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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NEWS 

▶ AI 방역 배후의 ‘신비한’ 직책, 인사부는 새로운 직업으로 인정 (소후왕, 2020.3.3) 

▶ CB Insights 선정한 2020 글로벌 AI 100 강에 중국 기업 6 개 포함 (DeepTec 深科技, 2020.3.3) 

▶ 베이징의 72 개 서점은 메이투안에서 책판매 (36kr, 2020.3.6) 

▶ Ctrip 사전 판매, 전염병 기간을 극복하는 약처방 (후씨우왕虎嗅网. 2020.3.6) 

ISSUE 및 시장동향  

▶ ‘원격사무’가 중국에서는 왜 그렇게 어려운가 — 신랑창사기(新浪创事记) 제공 

▶ 로봇이 마스크 10 억 시장을 담당 — 이오왕(亿欧网) 제공 

▶ 창업가가 라이브 방송 제품 판매에서 갖춰야 할 4 대 ‘필살기’ — 치엔쟌왕(前瞻网) 제공 

▶ 양자컴퓨터 시리즈 37) 양자 컴퓨터 상용화되기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 이오왕(亿欧网) 제공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 PLAYCOIN 제공 

▶ 사장님이 꼭 알아야할 디자인(116) — 윤형건 교수 제공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드디어 일본은 끝났다 (Newsweek, 2020.3.6) 

▶ [신형 코로나] 세계를 강타하는 '공멸' 위협, 서플라이 체인 톱니바퀴가 틀어지면? (비즈니스+IT, 

2020.3.4) 

▶ 인바운드 수요 증발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회복은 언젠가 (DIAMOND online. 2020.3.4) 

▶ 신형 코로나 쇼크, 드디어 일본경제에 바짝 다가선 ‘타임리밋’의 정체 (현대비즈니스,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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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방역 배후의 ‘신비한’ 직책, 인사부는 새로운 직업으로 인정 

(소후왕，2020.3.3) 

어제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2020] No. 17 문서를 공포하며 인공 지능 훈련사,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기술자, 산업 인터넷 엔지니어링 기술자, 가상 현실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 16 

개의 새로운 직업을 발표다. 

이것은 또한 2015 년 <중화인민공화국 직업 분류대전>이 공포된 이후 발표된 두 번째 새로운 직업 

배치다. 인력자원부와 사회보장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된 새로운 직업은 주로 신흥 산업과 현대 서비스 

산업 양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작년 7 월 인사부에 제출된 <새로운 직업 정보 건의서>에서 ‘인공 지능 훈련사’의 정의를 

제안했다. 즉 지능 훈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인공 지능 제품의 실제 사용 과정 중 데이터 관리, 

알고리즘 매개 변수 설정,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 설계, 성능 테스트 추적 및 기타 보조 작업 인력이 

있다. 

알리바바의 고객 체험 사업군(약칭 CCO)측 소개에 따르면 인공 지능 훈련사가 하는 일은 지능이 인간을 

더 잘 이해하고 인간에게 더 잘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 ’전염병 대항’기간, 인공 지능 훈련사와 AI 로봇은 

전자 상거래 서비스, 티켓 여행, 건강 상담 및 생활 쇼핑 등 서비스 경험에서 높은 효율의 서비스 능력을 

보여주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클라우드와 인공 지능 기술은 전염병 예방 업무 재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그 중에서 2300 만 명이 AI 기술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사진 1) 출처: 소후왕. 인공 지능 훈련사 업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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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절 기간 동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승객 티켓 문의 건수가 13 배 급증했으며, 인공 지능 훈련사의 

도움으로 지능형 로봇은 스마트 아웃 바운드 콜과 푸시 기능을 사용하여 전국 230 만 소비자가 티켓 

문제에 적시에 응답받도록 해결하였다.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인공 지능 훈련사의 ‘훈련’하에 지능형 서비스는 전염병 기간동안 판매자가 

역으로 거슬러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CCO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달 인공 지능 로봇이 

약 1 백만 건의 주문을 적극적으로 아웃 바운드 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를 들어 수이씽쟈팡 

(水星家纺)은 소비자에게 15 만회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지능형 솔루션 비율은 20 %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 19 영향을 받아, 창홍(长虹)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의 서비스량은 전년 대비 129 % 

증가했으며 지능형 서비스를 통해 창홍(长虹)은 전염병 기간에도 여전히 5 성 매장 표준을 유지했다. 

전국 33 개 도시에서, 기계지능이 사람을 대신하여 방역통제 작업의 새로운 모델이 구현되었다. 충칭시 

샤핑바(沙坪坝)구에서 지능형 아웃 바운드 콜 로봇은 ‘비접촉식’ 전화 설문 조사를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본 구역에 거주하는지 여부, 발열과 같은 불편한 증상 여부, 외부에서 돌아와 복귀한 근로자인지 등의 

문제를 묻고 답안을 시스템 안에 기입한다. 샤핑바구 정법위원회 사무실 주임 류이(刘毅)는 로봇이 분당 

3500 건의 전화를 걸 수 있으며 이는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16.8 만건의 데이터를 만약 

사람이 분석하려면 0.5 개월이 소요되지만 로봇은 약 4 시간만 필요하다. 

또한 수많은 민중들의 온라인 진료 상담과 약사에 대한 긴급 요구가 상승하자, Ali CCO 의 인공 지능 

훈련사는 22 시간 이내에 솔루션 구현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완료하고, 지능형 서비스 업무소를 

응용하여 당일날 바로 온라인 건강 상담과 서비스 효율을 높이도록 도왔다.  

국내 첫 번째 인공 지능 훈련사는 Ali CCO 의 고객 서비스 팀에서 탄생했다. 4 년 넘게 알리바바 생태 

내에는 이미 20 만 명이 넘는 종사자가 있었다. 새로운 직업 발표는 인공 지능 훈련사의 직무 적용을 

규범화하고 안내하며, 인공 지능 분야에서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Ali CCO 는 동남아시아 10 개국을 위해 인공 지능 훈련사 수백명을 교육시켰으며, 그들은 해외 

구매자와 판매자가 지능 서비스의 편리함을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풍부한 인재 풀이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등 국가의 지능형 서비스 산업 수준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렸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2 년까지 국내외 관련 종사자가 5 백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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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B Insights 선정한 2020 글로벌 AI 100 강에 중국 기업 6 개 포함 

(DeepTech 深科技, 2020.3.3) 

600 개 사 이상의 투자사로부터 300 회가 넘는 융자 모집에서 74 억 달러 이상을 모금: 최신 CB 

Insights AI 100 강 목록에서 세계 100 대 AI 스타트 업의 명단이 발표됐다. CB Insights China 의 중국 독점 

운영사인 DeepTech 는 본 기사를 통해 목록의 주요 요점을 해석한다. 

인공 지능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목록 중 하나인 CB Insights 는 오늘 공식적으로 이 

보고서를 발표하여 2020 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인공 지능 스타트 업을 선정했다. 

2017 년 CB Insights 의 첫 번째 발표부터 지금까지 AI 100 은 이제 제 4 회에 도달하며 전 세계 많은 AI 

스타트 업의 기복을 목격했다. 2020 AI 100 목록도 상당히 스폿을 받았으며, 이 목록의 유명한 회사에는 

음성 합성, 양자 기계 학습, 단백질 모델링 분야에서 중요한 활약을 하는 회사가 포함되었다. 

이 4 년간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AI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부상은 분명한 추세가 되었다. AI 100 2017 

목록에는 중국 회사가 4 개 사(탄윈지능碳云智能, 추먼원원出门问问, Rokid, 요비수엔优必选)만 있었으나, 

2018 년에는 7 개 사로 증가했다 (진러토우탸오今日头条, 상탕商汤, 쾅시旷视, 잉위류리슈어英语流利说, 

추먼원원出门问问, 한우지寒武纪, 요비슈엔优必选), 2019 년에는 6 개 사의 중국회사(상탕商汤, 이투 依图, 

쾅시旷视, 디쓰판시第四范式, Momenta, 디핑씨엔地平线)가 있다. 

최신 2020 AI 100 목록에 있는 중국 회사의 수는 작년과 같으며 새로운 얼굴도 등장했다. 목록에 있는 

회사와 별개로 촹씬치즈(创新奇智), 허두어과기(禾多科技), 주이이과기(追一科技), 디쓰판시(第四范式), 쏭 

슈 AI(松鼠 AI), 판팡즈로봇(蓝胖子机器人) 이 있다. 

      그림 1) 출처: CB Insights, 2020 AI 100 글로벌 스타트업 목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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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술한 6 개의 중국 회사를 포함하여 선정된 100 개의 회사가 CB Insights 리서치 팀에 의해 약 5000 

개의 스타트업(설립된지 10 년을 초과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중에서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에는 특허 배치, 투융자 개요, CB Insights 에서 독립적으로 개발한 Mosaic 

알고리즘이 있고, 시장 잠재력, 미디어의 관심도, 합작 파트너와의 관계, 경쟁 환경, 팀 실력과 과학기술의 

참신함, 최근 1 년에 취득한 공개적 과학기술 성과 등 여러 요소에 의한다. 

 이번 AI 100 선발 진출자는 총 13 개 국가에서 온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며 그들은 인공지능 연구와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의 경계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15 개 산업과 산업간 응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올해의 목록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보여준다. 

선정된 100 개 사가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놓여있다 

2020 년 AI 100 강 목록에 있는 회사들은 각기 다른 발전 단계에 있으며, 총 600 개 사가 넘는 

투자자로부터 300 회 이상의 자금 조달로 74 억 달러 이상을 모집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제품을 상용화하고 신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자금이 충분한 회사가 있는가 하면, 현재 

업계의 중요한 플레이어와 업무관계를 건립한 스타트업이 있고, 기술 잠재력이 크나 아직 외부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회사도 있다. 

10 개 사의 유니콘 기업이 각종 인공 지능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매 도매 플랫폼인 Faire 는 기계 학습 기술의 도움을 빌려 현지 소매상과 현지에서 

인기리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과 연결하고, 의료영상기업 Butterfly Network는 인공 지능의 도움에 기반한 

보조 진단 휴대용 초음파 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기업 시장에 중점을 둔 기업인 DataRobot 은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 지능 응용 프로그램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초기 AI 스타트 업 대표 

목록에 있는 Caspar AI 와 Razor Labs 는 전형적인 초기 AI 스타트 업의 대표다. 

전자는 Caspar 라는 AI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Panasonic 과 Wolff Company 등과 같은 회사와 스마트 홈 

솔루션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후자는 한 이스라엘 기업으로 기업 사용자에게 프로세스 최적화, 정확한 

예측과 같은 인공 지능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 최고 기업과의 합작 

Climacell 은 Google, JetBlue, Delta Air Lines, Munich Re 와 같은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기후 

모델링에 주력하고 있다. 의약품 개발 회사 Cyclica 는 Bayer 및 Merck 와 같은 선두 제약 회사와 

합작한다. 보험과학기술 스타트 업 Zesty.ai 는 MetLife 와 합작하며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산불 위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15 개의 산업 하위 부문, 의료•소매 창고 영역에서 특히 활약 

2020 년에 AI 100 강에 랭킹된 회사들은 의료, 소매 및 창고, 금융과 보험을 포함한 15 개 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많은 회사에서 산업 간 솔루션을 제공하며 예를 들어 인공 지능 처리기, 세일즈와 고객 관계 관리 

소프트웨어, 기계 시각 등의 방면에서 산업 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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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건강 투융자 거래 활동이 가장 활약 

2020 년 AI 100 강 목록 중 의료건강 트랙에서 13 개 회사가 등장했다. 예를 들어 AI 알고리즘을 

청진기에 통합하여 심장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Eko 기업은 이미 1 월 FDA 승인을 받았다. 동시에 

Healthy.io 는 스마트 폰을 가정용 진단 키트로 전환하고, 주요 용도를 소변 검사에 두려 하고 있다. 

목록에 있는 다른 의료 인공 지능 회사는 Subtle Medical 로 이 기업은 방사선학 영상 획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 지능을 사용한다. 

소매와 창고사업은 두 번째로 가장 활약하는 영역 

소매 및 창고 영역의 특색있는 스타트 업에는 Aifi, Standard Cognition, Grabango 를 포함하며 3 자 모두 

소매산업을 위한 현금없는 지불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교통 산업에서 2020 AI 100 에는 안전한 고속도로 운전에 중점을 둔 스타트 업인 Ghost Locomotion, 

철도 산업의 예측 유지 보수를 위한 KONUX, 자동화 배치와 화물 관리를 위한 Loadsmart 가 포함된다. 

지리적 분포: 미국 수량 최다, 중국은 6 개사 진입 

최신 AI 100 강 목록에는 전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중국, 스웨덴, 남아프리카, 일본을 포함한 13 개국의 

회사가 포함되었다. 

전년도와 유사하게 미국 기업이 여전히 이 목록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65%의 랭킹 

순위에 있는 기업이 모두 미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에 비교적 익숙한 투린(图森), H20.ai 를 포함한다.  

영국은 8 개 기업이 랭킹에 올랐다. InstaDeep 은 2019 년 Google DeepMind 와 공동으로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AlphaNPI 라는 신형의 강화 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Snyk 는 개발자를 위한 보안 솔루션 

제공에 중점을 둔 영국의 또 다른 신생 기업이다. 또한 Google, Trend Micro 와 같은 회사와 협력하여 

검측 약점에 도움을 준다. 

올해의 목록에는 중국의 6 개 사 AI 스타트 업이 선정되었고 기업급 스마트서비스 (주이이커지 

追一科技, 디쓰판시第四范式), 자율 주행 (허두어커지禾多科技), 스마트제조 (창씬치즈创新奇智), 교육 

(쏭슈 AI 松鼠 AI), 로봇 (란팡즈로봇蓝胖子机器人) 등의 트랙에서 나왔다. 

