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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新방역조치 발표, 春节 이동 자제
QR코드로 지역별 방역·격리규정 미리 숙지해야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추세다. 

긴장감이 돌면서 1년 전 조치를 그

대로 되새김질하는 분위기다. 홍췐

루 징팅다샤(井亭大厦)는 체온 검

사와 졘캉마(健康吗) 녹색코드를 

제시해야 진입할 수 있다. 거리에는 

한국어로 된 '손씻기, 마스크 착용'  

플래카드가 다시 걸렸다. 이젠 저위

험 지역 방문이라고 해서 안심해서

도 안된다. 춘절을 앞두고 타지역 이

동 자제 권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은 물론, 상하이는 강력한 신규 방

역조치를 내놓았다.  

지난 14일 상관신문(上观新闻)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는 춘절기간 

가급적 불필요한 이동이나 출국을 

삼갈 것을 권고하는 한편, 상하이 

진입 인원들에 대한 신규 방역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상하이는 국내 코로나 고위험 지

역 또는 폐쇄조치가 적용되는 지역

을 통해 상하이로 진입하는 경우 14

일간의 집중격리와 2회의 코로나19 

핵산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코로

나 중등 위험지역이거나 폐쇄조치

가 적용되는 지역을 통해 상하이로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4일 

동안 관할지역(社区)의 관리를 받으

며 건강을 체크하고 2차례의 코로

나19 핵산검사를 받도록 한다.  

위험지역에서 출발해 상하이로 

들어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지

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위험지역 경유'는 

관련 지역에 머물렀거나 자동차, 기

차를 이용해 해당 지역을 경유, 비

행기를 타고 해당 지역에 이착륙하

는 경우 모두가 해당된다.   

저(低)위험지역에서 상하이로 진

입하더라도 해당 행정구(시, 구) 내

에 중-고위험지역이 있다면 역시 

상기 방침에 따른다. 예로, A현(구, 

시) 내 모 지역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가정하고, 한 출장자가 

A현의 고위험지역이 아닌 저위험지

역에서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상하

이에 돌아오면 14일 동안 격리되게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방역조치가 격상되면서 

상하이교육위원회는 교직원들이 상

하이를 떠날 경우 학교에 이 같은 사

실을 알리도록 하고 특히 출국, 고위

험지역 방문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

다. 일부 학교들은 학부모들에게 '방

학 동안 이동 자제 권고'를 통보했다.  

상해한국학교도 겨울방학 기간 

중 상하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상

하이 복귀 이후 14일 자가 격리를 

반드시 실시하고, 개학 일인 3월 1

일 기준으로 14일 자가 격리가 불

가한 경우에는 핵산검사를 받은 후 

음성결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등교

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번디바오(本地宝)가 전국 각

지 춘절 연휴 기간 방역 규정과 전

국 격리 정책을 조회할 수 있는 QR

코드를 각각 내놓았다. QR코드를 

스캔하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지정

하면 핵산 검사와 격리 필요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발지를 장쑤성 우시로 지정하

고 도착지를 난징으로 지정하면 

건강코드를 제외한 추가 조치는 

필요 없다는 설명이 하단에 나온

다. 격리 여부도 마찬가지다.

윤가영 이민희 기자 

[춘절 연휴 기간 각 

지역별 방역 상황과 

출입 규정 확인]

[출발지에서 도착지

로 이동 시 코로나19 

핵산검사 여부 확인]

상하이 8대 방역조치

1. 귀향 또는 비즈니스 출장 등 경우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여행이거나 출국은 피하도록 한다. 
상하이에서 춘절(구정)을 보내는 것을 권장하
고 가급적 이동을 줄이도록 한다.

2. 국내 중, 고위험지역 거주자들은 위험등급이 
저(低)위험지역으로 조정된 후 상하이를 방문
하도록 한다. 

3. 국내 역병 중, 고위험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
은 상하이도착 후 12시간 내에 거주지역 주민
위원회거나 회사(또는 투숙 호텔)에 신고토록 
해야 한다. 출발 지역 및 경유 지역의 위험등
급에 따라 필요한 관리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4. 국내 고위험지역 및 해당 지역 소재 현(구, 시)
에서 상하이로 들어 왔거나 폐쇄식 관리지역
에서 상하이로 들어온 인원들에 대해서는 14
일 동안의 집중격리와 함께 2회 코로나 핵산
검사가 진행된다. 

5. 중급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을 통해 상하이
로 진입한 경우 14일동안 주거지역(社区)의 건
강체크를 받게 되며 2회의 코로나핵산 검사를 
받게 된다.

6. 공항, 역, 항만 등 대중교통장소에서는 상하이
로 돌아오는 귀성객들에 대한 체온측정과 젠
캉마(健康码)검사를 강화한다. 

7. 주민위원회, 회사, 학교, 호텔 등은 상하이 귀
성객 및 방문자들에 대한 체온측정과 젠캉마
검사를 강화토록 해야 한다.

8. 위 조치는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아울러 국
내외 코로나 상황 및 변화에 따라 방역조치 및 
적용기간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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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축하’ 학부모 없는 비대면 졸업 

공휴일 수당 계산은 이렇게  2021년 ‘급여 달력’ 발표

2020학년도 상해한국학교 졸업식 개최, 고등부 120명 졸업

상해한국학교(교장 전병석) 고

등 16회 졸업식(졸업생 135명)이 

금호음악당에서 열렸다. 올해 졸업

식은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개최

됐다. 학부모들은 각 가정에서 원

격으로 자녀들의 졸업장 수여 장

면을 보며 축하해줬다. 학교는 안

전한 졸업식을 위해 학부모들을 

참석을 제한한 것은 물론 졸업생

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좌석 간 

거리 두기를 한 채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장에는 이준용 법

인이사장, 이영섭 교육영사, 정회

남 운영위원장, 배영란 학부모회

장,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부

모를 대신해 졸업을 진심으로 축

하했다. 졸업생들은 한 명씩 단상

에 올라 전병석 교장으로부터 졸

업장을 받고 담임교사와 감사 인

사를 나눴다. 무대에 오른 학생들

은 원격으로 보고 있을 부모님을 

향해 큰절을 올리거나 각자 독특

한 포즈를 취하며 조용한 졸업식

장에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전병석 교장은 △나의 가장 약

한 부분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를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 △자기

를 스스로 보살피는 마음 △자기

를 스스로 책임질줄 아는 마음을 

강조하며.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길 바란다”

라며 “꿈은 꿈꾸는 자의 것이며, 졸

업하는 여러분들은 언젠가 한 번

은 피어나는 봄 꽃이 될 것”이라고 

졸업식 축사를 전했다. 이어 “정호

승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 비스와

바 심보르카 시인의 ‘두 번은 없다’

를 통해 두 번은 없는 오늘 최선을 

다하자”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이준용 법인이사장은 “신이 나에

게 인생 중 돌아가고 싶은 때로 보

내준다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고3 

여러분의 시절이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꿈을 꿀 수 있는 나이, 꿈

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내가 진심

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나

의 꿈이 무엇인지를 찾아 스스로 

선택한 삶을 자신있게 살아가는 학

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고등부 졸업식 시상식에서 

학교장상은 박래오 학생, 총영사

상은 조현서 학생, 법인이사장상은 

김예진 학생, 운영위원장상은 곽민 

학생, 학부모회장상은 김소원 학생

에게 수여됐다.  

고수미 기자 

[고등 졸업생 수상자]

● 학교장상: 박래오

● 총영사상: 조현서

● 학교법인이사장상: 김예진

● 학교운영위원장상: 곽민

● 학부모회장상: 김소원

른 급여 달력이 발표됐다. 지난 

11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

르면, 올해 법정 공휴일은 신정, 구

정,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추석, 

국경절 등이다. 

오는 2월 11일부터 7일간 이어

지는 춘절 연휴에 근무를 하는 경

우 음력 새해 당일인 12일부터 14

일까지 사흘간 기존 급여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11일, 15일, 

16일, 17일의 경우, 직원들에게 추

가 보상 휴가를 주거나 기존 급여

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다. 

청명절에는 4월 4일 당일 근무

자에게 기존 급여의 3배를 지급해

야 한다. 전날과 다음날인 3일, 5일

에는 추가 보상 휴가를 주거나 기

존 급여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다. 

과거 3일에서 5일로 연장된 노동

절 연휴에는 5월 1일 하루만 3배의 

급여가 지급된다. 2일부터 5일까지

는 추가 보상 휴가를 주거나 기존 

급여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다. 

