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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NEWS
▶ 코로나 위기속 중국에서 첫번째로 문닫는 호텔 (투자계投资界, 2020.4.2)
▶ 대형쇼핑매장 시대의 종결-소형 세입자는 남느냐 떠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봉황과기, 2020.4.2)

▶ 남들은 망한다고 난리인데 투자받는 기업들 (36kr, 2020.4.2)
▶ 중외 13 명 과학자연합연구: 신종코로나폐렴이 촉진하는 로봇기술 연구 (텐센트과기, 2002.3.27)

ISSUE 및 시장동향
▶ VC 앞다퉈 진입, 중국 온라인사무 폭발적 성행 — 이오왕(亿欧网) 제공
▶ 전염병 상황중 새로운 기회! 하드웨어 수요 폭증하는 14 종 과학기술 — 지동서(智东西) 제공
▶ 오프라인 교육기관이 저비용으로 난국을 타개할 ‘묘책’ — 36kr 제공
▶ 양자컴퓨터 시리즈 41) 양자컴퓨팅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나면: 분석진단, 바이러스전파
모델구축, 환자분류방법 개선 — 본원양자(本源量子) 제공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 PLAYCOIN 제공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120) — 윤형건 교수 제공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아베정권의 신형코로나 경제대책에 따라서 일본경제의 미래가 바뀐다 (Newsweek, 2020.4.2)
▶ 최대의 신형코로나 대책이란 ‘싸워 이긴다’ 보다도 ‘신뢰와 단결’을 (47NEWS, 2020.4.3)
▶ 일본이 한국의 신형코로나바이러스 대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 —（1）검사체제
(Newsweek, 2020.4.2)

▶ 코로나쇼크로 맨 처음 실업하는 것이 젊은이인 이유 (President Online, 2020.4.2)
▶ 코로나로 KFC, 맥도널드가 보여준 ‘저력’, 외식 명암 나뉘다 (DIAMOND, 2020.4.2)
▶ 도톤보리의 방일중국인 98%감소, 스마트폰의 Wi-Fi해석으로 판명 (민나노 경제신문, 2020.4.3)

KIC 중국 NEWS
▶ KIC 중국, Plug&Play CHINA 연계 온라인 워크숍 진행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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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NEWS
1. 코로나 위기속 중국에서 첫번째로 문닫는 호텔

(투자계投资界, 2020.4.2)

전염병은 한 덩어리의 시금석이 되었다.
호텔, 숙박 산업에 관해 3 월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힘든 1 개월이다. 약속이나 한 듯이 팔이 잘린 채
살 길을 찾고 있으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더 많이 엄습한다.
여기 호텔업 중 제일 먼저 도산되는 기업이 있다.
단독 호텔 체인점 브랜드인 무쟝호텔(无疆酒店)이 2020 년 4 월 30 일자로 전 직원의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운영을 중지한다고 공표했다. 이 기업은 2019 년 호텔브랜드로 설립했고 일찍이 Ctrip(携程)의
전략적 투자를 받았었다.
이는 단독 사례가 아니다. 3 월 29 일 투쟈자영업무(途家自营业务 편집자주 투쟈途家: 전국의 민간 아파트,
주택을 숙소로 연결해주는 플랫폼)도 2020 년 4 월 26 일로 운영을 중지하고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전체 호텔, 숙박업계로 말하자면 전염병은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다.
한 호텔이 조용히 사라졌다.
3 월 28 일 우쟝호텔(无疆酒店) 동사장 마샤오동(马晓东)은 한 통의 내부 서신을 통해 우장호텔이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쟝호텔은 이미 회사 일체 업무를 잠시 중단했고 2020 년 4 월 30 일 전체 직원의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했다.
마샤오동은 서신에서 말하길 “2020 년 춘절이후 전염병상황의 충격은 전체 여행시장에 섬멸식 타격을
가했고, 스타트업이 받는 충격은 더 컸다. 전염병 영향의 광대함은 예측 시기를 넘어섰고 이번 전염병
상황은 이미 국내외를 넘어서 전지구적 경제 쇠퇴를 조성했으며, 여행시장은 일이년 내에 회복하기 아주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은 철저히 회사의 발전 계획을 혼란에 빠트렸고 부득이하게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만들었다. “
생존하기 위해 우쟝호텔도 충격을 완화하는 많은 조치를 취했다. 내부적으로는 급여 유예를 포함하여
전체를 동원해 원가를 축소하며 전염병 후 새로운 타파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희망을 걸었다. 올해
2 월 우쟝호텔은 각 가맹 호텔에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2 월 29 일까지 가맹관리비를 면제하겠다고
선포하며 합작파트너의 경영 부담을 경감해주었다.
그럼에도 우쟝호텔은 여전히 경영중지의 운명을 탈피할 수 없었다.
알아보니

우쟝호텔은

단일

기업

호텔

체인점

브랜드이며

2019

년

설립하여

산하에

MR.WU,

MR.WU&FRIENDS, 마음 계열(심향心享, 심열心悦, 심동心动) 5 개 호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전에
우쟝호텔은 일찍이 씨트립(携程)의 전략적 투자를 받은 적도 있었다.
우쟝호텔 미니프로그램의 선택가능한 도시로 보면 그들의 업무는 총칭(重庆), 뀌린(桂林), 황샨(黄山),
란저우(兰州), 샹하이(上海), 션젼(深圳), 타이안(泰安), 씨안(西安) 8 개 도시를 커버하고 있었다. 대다수 호텔
가격은 모두 200 위안 이상으로 최고는 천위안에 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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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출처: JMedia. 우쟝호텔(无疆酒店)

호텔업은 이 달을 넘기기가 아주 아주 어렵다.
우쟝호텔은 이 업계의 단독 사례가 아니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전국이 숙박산업이 타격을 받았다.
3 월 29 일 중국내 민간숙박업 헤드급 기업인 투쟈(途家)는 자신의 ‘자영업주’ 업무를 중단한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신종코로나전염병의 영향으로 투쟈회사는 전략적 조정을 거쳐 직영업주를 각
소재지의 투쟈자영업무에 위탁하던 주택을 2020 년 4 월 26 일자로 운영을 중단하고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전에 호텔업의 스타 기업은 OYO 였지만 약 5000 명에 달하는 글로벌 범위의 감원이 일어났다. 이중
중국의 감원폭이 가장 크다. 중국 시장은 심지어 주로 담당하던 3~4 선 시장과 현급 도시의 호텔에서
확장 발전하던 EGM 부문에서 발생하여 전체가 소멸되어 버렸다. 그리고 OYO 의 대본영인 인도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황은 악화되어 공개적으로 보도된 감원 인원수가 이미 1800 명이상이다.
일찍이 한때 OYO 가 중국에서 최대 적수로 보았던 니하오호텔(你好酒店)도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봉황과기 보도에 따르면 3 월 9 일 화주(华住)는 산하의 이라이(怡莱) 브랜드와 니하오 호텔(你好酒店)이
합병했다. 이번 합병전에 니하오 호텔은 80% 가까이 감원해 2400 여명의 규모가 500 여명만 남았다. 또한
업무도 축소해 장저후위에(江浙沪粤 강소성, 절강성, 상하이, 광동성) 4 개 성시에만 집중하고 다른 지역은
모두 하지 않기로 했다.
전염병이 전국 숙박업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가? 중국호텔협회(中国饭店协会), 요우니화성(优尼华盛)이
며칠전 연합하여 낸 보고서에서 2020 년 시작후 2 개월간, 호텔과 민박류 등 주숙 기업 영업액이 670 억
위안 이상, 임대식 아파트는 약 7 억 위안 손실을 보았다고 발표했다.

주숙산업으로 말하자면 이번

3 월이 의심할 필요없이 가장 힘겨운 한 달이며, 약속이나 한 듯 부러진 팔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는
뒷편으로 무력함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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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자구책만 있을 뿐: 성급 호텔도 외식배달에 뛰어들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을 라이브방송
지금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며칠 전 이미 아주 많은 호텔이 예약 상품을 출시했다. 카이위엔호텔(开元酒店)은 예약 판매 1 주일 후
주문이 11 만 건을 넘었고 교역총액은 3400 만위안을 초과했다. 또한 샹그릴라(香格里拉), 위에롱좡
(悦榕庄), 야두어(亚朵) 등 많은 호텔그룹도 연이어 저가 예약상품을 내놓았으며 특히 일부 여행휴가
호텔은 빅세일로 손님을 끌었으며 일부 상품은 심지어 50%할인까지 낮추었다.
씨트립(携程)측이 제공한 데이터는 씨트립(携程)이 예약판매를 시작한지 겨우 2 주만에 호텔 예약
판매량이 2000%가 증가했다. 씨트립(携程)측 담당자는 이중 3000 개가 줘메이야호텔(卓美亚酒店 칼튼호텔)
예약 셋트 상품으로 반 시간만에 다 팔렸다고 했다.

사진 2) 출처: 신랑여행(新浪旅游) 상하이 줘메이야호텔(卓美亚酒店 칼튼호텔)

예약판매외에도 션양 오성급 호텔이 정식으로 온라인몰을 열어 외부 배달시장에 진군했다. 이 호텔
책임자는 매체에 말하길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호텔음식업계 경영에 절벽식 하강이 발생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호텔은 온라인 경영 모델을 도입하고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했다. 현재 하루 판매액이
14000~15000 위안 정도다.”
이뿐 아니라 칭다오의 한 성급호텔은 온라인 배달 판매뿐아니라 호텔 주방도 라이브 방송으로 요리하는
것을 보여준다.
상황은 상상만큼 절망적이지는 않다. 칭주(轻住) CEO 자오난(赵楠)은 전염병이 가져온 영향은 잠시이고
산업은 반년내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 말한다. 전염병은 경쟁력이 비교적 약한 호텔이 도태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산업이 회복된 후, 남은 호텔의 체인화로 말하자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주간 중국 창업

4

제 174 호(2020.04.08)

주간 NEWS

2. 대형쇼핑매장 시대의 종결-소형 세입자는 남느냐 떠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봉황과기, 2020.4.2)

대형쇼핑매장 시대의 종결, 딩하오빌딩(鼎好大厦)의 소상인들이 직면한 선택

사진 1) 출처: 봉황과기

신형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급습으로 중관춘 전자성(中关村电子城)의 전환이 부득이 연기됐다.
3 월 28 일 오후 <증권일보>기자가 중관춘 전자성에 도착했을 때, 딩하오빌딩(鼎好大厦)의 큰 문은 굳게
잠겨 아직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유리 너머로 보이는 1 층은 이미 텅 빈 상황이었다.
“전염병이후 줄곧 오픈하지 못했죠. 약삭빠른 상인들은 일찌감치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갔어요.”
딩하오빌딩 부근의 보안요원이 기자에게 말한다. 현재 단지 2,3,4 층에만 일부 상가가 남아있고 올해를 못
넘기고 전부 비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옮기고 싶지 않은 상인들도 언젠가는 떠나야한다.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굴기로 일찍이 번화하고 왕래가 번성하던 중관춘 전자성은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부득이하게 전환을 하게 되었다. 2015 년 중관춘 e 세계는 폐업을 선포했고 2016 년
하이롱전자성(海龙电子城)은 영업을 중단하고 전환했다. 2019 년초 중관춘 따마이창(中关村大卖场)은
최후로 남겨졌고 딩하오빌딩도 주인이 바뀌었고 이러한 일은 중관춘 전자성 전환의 ‘최후 주자’로 불리게
했다.
그러나 일년이 지났지만 딩하오빌딩의 개조는 아직 시동을 걸지 않았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빌딩 공정
개조. 소상인들의 분산식으로 된 재산권 인수 등 관련 행동은 더욱 늦춰졌다.
“전염병 영향으로 딩하오빌딩의 모든 작업은 균등하게 진도가 늦춰졌다. 3 월 중순 근무 재개후, 소
상점주와의 비즈니스 협의 업무는 이미 회복되었다.” 딩하오빌딩 총경리 왕지엔펑(王剑峰)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들은 2019 년 지정한 소상점주들의 분산식 재산권 인수 계획을 다시 집행하지 않을
주간 중국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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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니다. 전염병 형세와 소상점주와의 소통 상황에 근거하여 취사 선택을 하여 적합한 때 인수를 종료하고,
투자 전략을 재조정하여 자본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빌딩 A 동 공사 개조를 빠른 시일내 시작하여
프로젝트 전체 일정을 추진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공정 개조는 도전에 직면
2019 년 3 월 딩하오빌딩은 주주권 인수를 완성했고 투자측은 주로 해외 펀드기구였으며 주주권 교역
가격은 약 57.2 억 위안이었다. 이 인수는 중관춘 전자성 전환에까지 연관되어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프로젝트 현장에서 보면 주주권 인수 일년 후 딩하오빌딩의 개조 공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딩하오빌딩은 규모가 매우 큰 도시에 더욱 새롭게 개조된 프로젝트로 비교적 큰 창의성과 도전성을
구비하고 있다. 현재 전염병의 영향으로 공정 개조 진도가 다소 지체되고 비용 통제 압박이 상승하고
투자 예산에서 리스크 통제를 잃어버렸다. 왕지엔펑(王剑峰)은 기자에게 인터뷰할 때 이와 같이 말하며
약간의 문제는 노력과 채택 여러 방면의 조치를 통해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약간의
문제가 있으며 특별히 분산식 재산권 점포의 융합 업무는 임하고 있는 도전이 아주 크다.
실제로 소점포주의 분산식 재산권 점포 인수는 중관춘 전자성 수많은 매장의 개조 과정 중 맞닥뜨리게
되는 보편적 난제다.
분산식 재산권 점포는 2000 년 전후로 생겼다. 개발사는 점포를 쪼개어 여러 소업주에게 팔았고 따라서
점포 면적이 비교적 작고 운영 원가가 비교적 낮고 점포 밀집도가 높아 처음 시작할 때는 비교적 활력이
컸다. 그러나 시대 발전에 따라 분산식 재산권의 결함이 이미 폭로되었고 재산권은 분산되었기에
통일적인 계획 경영과 관리를 적용할 수 없어 매장 품질은 점점 나빠졌고 이미 시대 발전과 보조를
맞추기 어려워졌다.
업계에서는 현재 중관춘 전자 따마이창의 휘황찬란한 날은 이미 지나갔고 분산식 재산권 점포의 높은
이익은 다시 올 수 없으며 만약 아직 살아있을 때 퇴출을 결정한다면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닐지 몰라도
장래에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2019 년 12 월초, 딩하오빌딩은 매장 분산식 재산권 점포자리의 인수를 시작했고 2020 년 3 월 20 일까지
이미 80 여개 점포가 계약을 체결해 100% 지불했다. 현재 아직 340 개 점포가 여전히 영업중이며
협상작업이 계속 진행중이다.
왕지엔펑은 “이번 분산식 재산권 점포 인수의 원칙은 ‘바로 인수할 수 있으면 받는다,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한다, 물권을 존중한다, 공동 발전한다’입니다. 인수 가격은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어 갑니다. 또한 인수에 기간 마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올해 회사 전략 조정에
맞춰 적합한 시기에 인수 행위를 마칠 겁니다.”
이미 이사 나간 점포가 기자에게 말하길 점포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더 버텨보았자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기 힘들어 신속히 처리해버리고 현금을 쥐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점주는 아직도
관망하며 주저하고 있다. 딩하오빌딩의 통일 인수 가격은 그들로 하여금 약간 달가워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이번 전염병 영향을 받아 출현한 자금 부족, 자금 체인 단절 등의 문제는 일부 소점주가 점점 더
큰 경영 압력에 직면하게 한다.
주간 중국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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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관춘 따마이창(中关村大卖场) 시대를 맺으며
일찍이 중관춘 전자성에 왔던 사람들은 잊기 어려워한다. 당시 큰 빌딩 모두 흥성흥성했고, 초기에 여기
와 장사했던 사람들은 모두 거금을 벌었다.
1999 년 딩하오(鼎好), 하이롱(海龙) 등 몇 개 대형 매장이 오픈하고 순식간에 중관춘서구(中关村西区)는
전자의 거리로 명성이 자자했다. 내리 10 년이 중관춘 전자 따마이창의 전성기였고 시장 점유액이 전국 70%
이상이었다.
그러나 전자 비즈니스의 발전은 전통 판매방식에 거대한 충격을 가져왔고 오프라인 대형 매장의 효율과
수익은 점점 이전만 못해졌고 내부 경영 관리도 더욱 혼란해졌으며 종종 소비자를 속인 뉴스가
폭로되었다.
데이터에서 2011 년 중관춘 IT 매장 전자상품 판매액은 176 억위안이나 하락했고 징동몰의 2011 년
순판매액은 210 억위안이었다. 그때 전자비즈니스가 강하게 증가하는 추세였고 이미 전통 전자매장은
끄트머리로 자리를 옮긴 피로한 상태였다.
중관춘의 4 평방미터 점포자리에서 시작한 류창동(刘强东)은 징동몰을 창립하여 전자 비즈니스 방식으로
원래 중관춘 전자성의 것이었던 케잌을 점점 차지해갔다.
징동외에도 이 시장에는 또한 티몰(天猫), 타이바오(淘宝)와 원래 전통적 전자 판매장에서 수년간 탐색해
온 수닝(苏宁), 궈메이(国美) 등도 점유하고 있다. 동시에 소비자는 더욱 온라인 플랫폼의 구매 루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중관춘 전자 따마이창의 번영은 십년을 지속한 후 인터넷 시대의 변혁에 따라 점점 쇠락했고 정부는
중관춘에 새로운 포지셔닝을 선고하며 중관춘 전자 따마이창 시대의 종결을 고하고 점차 ‘혁신 창업거리
구역’으로 전환했다.
2009 년 해정구정부는 <중관춘서구 업태조정을 가속화하여 추진하는 것에 관한 통보>를 발표했다. 다시
전자판매장, 상가매장, 쇼핑센터, 요식업 등 업종이 핵심 발전이 되는 것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전통
비즈니스업무 규모 조정에 맞춰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공간을 내놓는다; 2011 년 관련 정부부문은
지원정책을 내놓았고, 모두 중관춘 서구의 도매 판매 공간을 축소하고 첨단산업 입주 빌딩공간으로
증대한다는 것이었다; 2015 년 <중관춘 도로 발전계획>에서 중관춘지역은 앞으로 3 년~5 년내 전환을
완수하고 철저히 전자판매장과 작별한다.
2015 년~2016 년 기간, 중관춘 e 세계, 바이나오휘(百脑汇), 하이롱전자성(海龙电子城) 모두 이어서
정지하거나 전환했다.
왕지엔펑은 말하길 미래 경영모델은 북경시, 해정구의 계획 요구와 관련 부문의 허가에 따라갈 것이다.
아마도 통일 경영이 장래 큰 추세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업주는 분산식 재산권 구역 범위내에서 끝까지
남아, 대략적인 비율로 현재의 매장모델을 중관춘역 사거리구역과 중관춘역사박물관 형식으로 결합하며
업주들에게 전시 공간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순조롭게

