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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다시
카니발이다!
코로나는 가고 삼바가 왔다!
사진 Wagner Meier/Gettyimages

2년간 열리지 못했던 브라질의 리우 카니
발이 올해에는 다시 열렸다. 지난 4월 30
일 축제 마지막 날 살게이루 삼바 학교
의 학생들이 삼바드롬에서 행진하고 있
다. 15세기에 시작된 리우 카니발은 본래
가장 행렬이 주행사였으나 지난 세기 초
부터 삼바 학교의 경연으로 성격이 바뀌
었다. 리우에는 100개가 넘는 삼바 학교
가 있으며, 이들은 축제에 선보일 퍼레이
드를 위해 연중 연습을 거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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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Michael Spence

급변하는 세계 경제
어렵지만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아니다.
글 Michael Spence 사진 SHUTTERSTOCK

최근 세계 경제에 관한 논의는 다음 몇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화,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 등에 기인하는

용 없는 껍데기이거나 장기적인 효과가

국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최종
소비자 가격을 시장 수준 이하로 규제함

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한 개

미국도 경기 둔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서 수요와 공급 연

없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시

의 깔끔한 도식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울

이기는 하지만 침체까지 가지는 않을 것

결망을 다양화하려는 정책적인 요구까

장은 보통 그것이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만큼 유동적인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몇

이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역

지 작용하고 있다. 인플레 압력이 상존

경제적 현실보다 더 변동성이 심한 경향

가지 이슈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할을 했던 중국도 코로나 봉쇄, 고령층

하는 가운데 공급이 부진한 성장이 길어

이 있다. 가격은 떨어지든 오르든 늘 실

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에서의 낮은 백신 접종률, 고성장 기술주

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제 가치 이상으로 움직인다는 말이다.

첫 번째 질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높은 시장 변동성은 중요한 단기적 결

에 대한 투자자의 실망, 부채 누적과 가

서 ‘침체가 닥칠 것인가?’하는 것이다.

격 하락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부진 등

조정국면에 들어선 디지털 전환

IMF와 같은 기관의 경기 예측이 하향 조

때문에 최소한 1년 동안은 낮은 한 자릿

세 번째 질문은 기술 섹터와 디지털 전환

재력을 가진 회사를 키우는 데 핵심적인

정되었고, 앞으로도 더 조정될 것이라는

수 성장률에 머무를 것이다.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다. 코로나

역할을 하는 벤처 캐피털과 사모펀드도

과를 낳는다. 혁신적이고, 높은 성장 잠

미국도 경기 둔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침체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도 최소한 1년 동안은 한
자릿수 성장률에
머무를 것이다.

으로써 화석연료를 보조하는 행위다. 왜
냐하면 이런 정책은 결국 보다 지속가능
한 방법을 찾으려는 인센티브를 약화시
키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요인도 또한 청정에너지에 대
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화석연료와 달
리 재생에너지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다.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 공급

점을 본다면 침체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

두 번째 질문은 인플레에 대한 것이다.

봉쇄와 여타 공공보건 조치는 팬데믹 기

이런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

세계 경제의 저탄소 이행을 저해할 것인

무기화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고 자립을

다. 그러나 보통 2분기 연속 역성장을 의

최근의 물가 상승은 공급망 봉쇄와 수

간 동안 디지털 기술의 확대를 뒷받침했

이다. 주식시장 상승기에는 밸류에이션

가 하는 것이다. 다행히 적어도 장기적으

강화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다.

미하는 세계적인 경기침체까지 가지는 않

요 공급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와는 반대로 팬데

이 후하다. 그리고 내용이 좀 미심쩍어도

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가

을 것 같다. 물론 에너지 시장과 같은 주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 원

믹으로 인한 제한조치가 해제되면서 이

투자를 받기가 쉽다. 그러나 하락기에는

몇 가지 있다.

요 시장이 붕괴하거나 지역 분쟁이 갑자

자재, 식량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이

런 흐름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밸류에이션이 시장의 조정에 즉각 따라

우선, 화석연료 가격 상승은 국가와

겨가는 몇 십 년에 걸친 과정이다. 단기적

기 확대된다든지 하는 돌발사태가 발생

런 요인들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성장에 대한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

가지 않고 후행한다(전문가 연구에 따르

소비자로 하여금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으로 각국 경제, 특히 유럽은 수요를 충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다.

갈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일

속에서 주식시장은 가장 좋은 시절이었

면 보통 6~9개월). 투자자와 창업회사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하게 하는 인

당하기 위해 석탄을 포함한 ‘더러운’ 에너

시적인 문제다.

다 하더라도 비현실적으로 보일 만큼 높

모두 자금이 바닥날 때까지는 밸류에이

센티브로 강하게 작용한다. 어떤 의미에

지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나 몇 나라의 경제는 확실히 위축

궁극적으로 그린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믹스가 화석연료로부터 청정에너지로 옮

될 것이다. 러시아의 GDP는 비록 석유와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금세 사라지지

은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냈다. 이제 인플

션을 조정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는 세계적 규모에서 탄소세 제도를 만

곧 에너지 전환과 글로벌한 지속가능성

천연가스 가격이 서방의 제재 때문에 고

않는 장기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세

레, 금융 긴축, 성장 예측 하락이 이어지

이 기간 동안 투자 조건은 현실적인 장기

들어내는 데 실패한 것을 만회하는 것도

추진에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는

공행진을 계속한다고 해도 확실히 하락

계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인구가 고령

자 시장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성장주

적 가치 평가와 일치하기 어려우므로 투

된다.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유럽도 역시 에너지 가격 상승

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노동참가율은

는 미래의 기대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가

자 받기는 어려워지고, 성장과 혁신도 지

과 심각한 화석연료 수입 의존, 러시아로

하락하고 있으며, 생산성 성장률도 하락

치가 매겨지고, 기술 부문 위주로 구성되

체된다.

부터의 공급 축소 때문에 침체를 겪을

추세다. 더구나 과거에 디플레 압력의 주

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성장주의 가격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른 많은 후진

요 원천이었던 개도국의 유휴 생산능력

이 급락한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국도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팬데믹

도 과거보다 적다. 생산 증가가 쉽지 않

으로 인한 충격과 겹치면서 앞으로 힘든

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팬데믹, 기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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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가격 상승은 역진세(누진세
와 반대로,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

최근 우리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네 번

이 낮아지는 세금)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째 질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의 러시

서나 국가 간에 역의 분배효과를 초래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현재의

아 석유·천연가스에 대한 의존 축소 결

것이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어느 정도의

디지털, 에너지, 바이오 전환이 아무 내

의, 고공행진 중인 화석연료 가격 등이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

Michael Spence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스탠퍼드대학
경제학 교수.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
저서 “넥스트 컨버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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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ther interviews and columns, you said the war in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 24일 이른바 ‘특

Ukraine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crisis in 2008. It

별군사작전’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이다. 그리고 100

sounds very interesting but the connection between

일 이상이 흘렀다.

two events is not clear to my eyes.

애덤 투즈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전히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It’s a two-step connection because Putin’s invasion of

애초 러시아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2~3주 안에 완승한다는 게

Crimea in 2014 has a clear connection with the financial

일반적인 예측이었다. 우크라이나 국민과 군인의 저항이 만만

crisis in 2008. Ukraine had been fundamentally destabi-

찮다.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 군부대 위치 등을 알려주고 있다.

lized by this double shock of 2008 — Russia’s war with

대전차 미사일 등 각종 무기도 지원하고 있다.

Georgia and the financial crisis. It was looking for some

그 바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발성 위기가 아니라 글로벌

point of security and that's what drove it into the arms of

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됐다. 경제가 정치와 안보 다음으로 밀리

association talk with the EU. The association talks with

고 있는 모양새다. 급기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글로벌화

Europe provoked the back and forth in Kiev between the

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전망마저 제기됐다.

pro-European and pro-Russian forces. In 2014, Putin con-

전쟁은 투자자와 비즈니스 리더, 펀드 매니저 등에게 극단의

sidered for the first time a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불확실성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푸틴의 야망 탓일

but decided instead to take a kind of nibbling strategy to

까?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 세계화의 종말을 부르는

take Crimea and to back the insurgency in the Donbas

방아쇠일까?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경제역사가로서 “붕괴”

region. So there is a very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

(Crashed)란 역작을 쓴 애덤 투즈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를 인터

2008 shocks and crisis in the 2013-14.

뷰했다.

Interesting story! So, might there be economic factors

당신은 다른 인터뷰와 칼럼 등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2008년 미

playing pivotal roles in Putin’s invasion this time?

국발 금융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아주 흥미롭기는 하지만, 두

Yes, I think fundamentally there are two sides to this. We

사건의 관계가 분명치 않아 보인다.

have to reckon with the fact that Russia has a considerable

2013~14년 푸틴의 크림반도 침공은 2008년 금융위기와 직접적

military force, and the force is the result of the Russian

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사태는 2

state's relatively successful ability to harvest the profits of

단계로 금융위기와 연결돼 있다. 우크라이나는 2008년 러시아

oil and gas and direct them toward the state machine.

의 조지아 침공과 금융위기 때문에 아주 불안정해졌다. 우크라

Russia is not just any old failed petrol state by any means.

이나는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하는 사태를 보고) 안전을 추

And that resource gives Putin the kind of military-geopo-

구하게 됐고, 내부에서 유럽연합(EU)에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

litical heft that he has deployed repeatedly. So that’s one

리가 커졌다. 유럽과 제휴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크라이나 내부

side of the economic causation here. Conversely, on the
other side, if Ukraine were a more successful socio-eco-

“금융위기의 나비효과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폭풍을 일으켰다!”

nomic experiment, then it would be, I think, welcomed by

전쟁과 경제의 상관관계에서 미래의 흐름을 본다.

model. It was riddled with corruption, it had very little

인터뷰 강남규(중앙일보 기자) 사진 SHUTTERSTOCK

growth. Its GDP per capita was lamentably low. It was not

the EU as a potential member. And by way of that, it
would probably also have a higher chance of accession to
NATO as well. It isn't just geopolitics that holds Ukraine
back. It was the sense that it was a failed socio-economic

Adam Tooze
1967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영국과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성장했다. 케임브리지 대학
교 킹스컬리지와 런던정경대(LSE)에서 경제학
과 경제사로 학위를 받았다. 케임브리지대와 예
일대를 거쳐 지금은 컬럼비아대에서 가르치고
있다. 최근 2008년 금융위기를 분석한 “붕괴”
(Crashed)라는 역작을 냈으며, 그의 또 다른 책
인 “대격변”(The Deluge)은 제1차대전에서 대공황에 이르는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을 해부한 책이다.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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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스는 일본에서의 노령화 연구에서 기술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강조했다.

groups in Russia. This group in the Russian politics may

맞다. 내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엔 두 가지 측면

have played a stumbling block in the way of invasion by

이 있다. 러시아의 상당한 군사력은 이 나라가 원유가 낳은 이

Putin.

익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확해 (개인이 아니라) 군대 등 국가
시스템에 흘러들도록 한 결과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러시

2008년 금융위기, 조지아
사태와 2013~14년 크림반도
점령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Besides the economic origins or triggers of the crisis in

아는 (베네수엘라처럼) 실패한 산유국이 아니다. 에너지를 판 돈

Ukraine, some people are worrying Ukraine crisis

(자원)은 푸틴이 주변국을 상대로 무력을 쓸 수 있는 군사적-

could be a beginning of de-globalization like WWI,

지정학적 힘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가 한 측면이다. 반면, 우크라

which ended the First Globalization in 1870–1914.