이어 사흘 연휴의 단오절, 중추

절은 각각 6월 14일, 9월 21일에만 

기존 급여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이틀의 휴일에는 추가 보

상 휴가를 주거나 기존 급여의 2

배를 지급할 수 있다. 

춘절과 더불어 최대 황금연휴

로 꼽히는 국경절에는 10월 1일부

터 사흘간 기존 급여의 3배를 지급

해야 한다. 나머지 4일부터 7일까지

는 직원들에게 추가 보상 휴가를 주

거나 기존 급여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다. 법정 공휴일 외에도 중국 모

든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 결혼 휴

가, 출산 휴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연차 휴가는 직원의 근로 햇수

로 계산된다. 현 중국 노동법에 따

르면, 근로 햇수가 만 1년 이상, 10

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연 5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만 10년 이

상, 20년 미만의 경우 연 10일의 휴

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만 20년 이

상 근로한 자는 일괄적으로 연 15

일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결

혼 휴가는 국가가 규정한 1~3일 외

에도 7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단, 추가 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이

어서 사용해야 한다. 

여직원의 경우, 출산휴가는 임

신 7개월 이상 시, 회사가 승인할 

경우 2개월 보름의 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유산을 할 경우 임신 4개

월 이전에는 15일, 4개월 이후에는 

42일이 연장된다. 산후 육아 휴직

은 6개월 보름간 신청할 수 있다. 

남직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10일의 출산 휴가를 신청

할 수 있다. 단, 주말이나 법정 공휴

일과 이어서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 장례 휴가는 직계 가족

일 경우 1~3일 신청할 수 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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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度, 지리 손잡고
‘스마트 카’ 만든다

중국 최대 포털이자 IT 공룡 기업인 바이두(百

度)가 지리(吉利) 홀딩스와 손을 잡고 본격 ‘스마

트 자동차(커넥티드 카)’ 제조에 나선다. 11일 제

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바이두는 11일 오전 

스마트 자동차 제조사 설립을 공식화하며 전략

적 파트너로 지리 홀딩스 그룹을 지목했다. 소식

이 전해지자 지리 자동차 주가는 3.31% 상승해 

시가 3371억 홍콩 달러를 기록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두 자동차 회사는 승용

차 시장을 무대로 스마트 카 설계, 연구 개발, 생

산 및 제조, 판매, 서비스까지 전 산업에 걸쳐 자

율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자동차 브

랜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합작 회사의 구체적인 출자 자금, 기술 협력, 관

리층, 주식 분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발표되

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바이

두 자동차 회사의 차량 제조 업무가 기존 지리 자

동차 공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바이두는 “새로 설립되는 바이두 자동차 회

사로 고객들은 보다 정교한 스마트 전기차를 구

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바이두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기술, 아폴로(Apollo)가 이끄는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카 분야의 경험

을 발휘해 제품의 형태를 재구성할 예정”이라

고 자신했다. 

자료에 따르면, SEA 아키텍처는 지리가 지난 

4년간 약 180억 위안(3조 500억원)을 투입해 만

든 것으로 세계 최대 적용폭을 자랑한다. A급 차

량부터 E급 차량까지 모든 사이즈에 적용할 수 

있으며 승용차, SUV, MPV, 소형 도시차, 스포츠

카, 픽업 트럭 및 미래주행차량 등 모든 자동차 

모델 수요를 충족시킨다. 

유재희 기자 

中 ‘IT 공룡’들이 인수한 기업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기업 사냥’에 나서

는 중국 기업들 중 BAT를 비롯한 IT 공

룡들의 ‘장바구니’에 담긴 기업이 공개됐

다. 13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2020년 중국 내 신경제 분야 기업 인수 

합병 건수는 총 604건으로 지난해보다 

5%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에서

의 인수 합병 거래는 2018년부터 꾸준하

게 활발하게 진행됐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BAT 기업

과 함께 징동(京东), 바이트 댄스(字节跳

动), 콰이셔우(快手), 씨트립(携程) 등 인터

넷 공룡 기업들이 2020년에도 활발한 인

수합병을 이어갔다.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결과 틱

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9건으로 가

장 많은 기업을 인수했다. 다음이 텐센트

(8건), 징동(6건), 알리바바(5건) 순이었다. 

 2020년 바이트댄스의 대표 SNS인 틱

톡(TIKTOK)이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를 받아 바이트 댄스는 국내에서 활발한 

인수 활동에 나섰다. 인수한 기업들을 보

면 기본적으로 교육과 콘텐츠 두 분야에 

집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바이커명의(百

科名医)라는 의료건강 서비스 기업을 6억 

위안에 인수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외에도 금

융, 기업 서비스, 광고 마케팅. 문화 오락 

등의 산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기업을 인수한 텐센트 역시 콘텐츠 

기업에 거액을 투자했다. 특히 중국의 유

명 검색 엔진인 서우거우(搜狗)를 21억 달

러에 달하는 금액에 인수한 것을 시작으

로 라이브 방송 플랫폼인 후야라이브(虎

牙直播)도 2억 6300만 달러에 인수해 콘

텐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5개 기업을 인수한 중국의 대표 IT 기

업인 알리바바는 2020년은 그야말로 ‘다사

다난’했다. 금융 자회사 앤트그룹의 상장이 

무기한 연기되고 당국의 강력한 반독점 조

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해 인

수합병 건수와 거래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다만 굵직굵직한 기업만을 인수하면서 ‘큰 

손’임을 과시했다. 특히 중국에 500개 매장

을 보유하고 있는 다룬파(大润发) 대형 할

인마트 운영 기업인 가오신소매(高鑫零售)

를 36억 달러에 인수했다. 또한 알리바바 

계열사인 아리건강이 텐마오의약을 인수

하며 텐마오 플랫폼의 온라인 의약품 사업

을 통합했다. 알리바바의 인수 대상은 대부

분이 ‘신소매’를 위한 것이었다. 

징동의 경우에는 물류, 금융, 전자상거

래 등 주로 자체적인 유통망 확충을 위한 

기업 위주로 인수합병을 진행해 코로나19 

속에서도 IT 공룡들의 사업 확충은 여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 기자 

京东, 최첨단 테크놀로지 그룹 설립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양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꼽히는 징동(京东)이 인공지

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최첨단 테크놀로지 그룹

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11일 IT 전문

매체 콰이커지(快科技)에 따르면, 징동그

룹은 클라우드와 AI 사업을 징동수커(京

东数科, JD Digits)와 통합하고 징동 테크

놀로지 자그룹을 정식 설립하겠다고 밝혔

다. 새로운 그룹사의 최고경영자로는 리야

윈(李娅云) 현 징동수커 CEO가 내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징동 테크놀로지그룹에

는 향후 1만여 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할 예

정이다. 이중 70% 이상이 연구 개발 전문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며 이 중에는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 펠로우에 선정된 과

학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동그룹은 앞서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

래, 서비스에 이어 세 번째 성장 동력으

로 기술을 지목한 바 있다. 징동테크놀로

지는 향후 징동 전반에 걸친 기술 서비스

에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징동 테크놀로지 그룹은 AI, 

데이터 기술, IoT, 블록체인 등 최첨단 기

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제품을 제작하거

나 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할 전망이다. 적

용 범위는 디지털 도시의 현대화 플랫폼 

구축, 금융 기관의 자산 관리 테크놀로지 

및 보험 테크놀로지, 기업 고객의 디지털 

마케팅 및 스마트 고객 솔루션 제공 등이

다. 이 모든 과정은 징동 클라우드 기술과 

AI 사업, JDD 기술 서비스를 통합한 클라

우드 베이스에서 이뤄질 방침이다. 

유재희 기자 

1만 명 전문인력 배치 예정

바이트댄스·텐센트는 ‘콘텐츠’에, 

알리바바·징동은 유통망 확충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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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택시 “코로나19 안심하세요”

상하이에서 택시기사 1만 4000여 명에게 코로

나 백신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고 14일 간간신문

(看看新闻)이 전했다. 지난 12일부터 창성(强生) 

택시회사 관리자 및 택시기사들은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했으며 오는 15일까지 6000여 

명이 예방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중(大众)택시회사의 택시기사들

은 지난 11일부터 예방접종을 받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3000여명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밖에 하이보택시(海博出租), 진장택시

(锦江出租) 등 택시회사들도 이번 주 내로 택시

기사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백신예방 접종을 

받게 되는 택시기사는 1만 4000여 명에 달하게 

된다. 한 택시운전자는 "서비스업 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 일이어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일하는 사람이나 승객 모

두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上海 미세먼지 농도 5년 새 36% 감소

자가격리와 닮은 듯 다른
 ‘자아건강관리’?