프로젝트

포지셔닝을

수립하고,

설계이념이

업그레이드되고,

공정개조를

업그레이드하는 수단을 통해, 딩하오빌딩이 고급 과학기술기업의 공공 상호 공간으로 조성되고 구역
업그레이드를 불러오며, 더욱 많은 고급 신기술 창업기업이 집합하도록 유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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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들은 망한다고 난리인데 투자받는 기업들

(36kr, 2020.4.2)

의료와 공업제조 등의 영역에 응용할 수 있다.

사진 1) 출처: 쓰링로봇(思灵机器人)

인공지능 로봇회사 ‘쓰링로봇(Agile Robots) ‘은 최근 C 캐피털(C 资本)이 수천만 위안을 선두 투자하는
A

라운드

융자를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주주

까오링

VC(高瓴创投),

홍션캐피털(红杉资本),

씨엔씽캐피털(线性资本) 등이 이번 융자에 참여했다. 이번 융자 자금은 주로 제품 연구개발과 상업화
착륙 가속화에 쓰일 것이라고 한다.
C 캐피털은 정즈깡(郑志刚)이 설립한 벤처투자회사로 주로 과학기술, 소비, 미디어영역에 투자한다. 이번
라운드 투자에 대하여 정즈깡은 쓰링로봇이 고급 연구개발팀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 포지셔닝이 현재
자동화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미래에 기업의 고급가치 업무 전개를 도울 수 있고, 기업의 효율 제고와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봇이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여긴다.
특히 노동집약형 상업에서 그러하다. 혁신은 비용 효익이 좋은 로봇 솔루션을 보유하여 기업이 제조,
물류, 의료 보건 영역의 핵심 업무에서 협동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전에 본지는 쓰링로봇(思灵机器人)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 회사는 2018 년 독일 뮌헨에서 성립했고,
창립팀은

독일

우주항공센터

로봇

연구소

출신이다.

창립자인

천자오펑(陈兆芃)은

일찍이

독일

우주항공센터 로봇 실험실 주임을 역임했고 기타 창립팀 구성원은 리콩센서(力控传感器)의 발명인과 일부
로봇영역의 탐색 과학자를 포함한다.
쓰링로봇의 핵심기술은 다중감지 기술, 로봇 시각, 운동 규칙, 자율 동작 적응, 인간과의 협력, 모방
학습과 증강 학습 등을 포함한다. 현재 연구 개발하는 제품은 로봇의 시스템 조종, AI 심도학습 알고리즘,
리콩(力控)로봇 본체 등을 포함한다.
응용방면에서 현재 쓰링로봇의 제품은 주로 의료와 공업제조 영역의 응용을 시작했다.
주간 중국 창업

8

제 174 호(2020.04.08)

주간 NEWS

의료 방면에서 쓰링로봇의 제품은 통용되는 수술로봇이다. 소개에 따르면 이 로봇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복강, 재활의학 등 수많은 의료 영역에 사용될 수 있으며 쓰링로봇이 자체 연구 개발한 ‘로봇대뇌’와 조작
시스템을 탑재하여 수술로봇의 다양한 말단 기능에 적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안전성을 보장한다. 이
제품은 이미 국내 관련 병원과 의료부문 로봇회사의 주문을 받았고 내년에 의료 인증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업 제조영역에서 쓰링로봇은 이미 많은 산업 휴대폰과 기타 3C 상품 제조사, 자동차 관련 제조사,
중공업류 산업 제조사, 사치품 보석 제조사 등과 합작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응용은 재료 주입, 안장
배치, 검측 등의 장면에 사용될 것이다.
천자오펑(陈兆芃)은 쓰링로봇이 항공우주, 농업 등 서비스형 로봇방면에도 관련 제품을 연구 개발중이며,
고르게 산업 헤드급 기업과 전면적인 합작을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쓰링로봇은 뮌헨과 베이징에 두 개의 본사를 설립했고 연구개발센터는 뮌헨에, 상업화 운영의
연구개발과 관련 시장 추진은 중국 본토에 두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전에 쓰링로봇은 이미
까오링캐피털(高瓴资本), 홍션캐피털펀드(红杉资本基金), 씨엔씽캐피털(线性资本)의 여러 차례 투자와 의료
산업 투자인 티엔즈항(天智航)의 전략적 투자를 받았다.
AI 유니콘 신동향

사진 2) 출처: 4Paradigm(第四范式)

4Paradigm(第四范式)은 최근 C+라운드 융자를 완성했음을 선포했고 C 라운드 2 회 융자 총액은
2.3

억달러다.

신전략

주주는

쓰커(思科),

중신은행(中信银行),

Lenovo(联想)이고

재무자산측은

쏭허자본(松禾资本), 치스자본(基石资本)이다. 투자 후 가치 평가는 약 20 억 달러가 되었다. 이번 융자는
제품시장 확대, 연구개발 투입과 산업생태체인 건설 등에 쓰이고 AI 전 상업에 역량을 실어 주어 속도와
규모를 확장하고 가속화하는데 쓰인다.
이전에 4Paradigm(第四范式)은 모두 5 라운드 융자를 완성했다. 2015 년 4Paradigm(第四范式)은 일찍이
홍션캐피털(红杉资本)

Pre-A

라운드

융자를

획득했다.

2016

년에는

홍션캐피털(红杉资本),

창신공장(创新工场)이 투자한 A 라운드융자를 획득했다. 2017 년 위엔셩캐피털(元生资本)이 선두 투자한
B 라운드 융자를 획득했고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3 개사 국유은행과 소속 기금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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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전략 투자를 받았다. 2018 년 C 라운드 융자를 받았고 국신치디(国新启迪), 바오리(保利), 산샤(三峡),
중신(中信), 농업은행(农业银行), 교통국제(交银国际) 등 전략 주주를 유입했다.
4Paradigm(第四范式)은 2014 년 성립했고 하나의 알고리즘 회사에서 출발하여 완전히 자율통제 가능한
플랫폼형 AI 회사를 성립했고, 기업의 스마트화 전환, 기업효율 개선, 목표를 위한 책략 결정, 기업을 위한
하드웨어 컴퓨팅 기초 설비, 인공지능 플랫폼, 스마트 업무 응용 시스템 등 단말대 단말, 전 과정 상품
시스템과 기초 프레임을 도우며, 주요 소프트웨어 제품은 기업 디지털 지능화 엔진 ‘티엔슈(天枢)’,
‘AI 핵심시스템(4Paradigm Sage)’, AI 하드웨어 기초시설(4Paradigm SageOne)‘등이 있다.
이러한

낮은

진입장벽,

높은

가치,

인공지능

제품의

규모화된

생산능력

구비에

기초하여

4Paradigm(第四范式)은 많은 신흥시장 중 AI 구현과 산업 응용 방향으로 길을 열고, 업무를 금융, 소매,
의료, 제조, 인터넷, 정부, 에너지, 운영상과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했다.
전염병 기간 전통기업이 돌발적으로 폭발한 온라인 수요와 온라인화 업무에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4Paradigm(第四范式)은 원스톱 스마트 트래픽 운영기술 플랫폼을 출시했고, 스마트 추천, 스마트 검색,
스마트 제안, 스마트 서비스 등 AI 기술 엔진이 기업을 도와 ‘소비자 중심’의 지능화, 세부화된 온라인
운영을 실현하도록 돕고, 트래픽 폭발이 야기하는 소비자 체험 불만, 자원 조정과 배치에서의 개선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예를 들어 4Paradigm(第四范式)은 국제 유명 체인점 요식업그룹을 위해
스마트추천 음식주문 시스템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식사 체험을 높이고, 단일 루트의 한 해 판매액을
수억위안 올렸다.
이외 금융영역에서 4Paradigm(第四范式)은 현재 80%가 넘는 대형국유과 주주제 상업은행과 심도깊은
합작을 진행 중이며 많은 금융기구를 위해 고객이 중심이 되는 전문서비스 시스템, 리스크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상품 결정 시스템, 효율이 높고 민첩한 기초 운영관리 시스템을 제공했다. 의료영역에서
4Paradigm(第四范式)은 의료 서비스 장면에 전면적으로 AI 능력을 제공하고 이미 ‘췌장암 수술 후
생존분석

예측’,

‘신생아

체중

예측’

등

프로젝트의

실현

응용을

완성했으며

상하이

루이진

병원(上海瑞金医院)과 합작하여 ‘루이닝스마트당(瑞宁知糖)’ 만성병 건강관리 제품을 개발하여 이미 30 여
개 성과 도시의 400 여 개사 병원에 투입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매체 측면에서 4Paradigm(第四范式)은
주로 미디어 합작 파트너와 AI 기술에 기초한 정보 흐름을 추천하고 천 개사가 넘는 합작 파트너가 있다.
언급할 만한 것이 원래 있던 지인의 인공지능 플랫폼에 기초하여 4Paradigm(第四范式)은 전염병기간
정확한 방어와 통제, 신속한 연구개발로 정확한 방역 조사, 전염병 상황 시뮬레이션과 전염경로 추적 등
3 대 AI 방역시스템으로 협조했다. 이 방역시스템은 3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AI 고차원 모형을 돕고,
시스템은 풍부한 방어통제 선별검사 규칙 모형을 갖고 있고, 고위험군의 선별 조사 정확도를 높여
‘조기발견, 조기격리’를 실현한다. 두번째, 현실상황에 기초한 성•시•구•현급 디지털 쌍둥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염병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의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며 예측할 수 있어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세번째, 이 시스템은 빠르게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추적하여
방역부분 통제에 조력한다.
기업고객 서비스 방면에 4Paradigm(第四范式)은 현재 8000 개사가 넘는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성공 구현 사례만도 12000 여 개에 달한다. 이중 헤드급 고객은 공상은행(工商银行), 초상은행(招商银行),
중석유(中石油), 바이성중국(百胜中国), 용휘슈퍼(永辉超市), 인민일보(人民日报), 루이진병원(瑞金医院) 등이
있다. 2019 년 IDC 가 발표한 <IDC MarketScape: 중국 기계학습 개발 플랫폼시장 평가>보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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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aradigm(第四范式)은

중국

머신러닝

플랫폼시장

점유액에서

1

위의

위치를

차지했고

BAT,

마이크로소프트, AWS 등의 거두를 이끌고 있다.

4. 중외 13 명 과학자연합연구: 신종코로나폐렴이 촉진하는 로봇기술 연구
(텐센트과기, 2002.3.27)

사진 1) 출처: 신화사. 3 월 16 일 우한대학인민병원 진료병동, 의무인원이 태블릿 PC 로 스마트소독로봇을 조종하고 있다.

