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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추천 유망 종목

중신증권(中信证券) -통화 정책으로 수혜 입는 비철금속, 화공, 농업 종목

중신건투(中信建投)
-전세계적으로 특정 가격과 주기가 있는 산업 비철금속, 원

유, 희토류, 공업용 금속 

궈타이쥔안(国泰君安)
-원자재 관련 산업 비철금속, 석유화학, 기계
-제약, 가구, 호텔, 여행 종목

하이통증권(海通证券)
-단기적으로는 자원과 금융 관련 종목
-2021년 한 해로 보면, IT와 소비 관련 종목

초상증권(招商证券) -중소형주 중 저평가 되고 있는 종목

광파증권(广发证券)
-내수와 수출 동시에 하는 자동차, 가전
-가격 상승 중인 비철금속, 화학공업, 반도체, 패널, 신에너지

흥예증권(兴业证券) 
-화학공업, 비철금속, 기계, 가전, 신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실적 회복세인 영상, 성형, 항공, 요식업, 면세점, 제약

톈펑증권(天风证券) -양회(两会) 개최 전까지 1분기 A증시 최고점

안신증권(安信证券) -식음료, 화학공업, 은행, 의약, 비철금속, 가구, 가전, 군수

궈성증권(国盛证券)
-경기 회복 수혜주인 화학공업, 석유화학, 비철금속
-성장주인 신에너지, 반도체, 군수

中 10대 증권사가 본 A주 전망은?
韩 증권가, 제2의 중국발 랠리 기대

긴 춘절 연휴가 끝나고 교민들은 

또 한번 신축년 새해 재테크 각오를 

다진다. 낮아진 금리, 부동산 시장 

조정 등으로 교민들은 자연스럽게 

중국 A주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2018년 9월 15일부터 외국인도 상

하이 A주를 살 수 있게 되면서 실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교민들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 증시 또한 중국

발 랠리를 보인 전례가 많아 한국 

증권가에서는 ‘제2의 중국발 랠리’

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신축년 첫 날(음력 기준) 상하이와 

선전 증시 모두 상승으로 시작했다. 

상하이 종합지수 1.81% 상승, 선전

지수 1.97% 상승했고 창업판(创业

板) 1.82%, 커촹반(科创板·상하이

증권거래소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

시) 1.45% 상승했다. 특히 상하이

와 선전의 우량주를 모아놓은 후선 

300지수(沪深300指数)는 5922.07

포인트로 1.97% 상승해 모든 지수 

중 역대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으로의 중국 증시 흐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

데 중국 10대 증권사들의 전망은 

모두 ‘회복장’이라며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춘절 이후 ‘강세장’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중신증권(中信证券)

충분한 유동성이 A주 상승 뒷받침

중국 국내 펀드의 신규 조성 규

모가 활발하고 해외 자금 유입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정적 

부양책의 증가와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국 펀더멘털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증시에 

중국 통화 정책에 대한 예상이 거

의 반영된 상태로 보고 향후 거시 

경제 유동성 변화에 따른 민감도는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신건투(中信建投)

A주, 경제회복 탄력

춘절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유동

성을 조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

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덕분에 춘절 

이후 경제 회복에 탄력을 받은 A주

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

다봤다. 앞으로 중앙은행이 계속 유

동성 균형 기조를 유지할 것이기 때

문에 유동성은 더 이상 증시에 걸

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초상증권(招商证券)

저평가 종목에 주목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전세계 위험 

자산 대부분이 상승했다. 전세계 투

자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호전, 수

요 상승으로 인한 펀더멘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거시 경제 변

화와 펀더멘털 변화로 기업들의 ‘가

치 회복’이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궈타이쥔안(国泰君安)

춘절 후 3700포인트까지 전망

전체적으로 춘절 이후의 A주 장

에 대해서 ‘낙관적’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3450~3700포인트에서 

요동칠 것으로 판단했다. 전세계적

으로 기업의 실적 회복이 기대되고 

있지만 제한된 유동성 내에서는 우

량주, 대장주가 더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통증권(海通证券)

중국 증시 펀더멘털 회복 신호

춘절 기간 동안 해외 증시 대부

분이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것이 A

주의 춘절 후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이다. 2021년 시작부터 중국 증시 

펀더멘털이 회복되는 신호가 곳곳

에서 나타나고 있다. 

톈펑증권(天风证券)

양회 전까지 1분기 최고점 전망

이 외에 광파증권(广发证券)은 

현재 A시장은 경기 회복 지속 기조

가 확립된 상태로 크게 내수와 수

출을 동시에 하는 자동차, 가전 종

목을 추천했다. 흥예증권(兴业证

券) 역시 춘절 기간 동안 전 세계 

증시가 상승했고 닛케이225지수가 

30년 만에 신고가를 기록한 것 역

시 시장 회복의 신호탄으로 여기고 

A주 상승으로 인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톈펑증권(天风证券)

은 춘절이 끝난 시점부터 양회(两

会) 개최 전까지를 1분기 A증시 최

고점으로 전망했다. 

이민정 기자

● 모집인원: 0명 

● 활동기간: 

2021년 3월~2022년 2월까지(1년) 

● 지원자격: 

10~11학년(2021년 3월 기준) 

●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1500자 내외 

● 서류접수: 

2월 22일(월) 오후 4시까지 

● 접수방법:

master@shanghaibang.com

상하이저널 23기 고등부 학생기자 모집
(자세한 안내 22면) 



2  광고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주간이슈  32021년 2월 20일 토요일

中 부동산 과열 잠재우기 나섰다 

한국입국 해외교민도 2월 24일부터 음성확인서 의무화 

상하이, 주택구매 점수제 도입 

증치세 면제기간, 주택보유 2년→5년으로 늘려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지난해 말에 이어 올 들어서도 베이징, 상

하이, 광저우, 선전, 항저우, 시안 등을 비롯한 

도시들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지속되면서 

각 지방정부들이 집값 통제에 나서고 있다.  

8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보도에 따르

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량의 구매자들이 

몰려들고 중고주택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껑충껑충 뛰는 등 과열 현상이 지속됐다. 아

파트 300채 분양에 960여명이 몰리는 가 하

면 지난 5일 항저우의 한 신규 아파트 단지 

분양에는 1만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중위안부동산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베이징에서 신규 아파트 거래계약이 

4832건 이뤄졌는데 이는 동기 대비 68% 증

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고주택 거래는 동

기대비 104% 증가한 1만 7513채를 기록했다.  

베이커연구원(贝壳研究院)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

우, 다롄, 톈진 등 18개 도시에서 렌자(链家)

를 통해 거래된 중고주택은 전달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쥐연구원 즈쿠센터(易居研究院智库中

心) 옌웨진(严跃进) 연구원은 “2020년 집값 

상승률이 예상을 벗어났다”면서 “지난해 신

용대출 관리가 느슨해지면서 일부 자금들

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든데다 코로나 영

향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자 각 지방정부들은 구매제한, 

판매제한, 대출 제한 등 정책들을 잇달아 발

표하며 과열 잠재우기에 나섰다. 베이징, 상

하이 등은 개인의 부동산대출 자격 심사기

준을 강화, 대출 용도 변경 차단 등 은행대

출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켰다.   

상하이는 또 지난 5일 주택구매 점수제

를 도입했다. 가구상황, 호적상황, 부동산 소

유여부, 5년내 주택구매 기록여부 등을 따

져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높은 가구에게 

주택 구매 우선권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

도는 상하이 호적이 외지 호적자에 비해 주

택 구매가 유리하고, 무주택자가 주택소유

자에 비해 유리하며, 최근 5년동안 주택 구

매 기록이 없는 가구가 우선권을 갖도록 고

안됐다.  