6 개 사의 중국 AI 스타트 업이 설립된 시기는 각기 2014 년 쏭슈 AI(松鼠 AI), 

란팡즈로봇(蓝胖子机器人)과 디쓰판시(第四范式)는 2015 년에 설립되었으며, 주이이커지(追一科技)는 

2016 년에, 허두어커지(禾多科技)는 2017 년, 창씬치즈(创新奇智)는 2018 년에 설립되었다.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가치평가에서 디쓰판시(第四范式)는 2018 년 C 라운드 이후 12 억 달러의 

가치평가를 받아 10 억 위안이 넘는 융자를 조달했으며 쏭슈 AI(松鼠 AI)는 총 10 억 위안의 총 3 라운드 

융자를 완성하여 총 10 억 인민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했고 가치 평가는 11 억 달러를 넘었다. 바로 이 

목록 중에서 2 개사의 유니콘이 출현했다.   

실제로, 중국 AI 회사는 CB Insights의 다양한 목록에서 정기적인 고객이었으며, 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AI 

투자 및 창업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CB Insights 가 이전에 발표한 최신판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추세 년도보고>에 따르면, 2019 년 세계 

범위내 AI 투융자 분포 중에서 미국의 점유 비중이 하강했고, 비미국권 영역에서의 투융자 비율이 

상승했다. 미국은 2014 년 71 % 점유율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 년에는 39 %로 하락했다. 미국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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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대응하여 61%까지 상승했다. 2019 년 미국 이외의 AI 투자 중심 지역에서 중국은 13 %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영국이 7 %, 일본 5.3 %, 인도 4.9 %, 그리고 기타 국가가 점유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AI 100 강 목록에서 더 많은 중국 AI 스타트 업이 나올 것이다. 

 

3. 베이징의 72 개 서점은 메이투안에서 책판매 (36kr, 2020.3.6) 

3 개월 이내에 자금 지원이 없으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서점의 절반이 넘어질 수 있다.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는 아직 해제되지 않아 오프라인 서점에 많은 충격을 가했다. 일부 

오프라인 서점은 자구책를 위해 온라인에 접속했다.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 3 월 6 일 기사에 따르면 베이징에 있는 72 개의 실제 서점이 메이투안(美团)에 

입주하여 온라인으로 책을 판매하고 집으로 배달하고 있다. 메이투안은 이 첫번째 무리의 서점에 무료 

입장, 트래픽 보조 등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와 메이투안은 ‘오프라인 서점 + 메이투안 플랫폼 계획’에 대한 산업 조정 

프레임 워크 계약을 달성했으며, 메이투안에 입주한 첫 번째 서점 그룹 중에는 북경배급그룹에 속한 

베이징 도서 빌딩 등 대형 종합서점몰과 신화서점(新华书店)과 같은 중소매장이 있고 오래된 브랜드 

서점들이 있다. 

메이투안은 서점의 입장 수익을 포기하고 4 % + 4 위안의 계약이행 서비스비(계약이행서비스비는 

배달원의 배송서비스비에 상응함)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1) 출처: 36kr. 서점 경영난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요청하는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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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으로 인해 오프라인 서점은 경영이 어려워졌다. 지난달 유명한 두 개 서점이 구조를 받으려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여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2 월 24 일, 작가 쉬즈웬(许知远)이 창립한 독립 서점 ‘One-Way Street(单向街)’는 독자들에게 현재 

상황을 소개하고 도움을 청하는 글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 4 개 One-Way Street(单向街)서점 중 단지 

베이징 Joy City(大悦城)만 영업을 시작했고 전체 고객 유동량은 매일 평소의 10 분의 1 에 불과하며 

서점의 2 월 매출은 전년 대비 80 %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날, 난징의 유명한 민영 서점 ‘Pioneer Bookstore(先锋书店)’도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여 독자들이 

서점을 돕기 위해 98 위안의 가격으로 책 2 권을 무작위로 선택 구매하여 서점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스타서점이 이러한데 일반 작은 서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베이징 사범 대학 수도 문화 혁신과 문화 

전파 공학 연구소는 최근 북경에 있는 248 개 사의 오프라인 서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점의 56.5 %가 완전히 문을 닫았으며 작업 재개 시간표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현금 흐름 측면에서 

조사된 서점의 48.4 %는 1 ~ 3 개월을 지탱할 수 있고 27.4 %는 1 개월 이내만 견딜 수 있으며 17.7 %는 

3 ~ 6 개월을 버틸 수 있고, 6.5 %만이 6 개월이상을 지탱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표 1) 출처: 36kr. <전염병 영향하의 서점 운영난(최고 100 기준)> 여러 지역이 봉쇄된 탓에 직원구인난 70.8, 택배, 종이, 인쇄 

등 관련산업 중지로 정상영업 불가 81, 전염병 종료 후에도 서점 고객유동량 감소는 일정시간 지속될 것 87.6, 원래 있던 투자•합작 

의향 중단, 시장 불명확 91.6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서점 산업의 생사를 결정짓는 한계 시간이 3 개월이라고 판단한다. 3 개월 

이내에 자금 지원이 없으면 자금 부족으로 서점의 거의 절반이 쓰러질 수 있다. 

정부 지원은 이미 진행 중이다. 2 월 26 일, 베이징시는 <신종 코로나 19 전염병 확대에 대한 

베이징시의 오프라인 서점 지원 프로젝트 모집 통지>를 발표했고, 3 월 1 일 베이징시 선전부 부국장, 

시신문출판국 국장 왕예페이(王野霏)는 정부는 이미 ‘오프라인 서점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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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작업을 시작했으며, 서점의 긴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3 월 초에 첫 번째 지원 자금을 

투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왕예페이는 정부가 출판 사업사들에게 서적 공급, 상환 기간, 마케팅 활동 등 여러 측면을 협력 

조정하여 오프라인 서점에 더 많은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상환 기간을 3-6 개월 연장할 것을 제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와 협의 조정하여 서점의 입주 비용을 면제하거나 줄이며, 

특별 요금 할인 및 트래픽 보조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4. Ctrip 사전 판매, 전염병 기간을 극복하는 약처방 (후씨우왕虎嗅网. 2020.3.6) 

   사진 1) 출처: 후씨우왕(虎嗅网) 

전염병에 대한 저항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렀으며, 얼마 전 중난산 병원(钟南山院)팀은 4 월 말까지 

평온해질 것으로 예측했으며 2020 년 4 월 말까지 엄격한 방역 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것은 사람들이 아직도 향후 2 달여를 집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염병에 크게 영향을 받은 여행 산업은 이미 복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여행 산업은 전 세계 GDP 의 10 % 이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기간 중 가장 손해를 입은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손실이 계속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Ctrip 그룹(携程集团)의 

동사국 주석 양지엔장(梁建章)은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나 여행업계 내에서도 가장 회복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전염병이 여행업계에 미친 충격은 단기적이며 중국 여행 

산업의 발전 추세는 변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다. 

https://feng.ifeng.com/author/148
https://feng.ifeng.com/author/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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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Ctrip 은 ‘여행 부흥 V 계획’과 ‘미래 여행 예약’사전 판매 상품을 출시했으며, 동시에 Ctrip 은 

수백 곳의 목적지와 함께 연합하여 10 억 위안의 회복 기금을 출범시켜 여행 소비를 자극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늘날 침강시장과 국제 시장을 중요한 임무로 삼고 있는 Ctrip 은 블랙 스완이 가져오는 곤경에 침몰할 

수 없으며, 이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적극적으로 처방약을 찾아야 한다.  

바닥 모멘트를 치는 시각 

1 월 24 일, 문화관광부 (文化和旅游部 약칭 文旅部)는 전국 여행사와 온라인 여행기업에 단체여행과 

‘항공권 + 호텔’ 여행상품을 잠시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긴급 통지를 발표했다. 그 이후로 춘절 전후로 

맞이하는 성수기 여행 산업은 순식간에 중단되었다. 

여행사, 관광 명소, 항공사, 호텔 등 관련 기업들이 연달아 멈췄으며, 많은 업체들이 막대한 환불 요구를 

맞게 되었다. 최근까지 갑자기 갱신되는 전염병 관련 여행 업계의 새로운 동태는 인기리에 검색되고 있다. 

2 월 6 일, 여행산업이 한파를 넘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문화관광부는 여행사에게 여행 서비스 품질 

보증금의 80 %를 일시적으로 환불해주기로 결정했으며, 재무부와 세무총국은 여행업 등 2020년도 손실이 

발생한 4 대 어려운 산업에 대해 이월연한을 최장 5 년에서 8 년으로 연장시켰으며, 중국 관광 

협회(中国旅游协会)도 212 개 회원사에게 2020 년 회비를 면제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사람들의 여행 의향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며, 동시에 업계 

체인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은 기본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 

2 월 말, 얻은 소식에 따르면 Ali 투자(阿里投资)는 ‘중국 출국 관광 O2O 제 1 주주’로 불리어진 

바이청여행왕(百程旅行网)의 청산 준비를 시작하고 사후 처리를 시작했다. 물론 바이청의 사업 자체는 

원래 손실 상태에 있으며, 예기치 않은 전염병은 바이청을 최후 뿌리까지 압사시킨 것이 되었다. 

신랑재경(新浪财经)도 1 월분 항공사 주문이 15 년 최고치에 도달한 후, 항공 승객의 2 월분 주문은 

급락하여 0 에 가깝게 되었다. 왜냐하면 코로나 19 전염병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 항공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미쳤기 때문이다. 국제 항공 운송 협회 (IATA)는 코로나 19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해 글로벌 

항공사들이 올해 1130 억 달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관광연구원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총체적으로 ‘전국관광산업은 올해 손실액이 3 조 위안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량지엔장(梁建章)은 올해 4 월에도 중국내에서 여전히 전면적인 업무와 생산 재개를 실현할 수 없다면 

‘비즈니스계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여행 산업은 세계 GDP 에 기여하는 

바가 10 % 이상이다.’ 여행 산업 종사자들은 전염병 도중과 전염병 후에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것이 

‘여행 부흥 V 계획’를 시작하려는 우리의 원래 의도다. ’라고 덧붙였다. 

바닥을 친 후, 업계의 바닥 반등 형태는 Ctrip 에서 ‘V’형태로 묘사했기 때문에 이 계획을 그렇게 

명명했다. Ctrip 은 또한 전염병의 진행을 워밍업 기간, 회복기간, 반등기간 3 단계로 구분한다. 또한 

‘회복’는 단순히 여행 활동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계획은 방역통제가 완벽히 진행되는 

전제하에 ‘한 칼에 자르는 것’을 피하고, 방역통제와 서로 적응하는 산업 복구 순서를 건립하고 역경 속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량지엔장은 강조했다.  

자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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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통제의 중요 단계에서, 우리는 사용자들이 즉시 여행하도록 장려하지 않습니다.” Ctrip 의 CMO 

쑨보(孙波)는 강조하며 말했다. Ctrip 이 이번에 추진하는 ‘미래 여행 예약’사전 판매 상품 목록은 주로 

가격과 서비스의 두 가지 기준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는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고 전염병 후 

예약한 것을 사용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무료로 환불할 수 있다. 주요 목적지도 사전 판매 형식을 통해 

사용자 주문을 미리 확정해 공급 업체가 자금을 유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업계 체인 파트너들이 사전에 현금을 유동하고 전염병 기간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돕기를 희망합니다.” Ctrip 의 CEO 쑨지에(孙洁)는 기자 회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전염병은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현금 흐름 문제를 가져왔지만 실제로 Ctrip 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자체 

구조 계획은 업계의 자구책일 뿐만 아니라 Ctrip 의 자체 구조를 포함한 산업체인의 모든 연결점의 

자구책이기도 하다. 

1 월 21 일, Ctrip의 돌발사건 비상 관리위원회 (IMC)는 우한 지역에 대한 항공권, 호텔, 여행 휴가, 티켓, 

자동차 등 상품에 대한 무료환불 정책을 시작했다. 그 후, Ctrip 각 업무 주문취소와 상담 건수는 두 배로 

증가했다.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Ctrip 플랫폼에서 받은 취소 변경 요구는 설 전날 최고치에 이르렀으며, 

취소 변경 수요는 백만에 달했으며, 작년과 비교하여 피크기간의 증가폭은 650 %에 달했다. 기차표의 

경우에도, Ctrip 이 접수한 취소 변경 주문 일일 업무량은 전년 대비 300 %, 평일에 비해 500 % 증가했다. 

2 월 5 일까지 여행 주문 취소는 전염병으로 인해 반 달동안 안정되지 않았다. 당시 Ctrip 은 또한 

자사의 플랫폼에서 항공권, 호텔, 여행 휴가 등 합작 파트너에게 ‘전우’계획을 출시했으며, 10 억 위안의 

합작 파트너 지원 자금과 100 억 위안의 소액 대출에 자금을 투입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대량의 비용과 인력,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씨우후왕(虎嗅网)은 <수백만장의 

‘취소’주문이 Ctrip 을 짓누른다>라고 썼으며, Ctrip 이 고객에게 준 중대재난 보장금 금액은 2 억위안에 

달했다. 당시 정책에 따르면 본지가 계산할 때 Ctrip 의 트로이카 (항공권, 호텔, 단체 여행) 중에서 단지 

비즈니스 출장 항공권과 호텔만 비교적 더 필요하며 단체 여행 수입은 기본적으로 0 일 것으로 대략 

추정했다. 이외에도 합작 파트너의 해외 호텔 취소 손실과 수만 명 직원의 일상 운영을 감당해야 한다. 

전염병 상황하에 비록 Ctrip 이라도 공급 업체들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한다. 

Ctrip 이 중대 위기 사건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3 년 SARS 가 발발함에 따라 중국 내 

출국 여객 운송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13 % 포인트 감소하여 -0.9 %로 떨어졌고, 여행사 영업 수입의 

성장률은 28 % 감소했으며, 여행 산업 역시 절벽 같은 하락세를 겪었다. 

