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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상황이 언제 전환될까? 빅데이터가 예측한 미래 (신랑과기，20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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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억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시장, ‘요우보’가 중소기업판매자에게 솔루션제공 — 36kr 제공 

▶ 테슬러 주가가 폭등과 폭락을 하는 이유는? — 봉황과기 제공 

▶ 양자컴퓨터 시리즈 34) 양자컴퓨터 발전의 관건이 되는 아주 중요한 2020 년 — 과기풍경 

온라인(科技风景线) 제공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 PLAYCOIN 제공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113) - 윤형건 교수 제공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리버럴화 세계, 일본은 위기 (ZAi online, 2020.2.13)  

▶ 코로나19로 예상되는 경제영향, SARS유행시와 비교하면… (JCAST 비즈니스&미디어 위치, 

2020.2.13) 

▶ 신형콜로나 대책을 대충한 아베정권의 속셈 (주간플레이보이 뉴스, 2020.2.14) 

▶ ‘양자컴퓨터’로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가 (동양경제 온라인, 20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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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19 상황이 언제 전환될까? 빅데이터가 예측한 미래 (신랑과기，2020.2.14) 

왕위엔줘(王元卓) 중국과학원컴퓨터학기술연구소연구원, 박사지도교수, 빅데이터연구원 원장 기고 

전염병이 발생하는 동안 전염병 데이터가 계속 높은 수치로 지속되고 새로운 전염 비상 사태가 

출현하는 사건은 정부와 관련 관리 부서의 기존 방역 방법과 조치에 심각한 도전이 되었다.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전염병 증가가 꺾이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 그리고 전염병은 언제 사라질까? 우리의 삶은 

언제 정상으로 복구될까? 빅 데이터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은 현재를 감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어서 ‘중커티엔지(中科天玑)’ 전염병 상황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집된 오픈 소스 네트워크 

데이터를 통합하고 지능형 학습을 거쳐, 2 월 12 일 12 시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전염병 확증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제시한다. 

현재상황 감지: 확진 통계와 의심 사례 수치 통계가 현재 감소 추세에 들었으며 전염병의 절정은 2 월 

중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귀성 피크시점에 도달하여,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전염병의 전환점을 정확하게 

도출할 수 없으며, 귀성시기 방역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보유한 데이터 분석으로 

보자면, 전염병의 최고 절정이 2 월 중하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1) 출처: 과학대가 科学大家 왕위엔줘(王元卓)기고 글. 지리적으로 본 전염병의 전국 분포 현황 

주간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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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북성의 확진자수는 33366 명, 허난성, 절강성, 광동성에서 약 1,000 명 이상, 안휘성, 후난성, 

장시성에서 500 명 이상에 이르렀으며, 현재 고향에서 돌아오는 기간에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가 여전히 

어려워 변곡점 예측이 큰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표 1) 출처: 과학대가 科学大家 왕위엔줘(王元卓)기고 글. 누적확진과 현재 의심 사례 추세. 주황색선: 누적 확진자수, 노란색 

선: 현재 의심사례 수 

위 그래프에 따르면 확인자 수가 이미 40000 명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심되는 사례의 수가 하강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개선의 징후가 있음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전염병 상황의 절정은 2 월 

중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신규 증가한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장 높을 때 

4,000 명 좌우에 가깝다. 의심 사례는 변동폭이 비교적 크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 ‘조기 발견, 

조기 진단, 조기 격리’조치는 현저한 성과를 달성했다. 다음 단계에서, 각 단계의 관리 당국은 공항, 

기차역, 버스 정류장과 같은 교통 수단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귀성길 피크로 인해 전염병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신규 완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사망자 수는 여전히 느리게 증가하여 사회 의료 보장 

조건이 효과적으로 향상되고, 치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사망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 단계에서는 첫째로 가능한 빨리 백신을 개발하도록 연구 개발 노력을 늘려야하고, 둘째로는 

대중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자가 예방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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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출처: 과학대가 科学大家 왕위엔줘(王元卓)기고 글. 코로나 19 확진자수와 의심 환자수 추세 붉은색-새로 발생한 확진자수, 

노란색-새로 증가한 의심환자 수  

표 3) 출처: 과학대가 科学大家 왕위엔줘(王元卓)기고 글. 누적 사망자수와 치유환자 수 추세 검정색-누적 사망통계, 청색-누적 

완치통계 

위의 그래프의 추세에 따르면,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한 이후 일부 관리 부서에서 향후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전염병 상황이 이미 전국으로 확산되고 후베이성 인근 지역의 전염병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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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각급 관리기구가 과감하게 조치한 이후 현재까지 고강도 관리하에서, 

새로 증가하는 전염병 사례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누적 의심 환자 수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래 예측: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19 사례의 수가 줄어들 것이며 전염병은 4 월 좌우에 끝날 수 

있다고 본다. 

과거 데이터와 사례에 대한 지능 모델 학습을 통해, 예측 모델의 훈련 프로세스가 초보적으로 

완성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매개변수를 최적화하여 계속 진화하는 전염병에 더욱 적합하게 하고, 더욱 

실제에 들어맞는 예측 결과를 얻도록 한다.  

시스템이 2 월 3 일부터 5 일까지 코로나 19 고조기와 이후 발전 경로를 성공적으로 예측. 

이전에는 1 월 말 전염병 예측 모델이 처음으로 2 월 3 일부터 5 일까지가 코로나 19 의 발병 절정기가 

될 것이고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후 실제 데이터로 검증해보면 전염병 발전 상황과 예측 

결과가 부합되고 코로나 19 전염병과 유사한 변화와 통제력 정도에 따라 하강 과정에 반복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통계의 조건 지표에 관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새로 증가된 확진자 수: 당일 0 시부터 24 시 사이에 새로 증가된 환자 수를 뜻한다. 이 지표가 최고점에 

도달하면 변곡점이 생기게 된다. 전체 사회와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 19 전염병의 전파가 통제 초기에 

들어섰고 형세가 점차 좋은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현재 확진자 수: 당일 24 시까지의 누적 확진자 수에서 누적 통계된 회복된 수와 사망자 수를 제한다. 이 

지수가 최고점에 달하면 전환점이 되는데 매일 회복하여 퇴원한 환자가 새로 확진된 환자 수보다 

많아지고, 전염병의 확산이 더 통제되었음을 의미한다. 의료 질병 관리 시스템의 경우 진단과 치료에 

대한 압박이 점차 완화됨을 의미한다. 

이미 감염 확진된 데이터와 모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재분석 및 예측을 한다: 코로나 19 전염병의 

누적 확진자수와 최대 변곡점은 2 월 중하순이 될 것이며 이후 전국에 누적 확진자수가 점차 감소할 

것이며 의료 종사자들의 압력이 완화되기 시작할 것이며, 전염병 확산은 더욱 통제될 것이다. 

현재 실제 통계에 따르면 후베이이외 성, 직할시, 자치구에서 새로 증가하는 확진자 수는 이미 연속으로 

하강추세가 6 일째 이어지고 있고 하강하는 변곡점은 2 월 5 일 좌우가 될 것으로 본다. 특별히 주의할 

것이 새로 증가하는 확진자 수의 변곡점이 방역통제를 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변곡점 

이후 코로나 19 신규확진자가 다시 회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각지에서 속속 근무를 재개한 후 

근무지로 돌아오는 1.6 억명이 넘는 인구 유동이 전염병 확산에 거대한 방역 위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주장 삼각주, 창장 삼각주와 베이징-천진 주싼자오, 첫 번째는 진주 강 삼각주, 양쯔강 삼각주,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취업과 인구 밀집지우, 특히 저장, 광동, 허난 등 인구가 많은 성에 닥친 전염병 

방역 압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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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출처: 과학대가 科学大家 왕위엔줘(王元卓)기고 글. 확진자 수 분석&예측 점선-신규 증가 확진자 예측 실선-신규 증가 

확진자 샘플 

지능 분석 모델은 전국의 누적 확진자 데이터에 적합하며, 실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의 곡선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모델 적합 평균오차율은 1%좌우를 유지하며, 2 월 9 일을 예로 들면, 실제 데이터는 

40224 이고, 예측 데이터는 40188 로 오차율은 0.09 %다. 이 모델의 데이터는 실제로 전염병이 발생한 

주기내 속도 추세를 예측한다. 2 월 12 일 전국 확진사례는 46811 명에 이를 것이며, 각지 병원은 병상, 

의료진, 배치할 의료용품 등을 포함하여 응급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아래 그래프는 전국 누적 추세 

예측도이다.  

결론적으로 확진자 변화 부합 지수는 확진자 증가가 완만해지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전염병 증가가 

어느정도 통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응한 방역조치가 효과적이었음을 말한다. 계속 통제 조치를 강화 

실시하고, 전국민이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를 쓰며 각 관리 부문의 관리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중커티엔지(中科天玑)’ 전염병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중국과학원 컴퓨터과학기술연구소 빅데이터연구원 

연합중커티엔지회사가 전염병 빅데이터 분석도구를 개발한 것이다. 주로 전국전염병 예측서비스를 

포함하는 ‘즈이통(智疫通)’, 지방 전염병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이칭통(疫情通)’이 있다. 우리는 전염병 

예방통제 응용에 쓰일 빅데이터 연구 분석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과학적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고 우리들이 방역 전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 보고서의 분석 및 예측 결과는 2020 년 2 월 12 일 12 시 이전의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단순히 해당 날짜 이전의 전염병 통제 상황을 나타낼 뿐 예측 결과는 참조용이며 보고서의 결론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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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출처: 과학대가 科学大家 왕위엔줘(王元卓)기고 글. 전국 누적 추세 예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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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풍 드론 우한에서 첫 비행! 진인탄병원까지 단 7 분 (왕이과기, 2020.2.13) 

   사진 1) 출처: 순펑(顺丰)그룹 제공 

2 월 12 일 오전, 순펑(顺丰) 드론이 우한 진인탄병원(武汉金银潭医院)에 착륙하여 의료진에게 3.3Kg 의 

의료 및 방역 자료를 제공했다. 이것은 순펑이 처음으로 드론을 사용하여 운송한 것으로 순펑 Express 

후베이구역 군사도로지점에서 우한 진인탄병원까지 7 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사진 2) 출처: 순펑(顺丰)그룹 제공. 순펑 직원이 현장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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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펑 그룹은 당일 방역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총 3 개의 드론을 배치하였으며, 드론화물은 총 70kg, 27 개 

물품으로 왕복 18 회 운송되었고 모든 운수물자는 응급 의료 용품이었다. 

이번에 순펑이 솔선하여 드론을 우한지역 배송에 이용한 것은, 한 편으로 도로 운행 제한 및 지역 봉쇄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배송 시간을 줄이며, 가장 짧은 시간에 긴급물자를 지정된 장소로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으로, 드론 운송은 운송 직원과 의료진 간의 대면 접촉을 효과적으로 

피해 교차 감염을 피할 수 있다. 

순펑 그룹은 우한 지역에 구조 물자 보급에 협력하기 위해 향후 드론 발사 경로와 드론 수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물자 수송에 쓰인 드론은 순펑 방주(方舟)드론으로 최대 적재 중량은 10Kg 에 이르고 운항범위는 

18Km 에 이를 수 있다. 

   사진 3) 출처: 순펑(顺丰)그룹 제공. 방주 드론 실제 촬영샷 

공식 정보에 따르면 이 방주 드론은 8 개의 회전 날개 레이아웃을 사용한다. 이 시스템에는 다중 

내비게이션 시스템, 비행 제어 시스템, 동력 시스템과 전원 시스템이 있으며 비상 착륙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신뢰성과 안전성에서 업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또한 공기 역학적으로 최적화된 회전 

날개는 비행 효율을 더욱 높이고 장착된 시각 포지셔닝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위치에 착륙할 수 

있다. 방주 드론은 중단거리의 배송 작업에 적합하며, 50 리터 이상의 대용량 적재 공간을 가져 이 모델이 

더 많은 운송 임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2018 년 3 월 27 일에 순펑은 국내 최초의 드론 항공 운항 면허를 획득했다. 순펑 그룹은 특수 경제, 

의료 콜드체인, 응급 배송, 특수 물류 등과 같은 각종 특수 상황에서 물류 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형태 모델과 여러 셋트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여기에는 다중 회전날개 

드론, 수직 이착륙 고정날개 드론, 작동 제어 시스템, 통신 시스템, 드론 익스프레스 연결 박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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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펑 그룹은 드론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의료 방역 물질 운송을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 육상 운송, 

항공 운송 능력 및 글로벌 공급망 자원에도 투자했다. 

순펑 항공은 1 월 24 일부터 2 월 5 일까지 국내 전염병 상황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방역물질을 거의 

900 톤가량 운송했다. 순펑 항공은 1 월 24 일부터 다수의 국내 및 국제 항공편을 추가했고 보잉 757, 

767 및 747 화물선에 전염병 예방 물질 운송에 충분한 운송력을 제공하도록 위탁했다. 

1 월 22 일부터 2 월 4 일까지 순펑 그룹은 해외에서 총 225 톤의 다양한 의료 방역물자를 운송했으며, 

이중 순펑 Express 는 일본,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베트남 및 기타 국가 및 

지역에서 운송했다. 순펑 Airlines 는 125 톤 이상의 방역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도쿄-우한’및 ‘인천-

베이징’노선을 개설했다. 

앞서 징동 물류는 우한 전염병 지역의 배송에 스마트 물류 무인 차량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 전염병 상황에서 변통하는 중국제조 (봉황과기, 2020.2.12) 

   사진 1) 출처: 봉황과기 

1 

 “원래 연말에도 그리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완전히 망쳤어요.” 

지난해들과는 다른 올해 연초 이씨가 제일 먼저 탄식하는 것이 긴 연휴가 나쁜 악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원래 계획은 1 월 31 일 업무를 재개하려던 것이 2 월 6 일로 연기되었다고 회사에서 막 회신이 왔다. 