상하이는 지난달에도 ‘10가지 규제책’을 

담은 부동산 통제 정책을 발표, 가짜 이혼을 

통한 부동산 취득 길을 막고 증치세 면제기

간을 종전의 ‘주택보유 2년’에서 5년으로 늘

리는 등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법

원경매 부동산에 대해서도 구매제한 정책

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밖에 항저우, 선전, 베이징, 등도 잇달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58안쥐커(58安居客) 부동산연구센터 장

보(张波) 원장은 “다양한 정책 발표에도 불

구하고 집값이 이성을 되찾지 못한다면 후

속 정책 발표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전문가는 “부동산 안정 정책을 발

표하는 도시가 앞으로 최소 10곳은 더 늘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윤가영 기자 

오는 24일부터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내

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유전

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

무화한다. 중앙방역본부는 지난 10일 “코

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증가

하고 있고 자가격리 과정에서 미흡한 사례

도 발견했다”며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있

어 해외 입국자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 

교민들도 출발일 기준 72시간(일) 내 발급

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국 

전 1번, 입국 직후 1번, 격리 해제 전 1번 등 

총 3번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인도

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

상 내국인은 제외된다. 

출국 전 제출용 PCR 음성확인서는 영문 

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이 필요하다. 현지어

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 제출 시에는 국문 또

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

문, 번역확인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

다. 개인이 번역한 경우에는 현지 공증기관 

또는 재외공관에서 번역문 인증이 필요하

다. 번역본은 별도 인증은 없어도 된다. PCR 

음성확인서에는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

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

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검사일자 △발급기관 직인(또는 서명)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에 들어간다. 비

용은 자부담이다.

한편, 한국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감

시 강화뿐 아니라 변이주 유전체 분석하는 

기관을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하기로 했

다. 평균 5~7일 걸리던 분석 기간을 3~4일

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자가격리 검사를 철

저히 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자가 격리 이행 및 증

상 모니터링(1일 2회 이상)을 하고, 변이 바

이러스 확진자 감염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

유입 확진자 대상으로 1인실 격리를 할 계

획이다. 

上海 1월 중고주택 거래 

2019년来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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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갑부 궈메이 회장 출소에 주가 34% 급등

과거 중국 최고 부호 자리를 거머쥐었던 

궈메이(国美) 창시자 황광위(黄光裕, 52세) 

회장이 16일 정식 석방됐다. 이날 궈메이 주

가는 34% 급등했다. 17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16일 황광위 회장의 가석방 만기 소

식이 전해지자 궈메이유통(00493.HK) 주가

는 전일 대비 34% 급등한 2.25홍콩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 이

후 최고가다. 같은 날 궈메이 계열사인 라

진왕위(拉近网娱, 08172.HK)도 덩달아 58% 

급등했다. 다만 하루 지난 17일 궈메이유통, 

라진왕위는 각각 14%, 13% 하락했다. 

황광위 회장은 궈메이전기의 전 이사회 

의장으로 과거 중국 본토에서 최고 부호 자

리에 오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불법 

경영, 이면 거래, 뇌물 수수 등으로 징역 14

년을 선고받고 10년을 복역하다 지난해 6월 

24일 가석방됐다.  

그는 농촌 빈곤층 출신으로 중국에서는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꼽힌다. 17세에 형

제들과 함께 100평방미터의 ‘궈메이’ 매장

을 개업한 뒤 10여년 만에 전국구 체인점으

로 성장시킨 신화적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2004년 6월, 궈메이전기를 홍콩 자본 시장

에 성공적으로 상륙시킨 뒤 중국 최고 부호

로 일약 부상했다.

 이어 2006년 용러전기(永乐电器), 다중전

기(大中电器) 등 가전 유통 업계를 인수하고 

궈메이는 가전 유통 업계의 ‘왕’으로 군림했

다. 그러나 황광위 회장은 2008년 이면 거

래 혐의로 베이징시 공안국의 감시를 받은 

뒤 2009년 체포, 2010년 최종 징역 14년형

을 선고 받았다. 

황광위 회장이 감옥에 간 뒤 궈메이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

로 내리막 길을 걸었다. 지난 2019년 궈메이

의 영업 수익은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이지

만 원가 상승으로 2011년 당시 18억 위안의 

흑자를 본 반면 2019년에는 29억 7000만 위

안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적은 더욱 참담했다. 지난해 상

반기 궈메이의 영업 이익은 190억 7500만 위

안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44.44% 감소했다. 

궈메이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기록한 누적 적자만 79억 2700만 위안(1

조 36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 가전 유통상가 시장 점

유율을 보면, 징동(京东)이 28.9%로 선두를 

달렸고 쑤닝이거우(苏宁易购), 톈마오(天猫)

가 각각 21.8%, 14.2%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궈메이의 시장 점유율은 5.4%에 그쳤다. 

황광위 회장의 복귀를 앞두고 궈메이는 

지난해 4, 5월 징동, 핀둬둬와 전략적 제휴

를 체결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전 바이두(百

度) 수석 부사장 샹하이롱(向海龙)을 궈메

이 총괄 부사장 겸 온라인 회사 CEO로 임

명하기도 했다. 

징동, 핀둬둬의 지원에 황광위 회장의 본

격 복귀까지 더해져 가전업계에 지각 변동

이 일어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단, 중

국 양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원을 받는

다고 해도 궈메이가 쑤닝을 따라잡을 수 있

을 지는 의문스럽다는 게 업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이민희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쑤저우 LCD공장 매각 정부 승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

터 쑤저우에 있는 액정표시장치(LCD) 생산

라인 매각을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산

업부에 따르면 전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중국 쑤저

우 LCD 공장 매각' 안건을 심의해 승인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는 지난해 8월 중

국 TCL 자회사인 CSOT에게 쑤저우 LCD 생

산라인 지분 전량을 약 1조 2000억원에 매

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라인에 적용

된 '8.5세대 LCD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

정돼 있어 매각을 위해 정부 승인 절차를 밟

아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

존 LCD 사업을 접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QD디스플레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번 정부 승인에 따라 QD 전환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언론들은 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 승인이 나더라도 당장 공장에서 철수

하는 것은 아니고 남은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까지 당분간 공장 가동을 지속할 예정”이

라고 전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QD 전환 작업 가속화 전망  

궈메이, 징동·핀둬둬와 전략적 제휴

황광위 회장 복귀에 가전업계 변동 주목

틱톡, 미국 사업 
매각 대신 IPO?

미국 트럼프 정부 당시 주요 제재 대

상이었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

Tok)의 모기업 바이트 댄스가 미국에서 

상장을 준비 한다는 소식이다. 

17일 Techweb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현재 틱톡의 뉴욕 증시 상

장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아직 

시작 단계 논의만 진행 중이지만 바이트

댄스의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적극 찬성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정작 바이

트댄스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

는 답변만 내 놓고 더 이상 구체적인 상

황에 대한 설명은 피했다. 

사실 지난 해 바이트댄스는 산하 사업

부 중 주요 사업만 홍콩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온 바 있다. 주요 사

업은 틱톡, 진르터우타오(今日头条), 시과

영상(西瓜视频) 등이었다. 바이트 댄스의 

주력 사업만 상장할 경우 시장에서 더 높

은 가치로 평가 받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

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바이트 댄스는 

침묵으로 일관했었다. 

한편 이번 상장은 바이트댄스가 미국 오

라클과 진행하려던 틱톡 지분 매각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 당

시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제재로 인해 바

이트 댄스가 틱톡의 지분 80%, 나머지는 

오라클과 월마트가 20%를 나눠 가지는 방

식으로 매각하려 했으나 바이든 정부가 출

범하면서 전면 재 검토 중인 상태다. 

이민정 기자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 美상장 

준비 소식

바이트댄스 “사실 아냐” 상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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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로컬학교 2월 22일 개학 확정

춘절 연휴가 끝나면서 중국 각 지역

에서 잇달아 개학일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베이징, 상하이, 광동, 헤이롱장 등

을 비롯한 각 지역들이 개학일을 확정

했다고 18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이 

보도했다. 

