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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NEWS
▶ 닝더시대(宁德时代) ‘슈퍼배터리’ 테슬라에게 공급, 차량 교체의 새로운 물결 시동
(텐센트과기腾讯科技, 2020.6.10)

▶ 화웨이와 미국의 공급체인 ‘쟁투전’: 달걀을 한바구니에 넣으면 언젠간 깨지기마련
(지웨이왕集微网, 2020.6.10)

▶ 당신이 게임에서 씨뿌리고 있을 때 IT 회사는 이미 AI 로 토마토를 재배
(티타늄미디어钛媒体, 2020.6.12)

▶ 전자상거래 자체도 게임 역량도 딸리는데 어떻게 왕이(网易)를 재건?
(DT 재경 DT 财经, 2020.6.12)

ISSUE 및 시장동향
▶ 포스트 코로나시대, 모모(陌陌)의 성장 논리 — 봉황과기(凤凰科技) 제공
▶ 2020 년 중국 퀵배송 산업시장 현황과 경쟁국면 분석
— 치엔쟌옌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제공

▶ 대세 라이브 방송 제품판매를 인터넷 의료에서 마케팅으로 활용하려면?
— 이오왕(亿欧网) 제공

▶ 양자컴퓨터 시리즈 51) 양자컴퓨팅 다가오는데 주류 공공체인은 취약
— 지에미엔신문(界面新闻) 제공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 PLAYCOIN 제공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129) — 윤형건 교수 제공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60조엔으로도 일본을 재생할 수 없는 아베정권의 약점 (동양경제온라인, 2020.6.13)
▶ 이상한 일본의 세수(税収) 정부와 일본은행의 대실책과 국채의 ‘구조’ (ORICON NEWS, 2020.6.12)
▶ 실정이 이어져도 정권은 하고 싶은대로, 마치 패전전의 일본 (JBpress, 2020.6.8)
▶ 신형코로나 사태로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IBM (ZDNet Japan,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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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중국 중앙정부 정책
◆

과학기술

▶ 산업정보화부 청사, 업무 복귀 생산 재개, 학업 복구를 뒷받침하는 빅데이터 제품과 해결방안
발표에 관한 통지 (2020.4.30)
◆

금융

▶ 교통운수부,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철도국, 중국민용항공국, 국가우체국, 중국국가철도그룹유한
회사, 대외 무역 서비스의 보완에 대한 통지 (2020.4.20)

▶ 비즈니스 시스템 소비촉진에 대한 상무부의 지도의견 (2002.4.22)
◆

의료

▶ 일상적 방역에 대한 규제의 정착에 관한 의료기관의 감염방지 업무 강화 요구 통지 (2020.4.30)
◆

취업

▶ 교육부, 2020년 중점 대학교 배치하여 농촌과 빈곤 지역의 학생들의 모집에 관한 사업
(2020.05.13)

KIC 중국 NEWS
▶ 3W카페 주최 ‘2020 과학기술 혁신추세와 실행(옌타이)정책 공유회’ KIC중국 이상운 센터장 참
석（2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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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NEWS
1.닝더시대 ‘슈퍼배터리’ 테슬라에게 공급, 차량 교체의 새로운 물결 시동
(텐센트과기腾讯科技, 2020.6.10)

동력배터리의 장시간 지속 운항은 줄곧 전동차 사용자의 기본 요구였다. 6 월 9 일 중국내 최대
동력배터리 생산업체 닝더시대(宁德时代)는 16 년을 사용할 수 있고 수명이 200 만 km 를 넘는 동력
배터리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1) 출처: 텐센트과기(腾讯科技)

주목할만한 것은 테슬라와 닝더시대(宁德时代)가 2 년간의 합작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계약에 따르면
닝더시대(宁德时代)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Model 3 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
동력배터리 개발의 ‘전장’에서 한 차례의 전투가 일촉즉발이다.
200 만 km 지속 운행, 닝더시대(宁德时代)가 실현한 ‘배터리의 선조’
동력배터리 연구 영역에서 글로벌 범위에서건 중국내 각 대형 제조사이건 모두 더 긴 수명의
동력배터리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 배터리 기업 펑차오에너지(蜂巢能源)는 5 월에 자신이 개발한 수명이 100 만 km 에 달하는 전자칩을
전시했다. ——115Ah 전자칩과 L6 박편 침없는 전자칩은 100 만 km 를 지속운행할 수 있다고 했다.
통용자동차(通用汽车)도 수명이 160 만 km 를 초과하는 동력배터리를 출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창 주목받는 테슬라도 이전에 올해 수명이 160 만 km 를 넘는 전동배터리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와같이 중국내외에서 동력배터리 연구분야는 가히 ‘백가쟁명’이라 말할 수 있다.
펑보사(彭博社)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동력배터리의 유지보수기간은 8 년 또는 24 만 km 이며 이번
닝더시대(宁德时代)가 출시한 이 모델은 16 년을 사용할 수 있고 수명이 200 만 km 를 넘는 동력배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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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배터리 사용수명을 수 배로 올릴 수 있다. 닝더시대(宁德时代)도 산업내 전동배터리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세우려하며 동시에 ‘배터리선조’로 차를 바꾸더라도 배터리는 바꾸지 않는 산업 예언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문하면 바로 생산’ 닝더시대(宁德时代)의 자신감은 어디서 왔는가?

사진 2) 출처: 텐센트과기(腾讯科技)

200 만 km 를 지속 운행할 수 있는 동력배터리의 생산을 실현하기 위해서 닝더시대(宁德时代) 창립자
청위췬(曾毓群)은 “만약 누군가 주문을 한다면 우리는 바로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닝더시대(宁德时代)는 이와 같이 자신감있게 말한다. 당연히 이미 초기단계 공급 판매 계획도 세웠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배터리는 아마도 먼저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2 월 테슬라와 닝더시대(宁德时代)는 2 년 기간(2020 년 7 월부터 2022 년 6 월까지)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닝더시대(宁德时代)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Model 3 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전염병 환경 속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현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청위췬(曾毓群)은 매체 인터뷰를 할
때 독일에 공장을 건립하는 중이었다. BMW 를 생산하는 70%이상의 배터리는 동시에 아우디, 포르쉐와
합작할 수 있다. 비록 현재 계획은 없지만 청위췬(曾毓群)은 미국에서 공장을 건립할 가능성을 배척하지
않았다.
동시에 청위췬(曾毓群)은 전동차 수요가 2021 년 초에 회복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며 바꿔 말해
신형배터리의 수요는 닝더시대(宁德时代)에 지속양산의 ‘강심제’를 주입했다.
닝더시대(宁德时代)+테슬라, 가격은 단지 감소하고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
가격측면에서 청위췬(曾毓群)은 펑보사(彭博社)와 인터뷰를 할 때 이 배터리의 생산 비용은 보통
배터리와 비교하여 10%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 ‘신인프라건설’ 정책하에 신에너지차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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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에 따라 종합적으로 볼 때, ‘슈퍼배터리’를 탑재한 신에너지차 가격도 현격히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닝더시대(宁德时代)와

테슬라의

합작을

돌이켜볼때

5

월

실적

설명회에서

청위췬(曾毓群)은

“닝더시대(宁德时代)가 테슬라에 제품을 공급하는 시간은 대략 올해 하반기가 될 것이며 제품 공급은
린수안티에리(磷酸铁锂) 또는 싼위엔배터리(三元电池)에 제한두지 않고 구체적 공급 상품은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3) 출처: 텐센트과기(腾讯科技)

탑승연합회(乘联会)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5 월 테슬라가 중국산 싼위엔배터리(三元电池)를 팔아준
양은 11095 량으로 전분기 대비 205%가 증가했고 신에너지 차량 판매량의 1 위를 차지했다.
테슬라 판매량이 갑자기 증가한 주요 원인은 바로 Model 3 가격이 내리고 다시 내렸기 때문이다.
테슬라은 일찍이 가격 인하를 이용하여 중국내 신에너지 보조금을 획득했다. 5 월 1 일 테슬라 차이나는
Model 3 표준이 지속 운행 업그레이드 버전의 보조금 전 판매가가 32.38 억 위안에서 29.18 만 위안까지
하락했고 하락폭은 9.88%였다. 다시 현재 있는 2.025 만 위안의 보조금을 더해, 이 차의 소비자 가격은
하락해 27.155 만 위안까지 하락할 것이다.
안신증권(安信证券) 소식에 따르면 현재 상하이공장 Model 3 의 국산화율은 대략 30% 좌우이며, 이전에
노출된 비용 절감 계획에 따르면 올해 7 월이 되면 중국산화 비율이 70%~80%까지 오를 것이라고 했다.
배터리와 부품 두 가지 부분의 국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 차량의 제조 비용은 현재보다
하강해 1.88 만 위안에서 16.99 만 위안까지 하락하고 하락폭은 9.97%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안신증권(安信证券)은 제조 비용을 유지하며 변화하지 않는 상황하에 만약 중국산 Model 3 기초 모델이
20%~25%

총이윤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렇다면

판매

가격은

크게

하락하여

24.39~26.17 만 위안 사이가 될 것이다. 만약 더 나아가 린수안티에리(磷酸铁锂)배터리와 중국산 부품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20%~25% 총이윤율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중국산 Model 3 기초
모델 판매가는 21.74~22.65 만 사이까지 하락할 것이며 동급의 다른 호화브랜드 석유차량 판매가와
기본적으로 비슷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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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계속된 인하는 미래 닝더시대(宁德时代) ‘슈퍼 배터리’를 장착한 후 지속 운행 능력을 높이고
차를 바꾸려는 열풍을 자극할 수 있을까?

2.화웨이와 미국의 공급체인 ‘쟁투전’: 달걀을 한바구니에 넣으면 언젠간
깨지기마련

(지웨이왕集微网, 2020.6.10)

사진 1) 출처: 지웨이왕(集微网)

화웨이는 핵심 상품과 일부 공급체인을 중국 대륙에 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불확정성은 끊임없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일부 공급업체는 자신의 배치를 바꾸는 것에 불만이다.
미국의 계속된 압박하에 화웨이는 최근 몇 년간 미국제재 조치가 공급업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계속 더 많은 공급체인을 중국 대륙에 이전하는 것을 시도해왔다. 특히 화웨이는 칩
공급업체가 가장 빠르게는 올해 말 전까지 대륙에서 대다수의 칩 패키징과 테스팅 작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 닛케이아시아평론(日经亚洲评论)의 보도에 따르면 소식을 준 인사가 말하길 화웨이는 PCB
공급업체에게 유사한 요구를 제기했다고 한다. 작년이후 화웨이는 더 많은 중국내 공급업체를 유입했다.
이것은 공급체인 본토화 작업의 일부분으로 본토 생산능력을 구비한 새로운 공급상만 수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전염병이 가져온 경제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새로운 라운드의 제재로 인해 화웨이의
공급체인 본토화 전략은 그리 순조롭지 않다.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공급체인 주관의 말에 따르면 수많은 공급상은 ‘미래 수요가 불명확한’
시기에 급진적 변동을 피하고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고관은 과거 1 년중 일부
칩 패키징과 테스팅 공급상과 PCB 제조상은 이미 화웨이를 도와 그들의 중국 대륙에서의 생산 능력을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급상 모두가 기꺼이 이와 같이 한 것은 아니다. 전염병이 반도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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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에 충격을 가했고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압박이 점점 더 엄격해짐에 따라, 공급업체들은 중국 대륙
생산 능력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약해졌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또다른 고위 임원은 털어놓길, 일부 공급 업체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중국
국외에서 생산하여 미국 반도체 고객 수요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고위급 임원은 공급체인이 이처럼 양파와 같이 복잡하다며, 화웨이는 ‘외부 몇 층 껍질을 벗겨내
버리고’ 일부 공급업체가 중국 대륙으로 이전하거나 대륙의 자회사를 지원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정말로 더 내부로 이동하면 매 공급업체를 중국 대륙에 두는 것이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전력을 다한 타격이 일부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으며 관련 공급 업체들도 반도체 수요 감소에 대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경제 둔화라는 이중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연구기구 Gartner 데이터에 따르면 화웨이는 작년에 208 억 달러 가치의 칩을 구매했고 이중
해사자연(海思自研)칩을 포함하며,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 글로벌 3 대 반도체 구매자가 되었다. 현재
화웨이가 구매한 칩 대다수는 유럽, 일본, 한국, 대만 등을 포함하여 중국 대륙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한
것이다.
소식을 주는 여러 인사에 따르면 화웨이는 칩조립의 최후 부분이 중국 대륙에서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닛케이(日经) 보도에 따르면 수많은 대만, 일본, 한국의 공급업체가 이미 화웨이로부터 중국에 더
많은 생산능력을 할당하여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이 문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2018 년 ZTE(中兴通讯)가 미국 제제를 받은 후, 그 해 화웨이는 공급체인의
본토화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8 년 말, 화웨이 CFO 는 캐나다에서 구금되었으며 화웨이는 공급망
조정을 더욱 가속화했다. 이외에 화웨이는 국내 tier-2 공급 업체 공장에 수백 명의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그들을 개선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었다.
여기에는 중국 본토에서 가장 큰 칩 패키징 및 테스트 공장인 장쑤장전(江苏长电)과 화합물 반도체
제조업체인 샤먼싼안집성(厦门三安集成)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일을 잘 아는 한 업계 주관은 화웨이의 계획은 작년말에 대량의 고급 칩 패키징과 테스팅
작업을 장전(长电) 본토 공장에 두고 100 여 명 엔지니어를 파견하는 것이었으나 그리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일부 기초적인 전문 기술과 재료는 여전히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Ajinomoto
Fine-Techno(味之素公司)는 첨단 ABF 독자 공급업체다. 이는 일종의 스마트 휴대폰과 기점의 고급
처리기가 필요한 중요한 패키징재료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Ajinomoto Fine-Techno(味之素公司)는 재료
제조와 공급체인이 모두 일본에 있으며 짧은 시간내 중국 본토로 이전할 동기가 없을 수 있다. 어떤
지인은 ABF 판에 핵심 재료를 공급하는 Hitachi Chemical(日立化学)도 홍콩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대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만 경제연구소 공급망 분석사 치우시팡(邱世芳)은 말하길 화웨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조 합작
파트너에게 ‘더 많은 통제와 보호’를 하여 칩 공급체인을 안전하게 하고 외부 간섭을 받지 않도록 중국
대륙에서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지정학적 형세와 전염병 상황은
공급업체의 대륙 생산 기지를 다원화하도록 촉진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의 국면하에 만약 그들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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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아니라면, 어떤 단일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재집중하여 더 많은 제품 생산라인을 중국 본토로
이전하는 것은 어떤 고객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도 산업체인을 중국에서 반출하고자 함
화웨이가 중국 본토 공급체인을 확장하는 때, 미국은 ‘고도의 자급 자족, 경제 안전’등 협소한 사고를
내세우며 글로벌 공급체인을 조정하기를 희망했으며 줄곧 공급업체에게 공급 라인을 미국으로 혹은
아시아 기타 국가로 이전해 올 것을 부르짖었다. 사실상 작년부터 시작해 미국, 일본, 한국 모두 기업을
본국으로 이전해 생산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 분석가들은 이에 관해 지금까지 공급망의 재조직 진행과 관련 노력 모두 일종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미국은 홍하이(鸿海)와 TSMC 를 유치하여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이전 위스콘신주 공장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가시적 성과가 없으며, 공급체인 시스템의 재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 무역 센터의 Deborah Elms 은 "사실은 말을 이긴다. 기업은 매우
합리적인 방식에 의거하여 공급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공급체인을 이전시키려면 반드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전염병 상황아래 기업의 현금 흐름이 줄어들고 공급체인 이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글로벌 전체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표

1)

출처:

세계은행&중진기업연구부(中金公司研究部).

