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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방치된 한국문화원 사태 왜?
행정직원, 문화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문화원장, 직원의 근무태도 지적 징계 건의 

상하이 한국문화원 파행 운영이 

최근 한국언론을 타고 교민사회에 

전해졌다. 신문은 문화원장과 일부 

직원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불거

진 사태라고 전했다. 또한 1년이 넘

게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월급이 지

급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소

식을 접한 상하이 교민들은 코로나

19로 장기간 활동이 없던 문화원

의 파행적인 운영 내막이 궁금하다

는 반응이다. 또 최근 한중 누리꾼

들 사이에 한복과 김치 등 전통문

화 논란을 빚는 동안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려야 할 한국문화원이 집

안 싸움에 급급했다는 것에 분개하

는 교민들도 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내부 갈등

2019년 새로 부임한 김홍수 문화

원장과 한국인 팀장급 행정직원 2

명과의 갈등은 지난해 3월부터 불

거졌다. 해외문화홍보원(해문홍)은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화원 

행정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최초

로 신고한 날은 3월 10일이며, 문화

원장이 두 직원의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징계 건의를 요청한 날

은 10일 후인 3월 20일이라고 밝혔

다. 한국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반

대로, 문화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직원들이 먼저 신고하고, 문화원장

이 근무태도를 지적해 직원 해임을 

건의하며 맞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왜 1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나

문화원장과 직원의 내부 갈등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법한 결론을 

내면 되는 일이다. 문제는 사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채 1년이 넘

게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간 해문홍

은 문화원장이 징계를 건의한 행정

직원 2명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

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직원들의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는 것. 최근 

해문홍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결론

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문화원 사태가 1년째 명

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 가운데, 문

화원장은 지난 3월 22일부로 한국

으로 소환 통보를 받고 산업통상자

원부로 복귀했다. 

1년간 근무 않고 월급만 받았다?

장기간 끌어온 문화원 사태는 최

근 한국언론이 1년간 근무도 하지 

않는 직원이 급여만 받았다고 보도

해 교민사회를 자극시켰다. 영사관

과 문화원,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

부는 1년간 왜 이 사태를 방치했을

까 하는 것이다. 

문화원을 관장하는 해문홍은 지

난해 3월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 접

수된 후,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행

정직원에 대한 근무지 변경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조

사기간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를 보

호하기 위해 유급휴가 또는 근무지 

변경 조치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직원 A씨, 

파견근무·재택근무 유지

행정직원 A씨는 조사가 진행되

는 동안 상하이 교민단체의 한국문

화제 행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며 

지난해 12월까지 파견근무를 해왔

다. 문화원 지시에 따라 파견 근무

를 마친 후 1월부터 현재까지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에 따르면, 재택근무 

기간 특별한 업무 지시도 없었을 뿐 

아니라, 급여도 연체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최근 한국언론에 문

화원 사태가 보도된 후 문체부로

부터 업무지시가 전해졌고, 급여

도 입금됐다는 것. A씨 지인은 억

울함을 호소했다. 문제가 해결되

는 동안 파견근무 조치가 내려져 

조치에 따랐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재택근무를 하고 있

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일을 

하지 않는 직원이 급여만 챙기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에 안타까움

을 드러냈다.   

또 다른 행정직원 B씨는 파

견 근무를 하던 중 우울증 진단

을 받고 휴가(병가)를 낸 후 한국

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민단체, 조속한 사태 해결 바라

문화원은 팀장급 행정직원 2

명에 대해 징계도 복직도 아닌 

공석인 상태로 1년간 운영해왔

다. 지난해 한국인 직원 1명을 채

용했고, 지난 3월 초 정규직 행정

직원 채용 공고를 내 1명을 추가

채용했다. 코로나19로 문화원 업

무와 행사가 예년에 비해 급감했

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

별한 업무지시 없이 재택 근무하

는 직원, 새로 추가 채용된 직원 

등의 인건비, 주거비 지원에 대한 

지적을 과한 참견이라고 할 수만

은 없는 노릇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국

문화원 내분을 알아차린 상해한

국상회(한국인회)를 비롯 일부 

교민단체는 자세한 내막을 공개

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

속한 사태 해결을 바라고 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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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新평가 기준, HSK에도 적용되나
7월 1일부터 9급 체제 중국어능력시험 적용

“HSK 초중고 3등급 9급 체제 시행할 것”

민화협, 히어로와 함께 임정학교 진행

임정 102주년,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 탐방

중국어 능력 시험의 9급 체제를 

규정한 <국제 중문교육 중문수평

등급기준(이하 ‘기준’)>이 오는 7

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현존 

중국어 능력 시험에서 가장 공신

력 있다고 평가되는 한어수평고사

(HSK)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9일 인민일보(人民日报)는 이에 

대해 ‘기준’ 연구팀의 수석 전문가

인 류잉차이(刘英林) 베이징어언

대학 교수와 HSK 책임자 리페이

저(李佩泽) 인터뷰를 실시했다. 

먼저 류 교수는 중국 교육부가 

새로운 중국어 등급 기준을 제시

한 배경에 대해 “1980년대 이후로 

국제 중국어 교육 기준들이 발표

됐으나 국제 중국어 교육 사업이 

활발하게 발전하면서 기존 기준에 

업그레이드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번 새로운 기준 제

정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0여

개 대학 및 연구 기관에 재직 중인 

100여 명의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전문가들을 구성해 기존 국제 중

국어 교육 분야의 기준, 규범, 요강

을 기초로 보다 폭넓은 연구와 과

학 검증으로 이번 기준을 제정했

다”고 덧붙였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이번 기

준이 향후 HSK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국제 중국어 교사 

및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학

습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

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리페이

저 책임자는 ‘기준’이 전반적인 가

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리 책임자는 “’기준’이 국제 중

국어 교학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

이는 규범적 참조 역할을 한다면 

HSK는 외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각 수준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실

천적 도구라 할 수 있다”며 “이 같

은 이유로 ‘기준’은 이론, 사상, 실

천 등 각 방면에서 HSK를 비롯한 

중국어 능력 시험이 질 높은 발전

을 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고 

시험의 설계, 출제, 실시, 채점 등 

각 단계에서 총체적인 지도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HKS는 지난 1984년

에 처음 시행된 이후 37년간 실시

되고 있다”며 “초창기 기초, 초∙중

등, 고등이라는 3등급 11급 체제의 

HSK 1.0 단계, 그리고 1~6급 체제

의 HSK 2.0 단계에 이어 곧 새로

운 ‘기준’이 적용된 3등급 9급 체제

의 HSK 3.0 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

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7월 1일 ‘기준’이 정

식 도입되면 HSK는 ‘기준’ 내용과 

외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결합해 최적화되는 방향으

로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으로는 먼저 

‘학습자 중심’의 시험 이론을 더욱 

강화하고 시험 내용에 중국어의 

특색을 더욱 부각시켜 중국어 음

성, 한자, 어휘, 문법에 대한 종합적

인 평가를 더욱 강화하며 모의 진

단, 집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테스

트,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최첨단 과학의 스마트 학습과 시

험 기술을 발전시켜 전세계 중국

어 학습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HSK는 기존 

6개 등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고등(7~9급)을 추가해 3등급 9급 

체제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명

시했다. 

‘기준’이 정식 도입된 뒤 대외 중

국어 교육 교재에 미칠 영향에 대

해서는 “’기준’이 시행된 뒤에도 

<HSK표준교정>, <장성한어>, <당

대중문> 등 주요 교재들은 여전히 

국제 중국어 교재로 중요한 구성 

요소로 사용될 것”이라면서도 “’기

준’은 향후 국제 중국어 교육 교재

의 과학화, 체계화, 규범화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

했다.  

이민희 기자 

민화협 상하이협의회(회장 강동

한)는 지난 11일 대한민국 임시정

부 수립 102주년을 기념해 임시정

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탐방을 

진행했다. 민화협과 히어로 역사연

구회는 상하이 교민 28명과 함께 

상하이, 자싱, 항저우 등 임시정부

와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임정의 정신을 되새겼다. 