그 가운데서 상하이와 광동성, 장쑤

성, 톈진시는 2월 22일 개학을 확정한 

상태이다. 헤이롱장성은 초등학교, 중

학교, 대학교의 개학일을 3월 3일~15일 

사이로 정하고 각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개학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징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겨울방학이 2월 28일 끝나 3월 1일 개

학할 예정이다. 3월 1일부터 시작된 봄

학기는 7월 14일에 끝나게 된다.  베이징

대의 경우 개학일을 3월 8일로 미뤘고 

베이징교통대는 3월 1일부터 온라인 수

업을 시작한 후 22일부터 오프라인 수

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베이징사

범대학 등도 온라인 수업을 시작 후 3

월 중순부터 오프라인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개학일이 발표된 각 지역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남부에 위치한 지역들

은 2월 중순~말, 북부 지역들은 3월 초

~중순을 개학일로 잡고 있다.  

이미연 기자 

상하이 新에너지차 정책 혜택 2년 연장

상하이정부가 신에너지차의 보급 확

대를 위해 적용해오던 정책혜택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신에너지차의 구매를 

격려하기 위해 상하이번호판(전기차 전

용) 무료 발급, 보조금 혜택을 주던 정

책이 지난해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하이 정부는 해당 정책의 유효

기간을 2개월 연장시키고 후속 정책 논

의를 해왔다. 그러다 이달 10일 정부 사

이트를 통해 해당 정책(上海市鼓励购

买和使用新能源汽车实施办法)을 오는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

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에너지차 정책에 따르면 구매자 한

명 당 신에너지차량 번호판 1개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상하이 신에너지 자동차 번호판이 있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즉 신청자격여건을 갖춘 개인 또

는 회사의 신에너지 자동차 번호판 쿼

터는 1개이다.  

또 충전기 설치는 전기차에는 필수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

리드카에는 필수조건으로 반드시 충족

하도록 하고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充电式混动车)를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충전기를 설치해야만 자동차 번

호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23년 

1월1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상하이가 더 이상 무료 번호판(전

기차 전용)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정

한 부분이다. 

즉 상하이 전기차 전용 번호판을 부

착하고 싶고, 순수 전기차보다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카에 더 끌린다면 2022년 

이전에 자동차 구매 및 번호판 부착을 

해야 차질이 없게 된다는 뜻이다.      

한편, 상하이에서 신에너지차의 자동

차번호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

격여건을 갖춰야 한다.  

 내국인의 경우 상하이 거주증 포인

트(积分)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자

동차 구매시점으로부터 과거 6개월 동

안 상하이에서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기

록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기록이 있어

야 한다. 또는 상하이 거주증 소지자로, 

과거 24개월동안 상하이에서 사회보험

금을 납부했거나 12개월동안 개인소득

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신에너지차 번호

판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유효 여권 및 자동차 

구매시점으로부터 과거 6개월 동안 상

하이에서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기록 또

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신에너

지차 구입 및 번호판 신청이 가능하다. 

이 뿐 아니다. 상하이에서 신에너지차 번

호판을 신청하려면 신용 상태가 좋아야 

한다. 세금 체납,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록, 

음주운전 기록, 재산분쟁 등 민사사건 관

련, 불법 고객운송 기록 등이 있을 경우 

신청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신에너지차 구입 시 정부가 지

급하는 보조금 정책도 2022년 12월 31

일까지 연장된다.  

윤가영 기자

中 각 지역 개학일 잇달아 발표

6개월 연속 개인소득세 납부한 외국인도 구매 가능

음주운전, 세금체납 경우 자격 박탈

中 춘절 연휴 11일간 
본토 확진 단 1명

정부의 강력한 이동 자제 권고 효력 발휘 

전국 고위험 지역 ‘0’

18일 자정 기준, 중국 전국 고위험 지역이 다시 ‘0’으

로 됐다. 춘절 연휴 대이동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를 

뒤엎고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본토 확진 환자

는 단 1명만 보고됐다. 

18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에 따르

면, 지난 17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

진 환자는 총 11명으로 전원 해외에서 유입됐다. 

중국 본토 코로나 확진 환자는 지난 13일 7일 연속 

‘0’명을 기록하다 14일 허베이(河北)에서 1명의 확진자

가 발생한 뒤 다시 3일째 0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춘절 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강력한 이동 자제 

권고가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 

현지 언론은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근무지에서 연휴

를 보낸 이들에게 ‘본토 코로나19 확진 0’으로 회귀하

는 데 공헌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 밖에 연휴 기간 방역당국의 전수조사를 비롯한 

코로나 진단 검사건수가 감소한 영향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감염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전국 중∙고위험 지

역은 급격히 줄었다. 18일 0시 기준, 중국 내 중등위험 

지역은 4곳, 고위험 지역은 없다.  

현재 중등 위험 지역은 허베이 스자좡시 가오청구   

(藁城区), 지린 통화시 동창구(东昌区) 일부 지역, 헤이

롱장 쑤이화시 왕쿠이현(望奎县), 상하이 푸동신구 가

오동전(高东镇) 신가오위안(新高苑) 1기 등 4곳이다. 

한편, 이날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상하이 4명, 광동 3명, 쓰촨 2명, 헤이롱장 1명, 후베

이 1명이다. 상하이의 경우, 각각 아랍에미리트, 에티오

피아에서 입국한 중국인 2명과 프랑스인, 일본인 1명

이 입국 후 입국 후 집중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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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400만명 극장으로, 

中 영화역사상 최고 기록

中 춘절 소비 140조원, 코로나도 막지 못한 씀씀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춘절 소비가 위

축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중국 전역의 

소매 및 요식업 소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국CCTV, 인민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춘

절 연휴기간 중국의 주요 소매업체와 요식

업체의 매출은 8210억 위안(140조 8015억 

원)을 기록했다. 

온오프라인 모두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

다. 춘절을 맞아 선물세트, 가전제품, 헬스

기구 등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또 보석 장신구, 의류신발, 화장품 등의 매

출은 100% 넘게 껑충 뛰었으며 생화, 화분, 

금 장신구 등의 판매량도 대폭 증가했다.

중국황금 베이징지점 관계자는 "인구 유

동량이 지난해보다 2배는 증가한 것 같다"

면서 “특히 소띠 해 관련 상품을 찾는 사람

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올해 춘절 소비는 또 양에서 질적인 성장

을 보여줬다. 주민들의 소비품목은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해졌다. 춘절기간 자동차 관

련 제품, 고급 일용품, 동물관련 제품 등의 매

출이 배로 증가했고 가전제품, 디지털제품, 

통신기자재, 휴대폰, 컴퓨터 등의 수리 및 신

규 구입 주문량도 30%가량 증가했다. 

제품 소비뿐만 아니라 서비스 소비도 크

게 늘었다. 춘절기간 서비스 관련 소비가 폭

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며 요식업, 문화오락, 

호텔 등 업종이 빠른 회복을 보였다. 100만

여 업체들이 춘절기간에도 외식 배달을 지

속하면서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에 비해 무려 135%나 증가했다. 녠예판(年夜

饭, 섣달 그믐날 저녁 온 식구가 모여서 함께 

먹는 음식) 관련 상품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9% 증가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역 간 이동자제 권고가 내려

지면서 춘절기간 각 지방마다 '주거지 내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기도 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호텔에서 춘절 연

휴를 보내거나 친인척이 함께 민박집을 찾

아 춘절 연휴를 보내는 등 새로운 풍속이 

나타났다. 또 주거지역에 남아 춘절 연휴

를 보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영화관, 클

라우드 경기, 클라우드 여행, 클라우드 꽃

시장 등 온라인 문화활동들도 급증, 주민

들의 연휴생활을 풍부하게 했다. 

한편, 2월 11일~16일 인롄(银联)의 온라

인 거래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늘어난 1조 1800억위안으로 사상 최

고 기록을 갱신했다. 