로봇은 방역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까? 3 월 25 일 미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국가의 13 명
과학자가 <과학로봇>잡지에 긍정적인 답안을 기고했다. 13 명 과학자는 연합 논문에서 로봇기술은
방역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번 전염병 상황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했으며 관련
기술연구가 진일보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와의 투쟁-로봇이 공공위생과 병전염 측면에서의 작용>으로
일찍이 2015 년 에볼라 전염병 기간,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 사무실과 미국 국가 과학기금회 조직의
포럼에서 과학자들은 로봇기술이 유행병 상황 중에 대응하여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3 개 영역을
확인했다: 침상 간호(예를 들어 원격의료와 정화), 후방 근무 보장(예를 들어 오염된 폐기물처리)과
검측(예를 들어 감독 통제가 자원격리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이번 신종 코로나 전염병 상황에서 4 번째
응용 영역을 가져왔다: 업무 연속성과 사회경제 기능의 유지로 현재 전염병은 이미 글로벌 제조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원격 시스템에서 더 많은 연구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어서 논문은 코로나 19 폐렴의 질병 예방•진단과 샅샅이 찾아내 시행하는 검사, 최초 테스트 등의
과정을 예로 들어 로봇이 발휘하는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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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측면에서 로봇은 비접촉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자외선을(UV) 사용하여 물체 표면을 소독한다.
왜냐하면 코로나 19 폐렴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접촉에 의해 전파될 뿐 아니라, 오염된 물체 표면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무생물체의 표면에도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한 연구가 있다. 금속을 포함해, 유리, 플라스틱 위에서도 수일을 생존할 수 있으며 UV 조명설비(예
PX-UV)는 병원의 접촉 표면의 오염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준다. 로봇은 사람을 대신하여 청소 인력이
수동으로 소독하는 위험을 줄여주고, 스스로 또는 원격 통제를 받아 소독 로봇은 아주 빠르고도
효과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어 비용상에도 이익이 된다. 또한 로봇은 검측 고위험•고접촉 구역에서
스마트 네이게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 논문은 전염병 상황은 우리들의 개발을 거시 범위에서 미세
범위까지 차세대 로봇이 전염병 고위험 구역에 와 검사 측정하도록 촉진하고, 모든 접촉 표면을
소독하도록 했다.
진단과 샅샅이 하는 검사 측면에서 이동 로봇은 이미 성공적으로 공공구역과 출입구 온도 측정에
사용되고 있다. 자동 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한 로봇은 이미 큰 범위에서 동시에 여러 명의 체온 검사를
하는데 쓸 수 있다. 열전달 센서와 시각 알고리즘을 스스로 혹은 원격 조종되는 로봇에 결합해 수많은
검사 효율과 커버 범위를 높일 수 있다. 병원 정보 시스템과 연결하여 이러한 이동로봇은 병원 각 구역내
환자의 체온을 반복 검측 하는데 쓸 수 있다. 얼굴 식별 프로그램과 현재 있는 안전시스템 연결망을 통해
로봇은 감염된 개인을 추적할 수 있으며 전염되었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경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적당한
규칙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코로나 19 전염병의 초기 진단과 테스트 방면에서 로봇은 역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대다수
국가는 코로나 19 전염병의 초기 테스트에서 모두 코와 목구멍에 면봉을 넣어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건의한다. 이것은 샘플의 수집, 처리, 이동, 테스트를 거친다. 전염병 대폭발에서 관건이 되는 도전은
환자를 닦고 테스트 샘플을 처리할 자격이 있는 근무요원의 부족이었다. 로봇은 보조할 수 있고, 코와
목구멍 면봉 테스트 과정을 빠르게 하고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근무요원이 다른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사람은 테스트할 때 병증을 드러내지 않아 이러한 상황에서 혈액검사
진행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로봇을 이용해 자동으로 혈액을 추출해 화학검사를 하면 의료인원이 높은
위험에 노출되는 임무를 담당하는 것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미 어떤 연구인원은 연구에서 초음파 영상
기술에 기초하여, 자동으로 정맥을 찌르는 로봇 시스템으로 팔 주변의 정맥을 식별하였다. 자동화된 다중
실시간 측정은 의료인력을 도와 빠르게 체외 고정 검측과 병원체 감별을 하는 것을 도와준다. 격리
상황에서 드론 또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은 샘플 이송에 사용할 수 있고, 감염된 환자에게 약품을 운송할
수 있다.
논문에서는 코로나 19 전염병이 로봇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렇게
전문가와 기본 서비스 제공사는 빠른 배치와 원격 방문을 진행하며 전방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진다.
대량의 환자 테스트는 사람들이 장기간 격리 상태에 있어야함을 의미하며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심리 건강상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교류 로봇을 배치하여 사회 상호
작용을 지속하게 하고 환자가 치료 방법을 준수하는지 관찰할 수 있으며 질병이 전파될 것을 근심할
필요가 없다. 단지 현재 이 영역은 도전을 기다리는 발전 영역이다.
그러나 원격 조정은 이미 성숙한 기술로 원격 의료와 원격 통근에 사용할 수 있다. 최근 몇 주, 중국의
학교, 대학, 회사 모두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상호작용의 방식을 채택했다. 5G 광대역과 4~8k 영상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코로나 19 전염병은 아마도 미래 대형활동의 전환점이 되었다. 대형 국제전시회와
컨퍼런스를 취소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출석해 모이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만 못하다. 미래에 우리들은
주간 중국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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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로봇을 사용해 콘트롤 하는 것에 익숙해질지 모른다. 최종적으로 수많은
회의는 고화질, 저지연의 사이버 현실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회의참가자의 가상 로봇화된 몸으로 이동해
회의 과정에 침투할 수도 있다. 모든 이러한 방식은 동시에 질병 감염률과 탄소이력을 낮춰줄 수 있다.
역사상에서 볼 떄, 로봇은 일부 무미건조하고 지저분하고 위험이 있는 업무를 완성할 수 있으며, 그들을
첫번째로 광범위하게 배치한 영역이다. 마찬가지로 전염병과의 투쟁 환경은 인류 업무에 부적합하지만
로봇에게는 적합하다.
논문은 마지막에서 현재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로봇 기술은 진일보된 연구를 촉진받을 수 있고 전염
위험을 해결한다. 그러나 만약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없다면 로봇은 다시 좋게 준비할 수 없을 것이다.
전문 자금을 통해 로봇 공정과 전염병 전문 인사의 융합을 통해야만 우리들이 다음 번 대유행이 되는
전염병이 올 때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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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C 앞다퉈 진입, 중국 온라인사무 폭발적 성행

— 이오왕(亿欧网) 제공

중국내 원격 재택근무가 흥기하고 있다. 중국 기업 디지털화라는 전환의 축소된 반영일 뿐아니라
전염병이 한 차례 높은 파도를 쳐서 중국 기업 서비스 폭발기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는
또한 VC 들의 기회이기도 하다.

사진 1) 출처: Unsplash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원격 재택근무 업종이 인기를 끌고 있고 이는 그저 도구에 한해서다. 비록 이
기간동안 많은 트래픽이 증가했거나 폭발했지만 진정한 경쟁은 전염병 후로 전염병 상황은 산업에 대한
큰 시험의 장이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인정하여 산업의 향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온라인재택근무가 대세가 되고 있다
뒤따라온 것이 고효율의 온라인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막 수요가 일어났다.
IT 빅기업들이 연달아 시장을 쟁취했다. 특히 텐센트의 경우 2019 년 12 월 25 일 출시한 텐센트 회의가
업계의 다크호스로 불리워질 정도였다.
2 월 3 일 춘절 연휴 기간 원격근무 첫째날 이동사무 프로그램이 AppStore 차트를 점령했고 온라인 사무
화상 회의의 텐센트회의(腾讯会议)가 관심을 끌었으며, 더 나아가 AppStore 무료 차트 1 위에 몇 차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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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출처: 이오왕. 3 月 24 日，苹果 APP store. 1 위가 텐센트회의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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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회의는 2019 년 12 월말 정식으로 출시된 후 2 개월간 일일 활성사용자수가 이미 천만을 넘었고,
이미 현재 중국의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화상회의앱이 되었다.
교묘하게도 GGV 기원캐피털(GGV 纪源资本) 기업서비스 투자팀은 아주 일찍부터 중국의 대형 To
C 기업이 To B 시장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러한 시스템 아래에서 일부 미국에 없는
상품도 파생되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2012 년부터 중국의 VC 들은 1 급 시장에서 막대한 자본을 중국의 SaaS 회사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재미를
못 보고 견딘지 7 년 후 중국의 온라인 사무 시장이 마침내 폭발하기 시작했다.
3 억 사용자가 수요로 하는 시장이 폭발하자 VC 들은 도리어 주저하였다.
한차례 전염병이 중국의 온라인 사무 시장을 새로운 기회의 입구로 밀고 갔다.
전염병 상황의 영향을 받아 수많은 기업들이 원격 사무 방식을 채택했다. iMedia 컨설팅데이터는 2020 년
춘절기간 중국의 재택 근무 기업 규모가 1800 만개 사를 초과했으며 재택 근무 인원은 3 억명을 넘어섰다.
특히 3 월 중순 이후에 들어서 각지에서 업무가 재개되고 작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클라우드 계약,
클라우드 입찰, 클라우드 면접, 클라우드 연수 등 클라우드 상에서 협동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추세가 되었으며 이 배후에는 모두 고효율의 간편한 온라인 재택근무 화상회의 프로그램과 분리할 수
없었다.
일순간에 온라인 사무는 일찍이 없었던 슈퍼급 새로운 입구가 되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일찍이 적지
않은 VC 가 온라인 사무 프로젝트에 투자하려고 안달이었다고 한다.
윈치캐피털(云启资本) 고급투자경리 한이(韩义)은 ‘투자계’매체에 솔직히 털어놓길 “클라우드 영상을 하는
것은 아직 어느정도 기술 장벽이 있다. 쉽사리 아무 팀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지금 시장
수요가 왕성하지만 산업계에서는 프로젝트가 대박나는 경우는 나오지 않았고 중국내 이러한 기술을
전승할 수 있는 팀도 많지 않아, 업계에서 신뢰할 만한 프로젝트는 20 개를 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사실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은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인정하는 프로젝트
하나에 투자하는 것은 그것이 미래에 커질 것으로 생각해서다. 그러나 현재 각 인터넷 거물이 이미
경쟁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 또한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늦도록 아직 손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코 거물들이 뛰어든 후 클라우드 영상 산업은 곧 투자 기회가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한이(韩义)는 기자에게 “투자의 각도에서 보면 사실 클라우드 영상 프로젝트는 조기에 빠져나갈 경로는
있지만, 여러 투자 기구의 책략이 다르다고 했다. 일부는 중국버전 Zoom 에 비교적 맹렬하게 돌진해
승부를 걸었고 일부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합병 퇴출할 수 있는 곳에 걸었다. 중국내 오디오 비디오
영역의 제품으로 상장된 회사도 끊임없이 상품을 대체하며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실히 춘절이후 인터넷 거물들은 한차례 온라인 사무의 빅 쇼를 상연했다.
텐센트, 알리바바, 화웨이, 바이트댄스 등 인터넷 거물은 끊임없이 온라인 사무 상품을 만들어 냈을 뿐
아니라, 커다쉰페이(科大讯飞), 량차오그룹(浪潮集团), 싼따운영상(三大运营商)도 대외에 개방하는 자신의
영상회의 시스템이 있었다. 심지어 해외의 Zoom 도 이 기회에 파이를 나눠 가지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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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배후에서는 각 거물들이 거금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시장을 점유하려 했다. 업계 인사는
예측하길 매 기업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트래픽 비용에 쓴 자금만도 수 억에 달할 것이라 했다. 지난 주
텐센트 재무보고 회의에서 텐센트측도 말하길 “텐센트 회의 용량은 아주 크고 무선전환 통신기기 비용도
아주 높다.”
To B 기업, 좋은 상품만이 고객을 잡는다
기업 서비스 시장에서, 그저 돈만을 쫓아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예를 들어 GGV 기원캐피탈(GGV 纪源资本)은 To B 기업으로서 좋은 마케팅은 한 측면일 뿐이고, 뛰어난
제품만이 진정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말한다.
시장에 나온 클라우드 영상의 원격사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는 아주 많지만, 진정으로 고객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오히려 아주 적다. 적지 않은 주류가 온라인 사무제품인데 모두 원래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던 사무 프로그램을 탈피해야 해, 태생적으로 하나의 폐쇄관계 체인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실제 근무 중 자주 타사와도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기업이 사용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은 서로 통하지 않으며 주소록에 있는 지인도 신속하게 회의로 불러올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실제상황은 매 사용자의 휴대폰 안의 회의 프로그램은 한 개에 그치지 않는다.
아마도 To C 에서 시작한 텐센트로서는 태생적으로 고객의 진실한 요구를 더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민첩하게 사용자의 이러한 불편을 발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텐센트회의’를 출시했다. 다른 온라인
사무 제품과 비교하면 텐센트회의는 가장 본질적으로 개방과 연결에 우세하다. 텐센트회의는 설계
초기부터 위챗, QQ, 미니프로그램, web, APP 여러 프로그램과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텐센트회의의 출현은 이용자의 사용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현재 대다수 사무 프로그램의 우세는 조직
프레임에 있지만 모든 기업, 학교에서 같은 제품을 쓰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곳은 다른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쌍방향 인터랙티브형 응용상황일 때 텐센트회의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된다. “라고 텐센트 클라우드 사무 협동제품센터 총경리인 치엔민(钱敏)이 말했다.
물론 클라우드영상 배후에도 강대한 클라우드 컴퓨팅 능력이 필요하며, 텐센트회의는 텐센트클라우드가
전력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
1 월 29 일부터 시작하여 텐센트회의는 매일 자원 통신설비 용량을 늘리고, 클라우드 메인본체는 매일
평균 1.5 만대 가까이 확장해, 8 일간 10 만대 가까운 클라우드 메인본체를 확장했다. 총 백만 이상의 핵을
다루는

컴퓨팅

자원의

투입은,

텐센트

클라우드

역사상

최초다.

이는

텐센트회의와

배후의

텐센트클라우드의 종합능력을 보여줄 뿐아니라 텐센트가 텐센트회의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화상회의프로그램은 To B 상품이었지만 텐센트회의는 B 엔드 기업이 회의할 때의 불편을 잘
캐치하여 기업이 비용을 줄이고 효율은 높이게 하는 동시에 2C 를 향한 사용체험 방면에서도 조금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텐센트회의는 40 일동안 아주 빠르게 대체 업그레이드를 해 14 개 버전을 내놓는 기록을 창조했고, 회의
라이브방송, 가상배경, 음성지원, 표정 자막 등의 기능을 내놓으며 제품 기능과 사용자 체험 측면부터
온라인 학습•비즈니스 회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또한 업무재개 생산재개 과정에 맞춰 텐센트회의는
클라우드 계약•클라우드 입찰•온라인 답변•온라인 면접 등의 수요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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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부

과정상에서

텐센트회의는

더욱

사용자의

실제

사용

느낌을

중시하였다.