이씨가 속한 업종은 자동차 제조업 중 중간 콘트롤 시스템이다. 한 영상회의 후 업무 재개 시간은 영영 

기약없이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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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문제가 기업 연구개발부 책임자인 그를 특별히 마음 아프게 한다. 직원들이 언제 돌아올 것이며 

고객은 언제 돌아올 것인가. 

그는 연속하여 전화해보지만 어떤 해결책도 얻지 못한다. 이씨가 속한 회사는 광저우에 소재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직원들이 부근 광씨, 후난, 후베이 등 외지에 살고 있다.  

그에게 단 하나의 좋은 소식은 그가 전화할 때 항상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 특수한 춘절, 휴대폰을 갖고 매 사람과 간단히 통화한 후 그는 깨달았다. 자신과 동료의 사이가 

이렇게 가까웠다는 것을. 그러나 직면한 압력 앞에 기다리지 않기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마쥐엔(马娟)은 음력 섣달 28 일에야 휴가를 시작했고 역시 광저우에서 일한다. 그녀는 휴대폰 제조 

프로세스 품질관리 주관이다. 휴가 당일, 그녀와 남편은 번갈아 운전하여 하루 낮과 밤을 걸려 쓰촨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단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식사 한끼를 하기 위해서였다. 

뜻밖에 이튿날 정월 초하루, 마쥐엔은 생산라인 주임의 전화를 받았다. — 안부 전화가 아니라 요구 

전화였다. 상사가 정월 초 사흗날 다시 공장에 반드시 복귀해야 된다는 통지였다. 생산 임무가 이미 

대단히 긴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과 같이 주문에 생존이 걸린 노동자의 경우 거의 모두 생활이 시작되었다. 전화를 받고 나서 

마쥐엔은 자신의 동료들과 돌아가는 여정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짧은 연휴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모두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기에 그녀 마음이 조금 위안이 되었다. 

마쥐엔을 놀라게 한 것은 생산현장에 막 돌아오자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휴대폰이 아니라 

마스크였다. 휴대폰을 생산하는 무먼지공장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200 미터 정도 밖에 안 쓰고 폐쇄된지 

일년이나 된 공장에 오히려 불이 환하게 켜져 사람들이 속속 모이고 있었다. 

사진 2) 출처: 봉황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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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 짧은 며칠동안 공장은 자체 기술과 설비에 의존하여 몇 가지 부직포 핫프레스 생산라인을 

그녀가 돌아오는 길에 이미 완성했다. 하루에 생산하는 의료용 일회성 마스크가 12 만장이라 한다. 

마스크 생산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언제 익숙한 휴대폰 생산공장에 다시 불이 켜질지, 그녀로서는 전체 

중국으로서는 날짜가 모호할 뿐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춘절이 마쥐엔과 그녀 주변 수백명의 

근로자에게 아주 특별한 기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들이 TV 를 켜고 뉴스에서 낭랑하며 힘찬 소리가 흐를 때, 일종의 사명감과 살려는 의욕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며칠 후 지방도시신문에서 그녀와 같이 이름없는 보통 근로자들을 칭찬하는 글이 실렸다.  

2 

공급체인은 중국제조업의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다. 중국의 이러한 전체 공급망 시스템이 높은 단계의 

수요를 지원할 수 있으며 중국과 같은 종합적인 산업집합체만이 필요할 때 응급 산업 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이번 2020 년과 같은 사례가 복건성 푸톈에도 발생했다. 푸톈은 중국 최대의 신발, 의류, 가방 

생산기지이며 방직산업 클러스터로 전국 제일의 도시이다.  

푸톈시의 인구는 300 만 명이지만 특수 마스크 제작 회사가 없기 때문에 푸톈이 업무를 맞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뽑아와야 한다. 그러나 푸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속한 클러스터 산업을 잘 활용하여 자신의 

방도를 찾았다. 

며칠전 푸톈공신연동신발협회(莆田工信连同鞋业协会)는 전국에 ‘영웅령’을 내렸다. 자동 재봉틀 50 대 

이상, 고주파기계 20 대 이상, 자외선 살균라인, 독립적인 작업장을 갖고 근로자 100 명이상인 신발기업은 

생산을 신청할 수 있다.  

요구사항에 부합하여 신청한 기업 중 10 개 사만 승인하며 일은 신속하게 완료되었다. 계획에 따르면 매 

회사마다 1 일 20 만장을 할당하였으며 이렇게 하루 생산량 200 만장이 된다. 5 일이 되면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월 초 사흘째 상하이에서도 공신국과 발전개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상하이시의 17 개사 마스크 

기업과 마스크기업 공급체인 관련 회사 모두 업무를 재개했다. 상하이시는 춘절 후 업계에서 필수물품 

작업 복귀가 가장 빠른 지역이 되었고 현재 단계에서 마스크 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다. 

강력한 공급망이 가져온 집행력 덕분에 중국은 ‘중국 속도’를 달성했다. 그러나 중국의 제조업의 경우, 

산업 클러스터와 강력한 공급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중국의 제조업의 전체 면모를 보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 

2 월 5 일, 폭스콘(富士康)이 션젼 룽화 (深圳龙华)에 있는 오프라인 생산 기지에서 첫 번째로 마스크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 그렇다 폭스콘은 주문자 생산방식의 대기업이다. 한 라인의 일일 생산량이 10 만장 

이상으로 단지 한 라인에서다. 폭스콘의 목표는 심천에서 사용하기 위해 하루 200 만장 이상의 생산 

능력을 구축하여 션젼시에서 사용하도록 공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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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2 월 5 일, 상치그룹(上汽集团)은 광씨 라이빙시(广西来宾市)의 한 공급업체의 공장을 

개조하여 마스크 생산라인 12 개를 구축했다. 이중 4 개는 N95 표준을 충족하고, 일반 의료용 8 라인으로 

하루 생산량이 170 만장에 달한다. 

더구나 이 공장은 원래 자동차 부품 방음면을 제조하던 곳이다. 

사진 3) 출처: 봉황과기 

다시 중국내 OEM 생산기업의 거두 비야디(比亚迪)는 7 일 공식적으로 선포하여 필요한 설비와 원재료를 

구매하고 생산 라인을 개조하여 2 월 17 일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1 일 500 만장의 마스크, 1 일 

5 만병의 소독액을 생산하는 것이 계획이다.  

이와 같은 기적은 중국석화(中国石化)에도 일어났다. 중국석화는 이미 북경에 위치한 2 개사, 장쑤 한 

회사와 광동 4 개 사의 공급업체를 분리 조직하여 공장 개조를 시작하여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3 월 

10 일까지 신설 증가 생산량이 하루 100 만장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단지 중국 기업이 원하기만하면 이전 것을 쉽게 변형할 수 있다. — 부드러운 것을 

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바로 마쥐엔과 그녀의 친구들이 알려준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중국제조는 만인이 한 마음이 되어 ‘코로나 19’전쟁을 치르고 있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이다. 

3 

이러한 유대감은 ‘작은 전투’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한 해 경제 민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 단계의 경제예측보고는 거의 2003 년 데이터를 기초로 예측하는 것이다. 이를 거울로 삼아 

2003 년이후 1,2,3 차 산업이 GDP 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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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1,2,3 차 산업이 ‘SARS’전염병이후 모두 하락했지만 제 2 차 산업이 GDP 를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여 

제 1 차 산업과 제 3 차 산업보다 계속 높았다.  

 

   표 2) 출처: 동북증권, 3 대산업의 전년대비 GDP 변동 

지방에서는 광동성을 예로 들면 2003 년 1 분기, 2 분기, 3 분기의 GDP 증가속도가 각각 13%, 12.3%, 

13.9%였다. 같은 기간 GDP 구성 중 제 2 차 산업의 증가가 각각 16.9%, 18.2%, 21.1%였다.  

바로 전염병 영향에 가장 영향을 심하게 받은 구역, 제조업 대도시 광동성으로 말하자만 GDP 성장률과 

산업제조업 성장률이 3 분기때 크게 반등하였고 공업제조 방면은 줄곧 증가 추세였다. 

그러나 기타 산업은 그리 좋지 않았다. 동북증권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운수업과 요식업 주숙업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훨씬 더 분명하다. 전염병 며칠 전, 가계에서 갑자기 구매 비축하는 것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부 상품은 현재 단기적으로 물품 부족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방역에 필요한 각종 

일용품, 약품과 마스크 등 의료 위생용품, 이러한 상품은 단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심지어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져 일부 판매상이 부르는 대로 가격을 책정하고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벌어졌다. 

수요가 안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의 대부분은 신선야채 품목이다. 전염병 기간 농산품 

운수가 영향을 받아 생산소비지역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 모순이 발생했고, 신선 야채는 저장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문제가 빠르게 나타나 야채 가격이 빠르게 인상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관련 

부서의 정책이 시기 적절하고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형벌이 심각해 큰 가격 변동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다. 



주간 NEWS 

주간 중국 창업                                15                                 제 167 호(2020.02.19) 

업무 재개 문제와 직원 생활이 침체된 것은 제조업에 작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시간 

문제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20 년 중국 경제 발전의 큰 리듬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제 2 차 

산업은 여전히 발걸음을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표 3) 출처: 동북증권, 2002 년 1 분기에서 2004 년 4 분기까지 주요 산업 GDP 성장률 

4 

2020 년 초, 이씨가 있는 연구개발 부서는 가장 큰 장식품이 되었다. 유연한 출퇴근 형식을 채택하고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신년 후 어떤 직무를 하게 될지 별도 통지를 기다려야 한다.  

임금과 임대료는 거친 바람으로 불어와 사장을 괴롭히지만 일선의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마쥐엔의 마스크 조립 라인은 이미 가동을 시작했으며 그들은 20 명 이상이 한 조가 되어 3 교대로 

생산 부서를 맡는다. 생산 라인 근로자에게는 일이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은 매달 내야할 방세가 

한푼도 적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미래에는 비이성적인 수요가 지나간 후, 대부분의 기업이 기존 사업으로 돌아와 휴대 전화를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OEM 을 계속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씨와 마쥐엔의 산업은 중국 제조 산업의 양쪽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이 제조업에서 세분한 모든 부문을 충족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다. 더 자주, 우리는 

항상 중국의 제조업이 세계에서 1 위라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해왔으며, 심지어 그 거대한 규모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바로 전 오스카 최고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미국 공장>도 중국에 의해 

대체되는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발전 과정 중,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어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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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에 진입하여, 국가 정책이 지도하는 것에 따라 중국의 제조업이 각지로 깊이 전환 및 

업그레이드되면서 소위 ‘거칠고 광범위한’ 생산 능력을 점차 ‘고급화’시키고 있다. 

2019 년 중국의 1 차, 2 차, 3 차 산업은 현재 각각 GDP 의 7 %, 39 %, 54 %를 차지했으며 2002 년에는 

각각 13.7 %, 44.8 %, 41.5 %를 차지했다. 2 차 산업의 비율은 부가 가치가 높은 3 차 산업을 능가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발견한 진실은 오늘날에도 중국의 제조업은 ‘도태하는 생산 능력’을 

가졌다하더라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과 장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 년의 자본 

압력과 2020 년의 자연 재해의 충격에 관계없이 ‘세계 공장’이 수십년 동안 축적한 무거운 기본바탕은 

여전히 불변의 높은 효율을 제공한다. 

사진 4) 출처: 봉황과기 

중국 특유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중국제조’의 가장 큰 잠재력을 제공한다. 더욱이 우리의 가장 큰 

동력인 분투는 말할 것도 없다. 변혁하고 사고하고 대응하여 이차 산업이 존재하는 방식이 지혜를 갖도록 

해야 한다. 

전염병 아래 중국의 제조 산업은 가장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 현상이, 이러한 종류의 

총명함과 탄력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이것은 현실속의 전설이며 어떤 영화에서도 예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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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염병 일선에서 코로나 19 환자를 돕고 있는 의료인공지능      

(중국신문망, 2020.2.14) 

코로나 19 바이러스 폐렴의 유행과 확산이 전국민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화약 

연기 없는 전염병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  밤낮으로 일하는 의료진 외, 인공 지능 기술은 빠른 체온 검측, 

빅 데이터 예방 및 제어, 로봇 수신, 의료 영상 해독 등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사진 1) 출처: 중국신문망 

2 월 4 일, 공신부(工信部)는 전국 각지에서 인공 지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코로나 19 폐렴과 싸우도록 

협력한다고 제창했다. 제안서에 코로나 19 감염 폐렴 진단 및 전염병 통제의 적용 장면을 완전히 

탐색하고, 보조 진단, 빠른 테스트, 지능화 설비, 정확한 온도 측정 등과 같은 일련의 제품을 연구 및 

대량 생산하여 전염병의 지능형 진단과 치료를 돕고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고 제안했다. AI 알고리즘과 컴퓨터 성능을 최적화하고 바이러스성 유전자 순서 연구, 백신/약물 

연구개발, 단백질 선택 검출 등 약물 연구개발에 핵심적인 부분을 지원한다. 

