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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 소프트웨어 박람회 9월 개최 예정
최초로 파트너 도시 브랜드 출시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제13회 난
징 소프트웨어 박람회 조직위원회
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제13회 중
국(난징) 국제소프트웨어 제품 및
정보서비스 교역박람회가 오는 9
월 6일에서 9일까지 난징 국제전
시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소프트웨어 박람회는 소프
트웨어로 세계 정의(定義) 데이터

로 미래 구동을 주제로 하는바 전
시회 규모는 10만 제곱미터를 넘고
30여 개 국가와 지역의 기업 1200
여 개가 전시에 참가할 전망이다
이번 소프트웨어 박람회는 클라
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가상 현실
인공지능 등 분야의 뉴 패러다임
신기술 신제품과 제조업 현대서
비스업 농업과 인터넷의 융합 발

전 등 분야의 우수한 사례를 전시
할 예정이며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등 20여 개 국가와 지역의 기
업 800여 개가 참가 신청을 하였
다 장쑤성 정부 부비서실장 왕즈
중(王志忠)은 소프트웨어 박람회
는 올해부터 파트너 도시 브랜드
를 출시할 예정인바 매년 장쑤의
도시 하나를 중심으로 해당 도시의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 업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전시한다고 하였
다 올해의 파트너 도시는 양저우
시이며 전시회 둘째 날을 파트너
도시의 날로 정해 양저우 특색을
갖춘 산업포럼과 일련의 행사를 개
최한다
작년 장쑤 소프트웨어산업 수익
은 8166억 위안에 도달해 그 산업

규모가 중국 2위를 차지하게 되었
고 그 중 난징시 소프트웨어 산업
수익은 3484억 위안에 도달해 장
쑤성의 426%를 차지하였다 장쑤
성 경제정보화위원회 시에즈청(謝
志成) 주임은 이렇게 말하였다
작년부터 난징 소프트웨어 박람
회에 참가한 기업 중 40% 이상이
외국기업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저

우 수출입상품 교역회를 모델로 난
징 소프트웨어 박람회를 기업이 시
장으로 진출하는 우수한 플랫폼으
로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또 온라인 소프트웨어 박람회를
개통할 예정인데 온라인 가상 전시
를 통해 전시회의 지속성과 실효성
을 보강함으로써 전시회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해외 화교 청소년 난징대학살 몰라

뿌리를 찾는 중국 여행 어린이들에게 진실 규명

즐거운 여름방학

위 사진 최근 미국의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10여 명이
방학을 이용해 쑤저우 예포(藝圃)에서 중국 서예를 배웠다
아래 왼쪽 사진 최근 장쑤과학기술대학 자원봉사자들이
쩐장(鎭江) 파이완아파트단지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한 과
학기술회사에서 3D프린터를 체험하였다 아래 오른쪽 사
진 난징농업대 학생들이 최근 주장로에서 어린이들에게
식품안전지식을 보급하였다

