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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향기를 전해요
上海 다채로운 봄맞이 행사 열려

인천-상하이 전세기 뜬다

코로나 방역 기간 홀로 피우고 졌

던 매화들이 드디어 봄 손님을 맞

이한다. 상하이는 매년 춘절부터 3

월까지 공원 곳곳에서 봄맞이 축제

가 열린다. 올해도 어김없이 매화 전

시를 시작으로 상하이 꽃 축제 예

고하고 있다. 또한 계묘년을 맞아 

토끼를 소재로 한 각종 행사가 열

린다. 상하이시녹화시용국(上海市

绿化市容局)이 상하이 시내 각 대

형 공원에는 아이들과 함께 하기 좋

은 다양한 꽃 축제와 행사를 소개

했다. 따뜻한 봄날, 가족과 함께 봄

맞이 나들이를 떠나자.

구이위안 봄맞이 행사

2023年上海古猗园迎春活动

상하이 구이위안에서는 정월대보

름 원소절(元宵节)에 봄맞이 행사를 

연다. 용과 사자 춤, 중국풍 장마당, 

가죽인형 그림자극(皮影戏), 등롱 

수수께끼 맞추기, 토끼 등롱 선물 증

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 2월 5일(정월대보름 元宵节)

● 上海古猗园

  (嘉定区南翔镇沪宜公路218号)

 천산식물원 봄맞이 꽃 전시

2023辰山植物园迎春花展 

상하이천산식물원은 매년 춘절 

이후 봄꽃 전시를 연다. 올해는 꽃 

박람회 전시구역과 꽃 조각 전시구

역이 있으며 볏짚으로 만든 거대형 

토끼 조형물 등 6개 전시구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오는 2월 중순까지 

다양한 봄꽃을 만날 수 있다. 
● 1월 20일-2월 16일

● 上海辰山植物园

 (松江区辰花公路3888号)

야생동물원, 토끼들 모였다

“玉兔欢腾 灵猴迎春”

상하이 야생동물원 소형 동물 낙

원 내에 중국 흰토끼, 푸른(靑紫藍) 

토끼가 있고 동물과 소형 동물 근

거리 체험 구역에는 채색 토끼, 롭

이어 토끼 등 희유 품종도 볼 수 있

다. ‘영후천지(灵猴天地)’에는 체험

식 여우 원숭이 관람이 가능하다. 

● ~3월 17일

● 上海野生动物园 내小动物乐园狐猴岛 

 (浦东新区宣桥镇南六公路178号)

● 1월 31일까지 입장 티켓 ‘2+1(买二送一)’ 행사 

패밀리 티켓 원가 412.5元→330元, 어른 

2명 당 신장 1.5m 이하 아동 1명 동반 입

장 가능 

● 上海野生动物园 공식 APP, 기타 공식 

사이트 내 구입 

세기공원 매화 축제

2023世纪公园赏梅游园会(매화 관

상 원유회)

세기공원 매화원(梅园)에 가면 

부지 면적 10만㎡에 30여 종의 매

화 품종의 3000여 그루의 매화나무

를 볼 수 있다. 중국 원림(园林) 문

화의 정수를 체감할 수 있는 푸동 

세기공원의 매화원에서 상하이의 

봄을 느껴보자.
● ~3월 20일

● 世纪公园(浦东新区锦绣路1001号)

전루공원 납매 전시회

真如公园腊梅展 

공원 내 1,100그루의 납매(腊梅) 

나무와 70여 그루의 납매 분재를 

전시. 

● ~2월 15일 

● 真如公园(普陀区大渡河路1894号)

신좡공원 매화전시 

莘庄公园梅花展 

매년 이맘때 매화 전시가 열리

는 신좡공원은 올해는 공원 책임

자가 당일 현장에서 신청한 관람

객과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인솔

해 매화 관상 안내 행사를 펼친

다. 또한 매화 전문가를 초청해 

관람객에게 매화 원예 소품, 매화 

양생 유지 지식, 매화 품종에 대

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 ~3월 15일 

● 莘庄公园(闵行区莘浜路421号)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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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내수 시장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번 춘절 연휴에 중국인들의 지갑이 활짝 열렸다.

27일 중앙TV(CCV)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춘절 연

휴에 쇼핑, 식사, 오락 등 모든 시장에서 소비가 일

제히 상승했다. 지난 해 니엔예판을 취소하고 ‘밀키

트’로 대신했던 중국인들이 대거 식당으로 몰렸다. 

충칭, 시안, 창사, 싼야 등 관광객들이 몰려간곳에

는 그야말로 사람들로 가득했다. 온라인에서 화제

가 되고 있는 인증샷을 보면 샤오롱샤를 먹기 위해 

간 식당에서 받은 대기 번호가 4800번이다. 무려 앞

에 4800 테이블이 대기하고 있던 것. 결국 이번 춘

절 여행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맛집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패스트푸드나 컵라면으로 떼우고 왔다는 웃

지 못할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넘쳐났다.

시내 면세점 매출도 하루 평균 3억 위안(약 546

억 7200만 원)에 달했다. 춘절 연휴 5일동안 하이난 

성 내의 시내 면세점 12곳의 총 매출은 16억 8500

만(약 3071억 418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춘절보다 20%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

다도 무려 325%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27일 메이퇀(美团)이 발표한 2023년 춘절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21일부터 26일까지 하루 평균 주

문량이 2019년 춘절보다 66% 증가했다. 베이징, 상

하이, 청두, 충칭, 광저우 등의 지역에서 소비 규모

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타지역에서의 소비량이 전

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 현지에서의 소비도 함

께 강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내수 시장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춘절 기간 동안 테마공원도 빠질 수 없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 입장권 예매가 

2022년 춘절보다 200% 증가했고 하이창 해양공원

의 경우 하루 평균 4만 5000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원래 춘절과 국경절이 가장 성수기였던 영화계

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27일 동방망(东方

网)은 1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춘절 개봉작의 흥

행 수익이 6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조 936억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흥행 1위 영화는 만강홍(满

江红), 2위는 유량지구2(流浪地球2)가 차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민정 기자

춘절, 중국인들 지갑 열렸다

주간이슈  32023년 1월 28일 토요일

춘절 연휴, 중국인 해외여행 수요 폭발

춘절 연휴, 철도로 1억 5000명 이동
상하이 27일 55만명 기차타고 귀경

해외여행 640%↑, 가장 사랑 받은 여행지 ‘동남아’

발리 항공권 30배 증가, 중국본토 예약 3.2배 증가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을 

나가기 시작했다. 27일 펑파이신문(澎湃

新闻)에 따르면 같은 날 온라인 여행사

인 씨트립은 ‘2023년 춘절 여행 보고서’

를 통해 올해 춘절 기간 동안 국내외 여

행 수요가 지난 해 보다 4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씨트립 플랫폼에서 춘절 기간 

국내외 여행 주문이 3년 만에 최고였다.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한 첫 번째 

장기 연휴인 만큼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했다. 해외여행 건수만 전년 

동기 대비 640% 증가했다. 해외 호텔 예

약이 4배 늘었고 항공권 역시 4배 늘었

다. 국내 유명 관광지마다 인산인해였던 

것과 반대로 비교적 한적하면서 물가도 

저렴한 해외에서 처음으로 춘절을 보내

려는 중국인들이 많았다.