오전 7시 상하이에서 출발해 자

싱(嘉兴) 김구선생 피난처와 추풍

청(褚辅成) 기념관을 참관했다. 추

풍청 선생은 1932년 윤봉길 의사

의 상하이 홍커우(虹口)공원 의거 

이후 김구 선생의 자싱 피난시기

(32년 5월-33년 12월)에 김구 선

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피난처

를 제공했다. 추 선생은 1996년 건

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됐으며, 항

주한국상회는 그의 후손에게 장

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임정학교 참가자들은 “김구선생 

피난처에서는 독립의 열망을 느끼

며 이를 도와준 중국인 추풍청과 

일가족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

음을 갖게 됐다”라며 “일본제국에 

의해 현상금이 걸린 우리 독립투

사들을 도와 피신처까지 마련해 

준 것은 항일을 통해 독립하겠다

는 중국인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

능한 일이지만 모든 위험을 감수

한 용기에 감탄을 하게 된다”고 자

싱 탐방 소감을 전했다.

자싱에서 항저우로 이동한 탐방

단은 항저우 임시정부와 칭타이여

관(淸泰第二旅舍), 스신팡(思鑫坊) 

참관했다. 현재 췬잉호텔((群英飯

店)인 칭타이제2여관은 항저우로 

이동한 임시정부가 이 곳에 자를 

잡았다. 스신팡은 임시정부와 함께 

항저우로 이동한 한국독립당이 쉐

스루(学士路) 스신팡 40호, 41호를 

사무소로 이용했던 곳이다. 

탐방에 참여한 전대웅 대외협력

실장은 “항저우 임시정부를 참관

하면서 항일 독립투사들의 임시정

부 요원과 가족들의 노력으로 현

재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더

욱더 감동이 밀려 왔다. 항저우 임

시정부의 전시를 위해 기존 거주민

과 중국정부의 양해로 당시 보다 

더 크게 확장해 준 것에 또다시 놀

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라며 항저

우 시정부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

기도 했다.

임정학교 일행은 차량 이동 시 

히어로 역사연구회 도움으로 독립

군가를 배우고 각 조별로 개사해 

불러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탐방을 주최한 민화협 상

이협의회는 “하루 일정으로 자싱-

항저우를 탐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임정 요원들이 가졌던 

독립의 뜻이 현시대에서는 통일운

동이 독립운동과 일맥상통한다는 

인식을 한층 더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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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전기차 ‘Mi Car’ 상표권 신청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샤

오미가 전기차 브랜드 명칭 ‘미카(

米车, Mi car)’에 대한 상표권을 신

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신랑과

기(新浪科技)에 따르면, 샤오미 과

기유한공사는 지난달 1일 ‘미카’ 상

표권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상표권의 국제 분류는 운송수

단, 요식, 숙박, 금속재료 등 12종류

를 포함했다. 

샤오미는 미카 외에도 미치(米

汽), 샤오미 자동차(小米汽车), 샤오

미 차량제조(小米造车) 등의 상표권

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레이쥔(雷军) 샤오미 회장

은 샤오미 전기차의 구체적인 브

랜드 명칭을 묻는 질문에서 “차

를 제조하는 주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들여 곰곰

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답

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샤오미의 상표

권 신청으로 사실상 샤오미 자동

차의 브랜드 명칭이 미카로 낙점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한편, 레이쥔 회장은 지난 6일 

샤오미의 첫 번째 자동차는 고객

의 의향에 따라 승용차 또는 SUV

가 될 것이며 가격대는 10만~30만 

위안 사이일 것이라고 공식 밝힌 

바 있다. 당시 샤오미 자동차 내부

에 탑재되는 설비 3분의 2는 샤오

미 제품이 사용될 것이라고 레이

쥔 회장은 강조했다. 

유재희 기자

화웨이 자율주행차
상하이 모터쇼로 데뷔

중국 IT 기업들이 자동차 시장

에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는 가운

데 화웨이(华为)가 개발에 참여한 

자율주행차량이 4월 상하이 모토

쇼에서 공개된다. 

12일 열린 제18회 화웨이 글로

벌 애널리스트 서밋에서 화웨이 

쉬즈쥔(徐直军)회장이 “화웨이 기

술을 탑재한 스마트카가 3개 브랜

드를 통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이미 샤오미(小米)가 자동차

를 생산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업

계에서도 화웨이도 직접 자동차

를 생산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쉬 

회장은 이를 또 한번 부인했다. 

쉬 회장은 화웨이의 스마트카 

사업의 최종 목표는 “무인 자동차

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며 만약 성

공할 경우 10년 안에 업계 판도를 

뒤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서 화웨이 시스템을 탑재한 스마

트카가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일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

을 더했다. 

쉬 회장은 또 “화웨이는 스마트

카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며 “올해 자동차 부품 개발에만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

며 직접 생산보다는 기존의 자동

차 제조사와 협업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화웨이는 이를‘huaweiinside’ 협

업이라 칭하며 자동차 제조사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이미 화웨이 스마트카 기

술력은 시내 주행 1000km까지 사

람의 관여없이 자율 주행이 가능

하다고 말하며 이미 “테슬라보다 

더 낫다”고 기술력을 자신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미 3개 자동차 기업과 협업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치 신에

너지(北汽新能源)과는 ‘ARCFOX’

브랜드를 출시할 예정이며 창안자

동차(长安)과 광치(广汽)와도 스마

트 카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티몰 입점 문턱 낮추고 각종 비용 취소
시내 1000km까지 자율 주행 가능

“올해 자동차 부품개발에 10억 달러 투자”

자동차价 10~30만元 예상

고개 숙인 ‘알리바바’
반독점 위반 인정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알리바바 그룹이 중국 당국의 규

제에 고개를 숙였다. 로이터통

신은 12일 장용(张勇) 알리바바 

CEO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가맹점의 진입 장벽과 비즈니스 

비용을 낮추고, 앞서 본 그룹에 대

한 반독점 조사에서 시장의 지배

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사실을 인

정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그룹

에 182억 2800만 위안(3조 1124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는 2019년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기록한 매출액 4557억1200만 위

안의 4%에 해당하는 수치로 중

국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부

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

액이라고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다

수의 매체는 전했다. 

당국은 조사 결과 알리바바 그

룹은 중국 내 온라인 도매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왔다고 전했다. 즉 플랫폼 

내 상점에 '둘 중 하나를 선택(二

选一)'하도록 요구하며, 기타 경쟁

력 있는 플랫폼에 매장을 오픈 하

거나 이벤트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내 온라인 도매서비

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며, 상품 

서비스 및 자원의 자유로운 유통

을 방해, 혁신적인 경제 발전을 저

해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이익

을 훼손해 반독점법에 위배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일 국가시장감독

관리총국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

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알리바

바가 신속한 후속 조치를 내놓았

다. 알리바바 산하 온라인 쇼핑

몰 티몰(天猫)은 입점 업체의 진

입 문턱을 낮추고, 판매상의 비용

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 예정이다. 

전상보(电商报)를 비롯한 중국 

현지 언론은 13일 티몰에 입점하

는 업체의 자격 심사를 간소화해 

7개월의 시범 운영 능력을 통과하

면 정식 티몰 가맹점이 될 수 있다

고 전했다. 

소개에 따르면, 새 가맹점은 온

라인 개장 후 30일, 90일, 150일 

및 210일의 4단계 테스트를 거쳐 

소비자의 종합 서비스 능력을 평

가하게 된다. 평가 내용에는 1) 점

포 운영 거래액, 2) 상품 체험, 3) 

물류체험, 4) 판매 후 체험, 5) 컨설

팅 체험, 6) 분쟁 및 불만 접수 체

험의 6개 요소로 구성된다. 

티몰은 우선 미용, 뷰티 케어, 

가정용 청소 용구, 유아용품의 4

개 업종에서 시범 운영하며, 구체

적으로 피부관리, 에센셜 오일, 화

장품, 향수, 미용 도구, 애완용 사

료 및 용품, 장난감, 유아복, 문구

류 등이 포함된다. 이외 티몰과 타

오바오는 다방면으로 입점 업체

의 영업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모

색 중이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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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국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꿈을 키워가요” “우리헌법을 읽고 
헌법정신을 배운다”  

상해한국학교(교장 전병석)는 지역

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진로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있다. 최

근 상해한국학교는 학생들에게 현장

감 있는 진로 정보 제공을 위한 자후

이 국제병원과 함께하는 ‘진로체험’과 

전문인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상하이 SHAMP와 함께하

는 ‘진로특강’을 마련했다.

