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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의 '장소 코드'(场所码）등 코드스캔패스 통지 안내

상해시는 방역업무등의 강화를 위해 2022년 4월 5일 부터 상해시 전체에 ‘장소

코드’ (场所码), “健康核验一体机”（다른 말로 ‘디지털 문지기’ (数字哨兵)）코드스

캔패스 추진을 발표했다. <코드를 스캔해 건강 상태 정보를 얻는 동시에 중요한

장소의 입장 등록을 완료해 방역 통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될 장소마(장소

코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해시의 각종 중점 장소 출입구의 통행 검사에 코드스캔패스 적용 예정.

중점 장소로는 학교, 주민 단지, 기관 사업 단위, 정무 서비스 센터, 상업 몰, 농산

물 시장, 백화점 슈퍼마켓, 영화관, 공공장소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람관,

문화관, 지역사회 문화 활동 중심, 관광 자문 서비스 센터, 혼인 등록 센터, 장례

장소 등 포함), 술집, 음식점, 호텔 여관, 헬스 레저, 관광지,공원(동물원, 식물원 포

함), 종교 활동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 장소, 유흥 장소(클럽, 보드룸, 마

작관, 시나리오 킬, 밀실 탈출, 게임 오락실 등 포함), 서비스 장소(목욕 마사지, 미

용실 등 포함), 의료 기관, 교육 기관, 택배 말단 점포, 공장 기업, 시외버스 터미널,

공항, 여객 운송 부두(나루터 포함) 등.

2. 중점 장소 관리자나 경영자는 출입구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장소 코드' (场所

码)를 붙이거나 '디지털 문지기' (数字哨兵)를 배치해야 한다.

'장소 코드' (场所码)는 '일망통행’ (一网通办) 싸이트 혹은 ‘수이션반’ (随申办)을

모바일 디바이스로 신청하여 받는다.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입장하는 인원 전부가 빠짐없이 코드를 스캔하도록 독촉한

다.

스마트폰이 없는 노인, 어린이 등 특수집단에 대해서는 수작업 정보 등록 조치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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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들은 중점 장소에 들어갈 때 ‘수이션반’ (随申办)（앱, 미니프로그램）및

‘위챗’ (微信), ’즈푸바오’ (支付宝)의 스캔 기능을 통해 중점 장소에 붙인 '장소 코

드' (场所码)를 스캔해야 한다.

또한 중점 장소에 배치된 '디지털문지기 '를 통해 '수이션마' (随申码) 를 스캔하거

나 신분증(중국인)을 읽어서 검사할 수 있다.

4. 중점 장소 관리자나 경영자는 방역 관리 요구에 따라 입장하는 인원의 '코드스

캔 패스'(“扫码通行”) 정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방역 관리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인원의 진입을 거부한다.

또한 부적합 인원을 발견하는 그 즉시 속지 전염병 발생 상황 방제 부서에 보고

하고 방제 부서는 방역 관리 요구에 따라 관리 조치를 가동해야 한다.

중점 장소의 관리자나 경영자, 그리고 입장하는 시민들이 '코드스캔 패스'(“扫码通

行”) 코로나 19방역 조치 요구를 실행하지 않고 코로나19의 전파를 일으키거나

전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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