Wechat ID: Simonlee600

희망도서관에 ‘희망’을!
올해로 11년, 상하이 교민들의 도서관‘희망도서관’ 운

영에 지원해 주실 교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

다립니다.
▶ 후원문의: 130-6189-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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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일시: 화, 목 오후 8시, 토 오전 7시
▶ 장소: 롱바이 중학교 테니스코트, 금수강남 5기 실내 

테니스코트
▶ 모집대상: 테니스에 관심이 있으신분 누구나, 경력자

도 환영!
▶ 연락처: 김선형 총무(156-0199-1277)

                         위쳇ID: paulkim8612

“비사” 계명대학교 동문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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