예를

들어

텐센트회의의 가상배경 기능은 배경을 가상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사용자가 지정한 이미지를 회의 배경으로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줄 수 있으며 집에서 카메라를 켜느라 벌어질 수 있는 난처한 상황을 막아준다.
이외에 텐센트회의는 새롭게 표정 자막 기능을 새로 내놓았는데 회의 참가자들이 표정을 보낼 수 있다.
이것은 회의 발언자의 발언을 끊지 않으면서도 다른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텐센트회의는 텐센트의 강대한 상품력을 계승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소기능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온라인 사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시기에 텐센트회의는 사용자의
마음을 일시에 사로잡아 버렸다.
심지어 네티즌은 농담하며 말하길 텐센트회의가 있고 난 이후, 사장은 모든 직원이 눈을 뜨면 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러할 경우 우리들 사무빌딩은 없애 버리고 우리들은 집에서 일하면 된다고
한다.
현재 전염병은 전 지구를 휩쓸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수치는 말해준다. 중국 외 거의 170 개
국가와 지역에서 확진사례가 발생하며 많은 국가가 긴급한 상태에 진입했다. 전염병을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해 원격사무는 많은 기구와 기업의 선택이 되고 있다.
전지구 각지 방역을 위해 텐센트회의는 시급히 국제버전 응용프로그램（VooV Meeting）을 긴급히
내놓았고, 전염병기간 3 월 20 일까지 사용자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텐센트회의 국제버전은 이미 전 지구
100 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에서 올려졌다.
원격재택근무의 큰 추세, 투자자들도 ‘이렇게 좋았다니’라며 감탄
원격재택근무 발전 역사를 돌아보면 단지 20 여년에 불과하다.
가장 초기에 ‘원격 사무’개념은 IBM 기업에서 제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일찍이 1979 년 메인본체의
과부하를 완만하게 하기위해 IBM 은 단말기를 다섯명의 직원 집에 설치했고 이 다섯 직원도 집에서
근무했다. 이것은 현대 기업 원격사무의 원형이 되었다.
언급할 만한 것이 IBM 이후 야후, 베스트바이 등 유명 거대기업도 연이어 원격재택사무 모델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Global Workplace Analytics 데이터는 2005 년 중국은 단지 180 만명이 원격사무를 했고, 미국은 이미
80%가 넘는 기업이 원격 근무 제도를 채택했으며 적어도 3000 만명이 되는 사람이 집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며 이는 미국 근로자 인구의 16%-19%를 차지한다.
미국에서 원격사무는 일종의 유행하는 사무방식이 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업의 디지털화 정도가
중국보다 앞서 있는 것에 기초한다.
현재 중국은 전통산업이 디지털화로 전향하는 과정 중에 있다. 역사 발전의 각도에서 보면 기업
디지털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더 광범위하게 원격 사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 유일하게
의외인 것은 전염병의 발생으로 기업 디지털화 전향 과정을 더 빠르게했다.
한 VC 기구 부총재는 지후(知乎)에서 자신의 체험을 공유했다. “나는 투자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우리들 이
업계는 상대적으로 시간에 자유로운 편이다. 사실 이전에 집에서 사무를 보고 원격 회의를 한 적도 있다,
주간 중국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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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체화되어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나 역시 이전과는 다른 부분을
체험하게 됐다.”
온라인 근무의 장점에 관해 이 투자자는 첫째 통근시간을 절약해 편리하고 수고를 덜며 화상회의를 통해
언제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둘째 회의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 직접 대면하며 한담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본론을 논하면 된다. 셋째 협동업무와 온라인회의 업무의 작용이 극도로
발휘되고 있다. 이전에는 단지 기본 기능만 이해했는데 현재 원래 이렇게 좋은 사용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윈치캐피털(云启资本)은 21 일이면 하나의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것처럼 전염병 기간도 사용자 행위에
전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한 편으로는 기업이 SaaS 도구 수용정도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한 편은
기업 근로자가 협동 사무의 새로운 업무 방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전염병이 종료된 후 기업은
효율에 대한 인지를 높이게 되고, 기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IT 시스템+관리제도 제고에 대해 사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SaaS 시장은 2019 년 대략 200 억에 못 미쳤다. 사실상 아직 매우 작다. 만약 매 기업마다 매년
SaaS 에 지출하는 평균으로 계산하면 미국은 중국의 30 배다. 이는 중국의 미래 SaaS 지출비용이 미국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시장 공간이 아직 30 배 있다는 뜻이다.” GGV 기원캐피털(GGV 纪源资本) 관리 파트너
푸지쉰(符绩勋)의 판단이다.
국내 원격사무 흥기는 중국 기업 디지털화 전형의 하나의 축소된 반영일 뿐이다. 전염병 상황은 하나의
작은 고조를 촉진했고 중국 기업 서비스의 폭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또한 바로 VC 들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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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염병 상황중 새로운 기회! 하드웨어 수요 폭증하는 14 종 과학기술
— 지동서(智东西) 제공

사진 1) 출처: 지동서(智东西)

전염병이 전지구에 만연함에 따라 휴대폰 등의 수요가 도전을 맞고 있다. 동시에 어떤 과학기술
하드웨어 부품류는 기회를 맞고 있다.
전염병 기간 사용자의 온라인 행위는 더욱 활발해졌고 온라인 교육/원격근무의 보급, 재택 오락/건강
등의 수요, 태블릿 PC, 노트북 PC, 게임기, AR/VR 등의 수요가 높아져 부분적으로 전염병 기간 휴대폰 등
품목의 하락 위험을 상쇄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재택시간이 많아져 소비자의 스마트 가전, 비접촉식 물류 등 스마트화 생활에 대한
흥미와 사용 습관을 배양하기에 유리하다. 5G, AI 는 AIOT 시대를 가져오는 기초가 되었다.
1.온라인 교육과 원격 조종 사무
전염병이 폭발한 후 학교는 모두 개학시간을 연기했다.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학교는 정상 수업
계획을 추진하기 어려워졌고, 라이브방송, 녹화 방송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학습 진행을 시작하였다.
온라인 교육이 진일보 보급되면서 테블릿 컴퓨터, 프린터기, 빔프로젝터 등 하드웨어 설비 수요량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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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출처: 지동서(智东西), 전국 모바일인터넷 사용자 주간 규모

표 2) 출처: 지동서(智东西), 전국모바일인터넷 주간 인수 사용시간

태블릿 PC: 각지 중고등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이 보급되면서 태블릿 PC 등의 도구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
2 월 3 일~10 일 사이 핀둬둬(拼多多) 온라인 교육관련 디지털상품 주문량은 20 만건을 초과했다. 티몰도
iPad 계열의 대다수 제품이 모두 공급이 부족하며 공급시간도 17 일에서 31 일까지 제각각이다. 우리는
태블릿 PC 가 온라인 교육에 유익하고 일반 컴퓨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하다. 전염병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태블릿 PC 는 좋은 성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간 중국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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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기: 전염병의 확산으로 온라인 교육이 보급되면서 학생은 강의, 숙제 등 보조 재료를 프린트할
필요가 생겼고 가정용 프린터기와 블랙잉크 카트리지의 수요량을 높였다. 징동 ‘211 컴퓨터 디지털
슈퍼데이’데이터에서 당일 가정용 프린터기 교역액이 전년대비 16 배 증가했고 프린터기 부속 사용용품인
블랙 잉크 카트리지도 전년동기간 대비 203%증가했다. 우리들은 가정용 프린트기 침투율이 향후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본다.
빔 프로젝터: 사용자 온라인 활동이 더 활발해지면서 프로젝터로 보이는 면적이 더 커졌다. 징동
데이터에 따르면 설 전날부터 정월 6 일까지 비디오 오디오 오락용품류의 교역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
1705 증가했고 이중 가정용 빔프로젝터의 교역액은 200% 증가했다. 가정용 빔프로젝터 1 등 상품은 미(米)
H3 으로 판매액이 천만을 넘어 신기록을 세웠다. 단기간 온라인 교육 보급은 장기간 가정오락 설비를
풍부하게 했고, 프로젝터의 수요량을 원만히 상승시켰다.
전국에서는 연달아 2 월 10 일부터 업무를 재개했지만 현재 전염병은 여전히 폭발하고 있는 단계라 회사
대부분은 온라인 근무를 선택했고 딩딩, 기업 위챗, Zoom 등을 통해 업무 진도를 추진하고 있다. 전염병이
원격 사무를 촉진시켰고 TWS 와 컴퓨터 디지털 제품의 판매량을 높였다.
2.업무재개/원격사무
노트북 PC: 컴퓨터류 디지털상품은 재택사무효율을 높이며 영상온라인, 음성회의 등 사무장소에서 필요한
설비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징동의 ‘컴퓨터 디지털데이’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당일 가볍고 얇은
노트북 PC, 일체형 PC 판매량이 작년대비 467%、304%、206%증가했다. 우리들은 미래 기업의 협동
사무가 점점 확연해질 것이며 원격회의 등의 활동이 더욱 빈번해지며, 얇고 가벼운 노트북 PC 의 수요량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본다.
TWS 이어폰: 방역통제가 엄격한 상황하에 모두 인적교류와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 줄었고 원격회의는
무선

이어폰

수요를

증가시켰다.

마스크를

찬

상태에서

무선

이어폰은

더욱

잘

팔린다.

핀둬둬(拼多多)플랫폼이 보충한 후 에어팟 판매량은 작년 동기간 대비 158% 올랐다. 전염병 영향을 받은
단기간 소비가 매우 적은데도 2020/21 년 TWS 글로벌 출하량은 각각 2.34/3.85 억부이고 작년 동기간 대비
84%/6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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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출처: 지동서(智东西), 글로벌 TWS 출하량 예측

표 4) 출처: 지동서(智东西), 글로벌 AirPods 과 AirPods Pro 출하량 예측

3. 가정엔터테인먼트/헬스
게임기 본체와 AR/VR: 1H20 전염병은 2H20 신제품이 빨리 나오게 촉진하여 글로벌 수요가 높아졌다.
전염병 영향을 받아 외출 활동은 기본적으로 중단되었고 소비자들은 온라인 행위를 더 활발하게 하며
온라인 오락시간이 길어졌다. 소비자는 게임 하드웨어에 비교적 큰 수요를 갖고 있다. <동삼(动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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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쇠기(半衰期)>히트 게임이 촉진시켜 닌텐도(任天堂) Switch、VR 헤드 스크린 등 오락설비 판매량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했다.
닌텐도 스위치(任天堂 Switch): 쇼셜 히트 게임 출현으로 Nintendo Switch 판매량은 신속히 올랐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의 온라인 행위는 더 활발해졌고 닌텐도 새 모델과 쇼셜 교류 속성을 띤
게임 <모이자! 동물삼우회>의 인기 판매는 Switch 의 판매량을 이끌었다. Famitsu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3 월 9 일~15 일 Switch 단품 주간 판매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60%상승했고 전염병 하의 사이버온라인
쇼셜교류는 발전 트랜드가 되었다.
소니 PS4 와 Xbox 등 기타 본체: 전염병 영향속에 소비자는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수요가 왕성해졌다.
핀둬둬 데이터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게임본체+컴퓨터 스크린의 평가셋트가 누적 15 만 셋트가 팔렸고
PS4 등 고가 단품 게임설비 판매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30%상승했다. 징동 데이터도 설전날부터 새해
6 일까지 게임기류 교역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 200%늘었고 PS4 교역액은 133%늘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XBOX 교역액은 188%늘었다. 우리는 올해 소니 PlayStation 과 마이크로소프트 Xbox 판매량을 좋게 보며
상반년 수요량은 주로 전염병기간 집에 머물러있던 시기에 증가한 것이고, 하반년 수요량은 새로운 모델
PS5 와 Xbox 출시에 있을 것으로 본다.
VR 설비와 부속품: Value 가 발표한 <쇠락기: ALYX(半衰期：艾利克斯)>는 최초로 3A 급 VR 콘텐츠 개발,
화면의 정교함, 내용의 충실성을 실현했으며 상호 조종이 VR 체험 게임의 기초가 되게 했다. 우리는 현재
VR 하드웨어가 이미 성숙했으며 인기 게임이 더 많이 출현함에 따라 소비군중에게 점점 광범위하게
VR 헤드 스크린이 침투할 것으로 본다. VR 헤드 스크린 판매량을 2020/21 년 각각 710/1460 만 부로
예측하며 전년 동기대비 12%/106%증가한 수이다.

표 5) 출처: 지동서(智东西), VR 헤드 스크린 출하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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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출처: 지동서(智东西), VR 출하량

기타 오락: TV 셋톱 박스
셋톱박스 물품의 공급 체인 회복상황은 좋은 편이며 업계의 공급과 수요는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전염병이 점차 확산되기 때문에 이미 전세계 많은 국가와 도시가 봉쇄를 집행했고 온라인 오락 시간이
현저하게 증가했으며 소비자는 집에서 온라인 뉴미디어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 셋톱박스 수요량도
상승했다.

Digitimes 보도에 따르면 셋톱박스 단말은 고객이 선택하기전 비축품을 준비하여 물류 봉쇄를

방지하고 공급체인은 점차 생산을 회복하고, 공급과 수용 양 단말이 균형있게 발전하며, 셋톱박스 시장이
평온하게 발전하는 것을 지원한다.
4. 운동과 헬스
신종코로나전염병은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 사람들은 스마트 시계, 체중계의 도움으로 건강상태를 측정
관리한다.
스마트시계, 팔찌: 소비자는 더욱 실시간 헬스 케어에 관심을 갖게 되어 스마트 손목시계, 팔찌는
웨어러블 설비 중 건강검측 기능이 가장 많은 제품 중 하나이고 수요량이 현저히 증가했다.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0 년 1~2 월 중국 스마트 손목시계, 팔찌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0%, 45%가 증가했다.
이외 화웨이와 OPPO 는 연속적으로 새로운 버전의 스마트 손목시계를 출시했고 풍부한 제품 종류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우리들은 스마트 손목시계 출하량이 2021 년 9800 만에, 19~21 년 CAGR 에는 23%
도달할 것으로 여기며 안드로이드 브랜드 시장 점유액은 2019 년의 53%에서 21 년에는 58%로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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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출처: 지동서(智东西), 스마트 손목시계 출하량 예측

표 8) 출처: 지동서(智东西), 스마트 손목시계 안드로이드 시장 점유비율

스마트체중계 등: 전염병 기간 실외활동이 점차 줄어들고 헬스장은 재개장을 연기했으며 소비자는 체중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스마트 체중계는 기초적인 체중 표시를 해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체지방률 등 고급데이터와 매일 상응하는 식단 안배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전염병이 스마트 체중계의
침투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여긴다. 이외 샤오미, 화웨이 등 소비 전자 브랜드가
고르게 이미 상품을 출시하고 새로운 제조사들이 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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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출처: 지동서(智东西), 스마트생활: 중국시장 침투 공간은 비교적 크다. 전염병은 가전 설비의 교체를 촉진하고 있다.