세계은행

보고서는

글로벌공급체인에서

중국이

이미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지역 핵심지위였던 것을 대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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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많은 회사들이 모두 ‘중국 플러스 1’ 제조 센터 전략을 채택하여, 베트남을
확실한 수혜자로 만들었다."라고 Fitch Solutions 아시아 국가 리스크 연구 책임자인 Anwita Basu 는 말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생산라인을 이전해 나가려는 속도는 아주 느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제조 규모가
너무 커서 여러 국가가 한데 모여 일부를 흡수하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서로 다른 경제주체가 생산판매 등의 과정에서의 비교우위도 다르다. iPhone 을 예로 들면 스크린,
카메라의 공급사는 한국과 일본, 포장은 중국, 주식상장은 미국, 판매는 전세계 각지에서 하며, 산업체인
상의 국가와 배후의 자본 모두 이로 인해 수익을 얻는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의 종합 비용이 낮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홍콩중문대학(香港中文大学) 비즈니스학원 조교수 우징(吴靖)은 BBC 와 인터뷰를 할 때 “국가 생산능력이
충분한가 아닌가? 훈련받은 노동력이 충분한가? 정부의 보조금은 어떠한가? 교통운수는 어떠한가?
이러한 방면 모두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중진(中金) 분석사는 강조하길 비록 무역 마찰과 전염병 상황이 대외교역 회사가 부분적으로
지역 다원화 전략을 취하도록 하지만, 운송경로와 비용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중국시장 수요로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은 중국을 이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본토화율을 더 높일 것이다. 중국에서
이전해 새로운 ‘산업체인 연맹’을 구축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제조비용이 대폭
상승하고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또한 어떤 관점에서는 공급체인의 안정성은 비즈니스 안정성의 전제지만 절대 안정성은 단지 꿈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모든 달걀을 한 개 지역 또는 국가 바구니에 넣을 때 바구니의 모양이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언젠가는 깨질 것이다. 따라서 산업체인을 새롭게 재조직하고 공급원을 다원화하려면 더
많은 대외교역 기업들에 의해 의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Gavekal 의 분석가 Dan Wang 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숙련된 노동자 수량이
방대하고, 공급사 네트워크가 깊고 두텁고, 정부가 제조사에 대해 지지해주고,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
중국의 제조 기지로서의 지위는 기타 국가와 여전히 비교하기 어렵게 월등하다.” 더 나아가 설령 기업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더라도 중국 생산은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거대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화웨이이건 미국이건 현재 상황에서 공급체인을 이전시켜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공급체인의 배치는

경제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강대한 정치적 억압은

공급체인을 부술 뿐이다. 비록 최근 몇 년간 전 세계가 역전되는 추세가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여전히
앞을 향해 갈 것이며 다원화, 다양화, 경제 법규에 부합하는 공급체인이야말로 기업 발전에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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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신이 게임에서 씨뿌리고 있을 때 IT 회사는 이미 AI 로 토마토를 재배
(티타늄미디어钛媒体, 2020.6.12)

사진 1) 출처: Unsplash

네티즌이 깊이 몰입하여 게임 속에서 밭에 씨를 뿌리고 있을 때, 일부 인터넷 기업도 AI 로 농업 재배를
개선하는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최근 텐센트 AI Lab 은 AI+농업 응용 방면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었음을 선포했다. 자체 연구 개발한
AI 알고리즘과 과학 기술에 근거하여 ‘텐센트 AIoT 스마트 재배 방안 iGrow’는 이미 올해 중국에서
구현되었다. 이 스마트 농업 솔루션은 대농업 지구인 랴오닝성에 첫번째로 토마토 시범 기지로 이미
눈앞에 ‘작은 풍성한 수확’을 맞이했다.
텐센트 AI Lab 은 본지에 말하길 AI 알고리즘 개발과 텐센트 클라우드의 PaaS 플랫폼 비용을 제하면 이
토마토 시범 기지의 매 무(亩) 매 분기 순이윤은 수 천위안이 증가했다. 이번 시범 기지에 이용된 스마트
재배안은 생산 비용을 모두 텐센트에서 지불했고, 테스트 과정 중에서 농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했다.
사실상 기술수단을 개조하여 농업에 사용하는 것은 전지구의 공통된 인식이다. 기계 학습, 컴퓨터 시각,
빅데이터 분석과 클라우드 컴퓨팅이 응용이 가장 광범위한 기술이다. 유럽연합, 독일, 네덜란드, 일본은
내부에서 이미 ‘디지털 농업’ 발전 계획을 출시했다.
그렇다면 AI 기술은 어떻게 전통 농업을 개조하여 도움을 주며,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AI 는 묘종 효과를 어떻게 개선하는가?
농업 장면은 교체 주기가 비교적 길다. 통상적으로 농업 전문가 수십년의 축적된 경험에 의지한다.
왜냐하면 과정 중에도 물리, 생물화학 과정이 포함되고 정보량이 거대하며 인류가 감성 판단에 더 많이
의지해야 하지 때문에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주간 중국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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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이 ‘디지털 농업’에 유입됨에 따라 연구자는 센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검측하고 특정 패턴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고, 전문가 경험을 집성한 시뮬레이터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탐색과 최적화를
하며, 한 셋트의 정확한 결정안을 실시간으로 수립한다.
이번 스마트 농업 솔루션의 구현 과정 중에서 AI 의 작용은 주로 재배 결정과 온도 제어가 더욱
정확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임 농업기술원 류지엔화(刘建华) 소개에 따르면 작물은 서로 다른 생장 주기에서 온실 환경에 대한
각기 다른 요구를 지닌다. 온실 온도를 예로 들어 전통 토마토 재배에서 농민은 묘목기, 개확기, 과실기에
각기 다른 온도를 설정해야 하지만, 매 시각 환경과 작물 생장 상태의 미묘한 변화에 맞춰 정확히
식별하기는 아주 어렵다. 판단하여 이상적 온도로 대응하기까지 모든 재배 주기에서 농민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고정된 온도치로 조작하며 추정하기 쉽다.
상술한 조작은 매우 경험에 의존하며, 저비용 조건하에서 정확하고 자동화된 재배 결정과 최적화, 온실
제어를 실시간 실현할 수 없다. 그리고 AI 도입 후 스마트 농업 솔루션은 시간 제어에 더 편리한 장점을
가진다.
구체적인 조작에서 이 방안은 IoT 센서를 사용하여 분 또는 시간에 따라 공기, 토양의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와 광합성 유효값 등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고빈도로 수집한다.
최적화된 iGrow 온실 시뮬레이터는 재배 과정에 관해 대량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데, 15 초 동안 82
개의 성장주기를 시뮬레이션 한 후, 학습 AI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최상의 재배 결정을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실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작물의 품질과 수확량을 향상시키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사진 2) 출처: 티타늄미디어(钛媒体) AI 로 재배해 낸 토마토

AI 온실개조, 리스크 대항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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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의 소개에 따르면 랴오닝의 토마토 시범 기지에서 iGrow 안은 센서, 콘트롤러, 엣지게이트웨이 등
도구를 포함하며 텐센트 클라우드에 PaaS 플랫폼을 배합해 구축하며, 재배 결정과 온실 제어를 균일하게
자동 집행할 수 있다. 농민은 단지 재배, 채집, 설비 일상 유지보수 외 소량의 기초 농업 작업만 하면
되기에 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제 1 기 시범 기지에서 텐센트 AI Lab 은 현지의 태양광 온실을 3 개 사용해 토마토를 재배했으며, 이중
두 개는 iGrow 안의 실험그룹으로 설정되었다. 5 월 시범 기지 종료 후 실험 그룹과 미개조한 대비 그룹을
서로 비교하자 매 무(亩) 매 분기당 수천 위안의 순이윤이 증가했다.
실험기간 2 월중 돌발한 꽃샘추위가 온도를 갑자기 내려 대비그룹은 농민이 지난 경험을 참고해 고정
온도를 설정했고, 재배 기간 동안 3 차례 온도를 조정했다. 그러나 실시간 조정을 할 수 없어 온도가
급락할 때 온실의 보온성은 비교적 약했고 기온이 움직이는 변동폭도 더 클 수 있다.
iGrow 안이 설치된 실험 그룹에서는 롤러 셔터, 방풍기 등 저급의 자동화 제어 기술을 배합하고, AI 개조
후의 온실은 한 시간마다 온도 조정을 실현했다. 따라서 꽃샘 추위 등 기후의 리스크에 대처하는 능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사진 3) 출처: 티타늄미디어(钛媒体). iGrow 안 랴오닝 온실 시범지구

현재 재배 결정과 온실 제어는 AI 로 완성할 수 있지만 가지 치기와 채집 작업은 여전히 사람 손으로
완성해야 한다. 이외 농업 장면 재배 주기가 길고, 데이터가 규범화되어 있지 않고 채집 비용이 높아
데이터 부족 문제가 출현할 수 있다. 그 외 온실 시뮬레이터도 일정한 정확도 오류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요소는 AI 가 농업측면에서 진일보 확장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관해 텐센트측은 향후 데이터 규범 채집, 시뮬레이터 세대교체, 알고리즘 최적화 방면에서
노력하여 AI 농업 실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 중국 창업

12

제 184 호(2020.06.17)

주간 NEWS

4.전자상거래 자체도 게임 역량도 딸리는데 어떻게 왕이(网易)를 재건?
(DT 재경 DT 财经, 2020.6.12)

6 월 11 일 나스닥에서 힘들게 일한지 20 년 후, CEO 딩래이(丁磊)는 평균 연령이 채 29 세가 안되는
2 만명의 왕이(网易) 직원을 데리고 홍콩에서 두번째 상장을 했다.

사진 1) 출처: DT 재경 DT 财经, 왕이(网易) CEO 딩래이(丁磊)

상장 첫날 왕이(网易)의 주식가는 높게 시작하여 크게 5.69% 상승한 최종 130 홍콩 달러로 마감했다.
그날 저녁 딩래이(丁磊)는 라이브 방송에 직접 나와 4 시간동안 7500 만 위안의 물품을 팔았다. 1600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시하는 와중에 딩래이(丁磊)는 다시 한번 사용자들을 향해 자신의 새로운 신분——
제품 판매 BJ 임을 소개했다. 이전 20 년 동안 딩래이(丁磊)가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 다양한
군중 앞에 나타난 것과 같았다.
전자메일부터, 포털사이트, 전자게임, 다시 교육, 음악, 전자상거래와 양돈까지, 왕이(网易)의 최근 몇
년간의 탐색은 바로 딩래이(丁磊)가 한 말과 같다. “자신을 정의내리지 말고, 자신을 속박하지 않고,
경계에 관계없이, 영역에 상관없이 하라.”
비록 이러한 영역에서 왕이(网易)는 모두 자신의 정선된 길을 유지하려 했지만 전자 게임 비즈니스
성장속도는 몇 년간 연속하여 느렸고, 음악판권은 텐센트의 장기간 압박과 카오라(考拉)의 저가 판매를
겪었다. 기본상 딩래이(丁磊)는 ‘하나의 왕이(网易)를 다시 만들려는’ 야심을 잠시 보류했다.
딩래이(丁磊)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설명하길 ‘이러한 종류는 한계를 두지 않는다. 기회가 있으면
일부 단기간 손실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기회가 있으면 인정받거나 이해받지 못해도 심지어 일부
조소와 비난을 받아도 우리들의 기개는 크고, 눈치보지 않고, 앞을 향해 거리낌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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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상장한 왕이(网易)는 더욱 안정된 마음으로 다음 20 년을 걸어가려 하며, 직면한 문제들은 여전히
아주 많다.
1. 전자상거래는 다시 사는 것이 아니다
주주모집 설명서의 모집자금 수요에서 왕이(网易)는 45%의 모집 자금을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쓰려한다고 밝혔다.
혁신, 확실함이 왕이(网易)가 줄곧 해 온 일이다.
2014 년 전, 만약 왕이(网易)가 무슨 회사인지 말한다면 기본적으로 아무도 전자게임회사라고 말하는데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포털 사이트로 시작했지만 2001 년 전자게임 영역에 들어온 후
2013 년까지 왕이(网易)는 온라인 게임 수입이 매년 회사 영업수익의 80% 좌우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2014 년 전자상거래에 진입하면서 왕이(网易)는 시장에 새로운 기대를 품게 된다.
2015 년 초 출시한 왕이카오라(网易考拉)는 전략적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2014 년 Q2 부터 왕이(网易)
혁신비즈니스 수입의 연속 4 개 분기 전년도 동기간 대비 성장속도가 200%를 초과했다. 2018 년 Q4 까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는 이미 총영업 수익의 1/3 을 점유하며 왕이(网易) 영업수익의 두 번째 엔진이
되었다.
그러나 매출 성장으로 전자상거래가 왕이(网易)에게 새로운 활력만 주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가 가져오는 비용지출도 부단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는 구매, 창고, 물류 등 많은 항목 지출을 증가시켰기에 왕이(网易)의 영업비용은 2014 년부터
2019 년까지의 기간동안 750%나 증가했고 순이윤율도 그에 맞춰 하락했다. 2014 년의 40.9%에서 계속
떨어져 2018 년에는 9.6%까지 하락했다.
당시에

이미

시장

분석가들은

딩래이(丁磊)가

‘하나의

왕이(网易)를

재구축’하려는

꿈이

점점

가물가물해진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는 고비용, 저이윤인 동시에 증가 속도도 명확히
완만해졌기 때문이다.
비록 2019 년 전 두개 분기에서 왕이(网易)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의 총이윤율이 약간 상승했으나 2 분기의
전자상거래 영업수익 증가속도는 단지 20%밖에 되지 않으며 증가 속도는 더 느려졌다. 분기 재무보고
전화회의 중 왕이(网易) CFO 양쟈오슈엔(杨昭烜)은 왕이(网易)의 경영이념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빠른
성장을 대체하는 모델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서 9 월분 카오라(考拉)는 20 억 달러에 알리바바에게 팔렸고 바로 이 진술의 증거가 된다.
2018 년 말 왕이(网易)는 대규모 감원을 통해 중대한 조직 구조를 조정했다. 왕이(网易) 애니메이션을
B 스테이션에 팔고 오프라인 왕이(网易) 수익상품, 박하 라이브방송 폐업 등, 일련의 조치는 모두
왕이(网易)를 넓고 산만한 사이트에서 자원을 집중하고 우세 비즈니스에 퇴각 대치시키는 결심을
가리킨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에서 부차적인 것을 버려 중요한 것을 지키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터넷 전체에서
고속 성장을 추구하는 상황하에 전자상거래의 낮은 총이윤율을 지속한 몇 년 동안, 전자게임을
왕이(网易)의 주 뼈대로 삼고 지탱해 온 성장은 이미 다소 기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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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출처: 왕이주주모집설명서&각 년도 재무보고. 왕이 최근 몇 년간 매출과 순이익표. 파랑-순이익, 주황-운영비용, 노랑순이윤

2. 전자게임회사 왕이(网易)의 3 대 문제
2017 년~2019 년까지 전자게임 수입은 각각 왕이(网易) 총 수입의 81.6%, 78.5%, 78.4%를 차지했다. 막
끝난 2020 년 Q1 에서 전자게임 역시 왕이(网易)에게 79.2%의 수입을 가져왔다. 한 회사의 80% 수입이
모두 전자게임으로부터 올 경우, 우리들도 게임회사의 기준으로 그 비즈니스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시장 점유액으로 볼 때, 왕이(网易)는 성공했다.
최근 몇 년간 크게 인기있던 중국 게임시장은 텐센트와 왕이(网易) 두 회사가 주도했다——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그렇다. 감마데이터(伽马数据) 추산에 따르면 2018 년과 2019 년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의
헤드상품은 텐센트와 왕이(网易) 두 회사가 분할하고 있다. 어창(鹅厂)과 주창(猪厂)이 각각 <왕자용휘>와
<몽환서유>양대 히트게임을 보유한 것 외에 각자 <평화엘리트><양음사>류의 헤드급 게임이 있다.
그러나 왕이(网易)도 자신의 문제——지속적으로 조혈하는 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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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현금 흐름이 가장 높은 10 개 새 게임에서 텐센트는 자신의 강세를 유지했고, 여전히 강산의
절반을 점유했고——왕이(网易)는 도리어 잃어버렸다.

표 2) 출처: 감마데이터(CNG). 2018~2019 년 중국모바일게임 트래픽 랭킹 Top10. 파랑-텐센트, 주황-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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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2019 년 트래픽이 가장 높았던 10 대 모바일 게임을 되돌아보면, 상위 랭킹의 5 개는 텐센트
게임으로 업로드된지 평균 1.8 년이 되었고, 왕이(网易)계열의 4 개 상품의 평균 업로드 시간은 도리어
3.8 년에 달했다.
시장 테스트를 거친 오래된 전자게임은 높은 이윤 가치를 지닌 사용자를 더욱 응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몽환서유><서유대활약>시리즈에 모여 돈을 쓰는 수만 위안은 심지어 몇 백만 위안의 플레이어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유저 잠재력을 개발하려면, 왕이(网易)도 역사적인 침전을 통해 더 빨리 고액의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업그레이드 속도가 특히 빠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왕이(网易)가 만약 여전히 옛 술을 새포장에
담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이러한 오래된 IP 를 포장하려 한다면 결과는 예측할 수 있을 듯하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안정적인 조혈 능력이 결핍된 상황이 오래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2010 년부터 2019 년까지 왕이(网易) 게임 비즈니스 증가속도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2010 년과 2016 년
왕이(网易) 게임 비즈니스는 갑자기 급증했다. 심지어 2015 년 출현한 연간 성장이 80%에 가까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기타 기간에는 매년 10~20%의 실적 성장을 확실히 자주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왕이(网易)의 주비즈니스에 대한 성장 컨트롤이 사실상 ‘하늘을 바라보며 밥 먹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조혈 역량이 부족한 것 외에도, 왕이(网易)의 상품 운영 능력도 일정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올해 4 월초, 5 년동안 업로드되어 인기있던 <온나라 땅의 병사> 서버가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고 게임 데이터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후 왕이(网易)는 조악한 위기 대응으로
유료 유저의 불만을 일으켰고 화제가 무르익은 후 비즈니스는 기본 판도가 흔들렸다.
몇 년 전 <음양사>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과 비슷한데 2016 년 <음양사>에서 Bug 가 출현했을때
유저들의 대규모 유실을 야기했다. 2017 년 초 <산은 대폭주를 면하다>부속판에서 또다시 수치설정이 잘
안된 문제가 발생해 유저들이 화를 내고 원성을 높이게 했다.
이 양대 문제는 왕이(网易)가 최근 몇 년간의 전자 게임 발전 상황이 약간 어렵다는 느낌을 주게 했다.
반대로 왕이(网易)의 제 1 적수 텐센트는 중국게임기업 안에서 학습도 잘 하고 더 노력하는 최우수학생의
모습을 보인다.
텐센트가 막 발표한 2020 년 Q1 재무보고에는 1 분기 텐센트 게임 수입이 작년 동기간 대비 33%
증가했고, 465.51 억 위안 인민폐에 달했고, 이 수치는 왕이(网易)의 3.44 배다. 더 중요한 것은 이는 텐센트
총 수입의 43.1%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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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출처: 텐센트재무보고, 왕이재무보고. 2017~2020 년 Q1 왕이게임과 텐센트게임이 각자 자신의 총수입에서 점유하는 비율.
주황-왕이, 파랑-텐센트

텐센트 전략을 연구해보면 우리는 이 기업이 게임 비즈니스 상 성공을 거둔 것이 양대 측면에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텐센트의 게임 비즈니스는 ‘전체화’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영웅연맹>부터 영웅연맹 게임
라이브방송은 영웅연맹 직업 연합 대회까지 이르고 텐센트는 판권으로 닻을 삼아 이 게임 전체 연결
체인상의 모든 과정을 단단히 부여잡는다.
사실 판권상의 강세다. 왕이(网易)는 ‘치킨먹기’류의 모바일 게임에서 먼저 우세를 발휘했지만 텐센트는
최후에도 란통(蓝洞)의 지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제작회사를 구해 준 것), 다시 게임판권, 모바일 게임
정식 버전의 개발권과 남은 전체 산업체인을 장악했고 추월을 실현했다.
진위엔(金元)을 통해 판권을 획득하고 다시 판권을 통해 전체 산업체인을 점유한다. 지금의 시장에서
자금이 많고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텐센트만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비교할때

이

또한

왕이(网易)

게임비즈니스

발전상의

또

하나의

문제이며,

판권상의

약세로

왕이클라우드음악(网易云音乐)이 처한 입장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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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진증권전매인터넷산업(国金证券传媒互联网行业) 수석 애널리스트 패이패이(裴培)가 일찍이 쓴 글에서도
일컫길 텐센트와 같은 플랫폼형 기업과 비교하면 왕이(网易)는 사용자지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내부
협동도 부족하다. 최근 몇 년간 왕이(网易)는 너무 많은 자원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에 투입했고 이
비즈니스와 기타 어떤 비즈니스도 협동 효과가 부족하다.
가까운 장래에 왕이(网易)는 여전히 모바일게임이 수입과 이윤의 주요 근원이 될 것이며 모바일
비즈니스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경로를 아직 찾지 못했다.
3. 교육은 왕이(网易)의 다음 성장 포인트가 될 것인가?
게임비즈니스와 경쟁상대 텐센트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는 상황하에 이 너무 안정적인 기본 판을
제외하고

다른

두

개

산업

왕이요우다오(网易有道)와

왕이클라우드음악(网易云音乐)이

조혈능력을

제고시켰고 절박함을 더하게 했다.
2018 년과 2019 년 왕이(网易)게임의 영업수익 증가속도는 이미 하락해 10.77%와 15.51%가 되었고
2020 년 Q1 증가속도도 단지 14%밖에 되지 않았다.