이나가 사회정치적 실험을 제대로 수행했더라면 내가 생각하기

Yeah. Larry Fink, CEO of the biggest asset manager in the

에 EU에 의해 잠재적 회원국이 됐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나토(북

world, BlackRock, said this in his letter to shareholders. I

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을 것이다. 우크

think it's convenient for him to say that. It’s very conve-

라이나가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EU 등에 가입하지 못한 게

nient because you can point the finger and you can say bad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사회-경제적으로 실패한 모델이다. 부패

king Putin did it. But, I am skeptical that globalization is

에 찌들어 있고, 경제성장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인당

heading toward its end, and be very skeptical of that kind

GDP는 한탄스러울 정도로 낮다. 우크라이나는 절대 폴란드가

of simplistic explanation of the problems. I am very doubt-

아니다.

ful that globalization is going to go into reverse. I think

[러시아 경제는 2000년대 초반 에너지 가격 대세상승기(super

we're going to see globalization in a new key, a different

cycle)에 천연가스와 원유를 팔아 부활했다. 러시아 경제는

mode of organizing globalization.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휘청거렸다. 투즈 교수는
사전 인터뷰에서 “동시에 글로벌 경제 호황은 우크라이나 내부

Ukraine is not Poland? How so?

의 친서방파와 친러파의 갈등을 야기했다. (이 틈을 노려) 푸틴

A different mode of organizing globalization? What

의 친서방파 목소리도 키웠다”며 “친서방-친러 갈등이 2008년

Poland and the Baltic states have been transformed by

이 2014년 봄에 처음에는 전면적인 침공을 고려했다. 하지만 그

does that mean? You seem to imply there is a change or

금융위기를 계기로 표면화했다”고 설명했다.]

their incorporation into the West. Especially, Poland was

는 크림반도를 차지하고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을 지원하는

changes in the course of globalization.

transformed into free-market economy with money of the

등 야금야금 차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래서 2008년 금융

Think about the central arena of industrial globalization

우크라이나는 폴란드가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

EU. Ukraine had, however, fallen onto the other side of

위기, 조지아 사태와 2013~14년 크림반도 점령은 아주 직접적

in which South Korea plays an extremely prominent role,

폴란드와 발트지역 나라는 서방으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체제

that divide and was looking increasingly unappetizing as

으로 연결돼 있다.

which is microelectronics and microchips. There is simply

전환이 이뤄졌다. 폴란드엔 EU 자금이 투입돼 자유시장 경제로

a prospect for membership in the West. And so those two

[투즈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동유럽이 겪은 사회경

no relationship between the crisis in the Ukraine and that

바뀌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러시아

forces by themselves set up the entire structure of our cur-

제적 어려움에 주목한다. 그는 평소 칼럼 등에서 “폴란드 등 동

fundamental arena of the struggle over how globalization

쪽으로 분류됐고, 시간이 흐를수록 서방이 썩 반기지 않는 나

rent moment. Ukraine was relatively isolated and Russia

유럽 국가들이 서방의 돈을 받아 시장경제 모델로 전환하고 있

is going to be changed. One crucial element is that if any-

라로 바뀌었다. 이런 두 가지 힘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위기

felt powerful.

었는데, 금융위기 때문에 지원이 끊겼다”며 “그 바람에 동유럽

one puts in question the microchip supply chain model, it

의 모멘텀이 됐다. 우크라아나는 상대적으로 고립돼 있었고, 러

국가 내부의 정치적 갈등(친서방-친러 분열)이 증폭됐다”고 설

wasn't the Chinese, it was the United States that did it. The

시아는 강력했다.

What do you think made Putin launch a full-scale

명했다. 투즈 교수는 이번 인터뷰 전의 사전 인터뷰에서 우크라

United States pulled the trigger and is now demanding

strike? I believe his hunger for land is not enough for

이나의 내부 분열을 강조했다. 대안정기(Great Moderation:

that Samsung and its partners in Taiwan and China make

무엇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공격을 가능하게 했을까? 영토 확장

understanding the war.

1987~2008년)에 우크라이나의 내부에서 친서방 세력의 목소리

very difficult decisions about where to relocate, where

욕만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하기에 충분치 않아 보이는

I do think that the 2008 shock and subsequent the chaos in

가 커졌다. EU와 NATO에 가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y’re going to end up. The decision there to challenge

데.

American domestic politics, the self-paralysis of Europe,

반면, 친러파 세력은 지정학적 현실을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관

globalization came from the United States on the back of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내 정치역학과 유럽 자체의 무기력,

the inability to carry through on trade treaties like TPP all

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세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포괄적인 경제-교
역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갗추지 못

have helped to destabilize the position of pro-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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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이야기다. 그런데 푸틴의 올해 침공에는 경제적 요인이

The US, the EU, and others have been sanctioning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Russia and its key people, say, Putin and his me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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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the US and the EU sanctioned Russia’s for-

한 점... 이 모든 것들에 의해 러시아에서 친서방 세력의 입지가

the Russians were incorporated into? Now, it turns out

행에 보관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 중앙은행들에 외환보유액

eign exchange reserves, which is quite extraordinary

약해졌다. 러시아 정치에서 친서방 그룹은 (입지가 탄탄했다면)

that there was no huge stress, but who knows the future?

을 맡겨두고 있었다. 미국에서 돈을 빼내 유럽 중앙은행들에 맡

in that they never froze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푸틴이 (우크라이나 등을) 침공해 들어가는 길목에서 걸림돌로

major trading partners as far as I know.

작용했을 것이다.

Russia has, you know, about $495 billion of foreign

긴 게 아주 똑똑한 일이라고 러시아 사람들은 생각했다. 하지

Do you think economic sanctions would end the war?

만 유럽이 경제제재를 선언했다. 그 바람에 러시아는 외환보유

In other words, do you think the sanctions could push

액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 이쯤에서 가져야 하는 생각은 외환

exchange reserves. I mean, like Korea, it’s a very big. So

우크라이나 사태를 야기한 경제적 원인이나 방아쇠가 무엇인지는

Putin to pull over his troops out of Ukraine?

보유액 동결이 러시아 교역에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가라는 의

where do you keep your foreign exchange reserves?

일단 접어두고, 이번 전쟁이 1870~1914년 사이 이뤄진 1차 세계화

I think it’s not going to stop the war and nor do I think that

문이다. 실제로 러시아 교역에 나쁘다. 러시아는 더이상 외환보

Generally speaking, you have to keep them in other peo-

를 끝낸 1차대전처럼 탈세계화의 시작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

the Russian calculus will be fundamentally shifted. Putin

유액으로 수입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올

ple’s central banks because that's where you can spend

들도 있다.

needs something he can call a win. There’s a military

려야 하는 생각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돈은 가만히 앉아 있

them. The Russians kept their foreign exchange reserves

그렇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logic, a political logic operating here. He needs to be able

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결코 돈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다.

in central banks in Europe. They thought they’d been

래리 핑크가 주주에게 띄운 편지에서 세계화의 끝을 우려하는

to make territorial gains, inflict sufficient losses on the

very, very clever. They pulled them out of the United

말을 했다. 내가 보기에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게 편했을 수 있다.

Ukrainian armed forces to be able to claim a win. When

돈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다! 아주 흥미로운 말이다. 무슨 뜻인

States. They put them all in Europe, and then Europe

실제 푸틴을 지목하며 나쁜 왕이 세계화에 마침표를 찍게 했다

he can claim a win, he can negotiate an exit to claim a win.

가?

declared sanctions, too. So Russia loses control over its

고 말하는 게 편리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가 종말을 향해 가

But, there are certain things he has to achieve whatever

돈은 늘 움직인다. 당신이 청구권을 갖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

foreign exchange reserves. So your first thought you have

고 있다는 말에 나는 회의적이다. 세계화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cost, so economic sanctions would not work.

는 지불의무를 지고 있다. 당신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대차대조

to have is what does this do to Russian trade? Yes, it’s bad

접근법에 대해 특히 회의적이다. 세계화의 흐름이 반전을 이룰

표상의 연쇄반응이 발생한다. 연쇄고리를 하나 끊으면 금융 시

for Russian trade. The Russians can’t pay for their imports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새로운 키, 다른 방식으로

스템의 연결고리들이 방해받게 된다.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

with their foreign exchange reserves anymore. Right. But

세계화를 조직하는 흐름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스의 금융분석가인 졸탄 포자는 러시아가 유럽 중앙은행들에
유로화로 맡겨놓은 자금은 누군가에게 달러를 주고 바꾼 자금

the other thought you have to have is that money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doesn’t ever sit still. It never sim-

다른 방식으로 세계화를 조직하는 것? 무슨 의미인가? 세계화의

이란 점을, 즉 러시아가 에너지를 팔아 번 달러를 내놓고 유로

ply sits waiting.

코스에 변화가 있다고 시사하는 듯하다.

를 사들였을 가능성을 상기시켰다. 이런 유로화 자금이 동결됐

한국이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하는 제조업 세계화에서 핵심적인

는데, 그렇다면 러시아가 참여해 벌인 연쇄거래엔 무슨 일이 발

Never simply sits waiting! Very interesting words. Can

분야를 생각해 보라. 바로 반도체 분야를 말이다. 우크라이나

생할까? 당장 거대한 스트레스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누가

you elaborate?

사태와 세계화를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놓고 (여러 나라가) 분

미래 일을 알 수 있겠는가?

Money is always active. If you’ve got a claim on some-

투하고 있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중요한 대목은

body, it's almost certain that somebody else has a liability.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문제제기를 하

경제제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것으로 보는가? 달리 말

So you put money into a bank, you create a chain of bal-

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대만과 중국의 파트너 등에게 어디에

해 경제제재가 푸틴을 압박해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철수시키도

ance sheet reactions which ripple out. And as soon as you

생산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등을 놓고 어려운 결정을 하도록 요

록 할 수 있을까?

cut that chain, you have to worry that all the links in the

구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세계화에 도전하는 결정이

내가 보기에 경제제재가 전쟁을 멈추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financial system will be disturbed. And Zoltan Pozsar,

(여태껏 세계화를 주도해 온) 미국에서 나온 것이다.

또 푸틴이 이겼다고 생각할 만한 기준이 경제제재 때문에 근본
적으로 바뀔 것 같지도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엔 군사적 논리

who's a brilliant analyst at Credit Suisse, alerted us to the
possibility that a large amount of the money which Russia

미국과 EU, 기타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와 핵심 인물, 예를 들어,

appears to have in European central banks in euros could

푸틴과 그의 부하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in fact be the counterpart to swaps, where people who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을 동결했다. 이 조치는 미국이 주요 교역 파

wanted dollars gave Russia euros. And if those euros that

트너의 외환보유액을 동결한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주 이례적이

the Russians had were frozen any European Central Bank

다.

accounts, what would happen to this chain of deals that

러시아 외환보유액은 4,950억 달러 정도다. 한국처럼 아주 많은
외화보유액이다. 그렇다면, 외환보유액을 주로 어디에 두고 있
을까? 일반적으로 말해, 외환보유액을 써야 하는 곳의 중앙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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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치적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푸틴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어

세계화의 흐름이 반전을 이룰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새로운 키, 다른
방식으로 세계화를 조직하는
흐름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군에 충분히 인명 손실을
가해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푸틴은 승리를 주장
하기 위해 종전협상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비용을 치르
고서라도 푸틴이 얻어야 할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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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가안보의 중심축이 될
‘사이버 보안’
창과 방패의 싸움은 디지털 영역에서도 계속된다.
글 Pedro Polandrani 사진 SHUTTERSTOCK

코로나 이후 심화된 리스크, 사이버 보안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리스크 순위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 사태를 3년째

사회적 결속력 감소

27.8%

겪는 동안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자료 : WEF, 미래에셋자산운용

생계 위기

25.5%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대면회의보다

환경문제 대응 실패

25.4%

화상회의가 더 자연스러워졌으며, 외부

정신적 건강 악화

23.0%

여가생활보다는 내부 여가생활, 특히 온

극단적 기후

22.7%

라인 액티비티가 증가하였다. 식당과 상

부채 문제

13.8%

점은 온라인/비접촉 결제 서비스를 추가

사이버 보안 문제

12.4%

하였고 많은 서비스가 비대면으로도 가

전염병

10.9%

디지털 불평등

10.5%

과학에 대한 불신

9.5%

능하도록 바뀌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매일 약 250경 바이
트(2.5×1,018바이트, 영화 하나가 2.5기가
바이트라고 가정 시 10억 편)라는 어마

0%

5%

10%

15%

20%

25%

30%

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생산/재생산되고

개인, 기업, 정부의 사이버 공격 피해 증가

국가별 해킹 평균금액을 보면 모든 국

있다.