지난 7일, 의료계와 이공계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의료 분야 진

로체험 ‘상처 봉합 워크숍’이 자후이 

국제병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

날 워크숍에 참석한 12학년 학생들은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강의를 들으면

서 평소 몰랐던 의료지식, 상처 봉합

에 대한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응급 

처치 시 봉합에 쓸 수 있는 여러 도구

와 의료인이 가져야 할 자세 등에 대

해 알게 됐다. 참여한 학생들은 사람

의 피부조직과 가장 유사한 실제 돈피

(돼지 족발)를 이용해 피부를 절개한 

후 봉합했다. 학생들은 특히 봉합 실

습에 높은 흥미를 보였다. 

간호학과 의학, 수의학 전공을 희망

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직접 

연관돼있는 체험을 함으로써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진로

체험 소감을 전했다. 또한 화학공학, 

신소재 공학, 생명공학 등을 꿈꾸는 

학생들 역시 “의료 분야에 쓰이는 여

러 소재 등에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접하며 전공 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히

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자후이 국제 병원과 상해한국학교

는 이번 상처 봉합 워크샵을 통해 학

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것에 작

은 도움이 됐기를 희망하며 지속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 날 8일에는 게임산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SKS 전문인

과의 만남’을 통한 진로특강을 열었

다. 홍췐루 SHAMP 라운지에서 진행

된 이번 특강은 넥슨(Nexon) 중국 법

인 김이영 대표가 게임의 변천, 게임

회사의 조직, 게임 개발 과정, 중국의 

게임산업 등 게임을 즐기던 학생들에

게 진로 분야로서의 게임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 

후 학생들은 게임의 기획 및 제작, 넥

슨 중국 법인의 역할, 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실제적인 역량에 대한 구체적

인 질문을 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강에 참여한 12학년 김동하 학생

은 “기존에는 게임 산업에 대해 단편

적인 구조만 알고 있었지만, 이번 기

회를 통해 게임 산업에 대해 깊은 이

해를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미래 진

로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

고 소감을 말했다. 

앞으로 SHAMP와 함께하는 ‘SKS 

전문인과의 만남’은 학생들에게 더 많

은 진로 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매달 

진행될 예정이다. SHAMP는 한양대

와 상하이교통대MBA가 공동으로 운

영하는 주재(임)원 교육 과정이다.

학생기자 박민채(상해한국학교 11)

‘우리헌법 읽기 국민운동본부’ 상하이지부(지부장 홍은주)

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헌법학교’를 개설해 지난 14일 1기 수

료식을 마쳤다. 우리헌법 읽기 국민운동본부는 공동체 제1원

칙인 ‘헌법’을 보급, 연구, 학습, 실천하는 비영리시민단체로, 올

해 상하이에 지부를 세우고 헌법학교 등 활동을 시작했다.

1기 헌법학교에서는 수강생 15명과 함께 헌법의 근간이 

된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헌헌법, 현행헌법을 조항별로 읽

고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강생들

이 5주에 걸쳐 읽고 배운 '손바닥 헌법책'은 1919년 4월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함께 현행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0장 제130조의 조문, 1948년 UN 총회에서 결의한 세계

인권선언 내용이 58쪽에 걸쳐 실려 있다. 이명필 히어로 대

표는 “역경을 이기고 독립 후 세우려고 했던 나라의 모습이 

우리 임시헌장에 고스란히 담겨있고, 그것이 그대로 현행 헌

법으로 이어져 있다”라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법규

를 모르고 운전할 수 없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바로 알아 민주시민과 가정 내에서 민주주의자로 살 

수 있다”라며 헌법학교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헌법학교는 역사연구회 히어로에서 강사로 나서 5주

에 걸쳐 구베이 리멤버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수료식을 마친 

수강생들은 헌법 조항 중 가장 마음에 든 문장을 캘리그라

피 작품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2기 헌법학교는 오는 9월 개

설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헌법 읽기 국민운동본부’는 국민적 합의로 만들

어진 헌법의 가치와 기본정신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헌법 읽기운동'을 펼치고 있다.                       고수미 기자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유공 포상 후보 공모 
외교부는 오는 10월 5일 '제15회 세

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 분

야에서 유공자 포상 공모를 한다. 재

외동포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또는 국내 유공자가 

대상으로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포

상한다. 외국 국적자는 재외동포에 한

정된다. 

부문은 국민훈장(무궁화·모란·동

백·목련·석류), 국민포장, 표창(대통령·

국무총리·외교부 장관) 세 부분이다. 

공적 기간 자격 기준은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 5년 이상이다. 정부 

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종류와 분야와 관계없이 훈장 7년, 포

장 5년, 표창 3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거나 수사 

중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자, 3년 이

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이나 임

원 등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

한민국 국민, 기관, 단체, 기업 등 제한 

없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복수 

추천도 가능하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접수마감

은 4월 22일이다. 추천서 작성은 추천

내용과 공적 증빙 서류(있을 시, 별도 

양식 없음)를 첨부해 상해한국상회 사

무국 이메일(shkocham@naver.com)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상하이 ‘1기 헌법학교’ 수료식 개최

자후이 국제병원과 ‘진로체험’, SHAMP와 ‘진로특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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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여름철 식품안전 예방’ 강연 개최

상하이화동한식품발전협회(회장 

장경범)는 지난 15일 상하이시 홍차

오진(虹桥镇) 시장감독관리소 관계자

를 초청해 ‘홍차오 지역 코로나 예방 

및 하절기 식품안전예방’이라는 주제

로 초청강연을 가졌다.

이번 초청강연은 약 30명의 한식당

과 외식업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식재료 관리와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외식업체 종사자들은 

고객클레임과 광고 시 주의사항, 한식

당 메뉴 관리 시 주의사항, 주방 등 식

당관리 등 식당 운영과 관련 평소 궁

금했던 점들을 질문했다. 초청 강연에 

이어 한식진흥원의 2021년 사업에 대

해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배달용 쇼

핑백을 전달했다. 

상하이화동한식품발전협회는 대한

민국 한식진흥원이 상하이한식당협의

체로 지정한 상하이 유일의 한식품 및 

외식업 종사자 단체로, 회원들의 외식

업 애로사항과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

하고 있다. 

上海 ‘외곽 소형 부동산’ 인기몰이
5대 뉴타운 추진 영향，3월 평균거래가 1㎡ 5만 4000元

중국 당국의 강력한 부동산 통제 

정책으로 상하이의 부동산 과열 현

상이 가라앉는 모양새다. 올 1분기 상

하이시는 부동산 통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개인주택 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신규 물량

을 대량 쏟아내는 등 부동산 거품 잡

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영

향으로 3월 상하이의 주택시장은 안

정을 되찾으며 평균 거래가격이 1평

방미터당 5만 4000위안으로 낮아졌

고, 특히 외환 외부(外环外)의 저가 상

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간간신문

(看看新闻)은 12일 전했다. 

기관 통계에 따르면, 3월 거래가 가

장 활발히 이루어진 상위 5개 지역은 

펑셴구(奉贤区), 자딩구(嘉定区), 민항

구(闵行区), 칭푸구(青浦区)와 송장구

(松江区)로 집계됐다. 외곽 지역의 거

래는 49%로 치솟은 반면 내중환(内

中环) 지역의 거래는 다소 감소했다. 

이 같은 변화는 상하이시가 기존 도

시 공간 구조를 타파, 5개 신도시 추

진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가격 방면을 살펴보면, 총가 300만

~500만 위안의 주택 거래 비중이 전

월대비 4% 늘어나 전체의 40%까지 

상승했다. 총가 1000만 위안의 주택 

거래는 다소 감소했다. 