전염병 방역전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과학 기술 의료 기업이 이 전염병 활동에 주동적으로 참여했다 

(예: 핑안 굿닥터(平安好医生), 하오닥터온라인(好大夫在线), 춘우병원(春雨医生) 등의 플랫폼이 온라인 

의사 상담을 시작했다). 우한 씨에허병원(武汉协和医院)과 우한 통지 병원(武汉同济医院) 등도 온라인 의사 

상담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lipay 의 온라인 데이터에 따르면, 1 월 28 일 14 시까지 약 450 만 명이 

이미 각기 다양한 등급의 병원 의사와 온라인 상담을 했다. AI 와 로봇 기술의 가치를 발휘하여 이 

방역전에서 보다 첨단 기술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내 인공 지능 의료 기술 혁신 기업인 슈쿤과기(数坤科技)는 전염병의 초기 단계에서 전염병의 

추세와 의사의 실제 요구에 따라 엘리트 전문가를 즉시 조직하여, 이전의 알고리즘과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전염병 최전선 병원의 실제 진단 과정 중의 수요를 더해, 코로나 19 폐렴 AI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인공 지능 의료 기술을 사용하여 환자를 빠르게 검진하고, 질병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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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연구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구제 의사의 1 차 작업 강도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희소한 의료자원을 

위중한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도록 한다. 발열 환자는 등급별 진료와 치료를 하고 의심 사례를 선별하는 

동안 교차 감염의 가능성을 줄이고, 전염병 퇴치에 대한 국민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슈쿤과기(数坤科技) CEO 마춘어(马春娥)는 전염병의 중요한 시기에 인공 지능 회사가 생명줄이 되어 

의사들을 전염병 일선에 신속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영상해독 의사는 

대규모 폐 CT 영상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육안으로 판독하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량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전통적인 수동 측정 진단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슈쿤의 

코로나 19 폐렴 AI 시스템은 몇 초만에 정확한 정량 분석을 완료하여 임상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질병 상태와 치료 효과 평가를 지원한다. 따라서 인공 지능 모델 AI + CT 를 사용하면 대량의 

환자에게 빠르게 병환을 평가하고 진단 분석을 시행할 수 있어 임상 진단 부분에서의 치료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의사가 병증 변화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의사에게 시각적 참고자료를 자동 

제공할 수 있어, 지정된 병원에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요구를 충족할 수 있고, 과부하된 의사의 작업 

시간을 효과적으로 절약하고 환자를 위해 더 소중한 진단 치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슈쿤 코로나 19 폐렴 AI 는 의사를 도와 병소의 지능적 식별, 분할 포지셔닝, 정량화 평가 등의 작업을 

하며 신속한 확진과 치료를 돕는다. 현재 우한중의원(武汉中医院) 등 전염병 일선 병원에서 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에서 환자 사례를 선별 시간을 줄여주고, 확진되 환자를 가능한 조기에 구제 치료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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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흐릿한 2020 년의 시작, 중국 노동시장 유연화에 왜 낙관적인가?  

— 이오왕 제공 

 모든 사람이 그저 지루하게 집에서만 있지만, 이 업계는 거대한 기회와 마주하고 있다. 

사진 1) 출처: Unsplash 

만약 이 전염병 상황을 기업의 ‘스트레스 테스트’로 간주할 경우 급증하는 고용 비용은 많은 기업을 

직접적으로 ‘하드’모드로 보낼 것이다. 

이것은 경영에서 심리상태에까지 고통받는 과정이다.  수많은 기업의 1 분기 실적은 손상되었지만 

비용, 특히 고용 비용은 감소하지 않았다. 

각지에서 작업 재개를 연기하기위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기업이 2 월 9 일 이전에 근무를 재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평소처럼 급여를 지불하고 일부 지역 (상하이)의 회사는 두 배의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많은 회사들이 이와 관련하여 불만을 표명했지만, 유연한 노동 시장은 도리어 ‘역증가’추세에 있다. 유연한 

고용 서비스 제공 업체는 현재 서비스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으므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기업일 

수 있다. 

기업: 고용 모델을 다시 생각하면 더 이상 두 번째 타격을 입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천홍페이(陈鸿飞)는 진요우왕(金柚网) 부사장이자 인력자원업계에 종사한지 10 년에 가까운 전문가로 각종 

인력 사회 보장 정책, 법률 법규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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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거의 10 년 동안 인력 자원 업계에 종사해 왔으며 줄곧 특정 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회사는 의식층에서 진정한 변화를 겪고 사상적으로 유연한 고용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생각에 

지금 상황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유연한 고용의 본질은 사회에서 흩어져 있고 파편화된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지난 

세기 1980 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유연한 고용의 발생은 2015 년경에 시작되었으며, 2015 년에서 2020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다. 티엔옌차(天眼查) 데이터에 따르면 ‘유연한 고용’태그로 등록한 기업은 총 120 개 사가 있다. 

2000 년 이전에 설립한 회사가 2 개 사, 2001 년에서 2005 년에 설립한 회사가 5 개 사, 2006 년에서 

2010 년 사이는 3 개 사, 2011 년에서 2015 년 사이는 8 개 사, 2016 년~2020 년 사이에 설립한 회사는 

69 개 사로 급격히 증가했다. 

 표 1) 출처: 티엔옌차(天眼查). ‘유연한 고용’기업으로 등록한 시기 통계 

거시적 관점에서 유연한 고용은 고용주와의 근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고용 

형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파견 근무, 직무 아웃소싱 등이 해당된다. 수요로 하는 측은 유연한 노동 

서비스상(플랫폼)에서 아웃소싱을 찾고 플랫폼은 직무에 부합하는 개인을 찾는다.  

수요측과 플랫폼, 개인간에는 두 가지 결산이 있는데 개인은 필수적으로 플랫폼과 노동계약을 맺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 플랫폼은 5 대보험과 주택보조 공적금을 납부한다. 다른 방식은 

파트타임제(겸직으로 통칭함)로 일반적으로 고용측과 개인 사이에 구두로 계약을 하며 고용측이 근무 

상해보험을 납부하고 노무비를 지급한다.  

협의에서, 유연한 고용은 주로 새로운 공유경제 형태에 영향을 받는 비고용 관계하의 합작 

형식으로 프리랜서, 개인 합작 등으로 이러한 합작은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고 일종의 합작계약으로 개인과 

https://www.iyiou.com/t/ziyouzhiye3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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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간의 결산은 ‘서비스비’ 또는 ‘보수’를 받는 것이고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 

의의상에서 급여는 단지 노동관계/노무관계에서의 안정적인 보수만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호출 차량 운전자, 배달 택배원, 왕홍 스트리머, 운수 기사, 거리 조사 연구원 등의 직업 모두 큰 

개념의 유연한 고용에 속하며 단지 세분화된 방안이 다르며, 어떤 사람은 고용형식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고용 방식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개인의 경우, 유연한 고용은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충분한 유연성, 자율성, 적합성을 가지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추구하고 직업의 가치를 만족시키며 개인 소득 구조의 다원 화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기업의 경우 유연한 고용이란 기업이 장기간 대량의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할 때 정확하게 

업무를 할당하고 급여를 지불하는 것만으로 되며,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고용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번 전염병 상황에 직면하여 많은 산업이 충격을 받았고 유연한 노동 시장도 예외일 수 없다. 

"단기적으로, 전염병은 유연한 노동 시장에 절반의 피해를 줄 것이다. 모두들 한자리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요식업, 소매업 등 오프라인 고용 업종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왕홍 라이브방송, 

온라인 설계, 택배 배달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주문을 받는 업종, 온라인 업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천홍페이가 분석한다. 

데이터는 추론을 증명한다. 어느 인력자원서비스사 이선생은 본지에 말하길, 전염병이 발발하기 전에 

매일 3,000 명 정도의 임시 근로자를 제공했는데 전염병 기간, 매일 최저일 때는 단지 몇 십명이었다. 

"이것은 기업 운영자들이 실제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했다. 

그러나 유연한 서비스 제공 업체의 비관론은 그리 길지 않으며, 반대로 유연한 고용은 도리어 

전염병으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긴다. 구체적인 조짐은 다음과 같다. 전염병 상황아래 

새로 생기는 업종이 있다. 예를 들면 소매, 요식업, 호텔의 유연한 노동 시장은 미래에 바닥을 쳤다 

반등하는 것이 가장 클 것이다. 왜냐하면 수요는 한파를 겪더라도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전염병 발발이 기업의 고용 사고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직접 자극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많은 전통 산업이 유연한 고용 개념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JW 메리어트호텔과 같은 

고급 글로벌 체인 호텔 고객과 의사 소통을 할 때, 그들의 과거의 태도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임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는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였습니다."라고 이선생은 웃으며 

답했다. 

"이러한 전통 산업은 매우 대단했죠. 유연한 고용으로 인한 비용 절감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손실을 겪어본 적이 없지만 이번 전염병 앞에서는 곤두박질쳤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JW 메리어트와 

같은 고급 호텔조차도 거대한 압력을 받는데 다른 더 많은 기업이 받는 손해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 

" 이번 폭풍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전염병이 사업주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전 관리 모델에 대해 깊이 사고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같은 이유로 또다시 손해를 입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선생은 보충하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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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유연한 노동 조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모든 사람의 수입은 약 10 %에서 30 % 

감소할 것입니다." 겸직 고양이(兼职猫) 창업가 왕루이쉬(王锐旭)는 전염병이 유연한 노동 시장에 단기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그는 중장기적으로 유연한 고용 산업이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여긴다. 회사가 편안하게 

운영된다면 계속 풀 타임 고용 모델을 사용할 것이므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 생존의 압력을 받고 수익 

지표를 완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쉽게 유연한 고용을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각종 유연한 고용 플랫폼이나 서비스 제공 회사에게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몇 개월 후, 수많은 

증대가 폭발적으로 출현할 것"이라고 유연한 노동 공급 체인 플랫폼 Bluebird Cloud (蓝鸟云) 창립자 

진차이(金财)가 말했다. 

임시 근로자: 직장 복귀가 지연되는 동안 소득이 떨어지지 않고 증가했다. 

유용한 노동 자본시장하의 암흑기에 소비자측의 ‘정신 노동자’들은 조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저녁 10 시 30 분, B 스테이션에 계약한 BJ 다오예(道爷) KEI 가 정시에 방송을 시작했다. 그녀는 라이브 

방송실에서 화제를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라이브 방송실의 인기는 높이 올랐고 추첨 동영상 댓글 자막은 

끊임없이 올라왔다.  

그녀는 스테이션 B 의 뉴미디어와 라이브방송 BJ 이다. 전염병기간, 그녀는 분명히 "라이브방송룸의 사람 

수가 이전보다 2 배는 더 많아졌다"고 느꼈다. 통계에 따르면, 2 월 5 일에만 1.2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했으며, 동영상 댓글 수는 2.6 만개였다. 최고 4.2 만에 도달하고 선물가치는 8,000 위안 이상이었다. 

새 형식에 적응하기 위해 그녀는 초과 근무를 시작했다. 과거에는 오후 10 시 30 분부터 다음 날 오전 2 

시까지 근무했으며 이제는 오전 4 시에 끝날 때까지 방송하는 시간을 2 시간 더 추가했다. 근무 시간은 

그녀를 낮에는 숨고 밤에 나오는 습관을 배양했고, 오늘날 낮이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졸리다.  

왕홍 BJ 는 유연한 고용 시장에서 전형적인 고소득 직업에 속한다.  다오예 KEI 는 왕홍산업에 일찍 접촉한 

일대 그룹에 속한다.  

다오예 KEI 가 이 직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BJ 의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카드를 찍을 필요가 때문이다. 또한 그녀의 본래 성격은 상대적으로 ‘집순이’형이다. 외출하고 

지나치게 사회 교류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이 아주 안성맞춤이다.  

<2017 유연한 노동 생태 백서>에서는 많은 공유 기술 플랫폼의 탄생 덕분에 다양한 프리랜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왕홍 BJ 를 포함하여 더 많은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다. 프리랜서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2017 년에는 유연한 고용 범주의 프리랜서 비율이 이미 20%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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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출처: 이오왕(亿欧网) 



ISSUE 및 시장동향 

주간 중국 창업                                24                                 제 167 호(2020.02.19) 

다오예 KEI 와 유사한 취업자가 적지 않다. 왕홍 라이브방송 수직 미디어 오늘왕홍이 발표한 <2018 중국 

상호작용형 영상산업 연구 보고서>에 전국 라이브방송 플랫폼이 900 개 사를 넘고 BJ 수가 1022 만 명을 

초과한다고 나와있다. 

소득 측면에서 볼 때 전염병으로 인해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소득 손실을 겪은 일부 동료들과 비교할 

때 다오예 KEI 상황은 훨씬 나아지고 수입은 떨어지지 않고 증가했다. 1 월에, 그녀는 약속대로 B 

스테이션과 계약한 BJ 수입을 자신의 계정에 자동으로 받았으며 매월 뉴미디어로부터 얻고 있는 수입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오예 KEI 는 사회 보험을 구매하지 않으며, 그녀와 같은 프리랜서는 어떤 조직과도 관계가 없어 풀타임 

직원과 같은 5 대 보험과 주택보조공적금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직접 지불해야 한다. 개인이 

지불하는 보험 절차는 번거롭지만 지불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대도시 호적 포인트, 자동차 및 주택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 수요자 측면에서 플랫폼이 확장되면 회사가 유연한 고용 인력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회사의 인사 

부서에서 관리할 수 없게 된다. 아웃풋하는 인력이 많고 빈도가 높으며 세금보고 프로세스가 복잡하여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이 모든 요소들이 유연한 고용 서비스 제공 업체 시장을 창출하고 한 무리의 유연한 고용 서비스 제공 

업체를 생성했다. 

이들은 주로 세 가지 유형의 회사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인력 자원 회사이고 두 번째는 인력 

SAAS 형 기업이다. 이 회사는 다양한 산업의 기업 사용자를 위한 인력 솔루션, 채용, 교육, 교대 관리, 사회 

보험 납부, 급여 결산, 상업 보험 및 기타 전 과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번째 범주는 순수한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유연한 노동 공급망을 위한 기술 도구를 제공한다.  

보수 지급과 개인 세금 징수는 유연한 고용을 상륙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만 기업이 

개인에 대한 사회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개인과 기업의 혜택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연한 노동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채용 단계부터 융통성 있는 고용 시장에 진입한 

청년그룹사 창업자인 덩지엔보(邓建波)는 중국의 유연한 고용 시장의 성장이 이미 기본 국면에 들어섰고 

이것은 대전제라고 판단했다.  