표 4) 출처: 왕이재무보고. 왕이 각 세부비즈니스 최근 순수익과 성장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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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자면 2006 년 출시하여 2019 년 막 나스닥에 등록할 때의 왕이요우다오(网易有道)는 강력한 성장
능력을 보이고 있었다. 비록 영업수익 규모가 비교적 작았지만 최근 2 년동안의 수입 증가속도는 61%와
78%에 달했다.
올해 1 사분기에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왕이요우다오(网易有道)의 영업수익은 작년 동기간 대비 대폭
139% 증가했다. 주로 왕이(网易) 정선클래스 K-12 유료학생 등록인 수는 작년 동기대비 358.7% 증가하여
15.28 만 명이 되었다.
왕이(网易) 주주모집설명서에 따르면 왕이요우다오(网易有道) 산하의 학습도구상품은 2019 년 평균
월활성사용자 수가 1 억을 초과했다.
강한 성장은 딩래이(丁磊)로 하여금 온라인 교육시장의 잠재력을 일깨우게 했는지도 모른다. 올해 초에
이르러서야 딩래이(丁磊)는 교육을 왕이(网易)의 4 대 도전 중 하나로 공개적으로 제창했으며 왕이(网易)가
이미 보유한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표 5) 출처: 이관치엔판(易观千帆). 2020 년 4 월 6 대 온라인교육 APP 시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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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온라인 교육은 이미 거두 린리(林立), 하오웨이라이(好未来)의

학습하고 생각하는 인터넷

학교(学而思网校), 신동팡(新东方)의 신동팡온라인(新东方在线), 숙제방(作业帮), 원숭이푸다오(猿辅导) 등
빅플레이어도 모두 요우다오 엄선 클래스(有道精品课)의 강력한 적수다.
이관치엔판(易观千帆)의 2020 년 4 월 데이터에 따르면 요우다오 엄선 클래스(有道精品课)의 월활성사용자
수는 162.4 만명이며, 신동팡 온라인(新东方在线)과 공동으로 6 대 온라인 교육 APP 에서 제 4 위를 차지하고
있다.
요우다오 엄선클래스(有道精品课) 4 월 MAU 와 전체 인터넷 침투율이 신동팡 온라인보다 우위에 있지만
유료사용자의 수량은 여전히 후자와 차이가 적지 않다.
2017 년부터 2019 년까지 요우다오 엄선 클래스(有道精品课)의 유료 학생 등록인 수는 각각 41.8 만,
63.4 만, 83.3 만이었다. 그리고 신동팡 온라인의 2020 년 재무년도 상반기(2019 년 11 월 30 일까지) 총
유료사용자 수는 132 만 명이었다.
이와 같이 온라인 교육은 마찬가지로 돈을 태워 트래픽을 획득하는 저급의 논리에서 탈피했고
왕이요우다오(网易有道)는 더 높은 고객 확보 비용을 지닌다. 이것은 최근 3 년간 영업 수익에서 신동팡
온라인보다 더 우수하지만 적자 상황 또한 더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표 6) 출처: 슈에치우(雪球). 왕이요우다오(网易有道.주황색)와 신동팡온라인(新东方在线, 파랑색) 매출과 순이윤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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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신동팡 온라인(新东方在线)의 순이윤율은 -4.35%이고 왕이요우다오(网易有道)의 순이윤율은 46.05%다. 이 것은 매번 100 위안의 수업 과정을 판매할 때 신동팡(新东方)은 4 위안의 적자를
왕이요우다오(网易有道)는 46 위안의 적자를 본다는 의미다.
유료 사용자가 대폭으로 증가한 동시에 어떻게 고객 확보 비용을 낮추느냐는 이미 눈 앞에 임박한 일이
되었다. 딩래이(丁磊)는 왕이(网易)가 이미 보유한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왕이클라우드음악(网易云音乐)은 텐센트 판권 압박에 깊이 빠졌고 영업수익 증가속도는 시종 완만한
상황이다. 요우다오 엄선 클래스(有道精品课), 왕이클라우드 클래스(网易云课堂)와 중국대학 MOOC 는
대표적인 교육상품으로 왕이(网易)의 다음 20 년의 유력한 비즈니스 기둥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만일 장기 적자인 전자상거래 사업을 견디기 힘든 경우다. 그러면 왕이(网易)의 미래는
현재와 같이 온라인 교육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혈할 수 있을까? 그저 게임사업의 지원을 받아
왕이(网易)는 다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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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및 시장동향
1. 포스트 코로나시대, 모모(陌陌)의 성장 논리

— 봉황과기(凤凰科技) 제공

사진 1)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당신들이 상상한 것과 같이 1 분기의 모모(陌陌)로 말하자면 도전으로 충만한 시기였으나 우리들은
여전히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팀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비록 거시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우리들 역시 아주 많은 성장 기회를 보았다.
모모(陌陌)는 지난 날과 다름없이 이러한 기회를 붙잡을 것이며 주주를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할
것이다.”
이는 모모(陌陌) CEO 탕옌(唐岩)이 1 사분기 재무보고시 애널리스트와의 전화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
말이다. 탕옌은 그의 회사를 향한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고 연속 21 개 분기동안 흑자를
유지하는 동시에 발휘할 힘을 깊이 축적해 두고 침강시장에 대한 충만한 상상력과 풍부한 상품 대열을
갖추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모모(陌陌)의 장애를 제거하며 발전을 보장하는 듯하다.
부가서비스 역상승 추세가 영업 수익 다원화를 촉진
모모(陌陌)/탄탄(探探)은 모두 LBS 에 기반한 모르는 사람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이다. 사용자가 주변
사용자를 발견하고 연결하도록 돕는 것이 그들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다. 따라서 이 회사는 인터넷
회사이지만 오프라인 소셜 환경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니 코로나 19 전염병이 Momo 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할 수 있다.
1 사분기 대량의 사용자가 업무 복귀, 작업 재개 시간을 연장했다. 동시에 오프라인 쇼셜 활동은 엄격한
관리 제도를 받게 되었다. 사람들의 낯선 사람들과 사교하려는 수요는 대폭 하락했고 모모(陌陌)의
월활성사용자와 유료 사용자 모두 각기 다른 정도로 줄어들게 만들었다.

주간 중국 창업

23

제 184 호(2020.06.17)

ISSUE 및 시장동향

재무보고서에서 모모(陌陌)는 2020 년 3 월 월활성사용자가 1.08 억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640 만명 줄었다.
1 사분기 유료 사용자는 1280 만 명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120 만 명 감소했다.
사용자 감소는 영업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2020 년 Q1 모모(陌陌)의 영업 수익은 35.9 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3.5%하락했다.

표 1) 출처: 모모(陌陌) 년간 재무보고. 모모의 총영업수익(억)과 성장속도

모모(陌陌)는 2018 년 2 사분기에 탄탄(探探)과 합병하여 2018 년 Q2~2019 년 Q1 영업수익이 작년 동기간
대비 증가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 이후 안정기에 진입했으며 줄곧 20%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초 수치가 점점 높아짐을 고려하면 이러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언급할 만한 것이 모모(陌陌)는 이전에 1 분기의 성과가 34.5 억 위안~35.5 억 위안이었다는 것이다. 월
스트리트(华尔街 Wall Street)의 평균 예측이 34.9 억 위안이다. 바꿔 말하면 비록 영업 수익은 수축했지만
모모(陌陌)의 실적은 여전히 자신과 외부에서 원래 예측하던 것보다 높다.
모모(陌陌)의 주요 비즈니스는 라이브 방송(선물 보상), 충전 서비스(탄탄(探探)와 모모(陌陌) 회원의 관람
서비스, 충전 외 선물 보상), 모바일 마케팅 서비스, 모바일 게임과 기타 서비스이다.
이번 분기에서 부가 서비스 수입은 작년 동기대비 30.1%증가하여 11.8 억 위안이 되었고 영업 수익이
예상을 초월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뿐 아니라 부가 서비스가 수익에 미친 공헌은 32.7%로 창립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모모(陌陌)팀이 1 사분기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조정을 진행하여 즉시 트래픽을 엔터테인먼트가 수반하는
장면으로 인도했다. 이는 쇼셜 교류가 격리되는 기간에 특히 중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채팅방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격리되는 상황하에서도 여전히 상호작용하고 연결되는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비록 사용자 규모가 어느 정도 하락했지만 사용자의 점성은 진일보한 발전을
거두었다. 매 사용자 매일 사용시간은 2018 년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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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출처: 모모(陌陌) 년간 재무보고. 모모의 부가서비스수입(억. 파랑 막대)과 영업수익(주황 선그래프) 점유율비교

본 매체는 채팅방이 이 과정 중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년 모모(陌陌)는 새롭게 채팅방——연애행성을 업로드했고, MC 형식의 완전히 새로운 놀이법을
삽입하여 최근 유행하는 일부 TV 프로그램의 짝짓기 리얼리티쇼를 모방했다. 이리하여 이 방식은 큰
호응을 얻었고 팀은 올해 기타 여러 유사한 MC 방식의 채팅방을 출시했다. 팀은 1 사분기에 채팅방 체험을
업무 중점으로 삼아 더 개선했고, 채팅방 총 시간이 지난 분기 대비 20% 증가하게 만들어 사용자
참여도와 영업 수익 증가의 주요 동력이 되게 했다.
이윤율 방면에서 20Q1 모모(陌陌)는 주주 순이윤이 5.4 억 위안에 달했고 작년 동기대비 86.3%증가했다.

표 3) 출처: 모모(陌陌) 년간 재무보고. 모모 주주분 순이윤(억. 파랑 막대)과 증가속도(주황 선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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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요 수익은 탄탄(探探)의 손실이 좁아진데 있다. 작년 동기간 대비 탄탄(探探)의 경영 손실은 6 억
위안에 달했고 심각하게 모모(陌陌)의 이윤을 침식했다. 이번 분기에 이 손실은 1.7 억 위안까지 좁혀졌고
순이윤을 동기간 대비 대폭 상승하게 했다.
1.미래에 관하여: 탄탄(探探), 침강시장, 상품군
한 개 APP 의 평균 수명은 단지 10 개월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2011 년 8 월 탄생한 모모(陌陌)는 ‘높은
연령’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분지 재무보고에서 보자면 모모(陌陌)의 미래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으로
충만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포인트가 떠오르고 있다.
2018 년 인수된 후, 탄탄(探探)은 비즈니스화 방면에서 부단히 업그레이드했다. 이번 분기에 탄탄(探探)의
수입규모는 3.8 억 위안이고 동기간 대비 29% 증가하여 모모(陌陌) 영업수익 증가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표 4) 출처: 모모(陌陌) 년간 재무보고. 탄탄 총수입(억)

여성 사용자는 줄곧 쇼셜 상품의 핵심 자산이다. 수준 높은 여성 사용자는 더 많은 남성 사용자 등록을
유인할 수 있다. 어떤 관점에서는 한 명의 여성 사용자가 최소 6 명의 남성 사용자 등록을 가져온다고
여겨진다. 남성 사용자 측은 주로 지불 그룹으로 대부분 낯선 사람들 쇼셜 교류 APP 의 유료 상품은 주로
남성 소비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바꿔 말해 여성 활성 사용자는 트래픽을 대표하고 월 활성 남성
사용자는 트래픽 구현 능력을 보여준다.
탄탄(探探) 상품 설계는 더욱 여성에 신경쓴다. 남녀 양방 모두가 서로 좋아할 경우에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일정한 정도 상에서 여성에게 소란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여성 사용자에게 존중을 표할 때
쇼셜 교류 분위기와 레벨이 올라갔다.
‘침강시장’은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산업의 열띤 키워드였다. 전자상거래부터 영상 사이트까지 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광활한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나왔다.
iiMedia 에서는 2020 년 중국 낯선 사람 쇼셜 교류 사용자 규모가 6.48 억에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비교하여 모모(陌陌)의 월 활성사용자 수는 단지 1 억명이며 거대한 성장 공간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침강
시장은 의심의 여지없이 중요한 역할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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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陌陌)는 주로 개성화 상품과 마케팅 수단을 통해 하급 시장 침투를 강화하고 있다. 1 사분기
모모(陌陌) 쾌속버전이 업로드되었다. 쾌속버전의 데이터와 주 APP 이 연결되었고 속도는 더욱 빨랐다. 이외
주 APP 도 현지화 조정을 진행하여 하급 사용자를 유입하는 개성화된 콘텐츠와 이벤트를 전시하고 있다.
모모(陌陌)는 3 사분기부터 쾌속버전의 마케팅 역량을 더 강화하고, 침강 시장에 더 적합한 홍보 계획을
배치하여, 더욱 서로 다른 지역의 쇼셜 교류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킬 계획이다.
‘쾌속버전’에는 각 판매사가 침강시장의 무기를 주입했다. QuestMobile 데이터에 따르면 2019 년
10 월까지 각 유형의 쾌속버전 APP 월활성사용자가 이미 1.3 억 명을 돌파했고 작년 동기간 대비 254%
증가했다.
“쾌속버전’은 통상 양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번째는 더 작은 체적으로 저급 휴대폰 상에도 빠른
APP 운행을 만족시킨다. 두번째는 임무 완성 후 현금 상금을 획득할 수 있어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들이거나 월 활성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범쇼셜, 범엔터테인먼트 속성을 지닌 콰이쇼우(快手)와 도인(抖音) 쾌속버전도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2019 년 8 월 콰이쇼우(快手) 쾌속버전이 업로드 되었고 겨우 20 일만에 천만 DAU 를 달성했다. 거의 같은
시간에 탄생한 도인(抖音) 쾌속버전도 10 월에 1400 만 월활성사용자를 달성했다.
결국 하나의 슈퍼급 APP 이 더 좋은가, 아니면 여러 APP 상품이 더 좋은가? 이것은 많은 회사에게
고충스러운 문제이나 모모(陌陌)는 이미 자신의 방향을 명확히 정했다.
“개방식 쇼셜 시장의 파편화와 쇼셜 기호의 다원화에 따라 상품 조합 방식은 사용자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킬 수 있게 한다.” 탕옌(唐岩)은 애널리스트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단지 2019 년 모모(陌陌)는 챠오챠오(瞧瞧), Cue, 헤르츠(赫兹), MEET 4 개 신상품을 출시했고 각기 다른
각도에서 시장을 파고 들도록 시도했다.
‘차오차오(瞧瞧)’의 구호는 ‘대화가 통해 다시 얼굴 보기’다. 모든 사용자의 얼굴은 초기에 모두 마스크
처리하였고 양방의 대화가 깊어질 수록 진짜 얼굴의 잠금이 풀린다.
‘CUE’ 최대 특색은 ‘진실한 얼굴’이며 사람 안면 인식 기술의 사진 검증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균일하게 본인의 사진을 올리는 것을 확보한다.
‘헤르츠(赫兹)’는 오디오 기반 데이트 APP 이다. 헤르츠는 이미 상업화를 시작했으며 매출이 자체 수요를
지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언급할 만하다.
‘MEET’은 사진을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을 찾는다. 사용자는 자신이 올린 사진 신호의 배합도가 80%
이상인 낯선 사람을 볼 수 있고 상대방을 더 알아볼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
많은 상품 조합은 회사가 다양한 각도에서 시장에 침투하도록 하며 모모(陌陌)가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돕는다.
모모(陌陌)는 중국 내 낯선 사람들 쇼셜 시장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우세를 지니고 있다. Soul 은 현재 몇
안되는 도전자 중 하나지만 월활성사용자는 작년 9 월에야 천만 명을 돌파했고 심지어 모모(陌陌)의
1/10 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간 중국 창업

27

제 184 호(2020.06.17)

ISSUE 및 시장동향

3 월 말까지 모모(陌陌) 장부상 현금과 단기 비축액은 154.6 억 위안을 넘어섰다. 이번 분기에 경영 현금
유동량은 5.4 억 위안에 달했다.
뒷 걱정없이 더구나 자금 비축액이 충분한 모모(陌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새로운 현금 전환 모델과
시장의 기회를 탐색해 볼 수 있다. 이는 시장을 독점한 자의 잇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2020 년 중국 퀵배송 산업시장 현황과 경쟁국면 분석
— 치엔쟌옌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제공

퀵배송은 편리함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근거리 전자상거래 발전과 소비체험의 업그레이드에 따라,
퀵배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미래 퀵배송 시장 사용자 규모는 여전히 성장 공간을 가지고
있다.
퀵배송은 음식 준문 배달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수년간 발전을 거쳐 음식 배달의 퀵배송 주문은 최대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9 년 점유율은 다소 하강했다. 이와 동시에 간편 소매, 신선식품 유형의 주문량이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근거리 전자상거래에 대한 젊은 세대 소비자 수요 증가
사회 경제가 꾸준히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리듬도 끊임없이 빨라졌고 젊은 세대 소비자의 물리
공간도 더 축소되었으며 근거리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메이투안 배송(美团配送)이 발표한
<2019 중국 퀵배송산업 발전 보고>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사용자가 퀵배송을 사용하는 원인 중 게을러서
문 밖을 나서기 귀찮은 것과 너무 바빠서 시간 여유가 없는 것 두 가지 양대 원인이 가장 큰 이유였다.

