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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NEWS 

▶ 코로나 19 확진 백만이상, 화웨이 글로벌 방역행동 시작 (지동서智东西, 2020.4.3) 

▶ 루이싱커피에 이은 중국 상장사 사기 사건 공개의 시작과 끝 (텐센트과기, 2020.4.8) 

▶ 중국 특허신청 세계 1 위! 화웨이굴기로 미국 41 년 독점 깨트리다 (텐센트과기, 2020.4.10) 

▶ 3D 프린터기로 생산한 마스크를 미국에 나르고 있는 보잉기 (IT 의 집 IT 之家, 2020.4.11) 

▶ 루이싱커피, 미친 듯이 중국 신용 깍아내리다 (쟈화자본, 2020.4.7) 

ISSUE 및 시장동향  

▶ 온도없는 택배 배후에 숨어있던 조급 시장이 열린다 — 이오왕(亿欧网) 제공  

▶ 뤄용하오(罗永浩), 리쟈치(李佳琦)의 불 같은 인기 배후, 왜 절반이상의 인터넷 사이트가 

라이브방송 제품 판매를 하는 걸까? — 란차이징(燃财经) 제공  

▶ 불확정성에 놓인 글로벌 공급체인 — 화씽자본(华兴资本)제공 

▶ 양자컴퓨터 시리즈 42) 바이두 2020 년 글로벌 TOP 10 양자컴퓨터 회사로 등극  

— 환구왕(环球网) 제공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 PLAYCOIN 제공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121) — 윤형건 교수 제공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신형코로나 ’과거 천년간 없었던 경험’과 전문가 ’완전 종식 시기’를 역사로부터 예측     

(AERAdot, 2020.4.9) 

▶ ’코로나 경제대책’을 잘못하면 일본의 ‘후진국’화가 거의 확정되는 건에 대해서  

(DIAMOND, 2020.4.7) 

▶ 짐로저스 ‘아베수상과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우책으로 일본 파멸’ (AREAdot, 2020.4.10) 

▶ 짐로저스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어도 일본경제가 일어날 수 없는 이유 (AREAdot, 2020.4.3) 

▶ 너무 뒤떨어져 있던’ 일본인 IT화’ 코로나로 단숨에 진행된다면…  (현대비즈니스, 2020.4.12) 

▶ 신형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확대에 대해서, 강력한 권력을 가졌을 아베정권이 이렇게까지 무능

한 이유 (HARBOR BUSINESS, 2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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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긴급 사태 선언…’가장 두려운 것은 코로나가 아닌 아베신조 (PRESIDENT Online, 2020.4.10) 

▶ ’긴급 사태’라는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 긴급 경제 대책의 내용 (DIAMOND, 2020.4.10) 

▶ 과거 최대108조엔 ‘코로나 경제대책’의 평판이 나쁜 ’이것만큼의 이유’ (현대비즈니스, 2020.4.9) 

▶ ‘조건부 현금급부’의 내용이 무서울 정도로 나쁜 이유 (동양경제, 2020.4.12) 

▶ 일본 의사회가 ‘신형코로나 대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황당한 실태 (현대비즈니스, 2020.4.12) 

“코로나19 대응” 중국 중앙정부 정책 

◆ 과학기술 

▶ 해하（海河）수리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나서 남수북조(南水北调)동선 2기 공사의 

전반 업무 조정 배치                                                           (2020.2.16) 

◆ 금융 

▶ 5부, 합동으로 화상 회의를 열어, 전염병 방지 강화 중점 보장 기업 자금 지원 사업을 배치                     

(2020.2.10) 

▶ 재무부·교육부, 학교들이 자금 문제로 인해 코로나19 예방 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지지                                                                      (2020.2.10) 

▶ 저장(浙江)서 소기업 위기 극복 위해 16개 금융조치 지원                          (2020.2.10) 

◆ 의료 

▶ 온라인 진료，전염병 예방 통제 추진                                             (2020.2.10) 

▶ 국무원 연합방위체제: 농촌지역 전염병 확산 방지                                 (2020.2.12) 

◆ 정책 

▶ 국무원 연합방역기구, 과학적 방역 및 통제와 기업의 복귀에 관한 통지 발행        (2020.2.10) 

▶ 국무원, <등급별 과학방역정책에 관한 피드백> 배포                               (2020.2.18) 

◆ 취업 

▶ 후춘화 국무원 부총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일자리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 (20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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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 19 확진 백만이상, 화웨이 글로벌 방역행동 시작                   

(지동서 智东西，2020.4.3)  

   사진 1) 출처: 지동서(智东西) 

오늘 화웨이 클라우드는 글로벌방역행위를 선포했다. AI 의료 서비스와 관련 클라우드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하고 동시에 전지구를 향해 공동으로 과학 방역을 할 파트너를 모집한다고 공표했다. 

   사진 2) 출처: 지동서(智东西) 

주간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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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간으로 4월3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데이터에서 전지구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5 만명을 넘었다. 이는 100 만명의 병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한 사람의 병이 있다면 이는 

100 만명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체를 목도한 중국정부는 세계 각국을 향해 연이어 물자, 인력, 경험지원을 제공하였고, 중국내 

민간조직, 과학기술기업도 연달아 각국을 향해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화웨이 클라우드도 방역에 

조력하는 과학기술기업 중 한 일원이다.  

신종코로나 전염병이 전지구 범위로 유행한 후 가장 먼저 화웨이 클라우드는 AI 보조 선별 검사 

시스템을 필리핀, 에콰도르, 파나마 등의 국가와 지역 병원에 설치하여 AI 열 화상 온도감지 시스템을 

아르헨티나 국제공항에 옮겨 여행객에 대해 무접촉 체온측정을 진행하고, 연합파트너가 인도네시아에 

적용할 온라인 교육 솔루션안을 시작했다. 

화웨이클라우드 전지구에서 방역행동 전개 

화웨이클라우드 기술 방역 조치는 이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라틴아메리카 등의 지역에 

진입했고, 방역 콘트롤, 의료진단, 온라인 교육 등 다방면에 보급되었다. 이중 화웨이클라우드 AI 의료 

서비스는 이미 전지구 100 여개 병원에 적용했다.  

    사진 3) 출처: 지동서(智东西), 에콰도르 부총통 Otto Sonnenholzner 가 화훼이 클라우드에게 보낸 감사의 서신 

이번 ‘글로벌 방역 행동’에서 화웨이클라우드는 또 어떤 새로운 조치를 내놓았는가? 이번의 조치는 

전지구가 직면한 심각한 상황의 병원, 환자, 의료연구자, 기업에게 진실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화웨이 

클라우드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개방한 서비스부터 말해보자.  

1. 화웨이 클라우드 개방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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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웨이클라우드가 세계에 개방한 서비스 중, 의료영역과 직접적으로 상관있는 것은 

화웨이클라우드 EI 의료지능체（EIHealth）다. 이것은 한 셋트의 의료 전문 AI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주로 

유전자 조합 분석, 의료 영상, 약물 연구개발 3 대 영역에 걸쳐있다. 

   사진 4) 출처: 지동서(智东西), 

화웨이 클라우드 EIHealth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조합 분석 서비스 

전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최근 모두 무증상감염 사례가 출현하면서 아이슬란드도 얼마전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종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형체에 감염된 것이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전염병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며 바이러스의 다변화와 교활함과 

인류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 있다.  

현재 화웨이 클라우드 EIHealth 를 통해, 각국 의료기구는 바이러스 유전자조합 검측, 바이러스 유전자 

조합 조립, 바이러스 진화 분석 등 여러 종류의 통용되는 연구도구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어 바이러스 

검사 진행부터 방역 약물 발견에까지 적용하여 쓸 수 있다. 

화웨이 클라우드 EIHealth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조합 검측 서비스는 2 세대 유전자 시퀀싱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조합 탐지 시간을 몇 시간에서 10 분으로 줄여 연구원들이 

바이러스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화웨이 클라우드 코로나 19 AI+CT 확진 보조와 양화 분석 서비스 

페부 CT 영상은 검사한 발열자가 코로나 19 환자인지 판단하는 첫 번째 관문이나 의료인력이 부족하며, 

의료 간호 인력의 접촉 감염 위험도 크며, 의사 진단 경험 부족 등의 문제는 검측 난도를 더욱 

증가시킨다. 전염병이 심각한 이탈리아 베르가모시에서는 매 30 명당 한 사람 꼴로 감염되었고, 정부 

대변인은 ‘이곳 병원 사분의 일의 의사도 이미 감염되었다. 그들은 마스크가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며 

간호사가 필요하다. 일체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화웨이 클라우드는 코로나 19 전염병 AI+CT 보조진단과 양화분석 서비스를 목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완곡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의사는 쾌속으로 정확하게 CT 양화 결과를 얻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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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전염병 환자를 초기에 걸러낼 수 있으며, 의사가 부족한 문제•격리 방역 압박 등의 상황을 대폭 

완화시켰다.  

  사진 5) 출처: 지동서(智东西), 화웨이클라우드가 조력하는 바이러스 유전자조합 검측 시퀀싱 데이터상에서 클라우드 분석과 

탐지 키트 개발 촉진 

사진 6) 출처: 지동서(智东西), ▲화웨이클라우드가 지지하는 AI 보조 의학영상 양화 분석시스템이 CCTV 에 보도됨<집중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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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데이터에 의하면 화웨이 클라우드 코로나 19 전염병 AI+CT 보조진단과 양화 분석 서비스 시스템은 

단일 병 사례의 결과를 초단위로 아웃풋하고 정도를 분할하여 의사의 수동묘사와 정확성이 고도로 

일치하고, 코로나 19 전염병 진단 민감도가 99%를 넘으며 코로나 19 환자를 순서에 따라 조사하는 

정확도와 효율을 대폭으로 높였다고 한다.   

화웨이클라우드 EIHealth 대규모 컴퓨터 방역 약물 선별 보조 서비스 

전염병 기간 우리는 빈번하게 각종 ‘특효약’의 보도를 들어왔다. 그러나 방역약물의 선별 선택과 연구 

제조는 긴 과정으로 여전히 코로나 19 전염병에 관해 완벽한 약물은 없다. 

화웨이클라우드 전영병 약물 선별 서비스는 약물 연구개발과정을 축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천만회가 넘는 시뮬레이션은 방역약물 선별을 쾌속으로 몇 시간내 완성하게 도와준다. 화웨이 클라우드 

AI 텅셩(昇腾)그룹서비스, ModelArts 원스톱 AI 개발과 관리 플랫폼의 AI 능력에 기초하여, 화웨이클라우드 

방역약물 선별서비스는 약물 영역의 다중 알고리즘, 도구, AI 모델과 자동화 프로세스라인을 집대성하였다.  

전세계 각지의 연구기관, 제약회사는 이 서비스에 기반하여 단백질 동일원 모델, 분자동력학 시뮬레이션, 

단백질과 억이 넘는 소분자화합물을 타겟으로 한 대규모 가상 약물선별을 완성할 수 있다. 

     사진 7) 출처: 지동서(智东西), 단백질타겟 NSP16 약물 선별 결과 

그외 상술한 의료 서비스외에도 화웨이 클라우드는 전세계 각국에 사람들의 온라인사무, 클라우드 교실 

등의 각종 영역에 지원할 수 있다. 코로나 19 전염병의 돌발은 공공위생안전에 있어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며, 한 편으로 전염병 관리와 치유가 가장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활과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 또한 화웨이 클라우드가 기반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기술이 우세한 영역이며, 인력과 물자를 기꺼이 투입하기를 원하는 영역이다. 

이외에도 화웨이 클라우드는 글로벌 방역 파트너 계획을 발표했는데, 원격사무, AI 방역, 기업협동, 

스마트의료, 온라인교육 5 대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전세계를 향해 합작 파트너를 모집한다. 계획에 

참여하는 파트너는 최고 3 만 달러의 무료 클라우드 자원을 획득하게 되며 화웨이 클라우드 해외시장에 

입주하여 비즈니스, 기술, 시장 등 전방위적 지원을 받게 된다. 

2. 성곽을 보호하는 방역기술 

‘글로벌 방역행동 시작’전 중국의 코로나 19 방역중, 화웨이 클라우드는 이미 한 차례의 실전 경험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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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춘절 코로나 19 전염병이 갑자기 증대하여 베이징, 광동 모두 첫번째 환자가 발생했고 

사람들간의 왕래에도 이전과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미래의 한 계절을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의해 갇혀있고 그저 재택 근무, 재택학습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다. 

이때 화웨이 클라우드는 긴박하게 결정을 내린다. —— 1 월 25 일~6 월 1 일 기간, 스마트 업무 플랫폼 

화웨이 클라우드 WeLink 를 사용자를 위해 무료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전국 

만개 사에 가까운 의료기관은 화웨이 클라우드 WeLink 를 쓰고 있으며, 정부•금융•에너지•제조•교통 등 

업계의 사용자 모두 WeLink 를 사용하고 있다.  

화웨이 클라우드도 AI 기술을 응용하여 파트너와 연합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전문 방역 관리 

감독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고 유전자 시퀀싱, 약물 선별, AI 보조 진단, 병증 답방, 마스크 식별 등 

여러 장면에 사용할 수 있다. 

나노검사 기반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시퀀싱 키트의 연구 개발을 완성하는데 조력하고 있다: 파트너와 

연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자동화 감정 클라우드 플랫폼 출시했고 절강대학과 연합하여 바이러스 

분류 지식 지도 구축, 전국 각지의 정부 기관, 학교, 기업 등을 위해 스마트 언어 답방 시스템을 만들었다. 

클라우드컴퓨팅, AI 콤비네이션 권법이 하나하나 나와 클라우드, 엣지컴퓨팅, 사물인터넷 단말에까지 

미치고 모두 화웨이 클라우드가 전세계를 향해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의 보호막이 되고 있다. 

   사진 8) 출처: 지동서(智东西) 

결론: 기술은 전염병을 막고 전세계가 공동으로 난관을 극복하게 한다. 

전세계를 석권한 전염병은 전인류의 재난이다. 인류는 공동 도전에 대면하여 단결하고 합작해야 하며 더 

많은 더 좋은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며, 과학기술 기업도 다양한 방식으로 능력을 더한다. 

코로나 19 전명병 상황하에서 나날이 성숙하는 클라우드, AI, IoT 등 기술은 바이러스 검사, 약물 연구개발, 

의료 서비스, 온라인 사무, 원격 교실 등 여러 영역에서 기능을 발휘했고, 과학기술 기업도 이러한 한 

차례 큰 검열을 맞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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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루이싱커피에 이은 중국 상장사 사기 사건 공개의 시작과 끝     

(텐센트과기, 2020.4.8) 

결국 비즈니스 성과가 갑자기 급상승한 후 거짓말은 끝났다. 

   사진 1) 출처: 텐센트과기 

투자자들은 루이싱커피(瑞幸)의 대규모 사기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TAL(Tomorrow Advancing 

Life 好未来) (TAL: NYSE)는 2020 년 이후 판매 사기의 존재를 인정한 두 번째 중국 주식이 되었으며 

일주일 이내에 두 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TAL(Tomorrow Advancing Life 好未来) (TAL: NYSE)는 중국 최대의 교육 그룹 중 하나이며 주요 사업은 

K12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외 교육이다. 베이징시간 4 월 8 일, TAL(Tomorrow Advancing Life 

好未来) (TAL: NYSE)은 직원들과 외부 공급 업체가 모의하여 계약서 및 기타 문서를 위조하여 ‘Light 

Class(轻课)’의 판매 데이터를 과장되게 고친 것이 의심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TAL(好未来)은 ‘일부 직원의 

부당한 행위’라고 묘술했고 이 직원은 현재 법률에 따라 구류되었다.  

TAL(好未来)은 Light Class(轻课)가 2020 년 회계년도 총수입의 3~4%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TAL(好未来)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2020 회계 연도의 첫 3 분기 매출은 약 25 억 달러다. 다시 말해, Light Class(轻课) 

수입은 적어도 미화 7500 만 달러에서 1 억 달러가 되어야한다. 

TAL Education Group(学而思)의 Light Class(轻课) 비즈니스는 2018 년 시작되었고 현재 To B 비즈니스에서 

주요 영업수익을 내며 기여하고 있고, 세일즈 인원은 교육코스를 통신사업자에게 판매했고, 통신사업자는 

IPTV(인터넷 TV)에 탑재하여 재판매했다. 이번 직원 사기 사건은 To B 비즈니스 영역에서 발생했다.  

알아보니 이번 사건의 범인은 Light Class(轻课)의 핵심 세일즈 담당자였다. 이전에 Light Class(轻课)는 

줄곧 그룹 비즈니스의 제 1 선 부문이 아니었지만 작년 To B 비즈니스를 전개한 후 수입이 증가해 일정 

규모에 다다른 후 내부 감사 범위에 포함되었다. 최근 회사는 규정에 따라 404 회계 감사를 진행했고 

https://baike.baidu.com/item/TAL


주간 NEWS 

주간 중국 창업                                10                                 제 175 호(2020.04.15) 

내부 감사 인원은 대량의 회수되지 않은 장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전염병에 의해 위약이 된 것으로 

여겼지만 연합 감찰부문이 진일보하여 조사한 결과 계약이 위조되었음을 발견했다.  

TAL(好未来) 2020 회계연도 보고서는 4 월 23 일 전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회사는 4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년도 보고서를 감사하고 있다. 제 3 감사기관은 딜로이트 회계사 사무소다. TAL(好未来)에 가까운 

한 사람이 말하길 먼저 주도적으로 직원 사기 사건 발표를 선택한 것은 재무 감사 압력 때문이 아니며 

관례적인 내부 감사 자체 조사 논의 후 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시기 장악이 좋지 않아 모든 

사람이 루씽 커피 조작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게 됐다.  

TAL(好未来)는 기사 송고전, 주식 개장 이전에 9.53 % 하락했으며 개장 이후 가장 큰 하락은 28 %를 

넘었으며 현재 시장 가치는 330 억 달러다. TAL(好未来)의 경쟁상대인 신동방(新东方)과 

끈쉬이슈에(跟谁学)도 하락하여 4 월 8 일 개장 전 시장에 앞서 3.74 %와 9.34 % 하락했다. 

누군가는 ‘승리’를 원한다 

Light Class(轻课)는 TAL(好未来) 내부에서 줄곧 중시되지 않던 비주류 비즈니스였다. 그러나 2019 년 

하반기부터 업무가 갑자기 신속히 성장하였고 성장의 배후에 생각하지 못하던 사기와 조작도 따라왔다.  

17 년 발전을 통해 TAL(好未来)은 이미 번잡한 비즈니스 라인을 지닌 교육 그룹이 되었다. TAL(好未来)은 

대학 직업 교육군, 스마트 교육 사업군, 현지 서비스 사업군, 개방 플랫폼 사업군, 인터넷 서비스 사업군, 

컨텐츠 상품 사업군으로 구성된 6 대 비즈니스 사업군을 지녔다. 

Light Class(轻课)는 여러 차례 내부 조정을 경험했다. 이전의 소질 교육 사업군, 훗날 그룹 기술플랫폼 

담당부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군이 잠시 한동안 맡았었다. 2019 년 하반기 컨텐츠와 상품 사업부가 

성립되며 Light Class(轻课)는 이 사업군으로 병합되었다.  

TAL Education Group(学而思)의 Light Class(轻课) 비즈니스는 2018 년 운영하기 시작했고 초기에는 주로 

To C 비즈니스였다. 6~12 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학업코스를 제공하고 주요 형식은 애니메이션 

과정이었다. 그러나 Light Class(轻课)는 줄곧 인기가 있지도 없지도 않은 중간정도였고 작년 11 월에 

이르러서 OTT 영역에 진입하여서야 To B 업무를 개진하여 비즈니스는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한 직원이 말하길 Light Class(轻课)는 가정에서 쓰이는 교학 서비스 판매사에 해당한다며 TV 스크린을 

이용하여 거실에서 학습 콘텐츠를 방영한다고 했다. 따라서 많은 2,3 선 TV 프로그램 대리상과 합작할 수 

있고, 이번 문제도 To B 업무에서 발생했다. 

To B 비즈니스에 진입한 후 Light Class(轻课)는 쾌속 성장하여 To B 업무가 전체 Light Class(轻课) 수입의 

칠팔할 이상이 되었다. 2019 년 격려를 받고 팀은 다음 회계연도의 성장 목표도 아주 급진적으로 

설정하여 회사를 기쁘게 하고, 부문도 전투준비를 하러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2019 년 상반기 Light Class(轻课) 업무성과가 좋지 않아 회사는 Light Class(轻课)와 TAL Education 

Group(学而思) 인터넷학교 업무 합병에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하반기 Light Class(轻课)의 업무 성과가 

갑자기 좋아졌고 합병 계획은 자연히 사라졌다. 

Light Class(轻课) 업무를 맡던 한 직원은 Light Class(轻课) 세일즈 담당자가 업무 실적, ‘한 조각 승리’를 

위해 더 많이 매진했을 것으로 추측하며 결과는 자신을 감옥으로 보냈다고 했다. 사정을 서술한 주요 

인원을 제하고 2~3 명 관련 인사 모두 관리 연대 책임을 지었다.  

https://baike.baidu.com/item/TAL
https://baike.baidu.com/item/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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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好未来)는 To B 영역에 대해 탐색 과정 중이었다. 2019 년말 TAL(好未来) 내부 다른 To B 사업군——

스마트 교육 사업군도 일찍이 몇 명 세일즈 직원을 해고했다. 원인은 마찬가지로 공급상과 허구 계약을 

짰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번 회계연도 보고 전에 주도적으로 폭로된 것은 관련 금액이 비교적 컸기 

때문이다.  

TAL(好未来)는 올해 감찰과 내용 감사 작업을 더욱 강화했다고 한다. 그 감찰 담당자는 원래 베이징 

공안이었고 올해 전염병 기간, TAL(好未来)는 적극적으로 감찰을 확대했다. 

반성 

TAL(好未来)는 장방씬(张邦鑫)이 2003 년 창립하여 2010 년 뉴욕에 상장되었으며 올해는 회사 성립 

17 년째다. 회사의 비전은 존경받는 교육기관이 되는 것이다. 장방씬(张邦鑫)은 늘상 이 말을 달고 살았다. 

‘확장하는 것은 급하지 않다, 돈버는 것은 급하지 않다’ 과거 몇 년간 이 회사는 차근차근 진을 쳐가며 

확실한 방법으로 일해왔다 그러나 최근 2 년간 끈쉬이슈에(跟谁学), 위엔푸다오(猿辅导) 등 온라인 

교육회사가 신속하게 성장하며 TAL(好未来)는 압박을 받았었다. 

온라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경쟁은 가장 격렬했고 장방씬이 가장 두터운 기대를 건 영역이었다. 2019 년 

TAL Education Group(学而思)인터넷 학교는 크게 일어나 2019 년 여름방학기간 큰 전투에 십여 억을 

투입했다. 2020 년 TAL Education Group(学而思)인터넷 학교 여름 학생모집 목표는 수백만 지불 

학생이었고 동시에 핵심 목표를 위해 전면적으로 전환율을 높였다. 이외에도 인터넷 학교는 정저우(郑州), 

션양(沈阳), 창샤(长沙) 등 각지에 지도 교사 기지를 건립하고, 인력 비용을 줄이고, 지도 교사를 확대 

모집했다. 

TAL(好未来)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또다른 영역이다. TAL Education Group 패이요우 (学而思培优)온라인도 

2019 년 여름 방학기간 구조 조정을 진행했다. 이전 회사 내부는 온라인, 듀얼교사, 대면 지도로 부문을 

구분했지만 현재는 조직을 재구성하여 학년에 따라 유치원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로 구분했다. 조정 

목적은 같은 학년 업무 교학연구와 교학을 통하게 하기 위함이고,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융합을 강화하는 

것이다. 

오프라인 업무 영역은 전염병의 충격을 비교적 크게 받았다. 2020 년 2 월 28 일 TAL(好未来)는 공고를 

발표했는데 전염병 영향을 받아 2020년 Q4수입이 8.5억 달러 정도로 예측한다고 했고 전년 동기간 대비 

20%정도 증가했다. 이전의 Q3 재무보고 중에 TAL(好未来)는 Q4 영업수익이 전년 동기간 대비 35%정도 

증가했다. 비교하자면 Q4 분기 수입이 1 억 달러 감소할 것이다. 

한 TAL(好未来) 투자자가 기자에게 말하길 TAL(好未来) 수입이 감소한 데에 주요 두가지 측면의 원인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TAL Education Group 패이요우 (学而思培优) 오프라인 업무를 정상적으로 열 수 없고 

이는 바로 영업 수익에 타격을 받았다. 2020 년 회계연도 Q3 데이터에 따르면 오프라인 영업 수익은 

총영업수익에서 여전히 79%를 점유한다. 다른 한 측면은 전염병 기간 대량의 패이요우(陪优) 오프라인 

학생이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패이요우온라인(培优在线) 코스 가격은 대면 코스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이 

또한 수입에 영향을 주었다.   

한 직원은 분석하길 이전 TAL Education Group 패이요우 (学而思培优) 오프라인 코스 가격은 1,2 선 

도시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있었다. 일단 모두 온라인으로 옮겨와 가격이 투명해지고 더구나 경쟁상대는 

지방 지도반이 끈수이슈에, 위엔푸다오 등 온라인 교육회사로 전환되면서 어느정도 고객 유실이 생겼다. 

https://baike.baidu.com/item/TAL
https://baike.baidu.com/item/TAL
https://baike.baidu.com/item/TAL
https://baike.baidu.com/item/TAL
https://baike.baidu.com/item/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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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염병 후 패이요우 (学而思培优) 오프라인 영업수익은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는 “오프라인은 

역시 대체불가능한 장점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한다. 

업무가 압박을 받는 배경하에 TAL(好未来)는 인사상에서 조정을 단행했다. 

본지가 독점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20 년 3 월 초 TAL(好未来)는 한 명의 전략책임자 펑좡좡 (彭壮壮 Alex 

Peng)을 임명했다. 이전에 이 직위는 이미 일년 넘게 공석이었다. 펑좡좡은 현재 직접 장방씬(张邦鑫)에게 

보고하며 약 5~6 명으로 된 그룹 전략부를 통솔한다.   

TAL(好未来) 온라인, 오프라인 영역의 비즈니스부터 인사 변동까지 보건대 투자자와 관리층 모두 회사에 

더 높은 목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목표의 압박은 고위 관리자로부터 말단 Light 

Class(轻课)까지 포함하여 매 일선 업무라인까지 전해졌다.  

TAL(好未来)가 최근 2 년간 여러 차례 업무 조정을 하며 Light Class(轻课)는 성립부터 여러 사업군 내 

변동을 겪었고 이는 어느정도 핵심 직원에게 거짓을 조작할 공간을 남겨주었다. 

“TAL(好未来)와 루이싱커피 사건은 성질이 다릅니다. 후자는 핵심 관리층이 3 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재무 조작을 한 것이고 회계 압박 때문에 부득이 자술한 것이며, TAL(好未来)는 더 많은 것이 관례대로 

자체 조사 자체 감사를 한 것입니다.” TAL(好未来)를 잘 아는 투자자가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 투자자는 기자에게 더 작은 조작도 사기는 사기라고 했다. 한 명의 PE 기구의 합작 

파트너는 TAL(好未来)는 줄곧 높은 가치 평가를 받았는데 수입 증가에 따라 가치 평가를 받은 회사라며 

만약 증가를 통제 관할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쉽게 허위 조작할 가능성이 생긴다. 회사는 시스템적 

반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술한 인사는 또한 말하길 이는 중국 회사에 대해 한 차례 좋은 도덕 교육이 되었다면서 맹렬히 앞만 

보고 달린 십여 년 후, 모든 기업이 통제 관할이 아주 중요하고 내부 통제가 더욱 중요함을 의식하게 

되었다고 했다. 바로 바이러스가 전세계 경제에 공백을 만든 후 사람들은 자체 감사와 반성을 시작했다. 