"한편으로, 세분화된 영역의 전문화된 시스템 관리가 등장할 것이며, 유연한 노동 관리를 

하는  SaaS 시스템에 대한 큰 기회가 있어야한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은 정부가 관련 정책 및 규정을 

내놓도록 역추진할 것이며 법적 관계는 점차 명확한 규정으로 될 것이다. "라고 청년 그룹사 창립자 

덩지엔보는 말했다. 

중국의 유연한 노동 시장 발전 현황 

파트 타임 고양이(兼职猫)는 7 년의 유연한 고용 플랫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창립자 왕루이쉬는 

유용한 노동공회를 사용하여 각 산업 업계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의 관점에서 사회적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동 구조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 50-60 %의 

사람들이 풀 타임으로 고용될 것이며 20-30 %는 유연한 고용을 선택할 것이며 나머지 10 %는 사장이 

직위를 제공할 것이며 전면적으로 사회 생산성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 

https://www.iyiou.com/t/S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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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bird Cloud (蓝鸟云)의 창업자 진차이(金财）는 다양한 산업을 변화시키는 유연한 고용 추세가 장래 

‘매우 고급’과 ‘매우 낮은’-‘양극화’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는 왕홍 BJ, 연수 강사, 연구소 연구원, 디자이너 등과 같은 고소득 유형의 직업이고, 후자는 기술 

요구 사항과 진입 장벽이 낮은 종업원, 청소원, 배달원 등이다. 

유연한는 고용의 역량은 이 두 분야에서 선점하여 바람을 일으켜 점차적으로 "풀 타임을 파트 타임 

고용으로, 고용을 개체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양극단"사이에 끼어 있는 산업과 위치는 유연한 고용으로 

인해 변화하는 속도가 약간 느릴 것이다. '' 

유연한 고용은 명확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산업 관점에서 인터넷은 전통적인 산업보다 유연한 고용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 이는 인터넷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압박에서 비롯된 반면, 전통적인 산업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자기 직원은 자기가 관리한다"라는 기존 개념과는 다르며, 인터넷은 유연한 고용에 

대해 자연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 기업의 개념은 이제 전염병의 타격으로 급격히 흔들리고 있으며 유연한 고용에 대한 의식이 

깨어났다. 진요우왕의 천홍페이는 "전염병은 일종의 촉매제로서 중국 전통 산업을 새로운 형식으로의 크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 산업의 과거 조직과 고용 형태는 너무 단조로워 돌발성 사건이 가져오는 

손해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진요우왕의 천홍페이는 덧붙였다.  

국제 환경의 관점에서, 선진국은 유연한 노동 보급률이 더 높다. 2017 년 CIETT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선진 서방 국가의 ‘유연한 노동’ 고용 모델이 이미 충분히 성숙하며, 일본의 ‘유연한 노동’은 인력 자원 

산업의 40 %를 차지했으며 미국은 그 뒤로 34 %를 차지했다. 

중국의 유연한 노동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다른 인력 자원 산업의 보급률은 단지 9 %에 

불과해 일본과 미국과는 크게 차이나 난다. 그러나 <인구와 노동에 관한 그린백서 2017>에 따르면 지난 

5 년간 중국의 유연한 노동력을 채택하는 고용주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산업은 소규모 기업가 경합하는 상황에 진입할 것이며 대기업이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업계 체인이 너무 길고 시장 체인이 너무 많고 세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아마도 미래에는 유연한 고용 플랫폼에서 가격 전쟁이 일어날 것이지만 지금은 멀리 있다. 

유연한 고용이 우리의 업무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막 시작되었으며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정이 있다 . 예를 

들어, 어떻게 제도 측면에서 개인이 유연한 노동 시장에서 위험을 방지하는 능력을 높이는가, 개인이 

어떻게 유연한 노동 시장에서 저소득의 "덫"에 빠지는 것을 피하는가; 고위험 작업근무자의 노동보장권익 

등 ... 

그러나 기회는 항상 문제보다 더 많다, 2020 년 초의 "많은 사건의 봄"은 이미 사람들을 매우 고무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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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출처: 인구와 노동에 관한 그린 백서 2017. 중국 유연한 고용 복합증가 추세(복합증가율%) 

 

2. 천억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시장, ‘요우보’가 중소기업판매자에게 

솔루션제공 — 36kr 제공 

2019 년은 라이브방송 전자 상거래의 원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타오바오, 틱톡, 콰이쇼우 등 

라이브방송이 플랫폼에 엄청난 트래픽과 매출을 가져왔다. 

지연컨설팅(智研咨询)에 따르면 라이브방송 전자 상거래는 2019 년 거래 규모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4440 억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Taobao 콘텐츠 생태자원 총감 원종(闻仲)은 일찍이 타오바오 

라이브방송이 향후 3 년간 5000 억 규모의 거래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브방송에서 실물을 

전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온라인 Q & A 형식의 전통전자상거래 체험을 변화시켰고, 실시간 상호 

작용도 소비자 구매 결정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현재 라이브방송 전자 상거래는 헤드 중앙 집중 효과가 

명백하며, 중소형 BJ 와 중소판매자는 트래픽 확보 측면에서 불리하다. 라이브 전자 상거래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데 증가는 모두 헤드BJ에서만 발생할까? 중소형 BJ, 심지어 아마추어 방송까지도 업계가 발전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스타트업 ‘요우보(有播)’가 아마추어 라이브방송에 발전과 증대를 가져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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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전국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1063024 억위안으로 사회 전체 소매판매액의 25.8 %를 차지한다. 

이것의 의미는 여전히 소비의 70 % 이상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발생함을 의미한다. 특히 3, 4, 5 선 도시와 

같은 침강 시장에서는 여전히 대량의 오프라인 업태가 전자상거래화로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콰이지에(快节) App 은 침강 시장에 같은 도시 쇼트클립 제품 판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우보(有播)는 

침강시장 판매자와 웨이씬생태계 내의 소형기업판매자의 라이브방송 제품판매 수요를 받아 요우보 

플랫폼에서 각종 소상점을 개통해 아마추어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진 1) 출처: 36kr, 요우보 미니프로그램 화면 

설립자 까오러루(高乐如)의 소개에 따르면 요우보 플랫폼은 주로 소규모 오프라인 상점, 웨이상, 

구매대행그룹 및 농산품기지 등 소형기업사용자에게 라이브방송 도구를 제공하고 WeChat 미니 

프로그램과 앱을 기반으로 안내한다. 소규모 기업 사용자는 연간 299 위안의 요금으로 년간 

라이브방송서비스를 개통하고, 구체적으로 점포 신청, 상품 업로드, 온라인 라이브 방송, 상품 원클릭주문, 

원 클릭 포워딩으로 라이브방송룸 공유, 라이브방송 리턴 방문 등의 기능이 있다. 모든 기능은 위챗 

미니프로그램에서 구현할 수 있으며 상점 오픈 효율성과 편리함은 요우보가 주로 내세우는 

사용자체험이다.  

트래픽 측면에서 ‘요우보’는 ‘라이브방송 + 소셜 네트워크 핵분열 + 그룹 구매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인도한다. 라이브 방송 자체는 여전히 유입을 이끄는 포이트이며, 전기 이용 BJ 자체 인기 유인, 장려 유도, 

그룹 구매 등의 이벤트로 트래픽군을 확장시킨다. BJ 의 인기도 쇼셜 네트워크 분열에 기인한다. 창시자 

까오러루는 소개하길, 단지 이 방식을 통해 플랫폼 BJ 수는 2019 년 9 월부터 지금까지 6 만명에 달랬다고 

했다.  

현재 요우보는 이미 2 백만 명의 소비자를 모았으며 일일 활성사용자는 10%다. 플랫폼 판매량이 비교적 

높은 카테고리에는 과일과 신선제품, 의류, 신발, 모자, 교육 훈련 과정이 포함된다.  299 위안/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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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수료 외에도 요우보는 교역성사시 거래액의 2 %를 중개 수수료로 취하며, 이중 플랫폼의 월 

유동현금은 약 5 천만 좌우 수준이다.  

‘요우보’의 창립 팀원은 일찍이 전자 상거래 영역의 연속 창업가다. 창립자 까오러루는 2009 년에 

터바오배이(特宝贝) 산모유아용품 B2C 쇼핑몰을 설립했으며, 공동 창립자인 멍링래이는 일찍이 

알리바바에서 3 년간 근무했으며, 2013 년에는 차동자 용품 오리지널 브랜드 ‘차품도(车品道)를 

설립했다. 또한 요우보는 아마추어를 전문적인 BJ 로 배양하기 위해 “요우보 인기인 비즈니스 스쿨”을 

설립했다.  

설립자 까오러루는 또한 현재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모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으며, 

요우보측은 시장에 기반하여 먼저 우세와 신기술을 선보였으며,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여 창조하고 

플랫폼의 선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서 요우보는 거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금 보증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며, 더 많은 라이브방송 장면을 확대시키는 VR/AI 라이브방송 등 신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4. 테슬러 주가가 폭등과 폭락을 하는 이유는? — 봉황과기 제공 

사진 1) 출처: 봉황과기 

2020 년이 지난 한 달여가 지나서 테슬라 주가의 급격한 변동은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2019 년 12 월 

31 일의 마감 가격 ($ 418.33)을 기준으로 테슬라는 9 일 거래일에 29 %, 19 일 거래일에 39 % 상승했으며 

23 일 거래일 (2 월 4 일)에 누적 112 %까지 상승했다. 시장 가치는 1597 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24 일 

거래일에 테슬라의 시장 가치는 276 억 달러가 증발하여 2019 년의 종가 상승폭과 비교하여 76% 적게 

마감했다. 

테슬라에 대한 자본 시장의 태도는 항상 극도로 양극화되어 왔으며, 일부는 테슬라를 ‘애플에 필적하는 

훌륭한 회사’로 간주하고 시장 가치는 조만간 1 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테슬라의 주가가 

180 달러에 불과했을 때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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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출처: 봉황과기. 테슬라 시가(십억달러) 주황색선-시가. 파란색선-상대가격(%) 

월스트리트의 테슬라를 장기 공매도를 하던 스타 펀드 매니저는 ‘성공적으로’ 백만장자에 들어섰고, 그 

전에는 억만 장자였다고 한다. 

2020 년 들어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치솟았다. 

2 월 3 일, 가장 높은 날은 전 거래일 (1 월 31 일)보다 20.8 % 증가한 786 달러였으며, 하루 동안 

4723 만 주가 거래되었으며 이는 전 거래일의 300 %에 해당한다.  

2 월 3 일 종가 기준으로 미결 매도 포지션은 여전히 최대 2410 만 주 (테슬라의 총 주식자본 1.8 억 

주)였으며, 판 것을 되사오려면 187 억 달러가 더 필요했다. 

2 월 4 일, 일중 최고가는 969 달러로 1 월 31 일보다 48.9 % 증가했으며, 하루 동안 6094 만주가 

거래되었으며 이는 1 월 31 일의 388 %였다. 

그러나 현재는 테슬라의 쇼트커버링 일수가 1.65 일, 약 2 천만 주에 이른다.  다음 라운드 경쟁이 

시작되었다. 

규모의 경제  

2020 년 1 월 29 일, 테슬라는 2019 년 4 분기와 1 년차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공매도 사고"를 

촉발한 도화선이었다.  

2019 년 4 분기에 테슬라는 1.95 만대의 Model X/S 와 9.26 만대   Model 3 을 포함한 11.2 만 대의 

차량을 공급했다. 

2018 년 24.5 만 대의 차량이 교부되어 테슬라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났다는 표지가 되었다. 2019 

년에는 36.8 만 건에 달하는 교부 횟수로 테슬라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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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출처: 봉황과기. 테슬라 교부 수량(천대) 녹색선-과거 4 분기 총교부수량 

자동차는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이며 테슬라의 상승과 하락은 다시 한 번 기술의 발전과 브랜드 이미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판매량 20 만대에도 못 미치면 생사의 경계에서 

발버둥치고, 연판매량이 40 만대에 가까우면 서광이 비친다고 한다.  

표 3) 출처: 봉황과기 테슬라차 판매수입(천억달러) 파란막대그래프-판매수입, 주황색 실선-주기별통계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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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생존을 위한 첫 번째 트릭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높은 마진이다.  

2018 년 포드의 자동차 사업 매출은 1483 억 달러로 총 이익률은 1.8 % 미만이고 GM 의 수익은 포드의 

총 이익률은 9.3 %, 도요타의 총 이익률은 18 %였다. 

표 4) 출처: 봉황과기. 테슬라 자동차사업 총이익(십억달러) 

 가격이 저렴한 모델 3 이 80 % 이상을 점유하며 테슬라의 총 이익률은 가격의 하락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18 % 이상을 유지해 왔다. 2018 년과 2019 년의 총 수익은 각각 40.3 억과 40.7 억이다. 

총 이익은 생존의 기초이며 그 이유다. 매출 총 이익률이 낮은 비즈니스는 수행하기 어렵고 (예: 배달사업) 

총 이익이 없는 비즈니스는 전혀 수행하지 말아야한다.  그러한 사업은 성장과 성장은 물론 지속될 수 

없다. 

테슬라의 생존을 위한 두 번째 요령은 운영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현금 흐름이다. 2016 년 초에 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 유출은 매출의 1.8 %에 해당하는 1 .2 억 달러로 

좁혀졌으며 2017 년 영업 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 유출은 6 천 1 백만 달러로 매출의 0.5 %에 해당한다.  

2018 년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에서 양수로 변경되어 매출의 9.8 %에 해당하는 미화 

21 억 달러에 달했으며, 2019 년 상반기 3 분기 영업 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 흐름은 9.8 억 달러로 매출의 

5.7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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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과 2019 년 순손실은 각각 미화 10.6 억 달러, 7.75 달러였으며, 경영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손실을 줄이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다. 