표 1) 출처: CFLP, 메이투안배송(美团配送) 치엔쟌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정리, 사용자가 퀵배송을 선택하는 원인(%). (위에서
아래로) 문 밖에 나가기 귀찮음, 바빠서 시간이 없음, 급한 사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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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배송 사용자 규모는 지속 증가, 주문량 계속 증가
메이투안배송(美团配送)이

발표한

<2019

중국

퀵배송산업

발전

보고>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14~2019 년 중국 퀵배송 사용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9 년 퀵배송 사용자 규모는 이미 4 억명을
초과하여 4.21 억 명에 달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퀵배송이 편리함의 장점을 갖고 근거리 전자상거래 발전과 소비체험의 제고에 따라
퀵배송 수요가 지속 증가하여 향후 퀵배송 사용자 규모는 여전히 성장 공간을 가지며 2020 년 중국
퀵배송 사용자 규모는 4.82 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문량에서 음식 배달, 신선식품 집배송 산업이 고속 발전함에 따라 퀵배송 주문량도 계속 증가했다.
2014~2019 년 퀵배송 주문량은 지속 증가하여 2019 년 퀵배송 주문량은 180 억 건을 돌파하여 182.8 억
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간 대비 36.93% 증가한 것이다.

표 2) 출처: CFLP, 메이투안배송(美团配送) 치엔쟌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정리. 2014~2019 년 퀵배송 주문량 규모(단위: 억
건.%. 막대그래프-주문량, 실선그래프-작년 동기간 대비 성장율(%))

음식배달부터 품종 다원화로 퀵배송 확장
배송 산업은 수년간의 발전을 거쳐 이미 최초의 음식배달에서 더 많은 품종과 비즈니스 유형으로
확장했다. 신선식품 집배송, 슈퍼마켓 소매, 의약품 배송, 의류 배송, 도서 배송, 뛰어다니는 서비스 등,
기타 응용 장면이 주민 생활 필요한 곳곳까지 부단히 확장하여 근거리 전자상거래는 물류 기초
인프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실행요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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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비즈니스

장면 내용

장면
음식배달

식당

음식을

소비자

대표 기업
수중에

메이투안와이마이(美团外卖), 어러머(饿了么) 등

배달
신선식품 배달

슈퍼마켓 소매

프런트배치

창고,

부근

매장

매이러요우씨엔(每日优鲜), 딩동장보기(叮咚买菜),

창고, 창고매장일체형 등 여러

허마셴셩(盒马鲜生),

유형의 비즈니스 형태 창고에서

용휘슈퍼마켓(永辉超市),

소비자에게 배달

메이투안장보기(美团买菜)

전통

소매매장에서

온라인

징동집까지

부부슈퍼마켓(朴朴超市),

배달(京东到家),

두어디엔(多点),

소비를 진행하여 허마 등 신흥

메이투안샨고우(美团闪购),

허마셴셩(盒马鲜生),

소매형태의 배송 서비스를 통해

용휘슈퍼마켓(永辉超市), 쑤닝소상점(苏宁小店) 등

집까지 배송.
의약품 배송

약국,

프런트배치창고에서

소비자 수중에까지 배달
뛰어다니는
서비스

포함한 각종

딩당콰야오(叮当快药),

콰이팡쏭야오(快方送药) 등

문건, 개인용품, 전사상품, 식품,
꽃 등을

알리건강(阿里健康),

유형의

배달서비스

샨디엔(闪电),

순펑통청지송(顺丰同城即送),

UU 파오투이(UU 跑腿),메이투안파오투이(美团跑腿)
펑냐오파오투이(峰鸟跑腿) 등

표 3) 출처: CFLP, 메이투안배송(美团配送) 치엔쟌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정리. 중점 비즈니스 유형과 대표 기업

음식배달 품종의 점유율 최대이나 점유액은 다소 하강
메이투안배송(美团配送)이 발표한 <2019 중국 퀵배송산업 발전 보고>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음식배달은
퀵배송 비즈니스의 시작 품종으로 시장 점유액 비중이 가장 크다. 2019 년 음식배달은 퀵배송 시장 세부
품종에서 주문량 점유율이 705 였고 2018 년도의 81%와 비교하면 11% 다소 내려갔다.
이 비교에서 신선식품 과일 야채, 소매 간편용품 품종의 점유비율이 증가했고 2019 년 신선식품 과일
야채 편의상품류는 각각 12%, 10%를 차지해 2018 년도보다 4~5%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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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출처: CFLP, 메이투안배송(美团配送) 치엔쟌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정리. 2018~2019 년 퀵배송시장 세부품종
주문량점유율(단위: %, 음식배달, 신선야채과일, 소매편의물품, 꽃 케잌, 기타 순으로 농도가 옅어짐)

이상의 수치는 치엔쟌산업연구원<중국 온라인 배달비즈니스 모델과 투자 전략 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나왔으며 동시에 치엔쟌산업연구원은 산업 빅데이터, 산업 계획, 산업단지 계획, 산업 바이어유치 등의
솔루션에 제공한다.

3.대세 라이브 방송 제품판매를 인터넷 의료에서 마케팅으로 활용하려면?
— 이오왕(亿欧网) 제공

라이브방송 제품판매의 입구에서 재고량이 몇 초만에 소진되고 수억이 판매되며 각종 산업,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다. 현재 라이브방송 제품 판매의 바람이 인터넷 의료 영역에도 불어온다.
1 분에 5 만건 판매, 1 초에 240 만 마리의 샤오롱샤(小龙虾) 판매, 5 분만에 10 만대 지구본 판매, 1 시간만에
판매 1 억……최근 인터넷 라이브방송 제품판매는 가히 아주 번화하고 시끌벅적하다고 할 수 있다.
리쟈치(李佳琦),

웨이야(薇娅),

류타오(刘涛),

왕한(汪涵),

뤄용하오(罗永浩),

동밍주(董明珠)

등

왕홍

라이브방송 BJ 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스타, MC,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제품을 판매한 수치도 한 회 한 회
새롭게 갱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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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서 이러한 라이브방송 제품판매의 바람이 인터넷 의료 영역에까지 불어왔다——6 월 8 일 건강 160
창립자 뤄닝정(罗宁政)은 BJ 로 변신하여 도인(抖音) 라이브방송실에서 사용자를 위해 전동칫솔, 히알루론산,
측면베개 등 20 종의 상품을 추천하고 있었다. 건강 160 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1 시간 반
라이브방송 만에 누적 판매액은 16 만 위안을 넘었다.

사진 1) 출처: 123RF

뤄닝정(罗宁政)은 라이브방송은 아주 좋은 상품 전파 방식이라며 ‘그것이 비교적 직관적이고, 라이브
방송 중 자신이 접촉한 경험을 직접 표현할 수 있으며 주로 라이브방송에서 자신 또는 주변 친구의 사용
체험에 근거해 추천하여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근거가 있다.”
물론 라이브방송 제품판매에 들어선 것은 건강 160 의 포지셔닝과 관련이 있다. 2016 년 말 건강 160 은
기업 내부 전략을 대조정하여 비즈니스를 원래 의료 서비스에서 전면적으로 일반 건강 영역으로
확장했으며 오래된 원래 브랜드 ‘Medical 160(就医 160)’을 ‘건강 160’으로 대체했다.
의료 대건강의 배치를 더하기 위해 2018 년 건강 160 은 건강쇼핑몰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건강검진, 구강,
의료미용 등 소비의료 분야를 접목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뤄닝정(罗宁政)은 의사와 교류하는 과정 중
“산업체인 중 일반 건강과 관련있는 상품이 매우 많지만 이러한 상품도 아주 분산되어 있고 하나의
집중된 루트가 없어 플랫폼이 추천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반년 전 건강 160 의
비즈니스가 건강류 상품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지금 뤄닝정(罗宁政)의 견해에 따르면 “건강 160 의 전략은 바로 의료상품과 의료 서비스를 하는 대형
쇼핑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좋고 우수한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주요 원동력의 하나가 된다.”고
했다.
인터넷 의료 플랫폼 테스트 라이브방송 제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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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방송 제품판매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열기가 뜨거웠던 적이 없다. 2019 년 폭발한 새로운
왕홍경제는 전염병 상황하에서 적지 않은 실체 산업을 도왔고, 많은 영역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재획득했다.

iiMedia 컨설팅 데이터에 따르면 2020 년 중국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간 대비 122% 증가한 9610 억 위안에 달할 것이고 한다.

표 1) 출처: iiMedia 컨설팅(艾媒咨询), 국해증권연구원（国海证券研究院）.

2017~2020 년

중국라이브방송시장

규모(파랑

막대그래프-규모,주황 실선그래프-작년동기간 대비 성장속도)

전염병기간, 대중에게 과학 방역 지식을 보급해 전염병에 대항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지 않은 인터넷
의료 플랫폼 의사가 라이브 방송 영상을 시작했으며, 건강 160 의 경우, 2 월 1 일 심천 "제 1 현장"과 함께
"명의 라이브방송 진료"프로그램을 연합 출시했다. 이는 시민들을 위해 질의 응답해주고, 건강한 생활
지침을 제공하고, 질병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건강 160 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 영상 방영량은 1500 만에 이르렀으며 접촉한 사람들은 2000 만을 넘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인터넷 의료 플랫폼은 주로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판매 위주이기 때문에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은 거의 없으며 주로 의학 내용의 과학적 보급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뤄닝정(罗宁政)은 본지 기자에게 일반 건강에 대해 말할 때 “사실 라이브 방송 과학 보급 영상을 출시하는
동시에, 우리들도 일반 건강 영역내에서 적지 않은 괜찮은 상품이 있고 더 많은 사용자가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 역시 라이브 방송 제품 판매의 기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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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출처: 이오왕(亿欧网)

업계 인사들의 견해로 라이브 방송 판매의 열쇠 중 하나는 상품 선택이다. 뤄닝정(罗宁政)은 기자에게
제품 선택에 대한 3 가지 주요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의사의 추천이다. "의사가 추천하는 것은
우리들 자체적으로 그것의 가성비 평가와 같은 고찰을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 160 쇼핑몰에서 판매가 잘
일어나는 상품이다; 세 번째는 시장의 피드백이 좋은 제품이다.
이외 제품이 팔릴만한 것이어야 한다. 반드시 적절한 가격이어야 한다. 이번 라이브방송에서 추천한 20 종
상품의 90%의 가격이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동종 상품보다 가격이 낮았다. 이중 건강 160 이 독자
대리하는 독일 정품 GOURMESH 히알루론산은 가격 인하 폭이 55%나 된다.
비록 직면하고 있는 일부 난제가 있지만 뤄닝정(罗宁政)의 판단에서 라이브방송은 전자 상거래의 기본
형태가 될 수 있다. “뤄용하오(罗永浩)의 라이브방송은 다양한 제조업체에게 이것이 새로운 기회와 형식일
수 있음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라이브방송 그것은 단지 젊은이들의 노는 일종의 방식일 뿐아니라 미래의
비즈니스 방식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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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출처: 이오왕(亿欧网)

의료서비스에서 일반 건강 전자상거래로의 도약
미래 비즈니스의 시류를 쫓아가는 것 외에 라이브방송 제품판매를 시도해보는 것도 건강 160 의
자아포지셔닝과 관련이 있다. 뤄닝정(罗宁政)은 "건강 160 의 한 전략은 의료 제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쇼핑몰 플랫폼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전문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주요 원동력 중 하나가 되어야합니다. "라고 말했다.
2005 년에 설립된 건강 160 은 최초에 조준한 것이 예약 등록 서비스의 불편함이었다. 인터넷 의료
창업이 황량한 시기, 부지기수의 플레이어들이 모두 이 입구를 잡으려 시도했다. 큰 범위로 확장하고
의료자원을 정합해 트래픽을 집결시키려하며 수익화를 실현하려 했다.
전후의 연속된 사례들에 의해 이러한 연결 유형의 인터넷 의료기업이 이윤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어서 자본이 점차 철수하고 적지 않은 플랫폼이 차례로 문을 닫았으며, 인터넷 의료
서비스의 후반부는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에게 삶과 죽음의 도전이 되기 시작했으며 수익 모델을 탐색하는
것은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 되었다.
2016 년 말, 건강 160 도 기업의 내부 전략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했다. 사업을 원래 의료
서비스에서 일반 건강 분야로 확장했으며, 등록 속성이 무거운 오래된 브랜드 "Medical 160"도 "건강
160"으로 대체했다.
주간 중국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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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닝정(罗宁政)이 일반 건강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를 고려했다고 했다. 먼저,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자 행동의 다양성은 그 의료 수요 외에도 건강 수요가 있다; 둘째, 빈도율의
각도에서 의료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고, 건강 수요는 빈도가 더 높다; 세번째, 시장의 각도에서 전문
일반건강 서비스플랫폼의 결핍이 건강 160 이 이 영역에서 여전히 기회가 있다.
일반 건강 영역에서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 2018 년 건강 160 은 정식으로 건강쇼핑몰을 출시했다. “과거에
우리 쇼핑몰은 주로 두 종류의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한 종류가 약품의 판매이고, 다른 한 종류가
서비스의 판매입니다. 원래 우리가 중점을 둔 것은 사실상 서비스 전자상거래로 예를 들면 신체검사를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O2O 서비스를 취하는 유형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일반건강 쇼핑몰이
새로운 발전이 있음을 보고 원래는 없었지만 진정한 의의상에서 건강류 상품인 것을 유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사지 의자, 어린이 칫솔, 치약 등과 같은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러한 제품은 건강 160 플랫폼에 도입된지 이미 반년이 되었고, 판매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제품에
대한 사용자 수요는 여전히 상당히 크다. 그러나 건강 제품은 의료 서비스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제품의
표준화 정도는 높고 서비스 체인은 거의 보급되지 않았으며 많은 전통적인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160 이 직면한 도전은 작지 않다.
어떻게

자신의 경쟁 성채를

정확히

구축할

것인가가

건강 160 이

직면한

난제다. 이에 대해

뤄닝정(罗宁政)은 기자에게 "건강 160 은 대량의 의사와 의료 기관을 통합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 제품은
단지 의사만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추천하는 전문 제품과 엄선된 상품, 아마도 이것이 우리들의 주요
특색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뤄닝정(罗宁政)은 의료 자원과 동떨어져 일반 건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허구라고 강조했다.
"사실, 일반건강 제품은 기본적으로 모두 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 미용, 스킨 케어
제품도 피부에 대한 이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일반 건강의 본질과 핵심은 의학이며, 이것은 바로 건강
160 의 핵심 경쟁력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4. 양자컴퓨터 시리즈 51) 양자컴퓨팅 다가오는데 주류 공공체인은 취약
— 지에미엔신문(界面新闻) 제공

이론적으로 한 대의 4000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는 몇 초 만에 비트 코인의 암호 기술을 해독할 수
있다. 현재 양자 컴퓨터의 최대 큐비트는 54 비트다. 비트 코인 암호화를 해독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탄생하는 데에는 단지 2 년의 시간만 걸릴 수 있다.
당신에게 충분히 강력한 컴퓨터가 있다면 이론적으로 당신은 비트 코인 블록 체인을 제어할 수 있다.
값을 치르지 않고 비트 코인을 당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의 거래를 막을 수 있다. 각 지갑의
개인 키는 공개 키에서 파생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모든 사람의 비트 코인 지갑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1630 억 달러의 "성"개인 키가 귀하에게 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면 비트 코인의 가격은 확실히 폭락할 것이다.
가장 강력한 슈퍼 컴퓨터가 비트 코인을 해독하는 데에는 수천 년이 걸리지만 이론적으로 일부 기계는
몇 초 안에 해독을 완료할 수 있다. 이러한 초고속 장치를 양자 컴퓨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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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은 진짜다. 현재, 그것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우수한 두뇌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 코인이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한 양자 컴퓨터는 짧은 몇 년
안에 블록 체인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 개발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이 불안이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 코인을 공격할 만큼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해짐에 따라 블록 체인 개발자는 이미 이
취약점을 보수했다.
더 알고 싶은가? 이 완전한 안내서에는 양자컴퓨터와 비트 코인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양자 컴퓨터란 무엇인가?