사이버 보안회사인 노턴(Norton)의 2021

가에서 2020년보다 2021년에 피해액이

이 기간 동안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화

년 2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10개국 설문

증가하였다. 그중 미국의 피해액이 가장

가 가속화됨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자 1만 30명 중 53%가 사이버 공격을 받

크고 그 다음으로 캐나다, 독일, 일본 순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 기업 그리고

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이다. 한국의 피해액은 글로벌 평균보다

개인에 대한 사이버 공격 역시 급격하게

36% 대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는 조금 적다.

증가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자산, VR, AR, 메타버스,

특히 2021년에는 매월 기업에 대한 해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이

킹이 있었다.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인

심화된 리스크 중에 사이버 보안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보편화될 경우, 데

7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염병보다 더

이터 급증에 따라 개인에 대한 사이버 위

큰 리스크인 것이다.

협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이후 락다운 조치가 완화되고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최근 러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는 있지만 설문조

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해킹에서

사에 따르면 여전히 근무자의 45% 이상

도 강조되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이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군, 경찰 등 정부기관과 은행 등에 연쇄

형태의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

적인 디도스 공격을 하여 국가시설의 디

Pedro Palandrani
현재 Global X에서 성
장테마형 ETF와 혁신
기술 부문 리서치를 담
당하는 리서치 애널리
스트로 활동 중이다. 베네수엘라의 UCAB를
졸업하고 세일럼 주립대학교의 버톨론 경영
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다.

지털 보안 체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회사인 체인
어낼러시스(Chainanalysis)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심화된 리스크
중에 사이버 보안 문제가
7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염병보다 더 큰
리스크인 것이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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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북한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을
통해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4천만
달러 이상 탈취했다. 2022년 4월에는 비
디오 게임회사를 해킹하여 한 번에 6천
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FBI가 밝히기도
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사이

Global X는 전 세계 ETF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는
대표적 ETF운용사 가운데 하나로, 2008년
설립되었다. ‘평범한 ETF를 넘어서’(Beyond
Ordinary ETF)란 모토 아래, 로봇 및 인공
지능 종목에 투자하는 BOTZ ETF,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하는 CLOU
ETF 등 테마형, 인컴형, 액티브 채권형으로
다양하게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23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
하고 있다.

버 전쟁을 치르고 있다.
2022.Vol.70 | THE SAGE INVES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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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로니얼 파이프라인(Colonial Pipeline)
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440만 달러의

국가별 해킹 피해 평균금액
1,000

피해를 입었고, 세계최대 육류가공업체
인 JBS도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공장 여

랜섬웨어 공격 피해 규모
(만 달러)

864

2020

905

랜섬웨어 연간 피해액(억 달러)

200

2021

최근 가장 많은 해킹 공격 패턴 중의

50

540
445

489
419

469

400

467

457
401

390

386

424
368
317

하나가 랜섬웨어다. 랜섬웨어는 그럴싸
한(예를 들어 넷플릭스 서비스 연장 유

319

3.25

10

2015

2016

술이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또
한 디지털 자산이 자산군으로 자리를 잡

361
2017

2018

2019

2021

자료: Cyber Security Ventures
200

무 확인) 이메일을 보내서 첨부파일 또는
피싱 링크 클릭을 유도한 후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해당 컴퓨터에 다운로드되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글로벌

한국

이탈리아

등의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Web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자료: IBM

3.0시대가 되면 수많은 인공지능, 로봇기

염시키고 파일을 암호화시켜 접근을 제

락 등의 이유로 사실 공개를 꺼리는 기업

도가 빨라지면서 메신저, 소셜 미디어, 영

한한다. 그리고 이들은 암호를 풀어주는

이 많기 때문에 공개된 사이버 공격 사례

상 공유 등 양방향 소셜 네트워크가 가

대가로 기업에 금전적 요구를 한다. 앞서

는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피

능해졌다. 이 시기를 겪으면서 소위

예를 들었던 컬로니얼과 JBS도 랜섬웨어

해액은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FAANG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의

의 피해자다.

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Web 3.0시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진

은 최근 3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Web 3.0시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보안

화한 것으로 향후 5G, 6G등의 인터넷

2021년 피해액은 약 200억 달러로 추정

요즘 가장 많이 듣는 IT용어 중 하나가

속도 발전과 더불어 데이터가 개인 맞춤

이 되는데, 이는 5년 전인 2016년 대비 무

Web 3.0시대이다. Web 1.0시대는 초기

화되고 단순히 글과 영상으로 보는 평면

려 20배가 많은 액수다. 더욱 위협적인

인터넷 출현, 인터넷 포털 검색 등 아주

적인 경험이 아니라 V R(가상현실),

것은 현재 파악된 규모만 200억 달러라

기초적인 단계를 말한다. Web 2.0시대는

AR(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가

는 것이다. 투자자금 이탈 또는 주가 하

지금의 인터넷시대를 말한다. 인터넷 속

상현실세계(메타버스) 경험을 가능하게

2021년 주요 사이버 공격 사례
날짜

사건

비고

2020.12~2021년 1월

Solarwinds 해킹 피해

IT 모니터링 및 관리 소프트웨어에 트로이 목마를 통해 해킹했으며, 전 세계 컨설팅, 기술, 통신, 미국 정부기관(국방부,
재무부, 상무부) 등이 피해

2021년 3월

Microsoft Exchange 해킹

상당수 중소기업과 지방정부를 포함함 미국 전역의 최소 3만 개 조직이 해킹 피해

3월

Acer

에이서의 재무제표, 은행 현금 잔고 등의 자료 공개 협박 후 5천만 달러 요구

5월

Colonial Pipeline 랜섬웨어 피해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미국 송유관 회사인 컬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으로 6일간 업무를 중단했으며, 해커는 440만
달러의 대가를 요구

5월

JBS 랜섬웨어 피해

미국과 호주 내 육류 공급의 약 1/5을 담당하고 있는 JBS의 내부 주요 파일을 암호화하면서 시스템 마비, 대가로
1,100만 달러 요구

7월

Kaseya 소프트웨어 해킹

다양한 기업이 컴퓨터 시스템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 솔루션을 해킹하면서 데이터
복구 조건으로 7천만 달러 요구

10월

Tesco 홈페이지 해킹

주간 약 130만 건의 주문을 받는 테스코 시스템이 해킹당하면서 테스코는 불가피하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실시

12월

Log4j

프로그램 방문자의 접속기록이나 개발과정을 기록하는 오픈소스에 대한 취약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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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NFT 등이 활발해질 것이다. 결국,
정보가 개별 맞춤화되고 대량생산되기

도록 만든다. 해커는 컴퓨터 시스템을 감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피해액

으면서 암호화폐, 디파이(탈중앙화 금

하면서 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시티
0
미국

사이버 보안은 필수적인 인프라다.

및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탈중앙화) 기

80

450

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만큼 엄청난 양
가 필요하다. 이런 방대한 데이터 생산

115

러 곳을 폐쇄해야 했다. 그 외에도 사이
버공격은 크고 작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대가 안전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의 데이터 생산이 수반되며 안전한 처리

800

600

술이 함께 개발될 것이다. 이러한 무궁무

Web 3.0시대에는 인터넷 속도
발전과 더불어 데이터가 개인
맞춤화되고 VR, AR 등을
활용한 가상현실세계 경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앞으로 Web 3.0

미국 인프라 법안중 사이버 보안
예정 지출 + 추가 잠재 지출
(억 달러)
예정 지출
100
90
추가 잠재 지출
80
70
12.4
60
8.2
50
40
58.4
30
54.4
20
10
0
2022
2023

자료: Gartner

15.6

16.8

17.0

62.4

66.4

70.4

2024

2025

2026

INNOVATION & INVESTMENT

주요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투자 계획
기업

투자 내용

Apple

9천 개 이상의 부품 협력사를 위한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 개발

Microsoft

5년간 200억 달러를 투자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보안 훈련
파트너십 확장

JP Morgan

사이버 보안 비용으로 매년 6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IT인력을
3천 명 이상 배치

Google

5년간 100억 달러를 사이버 보안에
투자하며 IT 지원 및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전문가 10만 명에 사이버
보안 훈련 실시

Toyota

Nissan, Panasonic 등 90개
기업이 협업하여 사이버 공격
침입점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

절차, ID 도난 방지 서비스와 같은 예방

글로벌 사이버 보안시장 예상규모
(억 달러)

2,179

2,622.2

2,390.4

2,876.6

3,155.6

3,454

책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에 대한
기업 및 정부차원에서의 교육이 무엇보
다도 필요하다.
커지는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자료: Statista

기업들 역시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
를 강화하고 있다. IT컨설팅 및 리서치

주요 사이버 보안업체

는 추세이다. 2021년 사이버 보안 시장의
규모는 2,179억 달러 수준으로 2026년에
는 3,454억 달러로 향후 5년간 약 58%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명

사이버 보안 시장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M&A
건수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21년 8월 사이버 보안
업체 두 거물이 합병을 해서
화제가 되었다. 노턴이
어베스트(Avast)를
86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다.

회사인 가트너(Gartner)가 3천 명 이상의

사이버 보안 시장이 관심을 끌고 있는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설문조

것은 M&A 건수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22년 4월 말 기준 사이버 보안 기업들

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9%가 2022년 사

2021년 8월 사이버 보안 업체 두 거물이

의 향후 12개월 매출 성장률은 26.2%로

정부 및 기업의 사이버 보안 정책 강화

이버 보안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

합병을 해서 화제가 되었다. 노턴이 어베

S&P 500 평균 7.6% 대비 3배 가량 높은

사이버 범죄가 지속됨에 따라서 정부와

다. 이 회사에 따르면 데이터 보호 및 리

스트(Avast)를 86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

수준이다.

기업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책과 투자

스크 관리에 대한 지출이 2021년부터

다.