표 5) 출처: 봉황과기, 테슬라 경영활동 현금흐름 순수금액(백만달러) 

테슬라의 영업 현금 흐름과 순이익의 큰 차이는 주로 감가 상각 및 상각과 같은 비 현금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9 년에 감가 상각 및 상각액은 20.7 억 달러였으며 순손실은 7.75 억 달러였다. 대신 PR 

비통과회계표준을 선호하는 일부 중국 기업들은 일찌감치 "손실을 이익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변곡점  

아래 그림에서 진한 빨간색 꺾인 선은 총 이익을 나타내고, 컬러 막대그래프는 ‘연구 및 개발 비용’및 

‘시장 및 관리 비용’을 나타내며, 테슬라의 성능 변곡점은 2018 년~ 2019 년사이 발생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019 년 판매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이익은 미화 40 억 달러를 상회하는 반면 비용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감소했다. 2019 년 테슬라의 영업 손실은 6 천 9 백만 달러 (2018 년 운영 손실은 

3.88 억 달러)였으며 이는 전환 손실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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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출처: 봉황과기, 테슬라총이윤과 비용(백만달러) 

분기 별 데이터는 2019H2 ~ 2019H1 에서 실적의 전환점이 발생했음을 더 정확하게 나타낸다. 근본 

원인은 용량 병목 현상의 돌파구이다.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 차량에 대한 특혜 정책의 쇠퇴와 

포괄적인 가격 인하에도 테슬라의 나은 경제 효익의 큰 추세는 바뀌지 않았다. 

총 이익의 중요성은 반복해서 강조한다. 

총 이익을 인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 대비 비용의 비율이 감소하는지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것이 줄어든다면, 화이트 워싱 총 이익에 대한 의혹은 기본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그것이 줄어들지 않으면, 그것은 씻겨지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는 "R & D 및 마케팅 노력이 

증가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2015 년에 테슬라는 7.18 억 달러가 R & D 비용으로 영업 수익의 18 %를 차지했으며, 시장 및 행정 

비용은 9.22 억 달러로 매출의 22 %를 차지했고, 두 비용이 함께 매출의 40 %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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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출처: 봉황과기, 테슬라총이윤과 비용(십억달러) 

2018 년 매출액 대비 R & D 비용은 13.4 억 달러로 6.8 %로 떨어졌으며, 26.5 억 달러의 시장 및 

행장비용의 매출의 13 %를 차지했으며 두 비용은 매출의 19.8 %를 차지했다. 

2019 년에는 두 비용이 2018 년에 비해 약간 감소했다. 4 분기에는 두 비용이 모두 수입의 14.2 %를 

차지하여 2018 년보다 5.6 % 포인트 감소했다. 

과거에 테슬라에 기대를 걸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을 만들 수 없다고 여겼고, 두 번째는 손실로 

인해 자금 사슬이 끊어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테슬라가 생산량 병목 현상을 타개한 후 교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2019 년 말 현재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의 두 생산 기지에 투자했으며 연간 생산량은 64 만 대다 (2020 년 하반기에는 74 만대로 

증가할 것이다). 

교부량이 증가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됨에 따라 테슬라의 재무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으며 2020 

년부터 흑자를 실현할 것이다. 

2019 년 초에 공매수의 구호가 "제조할 수 있으나 판매할 수 없다"였다. 제조할 수 있는지, 손해인지 

이익인지는 사람의 주관적 의지에 전이되지 않는다.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의견의 

문제다. 일부 사람들은 판매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추론은 시간 낭비이며 결과를 보면 된다. 

테슬라의 시장 가치는 많은 자동차 대기업보다 훨씬 높지만 테슬라는 운송 제조업체로 간주될 수 없으며 

Microsoft 및 Apple 과 유사한 기술 혁신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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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출처: 봉황과기, 테슬라 비용율(%) 

 

   표 9) 출처: 봉황과기 

인재 경쟁의 관점에서 주요 기술 혁신 회사는 주요 비즈니스의 차이에 관계없이 경쟁자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랭킹 천 명 중 한 명의 천재는 애플과 함께 테슬라에 갈 수 없으므로 Apple 과 테슬라는 경쟁 

업체다. 최고의 인재의 흐름에 따라 기술 혁신 회사의 부상과 하락이 결정된다. 

아마도 3 년에서 5 년 내에 테슬라의 시장 가치는 5 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5-10 년 안에 1 조 

달러를 초과할 수 있지만 아직 이익을 얻지 못한 테슬라는 1 천억 달러의 가치가 없으므로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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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양자컴퓨터 시리즈 34) 양자컴퓨터 발전의 관건이 되는 아주 중요한 

2020 년 — 과기풍경 온라인(科技风景线) 제공 

   사진 1) 출처: 과기풍경 온라인(科技风景线). 칩 

슈퍼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개발에 관심이 있는 애호가들은 2020 년에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E- 급 슈퍼 컴퓨터가 실제로 나타날 것이고, 양자 컴퓨터는 퀀텀 헤게모니 시대에 접어 들고 있다. 

특히 미래 10 년간 양자 컴퓨터는 실제 기술 연구 기간에 들어섰다. 

최근에 달마 연구원은 <달마원 2020 10 대 기술 동향>에 관한 글을 발표했다. 이 기사는 2020 년이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한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양자 헤게모니 시대의 진정한 도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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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출처: 과기풍경 온라인(科技风景线). 칩 

달마원은 초전도 양자 컴퓨터 칩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양자 컴퓨터의 진일보한 발전이 따를 것이며 각 

국가와 기업의 역점을 둔 추진으로 2020 년에 양자 컴퓨터 기술의 개발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여기고 

있다. 허용오차 양자 컴퓨터와 실제 양자 장점의 데모는 2020 년에 더욱 중요한 한 해를 맞이할 것이다. 

이정표가 될 진보와 획기적인 달성이 일단 이루어지면, 양자 컴퓨터의 기술적 난관을 돌파한 기간이 

정식으로 완료되고 양자 컴퓨터 시대도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사진 3) 출처: 과기풍경 온라인(科技风景线).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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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점에서 볼 때, 양자 컴퓨터의 출현은 불가피하며 이제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양자 컴퓨터 분야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투자와 각 국이 이 분야에서 벌이는 경쟁으로 결국 핵심 장치는 곧 출현할 것이다.  

   사진 4) 출처: 과기풍경 온라인(科技风景线). 칩 

미래의 경쟁을 위한 핵심 기술, 심지어 전략적 수준의 기술조차도 이 분야에서 한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국가 차원이든 기업 차원이든 관계없이 노력을 가속화하고 전략적 고지에 자리를 잡아야 미래 

발전에서 기회를 선점하여 이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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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News Letter by PLAYCOIN  

1. 텔레그램 N 번방과 다크 사이드 (이코노믹리뷰, 2020.02.07) 

기술의 발전은 성인물의 접근 난이도를 낮춘다. VHS 비디오의 보급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성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VHS 보급에 보이지 않는 공신이었다.  

민주주의로 이행되지 않아 전체주의와 독재를 경험한 니콜라이 두로프(Nikolai Durov), 파벨 두로프(Pavel 

Durov) 형제는 검열되지 않는 메신저를 만들었다. 

“텔레그램” 

텔레그램은 국정원 도감청 사건으로 인해 대체제로써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유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바로 검열이 없는 텔레그램이 범죄, 마약, 불법 성인물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텔레그램의 메시지 암호화 알고리즘은 검증된 적이 없다. 그리고 텔레그램은 

어이없게도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버그가 몇 년동안 방치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 버그를 홍콩 시위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다소 무리한다면 텔레그램에서 범죄자 추적은 가능하다.  

채팅 대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이다. 하지만 이 대화로부터 범죄가 일어난다면 다른 문제이다. 

구조적으로 수천, 수만 명의 대화를 특정 기관이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이용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과 절차를 통해 메신저 내용을 압수 수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압수 수색은 사건이 터진 후의 뒷북이 많다. 더구나 방대한 채팅 내역이 메신저 하드 

용량의 부족으로 일정 기간 후 삭제되어 범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안을 모토로 삼고 있는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들은 이런 압수 수색에서 건질 데이터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로그 파일조차 제 3 자가 읽을 수 없게 난독화하거나 채팅 내역을 거의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머신 러닝은 컴퓨터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특정 목적에 맞게 학습하고 추론하는 기술이다. 

이런 점에서 음란물과 테러의 소굴이라는 텔레그램에 도입되어야하는 기능이라 본다. 

위키피디아에서는 머신러닝을 이렇게 정의한다. 

기계 학습(機械學習) 또는 머신 러닝(영어: machine learning)은 인공 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를 말한다. 가령, 기계 학습을 통해서 수신한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다. 

인간이 관여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음란물, 범죄에 대해서 중립적인 머신 러닝(인공지능 기계 

학습)을 통해 판단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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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ICO 를 시작할 때 한 강연에서 마스터 알고리즘의 저자, 페드로 도밍고스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무엇을 변화시키고 앱과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 역시 이 말에 동의했다. 

인간이 찾아낼 수 없거나 방대한 데이터에서 분석할 수 없는 특이점을 머신 러닝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프라이버시가 적용되는 채팅, 메신저와 같은 분야에서 중립적인 머신러닝, 딥러닝을 

적용하여 범죄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우리가 마스터 알고리즘에서 배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머신러닝, 딥러닝이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것이다. 

둘째. 머신러닝, 딥러닝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마치며 

우리 시대, 인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극적인 지식의 확장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그 기술과 

지적 능력의 확장에서 인간이 가진 어둠이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한다면 이런 해악에서 기술이 가지는 장점이 인류 발전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김호광 게임허브코리아 대표 expert@econovill.com 

2. "블록체인 기술, 중국경제의 전환 촉진할 것" (COINTELEGRAPH, 2020.02.04) 

중국이 디지털 체제로의 전환을 국가 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기업, 은행 및 기타 서비스 분야가 

디지털 기술채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현지 매체인 Economic Information Daily (경제정보일보)는 2 월 4 일자 보도에서, 훙치 (Hong Qi) 

중국 민생은행 회장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 보도했다: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전면적으로 채택함으로써 디지털 체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면 향후 10 년 

내에 농업, 제조업, 금융 및 기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다."  

민생은행은 중국 최초로 정부 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상업은행으로 중소기업 대출로 유명하다. 

중국 은행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먼저 채택한 기업 중 하나로 전통적인 금융의 핵심 분야인 

신용장업무에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민생은행 뿐 아니라 중국의 여타 은행들도 블록체인이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준을 바꿀뿐 아니라 기존 

은행 시스템의 근원적 체계와 참여자들 간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고 있다.  

지난해 12 월 중국의 국영 상업은행인 중국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중소기업에 200 억 위안(3 조 

4 천억원 상당)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수개월전, 코인텔레그래프는 독립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시티 

식별시스템이(identification system) 중국 북부 허베이 성의 스자좡시에 있는 3 개 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했었다. 천만건 이상의 블록체인 기반 송장이 중국의 기술 수도 심천에서 성공적으로 

발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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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국제 블록체인 행사 있따라 

‘연기’…”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COIN READERS, 2020.02.06)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블록체인을 비롯한 IT 업계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상승세를 타는 상황이다.  

실제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3 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바이낸스 블록체인위크 베트남 

2020(Binance Blockchain Week Vietnam 2020)' 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오는 29 일부터 내달 

4 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바이낸스는 "이번 세계적 보건 위기와 관련해 참가자들을 보건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바이러스 확산이 효과적으로 통제되는대로 날짜를 확정해 업데이트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 월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홍콩 블록체인위크 2020(Hong Kong Blockchain Week 2020)' 

행사도 연기됐다. 주최사인 넥스체인지그룹은 지난달 31 일 공식 웹사이트와 SNS 계정을 통해 일정 

연기를 알렸다. 

주최 측은 "넥스체인지는 참석자, 참가자, 연사, 후원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문가와 협의해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새로운 날짜가 정해지는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상승 동력을 제공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CNN 방송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목했다. 

CNN 은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말 대비 30% 넘게 상승했다"면서 "암호화폐 이같은 수준의 상승 

추세로 한 해를 시작한 것은 2012 년 이후 처음"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된 열흘 동안 전세계 증시 시가총액은 3000 조원 이상 줄어든 반면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300 조원을 넘어섰다. 비트코인 가격도 개당 1000 만원을 돌파했다.  

최근 비트코인은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적 변동이 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초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격화되자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다. 작년 미·중 

무역갈등 심화됐을 때도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토큰업체 디직스(Digix) 최고경영자(CEO) 숀 지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미·중 무역 관계 불확실성, 브렉시트 우려, 

한국과 일본 간 정치적 긴장 등의 글로벌 불확실성이 비트코인 가격 랠리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 암호화폐 업계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블록체인 

행사 지연은 물론 모든 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가짜뉴스 확산, 타인에 대한 불신 등으로 

사회적 신뢰가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라며 "블록체인 업계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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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 년 디지털화폐 원년"… 글로벌 'CBDC 패권 경쟁' 돌입 (뉴데일리 경제, 

2020.02.07) 

중국 인민은행이 올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간 '총성없는 

화폐 전쟁'의 막이 올랐다.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은 CBDC 발행을 염두해 둔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로 

했으며, 한국은행은 전담팀을 구성해 기술연구에 돌입한 상태다. 

7 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올 상반기 선전과 쑤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CBDC 시범 

유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민은행의 총괄 하에 4 대 국유 상업은행(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및 이동통신사(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가 CBDC 운영에 참가한다.  