사진 1) 출처: 구글, 구글의 양자컴퓨터

양자 물리학은 원자보다 작은 구조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아원자(亚原子) 구조가 관측되면 물리 법칙이
사라지고 미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양자컴퓨터는 이러한 속성을 사용하여 가장 강력한 슈퍼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컴퓨터(당신이 이 기사를 읽고 있는 것과 같은 컴퓨터)는 1 과 0 으로 작동한다. 무엇인가가
"참"이면 트랜지스터는 1 로 기록된다. "거짓"이면 트랜지스터는 0 을 읽는다. 각 컴퓨터에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다. 1947 년에 첫 번째 트랜지스터가 탄생한 이래로 트랜지스터는 10 에서 21 회를
생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제조가 많은 장치다.
그러나 소위 "양자 중첩"으로 인해 양자 컴퓨터의 트랜지스터는 동시에 1 과 0 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는 양자 트랜지스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비트 코인 코드를 해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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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코인은 ECDSA (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라는 일종의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SHA-256 이라는 암호화 표준을 사용하여 체인의 블록을 해시한다.
비트 코인의 경우, 이 알고리즘은 임의로 선택된 개인 키를 실행하여 공개 키를 생성한다. 또한 비트
코인 협의는 이 해시 값을 사용하여 공개 비트 코인 주소를 만든다.
양자 컴퓨터는 이 과정을 역으로 수행하고 공개 키에서 개인 키를 얻을 수 있다. 보라! 비트 코인이
선언한 불가침과 불가독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비트 코인 지갑에
방문할 수 있다.
현재 암호학 상태를 위협하는 두 가지 주요 양자 알고리즘이 이미 개발되었다: Grover 알고리즘과 Shor
알고리즘이다.
"적은 자신의 블록을 삽입할 수 있고, 또한 전체 블록 체인을 파괴할 수 있다."
（Rob Campbell）
본사가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의학인터넷망 보안회사인 Med Cybersecurity 의 총재 로브 캠벨
(Rob Campbell)은 Decrypt 에게 말하길, 그로버 (Grover)와 쇼어 (Shor) 알고리즘을 모두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채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상대방은 자신의 블록을
삽입하여 전체 블록 체인을 파괴할 수 있다. "
양자 컴퓨터는 언제 비트 코인에 위협이 되는가?
계산에 따르면 최소 4000 큐 비트 (이 장치는 양자 컴퓨터의 용량)가 있는 양자 컴퓨터가 한 대 있으면
비트 코인 코드를 해독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는 오늘날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의심할 여지없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는 것이다. 2019 년 10 월 Google 은 단지 54 큐 비트의 양자 컴퓨터를 발표했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다.
그러나 Campbell 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 IBM 과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비교적 많은
소기업들도 "진보를 가속화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는 언제 비트 코인을 위협할까? 이것은 누구에게 자문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에서 구글 모회사 (Alphabet)의 CEO 인 Sundar Pichai 는 처음으로
가장 빠른 마감일을 정한 중요한 인물 중 하나다. "5-10 년 시간내에 양자 컴퓨팅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암호화 기술을 깨뜨릴 것이다."
일부 블록 체인 리더는 이 시간 제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Web Summit 2019 정상회의에서 Hedera
Hashgraph

의

창립자인

Leemon

Baird

박사는

양자

컴퓨팅의

위협과

밀레니엄

버그

문제를

비교했다. 최후의 이론가들은 2000 년 1 월 1 일 이후 날짜와 시간 문제가 세계의 주요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할 것이라고 여긴다. 베어드는 “2000 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드시 2000 년에 소프트웨어를 일부
변경해야 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종말인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더 리움 공동 창립자인 Vitalik Buterin 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2019 년 10 월에 Forkast News 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자 컴퓨터가 해독할 수 있는 모든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 우리는 양자 컴퓨터가
해독할 수 없는 하나의 대안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효율이 비교적 낮지만, 우리는 업그레이드 경로를
갖고 있으며 이 업그레이드 경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
주간 중국 창업

38

제 184 호(2020.06.17)

ISSUE 및 시장동향

그러나 런던에 위치한 암호화 회사 Post-Quantum CEO Andersen Cheng 은 Decrypt 에게 이 위협이
임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정보계에서 Cheng 은 매우 명확했다. "발생할 수 있는 데 2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라며 그의 회사는 NATO, GCHQ, NCSC 와 같은 반테러 조직과 합작했다.

사진 2) 출처: 구글. Sycamore 처리기는 Google 양자 컴퓨터의 핵심이다

Cheng 은 말하길 Pichai 는 5 ~ 10 년내 상용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어떤 정부도
지하 벙커에 체육관 크기의 대형 양자 컴퓨터를 숨겼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ichai 로서는 Google 의 양자 컴퓨터를 다른 회사에 판매하려면 양자 컴퓨터가 안정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컴퓨터의 경우 "암호 기술을 해독할 수 있는 한 중요하지 않다"고 Cheng 은 말했다.
Cheng 은 또한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를 반드시 전문적으로 사용해야 Bitcoin 암호를 해독할 것이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를 반박했다. Shor 와 Grover 의 알고리즘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제
사람들은 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양자 보안 블록 체인이 가능할까?
이제 블록 체인과 암호화 커뮤니티가 양자 보안 블록 체인을 구축할 때다.
중요한 이정표는 국가 표준과 기술 연구소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주최한
포스트 퀀텀 암호화 알고리즘 대회로부터 나왔으며, NIST 는 세계의 암호학 표준 제정자다. 목표는 구성 후
양자 암호화 알고리즘을 운행하여 하나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국가표준기술연구소 (NIST)의
우승자는 양자 컴퓨터에 적합한 블록 체인 알고리즘을 확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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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출처: 지에미엔신문(界面新闻)

그런 다음 블록 체인은 포스트 양자 보안 알고리즘으로 분기될 수 있다. 또는 블록 체인은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현금을 만든 David Chaum 은 이미 Praxxis 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일종의 ‘항양자’의 블록체인으로, 이 블록체인은 양자 저항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여 플랫폼의 원래 화폐
거래, 즉 xxcoin 을 표기하자고 주장한다.
그때까지 비트 코인 보유자는 양자 불확정성의 상태로 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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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News Letter by PLAYCOIN
1. 중국 수주시, 블록체인 공증 프로그램 시범 운영…실시간 추적 가능
(blockinpress, 2020.06.08)
중국 수주(Suzhou) 시가 블록체인 기반의 공증인 추적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이는 중국 전역에서
실시간으로 공증인 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7 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의 차이나퀄리티뉴스를 인용해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의 사법 및 정부 부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주 시가 공증인 추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수주 자치시장감독청과 수주 자치법무청이 개발한 이 플랫폼은 ‘수주 공증인 네트워크’라고 불린다.
사법적인 목적을 위해 공증인 간의 녹음 및 비디오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사용해 실시간 추적할 수 있다. 행정법 집행을 위한 온라인 공증과 분쟁 시
클라우드 상의 파일 공유를 통한 처리도 가능하다.
이 매체는 “기존의 사법 집행용 데이터와는

다르게 이번 블록체인

공증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기록에서부터 배포까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며 “행정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 중국 완샹그룹 부회장 “블록체인, 디지털 세계화 이끄는 도구”

(blockinpress,

2020.06.08)

중국 완샹그룹(Wanxiang Holdings)의 샤오 펑(Xiao Feng) 부회장이 “블록체인은 디지털 세계화를 이끄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7 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펑 부회장은 ‘제 7 차 상하이 글로벌 투자
및 M&A 서밋’의 기조

연설자로 나서 “세계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은

디지털로 이동할 것”이라며

“블록체인으로 이동한 데이터는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세계화를 이끄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력이 교역 가능한 상품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세계화로 근로자들이 물리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펑 부회장은 “그간 중국과 월스트리트, 다국적 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경제학적으로 교역 불가 상품으로 분류되는 선진국의 중산층과 산업 근로자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됐다”며
“앞으로 일어날 디지털 세계화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업무 평가와 조직관리 체계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업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일치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규 목표를 설정하는 ‘OKR(Objectives and Key Results)’ 성과관리체계가 널리
사용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유명 벤처캐피탈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Tim Draper)도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트, 인공지능(AI)과
같은 금융분야의 혁신으로 세계화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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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 저상은행, 현지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기업어음' 발행...약 20 조원
규모

(COINREADERS, 2020.06.09)

중국 저상은행(浙商銀行)이 현지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8 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저상은행은 블록체인에서
169 억달러(약 20 조원) 상당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해당 어음의 만기는
6 개월이며, 다음 발행기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은 기업의 단기 목적을 돕기 위해 부동산매출 채권 등 만기가 짧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투자 상품이다. 안정적인 유동성, 낮은 위험성,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저상은행은

국가금융시장기관투자자협회(NAFMII)가

진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일환으로

리엔신(ABCP)를 발행했다. 기업어음은 시장과 접점이 없어 채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출시됐다.
협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업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를 만들고, 기업
금융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 년 설립된 저상은행은 중국 12 개 상장 상업은행 가운데 하나로 일찍부터 블록체인
실험을

진행해왔다.

지난

2018

년

은행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리앤롱(Lianrong)'을

통해

6600 만달러 상당의 증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은행 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블록체인 기술을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 혁신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 14 일 인민은행은 광둥성 9 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연결하는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에
블록체인 기반 금융무역 플랫폼 도입을 제안하는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중국계

IT

공룡기업

텐센트가

블록체인을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5

년

간

5000 억위안(약 86 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텐센트그룹은 최근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이번 투자를
통해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텐센트는 블록체인을 포함해 양자컴퓨터, 5G 네트워크,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신기술에 초점을 맞춰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중국 전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도 구축한다. 혁신 산업기술 수요를 위한 산업네트워크 단지도 조성할 예정이다.
텐센트의 이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중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등 온라인 활동이 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앞서

중국

최대

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도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3 년

간

2000 억위안(약 34 조 5000 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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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화폐는 혁신능력의 구현, 美 금융패권에 도전장”

(한국일보, 2020.06.11)

중국이 세계 최초로 선보일 디지털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염병
대유행으로 금융산업에도 첨단기술을 발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중국의 인터넷 대중화와 결합해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농업은행과 건설은행 등
4 대은행의 디지털위안 전자지갑 화면이 연이어 유출돼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중국에서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위펑후이(余丰慧) 화중과기대 겸임교수 겸 경제평론가는 10 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중국은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먼저 위안화를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며 “중국의 경제 실력과 디지털시대의 혁신능력을 구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이
디지털화폐를 선보인다면 미국은 위기감을 느낄 것이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면서 “다만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아울러 “디지털화폐는 지폐와 달리 발행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며 “화폐를 남발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중국은 언제 디지털화폐를 출시하나.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다. 지난달 슝안신구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에서 시범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범사업은 상점과 기업에서 주로 진행했다. 가령,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은 무인상점을 첫 디지털화폐
시범 리스트에 올렸다.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화폐 발행비용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상품거래 지불수단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다.”
_‘세계 최초’ 타이틀이 어떤 의미를 갖나.
“중국 정부는 최초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민간에서 금융분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수식어다. 다만
한국, 유럽 등 각국의 중앙은행도 디지털화폐를 개발하고 있는데 중앙은행 차원에서 보면 중국 정부가
가장 앞서 있다. 디지털화폐는 한 나라의 금융발전을 보여주는 척도다. 금융이 시대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점을 감안하면 디지털화폐는 국력과 창조력, 금융력을 총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무창춘(穆長春)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장은 “익명 거래를 보장하되 일정 액수가 넘으면
실명 등록을 해야 화폐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화폐가 부정부패나 뇌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이지만, 개개인의 사용 내역이 공개돼 정부의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_중국의 디지털화폐는 무엇이 다른가.
“빠르고 안정적이다. 중국은 일찍부터 연구를 시작해 이미 5, 6 년의 노하우가 쌓였다. 중국은 쉬운
것부터 시작해 어려운 것으로 발전해가는 점진적인 방식을 택했다.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기술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것이다. 중국이 내놓는 건 디지털화된 위안화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면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위원 10 명이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홍콩 달러화 등 4 개 통화를 묶는 광역 디지털화폐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미국을 배제하면서
아시아 중심의 역내경제권을 활성화해 중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_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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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분야에서 중국이 먼저 한걸음 내디뎠다. 양국의 개발 모델은 서로 다르다. 미국은 자본의
힘으로 민간에 맡겨 기업이 개발한 뒤에 정부가 따라가는 방식이다.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를 보면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정부가 개발을 주도했다. 앞서 여러 차례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둘러 디지털화폐를 개발해야 한다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다. 중국의
디지털화폐로 인해 미국은 상당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 4 월 위안화가 국제지급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6%에
그쳤다. 달러(43.7%), 유로화(31.46%), 파운드(6.57%), 엔화(3.79%) 등과 차이가 현격하다. 심지어 캐나다
달러(1.79%)보다도 낮은 수치다.
디지털화폐의 부작용은 없을까.
“화폐 발행원가와 화폐 유통속도는 반비례한다. 디지털화폐는 발행비용이 거의 없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잘 통제할 것으로 믿는다.”

주간 중국 창업

44

제 184 호(2020.06.17)

ISSUE 및 시장동향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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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의 잼나는 디자인
어느새 더위가 가까이 다가왔다. 매 주말 아파트 입구에서 장터가 열린다. 상인은 좌판대에 올려놓고
각종 물건을 판매한다.
모든 제품을 인터넷을 구매하는 요즘에도 이런 장터가 열리니 신기하다.
주말 장터에 생선 파는 코너가 있다. 비린내가 나니, 파리가 꼬인다. 생선 위에 파리가 앉아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특히 꽈배기, 튀김 등 거리 간식 먹거리에 파리가 앉아 있으면 그건 먹고 싶지 않다.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주인은 막대기로 파리를 쫓아내지만, 물러설 파리가 아니다. 조그만 여유를 주면 파리는 떼로 모여 든다.
먹거리 위에 새까맣게 앉아 차마 볼 수가 없다.
이것 저것으로 바쁜 주인은 파리하고 계속 싸울 수 없다. 방법이 있어야 한다. 비닐로 덮어 놓는다. 한
더위에 비닐을 덮어 놓으면 통풍이 안되 쉽게 부패한다. 얼음에 재워 놓지만, 얼음 값이 비싸고, 얼음 녹은
물로 생선 맛이 없어진다.
이래저래 쉽지 않다.

어떤 가게에는 천정에 모터을 부착하여 모토에 끈을 연결하여 끈을 돌려 파리를 쫓아내고 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이다.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다. 그런데 천정이 없는 곳엔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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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사이에 파리를 쫓아내는 막대를 꽂아 놓았다.
천정이 없는 곳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막대에 회전판이 있고 이 회전판에 가는 철사에 나비를 부착하였다. 모터가 회전하니 나비가 주위를
빙빙 돈다.

태양광과 건전지를 이용하여 모터회전한다. 인조 나비는 빙빙 돈다.
회전 에너지는 태양광과 건전지에서 얻는다.
필자는 처음에는 눈길을 끌기 위한 광고라 생각하였다.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파리를 쫓아내는
장치라는 걸 알았다. 이런 기기가 있다니 재미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파리가 꼬일 수밖에 없는 생선가게에선 이것은 필수품이다.
이것이 없는 생선 노점상에는 쉴 새도 없이 파리가 생선에 달라붙는다. 생선을 좋아하는 필자는 망설임
없이 이곳에서 생선 한꾸러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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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1. 60 조엔으로도 일본을 재생할 수 없는 아베정권의 약점

(동양경제온라인, 2020.6.13)

사진 1) 출처: 동양경제온라인. 아베수상 입장에서는 참의원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엄중한 추궁을 받았지만,
일본재생을 위한 예산은 성립했다. 하지만 돈을 써도 이 나라에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6 월 11 일부로 도쿄경보는 순조롭게 해제되고 12 일 오전 0 시부터 사업자에 대한 휴업 요청도 제 3 단계로
완화됐다. 이것으로 가라오케점과 놀이 공원, 파칭코 가게 등이 재개를 할 수 있게 된다. 자주 화제가 된
라이브하우스나 '접대를 동반한 음식'도 19 일부터는 감염방지책을 취한 뒤 재개가 허용된다고 한다.
‘부처식 락다운’VS ‘도깨비식 락다운’의 차이
또 같은 19 일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현을 넘는 이동의 자숙도 완화된다. 이제 조금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여러 가지로 참아 왔지만, 필자도 오랜만에 가족 외식하러 나갔고, 슬슬
영화관에도 가보고 싶다.

그러고 보니 이 또한 이날부터는 프로야구 경기도 시작되는 것 같다. 이 참에

무관객이라도 좋으니 야간구경이나 맥주에다 완두콩이라는 일본의 여름이 돌아오는 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곳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유니크한 점으로,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부탁 자숙’(부처식 락다운)을 하고 있던 차에, 경제 활동의 재개는 모두 무서워 놀라는 점이 있다.
이것이 구미처럼 도깨비식 록다운을 하던 곳이라면 사람들은 내심 마지못해 외출금지 등의 명령을 따르던
것이고, 정부가 됐다 라고 말하는 순간 수요가 돌아온다. 펜트업 디맨드(불황기의 반동 수요)라는 것이다.
파리의 카페 등은 이미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녀노소 넘쳐나는 모습.
미국의 경우 공중위생에 관해서는 연방정부보다 주의 권한이 강하다. 그래서 주마다 큰 차이가 있지만,
뉴욕주 등 민주당 지사의 주는 대체로 신중하다. 그런데 공화당 지사의 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에 호응해, 과감하게 경제활동 재개를 단행한 곳이 있다. 이것으로 감염이 재확대되면, 제 2 파의
도래는커녕 ‘제 1 파의 재연’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미국의 감염자수는 약 200 만명, 사망자수는 약
11 만명으로 피해는 현격하다.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활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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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는 어느 정도 각자가 납득한 후에 외출을 삼가해왔다. 물론 자숙경찰이 시끄럽다는 주변의
눈도 있었고, 경제활동 복귀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느려질 것 같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5 월 25 일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했을 때 "일본 모델의 힘을 보여줬다"고 자랑했지만, 이 모델에는 "수요 회복이
더디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안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애프터코로나에
있어서의 일본 경제의 재생에는 과제가 산적하다. 통상적인 경제위기와 달리 ①외수나 인바운드에 당분간
기대할 수 없다 ②개인소비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발되고 있다 ③수습 시기가 보이지 않는다(제 2 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3 가지 특색이 있다. 즉, 어디에서부터 회복의 계기를 잡으면 좋을 것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단·중·장' 3 개 경제대책, 현재 어느 단계?
현재 진행 중인 경제대책은 단기, 중기, 장기로 다음 3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1 단계(단기): 재정지출과 금융완화(특별급여 10 만엔, 고용조정지원금, 자금융통지원, 실직자에 대한
보조) → 향후에는 2 차보정으로 월세보증, 고학생지원 등도
* 2 단계(중기): 의료현장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기업 지원(자본주입), 수요 회복(GoTo 캠페인=관광지원
등)
*

3

단계(장기):