공식 계정 ‘허지아옌(何加盐)’은 2003 년 4 월부터 Ctrip 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영업 이윤이 

회사의 적자선 바로 아래로 떨어졌다고 기록했다. Ctrip의 초대 호텔 감사원 4명의 업무량은 일시에 70 % 

감소했다. Ctrip 의 시장 협력 성과는 연속된 상승 추세에서 순식간에 0 인 지경으로 떨어졌다. 

당시 SARS 가 지나가도 업계는 예상한 회복 성장을 주도하지 못했다. 궈타이쥔안(国泰君安) 데이터에 

따르면 SARS 영향의 최대 기간은 2003 년 3 월부터 6 월까지이며 전체 영향 기간은 약 1 년이었다. 

2003 년에도 하반기부터 고객 흐름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당시 고객 흐름 증가 속도, 여행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11.5 %와 13.07 %로 몇 년동안의 평균 성장 속도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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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SARS 후 Ctrip 은 여름 휴가를 맞아 관리 및 비즈니스에 대한 각종 비상 조치를 더하고 Ctrip 의 

호텔 주문량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해 12 월, Ctrip 은 미국 NASDAQ 시장에 상장했다. 

현재의 예측에 따르면, 이번 전염병 후가 노동절이 될 수 있으며 Ctrip 은 반등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믿고 있다. 

쑨보(孙波)는’여전히 성수기에 대한 기대로 가득차 있다’며 Ctrip 은 이미 잘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상반년 우리들의 계획은 전세계 목적지의 관광부와 협력하여 고객에게 목적지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련의 심층적으로 발굴한 업계 정보의 개인 IP 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일절 등의 기간 회복 추세를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하반년에 우리는 Ctrip의 전 산업체인을 통해, 

여름 휴가, 국경절, 신정설날 등 성수기를 장악하고 일련의 연휴 프로모션을 출시할 것입니다. 플랫폼 

상의 수백만 공급체인 브랜드, 수백개 목적지와 함께 전염병 후의 반등 피크를 맞이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량지엔장의 태도는 여전히 매우 낙관적이다. “2003 년 SARS 전염병과 비교했을 때, 현재 중국 관광객의 

수요 지수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으며, 이는 또한 더 큰 성장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Ctrip 과 업계 각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출격하기 시작했다. 이는 블랙스완에 다시 

직면했을 때 대기업들이 이미 대처 전략과 능력을 갖고 지난 날과 다른 장악 능력을 갖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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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사무’가 중국에서는 왜 그렇게 어려운가 — 신랑창사기(新浪创事记) 제공 

이 글은 ‘원격사무가 중국에서 왜 그렇게 어려운가’에 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다. 

실제로 1980 년 이후 미국의 원격 근무는 매우 성숙했다. 세계 10 대 재택 근무 국가 중 미국은 의심할 

여지없이 1 위를 차지할 수 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들어보겠다. 

Salesforce 는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기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집에서 일해야하고, 유명한 Wordpress 

모회사인 Automattic 은 고정사무실이 없으며 모든 직원은 원격으로 일하고 신입직원을 면접도 모두 

원격으로 진행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에서 정확히 ‘재택 근무’를 추진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한 국가에서 왜 ‘재택 근무’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일까? 

이것은 ‘원격 작업’이라는 주제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다.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 재택 근무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알게되었다. 

(1) 

먼저 데이터 자료를 보자. 

2019 년 10 월 출간한 <지역경제학자>가 제공한 것으로 미국 지역 경제학자 Charles Gascon 등이 미국 

인구 조사국과 미국 지역사회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했다. 

2017 년, 미국에서 340 만 명의 근로자가 주로 집에서 근무하여 미국의 정규직 인력의 3 %를 차지했다. 

이 데이터는 정규직 직원만 포함하며, 파트 타임 직원이나 프리랜서 같은 자영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심지어 카페 및 공동 작업 공간과 같은 ‘비주택 환경’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도 포함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것은 꽤 보수적인 수치다. 그러나 장점은 데이터의 의미가 매우 명확하다는 것이다. 

(2)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에서 왜 원격 근무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일까? 

Charles 의 연구에 따르면, 재미있는 것이 미국에서 재택 근무의 성장이 선형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5 년 이전에는 미국에서 집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의 비율이 느리게 성장한 후 2005 년경에는 

성장이 갑자기 가속화되었다. 

보고서 아래에 이러한 주석이 있다. 

‘2005 년 이후, 우리의 샘플링 빈도는 10 년에서 매년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성장률은 2005 년 이전에 

이미 가속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히 2000 년 후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 각주는 온갖 생각이 나게 했다. 

ISSUE 및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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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출처: IPUMS USA & 다른 저자의 통계. 미국 근로자 재택근무 성장분 

왜냐하면 내가 미국에서 생활한 첫 해에 신종 인플루엔자 (H1N1 독감)가 대규모 발병했고 상황은 2010 

년 8 월이 되어서야 종료되었다. 

2010 년 12 월 미국 연방 정부는 <재택근무 강화법 >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목표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비상 상황에서 연방 정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사진 1) 출처: 신랑창사기(新浪创事记) 2009 년 신종 인플루엔자 (H1N1 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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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이 어느 정도 미국에서 재택 근무의 발전을 촉진했다고 믿는 

이유가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사건은 실제 ‘재택 근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제로 이러한 영향은 무시할 

만했다. 

(3) 

그렇다면 국가의 ‘경제 구조 변화’가 이 나라에서 재택 근무의 성장을 촉진한 것일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모두를 위해 한 장의 그림을 찾았다. 

    표 2) 출처: U.S.Bureau of Economic Analysis. 산업에서 실질 총생산량  

이것은 산업 종류에 따라 분류한 2019 년 미국 3/4 분기 GDP 다.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산업’(주황색)은 작년 2 분기와 3 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이었다. 

‘정보 산업’(주황색)은 작년 2 분기와 3 분기 미국 경제 성장의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원동력이었다. 

위의 두 산업은 재택 근무 비율이 비교적 높은 산업이다. 

그리고 이 그림은 어느 정도 미국 경제 구조를 반영한다. 

(이와 비교하여 중국의 현재 경제 구조는 등록된 회사 수를 기반으로 볼 때 주류는 여전히 대량 판매, 

제조, 생산형 회사다) 

그러나 산업 분류가 재택 근무의 성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까?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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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Charles 의 연구에 따르면: ’1980 년 이후 미국에서 재택 근무 전환의 요소 중 약 2 %만이 실제로 

직업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고 한다. 

다시 말해, ’산업 변화’로 인한 재택 근무의 증가는 사실상 무시할 만하다. 

(4) 

이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가보자: 도대체 무엇이 미국의 원격사무 발전을 ‘추진’시켰는가? 

흥미롭게도 Charles 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에서 재택 근무를 위한 주요 추진 요인은 하나뿐이다. 

즉, 기술의 발전이다. 

‘우리는 1980 년 이후 재택 컴퓨터 근무(telecommuting) 성장의 약 2 %만이 직업의 변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술 발전은 그 나머지 일체를 설명해주었습니다.’ 

(5) 

그렇다면 중요한 2005 년에 미국 과학 기술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표 3) 출처: IPUMS USA & 다른 저자의 통계. 미국 재택근로자 증가분 

Mark Benioff 는 1999 년에 Salesforce 를 설립했다. 그 후 회사는 2004 년 6 월 뉴욕증권거래소에 

등록했다. 

 



ISSUE 및 시장동향 

주간 중국 창업                                17                                 제 170 호(2020.03.11) 

   사진 2) 출처: 신랑창사기(新浪创事记). Salesforce 창립자 마크 베니오프 

Microsoft, IBM, Oracle, Cisco, Siemens, SAP, EMC, VMware, Hewlett-Packard 등등이 모두 2005 년 전후에 

미국 기업 수준의 기술 및 서비스의 ‘인프라’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KPCB 파트너인 Eric Feng 의 사진에 따르면: 

   표 4) 출처: 신랑창사기(新浪创事记). 

2005 년경에 미국의 ‘기업 수준’ 스타트 업 (빨간색 선)이 획득한 벤처 캐피탈의 양이 비약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기업급 투자’는 미국 벤처 캐피탈의 중요한 지류가 되었다. 

이러한 투자는 Dropbox, Zoom, Slack 등을 포함하여 미국 기업에서 중요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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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TechCrunch 에 따르면: 2018 년 첫 11 개월 동안 총 벤처 캐피탈 자금을 받은 미국의 SaaS 류 

스타트 업 수는 미국 스타트 업에 대한 총 자금의 70.1 %를 차지했다. 

이처럼 높다. 

(6) 

이와 비교하여 아주 긴 시간동안 중국에는 기업급 시장이 보이지 않는다.  

TechCrunch 에 따르면: 2018 년 첫 11 개월 동안, 중국의 스타트 업은 전세계 벤처투자의 총융자자금 중 

독보적인 위치였다. 그러나 SaaS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중국 창업기업 총융자금액의 11.7 % 

에 불과하다. 

미국의 70.1 %와 비교하면 완전히 급이 다르다. 

실제로, 중국 벤처 캐피탈 서클에서 기업급 회사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과 논의는 불과 지난 2 년 동안에 

불과하다. 

   표 5) 출처: crunchbase news 

이틀 전에 나는 구글 클라우드전략의 비즈니스 발전 총감인 야오신위(姚欣榆)에게 

전화했다. 야오신위(姚欣榆)는 텐센트 기업 QQ 와 Marketing QQ 의 설립자이다. 

그는 나에게 화룡점정과 같은 말을 해주었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사실 인프라 문제입니다. “ 

그는 예를 들었다. “Google 에서는 모든 사람의 습관이 비디오형입니다. 왜냐하면 오디오만 있는 경우 

원격 협업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평상시에 풀 비디오를 지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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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며 단지 13 명만 온라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곧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중국내 일부 

기업들은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긴급 재택 근무를 시작했고 모두 특수한 서비스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품 기능의 광역도는 아직 분산적입니다. 특히 기업 보안 정책 관리 기능면에서 나는 

아직 Microsoft 와 같은 수준의 제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격 재택 컴퓨팅근무에서 기술 발전이 결정적인 요소라면 무엇이 ‘기술 발전’을 추진하는가? 

야오신위는 하나의 관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적하길, 겉보기에 단순해보이는 재택 근무는 배후에 본질적으로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권력 

비교’ 다. 

다시 말해, 미국의 많은 재택 근무는 미국의 강력한 기업급 기술 인프라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수준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본질적으로 미국 근로자와의 가격 협상을 만족시키는 

능력이 점점 강해진 후 따라온, 노동인력이 수요로 하는 변화다. 

“재택 근무의 근본 원인은 실제로 노동자의 수요에 의해 결정되며, 이로 인해 고용주는 노동인력의 근무 

방식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특수 산업을 살펴봅시다. 인터넷을 포함한 기술 산업에서는 글로벌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 산업에서는 노동력이 더 분산되어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고향이 베이징에 있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술이 뛰어나다면 고용주가 당신을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 

(7) 

주목할 가치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재택 근무 증진법>을 포함한 재택 근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재택 근무의 중요목표 

중 하나를 언급한다. 

직장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 기관이 더 고상해서인가? 아니다. 

미국의 재택 근무 비율이 높은 것은 실제로 미국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한 것에 있다. 현재 중국의 실제 

상황은 분명히 고용주는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노동자의 협상력은 여전히 아주 약하다. 

2007 년 량지엔장(梁建章)은 스탠포드로 가서 ‘인구, 창업과 중국 노동력 시장’에 중점을 두고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2013 년에 나는 상하이에서 량지엔장을 인터뷰했다. 

그들 중 하나는 중국의 ‘혁신’과 관련이 있다. 

‘중국이 혁신이 결핍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데이터가 정확히 반대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근거가 없다. 나는 

종합적인 혁신 지표를 언급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1 인당 소득 범주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다. 이것은 일인당 GDP와 관련이 있다. 이 수치가 

매우 낮으면 당신이 iPhone 을 만들어도 아무도 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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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의미하는 것은 국가 혁신의 원동력은 반드시 1 인당 GDP 와 관련이 있다. 한 국가의 1 인당 

GDP 가 너무 낮은 경우, 이 국가에서 누국나 iPhone 을 만들더라도 이 국가의 시장은이 제품의 생태계를 

감당할 수 없다. 

경제 수준이 개선되지 않으면, 재택 근무실 경험이 향상되지 않으며 노동력의 협상력도 강해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 노동력의 협상 능력이 강해지지 않으면 중국의 재택 근무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큰 방향과 비교하여 기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직원의 직업 윤리와 전문성 비교, 업무가 흥미에 의해 추진되는지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추진되는지, 재택 근무 법률의 제정 등등 

그것은 이것들은 모두 단지 하위 집합일 뿐이다. 

 

2. 로봇이 마스크 10 억 시장을 담당 — 이오왕(亿欧网)제공 

위기와 기회는 종종 동전의 양면과 유사하다 

사진 1) 출처: 특정수권(特定授权)  

2020 년 2 월 23 일, 코로나 19 방역과 경제 사회 발전을 통솔하기 위한 부서 회의에 중앙중공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주석 시진핑 주석이 출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했다. 

그는 전염병이 산업 발전의 도전이자 기회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통 산업은 비교적 큰 충격을 받았고, 

스마트 제조, 무인 배송, 온라인 소비, 의료 건강 등 신흥 산업은 현재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 전통 산업을 개조 개선하고, 신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고 시주석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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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제조기업은 어떻게 기회를 포착할까? 이 주제는 먼저 마스크 생산을 

지능화하여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비록 현재 많은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급격한 수요 급증에 맞추기 

위해 피로에 지치고, 설비 업그레이드에 대한 마음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전염병의 ‘후유증’은 로봇이 

진입하는 하나의 틈새를 여는 것이 될 수 있다.  

마스크 생산은 아직 반자동 위주 

‘마스크 하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자, 정부의 주도하에 각 기업들이 신속하게 행동을 

시작해 손으로 마스크를 꿰매거나, 재봉틀로 마스크를 만들거나, 자동차 생산 라인을 개조하여 마스크를 

생산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몽고 오르도스(鄂尔多斯) 그룹은 마스크 생산 라인이 없는 상황하에, 수십 명의 

숙련된 재봉사가 하나하나 생산하고, 방호 마스크, 방호복을 생산해 방역지휘부에 전달해 소독 배치했다.  