송홍웨이(宋红卫) 통처연구원(同

策研究院) 연구총감 은 “확실히 가격

의 안정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평균 

거래가는 1월의 6만 위안에서 3월에

는 5만2000~5만3000위안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70~90평

방미터와 90~120평방미터가 가장 잘 

팔리는 평형대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는 “5개 신도시와 33

개 신규 물량이 집중 출시되고, 잇따

른 통제 정책으로 시민들의 구매 수요

는 총가가 비교적 낮은 시장을 중심으

로 형성되고 있다”면서 “중고구택 시

장의 열기가 다소 가라 앉았다”고 분

석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대부분 

투기용이 아닌 실거주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져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집

이 잘 팔린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기자

상하이화동한식품발전협회, 홍차오진시장감독관리소 초청

上海 1인당 가처분소득 
7만元 돌파

중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6만 위안(1027만원)을 넘는 

도시가 7곳에 이르며, 상하이는 7만 위안을 넘어서 1위를 기

록했다.  

제일재경(第一财经)은 14일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이 6만 

위안이 넘는 7곳은 상하이, 베이징, 선전, 광저우, 쑤저우, 항

저우와 난징 순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4대 1선도시(상하이, 

베이징, 선전, 광저우) 외에 쑤저우, 항저우, 난징은 모두 장삼

각 지역에 분포한다. 

상하이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7만2232위안(1236만원)으

로 1위를 기록했다. 상하이시 통계국은 2020년 상하이시 주

민 소득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1분기에는 안정, 2,3분기에

는 하락세가 뚜렷했으나, 4분기 들어서면서 상승세를 회복

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읜 1인당 가처분소득은 6만9434위안이며, 상하이

와 베이징의 양대 도시의 주민 소득은 전국에서 절대적 우

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선전과 광저우는 각각 6만4874

위안과 6만3289위안을 기록했다.  

1선 도시의 높은 소득 수준은 산업 구조와 관계가 높다. 

금융, 인터넷 산업의 발달, 선두 기업이 다수 분포해 부유층

과 중상위층 화이트칼라 집단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에서 장삼각 지역에 고소득 도시가 가장 많이 분

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4대 1선 도시에 이어 장삼각 지역의 신흥 1선 도시로 꼽히는 

쑤저우, 항저우와 난징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모두 6만 위안을 

넘어섰다. 첨단 산업과 신생 기업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쑤저우는 지난해 하이테크 기업의 신청, 승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연말에는 하이테크 기업 수가 9772곳에 달

해 4대 1선 도시에 이어 전국 5위를 기록했다.  

항저우시 통계국은 지난해 항저우의 디지털경제 핵심 산

업의 부가가치는 4290억 위안으로 13.3% 증가, GDP 성장률

보다 9.4%P 높아 전체 GDP의 26.6%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전년 대비 1.9%P 높은 수치다.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 전자정보 상품 제조산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3113억 위안, 3441억 위안 및 1090억 위안으로 각각 12.7%, 

12.9%, 14.7% 증가했다.  

난징은 지난 한해 순 증가한 하이테크 기업이 1871곳으로 

총 6551곳에 달해 39.98% 증가했다.  

신하영 기자

베이징, 선전, 광저우, 쑤저우, 항저우, 난징 6만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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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에 중국 외교부가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환구망(环球网)은 이날 오후 열린 외교

부 정례브리핑에서 자오리젠(赵立坚) 외교부 대

변인이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고 태평

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라며 “일본이 원

전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전 세계가 값을 치르

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자오 대변인은 또한 일본의 한 정치인이 오염

수를 마셔도 괜찮다고 언급한 데 대해 “본인이 

직접 마시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라”며 응수했

다. 이어 “일본의 수은 중독 사태 발생한 지 얼

마 지나지도 않아 현지 피해자들의 고통이 채 

치유되지도 않았다”며 “일본은 역사적 비극을 

잊지 말고 진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

는 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오 대변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조목조목 반

박했다. 그는 가장 먼저 일본이 국내∙외에서 제

기하는 의문과 우려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있

는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이 진정으로 국제

법에 부합하는지, 일본이 방류하려는 원전 오염

수가 과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근거

를 제시하고 일본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 한국, 러시아, 유럽 외에

도 311개 환경보호 단체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린피스 주임이 일본은 더 큰 저장 탱크를 지

을 기술과 조건이 있음에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발언을 인용해 일본의 

결정이 “생태계를 무시하는 정의롭지 못한 행

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결정

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며 일본 정

부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자오 대변인은 “미국

의 허락이 국제 사회의 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라며 “미국이 환경 문제를 중시한다면 일본

에 정직하고 과학적이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촉

구해야 하지 시비와 원칙을 따지지 않고 이중잣

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자오 대변인은 끝으로 “일본이 책임을 인정

하고 과학적인 태도로 국제 의무를 이행하고 국

제사회, 주변국가 및 자국민의 깊은 관심에 응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도 국제사회, 관

련 기관과의 협의 없이 오염수 방류를 자행할 

시 중국이 추가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

사했다. 

중국언론도 일제히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쏟

아냈다. 13일 환구시보는 절반이 넘는 일본 국

민이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

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일본 누리꾼들은 “일본

은 먼저 IAEA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안전성

을 보여줘야 하며 어업 관계자에게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안전하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국민들의 생명, 건강, 환경을 무시

하고 돈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큰 잘못”이라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AFP 통신 등 해외 언론 트위터에 올라온 외

국 누리꾼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외국 누리꾼

들도 “일본이 핵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

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전세계는 모든 수

를 동원해서라도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아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는 전

문가의 말을 인용해 역사상 원전사고 후 오염수

가 바다로 방류된 전례는 없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희 기자

中 디지털위안화 
시범지역 ‘10+1’ 확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국내 

디지털위안화 시범 지역을 베이징 올

림픽장을 포함한 11곳으로 확대하겠

다고 정식 발표했다. 15일 중국경제망

(中国经济网)은 최근 인민은행이 개최

한 2021년 1분기 금융통계 데이터 기자

회견에서 리빈(李斌) 인민은행 거시정

책국장이 이 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 디지털위안화는 지난 2014년 

기획된 이후 2019년부터 시범 테스트

에 본격 돌입했다.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첫 시범 지역으로 선전, 쑤저우, 

숑안(雄安), 청두에 이어 2020년 10월 

두 번째 시험 지역으로 상하이, 하이난, 

창사, 시안, 칭다오, 다롄 여섯 개 지역

을 지목한 바 있다.  

디지털위안화의 시범 지역 범위가 점

차 확대됨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 은행, 

관련 기관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 추세

다. 선전, 하이난 등에서는 디지털위안

화 결제 시 대폭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

하고 있고 6대 은행 및 운영 기관도 고

객에게 디지털위안화 지갑을 적극적으

로 보급하고 있다. 

앞서 선전, 쑤저우, 베이징, 청두 등은 

시민들에게 디지털위안화로 된 홍바오

(红包)를 지급하는 등 디지털위안화 보

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내놓았다. 선

전 뤄후구(罗湖区)는 봄을 맞아 4월 10

일부터 23일까지 디지털위안화로 결제

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벤트를 개최했다. 이벤트 누적 할인 규

모는 1000만 위안(17억원)에 달하는 것

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 인민은행 하이커우(海口)지

점과 산사(三沙)시 정부도 공상은행 하이

난지점과 함께 디지털위안화 결제 우대 

이벤트를 내놓았다. 이 이벤트는 디지털

위안화로 100위안을 소비하면 99위안을 

할인 받는 파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위안화 결제가 가능한 장소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관리비 결제, 요식 

서비스, 교통, 쇼핑, 정무 서비스 등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온

라인 플랫폼으로는 메이퇀치처(美团骑

车), 디디추싱(滴滴出行), 징동(京东), 비

리비리(哔哩哔哩), 메이퇀(美团), 투뉴

여행(途牛旅游) 등이 6대 은행과 디지

털위안화 결제 협력을 하고 있다.  