중국 스마트가전시장의 쾌속 증가
중국스마트가구 침투율은 여전히 상승 공간을 지니고 있다.
전염병 상황은 시장이 성숙하도록 촉진했고 스마트 가구의 전경은 넓다. IDC 의 2019 년 12 월 예측에 따라
미래 중국 스마트가구시장은 규모화 발전단계에 진입했고 스마트가구 시장은 세대 교체의 기회를 맞고
있다. 전염병 폭발에 따라 가구 시간이 현저히 상승했다. 우리는 소비자의 가구에 대한 지능화 수요는
더욱 강렬해질 것으로 본다.
스마트 자물쇠: 전염병 영향을 받아 소비자는 비접촉식 상호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우리는 이것이
미래 스마트자물쇠 시장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 여긴다. 예를 들어 얼굴 식별 열쇠는
비접촉식으로 문을 열고, 접촉을 줄여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한다. 이외 스마트 자물쇠는 스마트 빌딩
자물쇠, 인터컴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스마트가전: 전염병기간 소비자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여 스마트화 가전은 거주 생활 체험을
개선시킬 수 있다. 단지 몇 백위안으로 여러 장소에 연동하여 체험하는 스마트 가구 체험을 실현할 수
있다. 전염병은 스마트가구를 빠르게 침투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스마트 가구는- 예를 들어 바닥을
쓰는 로봇, 공기 정화기, 정수기- 미래 확장 공간을 기대하게 한다.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스피커는 미래 사용자와 스마트가구, A lot 가 상호교류하는 관건이 되는 입구 중
하나이고 스마트 생활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화웨이는 P40 시리즈로 런칭쇼에서 재차
스마트 스피커 SoundX 를 출시했고 스마트 스피커 영역의 가격을 계속 올렸다. 우리는 2020/21 년 스마트
스피커 출하량이 1.96/2.59 억대에 달하고 전년 동기대비 40%/32% 증가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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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출처: 지동서(智东西), 스마트 스피커 출하량 예측

사진 2) 출처: 지동서(智东西), 화웨이 Sound X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배송 로봇: 전염병 격리 기간, 스마트 배송 로봇은 교차 접촉 감염 때문에 의료 호텔에 대량
사용되었다. 화주호텔 소개에 따르면 그룹은 산하 5700 여개 호텔에 무접촉 서비스를 강화 진행했고
스마트 배송 로봇을 출하했다. 이외 미국도 전염병 기간, 스마트 배송 로봇 SegWay 를 추진했다. 주로
사무빌딩내 배송하는 임무를 맡았고 현재 하루 300 개 물량 배송을 완성하고 있다. 우리는 인력 비용이
오르고 로봇 생산 비용이 하강함에 따라 호텔과 사무빌딩 내 배송 로봇은 발전 추세를 갖게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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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출처: 지동서(智东西), 호텔로봇 가치

표 11) 출처: 지동서(智东西), 2020/2021 년 스마트 부품 출하량 예측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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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출처: 지동서(智东西), 미국과 9 호 로봇이 개발한 SegWay 배송로봇

본지는 이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전염병이 하드웨어 제품류에 미친 영향은 현재 교육, 사무, 오락,
의료 등 4 개 영역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하드웨어 제품류는 수요단말 또는 생산공급단말 모두
전염병이

가져온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

4

가지

방면에

가져온

소비자•사용자의 사용습관, 선호의 변화와 양성이 이러한 하드웨어 제품류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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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프라인 교육기관이 저비용으로 난국을 타개할 ‘묘책’

— 36kr 제공

그림 1) 출처: 36kr

전염병 상황은 마치 ‘깊은 물 속 폭탄’과 같이 오프라인 업무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었다. 많은 오프라인
교육기관은 업무를 재개하지도 학생을 모집하지도 않았고, 많은 이들이 이미 7 월 이후 여름방학에나
희망을 걸고 있다. 이번 위기는 많은 구멍가게 사장들에게 ‘Plan B’가 있어야 함을 일깨워주었고 동시에 왜
오프라인 교육기구가 오프라인 업태에 의탁함이 많은 다른 서비스 업종보다 더 심한지 반성할 필요를
알려주었다.
1. 오프라인 기관은 왜 줄곧 온라인으로 전환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교육 훈련 업종의 특징으로 나는 대략 ‘3 고’ 즉 ‘고도로 세분화된 M & A 파편화’, ‘고도로 실제 사람
교사의 대면 교육에 의존’, ‘고도록 측량화와 정형화가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교육훈련 보충 경력이 있거나
자신의 아이를 보충학원에 보내 본 사람들은 비교적 체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개성화, 차별화, 파편화로 인해 교육 훈련 산업은 독점할 방도가 없었다. 심지어 BAT 바이트댄스 등
트래픽이 거대한 거물들도 교육 빅 브랜드 제품을 특별히 내 놓지 않았다. 교사가 교육 콘텐츠, 품질,
과정의 보장이고 어떤 형식을 취하든 대면 교수의 효과가 줄곧 가장 좋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교육 산업에 실질적으로 인터넷 기업이 ‘하나의 보고’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고 현재 오프라인 교육이
장기적으로 생존한 토양을 조성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기구의 인터넷 이용은 늘 학생모집 분야뿐이었다. 전염병 기간 갑자기 인터넷 수업
형식에 가입하면서 많은 오프라인 교육기구가 이미 학부형을 향해 ‘돈 지불’을 요구할 배짱을 잃었고
기껏해야 이후 학습의 효과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많은 전통 교육 훈련기관도 인터넷 플랫폼화 규모의 효과와 이득, 높은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인터넷이 교사 자원과 학생을 연결하고 지역을 점유할 필요가 없는 장점. 그러나 이것과 그들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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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다른 ‘산업’이다.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교육기관은 디지털화 전환에 대하여 비교적 공립학교조차
‘무감’하고 어려워한다. 그 요인은 다음과 같다.
（1）이전에 그들은 학교에서 입찰한 무료 교육시스템 사용이 없었고 이는 전염병 시기에 무료이던 것이
장래 유료가 된다. 오프라인 교육기관 대다수는 창업가이고 그들 생존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사용원가와 그 창출 효과의 통일을 고려해야 하며, 단기간에 곤경에서 벗어나면서도 장기적인 도움이
되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
（2）오프라인 교육기관이 투입하는 원가는 상대적으로 높고, 전체 교사의 교학 습관의 조정, 트래픽
전환 조정이 필요하다. 인터넷 교육기술에 대해 체험적 경외와 이해가 필요하며, 소수의 회사 예를 들어
학이사(学而思), 신동방(新东方) 등 정도나 오프라인의 광대한 현금 유동에 의탁하여 온라인 방식을 통하게
할 수 있다.
2. 온라인 교육기구 변혁의 서로 다른 경로
첫 번째 모델은 오프라인 교육기구 전환 모델 OMO 방식을 돕는 것이다. 이것은 세분할 수 있다.
（1）

트래픽

플랫폼

방식,

즉

인터넷

트래픽

플랫폼

전체

오프라인

각종

기관,

교육산업의

따종디엔핑(大众点评) 또는 메이투안(美团)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결승왕(决胜网) 등이 있다. 그러나 먼저
플랫폼은 충분히 많고 정확한 트래픽 분배가 되어야 한다.
（2） 듀얼 티칭 방식, 1 선 도시에서 인기있는 양질의 교육 과정과 교사 콘텐츠, 자막형식 출현을
교육자원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제공하며. 이 보편적 호혜성은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3） 상점 교육 모드 (예: abc360 ZTE English 中兴英语)는 일대일 외국인 교사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커뮤니티 상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프라인 교육 교사는 포괄적인 상담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향상시킬 수 있다.
두번째 방식은 SaaS 모델로 많은 교육시스템 서비스 제공업체는 오프라인 교육기관을 위해 라이브방송
강의실 도구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팔아 유료 모델을 진행한다. 이러한 시스템 제공사는 전염병기간 딩딩,
기업위챗, 페이슈, 바이두 지혜과당 등 인터넷 무료도구 시장 점유분과 충돌한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기관의 선택지를 비교적 많게 하며 인터넷 회사 라이브방송 소프트웨어를 채택하거나 SaaS 서비스
제공업체의 전문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들로 하여금 미니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방식은 거대한 전문 교육 산업 기술 솔루션 제공 업체를 채택하여 개방형 플랫폼에 통합하는
것이다. 기술 제공 업체가 제공하는 완전한 제품을 오프라인 교육 및 훈련 기관에 채택하는데 장점은 멀티
엔드 제품이 완전하여 오프라인 강의를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시간 방송 대화형 기능 및 학생 거수
질문 기능, 교사 데모 PPT 코스웨어 도구, 온라인 할당 및 수정 기능과 같은 강의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기능을 만들었다. 일부 교육 기술 거인에게는 자신이 기투자한 오프라인 비즈니스 업무와 통합하는 것이
적합하다.
3. 오프라인 교육 지도 기관을 위한 저비용 변환 방법
변화는 돈, 시간, 심지어 많은 우회를 필요로 한다. 교육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돈을 태우고
있는 것을 본다. 다음은 인터넷 운영의 관점에서 제시 한 개선을 위한 건의와 방법들이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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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적 영역의 트래픽을 충실히 만든다. 교사가 비교적 적고 주력 교사의 인기에 의지하는 개인
사업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학생과 부모를 WeChat 에 추가하는 한, 실제로는 자신의 사적 트래픽과
동일하다.

교육

기관은

라이브방송을

통해

WeChat

커뮤니티

방식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웨이멍(微盟), 샤오으통(小鹅通) 등과 같은 일부 미니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업체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친구
그룹에 학생을 등록하라. 살아남은 사람만이 왕도다. 나는 이전에 많은 대기업 고위 임원이 발표회에서
주요 역할을 했으나 올해 친구 그룹에서 웨이상(微商)을 하는 것을 보았다. 전염병이 모두에게 기를 꺾게
만들었고 일부 새로운 사고를 갖고 운영하는 사람은 적었다.
다음으로, 뉴미디어로 전향하여 가치가 있는 컨텐츠를 아웃풋해야한다. 훈련 기관은 교사가 뉴미디어를
직접 할 수 있고, 자신이 MCN 으로 변신하며 왕홍을 만들 수도 있다. 실제로 작년에 나는 일부
교육기관이 이렇게 한 것을 보았다. 내 개인 건의는 도인, 콰이쇼우 쇼트클립에서 지식포인트를 수립하고
수학, 영어, 물리, 화학 등의 경우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는 가능한 강의할 때 현장을 표시하며 짧은
비디오의 ‘잘라 내기’또는 교사만 녹화를 관리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며 전문 인원이 편집, 배포하고 도인
상점에서 강의 과정 구매원 등을 관리하게 한다. 각 계정 간에 트래픽 유동량을 만들어 상호 강의 과정을
판매를 유발하고, 또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생방송 교육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교육 기관은 학생들에게 정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돈을 벌지 않아도 생방송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현재 이미 전염병 후 여름방학과 하반기 학생을 모집해 사전 판매를 하고 있다. 이
기간은 인터넷 교육 도구의 학습기와 실습기로 하여 교사 본연의 도구에 대한 숙련도를 배양하고 관련
교과과정을 녹화제작해 나가 이후 오프라인 개장 후 학생들의 신청 보충으로 하여 부가 가치를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즉흥적 전문 교안 시스템에 점점 의지하지 않고, 훈련 교육 품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부터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저비용 인터넷 사용의 ‘비단 주머니(묘책)’을 이용하고, 학생 특정수량을 축적한 후에,
최후에 교학시스템과 APP 방식의 전환을 재사고한다. 만약 현재 학생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투입이 너무
많으면 종종 효과는 뜻한만큼 보지 못하게 된다.
이 시기는 겉보기에 교육 기관의 겨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교육 기관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더 많이 인생을 반성하는 도로 표지판을 제공하고, 건강한 삼관(三观
편집자 주: 일반적으로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말한다)을 배양하며, 교육 기관 자체를 포함하여 일부
교과서 외 서적을 독서하도록 인도하고, 인생은 시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문 분야에서 약간의
연구와 탐색을 하고, 심지어 소논문을 쓰는 훈련을 할 수 있고, 온라인 독서회 등을 만들 수 있고, 재능을
온라인으로 보여주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우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전 교육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이 아마도 더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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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양자컴퓨터 시리즈 41) 양자컴퓨팅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나면:
분석진단, 바이러스전파 모델구축, 환자분류방법 개선

— 본원양자(本源量子) 제공

1. 산업동태
D-Wave 기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연구인원에게 무료로 양자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
D-Wave 회사는 최근 글로벌 범위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전무하가와 관련업무인원을 위해
무료로 양자클라우드서비스플랫폼 Leap 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1) 출처: 본원양자(本源量子)

D-Wave 수석집행관 Alan Baratz 은 말하길 “D-wave 와 합작파트너, 고객은 풍부한 양자컴퓨팅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양자의 권위있는 혼합 해결방안을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과학계, 수직영역과 지리적 위치를 넘어 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능력을 확장하고 사회의 심층
양자지식을 현상황을 해결하고 복잡한 COVID-19 바이러스 연구에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혼합양자컴퓨팅은 이러한 성질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COVID-19 에 대한
잠재응용영역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혼합양자응용, 예를 들어 새로운 진단방법을 분석하거나 바이러스
전파 진행 모델을 구축하거나 병원 후방근무를 개선하거나, 분배공급, 양물조합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일본 Sigma-i Co. Ltd 회사 수석집행관이자 동북대학박사 Masayuki Ohzeki 는 말하길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우리들은 매우 기쁩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어떠한 병원에서도
중증환자를 분배하고 의료자원붕괴를 방지하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양자기업 IDQ 양자 난수 발생기칩을 발표
ID

Quantique

（IDQ）은

발생기（QRNG）칩을

발표했다.

전세계
이

양자

칩의

보안솔루션의

크기는

작고

선도자다.

전력소모가

낮아

최근
보호

최신

양자

모바일

난수

휴대폰앱,

사물인터넷과 엣지 응용의 안전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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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NG 칩은 CMOS 화면센서부터——ID Quantique 의 특허양자기술, 광원을 포획하여 장자비트를
발생하여 고엔트로피성의 오차없음과 불가예측성을 증명했다.
양자컴퓨팅회사 QCI 와 데이터분석회사 Splunk 가 합작관계 건립
양자컴퓨팅회사 QCI 는 신형응용과 솔류선을 개발하는 양자소프트웨어기업이며 양자컴퓨팅을 이용하여
각종 산업의 난제를 해결한다. Splunk 는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기업이며 이 회사는 ‘데이터를 일체
플랫폼에까지’라고 명명한, 인터넷 인터페이스, 검색, 기기에서 발생한 빅데이터를 감독제어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

사진 2) 출처: 본원양자(本源量子)

QCI 가 Splunk 와 합작하여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양자진척도와 결속 개선 알고리즘을
결합하고, 전통 빅데이터 인터넷 안전몰과 데이터 분석작업 과정을 개발하려 한다.
2 첨단과학기술
중국과학원과 러시아연구인원이 합작하여 양자처리기의 미세결합구조를 발견하여 개진
중국과학원의 과학자와 러시아 위엔동연방대학(远东联邦大学)이 연합하여 일종의 백금도료층의 백금
코발트 마그네슘 산화물의 미세결합구조를 설계하여 세가지 값 로직모델(참/거짓/모름)하에서 작업할 수
있게 했다. 이 연구의 성과는 <응용물리평론>상에 이미 발표되었다.
이

성과는

신형전자와

자율회전

전자설비,

3

태

양자처리기연구,

인류

대뇌활동을

모방한

신경형태시스템에서 모두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코펜하겐대학 연구팀은 레이저 양자 얽힘을 성공적으로 구현
콜롬비아대학 닐스보어 연구소 양자광학팀의 연구인원은 최근 레이저광의 양자 얽힘태를 성공적으로
실현했다. 같은 기계 공진기 상에서 반등하는 방식을 통해 두 다발의 레이저 얽힘 성공을 같이 구현했다.
이것은 각종 전자장(마이크로파 방사, 광속 등)의 얽힘에 새로운 사고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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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출처: 본원양자(本源量子)

이 연구는 이미 <네이처통신>잡지에 등재되었다. 어떻게 마이크로파하에 운행하는 두 대의 원격 양자
컴퓨터간의 공유 얽힘을 사용하는지, 이는 하나의 장기적 문제였다. 빛의 장과 마이크로파의 장 사이에
얽힘을 건립하여 이 도전에서 핵심이 되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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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News Letter by PLAYCOIN
1. 바이두 슈퍼체인, 신제품 출시

(바아이 뉴스, 2020.03.28)