이러한 강요된 원시적인 생산 방식보다 조금 더 고급인 것은 전통적인 마스크 제조업체가 마스크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반자동 생산 라인과 전자동 생산 라인으로 나뉜다. 

어느 업계 인사는 마스크 산업에서 현재 자동화 수준이 실제로 높지 않으며, 전자동 마스크 기계는 말할 

것도 없이, 실제로 많은 마스크 공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모두가 반자동 설비라고 말했다. 절단 

조각과 용접 이어 밴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꿰어 연결해야하고, 자동화 마스크 기계를 사용해도 사람이 

후반 작업으로 마스크를 수집해 포장해야 한다. 어떤 것은 기계로 포장하지만 어떤 것은 포장지를 구매해 

안에 넣는 방식으로 한다. 

“마스크 업계에는 완벽한 자동화 솔루션이 있지만 업계 통합 업계를 위한 마스크기계 운영 제어 

솔루션을 개발할 때 업계의 생산 능력이 고르지 않으며 반자동 설비의 생산 능력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종웨이씽시장(众为兴市场) 총감 왕량(王亮)이 말했다.  

전염병 하에 증폭된 인력 문제 

마스크의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요인은 장비 외에도 노동력이 있으며 인력의 한계는 전염병에 의해 

증폭되었다. 

실제로, 3C 산업의 조립 라인과 비교할 때, 마스크 생산 라인의 인력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전염병이 

아니었다면, 모두들 인력이 제약하는 요소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차오메이르화(朝美日化)는 근로자들에게 3 배 임금을 줄 테니 공장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지 설 전날 반나절만 쉬고 근로자의 평균 휴식 시간은 최대 4 시간에 불과했으며, 정월 

초이튿날 작업을 재개한 씨엔타오한크방호용품공사(仙桃汉克防护用品公司)는 급여의 5 배를 줄 테니 

공장으로 돌아오라고 근로자의 근무를 독려했다. 또한 공장으로 돌아오는 근로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작업장을 소독하고 근로자들에게 방호복을 착용하게 했다.  

얼마 전에는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사람이 부족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격리가 필요하다. 고행으로 돌아온 많은 노동자들은 집밖에 나올 수 없고 나와서 공장으로 와도 들어갈 

수 없어 생산 라인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일부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비아냥거렸다. 

중환리누어(中环力诺)의 창립자 공싱루(龚兴录)는 ‘우리가 협력하는 공장은 모두 선진적인 기계사용은 

이차적이고 근로자 수요량이 아주 크다. 하루에 2 백만 장의 의료용 평면 마스크와 6 만 개의 KN95 

접이식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약 500 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https://www.iyiou.com/t/jiqiren/
https://www.iyiou.com/t/kouzh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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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싱루는 또한 일회용 평면 마스크는 작업자에 대한 수요가 크기 않고 기계를 잘 설치하기만 하면 

한꺼번에 포장까지 다 된다고 했다. KN95 는 접이식이고 코 다리와 코 패드를 모두 사람이 

접착해야한다. 인원이 부족한 상황하에 당원 간부, 식당 직원, 아기 보모, 휴가 중인 사무직 근로자 등 

모두가 어쩔 수 없이 마스크 생산 작업자에 투입되었다.  

업계 인사는 현재 마스크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은 조립 라인 기계의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기계가 많을수록 생산 속도가 빨라지고 작업장에는 소수의 작업자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전자동화된 마스크 생산 라인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사람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이 후반부의 포장 

작업인데 소그룹으로 포장을 진행하고, 그 후 소포장을 큰 상자에 집어넣고 운송을 준비한다. 이러한 

부분의 근로자는 사실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  

로봇이 마스크 생산 라인속으로 

이번 업계를 넘나드는 마스크 생산 대군중에서, 자동차 기업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마스크 생산 라인을 구축했으며, 청결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작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봇을 적용함으로써 이점을 얻었다. 왜냐하면 로봇이 가진 유연성은 생산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세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익숙한 한 인사는 현재 국내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사용해 제조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자동화 

장비가 작업장 전체에 충분하며, 단지 마스크 생산 장비를 신속하게 구매하기만하면 자동화 순서를 약간 

개조하여 대량 생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예를 들어, 샨씨푸청(陕西晋城)에 있는 한 자동차 

기업은 단 48 시간 만에 의료용 마스크 생산 두개 라인의 협상, 구현, 생산을 완료했으며 효율성은 아주 

명확하다. 

현재 비록 로봇이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지만 볼륨은 여전히 작다. 이것은 또한 다른 각도에서 마스크 

생산에 로봇을 적용할 기회가 여전히 있음을 보여준다. 

100 억 마스크 생산 시장 

애널리스트는 ’마스크 산업의 규모 증가속도가 올랐으며, 의료 마스크의 증가속도가 전체 산업보다 

높았다. 2019 년 중국 마스크 산업의 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6 % 증가한 110 억 위안에 도달했으며, 

그 중 의료 마스크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5 % 증가한 55 억 위안이었다. 코로나 19 전염병의 영향으로 

2020 년에는 산업 성장속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마스크 산업이 오랫동안 수익성이 높았으며 OEM 회사의 

이익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장쑤성 장인(江阴)에 있는 마스크 공장은 공장에 일본에 1 년에 3 억 개의 

OEM 마스크를 제공하며, 공장가는 장 당 2 푼(分)이며 각 공장의 수입은 월 0.5 % 이윤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업계 인사는 N95 등 고급 마스크의 프리미엄 공간이 크고 일반 마스크보다 이윤이 훨씬 크며, 일부는 

이윤의 70 %에 도달할 수 있는 반면, 일반 마스크의 이윤도 약 30 %라고 말했다.  

그 전에 KN95 와 같은 고급 마스크 시장은 3M 과 허니웰(霍尼韦尔)과 같은 해외 거대 기업이 

차지했다. 오랫동안 자동화 산업에 몰두해 온 한 인사는 마스크 산업에서 중국의 장점은 저렴한 

생산비용과 생산 능력이라며 마스크 배후에는 재료와 장비의 경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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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염병은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커서 중국내 마스크 산업에 기회를 가져왔으며, 미래에는 고급 

마스크 중국 브랜드가 차츰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산업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마스크 

브랜드의 부상이 필요하며, 그 중 스마트 장비는 한 방향일 것이다. 실제로 마스크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스마트 장비 자체도 마스크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향이 될 수 있다.  

최근 마스크 자동화 생산 라인에 투자해 온 허난촹징과기공사(河南创景科技有限公司)의 총책임자인 

동칭용(董清永)은 첨단 로봇 관련 인터뷰에서, 비록 이전에는 로봇을 사용하지 않았었지만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면 투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스크 생산 라인이외, 다양한 의료 제품에 

보급하여 로봇 팔을 교체한 후 다른 의료 제품의 생산 라인에 사용할 수 있다.  

일찍이 2018 년 1 월 3M 의 연마제품 사업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감인 Carl Doeksen 은 쿠보트로봇 

솔루션 CGrasp 을 참관했을 때 물류 분류 로봇의 잠재적 시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실제로 로봇에 대한 3M 의 주목은 그 이상의 것이다. 2016 년 3M 은 중국 최초로 전문 로봇 연마실험실 

설립했으며, 작년 상하이에 로봇 R & D 센터를 설립하여 로봇 연마산업의 합작파트너와 최종 고객이 로봇 

연마 자동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다른 마스크 생산 거대업체 허니웰과 로봇의 관계는 논할 필요도 없다. 마스크는 허니 웰의 산업 

자동화 분야의 ‘부산물’이다. 작년 10 월 Honeywell 은 허니웰로봇기술유한공사 설립을 발표했다.  

로봇이 단기적으로 마스크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전염병이 지나간 

후 정상 궤도로 돌아온 마스크 제조업체가 얼마나 큰 혁신의 열망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전염병이 지나간 후 로봇회사가 마스크 제조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전보다 

훨씬 쉬울 것이라는 것이다. 

 

3. 창업가가 라이브 방송 제품 판매에서 갖춰야 할 4 대 ‘필살기’           

— 치엔쟌왕(前瞻网)제공 

헤이마(黑马) 커뮤니티 생태계의 공생과 상호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3 월 5 일부터 헤이마대학(黑马大学) 

APP 은 헤이마 ‘CEO 라이브방송 제품판매시즌’을 출시하여 헤이마창업가들이 집을 나서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대외에 브랜드 홍보와 비즈니스 합작을 전개할 수 있도록 했다. 

3 월 6 일, 헤이마대학(黑马大学) 앱 ’CEO 라이브방송 제품판매 시즌 초이스 전문샵’이 온라인으로 

열렸으며 현장 지도사로 불혹창투창시(不惑创投创始) 합작파트너인 리주지에(李祝捷)가 3 개사 헤이마 

회원기업 징홍 이커머스(京虹电商), 취다오플랫폼(聚道平台), 샤오뉴지우온라인(小牛酒在线)을 데리고 왔다. 

이 기간 리주지에는 자신의 ‘라이브방송 제품판매 상품선택과 공급체인’ 방면의 사고를 함께 나누었다. 

아래는 발췌문이다.  

01 

라이브방송 제품판매에서의 ‘일곱 개의 대죄’ 

스타트 업 회사의 사장으로서 우리는 라이브방송 제품판매가 발생하는 강렬한 관심과 투지를 가져야 

한다. 

https://www.qianz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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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연간 매출은 수십억에 불과하고, 웨이야(薇娅)는 작년에 300 여 억을 팔았고 

리쟈치(李佳琦)는 2 위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2 년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로, 오늘날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어며, 소비자의 쇼핑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매우 놀랍다.  

사진 1) 출처: iheima(i 黑马) 불혹창투창시(不惑创投创始) 합작파트너인 리주지에(李祝捷)경리  

헤이마실험실 과정에서 나는 종종 창업가들이 자신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조정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성경>에서 일곱 가지 대죄를 빌려 온다. 

음욕, 게으름, 탐식, 탐욕, 오만, 분노, 질투의 일곱 가지 죄는 본질적으로 인간 본성의 약점이며, 

창업가로서 우리는 한 편으로는 반인성적이어야하며 이러한 ‘죄’로부터 자신을 억제해야한다. 동시에 

인성에 순응해야 하며, 자신의 제품이 사용자의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라이브방송 제품판매를 조사할 때 우리는 이 7 대 인성의 약점이 모두 사용되었다는 것에 더구나 모두 

아주 잘 이용되었다는 것에 놀란다. 

‘음욕’. 리쟈치, 웨이야 또는 리즈치 모두 외모가 아주 아름답고 개성이 있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송을 보며 이성, 심지어 동성에 끌리기 때문에 생방송을 시청한다. 

‘게으름’. 재택 문화는 라이브 방송의 가장 큰 추진요소 중 하나이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쇼핑하러 

가지 않고 집에서 틱톡, 타오바오 라이브방송으로 선택하고 쇼핑하러 나가길 원치 않는다. 인성의 

게으름은 라이브방송과 같은 상업 형태를 점점 더 환영받게 만든다. 

‘탐식’. 먹는 방송이나 미식 스트리머가 생생하게 당신의 면전에서 씹고 말할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이 침을 

삼키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그 중 많은 간식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고 비록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운동과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한번 보면 자신을 통제하기 아주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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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 라이브방송 전자 상거래로 판매되는 많은 제품은 실제로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스트리머의 

‘유혹’으로 인해 소비자가 충동구매하게 된다. 분명히 더 많은 립스틱과 신발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잠재 

의식속에서 이러한 물건들은 항상 많을수록 좋다.  

‘교만’. 매우 흥미로운 현상은 리쟈치가 매우 비싼 남성용 화장품을 판매할 때 많은 여성들이 ‘그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댓글을 남긴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경멸의 사슬로 여성들이 그녀의 남자친구, 

남편이 이렇게 좋은 것을 쓸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을 경멸할 때 즐거워지기 때문이다.  

‘분노’. 많은 소비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구매할 의사가 없는 

상품이 몇 초만에 팔리는 것을 볼 때도 화가 나 탁자를 부수고 조용히 다음번엔 꼭 손에 넣겠다고 

맹세한다.  

‘질투’. 살 수 없으면 분노하고, 사면 아주 기뻐하고 대대적으로 자랑한다. 이러한 감정은 사용자가 점점 

중독되어 더 많이 라이브 방송, 더 많은 상품에 주목하게 한다.  

수요와 인성의 관점에서, 라이브방송 제품판매는 의심의 여지없이 매우 좋은 상품이다. 제품의 ‘빠른 

속도와 절약’의 속성에서도 라이브방송 제품판매는 ‘좋고 절약한다’라는 두 가지 논리속에 통한다. 

그러나 라이브방송 제품판매의 경우 ‘좋은’이 가장 중요하다. 빅브랜드 제품은 브랜드 보증서가 있고, 

소브랜드 제품은 스트리머가 보증이 된다. 브랜드 신뢰와 인격 신뢰를 동일시하는 소비자 관계에 

기초하여 만약 제품이 안 좋으면 반드시 스트리머와 제품의 명성에 빠르게 금이 가게 한다. 이 또한 

왕홍이 상품을 선정할 때 대량의 팀을 배치해 에너지를 쏟는 원인이다  

‘절약’측면과 관련하여 실제 내부 조사를 수행한 결과, 회사의 어린 아가씨들이 타오바오 라이브방송을 

시청하는 큰 동기는 ‘저렴함’이다. 동일한 제품을 판매했을 때 리쟈치가 판매할 때 전체 네트워크에서 최저 

가격이었다. 많은 C-end 사용자의 요구가 집결하여 판매자에게서 살 때 가장 절약하는 가격을 실현할 수 

있다. 

