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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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