이번에 일체 주식이 충격을 받아 회사들은 반성과 정화를 가속화하게 되었다.  

 

 

 

 

 

 

 

 



주간 NEWS 

주간 중국 창업                                13                                 제 175 호(2020.04.15) 

3.중국 특허신청 세계 1 위! 화웨이굴기로 미국 41 년 독점 깨트리다 

(텐센트과기, 2020.4.10) 

수 십년 전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매우 완만했다. 많은 과학기술기업이 세계 랭킹 순위에 들지도 

못했으나 지금은 다르다. 화웨이(华为), 다쟝(大疆), 중씽(中兴) 등 국내 과학기술 거대 기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에 의해 ‘견제되는’ 상황이다. 먼저 중씽이 압력을 

받았고, 뒤어어 화웨이, 다쟝이 받고 있다.  

   그림 1) 출처: 텐센트과기 

화웨이는 현재 이미 글로벌 과학기술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의 역량이 되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데 

최근 십년간 화웨이는 연구개발에 이미 6000 억위안을 넘게 투입했고, 작년 화웨이가 연구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1315 억위안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무수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최근 세계지식재산권 

조직（WIPO）이 정식으로 2019 년 총결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중 화웨이가 2019 년 신청한 특허가 

4411 건이나 되어, 전세계 신청수량에서 랭킹 1 위의 과학기술 기업이 되었고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다. 

네티즌들은 멋지다며 환호하고 있다! 

   표 1) 출처: 텐센트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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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 위가 중국인 것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2019 년 신청한 특허 총수량이 전세계 1 위로 58990 건에 

달해 미국이 41 년동안 독점하던 자리를 깨트렸다. 이는 중국이 WIPO 에 제출한 특허신청이 처음으로 

세계 최대가 된 것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더 많은 과학기술이 혁신에 노력하고 더 많은 특허를 

신청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연속 41 년 모두 이 지위를 담당했었다. 2019 년 중국은 미국의 

특허 독점을 타파했다. 

   표 2) 출처: 텐센트과기 

또 하나의 기록은 모든 중국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해 가져온 것으로 자주 연구개발을 견지하기만 하면 

핵심기술을 장악하고 다른 이로부터 치명상을 당하게 되지 않는다. 이는 무척 간명한 도리이다. 따라서 

중국은 비록 과거 몇 십년간 발전이 느렸지만 줄곧 따라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비록 중국이 많은 

영역에서 아직 정상에 오르지못했지만 중국은 반드시 견지하여 자신의 기술 성채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것이야 말로 핵심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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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출처: 텐센트과기 

우리들은 소비자로서 모든 중국기업을 존중해야하고, 내부 분쟁을 해서는 안된다. 현재 휴대폰시장을 

비교하자면 비록 각 제조사의 경쟁이 격렬하지만 중국은 마찬가지로 애플, 삼성 등 외국기업의 점유분이 

되돌아오고 있다. 경쟁이 있어야 진보가 있다. 그렇지 아니한가? 

 

4. 3D 프린터기로 생산한 마스크를 미국에 나르고 있는 보잉기          

(IT 의 집 IT 之家, 2020.4.11) 

   사진 1) 출처: IT 의 집 IT 之家 

https://feng.ifeng.com/author/645972
https://feng.ifeng.com/author/645972


주간 NEWS 

주간 중국 창업                                16                                 제 175 호(2020.04.15) 

보잉은 COVID-19 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는 전문 의료진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3D 프린트 

마스크 첫 세트를 오늘 미국 보건 사회복지부 (HHS)에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보건 사회복지부는 오늘 

아침 2300 개의 마스크를 처음 선적했다. FEMA (미국연방비상관리국)는 이 방호마스크를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Kay Bailey Hutchison 컨벤션 센터에 배송한다. 이 센터는 COVID-19 환자 치료를 대체하는 보호 

장소로 설립되었다. 

본지는 이 마스크가 3D 인쇄 기술을 사용하고, 더구나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잉은 

매주 수천 개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점차 생산량을 늘려 증가하는 미국의 개인 보호 장비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추가 마스크의 배포는 최근 요구에 따라 HHS 및 FEMA 에 의해 조정된다. 

보잉의 장기 공급 업체인 Solvay 는 마스크에 투명한 얇은 막을 제공한다. 다른 공급 업체인 Trelleborg 

Sealing Solutions 는 조절 가능한 헤드 밴드를 위해 탄성 밴드를 기증했다. 지금까지 보잉은 마스크, 고글, 

장갑, 보안경 및 방호 밀착복 등 개인 보호 장비를 만건에 가깝게 기증했다. 

 

5. 루이싱커피, 미친 듯이 중국 신용 깍아내리다 (쟈화자본, 2020.4.7) 

10 년간 지속된 LeEco, 2 년간 지속된 루이싱커피, 중국 상업사에는 이런 극에 달한 이야기꾼이 빠지지 

않는다. 루이싱커피는 원래 제대로 된 회사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는 처음부터 

자본시장에서의 돈놀이였다. 그것의 비즈니스 모델은 커피를 파는 것인가? 아니, 루이싱커피 운영 논리의 

특징은 강력한 광고, 높은 보조금에 있는데, 그것은 소셜 미디어와 연문에 담가 성장한 것이다. 

루이싱커피가 탄생한 이래의 여러 가지를 돌이켜 보면, 나오자마자 스타벅스가 그의 파트너와 배타적인 

협약에 서명했다고 비난하면서 시장 마케팅을 했고, 적자가 너무 오래되어 이른바 ‘매장 이익'을 선언했고, 

커피 적자가 너무 많으면 차에서 손해를 보기 시작하고, 무인 소매에서 손해를 보고, 전자상거래 

업무에서 손해를 보기 시작한다. 루이싱커피는 끝없이 사람들의 사고 수위를 내리깔고 매우 거칠고 

간단한 게임을 하다니, 그 후환이 끝이 없다. 

미국 자본시장이 또 한번 속아 넘어가면서 중국 회사를 다시 보게 되었다. 

루이싱커피 사태가 가져온 영향은 흔히 ‘한 회사가 파산해, 평판이 나쁜 브랜드’가 아니다. 이는 미래 

해외에 상장된 중국에 등록된 회사의 상장에 중대한 장애와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것이며, 중국이 

40 여 년의 개혁 개방에서 몇 세대에 걸쳐 갖은 고생을 참고 쌓아온 근로 치부문화에게 해로움과 낭비를 

가져올 것이다. 루이싱커피는 중국 상업사의 치욕적인 기둥에 못 박힐 운명이었다. 

그 원인은 최근 몇 년간 중국 국내 자본시장이 경박함에 따라 이런 가짜 창업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진정으로 착실하고 일하려는 기업가에 대한 중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에는 가난은 비웃고 

매춘은 봐주’는 풍조가 존재하고 있고, ‘정말 좋든 나쁘든 돈을 벌면 영웅’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이 

같은 마이너스 수익 창업, 18 개월 상장의 상업적 사기극을 창업의 길잡이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루이싱커피 창업자인 첸쯔야가 2 년 연속 ‘올해의 10 대 경제인’에 선정된 것은 아이러니다. 연간 

10 대 인물이 가짜라고 누가 예상했나.그만큼 중국 상업사회의 고질병이 깊다. 

중국 사회가 병들고 병이 잦은 데다 유행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나이츠 워치로서 일부 언론이 돈에 

연골병을 앓고 상업윤리와 도덕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고, 돈과 자본으로 중국 비즈니스를 종횡무진하는 

죄악의 여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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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대의 거시환경에서는 실제로 중국의 ‘전민’1 인매체 문장속에서 미국이 멸망되고, 중국 항일 

신화극에 일본이 소멸되는 기괴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기업가가 정당한 상업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은 입만 열면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온다. 

경험이 많은 투자자로서 중국 상업사회가 여전히 초보적 발전단계에 있고, 중국의 상업윤리와 문명도 

성숙 과정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비즈니스는 신화가 없고, 창업은 지름길이 더 없고, 돌틈이 툭 튀어나오는 것은 요괴일 수밖에 없다. 

성실이 근본인 비즈니스 환경은 오랜 세월 축적된 결과이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결국 시장과 

소비자의 가치에 대한 반격과 무자비한 징계를 받게 된다. 

01 

타임라인의 음차양착 

루이싱커피의 장편 조작 보고는, Muddy Water 의 플랫폼을 빌려서 올해 2 월 1 일에 발표하게 되었다. 

이때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중국 국내에 폭발하는 고조기였다. 비록 성세가 코로나 19 앞에 

줄어들었지만 Muddy Water 가 1 월 31 일에야 받은 이 보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믿음을 줬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 다음날에 바로 대중 앞에 공개하였다.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진실성을 확보해야 한다.  Muddy Water 는 하루만에 백페이지에 가까운 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92 개의 풀타임, 1418 개의 파트 타임 조사자, 그리고 루이싱커피의 거의 전국적인 

매장을 커버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만 60,000 시간 이상이 걸렸고, 소비 영수증만 2 만 6000 장에 이른다. 

이 보고서는 루이싱커피가 경영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데이터 조작뿐 아니라 상품 판매량 증가의 

조작, 소비 아이템 수 하락, 광고 허위 진술 비용, 비커피 제품 비중 확대 등을 꼼꼼히 진술했다. 

그중에서도 광고비 조작이 가장 재미있고 이는 루이싱커피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가장 유력한 

비판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19 Q3 에 루이싱커피는 광고비를 3 억 3600 만 위안이나 조작하여 158%를 

부풀렸다.이 많은 광고 비용의 상당 부분은 focus media 에서 나온다. focus media 는 또한 Muddy Water 가 

큰 힘을 들여 공매도 시켰던 기업이다. 

루이싱커피는 왜 광고비 지출을 부풀리는가? 이 부분에 들어가는 돈은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 확장과 

운영 보조금에 쓰일 수 있다. 차이점은 매장 확장 비용은 운영 원가에 포함되어야 하고 광고비는 

오프라인 매장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방법으로 루이싱커피는 투자설명서에서 호명하는 ‘단개 

매장 경영이익을 플러스로 한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했다. 

강남춘에서는 종종 루이싱 커피 보고를 한 것으로 미뤄 우호관계로 볼 수 있다. 부실 보고에 드러난 

가짜 산업사슬이 사실로 드러나면 더 이상 루이싱, 선저우 렌터카, 분중미디어 등 몇몇 회사의 재앙이 

아니라 전체의 큰 비극이 될 수 있다. 

미국 SEC 는 전체 중개주에 대해 '포괄적 건강검진'을 준비 중인데, 과거 운으로 번 돈으로 오늘 큰 

보상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사기를 치고 온 사방을 돌아다녔지만, 현재 그 온 사방이 루이싱 

커피를 옥죄어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다. 

나는 확고한 Hayek 이며 때때로 중국 증권 규제위원회의 강력한 감독에 진정한 감사를 느낀다. 요괴가 

횡행하던 시절에는 표준이 높지 않고, 요구가 엄하지 않으면 정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것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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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판에 대한 걱정과도 같은것이다. 이 보고서의 정보량은 이보다 훨씬 크다. 루이싱이 조작한 수법에 

대한 위챗단체카톡방을 이용한 수법, 영수증 촬영 등 여러 가지 행위가 거침없이 이뤄졌다.  

하지만 더 감탄스러운 것은 다음에 있었다. 보고서 발표 후 이틀 동안 침묵을 지켰던 레행은 ‘그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내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은 한 달 뒤 조사 결과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22 억의 매출액은 모두 다 거짓이며, 저도 어쩔 

수없었습니다. 모두 COO 의 잘못입니다.’ 라는 사실이다. 

02 

회사 조작, COO 혼자 책임진다? 

내부 조사팀의 조사 결과는 혀를 내둘렀다. 

루이싱 커피 회장단은 현재 COO 유검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 4 명이 정직했다고 내부 서신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직무를 정지한 임원의 후임으로 다른 관리자들을 배치해 ‘회사가 깜짝 놀랐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이러한 충격으로 다른 모든 관리자 또한 해고했으며 책임은 모두 COO 유검에 있다. 또한 

coo 유검은 오랜 세월 육정요 회장과 함께 했다. 또 COO 가 손만 가리고 하늘을 가리는 능력이 있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 경영의 상식만으로도 한 상장회사가 COO 의 1 인만의 힘으로 22 억 매출의 회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은 상장사 내통제시스템의 허망상이다. 전체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허술한 

상태여서 유한 주식옵션으로 가치가 최고 수십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대응해 서행은 재무조작 전 주주의 대규모 감자와 풋옵션 빅딜을 했다. 

티타늄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 이후 육정요 사장과 관련 주주들이 여러 차례 감자해 주식 

담보대출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다. 

보고서 발표 후 2 월 10 일부터 연달아 주주 지분과 관련된 '5% 초과 공시' 중요공고 15 건을 발표했다. 

3 월 27 일, 루이싱 커피는 두 명의 새로운 독립 이사를 임명하고 일부 투자자는 감사 위원회 구성원에서 

퇴임한다고 발표했다. 

또 루이싱이 자수 공고를 내기 사흘 전 미국주식옵션시장에는 막대한 금액의 스톡옵션이 나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미국시간으로 3 월 31 일 당일에만 2 만여수의 풋옵션 계약이 성사됐다. 

140 만 달러어치를 사들이면 140 만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했던 리히터 이후 보수는 15 배인 2100 만 

달러로 추산했다. 

그렇다면 루이싱은 이 조작 이후 어떤 거액의 클레임에 직면하게 될까. 미국 역사 사례의 이 같은 중대 

사기 사건에 대한 판례와 함께 연재와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 리행은 약 112 억 달러의 집단소송 

배상액인 약 754 억 위안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회사의 시가총액은 이미 16 억 달러 정도로 

떨어졌다. 파산청산은 어쩌면 루이싱이라는 브랜드 소멸의 종장일지도 모른다. 루이싱의 죽음은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그 배후에는 감액된 주주, 있을 수 있는 내막거래 등이 있어, 도대체 어떤 결말로 갈 

것인가. 

한 달간의 대폭락, 이익게임, 내막거래로 이득을 본 것은 철저히 검증해 스스로 사건의 끝이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이익집단의 폭로가 발단이 돼야 한다. 미국 국적이 아닌 COO 유검은 등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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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맨에 등록시켜 미국에 상장된 루이싱 감고와 배후 주주들의 소요를 아직 정확히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실체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론적으로는 집단소송과 미국의 감독 처벌, 후속 징계, 이사 책임 등 

거의 모든 것이 판에 박혔지만 아직 개인을 추궁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육정요 루이싱커피 회장과 10 대 경제 올해의 인물에 2 회 

연속 당선된 첸치아 회장은 여전히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어떠한 회사를 막론하고 아무리 한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더라도, 전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희생양이 된다.  

결말이 임박한 영화에 주연 여배우가 등장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이 연극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곧 불이 날 극장 한 채만 남아 어두워진 스크린만이 극장 속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03 

루이싱의 조작은 루이싱만이 아닌 중국의 수치이다.  

미국에서 재무 조작에 대한 징계는 매우 엄격하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재무현황을 위조한 상장사들은 집단소송과 손해배상, 파산 퇴장, 임직원에 대한 중과금 뿐 

아니라 형사책임 역시 면치 못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발전할 기회또한 잃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루이싱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첸쯔야(钱治亚 = 루이싱커피 CEO) 등 

관계자들은 '주식을 팔지않는' 회사로, 회사 가치에 걸맞는 경영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루이싱은 런칭한 첫날부터 기세등등한 마케팅과 광적인 소비자 보조금 등 정책을 펼치며, 장렬히 

죽어가고 있다.  

루이싱은 중국의 희망일까 아니면 수치일까? 

중국에서 가장 단기간 상장된 유니콘기업이자 중국의 근 10년 이내 가장 큰 루이싱은 허위 분식회계를 

하였다.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시장의 '스트레스'는 오랜 세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개방 40 여 년 동안, 중국은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비지니스 인프라를 건설하였고, 더 나아가 국제 

발전의 선두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인간적 약점'을 이용한 상업적 이익추구는 중국의 상업윤리와 문명 

발전을 막고 있다. 그리고 이번 루이싱의 문제 역시 그 예이다.  

누군가 해야만 하는 일은 실패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돈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거리낌없이 하는 것이 그것이다. 모든 결과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그 원인이 있는 

법이다. 

일을 시작하고 20 여 년 동안 나는 왕양명(王阳明) 선생의 말씀을 항상 상기한다.  ‘일에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心在事上磨)’가 그것이다. 투자자들은 흔히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는다'고 자주 말하지만, 

'인성을 다듬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매우 드믈다. 본인은 후자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다.  

하나의 비지니스가 발전해 나가는 것은 창업자가 자신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성을 다듬는 것'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HAITONG 

인터내셔널은 4 월 2 일자 미국 조간신문에서 '루이싱 사태, 미국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항상 증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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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하는 문제 (중국 기업의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것' 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간신히 신용을 쌓아 국제 신용카드를 신청하였고, 가용금액이 상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루이싱은 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명예의 회복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20 년 이상 투자업에 종사하면서 존경스러운 중국 기업가들을 많이 만났다. 부품 하나하나부터 

공장 라인을 만들고, 상가를 모두 찾아다니며 제품을 보급하고, 원료 하나하나의 분배율를 꼼꼼히 

연구하며, 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염병이 발생한 동안, 얼마나 많은 창업가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전전하며 분주한지 예상할 수 있다. 

회사를 위해 분투하는 그들인가, 아니면 스타벅스 타도를 외치는 1 위안짜리 커피회사가 더 존중받아야 

할까?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않다. 투자를 받았어야 하는 기업은 많다. 심지어, 해외상장이 가능했을 

중국기업도 있다. 루이싱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해외 무역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마신 그 값싼 커피 몇 잔이 누구에게 이득을 주고, 또 누구를 실직하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막는 것, 그것이 루이싱 커피의 실태이다. 마지막으로‘당신이 

마신 그 값싼 커피는 중국 10 년간의 신용을 갈아 만든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04 

문제 해결 방법을 보면 그 기업을 알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에 대한 평가를 브랜드 파워 지속성에 대한 기대, 비즈니스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비지니스는 게임이 아닌 것'을 명심하는 것이다.  

왜 투자자는 항상 투자는 결국 사람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까?  

우리는 다른사람들을 관찬하며 '인간성을 이용'함으로써 상업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약점’으로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헤드라인을 장식한 뤄전위(罗振宇)는 오래 전, 중국은 대충대충의 나라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말은 현 중국에 적용되고 있다.    

이건 과연 핫한 비즈니스모델이 가볍게 돌아서는 걸까? 비즈니스 모델은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니며, 그 

배후의 논리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소비자를 주의 깊게 통찰하고, 좋은 제품을 효율적으로 

인도한다. 이 가치관이 견인하는 것은, 결코 다음 주에 귀국하는 저브스(贾布斯)나 커피 바다속에서 

수영하는 파란잔이 아니다. 

다들 파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키를 잘 잡고 노를 젓는가? 

게임의 규칙을 가지고 노는 사람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꺾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이 

끝까지 가지 못한 경우에서 우리도 크게 자신감을 잃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3 월 1 일 중국의 새 증권법이 시행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등록제의 시범과 점진적 

개방이다. 등록제의 핵심 중 하나는 심사과정이며 후자는 전자의 기초이다. 고도로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어야만 진실한 정보가 시장에 닿고 회사에 합리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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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싱 사건은 중국이 자본시장 등록제 도입에 대한 신중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등록제가 

병궤된 창구에서는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중국의 등록제 추진 동력을 

꺾을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고도 심각할 것이다. 

미국 나스닥 시장의 경우, 등록제 하에서 기업이 3 년 이내에 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은 75% 정도이며, 

퇴장기업 수는 6~7%에 이른다. 이는 중국 자본시장 등록제 개혁에서 기업의 정보 진실성을 한층 더 

보완하는 최상위 제도 설계에 대해서도 뼈아픈 교훈과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 밖에도 새 증권법에는 우리가 중점을 둘 만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외에서의 증권 

발행과 거래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 투자가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이번 루이싱 케이스는 국내 감독층에서 예로 세우는 처치된다. 이 또한 새 증권법 시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다. 

루이싱의 회계조작 사건의 책임을 묻는데에 있어서, 중미양국이 손을 잡은 것은, 중국 자본 시장이 

국제 게임의 규칙을 존중하고, 간통을 가하지 않고, 한층 더 국제 자본 체계의 발단으로, 중미양국 자본의 

힘을 합해서 사기행위에 대해 무자비를 나타난 것이다.  

루이싱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케이맨섬에서 등록하고, 미국에서 상시하였으며, 현재 중미 증권법은 모두 

먼리까지 관활하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배후에 있을 수 있는 시장조작, 내막거래 등 악행에 

대해서는 심층조사, 글로벌 추적, 전면적 타격이 필요하다. 

중국 자본시장 개혁의 관건이 되는 시기에 중국 감독기관이 이번 서행사건에 대해 보인 태도는, 그 법 

집행의 수준을 보여주고, 시장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유지하겠다는 결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창궐조작, 지법 사범에 대한 무관용으로 '중국 회사'에 대한 국제 자본시장의 인식을 되살려 중국 

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기업의 국제화는 절벽으로 갈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추모하는 날에(청명절) 더 굳게 서야 한다. 중국신용에 대한 조작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루이싱은 여러세대에 심혈을 기울인 중국 정신을 망가뜨리고, 조작을 자증한 후에도 민의를 

선동하고,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국산품 굴기의 무조건적인 지지에 대해 '부정 마케팅'에 나서며, 온갖 

발칵 뒤집혔다. 오히려 사죄해야하는 사람은 대중 앞으로 나와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지 않았다. 

이 순간 나는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이 흉악무도한 행위들과, 공명을 깊이 간직한 ‘신주 철 

삼각’(神州铁三角)을 향해서 도전을 내밀 수밖에 없다. 

 루이싱 모델의 지지자로서, 당신들은 대중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전 세계 투자자, 

중국 백성들, 더 나아가 당신들이 외면했던 자본시장의 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의 본분이다. 다시 돌아오면 여전히 길이 있을텐데, 자신이 잘못된 심연에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단테가 말한 십팔층 지옥에 도달하고, 자신에게나 다른이에게는 교유하기 

어렵다. 

루이싱이 우리 모두가 수치심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월스트리트의 늑대 등 

금융자본에 대한 오명은, 확실히 공허한 것이 아니고, 중국 회사의 신용이 전 세계 시장에서 바닥치게 

했다. 이 후폭풍은 수습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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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여의 시간을 전전하며, 루이싱은 다시 한번 소박한 비즈니스 상식을 증명했다. 역설적이면 분명히 

이상한점이 있을것이다. 역사는 누구에게도, 어떤 브랜드에도,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도 지름길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슈퍼 컴퍼니, 혁신적인 것은 결코 태양 아래 새로운 일이 아니였다. 

사용자의 경운, 충성도의 배양, 브랜드의 침전, 이것들은 어느 하나도 오랜 세월 없이 점차 단조되고 

금강의 몸을 단련할 수 없다. 

민심이 선을 향하고 성실이 근본이다. 나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장사를 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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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도없는 택배 배후에 숨어있던 조급 시장이 열린다 — 이오왕(亿欧网) 제공  

무인화서비스가 인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곧 온다 

사진 1) 출처: 123RF  

우씬(吴昕가명)은 창샤(长沙)경제개발구 동방 즈자오 항구(东方智造港)에서 그의 점심을 기다리고 있다. 곧 

확인 코드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무인 배달 차량이 그를 위해 점심을 배달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고 아래층으로 내려 가면 무인 차량이 바로 그의 앞에 와서 멈춘다. 음식을 받아 위층으로 올라간다,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 

음식 배달원을 대신하는 무인차는 한 번당 최대 200 인 분량의 음식을 운송할 수 있다. 작업인원은 

음식을 무인차에 담은 후 목적지를 선택하면 차량은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노선을 설정해 ‘집 문앞까지 

배달’해 준다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고 있는 전염병 구역내에서 스마트 배송 로봇은 환자를 위해 약품과 생활용품을 

배송하고 있다. —— 한 대의 로봇은 두 사람을 대체하며 의료 인력의 업무 부담을 크게 감소시켰다. 

2020 년초 갑자기 생긴 전염병은 사람들의 생산과 생활 리듬을 혼란시켰고,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무인차는 크게 여러 부문에 응용될 것이다. 변화를 민감하게 인식한 기업들은 재빨리 행동에 나섰다. 

메이투안(美团), 차이냐오(菜鸟), 징동(京东)과 같은 대기업 외에도 즈씽저(智行者), 까오씬씽(高新兴), 

위시과기(驭势科技) 등의 회사는 중국 각지에 제품을 내놓았다. 배송, 소독, 온도 측정, 이전에 사람이 

진행하던 일련의 서비스가 ‘무인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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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시장 전망은 일찍이 자본이 경쟁적으로 쫓게 만들었다. 그리고 보통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 없는 외부에서 온 차량’을 더 이상 호기심 많은 표정으로 보지 않을 때, 이들은 도대체 한 떨기 

꽃처럼 수명이 짧을까 아니면 쇠락하지 않고 오래 지속될까? 

01. 우한에서 전국으로 

우한에서 무인차의 전염병 보조 행동은 이미 벌써 전개되었다. 

2 월 6 일 ‘콰이디샤오꺼(快递小哥)’가 우한 거리를 빈번하게 왕래했고, 마지막으로 순조롭게 의료 물자를 

우한 제 9 병원에 운송해주었다. 이것은 우한 스마트배송 첫번째 주문으로 이 배송업무를 완성한 것이 한 

대의 L4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지닌 스마트 로봇이었다. 

이 구조행동에 무인차 기업은 지원 명단을 증가하고 이 중에는 바이두, 징동 등 대기업도 빠지지 않았고 

일부 스타트업도 우한으로 진입했다. 

설 정월 2 일 아침, 감염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며 즈씽저(智行者)CEO 장더자오(张德兆)는 

일의 긴박함을 감지하였다. 그날 우한버전 ‘샤오탕샨(小汤山)’ 은 훠션샨병원(火神山医院)에서 24 시간 

긴급시공 중이었다. 그리하여 장더쟈오는 긴급하게 베이징에 설을 쇠러 간 동료들 몇 명을 불렀고, 대책을 

함께 논의하여 이전의 환경보호 청소차와 배송차량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고 청소소독과 병원배송에 

적합한 무인차로 바꾸었다. 

   사진 2) 출처: 이오왕(亿欧网), 즈씽처(智行者)소독청소차 

며칠 후, 즈씽처는 일부 투자자, 친구 소개로 수요가 끊임없이 찾아왔다. 이어서 합동 파트너와 

자선기구가 기증한 차량이 상하이, 베이징, 쓰촨, 저쟝, 귀저우 등의 병원에 투입 사용되기 시작했다.  