02 

라이브방송 제품판매의 비즈니스 로직 혁신 

본질적으로 회사는 제품을 만든 다음 그에 맞는 트래픽을 찾아야한다. 오늘날의 트래픽은 일부 새로운 

플랫폼 또는 일부 오래된 플랫폼의 새로운 방식에서 발생한다. 라이브 방송은 의심할 여지없이 큰 추세가 

되어 많은 소규모 회사가 대기업으로, 보통 사람들이 창업 영웅으로 바뀔 것이다. 향후 몇 년 동안, 

생방송이 헤드 왕홍•헤드 플랫폼에 수천억 판매규모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아주 기대할 가치가 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라이브방송 제품판매를 분석할 때, 전통판매와 4 가지 점에서 다른 논리를 가진다고 

본다. 

먼저 쇼핑 가이드가 온라인화했다. 웨이야든 리쟈치든, 그들은 본질적으로 훌륭한 쇼핑 가이드이며, 

인간의 본성에 능통하게 제품의 판매 포인트를 말하며, 동시에 소비자의 감정을 동원하고 구매 결정을 

내리도록 안내한다. C-엔드이건 B-엔드이건 관계없이 쇼핑 가이드의 온라인화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 한도를 뛰어 넘는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쇼핑 가이드가 그저 일대일, 일대 

여러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라이브방송은 일대 백만, 일대 천만을 상대할 수 있으며 

셀 수없이 많은 ‘살수당(剁手党 편집자 주: 인터넷 쇼핑 중독자. 여성이 대부분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구매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제품을 평가하고 가격을 비교하나 결국 많은 시간을 허비해 그리 필요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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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게 되어 구매 충동을 후회하고 손을 잘라버려야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 나온 인터넷 

용어)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 

둘째, 전자 상거래 판매자가 의인화된다. 전통적인 의의상의 전자상거래 타오바오(淘宝), 징동(京东), 

웨이핀휘(唯品会) 등에서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구매를 위해 그림과 텍스트를 보며 구매한다. 물론 일부 

상점은 사전에 제작된 비디오를 넣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당신 앞에서 실시간으로 의사 소통을 하는 

실제 살아있는 사람만 못하며, 당신은 스트리머의 스타일과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일단 끌리면 일종의 

신뢰가 형성되고 심지어 팬이 될 수도 있다. 

셋째, 상호소통형 전자 상거래다. 전통적인 전자 상거래 소비자는 고객 서비스하고만 상호 작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문자로 입력하여 질문한다. 그러나 라이브방송 전자 상거래는 아주 많이 상호 작용을 하며, 

당신이 묻는 질문에 이름이 표시되고 요구 사항에 따라 스트리머가 제품을 전시하고 설명한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결국 충동 소비의 현장을 만들어 냈고, 소비자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에도 관심이 있고 그 수가 제한되어 있음을 발견했을 때 ‘확보하기’가 가장 큰 충동이 되었다. 많은 

제품이 바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향후 환불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대화형, 오락화된 과정은 라이브방송 

전자 상거래가 가져온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가치다. 

넷째, 제품 체험화. 라이브방송 제품판매가 가장 많은 카테고리는 미용이다. 미용에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색상 차이, 효과, 윤기 정도 등을 봐야한다. 따라서 체험이 필요하고 해설해야 하고 상품에 대한 

감성인지가 필요하다. 사실 라이브 방송 제품판매에 적합한 것은 의류, 옥, 중고 가방 등이지만 컴퓨터와 

같이 내역 수치가 명확한 제품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변화는 스타트 업에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당신의 제품이 아름다움, 감정, 

체험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방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래 판매 모델과 완전히 다른 폭발적인 성장을 

맞을 수도 있다. 

03 

기업이 라이브 방송 제품판매를 하는데 필요한 네 가지 필수 기능 

소위 ‘꽃은 백일 동안 좋다’고 말한다. 많은 라이브 방송 제품 판매를 하는 왕홍들 모두 꽃처럼 덧없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몇몇 왕홍은 가장 비쌀 경우 한 번 제품 판매를 하는데 2000 만위안을 받았고 현재 

이미 백만 급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왕홍 라이브방송 제품판매의 논리를 학습할 수 있으며 창립자는 자기 업계의 왕홍이 될 

수 있지만, 이 라이브방송 제품판매의 기회를 계속 활용하려면 기업은 받드시 왕홍보다 더 전면적인 

능력을 보유하도록 더 깊이 생각해야한다.  

첫째, 사용자 접근성. 핀둬둬는 ‘침강그룹’에 도달하여 타오바오와 징동이 다루지 않은 사용자 그룹을 

발견했다. 미래에는 할머니와 숙모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수 없는 시간을 채울 수 있고 일부 사기꾼이 등장하던 TV 쇼핑은 진짜 상품에 적절한 

가격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기업은 먼저 자신의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온라인화 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잘 알아야 어떤 방식으로 가장 적합하게 접촉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둘째, 공급체인의 도달 능력. 많은 기업들이 자사 제품 뒤에 있는 공급체인의 가치를 간과했다. 나는 

살아있는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투자했으며 티엔샨슈에씨에(天山雪蟹)라는 제품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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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라이브 방송으로 게가 어떻게 생겼는지, 포획한 곳, 어떻게 포장하는지, 

북경으로 수송하고도 어떻게 게가 살아있는지를 보여준다면 소비자들은 확실히 호기심을 갖고 비취, 진주, 

두리안 등과 같은 제품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이브방송을 통해 공급체인 

기능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좋은 방법이다. 

셋째, 컨텐츠 기능. 미래에는 각 기업이 컨텐츠 회사가 될 것이며, 헤이마의 한 회원은 우당 도포를 입고 

천씨 태극권을 하며 산에서 채집한 죽순을 판매한다. 이것은 우리들이 보는 왕홍 리즈치와 같다. 자기 

제품의 특색을 매력적인 콘텐츠와 형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팬으로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당신의 팬이 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일을 왕홍이 대신하여 하게 한다면 비용은 매우 높을 

것이고,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배우는 것만 못하다. 

넷째, 트래픽 용량. 기업이 스스로 왕홍이 되어 제품이 인기 폭발이 되면 트래픽은 더 이상 전자 상거래 

또는 라이브방송 플랫폼에 속하지 않으며 기업의 사적 트래픽이 되며 이는 가장 가치있는 일이며 모든 

회사 대표는 열심히 해야 한다. 단지 이러한 방식으로만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더 강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4.양자컴퓨터 시리즈 37) 양자 컴퓨터 상용화되기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 이오왕(亿欧网) 제공 

2019 년은 양자 컴퓨팅이 광휘가 넘치던 해로 말할 수 있다. 양자 컴퓨팅은 올해 많은 혁신을 

이루었을뿐만 아니라 많은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생산했다. 예를 들어, 독일의 HQS 는 양자 컴퓨터를 

통해 화학 엔지니어링을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벤츠는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 

새로운 배터리 재료를 개발할 계획이며, 폭스바겐은 양자 컴퓨터를 통해 현실세계의 교통 최적화상태 

등을 테스트한다. 

이오씽크탱크(亿欧智库)가 최신 발표한 <2020 과학 경향보고>중, 퀀텀 컴퓨팅 기술은 기술선별과 핵심 

지표 평가를 통해 2020 년 이후 주요 개발 트렌드로 선정되었다. 

양자 컴퓨팅은 양자 역학에 기반한 새로운 계산 방식으로, 양자 중첩 및 얽힘 등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고, 미세 입자로 구성된 큐 비트를 기본 단위로 사용하며, 양자 상태의 제어된 진화를 통해 

데이터의 스토리지 계산을 구현하며, 양자컴퓨팅은 양자 처리기, 양자코딩, 양자 알고리즘, 양자 

소프트웨어 및 주변보안 등 많은 과학기술 과정을 포함한다. 

큐비트, 양자컴퓨팅의 긴 트랙을 쌓는 단위 

양자 컴퓨팅의 개념은 20 세기 1980 년대 초 Richard Feynman 과 Yuri Manin 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양자현상이 잠재적인 컴퓨팅 능력을 구비하는 발전 전망을 초보적으로 묘술했다. 

1985 년 옥스퍼드 대학교의 David Deutsch 는 양자 컴퓨터의 개념모델, 즉 범용 컴퓨터 (또는 양자 튜링 

머신)를 제안했지만, 양자 컴퓨팅은 이때부터 수학의 기본형태를 구비하기 시작했고, 임의의 일종 양자 

알고리즘은 고르게 범용양자컴퓨터의 실현에 이용할 수 있었다.  

1998 년에 IBM, Oxford, Berkeley, Stanford, MIT 의 연구원들이 최초로 2 비트 컴퓨팅 시스템을 생산했으며 

이로부터 양자 컴퓨팅 경쟁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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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출처: CB insight. 1998~2020 년 양자컴퓨터의 큐비트수 발전과 예측 

모두 큐비트의 의의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것이고 양자 컴퓨터의 컴퓨팅 성능은 큐 비트의 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큐 비트를 설정하고, 양자 게이트를 이용하여 큐비트들을 얽힌 상태로 만들어 그것들의 다양한 

상태가 나타날 가능성을 조종하며 이로써 병렬 계산 능력에 도달한다. 따라서 큐 비트 수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2018 년 Google 은 72 큐 비트 칩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 양자 칩의 오류율은 1 %에 불과하며 

실제 사용 요구를 충족한다고 발표했다. 2020 년 2 월 Intel 은 네덜란드 양자 기술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개발한 저온 양자 제어 칩인 Horse Ridge 가 동시에 최대 128 큐 비트를 제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스타트 업 Rigetti Computing 도 128 큐비트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자 컴퓨팅의 핵심 게임인 양자 처리기 

IBM, Intel, Google 등과 같은 거대기업은 큐 비트를 지속적으로 혁신했지만 모두 단지 양자처리기의 핵심 

측면에서이며, 물리적 시스템을 통해서만 큐 비트 운반체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는 초전도체, 이온 

트랩, 반도체, 중성 원자, 광양자 등 다양한 기술 노선이 형성되어 있다. 

과학 연구계에서 광학 시스템, 이온 트랩 등의 기술은 일반적으로 양자 컴퓨팅 연구에 사용된다. 그리고 

기업엔지니어링 방향에서 주류 기업은 초전도와 반도체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Google•IBM 과 주요 기술노선을 초전도 시스템으로 했고, 인텔은 반도체 시스템으로 했다. 

많은 주류 기술 노선 중에서 초전도 기술과 이온 트랩 기술은 현재 상대적으로 선도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초전도 양자 컴퓨팅은 현재 가장 빠른 일종의 고체 양자컴퓨팅 실현 방법을 진전시켰다. 

2019 년 Google 은 한 대의 53 큐비트의 초전도 양자 컴퓨터에서 랜덤 양자회선 샘플링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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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했으며, 슈퍼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여 양자 컴퓨팅 원리와 기술 잠재력의 우세를 입증하고, 

구글은 당시 바로 ‘양자 헤게모니’을 실현했다고 선언했다. 

그 후 IBM 은 구글의 주장에 반박을 제기하고 구글의 ‘양자 헤게모니’에 결함이 있음을 입증하고, 슈퍼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통해 비교한 결과 증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5 일만에 구글 양자처리기의 계산 

임무를 완성했다고 했다. 양방 중 최종적으로 누구에 의해 증명된 것이 정확한지 관계없이 Google 실험이 

양자 컴퓨팅의 절대적 우위를 입증하고 양자 컴퓨팅의 첫 단계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양자 헤게모니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양자 헤게모니는 양자 우월성이라고도 한다. 즉, 

미래 어느 시점에서 강력한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작업을 완료하고 고전 

컴퓨터가 따르는 ‘무어의 법칙’을 타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만 년을 걸려 해독할 수 있는 원본의 

암호를 하루만에 해독하고 통용되는 인공 지능을 구현하는 등이 그렇다. 

구글, IBM 등 거대기업이 양자 헤게모니를 놓고 경쟁하는 이유는 양자 헤게모니에 제일 먼저 진입하는 

것이 기업 기술력의 가장 좋은 증명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거대한 비즈니스 가치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2019 년 말, 중국과학기술대학 (中科大)은 Bose 샘플링 방면의 연구에서 성공으로 광양자 기술 노선을 한 

단계 따라잡았지만, 전체 응용 상황의 관점에서 현재 어떠한 노선도 양자 컴퓨팅 실용화 조건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양자 알고리즘, 양자 컴퓨팅 발전을 촉진하는 ‘활력제’ 

양자처리기를 적용한 후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알고리즘이 있어야한다. 

양자 알고리즘 측면에서 1994 년 Bell 실험실의 응용 수학자인 Peter Shor 는 양자 병렬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다수의 소수 분해 알고리즘을 제안했으며, 양자 컴퓨팅이 당시 널리 사용하던 공개 키 SPA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다. 1996 년 Bell 실험실의 Grover 는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 양자 검색 방법을 제안했다. Shor 알고리즘과 Grover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가능한 실제 응용을 찾아냈고 양자알고리즘의 전형이라 불린다. 

그 이후로 QEA 알고리즘, Grover 알고리즘, HHL 알고리즘, 양자 유전자 알고리즘, 양자 개미군 

알고리즘을 포함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끊임없이 등장하여 양자컴퓨팅의 병행처리해결의 구체적인 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다. 양자처리기에 기반한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은 

알고리즘 연구 응용 발전의 주요 형태가 되었다. 