올해 춘절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은 여

행지는 단연코 ‘동남아’였다. 방콕, 싱가포

르, 쿠알라룸푸르, 치앙마이, 마닐라, 발리 

등에 중국 여행객이 대거 몰렸다. 따듯한 

기후, 해변, 맛있는 음식까지 삼박자를 고

루 갖춘 동남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

았다. 음력 1월 1일 중국인 전용기가 선전

을 출발해 발리에 도착한 뒤 인도네시아 

관광부에서 열렬히 환영식을 열었다. 이후 

필리핀 등에서도 비슷한 대우를 받았고 

현지에서도 중국인들의 ‘귀환’을 반겼다.

춘절 기간 동안 발리행 티켓 발급은 

전년 보다 30배, 싱가포르는 8배, 마닐라

는 5배, 방콕, 푸껫은 4배, 치앙마이, 쿠알

라룸푸르는 3배 늘었다.

한편 중국 본토 여행 예약도 전년보다 

3.2배 늘어나 관광시장이 호황을 이뤘다. 

상하이 예원 등불제를 비롯한 시안, 베이

징, 청두, 선양, 선전, 난징 등에서 열린 야

간 행사가 인기가 많았다. 해외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싼야’에 갔다는 말

이 나올 정도로 중국 최남단 싼야의 인

기는 식을 줄 몰랐다.

션자니(沈佳旎)씨트립 연구소 수석 연

구원은 “춘절을 기점으로 중국인들의 여

행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 올해 중국 관

광 업계가 눈에 띄게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민정 기자

중국의 길고 긴 춘절 연휴가 끝을 보이

고 있다. 27일 연휴 마지막 날까지 철도

를 이용한 고객이 1억 5000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펑파이신문(澎湃

新闻)은 중국국가철도그룹을 통해 확인

한 결과 1월 27일 전국적으로 약 1210만 

명이 철도를 이용한다. 이날 운행하는 열

차 수만 1만 700대에 달한다.

2023년 춘윈 기간은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40일이다. 1월 7일~21일까

지 연휴 전 15일 동안에만 총 1억 954만 

명이 철도를 이용했다. 지난 해 춘절보다 

27.3% 증가한 수치다. 하루 평균 730만 

명이 철도를 이용했다.

22일은 277만 2000명, 23일 522만 

3000명, 24일 696만 3000명, 25일에는 

859만 1000명, 26일에는 1028만 8000명

이 철도를 이용했다.

올해 춘절은 ‘위드 코로나’ 전환 후 첫 

연휴로 학생, 노동자, 친척 방문, 여행객

들의 여행 수요가 뚜렷했다. 철도부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연휴 기간 중 하루 최대 

배차량은 6107대로 오히려 2019년 춘윈 

때보다 11% 늘어난 수준이었다.

장삼각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도 크게 

증가했다. 춘윈 시작 후 지금까지 2964

만 4000명이 이용했고 연휴 이후에는 하

루 평균 116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 작년

보다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27일은 

귀경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날로 하루 

193만 명이 장삼각 지역으로 돌아올 전

망이다. 상하이 철도역의 경우에도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약 55만 명이 상하이

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상하이 기

차역은 14만 5000명, 상하이 남역 5만 

5000명, 그리고 홍차오역에 35만 명이 

몰린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민정 기자 

식당·영화관·면세점 행복한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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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4분기 순이익 59% 증가, 역대급 실적

상하이공장 연 57만대 생산 

후룬, 중국 500대 기업 3년새 절반 사라졌다

2022년 중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 순

위가 공개됐다. 19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500대 기업 순위의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 이전의 기업 50%가 

순위에서 사라졌다. 

후룬연구소가 발표한 ‘2022 후룬 중국 500

대 기업’ 순위는 상장사 시가총액을 2022년 

11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높은 순으로 정한 

것이다. 비 상장기업의 경우 동종업계 상장

기업의 최신 자산 평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한다. 이번에 타이완 기업 TSMC가 2조 

8000억 위안으로 1위를 차지했다. 과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텐센트는 2위로 밀렸다. 

상위 10대 기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기

업은 비야디(比亚迪)다. 비야디는 기업 가

치 7780억 위안으로 9위에 올랐다. 3위는 

알리바바, 4위는 바이트 댄스로 지난해와 

순위 변동은 업었고 5위 화웨이는 2단계 

올라갔다. IT기업, 플랫폼 기업, 자동차 기

업 등이 독점한 상위 10위권에서 중국핑안

보험(中国平安保险)이 유일한 금융계 회사

로 10위에 안착했다. 

2022년 후룬 중국 500대 기업의 총 가치

는 51조 위안으로 2021년보다 23% 감소했다. 

지역별 상황이 뚜렷했다. 선전, 홍콩, 광저

우 등 다완취(大湾区)에 본사를 둔 기업 107

곳이 순위에 포함됐다. 선전 기업 42곳, 홍콩 

28곳, 광저우 15곳이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IT 산업을 보려면 선전을 방문하고 선전시의 

IT 산업은 난산(南山)을 방문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IT 산업의 바로미터

인 곳이 난산이다. 이번 순위에서 난산에 위

치한 기업이 17개 포함됐고 총 가치는 3조 

7000억 위안에 달했다. 주로 인터넷, 소프트

웨어 서비스, 의료건강, 소비전자, 금융, 에너

지, 공산품 등의 분야를 영위했다. 

새로 순위권에 포함된 기업에서는 반도

체, 의약품, 전자부품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순위권에서 밀려나는 기업의 경우 

바이오 의약, 의약품 소매와 부동산 기업이 

많았다. 반도체와 관련 깊은 태양광 산업 

기업도 이번에 40개나 순위권에 포함되어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 산업이 주류임을 다

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던 지난 3년 

동안 후룬 500대 중국기업 순위에 포함됐던 

249개 기업이 사라졌다. 즉 3년 동안 500대 

기업 중 절반인 50%가 새로운 기업으로 채

워졌음을 의미하며 코로나 3년이 기업 환경

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민정 기자 

전기차 생산기업인 테슬라가 2022년 실

적을 발표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27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

济新闻)에 따르면 미국 현지 시각 1월 25일 

테슬라(TSLA)가 2022년 4분기와 한해 실

적을 발표했다. 4분기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다.

실적 발표 당시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에 대해 묻자 일론 머스크는 “중국의 자동

차 회사를 매우 존중한다”라고 답했다. 그

러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은 일할 때 

가장 열심히 그리고 가장 똑똑하게 일한다”

라며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뒤를 이

을 기업은 아마도 중국 기업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구체적인 중국 기업의 이름

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 시장에서의 인재 확보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팀은 중국에

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며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

런 상황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2022년 4분기 영업이익 243억 

1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했다. 순이익은 36억 8700만 달러로 59%

가 증가하며 역대 가장 뛰어난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4분기 현금 흐름은 32억 

7800만 달러로 지난 해 보다 29% 감소, 전 

분기보다 36% 감소했고 자동차 매출 총 이

익률은 25.9%로 5개 분기 중 가장 낮았다.