상하이 ‘年夜饭’ 대신 ‘밀키트’ 인기

중국 전역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

자 오는 춘절 연휴에 고향에 가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다. 매년 춘절 연휴가 되면 온 가족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의미로 맞이하던 식사 ‘녠예

판(年夜饭)’ 풍속도 올는 조금 달라질 전망이다.

15일 동방망(东方网)에 따르면 가족끼리 조촐

하게 집에서 녠예판을 즐기려는 사람이 증가하

면서 상하이에서는 각종 녠예판 밀키트가 큰 인

기를 끌고 있다.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본토 확진자가 0명을 이

어가면서 ‘코로나 종식’이라는 분위기가 이어졌

지만 최근 들어 다시 본토 확진자 100명 대가 시

작되면서 각 지방 정부별로 ‘춘절에 고향방문 하

지 않기’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상하이의 맛집, 라오즈하오

(老字号) 브랜드는 물론 체인 음식점, 신선식품 

플랫폼 등에서 일제히 ‘녠예판 밀키트’를 선보이

고 있다. 굳이 외식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

하고 안전하게 녠예판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

장 큰 장점으로 이미 녠예판을 예약했던 사람들

도 밀키트로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

의 방(方)씨는 원래 올해 춘절에 3가족이 함께 

모여 녠예판을 예약했지만 안전을 생각해 원래 

예약한 식당에 밀키트로 변경 주문한 상태다. 주

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라오즈하오(老字号) 식

당들은 중장년층이 선호했다. 上海老饭店, 松鹤

楼, 宁波汤团店, 杏花楼, 新雅粤菜馆 등에서 밀키

트를 판매하고 있다.

고향 집밥이 그리운 젊은 층을 위해서는 허

마센셩(盒马鲜生)에서 분리된 푸드코트 허마공

방(盒马工坊)과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앱인 딩동

마이차이(叮咚买菜)에서도 녠예판을 위한 밀키

트를 판매하고 있다. 상하이에서 춘절을 보내는 

타 지역 젊은이들을 위해 지역의 대표 음식 등

이 준비돼 있다.

이민정 기자

택시기사 1만 4000명 코로나 백신 접종

2주 연속 체온 측정 스스로 건강 체크

발열 호흡기 증상은 社区에 보고

인기 맛집·식품 플랫폼 등 녠예판 배송 서비스 

상하이의 공기가 2015년보다 크게 

깨끗해졌다. 15일 동방망(东方网)에 

따르면 14일 열린 상하이시정부 뉴스 

브리핑에서 지난해 상하이 생태 환경 

품질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연평균 상하이 미세먼지농도(PM2.5)

가 역대 최저치인 32μg/m3 )를 기록

했다. 2015년보다 36% 낮아진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상하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 암모니아질소 이산화유황 질

소 산화물 등 대기오염 유발 주요 4

대 물질 배출량이 2015년 보다 각각 

68.1%, 38.1%, 46.6%와 28.2% 감소했

다. 모두 중국 정부가 규정한 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주요 오염물질 배출이 계속 감소하

면서 상하이 생태 환경 품질은 계속 

개선되었다. 2020년 상하이 공기품질

지수(Air Quality Index)는 87.2%로 

2015년보다 11.6%p 상승했다. 상하이

시 삼림 녹지율은 18.49%에 달했고 1

인당 평균 공원 녹지 면적은 8.5평방미

터에 달했다. 

상하이의 하늘은 더욱 파랗고, 땅은 

더욱 푸르고, 물은 더 맑아지며 상하

이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한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상하이 시민들의 상하이 생태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78.1점으로 2015년보다 

11.6점 상승했다. 

이민정 기자 

최근 중국 본토 확진자가 증가하자 

각 지역별로 타 지역 이동 자제를 권고

하고 있다. 다음 주 겨울방학이 시작되

는 상하이에서도 초중고 학부모를 대

상으로 비슷한 내용의 통신문이 발송

됐다. 그러면서 자가 격리와 함께 ‘자아 

건강 관리(自我健康管理)’라는 용어를 

사용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

했다. 그렇다면 자아 건강 관리란 무

엇인가?

15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이춘

(宜春)시 위건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

을 인용해 자아 건강 관리에 대해 설명

했다. 자아 건강 관리란 14일 연속 체

온 측정을 하면서 자신의 신체 건강 상

황을 체크하는 것이다. 만약 발열이나 

호흡기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거주

지 커뮤니티(社区)에 보고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자아 건강 관

리 기간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 할 경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 상하이의 대부분 학교와 유치

원들은 이번 춘절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미리 학교에 보고하고 이동 동선, 

목적지, 이용한 교통 수단 등의 구체적

인 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 개학 2주 

전인 2월 6일부터는 자아 건강 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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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400만 명을 보유한 중국의 

유명 유튜버 ‘리즈치(李子柒)’가 김치

를 담그는 영상을 게재한 뒤 ‘중국 음

식(Chinese food)’라는 해시태그를 달

아 한국 누리꾼들을 분노를 사고 있다. 

중국에서 ‘중국 무형문화유산 홍보대

사’로 불리고 있는 리즈치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라이프 시리즈 

마지막 에피소드: 배추의 삶’이라는 14

분짜리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리즈치가 배추를 직접 수확

해 소금에 절인 뒤 양념을 발라 김치를 

만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후반부

에는 장독에 숙성된 김치를 볶은 돼지

고기에 넣어 찌개를 끓이는 장면도 포

함됐다. 

김치가 나온 분량은 약 1분가량으로 짧

았지만 영상을 본 한국 누리꾼들은 격분

했다. 한국의 김치를 마치 중국의 전통 요

리인 양 소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즈

치의 구독자 상당수가 외국인인 점을 감

안해 보면, 모르는 이들에게 김치가 ‘중국 

요리’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중국 언론도 즉시 반응했다. 텐센트

망(腾讯网), 왕이신문(网易新闻), 중국

망문화(中国网文化) 등 다수 현지 언론

은 김치 때문에 중국의 왕홍(网红，인터

넷 스타) 리즈치가 한국 누리꾼의 폭격

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희 기자

“中 왕홍 김치 담갔다 韩 누리꾼 댓글 폭격”

3년 연속 2%대 상승, 올해도 ‘안정세’ 지속 

생산자물가지수 1.8% 하락
지난해 중국 대외 무역 6가지 특징 발표

中 2020년 수출입 1.9% 성장, 세계 유일

지난해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가 

1.9% 성장,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국망(中

国网)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원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관계자는 지난

해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가 32조 1600

억 위안(5475조 8832억 원)으로, 1.9%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서 수출

이 17조 9300억 위안으로 4% 성장했

다. 수입은 14조 2300억 위안으로 0.7% 

감소했다. 이로서 3조 7000억 위안(629

조 6290억 원)의 무역흑자가 발생하며 

27.4% 증가했다. 

언론 대변인은 이날 뉴스브리핑에서 

지난해 중국의 대외무역은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징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첫째는 수출입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라는 악

재 속에서도 6월부터 7개월 연속 대외

무역이 증가하며 수출입과 수출 규모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외무역 성장을 이

룬 나라로 기록됐다. 더불어 글로벌 시

장 점유율도 상승했다. WTO 발표에 따

르면, 1~10월 중국의 수출입, 수출, 수입 

규모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각각 12.8%, 14.2%, 11.5%로 모두 사

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둘째는 대외무역 활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출

입 실적을 기록한 기업은 전해에 비해 

6.2% 증가한 53만 1천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 민간기업의 수출 규모는 

11.1% 증가한 14조 9800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의 46.6%를 점했다. 외자투자

기업의 수출입 규모는 12조 4400억 위

안으로 38.7%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

유기업의 수출입 규모는 4조 6100억 위

안으로, 전체의 14.3%를 점했다. 

셋째는 무역파트너의 다원화한 추세

이다. 지난해 중국의 Top 5 무역파트너는 

동남아연맹, 유럽연맹,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상기 5대 무역 

파트너국과의 거래규모는 각각 4조 7400

억 위안(7% 증가), 4조 5000억 위안(5.3% 

증가), 4조 600억 위안(8.8% 증가), 2조 

2000억 위안(1.2% 증가), 1조 9700억 위

안(0.7% 증가)이었다. 이밖에 '일대일로' 

주변국과의 수출입 규모는 9조 3700억 

위안으로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는 무역방식의 업그레이드이다. 