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11% 증가하여 2022년에 1억 7,200만 달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사

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사이버 보안업체들은 안티바이러스

이를 비롯하여 2021년도 3분기 기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에 그치는 것

M&A건수를 보면 사이버 보안업체 부

이 아니라 매번 진화하는 공격 패턴에 따

이버 보안 역량을 현대화하고 사이버 공

이러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는

문에서는 건수가 전년 94건에서 151건으

라 주기적인 업데이트 및 기업/개인 서버

격에 대한 대응 전략을 표준화하며 정부

IT, 금융, 제조업 등 모든 산업에서 확대

로 60.6% 증가했다. 이는 IT & 커뮤니케

등의 관리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매월

계약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 요건을 강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들도 아직은 적

이션 전체 11.1% 대비 5배가 높은 수준이

정액제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 등을 제

하려는 목적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

은 수준이지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출

다. 또한 사이버 보안업체들의 성장성 또

공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후 7월, 바이든 대통령은 전력, 용수 및

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 VPN, 이중 인증

한 시장 전체 대비 아주 높은 수준이다.

표와 같다.

교통과 같은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국가 보안 각서에 서명
했다. 이러한 조치는 인프라 투자 및 일
자리 법에서 실제 지출로 반영되었다. 이
법은 국가의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기 위
해 17억 달러의 전용 지출 및 약 70억 달
러의 예비지출을 포함한다. 또한 지난해,
상원은 백악관의 첫 국가 사이버 국장
임명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의회는 2021년 국가방위수권법의 일환
으로 이 자리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앞
으로 행정부 내에서 사이버 보안에 더욱

부문별 M&A 거래 건수
70%

60.6%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제공업체. 동사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 관련
소프트웨어 및 가입 서비스를 제공. 동사의 시스템은 방화벽, VPN,
바이러스 백신, 침입 방지(IPS), 웹 필터링, 스팸 차단, 트래픽 조절 등
보안기술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제품군 제공

CHECK POINT
SOFTWARE TECH

113,783

다양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상품 및 IT 관련 서비스를 개발, 판매
및 지원하는 업체. 동사는 또한 고객들에게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보안 솔루션, 데이터 및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과 관리 솔루션을
제공

CROWDSTRIKE
HOLDINGS INC - A

34,023

기업을 보호하고 엔드 포인트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플랫폼을 제공

PALO ALTO
NETWORKS INC.

50,367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제공업체. 동사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 및
제어하고, 위협을 방지할 목적으로 콘텐츠를 스캔하며,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통합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및 콘텐츠 가시성을
제공하는 방화벽 서비스를 제공

NORTONLIFELOCK
INC.

14,252

소비자 사이버 보안 솔루션 제공업체. 동사는 고객의 장비, 온라인
프라이버시, 신원, 가정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

기술수용곡선 : 사이버 보안 산업

혁신자
(Innovators)

선각수용자
(Early Adopters)

초기 다수자
(Early Majority)

후기 다수자
(Late Majority)

지각수용자
(Laggards)

자료: Global X Research Team

Global X 리서치팀은 사이버 보안산업이
인터넷과 다양한 IT기술의 발전을 통해
도달했다고 판단한다.
향후 Web 3.0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0%

다양한 혁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

30%

양이 방대해지고 거기에 따라 사이버 위
협과 공격이 강해질수록 사이버 보안 산

20%
10%
10%

-10%

46,123

기업 개요

이미 초기 다수자(Early Majority)단계에

50%

3.3%
2.6%
2018 Q1-Q3

| THE SAGE INVESTOR | 2022.Vol.70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60%

0%

시가총액(백만달러)

사이버 보안 산업의 장기 성장 기대

사이버 보안
IT & 커뮤니케이션 전체

중점을 두겠다는 신호이다.

18

사이버 보안업체 주요 종목은 오른쪽

FORTINET INC.

자료: Bloomberg, 2022년 5월 25일 기준

11.1%

6.8%

-2.2%
2019 Q1-Q3

2020 Q1-Q3

업의 발전과 확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하며 성장성에 있어서 가장 스윗 스팟

2.2%

2021 Q1-Q3

(sweet spot)인 초기 다수자 단계를 당분
간 계속 향유할 것으로 본다.
2022.Vol.70 | THE SAGE INVES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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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TECH

WEB 3.0
웨이브가
온다

자들이 아예 입장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스템인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벌어지기도 했다.

Web)의 줄임말이다. 월드 와이드 웹의

NFT 예술가로 유명한 ‘비플’이 주요

약자가 우리에게 익숙한 ‘www’다. 1989

연사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앱을 내려받

년 12월에 개발되고 1년 뒤인 1990년 12

으면 암호화폐를 준다는 길거리 전단이

월에 발표 및 보급된 월드 와이드 웹은

붙었다. 관광용 인력거 광고 배너에는 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 사람

록체인 프로토콜 ‘알고랜드’(Algorand)

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미줄

광고가 게시됐다. 블록체인 문화 페스티

(Web)처럼 엮인 공간을 뜻하는 용어다.

벌을 방불케 하는, 보수적인 텍사스에서

일반인에게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었다. 최근 미국

1994년부터 사실상 인터넷과 동의어 취

내 최신 테크 행사는 웹 3를 주제로 한

급할 정도로 가장 널리 보급된 인터넷 시

경우가 많아졌다.

스템이다. 인터넷이 대중화된 지금은 대
다수 일반인들에게 인터넷을 한다는 의

인터넷의 세 번째 변신이 코앞에
다가왔다.

웹 3란 무엇인가

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글 크롬, 사

웹 3는 웹 1(Web 1.0), 웹 2(Web 2.0)에 이

파리 등의 웹 브라우저를 켜고 웹 서핑을

은 ‘세 번째 인터넷’을 일컫는 말이다. 웹

하는 것이다.

3는 새로운 미래 인터넷 연결방식을 말

인터넷 개척자 팀 버너스리(T i m

하는 용어다. 사용자들은 그동안 서로

Berners-Lee)가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통

교류를 위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그

해 상호 연결된 정보 및 리소스의 글로벌

리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이용했다.

‘웹’을 지칭하기 위해 ‘월드 와이드 웹 1’이

웹 3는 거대 IT 기술 기업에 의존하지

글 김인순 사진 SHUTTERSTOCK

라는 용어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않고 탈중앙화(decentralized)된 신뢰를

인터넷 초창기인 1990년대 대부분의

기반으 로 한 다. 준익명( q u a s i -

웹사이트는 원래 정적 HTML 페이지로

“웹 3(Web 3,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인터

a16z는 2009년에 만들어진 실리콘 밸

베스트는 2017년부터 매해 1월 이 보고

웹 3 분야 최고 전문가 60명 이상이 발

anonymous)의 플랫폼에 연결해 정보를

구성된 몇 가지 간단한 스타일로 개발됐

넷)가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북돋울

리의 유명 글로벌 VC 중 하나다. 페이스

서를 발표했다. 올해 보고서의 특징은

표자로 나섰고, 패널로 참여한 업계 관계

공유하고 소통하는 인터넷의 새로운 비

다. 인터넷 페이지는 텍스트 또는 간단한

것이다.”

북, 에어비앤비(Airbnb), 어펌(Affirm), 리

‘웹 3’(Web3) 분야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자도 40여 명에 달했다. 3월 12일에 진행

전이다.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지로 구성됐다. 사용자는 웹사이트

실리콘 밸리 벤처 캐피털 앤드리슨 호

프트(Ly f t), 로블록스(Roblox), 슬랙

딥러닝·AI(인공지능), 유전자 편집(Gene

된 ‘NFT의 미래’(The Future for NFTs

뒷받침하는 미래의 인터넷을 말한다. 즉,

에 접속해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로위츠(a16z)는 최근 발간한 ‘스테이트 오

(Slack) 등 다양한 기술회사에 투자했다.

Editing), 비트코인, 전기차, 자율주행,

Beyond Art and Collectibles) 세션의 경

인터넷의 미래 중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일방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방식이다.

브 크립토(State of Crypto) 2022’ 보고서

2013년 코인베이스(Coinbase)에 투자한

3D 프린팅, 우주 기술(Orbital Aerospace)

우 청중이 몰리며 장시간 줄을 섰던 대기

의 인터넷이다. 웹 3는 NFT(대체불가토

이 방식은 아직 웹사이트 방문자 행동

에서 “우리는 세 번째 인터넷 시대의 초입

후 블록체인·암호화폐(crypto) 기업에도

등 다른 주요 혁신 기술은 2021년과 비

큰), DeFi(탈중앙화 금융), DAO(탈중앙

에 따라 변경되는 대화형 기능을 제공하

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적극 투자하고 있다. 2022년 5월 25일 45

슷한 비중으로 다뤄졌다.

화 자율조직)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웹 3가 과장되었다는 우려가 있지만,
관련 기술과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억 달러(약 5조 7천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웹 3 투자펀드를 설립했다.

스 바이 사우스웨스트’(이하 SX SW)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말

캐시 우드가 이끄는 투자업체 ‘아크 인

2022의 주인공은 웹 3와 NFT(대체불가

이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 영상, 음악을

베스트’(ARK Invest)는 2022년 초 올해

토큰)였다. SXSW는 본래 영화인, 음악

만드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기회가 생길

부상할 혁신 기술 및 고성장 산업에 대

인, 시각효과(컴퓨터그래픽)·증강현실

것으로 봤다.

한 전망을 내놨다. ‘빅 아이디어’(Big

(AR)·가상현실(VR) 관계자 중심의 문

Ideas)란 제목으로 발간하는 132페이지

화·기술 컨퍼런스다. 그런데 올해는 마치

분량의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다. 아크 인

블록체인 행사처럼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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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3는 무엇을 위해 어떤 이유로 등장

지난 3월 미국 오스틴에서 열린 ‘사우

웹 3는 거대 IT 기술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준익명의
플랫폼에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인터넷의
새로운 비전이다.

한 개념일까? 왜 많은 기술전문가와 미
래학자들이 웹 3가 미래의 인터넷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
터넷이 발전해 온 흐름을 살펴보면 좋다.
웹 1.0 - 읽기 전용의 한방향 흐름

김인순
더밀크코리아 대표는 전자신문 ICT융합부 데
스크 출신으로 20년간 보안·소프트웨어 분
야를 전문으로 취재했다. 기자협회 이달의 기
자상을 두 차례 수상했고,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들을 취재한 책 “파괴자들 ANTI의 역습”
을 집필했다. 현재 실리콘밸리 혁신미디어 더
밀크의 코리아법인을 담당하고 있다.

‘웹’(Web)은 인터넷의 핵심 정보 검색 시
2022.Vol.70 | THE SAGE INVESTOR |

21

US TECH

요즘 학생을 포함한 젊은 세대는 대다

튜브(YouTube), 배민 등 거대 플랫폼 기

통 기업들이 이 단계에서 테크 기업에게

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다.

업은 응용 프로그램(앱) 하나로 수백만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특히 과거에 존

명의 이용자와 연결되어 집을 임대하거

재하지 않던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

나 음식과 식료품을 배달하거나 온라인

랫폼 테크 기업이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

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한다.

받으면서 급부상했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 누구
든지 녹음해 애플의 팟캐스트, 팟방 등
을 통해서 전 세계로 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
방송사 뉴스, 신문기자보다 더욱 빠르
고 생생한 뉴스를 페이스북, 트위터로
공유할 수 있다. 콘텐츠를 생성하자마자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공유

웹 1.0은 HTML로 구성된
웹페이지를 통해 한
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하면서 콘텐츠가 소비되는 형태로 바뀌

참여, 공유, 개방을 키워드로
하는 웹 2.0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급격한 부상과 관련이
깊다. 인터넷이 동적으로
변하면서 사용자가 정보를
소비하거나 읽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생성하거나
쓸 수 있게 됐다.