2022년 한해 영업이익은 814억 6200

만 달러로 51% 증가했고 순이익은 125억 

5600만 달러로 무려 128% 증가했다. 2022

년 한해 전세계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136

만 9600대, 이 중 131만 3900대를 인도했다.

현재 연간 생산량은 ModelS/ModelX 

10만 대, ModelY/Model3는 180만 대까지 

가능하다. 상하이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ModelY/Model3 75만 대에 달한다. 이미 

연간 생산량은 190만 대에 달하지만 2023

년 공급망 중단, 자연재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을 우려해 최소한의 차량 인도 목

표를 180만 대로 정했다.

이민정 기자 

지난해 샤오미의 시장 점유율은 중국내 1

위,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스마트

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22%), 2위는 애

플(19%)이 차지했다. 

17일 시장조사기관 캐널리스(Canalys)는 

2022년 연간·Q4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데

이터를 발표했다. 2022년 시장 점유율 상위 

5개 제조업체 중 중국 제조업체 3곳이 포함

됐다고 제일재경(第一财经)은 전했다. 

캐널리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글

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 삼성전자는 출하량 세계 1위지만, 

영업이익은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시

장점유율 2위인 애플은 수요 위축의 시험대

에 직면해 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역시 복잡한 국

내외 경제 환경으로 출하량에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샤오미의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작아 전년 대비 1%포인트 하락, 시장점유율

은 13%로 글로벌 3위를 유지했다. 이어 오

포(OPPO)와 비보(VIVO)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각각 2%포인트와 1%포인트 하

락해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샤오미는 지난해 12월 프리미엄 신제품 

샤오미 13시리즈를 발표해 판매량 선두를 

달리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샤오

미는 12월 마지막 2주 연속 중국 본토 안드

로이드 스마트폰 4000~6000위안 가격대에

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샤오미는 샤오미13 시리즈를 통해 프리미

엄 제품의 세계화를 공략하는 동시에 올해 

샤오미의 이익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하영 기자 

‘잘나간다! 샤오미폰’ 

시장점유율 중국 1위, 글로벌 3위

테슬라, “전기차 시장 2위는 중국기업”

TSMC, 텐센트, 알리바바 1~3위

비야디 9위→4위, 화웨이 5위



상하이뉴스  52023년 1월 28일 토요일

푸동공항 1월말 30개국 41개 노선 취항 

“2025년까지 20개 로봇 선두업체 만든다”

상하이공항 국제여객기 회복

16일 상하이공항그룹(上海机场集团)

은 지난 8일 국제여객기 관련 통제 조치

가 취소된 후 상하이 공항의 국제여객기

가 차츰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말 현재 푸동공항은 30개국 41개 국

제선을 취항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루 평균 

국제여객 입출항 항공편은 약 30편으로 지

난해 12월보다 20% 증가했다. 춘윈(春运: 

춘절대이동) 기간 푸동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선 홍콩·마카오·대만 여객선 운항 편수

도 크게 늘어나 하루 평균 여객 입·출항 항

공편은 지난해 12월보다 76%나 급증했다. 

2월부터 3월까지 푸동공항의 국제·지

역 여객 항공편은 1월 기준으로 2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18시 26분 터

키항공 TK026편이 이스탄불에서 푸동공

항에 도착했다. 이는 1월 8일 국제여객기 관

련 통제 조치가 취소되면서 코로나19로 중

단됐던 국제선이 처음으로 운행을 재개해 

푸동공항에 도착한 첫 번째 사례다. 해당 

노선은 운항 재개 후 매일 2편씩 운항된다.  

2023년 1월 8일부터 중국은 더 이상 모

든 입국객에 대한 핵산 검사 및 집중 격리

를 실시하지 않으며, 국제 여객선 운항 횟

수 통제 조치 등도 취소하고 있다. 

신하영 기자 

상하이시가 2025년까지 로봇 관련 산

업 규모 1000억 위안(약 18조3000억원)

을 달성하고, 20개의 업계 선두 업체를 만

들겠다는 계획이다. 

17일 상하이시 경제정보위원회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상하이 로봇 산업의 발전 

현황을 소개하고 상하이 스마트 로봇 벤

치마킹 기업 및 응용 시나리오 명단을 발

표했고 노동보(劳动报)는 전했다. 

지난해 상하이 공업 로봇의 연간 생산

량은 7만5000대 이상으로 전년 대비 6% 

증가, 생산량은 국내 도시 1위로 스마트 

제조의 주요 도시로 자리잡았다. 또한 서

비스 로봇 산업도 의료, 건축, 농업, 상업, 

가정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첫 응용을 실

현하여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탕원간(汤文侃) 상하이 경제정보화위

원회 부주임은 “2025년까지 상하이는 업

계 일류 로봇 브랜드업체 10곳과 100개

의 벤치마킹 로봇 응용을 마련해 로봇 관

련 산업 규모는 1000억 위안에 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상하이시 경

제정보화위원회는 과학기술위원회 등 9

개 부처와 함께 지능형 로봇 벤치마킹 기

업 1차 및 대표 응용 시나리오 목록을 선

정했다. 목록에는 산업지능, 의료보건, 건

축서비스, 농업서비스, 공공서비스, 가정

용서비스, 특수응급(特种应急) 등 7대 분

야의 40여개 기업이 포함된다.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 우춘핑(吴

春平) 부처장은 “앞으로 3년간 자동차, 첨

단장비 등 6대 중점산업을 중심으로 공업

기업 스마트제조 전환을 추진하고, 20개

의 시급(市级) 벤치마킹 스마트공장, 200

개의 시급 스마트공장을 건설해 산업로봇 

2만대 증가시켜, 산업로봇 밀도를 1만 명

당 100대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푸동, 

바오산, 자딩, 송장 등의 중점지역을 중심

으로 3-5개의 지능형 로봇 특화산업 클

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신하영 기자 

코로나19 치료제(팍스노비드, 아즈푸

딩)를 5일 이상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

고,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

베이징 호흡기 질환 연구소의 퉁차오

후이(童朝晖) 소장은 “바이러스 감염에

는 사실상 특효약이 없으며, 일부 항바이

러스제는 코로나19 복제를 억제하고 방

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약물은 감염 초기

에 사용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반

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 규범화된 방식으

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항바이러스제는 발병 5일 이내, 

특히 48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효과가 더 

좋다”고 말했다.

바이러스가 인체에 처음 침입해 복제

를 시작할 때 조기에 이러한 약제를 사

용하면 바이러스 복제를 방해하고 바이

러스 부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인체 면역 체계에 대한 공격을 줄인 

다음 자체 저항력을 통해 중증이나 위중

증 상태로의 발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단 중증, 위중증 상태가 

되면 이런 항바이러스제는 효과가 없다

고 덧붙였다.