원격사회

촉진(재택근무,

온라인

진료·교육),

공급망

재구축(탈·중국?),

전자정부

추진(마이넘버 연결 등)
현시점에서는, 상기의 제 1 단계에 간신히 목표가 세워져, 서서히 제 2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다. 이것과는
별도로, 장기의 과제(제 3 단계)도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발밑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6 월 12 일에 2 차 추경예산이 성립되었다. 사업 규모는 117.1 조엔으로, 1 차 보정과 정확히 같은
액수가 되어 있다. 다만, 이 숫자 맞추기에 그다지 의미는 없다. 진수의 국비 투입은 33.2 조엔이며, 1 차
보정의 27.5 조엔과 합하면 총 60.7 조엔이다. 족히 대 GDP 대비 1 할을 넘는다. 규모로서는 충분할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느냐다. 아무리 큰 예산을 준비해도 지금 정부는 ‘마스크와
10 만 엔’을 국민이 직접 챙기지 못하고 있다(정확히 말하면 아베노마스크는 마스크가 남아돌 무렵에야
우리집에 도착했다). 이 점에서 국민의 눈은 매섭다고 봐야 한다. 그런 다음 제 2 단계의 과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업의 트리어지’를 할 수 있을지 어떨지 일 것이다. 트리아지란 응급상황 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의 우선도를 선별하는 행위이다. 가능성이 낮은 환자를 버리고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한정된 자원을 집중한다. 인명에 관계되는 일인만큼 거기에는 무거운 갈등이 생긴다.
비슷한 작업을 기업을 상대로 해야 할 순간이 도래할 것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의료나 텔레워크
관련등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종래형의 산업에 큰 손톱자국을 남기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항공산업이다. ‘하늘 여행’이라고 하는 수요는 격감하고 있어,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오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에어라인은 항공기라는 거액의 유형 고정자산과 방대한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산업이다. 제트 연료의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거액의 고정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이번 2 차 보정에서는, 정부계 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의 협조 융자에 의해, 자본 주입 한도에 12 조엔을
준비했다. 독일 정부가 루프트한자 항공에 자본을 쏟아 부은 일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때는 어느 회사를 도와 어느 회사는 버릴 것인가라는 일종의 트리아지가 필요하다. 이 작업을
누가 할 것인지, 어떤 조건을 붙일 것인지, 유착이나 불합리한 판단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등 과제는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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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발밑의 마켓을 보면, 주가는 의외로 강하며, 항공사 주가도 크게 내린 후에 그대로 되돌리고
있다.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니 웬만하면 투기꾼들이 투매에 나설 판이다. 그나저나, 저명 투자가 워런 버핏
씨가 큰 손해를 보고 4 개 항공사의 주식을 매각하고, ‘세계는 변했다’라고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버핏씨는 구매가 너무 빨랐을지도 모르지만, 짐작컨대 정부가 거액의 공적자금을 마련한 시점에서,
투기꾼은 팔려고 해도 못 팔게 되어 버렸을 것이다. 어쨌든 정부에는 10 조 엔의 예비비까지 붙어 있다.
국회의 감시가 없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야당의 평판은 형편없었지만 저것이 과시용돈이라고 생각하면
효과가 탁월하다. 아니, 이렇게 된 이상 ‘모처럼 국회의 승인을 얻었으니…’ 등으로, 무리해 사용하지 말아
주면 고맙겠다.
소중한 돈을 '스마트'하게 쓸 정치인이 없다
리먼 사태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재무장관을 지낸 행크 폴슨씨는 의회에 거액의 예산을
청구하면서 적에게 물총밖에 없다고 보여주면 쓸 필요가 있지만 바주카포를 보여주면 쓸 필요는 없다고
명언을 쏟아냈다. 폴슨은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월가의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다. 공교롭게도 지금의 아베
내각에 그런 재치 있는 캐릭터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애프터코로나 시대에는 산업구조의 대전환이 있을 것 같다. 그러한 가운데, 대규모 업계
재편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과감한 ‘트리어지’가 필요하게 되는 국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블랙잭 같은 천재외과의사가 있어 쾌도난마를 휘둘렀으면 좋겠는데, 실제문제로 누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인가. 차라리 해외에서 사모펀드의 강자를 데려와 마음껏 날뛰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예산 규모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애프터코로나
시대의 난제인 것은 아닐까.
칸베(요시자키타츠히코 吉崎 達彦) : 소지쯔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2.이상한 일본의 세수(税収) 정부와 일본은행의 대실책과 국채의 ‘구조’
(ORICON NEWS, 2020.6.1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은 해제됐지만 코로나화는 경제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현재 증시 수치로는 경제도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생활에서 그런 실감은
전무하다. 시장과 실생활의 괴리…일본 경제의 뒤에서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고 있을까? 프로 투자가로,
신진 기예의 논객으로서 주목을 끄는 경제 애널리스트·타카하시 단씨를 직격. 애프터코로나의 경제면, 또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이야기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손실은 '대공황 이후 대불황'이란 말은 순 거짓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일본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신속하고 부드럽게 수습을 향한
시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감염자 수도 구미에 비해 그다지 상승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이
좋았는가? 나는 일본인, 및 일본 사회가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은 법적인 강제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제하고 백화점이나 소매점, 음식점 등도 영업을 자제했다. "부탁
베이스"였는데, 모두가 따르고 따른 매우 솔직하고 정직한 국민성. 이것을 나는 "일본 사회의 특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이 코로나 쇼크를 경제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주식시장 및 경제적 데이터의
숫자는 V 자 회복을 했다. 첫 번째로 리커버리를 한 것은 중국이다. 일본, 유럽도 계속되고 있어, ‘V’자
만큼은 아니지만, 반 정도는 회복했다. 즉, 코로나 불황은 바닥을 찍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소식은 지금도 굉장히 많게 느낄것이다. 이것은 ‘GDP 데이터’로부터 온 설이다. GDP=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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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생산은 일정한 기간 내에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액이다. 부가가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이
또한 경제상황을 알기 위한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티비같은거 많이 들을 것이다. 경제적
손실은 대공황 이래 최악이라고. 인상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무서운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그래도 안심하시라. 나는 이게 오해를 낳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
1930 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이는 2 차 세계대전이 집결할
때까지 이어졌다. 임팩트로는 2008 년의 리먼 쇼크 불황을 기억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공황으로
미국 은행의 35%가 파산했다. "파탄!? 확실히 GDP 데이터만 보면, IMF(국제통화기금)가 말하듯이 대공황과
비슷하게 떨어지지만, 이것은 숫자상의 이야기이다. "나는 실체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왜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정 출동이 가능했나? 그 ‘구조’란
실태는 왜 다를까? 이것은 지금이라는 시대가 ‘디지털 사회가 발전한 현대이기 때문에’라고 해도 좋다.
대공황이나 리먼에서는 돈의 흐름이 완전히 멈췄다. 하지만 코로나사태에서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거나
팔 수도 있다. 또 앱을 사용한 온라인 회의등에서, 우리의 영업은 간신히 계속할 수 있다. 자숙 상태여도
디지털의 혜택으로 돈이 계속 움직여 왔다고 하는 상황이 있다. 참고로 주식시장에서는 36 월 GDP
데이터가 주목받고 있다. 가장 감염자 수가 늘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숫자가 될 것이라고
전세계의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다. 근데 나는 이 설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보다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생활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계속
이어 온, "어떤 문제"의 분출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정부의 빚 증가이다. 코로나의 해결을 위해서,
각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 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부들은 적자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적자인데 어디서 돈이 나왔지? 당연히 그런 의문이 생긴다.

쉽게 말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돈이 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으로 치면 ‘일본은행’이다. 그럼, 그 무엇이
무서운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로에서 돈이 만들어져 버린다=인쇄할 수 있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일본은행은 그 돈을 정부에 넘기고 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까지나 채무이다. 즉, 법적으로 언젠가
정부가 일본은행에 갚지 않으면 안 되는 돈이다. 즉 빚이라는 것이 문제이고, 정부가 대규모 재정출동을
할 수 있는 깡통은 여기에 있다. 문제는 그 빚을 우리 국민이 갚는 시스템에 사실상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빚을

갚기

위해

각종

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소비세

인상에는

반대입장이다. 그것은 누진성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율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성장률

저조에도

이어지고. 일본의

성장률은

세계적으로도

무섭게

낮다…

90 년대부터 거의 변하지 않은 상황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다. 이런 와중에도 소비세를 올린다는 것은
성장률 악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과 같다.
세계가 일본에 투자하고 싶은가? 그 매력이 있나?
일본의 성장률이 낮은 것은 소비세만이 원인이 아니다. 예를 들면 상속세… 이것은 미국에서는 높은
주는 30%정도이다. 하지만 일본은 55%이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2 대에 재산이 사라져 버리는 구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다. 법인세도 세계 1 위라고 할 수 없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매우 높다. 일본의
세금은 대부분 비싸다. 이러한 높은 세금은, 세계의 투자가가 보아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조금 전의 ‘성장률의 낮음’도 마이너스 요소다. 투자가가 일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에서 일본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은 극동의 섬나라로 천연자원이
없다. 천연자원으로 돈을 낼 수 없는 나라이므로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본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다. 돈이 없다면 성장률이 오를 리가 없다.

투자나 주식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런 일상에서는

별로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은가?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가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도 계속 이어진다. 그런데, 투자가에게 있어서 ‘애로사항’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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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일본에는 꽤 많다. 그리고 이번 대규모 재정 출동에 의해, 이 ‘애로사항’이 한층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
"양적완화"란 말로 정부와 일본은행이 돈을 만든다... 그 '외상'은 우리 국민이 짊어지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2001 년부터 세계 어느 곳보다 빨리 '양적완화'라는 단어를 써가며, '정부와
일본은행이 돈을 만드는 구조'를 대규모로 추진해 왔다. 전 세계도 비슷한 일은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부의 빚을 없애고 싶다’ ‘성장률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이 ‘구조’를 그만두지 않고,
또 경제학의 메뉴얼 대로 밖에 진행하지 않고, 임기응변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 온 것이다. 그 외상이, 이번
코로나에 의해서, 한층 더 문제화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는 투자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식을 사라고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동향을 염두에 두면, 우선 순위를 명확히 정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자라는 관점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3.실정이 이어져도 정권은 하고 싶은대로, 마치 패전전의 일본

(JBpress, 2020.6.8)

사진 1) 출처: 아프로, 6 월 4 일,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의 아베신죠수상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이른바 "아베노 마스크"는, 아직 전국의 배포가 완료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6 월 1 일
현재 배포 상황은 약 53%로 겨우 절반이 되었다. 게다가 배포 초기에는 불량품이 잇따라 발견됐고,
검품에 8 억엔을 들이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15 년 전 여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일본 현실과 겹치는 조국 귀환 거부 잔류 일본 증언
당시 나는 동남아를 돌고 있었다. 태평양전쟁이 종결돼도 자의로 일본에 귀환하기를 거부하고 현지에
머물며 산 잔류 일본병을 찾아가 얘기를 들었다. 그 여름은 전후 60 년의 고비에 해당해, 동남아시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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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던 전 일본병은 14 명이었다(자세한 것은 졸저 ‘귀환하지 않은-잔류 일본병 전후 60 년째의
증언’에서). 지금은 이미 아무도 살아 있지 않지만, 그 중의 1 명이 이러한 것을 말했다. 남쪽으로 보내지는
데 여름 군복을 주었지만 구멍이 나 있거나 봉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처음 받은 군복과 비교해도 분명히
질이 떨어졌다. 실망했다. 이건 전쟁에 질 줄 알았다--.

패전으로 치닫는 일본의 궁핍한 상황을 보여주는

일화지만 지금 국내정세도 어딘가 전쟁 말기 양상과 겹치는 듯하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가 3 월부터

시작된 전국 일제 휴교를 갑작스럽게 요청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임팔 작전과 동일하지 않나라고 적었다.
병참을 무시한 이 작전은 비참한 말로를 겪으며 훗날 사상 최악의 작전으로 칭송받게 됐다. 내가 만났던
잔류 일본병도 그 체험을 듣고 있다.
이 가장 무모하다고 평가되는 작전을 입안, 지휘한 것이 제 15 군의 사령관이었던 무타구치 렌야
중장이었다. 군 막료는 이 작전에 반대하지만 무타구치는 열화처럼 분노하고 정신론으로 일관해 참모장을
해임하기까지 했다. 상부조직 버마 방면군, 남방군도 보급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반대하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게다가 상관인 가와베 쇼조 버마 방면군 사령관도 어떻게든 무타구치의 의견을 관철하고 싶다며
말리지도 않았다. 가와베와 무타구치는 중일전쟁의 발단이 된 노구교 사건 여단장과 부하 사이로
독단으로 출격 명령을 내린 것이 무다구치라면 이를 추인한 것이 가와베였다. 이제 사정 私情이 이
작전을 움직였고 상관의 뜻을 헤아린 막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됐다.
잇단 실정, 그걸 '진심'으로 비판하는 기개도 정계에는 없다
아베 정권이 그때까지의 국가공무원법 해석을 바꿔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장의 정년을 연장한 것은
지난 1 월 말이었다. 그 이유도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듯 분명치 않아 구로카와를 검찰총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다음에 검찰관의 정년을 법무대신이나 내각의 판단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가자, SNS 상에서도 반대의 소리가 퍼져,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이 보류되었다. 결국, 쿠로카와가 자숙 기간중에 신문 기자와 내기 마작을 하고 있던 것이
발각되어 사직하자, 이 때의 훈고 처분도 어디가 내렸는지 갈팡질팡 하게 된다. 게다가 내기 마작은
명백한 도박죄인데 기소로도 연결되지 않는다. ‘사정私情’의 냄새가 감돈다.
전국 일제 휴교 요청도, 아베노 마스크 배포도 아베 총리의 뜻이 반영된 당돌한 것이었다. 그 결과
휴교 요청으로 인한 현장 혼란, 지금도 배포가 끝나지 않은 아베노 마스크에 견실한 계획성이 있었을까.
지금은 부족했던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도 매장에 나돌기 시작했다. 주위도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상관의 뜻에 따를 뿐. 1944 년 3 월에 임펄 작전은 발동되었지만, 3 주만에 성공하고 끝날
것이지만(그러니까 병사는 3 주간 분의 식량밖에 가질 수 없었다), 전황은 악화 일로를 걷는다. 6 월
중순이면 강변이 무다구치를 찾았지만, 어느 쪽도 작전 중단을 말하지 않았다. 앞서 5 월 하순에는
대본영에도 작전 중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도조 히데키 총리 겸 육상이 반대한다. 전체 전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쟁지도의 지속과 정권 유지를 임팔 작전의 성공에 걸다시피 했다. 결국 작전중지
명령이 내려진 게 7 월에야 나왔다.
지난 75 년, 일본은 정말 바뀌었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원으로

감염이

만연했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이

늦어진

것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일이 4 월로 예정됐던 탓이 크다. 급기야 제한조치가 이뤄진 것은 시 주석의
방일 연기가 발표된 3 월 5 일 이후부터이다. 양국 모두 방일에 매달려 연기를 말하지 못했다. 도쿄 올림픽
연기가 결정된 3 월 24 일 직후부터 도내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수치가 되어 나타나는
것은 2 주 전의 감염이기 때문에 올림픽 개최에 집착하여 대책이 늦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감염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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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고 비상사태 선포도 해제된 것은 좋지만 무엇이 주효했는지 잘 모르겠다. 외출 자제와 영업 자제
요청이라는, 국민에게 참아야 할 정신론적 대책이었다. 정부의 전문가 회의는, 사람과의 접촉을 8 할 줄일
것을 호소했다. 그렇지 않으면 감염 폭발이 일어나 의료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협박"으로 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람 접촉이 문제였을 텐데, 언론에서는 주요 역의 "인파" 수가 그 지표로 대체되고 있다.
개인의 접촉이 정말로 8 할 줄었는지, 검증도 할 수 없다. 도쿄도에서는 6 월부터 휴업 요청의 해제 과정을
3 단계로 나타내는 로드맵의 ‘단계 2’로 이행했다. 그 한편, 전문가 회의는 감염 확대의 제 2 파가 오는 것에
경종을 울린다. 요즘 국민은 양분하고 있다. 예전처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밤놀이에 나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과 제 2 파를 경계하는 사람들. 그 상반된 방향성이 교차하는 곳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스텝 2 로 이행하고, 도내의 감염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도쿄 경보’라는 것을
발동했다. 하지만, 그 제시하는 것도 막연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완화와
경고라는 모순된 정책을 쓰고 있는 셈이다. 임팔 작전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군의 잇단 작전 실패는
작전의 목표나 의도가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현장까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후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작전지도자의 정견과 전망 결여도 있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강고한 관료조직이었던
군대가 그 안에서 무너져 패전으로 치닫는 것처럼 새로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나서는 오늘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일본은 이제부터 전후 75 년의 여름을 맞이한다.

4.신형코로나 사태로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IBM

(ZDNet Japan, 2020.5.19)

그림 1) 출처: ZDNet Japan, 신형코로나사태로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IBM 이미지

일본 IBM 는 5 월 18 일 블록체인의 비즈니스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시대의 비즈니스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 더 중요해진다고 한다. 동사에 있어서
블록체인은, 클라우드나 AI(인공지능), 양자 컴퓨터와 함께 향후의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테크놀로지의
하나라고 한다. 최근에는 오픈 소스인 Hyperledger Fabric 을 베이스로 하는 ‘IBM Blockchain Platfor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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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화해, RedHatOpenShift 등을 사용해 자사의 IBM Cloud 에서 제공하거나 온프레미스나 그 외
IaaS 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SaaS 로서 제공도 하고 있다.
이사 전무 집행 임원인 미사와 토모미츠씨는, 그 컨셉을 ‘어디서나 디브로이 할 수 있어 록인 없이 블록
체인의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는 ‘Blockchain Anywhere’라고 말했다. 동사로서는, 특히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영역에

주목하고

있어,

‘COVID-19

후의

새로운

구조

블록

체인이

활용되어

간다’(미사와씨)고 한다. 블록체인 사업 부장 타카다 미츠야스씨는 COVID-19 에 의해서 ‘이제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전제가 된 업무가 된다. 그런 점에서 블록체인이 가지는 가시성과 신뢰성이라는
속성이 앞으로의 업무를 이루는데 역할은 크다고 말한다.
설명회에서는, 그 업계별 사례로 국제 무역, 식품 트레이서빌리티, 써플라이어 계약의 3 개를 들었다.
국제무역에서는 2018 년부터 메이저 물류업체 Maersk 와 “Trade Lens”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계 9 억 건 이상의 이벤트와 1000 만 장 가까운 무역문서를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타카다씨에 의하면, COVID-19 의 팬데믹에 의해 국제 무역에서의 혼란도 생기고 있어 향후는 아직 남을
종이 문서 베이스의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가 초점이 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스몰 스타트에 의해 블록
체인의 적용으로 향하는 영역을 넓히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 식품 분야에서도 2018 년부터 Walmart 와
‘IBM Food Trust’를 개발하고 있다.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을 시작으로, 2019 년부터는 Carrefour 와 동사의
프라이빗 브랜드 상품에 관한 소비자 전용의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 서비스에도 이용되고 있다.
Golden State Foods 란, 고급 햄버거에 사용하는 패티의 수송 관리에 애쓰고 있다. 타카다씨는,
트레이서빌리티로의 블록체인 이용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개발이 쉬운 유스케이스며, 제조업 등에도
응용하기 쉽다. 식품 업계에 관해서는, 이미 세계에서 200 사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고 하며, 이것을
베이스로 타업종에 전개하기 위한 ‘IBM Blockchain Transparent Supply’를 개발하고, 타이어나 원두의
수송이나 수출입에 전개하고 있다. 써플라이어 계약의 분야는, 매우 중요한 유스케이스로 주목받는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Trust Your Supplier’라고 부르는 서비스를 전개해, 바이어가 신뢰할 수 있는 신규
써플라이어를 단기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COVID-19 의 감염 확대에 의해서 의료 붕괴에 직면하는
각국에서 의료용 마스크나 인공 호흡기등이 고갈하는 위기적 상황에 있지만, 예를 들면, 전기 메이커가
인공 호흡기를 신규로 제조하는 등, 타업종의 지원이 잇따른다. 종래에는 이러한 신규 공급자의 심사에 몇
개월이나 필요했지만,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공급자의 이력을 활용하면, 바이어도 며칠 정도 지나면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 동사는, 미국에서는 8 월까지 Trust Your Supplier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이
사례들은 SaaS 로서 동사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서비스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컨테이너화됨으로써
온프레스의 가상화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타카다씨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실전

가동을

가까운

시일내에

맞이한다고

하는

몇개의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미츠이 물산 그룹의 그룹버스에서는, 웰니스 서비스 ‘웰초’에서 채용하고 있어, 건강
상품 구입시에 부여되는 포인트의 관리등에 사용한다.
오토백스세븐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관리에

이용한다.