중국 최대 IT 기업 바이두의 슈퍼체인이 ‘슈퍼체인 프로버전’ 등 신제품을 선보였다.
26 일 베이징상바오(北京商报)에 따르면 지난 25 일 샤오웨이(肖伟) 바이두 블록체인 부문 수석 연구원은
바이두 슈퍼체인 신제품 및 생태계 협업 계획 클라우드 브리핑에서 슈퍼체인 프로 버전과 슈퍼체인
오픈소스 네트워크, 산업 맞춤형 솔루션 등 서비스를 공개했다.
슈퍼체인 프로버전은 바이두가 2018 년 출시한 독자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슈퍼체인(Xuperchain)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표준화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슈퍼체인 프로버전을 이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블록체인 기술을 업무에 도입할 수 있으며 개발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배치와 모니터링, O&M(Operation and Maintenance, 운영관리) 등을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다. 플랫폼은 클라우드 버전, 특화 버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일체형 버전 세 가지 배치 형식을
지원한다.
클라우드 버전은 유연한 혼합 배치 모델을 지원해 낮은 비용으로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O&M 까지 수행할 수 있다. 특화 버전은 로컬 배치와 개성화 서비스를 지원하며
보안성이 높은 특징을 갖추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일체형 버전은 블록체인과 하드웨어 기술을
혁신적으로 결합해 프라이버시 암호화, 연산력 절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슈퍼체인 오픈소스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공신력을 높여 믿을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슈퍼체인 오픈소스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가 개별 체인을 만들 필요 없이
참여할 수 있어 서비스 문턱도 낮아졌다. 특히 슈퍼체인 오픈소스 네트워크는 디앱(DApp) 개발자를 위한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원스톱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슈퍼체인 오픈소스 네트워크가 본격 출시 후 1 천여 명에 가까이 개발자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장 정위안즈후이(正元智慧) 과학기술주식회사는 바이두 블록체인 오픈소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첫
스마트 캠퍼스인 ‘디앱 e 캠퍼스’를 개발해 하루 평균 접속 횟수가 2 만 8000 건이 넘는다.
바이두 슈퍼체인은 출시한 산업 맞춤형 솔루션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원스톱 출력을 가능하게
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애플리케이션 배치의 문턱이 높은 업계의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25 일 브리핑에서 샤오웨이는 슈퍼체인 생태계 파트너 제휴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바이두는 오픈 소스 파트너를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를 개설했으며 앞으로도 오픈 소스 기술을
통해 개발자들에게 지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며 “바이두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제품, 기술, 고객,
마케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큐베이션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바이두 슈퍼체인 서비스는 사법 디지털 증거 저장, 스마트 행정업무, 스마트 의료, 상품 이력
관리 등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응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대표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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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리바바·앤트파이낸셜, 중국 숑안신구 구축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BLOCK

MEDIA, 2020.03.30)

전자 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 및 산하 핀테크 회사 앤트파이낸셜(AntFinancial)이 중국이 새로 개발한
지역 숑안신구(雄安新区)의 구축에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 일 밝혔다.
중국 현지 매체 바비트(巴比特)에 따르면, 알리바바·앤트파이낸셜은 이미 숑안신구와 전략적 합력에 관한
협의를 맺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금융지능 등의 기술을 숑안신구의
도시 구축과 운영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알리바바 및 앤트파이낸셜은 주로 숑안신구의 블록체인
렌털(rent) 응용 플랫폼과 BIM(건축정보모델) 관리 플랫폼 등의 프로젝트에 블록체인 기술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숑안신구는 2017 년 4 월 중국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발표한 하북성 보정(保定)시의 국가급 경제 신구다.
지난

3

월

초부터

숑안신구의

78

개

건설

프로젝트가

점차

진행되고

있으며

숑안이

지능화·효율화·녹색화·디지털화된 도시를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알리바바와 숑안신구는 도시의 ▲교통 ▲에너지 ▲급수 등 민생 기초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며
도시건설을 기속화시킬 것이라고 이 매체를 통해 전했다.

3. 우지한 ‘비트코인에 예전만큼 열광하지 않아’

(바아이, 2020.03.30)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내비친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 업체 비트메인(Bitmain) 창업자
우지한(吴忌寒)이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30 일 중국 경제매체 신랑차이징(新浪财经)에 따르면 우지한은 지난 25 일 중국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체인노드(链节点) 생방송 채널에서 장줘얼(江卓尔) 비트코인 마이닝풀 BTC.TOP 최고 경영자(CEO)와
인터뷰를 나눴다.
장 CEO 는 누리꾼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우지한에게 ‘암호화폐 급등락 파동 속에서
비트코인이 노아의 방주가 될 것으로 보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우지한은 "위험회피 자산에 대한 전체 개념을 포함해 비트코인에 대해 예전만큼 열광적이지
않다”라며 “비트코인은 일정 수준의 위험을 피할 수 있어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불안정한 시국에 가장 효율적인 통화는 금뿐이다”고 답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쉽게 이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주권 국가의 지급 네트워크가 붕괴하더라도
인터넷만 있으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며 “금이나 비트코인은
글로벌 증시의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린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세계 경제가 붕괴한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가 출현했을 뿐”이라며 “금융위기는 인류 자본주의
경제 활동의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세계는 금융위기라는 몸살을 주기적으로 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세계
증시가 마비되면서 비트코인도 함께 폭락했다. 지난 12 일 비트코인은 한때 50% 가까이 하락한 580 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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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발생 이후 중국은 많은 공장이 폐쇄되어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로 복귀하지 못해 생산 활동이
줄었고 글로벌 공급망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우지한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침체하더라도 이는 내가 말하는 극단적인 환경은
아니다”라면서 “이때 위험 회피 자산이란 금융자산의 분류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극단적인 환경이란 전쟁, 기근, 자연재해 등으로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위험 회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위험 회피 자산은 평화로운 세계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표시했다.
비트코인이 요동치는 시장에서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우지한은 “그 질문에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트코인은 24 시간 거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24 시간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할 기회가 있다”며 “원한다면 두 시장의 거래에 투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지한은 “비트코인과 금융시장의 관계는 파도와 서프 보드(surf board)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
관계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때도 있고 반대일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우지한은 이번 인터뷰에서 2020 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코로나 19 사태는 2 개월 이내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전 세계가 양적 완화에 나선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전망은 밝다고 본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내놨다.

4. 중국 대기업 택배회사, 팬데믹 극복 위해 운송과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BLOCKCHAIN TODAY, 2020.04.01)

중국에서 규모 면에서 두 번째로 큰 택배회사 SF 익스프레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물자를 운송하는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3 월 30 일 중국 인민일보의 영자신문 글로벌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 선전에 소재한 택배회사 SF
익스프레스는 블록체인이 의료용품의 배송 추적과 품질 확인에 매우 용이하다고 언급을 했다.
SF 익스프레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진바가 없지만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특히 택배회사는 의료용품, 약품그리고 식품 등의
운송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영자신문 글로벌 타임즈가 보도했다.
SF 익스프레스는 물품 추적, 인증 그리고 정확한 기록 등을 지원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기술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5. 블록체인 없는 중국 블록체인 업체들?

(지디넷코리, 2020.03.25)

중국 본토에서 운영되고 있는 블록체인 업체들은 3 만 5000 곳 이상이다.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3 일(현지시간) “비즈니스 데이터 제공업체 티엔옌차(Tianyancha,
天眼查)는 광둥성에만 2 만 개가 넘는 블록체인 업체가 존재한다”며 “그러나 2 월 중순 블록체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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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업체 롱해시(LongHash)는 당시 아시아 국가에 등록된 전체 블록체인 업체의 약 70%가 법적 지위를
잃거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해 10 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중국이 글로벌 블록체인의 핵심 리더로 자리잡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는 ‘중국 정부
기준에 맞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처럼 진정한 탈중앙화를 구현하지 못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다.
바이량(Bai Liang) 중국 디지털자산 연구소 부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9 년 12 월 “실제로 중국 내
블록체인 기업 중 96%가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었다. 또한, 중국
중앙사이버사건위원회(China’s Office of 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CAC)는 3 만 5000 개 기업
중 506 개 기업만 블록체인 서비스 신청변호를 가지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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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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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바뀌고 바뀐다.
서울 종로 한 복판에 자리 잡은 조계사(曹溪寺)가 있다. 1395 년(태조 4) 창건된 사찰로 그 동안 서울 종로
한복판에 자리 잡은 조계사(曹溪寺)가 있다. 1395 년(태조 4) 창건된 사찰로 그동안 한국이 격변기를 같이
하여 온,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 중 하나이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모처럼 찾아가 보았다.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가 보았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심산의 사찰에서 보았던 그런 사천왕이 아니 다른 모양의 사천왕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2013 년에 새로운
사천왕으로 만들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이런 사천왕은 처음 보았다.

왼쪽으로부터 광목천왕(廣目天王), 증장천왕(增長天王), 다문천왕(多聞天王), 지국천왕 (持國天王) 이렇게 수호신이 사찰 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불국사(佛國寺) 천왕문에

있는

사천왕상으로

왼쪽으로부터,

증장천왕(增長天王),

광목천왕(廣目天王),

다문천왕(多聞天王),

지국천왕(持國天王) 이다.

예전에 사찰 입구에서 봐왔던 사천왕은 울긋불긋한 색채와 사람보다 훨씬 커 내방객을 위에서 내려 봐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뭔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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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의 사천왕은 13~21 개의 스테인리스 판을 절삭하여 층층이 이어 붙여 만들었다. 크기도 일반
사람 키보다 좀 크고, 스테인리스 단색으로, 예전의 울긋불긋에서 주는 분위기하고는 달랐다. 모던하다.

조계사의 사천왕은 13~21 개의 스테인리스 판을 절삭하여 층층이 이어 붙여 만들었다.

가장 보수적인 종교계에서 이렇게 하였다니 세상이 바뀌긴 바뀐 모양이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고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조계종의 대표 사찰 조계사에서 이렇게 하였던 이유가 궁금하였다.
이 사천왕을 만든 이근세 작가에게 먼저 문의를 하고 싶어 검색을 하여도 그의 정보는 전혀 없다.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 그럼 사찰의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좀처럼 만나 볼 수가 없다. 어떻게 하든
기회를 만들어 봐야겠다.
아마 필자의 생각으로는 조계사는 서울 종로 시내 한복판에 있어 불교 신자뿐만 아닌 일반인 및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 종교 시설이지만, 한편 관광지가 된 조계사는 누구나 쉽게 들어오는 입구에 새로 만들
사천왕을 21 세 기식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종교계에서 몇 천년 동안 유지하여 왔던 아이덴티를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이
세상에 크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드는 기법이 예전에는 조각 혹은 그림인데, 조계사의 사천왕은 세계
불교계에서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첫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현대적인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였지 세심하게 표정, 옷의 문양을 묘사를 하여 더욱 사실감을 주고 있다.
앞으로 종교계가 어떤 양식을 고집하려고 할 때 조계사의 사천왕은 꼭 그러하지 않아도 좋다는 사례로
될 것이다.
미술에서 종교를 빼고는 논할 수 없다. 미술이 종교에 미치는 영향은 필수불가결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
미술은 종교의 영적인 부분을 가시화하여 전달하는 포교 방법이다. 이런 가시화가 없으면 민중이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헛된 것”라고 가르치는 종교에서 역시 눈에 보이게 한다.
그래야만 인식을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이다.
그래서 서양의 유명 성당은 그 자체가 미술관이다. 미술은 종교를 통하여 발달하였다.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것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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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 종교계에서 들으면 경을 칠 일이다.
꼭 지킬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세상에 맞춰 변하는 것이 세상 이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코로나로 우리 삶이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절대 고수’라는 말이 어떠할 때는 무색하다.
이 시대 “뭘 고집하며 무엇을 변하며 살 것인가?”를 잘 아는 것이 지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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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1. 아베정권의 신형코로나 경제대책에 따라서 일본경제의 미래가 바뀐다
(Newsweek, 2020.4.2)

사진 1) 출처: ISTOCKPHOTO. 텔레워크 확대등, 일본기업의 모습은 이미 변하고 있다

＜기업 지원책을 모은 것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재정출동을 일본경제의 근본적인 변혁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점이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대형 경기대책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움직임은 둔했지만, 2020 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가결·성립됨으로써, 여당내의 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내에 대형 경제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확대는 경제적으로 약한 입장의 사람을 더욱 몰아넣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기본 구조를 크게 바꿀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경제대책에는 약자대책과 코로나후를 내다보는
높은 전략성이 요구된다.
정부·여당내에서는, 경제 대책으로서 다양한 플랜이 부상하고 있지만, 와규(국산소고기) 상품권과 어패류
상품권 배포 등, 단순한 업계 진흥책도 적지 않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미디어로부터 비판받은 것으로
사실상 단념한 형태이지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경제 대책은 각 성이 실행하기 쉬운 기업 지원책을 집약한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대형 경제대책이 이 같은 종래형 플랜으로 시종할 경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번 감염 확산은 세계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관광이나 이벤트 업계는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가 많아, 일부는 지금까지 없었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대기업도, 당연시해 온 글로벌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이 기능하지 않게 되어, 거점 집약화등의 시책은 감염 리스크를 생각하면
반드시 효과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되어 왔다.
주간 중국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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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긴급대책과 장기적 관점 필요
기존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가운데 어떤 경제대책이 유효할까. 하나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람에 대한
일시적 소득보상이다.
일본은 이미 제조업이 아닌 소비로 경제를 돌리는 소비국가로 변모하고 있어 가계를 지키는 것은
경제대책 그 자체로 통한다. 생활빈곤자가 늘어나면 정작 소비가 바닥나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우선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중심으로, 충분한 액수의 급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4 ㄷ하지만, 이것은 긴급 대책일 뿐, 경기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코로나후를 응시한
전략적인 재정 출동도 아울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 경제에 있어서는 마지막 호기이기도 하다
이번 바이러스가 종식해도, 다시 같은 팬데믹이 발생할 리스크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종래의
오퍼레이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해도 이상하지 않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원격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단숨에 비즈니스 온라인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 후의 기업사회에서는 종래형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재검토나 거점의 분산화, 클라우드를
사용한 비즈니스 인프라의 가상화 등이 단번에 진행될 것이다. 긴급시에도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자동운전 시스템이나 업무의 인공지능화, (감염 리스크가 높다고 하는) 만원전차를 해소하는 교통시스템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더 높아진다. 5 년 후의 세계경제 광경은 일변했을 가능성조차 있을 것이다.
일본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어 이번 경제대책은 대규모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코로나 후의 새로운 사회를 응시해 일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단번에 IT 시프트 하는
전략적인 재정 지원을 실현할 수 있으면, 다음의 성장 스테이지도 보여 오지만, 여기서 방향성을 잘못 볼
경우, 경기 부양의 찬스를 두 번 다시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2. 최대의 신형코로나 대책이란 ‘싸워 이긴다’ 보다도 ‘신뢰와 단결’을
(47NEWS, 2020.4.3)

아베 총리는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연기를 알리는 회견에서 ‘인류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증거로’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지금, 인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승패보다, 신뢰와 단결이라고 하는 잊혀져
온 가치관에의 리셋이 아닌가. 사람들이 접촉을 차단당해 2 주간~. 국가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서로
도와 신뢰와 단합을 이룰 수 있을까. 해외 사례에서 생각해 보고 싶다. (저널리스트 사사키 타즈루)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단합과 서로의 도움이야말로
저서 ‘사피엔스 전사(全史)’의 판매가 세계적으로 2 천만 부를 돌파한 역사학자 유바르 노아 하랄리는
3 월 15 일자 TIME 기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떻게 싸워야 할까--지금이야말로
글로벌한 신뢰와 단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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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출처: 47NEWS, 참의원결산위에서 답변하는 아베수상. 뒤는 간격을 두고 착석한 마스크 모습의 각료들＝１일오전

확실히

지금,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세계적인

대유행(판데믹)은,

중국·우한으로부터 이탈리아·롬바르디아로, 그리고 유럽 전체로, 또 미국으로, 세계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듯한 무인 대도시의 양상은 SF 영화를 연상시킨다. 세계가 대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해 도항 제한을 하는 단계는 이미 넘었다. 인류의 예지를 결집해 서로 도와야 할 지금, 승패의
비유로 TOKYO 2020 의 연기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사진 2) 출처: 47NEWS,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교외의 공항에 도착한 쿠바 의료단（로이터＝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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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는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의 도움, 단결이 일어나고 있다.
쿠바에서 각국으로의 ‘백의의 군단’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쿠바가 인구 대비 세계 1 위의 의사 수를 자랑하는 것은 일본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도 미국의 경제제재 아래 있는 이 나라가 3 월 24 일 의료인력의 피폐와 부족이
절실한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지방에 백의의 군단, 즉 50 명이나 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보냈다.
도착한 의사들의 사명감 넘치는 말이 인상적이다. “다른 나라와의 인도적 연대에 깊고 강하게 관여하는
것이 쿠바의 전통입니다”.
쿠바는 이번 신형 코로나감염으로 이미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에 의료단을 보냈으며 이탈리아 파견은
6 번째. 그러나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들이 소국 쿠바 의료단을 받아들이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는 것.
쿠바에서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은 확인됐다.