리빈 국장은 “다음 단계는 각 지역의 

피드백에 따라 디지털위안화의 기술, 업

무,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현재 시범 지역은 아직 테스

트 단계로 디지털 위안화의 정식 출시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쑤샤오루이(苏筱芮) 마다이(麻袋)연

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디지털위안

화 시범 사업은 소액, 소매 결제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좋은 시범 효과를 

얻으려면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

다. 이어 “향후 디지털위안화 시범 지역

은 점에서 면 단위로 확대될 것으로 양

보다는 질이 더 중시되어 국내 수많은 

가구에 파고들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희 기자

中 외교부·언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비판
6대 은행과 디지털위안화 결제 협력

관리비, 요식, 교통, 쇼핑 등 결제 지원



8  전면광고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18  교육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최근 코로

나19의 여파

로 중국 영

화 시장 규

모가 처음으

로 미국 영화 시장을 앞섰다. 이러한 추

세를 유지해 후일 북미 시장을 영구히 

넘어설지 ‘반짝 추월’에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 정부는 전국 

영화관의 99%를 무기한 폐쇄했다. 2020

년 1월 동안 중국 내에서 무려 7만 개의 

영화관이 영업을 중단했다. 같은 해 3월 

18일 순차적으로 개관을 발표했으나 이

후 감염세가 확산되자 다시 전면 폐쇄 

명령을 내렸다. 전 세계 2위 규모를 자랑

하던 중국 영화 시장은 지난 한 해에만 

약 20억 달러(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대로

라면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

들이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는데 실

패하면서 해외 영화 산업 또한 침체 길

을 걷게 됐다.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는 세계 영화 시장이 적어도50

억 달러(6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

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는 수많은 신

작 영화들이 극장 개봉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 후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함에 따

라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4월경 중국 내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국 영화 산

업도 조금씩 생기를 되찾게 됐다. 현재

까지 중국 본토의 극장 흥행 수입은 약 

31억 달러(3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됐

다. 이는 북미의 21억 달러(2조 3000억 

원)보다 훨씬 높았다. 작년 설 연휴 고

작 390만 달러(44억 원)의 극장 수입을 

올리며 전년도 대비 99.7% 하락했던 것

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해외 극장가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중국 극장과 영화 시장의 회복은 

이례적일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일간지 ‘더 가디언’은 지난 

8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테

넷’이 주요 영화사에서 대부분 일정을 

겨울이나 그 이후로 미루는 가운데 여

름 개봉을 강행했다가 흥행에 참패한 

것이 세계 극장가의 상황을 더욱 악화

시켰다고 논평했다. 많은 국가에서 대

부분 박스오피스 1위를 석권하고도 고

작 4억 달러도 벌어들이지 못하면서 코

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한 극장 상영

만으로는 더 이상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확인시켜 주었

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 극장가는 적게

는 30%에서 많게는 70% 가량의 수입 

감소로 허덕이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영화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

었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넷플릭스, 아

마존 프라임, Hulu 등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 

중국 내에서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

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영화 관람처가 

이전보다 다양해진 해외의 경우, 코로

나19 이후 영화 산업 구조의 근본적 개

편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

지만 중국 시장의 경우, 그러한 변수가 

적고 아직까지 극장이 별다른 도전자 

없이 영화를 관객에게 독점적으로 제

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코로나 이

전의 모델’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안

정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성

이 훗날 중국 영화와 문화 산업의 성장

에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다. 적어도 중국 영화 산업이 세계

의 영화 산업과 매우 다른 위치에 놓여

있게 될 것은 자명하다.

학생기자 김보현(SAS 11)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

해 제정됐다. 1970년 미국에

서 첫 공식 행사가 열린 이

래 지금까지 51년간 이어져 오면서 193개국에

서 10억 명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발전했다. 2021년 51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지

구의 날의 과거와 현재, 지구의 날 행사를 주최

하는 어스데이 네트워크(EARTHDAY.ORG)에

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 캠페인들을 알아보자.

지구의 날 시작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안에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서 만 마리가 넘는 바다 새, 돌

고래, 바다사자 등의 해양 동물들이 떼죽음 당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일은 당시 미국 위스

콘신 주 상원 의원이었던 게이로드 넬슨이 환

경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의 필요성을 뼈

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됐고, 1970년 ‘지구의 날

(Earth Day)’을 주창하게 됐다. 당시 하버드대 

학생이었던 데니스 헤이즈가 주도한 지구의 날 

첫 행사는 무려 2000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

으는 등 미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90년에 이르러 지구의 날은 세계적 규모의 

시민 행사로 발전했는데, 그 해 지구의 날 행사

에는 141 개국이 참여해 지구 보호를 호소했다. 

이후 2016년 지구의 날은 파리 기후 협약에 국

제사회가 서명한 역사적인 날이 됐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 맞이한 첫 지구의 날 

행사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거리 행진과 오

프라인 환경 토론회 등이 취소됐다. 하지만 온

라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구에 관한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돼 192 개국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2021 지구의 날

전 세계 지구의 날 행사를 주최하는 어스데이 

네트워크에 따르면 올해 지구의 날의 주제는 ‘지

구의 회복Restore our Earth)’이라고 한다. ‘지구

의 회복’이라는 주제는,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인류에게는 크나큰 아픔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구가 회복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지구의 날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이 기후 위기 대응 의지를 보이며 40개국 정상 

회의를 예고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전 대

통령인 트럼프 행정부 기간 미국은 파리 협약을 

탈퇴하고 환경 관련 정책들을 대부분 후퇴시키

는 등 환경 문제를 무시해 왔다. 따라서 이번 지

구의 날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 회의 개최는 기

후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진국으로서

의 미국의 복귀를 시사한다. 정상 회의에는 한

국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도 참여하

기 때문에, 두 정상이 기후 위기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같이 지키는 지구

이번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의 회복’에 관한 

다양한 환경 캠페인 중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2가지를 소개한다.

탄소발자국 계산하기

탄소발자국은 개인과 기업이 생활 속에서 발

생시키는 온실기체의 총량을 의미한다. 탄소발

자국이 크면 클수록 온실기체 방출량이 늘어나

고, 이는 기후 위기로 즉결되기에 ‘탄소발자국 줄

이기’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일상생활에서 자

신의 탄소발자국이 어느 정도인지는 웹사이트 

carbonprint.com을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

산화탄소 최다 배출 국가인 중국에서도 이 탄소

발자국에 대해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3년부터 중국질량인증중심(中国质量认证中

心，CQC)에서 저탄소 상품들을 인증해 주고 있다.

플라스틱 계산기

플라스틱 문제는 아주 중요한 환경 문제 중 

하나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쓰는 페트병, 일

회용 용기들이 모두 지구에 위협을 가하고 있

다. 이러한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을 기르기 

위해 어스데이 네트워크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량을 계산해 주는 플라스틱 계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자신의 하루 플라스틱 사용량

을 입력하면, 바로 연 사용량으로 바꿔주어 일

년 동안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

지 알아볼 수 있다.

학생기자 전시우(상해한국학교 10)

‘포스트 코로나’ 中 영화 시장 
역전의 기회? 변환점?

함께 지키자! 우리 지구
4월 22일 지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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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나이, 국적, 피

부색, 혼인 여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등 총 23가지 이유로 정치적, 경

제적, 사회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

지하는 법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당

연한 이치에 힘과 법적 효력을 싣는 법이지

만, 왜 몇 년째 발의만 된 채 머물러 있을까?

차별금지법의 시작

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처음으로 발의됐

다. 발의된 사유 중에 개신교계의 반대가 많

았던 병력, 학력, 성적지향 등 7개의 사유가 

결국 차별금지법 입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고 노회찬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입법

안에서 빠진 사유에 대해서는 차별을 해도 

되는 것이냐’, ‘핵심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만

행을 저질렀다’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한다’ 등의 지적이 있었다. 발의

는 됐지만 결국 임기 만료 폐기가 됐다. 그 

후 2008년에 노회찬안 발의, 2011년에 권영

길안 발의가 있었지만, 이 역시 모두 국회에

서 토론도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가 됐다. 

차별금지법을 향한 반대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던 여러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쉽게 힘을 쓰지 

못했던 이유는 반대세력의 화력이었다. 차

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개신

교 집단으로부터 항의 전화, 편지, 항의 방

문 등을 겪고 나서 차별금지법을 더 이상 지

지할 수 없게 됐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

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의 항의는 시간

이 지날수록 더욱더 전략적이고 조직적으

로 변했다. 예배 설교 중에 항의 전화를 부

추기거나 1인시위, 텐트 농성, 삭발식, 신문

광고, 낙선운동을 조장하는 등 전국에 506

개 단체로 이뤄진 진평연은 온 힘을 다해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지역구 투표가 1000명 단위로 갈리는 

가운데, 개신교 집단의 위력을 고려한다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낼 수밖

에 없게 된 것이다.