지난해 일반무역의 수출입 규모는 3.4% 

증가한 19조 2500억 위안으로, 전체 대

외무역 규모의 59.9%를 점했다. 이는 

그 전해에 비해 0.9%p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서 수출이 6.9% 증가한 10조 

6500억 위안이었고 수입은 0.7% 감소

한 8조 6000억 위안이었다. 가공무역 

수출입 규모는 3.9% 하락한 7조 6400

억 위안을 기록했다. 

다섯 번째는 전통적으로 우위를 점하

고 있는 상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

가한 것이다. 지난해 동력전기제품 수출

(10조 6600억 원)이 6% 증가해 전체 수

출의 59.4%를 점했다. 같은 기간 방직

의류 등 7대 노동집약형 산업의 수출

은 6.2% 성장했다. 이 가운데서 마스크 

등을 포함한 방직품 수출은 동기대비 

30.4% 증가했다. 

여섯 번째는 방역물품 수출이다. 코로

나 사태 이후 방역물품의 최대 공급국으

로, 세계 2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방역물

품을 제공했다. 지난해 3월~12월 수출된 

방역물품은 4385억 위안에 달한다.    

윤가영 기자

中 2020 CPI 2.5% 상승 

중국 소비자 물가

가 계속 2%대 상승

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2.5% 상승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3.5%를 유지하겠다던 당국의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월 5.4%라는 고

점을 기록한 뒤 이후 계속 하락했다. 11월에는 전년 동

기대비 0.5% 감소했다. 2020년 12월 전국 31개 성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0.2% 소폭 상승했

다. 시장(西藏), 산시(山西), 저장, 칭하이, 깐수 등 17개 

등은 상승했고 특히 시장의 경우 1.2%로 전국에서 가

장 많이 상승했다. 

반대로 하이난, 충칭, 구이저우, 후베이, 쓰촨, 허베

이. 광동, 텐진, 푸젠 등 9개 성의 CPI는 2개월 연속 마

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하이난의 경우 지난 달에 이

어 전국에서 가장 물가 하락률이 큰 지역으로 12월에

도 1.6% 하락했다. 

지난해 1월 이후로 계속 하락곡선을 그리던 CPI가 

12월에 반등한 원인은 갑작스러운 한파에 물량 공급

이 어려워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돼지고

기 가격 상승 역시 전체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킨 요인

으로 꼽혔다. 

저상증권(浙商证券) 수석 애널리스트인 리차오(李

超)는 “겨울철에는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국내 채소 

가격은 당분간 상승할 것”이라면서 “돼지고기는 중장

기적으로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2021년 말에는 1근 당 

30위안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신건설 황원타오(黄文涛) 거시경제 전문가는 “춘

절 전 소비 수요가 가장 왕성한 1월에는 식품가격이 계

속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 했지만 지난해 CPI 기고

효과 때문에 CPI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2021

년 한 해 1% 대의 상승을 기록할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2020년 한 해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8% 하락했지만 기저효과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상

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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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모바일 결제, 웨이신이 즈푸바오 눌렀다

2020년 모바일 결제 부분에서 웨이신(微

信支付)이 즈푸바오(支付宝)를 누르고 1위

에 올라섰다고 14일 계면신문(界面新闻)이 

보도했다.

중국결제청산협회(中国支付清算协会)가 

모바일 결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모바일 

결제 사용자들의 특징, 사용행위, 선호성

향, 생체인식기술 및 관심분야 등 내용으

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모바일 결제는 웨이신이었고 그 다음으로

는 즈푸바오와 인롄윈산푸(银联云闪付)였

다. 웨이신 결제 비중은 2019년의 87.3%에

서 92.7%로 증가했고 즈푸바오의 결제비

중은 90.7%에서 91%로 소폭 증가했다. 이

에 반해 윈산푸의 비중은 소폭 하락, 78.9%

에서 74.9%로 줄어들었다.

또한 모바일 결제에서 생필품 구입, 교통

비 결제, 공공요금 납부 등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생활 편의 부분에서 소액결제의 비

중이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모바일 결제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익숙

한 방식은 지문과 안면인식이었다. 생체식

별기술을 통한 결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을 보인 응답자가 82.6%였다. 다만, 사생활 

노출과 보안이 사용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

하는 부분으로, 79.6%의 사용자들이 사생

활 유출에 우려를 표시, 이는 그 전해에 비

해 2.7%P 상승한 것이다.

또 모바일 결제 사용자 대부분이 도시에 

집중(80%) 됐으며 월 소득이 3000~1만 위

안의 사용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화동, 화북, 화남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됐다. 모바일 결제 

사용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이동결제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일상적

으로 사용하는 결제방식으로 자리잡았고 

4분의 3에 이르는 사용자들이 매일 이동결

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회 결제

금액이 100위안(1만 7000원) 미만의 비중

이 38.4%로 현저하게 높아졌고 500위안(8

만 4000원) 이상의 결제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20% 가량 줄어들었다. 모바일 결제의 

소액결제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예금카드와 제3자 결제계좌는 사용

자들이 모바일 결제에서 가장 많이 선택

하는 방식이었다. 신용카드 사용자 비중도 

2019년에 비해 14.5%가량 증가했다. 이에 

반해 화베이(花呗) 등의 신용결제 및 위어

바오(余额宝) 등 금리지급 수익상품을 통

한 결제는 모두 다소 하락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모바일 결제 자금이 은행계좌로의 

회귀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고 풀

이했다.

대부분 사용자들은 모바일 결제가 간편

하고, 현금 또는 은행카드를 휴대할 필요

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할인혜택을 받을 수

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보안상 위험 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고 간혹 모바일 결제가 

불가능한 곳이 있거나 인터넷 속도가 느린 

등 문제점이 해결 과제로 지적됐다. 보안상 

문제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허위 결제코드 

스캔, 자금 도용 등이 가장 우려되는 3대 

문제점으로 부상했다.

윤가영 기자

중국 칭화대 연구팀이 진행한 조사에서 

중국 다수 지역의 식수에 고농도의 과불

화화합물(PFASs)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전담망(前瞻网)은 학술지  

<유럽 환경 과학(Environmental Sciences 

Europe)>에 게재된 칭화대 연구 결과를 인

용해, 중국 66개 도시 중 40%가 넘는 도시 

식수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PFASs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PFASs는 아웃도어, 식품 포장용지, 코팅 

냄비, 얼룩 방지 카펫 등에 폭넓게 쓰이는 

물질로 열과 기름에 강하지만 인체에 해로

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역 별로 보면 중국 화동 지역과 서남 

지역의 식수 오염이 가장 심각했다. 도시 

별로는 즈공(自贡), 롄윈강(连云港), 창수

(常熟), 청두(成都), 우시(无锡), 항저우(杭

州) 식수에 PFASs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

로 꼽혔다. 

동물 연구 결과에 따르면, PFASs에 과다 

접촉하면 고환암, 신장암 발병률이 증가되

고 생식 능력 저하, 면역 억제, 갑상선 질환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거대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하이난 면세

점이 올해는 구매한 면세품을 집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11일 신랑재경(新浪财经)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하이난 4곳의 면

세점 매출액은 322억 2000만 위안(5조 4600

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28%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구매자 수는 522만 2000명, 구매 

물품 수는 3088만 4000개로 전년대비 각각 

30%, 69% 증가했다. 

특히 하이난 자유무역항 핵심 정책의 일환

인 신규 면세 정책이 도입된 지난해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 매출액은 1억 2000

만 위안(203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배 이상 불어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같은 기간 하이난 방문 

관광객이 약 20% 줄어든 상황을 감안해 보

면, 면세점 매출은 오히려 크게 증대된 셈이다. 

올해 신규 오픈을 앞두고 있는 매장 3곳을 

더하면 올해 하이난 면세점 매출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하이난에는 10곳의 

기존 면세점과 지난달 30일 오픈한 신규 매

장 3곳이 운영 중에 있다. 배송 서비스가 개

시되면 면세점 수익은 더욱 큰 폭으로 불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방대한 택배 물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택배업계에도 수익이 

동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희 기자 

中 화동지역 식수 오염 가장 ‘심각’

하이난 면세점
배송 서비스까지 

롄윈강, 창수, 우시, 항저우 유해물질 농도 가장 높아

66개 도시 중 40%, 안전기준치 초과

결제 비중 微信 92.7% 支付宝 91.0%

생필품 구입-교통비 결제-공공요금 납부 순
전년대비 방문객 20% 감소, 

매출 128%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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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솔(옥스퍼드대학 역사학과)

1학년 AISG(광저우)

2~7 HKIS(홍콩) 

8학년 SAS(푸동)

9~12학년 SAS(푸시)

옥스퍼드 대학 (2019-현재)

역사학과를 선택한 이유. 