훠샨션(火神山)에 들어가기 전, 즈씽처는 특별히 두 명의 지원자를 모집했다. “당일 모집 공고를 올리고 

나도 지원자가 이렇게 많을 줄 상상하지 못했다. 아주 빠르게 두명의 적합한 사람을 선발했다.” 이것은 

장더쟈오를 감동시켰다. 이전에 우한은 줄곧 의료물자와 생활필수품의 통로가 개방되어 있었고, 통행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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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이튿날 아침, 즈씽저는 3 대의 청소 소독차를 출발시켰다. 2 월 25 일 즈씽저의 차는 정식으로 

훠션샨병원(火神山医院)으로 달려왔다. 

이 시기동안 바이투뉴(白犀牛) CEO 주래이(朱磊)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의사, 간호사가 아닙니다. 전선에 나서 환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전문은 무인차량 

배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물었다. 그리하여 밤을 새워 

팀과 전화 회의를 소집하여 반복 토론을 거친 후 전 회사가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무인차를 우한까지 

운전해 무인차로 물자운송 인력업무를 부분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파견의 정확성이 문제였다. 주래이는 자연히 의리상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을 선택했고 두명의 

동료가 팀의 맨 앞에 섰다. 2월12일 공식 수치는 우한에서 하룻밤새 1만명의 환자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주래이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주래이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아내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냈다. 

2 월 17 일 주래이팀 세명은 베이징에서 출발해 자율주행으로 우한까지 왔다. 우한이 가까워질수록 세명의 

마음은 더욱 긴장되었다. 우한에 진입하니 한 편의 빈 도시 장면이 세 명의 눈앞에 펼쳐졌다. 극도로 

불안한 정서가 공기중에 만연해 있었다. 

이어서 여러 측과 협의 후 배치를 안배하고 2 월 19 일 오후 주래이의 지도하에 바이튜뉴팀 무인차는 

정식으로 우한 광구창 병원(武汉光谷方舱医院)으로 진입하여 약물, 물자를 안전구역에서 위험구역으로 

배송하는 임무를 맡았다. 

우한뿐아니라 무인차는 전국 각지로 진입 

    사진 3) 출처: 기업제공, 후베이 황강시 중심병원에서 로봇이 물자를 수송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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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저녁 푸두과기(普渡科技) CEO 장타오(张涛)는 각각 항저우와 션전 2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 고객의 

수요는 푸두의 자동화 음식 배송안을 격리 병동에서 의심환자의 식사와 약품 전달에 이용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심야에 시작한 대화는 다음날 아침의 직원회의까지 이어져 오후가 되자 푸두의 엔지니어는 션젼의 

격리지역으로 지정된 한 호텔에 6 대의 로봇을 전달하기 위해 곧 일선을 향해 갔다. 다시 하루가 지나 

저쟝 항저우 린안구 집중병원 관찰지역에 3 대의 푸두과기(普渡科技) 스마트 음식배달 로봇도 정식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푸두로봇은 이미 후베이를 포함해, 후난, 쓰촨, 광동, 광씨, 하이난, 저쟝, 쟝쑤, 안휘, 베이징, 

상하이, 총칭 등 전국 십여 개 성시의 100 여개 병원과 집중관찰지역에 배치되었고 동시에 다른 수백대 

로봇이 정식 배치를 대기하고 있다.  

광저우의 다른 회사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에 기초하여 상품 연구 개발과 응용을 하는 

까오씬씽(高新兴)인데 ‘121N’을 출시했다. ‘1 뇌+2 망+1 인+N 종단’ 전염병 예방통제 시스템으로 연구개발한 

온도검측 순시 로봇은 이미 각 지역 공항, 고속철도 정류장, 병원, 상가, 아파트 구역 등에 투입되어 

사용하고 있다.   

‘모두 마스크를 잘 쓰고 개인 위생에 주의하십시오. 유동 인구가 밀집한 장소에 가지 말고 몸이 약간 

불편하면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난징루(南京路) 보행거리에서 까오씬씽(高新兴) 경찰용 순회 로봇은 쉴 새 

없이 방송하며 방역을 일깨운다. 

02. 일상으로 들어가다 

업무재개에 관한 화제는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다. 기업의 업무 재개 시간은 자꾸 바뀌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업무 재개 통지를 기다릴 때 되돌아가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적지인 현지 봉쇄된 지역에 묶여 있었다. 이 또한 기업들이 경영에 타격을 맞게 했고 사람들이 

밀집하는 형태의 기업은 단지 소규모의 사람들이 업무를 재개했다. 한 자동차 제조사 중 

화셩타이어(华盛轮胎)의 책임자는 기자에게 말하길 현재 한 회사 공장의 업무 재개율은 약 30%정도라고 

했다. 

기업 업무 재개 문제에 관해 위시과기(驭势科技)는 새로운 사고를 보여주었다. 무인차 기술을 통해 일부 

기업 고객에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고 기업 고객의 인력부족난과 업무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홍콩공항에서 유동인구가 비교적 밀집해있었고 심지어 춘절기간에는 쉴 새가 없다. 이때 이전에 

우리들은 수하물 운송 무인배송차를 배치하였다,” 위시과기(驭势科技) 우깐샤(吴甘沙)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기타 기업 업무 재개 중 위시과기는 우링자동차(五菱汽车)와 합작을 체결하여 기업 공장 

내부 특정 환경하에서 물품 운송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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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 출처: 이오왕(亿欧网), 홍콩공항에서 위시과기(驭势科技) 무인차 

이외에도 대다수 무인차 기업과 마찬가지로 위시과기는 심지어 스스로 연구개발한 U-Drive 스마트 운전 

시스템에 기초하여 이미 빠른 속도로 2 가지 무인배송차 원형 모델을 만들었고 점차 병원, 아파트, 

공장작업장, 학교, 산업단지, 오피스빌딩 등 봉쇄현장에 투입되어 방역장소 물품 비접촉 배송을 중점 

실현했으며 기업의 인력문제를 해결했다. 

징동 물류영역 방면의 투입을 제외하고, 배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이투안은 베이징 등지에도 

무인배송차를 보급했다. 

사진 5) 출처: 해당기업 제공. 메이투안(美团) 무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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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투안은 쑨이구에 야채구매 장면과 결합시켰다. 이를 위해 메이투안은 차량 두 대를 개조하였다. 예를 

들어 이전의 음식 배달 대부분은 표준 상자였는데 음식재료 구매는 주로 신선 식품을 배송하기 때문에 

전염병 기간의 구매 물자 수요량이 비교적 컸다. 따라서 긴급하게 음식 상자를 개조하여 실제 배송과정 

중 기본적으로 고객의 수요를 만족했다. 현재 메이투안 무인차에는 한번에 3~5 건 주문을 담아 배송할 수 

있어 배달원이 비교적 무겁거나 먼 거리의 주문을 담당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상황의 무인배송 장면도 계속 다양해졌다. 이때 무인차의 가치는 부단히 

현금화되어 보통 사람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가까워졌다. 

전염병 폭발 후 항저우 씨씨화푸 물업공사(杭州西溪华府物业公司)는 아파트 규정 지역에 와서 택배를 

가져가는 주민수를 줄이기 위해 주도적으로 차이냐오 인터넷을 찾아 무인차 배송 택배서비스를 구했다. 

물업담당자는 무인배송차는 매회 16 개 택배를 배송할 수 있어 주민이 집결하여 줄을 서는 상황을 

개선하는 동시에 근무 인원의 부담도 완화시켜준다고 했다. 이 아파트 주민 한 명은 ‘본인이 직접 전화를 

받고 내려와 물건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주 순조롭다’고 했다. 

“무인배송은 올해의 핫 스폿이 될 것이지만 이 수요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우깐샤는 기자에게 말했다. 

메이투안도 미래 노동력이 부족하고, 무인 배송은 배달원과 맞춰 운영해 배송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중요한 운반력 보충 방식이다. 

03 전염병 상황이 무인차를 인기있게 만드는가? 

자율주행영역에서 이번 전염병에 무인배송 소형차는 자율 주행 시정 환경보호와 최후 1km 두 곳에 

응용했다. 웨이라이캐피털(蔚来资本)과 루어란배이(罗兰贝)가 연합 발표한 보고서 <상황이 승리에 

이르기까지——자동차산업 트렌드 통찰>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두 장면의 시장 규모는 합쳐서 

100 억위안 가까이 된다. 또한 광대한 개방 도로 장면아래 도시 물류, RoboTxi(무인 자율 주행 택시), 

도시를 넘나드는 물류(무인주행 트럭)의 도시 장면은 각각 2500 억 위안, 3500 억 위안, 7500 억 위안에 

이른다. 

 

 

 

 

 

 

 

 

 

표 1) 출처: 웨이라이캐피털(蔚来资本)&루어란배이(罗兰贝) 연합 보고서 기초로 이오차 분석원 제작. X 축-환경복잡도, Y 축-

운행속도. 자율주행 각 도시 구현 규모(단위 백억 위안) 도시를 넘나드는 물류 75, RoboTaxi 35, 같은 도시내 물류 25, 도시 

환경청소 1.1, 최후 1km 이내 8.4, 영역 확장 물류 2.2, 항구 물류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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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가 전염병 하의 무인차 사용에 대한 가장 좋은 형용이다. 이 과정 

중 무인차의 역할은 공교롭게도 꼭 적합하다. 

2020 년초 코로나 19 전염병 상황의 발생은 몇 년 전 —— 2016 년 좌우, 무인차기업은 중국 VC 계에서 

‘조류’를 일으켰다. 이때 즈씽저(智行者), 위시과기(驭势科技) 등 무인차 기업이 속속 설립했고, 비록 규모는 

아직 작았지만 그들이 대표하는 ‘무인화 비전’은 도리어 크게 투자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즈씽저는 이미 크고 작게 다섯 차례 융자를 받았고 바이두 투자 합병부, 쑨웨이캐피털(顺为资本), 

징동데이터과학(京东数科)을 포함해 업계 스타기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 위시과기(驭势科技)도 성립한지 

4 개월만에 촹씬공장(创新工场), 전겨캐피털 (真格基金) 등 기구의 수백만 달러 A 라운드 융자를 받고 

2020 년초 Tier1 쥐토우보시(巨头博世)의 관심을 받았다.  

무인차는 미래 배송의 일반적인 도구가 될 것인가? 과학 기술계의 거물들도 사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16 년 메이투안과 징동 내부는 계속 무인배송을 겨냥한 새 프로젝트 팀과 사업부를 설립했다. 두 기업은 

약속하지 않았지만 같게 새로운 사업부를 한 개 자모로 명명했다. ——메이투안 W 프로젝트팀, 

징동 X 사업부로…… 거물들은 새 부서에 신비한 색채를 더했다.  

2016 년은 중국 무인배송산업의 시작점이었다. 이때 관련 기업이 갓 성립했고, 과학기술은 여전히 

성숙하지 않았었고, 견본차는 없고, 더욱이 운영 경험의 풍부함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만약 

코로나 19 전염병이 이 때 출현했다면 무인차 기업은 큰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4 년의 기술연구개발을 거쳐, 실제 도로 측정과 시범 운영을 전개하여 무인차 기업은 이미 연구개발한 

견본차를 내놓았고 특정 구역에 배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청소 등 무인화 서비스, 도로 측정도 동시에 

부분적인 운영 경험을 누적했다. 이리하여 전염병의 ‘블랙스완’이 습격하자, 무인차 기업은 즉시 

‘무접촉’배송과 소독요구를 만족하는 것으로 회답했다. 

이 기술 대체 과정 중, 기업은 심지어 동일한 무인화 시스템 셋트를 다양한 종류의 차형에 이식할 수 

있고, 차량에 무인화능력을 신속하게 부여했다. 이러한 종류의 기술 이식 능력은 이번 전염병 중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다. 

위시과기는 2 월 6 일 업무를 재개하여 2~3 명의 엔지니어를 파견하고 합작파트너와 배송과 소독에 

사용되는 무인소형차 몇 대를 긴급하게 개발했다. 이전에 위시과기의 업무 중점은 무인 물류, 무인버스 등 

대형차량이었다. 이 모든 것을 짧은 시간내 배치하여 무인 소형차 수요를 만족시켰다. 우깐샤는 기자에게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우리의 U-Drive 스마트 운전 시스템이고 서로 다른 차형에 

적용되어 다양한 장면에 쓰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위시과기는 ‘턴키솔루션’안이라 지칭한다. 

‘턴키’의 또다른 함의는 차를 고객의 수중에 넘긴 후 기업은 원격 검사, 운행 관리, 고장 진단 등 일련의 

지원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원격 서비스는 기업 인력 비용을 낮추고, 운영 

효율을 높인다. 장더자오(张德兆)는 기자에게 말하길 ‘무인차는 병원에 넘긴 후 일단 소프트웨어 측면의 

기술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는 병원 관리인원과 소통, 원격 솔루션, 하드웨어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현지 

지원자가 현장에서 교환만 하면 된다. 현재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운영경험, 기술 쾌속 이식, 원격지원 서비스, 무인차 기업 4 년의 발전은 헛되지 않았다. 세간에서 

말하는 전염병이 무인차를 ‘띄웠다’는 평은, 전염병이 무인차를 위해 기술을 선보일 하나의 큰 무대를 

제공했다는 설법만 못하다. 마침 무인차 기업 발전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상응하는 능력을 이미 구비했다. 

자신의 능력을 보이는 동시, 각 무인차기업도 전염병 상황을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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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상황은 업무에 일정한 영향을 미쳐 2 월에 대다수 식당이 영업을 중지했고 우리들의 음식 배달 

로봇 업무도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다고 장타오(张涛)는 말한다. 

   사진 6) 출처: 이오왕(亿欧网) 까오씬씽(高新兴) 순회 체온측정로봇 

까오씬씽(高新兴) 고급 부총재 우동셩은 기자에게 말하길 회사의 방역관련 상품이 비교적 인기있고 

지속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차기업이 점차 업무를 재개함에 따라 회사도 야근, 추가근무를 하며 시간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윈시과기(驭势科技)측은 가장 나쁜 상황, 준비가 가장 잘 된 것, 장악 가능한 것을 예측함을 통해 

전염병이 년간 생산 계획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고 있다. 우깐샤(吴甘沙)는 전염병이 6 개월이상 지속된다면 

현금 유동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만약 상반기에 잘 전환한다면 하반기에는 폭발적인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기에 회사는 가장 좋은 상품과 기술로 도전에 맞서야 한다. 긍정적인 것이 최근 몇 개월 고객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현재 고객에게 서비스를 잘 해야한다고 했다. 

‘후면에 고려해야 할 것이 결국 수입 감소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증가할 것인가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생각해야할 사정이다. 기업은 공포와 탐욕 사이의 평형이지만 균형을 이루기 아주 어렵다. 확장이 

성공하지 못하면 망하고 우리는 빨리 결론을 얻고 싶어한다.’ 장더쟈오가 이와 같이 말했다. 

무인차는 전염병 상황으로 기술 발전이 촉진되는 적은 산업이다. 이 ‘전염병’을 통해 무인차는 대다수 

군중 마음속에서 ‘술수’에서 ‘실용’으로 바뀌었다. 

4 젼전을 생각해보면 무인차 기업은 초기에 멋진 비전을 실현하여 눈앞에 보인다는 계획을 갖고 

성립했지만 ‘새로움을 시도’하는 것은 단기간내에 ‘일반적인 상태’가 될 수 없었다. 

장더쟈오는 전염병 상황하에서 무인차는 군중의 인식과 사용습관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지적하길 전염병 후 무인차는 역시 실용성과 가성비 등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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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산업은 폭발기를 맞을 것이다. 이외 공급 체인의 성숙, 상품 공급 안정, 정부의 도로 

권한 개방이 산업이 폭발기로 나아가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메이투안도 말하길 현재 자율주행기술은 진정으로 대규모 적용을 실현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을 필요로 

한다. 메이투안은 1~2 년 내 무인차 배송의 파편적 운영이 규모화된 운영이 되길 바란다. 

   사진 7) 출처: 이오왕(亿欧网), 원위엔오우씽(文远粤行) Robotaxi 

이러한 문제도 무인주행택시에 적용된다. 이번 전염병 중 병원, 학원가, 공장 등 특정 장소에 무인차가 

각기 다르게 사용되었다. 무인주행택시는 개방도로에 사용되고 이 차량의 운행 속도는 빨라 승객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차량의 원가, 정부의 도로권 요구도 중요하다. 이또한 이번 전염병 중 RoboTaxi 를 

아직 보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다. 현재 국가 도로 측정 관리 규정에는 RoboTaxi 가 필수적으로 안전요원을 

대동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전염병의 무인화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이 전염병 상황은 더 많은 사람들이 무인차의 실제 가치를 보개 하고 있다. 비록 

산업 단기내에 폭발기에 진입하지는 않겠지만 특정 장소에 응용되는 소형 무인차는 이미 더 많은 

범위에서 쓰여지기 시작했고 잠재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장더쟈오(张德兆)는 ‘내년에 일부 더 쓰여지는 

곳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무인화 서비스가 인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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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뤄용하오(罗永浩), 리쟈치(李佳琦)의 불 같은 인기 배후, 왜 절반이상의 

인터넷 사이트가 라이브방송 제품 판매를 하는 걸까? — 란차이징(燃财经) 제공  

라이브방송 제품판매업에서 타오바오(淘宝), 콰이쇼우(快手), 도인(抖音) ‘삼국전’이 이미 시작됐다. 

   사진 1) 출처: 란차이징(燃财经) 

4 월 1 일 만우절날, 뤄용하오는 도인에서 라이브방송 제품판매 첫 쇼를 했고, 3 시간만에 1.1 억을 

팔아치웠다. 뤄선생의 가입으로 원래 아주 인기있던 전자상거래 라이브방송은 더욱 뜨거워졌다. 

    사진 2) 출처: 란차이징(燃财经) 



ISSUE 및 시장동향 

주간 중국 창업                                33                                 제 175 호(2020.04.15) 

,주요 인터넷 회사는 오늘날 라이브방송에 쏠리는 이득을 포기하지 않고 라이브방송 전자 상거래 사업을 

집중적으로 가속화했다. 지난 반 달 동안 뉴스는 잇따라 나왔다: Weibo 는 ‘Weibo Store’를 공식 출시했고, 

도우위(斗鱼)는 ‘도우위 쇼핑(斗鱼购物)’을 내놓았으며, Baidu 도 온라인 전자 상거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 전에 타오바오(淘宝), 콰이쇼우(快手), 도인(抖音) 삼국전이외 모모(陌陌), 지후(知乎), 

샤오홍슈(小红书), 왕이카오라(网易考拉), 징동(京东), 핀둬둬 (拼多多), 모구지에(蘑菇街), 양마토우(洋码头) 

등도 이미 라이브방송 제품 판매에 진입했다. 

이러한 ‘인터넷의 절반이 라이브방송 제품판매 시대’에서, 오래된 브랜드 플레이어인 타오바오는 이미 

라이브방송 제품 판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트래픽 획득’및 ‘전환율’ 양측면에서 

탁월한 결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가자가 생방송 제품 판매를 잘 하는 것은 

아니며, 플랫폼 사용자의 유전자와 비즈니스 유전자도 고려해야 한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새로운 플레이어 

눈앞에 라이브방송 제품판매 산업은 이미 타오바오, 콰이쇼우, 도인 ‘삼국킬’의 상황이다. 

초상증권(招商证券)이 2020 년 1 월 발표한 보고데이터에서 타오바오 라이브방송의 전자상거래 

GMV 독점 1 위였고 일평균 2.2 억, 올해 1800 억이었다. 콰이쇼우 전자상거래 일평균 GMV 는 1 억에 달하며 

도인은 일평균 2000 만이다. 

표 1) 출처: 초상증권(招商证券) 보고 

이 3 사 중 가장 먼저 힘을 발휘한 것이 타오바오 라이브방송으로 리쟈치(李佳琦), 웨이야(薇娅)와 같은 

헤드급 스트리머와 600 여 개사 MCN 기구를 모았으나 직업 스트리머가 제품을 판매하는 능력은 

상위 20%소득이 하위 80%에 해당하는 정도로 비교적 심각하다. 2019 년 쌍십일절 타오바오 라이브방송 

GMV 는 200 억 가까이 도달했다. 

도인이 정식으로 전자상거래 라이브방소에 진입한 것은 2018 년으로 컨텐츠를 주요 트래픽 분배 

로직으로 운영하며 플랫폼 통제력이 강하고 쉽게 인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상업화 방면의 전략이 

약간 뒤처지며 현재 수입은 여전히 주로 광고 업무에 의존하고 있다. 

침강시장을 경작한 콰이쇼우(快手)측은 도인보다 일찍 라이브방송 제품 판매 상업화의 길을 걸어갔다. 

콰이쇼우의 모델은 쇼트클립과 라이브방송 방식으로 유입을 이끌고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결합하여 

트래픽이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거물 플레이어들의 경쟁이 격렬하고 신규 플레이어들이 연이어 진입하고 있다. 본지는 공개된 정보에 

의거하여 라이브방송의 불완전한 명단을 정리해보았다. 

이 명단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초기에 진입한 회사는 타오바오(淘宝), 모구지에(蘑菇街), 징동(京东) 

등과 같이 대부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고 이어서 콰이쇼우, 도인 등 쇼트클립 플랫폼이 진입했고, 2019 년 

이후 진입한 회사 유형은 더 광범위하여 웨이씬, 웨이보, 샤오홍슈(小红书), 도우위(斗鱼) 등 쇼셜네트워크, 

생방송 등의 플랫폼이며 최근 바이두도 전자상거래 라이브방송을 올리겠다는 소식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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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진입한 플레이어 중 핀둬둬(拼多多), 웨이보(微博) 라이브 방송 입구가 가장 분명하고 샤오홍슈 

(小红书), 모모(陌陌), 도우위(斗鱼) 입구는 깊이 숨겨져 있다. 

타오바오와 징동 라이브방송은 서로 다르며 핀둬둬는 전문 라이브채널을 개설하지 않았고 화면 

banner 위치에 둘 것이며 라이브방송을 통해 홍바오를 주고, 산지 생방송을 하고, 생방송 랭킹 경쟁의 

방식으로 사용자의 클릭 진입을 유도할 것이다. 웨이보 라이브방송 플랫폼은 하나의 라이브방송으로 

하나의 라이브 방송의 ‘종차오(种草)생방송’ 프로그램 중 웨이보가 제품판매를 하는 입구를 찾을 수 있다. 

비교하자면 샤오홍슈 라이브방송은 비교적 숨겨져있다. 본지의 체험에 의하면 샤오홍슈 라이브방송은 

입구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사용자가 스스로 ‘샤오홍슈 라이브방송’ 화제를 검색해야하며, 좋아하는 

화제를 클릭한 후에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모와 도위 라이브방송 플랫폼도 전자상거래 라이브방송 

입구가 분명하지 않다. 

라이브방송계에서 보자면 새롭게 진입한 몇 개 사의 플랫폼 라이브방송룸은 고도로 비슷하며 화질과 

라이브방송 기능은 각기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다.  

핀둬둬와 샤오홍슈를 예로 들면 핀둬둬의 라이브방송과 타오바오 라이브방송은 매우 비슷하나 기능이 

약간 다르다. 핀둬둬 플랫폼에서 사용자는 쇼핑 카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자신이 구매하려는 제품 설명을 

예약할 수 있고, 타오바오 라이브 룸에서 쇼핑 카트 관련 항목을 클릭하면 스트리머 소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샤오홍슈의 라이브 방송 인터페이스에는 기본 기능이 있지만 화질은 보통이며 다시 보기 기능이 

없다. 

 

 

 

 

 

 

 

 

 

 

 

 

 

 

사진 3) 출처: 란차이징(燃财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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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명품 브랜드 LV 이 샤오홍슈에서 첫 라이브 쇼를 하여 네티즌과 만났다. 네티즌은 시청 과정에서 

생방송 화면이 흐려져서 스타일 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세트는 단순하여 브랜드 고유의 비주얼 스타일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판매되는 상품의 유형 측면에서 플랫폼간에 차이가 있다. 핀둬둬가 판매하는 제품 카테고리는 주로 

농산물, 신선한 과일, 일용품, 3C 디지털 제품이며, 샤오홍슈 플랫폼은 주로 미용 및 스킨 케어 제품, 의류 

가방 등에 중점을 둔다. 웨이보는 주로 미용 및 일상 생활 용품에 중점을 두며 도위 플랫폼은 남성 

사용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제품 범주는 주로 3C 디지털 제품 및 게임 주변 기기다. 

참가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크로스오버 앵커, 크로스오버 플랫폼에 관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에 참여할 것이다.  

‘전환율’과 ‘트래픽’이 참가자를 낳는다. 

수많은 신조류가 사라졌다. 라이브 방송 제품판매는 어떻게 2020 년에 새로운 돌풍 세력이 되었나? 

이 시점의 폭발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기술 조건면에서 4G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비디오 기술이 성숙했으며 5G 는 곧 더 많은 상상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사용자 트래픽 비용이 점차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전국민 라이브 방송 

제품판매를 위한 기본 보장을 제공한다. AiMedia 의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브방송 전자 상거래 

사용자의 약 25 %가 매일 라이브 라이브방송 제품판매를 시청하고, 사용자의 약 46 %가 라이브 전자 

상거래를 매주 시청한다. 

또하나, 2020 년 코로나 19 전염병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비즈니스가 전환하는 추세를 가속화했다. 

“전염병 하에서 주요 오프라인 시장과 영업점은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엄격한 유동 제한을 받으며, 

주춤해진 시장은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새로운 트래픽 증가를 발견했습니다.”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구 고우메이(构美) 설립자 난야(南亚는) 이전에 이와 같이 말했다. 

주요 인터넷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라이브 스트리밍의 ‘전환율’과 ‘트래픽’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진입 초반 타오바오 라이브방송과 모구지에에서 볼 수 있듯이 생방송 제품판매는 업무의 성과 효율이 

뚜렷하다. 전염병 기간 타오바오 라이브방송은 데이터의 급격한 증가를 이끌었다. 2020 년 2 월 타오바오 

라이브방송에서 새로 방영된 판매자의 수가 1 월보다 719 % 증가했다. 

3 월 30 일 개최된 타오바오 라이브 방송 시상식에서 타오바오 콘텐츠 전자 상거래 사업부의 총경리인 

슈엔더(玄德)는 몇 가지 주요 데이터를 발표했다. 2019 년 타오바오 라이브방송은 이미 누적 사용자 4 억 

명에 달했고, 한 해 GMV 는 2000 억 위안을 돌파했고, 이중 쌍십일절 하루 라이브방송 GMV 는 200 억을 

돌파했으며, 177 명의 스트리머 년도 GMV 는 억을 넘었고, 2019 년 타오바오 라이브방송이 창출한 고용은 

400 만명에 근접한다. 

알리바바 2020 회계 연도 제 3 분기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Ali 의 4 대 수익 사업 부문 중 하나인 핵심 

전자 상거래 사업은 매출의 87.6 %를 차지했으며, 그 중 Tmall 사업의 온라인 실물 지불 GMV 는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재무 보고서는 처음으로 타오바오 생방송 비즈니스 데이터를 발표했다. 2019 년 12 

월 타오바오 생방송을 통해 생성된 상품의 교역 가치와 타오바오 생방송을 시청하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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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타오바오의 생방송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중 하나가 

되었으며, 바이어와 KOL 은 라이브방송을 통해 팬과 소비자와 상호 작용한다. 

