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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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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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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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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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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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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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