었다. 이는 기존 방송사, 신문사 등 거대
미디어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과 우리의

웹 2.0의 성장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참여, 공유, 개방을 키워드로 하는 웹

2000년 후반부터 애플, 아마존, 구글,

2.0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급격한 부상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많은 웹 2.0

과 관련이 깊다. 인터넷이 동적으로 변하

중심의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이 경이적인

면서 사용자가 정보를 소비하거나 읽을

매출 성장으로 시가총액 기준 선두그룹

뿐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생성하거나 쓸

을 형성하게 되었다.

수 있게 됐다. 사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

모바일 전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한 기

츠가 공급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사용자

업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웹 2.0은 단순

가 만든 콘텐츠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

히 변화 수준이 아니라 일부 산업을 뒤

했다.

흔든 위협이 되었다.

지 않았다. 즉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 사용자 생성 콘텐츠로 완전히 대체된

변화된 콘텐츠 소비 방식을 통해 확인

인터넷 접속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정보 그대로만 볼 수 있는, 즉 사용자가

점이다. 인터넷 이전을 생각해 보면 당시

가능하다.

같은 소셜 네트워크 부문에서의 주요 혁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정보를 읽을 수만 있는 ‘읽기 전용’이다.

의 콘텐츠는 일반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

웹 2.0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의 참여

신을 통해 이뤄졌다. 이 혁신은 아이폰,

최근 급부상한 틱톡 등 대다수 소셜 미

웹 3 시대의 도래

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다수의 개인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태블릿, 웨

디어 플랫폼은 자신들이 생산한 콘텐츠

이제 업계는 웹 2를 넘어 웹 3(Web3.0) 시

대부분의 웹사이트 콘텐츠는 별도의

었다.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웹사이트 파일에

과거에는 콘텐츠를 만드는 특정 소수

창작활동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플

어러블 등의 모바일 장비 보급이 없었다

가 아니라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공유

대를 보고 있다. 최근 미국 실리콘 밸리

직접 저장됐다. 초창기 웹 1.0시대의 이메

그룹이 있고 그것을 유통하는 채널이 한

랫폼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교류, 소

면 불가능했다.

할 뿐이다. 이러한 소셜미디어가 모바일

와 뉴욕을 중심으로 웹 3에 대한 논의가

일은 텍스트 즉 글 위주의 내용만 보낼

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방송국, 신문

통, 공유하기 시작했다. 웹 2.0의 시대에는

2000년대에는 집, 학교, 회사 등에 위

과 결합되면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

활발하다. 웹 3는 사용자들이 기존의 인

수 있었고 첨부 파일이나 사진은 보낼 수

사 등 특정 집단에서만 콘텐츠를 만들었

사용자, 참가자, 창작자가 동일하며 이들

치한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에서 인터넷

나 콘텐츠를 찍고, 편집하고, 창작하여

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서비

없었다.

다. 일반인이 뉴스, 드라마, 영화를 만든

이 생성한 콘텐츠가 시대를 주도한다.

에 접속했다. 애플 아이폰이 등장한 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소통한다.

스 중개자를 통하는 방식을 벗어난 새로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이런 웹 1.0 인

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즉 웹 2.0은 사용자의 참여, 창작, 공

의 모바일 혁신으로 1인 1 스마트폰 시대

웹 2.0의 시대의 산업 구조에 새로운

터넷을 사용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소수 집단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

유가 주도하는 시대이다. 전 세계에서 유

가 열렸다.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소위 ‘4차 산업혁

과 2000년대 초반에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 및 콘텐츠를 일반 대중은 소비하는

튜브 스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틱톡

블 단말기 등으로 집, 사무실 밖, 이동

명’이다. 90년대까지 세계를 지배하던 전

인터랙티브(Interactive) 웹사이트 기능이

방식이었다. 설령 일반인이 콘텐츠를 창

스타가 나오고 있다. 자신의 채널을 가진

중에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연결하기

발달하면서 웹 2.0의 시대로 넘어갔다.

작하더라도 일반인이 그러한 콘텐츠를

전문가가 도처에서 등장하고 있는 반면

시작했다. 과거 가정에서는 한 대 정도의

거대 미디어 채널, 즉 텔레비전, 라디오,

과거 영향력을 보유했던 집단의 힘은 약

PC에서 접속했다. 지금은 한 가정에 최

웹 2.0 - 읽고, 쓰고, 양방향 정보 공유

신문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은 없

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웹 2.0 기반 플

소 1인 1대 이상의 단말에서 네트워크에

웹 1.0에서 웹 2.0으로 전환하면서 인터넷

었다.

랫폼의 등장으로 인한 것이다.

접속하고 있다.

사용 방식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웹

이런 정보 전달의 채널 독점으로 과거

2.0시대로 넘어가면서 세상의 인터넷은

에는 소수의 미디어와 언론이 막강한 영

웹 2.0과 모바일, 그리고 소셜미디어

단순하게 웹브라우저로 인터넷에 접속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 웹 2.0의

향력을 행사했다. 일부 엘리트 집단과 정

상호작용이 가능한 웹 2.0이 웹 1.0보다

하는 것을 넘어 앱(App)을 통한 연결을

시대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며 동시에 서

부 등이 정보를 독점해 여론을 형성할

더욱 파급력 있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의미하게 되었다. 웹 2.0 시대는 모바일

로 주고받는 방식 즉 상호 작용하는 방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하지만 지

은 바로 모바일로의 전환 덕분이다. 웹

디바이스에 설치된 ‘앱’이 지배하는 시대

식으로 바뀌었다.

금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을 통

1.0 시대에 비해 빨라진 네트워크 속도와

인 것이다.

한 인플루언서(Inf luencer), 크리에이터

기술의 발달도 큰 기여를 했지만 웹 2.0

에어비엔비, 페이스북(현재 Meta), 인

(Creator) 같은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형

은 모바일의 보급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스타그램(Instagram), 틱톡(TikTok), 트위

태로 콘텐츠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다.

성장했다.

터(Twitter), 우버(Uber), 카톡(Kakao), 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콘텐츠

22

| THE SAGE INVESTOR | 2022.Vol.70

운 미래 인터넷 연결 방식을 포괄하는
용어다.
최근 벤처 캐피털과 기술투자 관련 자

유튜브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로 구성된
대표적인 웹 2.0
서비스다.

모바일로 인터넷에 연결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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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대거 웹 3 기업으로 몰리고 있으며

터넷 검색, 쇼핑 목록, 내비게이션을 통

나 개인 정보 보호에 민감한 사람을 제

그 내용은 대부분 기업이 데이터 사용

등 대부분의 글로벌 소셜 미디어 회사와

‘본 계약의 일부로서, 귀하는 또한 당

“지금의 웹 3는 2000년대 중후반에 있었

한 이동 경로 등 무의식 중에 지속적으

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이 새로운 인터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은 서비스

사가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던 모바일 전환에 버금가는 엄청난 기회”

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넷 서비스 계정에 등록할 때 짧게는 몇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자가 가입할 때

이용을 위한 등록 과정에서 서비스 약관

필요로 하는 권한을 당사에 부여합니다.’

페이지에서 길게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

데이터 사용 권한을 공지하고 동의를 받

동의를 요구한다. 약관 동의는 일종의 법

그리고 세부 항목에 다음과 같이 명시

는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은 후 사용자의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활

률 계약과 비슷한 효력을 가진다.

용하고 있는 셈이다.

라는 평가도 나온다.
많은 스타트업, 빅테크 기업이 15년 만

개인이 생산한 재화, 노동, 서비스는
누구의 소유일까?

에 찾아온 이 기회에서 도태될지도 모른

당연히 생산 주체 소유다. 하지만 인터

의 깨알 같은 작은 글씨를 무시하고 빠

다는 불안감,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

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사진, 짧은 동영

르게 스크롤해 페이지를 넘기고 ‘동의’를

을 동시에 가지고 웹 3를 바라보고 있다.

상, 블로그에 작성한 글, 페이스북과 인

누른다.

웹 3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

스타그램 포스팅, 개인정보 등의 소유권

어떤 이유로 등장한 개념일까? 많은 기
술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은 왜 웹 3를 ‘미
래의 인터넷’으로 부르는 것일까?
웹 3 시대의 도래와 그 흐름을 이해하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

‘귀하가 지식 재산권(사진 또는 동영상

대부분 이용자는 이 ‘데이터의 소유 권

하면서 특정 피해를 입었는데, 만약 이

등)이 적용되는 콘텐츠 또는 당사 서비스

한 및 기업의 사용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이 가입 시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와 관련된 콘텐츠를 공유, 게시 또는 업

현재 구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

들여다보지도, 신경을 쓰지도 않는다. 너

보호 정책’에 표시돼 있고 여기에 동의했

로드할 때, 귀하는 귀하의 콘텐츠를 전

호 및 약관’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

무 길기 때문에 읽기가 번거롭고, 이해가

다면 사용자는 회사와 법적으로 분쟁

세계적으로 호스팅, 사용, 배포, 수정, 실

만약 아니라면 온라인상에서 생산, 소

보 정책’(Privacy Policy)은 워드 파일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며, 우리의 삶에 크게

자체가 불가능하다.

행, 복사, 공개적으로 수행 또는 표시, 번

비되는 무수한 디지털 콘텐츠는 진정 누

옮겼을 경우 11페이지, 2,134개 단어로 이

영향을 끼치지 않기에 쉽게 넘기기 일쑤다.

계약에 준하는 약관에는 사용자가 플

역 및 그 파생 저작물을 생성할 수 있는

구의 소유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뤄져 있다. 세부 규정으로 들어가면 더욱

하지만 기업은 약관에 기재된 동의 과

랫폼에 게시하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비독점적이고 양도 가능하며 2차 라이

많은 정보가 있고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정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

있는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회사가 확보

선스를 가질 수 있고 사용료가 없는 라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선스를 당사에 부여합니다.’

이 엄밀히 나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기 위해서는 데이터 소유권과 빅테크 기

요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

업의 힘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이용하

보다 훨씬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지 않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친구, 동

권리를 갖게 된다.

웹 3의 시작은 데이터 소유권 인식

료와 교류하기 위해, 재미를 위해 많은

소유권은 사전적 의미로 ‘물건을 전면적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소셜 미디어에서

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보낸다. 잊었던 친구를 연결하고 재미를

소유권은 재산권(財産權) 중에서 가장

선사하며 종종 유익한 정보도 제공한다.

기본이 되는 권리다. 우리 사회에서 소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등

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고

유명 소셜 미디어는 대부분 사용자에게

발전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다.

이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하지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할까? 소유권은 구성원에게 끊임없는 동

사용자들이 동의한 ‘약관’(Term and

기를 부여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

Condition) 또는 ‘서비스 약관 및 개인 정

전시키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보 보호 정책’을 단 한 번이라도 유심히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

검토해 본 적 있다면 실제로 무엇에 가입

지 법적인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많은

하고 동의하였는지 어느 정도 이해한다

경우 사업 아이디어, 기술적 혁신을 문서

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원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상은 가입자에
대한 데이터 ‘소유권 정책’으로
바뀌었다.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는
‘데이터의 소유 권한 및 기업의
사용 범위’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부분 기업이
데이터 사용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한다. 문화 예술 분야의 경우 저작권을

자신이 지금 어떤 서비스에 가입 중인지

통해서 노래, 영상, 콘텐츠를 보호한다.

그리고 동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원래 소비자를

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2021년 나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상은 가입

온 퓨 리서치 리포트(Pe w Resea rch

자에 대한 데이터 ‘소유권 정책’으로 바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본인의 의지와

Report)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인의 절반

었다.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상관없이 무수한 데이터를 생산한다. 인

이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무엇인

공지하는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지조차 모른다고 답했다.