신하영 기자

中 애국영화
선봉배우 ‘우징’ 
개인 매출 5조원 

상하이 로봇산업에 18조원 투자

코로나19 치료제, 어떻게 복용해야 하나

중국 영화사 1위 

배우 겸 감독인 우징(吴京)이 개인 누계 박스

오피스 300억 위안(약 5조4597억원)의 매출을 달

성하며 중국 영화사상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 

중국의 영화 리뷰 및 박스오피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탑전업판(灯塔专业版)에 따르면, 1월 

25일 0시10분 기준, 2023년 춘절 기간(1.21~27) 

총 박스오피스(사전예매 포함) 40억 위안(약 7279

억원)을 돌파했다. 

‘만강홍(满江红)’, ‘유랑지구2(流浪地球2)’, ‘부니

베어스 가디언코드(熊出没·伴我“熊芯”)’가 나란

히 박스오피스 1~3위를 차지했다고 홍성신문(红

星新闻)은 25일 전했다.  

이 중 ‘유랑지구2’와 ‘만강홍’의 주연 배우인 우징

(吴京)과 선텅(沈腾)은 현재 중국 영화계의 개인 누

적 박스오피스가 가장 높은 두 사람으로 부상했다. 

등탑전업판의 데이터에 따르면, 24일 17시 41분 현

재 우징의 개인 총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300억 위

안에 달해 중국 영화사상 최고의 기록을 달성했다. 

우징의 흥행 성적

은 최근 10년간의 영

화 작품에서 나왔다. 

특히 2017년 56억 위

안을 돌파한 ‘전랑2’ 

이후 ‘유랑지구’가 46

억 8800만 박스오피

스를 기록했다. 이어 

‘장진호(长津湖)’ 두 

편이 각각 57억7500

만, 40억6700만을 달

성했다.  

우징의 작품 4편 

누계액이 200억 위

안(3조 6500원) 이상

을 달성한 것과 달리 

선텅은 10억~30억 위

안의 흥행작들을 여

러 편 내놓았다. 

신하영 기자

순위 배우 이름(개인 매출)

1

우징 吴京（300.00억元）

2

션텅 沈腾(264.39 억元)

3

장한위 张涵予(218.34억元)

4

황보 黄渤(195.24억元)

중국 영화배우 개인 매출 순위



2023년 1월 28일 토요일6  전면광고



종합  72023년 1월 28일 토요일

호황누렸던 한국 화장품
 中 시장서 자취 감춰

올해 세계 경제 작년보다 더 나쁘다

한때 중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

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국 

화장품이 최근 몇 년새 중국 시

장에서 사라졌다. 10일 신문방(新

闻坊)은 “호황기를 누렸던 한국화

장품이 중국에서 말소 등록”했다

고 전하고, “시대의 눈물”이라며 

안타까워하는 네티즌들의 반응

을 전했다. 

신문방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

들이 ‘BB크림의 시초’라고 생각하

는 미샤(谜尚, MISSHA)가 문을 

닫은 데 이어, 2021년 에뛰드하우

스(伊蒂之屋, ETUDE HOUSE)의 

중국 본토 모든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았다. 

최근 또 다른 유명 한국 화장

품 브랜드도 이미 중국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유명 브랜드 더

페이스샵(菲诗小铺, THE FACE 

SHOP)도 회사를 합병∙분할하고 

38개 판매회사 모두 말소 등록된 

상태다.

더페이스샵은 2008년 베이징 

시단(西单)에 첫 매장을 오픈했

다. 2013년 이후 더페이스샵뿐 아

니라 여타 많은 한국 화장품들이 

최고 호황기를 누리기 시작했다. 

더페이스샵으 2015년에는 1년 새 

100여 개 매장을 오픈해 당시 중

국 전역에 360개 매장을 보유하

기도 했다. 이후 전자상거래 발전

과 함께 더페이스샵은 65.8%의 

성장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 한류의 쇠퇴와 

더불어 다수의 한국 화장품 브랜

드는 성장 딜레마에 빠졌고 이후 

순차적으로 시장에서 발을 뺐다. 

현재 더페이스샵은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에 플래그숍을 운영 중

이나 오프라인에서는 제품을 찾

기 힘들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 시

장 퇴출에 대해 누리꾼들은 “스무 

살 때 가장 좋아하던 브랜드였다”, 

“시대의 눈물”이라며 아쉬움을 드

러내는가 하면, "중국 국내 브랜드

의 굴기를 증명한 것"이라는 단호

한 반응도 보였다. 

최승희 기자 

유엔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이 1월 25일 발표

한 <2023년 세계 경제 형세와 전

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세

계 경제 성장률은 2022년 보다 

3%에서 1.9%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26일 신화사(新华社)

가 보도했다.

유엔은 하락 전망 이유로 COV-

ID-19의 전파, 우크라이나의 위기, 

高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등 영향으

로 2022년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거

시 경제의 역풍이 사라지기 시작

한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4

년 2.7%로 다시 반등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둔화는 선진국뿐

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영향

을 주어 많은 국가가 2023년 경제 

쇠퇴의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 유

럽연맹(EU)와 기타 경제 발달 지

역의 성장 하락은 세계 경제에 불

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보고서는 2023년 중국 경제 성

장은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중

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의 완

화, 양호한 경제 조치 실시는 중

국 경제의 가속적 발전에 좋은 영

향을 주어 성장률은 4.8%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여러 방면에서 닥치

는 전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고 전 

세계가 유엔이 제시한 2030년 지

속 발전 가능 목표의 궤도에 다

시 돌아오려면 국제적 협력은 필

수라고 강조했다. 국제 사회는 개

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 채

무 부담 감면 등 면에서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기 기자

유엔, 2023년 세계 경제 지난해보다 최대 3% 하락 전망

올해 중국 경제 4.8% 예측

2023년 중국 31개 성시(省市)

의 GDP 목표치가 공개되었다. 16

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

면 베이징, 장쑤, 지린, 간쑤, 칭하

이의 GDP 목표까지 공개되면서 전

국의 모든 성에서 올해의 성장 목

표를 제시했다. 

전체 성의 성장 목표치는 최저 

4%, 최고 9.5%였다. 최근 중국인

들이 국내 여행지로는 최고로 꼽

고 있는 하이난성은 이 기세를 모

아 올해 목표치를 9.5%로 설정했

다. 대부분의 성은 5~6.5%대의 성

장을 예상했다. 

허난성, 텐진시, 저장성, 베이징, 

장쑤성, 광동성 등 21개 성은 지난

해 GDP 목표치보다 0.5~1%p 가량 

하향 조정했다. 지린성, 후난성, 장

시성 등 6개 성은 작년과 동일하고 

신장, 충칭 등 4개 성은 지난 해보

다 0.5~1%p 상향 조정했다. 