역사는 내가 확실히 좋아하는 주제였다. 

역사에 관한 분야의 일은 평생 해도 만족스

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내 

전공이 취직에 얼마나 유리할지는 큰 걱정

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정말 좋아하

는 것을 꾸준히 하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었다. 

또,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내가 평생 그 

분야의 직업만을 가질 확률이 희박했다. 대

학에서 무엇을 배우든 앞으로 다양한 직업

을 오가게 될 텐데, 굳이 취업만을 목표로 

전공을 고르고 싶지 않았다. 다니게 될 대학

이 취업보단 학문연구에 더 비중을 두기도 

했기에 이왕이면 관심이 있는 전공을 선택

해서 최대한 알차게 배우고 싶었다. 

옥스퍼드대학 역사학과 교과과정

전공 자체가 꽤 광범위한 학문이어서 내

가 하고 싶은 주제를 고를 수 있다. 다만 학

교에서 정해주는 시대와 큰 주제에 맞춰서 

수업을 골라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을 다니

는 3년 동안 영국사 2과목, 세계사 2과목, 유

럽사 2과목, 고대사 1과목, 중세사 1과목, 현

대사 1과목을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 학교에서 느슨한 틀을 잡아주고 그 

외에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정

하는 것이다. 1년에 3학기가 있고 한 학기에 

주로 2과목을 들어야 하니 1년에 6과목 정

도를 수강하게 된다.

영국을 선택한 이유는?

영국이라는 나라보단 대학을 선택한 것 

같다. 솔직히 나는 영국과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이고, 영국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정이 

없다. 옥스퍼드대학은 매력적인 점이 많아

서 선택하게 됐다. 

옥스퍼드대학의 장점

학계에 들어갈 계획은 없었지만 한 과목

을 깊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옥스퍼

드 대학은 최고의 선택지였다. 속되게 말해

서 역사를 “덕질"하고 싶었다. 영국대학의 

시스템이 이것에 잘 맞춰져 있었다. 다른 대

학에서 내가 찾는 경험을 하려면 박사나 석

사과정을 밟아야 할 것 같았다. 반면 영국대

학은 3년제여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과

정을 마칠 수 있다. 한 과목을 깊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유학 생활은 어떤가. 

1학기와 2학기를 합해서 약 4개월 반을 

영국에서 지냈다. 유학 생활은 괜찮았다. 분

위기가 엄청 조용했고 그게 적성에 잘 맞

았다. 딱히 외롭지는 않았다. 개인적으론 혼

자 사는 게 꽤 즐거웠다. 내 시간을 마음대

로 짤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

도 혼자 살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

던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정말 

별거 아닌 예시지만, 가족과 살 때는 서랍 속

에 항상 있던 후시딘이 혼자일 때는 더는 당

연한 것이 아니었다. 

과목별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한 학기 동안 한꺼번에 여러 수업을 듣는 

대신 “튜토리얼"이라는 것을 한다. 앞서 말

했듯이 2과목 정도를 아주 심도 있게 배우

게 된다.  매주 특정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하나씩 쓰고 그 분야의 전문가와 일대일로 

한두 시간 동안 논의한다. 한 가지 단점이 있

다면 공부를 하면서 고립감을 적지 않게 느

낀다는 것이다. 학생으로서 지도받는 부분

은 적고, 매주 독서 목록을 받는 것뿐인데, 

이 독서목록을 혼자 읽고 연구해야 한다. 이

런 시스템은 배움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

지만 학생으로서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교수님과 일대일 논의 시간에 

스스로 배운 것을 이야기하면 교수님이 내 

이해가 정확한지 피드백을 주신다. 가끔 교

과과정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은 

법률이나 투자은행 같은 업종을 생각해

보는 중이다.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기 위

해 그 업종들에 맞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준비하는 직업을 얻게 되어도 몇 년만 일하

고 다른 직업을 찾게 될 것 같다. 

학생기자 김지영 (SAS 11)

--------------------------------------------------------

수의학과를 선택한 계기는?

수의학과를 가기로 한 가장은 큰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또한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더 

가까이에서 돕고 치료하고 싶어서 수의학과

를 선택하게 됐다.

이다민(헝가리 부다페스트 수의대)

1~12 SMIC

헝가리 부다페스트 수의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그 

중에서 다른 학과와 차별되는 수의학과만의 특징은?

부다페스트 수의대의 특징은 수의대 전문

학교이므로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공부 환경

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총 1800

시간의 임상실무(Clinical Practice) 시간이 

있고 본과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메인 캠퍼

스에서 떨어진 곳에서 실습과 진찰을 할 기

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부다페스트 수의대

에는 각 분야에 특화된 실습 기회가 많다.

또 다른 특징으로 필수 과목 시험을 통

과하지 못해 유급할 시 학생들은 Inactive 

year 을 갖게 되고 그 동안 학생들은 재시험

을 준비한다. 그 시기에 학교에 올 수는 있

지만, 교양 과목들을 제외한 고학년 전공과

목들은 들을 수 없다.

또한, 부다페스트 수의대에서는 많은 시

험이 필기시험이 아닌 구술시험으로 진행된

다.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 때 치르는 생물 

물리학 기말고사가 구술시험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시험 당일 랜덤으로 주제를 뽑아 

그것을 교수님께 설명하면 된다. 그리고 부

다페스트 수의대의 기말고사 기간은 1달에

서 2달 사이로 타과 대학들에 비해 굉장히 

길고,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시험 날짜를 선

택할 수 있다. 만약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시 재시험의 기회가 2번 더 주어진다.

많은 외국대학 중 헝가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헝가리 수의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졸업 후 다양한 국가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부다페스트 대학 외 다른 헝가리 의과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득

한 수의사 면허는 EU 공통 인증이 되기 때

문에, 보다 더 다양한 나라에서 일할 수 있

‘유럽 대학’ 진학한 선배에게 진로를 묻다 
“옥스퍼드는 역사 ‘덕질’에 좋은 대학” “EU와 한국 수의사 면허 가능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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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학과 세계 1위! 재밌을 것 같았다” 

다. 또한 헝가리 수의대를 졸업하면 한국 수

의사 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헝가리 수의대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정부 초청장학금제도 때문이다. 인터뷰-입

학시험-원서가 통과된다면, 국제 학생들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장학금 제

도에는 매달 받는 용돈과 보험도 포함된다.

헝가리에서 대학을 다닐 때의 장단점은?

헝가리에서 대학을 다닐 때의 장점은 당

연히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헝가리 수의대에서 진행하는 영어 프로그

램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많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이지

만 헝가리는 독립된 생활을 하기 좋은 나라

인 것 같다. 나는 대학에서 국제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해주지 않아 따로 학교 근처

에서 독립하기 시작했는데 야채 물가도 다

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교통수단

이 잘 설치되어있으며 밤에 치한도 좋아 학

생들이 독립하기 좋은 나라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단점은 학교 시

설이 아닌가 싶다. 학교도 작고 오래된 학교이

기 때문에 좋은 시설을 기대하고 오면 실망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대학들은 비교적 입

학이 쉽지만, 유급률이 높아 졸업하기가 어렵

다. 특히 수의대의 경우 예과에서 본과로 올

라가는 해에 기말고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학

생들이 많아 유급률이 굉장히 높다.

외국인들을 위한 헝가리 대학 입시 제도는 어떤가?

헝가리 대학에 입학하려면 각 대학 홈페

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 중 특히 의

과대학에 입학하려면 따로 치르는 입학시

험에 통과해야 한다. 대부분 영어, 화학, 생

물 과목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시험

을 위해 따로 McDaniel College이라는 곳에

서 6개월~1년 또는 더 길게 입학 준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한다. 

수의학과는 실습이 많은 학과인데, 코로나가 수업

에 영향을 많이 끼쳤나?