사진 3) 출처: 47NEWS, 하네다공항의 국제선 도착안내를 바로보고 있는 마스크모습의 남성＝１일 오후

마스크 둘러싼 소동, 각지에서
중국에서는, 대량의 마스크가, 이탈리아를 비롯해 현재 감염 확대로 의료 현장의 물자 부족에 허덕이는
유럽 나라들에 긴급히 보내지기 시작했다.
보도에서는 당초 이탈리아로 보내진 10 만여 장이 비행 경유지인 체코에서 압류돼 체코 국내에 배포되고
말았다. 중국은 즉각 2 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당국은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 후 이탈리아분 상당을 반환했다. 하지만 ‘화재 현장
도둑’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기억이 뿌리 깊게 남을 것 같다.
비슷한 일은 필자가 사는 벨기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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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 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터키 제조업체에 벨기에도 마스크를 발주해 500 만유로(약
5 억 5000 만원)를 지불했다. 그런데도 마스크는 기일이 돼도 납품되지 않았다. 벨기에 당국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거기서 구세주가 된 것은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벨기에 국왕 등의 요청에 따라 3 월 중순 마스크 50 만
장과 3 만 개의 검사 키트를 긴급히 선물한 것이다.

사진 4) 출처: 47NEWS, １일, 프랑스 파리 교외의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나오는 방호복 모습의 의료종사자（로이터＝쿄도）.

중증환자, 각지에서 받아들이는 독일
일본 정부는 3 월 24 일 독일을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의 감염증 위험 수준을 3 으로 높여 이들 국가의
입국 거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국에 머물던 일본 기업의 상당수 주재원들이 일단 허둥지둥
귀국길에 올랐다. 개전 전야는 이런 식일까 느낀 것은 필자뿐이었을까.
일본에 거절당한 독일의 여러 주정부는 비슷한 시기에 위기 상황에 허덕이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지원을 제의하기 시작했다. 3 월 24 일까지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지방에서 8 명의 중증자가 독일 작센 주의
병원으로, 이튿날인 25 일에는 프랑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밀루스 일대에서 30 여 명의 중증자가
국경을 넘어 독일 서부 2 개 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독일은 약 8 만 명의 감염자(4 월 1 일 현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관대해질 수 있을까.

주간 중국 창업

48

제 174 호(2020.04.08)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사진 5) 출처: 47NEWS, 메르켈수상

그 비밀 중 하나는 인공호흡기가 있는 중환자실 수에 있다는 설명이 많다.
집중치료실의 수가 생사를 정한다？
중환자실 수가 생사를 결정한다?
프랑스로부터 중상자의 반송을 알린 프랑스 국영방송에 의하면, 독일은, 프랑스의 5 배인 2 만 5 천의
중환자실 병상수를 가지고 있다.
신형 코로나 감염자의 사망률은 유럽에서는 독일이 단연 낮다. 인구 100 만명에 대한 사망자수는
이탈리아가 218 명, 프랑스가 62 명인데 비해 독일은 11 명에 불과하다(World meter 에 의한 4 월 1 일 현재).
이렇게 되면 중환자실의 병상 수를 알고 싶어진다. 과학, 기술, 의학 등의 분야 서적 및 문헌 데이터베이스
Springer Link 가 작성한 유럽 비교 통계(2015 년 데이터)에서 인구 10 만 명당 중환자실 병상 수 1 위는
예상대로 독일에서 29.2. 이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필자가 사는 벨기에가 뒤를
이었으며 이탈리아는 12.5, 프랑스는 11.6 이다.
덧붙여, 포브스의 기사에 의하면,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한국 10·6, 일본 7·3. 일본 중환자회
홈페이지에는 "본학회의 전국 조사(06 년)에 의하면, 일본에 있어서의 중환자실의 병상수는 인구 10 만명 당
4 로, 유럽의 7~24 에 비해 적다"라는 기술도 있다. 이탈리아는 재정위기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병원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신형 코로나 감염자의 사망률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중 하나가 중환자실 병상 수라면 일본의 수치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신뢰와 단결은 한사람 한사람으로부터
신뢰와 단합은 개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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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수상은, 3 월 18 일의 국민을 향한 텔레비전 연설에서 ‘단결’을 강하게 호소했다. 거의 앞뒤로 각각
이뤄진 각국 정상의 대국민 협조 요청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벨기에 위르메스 총리도 마찬가지로
단결(또는 연대, 영어로는 solidarity)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그것은, 각국

수뇌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발하는, 다음과 같은 솔직한 말의 구석에 나타나고 있다.

사진 6) 출처: 47NEWS, 빌게이츠씨＝１월２２일, 스위스동부（로이터＝쿄도）

지역의 노인에게 말을 걸어 주었으면 한다,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걸어, 쇼핑을 해 주었으면 한다. 지병이
있는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지켜주기 바란다. 학교가 쉬게 된
아이를 노인에게 맡기면 안 된다. 그들이야말로 사랑받아야 하니까. 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에게 시민 생활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해 주고 있는 시민 개개인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은퇴한 의사나 의대생·간호학생의 자원봉사자가 수만 명이나 나서 활약한다. 시민
어른에서 아이까지 자발적으로 자택의 창문과 SNS 로, 지금도 각각의 입장에서 분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올림픽 금메달 획득 30 개를 향한 온 국민이 한마음과는 상당히
의미가 다르다.
팬데믹, 예상 밖이 아니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그 유명한 빌 게이츠는 2015 년 3 월 인터넷 토크쇼 TED Tallks 에서 이런 말을
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은 전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렬한 감염력을 가진 바이러스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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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츠씨에 따르면 그것은 자명한 이치인데도 인류는 그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하지 않고 대처할
시스템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의 지식층에 있어서는, 이번 감염 확대는, 예상외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이 위기에 처한 인류는 달라질 수 있을까. 고기나 생선상품권을 내놓거나 천으로 만든 마스크의
우편배포를 떠들 상황이 아니다. 개인이나 국가의 이기심을 넘어 가치관을 리셋한 ‘신뢰와 단결’을 실현할
수 있을까.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어떨지는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3.일본이

한국의

（1）검사체제

신형코로나바이러스

대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

(Newsweek, 2020.4.2)

사진 1) 출처: Newsweek, 메르스와 세월호 침몰로 많은 희생을 낸 한국은, 정부의 위기관리를 엄하게 관리하고 있다（사진은
서울） Kim Hong-ji-REUTERS

<감염 경로 불명의 감염자가 급증해, ‘감염 폭발’에 무서워하는 일본. 안 보이는 클러스터가 증가하는
것은 원래 검사가 적은 탓이 아닌가? 이제 세계의 모델이 된 한국의 검사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유럽제국을 중심으로 세계에 퍼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감염자 수가
증가하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PCR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늘고 있다.
반면 일본 전체의 의료 대응능력을 고려하면서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한 배경 때문에, 실제로, 1 일 당의 검사 건수는 정부가 발표한 1 일 검사 능력 7,000 건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나중에도 말하는 것처럼, WHO 를 포함해 세계의 주류는 검사 중시이다.
한국에서는 4 월 1 일 0 시 시점에서, 누계 약 42 만명 이상이 검사를 받았다. 이것은, 일본의 누계
피검사자수의 약 13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때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한국의 하루
주간 중국 창업

51

제 174 호(2020.04.08)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신규 감염자 수는 2 월 29 일 909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는 하루 100 명 안팎으로 줄었다.
그런 한국에서 일본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한국의 검사체제를 살펴보자.
<검사는 감염 억제의 열쇠>
한국정부는 1 월 19 일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이후 조기 감염 발견과
초기 의료조치 실시, 그리고 감염 확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수는 3 월 6 일에 1 만 8199 건으로 피크가 된 이후 조금 감소했지만, 현재도 1 일 약 1 만 6 천건의
검사를 하고 있다. 한국의 검사체제는 현재 감염폭발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뉴욕주 등의 목표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배경에는 2015 년 5 월 중동 호흡기 증후군
(MERS·MERS)의 감염 확대를 허용해 버린 쓰라린 경험이 있다. 당시 한국에서는 186 명이 감염됐고 그 중
38 명이 숨졌다. 메르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지연은 2014 년 4 월에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허술한 대처와 함께 한국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높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나 정권 교체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과 여당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기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전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빨리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 정권의 장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메르스 대책에 실패한 박근혜 정부가 2016 년부터 ‘전염병검사긴급도입제도’를 시행하고 정부의 질병
관리 본부가 인정한 민간 섹터로 메르스 같은 감염증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도 이번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실시한 배경의 하나이다.
철저한 원내 감염 대책
이러한 배경도 있어, 한국에서는 2020 년 3 월 31 일 현재 전국 341 개소의 ‘국민안심병원’과 612 개의
‘선별진료소’등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나 진료가 행해지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 호흡기 질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이다. 정부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있지만 역학적 연관성(해외, 대구경북 지역 방문,
감염자와의 접촉)이 없는 경우엔 국민안심병원을,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엔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료를
받도록 장려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에서의 검사 이외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나 워킹 스루 검사도
실시되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실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차에 탄 채 검사를 받는
검사방법인 반면 워킹 스루 검사는 한 명씩 걸어 공중전화 박스 형태의 투명 검사 부스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는 의사가 밖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검사방식이다. 부스 내에는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압력을 외부보다 낮추는 음압장치가 마련돼 있다. 검사 시간은 약 3 분으로 드라이브 스루
검사 10 분보다 빠르다고 한다. ‘워킹 스루 검사’는 의사와 피험자의 비말 감염 리스크가 낮은 것, 차가
없는 환자나 고령자라도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 검사가 빨리 끝나는 것 등의 메리트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검사 방식은 3 월 16 일 서울시 병원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점차 전국에 보급됐으며
이어 3 월 26 일부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개방형 워킹 스루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귀국자에게는 벌금>
한국 정부가 공항에서 ‘워킹 스루 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유럽 등 해외 귀국자의 감염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 월 22 일부터 유럽 입국자 전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입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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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많아 검사인력이 부족하고 검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에서,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 후 3 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4 월 1 일부터는 해외에서 온 모든 입국자를 14 일간 격리하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이 조치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을 경우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임시 시설로 이동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 2 일간 시설에 격리되며
결과가 양성일 경우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 반면 음성으로 판단된 사람에 대해서는 귀가
후 14 일간 자기격리장치를 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사 비용이나 치료비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지만, 격리 시설의 이용은
자기 부담이 된다. 이상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한국의 검사 체계의 개요이다.
미국 감염 폭발은 검사 부족 원인
최근 일본 정부는 일본 내에 감염자가 증가하자 미국 한국 전역과 유럽 거의 전역 등 새로 49 개 국가와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온
모든 입국자에 대해 2 주간 대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수해대책은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 내 1 억 2700 만 명의 검사에 대한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나 감염증 전문가가
검사 체제를 확충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1)PCR 검사의 정밀도가 높지 않다, 2)검사를 확대할
경우 검사를 받기 위해 사람이 모여 집단 감염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3)검사를 확대하고 환자가 늘어나면
의료 붕괴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 ＞
모두 일리 있는 의견이지만 최근 세계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검사체제는 일본과는 조금 달라 신경이
쓰인다. 누적 감염자가 100 명을 넘을 때까지 하루 검사 수가 500 건 정도에 불과하던 미국은 감염자가
증가하자 검사 수를 크게 늘려 누계 검사 건수는 이미 100 만 건을 넘어섰다. 미국의 감염자 수는 최초에
감염자가 확인된 1 월 21 일부터 감염자가 98 명이 된 3 월 3 일까지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그 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4 월 1 일 현재 감염자수는 21 만 5 천명을 넘어섰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일본과는 달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초기시점의 검사가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태를 키운 원인의 하나일 가능성은 적지
않을 것이다.
경증자에 대한 검사를 중시해 온 독일도 검사의 확대에 주력 하고 있어 현재는 1 주일에 약 50 만건의
검사가 행해지고 있다. 영국 정부도 하루 2 만 5 천건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체제를 강화하는 등 유럽
전체에서 검사를 확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오랫동안 미국 CDC 의 고문을 맡았던 밴더빌트대 감염증 전문가 윌리엄 샤프너 교수는 3 월 5 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연구의 훌륭한 실험장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치사율이 정확해져 전체 그림이 완성된다.”고 한국의 검사 체제를 평가했다. 또 CNN 과의
인터뷰에서 무증상 경증 감염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주요인이며 지역사회 내 감염의 주요 요인이
될 것(3 월 15 일 한국연합뉴스 인용)이라고 말했다.
WHO 도 일본의 뒤늦음 지적
세계보건기구(WHO)의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3 월 16 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나라에 호소하고 싶다. 검사
검사 검사다. 의심스러운 사례에 모두 대응해서다”라고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 월 2 일 조간 1 면에서 일본의 100 만명당 검사 수가 독일의 17 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등 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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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일본이 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국장 선임고문인
시부야겐지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교수는 전수조사가 의미가 없지만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검사할
수 있는 체제를 확충해야 한다고 검사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발표된 일본 감염자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이나 30 세 이하의 젊은 사람이 많다. 이대로라면
감염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에 의해, 고령자나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으로 감염이 퍼질 우려가 있다. 2018 년의 일본의 고령화율은 28.1%로, 많은 감염자나
사망자가 있는 이탈리아의 23.3%, 프랑스의 20.1%, 그리고 미국의 15.8%를 훨씬 웃돌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샤프너 밴더빌트대 교수는 일본은 대규모 노인의 생활시설과 같다. 그래서, 내가
후생상이면, 더 폭넓게 검사해, 한층 더 검사를 넓히고 싶은 기분이 될 것이다"(동양경제온라인 2020 년
3 월 3 일 The New York Times ‘2020 년 3 월 3 일’에서 인용)라고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도 감안해 하루빨리 검사를 확대해 고령자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등 여러
나라의 대응을 적극 참고하면서 검사체제를 강화하기 바란다.