2013년 차별금지법 발의안

보통 법안을 공동 발의할 때 20~30명이 

모여서 하는데, 2013년 발의된 차별금지법

은 51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추미애 전 

장관, 문재인 현 대통령, 이낙연 현 더불어민

주당 대표 등 유력한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

했다.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항의 탓에 발의

안을 자진 철회하게 됐다. 비록 자진 철회를 

맞이했지만, 2013년 차별금지법은 이 법안

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

작할 수 있었다. 공론화를 시작하는 계기도 

됐지만, 개신교 집단의 화력을 입증하게 된 

사건이기도 했다. 이후에 발의된 혐오표현

규제법안, 인권교육지원법안 등 인권 관련 

법안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

대를 맞게 되어 줄줄이 철회됐다. 차별금지

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정치인들도 이전 

입장을 번복하고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반

대하게 된 것이다. 

2021년의 평등법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하

려고 하는 평등법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맥

락의 법안이다. 이상민 의원 본인이 장애인

으로서 대표 발의를 맡게 된 것이다. 올해 

발의 예정인 평등법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더욱 평등한 사회

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장혜영 의

원에 따르면,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차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

다”. 동성애 조장, 역차별 등 근거 없는 차별

금지법의 악영향에 사로잡히기보다 사회구

성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바라보

고 보호할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학생기자 한민교(SMIC 12)

사람들에게 장애인은 어떤 존재일

까? 사전적인 정의로 장애는 신체 기관

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

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뜻한다. 

때문에 사실 모든 질병은 장애를 수반

한다. 모든 질병은 신체기관 본래의 기

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나 ‘장애인’이라는 말은 그 

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이라

는 단어 속에 담긴 편견과 선입견을 넘

어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장애 등급과 편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이나 정신

적인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

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

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정의하는 

장애는 매우 좁다. 국가에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들을 지원하는데 장애

의 범주를 정해 놓고 등급을 매긴다. 이때 

의료적인 기준으로 장애 등급을 판단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외형이나 기능, 즉 ‘손

상’을 가진 사람을 장애라고 정의한다. 이

는 행정상의 효율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장애 장애인들을 향

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기도 한다. 질병과 

장애를 구분하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바뀌고 있는 시선들

반면 미국이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은 

장애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장애를 받아

들이지 못하는 환경의 문제로 인지하기 시

작했다. 만약 세상에 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면, 계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신체 일부

의 어려움으로 애초에 장애인이 활동하기

에 전혀 문제가 없는 환경이었다면 계단과 

턱을 오르는 것이 불편한 사람을 지체장애

라고 정의할 필요가 있었을까? 다르게 말

하자면, 사회·환경적으로 개인의 특성을 수

용하지 못하는 지점이 생기면 그것이 사회

적 의미에서의 ‘장애’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의 문제로 보고 있다. 

예로, 미국은 비만을 장애에 포함한다. 

비만인 사람은 취직이나 승진에서 불이익

을 받아, 사회적 의미에서 개인의 특성이 

수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장애로 정의

한다. 심지어 스웨덴은 외국 이민자를 장애

의 한 영역으로 넣고 있다. 외국 이민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불

편하기 때문이다. 이런 새로운 접근들은 장

애인을 향한 우리의 시선 또한 변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리에게 선진국들의 이러한 변화들은 

획기적이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

식을 개선한다면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선

입견은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

리 사회에 자리를 잡는다면 불쌍한 타인이 

아닌, 조금 불편한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

이게 될 것이다.

학생기자 김민서(상해한국학교 11)

차별에 맞서 싸우다 조금 다른 우리의 이웃, 장애인
4월 20일 장애인의 날‘차별금지법’ 길고 긴 역사

국가
장애인구
비율

장애인 범주

한국 5.59%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스웨덴 20.6%

-신체장애(자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학습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약

물 및 알코올중독
-내부장애: 폐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당뇨
-사회적장애: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

자, 타인의존자 

호주 20.0%

-신체장애(자체, 시각, 청각, 언어, 안면기형)
-지적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내부장애: 심장, 신장, 호흡기, 당뇨, 암, AIDS

독일 18.1%

-신체장애(자체, 시각, 청각, 언어, 추형)
-지적장애, 정신질환, 정서장애
-내부장애: 호흡기, 심장과 순환기, 소화기, 

비뇨기, 신장, 생식기, 신진대사, 혈관, 피부

미국 15.1%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외형적 추
형, 신경계, 근골격계, 감각기관 장애

-정신질환, 발달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알코올중독

-내부장애: 생식기, 소화기, 비뇨기, 피부, 혈
액, 내분비계, 암, AIDS

출처: OECD(한국: 장애인실태조사/호주: UNE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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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칼럼

中 플라스틱 제로시대, 친환경 대체품이 뜬다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아이템, 젊은 층에 인기 

올 초부터 중국 정부가 사상 가장 엄격

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령'을 시행했

다.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 발포 플라스틱 식

기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4대 직할시, 27

개 성/자치구의 성도(성 정부 소재지) 등 우

선 시행도시에서는 올해 1월 1일부 백화점, 

쇼핑몰, 슈퍼, 마트, 약국, 서점 등 영업장에

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을 금지

했다.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 각종 전시 행

사에서도 비분해성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앞서 2020년 1월 1일부터 초박

형 비닐봉지(두께〈0.025㎜)와 농지용 폴리

에틸렌 박막(두께〈0.01㎜) 생산과 판매도 

금지했다. 

플라스틱 제한령을 시행하는 도시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포장재 

수요가 폭발하며 생분해 플라스틱, 제지업

과 제로 웨이스트 아이템들이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可分解塑料)은 재생 가

능한 원료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으로, 일정

한 조건하에 박테리아, 조류,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될 수 있다. 기존 석유

계 비분해성 플라스틱 대체재로 거론되고 있

는 생분해 플라스틱으로는 PLA(Polylactic 

acid), PHA(PolyHydroxyl Alkanoate), 전분

과 변성수지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세계적

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돼 있고 활용 시 

불확실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PLA에 대한 시

장의 관심이 가장 뜨겁다. 

PLA는 옥수수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어지며 180일 이내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수지이다. 카이위안(開

源)증권연구소 등 기관은 주요 도시의 플라

스틱 제한령에 '탄소중립'을 위한 석유계 전

통 플라스틱 산업 퇴출·제한조치까지 더해

지면서 PLA 시장이 급성장기를 맞이할 것

으로 보고 있다. 중국 내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농지용 폴리에틸렌 박막, 비닐봉지 등 

비분해성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9년 기준 

약 746만 톤, 2023년 약 781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30%가 생분해 플라

스틱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생분

해 플라스틱 수요는 2023년 234만 톤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 PLA의 단가로 계산하

면 해당 시장규모는 375억~703억 위안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된다. 

PLA가 '플라스틱제로'시대의 유망분야로 

꼽히면서 로컬 기업들은 생산량 확대를 위

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저장하이정(浙

江海正), 진단테크(金丹科技), 진파테크(金

發科技) 등 주요 로컬 기업들은 생산능력 

확대 계획을 적극 추진 중이다. 카이위안증

권연구소는 현재 로컬기업의 PLA 연간 생

산능력은 5000~1만5000톤, 중국 내 PLA의 

연간 생산능력은 9만9000톤에 그친 수준이

지만 주요 기업의 생산 확대 조치에 따라 연

간 168만 톤까지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펄프·제지업

PLA는 높은 시장성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 공급 불확실성이 크고 가격이 비싸다. 

카페 등 일반 영업장에서는 일회용 비분해

성 플라스틱 제품 대신 종이제품을 제공하

고 있다. 따라서 종이 및 그 원료인 펄프 수

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광다(光大)증권연구소는 2025년 70%의 

음식배달에 아이보리 판지(白卡紙)로 만든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아이보리 판

지의 시장수요가 145만 톤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플라스틱 포장재의 대체재로 아이보리 판

지, 백판지, 골판지 등이 주목받으며 시장가

격이 급등하고 있다. 중국 제지산업 정보사

이트 Zhongzhi.CN(中紙在線)에 따르면 아

이보리 판지(ivory board) 가격지수는 작년 

9월 이후 급등세를 보이며 최근 매주 최고 

기록 갱신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플라스틱 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포

장용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로컬 제지업체

들은 생산능력 강화 및 동남아 시장 공략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최대 제지업체

인 나인드래곤(玖龍紙業)은 지난 2월 "2023

년까지 종이 연간 생산능력 36%, 원료인 펄

프 생산능력 6.7배 대폭 향상"을 목표로 내

세웠다. 이를 위해 후베이, 광시, 말레이시아

에 각각 135억 위안, 302억 위안, 11억 달러 

투자해 생산라인을 신설했다. 