   사진 4) 출처: 시각중국(视觉中国)   

마찬가지로, 비록 모구지에의 사업은 수년간 적자였지만 라이브 방송 사업의 성장 속도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모구지에의 2020 회계 연도 제 3 분기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브방송 사업이 전체 사업 

GMV 의 50 % 이상을 차지했으며 라이브방송 사업 GMV 는 전년 대비 99.5 % 증가하여 거의 두 배가 

되었다. 

2019 년 12 월 31 일 기준으로 지난 12 개월 동안 모구지에 클릭 영상 라이브방송의 모바일 활성 

사용자 수가 32.4 % 증가했다. 심지어 어떤 업계 인사는 라이브방송 제품판매 비즈니스가 모구지에가 

적자를 벗어나 흑자를 이루는 구세군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화촹증권(华创证券) 연구원인 진상이(靳相宜)에 따르면, ‘라이브방송은 본질적으로 3 가지 특징을 지닌다. 

시간 점유가 비교적 길고, 밀접도가 강하고 사용 배타성을 지닌다. 광고와 비교할 때 라이브방송 

현금화율은 더 높다.’ 이것은 각 인터넷 회사들이 연달아 진입하는 요인이 되었고 이미 ‘정점에 도달한 

천장’을 뚫으려 시도하고 있다. 

라이브방송 제품판매도 인터넷을 도와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인구 배당이 

사라지고 트래픽이 정점에 이르렀으며 많은 기업들이 사용자 성장 둔화와 고객 확보 비용 증가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사용자의 사용 시간과 단위 시간의 상업적 가치는 상승해야 하며, 인터넷 사용 

후반기의 절박한 수요가 되었다. 

흐징캐피털(合鲸资本)의 창립 파트너인 훠종옌(霍中彦)은 본지에게 2019 년 타오바오 라이브 방송과 

콰이쇼우의 GMV 가 모두 3 천억에 달했으며 2020 년에는 아마도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라이브방송 전자 상거래에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미래 라이브 방송 제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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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예를 들어 기타 전자 상거래 플랫폼, 소셜 플랫폼, 소셜 전자 상거래, 커뮤니티 그룹 구매 등과 

같은 더 많은 트래픽 입구로 현금전환 도구가 될 것이다.  

화잉캐피털(华映资本)의 창립 관리 파트너인 지웨이(季薇)는 생방송이 가져온 트래픽 배당에 대해 

낙관적이다. 그녀는 생방송 전자 상거래가 지난 2 년 동안 빠르게 발전했으며 트래픽의 구조적 

배당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검색 지향적 소비, 쇼핑 가이드, 상호 작용에 의존하며, 다시 ‘클라우드 

쇼핑’식의 목적없는 성격의 소비에 이르러, ‘사람이 제품을 찾던 방식’에서 ‘제품이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소비체험이 더 시각화, 정서화, 상호 작용화되었다. 

“모든 전자 상거래 라이브방송 스튜디오는 온라인 상점입니다. 스트리머와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극도로 높은 전환율을 가져오며 교역 효율을 높입니다. 우리들도 플랫폼의 트래픽이 라이브 전자 

상거래에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교역 트래픽 재구성 과정중, 분산식 

트래픽 단말과 제품 단말이 거대한 양변의 시장의 형성하며 새로운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전염병 상황도 객관적으로 사용자 온라인 교역 습관을 강화했습니다. “지웨이가 말했다. 

“라이브방송은 B-end 와 C-end 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드문 지불 방식입니다. 대중 오락성과 결합하여 

사용자는 실시간 상호 작용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인상의 판매자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고 도모하기 유리하도록 하며, 라이브방송 제품판매는 하나의 사업으로 장구한 것이 

되었습니다.” 한 MCN 에이전시 담당자는 본지에 이렇게 말했다. 전자 상거래 라이브방송 제품판매에서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왕홍, MCN, 사용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라이브방송 업무가 표준이 될까? 모두 기회가 있는가? 

본질적으로 라이브방송 제품판매는 플랫폼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필연적인 산물이지만, 진입하는 모든 

회사가 라이브방송 제품판매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 유전자와 비즈니스 유전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 속성의 관점에서, 게임 라이브 방송 플랫폼의 사용자 구성은 상품을 판매하는 스트리머의 

카테고리를 제한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도위가 시도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제품에서 일용품, 식품 

외에도 남성의 운동, 트렌디한 브랜드, 과학 기술 디지털 제품에 적합한 것이 스트리머의 주요 추전 

제품이 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상품 선택은 도위의 기존 사용자 속성과 관련이 있다. QuestMobile 이 발표한 라이브방송 

산업 통찰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라이브방송 산업 사용자 비율은 남녀 비율이 9 : 1 에 가깝다. 대부분의 

도위 사용자는 게임과 전자 스포츠를 좋아하는 젊은 남성 플레이어이며 18-35 세 사이의 연령이 집중되어 

있다. 립스틱, 화장품 등 여성 제품은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 

많은 엔터테인먼트 지향 플랫폼의 경우 라이브 방송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라이브 방송이 제품판매를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전 타오바오 생방송 운영 책임자인 쟈오위엔위엔(赵圆圆)은 매체에 타오바오 

생방송의 90 % 이상이 모두 판매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처음에는 판매자의 생방송과 재능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나중에 판매자의 생방송은 달인의 생방송보다 규모상 훨씬 앞서 있다. 다시 말해, 전자 

상거래 생방송 서클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쇼핑 가이드인 것이다. ’실시간 전자 상거래의 엔터테인먼트는 

유익한 보충이며 전문성은 첫째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팬이 상대적으로 수직인 플랫폼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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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션 B, 타오바오, 콰이쇼우 3 대 주요 플랫폼의 라이브방송 사업은 확실히 더 두드러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콰이쇼우와 스테이션 B 의 미래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입니다. 모든 제품 판매 

라이브방송은 제품 판매하는 사람의 기초 로직이며, 플랫폼 측면에서는 단지 ‘수직 성격을 가진 

스트리머가 타겟이 맞는 팬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팔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성슈아이(盛帅)는 

말했다. 

 산업 유전자 측면에서 보면, 게임 라이브 방송 플랫폼은 판매하는 상품의 범주를 제한하지만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진 5) 출처: 시각중국(视觉中国)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여성 사용자의 가치가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일부 화장품과 일용품이 더 

인기가 있지만, 세분화된 영역이 있다. 전자 상거래 분석가 리청동(李成东)은 멀티 이커머스 플랫폼의 

라이브방송 제품 판매 방식은 기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용자 그룹과 상품 범주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타오바오의 주요 카테고리는 의류, 장신구, 미용분야입니다. 그러나 징동의 우세 카테고리는 가전 

제품이지만 가전 제품의 생방송 생산량은 아주 작고 비교할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가전 디지털은 

생방송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핀둬둬 생방송은 농산물로 대표되는 식품류에 더 가깝습니다. 핀둬둬와 

WeChat 이 협력하고 소셜 미디어와 결합하여 생방송을 하는데, 상품 체험에 있어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사실상 전자 상거래 생방송의 레이아웃에있어 강력한 비즈니스 유형의 인터넷 거인인 알리바바든, 

강대한 트래픽 유형의 인터넷 거인인 콰이쇼우, 도인이든, 전자상거래 라이브방송 배치 측면에서 표면은 

트래픽 경쟁이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역시 공급망 능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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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타오바오, 핀둬둬의 공급망 자원은 비교적 심원하며 우세가 있습니다. 게임 등 수직 형 

회사도 돈을 벌 수 있지만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 같은 규모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청동은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미래에는 라이브방송이 표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각 회사가 달성할 수 있는 규모는 역시 

전문성으로 비교되는 양이다. 

 

3.불확정성에 놓인 글로벌 공급체인 — 화씽자본(华兴资本)제공 

8 대 문제에서 출발하여 전염병 팬데믹이 글로벌 공급체인에 미치는 교란에 대해 논의해 본다.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에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국은 어떻게 핵심 위치를 

유하는가?  아시아의 제조 환경은 어떻게 되는가? 공급망의 혼란은 IT 하드웨어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화씽증권연구부(华兴证券研究部)는 거시적, 전략적 및 산업적 관점에서 전염병이 중국의 다양한 측면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 일련의 심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19 전염병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교란>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를 공유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발생하는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에 대한 영향의 두 번째 물결을 통해,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분석하고 연구한다.  

01. 팬데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  글로벌 공급체인에 미치는 중대 충격 

3 월부터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 19 전염병 발생이 효과적으로 완화되었고 동시에, 중국 본토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전염병이 가속화되었다. 3 월 11 일, 세계 위생보건기구 (WHO)는 COVID-19 가 세계적인 

전염병을 구성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WHO, 정부, 기관 및 언론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전염병은 생산 활동과 글로벌 가치 사슬을 

방해하고 있으며 기업, 소비자 및 세계 경제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세계화의 흐름에서 

생산과 비즈니스 활동과 글로벌 공급망 사이의 밀접함은 전례가 없었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무역 활동은 

세계 GDP 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면서 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 대체할 수 없는 강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가 

영향을 받는 경우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이 심각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산업은 

구성 요소 또는 공급망이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 집중되어있는 산업일 것이다. 국제 통화 기금 (IMF)은 

2018 년에 대체하기 어려운 제품을 말하자면 중국, 독일 및 미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약 10-20 %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2. 여전히 중국주식시장 발전을 전망있게 바라봄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전세계 확산이 중국 경제와 중국 주식 시장에 비교 우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https://36kr.com/user/8773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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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는 2020/2020 년 1 분기 중국의 GDP 성장 예측을 낮추었으며, 중국 경제가 정책 부양과 

지연된 수요 방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2020 년 하반기부터 2021 년까지 V 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우리는 중국이 금리 인하, 신용 완화, 은행 대출 및 특혜 대출 증가, 세금 및 수수료의 단계적 감축, 특수 

부채 발행 및 인프라 투자 증가와 같은 더 많은 부양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른 주요 

경제국들에서 완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도입하고 위안화 환율에 대한 압력을 

줄이는데 더 유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주요 감염 사례 수가 주요 중국 주식 지수의 성과로 정점에 도달했을 때, 중국 주식 시장은 한 

달 안에 바닥을 but 지만, 글로벌 주식 시장의 하향 조정 유출 효과로 인해 하락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시장과 비교할 때 중국 주식 시장은 국내 성장 잠재력, 좋은 환율 동향 및 글로벌 투자자의 자산 할당 

요구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요 전환점의 도래를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이러한 

증거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신규 확진사례 감소; 2) 중국 경제에서 데이터 개선 

신호와 전국 작업 재개의 실증 증거가 높은 빈도로 관찰됨; 3) 중국이 추진하는 방향과 전면적인 자극 

정책; 4) 중국과 다른 경제 국가들도 통화 완화 및 재정 부양책을 위한 보다 명확한 실천도 발표. 

3. 세계 기타 지역이 직면한 더욱 불리한 발전 요소 

G7 국가 당국은 모든 적절한 정책 도구를 사용하여 전염병 폭발의 영향에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은 세계 경제와 세계 시장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왔으며,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이익 성장이 전년 대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출처: 화씽증권(华兴证券), 글로벌증시는 이익이 전년 동기간 대비 지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붉은 선-MSCI 글로벌 

동향 12 월 EPS 전년도 동기간 대비, 회색 선- MSCI 글로벌 동향 12 월 EPS 전년도 동기간 대비(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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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출처: 화씽증권(华兴证券), 전세계 경제쇠퇴 상황하에 수입이 대폭 하강할 가능성, X 축-글로벌 GDP 증속, Y 축-

MSCI 글로벌 EPS 증가속도 

글로벌 공급망과의 바이러스 간섭은 또 다른 위험 요소다. 따라서 전염병이 절정에 달한 이후 세계가 

중국 주식 시장의 개발 모델을 쉽게 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02 전염병은 중국 비즈니스활동에 어떤 영향을 조성했는가? 

전염병의 영향으로 중국 본토의 무역 수치와 비즈니스 활동이 크게 줄어들 었으며 트래픽 양도 크게 

감소했다. 수천 개의 회사와 공장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중국의 공장 활동이 전염병의 발발로 

심각하게 타격을 받으면서 NB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 지수는 35.7 (1 월 

50.0)에서 15 년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이는 2008 년 11 월 38.8 이었던 세계 금융 위기 수치보다 현저히 

낮다.  

21 개 제조업의 전체 PMI 지수는 50 대 미만으로 하락 영역에 진입했으며 화학 섬유, 일반 장비, 특수 

장비 및 자동차 제조 분야 및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다. 

2020 년 1 월부터 2 월까지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전년 대비 17.2 %와 4.0 % 감소했으며 (12 월 : + 7.9 % 

/ + 16.5 %), 무역 적자는 미화 70.9 억 달러 (2019 년 첫 2 개월 : 무역 순차 414.5 억 달러). 신종 코로나 

19 전염병의 폭발, 특히 작업 재개 지연, 물류 차단 및 격리 조치는 중국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2020 년 2 월 현재 상기 지표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 이는 2 월 PMI 데이터에서 신규 

주문 및 신규 수출 주문 분류지수의 축소와 일치한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PMI 제조 데이터에서 공급 업체의 교부시간 분류지수의 대폭 하락은 공급망이 더 

나아가 지장을 받았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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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출처: 화씽증권(华兴证券), 전염병 기간, 제조업 공급상 납품 PMI 출현.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청난 파괴력은 다른 주요 경제의 

PMI 데이터에도 반영되어 있다  

 

 

 

 

 

 

 

 

 

 

표 4) 출처: 화씽증권(华兴证券), 전염병 폭발 이후 글로벌과 주요 경제국가의 구매매니저지수도 폭락 

또한 중국 공장이 아직 완전히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03 중국 전염병 상황은 어떻게 글로벌 공급체인에 제일 먼저 타격을 가했나? 

중국 본토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전의 전염병은 중국 본토의 

생산 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전염병은 중국의 주요 구성 요소 및 고급 제품에 대한 세계 경제의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과 중국 간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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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멕시코 및 한국은 중국 본토 수출의 주요 목적지다. 모든 제조 산업에서 이러한 거래 

파트너는 중국의 컴퓨터, 전자 제품 및 섬유 제품에 크게 의존한다. 중국이 산업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이 

지역의 글로벌 공급망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수요 측면에서 중국 본토에서 수입되는 전자 제품은 주로 미국, 일본, 한국, 대만에서 수입되며 그 중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들 국가와 지역에서 폭발하는 전염병 상황은 중국의 수출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코로나 19 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됨에 따라 중국 제조 회사가 

작업을 완전히 재개할 수 있더라도 이들 국가와 지역은 무역 파트너의 공급 감소로 인해 두 번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경제 둔화가 다른 국가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중국의 생산 

능력이 낮아지면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세계 은행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 상품 중 약 

17 %는 ‘중간’상품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다른 제조업체가 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 및 철강을 포함한 

완제품 생산에 이러한 상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영향 측면에서, 중국의 부속품 공급망 장애와 국경간 출장 감소는 코로나 19 전염병이 완전히 

통제될 때까지 업무 활동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04 한국과 일본에 두 번째 파괴를 일으킬까? 

일본과 한국은 제조대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중국과 비교하여, 일본과 

한국은 전자, 기계, 자동차 제품의 기술 및 생산 능력에 우세를 갖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은 이 분야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제조 산업이 초기에 대규모로 폐쇄되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통제되기 전에 일본과 한국의 

전염병이 확산되어 더 많은 회사가 생산을 줄이거나 생산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긴박하게 만들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5 년 일본의 중간 제품 수출은 글로벌 기계와 설비, 컴퓨터와 전자 상품과 기본 

금속 및 금속 준비 제조준비의 점유분이 각 4.4 %, 4.2 % 및 3.6 %를 차지했다. 같은 해에 이들 산업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훨씬 더 높았다 (8.0 %, 4.2 %, 4.1 %). 이러한 중간 제품 중 많은 제품이 고부가가치 산업 

체인의 상부 제품에 속하며 하부 제조업체의 구성 요소다. 

WCO (세계해관조직)의 <상품명칭과 코드 협조 제도> (HS)의 분류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 (0.19), 중국과 

한국 (0.40) 사이의 수출 상관 관계는 비교적 약한 반면, 일본과 한국 간의 수출 상관성은 비교적 강하다 

(2015 년 HS-4 수준). 

예를 들어, 전자 제품 제조에서 중국 기업은 주로 1 차 재료 가공, 부품 생산 및 완제품 조립에 

종사한다. 중국 기업은 주로 한국, 일본 및 독일에서 핵심 구성 요소를 수입한다.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 19 

전염병 상황 악화에도 산업체인 중 고급부품의 제조 공정은 쉽고 빠르게 중국으로 이전될 수 없다. 

05 전염병으로 인해 생산 활동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연맹으로 이전될까? 

전반적으로, 우리는 동아시아 연맹 국가들이 세계의 공급망에서 중국의 중요한 위치에 도전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경제, 자원 할당량 또는 산업 시스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도전자가 아닌 중국의 추종자. 



ISSUE 및 시장동향 

주간 중국 창업                                44                                 제 175 호(2020.04.15) 

중국의 생산 비용 (인건비, 세금 비용 등)이 일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를 초과했다. 기업은 

노동 비용이 낮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 제품의 생산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이 부가가치가 낮고 

노동 집약적인 노동이라는 장점 때문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중심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회사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공장을 설립하고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 비용에 대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의 비교 우위가 줄어들 것이다. 중국 시장의 규모와 잠재력을 감안할 때 

전체 산업 체인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시장으로 완전히 옮길 수는 없다고 여긴다.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의 컴퓨터, 전자 제품, 광학 제품, 전기 및 기계 장비의 최대 

수입국이다. 일본과 한국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에서 이러한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에서 전염병의 확대는 생산 비용 증가, 생산주기 연장 및 

제품 배송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전 및 자동차 산업과 같은 중국의 산업체인 

말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06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중요한 위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지적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중미 경제 무역 마찰로 인한 일부 

외국 기업의 공급망 중단 (주로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몇 년 동안 

중미 경제 및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외국 투자 기업이 생산을 다른 국가로 옮기고 다른 

국가의 공급 업체를 찾았다. 베트남과 태국에 공장을 설립한 회사를 포함하여 이 외국 회사들이 중국보다 

코로나 19 전염병의 영향을 덜 받는다면, 우리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 생산을 의존하는 회사가 받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추정한다. 

최근 몇 년간 세계 무역 긴장이 심화되었지만, 우리는 지역 생산 가치 사슬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주변국에서 독일과 미국으로 알려진 3 개의 주요 글로벌 가치 사슬 생산 센터로 발전했다. 

전기 장비 산업과 관련하여 중국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율은 특히 높으며, 이는 중국의 조립 활동과 

이러한 산업에서의 대량의 자원뿐만 아니라 중국이 외국 생산 재료에 미치는 의존도까지 중국이 세계적 

시야에서도 자신의 혁신과 가치 창출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OECD 의 TiVA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 및 시장 서비스에 대한 최종 수요의 대부분은 

중국내에서 창출된 부가 가치다. 지난 10 년 동안 중국은 공급망의 현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중국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자국 제품과 시장 서비스 신규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비중은 

9 퍼센트에서 83 퍼센트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국의 핵심 위치와 중국내 제조업과 제조산업 제품 방면에서 중국의 

독특한 위치를 고려할 때, 우리는 세계의 어떤 국가나 지역도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면 높은 대가를 치를 

것으로 여긴다. 

07 IT 하드웨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5G 건설, 스마트 폰과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기술 하드웨어 산업은 전 세계 공급망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급망 연결의 약점은 최종 제품 납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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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징 테스트이든 관계없이 링크에 문제가 있으면 최종 제품을 납품할 수 없거나 주문이 더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전염병의 영향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전체 과학 기술 영역 공급망의 통합과 

협력을 포함한다. 최근 우리는 과학기술 하드웨어 산업의 등급을 ‘초과’에서 ‘중성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패키징공정 분야에서 주요 부품 공급에 대한 물류 장벽이 존재하고 중국의 많은 기업도 현재 출장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기술 담당자 (특히 현장 기술 지원 엔지니어)가 테스트를 위해 EMS (전자 전문 

제조 서비스를 뜻함) 공장으로 테스트하러 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운영 효율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만연한다면,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미국의 참여도가 높은 제조업 상단 영역 (재료, 반도체, 고급 기계 및 소프트웨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전체 기술 산업에 더 큰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5G 구축 측면에서, 우리는 코로나 19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의 5G 부서 진척이 1.5-2 개월 지연될 

수 있다고 본다. 여러 도시에서 5G 기지국의 설치가 이번 전염병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5G 구축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나 5G 기지국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는 5G 

기지국에 대한 수요가 다음 몇 분기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CPC 중앙위원회의 정치국과 산업 정보 

기술부 (MIIT)의 정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코로나 19 전염병이 끝난 후 5G 기지국 건설을 가속화하여 

부분적으로 경제를 자극할 계획을 갖췄음을 확인했다. 

데이터 센터 구축 측면에서 5G 촉진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해 2020 년에는 주류 인터넷 

회사 및 통신 사업자의 데이터 센터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5G 의 높은 기술 요구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관련 공급망 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계속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다양한 제조업체의 생산 재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면 메모리, 교환기, 컴퓨터 구성 요소 및 광 네트워크를 포함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조합 

구성 요소 및 핵심 구성 요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전염병이 스마트 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현재 4G 에서 

5G 로 전환하는 중요한 순간에, 각 휴대 전화 제조업체의 4G 휴대 전화 재고가 많기 때문에 4G 스마트 폰 

수요 감소 상황은 다음 몇 분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요는 부분적으로 사라질 것이며 2020 

년에 스마트 폰 시장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 2020 년 전세계 스마트 폰 출하량은 12.75 억대이며, 

2020 년 중국 시장의 스마트 폰 출하량은 3.30 억대다. 

    표 5) 출처: 화씽증권(华兴证券),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브랜드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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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출처: 화씽증권(华兴证券), 주요브랜드 스마트폰 2020 년 글로벌 5G 출하량 예상 

2020 년에 글로벌 5G 스마트 폰 출하량은 2.74 억 대로 예상된다. 수요 감소 외에도 스마트 폰 공급망의 

업무 재개율이 낮은 것도 스마트 폰 시장 전망에 대해 보수적인 이유 중 하나다. 

08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웨이퍼 파운드리의 생산 능력은 여전히 최대 용량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문 대기열은 여전히 매우 

길지만 현재 고객이 주문을 줄이면 앞으로도 충분한 생산량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2 월에 발표된 OEM 의 

수익은 다음과 같다. TSMC (2330 TT)는 전기간 대비 9.9 % 감소했고 전년 대비 42 % 증가했다. 

리엔화전자(联华电子 2303 TT)는 전기간 대비 3.4 % 감소하고 전년 대비 30 % 증가했다. 웨이자오 반도체 

(威兆半导体 VIS, 5347 TT)가 전기간 대비 9 %, 전년 대비 22 % 증가했다. 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코로나 19 전염병이 OEM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 

패키징 공정 산업의 노동 집약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에 본사를 둔 패키징 공정 OSAT 회사는 

코로나 19 전염병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5G 관련 수요는 수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서비스 제공 업체 기지국 인프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코로나 19 전염병은 단기 수요에만 영향을 미치며 기본 구조적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데이터 센터/서버 시장에서 고성능 컴퓨팅 (HPC) 관련 주문 회복이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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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자컴퓨터 시리즈 42) 바이두 2020 년 글로벌 TOP 10 양자컴퓨터 

회사로 등극 — 환구왕(环球网) 제공 

최근 ‘Analytics Insight’매거진은 Accenture, Amazon, Google 및 기타 업계 거대 기업을 포함하여 2020 년 

글로벌 10 대 양자컴퓨팅 회사 목록을 발표했으며, 중국 기업은 Baidu 와 Ali 만이 목록에 있다. 

   사진 1) 출처: 환구왕(环球网) 제공 

양자 컴퓨팅은 주로 양자 역학의 양대 특성을 이용하며——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으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현재 일부 컴퓨팅 문제에서 양자 컴퓨터의 컴퓨팅 성능은 이미 기존 컴퓨터의 컴퓨팅 

성능을 능가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두가 양자 컴퓨팅 발전 방면에서 세계 최전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Baidu 는 2018 년 

양자컴퓨팅 연구소를 설립하여,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응용 업무 연구를 진행했으며, 

시드니 과학 기술 대학 양자소프트웨어와 정보 센터 개설 주임 두안룬야오(段润尧) 교수를 바이두 

양자컴퓨터연구소 소장으로 초청했다.   

두안룬야오(段润尧)는 일찍이 5 년 안에 바이두 양자 컴퓨팅 연구소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것이며, 양자 컴퓨팅은 Baidu 의 사업에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 년 바이두 AI 개발자 컨퍼런스 공개 클래스에서 바이두는 글로벌 첨단 양자 펄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양맥(量脉 Quanlse)’을 발표했다. 이 것은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 명령을 양자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펄스 시퀀스로 변환할 수 있고, 알고리즘 성능은 비교적 동일 유형의 도구를 두 배급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며, 양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연결을 실현하기위한 핵심 교량을 실현한다. 

또한 Baidu 는 양자 컴퓨팅의 기타 영역인 검색 엔진, 자율 주행을 포함하여 다른 잠재적 영역에도 양자 

컴퓨팅을 사용하고 있다. 바이두 양자컴퓨팅연구소는 바이두의 강력한 기초 기술 능력과 클라우드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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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핵심 비즈니스를 결합하여 양자 알고리즘, 양자 AI 응용, 양자 아키텍처의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하며, 유연하고 효율이 높은 양자 하드웨어 연결구를 통해 서로 다른 양자 하드웨어시스템이 

접하는 양자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하며, 최종적으로 양자 컴퓨팅 기능이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아웃풋되게 한다. 이외에도 바이두는 지속 발전가능한 양자 컴퓨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첨단 기술 중 하나인 양자 컴퓨팅은 줄곧 각국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으며, 각국이 차세대 과학 

기술 개발의 ‘지배 고지’를 점유할 수 있는 훌륭한 무기다. 각국 과학기술기업은 양자 컴퓨팅에서 쟁탈전을 

벌이고 있으며, 필연코 양자 컴퓨팅의 진일보한 발전을 촉진하고 빠른 시일내 이 새로운 기술을 각 산업 

각 업종 속에 통합시킬 것이다. 

예일대 (Yale University)의 응용 물리학과 물리학 교수(Sterling Professor), 초전도 큐 비트 발명가 중 한 

사람인 Schoelkopf 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은 다루기 가장 쉬운 문제를 

선택합니다. 실용 양자 컴퓨팅 구현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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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News Letter by PLAYCOIN  

1. 암호화폐, 금보다 안전하다? 中 NIFA '아니다' (바아이 뉴스, 2020.04.05) 

중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최근 암호화폐가 금보다 더 안전한 자산인 동시에 리스크 회피 수단이라는 투자업계의 관측에 대해 

NIFA(중국인터넷금융협회)는 ‘실제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NIFA 는 지난 2 일 '해외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 투기에 대한 위험 제시' 공문을 발표하고 관련 

암호화페 투기에 맹목적으로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NIFA 는 ‘일부 거래소들이 각종 이벤트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암호화폐는 금은을 뛰어넘는 리스크 회피 자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실제 암호화폐 가격은 급등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2017 년 9 월 중국 인민은행 등을 포함한 7 개 기관이 `토큰 발행 자금조달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한 이후 상하이 내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강조했으며 

사실상 중국 내 모든 ICO 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상태다. 이후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해외로 도피하면서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자취를 감춘 듯했다. 