현재 양자 알고리즘의 발전 속도는 양자처리기의 연구 개발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양자 칩 컴퓨팅 방식의 고전적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가상화된 환경하에서 

양자 알고리즘 연역을 수행하고, 양자 알고리즘이 성숙한 후 다시 전용 양자 칩의 설계를 역으로 

추진하여 특정 분야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2017 년 IBM 은 세계 최초의 범용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 2018 년에 

최초의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출시되었다. 중국과학원 양자정보& 

양자과학기술혁신연구원과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초전도 양자 컴퓨팅 방향에서 11 비트의 클라우드 액세스 

초전도 양자 컴퓨팅 서비스의 출시를 발표했다. 2019 년 화웨이는 HiQ 양자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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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lun 양자컴퓨팅 시뮬레이션 일체기를 출시했으며, Microsoft, Amazon 등과 같은 인터넷 대기업도 

연이어 퀀텀 클라우드 플랫폼을 출시했다.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에는 두 가지 주요 이점이 있다. 한가지는 사용자가 클라우드의 

양자처리기에서 사용자 정의의 각종 양자회선코드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이는 처리기의 성능, 기술 병목 

현상 등을 이해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차세대 처리기 개발과 개선된 응용을 축적하는 경험에 도움이 

된다. 다른 한가지는 고전적인 컴퓨터 시뮬레이션 양자 칩의 작동 원리와 작동 논리를 통해 양자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앞장서 개발하고 검증한다. 

전용양자컴퓨팅의 서광이 막 나타났으나 범용양자컴퓨팅의 임무는 중하고 갈 길은 멀다 

기존컴퓨터와 비교하여 양자 알고리즘은 파격적인 연산능력을 갖고 있고, 차세대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에 

따른 방대한 데이터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고전 컴퓨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정보 휴대와 

강력한 병렬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단계에서 양자 컴퓨팅의 주요 응용 목표는 대규모 데이터 

최적화 처리와 특정 계산상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산업 차원에서 양자 컴퓨팅은 정부, 기업, 학술 기관의 협력 합작 개발 패턴을 형성했으며 오류 용인 

양자와 데모 양자에서 이정표급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실용화되기까지는 비교적 먼 길이 남아있다. 

비록 D-Wave 와 IBM 모두 이미 상업용 양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포했지만, 양자 컴퓨팅의 진정한 

상용화까지는 아직도 상당히 먼 길이 남아있다. 

양자 컴퓨터의 발전에는 세 단계가 있으며, 제 1 단계는 양자 헤게모니다. 제 2 단계는 실제 양자 

시뮬레이터의 실용화로 기계 학습, 약물 개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제 3 단계는, 양자 컴퓨터는 범용 

프로그래밍 가능 수준에 도달하여, 수억 퀀텀 비트를 서로 조종하여, 오류를 용인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실현할 수 있다.  

최종 실용화단계로 보자면, 양자 시뮬레이터와 범용 양자 컴퓨터는 분자 구조 분석, 인공 지능, 빅 데이터 

처리, 암호화 기술 방면에서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고, 양자 컴퓨팅의 장기 발전 목표가 될 것이며 

에너지공학, 생명과학기술, 우주 항공, 정보 통신,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상업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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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News Letter by PLAYCOIN  

1. PlayX 스왑 공지 (플레이엑스, 2020.03.05) 

안녕하십니까 PlayX 입니다. 

PlayCoin 은 블록체인과 파트너사의 이해 관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새롭게 

PlayCoin Crypto Alliance 라는 개념으로 리브랜딩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PlayCoin 에서 PlayX(Play Coin Crypto Alliance)로 변경될 것이며, 

스왑 과정은 거래소 빗썸을 통한 1:1 비율의 자동 스왑입니다. 

<빗썸 PLY -> PLX 스왑 일정 및 방식 안내> 

- 스왑 일정 

스왑일 오전 PLY 스냅샷을 찍고 스왑일 오후 6 시~7 시 PLX 거래 상장 시 PLY->PLX 로 1:1 스왑 

- 스냅샷 기준 

2020 년 03 월 10 일 오전 12 시 (KST 기준, PLY 거래종료시점) 기준 

더 상세한 내용을 스왑 및 보너스 지급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뉴스 링크: https://www.playcoin.game/news/1010 

빗썸 공지 사항: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600 

 

2. 코로나 19 로 중국 블록체인 업계 비상 (COINDESK, 2020.03.02) 

코로나 19 확산이 계속되며 일상적 운영이 어려워진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업들이 

대응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코인데스크가 취재한 다수의 중국 기업 간부들에 따르면, 기술 업그레이드와 제품개발, 물류 및 출장 

등이 코로나 19 로 차질을 빚고있지만, 암호화폐 거래 관련 고객 응대 서비스와 마케팅은 이전과 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춘절(설) 연휴를 2 월 10 일까지로 1 주일 연장했다. 그로부터 1 주 뒤 몇몇 도시가 봉쇄됐고, 

블록체인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했다. 

오로라 웡 ZB 그룹 부회장은 ‘코로나 19 는 한 지역뿐 아니라 중국 전역, 심지어 다른나라로도 퍼지는 

중’이라며 ‘중국 각지로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만큼 연휴 이후 직원들에게 

원격근무를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웡 부회장은 코로나 19 가 많은 이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엄밀히는 

많은 도시가 아직 폐쇄된 것은 아니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 또 사회 전체가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기 

위해 외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https://www.playcoin.game/news/1010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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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중국에서 설립된 스위스 기반 기업인 ZB 그룹은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통해 1000 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했고, 하루 평균 거래량이 30 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ZB 그룹은 중국과 싱가포르, 

한국, 미국 등에서 거래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웡 부회장에 따르면 코로나 19 로 인해 ZB 그룹의 암호화폐 거래소 기술 업그레이드는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소비자용 프론트엔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거래소 백엔드엔진 모두를 

포괄할 예정이었다. 

웡 부회장은 코로나 19 이전 상황에 대해,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 마케팅 등 각 부문 직원들이 직접 

만나 협업할 수 있어, 플랫폼 업그레이드 작업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졌었다’고 말했다. 

웡 부회장은 다만 코로나 19 가 ZB 그룹의 거래 플랫폼의 일상 운영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ZB 그룹이 거래소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 순환 계획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상 계획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한 에스토니아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비박스는 코로나 19 의 

여파로 발생한 운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 계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에리스 왕 비박스 공동설립자는 ‘싱가포르 또는 베트남과 같이 감염 사례가 비교적 적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위치한 지점으로 코어 개발팀을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리스 왕에 따르면, 비박스의 트레이딩과 마케팅, 고객 응대 서비스 등 업무는 코로나 19 의 영향을 

그리 크게 받지 않았다. 하지만 신제품 개발 및 잠재적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 행사 등은 크게 지장을 

받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는 3 월 런던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할 가능성을 닦아 놓기 위해, 런던에서 중국계 크립토 

펀드 및 사모 투자 기업들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잠정적으로 지연된 상태다.’ 

새로운 토큰을 상장할 때 비박스의 제품개발팀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고 거래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기술개발팀과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현재로선 거의 불가능해졌다. 

거래량 기준 세계 3 대 거래소 중 하나인 오케이이엑스 또한 춘절 연휴 이후 영업을 재개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 하오 오케이이엑스 CEO 는 홍콩 지점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현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대중 밀집 

지역을 피하며, 출장을 가능한 줄이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하오 CEO 는 ‘모든 사무실을 철저히 소독했고,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스크와 손세정액, 

알코올 소독제 등의 보호 용품을 구비했다’고 말했다. 

오케이이엑스는 또한 음성 및 영상 컨퍼런스 소프트웨어 등 IT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다. 하오 CEO 는 

이를 통해 재택근무를 원활히 하고, 전세계 지점을 아우르는 정상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격 근무, 원격 컨퍼런스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중국에 위치한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들도 코로나 19 의 여파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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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난과 오케이그룹, 저장성 칭화대학 장강삼각주 연구소 등이 공동설립한 블록체인 육성센터 비랩은 

일부 입주 기업에게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열기로 결정했다. 

베이징 기반 블록체인 기업 컨플럭스의 크리스천 어털(Christian Oertal) 수석 마케팅 총괄은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개최하려던 수많은 오프라인 행사 계획을 다시 짜야 

했다’면서 ‘온라인 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직원들의 건강이 그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도 노출돼선 안 된다’면서 

‘컨플럭스의 모든 직원이 각자 집에서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량의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채굴도 블록체인 산업에서 코로나 19 확산의 영향을 크게 받은 분야 

중 하나다.  

비트메인과 마이크로비티, 카난 등 채굴 기업들은 잇따라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인해 물류에 제약이 

생기면서 채굴기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채굴장을 폐쇄하는 한편, 몇몇 채굴장은 채굴기 유지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채굴업자들 사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채굴 난이도 성장세 또한 

코로나 19 확산 이후 주춤해졌다. 이는 채굴업자들이 마이닝 파워가 더 좋은 새 채굴기로의 업그레이드를 

멈췄다는 걸 시사한다. 지난달 11~25 일 2 주 동안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성장세는 지난해 12 월 초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3. 텐센트, ‘급속버전’ 블록체인 영수증 발급 시스템 도입 (비아이 뉴스, 2020.03.5) 

선전시 세무국이 텐센트 블록체인과 손잡고 위챗페이에 기업용 블록체인 전자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3 일 중국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에 따르면 텐센트는 위챗페이에 30 분 만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급속 기업용 블록체인 영수증 서비스'를 추가해 거래성사 시 영수증 발급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선전시 세무국 과학기술발전처 리하오하오(李皓皓) 처장은 ‘납세자들이 법인을 등록하면 블록체인 

전자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면서 ‘온라인 세무국에 세목을 신고하고 통신사에 접근 

권한을 부여한 후 위챗 기업계정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전자영수증은 허위 영수증 발급 행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보다 공정한 거래와 납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 세무당국은 기업들이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영수증을 

한정 수량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블록체인 전자영수증 시스템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지불, 거래행위, 영수증 발급 등 3 단계가 

통합되는 셈’이라며 ‘데이터를 세무서와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종이 영수증'의 존재 의미가 낮아진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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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챗 블록체인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 영수증'과 '영수증 발급 장비'를 따로 마련할 

필요 없이 스스로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전자영수증은 보관, 분류, 점검, 통계 등 기존 종이 영수증 관리 작업을 생략해 인건비를 크게 절감하는 

동시에 실수를 피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영수증 분실로 인한 신용등급 감점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폰 앱(App)만 설치하면 신속하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코로나 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취급자와 

승인권자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빠른 결산은 기업의 소득세 예납금의 부담도 낮출 수 있다. 

블록체인 전자영수증의 위변조 불가와 정보 추적 가능 등 특징을 통해 모든 영수증의 진실성,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선전시 세무국은 2018 년 블록체인 전자영수증 시범 서비스를 해 블록체인 영수증 시스템을 

위챗페이 플랫폼과 성공적으로 연동했다. 금융보험, 호텔 음식, 인터넷 서비스 등 100 여 개 업종에 걸쳐 

총 등록 상점 수가 1 만 5 개, 누적 영수증 발급 수량이 1684 만 장이 넘고 금액은 132 억 위안(약 2 조 

2536 억원)이 넘는다.   

 

4. 중국 후난성, 공식 블록체인 지구 설립 승인 (COINTELEGRAPH, 2020.03.05) 

중국 중부의 후난성이 뤄디(Loudi) 시에 완바오(Wanbao) 블록체인 지구 설립을 승인했다. 이는 후난성 

최초의 블록체인 지구라고 3 월 4 일자 현지 뉴스 보도는 전했다. 

후난성은 중국 내 블록체인 기업 수 상위권 지역 

중국의 2019 년 블록체인 지구 개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뤄디 시는 중국내 블록체인 지구 중에서 

17 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뤄디(Luodi) 블록체인 지구는 이미 쉐어즈링크(Shareslink), 하이퍼체인(Hyperchain), 인사이트 

데이터(Incite Data), 쉔젠 데팡 테크놀로지(Shenzhen Defang Technology)를 포함한 다수의 업계 선도 

기업들을 유치해놓고 있다. 

후난성에는 총 788 개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설립되어 있어 중국 내에서도 해당 기업 수 상위권에 

자리잡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후난성은 예비 단계로 완바오의 새로운 뤄디 시 지역과 징카이 지역의 다른 특별 지구, 그리고 창사 

시의 가오싱 지역에 주요 블록체인 산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부문 대거투자 행보 

하이난의 블록체인 시범지구는 중국 정부로부터 10 억 위안(1 억 4,200 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 

받았다. 

중국에서 블록체인이 주류화되는 추세 속에 블록체인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2023 년까지 2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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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116)  

 

 

 

진보하는 디자인 

매일 아침저녁으로 습관적으로 양치질을 한다. 점심 식사 후 양치질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가족이지만, 각자의 칫솔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컵은 공용으로 사용한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컵을 이용한다. 이것이 한국 가정이면 일반적이다. 만약 타인과 같이 

산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같은 컵을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따로 사용한다. 가족에게는 관대하다. 

그러나 세균 감염은 그런 것 따지지 않는다. 

양치질 이후 입 안을 헹구기 위하여 손으로 컵을 잡고, 컵 주둥이에 입이 닿는다. 만일 손과 입에 세균이 

있다면 컵에 먼저 전염된다. 그런데 별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다. 

 

  

 

 

 

 

 

 

자외선 혹은 UV LED 광으로 살균하는 칫솔 살균기 

광고를 보면 칫솔 모에는 변기에 묻어 있는 세균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다며, 살균을 강조한다. 그래서 

자외선으로 칫솔 모를 살균하는 그런 기기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양치질할 때 사용하는 컵 소독 기기는 본 적이 없다. 대형 식당에 컵보관기에 소독기는 본적이 

있다. 

집에서는 컵에 물을 받아 몇 번 돌려 헹군 후 버리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한다. 

컵을 사용한 후, 컵 안에는 물기가 남아 있다. 아침에 사용한 후, 저녁까지는 10~12시간동안 물기가 묻어 

있다. 만일 바이러스 등 균이 있다면 욕실의 따뜻한 기운과 수분으로 충분히 증식을 할 수 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여 지금까지는 공용으로 사용하였다. 이제는 아니다. 위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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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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시장에서 시판되고 있는 컵이 거꾸로 부착되는 컵 및 칫솔 핸드 

컵 바닥 자석이 있어, 선반에 거꾸로 부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다. 컵 안의 물기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컵 안은 건조하다. 아이디어는 좋다. 옆에는 칫솔 모는 UV LED 광선으로 살균할 수 있는 통이 있다. 기기 

위에는 간단한 화장품과 핸드폰도 거치할 수 있다. 