중국은 2014 년부터 디지털화폐 연구를 시작했다. CBDC 는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중국 

시중은행이 교환하고, 이를 다시 대중에게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CBDC 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재정수입, 금 보유고 등에 기반한 주권 신용과 연계시켜 화폐 남발을 통제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이 디지털화폐라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무역전쟁에 이은 '금융전쟁 2 라운드'에 

돌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페이스북은 자체 암호화폐인 '리브라(Libra)'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CBDC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세계 각국간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6 개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은 'CBDC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일본은행과 EDB 등은 블록체인(분산저장기술) 분야와 CBDC 

분야에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역시 CBDC 전담조직인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꾸리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관련 

법적이슈 검토와 기술연구 등을 추진한다. 각국이 연구중인 CBDC 의 설계방식이나 조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발행환경과 인센티브 등에 대해 정립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IBM 블록체인팀은 "올해 아시아, 중동 및 카리브해 국가들에서 동시에 CBDC 에 대한 실험과 연구를 

지속하고, 도·소매용 CBDC 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 장기 국채에 대한 중앙 공사채와 같이 다른 

유형의 자산이나 증권의 토큰화 및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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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113)  

 

 

 

 

방법을 디자인하는 “방법 디자인” 

필자는 매 수업의 첫째 시간에 한 학기를 같이 할 짝을 뽑기로 정한다. 디자인은 협업이 중요하여 서로 

도와주며 하라는 취지였다. 

같은 학과 친구이지만 서로 소통이 없으면 이름만 알뿐 전혀 모르고 있었다. 협업 과정에서 서로 알 수 

있겠지만, 조금 일찍 알았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서로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대화이다. 공통된 주제 없이 대화하면 자기 신변에 있어났던 일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가 되기 쉽다. 대화 기법이 없으면 심지어는 

다툴 수도 있다. 

좋은 디자인이 있듯, 대화 역시 좋은 대화가 있다.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선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첫 수업 시간에 필자 만든 [드림카드]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그들은 자기 짝꿍하고 드림카드의 제시에 

따라 대화를 이어간다. 

  

개인의 신상 및 가치 및 이상을 적을 수 있는 카드로 짝꿍과 인터뷰 형식으로 작성한다. 

드림카드에는 개인의 기본 신상과 '가치와 이상'을 묻는 인터뷰 칸이 있다. 좀 추상적인 가치와 이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터뷰 1） 대학 생활 중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터뷰 2） 자기 인생에서 도전할 만 가치가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인터뷰 3） 그 도전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인터뷰 4） 앞으로 5 년~10 년 후 당신의 꿈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 자료는 아시아디인연구원(ADI) 원장이며, 상하이교통대학 디자인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윤형건 교수의 

글입니다. 본 자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윤형건 교수(yoon_bam@126.com)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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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형식으로 질문을 하고 서로 받아 적는다. 마치 기자가 인터뷰하듯 한다. 가치와 이상을 묻는 

경우에는 좀 진진한 분위기가 연출되지만, “너의 결혼 이상형은?” 류의 질문으로 분위기는 화사해진다. 

이런 인터뷰로 서로의 마음을 연 후, 대화와 토론에 들어간다. 

현대인은 고독을 즐기지만, 고독은 사실 관계 단절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대화로 사회성을 

유지한다. 원만한 대화는 기쁨이고 불통은 고통이다. 좋은 대화는 이해를 바탕으로 친밀감과 동질감까지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나쁜 대화는 자기주장만 하고 다툰다. 

마케팅도 디자인도 결국은 소비자와 얼마나 잘 대화하여,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대화는 룰과 기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카드에 적힌 키워드를 가지고 서로 화제로 삼아 소통을 하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카드에는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사회자 없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 단지 “절대 

상대방 이야기를 비판(평) 하지 않는다. 서로 캐치볼 하듯 한다”을 대전제로 대화를 한다. 원만한 대화를 

위하여 최소로 지킬 것만 지킨다. 

그리고, 화제의 변화를 위하여 적당한 시간에 새 키워드로 바꿔 대화한다. 이런 방법으로 빠른 시간 

안에 원만하며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원만한 대화로 유도해주는 도구이다. 

인간은 대화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대화는 공기와 같다. 

그런 대화를 경우에 따라 우리는 낯설어 한다. 

좋은 대화는 삶에 에너지이다.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비타민이다. 

디자인의 소명은 삶에 필요 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충족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디자인이다. 

예전에는 형상이 디자인에서 중요 대상이었다. 이제는 방법이 디자인이 중요 대상이다. 

물건이 넘쳐나지만 사람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시대이다.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논의와 방법이 절대 필요하다. 

물질로는 한계가 있다. 물질이 아니 다른 것이 필요하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디자인하여야 한다. 

디자인을 잘 하기 위한 디자인 방법론 연구가 아닌, 문제의 관점을 달리 보고 해결하려는 문제 방법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미래 시대는 방법 디자인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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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버럴화 세계, 일본은 위기 (ZAi online, 2020.2.13)  

지난해 말에 잇달아 간행된 화제의 번역서에서 그동안 2 차례 스티븐 핀커 『 21 세기의 계몽 』과 유바루, 

노아, 하라리 『 21 Lessons 21 세기의 인류를 위한 21 의 사고 』를 소개해 왔다. 

 ●“세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건 페이크 뉴스. 선진국의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룰” 

아래에서의 불평등은 받아들일 수 있다. 

●글로벌화와 테크놀로지 혁명으로 국경 없어져 “상급국민(적정자)”과 “하급국민(불적정자)”으로 양극화해 

간다 

이번에는 진화 인류학자로 세계적 베스트 셀러가 된 『총·병원균·철 1 만 3000 년에 걸친 인류사의 

수수께끼 』로 알려진 자레드·다이아몬드의 신간 "위기와 인류"(일본 경제 신문 출판사)를 다루고 싶다. 

원제는 “Upheaval : How Nations Cope with Crisis and Change”(대변동 국가는 어떻게 위기와 변화에 

대처하는가). 

처음에 거절해 두지만 솔직히 이 책의 평가가 가장 어렵다. 

'진행 중인 위기'로 미국 외엔 일본만 분석 대상으로 

『위기와 인류』의 구성은 제 1 부에서 "개인적 위기", 제 2 부에서 "국가적 위기", 제 3 부에서 "진행 중인 

위기"가 거론된다. 다이아몬드는, 세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위기를, 자신의 개인적인 위기(그때까지 쭉 

순조로운 엘리트 학생이었는데, 켐브리지 대학에 유학했을 때에 연구가 벽에 부딪혔다)와 겹쳐서 

이해하려고 한다. 

여기까지 읽고, 갑자기 힘이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가와 개인을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내셔널리스트”의 발상으로 역사학은 이런 수법을 철저히 물리쳐 왔기 때문이다. 물론 다이아몬드는 이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위험한 입장을 취할까? 그 이유는 두 개 꼽히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알기 

쉬우니까("일반 독자에게 개인적 위기의 시점에서 "이에 해당하는"국가적 위기를 보는 편이 간단하고 

복잡한 문제도 이해하기 쉬운")이며, 또 하나는 개인적 위기가 다른 결과를 낳는 중요한 12 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12)요인은 국가적 위기에서 생기는 다양한 귀결을 이끄는 요인을 

풀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위기"로서, 핀란드, 칠레, 인도네시아, 독일,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근대 일본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과 "진행중의 위기"로서, 미국 이외는 일본만이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구성으로부터, 본서는 미국(영어권)과 일본의 독자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 책의 매력 중 하나는 핀란드나 칠레 같은 인연이 별로 없는 

나라의 위기 체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 일본의 기원"의 장은 메이지 유신의 빈틈없는 해설로, 

일본의 독자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발견은 없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등장하는 7 개국에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그 중 6 개국은 유학이나 연구 때문에 장기 체류 경험이 있고, 일본만은 산 적이 없지만 아내의 

친척이 일본인과 결혼해서 일본인의 사촌, 조카가 있고 교편을 잡고 캘리포니아대의 

로스앤제레스교(UCLA)의 일본인 학생과 친해졌기 때문에 일반 미국인보다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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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는 이는 “국가적 위기의 비교 연구”의 첫 번째 단계일 뿐 “국가적 위기를 개인적 위기로 

분석한다”는 방법론을 발전시키려면 더 많은 샘플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서의 

조사뿐이고 6 년이 걸렸다니 80 세를 넘긴 저자에게 더 연구를 하지 못한 셈이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제 독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Wikipedia(영어판)에 소개된 본서의 서평에서도 

"개인적 위기의 12 단계를 역사에 대입하려는 시도는 무시하라" "국가적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행문으로 읽는 게 훨씬 낫다"라고 쓰여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리뷰에서는 “많은 (역사적) 사실의 오류를 

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인적 위기=국가적 위기"설은 옆에 두고, 제 3 부"국가와 세계 ― ― 진행 중인 

위기"에서 "일본을 기다리는 것"을 중심으로 보고 싶다. "세계를 기다리는 것"에서는 핑커 『21 세기의 

계몽』과 비교도 할 것이다. 

"일본은 남녀격차 크고 이민에 무관용"이라고 지적 

지일파 자레드 다이아몬드는 과거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회의에 불려나가 늘 놀라는 것은 

남자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종적 다양성이 없다(일본계 일본인밖에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는 일도 드물지 않은데. 

이러한 인상으로부터, 본서에서도 다이아몬드는 일본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가 낮음에 쓴소리를 

나타낸다. “일본은 겉으로는 남녀평등의 나라지만 현실에서 일본 여성은 평등을 막는 수많은 사회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일본의 여성이 놓여진 상황을, 이하와 같은 데이터를 들어 기술한다. 

일본의 직장에서는 여성의 관여는 적고, 임금도 낮다. 책임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율은 떨어진다. 

대학생 49%, 신입 사원 45%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데, 교수 자리에서 여성의 비율은 불과 14%(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33~44%), 중간 및 상급 관리직이 2%, 임원이 1%이며, CEO 에서는 1%에도 못 

미친다.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이렇게 뒤처진 곳은 (또) 한국을 제외하면 일본뿐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성은 소수파이고 지금까지 여성총리는 없다. 정사원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는 부유한 

선진국 35 개국에서 3 번째로 크다(일본보다 임금 격차가 큰 것은 한국과 에스토니아만). 일본에서는 이 

수준의 직장에서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73%에 그치는 것에 대해, 부유한 선진국 평균은 85%, 

뉴질랜드에서는 95%에 이른다. 여성이 일하는데 있어서 장해가 되고 있는 것은, 노동시간의 길이나, 퇴근 

후에도 사원끼리의 교류가 기대되는 것, 그리고 일하는 엄마가 그러한 교류를 기대한다면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가(남편도 같은 상황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거나, 하려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문제이다. 

"퇴근 후의 사원끼리의 교류"란 회식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역시 아이가 있는 여직원에게까지 강요하는 

회사는 줄어 들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회사가 "멸사봉공"의 정도로 사원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이고, 

대졸 종합직의 여성 사원이라도 노동 시간이 짧다(잔업 하지 않는다)고 출세 경쟁에서 탈락해 버린다. 

다이아몬드가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가 이민이로,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일본인의 의견은 다른 부유한 

나라에서는 극론 취급받는 것에 치우쳐 있다”고 말한다. "일본인의 63%는 외국인 거주자를 늘리기에 

반대하며 72%는 이민이 범죄율을 증가시킨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서는 국민의 

57~75%가 이민은 사회를 개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일본인의 80%는 이민이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가져온 사회를 개선한다는 견해를 부정하고 있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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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가와 일본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어떨까 싶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 결과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엄마들을 노동시장에 투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단순해, "미국의 직장 엄마들은 대부분 이민 여성을 보육 서비스 제공자로 개인 고용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 일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여서 어느 가정에도 “아마씨 (입주 가정부)가 있어 가사육아나 노부모의 

간병을 맡고 있다. 나는 이런 일들을 『2 억엔과 전업 주부』(매거진 하우스)에서 썼지만, 아직도 일본에서는 

가사·육아는 엄마의 "전권 사항"으로, 남에게 맡기는 일은 당치도 않은 "부도덕"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좁은 평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거하는 일본에서는 7 세기의 "건국"(혹은 그 이전)부터 인구 과잉이 

문제였다. 그것이 지금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인구 과소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 큰 변화에, 정치가나 관료도 

포함해 대부분의 일본인이 적응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다이아몬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일본을 곤궁하게 만들기보다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낙관한다. 일본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으면 필요한 자원의 양도 

줄어든다(1 인당 분배가 늘어난다는 것이다)는 것이다. 

일본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인구가 많고 자원이 적다'는 조건. 

지리학자이기도 한 다이아몬드는 일본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인구가 많고 자원이 적다”는 조건이라고 

한다. 메이지유신으로 “근대국가”가 된 이후 아시아를 침략한 것도 그래서다. 

이 같은 '해외자원 찬탈'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불법적이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확된 

임산품의 (일본의) 수입량은 국민 1 인당 전체 수입 임산품의 비중도 미국이나 EU 국가들보다 훨씬 많다. 

원양어업이나 포경에 관한 올바른 규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반대 세력의 선두에 서 있다”고 비판한다. 

참다랑어의 자원보호는 둘째치고, 반포경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겠지만, 일본인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세계가 점점 “리버럴화”하고 “인권”이 동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에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나 사자를 사냥하는 “사파리”는 세련된 남자의 놀이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인간을 죽이는 것 이상의 큰 죄로 간주되고 있다—“짐바브웨에서 가장 유명한 사자”를 잘못 사살한 

미국인 치과의사는 정식 수렵허가를 받아 현지 가이드와 함께 수렵구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처참하게 두들겨 맞았다. 이제 “문화”를 이유로 대형 동물이나 지능이 높은 동물의 포획 살상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불가역적인 것이므로 일본 일국이 아무리 저항해도 뒤집을 수 없다. “고래잡이를 

지켜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치과의사처럼 취급받을 각오가 되어 있을까. 