하지만 중국계 거래소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는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NIFA 는 일부 

거래소의 거래 데이터 샘플링 분석을 통해 40 여 종의 암호화폐 거래 회전율이 100%를 넘고 70 여 종의 

암호화폐 거래 회전율이 50%가 넘는다고 발표했다. NIFA 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펌프 앤 덤프 

수법을 이용하거나 인위적으로 거래량과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정부의 규제를 피해 채굴업체 및 거래업체들은 웹사이트 도메인과 IP 주소를 해외로 이전해 중국 

금용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있다. NIFA 는 특히 거래소의 사업등록주소와 실제 사무실 주소가 달라 

확실하게 운영자의 신원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투자자 피해 발생시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NIFA 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이 국가의 법과 감독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면 암호화폐 거래 및 투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NIFA 의 회원기구들은 자발적으로 불법 금융 활동을 저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 테슬라, 블록체인 활용한 중국 항구 통관 시험 마쳐 (COINDESK, 2020.04.07) 

블록체인 기반 물류 전문업체 카고스마트(CargoSmart)는 테슬라가 상하이 항만청과 중국 국영 해운사인 

COSCO(중국원양자원, 中国远洋运输)와 함께 블록체인 앱을 활용해 제품을 배에서 내리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 등을 시험했다고 7 일 밝혔다. 

지난해 12 월 시범 운영에서는 테슬라를 비롯해 무역·통관에 관여하는 모든 업체와 기관이 선적 관련 

데이터와 통관 서류 등을 블록체인에서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카고스마트는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한 덕분에 통관을 비롯한 무역 절차가 간편해졌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로서도 화물을 싣고 내리며 소유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 카고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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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O 의 우위 물류 부문 총괄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의 장점을 여러 가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제품을 싣고 내리고 소유권을 양도하는 과정뿐 아니라 전체적인 공급망 관리 계획을 짜는 단계부터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 플랫폼 한 곳에 공유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운송인이 목적지에서 싣고 온 화물의 권리를 양도할 때 운송인은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원본이나 

운송장을 제시해 확인을 받은 뒤에만 화물을 양도할 수 있다. 권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대부분 무역 거래에서 이 과정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기본적인 절차지만, 선하증권이나 운송장을 

분실했거나 원본이 훼손된 경우에는 모든 수출, 통관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선하증권이나 운송장을 확인받지 못하면 운송인은 물건을 넘길 수 없는데, 이 과정에서 물건을 내리는 

작업이 지체돼 선창에 머무는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면 해운사가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한다. 

카고스마트는 성공적으로 마친 시범 운영의 결과를 토대로, 중국 칭다오나 태국 램차방 등 아시아의 

다른 항구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선적, 통관 등 무역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해운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꾸려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무역과 통관 절차를 관리하게 하는 것이 

카고스마트의 목표다. 

카고스마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블록체인을 활용했는지, 또 중국이 테슬라에서 어떤 종류의 제품을 

수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테슬라는 상하이를 비롯해 중국 여러 곳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전기 배터리를 생산하거나 차체를 조립한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코로나 19 로 타격을 받은 기업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테슬라도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데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 블룸버그는 그동안 중국 시장에 꾸준히 

공을 들인 테슬라가 이르면 이번 주에 중국 시장을 공략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테슬라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코인데스크는 테슬라 측에 이에 관해 문의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3. 은행권, 블록체인 사업 육성 추진 (바아이 뉴스, 2020.04.08) 

중국 블록체인 시장은 지난해 10 월 시진핑 주석의 '1024 발언' 영향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최근 중국 국유은행들이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된 거래액이 1 천억 위안(약 17 조 2550 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건설은행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무역금융 플랫폼의 실거래액이 4000 억 

위안을 넘어섰다. 

블록체인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후오비 블록체인 연구원 리후이(李慧) 부원장은 

증권일보(证券日报)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의 특성상 위·변조가 불가능해 금융 시스템은 제 3 자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은행 업무도 디지털화한 '멀티 중심화'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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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업무 효율을 높이면서 무엇보다 금융 서비스와 제품 혁신을 촉진해 핀테크의 우위를 선점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7 일 증권일보에 따르면 중국 대형 국유은행들이 연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언급한 블록체인 사업 관련 

내용이 많지 않지만 사실 대다수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전문 

실험실까지 마련했다. 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은 무역금융 영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공상은행은 핀테크 연구원을 세운 이후 5G, 블록체인 등 중점 기술 실험실을 연이어 설립했다. 이어 

슝안신구(雄安新区) 관리위원회와 손잡고 공동으로 '철거자금 관리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보였다. 

블록체인 기술은 은행 영업점 발전에 도움이 되어 은행권의 인증을 받았다. 공상은행은 베이징에 

차세대 스마트뱅킹 플래그십 스토어 계획을 발표하고 5G,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54 개 주요 산업 부문 핵심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시난재정대학(西南财经大学) 금융학부 보혜금융·스마트금융연구센터 천원(陈文) 부주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은행 업무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은행 내부 시스템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관리 

체계나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 중국서 등장한 ‘블록체인 올림픽 모금행사’, 알고보니… (BLOCKIN PRESS, 2020.04.09) 

중국에서 블록체인으로 불법 올림픽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기단체가 등장했다. 

8 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올림픽위원회(Chinese Olympic 

Committee)는 올림픽과 관련된 불법 마케팅에 대한 신고를 수차례 받았다. 

이 사기단체는 본인들을 ‘세계 올림픽 스포츠 재단(World Olympic Sports Foundation)’의 일원이라고 

소개하며 불법 올림픽 모금행사를 벌였다. 이 단체는 올림픽 상품과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고 홍보했다. 

중국 올림픽위원회 법무팀은 ‘올림픽 심볼의 소유자만이 올림픽 지적 재산권을 독점으로 가지고 있다’며 

‘올림픽 공식 활동은 승인 절차와 규칙이 엄격해 제 3 자의 후원 요청과 자금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시장조사 업체 ‘이퀄오션(Equal Ocean)’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중단한 70 여 개 중국 

블록체인 기업은 대부분 스캠(사기) 프로젝트이거나 부실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블록체인 특허 중심지' 중국, 다국적 기업 앞다퉈 '블록체인 특허' 경쟁 

(COINREADERS, 2020.04.10) 

블록체인 특허 중심지로 떠오르는 중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 경쟁을 벌이고 있다. 

9 일(현지시간) 글로벌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동안 중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마스터카드, 소니, 인텔 등 35 개 다국적 기업들이 212 건의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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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마스터카드는 총 46 건으로 해외기업 중 가장 많은 블록체인 특허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외노키아(13 건), 인텔(12 건), 오라클(9 건)도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해당 기업들이 중국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기술들을 

특허를 통해 선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2017 년부터 2019 년까지 중국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는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이 승인한 블록체인 특허는 총 2191 건에 달한다. 올해 초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특허절차를 더욱 간소화한 개정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몰리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활동은 저조한 편이다. 지난 2016 년 중국 기업이 출원한 블록체인 특허 120 만건 중 4.17%만 해외에서 

진행됐다. 반면 미국 기업의 경우 출원한 특허 52 만 1802 건 중 43%가 해외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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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121)  

 

 

 

 

선거 후보 포스터도 디자인이 필요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에서 21 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다. 필자가 속한 지역에서 나온 

후보자포스터가 거리 곳곳에 붙여져, 유심히 보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이다. 나의 한 표로 

선출되는 지도자의 면모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를 할 수도 있다. 훌륭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런 후보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쉽지 않은 일이다. 

요즘은 다양한 미디어로 예전같이 포스터가 예전보다는 덜 한 것 같지만, 그래도 거리에 붙어 있는 

후보자 포스트를 보면서 후보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필자가 있는 지역의 버스정류장에 붙어있는 후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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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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1 대 국회의원의 포스터를 보면서 거대 여야당은 자기 당의 공약은 없다. 오로지 인물 사진으로 

포스터를 메웠다. 거대 정당의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간다. 그러나 소수 정당은 빽빽하게 공약을 

기술하였다.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핵심 이미지 하나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된다. 많은 것을 전달하려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다.  

당의 상징하는 색이 있다. 1 번과 2 번 후보의 포스터 배경 색은 파란색과 핑크색이다. 그들 당의 

아이덴티티 색이다. 색은 기억에 잘 남고 전달력이 좋다. 그래서 색은 기업의 광고 홍보물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소수 정당은 이런 색조차 정할 여유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 일 번가 종로에 제 21 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포스터가 가지런히 붙어있다. 

이번 선거에서 예전과 달리 가장 변한 부분은 18 세 고등학생이 투표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재학생이 

14 여만이라고 하니 한 표가 아쉬운 후보에겐 이들의 표심도 고려하여야 한다. 고등학생들은 아직 정당의 

정책 혹은 인물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시각적인 디자인 

컨셉트가 중요하다. 

종로구의 후보 포스터를 보며, 절로 안타까운 포스터가 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서 3 번째 후보는 

신문을 갖다 붙인 것 같다. 가까이 가지 않으면 후보 번호와 후보자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공약을 

신문처럼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 것 같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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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대표주자와 야당의 총수의 포스터가 나란히 붙어 있다. 

이번 박빙이 예상되는 종로구의 선거구에서는 여당의 대표주자와 야당의 총수가 맞붙는다. 이 두 개의 

포스터를 놓고 비교를 한다면 1 번 포스터 디자인은 어느 정도 젊은 층 감성에 어필할 수 있다. 후보자의 

표정에서 1 번은 환하게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다. 2 번은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은 

심려하는 얼굴을 하고 있다. 호감도에서는 1 번이 훨씬 좋다.  

2 번은 후보는 손가락을 끼고 있다. 팔짱을 끼고 있으면 너하고 ‘거리를 둔다.’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보낸다. 손가락을 끼고 있는 것은 ‘심사숙고’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상대방을 받아들이는데 ‘고려해 

보겠다’라는 메시지이다.  

2 번 후보 포스터는 바탕, 구호, 얼굴, 옷, 손, 번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포스트 면을 분할하고 있다. 

복잡하다. 그러나 1 번 후보는 손이 안 보인다. 심플하다. 하나라도 줄여야 한다. 

디자인의 핵심은 간단이다. 간단하면 편하고 기억하기 쉽다.  

포스터 하나로 후보를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스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 열 마디 보다 더 한 효과를 준다. 

선거에는 엄청난 디자인 참모가 코칭을 한다. 민심을 반영한 시대를 반영한 포스터가 더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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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형코로나 ’과거 천년간 없었던 경험’과 전문가 ’완전 종식 시기’를 

역사로부터 예측 (AERAdot, 2020.4.9) 

 

 

 

 

 

 

 

 

 

 

 

 

그림 1) 출처: AERAdot 

인류를 위협해 온 주요 감염병（ＡＥＲＡ ２０２０년 ４월 １３일 호에서） ※１.ＷＨＯ조사, 

２０１０년８월１일 현재. ※２.ＷＨＯ조사. ※３.ＷＨＯ조사, １９년１１월 현재. ※４.ＡＦＰ조사, ４월１일 

현재. ※５.ＷＨＯ조사. ※６.２０１６년  

신형 바이러스의 맹위는 과거의 주된 감염증과 비교해도 특출나다. AERA 2020 년 4 월 13 일호에서는 

새로운 적과 인류의 투쟁이 어떠한 전개를 더듬는지를 역사에서 풀어낸다. 

‘콜록, 콜록’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영화 콘테이전(2011 년)은 귀네스 팰트로 역을 맡은 여성이 기침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상용으로 홍콩을 방문한 그녀가 미국의 자택에서 수수께끼의 죽음을 당했던 것과 같을 무렵, 

세계의 대도시에서 차례차례로 사람이 사망. 사람들은 오정보에 놀아나고, 거리에는 강탈이 횡행하며, 

세계는 대혼란에 빠진다. 원인은 신형 바이러스. 

9 년 전 영화가 지금의 세계를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수없이 병원체와의 

싸움을 반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도쿄 의과 대학 병원의 하마다 아츠로 교수(도항 의학)는 이렇게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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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사회가 시작된 지 몇 천 년 동안 감염증은 인류에게 큰 위협이 돼 왔다. 집단생활로 인해 

공기감염이나 비말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데다 동물을 가축 삼아 동물감염이 사람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오래된 것은 2400 여 년 전 그리스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다투던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아테네에서 

수많은 사람이 숨지는 역병이 유행했다. 아테네의 몰락으로 이어졌다고도 하지만 지금도 무슨 역병인지는 

모른다. 

의료 저널리스트 산드라 헨펠의 ‘비주얼 판데믹 맵’(닛케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에 따르면 기록에 남는 

최초의 페스트 유행은 6 세기 현재의 터키 이스탄불에서 시작해 동로마제국 황제의 이름을 따 

‘유스티니아누스의 페스트’로 불리는 것이라고 한다. ‘세계 전 인구의 33~40%가 사망했다’라는 기술도 있다. 

그리고 하마다 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14 세기에 유럽 등에서 유행한 흑사병이다. ‘인류로서는 가장 

피해가 컸고 정말 멸종위기에 가까울 정도로 사망자가 나온 페스트였다. 유럽에서만 3 천만 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14 세기의 페스트에 대해서, 닛세이 기초 연구소의 시노하라 타쿠야·수석 연구원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유럽에서 당시 살던 1 억 명 중 크게 유행한 몇 년 사이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숨진 셈이다. 동네에 

시체가 버려지고 만진 사람들도 속속 감염된다. 일반 시민에게 정보도 전달하기 어려운 시대로 사망자 

수뿐 아니라 인심에 공포를 줬다는 의미에서도 영향이 상당했다고 볼 수 있다’. 

20 세기에 들어서자 최대 약 5 천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는 스페인독감이 유행했다. 천연두는 

1980 년 박멸됐지만 이후에도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과 치료약 및 백신 개발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하마다 교수는 이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경험한 감염증과는 다르다고 느끼고 있다. 

‘동물에서 인체로 감염된 병원체가 순식간에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킨다는 경험은 적게 잡아도 

최근 1 천 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마다 교수는 이번 감염 확산에 이르기까지 ‘20 세기 후반 이후 잠잠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아프리카에서 70 년대 후반부터 퍼진 에볼라 출혈열. 말레이시아에서 98 년 이후에 감염이 발견되어, 

뇌염등의 증상을 일으킨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02~03 년 유행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2009 년 

팬데믹을 일으킨 신종 플루.  2012 년 중동에서 환자가 처음 발견됐고 한국에서도 38 명이 사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미지의 바이러스가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감염되어 유행한다. 그 배경에는 인구 증가가 관련돼 있다고 

하마다 교수는 보고 있다.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개발 행위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동물과의 접촉을 반복하면서 미지의 병원체 감염이 확산됐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감염증과 인류와의 싸움으로부터, 이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는 어떠한 전망을 세울 

수 있을까. 

앞서 나온 시노하라씨는 ‘일본은 적어도, 감염이 퍼지는 유럽과 비교해서 국경 관리가 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위생환경도 비교적 좋고 건강보험 제도도 탄탄하기 때문에 당장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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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마다 교수는 WHO 가 공표한 사스 종식까지 

걸린 시간과 감염자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프에서 읽을 수 있는 감염자가 늘어나는 방법은 비슷해도 감염자 수 규모가 전혀 다르다. 사스는 

팬데믹이 되지 않고 반년 정도로 가라 앉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종식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끝나는 건 백신이 생길 때까지 무리가 아닐까? 

치료약이 없는 채 감염이 퍼지는 바이러스에, 패닉은 아직 계속될지도 모른다.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감염되더라도 옮기지 않아야 한다.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편집부 오다켄지 小田健司) 

※AERA 2020 년 4 월 13 일호 

 

2. ’코로나 경제대책’을 잘못하면 일본의 ‘후진국’화가 거의 확정되는 건에 

대해서 (DIAMOND, 2020.4.7) 

   사진 1) 출처: Adobe Stock 

최근 20 년간 디플레로부터의 탈피에 계속 실패해 온 결과, 1995 년에는 세계 전체 GDP 의 17.5%를 

차지했던 일본의 GDP 는 2015 년에는 5.9%까지 저하. 이대로 방치해, 한층 더 ‘코로나 경제대책’을 

잘못하면, 일본의 ‘후진국’화가 거의 확정된다고 나카노 츠요시씨는 걱정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카노씨에게, 일본의 ‘정책미스’를 물었다. (구성:다이아몬드사 타나카 야스시) 

‘리플레 정책’이 실패한 ‘당연한’ 이유 

지난번 주류파 경제학이 ‘신용창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죠?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07-00230846-diamond-bus_all.vie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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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노 쓰요시(이하 나카노) : 네. 주류파 경제학에 뭐가 아쉽우냐면 대출이 예금을 낳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참에 말해두면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서’라는 식으로 주류 경제학자가 주장해 실행된 

이른바 ‘리플레이션 정책’이 거의 효과가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 그런가요? 

나카노 : 물론입니다. ‘리플레 정책’이란, 일본은행은 ‘인플레율을 2%로 한다’라고 하는 

목표(인플레·타깃)를 내걸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매니터리·베이스의 증가)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니터리·베이스란, 은행이 일본은행에 개설한 ‘일본은행 당좌예금’을 말합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나 주식을 일본은행이 폭매하고, 그 대가로 일본은행 당좌예금을 폭발적으로 늘리면, 은행은 

적극적으로 기업 등에 대출해, 시중의 통화 공급량(현금과 예금 통화)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통과 공급량을 늘려 디플레이션을 탈피하자는 것 자체는 올바른 것입니다. 디플레란 화폐의 가치가 

상승해 가는 상태입니다. 즉, 시중에 나도는 통화가 적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중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면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은행은 ‘일본은행 당좌예금’을 원자로서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하지만 

신용창조에 따라 화폐가 시중에 풀리는 것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플레이션이니 빌릴 사람이 없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은행 당좌예금’을 

쌓아 올려도, 화폐 공급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양적완화로 400 조 엔 정도 일본은행 당좌예금을 

늘렸을 텐데, 단지 '돼지 쌓기'가 되어 있을 뿐 인플레율은 2%에 크게 못 미치고 있죠? 

--- 다시 말해 ‘신용창조’를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정책을 시행했다고? 

나카노 : 그렇지요. 신용화폐론과 신용창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양적완화를 하기 전부터 이 결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1 년부터 2006 년까지 양적완화가 실시된 데 이어 2012 년에 성립된 제 2 차 

아베정권 하에서 더욱 '이차원 異次元 '의 양적완화가 실행되어 버린 것입니다. 

--- 뭔가 실망스러운 이야기군요. 

디플레이션 아래서는 금융정책에 한계가 있다  

나카노 : 뭐, 그렇지요. 

일단, 덧붙이자면, 양적완화에 의해서 ‘일본은행 당좌예금’이 증가하면, 금리를 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등이 차입하기 쉬워진다고 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디플레이션으로 

자금수요가 없기 때문에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양적완화에 따른 금리저하의 효력은 뻔합니다. 즉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금융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 그렇군요. 

나카노 : 반대로 민간에 차입 수요가 있다면 금융 정책은 효율적으로 기능합니다. 예를 들면, 차입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은행이 대출을 너무 하고 있는 경우, 즉 인플레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일본은행 

당좌예금을 조작해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대출을 억제할 수 있으면,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때처럼 민간에 차입 수요가 없는 경우엔 준비예금을 늘려봤자 은행 대출은 늘 리가 

없다. 신용 창조에 의해서 예금 통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일본은행 당좌예금(manteratory 

base)이 증가하는 것이지, 머니터리·베이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금 통화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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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중앙은행은 인플레 대책은 능숙하지만 디플레이션 대책은 서툰 것입니다. 그런데 주류파의 

경제학 교과서에는 중앙은행이 머니터리 베이스(일본은행 당좌예금)를 조작함으로써 화폐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무섭게도 경제학 교과서는 사실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천문학 교과서가 천동설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 그렇게 되겠죠. 만약, 잘못된 교과서에 따른 정책을 실시해서, 효과가 없었다면, 그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네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일본 ‘후진국’ 된다 

나카노 :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잘못된 정책을 계속해온 결과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GDP 와 재정 지출과 머니터리·베이스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머니터리·베이스는 쭉쭉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GDP 는 꿈쩍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면, 

머니터리 베이스의 양은 GDP 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일목요연합니다. 

이런 것은 2001 년부터 2006 년경까지 일본은행이 양적완화를 했을 때 이해했어야 했던 것인데, 그 후 

제 2 차 아베 정권 하에서 양적완화를 재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편, 재정 지출과 GDP 는 딱 붙어 추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 지출을 늘리면 GDP 도 늘어나지 

않을까, 초등학생도 생각하게 되겠죠? 

민간의 자금수요가 없는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재정지출을 하는 것 이외에는 화폐공급량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연재 제 3 회, 제 4 회 참조). 즉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재정정책이 금융정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 년간 정부는 열심히 재정지출을 억제해왔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진행되어 

GDP 도 늘지 않는 것입니다. 

--- 메니터리 베이스가 쌓여 있는 게 왠지 슬퍼보여요. 

나카노 :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보같은 짓을 하는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OECD 33 개국의 1997~2015 년 재정지출 증가율과 GDP 성장률을 플롯한 것입니다만, 재정 지출과 

GDP 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만이 덩그러니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계속 지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고,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지고 있는 이유를 다른 여러 가지 찾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참고로 1995 년에는 일본의 GDP 가 전 세계 GDP 의 17.5%였으나 2015 년에는 5.9%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올 거대한 경제적 타격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면 후진국화는 확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상당히 쇼킹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에서는 금융완화가 첫 번째 화살이고, 두 번째 

화살로 기동적인 재정정책을 한다고 하지 않았는지? 

나카노 :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2 차 아베 정권 때의 공공사업 관련비는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폭 공공사업을 삭감한 민주당 정권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보면,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 하의 공공 사업 관계비의 당초 예산(2010 년)보다도, 오히려 낮을 정도입니다. 

1990 년대부터 진행되고 있는 긴축 재정에 아무런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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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진국 중에서 일본만이 공공 사업을 크게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만 디플레이션인데 

이런 일을 한다면 후진국화하는 것도 당연하죠. 

---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소비증세의 ‘디플레이션 효과’는 리먼 쇼크 뛰어넘어  

나카노 : 게다가 일본은 재정지출을 계속 억제한 데다 재정적자를 더는 늘리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빚 

변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세의 증세가 불가결하다 등이라고 하는 통설 아래, 지난 약 20 년간에 

1997 년, 2014 년, 2019 년에 세 번이나 소비세를 올렸습니다. 

결과가 이것입니다. 

일본은 1990 년대 초반 버블 붕괴가 있어 자산가치가 반토막이 되는 심한 쇼크가 일어났으니 당연히 

물가가 쿵하고 떨어져 그대로 디플레이션에 돌입한다는 타이밍인 1997 년에 소비증세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8 년부터 소비지출이 뚝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 후, 시간은 걸렸지만, 서서히 소비가 살아나갔지만, 간신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타이밍이었던 2014 년에, 다시 소비 증세를 했기 때문에, 다시 소비 지출이 쿵 떨어졌다, 라는 것. 

1997 년과 2014 년의 소비 증세에 의한 소비 억제 효과라고 하는 것은, ‘100 년에 한 번의 위기’라고 

일컬어진 리먼·쇼크, ‘1000 년에 한 번의 대지진’이라고 일컬어진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리먼 쇼크와 동일본 대지진보다 소비 증세 때 더 소비 지출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비 증세는, 리먼·쇼크나 동일본 대지진보다 강대한 소비 억제 효과를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9 년 소비 증세의 영향은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9 년 10 월~12 월기로, 실질 GDP 는 

연율환산으로 7.1%감소로 큰폭으로 저하. 아직 그 전모는 보이지 않았지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 디플레이션이 악화된다고? 

나카노 : 당연하죠.일본 전체의 총수요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 할에 달해, 민간소비야말로 

일본 경제의 최대 엔진인 셈입니다. 소비세에 따라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리므로 수요가 억제되고 또한 

디플레이션이 촉진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2020 년 들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발생하면서 추가 경기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레이와공황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무서워지네요…. 

나까노타케시 中野剛志 

1971 년 카나가와현 태생. 평론가. 전 교토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준교수. 전문은 정치경제사상. 1996 년, 

도쿄 대학 교양 학부(국제 관계론) 졸업 후, 통상 산업성(현·경제 산업성)에 입성. 2000 년부터 에든버러 

대학 대학원에 유학, 정치 사상을 전공. 2001 년에 동 대학원으로부터 우등 석사, 2005 년에 박사 학위를 

취득. 2003 년 논문 ‘Theorising Economic Nationalism’(Nations and Nationalism)로 Nations and Nationalism 

Prize 를 수상. 주요 저서에 야마모토 시치헤이상 장려상을 수상한 ‘일본 사상사 신론’, ‘TPP 망국론’, ‘세계를 

전쟁으로 이끄는 글로벌리즘’, ‘부국과 강병’, ‘국력론’, ‘국력’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 ‘관료의 반역’, 

‘앓던 이가 빠지는 기적의 경제 교실[전략편]’등. ‘MMT 현대화폐입문’에 서문을 넣었다. 

https://search.yahoo.co.jp/search?p=%E4%B8%AD%E9%87%8E%E5%89%9B%E5%BF%97&ei=UTF-8&rkf=1&slfr=1&fr=link_direct_n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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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짐로저스 ‘아베수상과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우책으로 일본파멸’                            

(AREAdot, 2020.4.10) 

사진 1) 출처: AREAdot, 짐로저스/1942년 미국알라바마주 출신의 세계적투자가. 워렌버핏, 조지솔로스와 나란히 ‘세계3대 투자가’로 

불린다. 2007 년에 ‘아시아의 세기’의 도래를 예측하고 가족과 싱가폴로 이주. 현재도 투자활동 및 계몽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3 대 투자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짐 로저스 씨의 본지 연재 ‘세계 3 대 투자가 짐 로저스가 즉 

예언 2020 년, 돈과 세계는 이렇게 움직인다’. 이번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위기로, 일본이 

취해야 할 정책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급속한 경기 후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가운데 일본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은 더 많은 사람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에선 공항에 가면 체온을 체크하고 

필요한 사람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것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매우 좋은 것이다.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경제가 침체돼 돈줄이 막힌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금도 도와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남에게 떠넘길 필요는 없다. 정부보다 일반인이 뭘 해야 할지 알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보를 주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줄 수는 있지만 거짓말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병이 발병하지 않는 한 마스크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건 

싱가포르 국내에서 마스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스크 부족으로 패닉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는 필요 없다’고 한다. 

어느 정부든 반드시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 정부는 일반인들의 삶에는 극력 관여해서는 안 된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01-00000043-sasahi-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01-00000043-sasahi-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01-00000043-sasahi-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09-00000054-sasahi-bus_all.vie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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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기적인 위기는 2021 년, 혹은 22 년이 될 것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가공할 

규모로 금융완화를 하고 국채와 상장투자신탁(ETF)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구로다 총재는 크레이지다. 신형 

코로나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매입액을 더 늘렸다. 사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일본은 오로지 금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이대로 가면 미 달러화뿐 아니라 머지않아 한국 원화에 

대해서도 엔화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아베 총리와 구로다 총재는 일본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나빠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기뻐하는 게 사실이다. 거기에 일본인들은 

알아채지 않으면 안 된다. 