모든 의과대학이 같겠지만, 수의학과는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록 코로나로 인

해 많은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었지

만, 다행히 해부, 화학, 조직학실습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실습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수의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수의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

은 말은 단지 동물이 좋아서 수의학과를 선

택하면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아직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공부량이 

많고 시간은 부족해 주말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또한, 여

러 가지 동물들의 뼈와 근육에 대해 동시에 

배우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매우 많

다. 특히, 해부학과 동물학의 공부량이 엄청

나게 많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 해

부를 시작하면 동물 피와 시체 냄새가 굉장

히 역하기 때문에 비위가 좋아야 한다. 때문

에 수의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내

용을 충분히 고려해 보고 선택했으면 좋겠다.

학생기자 박민채(상해한국학교 10)

--------------------------------------------------------

암스테르담 미디어문화과를 선택한 이유는?

미디어 관련 학과로는 전 세계 1위 대학이

다. 학교 랭킹이 높아서 선택한 이유도 크다. 

암스테르담 미디어문화과(edia and Cul-

ture)는 한국의 신문방송학과와는 많이 다

르다. 크게 TV와 영화로 나뉜다. 영화감독

이나 영화촬영 등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기

도 하고, TV 연출을 공부할 수 있다. 보다 더 

광범위한 분야를 배울 수 있어 재미있을 것 

같아 보여 미디어문화과를 선택했다. 

박인규(암스테르담대학 미디어문화과)

1~5학년 항저우

6~9학년 상하이

10~12학년 SMIC

대학 졸업 후의 진로계획과 목표는?

미디어문화과 학생들 중에 ‘넷플릭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학생들이 많다. 넷플릭

스처럼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회

사 등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아직 

확실한 진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처럼 대학 졸업 후에 반드시 

직업을 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학생들

도 마찬가지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해 크게 걱

정을 하지 않는 편이다. 

암스테르담 대학의 한국인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학과마다 다르다. 미디어문화과에서는 한 

학년에 5~6명 정도 된다. 이과 분야는 더 많

은 것으로 알고 있다.

네덜란드 대학의 외국인들 입학 조건은 어떤가?

내 경우에는 토플 성적으로 입학했다. 고

등학교 때는 AP를 준비했는데 입시에 많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 IELTX라고 유럽용 

토플을 많이 보는 거 같다. 과마다 별도 입

학 시험을 치는 경우는 있지만 미디어문화

과는 왜 이 학과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유

를 에세이로 제출해야 한다. 

영어가 서툰 한국학생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입학이 가능한가? 입학 후 적응에 어려움은 

없나?

파운데이션 코스가 있다. 영어가 안되는 

사람들은 1년 동안 학교에 어학 기초코스를 

등록해서 수강한 후 통과하면 학교 입학이 

허가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한국인은 30% 

정도만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래

도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해 영어를 못하면 불

편하다. 교육과정을 거치고 입학을 해도 힘

들어한다. 중간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

가는 학생들도 있다. 

이 밖에 네덜란드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조

언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대학이 바뀌

어서 말하긴 좀 그렇다. 여긴 기숙사가 없어

서 무조건 자취생활을 해야 한다. 네덜란드

어가 있지만 대부분 영어를 쓴다. 특히 네덜

란드는 워낙 개방적인 나라이다. 해외에서 

공부하면 부모님들 많이 걱정한다. 스스로 

자제력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무엇보다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은 

면적이 좁아서 집 임대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옆 도시에서 기차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다. 1학년일 때는 기숙

사와 연결을 시켜주지만 2학년 때부터는 스

스로 거주할 집을 구해야 한다. 또한 유럽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비쌀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서비스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서울, 

상하이와 비슷하다. 물론 서울과 상하이가 

물가가 싼 편은 아니다.

학생기자 장인우(상해한국학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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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겨울방학 자격증 도전

Amy Jang 외 | 자유로운상상 | 2020년 11월 

국제학교, SAT, 아이비리그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

글쓰기의 기본 단계에서부터 나

타나는 모든 문제점을 총5개의 유

닛으로 그 동안 문제가 됐던 글쓰

기의 모든 것을 아이들의 눈높이

에서 단계별로 풀어낸 책이다. 브

레인 스토밍을 어떻게 시작하고 

각 문단 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자주 하는 실수’에서는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자주 범하는 

오류에 대해서 집어준다. 왜 틀린 지 설명해주고 더 나은 방향

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오류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

준다. ‘표현 배우기’는 한국 학생들이 자주 하는 회화 실수에 

대해 다뤘다. 일반 교재 및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문화 및 문법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저자 Amy Jang은 영어교육 분야에서 8년 넘게 교재 연구

와 스터디에 많은 일을 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 일을 하다가 

2014년부터 상하이에서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을 주로 대상으

로 문법 및 라이팅 과외를 하고, 국제학교 상담 통번역을 해왔

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학교 학생들(초중학생)에

게 꼭 필요한 영어 라이팅 스킬을 담아서 이 책을 냈다.

저자는 “국제학교에서는 영어로 글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

은데 한국에는 적합한 수준의 라이팅 책이 없었다. 한국에 나

와 있는 초등학생용 라이팅 책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수준보다 현저히 낮으며 한국식으로 어법을 가르치는 문제점

이 있었다. 반면 중고등학생용 라이팅 책은 외국에서 공부하

는 아이들이 들어본 적 없는 복잡한 문법용어를 사용해 설명

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 학교에서 사용할 만한 실용적인 

스킬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8년 이상 외

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

을 파악하고 분석해 문제점을 단계별로 풀어냈다”고 밝혔다. 

또 “개인 에세이, 설명문, 논설문, 독후감, 픽션과 같은 다양한 

글을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글을 쓰는 사고가 생길 것”

이라고 전했다. 

<Write Better>은 현재 상하이 English plus의 디렉터이자 

Penguin English의 메인 강사로서 일하고 있는 Stephen M. 

Champ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현재 상하이 국제학교 WISS

에서 ESL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Nigel이 감수를 맡았다. 

사물인터넷 전문가(IOT Developer) Write Better 영어글쓰기 
사물인터넷이란?

사물인터넷은 가장 간단하게 ‘사물

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대화

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기술을 개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출 중인 

주부가 창문을 닫지 않았는데 갑작스

럽게 비가 올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안 창문을 닫는다든가, 집주인이 집

을 나서면 문이 잠기고 집안의 모든 

전기가 차단되거나 가스불을 잊고 끄

지 않았는데 원격으로 가스 불을 끌 

수 있는 등등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

을 실현하게 한다. 사물인터넷은 컴퓨

터, 기계가 사람의 직접적 작동이 없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다른 기계 또

는 장치와 정보를 주고받아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 세

계 각 나라가 이러한 꿈을 실현하게 

할 사물인터넷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한국과 중국에 있는 사물인터넷 관련 

각종 자격증과 시험을 모아 보았다.

韩 사물인터넷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사물인터넷 전문가로 일하려면 정

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컴퓨터공학, 소

프트웨어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

학을 전공하는 것이 좋다. 컴퓨터 프

로그래밍 언어뿐 아니라 컴퓨터의 운

영체제, 네트워크, 데이터와 관련한 

과목을 이수하면 좋다. 이러한 이론적 

교육뿐 아니라 사물인터넷 전문가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경력이 중

요하다. 어느 나라나 사물인터

넷 전문가라 명칭 하는 자격증

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도 사물인터넷 전문

가의 필요성에 의해 대학마다 

관련 학과의 학생 수를 늘려 전

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사물인

터넷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양

한 관련 자격증과 시험이 있다. 몇 가

지를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학력

의 제한은 없으나 컴퓨터에 관한 지식

이 없이는 쉽지 않아 고교 이상의 학

력이 필요하며 관련 대학 입학을 위

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고교생들

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컴퓨

터 관련 학과의 대학에 진학해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자격증을 취득한다.

中 사물인터넷 관련 전문가 과정

중국도 일찌감치 사물인터넷 분야

에 중점을 두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

다. 베이징과학기술대학교를 필두로 

2018년에는 490개의 대학에서 사물

인터넷 관련 학과를 개설해 전문가

를 배출하고 있다. 중국은 사물 인터

넷에 관련된 직업군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 사물인터넷 어시스턴트 엔지니어(助理物联

网工程师): 관련 전공 대학, 전문대 졸

업 이상
● 사물인터넷 엔지니어(物联网工程师): 어시

스턴트 엔지니어 자격 보유자 중 석

사 이상 학위 보유자, 대학졸업자 후 

관련 직업 1년 이상 경력자, 전문대 

졸업 후 관련 직업 2년 이상 경력자 

● 사물인터넷 고급 엔지니어(高级物联

网工程师): 사물인터넷 엔지니어 

자격 보유자 중 석사 이상 학위 

소지와 관련 직종에서 1년 이상 

경력 가진 자, 대학 졸업 후 관련 직

종 2년 이상 경력 자, 전문대 졸업 후 

관련 직종 2년 이상 경력자

이 3가지 모두 국가 공인 자격시험

이 있다. 자격시험 합격 후에는 직업 

자격 증서를 정부에서 발행하고 증서

는 인터넷에서 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중국 전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정부가 인증하는 자격 시험

이다. 시험은 매년 5회 시행하며 지역

에 따라 연수 비용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중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IT 관련

(Computer Software) 자격시험은 27

개 전문 분야의 자격증 시험이 있다. 