윤가영 기자

춘절 연휴기간 중국 10개 주요 도시들에

서 1416채의 주택거래가 이뤄져 지난해 동

기대비 2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자오팡(诸葛找房)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춘절 기간 많은 도시의 주택거래

량은 모두 '0'였으나 올해는 전혀 다른 모

습이었다고 19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

新闻)이 보도했다.  

선전의 경우 춘절 연휴 동안 하루 평균 

35채의 주택거래가 이뤄졌는가 하면 2~3

선 도시의 일 평균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다.  

중위안부동산(中原地产) 당다웨이(张大

伟) 애널리스트는 “베이징의 대부분 분양

사무소에도 평일 주말과 다름없는 인파들

이 몰렸다”면서 “춘절 연휴기간에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이처럼 많아 보기는 처

음”이라고 말했다. 신규 분양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중고주택 시장의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었다. 

베이커연구원(贝壳研究院)이 발표한 자

료에 따르면, 과거 주요 도시들의 춘절 기간 

중고주택 거래량은 대부분 '0'에 가까웠지만 

올해 춘절기간(2월 11~17일)에는 18개 주요 

도시의 주택 거래가 대부분 지난해 같은 기

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도시 중 절반가량 도시에서 롄자   

(链家)를 통한 아파트 거래가 5채 이상이

었고 롄자 어플을 통한 중고주택 검색량도 

동기대비 2.5배나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지역간 이동자제 권고

가 내려지면서 주택거래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베이커연구원 쉬샤오러(许小乐) 애널리

스트는 “올해 춘절기간 부동산거래가 활

발해진 이유는 지역간 이동자제, 주요 도

시 부동산 구매 수요 확대, 시장 기대치 상

승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춘

절기간 주요 도시의 중고주택 경기지수는 

41을 기록, 이는 지난해의 29, 그 전해의 35

에 비해서 훨씬 높다.  

한편, 쉬 애널리스트는 각 지방의 부동

산 과열 억제 정책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소

비자들의 시장에 대한 전망치도 낮아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가영 기자

춘절 中 영화관 
박스오피스 1조원 돌파

올해 춘절 고향에 가지 못하고 타지에서 명

절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서 일까? 춘절 연휴 

기간 내내 영화관이 북적였다. 18일 펑파이신

문(澎湃新闻)에 따르면 2월 18일 0시를 기준

으로 춘절 영화관 박스 오피스는 80억 달러

를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기록을 현

저히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단일 시장 박스오

피스, 단일 시장 주말 박스 오피스 등의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음력 정월 초하루였던 2월 12일 하루

에만 전국적으로 3400만 여 명이 영화관으로 

몰렸다. 이날 하루 박스오피스는 17억 위안(1

조원)을 돌파하며 중국 영화 역사상 하루 동

원 인원 최고를 기록했다.

2021년이 시작되면서 중국 영화시장의 회

복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사실이었다. 1월 

1일에만 전국 박스 오피스가 12억 9900만 위

안으로 2018년에 달성한 12억 7100만 위안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뒤 

또 다시 기록을 경신하면서 지난해 코로나19

로 집콕하면서 억눌려 있던 중국인들의 ‘영

화 사랑’이 폭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

는 중국 영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것도 원

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올해 춘절은 전국 36개 대도시에서 

명절을 보내는 ‘타지인’들이 유독 많은 한 해

였다. 해당 인원수가 지난해보다 4800여 만 

명 늘었다. 반대로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

역 조치로 인해 영화관 객석수의 75%만 티켓

을 판매했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하는 현상이 빈번히 일

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기자

춘절 연휴 주택 거래 200% 늘었다
10개 주요 도시 1416채 거래, 동기대비 224.8% ↑

온라인 외식배달 매출 135%↑，‘주거지 내 여행’ 새로운 여행트렌드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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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춘절 9840만 명 이동… 전년比 35% ‘뚝’

올해 춘절 연휴에 7일간 누적 9841만 명

이 중국 전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간간신문망(看看新闻网)에 따르면, 춘

절 연휴 시작일인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전국 철도, 도로, 수로, 항공 등을 통한 인구 

이동은 9841만 6000명으로 지난 2019년보

다 76.8%, 지난해보다 34.8% 감소했다.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전국 고속도로는 

막바지 귀경길에 오른 차량들로 심한 정체

를 보이면서 당일 인구 이동만 2042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길안내 플랫폼인 가오더디투(高德地

图) 빅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이

용객 10명 중 8명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현지 나들이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중국 공항, 기차역으로 향한 이동객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감소했다. 정월 초

하루 당일인 12일부터 15일까지 외출한 이

용객은 전년도 동기 대비 162% 증가했으나 

1인당 평균 이동 거리는 30%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자차 이용객 

비중은 지난 2019년(29%), 2020년(31%)보

다 줄어든 20%에 그쳤다. 

귀성길에 오르지 못한 이들의 새해 인사

는 모바일 홍바오(红包, 세뱃돈)로 대체됐다. 

알리페이(支付宝) 디지털 라이프 플랫폼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춘절 연휴 ‘홍

바오’ 관련 검색량은 무려 53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홍바오로 새해 인사를 한 이용

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270% 증가했다. 이

중 60세 이상 중∙장년층의 홍바오 발송은 

210% 증가했고 수령은 430% 가까이 급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서 배달량도 급증했다. 중국 음식 배달 플랫

폼 어러머(饿了么) 데이터에 따르면, 연휴 기

간 훠궈(火锅), 나이차(奶茶, 밀크티) 주문 건

수는 전년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

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녠예판(年夜饭, 섣

달 그믐날 저녁 온 식구가 모여서 함께 먹는 

음식) 반가공품의 배달량은 전년도 동기 대

비 4배 폭증했다. 이 밖에 1인분 배달 주문

도 2배 급증했다. 1인분 배달은 주로 1선, 2

선 도시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음식 별로 보면, 정월 초하루부터 훠

궈 주문량이 두 배로 늘었다. 이 밖에 뤄스펀

(螺蛳粉, 우렁쌀국수), 샐러드, 나이차 주문 

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4배, 4배,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오프라인 요식업계도 방긋 웃

었다. 연휴 기간 전국 주요 유통∙요식업체 매

출은 약 8210억 위안(140조 9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2019년보다 

4.9% 늘었다. 

이민희 기자

춘절 하이난면세점 15억元 매출‘대박’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힌 올해 춘

절 연휴 하이난 면세점이 15억 위안(2577억 

4500만원)이라는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 18

일 하이난일보(海南日报)는 하이난성 상무

청이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이번 춘절 연

휴 7일간 하이난 면세점 매출액이 15억 위

안을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엔 2019년의 2배 수준으로 지난해 

국경절 매출인 10억 4000만 위안보다 더 높

은 수준이다. 

올해 연휴 기간 하이난 내 9개 면세점은 

각종 할인 행사, 쿠폰 지급 등으로 관광객의 

소비를 이끌었다. 이에 연휴 첫날인 11일부

터 14일까지 4일 만에 매출 7억 위안(1203억 

3000만원)을 돌파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7일간 연휴 기간 동안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여행객은 2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여행객은 하이난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집으로 배송해 주는 택배 서

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부터 

16일까지 중국우정(中国邮政)이 보낸 면세

품은 총 106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하이난 오프라인 유통 소비도 

활발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11일부터 17일

까지 하이난 까르푸, 다룬파(大润发), 화룬

완자(华润万家) 등 9개 대형 슈퍼마켓 매출

액은 총 1억 1000만 위안(190억원)으로 전

년도 동기 대비 86.13% 급증한 것으로 나

타났다. 

유재희 기자 

연휴 기간 훠궈 배달 2배 급증, 오프라인 식당 매출 28% 증가 

대형마트 매출 급증 전년比 86% ↑

춘절 택배 6억 건 돌파
전년比 260%↑

새해 인사는 모바일 ‘홍바오’로

올해 춘절 기간 동안 처리한 택배량

이 6억 6000만 건에 달하며 지난해보

다 크게 증가했다. 18일 국가우정국(国

家邮政局)은 올해 춘절 기간 동안 현지

에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면서 

택배 수요가 크게 급증했다고 발표했

다. 이런 수요 때문에 올해 춘절에도 국

가 우정국은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 업

무를 이어갔다. 