어려운 것은 국가에 정말 필요한 일을 하려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당선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 

일본에 필요한 것은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전기톱으로 나뭇가지를 잘라내듯 잔혹한 방식으로 쓸데없는 

것을 깎아내야 한다. 

그리고 국경을 열어 경제를 개방하고 외국 물자를 들여놓아야 한다. 물건이 싸지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좋은 것이다. 도쿄에서 50 달러 하는 멜론이라도 싱가포르에서는 3 달러면 살 수 있다. 국경을 열면 

일본인은 원하는 만큼 멜론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이대로 저출산이 계속되면 21 세기의 끝을 

기다리지 않고 인구가 반 토막이 날 게 분명하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 1 명당 2.1 명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돼 있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어렵다. 

그렇게 되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려면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정책으로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이 있어도 인기가 없다. 당선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해야 할 일은 알지만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는다. 그것이 일본의 위기다. 

 

4.짐로저스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어도 일본경제가 일어날 수 없는 이유’ 

(AREAdot, 2020.4.3) 

‘세계 3 대 투자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짐 로저스 씨의 본지 연재 ‘세계 3 대 투자가 짐 로저스가 예언 

2020 년, 돈과 세계는 이렇게 움직인다’. 이번에는 도쿄 올림픽 연기 후의 일본 경제에 대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이번 여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연기되어, 

2021 년 여름까지 개최될 방향이 되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제안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승인했다. 

도쿄올림픽이 중지냐 연기냐로 검토됐다고 하지만 애당초 일본이 중지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 상황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에서의 사망자수가 2 만명을 넘어(3 월 26 일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그 중 한 명이라면 큰일이다. 딱한 일이지만 죽은 이의 상당수는 지병 등 어떤 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노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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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매년 몇만 명이 독감으로 사망해, 17~18 년 시즌에는 사망자 수가 6 만 명을 넘었다. 

세계적으로도 수십만 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지금처럼 히스테릭해지지는 않았고, 

아무도 뉴욕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 수 없으니 실제 닥치는 피해 이상으로 겁을 먹고 패닉에 

빠졌다. 집에만 틀어박혀 신문과 TV, 인터넷으로 신형 코로나 피해를 전하는 뉴스를 보면 공포감이 

증폭되고 패닉이 가속화된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패닉만큼 심하지는 않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 연기 제안은 지극히 타당하다. 

다만 도쿄 올림픽이 연기된다면 호스트인 일본의 경제는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인바운드(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예상보다 줄어 들고, 일본 국내 소비도 기대보다 줄어 든다. 경제는 잠시 주춤할 수도 

있다. 신형 코로나 종식은 아직 전망하지 못했다. 앞으로 1 년 연기 때문에 돈을 잃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걱정하지 마라, 보상한다’, ‘국민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했으니 연기로 초래되는 피해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외식업체 호텔 여행산업 등이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렸을 경우 이익을 봤을 한두 달 동안의 손님 

수나 매출 증가분이 사라지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악영향이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 정치인도 언론도 올림픽을 무척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상당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올림픽이 호스트 국가에 뭔가 좋은 것을 가져다준 예는 

없다. 

만약 ‘올림픽이 경제를 살린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한 오해다. 해외 여행객들이 늘면서 

숙박시설도 예약이 다 차고, 관광지와 식당도 조금은 북적거릴지 모르지만 올림픽 기간에만 한정된 

수요일뿐이다. 

오히려 올림픽을 치르느라 호스트 국가의 빚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본래, 고액의 빚을 안고 있는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체인소로 지출을 싹 삭감하는 것. 안타깝지만 일본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드라마틱하고 

잔혹한 정책이다. 

그러니 앞으로 도쿄올림픽이 2021 년 여름에 성대하게 열린다 해도 그로 인해 일본경제가 호전될 수는 

없을 것이다. 

(듣는 이/모리 마유미 아사히 신문 싱가포르 지국장, 구성/본지 코지마 키요토시, 감수/오리 하쿠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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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너무 뒤떨어져 있던’ 일본인 IT 화’ 코로나로 단숨에 진행된다면…      

(현대비즈니스, 2020.4.12) 

 

 

 

 

 

 

 

 

 

 

  

사진 1) 출처: 현대비즈니스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로 재택근무나 온라인 강의로의 이행이 필요해지면서 화상회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사내와 학내 모임을 바꿀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연결 방식을 크게 바꾸려 하고 

있다. 코로나 후의 새로운 사회의 존재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재택 근무로 급속히 보급되었다 

코로나로 재택 근무로의 전환이 급선무가 되어, 화상 회의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 강의도 이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화상회의를 위한 앱으로는 Zoom, Google Meet, microsoft TEAMS, 혹은 Skype 등이 있다. 화상회의 

구조를 잘 사용하면, ‘사람과 사람이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만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다. 코로나 문제를 떠나서 사회를 크게 바꾼다. 

물론 회사 업무 방식도 크게 바뀐다. 매일 출퇴근하지 않아도 일주일에 며칠만 회사에 가면 일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그동안 왜 만원전철로 출퇴근을 해야 했느냐’며 놀라는 사람이 많다. 

과거 일본 정부는 소비자청의 도쿠시마 이전을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수많은 기업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도 놀라울 

수밖에 없다. 

정보가 이동하면 된다, 사람이 이동할 필요는 없다 

화상회의는 회사에서 지금까지 하던 모임을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 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사내회의와 강의만이 아니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2-00071760-gendaibiz-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2-00071760-gendaibiz-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2-00071760-gendaibiz-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2-00071760-gendaibiz-bus_all.vie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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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나 학외의 다양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정보교환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나 메일로 주고받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이 물리적인 의미에서는 접촉하지 않지만 정보적으로 접촉하기 위한 기술은 이미 실현돼 

있었다. 

그동안 왜 확산되지 않았냐면 상대방이 대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상회의 구조가 아무리 강력해도 

상대방이 대응해 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재택근무와 온라인 강의의 급증으로 화상회의 앱 이용 인구가 급증했다. 즉, 상대가 리모트에 

대응해 주게 된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되면, 회사 이외의 사람과도, 리모트로 간단하게 연결되게 된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리모트화가 급속히 퍼진다. 지금까지는 어려웠던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 쉬워진다. 인간이 공간을 

물리적으로 이동할 필요성은 정보의 교환에 관한 한 화상회의에 의해 거의 모두 대체된다. 정보가 

이동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이동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이 무슨 거대한 낭비가 있었던가. 

원래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일한다’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공업으로 생겨난 근로방식이지 

옛날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 이전의 사회에서는, 자가 영업이 보통 형태였다. 

제조업은 물건을 취급하므로 아무래도 한 곳에 모일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도, 로봇등에 의한 자동화에 

의해서 크게 변해 갈 가능성이 있다. 

그 외의 산업에 대해서는, 한 곳에 모여 일할 필요성은, 정보 전달 수단의 변화에 의해서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선 강의를 온라인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비슷한 일은 초중고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PC 가 없어도, 스마트폰이라도 상관없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뷰는 Zoom 으로 받을 수 있다 

언론 취재는 그동안 현지에 가서 녹화하고 인터뷰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코로나에 의한 외출 규제로 

그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TV 프로그램을 비롯한 국내 촬영도 어렵다고 한다. 촬영을 위해 사람과 기자재 등을 이동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고 사람의 집합 장소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대체할 수 있다. 현지에 취재팀이 가지 않더라도 현지에 있는 사람이 그 장소의 

상황을 알려주면 되기 때문이다.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중계로 출연하는 ‘리모트 출연’도 

시작됐다고 한다. 

이렇게 화상회의 시스템 는, TV 취재의 형태를 크게 바꾸고 있다. 코로나는 매스미디어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 위한 기회도 되는 것 같다. 

인터뷰하는 쪽에서 봐도 사태는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신문사나 잡지사, 혹은 방송사 담당자가 와서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방식이었다. 

코로나 문제가 터지고 나서도 인터뷰 요청이 몇 개 있었다. 하지만 전화 통화가 아니라 가능하면 직접 

만나 얘기하고 싶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았다. 확실히, 그러한 요청은, 모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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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에 의한 경우에는 목소리만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다. 

사실 얼굴 표정은 의사소통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인터뷰는 쉽게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직접 대면하고 있는 경우와 거의 변하지 않는 

정보를 전할 수 있다. 

화상회의를 통한 인터뷰가 지금 보급되면 코로나 이후 세계의 취재방법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나는 

Zoom 에서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이미 갖췄고 실제로 받고 있다. 

기상천외한 이용법도 

 사적인 관계에서도 화상회의를 이용하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별거하는 가족 구성원은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화상회의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개선해 준다. 또 친구들과 실제로 만나 회식을 하지 않고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실현할 

수 있다.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업무정지 요청에 따라 많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화상회의를 

이용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원에서는 그동안 교실에서 진행하던 수업의 계속을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바꾼다. 스포츠 

인스트럭터는, 지금까지 대면에서 행하고 있던 지도를,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바꾼다. 

 지금까지 대면적으로 실시하던 것의 상당 부분을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강연도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업무 자제 요청에 의해서 괴멸적 상태에 있는 밤의 업계에서도, Zoom 을 이용한 기상 천외한 

아이디어의 새로운 서비스가 벌써 퍼지고 있다고 한다(처음으로 생긴 곳은, 우한인 듯 하다). 

살아남기 위해 머리를 쓰면 정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좋은 예일 것이다. 

보안에는 주의가 필요 

화상회의는 지금까지 인터넷 동영상 시스템의 왕자였던 유튜브와는 다르다. YouTube 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녹화한 것을, 사회 전체에 향해서 공개하는 구조다. 

여기에는 ‘상호 소통’이라는 요소는 거의 없다. 이는 일방적인 푸시(밀어내기)다. 

이에 비해 화상회의는 참석자 간 상호 대화다. 그리고 사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과의 

닫힌 소통이다. 이 때문에 기밀 주제도 어느 정도 논의할 수 있다. 

현재의 화상회의 앱은, 안전성이 완벽하게 확립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화상회의용 앱의 보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겨냥해 악의적인 컴퓨터 바이러스가 암약하고 있다. 이것에는 부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책임지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한 사용으로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회의에 초대할 사람은 엄선한다. 패스워드는 엄중히 관리한다. 기밀자료는 회의에는 제출하지 않는 등, 

상당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PN 이 뚤려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는 것에 

비하면 위험은 훨씬 작다. 게다가 현재의 정세에서는 통근으로 코로나 감염의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비교해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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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후’도 리모트화를 한층 더 진행하는 것이 중요. 

우리는 지금, 강제적으로 원격근무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지만 원격근무는 이런 일이 

없어도 진행해야 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종식해도, 리모트화의 흐름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원격화는, 코로나 후의 새로운 사회의 본연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가 모두 원격시스템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 가능한 것도 꽤 많다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그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리얼한 모임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정보적인 접촉을 지금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멀리 살기 위해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화상회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6.신형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확대에 대해서, 강력한 권력을 가졌을 

아베정권이 이렇게까지 무능한 이유 (HARBOR BUSINESS, 2020.4.8) 

   사진 1) 출처: Getty Images  

코로나 신법 통과로 긴급선언이 가능하게 

3 월 13 일, 신형 인플루엔자등 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한, 이른바 코로나 신법이 성립되었다. 야당이 이 

법의 원용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아베 신조 총리는 어디까지나 신법 제정(법 개정)을 고집했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08-00216383-hbolz-soci.view-000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주간 중국 창업                                69                                 제 175 호(2020.04.15) 

코로나 신법에서는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긴급사태 선언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선언이 내려질 경우 

외출제한, 시설이나 상점 휴업, 의료품과 식량 확보 등에 대해 실질적인 강제력을 수반한 ‘요청’ ‘지시’ 

‘수용’이 가능하다. 2 월 말 전국의 학교 휴업을 초법적인 형태로 요청하고, 또 원래 헌법을 개정해 

긴급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정치적인 비원으로 삼고 있는 아베 총리는 코로나 위기 때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지목돼 왔다. 

미뤄진 긴급사태선언 

그러나 예상에 반해, 신법성립이후 긴급사태선언은 3 주간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월 6 일 현재의 

보도에 따르면, 7 일에도 지역을 한정한 긴급사태선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원래 동법에 근거한 

정부대책본부가 설치된 것이 3 월 26 일로 늦다. 동일에는 이미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감염자수의 폭발적인 

증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4 월 6 일 현재로서, 국내감염자수는 4000 명이 넘고, 더군다나 하루 감염자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제 

외국의 예를 따른다고 하면 여기서 과감히 시민생활에 지원책을 내놓고, 도쿄와 오사까등 주요한 도시를 

록다운하게 된다. 또한 금후 부족할 수 있는 의료자원, 특히 인공호흡기나 집중치료실의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의 협력을 얻는 등 전력을 쏟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목하의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서 

온 힘을 다해 외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 선언이 발동된다고 해도 행동 제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숙’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어 3 월 24 일까지는 아베 정권이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개최하려 하고 있으며 연기가 결정된 뒤에는 일정 결정과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현재 곤경에 

처해 있는 여행업이나 외식 산업에 대해서 직접 급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수습될지 모르는 ‘코로나 

후’의 경제정책으로서 쿠폰을 배포하려고 하고 있다. 

여행업, 외식산업, 연예예술 관계자, 기타 이벤트 업체를 비롯해 ‘자숙’에 따른 영향은 지대하다. 이미 

수입의 대부분이 끊겨 실업 상태에 빠져 버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당장은 기존 대출제도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 전망도 없이 빚을 늘리도록 하는 것은 우책이며 본래는 신속한 생활보장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3 월 초부터 휴교 중인 학생들이 새 학기 학습을 어떻게 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 구미 

각국에서는 차례로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원래 IT 화에 뒤지고 있던 일본에서 급속한 전환은 

어렵다. 

폭넓은 시민층에 대한 정부의 극진한 지원이 없는 가운데 말뿐인 자제 요청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철저하지 못하다. 도내의 큰 터미널역에서는, 확실히 평상시보다 일손이 적은 인상은 있지만, 여전히 

정장차림의 회사원이나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로 떠들썩하다. 법률상 긴급사태가 선포된다고 해도 정부는 

출퇴근에 관한 행동제한은 하지 않는다고 하니 당장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활이 

있고, 개별적인 요구를 무시한 정신론을 주창하는 것만으로는, 그 활동을 멈출 수 없다. 사람들의 접촉을 

감염 확산 저지를 위해서 필요한 통상의 2 할까지 떨어뜨리고 싶다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생활을 보장할 것을 정부가 책임지고 약속해, 행동의 변용을 재촉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일각을 다투는 사태에 대해 아베 정권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발빠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일본은 유럽 등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정부는 생활보장에 관해 자원을 쏟을 여유가 있을 텐데, 그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육권이나 생선권, 마스크 두 장 배포나 수입이 감소한 주민세비과세가구만 자진신고제(!)로 

급부금을 지급하는 등 외국에서는 검토조차 안 되는 방안이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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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기사 ‘신형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긴급사태’의 선언. 일어날 수 있는 ‘인권정지’에 항거하기 

위해서’에서 필자는 아베 정권에 대해 ‘자기구속 없는 행정권력’으로 정의하고 긴급사태 선언이 초래하는 

인권이 떠버리는 상태에 대해 경고했다. 

생명의 문제를 전면에 내민 ‘예외상태’ 분위기 속에서 인권 시비가 소홀해질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긴급사태 선포를 앞두고 사람들의 사정에 상관없이 모든 일본인은 단결해 자숙해야 

한다는 동조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아베 정권 당사자는 그 동안 권력을 정부에 

집중시켜놓고도 긴급사태에 대해 오히려 결단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확실히 아베 정권은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시민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권력이었다. 그것은 2018 년 태풍 피해가 한창인데도 아카사카 정치파티를 개최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은 역시, 설사 퍼포먼스로서라도 적극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해, 코로나 대책을 기회로 하고 

싶었을 전제적 권력의 행사를 실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마, 여러 나라가 최저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 느낌’조차 내지 않는 것은, 필자에게 있어서도 예상외였다. 과거 

우주정거장으로부터 상공을 날아 태평양 너머로 떨어진 DPRK 로켓에 대해 요란하게 알람을 울린 

정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정권이 긴급사태 선언을 포함해 모든 결단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결단력 없는 ‘군주’ 

전시중 독일의 사상가 발터 베냐민은 바로크 비극에 대해 논한 ‘독일 비극의 근원’에서 17 세기 독일의 

바로크 비극 형식을 군주극으로 정의했다. 베냐민은 칼 슈미트의 ‘예외상태’ 이론의 영향을 받았으며 

바로크 왕후가 갖는 강한 군주권은 예외사태를 배제하고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실제로 군주에게 주어진 권능의 크기에 비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군주의 능력은 작다. 

바로크극에서 군주는 역사적 운명의 파도에 의연히 맞서지 않고 운명에 조종돼 순교자처럼 파멸한다. 

베냐민은 슈미트를 참조하면서 슈미트에 대해 큰 제기를 던지고 있다. 즉, 예외 상태에 대해 결단하는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주권자(군주)는, 실은 결단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다. 

‘지배자에게 인정된 권력과 지배의 자리에 앉은 자의 지배능력의 상반적 관계는, 바로크 비극에 하나의, 

일견 일상 풍속적이기는 하지만, 그 실고유의 특징을 주게 되었는데, 이 특징은 (중략) 전제군주의 

결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 내부에서 치밀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중략)군 주권의 절대성’이 아니고, 

오히려, 언제 표변할지 모르는 격정의 폭풍의 예기치 못한 자의인 것이다. (※) 

벤야민은 여기에서 어느 특정 시대의 연극 형식에 대해 서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권 개념에 대한 

보편적 이념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슈밋의 결단주의 모델에 대한 안티테제가 된다. 

주권자란 예외 상태에서 결단을 내리는 자라고 슈미트는 말했다. 그러나 주권자는 예외 상태에 대해 

결단할 권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예외 상태에서 결단하는 것은 그의 인간적 약함, 우유부단함 때문에 할 

수 없다. 따라서 결단에 따른 원상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그저 파멸을 기다릴 뿐이다. 

아베 정권이 긴급사태 선언을 내놓지 못하는 사실을 아베 정권이 독재정권이 아닌 이유로 내세우는 

논조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꾸로라고 봐야 할 것이다. 권력이 집중돼 있고 컨트롤이 안 되는 

정권이기 때문에 아베 정권은 결단력이 결여된 것이다. 우유부단한 정권의 대기실에서 온갖 음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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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거린다. 정육권이나 생선권. 올림픽에 여행권, 모든 단체가 자기 이권을 관철하기 위해 비공개 

세계에서 암약한다. 슈미트는 이를 ‘약한 전체국가’라고 불렀다. 

‘약한 전체 국가’란, 본래 슈미트에 의하면, ‘영원한 토론’의 장소가 된, 결단 불가능한 의회제 민주주의 

속에서 생겨야 할 현상이었다. 슈미트는 약한 전체 국가를 국민을 대표하는 결단 가능한 지도자를 헌법의 

파수꾼으로 설치함으로써 극복하려 했다. 그러나 베냐민의 모델에 따르면 권력의 집중은 오히려 결단 

불가능한 지도자를 탄생시켜 버린다. 그는 헌법의 파수꾼이기는커녕 오히려 법파괴적이다. 따라서 

사리사욕으로 얼룩진 이권정치인 이권단체가 발호하는 약한 전체국가는 계속된다. 

‘예외상태’를 눈앞에 두고 전혀 결단력이 없고, 현실도피하는 총리를 둔 우리는 현재 바로크적인 파탄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다. 세간의 마스크 부족이 밝혀진 지 두 달여 만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라 칭하며 

모든 가정에 천 마스크를 두 장씩 나눠주기로 방침을 정한 총리, 코로나 종식 후 배포할 상품권 명칭을 

고민하던 총리를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시켰다면 이는 너무도 현실성 없는 일로 혹평을 받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현실이다. 

‘긴급사태’에 대한 인권과 법의 우월 

칼 슈미트는 이러한 베냐민의 제기에 대해, 응답을 하고 있다. 베냐민의 비극 논문에 직접 언급한 것은 

1956 년에 출판된 ‘햄릿 혹은 헤카베’가 처음인데, 간접적인 응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1942 년에 출판된 

‘육지와 바다로’ 안에 있다. 슈미트는 바로크 비극의 계승자로 꼽히는 극작가 프란츠 그릴파르처의 

하푸르부르크가의 형제싸움의 주인공인 신성로마황제 루돌프 2 세를 아마도 벤야민을 염두에 두고 

결단력이 부족한 주인공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그를 카테권(억지하는 자)이었다고 간주한다. 

카테콘은 성경에 나오는 개념으로 종말을 늦추는 자의 뜻이다. 슈미트는 루돌프 2 세에 대해서, 당시의 

독일이 종파 대립에 의해서 찢어지는 가운데, 소극적인 행동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지만, 30 년 전쟁의 

발발을 적어도 10 년 늦춘 공적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억지자의 형상은 역설적인 의미에서 아베 정권에도 해당될 것이다. 아베 정권은 검사 수를 줄여 잠재적 

시중 감염자를 수치상으로 배출하지 않기로 했다. 수상이 휴교 요청 시에 말한 ‘결전이 되는 1~2 주간’은 

영원히 지연되어 수습이 벌써 절망적으로 되어, 감염자가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도, ‘아직 버티고 

있다’인 것이다. 어쩌면 파국은 이미 찾아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정권은 그 파국을 인식하는 

것을 계속 늦추고 있다. 

1940 년대에는 슈미트는, 이미 단순한 결단주의 모델의 채용을 그만두었다. 그 대신 그가 채용하는 것은 

노모스라 불리는 주권자가 결단을 내릴 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적 공간질서다. 나치 정권의 핵심 

고문관이었던 이 법학자로부터 뭔가 힌트를 얻으려면 우리는 통상상태나 긴급사태 등 구별에 우월하는 

공간질서를 설정해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사상사적 정확성으로 따지면 폭력비판론에 따른 질서조정을 베냐민이 비판하고 있는 이상 이는 

베냐민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중국이나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 혹은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 본다면 문제의 본질을 설명하는 사고 모델로는 이해하기 쉽다. 

즉, ‘긴급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의 차이는, ‘긴급사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주권자를 준비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통상 상태에 있어서, 얼마나 규범적인 사고를 클리어 

하고 있는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든 독일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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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민주국가든, 어쨌든 어떤 법적 이념 아래서 위기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법적 이념은 

민주주의적이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인권이나 법이 긴급사태에서 우월한 곳에서는 사물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되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려는 합리적인 정치가 성립된다. 인권이 결여된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그 

합리성이 시민에게 가혹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은 아베 정권이 집권한 지난 몇 년간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도, 권력은 법을 따라야 한다는 

의식도 모두 잃어버렸다. 그리고 권력자와 순종적인 신민들만 없어진 곳에서는 결단력 없이 

우왕좌왕하거나 늦추는 사람으로서 오직 현실도피할 무능한 정부가 남는다. 

긴급사태 선언은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사 선언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권력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우원한 길이라고 해도 우리는 인권과 법이념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는 것보다 정치에 의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발터·벤야민, 아사이 켄지로 번역, ‘독일 비극의 근원 상’ 치쿠마 책방, 1979 년, 131 항. 

 

 

7.’늦은 긴급 사태 선언…’가장 두려운 것은 코로나가 아닌 아베신조  

(PRESIDENT Online, 2020.4.10) 

   사진 1) 출처: PRESIDENT Online, 신형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아베신조 

수상＝2020 년 4 월 7 일, 수상관저 - 사진＝시사통신포토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0-00034403-president-po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0-00034403-president-po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0-00034403-president-pol.vie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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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수상이 발령에 주저한 이유는 왜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주요국들이 신속하고 대규모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드디어 개정 신형인플루엔자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첫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올해 1 월 국내에서 감염자가 확인된 지 3 개월 만의 ‘결단’은 국민의 불안감을 

충족시켜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도 ‘귀국경보’가 내려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감염 확대로 도쿄도나 

오사카부의 지사등이 요청해도,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 발령을 요구하는 사람이 8 할 가까이에 달해도, 아베 

정권이 긴급 사태 선언의 발령을 계속 주저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다’(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자신은 전시 대통령. 전쟁은 이겨내야 한다’(미국 

트럼프 대통령). 주요국 수장이 잇따라 ‘전시’를 강조하며 외출제한 등 강경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3 월 

중순. 대규모 경제대책과 선거연기, 산업보호 등을 잇달아 결정해 나간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늦었다. 

오랫동안 ‘아슬아슬 버티는 상황’이었다. 

중국 우한을 진원으로 한 감염자는 국내에서 1 월 중순부터 확인됐으나 정부의 전문가회의는 2 월 

16 일까지 열리지 않아 감염이 확산됐던 중국과 한국에서의 입국제한 강화는 3 월 5 일, 특별조치법 시행은 

3 월 14 일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선수를 빼앗겨 온 정부의 대응에는 수상의 지지층인 보수파의 평가도 

어렵고,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등은 ‘나라가 코앞에 닥친 위기라는 인식이라면 (긴급사태 

선언을) 내야 한다. 늘기 시작한 뒤로는 늦다고’고 경종을 울려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위기의식은 

희박하고 4 월 초만 해도 ‘전국적이고 급속한 만연이란 상황은 오지 않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바꾸지 않았다. 

각국의 리더가 ‘전시’라고 보고 국민에게 협력을 호소하는 영향은 크고, 그것이 감염 확대 방지에 유효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왜 긴급사태 선포는 늦었을까. 4 월 7 일 기자회견에서 ‘판단 타이밍이 

너무 늦다, 늦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을 받은 아베 총리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권을 제한하는 것임으로 

신중하게 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있었다’. 하지만 여당 내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긴박한 상황에서도 

느닷없이 ‘천마스크 한 가구당 2 장 배포한다’고 밝힌 뒤 지도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다. 

발령하면 아베노믹스 과실이 날아가버려 

아베 정권이 긴급사태 선포 발령을 주저한 이유 중 하나는 일본 경제에 타격이다. 감염 확대 지역은 

인구와 기업이 모이는 도쿄도와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등 대도시로 대상이 된 7 개 도부현의 

국내총생산(GDP)은 일본 전체의 절반 가까운 약 260 조 엔에 이른다. 아소 다로 재무상이 인솔하는 재무성, 

경제 산업성등의 신중론은 강하고, 거기에는 정권에 가까운 민간기업으로부터의 비명도 더해졌다. 2012 년 

말 정권을 되찾고 엔저·주가를 유인하는 아베노믹스로 경기를 부양해 온 아베 정권의 과실이 이번 사태로 

날아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한 정권 핵심부의 신중론은 4 월 초까지 강했었다. 여야의 

요구가 잇따른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업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선 ‘그런 짓을 하면 큰일 

난다. 절대 안 된다’고 냉담해했다. 

4 월 7 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는 전후 최대의 위기’라며 며칠 전 신중했던 아베 총리가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도 공산당 고이케 아끼라서기국장으로부터 자숙 요청에 따라 생기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일체화할 필요성을 물었지만 ‘개별적인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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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최대의 경제대책’은 실태에 맞지 않아 

그 한편, 수상은 같은 회견에서는 바나 나이트 클럽, 가라오케, 라이브 하우스를 지명해 출입을 삼가도록 

요청했다. 후생 노동성의 클러스터 대책반의 분석·진언을 받아,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출입 자제를 

요구한 것과 같다. 이 때, 도지사에 대해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정부내나 와이드 

쇼등에서 분출했는데, 도쿄도가 이러한 점포에 ‘감염 확산 방지 협력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원할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완강하게 보상을 부정하는 아베 수상이 같은 요청을 하는 모순도 생기고 있다. 