장쑤성 긴급 뉴스
  



 %

난징 유동인구에 시민 혜택 제공 긍정적 평가 받아
제28회 세계 인구의 날 올해의 주제는 인구 유동 건강과 함께 계
획생육으로 문명 선도이다 장쑤는 유동인구 대성(大省)으로 작년
말까지 유동인구 약 1864만 명을 기록하였다 그 중 다른 성에서 유
입된 인구는 약 1219만 명으로 654%를 차지하였다 최근 몇 년간
장쑤는 유동인구의 기본 공중위생계획생육서비스 균등화 추진과 유
동인구의 심신 건강을 건강 장쑤 건설에 포함시켜 총괄적으로 계획
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유동인구로 하여금 장쑤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난징은 또 외지에
서 온 유동인구를 새로운 시민 반열에 편입하고 진학 취직 의료 등
방면에서 현지 시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였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선전사(宣傳司) 마오췬안(毛群安) 사장
은 난징은 유동인구에게 유리한 취직 생활 의료 등 정책을 제정하고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건강 및 건강서비스센터 지역활동센터 등
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하며 유동인구에 대해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유동인구 사회융합 시범지역 건설 등을 추진함으로써 유동인구의
사회융합을 심화시키고 유동인구의 건강적 소양과 수준을 제고하였
다고 하면서 이는 중국에서도 시범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칭화대 미디조사실험실 최신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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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칭화대 미디어조사실험실은 장쑤성 2017년 제2분기 관광객 만
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바 장쑤 13개 도시(設區市) 관광객 만족도
종합지수는 3분기 연속 80점 이상을 기록함으로써 전역 만족의 목표
를 재차 실현하였다 그 중 관광객 숙박서비스는 눈에 띄게 발전해 관
광객 만족도 8099점을 기록하였고 명품호텔 특색 민박의 신속한 발전
은장쑤 관광숙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큰 동력이 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제2분기 장쑤 관광화장실 만족도는 8048점인
바 그 중 시내 공중화장실의 만족도는 8078점 관광지 공중화장실의
만족도는 8017점으로 모두 만족 이상에 도달하였다 관광화장실 만
족도 80점 이상을 기록한 도시는 6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쑤
저우였고 쑤첸은 새롭게 만족 반열에 진입한 도시가 되었으며 적지
않은 곳은 여전히 만족 지표인 80점과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롄윈강 국가위생도시로 선정
최근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공식 사이트에 전국애국위
생운동위원회 20152017 주기 국가위생도시(區) 명명 관련 결정
을 발표하였는바 롄윈강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국가위생도시로
선정되었다 롄윈강은 2005년부터 4가지 창조(국가정원도시 국가위
생도시 국가환경보호모범도시 전국문명도시 건설을 가리킴)사업을
추진한 이래 잇달아 전국녹화모범도시 국가정원도시 등 명예칭호
를 획득하였다 시민들의 건강적 소양은 뚜렷하게 제고되고 도시 환
경과 질서도 한층 개선되었으며 한편 관련 제도와 규정을 제정함으
로써 도시에 대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실현하였다

7월 19일 미국 캐나다 독일 스
페인 등 14개 국가와 중국 타이완
홍콩 지역에서 온 화교 교사와 학
생 약 900명이 중국 침략 일본군 난
징대학살 수난동포기념관에 모여
추모식에 참가하였다 행사가 끝난
후 기자는 해외에서 온 일부 화교
청소년을 인터뷰하였는데 뜻밖에
도 그들은 추모식에 참가하기 전까
지 난징대학살의 역사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대학교에서
온 천(陳) 학생은 올해 18세로 이
번에 기념관을 처음 방문하였고 이
곳에 와서 80년 전에 일본군이 중
국 국민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폭행
을 알게 되었다 12세 원옌싱(聞言
行)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왔는데
그도 추모식에 참가한 후에야 난징
대학살의 역사를 알게 되었다 미
국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황성만
(黃馨漫) 인솔자 선생님은 기념관
을 방문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빨간
색 옷을 입지 말고 빨간색 신발을
신지 말 것을 강조하였는데 아이들

둥하이 토마토 친환경 부민책
설날부터 지금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최근 둥
하이현(東海縣) 타오린진 베이친
촌 농산품 거래시장에서 베이친 야
채전문합작사 왕원청(王文成) 사
장은 얼마 남지 않은 소량의 포장
된 토마토를 차에 실을 준비하면서
얼굴에 웃음을 가득 지었다
타오린진은 마링산(馬陵山) 아
래에 위치하고 있고 땅이 척박해
과거 농민들은 주로 밀 옥수수와
고구마를 심었지만 돈을 벌지 못하
자 야채를 심기 시작하였다
베이친촌 촌민 탕헝쿠이(唐恒奎)
는이렇게말하였다 작년9월 저는
비닐하우스 2개로 토마토를 재배하
였는데 하나는 32무(畝)이고 하나
는 25무였습니다 25무에서는 5만
여 위안을 벌고 32무에서는 순수입
15만위안이상을올렸습니다 야채
가격 파동에도 이러한 수입을 올리
게되었다고그는 매우 기뻐하였다
베이친촌의 야채 비닐하우스는
토담을 갖추고 부지면적이 5무에
달하지만 실제 재배면적은 약 25
무이며 투입한 자본금은 10만 위
안이 넘는다 최근 몇 년간 촌민은
자본을 일정하게 축적하고 새로 건