국가우정국 택배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2월 11일~17일까지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누적된 택배 처

리량은 6억 600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했다. 

공급측(기업)은 비축 능력이 늘었고, 

수요측(소비자)은 ‘집콕’으로 인해 구매 

수요가 왕성한 것이 올해 춘절 택배량 

증가를 부추겼다. 대부분의 사이트에

서 구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3배, 택배 

배송량은 3~4 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전국민이 안심하고 현지에서 명절을 보

낼 수 있도록 우정국(우체국)외에도 순

펑, 징동, 중통, 윈다, 더방, 쑤닝 등의 기

업들도 춘절 연휴 기간 내내 정상적으

로 물품 공급 업무에 참여했다. 

온라인 쇼핑몰 관련 택배가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했고 대형 택배가 많아

졌다. 주요 대도시에서의 택배 수요가 

더욱 왕성해지는 등 예년과는 조금 다

른 모습이었다. 올해 춘절 기간 동안의 

택배는 대부분 식품, 농산물과 친지 간

의 명절 선물 등이 많았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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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기자 인터뷰

노지우(SAS 12)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의공학과

(Biomedical Engineering) 진학 예정

1-5 한국 소재 학교

6-7 BISS Puxi

8-12 SAS Pudong

의공학은 구체적으로 어떤 학문이

며, 이 진로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의공학은 의학과 공학이 융합된 

응용 분야이다. 환자들이 가진 질

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고 공학 기

술을 이용해 의료기기나 생체기관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처음에

는 생명과학과 화학에 관심이 많

아 국내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했

지만, 미국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미국에는 학사 과정에 의

과대학이 없어서 진로를 고민하

던 중, 다양한 질병을 연구하며 효

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 의공학

자라는 직업에 크게 매력을 느끼

게 됐다. 연구와 발표 등 다른 이들

과 의견을 나누며 공부하는 학문

의 특징도 나의 성격과 잘 맞았고, 

그 후 학교에서 줄기세포와 뉴런 

등을 배우게 되면서 줄기세포공학

과 뇌공학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됐다. 특히 존스 홉킨스 의공학과

는 존스 홉킨스 병원과 직접적으

로 연결돼 수준 높은 연구를 할 수 

있기에 진학을 결심했다.

나만의 공부법? 

공부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시험을 앞두었을 때면 같은 반 친

구들과 모여 각자 공부한 범위를 

서로 가르쳐주며 공부하고, 같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며 모르

는 부분을 학습했다. 학교에서 얻

을 수 있는 다른 자원도 적극 활

용했다. 수업 시간 외에도 선생님

께 찾아가 질문을 하고, 학교 수업

에 관한 논문이나 신문 등을 보며 

대화했다. 또한, 관심 있는 분야에 

동아리를 개설하고 임원직을 맡으

며 같은 학문에 관심이 있는 친구

들과 지식을 공유했다. 

특별한 공부 비법은 아니지만, 

늘 계획하는 습관을 들여 공부했

다. 그 전날 저녁에 하루 일과를 짜 

놓으면 다음 날 해야 하는 일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하루를 더 효과적

으로 보낼 수 있었다. 바쁜 날에는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해야 할 

일을 정했던 기억이 난다. 하루 일

과를 하나씩 실천할 때마다 느끼

는 성취감이 공부의 원동력이 됐다.

고등학교 시절 중 가장 힘들었던 순

간과 극복 방법은? 

11학년 2학기와 12학년 1학기에 

접어드는 여름방학이 가장 힘들었

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학교에 가지 

못했는데, 학교 공부(IB)를 하면서 

미국 대학 입시 준비와 SAT, SAT 

Subject Test 등 공인시험 공부를 

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동

시에 다양한 동아리와 봉사활동도 

해야 해서 가장 지쳤던 시기였다. 

힘들 때일수록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

다. 입시 준비는 학교 카운슬러와 

주변 선생님들께 궁금한 것이 있

으면 여쭤보고,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했다. SAT 같은 공인시험은 연습

이 중요한데, SAT는 한 세트를 푸

는데 4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연습하기가 굉장히 힘

들다. 그래서 학원에서 주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며 공부했다. 혼자 

공부할 땐 궁금증을 해소하기 힘든

데, 학원에 다니면서 선생님께 마

음껏 여쭤볼 수 있어 도움이 됐다. 

또한, 친구들과 서로 고민을 나누

며 스트레스를 극복했다. 

학교생활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

던 활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했던 다양한 

동아리와 봉사활동이 가장 보람됐

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동아리 활

동 중 하나는 ISEF 대회에 참여하

기 위해 했던 환경공학 연구 활동

이었다.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논문을 정독

하고 실험을 끊임없이 하며 교과

서로 접해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였다. 연구를 처음 해보았기 때문

에 물론 어려움도 많았다. 실패를 

반복하며 지칠 때도 있었지만, 끝

내 얻어낸 성과는 연구의 재미와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결론적으

로 의공학 진학을 결심하게 해준 

활동 중 하나였다. 

작년 코로나바이러스로 마스크

와 보호복이 부족한 시카고에 위

치한 요양원 다섯 곳에 기부 한 

Teach4Covid라는 봉사활동도 의

미 있었다. 시카고 대학의 의과대

학에 진학 중인 선배와 함께 시작

한 활동이었다. 4명의 다른 친구들

과 학업에 뒤처지는 학생들을 가

르쳐주며 모금을 했다. 여름방학

에 남는 시간을 쪼개서 과외를 하

느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

만, 결과적으로 약 6000달러(한화 

약 660만 원)로 2500개의 마스크

를 기부했다. 하나의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활동이어서 

특히 기억에 남는다. 

상하이저널 학생기자 활동을 하며 

도움이 됐던 점은? 

상하이저널 학생기자 활동을 하

며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가 생겼다. 첫 기사를 IB 과정의 

변화에 관해 작성했는데, 여러 곳

에서 기사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다. 그만

큼 영향력이 있는 신문사에서 정

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매달 기

사를 작성하며 두려움보다는 재미

가 커졌고,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

이 생겼다. 또한, 학생기자로 활동

하며 관심 분야를 보다 자세히 조

사하고 탐구할 수 있어 진로 결정

에도 도움이 됐다. 상하이저널 학

생기자 활동은 잊지 못할 추억으

로 남을 것 같다. 

의공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아직 의공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입장에서 말하자니 조심

스럽다. 입시를 해본 입장에서 말

하자면, 의공학은 수학과 기초과학 

등과 직결된 광범위한 학문이기에 

고등학교 때 이과 과목에 관한 동

아리,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대학마다 의

공학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

야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

하고 자신에게 더 적합한 대학(학

과)에 진학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학생기자 박민채(상해한국학교 10)

“공부는 경쟁 아닌 협력… 질문, 대화, 지식공유”

16기
박현우(진후이고/12년) 고려대 사학과

박채원(진후이고/12년) 푸단대 영문학과

17기
나인열(상해중학/12년)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박우주(상해중학/3년) WBB(World Bachelors of Business)

18기

김예진(상해한국학교/3년) 이화여대 영어교육과

이준(상해중학/12년) 칭화대 인문사회과학부

전채연(YCIS/3년)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19기

노지우(SAS/3년) 존스홉킨스대 의공학과

마찬혁(상해한국학교/3년) 고려대 행정학과

박성언(SAS/3년) 홍콩과기대 경영학부

조현서(상해한국학교/12년) 연세대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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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기술, 적정기술
적정 기술이란 그 기술이 사용되는 공동체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

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

들어진 기술로, 인간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적은 자본, 비교적 간단한 

기술을 활용해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

는 소규모 생산 활동을 지향하는 기술이다. 이

런 적정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에는 어떤 것이 있

는지 알아보자.