원래, 특별조치법은 휴업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손해의 ‘보상’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결함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최대의 경제 대책’(아소 재무상)이라고 하는 긴급 경제 대책에 포함된 

‘1 세대 당 30 만엔의 급부’나 ‘중소 기업에 최대 200 만엔, 개인 사업주에게 최대 100 만엔’등의 지원책은, 

휴업등으로 큰폭으로 수입이나 매상이 줄어 든 세대나 사업자가 대상으로, 그 조건이 실태에 맞지 

않았다는 소리는 많다. 자민당 담당의 전국지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여당내에서는 ‘세대가 아닌, 한사람 

한사람에게 급부해야 한다’ ‘비상사태이므로 지원책을 유럽과 같이 대규모로 해야 한다’라는 소리가 

잇따랐지만, 정부 주도로 반대론을 관철했다. 섣부른 지원책으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 

북해도 ‘선례’가 아베에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긴급사태 선포가 지연된 두 번째 이유는 홋카이도의 ‘전례’다.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는 급속한 

감염 확산 조짐이 있던 2 월 28 일, 법적 근거에 근거하지 않은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해,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스즈키 지사는 예정 대로 3 월 19 일에 종료선언해, 4 

월상순까지는 홋카이도내의 감염자수의 증가는 1 일 수명 정도가 되고 있다.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지 않는 ‘긴급사태 선언’으로 스즈키 지사가 호소한 것은, 주말의 외출 자숙이나 

대규모 이벤트의 개최 자숙 등이지만, ‘감염 확대의 페이스가 홋카이도내에서 안정된 것을 본 간 

관방장관은 이러한 대처를 전국에서 실시하면, ‘수상이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는 긴급사태 선언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틀을 정하고 있었다’(민방 기자)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사람·물건’이 집적해, 나리타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 칸사이 국제 공항을 안고 해외로부터의 

귀국자 대응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수도권이나 칸사이권과 홋카이도에서의 대응을 동일시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베 수상은 3 월 10 일의 정부 대책 본부에서 ‘전국의 대규모 이벤트 자숙을 향후 

10 일간 정도 계속’하도록 요청했지만, 3 월 19 일의 홋카이도에 의한 종료 선언과 겹치는 ‘기한’설정은, 3 월 

20 일부터의 3 연휴에 ‘국민들이 느슨해져, ‘이제 기한은 지났으니 괜찮다’라고 외출한 사람들을 

낳았다’(전출의 전국지기자)라는 지적이 있다. 

국가로서의 책임도, 기개도 못 느껴  

3일 연휴전에 감염 확대 구역의 수장이 외출 자제를 호소하지 않았던 것을 비판하는 평론가나 텔레비전 

코멘테이터도 있지만, 오사카-효고간의 왕래 자제 요청이 나와 있던 양부현도 포함해 3 월말부터 4 월초의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 시기에 ‘느슨함’이 생긴 경향은 전국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긴급사태를 한달만에 탈출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7 할에서 8 할 삭감하는 것이 전제다’ 

‘최대한 8 할 삭감할 수 있으면, 2 주간 후에는 감염자의 증가를 피크 아웃시켜, 감소로 변하게 할 수 있다’. 

4 월 7 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역설한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선포와 동시에 나온 국가 방침에서는 

‘외출자제요청’을 먼저 하고 그 효과를 가지고 판단한 뒤 ‘사업휴업요청을 하겠다고 통지.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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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는 5 월 6 일까지 한 달 중 절반의 기간을 ‘관망’으로 채우는 곳도 있다. 총리 관저를 담당하는 

중앙일간지 정치부 기자는 이렇게 어이없어 한다. ‘ ‘내용도 없고 늦은’대책뿐으로, 모두 국민이나 사업자, 

자치체에 떠맡기고. 서구 지도자들처럼 국가로서의 책임도, 기개도 느끼지 못한다’. 

 

8. ’긴급 사태’라는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 긴급 경제 대책의 내용            

(DIAMOND, 2020.4.10) 

  사진 1) 출처: PIXTA, 긴급경제대책이라고 하는 것치고는,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인가（사진은 이미지입니다）   

4 월 7 일에 아베 수상은 긴급 사태 선언을 함과 동시에, 정부는 사업 규모 108 조엔의 긴급 경제 대책을 

결정했다. 이 경제 대책을 일독하고, 관련 정보를 조사한 후의 솔직한 소감은, 긴급사태선언을 한 것 

치고는, 거기에 걸맞은 위기감을 전혀 느낄 수 없고, 도저히 평가할 수 있는 대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위기감 없는 긴급 경제대책 사업규모의 크기는 의미가 없다  

경제대책을 평가할 경우, 반드시 첫번째로 논란이 되는 것이 ‘사업규모’와 ‘진수’(재정 지출)액이다. 

이번 긴급 경제 대책은, 사업 규모 108 조엔으로 리먼 사태시의 경제 대책( 약 57 조엔)의 2 배 가까운 

규모이다. 한편, 재정 지출액은 약 40 조엔으로, 특히 보정예산으로 수당하는 신규 재정지출은 약 

17 조엔으로, 리먼 사태 때의 경제 대책에서의 재정지출액( 약 15 조엔)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숫자를 어떻게 평가할까이지만, 미국의 코로나 대응의 경제 대책(220 조엔)과 비교하면 아직 

적다든가, 감염자수나 사망자수가 유럽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가운데에서는 너무 많다든가, 여러가지 

논의가 있지만, 사업규모나 재정지출의 액수만으로 논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그것은, 그 이상으로 내용물에 문제가 너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느낀 첫 번째 의문은 이번 

경제대책이 쓸데없는 부분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0-00234297-diamond-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0-00234297-diamond-bus_all.vie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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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제 대책에서의 구체적인 정책은, ‘감염확대방지책’ ‘고용유지’ ‘다음 단계에서의 경제활동의 회복’ 

‘강인한 경제 구조의 개혁’ ‘향후에의 대비’라고 하는 5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앞 두개는 감염 

확대기의 정책 대응, 후 세개는 감염 종식 후의 정책 대응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감염확대기와 감염종식후로 사업규모와 재정출동액 비교  

확전기와 감염 종식 후 사업규모와 재정출동액 비교 

여기에서 의문인 것은 왜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대책에서는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고 언제 감염이 종식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종식 

후 정책을 지금부터 마련해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인지? 사업규모와 재정투입액을 이 두개의 

시간축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감염확대기 대응/사업규모 82.5 조엔, 재정지출 24.5 조 엔 

감염종식 후 대응/사업규모 25.7 조엔, 재정지출 15.0 조 엔  

이렇게 보면, 기업에 대한 무이자 융자나 세금·사회보험료의 지불 유예등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감염 

확대기의 사업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평가할 수 있지만,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감염 종식후를 위해서도 

고액의 예산을 돌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염 확대기에 사용하는 예산의 액수는 약 25 조엔으로 적어, 

결과적으로 지금 뿌려야 할 재정 자금이 불충분하게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뒤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덧붙여서, 미국의 경제 대책은 완전하게 감염 확대기에의 대응에만 포커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규모는 220 조엔으로 거액이며, 재정출동도 100 조엔에 가까운 것을 생각하면, 감염 확대기에의 

대응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 말하면, 원래는 감염 종식 후의 대응은 불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리먼쇼크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물리적인 인프라와 가옥 등이 붕괴했다. 이러한 위기에의 대응에서는 사회의 스톡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정책 대응은 필요 불가결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만연해 사회가 공포로부터 행동을 자숙·참고 있을 뿐, 스톡은 

아무것도 손상되지 않았다. 감염 확대가 진정되면, 내버려 두어도 경제의 수요는 급회복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에 걸쳐 참고 있었던 만큼, 소비는 과열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원래 감염 종식 후를 향한 정책대응은 불필요,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결정해 둘 

필요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가구당 30 만엔 급부금 정말 형편없는 제도  

가구당 30 만엔 급부금 정말 안되는 제도 

 다음으로 의문스러운 것은 가계나 기업에 대한 급부금의 규모나 내용물이다.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우선 가계용의 지원으로서 1 세대 당 30 만엔의 급부금이 배부되게 되었지만, 이 제도는 정말로 형편없다. 

왜 개인이 아니고 세대가 대상인가, 왜 세대주의 수입만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수급의 조건이, 

(1) 월수입이 주민세 비과세 수준까지 감소한 세대, (2) 월수입이 반이하가 되어 주민세 비과세 수준의 2 배 

이하가 된 세대, 라고 하는 것도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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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는 (2)에 해당하는 가구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실질적으로 (1)의 저소득 세대를 

중심으로 나눠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를 위한 예산은 고작 4 조 엔에 1300 만 가구분의 예산 

밖에 없다. 일본 전체 세대수가 5800 만 가구임을 감안하면 전체의 20% 정도의 세대만이 대상이 된다. 

이건 너무 적지 않을까? 일본에서는 맞벌이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아, 예를 들어 세대주인 남성의 수입이 

절반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아내의 파트 수입이 격감하여 자녀 교육비나 가계 대출 상환 등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1 인 가구라도 수입이 절반인 직전의 예를 들어 40%내리면, 집세등의 지불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대는 급부금의 대상외인 것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연수입 거의 1000 만엔(9 만 9000 달러)까지의 개인에게는 급부금이 배부되므로, 

일하는 사람 전체의 86%가 급부 대상이 되고 있다. 또, 미국의 경제대책의 내용을 보면, 개인에의 

급부금으로 2500 억 달러, 그리고 실업 급부의 충실화로 2500 억 달러로 합계 약 55 조엔이 개인에의 

급부에 사용되고 있다. 이것과 비교하면, 불과 4 조엔으로 주민세 비과세 세대를 중심으로 전세대의 

2 할에만 급부하는 것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덧붙여서, 세대에 대한 급부금으로 신경이 쓰이는 것은, 수급하기 위해서는 시읍면 창구에 자진 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진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시정촌이 예산의 

집행 주체라는 것은 구체적인 급부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절차적으로 우선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성립시킨(아마도 4 월 중) 후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시읍면에서는 6 월에 정례 의회가 개최되는 것을 생각하면, 6 월중에 

겨우 예산이 성립되고 또한 사무절차의 준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많은 세대가 지금 당장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급부는 8 월이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 미국에서는 4 월중에 

개인에게 급부금이 지급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속도감이 없음에 절망감마저 느끼게 된다. 

이 액수로는 밑 빠진 독에 물? 중소기업, 개인사업주 급부의 문제점 

이 액수로는 밑 빠진 독에 물? 중소기업, 개인사업주 급부의 문제점 

긴급 경제 대책에서는, 수입이 전년동월비로 50%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는 200만엔, 

개인 사업주에게는 100 만엔을 상한으로 급부금을 배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예산은 정부의 중소기업청이 집행하기 때문에 세대에의 급부금처럼 타이밍을 놓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신경이 쓰이는 것은 개인 사업주의 100 만 엔은 그렇다고치고, 중소기업의 200 만 엔이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의를 보면, 특히 자숙에 따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서비스업에서는 직원 

100 명까지의 기업이 중소기업에 속한다. 예를 들어,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중소기업이 200 만 엔을 

지급받아도 밑 빠진 독에 물이지 않을까.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이다. 

게다가 이 사업자를 위한 급부금을 위한 예산은 불과 2.3 조엔으로, 130 만의 사업자에게 급부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 기업의 99%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기업인(개인 사업주를 

포함한다)이며, 그 수는 358 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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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급부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체의 3 분의 1 정도 밖에 없는 것이다. 코로나가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주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130 만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닐까. 

참고로 미국의 경제대책에서는 직원 500 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융자에 약 38 조엔(3500 억 

달러)이 준비되어 있다. 융자이지만, 이 자금이 사원의 급여 등에 사용되고, 한편 사원이 해고되지 않은 

경우는 변제가 불필요하므로, 사실상 급부금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과 미국의 

예산액의 차이에 매우 실망하게 되어 버린다. 

불평하기 전에 긴급경제대책 풀로 활용하자 

불평하기 전에 긴급경제대책 풀 활용하자 

그 외에도 긴급 경제 대책에는 불평하고 싶은 점이 많지만, 그만 두겠다. 자신의 불평을 실컷 쓰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미안하지만 불평만 하고 있어도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많은 기업이나 가계에 정말 긴급한 상황이다. 한편, 상태가 나빠서 문제가 많다고는 해도, 긴급 

경제 대책에는 기업이나 가계에 있어서 최저한 필요한 지원책이 여기저기 박혀져 있다. 자숙요청을 

따르더라도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대책이 부분적인 보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우선 기업도 가계도 긴급 경제대책의 메뉴를 최대한 활용해, 가계는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은 도산이나 사원 해고를 막고 살아남도록 하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38 페이지에 이르는 장황한 문서이지만, 정부의 긴급 경제 대책을 차분히 읽기를 

바란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음식점이 이용 가능한 대책으로서 무이자 무담보 융자, 200 만엔의 급부금, 고용 

조정 조성금(사원 휴업 수당의 90%를 조성)만이 보도되고 있지만, 대책에는 그 밖에도 여러가지 조성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메뉴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모두가 ‘이 정도 지원책은 미흡하다’고 정부에 계속 불평하여 

경제대책의 2 탄에서 보다 제대로 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 대응 지켜보면 자기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게 된다 

정부 대응 지켜보면 자기의 남은 인생을 생각해 버리다 

얼마 전, 코멘테이터로도 활약하고 있는 어느 저명한 연예인 분과 이야기하다가,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나 경제대책을 보고 있으면, 세금이나 정부는 뭐지, 나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 자기가 높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의 방식이나 세금의 사용 방법을 보고 있으면, 여러가지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또 신뢰하는 저널리스트분과 얘기하다 보니 ‘미국의 저력과 바보력이 부럽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말했다. 

지식도 상식도 있는 이분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나 

정부의 중추에 있는 엘리트 무리가 못해도, 일본의 민간이나 지방에는 훌륭한 저력이 있다. 그것을 철저히 

발휘해, 안 되는 경제 대책이라도 풀 활용해, 어쨌든 건강하게 살아 남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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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면 지는 것이다. 절대로 지지 않도록, 한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9.과거 최대 108 조엔 ‘코로나 경제대책’의 평판이 나쁜 ’이것만큼의 이유’ 

 (현대비즈니스, 2020.4.9) 

 

 

 

 

 

 

 

 

 

 

 

사진 1) 출처: 현대비즈니스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의 평판 

4 월 7 일 아베 총리는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7 개 도부현을 대상으로 

한 긴급사태 선포 발령을 단행했다. 108 조엔, GDP(국내총생산)의 20%에 이르는 과거 최대의 경제대책 

발표를 세트로 해서. 

하지만 아베 총리가 ‘GDP 의 20%에 해당하는 사업규모 108 조 엔, 세계적으로도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이라고 자화자찬한 경제대책에 대한 평판이 형편없다. 

사업규모 108 조엔이라 해도 이른바 진수라 불리는 국가가 실제로 내는 재정지출은 39 조엔에 

불과하다는 점, 자숙요청과 휴업보상이 세트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중견·중소기업에는 200 만 엔,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주에게는 100 만 엔을 상한으로 한 급부금의 급부기준이나 절차를 알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이다. 

그렇다고해서 이번 긴급경제대책이 미흡했던 것은 아니다. 리먼 쇼크 후인 2009 년 4 월 아소 내각이 

내놓은 사업규모 56.8 조엔, 진수가 15.4 조엔이라는 경제대책과 비교해도 이번 긴급경제대책의 사업규모 

108 조엔, 진수 39 조엔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이다. 

그럼에도 평판이 매우 나쁜 것은 아베 총리의 정보 내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09-00071726-gendaibiz-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09-00071726-gendaibiz-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09-00071726-gendaibiz-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09-00071726-gendaibiz-bus_all.vie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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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사용법을 잘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문제는 규모의 사용법을 잘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대책에 관해서는 사전에 과거 최대라는 위세 좋은 수식어에 더해 국민 개개인에게 10 만 엔의 현금 

급부를 할 것처럼 큰 기대를 갖게 한 뒤 용두사미가 되는 초라한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과거 최대의 

경제대책이 종이 호랑이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경제대책의 내용이 내용이 빈약한 이면에는 재무성과의 줄다리기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데다,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한 후까지 영업 자제를 요청하는 업종 범위에 관해서 도쿄도를 비롯한 

지방 자치체와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상 최대인 ‘108’조엔이라는 경제규모가 인간의 

번뇌를 쌓아 올린 결과처럼 보여진다. 

한편, 모든 것의 근원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책에 관해서는, 현상을 작게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주저 없이’다음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상황에 따라 맞춰 내는 형태’로 되어 있다. 

  사진 2) 출처: gettyimages 

7 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을 기간 1 개월로 한 것은 외출 자제 요청에 따라 

사람과의 접촉 기회를 최소 70%, 최대한 80% 감축함으로써 2 주 후에는 감염자 증가를 피크아웃시키고 

그 효과를 가늠하는 기간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물론 법적인 한계나 재정적인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보상과 세트가 

아닌 실효성이 높은 자숙 요청으로 감염자의 증가를 2 주만에 피크아웃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꽤 

적을 것이다. 

 법적 조치에 따른 록다운을 단행한 구미에서도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한 달, 중국 우한에서도 두 달 

반이나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09-00071726-gendaibiz-bus_all.view-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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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라면 경제대책은 규모뿐 아니라 내용도 기대를 웃도는 것으로 하고, 감염 방지책에 관해서는 

가능한 엄격한 조치를 취해 효과를 보면서 서서히 조치를 경감해 나가야 하는데, 이번 긴급사태 선언 

발령과 긴급경제대책은 이것이 정반대이다. 

이 점이 과거 최대의 경제대책이면서도 평판이 매우 나쁜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자제요청과 보상이 세트로 되어 있지 않다. 

또 하나 긴급경제대책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은 자숙 요청과 보상이 한꺼번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긴급사태 선포로 영업 자제를 강요당한 상당수 중소영세사업자들에게 최소 한 달 계속되는 영업자숙은 

사활의 문제다. 

따라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서는 영업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로 죽을지 굶어 죽을지라는 궁극의 선택을 강요받은 결과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업자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피크 아웃을 늦추어 긴급사태 선언의 연장, 영업 자숙 

기간의 연장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스파이럴을 부르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부의 스파이럴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영업 자숙에 따른 보상을 세트로 하는 것은 필요성 

불가결하다. 

아베 총리는 ‘어느 특정 업계에 부탁을 해도 손실은 그 업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거래를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큰 영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개별적으로 보상해 나간다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휴업 보상이 아닌 급부금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긴 총리의 사고방식도 맞는 말이지만 이런 생각은 총리가 강조해 온 ‘전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조치’와는 거리가 먼, 즉 ‘전례에 입각한 조치’이다. 

그러니까 점포는 휴업할 수 없어... 

긴급사태 선포 발령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국민에게 휴업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점포등을 휴업할 수 없는 큰 이유는, 가게를 닫아 매상이 없어져도, 집세나 차입금의 상환이 유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월세와 차입금 상환을 예를 들어 3 개월처럼 정해진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면 영업자제를 하는 사업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은 2 월 현재 544 조 6850 억 엔이며, 평균 대출금리는 약 0.6%이다. 

즉, 차입금의 원리금 반제에 따른 금융기관의 일실이익은 연간 약 3 조 2000 억엔~3 조 3000 억엔 

정도이다. 만약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면제기간을 3 개월이라고 한다면 금융기관의 일실 이자수입은 

8000 억엔 정도, 반년으로 연장된다고 해도 1 조 6000 억엔 정도에 불과하다. 

이 금융기관의 일실이익을 정부가 떠안도록 해도 그 재정부담이 108 조엔이라는 사업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다. 

반면 월세 지불을 유예할 경우 월세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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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그 말이 맞지만, 그것은 집세 면제에 응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00 만엔 급부하는 

형태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차입금으로 아파트·맨션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론 변제 

면제와 급부금의 세트라면 집세 면제는 치명적인 타격은 되지 않을 것이다. 

월세와 차입금 상환 유예는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업종의 사람들에게 널리 전달되는 동시에 

수입을 빼앗긴 사람들에게서 살 곳을 걱정하는 일을 덜어주는 것이다. 

   사진 3) 출처: gettyimages  

국민이 경제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중요 

지금과 같은 긴급 시에는 수입 측면을 지키는 것보다 생활 비용을 낮춤으로써 사회의 연명을 도모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정책일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진수 39 조 엔이라는 긴급경제대책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제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필요조건은 일본 사회가 국민이 경제적으로 살아 남는 

것이다.경제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일본 경제나 국민이 치명타를 입게 되면 사상 최대의 

경제대책도 그림의 떡이 되고 말 것이다. 무인도에 돈을 뿌려도 아무 효과가 없다. 

아베 총리는 선입견은 죄, 고정관념은 악이라는 고 노무라 가쓰야 씨의 명언을 다시 한번 곱씹어 일본 

경제와 국민이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선입견과 경제대책의 규모를 확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국난에 맞서기 바란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09-00071726-gendaibiz-bus_all.view-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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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건부 현금급부’의 내용이 무서울 정도로 나쁜 이유 (동양경제, 2020.4.12) 

  사진 1) 출처: 아프로, 신형코로나 감염확대에 따라 경제대책으로서 내 놓은 ‘현금급부’. 그러나, 현상대로라면 사상공전의 

부정재정지출이 될 수 있다.   

작금의 경제 현상을 선명하게 잘라, 모순을 지적해, 사람들이 믿어 의심하지 않는 ‘통설’을 분쇄한다--. 

노구치 유키오씨에 의한 연재 제 12 회. 

정부는 코로나 대책 경제정책을 결정했다. 여기에 포함된 정책에는, 공평성이나 부정 이용의 가능성, 

수속등의 점으로 보아, 큰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 있다. 긴급 시에는 가능한 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심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수입 감소 증명하나 

이번 경제 대책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의해서 수입이 줄어 든 세대에의 현금 

급부가 포함되었다. 급부액을 1 세대당 30 만엔. 급부금 총액은 3 조엔 규모에 달한다고 보여진다. 

일률적인 급부가 아니라 조건을 붙여 지급 제한을 한 급부는 틀림없이 불공평을 낳을 것이다.  

첫째, 코로나에 감염되었지만 소득제한으로 현금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구와 감염되지 않았지만 다른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어느 쪽을 도와야 할까. 

둘째, 근소한 차이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큰 불만을 가질 것이다. 

셋째, 현실문제로 부정행위가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소득감소의 요건을 어떻게 

정해, 어떻게 심사할지는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다. 현재의 안으로는 이것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저하게 불공평한 정책이 된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2-00343463-toyo-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2-00343463-toyo-bus_all.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2-00343463-toyo-bus_all.vie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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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관공서는 세무서나 세무사무소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체제에서는, 현금 급부에 필요한 심사를 실시할 여유 따위는 도저히 없다. 정부안에서는, 현금 급부를 

수급하려면 , 수입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이 시읍면 창구에 스스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증빙서류는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가 된다. 즉, 수급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기업이라는 사적인 주체가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 감소’의 증명은 간단하다. 악덕 경영자라면, 이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악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소득제한을 채우는 직원의 급여를 줄인다. 종업원에게 현금 급부를 받게 하고, 그 보충을 시킬 

것이다. 이것만으로 거액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수입 20 만엔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영자는, 종업원의 급여를 3 개월간, 10 만엔으로 줄인다. 그리고, ‘급여가 30 만엔 감소’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행한다. 종업원은 국가로부터 현금 급부로 30만 엔 받기 때문에 수입은 불변이다. 이렇게 해서 경영자는 

급여를 1 인당 30 만 엔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100 명의 종업원이 있으면, 3000 만엔 벌게 된다. 

현금 급부는 간교한 사람이 어부지리로 거액의 부정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3 조 엔의 

대부분은 이렇게 사라질 것이다. 

사상공전의 부정재정지출이 될 가능성 

주의해 주길 바라지만, 앞서 나온 수치예에서 고용주가 급여를 30 만 엔 줄이고 그 취지의 

수입감소증명을 발행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부정이 아니다. 따라서 그 증명서로 현금 급부를 받는 것 

역시 부정하지 않은 것이 된다. 

정부는 수입 감소증명서의 위조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위에서 서술한 수입 감소 증명서는 

형식적으로 위조가 아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현저하게 부당한 수급이다. 정부에는 수입감소증명 부정발행과 

이를 이용한 부정수급을 어떻게 방지할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 공전의 부정 

재정지출이 된다. 

조건부 현금 급부는, 곤란한 사람이나 손해를 입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교활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뿐인 제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재원을 납세자가 부담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오버슈트(폭발적인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병상을 정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예산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정 수급에 의해 그것을 위한 귀중한 3 조엔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현금 급부에 반대하지 않는 모양이다. 어쨌든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반대하면 국민의 

지지를 잃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이다. 부당하고 불공평한 급부가 이루어지면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할 것이다. 성선설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고도 하지만, 이래서는 너무 무책임하다.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현금 지급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장래에 조사를 실시해, 만약 실태와 다른 신고를 하고 있으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른 억제 효과를 노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긴급사태 선포로 인해 발생한 또 다른 난제가 영업 자숙으로 생기는 손실 보상 문제이다. 야당등에서는 

‘요청과 보상은 세트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영업을 자제하면 매출이 없어지는 반면 월세와 난방비, 유지비는 내야 한다. 또, 종업원에의 

급여의 지불도 있다. 사용자 측의 휴업 수당 지불 의무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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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대해서, 특별 조치법 담당의 니시무라 야스토시·경제 재생 담당상은 ‘일률적으로 보상은 

어렵다’라고 했다. 영업자숙은 요청이지 강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4 월 7 일 중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긴급사태 선언으로 영업 중단 요구를 받은 사업자 

등에 대한 손실 보전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부인했다. 

실제로 보상을 제대로 하려면 경제적 손실은 거액일 수 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2 분기(46 월) GDP 가 30~4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영업 자제 대상이나 기간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GDP 의 몇 할의 규모가 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거액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는 

없다. 

‘요청에도 보상’은 이미 약속 

다만,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또 자숙은 

요청이지 강제가 아니므로 보상 의무는 없다도 마찬가지이다. 이 논리는 이미 파탄이 났다. 왜냐하면, 

2 월에 휴교요청을 실시했을 때, 그 영향으로 일을 쉴 수 밖에 없게 된 보호자에 대한 휴업보상을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정부는 빈곤 세대에 대한 현금 급부를 이미 

결정하고 있다. 이것과 자숙 요청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사업자와의 공평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극히 어려운 것이다. 라이브 하우스나 영화관, 바, 나이트 클럽 등만의 문제는 아니다. 생필품 

이외의 폭넓은 소매점이 자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수입 감소자의 범위는 지극히 넓어진다. 예를 들면, 서점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출판사나 그 관계자의 수입도 감소하게 된다. 게다가 사태는 시급하다. 수중에 현금이 없어지면, 

사업은 도산하고 만다. 

거기서, 휴업 보상에 대해서도, 상술의 현금 급부의 경우와 같은 수법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자세히 공지한다.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무조건 신청이 접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급부금 몰수. 허위 신고로 판정되면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덧붙여 이 경우는, 현금을 급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금융 기관에 의한 무이자 대출이라도 좋다. 담보 

등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심사해야 한다. 

