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뉴스  52021년 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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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