큐드럼(Q-Drum)

우리가 세면

대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물

을 몇몇 아프리

카 지역에서는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부실한 물동이

와 먼 거리 등 다양한 이유로 물의 절반이 집에 

오는 동안 사라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정

기술을 이용해 만든 것이 이동형 물통인 ‘큐드

럼’이다. 큐드럼은 도넛 모양의 드럼통으로 줄을 

연결해 쉽게 물통을 끌 수 있도록 되어있다. 큐

드럼은 어린아이도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대량

의 물을 쉽게 옮길 수 있고, 내구성이 좋아 매일 

울퉁불퉁한 길에 굴려도 10년은 거뜬히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필터가 탑재되어 동시에 깨끗

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적정기술의 대표 주자다.

라이프 스트로우(Life Straw)

다음으로 소

개할 적정기술 

제품은 ‘라이프 

스트로우’다. 라

이프 스트로우

는 깨끗한 물을 

구해 마시기 어려운 저개발 국가나 제3 국가 사

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흙탕물을 깨끗

하게 걸러주는 빨대로, 간단히 말해 휴대용 정

수 빨대라고 할 수 있다. 일반 빨대를 사용하듯 

라이프 스트로우에 입을 대고 흙탕물 속에 그

대로 갖다 대 빨아들이면 정수된 맑은 물을 마

실 수 있다. 식수난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있

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그야말로 생명수와 같

은 물을 얻을 수 있다. 

사탕수수 숯(Sugarcane charcoal)

일부 개발 도상국에

서는 전기와 같은 연료

가 부족하기 때문에 땔

감을 이용해 불을 지

핀다. 하지만 나무를 

이용한 땔감은 환경문

제를 야기하고,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연기가 건

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런 나무 땔감을 대체

해 나온 것이 ‘사탕수수 숯’이다. 사탕수수는 상

당 국가에서 재배하는데, 설탕을 추출하고 남은 

잔여물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대부분의 농업폐

기물은 사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사탕수수 

잔여물은 사료로도 쓰기 적합하지 않아 폐기되

는 대표적인 농업 쓰레기이다. 사탕수수 숯은 생

산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연기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건강부터 환경까지 고려한 적정기술이다.

바이슬아바도라(Bicilavadora)

흔히 세탁이 

되는 자전거라

고 불리는 ‘바

이슬아바도라’

는 전기가 들어

오지 않는 마을

에서 빨래하는 데에 들이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자전거를 에너지 동력원으로 쓴 것이다. 

자전거에 달린 기어를 이용해 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탁물의 양이 많아도 힘을 덜 

들이고 빨래를 할 수 있다. 바이슬아바도라는 

매일 사용해도 10년은 거뜬히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역시 한화로 약 15만 원 정도로 저

렴하여 저개발 국가에서는 꼭 필요한 제품이다.

학생기자 박민채(상해한국학교 10)

재활용 쓰레기의 변신 ‘업사이클링’

폐품이 예술품으로

환경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설

상가상으로, 코로나19 로 인한 배달음

식 주문의 폭증과 각종 택배 물품의 증

가로 인한 플라스틱 등의 일회용품 쓰

레기는 갈수록 지구환경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를 재활용한 

예술작품이다. 이제는 예술작품을 넘

어 일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집안 장

식품과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도 늘어

났다. 

업사이클링 제품, 친환경 소비 트렌드로 

이러한 성질을 지닌 제품을 업사이

클링 제품이라고 한다. 업사이클링은 

단순한 재활용 (리사이클링)의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과 기능을 재활용 쓰레기

에 추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이전의 제품과 다르게, 혹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다. 업사이클링은 외국에서 친환경적

인 소비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 한국

과 중국에서도 점차 업사이클링 제품

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업사이

클링 상품 구매는 돈을 낭비하는 소비

가 아닌 환경보호라는 가치에 참여하

는 소비로 인식되며 점차 관심이 증가

되고 있다. 

빨대로 만든 예술작품

대 표 적

인 업사이

클링 상품

의 재료로 

우리 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대를 예

로 들 수 있다. 비록, 음료를 판매하는 

일부 업체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플라

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대신 종이로 만

들어진 빨대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쌓인 플라스틱 빨대가 

발생시킨 환경오염은 여전히 심각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빨대

를 사용하여 인형 또는 예술작품을 만

들어 대중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다. 특

히, 버려진 빨대 약 16만 8000개를 사

용해 바다의 파도를 표현한 작품은 인

간의 무절제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바다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을 인식시키며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슬리퍼로 만든 가구

또한, 여

름철 해변

가에서 슬

리퍼, 샌들 

등의 고무 성질의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슬

리퍼의 바닥 부분을 겹겹이 쌓아 고정

시켜서 만드는 책상과 의자가 만들어

지기도 한다. 

가구로 변신한 마스크

또한, 코

로나19로 

인해 함부

로 버려지

는 마스크의 수가 증가되어 환경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유심

히 지켜본 일부 사람들이 마스크를 재

활용해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비록, 

일회용 마스크는 콧대 부분에 사용되

는 철사와 여러 가지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고 

환경오염에 큰 문제가 있지만, 일회용 

마스크를 분해해 여러 과정을 거쳐 의

자 같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가구로 만

드는 노력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학생기자 나준열(상해한국학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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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컬설팅

한중 M&A 기회와 트렌드: 투자 열풍 지속 ②

중국 제4차 산업 및 관련 투자

제4차 산업혁명은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

터넷(IoT), 산업인터넷(IIoT), 5G, 3D프린팅 

및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기술혁명을 의미

한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등 전략을 통

하여 ‘세계의 스마트 팩토리’로 변모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0년대 초반부터 높은 비중의 R&D 투자 

및 세부 정책을 통하여 중국의 기술 발전과 

4차 혁명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4차 

산업인 핀테크, 로봇,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

물인터넷, 5G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빠른 발

전을 이루고 있다.

2019년 9월 PwC가 발표한 “China Herd’s 

of Unicorns”에 따르면 중국은 베이징, 상하

이, 선전 등에 200여 개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업체)을 보유하고 

있다. 유니콘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

드 컴퓨팅, 전기차 등 제4차 산업 분야에 주

로 주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니콘으로는 

기업가치 170조 원 이상의 엔트 파이낸스

(蚂蚁金融, 핀테크), 95조원의 바이트댄스

(字节跳动, 인공지능 및 콘텐츠), 70조원의 

디디추싱(滴滴出行, 승차공유 플랫폼), 33조

원의 콰이쇼우(快手, 쇼트클립 플랫폼), 32

조원의 차이냐오(菜鸟, 빅데이터 기반 물류) 

등이 있다.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발전과 외국 자본

에 대한 의존도 감소 목적으로 2019년 7월 

22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개설돼 유니콘들

의 Exit을 용이하게 됐다. 커촹반(科创板)

은 다른 시장과 달리 등록제이며 적자 기

업 및 차등 의결권을 가진 기업도 상장 가

능하며 (대주주 지배권 강화) 현재 200여개

의 차세대 IT(AI, Big data, IT 보안 등), 바이

오/메디컬, 첨단장비, 신소재 업체 등이 상

장돼 있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제 4

차 산업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과의 크로스보더 거래에 참

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최근 다양한 한

국 업체들이 중국 데이터 센터 및 IT 업체들

에 투자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다양

한 한국 및 중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의 

IPO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 진출을 위한 사업 전략

<다양한 사업 전략>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다양

한 사업 전략의 일환으로 그린필드 투자, 합

작법인 설립, 공동 R&D, M&A, 일대일로 관

련 지역 투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Greenfield: 한국 기업이 외상 투자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100% 해외 자회사를 설립

하는 방식

•JV: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현지 JV를 설

립해 같이 운영하는 방식

•R&D: 한국 기술형 기업이 중국에서 연구개

발기구를 설립하여 중국 현지 기업, 대학   

(원) 및 연구소와 

•공동 기술 개발하는 방식

•M&A: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해외 기업의 

일부 혹은 전체 지분을 크로스보더로 인

수하거나 중국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

•Startup Hub: 한국/중국 창업기업 투자 및 

공동개발 허브 구축

•Special Zone: 문화관광 특구 건설

•One Road One Belt: 일대일로 공동 투자

<코로나19 대응 전략>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PwC는 디지

털 가속화, 민첩한 의사결정 실현, 현금흐름 

관리 강화, 전후방 기업의 협업, 리더십 등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위기를 기회로, 디지털화 가속화

•변화로 변화 대응, 민첩한 의사결정 실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현금흐름 관리 강

화

•전방 리딩 기업과 후방 기업과의 협업

•리더들의 확신있는 태도 견지

COVID-19 위기 후 등장하는 M&A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 중국 내 사업 확장을 고

려해볼 수 있다.