중요 관련 자격증 시험은 정보처리기

사, 어시스트 엔지니어, 엔지니어, 고

급 엔지니어 등이다. 초, 중, 고급의 3

단계로 나누어 시험을 치르며 한국의 

관련 자격도 동일하게 인정해 준다.
● 초급: 프로그래머, 네트워크 관리자, 

정보처리기사 
● 중급: 소프트웨어 설계사, 네트워크 

엔지니어, 인포메이션 시스템 관리

감독 엔지니어, 인포메이션 시스템 

관리 엔지니어, 시스템 안전 엔지니

어, 빅데이터 시스템 엔지니어
● 고급: 인포메이션 시스템 프로젝트 

매니저, 시스템 분석사, 시스템 기

획 매니저

학생기자 한주영(상해한국학교 10)

자격증 시행사

사물인터넷 IoT 지식능력검정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네트워크관리사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정보처리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리눅스마스터 한국정통신진흥협회

CCNA CISCO

사물인터넷 전문가 유용한 자격증

자격
시험

등록
비

인증
비용

시험
비용

연수
비용

논문
심사
비용

사물인터넷 
어시스턴트 
엔지니어

10元 130元 200元 1280元

사물인터넷 
엔지니어

10元 160元 240元 1580元 200元

사물인터넷 
고급 엔지니어

10元 260元 400元 1580元 700元

국가공인 사물인터넷 전문가 자격시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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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서 행복하기

아줌마이야기
상해한국주말학교 대면 졸업식 개최

상해한국주말학교(교감 박문주)가 지난 9일 

(토) 대면 졸업식으로 2020학년도 온라인 수업

을 마쳤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텐센트 회의(腾

讯会议)를 통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던 상해

한국주말학교가 상해한국상회 열린 공간에서 

개교 이래 스물여덟 번째 졸업식을 거행하고 겨

울방학에 들어갔다. 

지난해 상해한국주말학교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상하이시 교육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대면 교육 대신 영상을 통해 수업을 진행해 왔

다. 이날 졸업식장은 방역 지침을 고려해 초중 

졸업생들과 졸업반 담임 교사들, 학부모들로 참

석 인원을 제한했지만, 일부 중등부 학생들도 

참석해 졸업을 한 마음으로 축하했다. 

이날 함께 자리하지 못한 초등부 후배들을 

대표해 5학년 장은우, 장은혁 남매는 영상으로 

제작한 송사를 통해 졸업하는 선배들에게 따뜻

한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이에 초등 졸업생 김

서연은 답사를 통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

쳐 와도 잘 이겨내면서 계속 성실하게 공부하겠

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어 중등부 최하진(8학

년) 학생의 송사와 졸업생 정다윤(9학년) 학생

의 답사가 있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재학생들은 온라

인을 통해 졸업식 실황을 영상으로 지켜 보며 2

학기 종업과 더불어 겨울방학을 맞이했다. 

온라인 수업 평가회 통해 한 해를 돌아보며 

졸업식을 마친 후, 2학기 동안 수업을 맡아 지

도했던 교사들이 대면으로 자리를 같이 해 온

라인 수업 평가회를 가졌다. 

참석한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에 

비해 교사와 학생 간, 혹은 학생들 간의 관계형

성 면에서 원활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반응을 확인해

야 하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학기 중 학년 별로 오프라인으로 모여 대면 학

습을 한 것이 관계형성에 도움이 컸다고 평가했

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 완수를 위해 예년처럼 

국어대회를 실시하고, 영상 문집을 제작해 학부

모방을 통해 배부하기도 했다.

온라인 수업의 이로운 면도 적지 않았다. 학급 

별로 학부모방을 운영하면서 가정통신문 등 공

지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었고, 교사와 

학부모 간에 대화식 교류가 이뤄질 수 있었다. 

학부모들의 학사과정 참여도도 매우 높아 저학

년의 경우 가정의 수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출석률이 현저히 높아졌

다는 사실이다. 학생들은 주말에 여행을 가거나 

주중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중에서도 빠지지 않

고 주말학교 온라인 수업에 참여했다. 평소 통학 

거리가 멀어 주말학교 등록을 주저했던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은 어렵지 않게 수강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앞으로 정상 등교가 가능해져 이

전과 같은 교실 수업이 진행되더라도, 한 해 동

안 쌓은 온라인 수업 경험의 장점을 살려 나가

면서, 보다 다양하고 통합적인 온라인 미디어 

기술 활용에 힘써야겠다”고 결론 내리며 평가

회를 마쳤다.  

상해한국주말학교는 2021학년도 개학일은 3

월 6일(토)이며, 등록 안내는 2월 중으로 공고

할 예정이다.        

상해한국주말학교

두꺼운 커튼을 밀어 제치자 어제 밤 어

둠에 몸을 숨기고 있던 숙소 건물의 기

와지붕과 단아한 정원, 그리고 무엇보다 

저 멀리 옥룡설산 뒤편 어디쯤일 봉우리

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푸르스름했던 회

색 봉우리들이 모자를 찾아 쓰고 장갑

을 챙기며 분주히 나갈 채비를 하는 사

이 이내 붉게 물든다. 아침 태양 빛에 몸

을 맡기고 찬란하게 빛나는 봉우리들은 

아름다웠다. 그렇지, 태양은 늘 저렇게 

갑자기 쑥 지평선 위로 올라오곤 하지. 

여기는 윈난성 리장 백사촌(白沙村),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간간이 차 들만이 

지나다닐 뿐 인적조차 드문 옥룡설산 

한 자락 끝, 첫 마을이다. 문득 쳐다 본 

숙소 표지석에 새겨진 단어들.

“心宿” 마음이 묵는 곳(머무는 곳) 

“聼風, 攬山, 悟水” ‘바람을 듣고, 사방 

어디에서든 산을 보며, 물을 느끼다’라는 

뜻이리라 내 맘대로 짐작해본다. 바람, 산 

그리고 물. 아하,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 

이들은 이 자연 속에서 삶의 의미와 멋을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숙소를 나서 마을 쪽을 향해 걷다 보

니 어느새 몸은 따뜻해지고 얼굴에 닿

는 공기는 차갑고 신선한 걷기 딱 좋은 

상태가 된다. 이 허술한 침입자를 못내 

용서할 수 없었던지 끝까지 따라오며 사

납게 짖어대는 동네 강아지들을 뒤로 하

고 계속 걷다 보니 객잔 사이로 민가들

이 보인다. 아마도 아침 일찍 일어나 청

소를 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 

이들의 풍습인가보다. 덕분에 열린 문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어 내부를 슬쩍 

훔쳐볼 수 있었다. 소박하지만 나름 멋

스러운 정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때가 

되면 다투듯이 피고 지고 만발할 온갖 

꽃들이 나 같은 이방인의 발걸음을 한

동안 붙들어 둘 것이다. 

정원과 기와지붕 너머 설산이 보인다. 

이 집주인은 심지어 저 옥룡설산을 뒷

산 삼아 살고 있다! 설산의 정기를 받

고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며 살아가

는 사람들. 우리 같은 도시 여행객이 일

부러 이렇게 멀리 찾아나선 행복을 이

곳 사람들은 매일 누리고 있다.