현재까지 2022년 실제 GDP 증

가율을 공개한 지역 24개 성 모두

가 2~5%씩 성장했다. 장시성의 경

우 5%, 닝샤 회족자치구도 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충칭, 구

이저우, 광동 모두 2%대 성장에 머

물 것으로 보인다. 22개 성의 경우 

2022년 초에 세웠던 GDP 목표 달

성에 실패했다. 

2022년 GDP 총량의 경우 광동

성이 3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

다. 2021년 광동성은 중국 성으로

는 최초로 GDP 12조 위안 돌파에 

성공했다. 장쑤성의 경우도 올해 

12조 위안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

다. 산동, 저장은 8조 위안, 7조 위

안이며 허난성은 처음으로 6조 위

안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중국 각 지방별로 가

장 중요한 안건은 투자와 소비다. 

상하이의 경우 소비 진작만이 경제 

발전의 기초라며 소비를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2023년 31개省 GDP 목표 공개
하이난 최대 GSP 9.5% 목표 

광동성, GDP 총량 34년 연속 전국 1위

중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민

일보(人民日报)는 중국 국가통계

국 발표를 인용, 2022년말 현재 중

국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전

년 대비 85만 명 감소했다고 보도

했다. 이 중에는 중국 31개 성/자

치구/직할시와 현역 군인 인구수

가 포함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

는 홍콩/마카오/외국 국적 인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2년 출생 인구수는 956만 명

으로 인구출생률은 6.77‰이고, 사

망 인구수는 1041만 명으로 인구

사망률은 7.37‰, 인구의 자연 증

가율은 -0.60‰이다. 

한편, 중국 인구 감소에 대해 국

무원 제7차 전국 인구조사 영도소

조 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2020년 

중국의 가임기 여성 합계 출산율이 

1.3으로 낮아진 것은 주로 가임 여

성 수가 꾸준히 감소했고, ‘두 자녀 

정책’ 효과가 차츰 약화된 영향”이

라고 밝혔다. 또한 2020년부터 코

로나19 팬데믹이 삶의 불확실성과 

입원 출산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켜 

출산 의욕을 더 꺾었다고 분석했다. 

최승희 기자 

중국 인구 85만 명 감소
중국 본토 인구 14억 1175만 명 

누리꾼 “한 시대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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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왜 ‘검은 토끼’의 해일까 생각하는 대로 이뤄진다

다사다난하였던 2022년도가 막을 내렸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

던 해였다. 악몽 같았던 2022년을를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인 2023년을 맞이해야 할 시기이

다. 검은 호랑이의 해였던 2022년에 이어 앞

으로 우리가 보내야 할 2023년은 검은 토끼

의 해가 된다. 

검은 토끼 해… 이유는?

2023년을 대표하는 동물이 왜 검은 토끼일

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토끼를 머릿속으로 

상기시킬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얗고 핑크

빛 기류가 맴도는 귀여운 토끼를 상상했을 것

이다. 토끼는 하얗다는 고정관념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검은 토끼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을 

것이다. 이번 해를 상징하는 동물의 이름이 검

은 토끼인 이유는 천간을 바탕으로 색깔을 정

하기 때문이다. 2023년의 이름은 기묘년으로 

임계의 계와 토끼를 상징하는 묘가 만나서 기

묘년이 된 것이다. 여기서 임계는 검은색을 나

타내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서 검은 토끼의 해

가 된다. 이것이 2023년을 상징하는 동물이 검

은 토끼가 된 기본적인 이유이다.

검은 토끼 의미?

검은 토끼에 함축된 의미를 알아보자. 토끼

는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라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토끼와 거북이에서는 토끼의 영

리함과 지혜로움이 대조되지만 별주부전 같

은 많은 전래동화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계략적이면서 동시에 다른 동물보다 더 뛰어

난 두뇌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 토

끼는영리함과 지혜로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

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만수무강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으

로 경제가 급격히 상승한 지금 상황에서 풍요

라는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멸종 위기종 동물 ‘검은 토끼’

사실 검은 토끼는 현재 멸종 위기종 동물

로 인식되고 분류되고 있다. 아까 언급했던 긍

정적인 의미와는 반대되는 좋지 않은 사실이

다. 호주나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토착 야

생동물을 구제하기 위하여 외래종 동물을 풀

어놓는 현상으로 인해 많은 검은 토끼들이 사

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외래종을 새로운 야생

에 방생하였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을 깊게 생

각하지 않고 안일한 대책으로 일어난 문제이

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하

지만 최근 검은 토끼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안팎에서 들려오고 있는 중이다. 검은 토끼가 

주로 서식하는 서식지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

유산에 등록되면서 검은 토끼의 개체 수가 전

보다 다시 증가했다. 2023년의 검은 토끼뿐 아

니라 이러한 멸종 동물에 관한 보호 노력은 지

속되어야 한다. 

특별한 인물 탄생 예고?

이번 2023년에는 세계를 구원할 특별한 인

물이 탄생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바람과 추측

이 공존한다. 검은 토끼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

별한 토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 검은 토끼 해에 많은 특별한 사람들이 태

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특별한 사람

들이 2023년에 대 등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

다. 이렇게 특별함이라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는 검은 토끼를 계속 파볼수록 더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신기할 따름이다.

2023년에는 검은 토끼의 의미가 잘 나타나

는 해이길 빈다. 결국 동양사회의 미신같은 동

물 띠의 상징화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벗어나서 부를 누리고 2022년처럼 고

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지혜와 영리함으로 헤

쳐나가길 다시 한 번 소망한다. 

학생기자 김시윤(SLAS 10)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는 아무런 생각 없

이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

기 때문에 말조심하라는 것을 의미한

다. 그렇다면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

는 과학적 사실 근거가 있는 얘기일

까? 뇌과학의 방면에서 접근하면, 우

리가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이 스트레

스 호르몬을 더 분비시켜 불쾌한 기

분을 지속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감정

은 우리 개개인이 조절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서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는 인식

이 널리 퍼져있다. 만약 올바른 방법

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

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러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다. 우리의 감정

뿐만이 아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모

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우주의 법

칙이라고도 한다. 이론상으로는 우리 

신체는 에너지이고 같은 주파수끼리 

끌어당기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은 

그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가진 긍정적

인 일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런 사이비같은 설명 말고도 끌어당김

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많다. 

본질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목표를 향해 그에 맞게 노력을 

할 것이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주파수를 떠나서 긍정적인 마

인드는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준다. 부

정적인 마인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

면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과정에 필요한 노력을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R=VD라는 공식이 있다. 이는 

realization=Vivid Dream의 약자로, 

생생하게 꿈 꾸면 이루어진다는 뜻이

다. 정말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꿈은 

구체적일 수록 더 좋다. 이런 말들이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끌어당김의 

법칙에 인해서이다. 또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이것이

라고 할 수 있겠다. 내면의 무의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적으

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자신의 능

력을 의심하면 나도 모르게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거나, 더 높은 곳을 향해 

못 볼 수도 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무의식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전문가들에 의하면, 끌어당김의 법

칙을 이용해 목표를 이루려면 몇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긍정적인 사고방식

을 갖춰야 한다. 우리가 곧 에너지이

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

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도 달라진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부

정적인 단어를 피하며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부정적인 

단어는 “못” “안” 같은 단어로 예를 들

면 “실수 안 하면 좋겠다” 보다는 “완

벽하게 해야겠어”가 훨씬 낫다는 말

이다. “실수 안 하면 좋겠다”라는 말

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할 경우 중점이    

“실수”에 맞춰지기 때문이다. 이런 걱

정하는 말들은 우주에게 안 좋은 일

이 일어날 거라고 신호를 보내며 현실

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매일 매일 

자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들을 구

체적으로 상상하면 어느새 현실이 되

어 있을 것이다. 