•과거 SARS 등의 위기 시 M&A 50% 증가, 

SOE 구조조정 및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등 기회 발생

•위기 종식 후 6개월 내 우위 투자처를 선점

해 전략적으로 기회를 활용해 중국 내 사

업 확장 가능

<투자 결정시 고려요인>

한국 기업은 장기적 관점, 성장 가능성, 지

역적 기회, 사업적 측면 및 규제 등을 고려해 

투자(Invest), 최적화(Optimize) 또는 Exit

에 대한 의사결정의 필요가 있다.

<중국 진출 기업이 고려할 점>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중국 사

업의 성공적인 진입 및 안착을 위해 하기 항

목들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민첩한 디지털 혁신

•Win-Win 전략

•글로벌 마인드셋 + 현지화

•M&A, JV 등의 유연한 딜 스트럭처링

•중국 대기업/ 펀드와의 파트너쉽 & 창업기

업 협업/투자

한중 비즈니스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

화하고 중국 내 투자지역 개방과 제4차 산

업 개발은 한국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

공할 것이며 한국과 중국 사이에 사업 거

래와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국 기업들이 적절한 시장 진출 전략을 택함

으로 중국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

을 기대한다.

Invest

•해당 시장이 성장 기회 및 운영 문제 관리 가
능시 투자 확대

•쟁점: 규제/라이센싱 접근 방식
•예시) 장기적 관점 추가 투자 집행

Optimize 

•성숙 시장의 성장 둔화에 따른 시장 내 최적
화 수행

•쟁점: 사업적/규제적 이슈에 적시 대응 필요
•예시) 현지 Supply Chain 구축 등 현지화 심화

Exit

•중국 기업들이 지배적인 시장의 MNC 등 일부
의 경우 사업을 지속했을 때의 효용 대비 어려
움이 높아 Exit을 고려할 수 있음.

•예시) 제조시설 타 국가 또는 본국 이전

Invest, 
Optimize, 
Exit 결정시 
고려 요인

•중국 시장의 잠재력
•경쟁력/차별화
•규제/지리적 환경
•JV/유통망/공급상 확보
•IP, 기술이전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및 
기타 리스크

•인사, 조직, 인재, Governance 및 문화 차이 
등 해결

한승희(Jennifer Han)

Partner, PwC China/HK, Deal & Consulting Advisory

한승희 님은 한국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PwC China/HK Deal & Consulting Advisory 팀의 Partner

로 한중 크로스보더 딜 M&A 자문 및 컨설팅팀 리더 및 한중 창업 액셀러레이터 리더를 역임하며 500여건의 M&A자

문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한국 및 중국 창업자들을 지원하면서 중국 내 다양한 현장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다수의 강연을 하고 있다. 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CEIBS)에서 MBA를 취득했다. 

jennifer.s.han@cn.pwc.com

PwC China/HK

PwC China/HK는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PwC의 중국 법인으로서 중국 최대의 리딩 전문 지식 서비스 업체이며 홍콩, 마카오, 타이완

을 포함한 31개 도시에 딜 및 컨설팅 전문가 2,000여명을 포함하여 전체 직원 20,000명을 보유하고 있다. PwC China/HK는 2020년 Best 

M&A Management Award 및 Best M&A Financial Service Award를 수상한 중국 내 1위 글로벌 M&A자문사이다. 특히 PwC China/HK 내 

Advisory 팀 중 한-중 간 인수합병 혹은 사업전략 컨설팅에 특화된 전문팀을 통해 다양한 한국 대기업 및 계열사들에게 매수·매도 자문, 중

국 시장 관련 컨설팅 및 회사 구조조정 컨설팅 등 다수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오피니언  212021년 2월 20일 토요일

춘절 단상
긴 춘절 연휴가 끝났다. 아파트 곳곳, 

거리, 상점들, 어디서나 유난히 많이 마

주쳤던 붉은 색 장식들, 연휴는 끝났지

만 붉은 향연의 강렬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랜만에 상하이에서 춘절을 지

낸 내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

면 귀향이나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상하

이에서 휴일을 보낼 주민에 대한 당국의 

배려 덕분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중국사람들은 왜 붉은 색을 좋아하는

가? 바이두 검색에 의하면 옛 중국사람

들은 태양, 불 그리고 피를 숭배했다고 

한다. 태양은 만물 생장의 원천이며 불

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피는 바로 생명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이 세가지가 붉은 색 

이었으므로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

은 곧 붉은 색에 대한 숭배로 옮겨 갔다

는 것이다.

또 홍화紅花, 주사朱砂, 적철赤鐵, 천

초茜草 등 붉은 색 염료를 만드는 재료

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겠다. 아무튼 붉은 색에 대한 숭배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응용되고 강화되면서 

吉祥, 喜慶, 熱烈, 奔放, 激情, 革命 등의 

보편적 의미를 갖고 널리 쓰이게 된 것

이 아닐까 한다.

심리학자 에바 헬러(Eva Heller)는 이

렇게 말했다. 

“색과 감정과의 관계는 우연이나 개인

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일생을 통해 

쌓아가는 일반적인 경험, 어린 시절부터 

언어와 사고에 깊이 뿌리 내린 경험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색과 감정과의 관계

는 심리학적인 상징과 역사적인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화가 다르면 생활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상징은 문화에 종속된다.” 

사막에서 녹색빛 자연은 엄청난 의

미를 갖는다. 이는 물질적, 정신적 풍요

를 뜻한다. 마호메트가 녹색을 가장 좋

아하는 색으로 정한 것도, 녹색이 이슬

람의 색이 된 것도, 모든 아랍 연맹 회원

국의 국기에 녹색을 사용한 것도 우연

이 아니었다.

나폴레옹은 녹색을 좋아해서 유배지

인 세인트헬레나 섬을 온통 녹색으로 

꾸몄다고 한다. 당시에는 구리를 비소에 

용해시켜야만 짙은 녹색을 얻을 수 있었

다고 하는데 나폴레옹은 결국 만성적인 

비소 중독에 의해 사망했다. 

“戴綠帽子”라는 속담이 있다. 직역하

자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다”라는 뜻

이다. 그런데 왜 녹색인가? 녹색은 노랑

과 파랑을 혼합하면 나오는 중간색이다. 

옛 중국사람들은 正色(일차색)은 고귀

하나 중간색은 저급하다고 여겼다. 그

래서 녹색은 비천하고 저급한 관리들의 

모자나 의복의 색으로 쓰였다. ‘비천하

고 사회적으로 멸시 받는 하급관리 혹

은 직업’의 의미에서 점차 지금의 뜻으

로 전환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모든 녹색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비취를 최고의 장식석으로 꼽고 

놀랄 만큼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

는 것을 보면 말이다. 

나는 매년 설 귀향 때 붉은 봉투를 챙

겨간다. 12간지 중 그 해 동물 모양이나 

금색 福자가 큼직하게 찍힌 이 봉투들

은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우리 아이들

과 조카들 세배 돈을 주고, 경사스러운 

일로 봉투를 전할 때 요긴하게 쓰이고는 

한다. 때로는 받는 사람의 취향과는 상

관없이 붉은 봉투를 내밀면서 건강, 성

취, 행복을 비는 나의 마음이 더 잘 전해

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보면 나도 ‘색

에 대한 감정은 일반적인 경험의 산물’

이라는 에바 헬러 주장의 예외가 아님

이 분명하다.