정책’에는 ‘데이터의 소유 권한 및 기업의

소유권 개념이 모호하다.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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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의 사용 약관에

이 약관을 다시 해석하면 ‘인스타그램

는 ‘귀하가 당사에 부여한 권한’이라는 섹

에 포스팅(업로드)하는 모든 콘텐츠는

웹 2 시대의 불평등한 데이터 소유권 구조

션이 있다. 이 섹션의 시작 구절은 다음

인스타그램이 소유하고 당신이 그 콘텐

메타(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틱톡

과 같다.

츠를 만들었지만 인스타그램이 소유하기

모바일 전환에 따라 소셜미디어는 웹 2.0 시대를 지배하는 대세가 되었다.

는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정보가 포함돼

화해 특허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하지만 일반적 재화와 달리 데이터는

돼 있다.

있다.

사용 범위’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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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Chris Dixon) a16z 파트너는 “중앙집

인터넷 초창기 사용자와 이더리움 사용자 수 비교(로그)

구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구글이 수집하는 정보’ (자료: 구글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페이지).

2008

2009

2006

2007

2005

2003

2004

2001

2002

1999

2000

1998

1997

1996

1995

1994

2035

100,000,000

인식의 전환, 관련 법규 제정 등이 이뤄

10,000,000

지면서 웹 3로의 전환, 즉 데이터 소유권

1,000,000

이더리움 0.01개 초과 보유자

월간 이더리움 거래자

이더리움 사용자 수 700만~5천만

2033

2031

2032

2029

2030

2028

2027

2026

2025

2023

2024

2022

2021

2020

2019

2018

10,000

2016

100,000

웹 3산업은 여전히 초기
구글 개인정보 보호 정책(Privacy Policy, 자료: 구글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페이지).

2034

등장하고,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연간 이더리움 거래자

인터넷 이용자 수 10억

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혁신이

경이 조성됐다.

1992

인터넷 이용자
1,000,000,000

이 데이터 창작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환

1993

10,000,000,000

2017

들과 경쟁하는 관계로 바뀐다”고 했다.

1990

삼자 기업과 협력하지만, 성장하면서 이

1991

중식 플랫폼은 초기에는 외부 개발자, 제

자료: a16z ‘State of Crypto’

‘웹 3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다’는
사실도 a16z가 이 분야의 미래를 밝게 보

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빅테크가 플

는 이유 중 하나다.

랫폼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는 매우 높은

웹 3와 NFT라는 기술은 크리에이터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수익을 추

이처럼 불평등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구하더라도 그 라이선스는 인스타그램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기술적,

과거 인터넷 발전 단계 및 과정과 비교

수준이지만, 웹 3는 그렇지 않다. 페이스

경제와 밀접하다. 무명 작가였던 비플의

환경적 제약으로 이러한 상황은 바뀌지

해 봤을 때 웹 3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

북은 최근 가상현실(VR) 플랫폼 ‘호라이

NFT 작품이 6,900만 달러(약 890억원)

않았다.

다. 보고서에 따르면 웹 3 분야에서 가장

즌 월드’(Horizon Worlds)에서 거래되는

에 낙찰되는가 하면 ‘지루한 원숭이들의

a16z는 웹 3의 부상을 초래한 배경으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블록체인 ‘이더리

창작물에 47.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요트 클럽’(BAYC) 같은 NFT 프로필 사

로 이와 같은 ‘현재 인터넷이 가진 결함’

움’의 사용자 수는 700만에서 최대 5천

는 계획을 밝혀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진(PFP)이 억대 가격으로 팔린다. 밴드

을 내세웠다. 지금의 인터넷이 지나치게

만 명 수준이다.

유튜브 역시 최대 45%를 부과하며 애플

가 음악을 NFT로 발행해 판매하거나 멤

소유이며 인스타그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단 인스타그램 사용 약관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다. 세부 내용과 표현법, 형
식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 사
이트,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비슷한 이용
약관을 적용한다. 이런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통해 글로벌 소셜
미디어, 온라인 빅테크 회사들은 자신의
플랫폼에 게시되거나 공유된 모든 콘텐
츠를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실제로 웹 2.0 시대의 가장
성공한 기업인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인스타그램 등은
사용자들이 제공한 콘텐츠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생성 주체인
사용자가 데이터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기업이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다.

가진다.
콘텐츠 내용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무
료로 양도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는 건 무슨 뜻일까?
이는 사용자가 생산한 모든 데이터를

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이 숫자를 과거 인터넷 초창기 사용자

은 30%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웹 3 진영

버십 상품처럼 돈을 내고 NFT를 산 멤

국가가 인터넷을 검열·통제하고 있고, 서

수와 비교하면 1995년 정도에 와 있다고

에 속하는 NFT(대체불가토큰) 거래소

버에게만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도 등

방 세계 역시 빅테크가 과점한 기형적인

얘기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는 10년

‘오픈시’(OpenSea)의 수수료는 2.5% 수

장했다.

상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뒤인 2005년 10억 명에 도달했고, 이 시

준이다.

a16z는 특히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

기에 페이스북(2004년 설립), 유튜브

a16z는 “NFT 크리에이터 2만2,400명

품을 판매하고, 직접 유통까지 할 수 있

마존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를

(2005년 설립) 같은 지금의 인터넷 플랫

이 벌어들인 수익은 39억 달러(1인당 17

다는 건 창작자들에게 큰 변화다. NFT

모은 후 그들이 만들어낸 콘텐츠 및 데

폼이 등장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만 4천 달러)에 달한다”며 “1,100만 명이

로 사진 같은 디지털 이미지의 소유권을

고, 사용자는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기

이터를 추출(extract)하는 방식으로 성장

a16z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그래프에

70억 달러(1인당 636달러)를 벌어들인 스

증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품이 판매

위한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한다고 꼬집었다.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

따르면 웹 3 사용자 수가 10억 명에 도달

포티파이, 3,700만 명이 150억 달러(채널

될 경우 소유권 이전 기록까지 투명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사용자가

하는 건 2031년이 될 전망이다. 현재 성

당 2.47달러)를 번 유튜브와 비교하면 크

블록체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들어 플랫폼에 올린 게시물과 창작물

장 추세가 유지될 경우 웹 3 세계에서 새

리에이터 한 명이 버는 평균 수익이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웹 2.0
시대 데이터 소유권의 구조다.

플랫폼 기업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웹 2.0 시대의 가장 성공한 기업

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며 플랫폼 소유다.

로운 페이스북, 유튜브가 등장할 수 있

자신의 개인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에 대

인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인스타그램

창작물, 게시물에 대한 보상도 정당하지

다는 얘기다.

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포기하는 결정이

등은 사용자들이 제공한 콘텐츠와 데이

않다고 봤다.

다. 결과적으로 소셜 미디어 또는 플랫폼

터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생성 주체인

빅테크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기업은 가입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다했

사용자가 데이터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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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갤러리에 걸리지 않아도 미술 작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렸는데, 크리
에이터들이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이유가 없다. 수집가 입장에서도 이런 변

데이터 창작자, 크리에이터가 된다

화는 반가운 현상이다. 디지털 수집품

블록체인 시스템 위에서 탈중앙화된 방

지금 테크업계가 웹 3에 주목하는 것은

(digital collectables)을 쉽게 소유할 수 있

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외부 개발자, 서드

식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 및

웹 2시대처럼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계

기 때문이다.

고 기업이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소유하

파티(third party) 기업을 착취하는 구조

과점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기로 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대형 플랫

고 있다.

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크리스 딕

보고서는 웹 3 기업, 프로젝트의 경우

크리에이터에게 웹 3 환경이 유리하다

폼에 데이터를 주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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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는 하늘로 간다!
하늘을 나는 차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글 마츠자키 다카시 사진 SHUTTERSTOCK

일본 산업계가 ‘비행차’의 실용화를 향해

시험을 시작하여, 2023년부터는 섬이나

서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산악지역에서의 물류 운송, 2025년부터

2024년 3월 말까지 기체의 안전성 기준

는 승객 수송의 상용화, 2030년 이후는

이나 이착륙장의 조건 등 제도를 정비하

실시지역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고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진입을 유도

처음에는 물건 운반으로부터 시작해

하여 그해 말까지 실용화를 완료할 계획

서, 서서히 지역간 승객 이동으로 확대하

이다.

고 최종적으로는 도시에서의 승객 이동
에까지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2025

눈앞에 다가온 비행차 시대

년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일본국제박람

‘비행차’는 개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회에서 비행차를 소개한다는 계획을 확

있는 eVTOL(electric Vertical Take-Off

인한 약 40여 곳의 연관업체가 2020년 11

and Landing, 전동수직이착륙기) 형태를

월에 산관학 제휴 협의체를 설립하고 사

목표로 하며, 그 구조는 전동 모터로 날

업화를 겨냥하고 있다.

개를 돌려 추진력을 얻는 식이다. 몇 개

이미 일본항공은 사업화 계획을 2025

의 로터를 이용해 수직으로 이륙, 비행할

년도로 잡고 ‘JAL 에어택시 프로젝트’를

수 있다. 추진력을 분산하기 때문에 안전

시작하여, 2022년 1월에는 미쓰비시현에

성이 높고, 환경에 부담이 없으며, 로터

서 실증실험을 실시하여 섬이나 산간지

가 작아서 소음이 작다는 특징을 갖고

역에서의 물류문제 해결, 재해 시의 긴급

있다. 그 때문에 도시 주변의 이동 등 비

물자 수송 등을 위한 준비를 진척시키고

교적 단거리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있다. 일본항공의 라이벌인 전일본공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전 세계에서

(A N A)의 모회사인 A N A 홀딩스도

약 200개 기업, 기관이 개발에 매달리고

2022년 2월 미국의 스타트업인 조비항공

있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에서

(Joby Aviation)과 제휴하여 비행차를 이

개발이 진전되어 유럽의 에어버스 등의

용한 승차공유 서비스에 관해서 검토를

다국적기업이나 보잉과 포르셰, 일본항

시작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스즈키가 스카이드

혼다가 비행차 개발에 나서는 큰 계기

진기술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나아가 그 다음 단계의 꿈으로서 모

공(JAL)과 독일의 항공기 제조업체 볼로

항공업계뿐만이 아니다. 중부·간사이

라이브와 제휴하여 기체의 개발이나 양

가 된 것은 2021년 4월에 있었던 미베 토

콥터(Volocopter) 등도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 유력 철도회사인 긴테쓰 그룹 홀딩

산체제 구축에 협력하고 있는 외에 도요

시히로(三部敏宏) 사장의 취임 기자회견

제휴에 분주하다.

스는 2022년 4월 비행차를 개발하고 있

타도 또한 조비항공에 3억 9,400만 달러

이었다. 여기에서 미베 사장은 탄소중립

일본에서는 2018년 경제산업성과 국

는 스타트업 스카이드라이브(Skydrive)

를 투자했다.

사회를 향한 로드맵 등 전동화를 향한

토교통성이 중심이 되어 ‘하늘의 이동혁

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계획을 밝히고 신기술 개발에 관해서도

명을 향한 관민협의회’를 개최하고 비행

간사이의 또 다른 철도기업 난카이전기

혼다의 독자 행보

차 개발을 향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철도도 스카이드라이브와의 제휴를 공

이런 가운데 독자적으로 비행차 개발에

식 발표했다.

나선 것이 혼다다.