결제

시스템에서는,

이미

소프트뱅크나

TBCASoft 와 통신 사업자 전용의 시책을 추진한다. 타카다씨는, 블록 체인을 적용하는 업계나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파트너 에코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설명. 예를 들면, 수산 자원에서는, 해광 물산 및
시푸드레거시, 라이트 하우스, 아이엑스 너리지와 도쿄만에서 잡히는 농어의 트레이서빌리티를 IBM Food
Trust 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또, 인텍과는 EDI(전자 데이터 교환)의 노하우를 응용해, 식품의 안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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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공급등을 향해서, 다양한 오픈 데이터와 법규제나 업계 규제등을 블록 체인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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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중국 중앙정부 정책
<과학 기술>
1.산업정보화부 청사, 업무 복귀 생산 재개, 학업 복구를 뒷받침하는
빅데이터 제품과 해결방안 발표에 관한 통지

(2020.4.30)

공신청 서신[2020] 92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부성급성회도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공업과 정보화 주무부서(빅데이터산업 주무부서), 각 관계기관:
'산업정보화부 청사,

업무 복귀 생산 재개, 학업 복구를 뒷받침하는 빅데이터제품과 해결방안 발표에

관한 통지의 요구에 따라 각 부서의 추천, 전문가 그룹의 심사, 온라인 공시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일망창행(一网畅行)' 대한 전염병 방제 및 업무 복귀 생산 재개 복구 빅데이터 시스템 등 94 개 버그와
빅데이터 제품과 솔루션을 발표했다.
첨부파일: 전염병 방제와 업무 복귀 생산 재개, 학업 복구 빅데이터 제품과 해결방안 명단
산업정보화부 청사

<금융>
1.교통운수부,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철도국, 중국민용항공국, 국가우체국,
중국국가철도그룹유한회사, 대외 무역 서비스의 보완에 대한 통지

(2020.4.20)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장생산건설병단 교통운수청(국, 위), 상무청(국, 위), 우체관리국, 각 직속 세관,
각 직속 해사국, 지역별 철도감독관리국, 각 민용항공관리국, 각 철도그룹유한회사: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지시와 당중앙국무부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하기 위해 국무원 복업 추진 체제,
외자(外资)무역 조정 체제의 기초 위에 코로나 19 방역과 경제사회의 발전사업을 총괄하였다. '선행관'
역할로 국내외 교통 운수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고, 운수의 환경을 최적화하며, 운수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로 해외무역을 정착시킬 수 있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대외무역 운수의 원활.
국제해운 보장을 확보한다. 항구 생산 통계와 국제컨테이너선 항공편 주보 등을 이용하여 항구간선과
정기선회사의 운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무역수송 수요에 따라 코로나 19 때문에 삭감된 노선의
운항을 즉시 재개하도록 유도한다. 국제 코로나 19 의 사태를 추적하며 골간운항업체의 역할을 발휘하게
하고, 주요 무역 항로를 중단하지 않게 대외무역 운수에 대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한다.
항공 화물 운송 배치를 강화한다. ‘그린 통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항공사의 운송 정기편과
여객기는 화물기로의 적용을 지원하며 항공 권리와 시간에 대한 배려를 준다. 국제 운송 항로에 대한
지지 정책을 실행하며 항공업계는 화물기의 수송력을 확대하고 국제 화물 운송 능력을 끌어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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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력 부족의 갈등을 해소하게 한다. 화물 운송 위주의 허브 공항은 절정기에 화물기의 시간 배치를
지원하여 항공사의 복항과 화물 수송편을 늘림에 대해 촉진한다.
중국과 유럽 열차의 발전을 촉진한다. 중국과 유럽 열차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여 철도업체를
조직하여 중국과 유럽의 열차를 증편하고 운송 범위를 확대하며, 중국과 유럽 열차의 운송에 대해
중점적인 보장을 하여 수송을 확보하게 한다. 중국과 유럽의 열차운영회사와 관련 기업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배송, 상품의 상시화 수송을 촉진한다. 열차 운송을 최적화하고, 공급원과 운송의 연결을 고려하여,
중국과 유럽 운송의 "미세 순환"을 통괄한다. 항구와 철업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운과 육운의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장려한다.
국제우편 송신을 원활하게 한다. 우편과 택배업체는 화물기, 전세기, 임대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
항공 화물 운송력의 증대를 촉진하여 우편과 택배업체와 국제 항공, 철도, 해운, 육상 운수업체랑의
심화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제선, 중국과 유럽 열차, 국제 쾌속선, 그리고 주변국 육로 수송 등
다양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현재 국제 화물의 적체를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교통
운수와 물류기업의 국외 업무망, 해외 창고와 육운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원활한 국제 물류 공급
사슬을 형성한다.
국제 화물운송이 원활하게 한다. 항구 관리 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방역물자, 중점 건설사업,
성산과 생활물자의 수송차량 출입국 편의화를 위해 확보하기위해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항구, 차량 및
인원의 검사와 하역 등의 문제를 적시에 조정하여, 방역의 기초 위에 운송 차량과 운전자의 왕래를
편리하게 한다.
철도와 해운의 연합 운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간선항구는 중점으로 철도와 해운의 연합 운송의
발전을 촉진하며 쑤저우타이창항소항철도공사, 난징항룡담철도전용선공사, 광저우난사항소항철도공사 등의
건설 진척을 가속화한다. 항구를 시작으로 하는 중국과 유럽 노선은 다른 노선과 연동해 발전하여 육상
항구의 배치를 보완하고, 국제 해운, 항구, 철도 화물 터미널 간의 연결을 강화한다. 철도와 해운을
조직하여 철도 집소항의 비율을 높인다. 다식 연합 운송 정보 플랫폼의 건설을 가속화하여 각종 운송
방식의 정보 공유를 실현한다.
2. 무역수송편의화 촉진
국제무역의 '단일창구' 건설을 심화시킨다. 선박 합동검사의 실현을 추진하여 수출입 감독과 관리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사의 감독과 관리, 인도서비스, 통관절차의 최적화하며 더욱 집약, 효율적, 원활한
운행을 위한 새로운 모델 수립한다. 해운과 무역의 체인으로 '단일 창구' 기능에 대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항구에서 시험적으로 즉시선상과 출고의 작업모드를 추진한다. 상해, 천진 등 항구의 수입화물인 '선박에
출고'와 수출화물인 '항구에 싣음' 등의 작업모드 시험적으로 추진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컨테이너
간선항구에서 적용하고 보급하여 화물의 유통을 가속화하고 능률화한다.
항구 능력과 효율성을 높인다. 상하이(上海)항구와 톈진(天津)항구에 냉동 전용 시설의 에너지 확장을
가속화하여 2020 년말까지 2019 년 저장 능력의 2 배로 갖추도록 한다. 광주남사(广州南沙) 4 기 2 호 정박지,
강소태창(江苏太仓)

4

기

등

신축

자동

컨테이너

부두의

추진을

가속화한다.

당산(唐山)항구와

톈진(天津)항구 등 이미 건설된 컨테이너부두에는 자동화 리모델링을 통해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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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로운송 편의 수준을 높인다. 국제도로운송관리와 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제도로운수차량에

대한

동태적인

감독을

추진하여

국제도로운송시장

전역의

개방을

뒷받침한다.

《국제도로 위험화물 운수 공약》(ADR 공약)에 대한 정책 분석이나 평가 및 법규를 맞추는 엄무를 깊이
전개하며

국제편의화

운송공약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스피해를

건너는

국제연합운수도로

사업방안을 검토하고 제정하여 국제운송네트워크에 새로운 공간을 개척에 박차를 가한다.
3. 수출입 부분 물류 원가의 인하
수출입 부분의 요금을 인하한다. 수출입 화물의 항구 건설비 일시성 면제, 화물 항무 비용 감축,
항구시설보안비 및 선박유물손해배상기금 등 단계적으로 인하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가격 담당
부서와 함께 항구의 요금을 인하하는 프로젝트를 연구할 것이다. 항구경영서비스성 프로그램의 유료화
기준을 낮춘다. 대외무역업체가 해운 가격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서 기업의 출구는 CIF 가격으로 결제하고,
입구는 FOB 가격으로 결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기선의 해운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운
할증료 비중을 낮추고 국제 정기선의 항구 등의 요금 인하 효과를 유도한다.
항구운항시장 감독과 관리를 강화한다. 항구업체와 관련기관은 경영 서비스 요금목록과 공시제도를
성실히 정착시키고 법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장규제 등 관련기관에 맞춰 단속을
실시하며 항구요금을 더욱 규제한다. 정기선 회사의 해운 할증료 요금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국제선 회사의 운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성실 신용 원칙을 어기고 명목상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이
없는 사항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거나 원가가 명확히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할증료를 많이 올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독당국과 같이 법에 따라서 단속을 실시하게 한다.
항운기업과 수출입업체의 상생협력을 장려한다. 중국항구협회, 중국선동협회의 교량 역할을 지도하여
수출입관련기업협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항운기업과 수출입업체의 장기적과 안정적인 서로 이익을 위한
협력을 세운다. 일심 협력을 하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 대형 항구기업, 국제정기선회사가
수출입업체에게 창고 사용비, 체재비 등의 혜택을 계속 주게 한다.
4. 좋은 외부환경의 조성
운항 생산질서를 보장한다. 교통운수, 세관은 국경 검문, 위생 등 기관과 조율을 강화하고, 국외
코로나 19 의 수입과 운항생산질서의 보장 업무를 총괄하여, 국제선에서 중국계 선원에게 항구 교대, 물자
공급, 선박 수리, 선박 검사 등에 대한 해결을 추진하게 한다. 해운회사와 선원외파기관에 주체 책임을
확실하게 다하도록 촉구하여 선박의 코로나 19 의 방역에 대한 항목을 지도한다.
국제적인

의사소통

협력을

강화한다.

인류운명공동체의

이념을

견지하면서,

무역파트너국과

세계무역조직, 국제해사조직, 국제민간항공조직, 철도협력조직, 만국우편연합 등 국제조직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함께 국제 운송 질서를 국제 물류 공급 체인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며 국제 무역의 건전하고
평온한 발전을 촉진한다.
5. 기능 보장의 강화
코로나 19 의 기간 내 운행 조정을 한다. 종합 교통 운수의 다양한 방식 사이의 접속을 강화하여 각각의
우위와 조합 효율을 발휘한다. 해당 부서와의 소통과 조화를 강화하여 국제 물류 체인의 원활한 협력으로
촉진한다. 국제물류사업 전담반의 역할을 촉진하면 국무원의 복업복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
대외무역 운수에 대한 정보의 협력, 시효적, 적시적 질서 유지의 강화를 시킨다. 주요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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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업체 등 중점적인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맞추는 작업 체제를 구축하여 수송력 자원을 일괄
조달하고, 의료물자의 외원과 상업수출, 대외무역물자 운송 문제를 조율한다.

2.비즈니스 시스템 소비촉진에 대한 상무부의 지도의견

(2002.4.22)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부성급성회 도시비즈니스 주관부서:
당 중앙, 국무부에서의 전염병의 방역 및 경제사회 발전을 일괄적으로 의사결정 배치를 추진하고,
상시화하는 방역에서의 조업 재개, 복원, 주민의 소비 확대, 국내수요 방출, 코로나 19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게, 연간 비즈니스 발전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1. 위치를 높여 배치의 강화
인식을 더 높인다. 국제 전염병이 계속 만연하고, 세계 경제 하행하는 리스크가 심화되어, 외부 수요가
분명히 억제되는 바람에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긴 시간의 각오와 작업 준비를 갖추어, 국내 수요의 확대
및 소비 잠재력의 활성화, 소비 회복의 촉진, 전염병의 영향, 민생 개선, 경제사회 발전의 촉진에 대한
중요성 및 절박성을 인식하며 소비 촉진을 위해 백방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화한다.
조직의 지도를 더욱 강화한다. 국내외의 전염병 방역과 경제 정세의 단계적인 변화에 따라, 상시화
방역에 대해 맞추는 소비촉진 방안을 완선, 사고 밀정을 시킴, 조직 지도를 강화, 종횡무진을 강화가
전면적으로 실행되게 위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2. 복업 추진 속도의 향상 및 확대
정확히 복업을 추진한다. 조업 재개와 내수 확대, 소비 촉진을 긴밀하게 결합시키다. 방역조치가 잘 되고
코로나 19 를 반등하지 않은 자리에 시, 현 단위로는 저위험 지역의 각종 쇼핑몰과 생활서비스가 전면
정상화되고 고위험과 중위험 지역은 과학 방역 우선, 분구와 등급별로 정확하게 복업이 추진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결쳐서 조업과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기업의 고객과 승객 유동량의 향상,
시장의 인파와 방역에 적응하는 비즈니스 순환, 시장 순환, 경제 사회 순환으로 이어진다.
조업 재개의 난점을 풀다. 조업 재개의 동태를 면밀히 추적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재개 조건의 복잡함,
방역 물자 부족, 물류 수송 원활화, 인력 복귀 지연 등의 문제를 제거한다. 기업에 대해 유익한 정책을
실행, 홍보를 강화, 다부문 집합의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제적으로 기업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 모든 기업의 재개, 연동되어 복업을 시킨다.
3. 도시소비재보급 업그레이드 촉진
보행자 거리 리모델링 추진을 가속화한다. 방역를 지도하고, 거리 따라서 시책으로 재개하며 회복을
시킨다. 시기를 보아 거리의 리모델링 추진을 가속화하여 일부 국내 시범 거리를 확정하고, 제 2 차 보행자
거리를 시험 실시한다. 이에 따라 보행자 거리의 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운영 모델을 혁신하며,
교류협력 체제를 세우면서 원스톱 종합적인 소비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편의 소비 네트워크를 보완한다. 편의점과 시장의 배치를 최적화 및 브랜드 체인 편의점의 발전을
촉진에 대해 충분히 발전을 시킨다. 경영 유연성과 동내 주민에게 밀착해 '15 분의 생활서비스'를 조성한다.
조건 좋은 지역은 해당 부서를 조정해서 동내 리모델링하여 택배 수발소, 편의점, 주차장, 충전소 등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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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비 중심 도시의 육성 건설을 추진한다. 국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조건을 갖춘 도시를
선택적으로 추천하며 국제소비센터 육성 건설을 위한 시범사업을 신고하고, 신고하는 도시의 완비한
실시방안을 지도하고, 현지의 상황을 따라 지원하여 국제 수준의 소비 중심 도시의 형성을 가속화한다.
비과세

환급의

정책적

효과를

강화한다.