하이디(everydaynew@hanmail.net)

허스토리 in 상하이

 고단한 삶을 자유롭게 하는“쿠션”
조신영 | 비전과리더십 | 2008.07.21

“쿠션(Cushion)”

얼마 전, 중고책방

에 들러 무심코 들여

다본 칸에서 첫 눈에 

확 들어온 이 두 글자

에 대한 호기심이, 별

다른 망설임 없이 내

가 이 책을 선택한 이

유이다. 또한 동화같은 가볍고 재밌는 이야

기가 담겨 있을 거란 기대도 가지게 하는 심

플한 표지도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그런 막

연한 기대는 책장을 한 장씩 넘기면서 깨어

지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묵직한 가르침을 

전해준 책 한 권이 타국생활에 조금씩 지치

기 시작한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왔다.

이 책은 물질계에 둘러싸여 숨막히는 삶

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한바로’의 모습을 통해 상처로 가득한 우리

들의 모습을 투영시켜 보여 준다. 그리고나

서 시원한 들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가

시덤불 같은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인공 ‘바로’는 3, 40대 직장인이라면 누

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답답하

고 꽉 막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

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아버지의 유언

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서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의붓형제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남긴 문제들을 풀어간

다. 마침내 모든 문제를 풀었을 때 그는 진정

으로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주고 싶었던 것

은 엄청난 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스토리만 보면 상당히 진부하고 뻔한 내

용이지만, 작가는 할아버지 회사의 역작인 

‘R쿠션‘이란 물질과 삶에서 깨달은 ‘마음 쿠

션’이란 보이지 않는 공간을 연결시켜 이야

기에 설득력과 재미를 더한다. 그리고 바로

에게 닥치는 여러가지 힘든 상황들과 결국 

유산을 받지 못하는 설정을 통해, 전달하고

자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

이 책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공간을 몸이 닿는 모든 부분에 

완충물질로 사용되는 ‘쿠션‘과 연결지어 이야

기하고 있다. 이런 완충적 공간을 마음속에 

넉넉히 가지고 있다면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와도 상처 입지 않고, 외부충격이 없을 때도 

온화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할아버지의 삶을 따라가면서 바로

가 깨달은 이런 사실들은 바로에게 자기 생

각과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고 그

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작가는 후기에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

는다면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폴 발레리의 말을 인용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지배당해 자극이 들어오는대로 반

응하며 게으름으로 가득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 한 문장은 정신을 번쩍 들

게 만드는 것이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 수 있었다.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유 의지로 각

자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반응을 한다. 보

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답답하고 수동적인 일상을 

능동적인 선택의 자유로 가득 찬 삶의 방

향으로 돌릴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고마운 

책이다.

박성연

책읽는 상하이 103

외국에 살다 보니 필요한 책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책벼룩시장방이 위챗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

고 2017년 9월부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화요일마다 책 소개 릴레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로, 문화의 소비자로만 사

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상해 교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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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석부동산 구인
상하이 26여년 역사의 한인 부동산 전문 기

업 ‘반석부동산’에서 부동산전문가를 꿈꾸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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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 , 남녀무관 

▶ 급여: 면접시 협의

▶ 근무지: 구베이 완커광장 

▶ 문의: 156-0166-2773

공지
제50회 상해한인 여성문화강좌
2021년 3월 4월 봄학기 여성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합

니다.모든 강좌는 대리신청 없이 본인 신청 선착순 마감

입니다. 수강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개강 시

까지 어머니회 문화센터가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소 변경이나 개강 연기, 환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회는 개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해한

인어머니회의 모든 강좌는‘선생님들의 재능 기부’로 진

행됩니다. 문화강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은‘전액 소외계

층에 기부’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설강좌

강좌명
요
일

시간
모집
인원

월수
강료

재료
비

장소
강
사

월요 장구 월
10:00
~12:00

12명
150
元

금수1기
문화센터

태극권 화
11:40

~12:40
20명

125
元

허촨루
문화센터

胡
有
俊

캘리그래픽 
초급

목
09:30
~10:50

16명
125
元

120
元

허촨루
문화센터

한
정
니

봄맞이 뜨개
질 수업

목
11:00

~12:20
18명

125
元

200
元

허촨루
문화센터

이
계
란

중국요리로 
배우는

중국어수업
목

13:30
~14:30

20명
125
元

10元
허촨루

문화센터

문
해
월

▶ 개강일시: 3월 2일(화)                                                            
▶ 신청자격: 상하이 거주 한인 여성 누구나                                                        
▶ 신청방법: 2월 14일(일) 오후 2시 이후 위챗 어머니회

단체방에서 접수
▶ 문의: 상해한인어머니회(131-6291-5680)
▶ WECHAT ID: caroline307 

제17대 상해·화동 한국IT기업 협의회 신년 세미나 
▶ 일시: 2월 25일(목) 14:00~17:00

          (공식행사 후 만찬 진행예정)
▶ 장소: 아티젠 해비타드 홍차오 상하이

      上海雅辰悦居酒店,闵行区虹莘路3999-5号
▶ 일정: 

14:00~15:00  제17대 IT 협의회 출범식 및 정기총회 

15:00~16:00  2021년 중국의 빅데이터 추세

                     (항주 알리바바 클라우드 전문가) 

16:00~17:00  2021년 한국경제의 현황 및 전망

                     (김형식 한국은행 상해소장)
▶ 문의: 

상해·화동 한국IT기업 협의회 사무국 

제17대 사무국장 박지영

TEL: 186-2136-3393, Wechat: jypark98

e-mail: jypark98@163.com

2021학년도 1학기 상해한국주말학교 온라인 수업 
등록 안내
1학기는 온라인 화상을 통한 실시간 대면 수업으로 진

행됩니다
▶ 등록 일시(위챗 등록 ID: zmhg56789)

2월 22일(월) ~ 2월 24일(수) 

(10시~16시/2월 24일(수)은 13시 마감)

* 현장접수 없이 위챗으로만 등록합니다.
▶ 학사일정

  1)개학일: 3월 6일(토)

  2)1학기: 3월 6일(토) ~ 2021년 6월 26일(토)
▶ 교과서 배부

  1)배부일: 3월 1일(월) 오전 10~11시

  2)장소: ①구베이 명도성 구락부 ②홍췐루 온아도르 정문

* 상해한국학교에서 수령하시는 분은 배부일 추후안내
▶ 문의전화: 186-1676-3479 (10시~16시)

상해포동 한국주말학교 2021-1학기 등록 안내
▶ 등록일: (재학생) 담임을 통한 비대면 등록 2월 20일 이전

              (신입생) 2월 20일 대면 등록   
▶ 등록장소: 포동지역 10시~11시 (우리은행 렌양점)

  포서지역 오후 4시~4시30분(명도성 클럽하우스)   

- 상담 후 위쳇, 계좌이체, 현금 입금 가능 -
▶ 등록대상: 2017년생 유치부 ~ 중3 과정

                 국제반 (다문화가정 자녀) 
▶ 준비물: 신입생 - 여권사본, 입학금, 등록비

              재학생 - 등록비
▶ 개학일: 3월 6일 (토)
▶ 수업 장소: 금사과학교 국제부     
▶ 차량안내:1호차(포동렌양지역), 2호차(포동 루자주

이), 3호차(포동 쟝장, 종신 지역), 4호차(복단대,비웬

루), 5호차(포서 금수강남, 구베이)

  -지역별 5인 이상 탑승시 차량 운행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cafe.daum.net/kspudong 참고
▶ 문의처: 135-0167-5323, 139-1614-1725

              130-521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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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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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한인탁구 동호회 소개 및 신규회원 모집
고수분, 초보분 모두 모두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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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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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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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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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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