4.코로나쇼크로 맨 처음 실업하는 것이 젊은이인 이유

(President Online, 2020.4.2)

사진 1) 출처: EPA／시사통신포토

생산 중단까지 간 이탈리아·스페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라, 유럽의 경기가 중단 상태에 있다. 감염자수의 확대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이탈리아에서는 3 월 21 일, 생필품을 제외한 생산을 4 월 3 일까지 정지시키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뒤를 따르듯 스페인에서도 3 월 30 일부터 4 월 9 일까지 2 주간 비슷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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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홉킨스 대학의 특설 사이트(COVID‐19 Tracker)에 의하면, 일본 시간 4 월 2 일 5 시 55 분 시점에서
이탈리아의 감염자수는 11 만 574 명으로 세계 2 위(톱은 미국에서 20 만 9071 명)가 되었다. 또 스페인도
10 만 2179 명으로 세계 3 위까지 증가, 발상지인 중국(8 만 2361 명)을 크게 앞질렀다. 이러한 사태를 받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정부는, 상당히 대담한 감염증 대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원래 양국을
포함한 유럽 각국의 경기는 작년 후반에 바닥으로 향했고, 연초에는 가속으로 변하는 싹이 보여지고
있었다. 서서히 반등하는가 싶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경제활동은 수급 양면에서
중단 상태에 빠졌다. 그 결과, 유럽 위원회가 공표하는 경황감 지수는 최신 3 월에 각국과도 큰 폭으로
저하, 경기는 급격하게 악화하게 되었다.
감염자수가 많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유럽 내에서도 경제활동 정체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확대가 언제 수습될지에 따라 다르지만, 양국의 경제는 전반,
연율환산으로 10%가까운 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의식된다. 덧붙여 같은 대책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실시될 경우, 유럽 경기는 한층 더 차가워질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젊은층의 실업률이 재차 50%를 넘어서는 사태도
당연한 일이지만 경기가 위축되면 일자리도 나빠진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특히 그 파장이 젊은 노동자층, 이른바 젊은층에게 미칠 것으로 경계된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일반에서 관찰되지만, 그런데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대표되는 남유럽 제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도대체 왜 그럴까.
원래 남유럽 국가들은 가부장제가 강한 사회로 알려져 있다. 가장의 장에 해당하는 중장년 남성은 정규
무기고용 형태로 취업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이나 젊은층은 비정규 내지는 정규에서도 유기 고용이라는
형태로 취업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경우 고용정리 대상이 되기 쉬운 것은 여성이나 청년층이다. 지난 채무 위기
때, 스페인에서는 재정긴축책을 채용한 적도 있어, 최악기에 상당하는 2012 년부터 13 년에 걸친 실업률은
25%정도까지 상승했지만, 청년층(15 세 이상 24 세 이하)의 실업률은 50%를 넘는 걱정스러운 사태가
되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라고 하는 남유럽 제국에서는 탈세가 횡행하고 있어, 정부의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경제(암경제)가 GDP 의 2 할 정도의 규모까지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현실에는
음식이나 관광 등에서 불법(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으로 취업했던 젊은이도 다수 존재해
실제 실업자는 통계 인상보다 적다고 했다.
게다가 가족과 함께 살던 젊은이의 경우는 가장(아버지)의 비호를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규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경기가 회복된 뒤 이 사이 그들은 꾸준히 나이를 먹었다. 당연히, 생애 연수입은
그만큼 적어졌고, 결혼이나 출산, 주택 구입 등 라이프 이벤트의 타이밍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과거 유례가 없는 대실업이 청년을 덮칠 위험
코로나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각국 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사람과 사물이 움직이지 않는 경제위기가 길어질수록 일자리는 자꾸 사라진다. 젊은이에게 그 영향이
살기 쉬운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경우,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규모의 실업 문제가 젊은이를
덮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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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되는 것은, 앞의 채무 위기 때, 실업에 시달리는 젊은이를 구한 세이프티넷이, 이번 코로나
쇼크에서는 기능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앞의 채무 위기시에는, 음식이나 관광등에서 위법
취업이 가능했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나름대로…, 사람과 물건이 움직이지 않는 현재에서는 그러한 상황은
우선 전망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난 채무 위기 때에 실직한 젊은이를 구한 가장(아버지)으로부터의 소득 이전도 예전만큼
윤택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코로나 쇼크가 생길 때까지 스페인 경기는 견조했지만 그 사이
잃어버린 저축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던 가계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탈리아나
그리스에서도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이 빨리 멈추면, 젊은이를 중심으로 없어지는 고용은 한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시 말해 사태 수습에 시간이 걸릴수록 젊은이가 받는 고통이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실업률이 50%를 훨씬 웃도는 초유의 사태에 남유럽 국가들이 빠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일본의 신규 졸업자 채용도 어려워진다. 사회적 안정의 확보를 서둘러라
일본도 남의 일이 아니다. 3 월 이후 실업률은 틀림없이 상승할 것이다. 게다가 4 월 입사 직전에 내정이
취소된 젊은이도 적지 않은 듯하다. 2020 년도의 신규 졸업자 채용은, 유감스럽지만 매우 어려운 것이 된다.
경제적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한편으로 사회적 안정을 생각하면 이런 사태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이번 코로나 쇼크로 각국 정부는 실업휴업수당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청년 고용 대책이라는
관점에서는 구체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청년 고용을 지킨 기업에는
윤택한 조성금을 내는 등, 청년 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또 기업 측도, 청년층의 고용을 확보하는 대처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일가를 지탱하는 중장년층의
고용확보는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층의 고용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업 또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아니라 보다 대승적인 관점에서 청년층 일자리 확보와
유지에 힘써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지만 다행히 버블 붕괴 후 취업 빙하기가 벗어난 후인 2000 년대 중반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거의 10 년마다 큰 경제 쇼크가 세계를 강타해,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그때마다 청년 고용이 희생되어 왔다. 노동시장의 유동성은 확실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구축이 세계적으로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경제위기로 각국이 대형 경제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밑천은 분명 미래세대에 진 빚이다.
그 빚의 모든 것을 젊은이나 아이에게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점을 우리 개개인이 다시 한번
자각하고 젊은층의 고용 유지와 확보에 힘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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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코로나로 KFC, 맥도널드가 보여준 ‘저력’, 외식 명암 나뉘다

(DIAMOND, 2020.4.2)

사진 1) 출처: kyodonews, 테이크아웃에 강점이 있는 KFC 와 맥도날드는 신형코로나바이러스 소동 가운데에도 호조를 지키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외식업계가 궁지다. 손님이 뜸한 것은 고급점이나 인바운드 비율이
높은 점포. 한편,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는 강점이 있는 KFC 나 맥도날드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편집부 야마모토 코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한 외식과 약한 외식을 솎아낸다--.
신형 코로나 감염 확대가 멈추지 않는다. 음식점에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는 테이블체크 조사에 따르면
도쿄 시내에서 외출 자제 요청이 나온 3 월 29 일의 음식점 예약 취소율은 41%를 넘어 평소의 약 4 배에
달했다. 특히 10 인 이상 단체손님은 예약취소율이 75%까지 치솟았다.
도내의 오피스가에 있는 인도 카레점의 점주는, "평일의 점심 타임의 손님은 140 명 정도. 그런데
재택근무의 권장의 영향으로, 손님수가 격감중. 한층 더 심각한 것이 야간대로, 내점객이 0 명이라고 날도
많아졌다. 가게를 열고 있어도, 매출이 서지 않는다"라고 낙담한다.
3~4 월은 환송회 시즌. 식당으로서는 성수기인 만큼 경영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가지고 있는 운영자금을 한두 달치밖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폐업 도산
속출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테이코쿠 데이터 뱅크의 조사에 의하면, 2020 년 2 월의 상장 외식 기업의 기존점 매출고는, 윤년으로
영업 일수가 하루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5 할을 넘는 기업에서 전년동월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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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줄어든 것이 두드러진 곳이 기념일 회식이나 접대에 이용돼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고가의
가게다. 디너의 가장 싼 코스가 1 만 9800 엔의 긴자 우카이테이를 운영하는 우카이의 2 월의 기존점
매출고는, 전년동월대비 11%감소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도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의 담당자는, "중국에서 신형 코로나 감염이 확대를 보이기 시작한 1 월
중순경부터, 예약의 취소가 시작되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어, 4 월 이후에도 취소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고뇌의 나날들을 밝힌다.
인바운드 점포도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사라진 지금 고가 점포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드디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갑자기!스테이크’를 운영하는 페퍼푸드서비스(FS)다. 3 월 25 일,
향후의 사업 계속이 의심스럽다고 투자가에게 주의를 재촉하고 있다, ‘계속 기업의 전제(going concern)에
관한 주기’를 19 년 12 월기의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발표했다.
페퍼 FS 는 두꺼운 스테이크를 부담없이 서서 먹을 수 있는 업태로 일세를 풍미했지만, 연간 200 점
페이스로 신규출점이라고 하는 급확대 노선을 취해, 결과적으로 자사 점포끼리 경합하게 되어 실속. 19 년
12 월기의 결산에서는, 06 년의 상장 이후 처음으로 영업적자에 빠져 있었다. 현재는 갑자기!스테이크를
대량 폐점하고 ‘페퍼런치’ 등의 타업태 전환을 내세웠다.
페퍼 FS 는 주기의 이유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한 대책의 기본방침이
공표되어 그 이후 소비자는 외출등을 삼가해 외식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20 년 3 월 이후,
당사의 내점객수는 현저하게 감소해, 매출고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테이크아웃 고객 70%인 KFC 는 2 월 매출 플러스
단 갑자기!스테이크의 기존 가게의 손님 수 감소는 2018 년 11 월부터 16 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다. 20 년
2 월의 기존점 매상고는 전년동월비 38.7%감소로 괴로운 숫자이지만, 30%이상의 다운은 19 년 8 월 이후
7 개월 연속이다.
페퍼 FS 는 부진의 원인에 대해 신형 코로나에 의한 외부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 애널리스트는
"신형 코로나의 감염 확대 이전부터 페퍼 FS 는 캐쉬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어 위기 상황. 물밑에서
출자자를 찾고 있다지만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고 어이없어했다.
한편 어려운 환경의 외식산업 속에서도 저력을 발휘하는 것이 패스트푸드 업태다.
특히 호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KFC)’을 운영하는 일본 KFC 홀딩스(HD). 외식
각사가 신형 코로나 감염 확대를 2 월의 실적 부진의 이유로 하는 가운데, KFC 의 2 월의 기존점 매출은
전년동월비 13%증가로 최호조다.
KFC 는 원래 테이크 아웃 고객의 비율이 약 7 할로, 테이크 아웃에 강했다. 덧붙여 최근에는, 500 엔
런치의 도입이나 "오늘, 켄터키하게 하지 않을래?"라는 문구를 텔레비전 CM 으로 내세워, 일상 생활에서의
호소를 계속함으로서, 자숙 무드라고 하더라도 저항감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KFC HD 의 콘도 마사키 사장은 "경합은 패스트 푸드 뿐만이 아니라, 편의점과 슈퍼도 들어간다"라고
평소부터 강조. 경쟁축을 외식으로 한정하지 않고, 테이크아웃 수요를 채우는 궁리를 공들인 것이, 현재,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한 요인일 것이다.
또, ‘맥도날드’를 전개하는 일본 맥도날드 HD 도 20 년 2 월까지, 51 개월 연속으로 기존점 매출고가
전년동월을 웃도는 등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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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도 KFC 와 같이, 테이크아웃이나 런치 타임을 강점으로 한다. 단지, 약점은 야간대였다.
부양책으로, 2 월부터 기간한정으로 투입한 ‘밥버거’가, ‘저녁에는 쌀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를 채워서
대히트. 당초는 판매 기간을 5 월 중순까지로 하고 있었지만, 재고 부족으로 4 월 초순에 종료로 대폭적인
단축을 결정했다.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수요를

흡수하려고

외식

기업은

필사적이다.

택배

대행

서비스를

다루는

테마에칸의 나카무라 토시에 사장은, ‘점포로부터의 문의가, 현재, 통상의 3, 4 배’라고 의뢰가 쇄도하는
상황을 밝힌다. 다이아몬드 편집부가 19 년 12 월에 외식 기업의 경영자에 대해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4 분의 3 이 딜리버리에 적극적이라고 회답. 신형 코로나 감염증의 종식의 앞이 안보이는 가운데, 손을
대지 않았던 기업이 황급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일상생활’과 ‘테이크아웃, 딜리버리’의 양륜을 돌릴 수 있던 외식 기업이, 신형 코로나와의 투쟁에서
살아남을 것 같다.

6. 도톤보리의 방일중국인 98%감소, 스마트폰의 Wi-Fi 해석으로 판명
(민나노 경제신문, 2020.4.3)

사진 1) 출처: 민나노 경제신문, ‘한산한 도톤보리’

시스템 개발 회사 ‘아도인테’(쿄토부 쿄토시)는 3 월 23 일, 긴자·도톤보리를 방문한 사람의 증감 경향을
정리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난바 경제신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방문자의 증감을 조사하기 위해, 긴자·도톤보리를 방문한 인원수를 측정한
동조사. 동사가 개발한 ‘AIBeacon’로, 도톤보리에 찾아온 사람의 스마트폰이 발하는 Wi-Fi 를 해석해,
방문자수의 추이를 주 마다 가시화했다. 기간은 지난해 12 월 28 일부터 올해 3 월 14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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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을 포함한 방문자는 1 월 3 주를 정점으로 긴자가 약 50%, 도톤보리는 약 70% 감소라는 결과로. 방일
중국인으로 좁히면 마찬가지로 1 월 3 주를 정점으로 긴자가 약 97%, 도톤보리는 약 98% 감소라는 결과가
되었다. 1 월 27 일에 중국 정부가 단체 투어등을 금지한 것도 감소에 박차를 가했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의하면, 2019 년 2 월에 일본 방문한 중국인은 72 만명이었지만 금년은 추계
8 만명으로, 약 90%감소의 결과로. 방일 외국인 전체에서도 작년의 4 할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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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중국 NEWS
1. KIC 중국, Plug&Play CHINA 연계 온라인 워크숍 진행

(2020.3.31)

[KIC 중국 황소정 연구원]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해 KIC 중국은 Plug&Play CHINA 와 연계하여 31 일,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사진 1) 출처: KIC 중국, 온라인 워크숍 현장

이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새롭게 진행한 비대면방식의 온라인 워크숍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ICT 스타트업·벤처 해외진출 지원하기 위함이다.

사진 2) 출처: KIC 중국, Integra Group 운영총감 Pierre Wong 강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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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출처: KIC 중국, 온라인 워크숍 강의 현장

영어 및 중국어 동시 통역으로 이루어진 이번 온라인 워크숍의 주제는 "2020 년 중국 스타트업
사업전략"으로, Plug&Play CHINA 경영파트너 Chen Zhao, Integra Group 운영총감 Pierre Wong, EDF 디지털
이노베이션 총감 David Ferguson 등 여섯명의 전문 강사들의 알찬 강의로 진행되었다.
‘중국 창업 투자 및 기회’,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중국 중소기업 대응 방법’, ‘2020 외국계 스타트업 기업
중국내 발전 키포인트’ 등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나갔으며 많은 세간의 관심사를 받는 주제인 만큼
참가자들 또한 두시간여동안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사진 4) 출처: KIC 중국. 온라인 강의 참석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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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온라인 워크숍에서는 총 13 개의 한국 기업이 참가하였고, 최대 접속 수 205,385 명 달하는
등의 큰 성과를 보였다.
한편, 코로나 19 이후 변화가 발생한 중국 시장 분석 및 전문가들의 경험 교류를 통해 향후 중국 진출
희망 해외 기업의 운영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일정인 질의 응답 시간에서는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중국 창업에 대해 한걸음 더 나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KIC 중국과 Plug&Play CHINA 는 이전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양국의 스타트업 및 중소혁신기업들에게
네트워크 구축 및 양질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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