제로 웨이스트 아이템

한편, 종이빨대 등 종이제품에 대한 소

비자 불만은 여전히 적지 않다. 소셜네트워

크서비스(SNS)에는 "종이빨대 금방 흐물해

짐", "커피에서 종이맛 난다", "종이빨대는 꽂

아지지 않는다"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티타늄 빨대, 에코백과 같은 

친환경, 식감, 편의성 등 다양한 소비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로 웨이스트 제품이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는 환경을 위

해 쓰레기 생산을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을 

강조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이 강조되지만 

플라스틱 제한령과 같은 정책 조치에 따라 

기업들도 포장지를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거

나 '포장재 최소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중

국에서는 환경보호 의식 강화로 젊은층 사

이에서 이 같은 트렌드가 점점 거세지고 있

다. 현지 바이어들은 "친환경이 사회적 화두

로 부상하며 환경보호에 관심 많은 Z세대 

중심으로 제로 웨이스트 아이템 시장수요

는 급성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망 및 시사점 

친환경을 넘어서 '필(必)환경' 시대이다. 중

국 정부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금지, 생활쓰

레기 분리수거 등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되면

서 중국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친환경 포장

재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

된다. 중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 징둥닷컴의 

관계자는 "친환경 포장재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등 필환경시대 요구에 맞춘 

소비재, 관련 원자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

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

춰 신사업 기회를 발굴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친환경'만 강조하면 성공하기 어렵

다. 환경의식 강화에 따라 친환경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

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운영비용, 소비자

가 느끼는 불편함은 무시할 수 없다. 경제성, 

편의성, 친환경 트렌드를 모두 갖출 수 없더

라도 편의성, 소비자의 만족도, 가격 등을 감

안한 제품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휴대용 티타늄 빨대

에코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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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바오 红包
요즘 홍바오(红包: 세뱃돈, 상여

금, 보너스) 날리는 재미에 푹 빠졌

다. 작년 코로나가 막 창궐해 집 밖

으로 나오지 못하고 허마(盒马)에 

의지하며 살고 있을 그 시기부터였

던 것 같다. 위험을 무릅쓰고 배송

을 해주는 배달의 기수들이 너무

나 고마웠다. 아마 그 시기엔 다들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솔

직히 나는 배송된 물건을 찾으러 

아파트 입구까지 나가는 것도 두려

웠었다. 

하루는 배송된 물건을 풀어 보는

데 평소와는 다르게 품목별로 각

각 따로 포장을 아주 완벽하게 해

서 왔다. 평소 물건을 받고 별점을 

주거나 평가를 남기거나 하지 않으

나 그날만큼은 배송자에게 별 5개

를 주고 싶어 허마 앱에 들어갔다. 

그때 처음 평가뿐만 아니라 배

송자에게 홍바오 주는 기능이 있

다는 것을 알았다. 2위안, 5위안, 10

위안 이렇게 3종류의 홍바오를 선

택해서 줄 수 있다. 통 크게 5위안

을 날렸다. 기분 탓일까 그 후로 우

리 집에 오는 허마 배송기사님들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다.

‘내가 홍바오 날리는 게 그분들 

앱에서는 보이나?’

그 후로 별일 없으면 항상 홍바

오를 날려주었다. 그런데 이것도 몇 

번 쌓이니 2위안씩만 날려도 10위

안이 훌쩍 넘어갔다. 꼭 홍바오 때

문은 아니지만 환경보호를 위해서

도 되도록 배송을 적게 하니 2위안 

정도는 기분 좋게 날릴 수 있었다. 

한 번은 허마 배송기사님한테 문

자를 한 통 받았다. 평가란에 가서 

별 5개를 주면 본인한테 0.5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 

후로 난 물건을 받으면 반드시 별 

점을 준다. 그러다 메이퇀(美团) 디

디(滴滴出行)에도 홍바오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특히 메이퇀

은 누가 얼마를 날렸는지 진짜 보

인다. 비 오는 날 어쩔 수 없이 배송

을 시켜야 하면 홍바오를 통 크게 

5위안 정도 날려준다. 디디 아저씨

가 친절했으면 꼭 1위안짜리 홍바

오를 날려주곤 한다. 

한 번은 차 안에서 바로 홍바오

를 날렸더니 음성으로 홍바오를 

받았다는 멘트가 나왔다. 멘트를 

들은 아저씨는 내가 내릴 때까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이것이 바로 1위안의 행복이구

나.’

하지만 불친절하거나 난폭 운전

을 하면 홍바오 커녕 별점도 안 준

다. 이젠 나도 불만이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복수를 한다. 

바로 홍바오를 안 주는 것. 우리 신

랑은 그게 복수가 맞냐며 비소를 

짓지만 나에게는 가장 큰 복수다. 

특히 띠디 같은 경우는 나의 안전

이 운전기사의 손에 달려 있기 때

문에 아저씨가 불친절해도, 운전하

면서 위챗을 해도 컴플레인 걸기

가 쉽지 않다. 이럴 때 나는 팔짱

을 끼고 콧대를 들어 보이며 혼자 

생각한다. 

‘오호라,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

지! 내가 홍바오 주나 봐라!’

반장엄마(erinj12@naver.com)

상하이조선족문화교육추진후원회,
상하이 조선족 교육·문화 프로젝트 20만元 후원

코로나19로 얼룩진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다짐으로 21년 봄

을 맞이하게 됐다. 봄의 시작만큼

이나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조선족의 교육과 문화를 지켜나가

기 위해 상하이조선족문화교육추

진후원회(이하 ‘후원회’) 성원들이 

모였다.

지난 4월 10일, 후원회 2021년 

1차 이사대회가 상하이톈양(上海

天洋热熔粘接材料有限公司(JCC, 

이하 ‘톈양’)에서 진행됐다. 우리 

민족 교육과 문화에 무한한 지지

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누구보

다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유지하

려는 분들이 만들어낸 자리라 큰 

의미가 있었다. 

이사대회에 앞서 상무이사인 이

철룡 회장의 톈양그룹 연구센터를 

참관했다. 톈양은 환경오염을 고

려한 열간 접착제, 커튼, 벽지 등을 

주요 상품으로 “一切源于热爱” 열

정과 사랑을 모토로 삼고 운영되

고 있다. 참관 후 성원들 간의 교류

의 장을 이어가며 서로 조언과 격

려를 아끼지 않았다.

후원회는 기업인과 사회 각 계 

구성원들의 기부와 모금을 통해 

장저후(江浙沪)지역의 조선족 교

육, 문화, 사회봉헌 사업을 위한 공

익활동을 후원함으로써 나아가 상

하이 조선족 사회의 안정, 화합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9년에 설립

됐다. 후원회는 포용, 단결, 발전, 성

실, 전문성, 규범성, 신뢰와 효율적

인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여러 민

족문화 교육발전에 힘쓰고 있다.

2021년 후원회는 이양근 회장, 

김홍란·윤춘매 부회장, 오철호 부

회장 겸 비서장, 임호 감사 등을 비

롯한 이사진 39명이 힘을 합쳐 상

하이조선족대학생연합회(SKY), 

상하이조선족노인협회, 상하이조

선어주말학교, 글밤 등 민족교육

과 문화활동에 따뜻한 후원의 손

길을 보내고 있다. 이사대회는 이

양근 회장의 새해 덕담으로 시작

해 김홍란 부회장의 성원들 소개

가 있었으며 또 후원회 규장제도 

수정 및 프로젝트 후원에 대한 표

결을 진행했다. 2021년 후원 프로

젝트로는 상하이조선족대학교신

입생환영회를 포함한 대학생예술

절과 운동회, 노인협회의 문예활

동과 운동회, 상하이조선어주말학

교, 글밤의 우리민족 이주사 콘서

트, 중국조선족 초중고등 학생 디

카시공모전 등이 있으며 약 20만

위안을 후원했다. 