리버럴한 지식인인 다이아몬드의 비판은 “역사 문제”로도 향한다. "위기와 인류"에는, UCLA 에서 배우는 

일본인 학생으로부터 들었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일본 학교의 일본사 수업에서는 제 2 차 세계대전에 대해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수천년의 

일본역사 중 몇 년에 지나지 않으니까')고 하며 침략자로서의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혹은 전혀 다루지 

않으며, 수백만명의 외국인이나 수백만명의 일본 병사와 민간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보다도 오히려 

피해자인 일본(원폭에 의해 수십만명이 살해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며 

미국을 비난한다고 한다(공평을 기해 놓으면 한국, 중국, 미국의 교과서도 제 2 차 세계대전에 대해 자국에 

편의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나의 일본인 학생들은 로스앤젤레스의 아시아인 학생연맹에 참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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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중국인 학생을 만났고 전시 일본인들의 행동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도 다른 나라 학생들의 

반일감정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충격을 받는다. 

전후 일본의 역사교육이 “자학사관”이라고 비판을 받는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던 무렵부터 현대사에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대학입시의 일본사에서는, 청일·러전쟁은 출제할 수 있어도, 

한반도의 식민지화나 중일 전쟁(만주국), 제 2 차 세계 대전에 대한 문제는 피할 수 있다고도 한다(출제 

경향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은 역사인식 이전에 역사적 사실적 차원에서 

중국이나 한국의 젊은이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반전 리버럴”조차 전쟁의 “희생”만을 강조하며 “가해”를 무시한다. 그 상징이 대히트를 친 

애니메이션 영화 “이 세상 한구석에”에서 시대에 농락당하는 서민의 일상이 생생하게 그려지지만 군함은 

쿠레의 조선소에서 출항할 뿐이다. 이것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바람불지않고"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나는 꿈에 매료된 항공 기술자와 결핵 소녀와의 비련이 아름답게 그려지는 한편, 전쟁의 시대는 

모두 생략되어 항공기의 잔혹함이 상징되고 있을 뿐이다.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리버럴 시점에서의) 근대의 재정의”라는 문화전쟁의 선행 

사례로 여겨야 할 것 

다이아몬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독일의 수법이 과거 적국을 대체로 납득시켰는데 비해 일본의 수법은 

주요한 희생자인 중국과 한국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묻는다. 게다가, 일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일본 총리가 난징을 방문해 중국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전시 일본군의 잔학행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떨까. 일본 전역에 있는 박물관이나 기념비나 포로수용소에 전시 중 일본군의 

잔학행위를 보여주는 사진과 자세한 설명을 전시하면 어떨까. 일본 아이들이 국내 및 난징, 산다칸, 바탄 

등 해외의 이런 장소를 수학여행이나 소풍으로 정기적으로 찾도록 하면 어떨까. 혹은 전쟁희생자로서의 

일본보다 전쟁 중에 일본의 잔학행위에 희생된 비일본인들을 그리는 것에 더 힘을 쏟는 것은 어떨까. 

물론 나는 홀로코스트와 일반 전쟁범죄는 다르고 독일과 일본은 전후 국제여건도 다르므로 동일하게 말할 

수 없다고 보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조언을 하는 다이아몬드가 “일본인이 아니지만 일본을 

사랑하는” 자라는 점이다. 

미국의 “친일” 지식인들이 이런 인식이라면 일본에 별 관심이 없는 대다수 세계의 리버럴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짐작이 간다. 다이아몬드는 일본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아시아에 대한 이해도 깊지만 

이는 세계 리베랄 중에서 드문 경우일 것이다. 

“일본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애당초 무엇을 주장하는데 상대국의 역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 일본의 (보수파의) 지식인으로서도, 이렇다 할 지식도 없이 

외국에 대해 제멋대로 말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도 역시 “리버럴화라는 거대한 조류”이다. 위안부 문제가 전형이지만, 리베랄적인 

가치관과 합리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져서 그것에 반하는 주장은 "반동"로 내동댕이 쳐진다. 오해가 없게 

말해 두면,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 내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리버럴화하는 

세계”라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이젠 다이아몬드 같은 “친일” 지식인들조차 역사 문제에서 일본을 옹호하려 하지 않는다.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일본인에게 이 현실을 들이댄 것이 아마도 이 책의 가장 큰 의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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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야 이것은 세계가 점점 더 “반일”이 돼 간다는 얘기는 아니다. “리버럴화되는 세계”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의 원폭 투하는 아우슈비츠와 함께 “전쟁범죄”로 간주되게 되었다. 올리버 스톤(올리버 스톤'이 

말하는 또 하나의 미국사)나 마이클 샌델(앞으로의 "정의"의 이야기를 할까)이, 미국은 원폭 투하를 일본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이유다(이 두사람은 리베럴이기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일본은 

위안부 문제로 한국에 사죄해야 한다고 함). 참고로 다이아몬드는 원폭 투하를 "일본인 피해자 의식"로 

끝내고 있지만 이는 "리베럴"로서는 인식을 너무 안이하게 한 것은 아닐까. 

구미의 지식인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지만, 이러한 "리버럴화"의 조류는, 머지않아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나 프랑스의 아프리카 식민지 정책을 전부 부정하게 되어, 대항해 시대의 스페인에 의한 신대륙 정복, 

미국 개척 시대의 인디언 학살이나 흑인 노예 문제가 재차 부각되게 될 것이다(사실, 미국의 대학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는 한일이나 중일의 내셔널리즘 충돌이라기보다는 이제부터 

시작될 “(리베럴 시점에서의) 근대의 재정의”라는 문화전쟁의 선행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문제는 “격차와 정체”, 세계의 문제는 “핵무기”와 “기후온난화” 

마지막으로 “미국과 세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자. 

미국의 문제는 정치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 무관용 폭력적 언동”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전보다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고", "다른 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게 되었으며", "40 세 미만의 미국인은 40 세 이상의 미국인에 비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 이유는 SNS 라지만 항간에 널리 유포되는 이 설은 “요즘 젊은이는…”이라는 노인의 푸념일 가능성이 

있다. 

[참고기사] 

●“인터넷 때문에 사회가 분단됐다”가 아닌 “인터넷미디어를 쓰는 사람에게 정치적으로 과격한 사람 

늘었다” 

또 다른 미국의 문제는 “격차와 정체”이고, 여기서는 “아메리칸 드림은 거짓말이었다”는 흥미로운 연구가 

소개되고 있다. 경제학자가 성인의 소득(혹은 세대별 소득순위)과 그 부모들의 소득상관관계를 비교했더니 

“미국은 다른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소득의 세대간 상관관계는 높았고 사회적 유동성은 낮았다”는 

것이다. 

이어 다이아몬드는 미국에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초부유층은 “해결책을 찾는 데 부와 영향력을 쏟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만이 미국의 사회문제에서 

도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뉴질랜드(선진국 중 가장 고립된)에 부동산 구입”이나 “많은 돈을 들여 미국 

내 버려진 지하미사일 창고를 호화 방공호로 꾸미는 것”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계를 기다리는 문제는 “핵무기”와 “기후 온난화”이다. 특히 기후 변동에 대해서는,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유력한 것은 원자력 발전이라고 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기억은--쓰리마일섬이나 체르노빌, 후쿠시마에 의해서 강화되어--미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생각을 마비시켜 버리고 있다. 반복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묻지 

않으면 안 된다--원자력의 리스크는 무엇인가, 대체 에너지의 리스크는 무엇인가,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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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핀커는 『21 세기의 계몽』에서 격차의 확대보다는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날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핵 위협은 확실히 진짜이지만 과대 선전되고 있다며 한다. 이처럼 핑커는 모든 점에서 "전형적인 

리버럴 지식인"인 다이아몬드와 대립하지만, 기후 변동에서는 두 사람의 주장이 일치한다. 

낙관 주의 핑커는 "여러 면에서 지구 환경은 개선되고 있다"면서 "1970 년 이후 미국에서는 5 개의 오염 

물질 배출량이 약 3 분의 2 내렸다" "농업의 효율이 커지면서 농지는 온대림으로 돌아가고 있다" "열대림에 

관해서는 아직도 파괴가 심하지만 20 세기 중반 경과 21 세기의 초 때를 비교하면 그 속도는 3 분의 

2 저하했다"등의 증거(증빙)를 늘어놓지만,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걱정스러운 사태에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 때문에 개발 도상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인류가 온난화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3 가지 방법을 제언한다. "탄소세" "원자력 

발전"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장래의) 이노베이션(innovation)"이다. 

왜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과 같은 대체 에너지로는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은 광대한 토지를 필요로 

하고, 반대로 환경을 파괴해 버리기 때문이다. 핑커는 "세계의 에너지 이용의 증대를 쫓아가려면, 매년 

독일과 같은 면적의 토지를 풍력 발전소로 만들어야 한다", "2050 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려면 미국(알래스카를 포함)과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그것에 캐나다의 거주 

지역을 합친 면적과 동일한 땅을 풍차와 태양광 패널로 메워야 한다"라고 한다. 

여기에다 가연물의 연소에 의한 대기 오염과 화석 연료 채굴 중이나 수송 중 사고에서는 매일 많은 

사람이 사망했으며 "석탄 화력 발전의 경우 연간 100 만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인명도 지키고 싶다면 원자력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대부분의 일에서 전혀 말이 맞지 않을 다이아몬드와 핑커가, 함께 원자력 발전의 대폭적인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덧붙여서, 여기에서도 일본의 입장은 지극히 위태로워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전력은 

화석연료(특히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지만 스웨덴 소녀가 기후변화와 싸우는 잔 다르크가 되는 시대에는 

이런 정책이 조만간 유지 불가능해질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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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19 로 예상되는 경제영향, SARS 유행시와 비교하면…        

(JCAST 비즈니스&미디어 위치, 2020.2.13) 

   사진 1) 출처: JCAST 비즈니스&미디어 위치  

중국은 물론, 일본경제에도 영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의한 폐렴이 중국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 경제에의 영향은 당연 

염려되지만, 어쨌든 신형 폐렴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읽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신형폐렴은 지난해(2019 년)12 월 초에 발병이 확인됐지만 당초는 은폐되고 있었다. 겨우 중국 정부가 

공개한 것은 올해 1 월 20 일부터다. 그리고 감염자수등의 통계 숫자가 나왔지만, 현시점에서 진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른다. 

경제성장율 목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만, 정부 전세기를 이용해 우한에서 일본으로의 귀국자 등은, 발병하지 않은 사람도 검사하고 있어 

우한에서의 감염자수를 추측하기에는 적합한 샘플이다. 이에 따르면 764 명 중 감염자 12 명, 1.6%의 

감염율(2 월 12 일 현재). 텔레비전의 시청률 추계와 유이해서 생각하면 우한에서 18 만명 플러스 마이너스 

11 만명이, 현 시점보다 조금 전에 감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중국 정부 발표 숫자는 실태는 낮은 

숫자라고 하지만, 증가 페이스는 참고가 되므로, 그것을 가미하면 최종 감염자 수는 20 만명 이상이 

되겠지만 적어도 뒤 1,2 개월은 쉽게 증가 베이스는 둔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신형폐렴 감염 정도를 전제로 한다면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3~6 개월일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중국 경제에의 영향을 우선 생각해 본다. 중국 GDP 중 소비는 4 할이다. 이 가운데 신형폐렴 

파동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식품, 교통, 교육 문화 오락 등 5 할 정도이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213-00000009-jct-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213-00000009-jct-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213-00000009-jct-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213-00000009-jct-bus_all.vie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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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할 감이 되면 GDP 는 2% 떨어진다. 또한 SARS의 직격탄을 맞은 2003년 4-6월기의 GDP성장률은 

9.1%이었고, 직전 1-3 월기(11.1%)에서 2 포인트나 떨어졌으나 그것은 1 분기뿐이었다. 

이번 신형폐렴은 2003 년 SARS 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국 GDP 에 영향은 2003 년보다 클 것이다. 

3 월 5 일 개막되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전인대 국회에 상당)에서 공표되는 2020 년의 경제 성장률 목표가 

어떻게 될까. 라고 할까, 전인대의 스케줄 자체도 예정 대로인지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2 월 초순은 

전인대에 앞서 열리는 지방레벨의 인민 대표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 2020 년의 경제 성장률 목표가 나온다고 해도 2019 년 목표 6~6.5%를 3%대로 대폭 내려도 

이상하지 않다. 

일본경제에 타격도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은 2003 년보다 훨씬 크다. 2003 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0.1%에 그쳤다. 그 

당시 명목 GDP 의 중국 점유율은 4.3%(2003 년)이었으나 이제 15.7%(2018 년)이며, 영향력이 4 배 정도이다. 

IMF(국제 통화 기금)에서는 2020 년 세계 경제 전망 3.3%로 하고 있으나 최소한 0.4%이상 낮추고 2019 년 

2.9%보다 낮은 수준으로 바꿀지도 모른다. 

정작 중요한 일본 경제는 어떤가. 다음 주 17 일에는 2019 년 10-12 월 분기 GDP 속보(1 차 속보)이 

공표된다. 이는 신형폐렴의 영향은 전혀 없지만 10 월부터 소비 증세 때문에, 연율로 ▲ 4%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2020 년 1-3 월기 GDP 속보는 5 월 중순에 발표되지만 소비 증세로 침체된 후에 엎친격으로 

신형폐렴의 악영향이 나온다. 관광 면 등에서도 연율 ▲ 0.2%정도의 위축이 겹치면서 더욱 서플라이체인의 

절단의 영향이 겹치면 현 단계에서는 읽기 어렵지만 일본 경제는 상당한 타격이다.  

이번 국회 회기는 6 월 17 일까지라서 당연히 추가 경정 예산 논란도 나올 것이다. 