단단히 챙겨 입은 방한복 어깨위로 커

다란 대나무 광주리를 지고 바쁘게 발걸

음을 옮기는 동네 아주머니들(바쁜 걸음 

중에도 나를 보자마자 말 타지 않겠느

냐며 바로 관광상품 판매를 시도하는 전

문성과 노련함을 갖춘), 망토를 펄럭이며 

멋스런 가방을 어깨에 척 둘러멘 채 믿

기지 않을 정도로 가볍고 빠른 걸음으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범상치 

않은 소수민족 아저씨, 해바라기하면서 

추운 몸을 녹여가며 일 때를 기다리던 

마을 인부들. 이들은 모두 행복할까, 문

득 그들의 표정을 살피고 있는 나를 발

견한다. 내가 도시생활을 떠나 낯선 곳에

서 이렇게 행복을 찾듯 저들 또한 자기들

이 누리고 있는 행복보다 더 크고 특별한 

행복을 갈구하며 살아 가지는 않을까?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 

새해 안부를 주고 받던 끝에 친한 동

생이 올 해 자신의 모토라고 했던 말이

다. 자신에 집중하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행복과 혼동하지 않기, 

하고 싶은 일 생각해내기, 그리고 이를 

미루지 않기. 실패해도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옆에 누

가 있는지 돌아보기. 

엄중한 코로나 팬데믹,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예측하기 힘든 미래. 행복을 논

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기를 쓰고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아니면 오늘 내 눈 앞의 

행복은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을 테니까.

하이디(everydaynew@hanmail.net) 

2020학년도 온라인 수업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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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트 지분 매각

W마트

반석부동산 구인

갤러리아1층(井亭大厦1층)에 성업 중인 

대형마트 지분 인수자를 찾습니다.

▶ 연락인: 郑사장 180-0170-7862

상하이 26여년 역사의 한인 부동산 전

문 기업 ‘반석부동산’에서 부동산전문

가를 꿈꾸는 인재를 모십니다.

▶ 분야: 주택부 영업 

▶인원: 0명

▶기간: 모집 시까지

▶대상: 25~40세

▶자격:

(1) 대졸 이상

(2) 중국어 능력 중상 

(3) 컴퓨터 능력 중 이상 

(4) 적극적, 긍정적, 진취적인 성격

(5) 국적: 한국인 또는 한국어 능통한 

중국인 , 남녀무관 

▶급여: 면접시 협의

▶근무지: 구베이 완커광장 

▶문의: 156-0166-2773

공지
2021 봄학기 정토불교대학
코로나 시기에 희망의 바람이 되어 줄 가르침, 2500년

전 부처님의 법이 바로 만나지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옛

길, 온/라/인/정/토/불/교/대/학!!

1월 18일(월) 접수시작!

https://www.jungto.org/edu/ju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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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에 지원해 주실 교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

다립니다.
▶ 후원문의: 130-6186-8983  

모집
상해 한인탁구 동호회 소개 및 신규회원 모집
고수분, 초보분 모두 모두 환영입니다!
▶ 위치: 闵行区 虹井路 185号 虹淞大厦 10층 옥상

지하철 10호선 롱바이신춘역 3번출구 맞은편 상해은

행 건물 (엘리베이터 9층에 내리셔서 우측통로 통해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 정기모임

-토요일 오후 2시 (정기리그전) / 평일 & 일요일 자유

운동 가능

-상해한인탁구동호회 전용구장을 운영중이며, 회원가

입 후 시간 되실 때 자유롭게 나오셔서 회원분들과 함

께 운동하시면 됩니다. 탁구장내 로보트 연습기도 있

어서 개인연습도 가능합니다.
▶ 레슨: 별도코치(중국인코치)를 통하여 레슨반 운영중

입니다. (월,화,수,목,일)
▶ 가입 또는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152-1666-5248(상해한인탁구동호회 홍보부장)

 WECHAT 친추: 152-1666-5248

Rock band 멤버 모집
Rock band, ACE N’JOKERS 에서 음악을 함께할 멤

버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보컬, 일렉기타, 베이스기

타, 드럼, 키보드. 유경험자 환영합니다. AJ band 에는 

음악적 성향에 따라 밴드 3팀이 爱琴海 연습실을 기반으

로 합주를 하고 때론 라이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즐

거운 밴드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微信 id: cspark5188

상해 왕초보 골프 동호회 2021년 신입회원 모집
저희 동호회는 2007년 설립되어 13년간 활동하고 있는 

검증된 동호회 입니다. 현재 60명 정도 회원이 활동중이

며 매주 약 15-20명 정도 정모에 나오셔서 활동중입니

다. 회원 연령대로 20대 부터 60대까지.. 왕초보에서 프

로까지 다양한 회원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 정기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6시, 

                 홍첸루 타이거 스크린
▶ 정기라운드: 매달 한번 필드모임.동절기 경우 스크린대회
▶ 회비: 200위엔/매달
▶ 연락처: 회장 186-0170-3033, 총무 139-2346-6774

상하이SBL(상하이농구사랑) 회원 모집
상해 한인 농구 동호회 SBL(상하이농구사랑)에서 농구

에 관심이 있는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시합은 5:5 경기를 지향하며,나이 상관없이 함께 땀흘리

며 즐겁게 운동 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 장소: 허촨루 虹桥镇体育中心
▶ 시간: 매주 토요일 14시~16시
▶ 문의: 부회장 최문봉 188-1810-0135(위쳇 아이디 동일)

            총무 최윤석 132-6227-7667(위쳇 아이디 동일)

상하이 TNT(상하이 티엔티엔 테니스 클럽)에서 회
원을 모집합니다. 
테니스의 기본인 매너를 중시하고 함께 웃으며 땀 흘릴 

수 있는 활력 넘치는 클럽입니다. 각 레벨별로 고르게 분

포되어 있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회원들의 다양한 구

질과 기술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테니스 입문 단계(레슨 경력 6개월 전후)에 계신 분

들의 적극적인 가입 문의 바랍니다. 

[정모안내]
▶ 장소: 홍췐루 금수강남5기 실내 코트
▶ 시간: 화 오후8:00~10:30, 토 오전 9:00~12:00

           (기타 번개 모임 다수)
▶ 문의: 총무 윤경모186-6219-7354, 위챗: kengmo11

푸동 번개클럽 배드민턴 회원모집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운동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활력있는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배드민턴을 시작해 보

세요. 함께 땀흘리며 타지생활의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

고 싶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급수 관계 없이 남

녀 모두 환영합니다. 
▶ 연락처: 위쳇아이디 kimjeeyum 혹은 tiandi28

상하이 화동 지역 “미령인 동문”
상하이 화동 지역 미령인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번호: 185-0214-4608

                 (이리고 상해-화동 동문회 총무)

정토회 온라인 행복학교
“어떤 삶을 살더라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정토회 

행복학교는 즉문즉설을 통해 이야기하는‘행복’을 직접 

체험하고 나누며 내 것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이제 내 집

에서 온라인으로 쉽고 가볍게 행복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www.hihappyschool.com
▶ 문의: 상하이정토회 137-6401-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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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신입회원을 모집 합니다. GPTC에서는 테니스를 새

로 시작한 비기너를 위한 별도 레슨 및 전용구장(매주 화, 

상하이저널 
23기 학생기자 모집

상하이 교민의 중국 생활 동반자 상하이저널

이 23기 고등부 학생기자를 모집합니다. 상

하이소재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한국 학생이

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기자는 교

육 활동과 관련된 기획, 기사작성 등의 과정

에 참여하며 채택된 기사는 본지에 게재됩니

다.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인원: 0명

● 활동기간: 2021년 3월~2022년 2월까지(1년)

● 지원자격: 상하이 소재 고등학교(한국학교, 

중국학교, 국제학교 무관) 1~2학년(10~11학

년)에 재학중인 한국 국적의 학생(2020년 3

월 기준)

● 제출서류: 하기 기준에 따라 Word A4 기준 

1~2매 내외로 작성

 <필수 기재 사항>

 1. 이름(한글/영문)

 2. 학교 이력

  예)1~5 한국 OO초등학교

       6~8 상해한국학교

       9~10(현재) 상해중학

 3. 중국 체류기간

 4. 영어·중국어 능력 명시

      (학교성적 또는 공인성적)

 5. E-mail, 주소, 연락처

 6. 자기소개서 1500자 내외(문자 수, 공백 포함)

● 서류접수: 2월 22일(월) 오후 4시까지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2월 24일(수)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공고

● 2차 면접 및 기사 작성:

  2월 27일(토) 오전 10시 상하이저널
● 최종 합격자 발표:

   2월 27일(토) 오후 4시 홈페이지에 공고

● 발대식: 2월 28일(일) 오후 2시 

              (합격자 전원 필히 참석)

● 접수방법: 이메일로만

 master@shanghaibang.com

 (‘학생기자 지원’이라고 적을 것)

● 문의: 021)6208-9002

목, 토)을 운용하고 있으며 테니스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동호회 생활을 하기에 부담없이 테니스를 배우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상해 한국교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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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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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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