재정

등

해당

부서에

맞춰

면세점

정책의

보완,

입출국면제세가게와 시내 면세점 등의 증설, 출국 면세점의 증설을 장려하고, "즉매 즉시 환급"의 업무를
확대하면서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인다.
4. 농촌 소비의 단점을 보완
전자상거래가 농촌으로 들어오게 한다. 전력 사업자의 농촌 진입 커버리지 확대, 현역 물류 택배 자원의
통합, 명우트 신농산 강화오프라인으로 전시 판매하다. 농촌상무역의 유통과 소매망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
서비스를 농촌상업과 연계하여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향진상 무역센터를 발전시키고,
대형 상무역업체들이 향진에 거점을 두도록 유도하며, 공급사슬의 침하를 추진하여 농촌 소비의 집적
플랫폼을 조성한다.
농산물 유통 주류 네트워크를 보완한다. 주류시장과 주류기업의 확정, 신규 농산물 공급사슬 구축,
추진농산물은 간택, 가공, 포장, 예랭, 저장 등의 시설을 건설하여 농산물의 시내 진출과 공산품의 하향의
양방향 유통 효율을 향상시킨다.
전자상거래와 산업 구빈을 한다. 전기상거래의 구빈 범위를 넓히고 생산과 판매를 병행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 기업과 빈곤 지역이랑 장기간 안정된 생산과 판매의 합작을 시킨다. "3 품 1 표"의 인증이
보급되고, 농산물의 전상화를 높이고, 다양한 형식으로 농산물 브랜드 소개 활동을 실시한다. 규모화,
집약화의 잠상 생산 기지의 건설을 추진한다.
5. 전통 상품 소비 활성화
자동차 소비를 크게 촉진한다. 신에너지차 구입 보조금의 연장과 세제 혜택, 중고차 판매 부가가치세의
징수, 노후 디젤유 화물차에 대한 지원 등 새로운 정책 조치를 시킨다. 자동차 폐차 규제의 완화와 유통
법규 강화와의 맞춘 시행을 시킨다. 지역별 자동차 구매 제한의 최적화, 새차 소비와 노후차 도태의 축진,
픽업트럭 시내 제한의 취소, 자동차 소비 분위의 완선 등 방법으로 정책 전환을 유도하여 자동차 소비
공간을 추가한다.
가전과 가구 소비를 이끈다. 조건 좋은 지역이 실제 상황을 맞춰서 장려와 보조금이 결합된 소비
갱신의 세대 교체 정책 수립, 낡은 전자제품을 새것으로 바꾸는 소비를 장려하고, 그린에너지 가전, 가구
소비를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제 3 회 수입박람회를 준비한다. 단조직 거래, 홍보 등의 업무, 전시 전, 중, 후, 온라인, 오프라인
적극적인 전개한다. 정교화, 시장화를 강화하는 비즈니스를 유치, 수입 확대, 국내 양질상품 공급 최적화를
시킨다.
특색 있는 브랜드 소비를 촉진한다. 중국 전통 브랜드를 보호하고 발전을 시켜, 동태적인 관리 체제를
수립하여, 문화 특색을 진하고, 신뢰 높고, 시장 경쟁력이 강한 중국 전통 브랜드를 육성한다. 첫 번째
가계 경제와 선발 경제를 강하게 만든다. 가계 경제 중점도시(구)와 공공서비스 중점기업(플랫폼)을
조성하여 가계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
6. 서비스 소비 확대에 대한 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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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소비를 발전을 시킨다. 기업의 상시화 방역 조치를 지도하고, 소독과 채온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찬과 공용 식기의 사용을 제창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심하는 소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중점
요리 중류를 선전하고 보급하여 전통 음식의 전승과 혁신을 촉진한다.
커뮤니티 생활서비스 소비를 발전시킨다. 지역 생활 서비스 시범을 전개하여, 동내생활 서비스 관리제도,
발전 모델과 서비스 매체를 혁신한다. 외식, 가정, 이발, 세탁, 대수대납 등 생활서비스의 집적화와
편의화의 발전을 추진한다. 저위험 지역에서 최적화 방역 기초 위에 택배, 가정, 보수, 인테리어 등의
서비스 임원의 동내 서비스를 시급히 추진한다.
가정 서비스 소비를 보완한다. 가정 행정 업무에 대해 방역 지침을 엄격히 지도하며 시행의 기초 위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 서비스 품질, 신뢰, 인터넷 융합 등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고, 가사서비스
신용정보 플랫폼을 보완하는 작업을 가속화한다. 가정 서비스 기업이 커뮤니티에 서비스망을 설치하고
가정 비즈니스 보험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장려합니다.
7. 신형 소비 육성의 가속화
소매 이노베이션 전형을 가속화한다. 소매 기업의 디지털화를 장려하고 정취 있는 체험식 소비를
만들고, 중소 백화점이 커뮤니티 쇼핑몰로 전형을 시키며, 새로운 소비업태, 패러다임, 장면의 보급과
적용을 촉진한다.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을 가속화하고 온라인 경제과 플랫폼 경제 통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원하고 온라인상의 새로운 소비열을 유지한다.
'쌍품 인터넷 쇼핑 페스티벌'을 크고 전문화한다. 높은 표준으로 더 많은 상품 거래 플랫폼을 흡수하여,
새로운 서비스 거래를 추가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서비스를 증설하며 데이터를 의존적으로 네트워크
소비를 정확하게 맞춰서 개성화 주문과 유연화 생산을 크게 발전시켜, "작고 미적인" 인터넷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한다.
공급 체인 혁신 적용을 가속화한다. 기업의 공급 체인 리스크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지도하여
국내외 공급 체인 선두 기업을 육성한다. 전자상기업이 물류기업과의 업무 연동을 강화하고, 재고 전치,
스마트 저장, 저장과 배송의 일체화 등의 서비스를 보급하며, 공급 체인 시너지 향상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8. 소비시장 적극적인 활성화
소비 촉진하는 플랫폼을 만든다. 리스크를 충분히 평가하고 등급별로 정밀하게 방역하는 김에 "방역,
공급 보증이나, 소비 촉진'은 주제로 지역 방역에 소비 새 요구, 전통 소비 성수기 및 인터넷 핫세일즈
시간대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계획을 하고, 시간별로 구분하여 언제든지 인기 소비를 촉진하는 플랫폼을
만든다.
소비촉진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한다. 업계 협회, 대형 소매상,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택배 물류와 같은
기업들을 조직하고 편리한 재택근무, 풍부한 재택생활, 즉시 수급 제공 거리 등 새 소비 이념에 갖는 소비
전통과 신흥 분야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 오프라인 깊게 겹치는 이벤트를 혁신적으로 전개한다. 조건 좋은
지역에는 법에 따라 공개 공정으로 특정 집단, 특정 상품, 특정 분야에 대해 형식이 다양한 소비 쿠폰을
출시하여 층별로 소비 수요를 유도하여, 각계 참여 의욕을 북돋운다.
9. 무역수출품의 내수판매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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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 19 의한 대외무역 관련 대책의 실행, 정책 홍보 강화와 지도를 시킨다.
해외무역 제품 내수판매원가를 확실히 낮추도록 유도한다. 내, 외판매 제품인 '동선동표동질'로 실시하는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동선동표동질'의 공공 서비스의 보완을 가속화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수단을 넓힌다. 중국가공무역제품박람회 등을 이용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내수판매 전시와 소통의 플랫폼을 설립한다. 외무역기업과 국내 바이어의 접촉을 조직하며 강화하여
협상을 타결을 짓는다. 소비촉진 플랫폼을 통해 수출제품의 내수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산요를 맞댄다.
국내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합작을 유도하고, 국내 시장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 양질의
수출품을 판매하며 내수규모화와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국내 소비 수요를 더욱 만족시킨다.
10. 정책 자금 촉진 효과의 발휘
정책의 인도 역할을 강화한다. 국무발[2019]42 호, 상종발[2020]30 호 등 국가부 위원회 정책 조치를
실행하면서 그의 소비 안정과 소비 촉진의 역할을 충실히 발휘한다. 상무부는 관계부서와 상시화 방역에
따라 소비촉진 정책을 더욱 검토하고, 각지의 적절성에 의해 더욱 강력하고 맞추는 정책 조치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자금의 효과를 발휘한다. 서비스업의 발전자금을 착실하게 사용하고, 현지 방역 공급과 소비 촉진
수요를 결합하며 자금 규정의 사용 범위 내에서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정하고, 지방 자금을
잘 지배하며 사회자본을 끌어들이고,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소비 촉진이 전면적으로 기울이며
지원한다.
11. 소비촉진의 기초 지지에 대한 강화
모니터링의 예선 경보와 판단을 강화한다. 소비 시장의 동향과 이상한 파동을 추적하여 국내외
코로나 19 때문에 소비 운행에 대한 생기는 새로운 제약, 도전을 발견한다. 심층적인 영향 분석하며
과학적인 연구로 추세를 판단한다. 핵심 모니터링 기업을 증보하여 전국 시장 운영과 유통 발전 서비스
플랫폼을 최적화한다.
안심한 소비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에게 엄격화하는 방역 책임을 지도와 감독한다. 소비 신용 체계의
보완, 단일 용도 선불 카드 관리 시스템의 보완을 가속시킨다. 유통업계의 관리를 강화하며, 시장질서
유지에 발맞춘다. 뉴스 홍보 유도를 강화시키고, 사회 관심에 대한 대응을 가속화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응급보급체계를 보완을 시킨다. 돌발사태 대비 공급능력 향상 대형보급업체 명부 건전화 보완비상 상품
데이터베이스와 비상 투입 네트워크. 응급 편의 식품 대저장 체제의 구축을 추진하다.돼지고기 시장의
공급을 더욱 안정시키다.

<의료>
1.일상적 방역에 대한 규제의 정착에 관한 의료기관의 감염방지 업무 강화
요구 통지

(2020.4.30)

연합방위체제통지[2020]16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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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성 연합방역 통제관리회
현재, 역외 전염병의 폭발적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 국외의 확진자 유입이 감염자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내 감염률은 매우 낮다. 일상적 방역 사업에서 해외 유입 통제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통제를 위한 조치는 병원내 감염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통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병원내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직면하는 원내 감염의 위험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산둥 성, 헤이룽장 성 등의 개별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 의 집중적인 발생은 현재 의료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각 지역은 당 중앙의 일상적 방역 작업의 실시 요구에 따라
병원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2. 진찰 관리 요구사항을 엄격히 시행
의료기관은 진료 전 발열사항에 대해 엄격히 확인하며, 첫 진료 담당제를 엄격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진찰을 받은 모든 의료진은 반드시 숙련되게 새로운 것을 파악하여 정착시켜야 한다. 코로나 19 통제와
진료 방안, 개인 방호 강화, 바이러스 핵산 샘플 채취·운송·보존의 실시를 규범화해야 한다. 코로나 19 의심
또는 확진환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격리하여 적시에 거점병원으로 이송하여 추가
진단치료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환자의 입원이나 이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환자 입원 관리 강화
의료 기관은 본 구역의 발생 상황과 위험 등급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의 문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4 가지 경우의 인원은 (확진환자, 의심환자, 발열증상 환자, 밀착 접촉자) 관련 관리 요구사항, 발생 기간 중
환자의 입원체검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조건부 의료기관은 충분한 병실을 설치해 입원 환자를
개인실로 치료하고 바이러스를 제거한 뒤 재래식 병동으로 옮겨 추가 입원해 잠재적 원내 교차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
4. 간호인, 면회 관리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병실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간호·탐시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의료 기관에 화상 면회를
실시하도록 한다.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환자 곁에서 간호하지 않으며 면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드시 환자의 곁에서 돌봐야 하거나 면회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사람 수와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개인적인 방호를 잘 하여 사람들의 근접한 접촉을 줄인다. 대기자나 면회자는
체온검사, 건강상태, 정보등록 등을 철저히 하고 행진경로,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병동 통제
및 보안관리 강화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면회와 보호, 환자와 관계없는 출입을 통제한다.
5. 코로나바이러스 핵산 검출 강화
각 지방은 의료 기구 실험실 건설을 강화하여, 모든 3 급 병원 및 지역 병원에 대한 건설을 실시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산 검출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 2 급 이상 병원 역시
코로나바이러스의 핵산 검출 요건을 단계적으로 달성하도록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 또한 언제든 핵산
검사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은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입원환자, 간호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검진검사, 검체검사'의 원칙에 따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표준 예방을 엄격하게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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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관은 표준 예방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며, 의료 기관에 들어가는 각 유형의 인원을 모두
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위생에 주의한다. 진료환경의 청결소독 처치를 강화하고,
환경 환기 관리를 잘 하여야 하며, 구역별 관리 요구사항을 통제하며, 청소지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잠재적 오염 구역과 오염 구역, 의료 종사자 통로와 환자 통로를 구별한다. 의료진이 진료활동에서
예방조치를 고수하고 <코로나 19 기간 의료진 방호기술지침(시행)>(국위청의서[2020]155 호)에 따라 개인
방호를 철저히 하고 방호용품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표준 예방의 기초 하에 진료
조작의 위험의 고저에 따라 추가적인 방호를 실시한다.
7. 원내 감염 위험 정비
각급 각급 의료기관은 저번 분기 병원내 방호업무에 대하여, 허점을 조사하여 이를 보안해야 한다. 감염
방지 중점 부서, 특히 감염 환자 유입과 집중적인 발생에 중점을 두는 부분과, 규제 기반 시설, 기본
프로세스를 따라 정리 점검을 실시하면, 발견된 문제점과 위험점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책임 부문과
책임자, 시정 시한을 명확히 하여 일일이 등기 관리하게 된다. 위생 건강 행정 부처는 의료기관의 원내
감염 검사 정비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추출 검사 대상에는 코로나 19 진료 거점 병원뿐 아니라 비정점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관내, 원내 감염 발생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무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연합 통제 체제 종합팀

<취업>
1. 교육부, 2020 년 중점 대학교 배치하여 농촌과 빈곤 지역의 학생들의
모집에 관한 사업

(2020.05.13)

교육부는 최근 당중앙국무부의 빈공탈출과 방역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2020 년 중점 대학교의
농촌빈곤지역 학생 모집 업무를 전면 배치했다.
교육부는 각 지역마다 방역업무를 엄격히 시행하고, 수험생과 모집직원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확실히 보장하며, 특별계획의 학생 모집(专项计划招生)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을 한 달 연기하는 배치에 맞춰 특별전형 학생 모집(专项计划招生) 홍보, 수험생 지원, 자격심사, 전형
등 프로그램별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지역 각 대학교에 국가 입학 전형 정책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여 각 모집 업무의 규율을
엄수할 것을 요구했다. 성급 유치는 대학교들이 국가 입학 전형 정책을 집행하고 학교 입학 규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과 빈곤지역의 실태와 방역상황을 결합해 다양한 전형을 적극 실시하고
수험생에게 정책 해독과 상담 지도를 제공하는 등 홍보 실제효과의 제고에 힘써야 한다. 해당 대학교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수험생을 선발하여 양성하는 일을 총괄하고, 학생들이 순조롭게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앙의 관련 문서 정신에 따라, 국가전개계획 실시 구역의
빈곤현이 빈곤에서 벗어난 후에도 2020 년에는 국가전개계획 정책을 계속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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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중국 NEWS
1. 3W 카페 주최 “2020 과학기술 혁신추세와 실행(옌타이)정책 공유회”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 참석（2020.6.12）
2020 년 6 월 12 일, “2020 과학기술 혁신 추세와 실행 (옌타이)정책 공유회”가 베이징 중관춘 이노웨이
3W 카페에서 개최했다.

사진 1) 출처: KIC 중국, 2020 과학기술 혁신 추세와 실행 (옌타이)정책 공유회 현장

이번 공유회는 옌타이유학인재창업단지 관리서비스센터, 산둥대학교 베이징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며,
3W 그룹이 주관하고, 3W 옌타이 예다공간(业达空间), 산둥대학교 베이징교우회가 공동 협찬했다.
옌타이유학인재창업단지 관리서비스센터장 천짜이동(陈在东), 산동대 베이징연구원장, 산동대학교 동문회
사무총장 양빈(杨斌), KIC 중국 센터장 이상운, 베이징창업투자협회 부회장, 신롱마이(新龙脉)펀드 파프너
취찡루(曲敬鲁), 펑윈(风云)자본창립 파트너 허우찌용(侯继勇), 3W COFFICE 옌타이 총경리 리텅윈(李腾云)
등 초청 게스트와 수십여 명의 창업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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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출처: KIC 중국, 옌타이유학자창업원관리서비스센터장 천짜이동(陈在东)

사진 3) 출처: KIC 중국, 산동대 베이징연구원장, 산동대학교 동문회 사무총장 양빈(杨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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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출처: KIC 중국, KIC 중국 센터장 이상운

리커창 총리도 2020 년 6 월 1 일 옌타이 방문시 혁신 창업은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고
창업을 장려하는 강도를 높여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1995 년 중국 국내 최초 설립된 유학인재 창업단지 중 하나로 옌타이유학인재창업단지(이하'유창원')는
많은 창조적 창업자들을 육성해왔다. 지금까지 500 여명 해외 유학인재들이 옌타이유창원을 찾아와 창업을
이뤘으며, 누적 설립된 기업은 746 개달하고, 상장 및 상장기업에게 인수된 업체는 16 곳된다.

사진 5) 출처: KIC 중국, 옌타이유학자창업원관리서비스센터장 천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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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옌타이유창원은 바이오의약, 신소재, 전자정보, 스마트 제조 위주의 산업 구도를 형성하며 중요한
하이테크 혁신과 업체의 이노베이션 기지가 되어 '황금씨앗 프로젝트'로 평가받았다.
그는 앞으로 옌타이 예다쯔구(业达智谷)를 중관춘과 같은 창업 생태계로 발전시키고, '당신의 성공'을
'우리의 사업'으로 삼아 혁신 창업자들의 전면적인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베이징창업투자협회

부회장,

신롱마이(新龙脉)펀드

파프너

취찡루(曲敬鲁)는

"옌타이

사람으로서, 그리고 혁신 창업투자를 하는 기관으로서, 유창원의 인재 유치와 자금 지원의 일을 돕는 힘을
기꺼이 보태겠다"고 말했다.

사진 6) 출처: KIC 중국, 베이징창업투자협회 부회장, 신롱마이(新龙脉)펀드 파프너 취찡루(曲敬鲁)

베이징창업투자협회는 국내 최초의 창업투자업계 공회 조직으로, '서비스 창업, 투자 선도'를 기본 취지로
일관된 프로젝트 모집의 우세, 업무협조, 창업자를 위한 업무협력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국내외 동종업계의
교류를 촉진하며 장기적인 발전에 착안하고 있다.
창업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창업자를 위한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수 있다. 이런 비전이 바로 옌타이유창원과 베이징창업투자협회가 협력하는 이유다.
이어, 펑윈(风云)자본창립 파트너 허우찌용(侯继勇)이 2020 년 포스트코로나 창업 및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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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출처: KIC 중국, 펑윈(风云)자본창립 파트너 허우찌용(侯继勇)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동시에 기회도 많다. 창업을 하려면 시장에서 확실한 방향을 찾아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이런 기업을 찾고 함께 윈윈을 실현하고 미래를 그리게 한다.
코로나 19 는 창업자에게 불확실한 시장환경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고 알리겠지만, 투자자나
창업자에게 어려움이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번 시련에 의해 살아남은 자들에게 진정한 경험을
안겨준다.

사진 8) 출처: KIC 중국, 옌타이유학인재창업단지 관리서비스센터 천짜이동 센터장,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 업무협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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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후 옌타이유학인재창업단지 관리서비스센터 천짜이동 센터장 등은 중관춘에 있는 KIC 중국을 방문해
이상운 센터장과 옌타이 개발구에 한국 산업을 영입에 대해 협의하고 심도 깊은 교류를 진행했다.

사진 9) 출처: KIC 중국, KIC 중국 방문 옌타이 유학인재창업단지 관계자 단체사진

이상운 센터장은 “본 설명회를 통해 옌타이 지역에서의 한국기업 진출 방향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으며, 향후 3W 커피 옌타이 지부, 옌타이 유학인재창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한국기업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KIC 중국과 옌타이 유학인재창업단지, 옌타이 예다공간(业达空间)과 앞으로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기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갖기로 했다.

주간 중국 창업

70

제 184 호(2020.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