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자꾸 물어
왔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대학살에
서 희생된 30만 명의 동포를 기리
기 위해서라고 하자 아이들은 그제
야 깨달았다고 한다
해외 화교 청소년들이 난징대학
살의 역사를 모르는 것에는 객관적
인 이유가 있다 항일 명장 치우웨
이다(邱維達)의 딸이자 일찍 1999
년에 북미 화교 청소년 뿌리 찾는
여행을 창설한 치우링(邱玲) 여사
는 이렇게 말하였다 미국의 역사
교과서에는 중국의 역사가 조금밖
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태
어난 화교 아이들은 서양식 교육만
받기 때문에 항일 전쟁 역사를 모르
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장쑤성 교민업무판공실 두웨이
(杜偉) 부주임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추모식을 거행하는 것은
희생된 동포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일 뿐만 아니라 침략자들을 경고하
고 나아가서 역사와 고난을 잊지
말자는 스스로에 대한 충고이기도
합니다
당일 세계 각지에서 온 약 1천
여 명의 교사와 학생들은 기념관
앞에서 발기문을 낭독하였다 세
계 화교는 동조동원(同祖同源)으
로 혈맥상통(血脈相通)한다 염
황(炎黃) 자손으로 국치를 잊지
말고 중화를 부흥하며 미래를 개

설된 비닐하우스에 개당 20만 위
안 정도 투입하였다 이러한 투입
은 월동 야채의 생산량과 품질을
중국 침략 일본군 난징대학살 수난동포기념관은
보장해 주었다 올해 베이친촌에서
>>
링크
1985년 8월 15일에 건설 및 개방되었는바 난징대
비닐하우스로 토마토를 재배한 농
학살
장둥먼(江東門)
집단 학살 유적지와 만인갱(萬人坑) 유적지
민은 1무당 순수입이 4만 위안에
위에 건설된 유적지형 역사박물관이다 현재 기념관의 부지면적은
서 8만 위안에 도달할 전망인바 그
10만여 건축면적은 35만에 달하며 전시면적은 약 16만에
수입은 식량을 재배하는 것보다 훨
달한다 2015년 10월 9일 유네스코는 난징대학살 기록을 세계
씬 높다 마을 750여 가구 중 절반
기억유산에 등재한다고 선포하였다 2017년 2월 8일 캐나다 온타
이상이 승용차를 갖고 있다
리오 주 의회는 매년 12월 13일을 온타리오 주의 난징대학살 기념
왕원청은 둥하이 토마토는 표준
일로 지정할 것을 심의하였다 난징대학살의 역사는 도시의 기억에
화 기술 규정에 따라 플러그묘 육묘
서
국가의 기억 세계의 기억으로 상승하였다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빛깔이 아
름답고 크기가 일정해 중•고급 시
장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여름날 불타는 저녁노을
현과 진(鎭) 정부는 또 합작사를 도
와 품종을 고르고 육묘하였으며 현
재 재배하고 있는 토마토는 이스라
엘의 입생로랑 품종이다
우리는 유기비료를 사용하고
성장촉진제를 주사하지 않기 때문
에 맛이 좋고 저장과 운반에 강합
니다 탕헝쿠이가 말하였다 합작
사 사장인 왕원청은 무공해 친환
경 유기농의 브랜드를 상급기관에
7월 중순 맑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는 여름날에만 볼 수 있는 불타는 저녁노
한 급씩 신고할 계획이다
을을 쑤저우에 선사하였는바 저녁 하늘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   
편승현
씨의 최
근 모습

서울에서 온 편승현 씨는 난징사
범대학교 3학년생이다 그는 중국
어와 영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성격이 밝고 열정적이었
다 그는 호주에서 4년 동안 유학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17세 때 어
머니가 호주로 보내 고등학교를 다
니게 하였는데 4년 동안 다니다가
귀국해서 군복무를 하고 그 후에

척하는 것은 모든 화교의 공통된
임무이다 나부터 시작해서 지금부
터 시작해서 각자의 나라에서 난징
대학살의역사적진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전 세계인들이 이 역
사를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자 평화
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
역사를 왜곡하고 평화를 방해하는
나쁜 세력을 배척하고 세계의 장구
적인 평화를 공동으로 수호하며 중
국 국민과 세계 여러 나라 국민 간의
우호적인 교류를 위해 기여하자
장쑤성 교민업무판공실 왕화(王
華) 주임은 이렇게 말하였다 앞
으로 우리는 뿌리 찾는 여행을 조
직하는 것 외에도 일상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해외화교 청
소년들로 하여금 이 역사를 모두
배우게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줄곧 난징대학살의 역
사를 홍보해온 캐나다 화교상인연
합총회 집행위원장 왕하이청(王海
澄)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
이들이 곧 미래입니다 캐나다 화
교들은 2001년부터 시작해 매년
12월 13일 토론토에서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국무원 교민업
무판공실에서 조건을 마련해 해외
에 거주하고 있는 더욱 많은 화교
청소년들에게 조국의 역사를 가르
치고 있는데 이는 모든 화교들의
공통된 염원이기도 합니다