학생기자 김리흔(상해중학 11)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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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칼럼

키워드로 전망하는 2023년 中 소비시장 上 
중국이 지난 3년간 지속 시행해온 고강도 이동통제 조치를 

완화하고 감염병과 공존하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로 전환했다. 그간 강력한 방역통제 조치로 억눌렸던 소비 수

요가 분출하면서 소비회복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

감이 형성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10대 키워드로 2023년 중

국 소비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유망품목을 짚

어보고자 한다.

1. 코로나

방역통제가 풀리고 ‘위드코로나’시대에 접어들자 중국 본

토 코로나 확산세가 중국 소비시장에 영향을 주는 최대 변수

로 부상하고 있다. 작년 4분기는 2분기와 달리 주요 도시 봉

쇄 등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부터 두달째 지속

되고 있는 중국 소비의 마이너스 행진은 본토 코로나 확산세

가 주요인이다. 2022년 11월 누적 기준 중국 소비 증가율은 

△0.1%로 나타났다. 12월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했기 때문에 

2022년 중국 소비가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코로

나 충격으로 역성장했던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현지 방역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본토 코로나 확산세가 1월 

말 춘절(=설) 연휴(1.21~27일) 이후 정점을 찍은 뒤 2~3개월 

이내 안정화되면 중국 소비시장도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반면, 신규 변이종 발생 등으로 본토 코로나 확

산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되면 소비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

인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심리를 반영하는 소비자신뢰지수는 

코로나 확산으로 작년 4월 100 이하로 떨어진 이후 11월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소매판매 증감률]

자료: wind, 궈타이쥔안 증권

2. 회복 수준

중국 관련 기관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 꺾이고 2분기 

안정세에 들어선다는 전제하에 2023년 중국 소비 증가율이 

6%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이전 중국의 소비는 

8%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

론 변이종의 중국 내 확산으로 2022년 중국 소비 증가율은 

2.7%까지 둔화되었다.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소비 증가

율은 작년의 2배 이상으로 대폭 개선될 수 있지만 코로나 감

염, 경기, 소득 불안감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 2023년 중국 소비 증가율 전망치: wind 6.9%, 더방증

권 6.8%~9.1% 

3. 소비권

중국에서 2023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

다. 중국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비

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 경제정책 운용방향

을 확정하는 2022년 말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소비진작’

을 2023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주요 지방정부는 작년 말부터 수백만 위안, 수천만 위안 규

모의 소비권 발급에 나섰다.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규

모는 다르지만 역내 문화관광, 소매, 숙박, 요식 등 서비스업

과 가전, 자동차 등 품목의 소비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췄

다. 춘절 연휴와 지방 양회(兩會) 개최를 계기로 더 많은 지방

정부가 소비권 발급 행렬에 가담할 것으로 점쳐진다.

더방(德邦)증권 산하의 연구소는 최근 중국 지방정부의 소

비권 발행규모가 약 4억 8천만 위안으로 집계됐으며 연내 중

국의 소비권 발행규모는 1천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

다. 지난 2년간 중국 소비권 발행규모와 실제 소비규모에 따

라 측정한 결과, 소비권의 소비진작 효과는 약 14배인데 1천

억 위안 규모의 소비권은 1조 4천억 위안 수준의 소비진작 효

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4.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경기 상황도 소비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부동산 가격은 가계부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주민 부문 부채율(GDP 대비 가계 부채비

율)은 62%로 신흥국보다 약 10%p 높고 선진국보다 약 10%p 

낮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의 ‘자산효과(부의 효과)’보다 

소비억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의 강도 높은 부동산 버블 억제정책으로 중국의 부동

산 투자는 작년 연초부터 역성장을 거듭하며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정부

는 올해 정부·민간 자금 투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금융기관

의 보장성 주택 투자 확대를 장려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

정화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경기회복과 더불어 부동

산 시장이 활황을 맞이하고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다면 소비

회복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 현 

지도부가 ‘집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

해왔고 올해 소비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만큼 부동

산 가격 안정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

게가 실린다.

[중국 주민 부문 부채율과 소비 증가율]

자료: 국가자산부채표연구센터, 국가통계국

5. 저축률

지난해 중국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소비와 부채

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중국 저축률

은 2010년부터 10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중국 저축률은 2010년 가처분소득의 40%

에서 2019년 35%로 줄었다. 중국인들은 저축 대신 대출을 늘

려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그 결과 코로나 이전 중국 주민 부

문 부채율은 60%를 넘어섰다. 그러나 2022년 중국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중국 소비자들은 저축에 무게를 뒀다. 중국

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위안화 예

금액은 전년 대비 26조2600억 위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민 부문의 예금 증가폭은 17조8400억 위안으로 2021

년(9조9000억 위안)의 약 2배 수준이다. IMF는 2022년 중국

의 국민총저축률이 전년 대비 1.5%p 상승한 46.4%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보다 10%p 이상, 미국보다 25%p 

높은 수준이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허우랑(後浪)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200명의 40세 이하 중국인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 1990

년대 태어난 세대인 지우링허우(90後) 중 41.7%가 매월 저축

한다고 답변했다. 

[주요국 국민총저축률 전망치]

자료: IMF(2022.10월)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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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는 상하이 175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장원청 | 미디어숲 | 2020년 3월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는 

오래된 인문학의 나라 중국에서 

150만 부를 훌쩍 넘긴 베스트 셀

러다. 총 1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술

술 풀리는 인간관계 기술 등 장마

다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실생

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

리학 관련 효과나 법칙들이 잘 정

리되어 있다.

그 중 하나인 쿨레쇼프 효과

(Kuleshov Effect)는 구소련의 영

화감독 겸 이론가인 쿨레쇼프가 

주창한 장면 편집의 효과를 가리

키는 말로, 장면과 장면을 병치시

키는 몽타주 처리에 의해 배우의 

심리나 정서적 상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쿨레쇼프 효

과의 예시로 1920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코카콜라 사례가 나온다. 