컵을 거꾸로 부착할 수 있으니 컵 안의 물이 남아 있을 수 없어 위생에 좋다. 그러나 물컵에 입이 닿는 

컵 주둥이를 살균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전기를 이용하여 자외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컵 주둥이와 컵 안을 소독하기 위하여 원통 부분과 원판 부분에서 UV LED 광선이 나오는 아이디어 

 

 

 

 

 

 

 

컵 주둥이를 소독하기 위하여 원판 부분에서 UV LED 광선이 나오는 아이디어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hkyoon60&widgetTypeCall=true&categoryNo=14&topReferer=https%3A%2F%2Fwww.naver.com%2F&directAccess=true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hkyoon60&widgetTypeCall=true&categoryNo=14&topReferer=https%3A%2F%2Fwww.naver.com%2F&directAccess=true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hkyoon60&widgetTypeCall=true&categoryNo=14&topReferer=https%3A%2F%2Fwww.naver.com%2F&directAccess=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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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물컵 주둥이 부분을 살균 소독할 수 있는 기능이다. 연보라색 부분에서 UV LED 광선이 나와 

물컵 주둥이 부분을 살균할 수 있다. 이렇게 콘셉트가 정해졌으면 이제부턴 디테일한 디자인이다. 

사장님은 사용자를 찾아 그들의 주거 환경과 양치질에 대한 데이터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가시화하면 

된다. 

디자인은 사회적 현상에서 탄생하였다. 

코로나 19 로 다들 숨죽여있지만, 이럴수록 달리 생각하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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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디어 일본은 끝났다 (Newsweek, 2020.3.6) 

   사진 1) 출처: Kim Kyung-Hoon-REUTERS.일본정부는 3 월 5 일,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은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입국규제를 정했다（사진은 하네다공항, 1 월 20 일）   

＜아베 총리가 표명한 중한 2 국의 입국 규제는 제대로 된 관료가 붙어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로 인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큰 경제 위기로 발전할지도 모른다＞ 

드디어 일본은 끝났다 

아베 총리는 5 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회의에서 중국, 한국에서의 입국자(양국에서 

귀국하는 일본인 포함)에 지정된 장소에서 2 주 대기하고 국내 공공 교통 기관을 쓰지 않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끝이다. 

학교의 일제 휴교요청은 99%잘못이지만, 이는 200%의 잘못이다. 

가치관의 차이, 전망의 차이, 사실인식의 차이, 모든 것을 넘어 모든 면에서 잘못된 어떤 입장을 취해도 

이 시책은 잘못이며 의미가 없기는커녕 일본을 적극적으로 망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물가대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하면 1 월 2 월초였다.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국내 대책이 전부이고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서 관광하러 일본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며 

비지니스다. 그리고 일본인도 포함되어, 이것은 100%사업이나 현지로부터의 대피자로 일본 경제를 깨는 

것뿐아니라 일본의 동포를 희생하는(격리된다면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리스크에 노출되게(폐렴의 위험 

뿐만아니라 여러 사회적 리스크) 된다) 조치이기 때문이다.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306-00010004-newsweek-int.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306-00010004-newsweek-int.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306-00010004-newsweek-int.vie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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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됐을까. 

＜지도자의 행동 바이어스＞ 

아베 총리의 개인적 잘못이 아니다. 

리더를 위기에서 떠받치다. 그것이 스태프의 역할이고, 일본에서는 관료의 역할이다. 그것에 실패하고 

있다. 모두 일부 관저관료 및 이들에 부수되는 가짜 전문가들이다. 

내가 정부에서 일할 때 배운 것은, 지도자는 위기에서 중압으로 꼼짝할 수 없다. 판단도 둔해지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된다. 그럴 때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고 사실적으로 잘못이 아닌, 다만 사고방식 

가치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시하고 결정하는 것은 리더이자 

정치이다. 나머지는 의사 결정 후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모두 거꾸로 

하고 있다. 그것이 관저의 수상의 추종자들이다, 라고 상상한다. 

있을 수 없는 선택지는 무엇으로도 멈춰야 한다. 의견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고, 당연하다. 그러나 어떤 

입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의사결정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리더는 초조해한다. 위기에 있어서는 

초조하다. 위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리더는 더 초조해진다. 

답답한 마음에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는 자신을 책망한다.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진다. 정의로운 

리더일수록 솔직하고 나이브하면 더더욱 움직이지 말아야 할 곳에서 움직인다. 그러한 행동 편견이 

존재한다. 그것을 막는 것이 측근, 브레인, 스태프의 역할이다. 

＜위기에 약한 일본＞ 

일본은 원래 그런 위기에 약하다. 태평양전쟁도 점점 약해져, 앉아서 경제적 패배를 감수해야 할 때 참지 

못해 이길 수 없는 도박을 했다. 

2011 년 3 월 11 일도 그렇다. 원전 사고는 반성하지만 일어난 사고를 받아들여 담담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총리가 스스로 후쿠시마 제 1 원전 현지에 뛰어드는 식의 쓸데없는 움직임으로 사고를 확대해 

세계적 악평을 높이고 소문을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확산시켜 쓸데없이 경제적 위기를 확대했다. 

이번 위기는 제 2 차 대전, 2011 년의 지진에 비하면 큰 위기가 아니다. 사스든 신종 플루든 터지면서 

세계적으로 정치 사회의 의사결정 판단 감정적 반응수준이 히스테릭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쓸데없는 위기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경제적 위기는 지금까지의 어느 것보다 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위기 자체는, 경미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못해 위기를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위기로 만드는 것은(실제로는 스페인 감기가 더 크지만) 어리석음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적으로 제안하자. 제악의 근원 스태프, 측근, 가짜 전문가를 교체하라. 그리고 중립적이고 성실한 

스태프, 진정한 전문가를 관저에 소집하라. 

리더 자신을 교체한다는 방안도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타당하지 않다. 위기 중에 리더는 

교체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번에는 지도자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 리더의 몇 가지 의사결정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었을 뿐이다. 더구나 그 오류는 사적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의 

정의감에서 오는 조바심이 잘못된 움직임이 되어버렸다는 행동경제학에서 보면 전형적인 행동 

바이어스이기 때문이며, 이 바이어스는 다음 리더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를 제거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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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자신이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스태프와의 관계, 관계구조를 바꿈으로써만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관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때가 리더가 교체될 때다. 

 

2. [신형 코로나] 세계를 강타하는 '공멸' 위협, 서플라이 체인 톱니바퀴가 

틀어지면...? (비즈니스+IT, 2020.3.4) 

   그림 1) 출처: 비즈니스+IT. 글로벌서플라이체인의 현상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에의 영향이 염려되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을 감안하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 타격이 매우 크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기업의 경영전략 그 자체의 재검토로도 이어질 

것이다. 

세계 산업은 미국과 중국이 움직여왔다 

2020 년 1 월의 단계에서는 대규모 감염은 중국 국내에 한정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중국에서는 공장 

조업정지나 물류망 두절 등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중국 내 감염이 마무리되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많았다. 하지만 이웃나라인 일본과 한국에서 사실상 봉쇄에 실패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대될 위험이 우려되기 시작했다. 

경제의 글로벌화로, 1 개 제품이 최종 출하될 때까지 많은 나라를 경유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감염이 확대될 경우, 동시 다발적으로 공장의 조업정지나 물류의 혼란이 발생하는 동시에 

사람의 이동 자체가 줄어 버리기 때문에, 글로벌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이 기능 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나온다. 업종에 따라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해 어느 정도 재고는 확보했지만 감염이 장기화되면 

그 효과도 없어져 버린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304-00037733-biz_plus-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304-00037733-biz_plus-bus_all.vie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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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세계산업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보면 된다. 미국의 2019 년 국내 

총생산(GDP)은 약 21.3 조 달러도 있고 미국의 왕성한 소비가 세계의 수요를 이끌었다. 

이 막대한 수요에 대해서, 대량의 물건을 제공해 온 것이 중국이다. 중국의 GDP 는 14.2 조 달러까지 

확대했으며 미국에 이은 규모가 되어 있다. 한편 유럽도 전체에서는 중국을 넘는 규모(18.7 조 달러)가 

있으며, 소비 국가로 각국에서 제품을 들이는 한편 독일처럼 높은 부가 가치 제품을 미국 등에 수출하는 

공업국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전에는 일본이 지금의 중국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인 지위 저하에 의해서, 일본은 중국과 

독일을 보완하는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게다가 동남아시아 각국이 급성장해 온 것으로, 중국 경제와의 

제휴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남 아시아 5 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를 

합산한 GDP 는 2.6 조 달러로 일본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중국이 세계의 허브가 되어 있다는 현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간에 있어서의 물건의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세계 최대 소비 국가인 미국은 

중국에서 연간 5,400 억달러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4,890 억달러, 일본에서는 1,440 억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1,200 억달러를 수출했으며 유럽에는 3,200 억달러, 일본에는 

760 억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기사 서두의 그림은 세계 전체의 무역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지만 거대한 소비시장인 미국과 그에 

준하는 유럽시장에 대해 중국이 대량의 제품을 공급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부품류에 대해서도 중국 공장에서 제품으로서 조립되어 최종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되는 케이스가 

많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액보다 중국과의 무역액이 커지고 있어 부감적으로 볼 때, 일본은 동남아시아 

각국과 같이, 벌써 중국 경제의 영향하에 들어가 있다. 

정리하면, 고도의 디바이스 등을 제조하는 일본, 어셈블리를 하는 중국, 저 부가 가치의 부재를 공급하는 

동남 아시아라는 3 개 경제권이 연계하여 미국과 유럽에 대량의 제품을 출하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간에도 대규모 수출입이 있지만 항공기, 자동차, 명품, 식재료 등이 중심이어서 아시아권의 공급망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범용적인 공산품으로 좁혔을 경우, 중국은 제조 거점이라고 해도, 무역의 중계 지점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대되었을 경우, 각지에서 공장의 조업정지나 사람의 이동의 

억제, 물류의 정체등이 발생한다. 

개별 업계마다 움직임은 다양하겠지만, 원래 중국에서 감염이 확대된 것이나, 일본이나 한국, 타이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감염이 확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중국을 기점으로 한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그림의 붉은 범위). 게다가 이 범위에 포함되는 무역 

중에서 금액이 큰 것이 요주의 포인트가 된다. 

대상 범위 안에서 수출입의 금액이 큰 것은 중국에서 미국에의 수출(5,400 억달러) 중국에서 유럽 

수출(4,280 억달러) 중국에서 동남아 수출(3,590 억달러)인 셈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중국으로부터 염가의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으므로, 만약 중국에서의 생산이나 

물류가 정체될 경우, 자국산 혹은 중남미등에서의 수입으로 전환하게 된다. 자국산 밖에 선택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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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는, 물가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저부가가치 공업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생활에 

있어서의 긴급성은 낮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적 유예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영향은 특히 크다 

주목할 것은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이다. 유럽과 미국은 완전히 소비국가여서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신경만 쓰면 

된다. 미국과 유럽 간에는 활발한 무역이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물류가 막힐 정도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을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 각국은 유럽과는 꽤 모습이 다르다. 

중국은 유럽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출 초과이므로 공산품 수출이 막혔을 경우의 영향이 크다. 또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대중국에서 수출액이 대항하고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 방금도 설명했듯이, 중국, 

일본, 동남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체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 대유럽 수출이 멈추면,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이 

혼란스러워진다. 일본의 경우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부재가 들어오지 않아 대미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에서 소비재나 중간재를 수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혼란이 길어지면 점포에서 상품이 결품되거나 식재료를 조달할 수 없는 등 소비시장에도 타격이 될 

것이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번 감염 확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인 

것은 거의 틀림없다. 특히 일본에 있어서 중국은 공업제품의 중요한 수출처인 것과 동시에, 생활용품의 

조달원이기도 해, 양국의 무역이 정체하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이 미친다. 

미중무역전쟁이 일본의 무역을 바꾼다 

일본은 국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기도 해, 일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불신감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벌써 운명 공동체가 되고 있어 중국의 감염이 길어져도, 국내의 

감염이 길어져도, 국내 경제는 큰 마이너스가 된다. 

동남아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연계해 감염 확산을 막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모두 공멸하는 

게 현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각국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망(supply-chain)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양국의 분단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의 대중 수출의 일부는, 최종 제품으로서 미국에 재수출되고 있다. 이는 미중 

분단이 가속화될 경우 중국을 통한 대미 수출 루트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국은 내수형 

경제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나 유럽에 버금가는 소비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일본이 계속해 수출을 실시한다면, 중국을 최종 소비지로 하는 제품 전략으로 시프트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유럽시장과 중국시장의 소비자의 기호는 크게 다르므로 일본기업에 있어서 중국시장의 

공략은 간단하지 않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대는, 일본의 무역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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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바운드 수요 증발로 ‘2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회복은 언젠가   

(DIAMOND online. 2020.3.4) 

사진 1) 출처: PIXTA 

1-3 월기의 실질 GDP 전기 대비 연율 2.8%감소 전망 

실질 GDP(국내 총생산)이 2019 년 10~12 월 분기에 전기 대비 연율 ▲ 6.3%(전기 대비 ▲ 1.6%)급락한 

것은 기억에 새롭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방일 관광객 감소와 수출 감소로 올해 1~3 월기도 

연속’마이너스 성장’이 될 정세다. 

그중에서도 인바운드 수요의 ‘의존도’는 2003 년 SARS 혼란 시절보다 월등히 높아지고 있지만 2 월 이후 

가장 많은 중국 본토로부터 방문객은 ‘증발 상태’이다. 

중국으로부터의 방일객은 예년, 여름에 증가하므로, 여름까지 신형 바이러스의 문제가 수습될지 어떨지가, 

당면 포인트가 된다. 