후원회는 후원 프로젝트 이외에

도 성원들 간의 보다 나은 화합을 

도모하고자 후원회는 내부적으로 

골프를 포함한 여러 동아리를 기

획하고 또 가족 간의 만남을 위한 

봄·가을운동회 등을 진행하며 서

로 간의 단결과 우애를 이어가고 

있다. 타지에서 고향을 떠나 학업

을 이어가는 차세대에게도 노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우

리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후원회

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상해조선족문화교육추진후원회

허스토리 in 상하이 독자투고

<아줌마이이야기> 코너가 올해부터 <허스토

리 in 상하이>로 바뀌었습니다. 다섯 명의 필

진들이 상하이 살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을 독

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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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 응모 자격

성인 부문: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또는 7년 이

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만 19세 이상)

청소년 부문: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

-초등 부문(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중 고등 부문   

(만 13세 만19세 미만)

입양동포 부문: 거주국 내 시민권을 취득한 입양동포 

및 자녀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최우수상 수상자는 동일 

부문 응모 불가함
▶ 공모 부문(주제) 및 원고 분량 안내

부문 주제 출풉편수

성
인

시 자유 3-5편

단편
소설

자유

3편
이내

체험
수기

·이민과 정착 과정 중 겪은 본
인.가족친지의 체험담

청
소
년

중
고
등

글짓기
‘아름다운 글로벌 코리안’
·한글 학습한국문화 체험 경험담
·현지 생활에서 보고 느낀 경험담
·자랑스러운 세계시민(글러벌 코
리안)인 나와 친구들
·기타 자유 주제

초
등

글짓기

입양
동포

입양
수기

(한.영)

‘내가 나누고 싶은 입양이야기’
·응모자(입양동포 또는 자녀) 본
인의 경험담

▶ 시상내역

시
단편
소설

체혐수
기

입양수
기

시상(수상자별)

대상 1명 1명 1명 1명 300만원,상패

우수상 2명 2명 2명 1명 200만원,상패

가작 3명 3명 3명 2명 50만원,상패

청소년글짓기
(중고등)

청소년글짓기
(초등)

시상(수상자별)

최우수상 1명 1명 100만원,상패

우수상 2명 2명 50만원,상패

장려상 3명 3명 30만원,상패

한글학교
특별상3) 2개교 200만원,상패

총계 4,130만원

▶ 접수방법 

코리안넷 홈페이지(www.korean.net)통해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4월 1일(목)~5월 31일(월) 23:59, 한국시간 

기준(마감일 엄수 요망)
▶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발표: 8월 중 수상자에 한 해 개별 통보,코리안넷 홈

페이지 게시

시상: 수상자는 거주국 관할공관에서  전수식 개최 예정

*한글학교 특별상은 청소년 부문에 응모한 학생이 소

속된 한글학교에 수여하되 재외공관에 등록된 비정규

(주말) 한글학교 대상으로 함,학교별 본심 진출 작품 

수 및 수상작품 수를 점수화하여 선정함.
▶ 문의: 재외동포자단 홍보문화조사부 손혜진 대리

           이메일: culture@okf.or.kr

           전화: +82-2-3415-0177

재중국상해대한체육회 창립 총회 공고
▶ 일시: 5월 18일(일정 변경가)

재중국 상하이 교민분들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한

국상회.한국인회 역점 사업 일환으로 “재중국상해 대한 

체육회”를 창립 합니다. 이에 창립총회 예정일자를 공고

하며 아울러 뜻을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대의원 신

청을 접수 합니다. 특히 체육동호회 참여를 환영합니다.    

재중국상해대한체육회 창립 준비 위원회 
▶ 신청 접수: (021)6405-2566, 137-0183- 4169

제51회 상해한인 여성문화강좌
2021년 5월 6월 여름학기 여성문화강좌 수강생을 모

집합니다. 모든 강좌는 대리신청 없이 본인 신청 선착

순 마감입니다.
▶ 개강일시: 5월 6일(목)
▶ 신청자격: 상해 거주 기혼 또는 미혼의 한인 여성 누구나
▶ 신청방법: 4월 18일(일) 오후 2시 이후 위챗 어머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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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CHAT ID: caroline307

강좌명
요
일

시간
모집
인원

월수
강료

재료비 장소
강
사

월요 장구 월
10:00
~12:00

16명
150
元

금수1기
문화센터

태극
공부선
(功夫扇)

화
11:40

~12:40
20명

150
元

회원
증비 
55元 
포함

허촨루
문화센터

胡
有
俊

명절로 배우
는 중국어

화
11:30

~12:30
20명

125
元

20元
허촨루

문화센터

문
해
월

캘리그래피 
초급(7주)

화
13:30
~14:50

14명
175
元

미정
허촨루

문화센터

박
양
희

여름맞이 
뜨개질 수업

목
10:00
~11:20

18명
125
元

180
元

허촨루
문화센터

이
계
란

캘리그래피 
초급(7주)

목
13:30
~14:50

14명
175
元

미정
허촨루

문화센터

박
양
희

-모든 강좌는 수강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상해한인어머니회의 모든 강좌는 <선생님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됩니다. 

-문화강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소외계층에 기

부> 됨을 알려드립니다. 

-단체방에서 접수할 시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자

세한 사항은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5회 세계한인의 날’기념 유공 포상 
후보 공모
외교부는 2021년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법정 10.5.)

을 기념하여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

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 및 국내유공자에 대하여 포

상하고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한민

국 모든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는 적합한 대상자를 추

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 대상 및 부문

o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 및 국내유공자

o 국민훈장, 국민포장, 표창

※ 최종 수상 규모 및 수상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

▶ 포상 대상자 자격

o 각 훈격별 최소 공적기간 자격 기준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구분

국민훈장

국민
포장

표창

무
궁
화

모
란

동
백

목
련

석
류

대
통
령

국
무
총
리

외교
부장
관

공적
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어머니회 봄 미술관 나들이
▶ 일시: 4월 23일(금)
▶ 모이는 장소: 10:00 지하철11호선 云锦路집합
▶ 정원: 10명내외 
▶ 일정: TANK 미술관, west bund  museun. west 

bund art  center  구역의 사설 갤러리 안내 이후 자유 

관람 12:30이후 자유시간 혹은 귀가
▶ 신청방법: 어머니회 단체방에서 4 월 10 일부터 모집
▶ 단체방가입: 131-6291-5680, 위챗 caroline307

모집
2021 상해 왕초보 골프동호회 신입회원 모집
상해 왕초보 골프 동호회 입니다. 저희 동호회는 2007년 

설립되어 13년간 활동하고 있는 검증된 동호회 입니다. 현

재 60명 정도 회원이 활동중이며 매주 약 15-20명 정도 

정모에 나오셔서 활동중입니다. 동호회 활동은 매주 토요

일 오후 4시~6시 정기모임을 하고 함께 뒷풀이 식사를 하

고 있으며 매달 1회 필드 정기라운드를 진행하고 동절기 

경우 스크린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연령대로 20

대 부터 60대까지.. 왕초보에서 프로까지 다양한 회원들

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 정기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6시, 홍첸루 타이

거 스크린; 정기라운드: 매달 한번 토요일 필드 라운드
▶ 정회원 650위엔(버스비 포함) 회비: 200위엔/매달
▶ 회장: 186-017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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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적, 진취적인 성격，(5) 국적: 한국인 또는 

한국어 능통한 중국인 , 남녀무관 
▶ 급여: 면접시 협의
▶ 근무지: 구베이 완커광장 
▶ 문의: 156-0166-2773

韩京机电（上海）급구
당사는 소형모터생산업체로서 경력직원 인

재를 급구합니다.
▶ 학력: 대졸
▶ 직종: 수입업무 및 총괄관리
▶ 급여: 면접시 협의
▶ 근무지: 상해 송강쥬팅
▶ 제출서류: 이력서,졸업증명서,자기소개서
▶ 문의: 김동화부장

10여년 경력을 요하며 한국어 및 중국어 

능통한 분

021-6461-9665,138-1822-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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