 

3. 신형콜로나 대책을 대충한 아베정권의 속셈 (주간플레이보이 뉴스, 2020.2.14) 

 

 

 

 

 

 

 

 

   

사진 1) 출처: 주간플레이보이 뉴스, ‘환자와 접촉했을뿐인 

사람에게도 일정기간격리하고, 감염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방역태세를 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코가시게아끼씨 

古賀茂明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214-01107050-playboyz-po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214-01107050-playboyz-po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214-01107050-playboyz-po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214-01107050-playboyz-po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214-01107050-playboyz-pol.vie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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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플레이보이』에서 컬럼’코가 세카이쥬쿠！！’를 연재중인 전 경제산업성 간부관료・코가시게아끼씨가 

아베정권의 콜로나바이러스대책을 비판하다.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 뒤로 내돌려지고 있다. 

미국·호주·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은 최근 2 주 내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강도 

높은 대비대책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일본이 입국거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발생원인 우한시를 가진 후베이성과 저장성에 

체류력이 있거나 양성이 발행한 중국 여권을 가진 외국인뿐(2 월 13 일 현재). 많은 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감염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접촉했는지 등의 트레이스 정보도 비공표이다. 

왜 여러 나라에 비하면 일본의 대비대책은 미지근한가? 

하나는 아베 정권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악영향을 걱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볼 만한 성과가 거의 없는 

아베노믹스의 성장 전략에 있어, 유일 순조로운 것이 인바운드이다. 방일 관광객 수가 계속 늘어나 아베 

정권은 2020 년 외국인 관광객 4000 만 명, 국내 소비액 8 조 엔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인바운드객의 약 3 할을 차지하는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해 버리면, 작년의 대한 수출규제 강화로 

한국의 방일객수가 격감하고 있는 것에 더해 더블 펀치가 되어,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아시아로부터의 인바운드 고객에 의지하는 지방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10 월의 소비 증세로 일본 경제는 실속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의 입국 제한으로 경제적 타격이 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대비대책이 늦어졌을 것이다. 

아베 외교의 평가가 하락하자 관저가 두려워한 것도 한 원인이 아닌가? 북방 영토 협상이 좌절된 러시아 

외교에 납치 문제 해결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은 북한 외교. 트럼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자랑하는 대미 외교도 실제로는 미 추종 외교일 뿐 미일 무역협상에서는 자동차 관세 철폐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패배가 이어지는 아베 외교의 오명을 벗기려는 듯 아베 총리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위구르족과 홍콩 탄압으로 전 세계의 비판을 받는 시진핑 중국 주석을 4 월 국빈으로 일본에 

초청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우파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인을 입국 거부시킨 

뒤 시 주석을 특별히 입국시켜 천황폐하와 악수하게 한다면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 중국인들의 

입국 거부로 시 주석의 분노를 사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무산시킬 위험도 있다. 

그것만은 피하고 싶은 생각도, 대비대책의 지연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 

나아가 도쿄올림픽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이다. 감염이 수습되지 않고 여름까지 중국인의 입국 거부가 

계속되면 중국 선수단 취급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베노믹스나 아베 외교의 평가가 아니라 국민의 안심·안전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명확한 예방 조치가 가능해지는 법률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현행의 

감염증법에서는 감염의 의혹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격리할 수 없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처럼 무증상 

감염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자와 접촉만 한 사람이라도 일정 기간 격리해 감염 여부를 체크하는 등의 

방역태세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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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국회도 열리고 있다. 여야당이 협력해, 부디 감염 리스크로부터 확실히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유효한 

개정 감염증법을 완성해 주었으면 한다. 

4. ‘양자컴퓨터’로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가 (동양경제 온라인, 2020.1.10) 

   사진 1) 출처: 필자 윌리엄할리씨 제공. 2020 년이후, 양자컴퓨터로 세상은 극적으로 바뀐다. 동 분야의 최첨단에서 활약하는 

Strangeworks CEO 인 W 할리씨에 양자컴퓨터에서 기억해 두어야 할 3 가지를 듣는다.  

윌리엄 할리씨는, 차세대형의 초고속 계산기로 불리는 양자 컴퓨팅의 사업화에 임하고 있는 미국의 

시리얼 앤트레플래너(연속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기업가)이다. 2019 년 구글이 지금의 최첨단 슈퍼 

컴퓨터의 성능으로 1 만년 걸리는 계산을 불과 3 분 20 초로 처리한 것에서 크게 화제가 됐지만, 양자 

컴퓨터는 2020 년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바꿀 가능성이 있는가. 실리콘밸리의 미래도 포함해, 코먼즈 투신 

회장 시부사와 켄씨가 물었다. 

처음에는 애플의 콜센터 서포트스텝 

시부사와 켄(이하, 시부사와): 우선은, 지금까지의 경력에 대해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윌리엄 할리(이하, 윌리엄):1993 년에 애플 콜센터에서 서포트 스탭으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부사와: 어? 제품의 사양 등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화하는 그 콜센터입니까? 

윌리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을 맡았고 이후 R&D(연구개발) 부문으로 

옮겼습니다. 1997 년에 퇴사하고 IBM 의 프린시플 엔지니어(상급 엔지니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시부사와: 애플과 IBM 에서는, 완전히 다른 기업문화일 테니, 상당한 문화 쇼크가 있지 않았나?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110-00322630-toyo-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110-00322630-toyo-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110-00322630-toyo-bus_all.vie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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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네(웃음) 많이 힘들었지만 IBM 에서 마스터 인벤터(컴퓨터 시스템 설계 책임자)가 되면서, 인터넷 

사업 부문의 관리를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2000 년에 IBM 을 떠나, 스타트 업(벤처 기업)에 참가했었는데, 

그곳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비즈니스 파트너인 Mike Erwin 씨와 Symbiot 라는 정보보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만, 

당시의 사이버 세큐리티의 마인드 세트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2010 년에 설립한 Chaotic Moon 이라는 모바일 스튜디오는 액센추어에 의해 매수되었습니다. 그 후는 

사회를 좋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둔 테크기업을 만들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2015 년에 

"파이낸셜·인클루존" (부자가 아니더라도 금융 서비스 향유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Honest 

Dollar"라는 핀텍 회사를 창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1 주년 기념인 2016 년에 대형 증권사 골드만 삭스에 매수되었습니다. 이렇게 2010 년부터 

2 개를 창업&매각했고, 이번에는 3 번째 회사가 됩니다. 

시부사와: 그런데 할리씨는 2018 년부터 Strangeworks 라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어 양자 컴퓨팅 

사업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나요? 

윌리엄: 비즈니스지 등에서 화려하게 거론되는 사람들은 사실 영웅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셈이죠. 신화 

같은 이야기도 유포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단순한 창업가인 것입니다. 

거기서 다음 회사에서는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세계를 크게 바꾼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가 

촉매가 되는 것 밖에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을 민주화하면 우주 공학, 암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 만의 영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것이 Strangeworks 를 창업하고, 우리 팀의 

하루하루의 모티베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컴퓨팅으로 비약적으로 처리양이 높아지는 이유 

시부사와: 그거 멋지네요. 저는 양자 컴퓨팅에 대해 공부도 부족하고, 꼭 처음 듣는 독자에게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윌리엄: (코인을 꺼내서) 이 코인이 재래식 컴퓨터 프로세서의 비트(기본단위)라고 칩시다. 앞면이 1, 

뒷면이 0 입니다. 1 이나 0 이란 두 값 선택밖에 없는 회로 설계가 고전 컴퓨팅이지요. 그것과 비교해 양자 

비트는 이 동전이 공중에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회전을 멈추고 관찰하고 결과를 

측정하기 전까지는 "슈퍼 스테이트"로 불리는 0 이기도 하고 1 이기도 한 상태인 것입니다. 

시부사와: 그 상태 쪽이 컴퓨터 정보처리 용량이 높아집니까? 

윌리엄: 고전 비트와 달리 양자 비트가 더해짐으로서 계산 능력은 지수 함수적(양자비트 n 개로 고전 

비트의 2 의 n 제곱 분)으로 증가합니다. 즉 20 큐비트의 시스템은 약 100 만개의 고전 비트에 맞먹는 정보 

처리가 되는 거라서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이렇게, 종래형의 컴퓨터를 웃도는 점은 많이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종래형을 대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 (함께 사용된다는 의미에서의) 코프로세서, 혹은 클라우드형 프로세서로 

기대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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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사와: 양자 컴퓨팅의 가능성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AI 의 한계는 1 인가 0 인가 라는 

양자택일이며, 인간처럼 중용과 애매함에서 찾아 내는 답, 혹은 갑자기와 대답으로 도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세서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PC 의 진화로 생각하면 CPU(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중앙연산처리장치)에서 GPU(그래픽 계열), 그리고 TPU(텐서플로 계열)로의 기술혁신이 있습니다. 

장래는 BPU(바이오로지컬계), OPU(옵티컬계), MPU(모픽계)등이 있어, 이것들은 모두 코프로세싱·유닛입니다. 

현재 우리는 기술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셈입니다. 설레이네요. 

시부사와: 그렇군요. "지금은 중요한 변곡점에 있어, 급격한 피치로 다른 세계로 돌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사회에 퍼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윌리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양자 역학의 해석을 둘러싼 격론한 논의를 촉구한 것이 1927 년. 그리고 

55 년 후의 1982 년 리처드 P. 파인맨이 제창한 이론을 사용하여 양자 컴퓨터가 실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폴 베니오프가 보였습니다. 18 년 후의 2000 년에는 국립 로스앨러모스 연구소가 7 큐비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거기에서 MIT(매사추세츠 공과 대학)이 자신의 시스템을 공개하고 7 큐비트부터 12 양자 비트에 

이르기까지 또 6 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최근 3 년에서 17 에서 50,72,128 로 늘었고,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IonQ 라는 회사의 160 큐비트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시부사와: 확실히 엄청난 속도로 기술 혁신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이죠. 

윌리엄 레이디: 사실 특허 분야에 대해서도, 이하의 그림이 같이 2014~2016 년에 변곡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양자 컴퓨팅의 "아키텍쳐(설계 사상)"는 양자 풀림(양자 요동을 이용한 과정에 의한 

해후보(解候補)의 집합에서 목적 함수의 최소치를 찾는 방법), 서킷 게이트 모델, 이온 트랩, 토포로지칼 등 

15 종 넘게 있으며 업계의 혼란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ColdQuanta 의 BoEwald 씨와 

함께, IEEE(전기·전자 학회)에서, 명명법이나 측정기준의 책정 워킹 그룹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부사와: 나도 혼란해 졌습니다(웃음). 그런 독자도 많다고 생각하니, 양자 컴퓨팅에 대해 아마추어가 

알아야 할 것을 3 개 꼽으라면 뭐가 될까요. 

양자컴퓨터가 펼치는 ‘다음 10 년’이란?  

윌리엄: ①양자 컴퓨터가 다음 10 년의 컴퓨터 시스템을 극적으로 바꾸는 것, ②이 분야에는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그리고 ③장기적 시점의 소중함, 이겠죠. 

우선, 종래형 컴퓨터가 과거 100 년 만에 이루어 낸 이상을 양자 컴퓨터는 다음의 10 년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바꾸어 갑니다. 나는 새로운 우주 개발 경쟁이 AI 가 아니라 양자 컴퓨팅의 세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 TechCrunch』라는 업계 소식지에 기고했지만, 각국이 모두 고액의 투자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중국도 10 억달러(약 1100 억엔)나 양자 컴퓨터 관련에 투자했고, 이 분야에서는 미국은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시부사와: 그럼 일본은 이 분야의 연구 개발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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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일본에서는 양자 어닐링을 도쿄 공업대학의 니시모리 히데토시 교수가 공동 발명한 것처럼, 

우수한 연구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또 ImPACT(혁신적 연구 개발 추진 프로그램), 과학기술 진흥 기구의 Q-LEAP(광·양자 비약 플래그십 

프로그램), NEDO(신 에너지·산업기술 종합 개발 기구) 프로젝트등에서 최신의 연구 개발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방일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기관이나 일본의 양자 컴퓨터계 스타트업의 대부분과 

함께 일·미 협력 관계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시부사와:2 번째의 "양자 컴퓨팅에 대한 오해"이란?  

윌리엄: 오해로 넘쳐나고 있지만, 최대의 오해는 "양자 컴퓨터는 종래형의 컴퓨터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를 

제공하는 툴이 되는, 즉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제휴해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시부사와: 새로운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군요. 과거의 성공 체험의 연장선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성공 체험을 만드는 것은 특히 앞으로의 일본 사회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3 번째 장기적인 

시야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가능성 

윌리엄: 예를 들면, 지금 도쿄 한복판에 10 억 양자비트의 컴퓨터를 뒀다고 합시다. 아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교육의 본연의 자세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 노동력을 구축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 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교육에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아까의 변곡점에서 알 수 있듯 "그때"는 바로 앞까지 오고 있는데, 인재의 

육성에는 최소한 2~3 년 걸릴 것입니다. 이 놀라운 테크놀로지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공급 

속도를 기술 진보가 앞질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부사와: 그건, 중요한 포인트네요. 현재, 나는 경제 동우회의 교육 혁신 프로젝트 팀의 멤버로서 

종사하고 있어 앞으로의 시대에 어울리는 교육의 본연의 자세를 기업 경영자의 시점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재차 일본의 여러분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양자 컴퓨팅의 활용에 

의해서, 창약이나 우주 개발, 혹은 기후 변동 등 인류의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8 년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열리는 대형 이벤트)기조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관점입니다. 

내가 "Strangeworks 의 시리즈 A 자금 조달을 일본의 투자가와 완료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일본의 투자가나 경영자에게는 확실히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의 관심이 높다고 이번 방일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부사와: 굉장히 기쁘네요. 2025 년 만국 박람회 개최가 오사카와 간사이로 결정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일본이 전 세계에 알린 메시지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생명 빛나는 미래 사회의 디자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인 세상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시야의 투자를, 일본이 관민 제휴로 실천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