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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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