현금 지급이든 휴업 보상이든 앞으로 다양한 공적 신청이 필요하게 된다. 창구에서 신청하는 것은 

코로나 감염을 확대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공적 신청을 메일로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는 

사진 첨부로 하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에 사무 부담을 주지 않고, 신청자가 신청 창구에 모이지 않아도 되어, 신속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책일 것이다. 현금 급부도 휴업 보상도, 사태는 시급하다. 우선 현금을 나눠 주고 

나중에 조정해서 올바른 급부로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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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언뜻 보기에 이상한 제도가 아니다. 신고납세에서는 납세자의 판단으로 신고하고 납세한다. 

그것이 과소 신고라면 나중에 매우 무거운 벌칙 조치가 있을 것이다. 

현금지급이나 소득보상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심사해서 부정청구에 

무거운 벌칙을 부과할 것이다. 

 

11. 일본 의사회가 ‘신형코로나 대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황당한 실태 

(현대비즈니스, 2020.4.12) 

 

 

 

 

 

 

 

 

 

 

 

사진 1) 출처: 현대비즈니스  

온라인 진료에 맹반대 

일본 의사회(이하 일의)의 극렬한 반대로 한 달 전 정부의 신형 코로나 대책에서 제외됐던 온라인 진료 

사업 예산이 4 월 7 일 발표된 정부의 신형 코로나 경제대책 3 탄에서 간신히 포함됐다. 

온라인 진료란 스마트폰이나 PC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의사가 집 등에 있는 환자를 진찰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 환자의 편리성이 현격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의료 기관 진찰에 수반하는 감염을 회피할 수 

있어 의료 기관측도,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경증자, 무증상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진찰함으로써 

원내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 월 초 기준으로 코로나 대책에 온라인 진료를 활용하기로 하고 3 월 10 일 발표된 

코로나 대책 2 탄에 일단 포함시켰다. 게다가 일본 최대의 압력단체라고도 불리는 일본 의사회가 

맹반발하는 바람에 후생노동성이 발표 직전 대책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 상세한 내용은 4 월 2 일 필자 기사로 보도했으므로 반복하지 않지만, 일의의 반대로 결과적으로 

온라인 진료 활용을 위한 체제 정비 작업의 개시는 1 개월 늦어졌다. 그 사이에도 감염은 확대되어, 4 월 

7 일에 전국 1 도 6 부현에서 긴급 사태 선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2-00071759-gendaibiz-soci.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2-00071759-gendaibiz-soci.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2-00071759-gendaibiz-soci.view-000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2-00071759-gendaibiz-soci.vie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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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많은 환자가 방문하는 병원이 감염 확대의 기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전국의 

병원에는 원내 감염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일의에는 재차 반성을 재촉하고 싶다. 

   사진 1) 출처: iStock 

‘일의에는 거역할 수 없다’ 

후생 노동성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진료 해금에 이르기까지의 우여곡절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정부의 규제개혁회의와 IT 관련 의원들은 이미 2 월부터 코로나 대책으로 온라인 진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일의는 완강히 저항해 왔지만 신형 코로나 감염 확대로 여론의 방향이 

바뀌었다. 저항세력으로 호되게 비판받을 것을 두려워한 일의 집행부는 급히 방향을 틀었고, 후생노동성도 

거기에 따랐다’. 

각 신문지면은 후생노동성이 온라인 진료 저지의 원흉처럼 보도해 왔으나 이 관계자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현장은 일관되게 온라인 진료 추진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생 노동성은 현장의 소리를 근거로 해 3 월 10 일의 제 2 탄에 일단 온라인 진료를 

포함시켰다. 그런데 일의 집행부의 맹반발로, 항상 일의의 눈치를 보고 있는 스즈키 도시히코 

사무차관이나 요시다 학의정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위축되어, 대책에서 제외해 버린 것이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후생 노동성에는 ‘정부·자민당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일의에게 거역하면, 성내에서 

출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보조금을 요구하나? 

더욱이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경제대책과 일의의 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실이 있다. 자민당 

관계자가 말한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2-00071759-gendaibiz-soci.view-001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2-00071759-gendaibiz-soci.view-001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412-00071759-gendaibiz-soci.view-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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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진료가 일의의 반대로 경제대책 2 탄에서 제외된 뒤인 3 월 19 일 일의는 자민당 코로나 

대책본부의 공청회에서 예산 요구를 해왔다. 기가 막힌 건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신형 코로나 

환자구제에 관한 게 아니라 진료소와 중소병원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것이다’. 

일의의 페이퍼에는 ‘휴업이나 일부 폐쇄에의 보상’이라고 쓰여져 있고, 그 목적으로 ‘지역의료·주치의료 

기능의 계속을 위해서’라고 쓰여져 있었다. 일의에는 전국 32 만 명의 의사 절반가량이 가입해 있지만 

집행부는 지역 진료소와 중소병원 원장 이사장이 차지하고 있다. 페이퍼에는 진료소나 중소병원용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지역의료 및 주치의료의 중심은 진료소 등이므로 나를 포함해 이 책을 읽은 

정치가나 관료들은 예외 없이 이것은 진료소와 중소병원에 대한 보조금 요구라고 받아들였다. (자민당 

관계자) 

진료소 등의 '휴업이나 일부 폐쇄에 대한 보상'의 구체적 항목으로는 (1)고용 계속을 위한 인건비 

(2)의료기기 등의 유지비 (3)광열비 (4)부동산 임대료 (5)수중자금을 들 수 있었다. 개인 자금에 대해서는 

‘무이자·저이자 융자 등’이라고 있다. 

‘코로나와의 전쟁 최전방인 감염증 지정병원의 인원확충이나 수당 지급은 긴급성이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일반의 진료소, 예를 들면 환자가 오지 않게 되어 곤란한 진료소나, 감염을 무서워해 

환자를 거절하고 있는 진료소의 보상 문제는, 비록 필요하게 된다 해도 우선 순위는 높지 않을 것이다. 그 

페이퍼에는 솔직히, 위화감을 가졌다’ (전출·자민당 관계자) 

일의 측에서 보면 단순히 요구항목을 조목조목 적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페이퍼의 톱 항목에 ‘진료소 

휴업보상’을 내걸고서는, 이것이 요구의 ‘1 번가 1 번지’라고 받아들여져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환자 

최우선' 아닌가. 덧붙여서 일의가 ‘휴업이나 일부 폐쇄에의 보상’ 다음에 요구한 것은 ‘민간 보험의 충실’로,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으로 휴업했을 때의 소득 보상 보험의 보상을 확대하는 것 등이었다. 

그리고 3 번째로 드디어 ‘중증 환자의 증대를 향한 대비’가 들어가, (1) ECMO(체외식 모형 인공폐) 치료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를 받아 들이는 의료 기관의 요원 확보를 위한 비용 (2) 공상 확보 (3) 도도부현 

의사회도 참가하는 병상 확보, 광역 반송을 위한 협의회, 네트워크 구축 (4) 타원에의 다른 질병 입원 

환자·수술 예정 환자의 전원이나 입원 취소에 수반하는 제지출에의 보충을 요구하고 있다. 

요컨대 요구의 순서가 반대, 환자가 아니라 의료진, 그것도 일반 진료소 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중증환자 증대를 위한 대비 내용에 대해서도 일본의회원인 의사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카나가와현의 일의회원의 의사가 말한다. 

‘일의의 회원은, 현지의 시의 의사회 회원도 맡고 있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프린세스’에서 신형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카나가와현 의사회 간부가, 현내의 시의 의사회에 ‘크루즈선 대책을 위해서 

의사를 파견하라’라고 요청해 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의사회에는, 감염증의 전문가도 ECMO 와 

같은 대외식 인공폐를 조종할 수 있는 의사도 없다. 그래서 시의사회에서는 ‘그런 아마추어 의사가 

응원하러 가도 방해가 될 뿐이다’라고 판단해 파견을 단념했다. 

일의 집행부도 그렇지만, 각 도도부현 의사회 집행부의 고령의 의사들에게, 감염증이나 최신의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도도부현 의사회가 참여하면 지휘명령 계통이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울 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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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코로나 현장에서 지금도 많은 감염증 전문의나 의료 스탭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일의나 도도부현 

의사회 집행부의 감각은, 국민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지 않은가. 

하세가와마나부 長谷川 学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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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1.해하（海河）수리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나서 

남수북조(南水北调)동선 2 기 공사의 전반 업무 조정 배치 (2020.2.16) 

2 월 14 일, 해위(해하 수리 위원회)는 천진에서 남수북조동선 2 기 사업(동평호 이북부분) 전기 사업 1 차 

조달회의를 열어 코로나에 따른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중요 절기 사업 진도를 추진하였다. 왕원성(王文生) 

해위 주임이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한 데 이어, 해위 1 급 순찰원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 남수북조동선 2 기 건설 추진은 국무원 남수북조 후속사업 실무회의가 중대 결정을 내린 

배치라고 강조했다. 수리부는 남수북조동선 2 기 공사의 전기사업을 중시하고, 어징핑(鄂竟平) 부장과 

예젠춘（叶建春） 부부장은 여러 차례 주재한 장관 워크숍을 통해 관련 업무를 연구 배치했다. 각 

부서에서는 정치 입지를 더욱 높이고, 새로운 정세하에서 남수북조 동선 2 기 사업의 추진 전단계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당 중앙, 국무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치하고, 수리부 배치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고의 방향을 조정하고, 내외 업무를 통괄하고, 사회역량을 

통합하여 작업면을 확대하며, 정보화 수단을 충분히 병행하여, 작업진도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내외 소통의 조화를 더욱 강화하고, 기획조건을 따르고, 방향을 잘 잡고, 질 높은 탐사설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아울러 방역에도 집중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 

2020 년 전국 수리사업회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하여, 수리공사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작업을 더 추진하며, 

해위의 남수북조동선 2 기 사업 등 중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촉진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그리고 작업 진도에 따라 위원회 주재로 조정회의도 열며 각 부서가 계획대로 업무를 전개하고, 중대한 

업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해위사무실, 통계처（规计处）, 중수북방(中水北方) 등 기관의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금융> 

1.5 부, 합동으로 화상 회의를 열어, 전염병 방지 강화 중점 보장 기업 자금 

지원 사업을 배치 (2020.2.10)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인민은행감사서는 9 일 오전 합동으로 전국 화상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 중점 기업자금 지원사업을 총동원했다. 재정부 부장 류쿤 동지는 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했다. 

발전개혁위, 공업과 정보화부, 인민은행, 감사서 담당동지가 위키프로젝트로 배치되었다. 

회의에서는 시 총서기가 "확산(蔓延戰)을 단호히 억제하고, 차단전(阻击戰)에서 단호히 이겨야 한다. 각 

부처는 정치의 위치를 확실히 높이고, 사상과 행동을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연설과 중요한 지시로 

통일하여 정신적인 지시를 내리고, ‘4 개의 의식'을 강화하고, ‘4 개의 자신감'을 확고히 하여‘두 개의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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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당중앙통일지휘, 통일조율, 통일조달, 확고한 신념에 따라 한 배를 타고 함께 구제하고 과학적 

방역을 면밀하게 대처하여 과감히 임무를 수행하며, 힘을 합하여 일을 착실히 처리하고 세밀하게 한다. 

회의에서는 시진핑 총서기의 방역 강화에 관한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정신을 심도 

있게 관철하기 위해 5 부위는 7 일 5 부위 합동으로‘전염병 통제통제와 차단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염병 

통제, 중점기업의 자금지원을 강화할데 관한 긴급통지'(이하 통지)를 배포할 것을 

중앙대응업무지도소회의와 국무원 상무회의 요구, 한정 부총리 특별회의 등에 요구했다. ‘통지'는 여러 부처, 

각 지역, 각 부처가 협조를 강화하고 작전을 합동으로 추진해 하루빨리 효과를 내야 하며 정책 홍보 

판독을 강화하고, 기업이 내용을 알고,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책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속하게 정책을 실행하고 시간과의 싸움을 통해 관련 기업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별한 사건은 특별히 처리하고, 급한 일을 급하게 처리하며, 능동적인 서비스의식을 증강하고, 녹색 

통로를 개척하고, 작업 흐름을 간소화하고, 업무처리의 효율화·편의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자금 관리의 

강도를 높여 특혜자금이 모두 방제 관련 생산활동에 쓰이도록 하고, 조혜 및 방제 중점보장업체는 물론 

피해를 본 기업과 지역에 쓰도록 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현재 재정지원을 위한 방제작업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방역자금의 

수급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비용 우려 때문에 인민 군중이 감히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자금 문제로 

인해 각지에서 의료치료와 전염병 통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세세한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착실하게 정착시켜 책임 담당 강화, 적극적인 도킹, 능동적인 

서비스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지방의 삼보(三保) 저변을 확실히 틀어쥐고, 

‘3 보(三保)'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는 않는다. 네 번째는 각종 방제작업을 잘 하고, 한 판의 바둑 

사상을 확고히 세워 관계 부처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연합방어를 전면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다섯째는 

경제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촉진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난국에 대비하여 기업이 생산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인민은행, 감사서 관련 동지, 그리고 9 개 전국 은행 담당동지가 주 

회의장에서 참석하였다. 각 성의 관계 기관, 재정부 각 지방 감독국, 인민은행 각 지기관, 감사서 각 

특파원 사무소, 9 개 전국 은행 지점, 그리고 후베이 등 10 성시의 일부 지방 법인 은행과 관련된 책임자는 

서브 회의장에서 회의를 참가했다. 

         

2.재무부·교육부, 학교들이 자금 문제로 인해 코로나 19 예방 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지지 (2020.2.10) 

재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정부·교육부는 최근 ‘학교의 방역 보장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각급 

재정부는 학교 교육과 학습비용 등이 방역에 의해 받은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학교의 방역경비 보장 

정책 조치를 검토해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교육부와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재정부·교육부는 학교의 방역 경비 보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一、경비 보장 정책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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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각급의 재정·교육 부문은 학교의 전염병 방지 경비 보장 업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방 각급 

재정부는 학교 교육과 학습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학교의 방제경비 보장 정책 조치를 

검토해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 

二、교육 경비 예산을 총괄하여 안배 

지방 각급 재정교육 부처는 상급교육 이전 지급과 자체 재원 마련을 총괄해 교육 지출 구조를 더욱 

최적화하고, 방역 중점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의 통제 능력을 높여 학교의 정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중앙재정이 이미 미리 예치한 전교육 발전자금 지원, 도시농촌 의무교육 

보조경비(공용경비 보조분), 일반 대학교 설립조건 개선 보조자금, 현대직업교육 질 향상 계획자금, 지방고 

개혁발전자금 지원 등 교육이전 자금은 지방재정교육기관학교가 관련 자금관리 방법과 학교의 역학조사 

수요에 따라 학교의 방제물자설비조달 등에 지출하도록 했다. 성급 재정부서는 2020 년 중앙과 성급 관련 

교육이전지불을 분배할 때 전염병예방통제 중점시, 중점현에 편중해야 한다. 

재정 교육 자금의 지출과 사용을 가속화 

각 지는 ‘급사급행, 특사특공' 원칙에 따라 자금 조달에 박차를 가하고, 학교의 방역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며, 교육당국과 자금 사용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예방적 조달의 편리화에 

관한 통지'(재무관리 [2020]23 호)에 따라 조달 ‘녹색통로'를 조성하고, 학교의 방역에 따라 조달 시효를 

높이고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四、학교의 코로나 19 방지 경비 보장을 강화하도록 지도 

지방 각급 교육당국은 학교들이 실제 연구와 결합해 방역사업 경비보장 방안 마련 자금 수요 세부 검토 

경비 보장 조치 재정을 원활하게 운용하고 학교 자체 자금과 사회기부금 등 각 분야의 자금을 확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五、정책 추적 및 분석 연판 강화 

각급 재정·교육 부문은 재정비 보장정책의 이행 상황을 적시에 추적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검토하여 해결해야 한다. 성급 재정·교육 부문은, 개학이 연기된 각급 학교의 학생의 귀교나 교육 수업, 

학생 지원책의 정착 등에 관한 업무의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적시에 예안을 작성해야 한다. 

 

3.저장(浙江)서 소기업 위기 극복 위해 16 개 금융조치 지원 (2020.2.10) 

중국 인민은행 항저우(杭州州)센터 지점저장(浙江) 은행보험감독관리국은 7 일 공동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폐렴 감염 방지에 관한 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의견'을 발표했다. 16 개 금융에 대한 소기업의 

전염병 대응을 지지하고, 소기업의 금융요소 보장에 최선을 다하며, 저장성 소기업 도와 난관을 

헤쳐나간다. 소기업 융자원가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대출시장 견적 금리 대 대출금리 유도 역할을 잘하고, 

방제 관련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적절히 인하해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감면해 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2020 년 저장성 전성(省江)성 소기업대출 종합융자 원가 목표를 전년 대비 

0.5%포인트 낮춘다. 저장성 금융기관들은 또 대출수요를 앞당겨 월별로 소기업대출 만기가 되는 상황 

리스트를 정리하고, 미리 연락을 취하여, 대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소기업은 계속하여 대출 만기일에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무상환, 순환대출, 중기유동자금대출 등을 통해 2020 년 영세 중소기업의 무상환 

대출 잔액이 1000 억 위안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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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1.온라인 진료，전염병 예방 통제 추진 (2020.2.10) 

9 일 공신부에 따르면 공신부는 ‘온라인 진료' '디지털 헬스'에 대한 정보기술(IT) 활용을 추진하고, 5G 등 

인프라 확충과 병원 정보화, 의료장비 스마트화,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국내 여러 인터넷 의료서비스 플랫폼은 5G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국 각지의 의사, 

전문가들과 연계해 온라인 상담, 온라인 클리닉, 건강지식 보급, 심리지원 레슨 등을 실시해 시민들이 

집에서 의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QR 코드를 스캔하고, 위챗을 오픈하고, 온라인 스마트 로봇은 의사로 변신하여 증상별로 맞춤형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얼마 전 징둥쑤커(데이터 과학시술)는 문진 로봇을 출시해 유저에게 온라인 문진, 방역 

지식 보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AI)에 힘입어 로봇은 코로나 19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해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조 의료 역할을 한다는 게 징둥쑤커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문의 로봇은 거의 20 개 기관의 

위쳇 공식 계정 또는 어플에서 접속하여 사용되었으며, 여러 개의 스마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에서 

콘솔을 마쳤다. 

개성화 상담, 일반 병세 문진, 코로나 19 수집과 모니터링... 현재 수요에 맞춰 알리헬스, 바이두의사 등 

수많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코로나 19 문답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경, 천진, 절강 등에서는 이를 

위한 온라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신부에 따르면 정향원, 백과의사, 춘우의사 등은 그동안 발생했던 긴장, 불안 등에 대해 코로나 19 예방 

통제, 가정식사 영양, 심리소통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이 디지털 건강의 첫걸음이다. 인력과 기계의 효율적인 교체를 통해 병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교차 감염의 위험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공신부 정보 센터 이덕문 부주임은 말했다. 

온라인 상담이 스마트 로봇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온라인 클리닉은 의료기관, 의사, 스마트 기술, 

플랫폼 등의 다자간 연동이 필요하며, 의료 시스템의 정보화와‘디지털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일환이다. 

동연그룹은 중국의 선도적인 의료 IT 솔루션과 서비스 공급자다. 동연그룹에 따르면 동연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각 병원의 인터넷 병원 출시를 서두르고 인터넷 병원 상담 서비스를 시작해 병원의 검진과 

진료, 환자를 정확하게 안내한다. 

공신부의 데이터에 의하여, 현재 중국 전국 191 개 공립의료기관 및 100 개 기업 인터넷병원에서 온라인 

진료를 제공해 오프라인 병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호의사, 춘우의사, 

평안호의사 등 업체에서 호흡과, 감염과, 내과 등 만명 이상의 의료전문가를 모아 무료 상담과 함께 

방역일선에 있는 의사, 간호사 등에게 핫라인을 개설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전염병은 더욱 강력해진 건강의료 인프라와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정보 기술에 

의존해야 하고, 점점 더 높은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보과학 기술은 병원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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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완성이든, 전 사회 의료 건강의 정보화 건설이든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동연그룹 

관계자는 말했다. 

공신부는 의료서비스 분야의 정보기술(IT) 활용과 5G 의 의료 시스템 구축, 병원 정보화, 의료장비의 

스마트화,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 정보기술(IT)의 서민 건강 서비스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국무원 연합방위체제: 농촌지역 전염병 확산 방지 (2020.2.12) 

국무원 연합방위체제는 11 일 브리핑을 통해 농촌에 대한 방역 강화와 관련된 상황을 설명했다. 중국의 

농촌지역은 지역이 넓고 기반이 약하다며, 니에춘레이(聂春雷) 국가위건위 기초위생건강국장은 말했다. 

"농촌의 경우 기초의료위생기관의 의료서비스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방비가 중요하고, 

'외부로부터의 통제, 내부의 방역'이 중요하다"고 전햤다. 이어 방역을 위해서는 '4 원칙'을 고수해야하는데, 

이는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를 뜻한다.  

국장은 농촌지방 정부, 특별 위원회, 농촌의료위생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발열 인원, 

외래 인원의 검사, 발열자 검사, 의심환자의 적시 진찰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의심환자와의 

긴밀한 접촉인원에 대해서는 자택 격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의학관찰 조치를 취해 건강서비스를 잘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농업농촌부 농촌협력경제국 마오더즈(毛德智) 부국장 역시 당의 통제 하에, 방역을 철저히 

해야하며, 특히 농촌 위원회의 역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니에 국장은 농촌의료위생기관의 주요 역활은 환자 발견, 발열 발견, 의심환자를 적시에 검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농촌에서 치료할 수 없으며 상급도시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옮겨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전했다.  

또한 니에 국장은 광대한 농촌 지역에서 시골 의사들은 농촌 방역의 중요한 자원이지만, 그 수가 현저히 

부족하며 그 수준이 도시에 비교하여 낮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 전국 144 만 농촌위생실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중국평생의학교육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농촌의학과 기초방역 등 2 개 플랫폼을 새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2 월 10 일 현재 56 만 명의 농촌 지역 의사와 의료인이 이 플랫폼에서 공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니에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적시에 플랫폼 수업에 업데이트하여 

농촌지역 의료인들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정책> 

1.국무원 연합방역기구, 과학적 방역 및 통제와 기업의 복귀에 관한 통지 

발행 (20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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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연합방역기구 발행 

과학적 방역 및 통제와 안정적인 기업으로의 복귀 

2 월 8 일, 국무원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통제 강화에 관한 질서 있는 기업 복귀 통지'(이하 

통지)를 발행하였다. 

'통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시진핑 주석과 중앙 바이러스대응팀의 통제에 따라 각 지역 각 부처와 관련 기업들이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이를 따라야 한다. 과학, 합리, 적합, 관용 등의 원칙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마련하여, 설 

이후 귀로와 복귀 후의 전염병 발생 통제를 확실히 하고,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장하며, 

적시에 상황을 정리하여 복구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순차적인 복귀, 분산 업무 방안 마련, 방역, 에너지 공급, 교통, 물류, 도농지 운영, 의료용 물자와 

생필품 등의 생산 등이 시급하다.  

2. 교통운수조직 보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철도민항 등은 수송력을 총괄해 중점적인 집단 수송을 하며, 

전파 위험을 확실하게 줄여야 한다.  

3. 핵산 검사 등 빠른 검사능력을 향상시켜 안전을 보장한다.  

4.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의 군중 격리와 바이러스 치료를 강화해야 한다.  

5. 방역 요청을 성실히 이행하고, 기업은 생산 경영의 특성에 맞춰 조업재개 전 생산과정 검사, 통근보장, 

개인 방호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 산업체의 조정운영 추진, 중점기업 주재 연락원 제도 구축, 기계 사용, 자금 부족 문제 해결, 원자재 

확보, 중요부품 확보 등 안정적 보장을 서둘러야 한다.  

7. 안전생산과 사회 안정, 방역물자 창고물류 운송배송 등 주요 기업의 중대 안전 리스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8 공공서비스 보장 능력을 높이고, 일선 의료진의 보호물자를 보장하는 바탕 위에서 공공서비스직 

방호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확실하게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지'는 각 지역이 기업과 지방정부의 책임을 분담하며, 건전한 업무 체제를 수립하여, 업무협조를 

형성하고, 군방군 통제를 확실히 하며,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국무원, <등급별 과학방역정책에 관한 피드백> 배포 (2020.2.18) 

국무원 연합방역기구는 17 일 <등급별 과학방역정책에 관한 피드백> (이하 피드백)을 발간했다. 

피드백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래 당 중앙정부의 지도 하에, 각 관련 부문이 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모든 영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노력 끝에 상항은 긍정적으로 

변했고, 방제작업이 효과를 봤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각 지역의 각 관련 부서는 당 중앙의 통제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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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방지법》, 《우발 공중위생 사건 응급조례》 등에 의거하여 단계를 구분하고,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다.  

'피드백'에서는 각 지역의 균등하지 못한 방제와 경제 사회 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시, 구, 기) 단위로 인구, 발병 상황을 종합해 판정하고 과학적으로 위험등급을 매겨 

등급별로 분류한 방제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관 통제 단원을 정하려면 관내 

농촌 커뮤니티, 기관, 기업구역, 사업구역, 사회 조직과 개인 모두 요구에 따라 관련 통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이어 강조하였다.  

또한 '피드백'에서는 저위험 지역에서는 바이러스의 외부로 부터의 유입을 통제하여 생산생활 질서를 

전면 정상화해야 하고, 보통 위험지역은 가급적 빨리 생산생활 질서를 정상화 해야하며, 고위험지역은 

엄격한 통제를 실시해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생산생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후베이성과 우한시는 가장 엄격한 통제 조치를 계속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 

베이징시는 수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피드백'은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법에 따른 통제를 도와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민의 생활로의 

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성급 인민정부는 관내 저위험·중위험·고위험 현(시·구·기) 명단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례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확산 위험이 실효적으로 관리되면 지역에 따라 긴급대응 수위를 낮추거나 긴급대응을 

중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통운송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교통운수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방호물자 공급을 보장하고 여객물류 운행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취업> 

1.후춘화 국무원 부총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일자리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 (2020.2.14)  

후춘화 국무원 부총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일자리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 

전국 인적자원사회보장시스템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취업문제 화상전화회의가 13 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회의는 후춘화(胡春华)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가 진행하였다. 부총리는 시진핑 

총서기의 지휘 하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정신을 확고히 하고 국무원 상무회의 통제를 

성실히 이행해 유사시에 대비한 취업 준비와 고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총리는 "현재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인력 확보, 생산 회복 촉진, 민생 보장과 개선, 사회 안정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차등화 방지책을 마련하여 안전질서 회복과 중점 

기업의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근로자의 질서 있는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에 

대한 방역을 잘 이행하고, 전염병에 대응하여 일선의 지원 보장을 강화해야 하며, 복귀한 기업의 직원들의 

안전 통제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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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나온 조치들이 효과를 거두고 기능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리를 잡고 대규모 

감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는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을 추진하는데 힘쓰며, 어려운 계층의 

취업 지원과 실업보험 생활보조 기능 강화, 취업창업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 전했다.  

이어 부총리는 "올해 취업은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라며 "전반적인 소강사회 건설과 빈곤 

탈출을 위한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취업 우선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취업 추세 추적 분석을 

강화하고, 대학 졸업자, 농민공 등 주요 계층의 취업을 유도해 연간 취업 목표 달성에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