전 세계 스테디셀러인 코카콜

라가 당시 중국 소비자들의 반

응은 냉담했었다. 중국 시장 진

출에 실패한 원인은 코카콜라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蝌蚪啃蜡(kē 

dou kěn là) 라고 음절만 따서 번

역한 것이 대중의 반감을 크게 샀

다. 이는 중국 대중들에게 올챙

이蝌蚪와 味同嚼蜡(wèi tóng jué 

là: 사자성어; 맛이 밀랍 씹는 듯

하다, 무미건조하다는 뜻）에서의 

嚼蜡라는 단어가 심리적으로 서

로 연상하게 만들어 맛없고 끈적

하고 검은 올챙이를 씹는 음료라

고 인식되어 반감을 넘어 혐오감

을 샀다. 1980년대 들어 코카콜라

는 다시 중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명칭인 可

口可乐로 번역해 중국 음료 시장

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음

료, 같은 이름에 단지 번역이 달라

졌을 뿐인데 소비자들은 각기 다

른 정서적 반응으로 상반된 시장 

결과를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현

지화 전략 사례로도 많이 소개되

고 있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한

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전제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본

래 이성적이지 않고, 수많은 감정 

요인이 사람의 인지 결과에 영향

을 미친다고 말한다. 결국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심리가 투영된 것이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정글보다 

더한 사회 속에서 정신줄 잡고 좀 

더 통찰력 있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내가 과연 매 순간마

다 잘 인지하고 현명하게 잘 대처 

할 수 있을까?’ 하는 복잡미묘한

(?) 감정이 든다. 그래도 한때 심리

학에 관심이 많아서 심리학 전공 

수업도 들었던 나에게 매우 흥미

로운 주제들이 아닐 수 없다. 

장지은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에서 친구 사귀기
6여년 전 남편이 중국으로 발령

을 받았다는 소식에 한동안 잠이 

안 왔다. 학교에서 집은 종치기 전

에 교실에 도착할 만큼 지척이고 

매일 방과 후 신나게 뛰놀던 아이

들이 친구들과 헤어져 새로운 친

구와 환경에 적응할지 걱정이었다.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상하이에 가면 거기 친구들도 너

희처럼 처음에는 다 낯설고 어색하

지 않았을까? 몇 달이나 몇 년 먼저 

왔을 뿐이고 우리도 익숙해져서 언

제 그랬냐는 듯 자연스러워질거야. 

” 아이에게 위로가 될까 싶어 한 얘

기였는데 말하다 보니 나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학교에 가서 잘 놀고 

마음 편히 잘 적응만 하라고 했다. 

그러다가 작은 아이는 1년 만에 

학교를 옮겼다. 큰 아이 역시 1년반

이 지나 좀 더 규모가 큰 학교로 옮

겼다. 숫기가 적은 아들 아이가 새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 혼자 밥을 먹

었다고 하니까 딸 아이가 학교를 먼

저 옮긴 선배로서 조언을 해 준다.

“오빠! 내가 해봤는데 아무리 기

다려도 애들은 먼저 놀자고 안 해. 

그러니까 그냥 가서 우리 같이 놀

래? 이렇게 말해. 싫으면 말고~ 이

런 마음으로! 근데 내가 물어보니

까 애들이 ‘그래 놀자!’ 그러더라?” 

한다. 옆에서 듣고 있자니 웃음이 

나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다. 무턱

대고 놀자고 먼저 말하는 게 어색

하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다가

가야 내게 맞는 친구도 찾을 수 있

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 후로 두 아

이는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화해

하며 친구들을 사귀어 갔다. 

한번은 아들이 같은 반 형(한국

의 학제와 다르다 보니 한 살 차이

가 난다)이 형이랍시고 잘난 척하

고 겉멋이 들었다며 위챗으로 다

른 친구에게 흉을 본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걸 그 형이 보게 돼서 아

이가 무척 곤란한 적이 있다. 화를 

내며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했다며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솔직하

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

하라고 했다. 다행히도 주먹다짐은 

없이 아주 오래 대화를 했고 잘 해

결했다고 한다.

뒷담화를 하지 않는 건 여자 친

구들 사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딸 아이에게도 늘 신신

당부했다. 이미 친한 두 명 친구 중 

하나가 다른 친구에 대해 험담을 

할 때는 듣기는 하되, 뒷담화를 하

지는 말라고. 네가 하는 얘기가 당

사자 친구의 귀에 꼭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말하라고 얘기해주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큰 아이는 

중고등학교를 상하이에서 보내게 

됐고 상하이가 고향같이 느껴진다

고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

내는 친구들이나 학생회나 운동에 

열심인 친구들의 모습에 자극도 

받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학교에 한국 친구

가 없는 작은 아이는 영어 학원에

서 알게 된 한국 친구들과 함께 마

라탕도 먹고 독서실이나 카페에서 

공부도 하며 신나게 지내고 있다. 

요즘 아침에 중국 이웃들과 배

드민턴을 치거나 제기를 차게 되었

는데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딸 아

이의 조언이 한 몫 했다. 걷기 운동

을 하며 오가다 몇몇 얼굴을 아는 

정도였는데 그날 따라 모인 인원이 

몇 명 안돼 ‘선수가 필요한가요?’하

고 먼저 물어봤다. 대답은 활짝 띤 

미소와 함께 ‘오케이!’였다. 그 후로 

매일 함께 운동도 하고 중국어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다. 

해외에 살다 보니 매일 만나던 

친한 사이도 급작스런 발령 또는 

예정된 때가 되어 헤어지게 되고 

또 새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니 더 이

상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지 않다

는 말을 하기도 한다. 상하이가 넓

은 지역이지만 한 다리만 건너면 

서로 아는 사이로 연결되고 다른 

지역에서 알게 된 사람을 몇 년 후 

다시 만나게 되기도 한다. 물론 새

로 사람을 사귀는 건 어색하고 나

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

나 이해한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

이다. 하지만 내가 먼저 좋은 친구

가 되려는 마음으로 다가가 따뜻

한 정을 나눈다면 해외살이의 외

로움이나 고단함이 조금은 덜어지

지 않을까 한다.

마음이(shimmy0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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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12023년 1월 28일 토요일

▶ 정원: 5~10명 
▶ 시간: 오후 3:00~4:30(90') 매주 토요일
▶ 문의: 上海陈氏太极

       Tel.183-3687-8019（微信同步）
▶ 주소：青杉路323号（巴黎贝甜二楼）

       距离10号线龙柏新村站2号口五分钟

상해정음우리말학교 2022년 가을학기 신입생
상해정음우리말 학교는 중국조선민족사학

회 주최하에 설립된 조선족 어린이들을 상대

로 민족 언어와 민족 문화, 민족 예술을 전수

하는 공익성 민족 교육 기구입니다. 특별히 

2022년 가을학기부터 상하이 지우팅 학구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우팅에 거주하시는 분들

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

-상하이지역에 살고 있는 5세 이상 조선족학생 

-한글반, 무용반, 태권도반 각 15명(선착순 

모집)
▶ 수업시간

-가을학기: 9월~12월

-매주 토요일(오전반, 오후반), 일요일(오후반)
▶  수업장소

-현재: 우중루 1377호 진바이억 비즈니스 빌

딩 3층 F 블록 

-지우팅 학구: 지우팅
▶ 문의: 박선생님: 189-6410-4689 

상해 글로벌 독서 모임 (지경모)
<상해 글로벌 독서 모임 (지경모)> 상해 최장

수 독서모임 지경모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 토론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참가 신청해주세요. 
▶ 일시: 격주 목요일 오전 7-9시 
▶ 장소: 텐센트 온라인 미팅 
▶ 참가문의: 박충국, puzhongguo(위챗추가)