이 로드맵에 의하면 2019년부터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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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했다.
“연구소는 지난해부터 환경부하 제로

비행차는 추진력을 분산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 환경에
부담이 없으며,
로터가 작아서 소음이 작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마츠자키 다카시(松崎隆司)
경제 저널리스트. 기업경영이나 M&A, 고용,
사업승계, 비즈니스모델, 경제사건 등을 취
재. 현재 니케이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 프레
지던트 등의 경제지나 종합지, 산케이비즈니
스아이, 일간 겐다이 등에 기고하고 있다.

사회, 사고 없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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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티를 3차원, 4차원으로 확대하고,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나

프로펠러가 정지한 경우에도 비행기와

하늘, 바다, 우주로 나아가며 그에 동반

상품을 실현하고 새로운 영역에 사업을

같이 활공하여 활주로에 긴급착륙할 수

하여 로봇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

확대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있게 설계했다. 여객기와 같은 정도의 안
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 선진, 첨단기술의 리소스를 확실히
확보하고 독창적인 기술 연구를 강화하

항속거리가 긴 혼다의 장점

고 있는 중입니다.”

혼다가 개발 중인 eVTOL에는 수직이착

문에 로터를 작게 할 수 있어서 헬리콥터

아울러 미베 사장은 혼다기술연구소

륙용 전동로터가 8개, 추진용 전동로터

와 비교하면 훨씬 소음이 덜하고 이착륙

가 첨단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쉽도록 하

가 2개 설치되며 정원은 4명이다. 내부

이나 비행에 필요한 공간도 더 작다.

기 위해 혼다의 구조개혁도 추진했다.

공간은 승객의 쾌적함을 중시하여 넓게

그리고 다른 회사의 eVTOL에는 없는

그런데 혼다는 왜 제휴를 마다하고 독

설계되어 있다. 마치 혼다 차와 같은 정

특징으로서 들 수 있는 것이 항속거리를

자 개발에 나선 것일까? 그 해답은 미베

도의 높이와 폭이다. 항 속거리 약

늘려주는 ‘가스 터빈 하이브리드 파워유

사장이 취임 회견 당시 한 발언에 숨어

400km, 최고속도 270km/h, 순항고도

닛’을 채용한 점이다. 이것은 가스터빈 엔

있다.

1,800~3천m, 적재중량 400kg을 목표로

진으로 발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

한다.

로 로터를 구동하는 ‘시리즈 하이브리드

“혼다는 독창적인 것을 좋아하는 인

그뿐만이 아니다. 로터가 8개이기 때

방식’의 구동시스템이다.

재가 모인 회사입니다. 사람이 안고 있는

혼다가 이착륙용 로터와 추진용 로터

꿈을 중시하고 커다란 목표를 향하여 계

를 나눈 데에는 이유가 있다. 로터의 각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만으로 비행하

속 도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항상

도를 바꾸는 것으로 수직이착륙과 추진

는 eVTOL은 도시 근교의 택시 용도로

본질과 독창성을 지켜나가는 회사가 되

기능을 통합한 틸트 로터는 연비면에서

100km 전후의 비행거리를 상정하고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는 유리하지만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다

는 데 비해 이 방식을 채용한 혼다의

이런 사장의 취지를 받들어 혼다기술

른 기능으로 보충하기가 어려운 반면 두

eV TOL은 도시 간 이동까지 가능한

개발한 경험과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기

이 시제품을 가지고 2023년에는 미국

연구소는 2021년 9월 신기술의 일부를

개의 기능을 분리하면 유사시 융통성이

400km의 비행거리를 가지고 있다.

체와 엔진 두 분야 모두에서 미국연방항

에서 비행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다. 가와

공개했다. 여기에서 중심이 된 것이 비행

높아진다. 기체에는 앞뒤로 비슷한 크기

차인 ‘혼다 eVTOL’이었다. 연구소의 오

의 날개가 붙는 형식인 탠덤 윙이 적용되

쓰 게이지(大津啓司) 사장은 “기존 핵심

어 순항 시의 소비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행차 개발 스타트업 아처, 스카이드라이브, 조비의 시제품.

어떻게 혼다는 이렇게 항속거리를 늘
릴 수 있는 것인가?
혼다에는 소형 항공기 ‘혼다 제트’를

혼다에서 구상하고 있는 비행차. 이착륙용 로터 8개, 추진용 로터 2개가 있으며, 날개가 앞뒤 두 쌍으로 되어 있다.

공국(FAA)의 인증을 받은 회사는 혼다
가 세계에서도 유일하다.
혼다 제트 개발 당시에는 축류식 제트
엔진 ‘HF120’의 양산에 성공했다. 그때
습득한 가스터빈 기술을 이번 비행차 엔
진 개발에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에

“현재 많은 메이커가 개발 중인
순수 배터리 구동식이 아니라
소형, 고효율 가스터빈을
사용함으로써 항속거리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했다.”

장래 배터리의 진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제 2023년 시제품 비행 실험, 2025
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기체로

기술도 활용되었다. F1 파워유닛 기술을

지 미국 연방항공국의 인증을 취득하면

개발을 담당한 혼다기술연구소의 가

eVTOL의 초고회전 제네레이터 등에 적

30년대에 글로벌 사업을 전개한다는 그

와나베 준 연구원은 “현재 많은 메이커

용한 것 외에도 공력 개발 시뮬레이션 해

림이다. eVTOL의 자율비행이 가능해지

가 개발 중인 순수 배터리 구동식이 아

석기술, 센서 등의 안전지원기술 등이 응

는 2050년 무렵에는 전 세계 기준 2,300

니라 소형, 고효율 가스터빈을 사용함으

용되었으며, 속도역이나 난기류 등이 여

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로써 항속거리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했

객기보다도 F1에 가깝기 때문에 경주차

예상된다.

다”고 설명했다.

차체 기술도 이번 비행차 개발에 반영되

과연 혼다는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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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혼다만이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이다.

항공 실험을 진행하여 2020년대 후반까

쓰이는 하이브리드 기술도 여기에 녹여

30

나베 씨는 “다양한 요소 기술을 갖고 있

었다. 오쓰 사장의 말처럼 기존의 핵심기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향후의 전개

다양한 기술의 융합

술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실현

가 궁금해지는 장면이다.

eVTOL의 개발에는 혼다가 F1 자동차

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모양

경주에 참가하면서 축적한 유형무형의

새다.
2022.Vol.70 | THE SAGE INVES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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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2026년

고령화 시대
준비하는
중국
‘부를 이루기도 전에 늙어버린다.’(未富先老)
이 말은 경제 대국을 꿈꿔온 중국의 불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3억 명을 돌파해 2034년에는 4억에 달하
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20년 후에
는 중국의 고령화 수준이 30% 이상에
달하게 된다. 중국 당국은 2016년 한 자
녀 정책을 폐지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펼
치고 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례만
보더라도 한 번 낮아진 출산율을 회복시
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고령화 시
대를 목전에 둔 중국의 현상황을 분석해
본다.

글 샹제 편집부 사진 GETTY IMAGES

① 결혼 제도의 현황
중국의 MZ가 온다
② 인구와 경제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각국의 사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국의 노력
④ 고령화와 노동력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가?
⑤ 고령화와 투자
고령화가 가져올 기회

32

| THE SAGE INVESTOR | 2022.Vol.70

2022.Vol.70 | THE SAGE INVESTOR |

33

AGING
CHINA
- CHINA SPECIAL

고령화시대 중국 ① 결혼 제도의 현황

여성의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의식의 개방성과 포용

취업도 결혼도 포기한 중국의
N포 세대. 출산율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글 샹제(商界) 편집부 사진 Shutterstock, GETTY
IMAGES

정 재학생 수는 32만 6,700명에서 42만

결혼이라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4,200명으로 증가했고, 석사과정 재학생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은 158만 4,700명에서 243만 9,500명으

출산율과 결혼 증가율은 항상 언론이
주목하는 이슈이다. 여기에는 각종 사회

| THE SAGE INVESTOR | 2022.Vol.70

최근 중국인의 혼인 데이터는 결코 낙관
적이지 않다. 결혼 인구는 매년 감소하

기 어려운’ 주제가 아니다. 경제적 독립은

마련’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이라는 이중

고, 결혼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젊

여성을 점차 결혼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고에 시달리고 있다. 1998년 주택제도 개

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서른이 되

했고, 이혼에 따른 불이익도 기꺼이 감수

혁 이후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급등세를

기 전에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은 굉장히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지난해, 중국 ‘민법

유지하면서, 출산은 물론 내 집 마련에

드물다. 게다가 결혼이 가져올 여러 가지

전’(民法典)에서 이혼 숙려기간(냉정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스트레스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

1선 도시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경우,

관련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동부 연해

평균 집값은 1㎡당 약 1만 5천 위안(약

등 경제 발달 지역의 혼인율은 대체로 낮

2021년 8월 전국의 전체 혼인신고는

300만원)이다. 젊은 층이 100㎡ 집 한 채

고, 서부 지역의 혼인율은 일반적으로 높

416만 6천 건인 반면 이혼신고는 96만 6

를 구입하려면, 먼저 계약금으로 50만

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일수록 혼인

천 건이었다. 즉, 이혼율은 23.2%로, 결

위안이 필요하고, 매달 주택 대출금 상

율이 더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환을 위해 약 6천~7천 위안을 지출해야

현재 인구 정책의 초점은 출산 장려로

한다. 충칭의 경우, 1인당 평균 월급은

방향을 바꾸었다. 동시에 정부 관련 부처

7,040위안 정도로, 많은 젊은 부부가 집

는 유동인구(자신의 호적 지역이 아닌 곳

을 사면 매월 소득 대부분을 주택 대출

에 거주하는 인구)에 대해 출산을 관리·

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감독했던 ‘유동인구계획출산사업조례’를

높은 집값과 자녀 교육비는
중국 젊은이들이 결혼에서
뒷걸음질치게 만들었고, 이러한
현상은 경쟁 스트레스와
결혼·출산 고비용에 시달리는
대도시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은 10.81%에서 14.06%로 증가했다.

높은 집값은 수많은 젊은 층을 좌절
하게 했다. 이것은 현재 젊은이들에게

폐지하고, 유동인구를 위한 출산 조건을
마련했다.
그리고 ‘세 자녀 출산 정책’을 추진하면

‘탕핑’(躺平: 드러눕는다는 의미로 의욕
을 잃고, 취업도 결혼도 하지 않고, 무사

서, 가정에서의 출산, 양육, 교육을 지원

안일하게 사는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하기 위한 법률 법규 정책을 명시했다. 예

원인이기도 하다.

를 들면, 혼인가정의 다양화 문제, 균형

신세대는 독립적인 생활과 높은 삶의

이와 동시에, 젊은 층의 ‘만혼’ 현상도

다음으로, 교육비용의 높은 상승으로

잡힌 가정과 일의 관계 문제, 이혼율 상

최근 몇 년간 중국 젊은 층의 결혼은

질을 추구하고, 결혼에 대해 개방적인 태

두드러진다. 20~24세 그룹을 대신해서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했다. 양육비의 증

승의 문제, 아동가정에 대한 감독 부족

줄었고, 늦어졌으며, 이혼은 증가했다.

도를 가진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자아실

25~29세 그룹이 새로운 결혼 주력군이

가로 학부모들은 시간, 에너지, 경제력이

문제, 가장의 잘못된 육아관 문제, 부모

그들은 미혼의 자유를 추구하고 결혼은

현 욕구와 강한 자의식이 두드러진다. 경

되었다. 또한 고연령층(40세 이상)의 혼

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통계에 따

자녀 관계에서의 불화 문제 등이 있다.

