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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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