대한민국 ROTC 상해화동지회 동문회 
▶ 회장: 30기 김병열 135-0190-8056 
▶ 사무총장: 40기 정종현 156-1851-1875

재화동 서울선덕고 동문
백운대 인수봉의 정기를 품고 이땅을 살아가 

는 상해 화동지역 선덕고 동문을 찾습니다.
▶ 연락처: 노우정(7회) 186-1620-2220 

              위챗 geto11

재 상해화동 대구고등학교 동문회
상해 및 강소,절강 지역에 계신 대구고등학교 

동문 분들을 찾습니다.대고 동문 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28기 186-1684-1270

상해 지역 국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
상해 인근 지역 국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131-2064-5478(총무)
                  微信: seonglyoungkim
                  이메일: sslyoung@naver.com 

상해(화동) 해운대 중·고등학교 동문회
청소년 사춘기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고 스스

로와의 싸움을 지혜롭게 이겨내 상하이에 진

출한 동문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小黄 166-2167-8079 

  위챗: drhwang; Emai: fupig@qq.com

광주숭일고 상하이 동문 모임
상해지역 숭일고등학교 동문 여러분의 연락

을 기다립니다.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 연락처: 186-0160-7770(총무)

영사관 소식

 

공지
2023학년도 1학기 신·전·편입 전형일정
2023학년도 1학기 신·전·편입학 대상자, 2

차 전형일정(1-11학년)

구분 일정

접수 기간 2023년1월2일~ 6일까지

신·전·편입 처리기간 2023년1월9일~12일까지

합격자 발표 2023년1월13일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2023년1월16일~17일까지

등록 확인 2023년1월18일

1학기 개학일 2023년3월 2일

*위 접수 기간 외에도 상시로 전형실시 
▶ 전형절차: 서류접수→서류심사→합격자 발표

→입학금 및 수업료 납 부→등록확인→등교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xuan6@skoschool.com) 

* 현재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외부인 교

내출입이 금지되어 이메일 접수 만 가능함. 
▶ 제출서류: 홈페이지www.skoschool.com

                 - 입학안내 참고
▶ 문의처: 021-6493-9517,9519 

             이메일: xuan6@skoschool.com

모집
상해포동 한국주말학교 교사모집 공고

상해포동 한국주말학교는 매주 토요일 국어

와 국사, 유아교육 등 한국교육과정을 가르칠 

교사를 모십니다. 교민자녀들과 함께 보람 있

는 주말을 보내실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자격: 교사자격증 소지자/ 전·현직 교사/ 교

육관련 유경험자 (휴직중인 현직교사는 고

용휴직 전환 가능합니다.)
▶ 모집 부문: 초등교사 1명
▶ 모집 기간: ~ 2월 7일까지
▶ 근무 시기: 2023년 1학기부터~
▶ 이력서 제출: 별도의 특정 양식 없음, 자

유 이력서가능delpina123@hanmail.net 

(166-2163-5617)

*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기회를 드릴 수 있

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상해 한인 배드민턴 클럽 SKBC 회원모집

19년 전통 상해 최대 한인 배드민턴 클럽에

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운동에 관심있는 분 남년노소 누구나 가입가

능. 상해에서 건강과 좋은 추억을 챙길수 있

는 좋은 기회!! 1월-3월 신입회원 특별 이벤

트 가입비 면제!! 
▶ 시간: 화.목: 19:00~22:00 

          토.일: 14:00~17:00
▶ 장소: 화,목,토 (高远华中路408号) 

           일(诺宝漕宝路1688号)
▶ 문의: 총무 185-2133-7622 

           홍보 137-0123-6639

경남대학교동문모집
재상하이 경남대동문님들의 연락을 기다립

니다.코로나로 한동안 출입국이 어려워 가지

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그래도 새로운 

미래를 찾아 중국으로 오시는 동문분들과 함

께 자리를 하고,모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

다. 많은 동문님들의 연락을 기대합니다. 
▶ 연락처: 186-1601-3022(총무)
                  johnsonpark@foxmail.com
                  Wechat微信-hoper69    

중학교 야구부 부원 모집(Shanghai Eagles)
▶ 상하이 푸시의 유일한 국제팀(일본식 훈련)
▶ 매주 토/일 4시간씩 훈련

 （嘉定市民體育公園，SCSC等）
▶ 선수 출신: 일본, 미국, 한국, 뉴질랜드, 싱가

포르, 중국대만, 중국홍콩, 중국대륙
▶ 800㎡ 실내 훈련장  보유
▶ 일년 50경기 이상 운영

 [문의처]

상해 한인 탁구 동호회 회원 모집
탁구를 사랑하는 분들에 의해 2003년 처음 

만들어진 저희 상탁동은 회원들의 애정과 사

랑으로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꾸준히 발

전해왔습니다. 

현재는 전 회원이 24시간 언제든 운동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갖추고 회원간 서로 존중하

고 배려하는 운동문화 안에서 즐겁게 운동하

고 있습니다. 탁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

저하지 마시고 상탁동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탁구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

[이용안내]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이용가능
▶ 정기리그: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수시 이벤

트 경기 및 지역 교류전 참가)
▶ 시설: 탁구대 4대, 최신로봇 연습기 (1인 연

습 가능)
▶ 레슨반 운영: 월~목요일 저녁/ 일요일 오전/ 

화목 오후 (중국인 전문코치 2명)

[모임장소]

上海市闵行区虹井路185号红淞大厦10楼物业

办公室旁边乒乓球馆

(롱바이신춘역 3번 출구 맞은편 홍송따샤 10층

9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셔서 복도 통과 후 

계단으로 10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가입문의_ 위챗]
▶  홍보부장: betterleestar
▶ 재정부장: ruby_park

상해陈氏태극권
덕(德)! 중국 최고의 태극권! 陈氏태극권 수련

을 함께 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정통 태극

권에 관심이 있으시고 건강한  심신을 단련하

시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 모집대상: 태린이부터  초고수까지 대환영

                 위챗 ID: seaunion2019
                 이메일: hdkim@seaunion.biz

재 상해 서라벌고 동문 

재 상해 서라벌고 동문“서라벌”그 이름만으

로 자랑스럽습니다 교정의 추억을 나누고, 자

랑과 보람을 함께 나누고 서로 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상해 및 화동지역의 서라벌 

동문을 찾습니다. 
▶ 연락처: 회장 156-1857-7550

              (WeChat: BUMQ2000) 

              총무 187-2171-7220

              (WeChat: kama0108)

상문고동문 모집 

재화동(상해,저장,장수)지역 상문고(서울) 동

문을 찾습 니다. 말죽거리 이야기를 중국에

서 이어갑니다. 
▶ 총무 연락처 휴대폰: 135-0160-1259; 

  위챗: shawn_park789 카톡: pak1995; 

  이메일: pak19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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