또 중국에 와서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다 그의 가족은 중국의 발전
기회가 더욱 많다고 생각했고 심지
어 유럽과 미국 호주를 추월했다
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가족의
제안에 따라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
하였다 중국어를 배운 지 2년 밖에
안 되지만 진보가 매우 빨라 벌써
HSK5급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기자는 그가
외국인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난징에서 그는 매일 전동차를 타
고 등교하며 사는 곳이 학교와 조금

 

멀기는 하지만 힘들지 않다고 하였
다 등굣길은 공기가 신선하고 오동
나무가 아름다우며 캠퍼스는 또 사
계절 모두 꽃이 활짝 핀다고 하였다
경제와 무역에 관심이 많은 그는
자신이 매우 운좋은 사람이라고 하
였다 난징에서 지금의 러시아 여
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녀는 지
금 난징대학교에서 중국어와 상업
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
이에 공통화제가 많다고 하였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가족을 만나
허락까지 받았으며 2년 후에 결혼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화에서 그는 경제에 대한 예리
한 안목과 지식으로 기자를 감탄하
게 만들었다 그는 중•한 양국의 경
제 무역 교류는 줄곧 활발하게 진
행되어 왔고 협력 기반이 탄탄하다
고 하였다 2016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475억 달러에 도달하고
한국 상품의 가장 큰 수출국은 중국
이다 시정에 관심이 많은 그는 이
러한 수치와 정보를 정확하게 말하
였다 또 양국 관계의 흐름이 향후
의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물의 장쑤 사진전
운치
중국 인가(人家)

자신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부유해진 장쑤 시민들이 추구하는 첫
번째 목표이다 사진은 난징시 장닝구
의 주택단지−중국 인가이다
쉬펑•徐峰촬영


수정의 도시 둥하이를
찾은 옥조각 대가들
최근 중국 정상급 옥조각 대가 60
여 명이 둥하이에 모여 행운이 가득
한 수정의 도시−둥하이서 중국 옥
조각 대가들 창작소재 발굴 행사에
참가하였다 그 중에는 중국 공예미
술 대가 중국 옥조각 대가 중국 청
년 옥조각 예술가 및 각 성시(省市)
보석옥석협회 회장 등이 있었다
일행은 중국 수정박물관에서 수
정의 형성 둥하이 수정의 발전 세
계 수정의 분포 등에 대한 안내자
의 소개를 청취하였다 참관이
끝나고 행사 주최측은 그들에게
100여 개 수정원석을 제공해 고르
게 하였으며 대가들이 원석을 갖
고 가서 조각한 후 올해 9월 28일
에 개최되는 제14회 둥하이 국제
수정축제 정화상(晶華奬) 선정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중국 옥조각 대가들과
중국 각 성 보석옥석협회의 창작소
재 발굴 행사를 계기로 둥하이 수정
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옥석업
계에서의 수정의 지위를 확대함으
로써 더욱 많은 옥조각 예술가로 하
여금 수정조각에 종사하게 할 계획
입니다 이번 행사가 가져올 효과
에 대해 둥하이현 가오메이펑(高美
峰) 현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중국
옥조각 예술위원회의 지도 하에 중
국 옥조각 업계의 대가들을 집결해
수정과 다른 종류의 옥석 재료로 둥
하이 롄윈강 내지는 장쑤성의 창의
적 문화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양성
적인 수정 문화창조산업 체계를 점
진적으로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친다고 하면서 중•한 양국의 관계
가 악화되지 않고 더욱 발전해 나가
길 진심으로 기원하였다
현재 편 씨는 중국어 실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
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에 HSK6급
시험에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한국 기업
이 중국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중국의 한국
자본기업에 취직할 수 있기를 희망
우창훙•吳昌紅 글사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