지난해 10~12 월기의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 원인은 주로 3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1)동년 10 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의 반동 감소와 실질 소득 감소, (2)난동에 의한 계절성이 높은 

소비 행태(스키 등)의 억제 (3)태풍 19 호로 대표되는 천재지변으로 기업 생산 활동과 소비자의 행동이 

둔화된 것이다. 증세나 태풍 같은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지만 이 시기의 경제 성장률은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일본이 특히 낮았다. 문제는 이어 현재의 2020 년 1~3 월기가 어떻게 될지 이지만, 필자는 

2020 년 1~3 월기도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 2.8%(전기 대비 ▲ 0.7%)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실질 GDP 는 2 분기 연속으로 전기 대비 마이너스가 되는, 이른바 ‘테크니컬 리세션’에 해당한다. 

게다가 그 경우 2020 년 성장률도 ▲ 1.1%(2020 년도에는 ▲ 0.3%)와 떨어질 것이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304-00230615-diamond-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304-00230615-diamond-bus_all.vie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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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운드 수요 급감 수출감소로 설비투자 미뤄질수도 

1~3 월기도 GDP 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말할 것 없이 신형폐렴(COVID-19)문제의 영향이 있다. 

첫번째로 신형폐렴에 의해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인바운드 수요(비거주자 가계에 의한 일본 내에서 

직구)가 침체. 이는 서비스 수출의 급락이라는 형태로 GDP 의 발목을 잡는다. 

둘째로 중국에서 제조업 생산 활동이 일시 정지에 내몰리면서 물건의 수출도 감소를 면할 수 없다. 또 

그것이, 국내에서의 설비 투자의 재고로 연결될 것이다. 

세번째로 감염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발길이 떨어짐으로써 사물·서비스를 막론하고 개인 소비가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 실질 GDP 는 지난해 10~12 월에 이어 1~3 월기 역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SARS 나 H1N1 때보다 현격히 높아진 의존도 

그 중에서도 향후의 경기는, 특히 신형 폐렴의 영향에 의한 인바운드 수요(서비스 수출)의 하진이 어느 

정도 계속되는지에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 

2019 년 10~12 월 분기 시점에서 일본의 인바운드 수요는 연간 4 조엔대 중반, 즉 GDP 의 0.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SARS(2003 년)와 H1N1(2009 년)이 문제가 되었을 무렵 일본에서는 인바운드 수요는 연간 

1 조 엔에 달하지 않아 그 존재감은 지금과 비교해서 현격히 작았다. 

인바운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해 온 배경으로, 방일 외국인객수의 눈부신 증가가 있다. 

10 년 전의 2010 년에는 861 만 명이던 방일 외국인객 수는 최근 2019 년에는 3188 만명으로 한꺼번에 

3000 만명 선을 넘어섰다. 

특히 증가가 두드러진 것이 중국 본토로부터 방문객 수에서 2019 년에 1000 만명에 육박했다. 

즉, 방일 외국 손님 수의 약 3 분의 1 이 중국 본토에서이다. 반면 일본의 출국자 수는 연간 2000 만명에 

그친다. 

이처럼 방일이 출국을 크게 웃돌면서 여행수지(서비스수지의 일부)는 GDP 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해 왔다. 

그것이 이번 COVID-19 문제로, 반전해서 여행 수지는 강하게 하향 눌림압력을 받고 있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방일 외국 손님 수 1 월 90 만명이상에서 2 월은 ‘증발’ 

일본 정부 관광국(JNTO)은 1 월 분까지 ‘방일 외국인 고객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COVID-19 에 의한 일본의 인바운드 수요와 경기에 대한 영향을 살피는 데 갑자기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통계다. 

다만 이 통계에서는 2019 년 12 월 분 및 2020 년 1 월 분은 ‘개략수’라고 하는 평가로 몇 국적별 

상세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유럽으로부터의 방일 외국인수는 ‘개략’단계에서는 발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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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 월 분의 통계를 과거 1 월 분과 비교하면 COVID-19 의 진원지가 된 중국 본토의 급증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 월에는 중국 본토로부터 방문객 수는 첫 ‘90 만명이 넘는 ‘것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신형폐렴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1 월 27 일 국외 단체 여행을 금지했다. 그러므로 

2 월 이후에는 중국 본토로부터의 방일자 수가 거의 증발하는 것이 확정됐다. 

일본의 여름을 좋아하는 중화권 수습되면 회복의 기대 

일반적으로, 방일 외국인 고객 수가 가장 늘어나는 시기는 4~7 월, 즉 봄부터 초여름까지이지만, 국적별로 

보면 다른 계절성이 있다. 

중국 본토 등 중화권에서의 방일 실질객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름철이고 유럽에서 방문객 

수는 오히려 여름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중화권에 대해서는 1~2 월 춘제 연휴로 잘 알려져 있지만, 중화권의 사람들에게 춘제는 해외이 아닌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이며, 한편 여름철이 해외 여행을 떠나는 시기 같다. 

이것은, 신형 폐렴의 수습이 여름 철보다 전에 실현되면, 중화권으로부터의 방일 외국객수의 증가 국면에 

맞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올해 여름에는 도쿄 올림픽 올림픽(도쿄 2020)가 개최된다. 

도쿄 2020 에 대해서는 중단 혹은 1 년 연기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신형폐렴 문제를 여름철에 맞게 

수습 방향을 향한다면 (1)도쿄 올림픽 올림픽 개최 (2)여름철의 중화권의 방일이라는 2 가지 경로를 거쳐서 

2020 년 후반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회복으로 경기 시계가 풀릴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4. 신형 코로나 쇼크, 드디어 일본경제에 바짝 다가선 ‘타임리밋’의 정체 

 (현대비즈니스, 2020.3.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기 시작했다. 감염증이 

확대될 경우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상황을 정리한 뒤 대처하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미 외식에서 소매로 영향이 확대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대될지 어떨지를 놓고 정부가 전국의 초중고교에 

대한 일제 휴교 요청에 나섰다. 일본의 경우, 전국적인 검사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제로 

몇 명의 감염자가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역학적인 기초 데이터를 입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책에 대해서도 추측을 기초로 입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시점에서 수만명 이상의 

잠재적인 감염자가 존재하는 것은 거의 틀림없어, 많은 국민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공통 인식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304-00070795-gendaibiz-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304-00070795-gendaibiz-bus_all.vie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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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출처: 현대비즈니스 

일반적으로 감염증이 확대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관광업이다. 관광업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곧 항공업계에도 그 영향이 미친다. 전체적으로 외출이 줄어듬으로, 이벤트의 연기등이 잇따라, 

머지않아 외식산업이나 소매점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해 물건전반이 팔리지 않게 되면, 드디어 제조업이 

생산축소 모드에 들어간다. 지역에 따라서는, 사람의 이동이나 물류에 제한이 더해지므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이 혼란해, 이른 단계부터 물품 부족이나 결품이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사진 2) 출처:〔PHOTO〕iStock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304-00070795-gendaibiz-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304-00070795-gendaibiz-bus_all.view-001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304-00070795-gendaibiz-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304-00070795-gendaibiz-bus_all.view-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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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감염이 확대되면서 (1)관광업 (2)항공사 (운수업) (3)이벤트업 (4)외식 (5)소매업 (6)제조업의 

순서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므로 소매라도, 일용품과는 

정반대에 있는 고가품 관련은 (1), (2)의 단계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높고 제조업도 공급망 혼란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우 조기 단계에서 출하가 어려워진다. 

2 월 중순 현재 관광지는 눈에 띄게 사람이 줄어들고 있었으므로, 이 업계는 꽤 타격과 되었을 것이다. 

정부는 2 월 26 일 행사의 자제 요청을 행한 점에서 Perfume 이나 EXILE 의 공연이 취소되는 등 대규모 

행사가 일제히 중단이나 연기되어 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를 운영하는 오리엔탈 랜드는 2 월 29 일부터 

도쿄 디즈니 랜드와 디즈니 씨를 휴원하고 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도 이날부터 휴원에 들어갔다. 

각지의 음식점에서는 취소가 늘었으며 이 원고를 쓰는 3 월 2 일 현재 일본 경제는 이미(4)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된다. 중국과 물류 체인을 구축한 소비재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데 앞으로 생산 축소를 검토하는 기업도 나오기 때문에, 3 월 이후는 소매점과 제조업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진 3) 출처: 〔PHOTO〕iStock 

제조업에도 영향이 미치면 장기화는 불가피 

이미 의류 업계에서는, 서플라이 체인이 혼란하고 있는 관계로 봄 상품을 준비하지 못하는 업체가 늘고 

있어 제 4 분기 실적의 영향이 염려되고 있다. 건축이나 리모델링 업계에서도 일부 건자재의 공급이 끊겨 

안건에 착수할 수 없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다. 건축이나 리모델링의 경우, 하나의 안건이 정지했을 경우, 

건축 자재뿐만이 아니라, 전설 관계, 인테리어, 가전 등 많은 업계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련의 영향이 제조업 전반에 파급될 경우, 일본 경제는 광범위하게 큰 타격을 받는다. 특히 국내 

소비에는 상당한 타격이 되는 것 외에 설비투자의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영향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원래 일본 경제는 임금 저하가 진행된 것에서 소비가 현저하게 침체되면서 지난해 10 월의 소비 증세로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304-00070795-gendaibiz-bus_all.view-002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304-00070795-gendaibiz-bus_all.view-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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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상황은 악화했다. 2019 년 10~12 월기의 GDP(국내 총생산)성장률은 물가의 영향을 고려한 실질(계절 

조정 후)에서 마이너스 1.6%(연율 환산 마이너스 6.3%)로 예상을 뛰어넘는 하락이 되었다. 

개별 항목은 개인 소비가 마이너스 2.9%, 설비 투자가 3.7%의 마이너스, 주택이 마이너스 2.7%로 미리 

지출액이 정해져 있는 정부 지출을 제외하고 거의 궤멸 상태였다. 

지금까지 소비 증세등에 의해서 개인소비가 얼어붙어도, 기업의 설비투자는 거기까지 침체되지 않는 

것이 많았지만, 이번은 설비 투자의 마이너스폭도 크다. 속보치(速報値)의 단계에서는 수요측의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으므로 정밀도에 한계가 있지만, 개정치에서도 설비투자의 하락이 컸을 경우, 기업이 꽤 

비관적으로 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2020 년 1~3 월기에 대해서는 이 상태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더해져 상당히 나쁜 숫자를 예상하는 

것이 좋다.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일부 생산라인에서 고용조정이 이뤄질 수 있고 이것이 

소비악화를 심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로 증시에서는 주가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 2 월 24 일부터 28 일 1 주에, 다우 평균 주가는 약 

3700 달러, 비율로 13%라는 리먼 쇼크 이후의 기록적인 하락이 되었다. 참고로 2002 년부터 2003 년까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감염 확대로 홍콩 주식 시장의 항셍 지수가 최대 19%하락, 다우 평균 

주가는 18%하락, 닛케이 평균 주가도 18%하락했다. 

이는 SARS 가 유행한 전 기간을 통한 하락 폭이지만 이번에는 불과 1 주일 만에 다우가 12%하락한 

것으로 당시보다 사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SARS 때에는 주가가 바닥을 친 것은 한센이 

이듬해 4 월 다우가 이듬해 3 월, 닛케이 평균이 이듬해 4 월이었다. 시장의 본격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것이 좋다. 

소비자, 생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 

국내 감염 확대로 정부는 백신 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 153 억엔의 긴급 대책을 결정했으며 일본 

정책금융공고 등을 통해서 5000 억엔의 긴급 대출·보증 한도를 설정하고 관광 산업 등 중소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경제 파장이 심각한 현실을 감안할 때 더 큰 규모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중요한 것이 생활자나 소비자에 대한 지원이다. 

이미 기업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을 무급으로 자택 대기시키거나 파견 고용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통해 이런 사태를 막는다는 것은 교과서적으로는 맞지만 지금은 모종의 

비상 상황이므로 가치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원래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지원책이 있어도, 그것을 종업원에게는 환원하지 않고, 

단순한 회사의 연명에 사용해 버릴 가능성이 있어, 경제적으로 약한 입장의 사람을 중심으로 생활 

빈곤자의 급증이 예상된다. 부당해고 같은 것은 없어야 하고 적정하게 지원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지만 비상시에는 그것에도 한계가 있다. 

(부당해고를 정당화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지만) 일부 기업이 부당해고 등으로 치닫는 것을 전제로, 

생활이 극도로 곤궁한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기업에 대한 경제지원과는 별도로 저소득자에 대한 일률적인 

현금 지급이나 전자화폐 충전, 공공요금 환급 같은 시책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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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생활이 극도로 악화돼 소비경제가 파괴되면 설령 감염이 종식되더라도 경제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경제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으로 성립하고 있으며, 내수형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수요측, 즉 생활자·소비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3 월중의 봉쇄에 실패할 경우는… 

참고로, SARS 는 2002 년 11 월에 감염 확대가 시작되어, WHO(세계 보건 기구)가 수습을 선언한 것은 

2003 년 7 월이어서 완전 수습까지 8 개월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번에 이미 사스 규모를 넘어섰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역학상 완전 수습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 경제는 역학상 

완전수습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사스 때도 봄 이후 경제는 상당히 좋아졌다. 

만약 국내 감염 대책이 효과를 내어 3 월 중에 어느 정도의 봉쇄에 성공하면 1~3 월기의 GDP 를 희생할 

뿐, 여름 이후는 어떻게든 회복 궤도로 올라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3 월 중 봉쇄에 실패한 경우 설비 

투자라는 긴 사이클의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경제에 악영향이 2020 년도 전부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덧붙여 필자가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올림픽에 대해서, 정부가 ‘개최 예정에 

변경은 없다’라고 앵무새 같은 설명으로 시종 하고 있는 것이다. 

시시각각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 최악의 사태까지 포함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일본의 국제적인 신용이 실추되고 만다. 만약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일본 경제 자체에 대한 불신임이 되어, 

올림픽 개최의 시비거리가 되어 버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