일종의 속박이라고 여긴다. 게다가 높은

제 발전과 교육 수준의 향상은 여성에게

인신고 비율이 대폭 상승했다. 이혼율과

르면, 학령 전 교육 단계의 교육비 지출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런 장려정책들

결혼 비용 및 출산 비용 때문에 가정을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했고, 이는 여

만혼율의 증가는 출산율에 바로 영향을

은 가계 연수입의 26%를 차지한다. 의무

은 모두 하나의 대전제에 기초한다. 반드

꾸리는 것도 꺼린다. 많은 젊은이들이

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이어졌다.

미친다.

교육과 중고등 교육 단계에서는 21%, 대

시 충분한 수의 결혼 가정이 있어야 한

학교육 단계에서는 29%를 차지한다.

다는 것, 그래야 셋째 아이 출산까지 고

적 정서가 얽혀 있다.

“결혼도 하고 싶지 않은데, 무슨 아이를

이제 ‘가정주부’가 더 이상 여성을 대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이

낳느냐”라며 선을 긋는다. 그러나 혼인

하지 않는다. 나날이 더 많은 여성이 직장

야기해 보자.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에서

안정적이고 화목한 혼인 가정은 사회

율 하락, 출산율 감소는 고령화 심화의

에 들어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결혼은 예물, 집 그리고 주택대출금 상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이혼율을 점차 낮추는 대책을 찾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여성은 고등교육그룹의 비중에서

환과 자녀 출산 등 일련의 과제를 모두

사고방식의 변화에 따라, 중국인의 결혼

것과 동시에, 혼인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

주도적 위치를 차지한다. 게다가 고학력

포함한다.

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따라서 혼인율

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

여성은 자신보다 조건이 좋은 남성을 선

높은 집값과 자녀 교육비는 젊은이들

과 출산율은 하락하고 이혼율이 상승

먼저,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호하는 경향이 있어, 결혼시장에서 매칭

이 결혼에서 뒷걸음질치게 만들었고, 이

하는 것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이에 따른 미혼

러한 현상은 경쟁 스트레스와 결혼·출

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5~2019년 박사과

34

로 증가했다. 이처럼 석·박사 학력 비중

두드러졌다.
집값 급등 때문에 젊은 층은 ‘신혼 집

다. ‘충동형’ 이혼자 수가 줄어든 것이다.

“결혼은 마치 포위된 성과도 같다. 현재

혼인율은 결국 본질의 문제

성 강화에 따라, 이혼은 더 이상 ‘입에 담

을 실시하자, 이혼이 눈에 띄게 감소했

중국의
MZ가 온다

산 고비용에 시달리는 대도시에서 특히

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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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경제 침체를
가속화한다.
글 샹제(商界) 편집부 사진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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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중국 ② 인구와 경제

만약 출산율이 낮아져 중국 인구가 6~7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

사회 전체의 부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

만약 이 수치가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하

억 명으로 감소하면, 인구는 줄고 사회

을 끼친다. 글로벌 측면에서, 중국의 방

를 초래하게 된다.

에 평균 수명을 80세로 계산하면, 미래

자원은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좋은 일

대한 소비력과 시장 규모는 첫손가락에

또 하나 감안해야 할 현상은, 바로 젊

중국 인구는 약 12억 전후로 감소하게

이 아닐까? 왜 반드시 아이 출산을 장려

꼽힌다. 이는 중국의 경제를 이끄는 동력

은 층의 소비욕구 변화다. 저우링허우

된다. 이 역시 출생인구가 1,500만 명 정

해야 할까?

의 원천이다. 만약 방대한 규모의 소비층

(90後: 90년대 출생)로 대표되는 ‘상(喪)

도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

이 없으면, 경제 성장 엔진은 추진력을

문화’(상실과 좌절), 링링허우(00後: 2000

이 수치를 안정시키려면, 반드시 출산

잃게 된다.

년대 출생)가 추앙하는 ‘불계(佛系) 문화’

율을 2.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

출산 의지의 감소

출산율이 낮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바로 인구 감소이고, 그 다음은
고령화이다.

먼저 출산율 감소가 가져올 심각한 부작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불교계처럼 싸우지 않고 자족하는 생활

중국의 출산율은 겨우 1.6정도이다. 만

용에 대해 알아야 한다. 현재 청년층은

중국 중앙은행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

방식) 현상은, 사회적 압력에 직면한 젊

약 출산율에 변화가 없다면, 각 세대 인

렷하지 않다. 그러나 그마저 없다면 상황

주요 소비 집단이다. 일단 고령화와 저출

도시 가정의 평균 총자산은 300만 위안

은 세대의 내적 변화를 뚜렷이 보여준다.

구는 20%씩 줄어들게 된다.

은 더 나빠질 것이다.

산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경제적으로 장

(약 5억원)이다. 주로 실물자산 위주로,

출산율 하락, 사회적 재산 감소, 시장

출산율이 낮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현대의 이상적인 경제 구조는 럭비공

기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금융 자

수요의 감소로 인해 구매 능력과 욕구를

까?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바로 인구 감

모양으로 중산층이 많고, 부유층과 저

중국 경제성장은 수출과 무역을 빼고

산은 20%에 불과하다. 이는 사실상 가

가진 실질적 소비층이 사라지면, 결국 시

소이고, 그 다음은 고령화이다. 예를 들

소득층의 수가 적은 것이다. 그러나 안

는 말할 수 없다. GDP 성장의 핵심은 내

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임을 보여준

장도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출산 의지

어 일본은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 중 하

타깝게도 중산층은 출산에 대한 의지가

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출산

다. 그런데 저출산은 앞으로 부동산과

의 감소는 반드시 노동력 결핍을 초래한

나이다. 인구 고령화는 소비 부족과 혁

가장 약하고,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사

율 감소는 중국의 시장 수요에 직접적인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를 크게 감소시켜,

다. 노동력 부족은 제조업의 발전을 제한

신 부족을 야기하며, 경제 발전의 동력

람들은 출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할 뿐만 아니라, 인력 생산에 의지하는

을 떨어뜨린다.

생산력으로서의 인구는 공급 측면에

모든 업종이 생기와 활력을 잃게 만든다.

중국에서도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영

서, 소비력으로서의 인구는 수요 측면에

전자상거래 업종을 예로 들면, 이 사

향이 일부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난 사

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 인구의 변화

업을 지탱하는 것은 전체 물류 체인이지

례가 있다. 동북삼성(東北三省)으로 불

로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

만 그 끝에는 택배 배송기사가 있다. 인

리는 지린성(吉林省)·랴오닝성(遼寧省)·

과가 점차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터넷 기술이 일상생활에 침투하면서, 우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중국에서 인구

특히 인구 고령화 진행 단계에서 노동

리의 의식주는 모두 더욱 편리한 방향으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들로, 2000년부터

공급과 양육, 부양의 부담이 점차 가중

로 발전했다. 그러나 첨단 기술처럼 보이

현재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 수

된다. 지속적인 저출산은 노동력 공급과

는 산업도 현실은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 40% 이상 감소했다. 출생률이 심각하

인적 자본의 축적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굴러간다.

게 낮은 데다 경기도 안 좋아서 젊은 층

성장에 뚜렷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 지속적으로 유출됐다. 이는 최근 10

따라서 인구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연

고령화의 부정적 사례

년간 동북 지역의 경제 발전이 둔화된 원

2025년 전후로 중국은 실버산업 발전의

인이기도 하다.

령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30여 년의 변화를 거치며, 중국 경제

황금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버

산업화와 시장경제를 실시하는 국가

는 성장의 속도를 추구하는 데서 질에

시장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고, 노인용

나 경제체제에서의 출산율은 비교적 낮

대한 추구로 전환되었다. 무엇보다 미래

전자상품, 재활간호, 의료기기 등의 제

고, 일반적으로 모두 두 자녀에 미치지

‘생존’ 기회를 탐구해야 한다.

품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만약

못한다. 미국과 유럽은 이민에 의해 인구

낮은 출산율이 경제구조의 전환과 고

10년 전, ‘두 자녀 정책’을 점차 시행하지

증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

도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까? 어떻

않았다면, 지금의 상황은 더 심각해져

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미래 50년 후의

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경

아마도 출생인구가 1천만 명 이하로 감소

미국과 유럽은 결코 현재와 같은 모습이

제구조를 최적화해서 경제성장을 촉진

했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

할 수 있을까?

2019년 출생인구는 1,500만 명 이하로

출산율 회복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문

떨어졌다. 이는 40년 이래 최저 수치였다.

제이다. 출산지원금의 효과도 그렇게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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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중국 ③ 각국의 사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국의 노력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
글 샹제(商界) 편집부 사진 GETTY IMAGES

면, 201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3% 하

정 내 여성과 남성의 지위 평등 외에도,

출산 보조금 외에, 일부 유럽 국가와

락했을 거라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현

국가 정책적으로 여성이 가정과 일이라

미국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금 인센티브 정책 시행 후 첫째·둘째·셋

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민자 정책을 모색했다. 현재 흑인은 이미

째 아이의 출산율이 평균 8% 증가했다.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프랑스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

또한 현금 인센티브를 10% 인상하자 첫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답안은 한국에서

며, 신생아 중 흑인 비율은 60%를 넘어

째 아이의 출산율은 0.6%, 둘째·셋째 아

도 인정을 받았다. 2020년 발표한 ‘제4차

섰다. 이는 모두 프랑스가 외국인 이민자

이의 출산율은 0.4% 높아졌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 관련 문

들을 포용하며 남긴 흔적이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

건에 의하면, 출산·육아 보조금 외에 정

19세기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프랑스는

과 일본의 보조금 우위는 두드러질 정도

부가 ‘3+3 육아휴직’을 신설하여 부부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었다. 이에 프랑스

는 아니다.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독려했다.

정부는 인근 지역에서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인구를 흡수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국과
2006년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구학 교수

일본의 가계 복지 재정 지출은 각각 GDP

이민자 도입의 딜레마

령 식민지에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사

인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은 한

의 1.79%와 1.3%를 차지했지만, 프랑스와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빠른 속도로 강

람들을 유치했다. 2차 세계대전 종식 후,

국이 인구 감소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가계 복지 재정 지

국 클럽의 떠오르는 별이 되었고, 국민

새로운 프랑스를 재건하기 위해 정부는

지는 최초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출은 모두 GDP의 3.4% 이상을 차지했다.

생활도 풍요로워졌다. 이런 시대적 배경

계속해서 이민자 도입을 선택했다.

높다고 전망했다.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일반적으로 한

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여성은 남성에

이는 결코 겁을 주려고 한 말이 아니

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것을 보면, 육아

회는 20%가량의 인구가 이민자 출신이

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를 유지하려면

가정에 대한 현금 보조금의 규모가 출산

다. 한때 경제를 활성화시켰던 이민자들

출산율이 2.1명가량으로 유지되어야 한

율과 정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이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골칫거리

다. 2001년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에 포

정부 보조금의 경우, 유럽 국가들은

함되었다. 2018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독신 및 딩크(DINK)족이 부담하는 방

0.98명으로, 한국 여성 1명당 평균적으

식을 택하고 있다. 독일을 예로 들면, 독

로 1명 미만의 자녀를 출산했다. 이에 한

신세를 가장 많이 부과하고 있고, 딩크

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제로 시

족에 대한 세금이 그 뒤를 잇는다.

대’에 진입한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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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둠도 있다. 오늘날 프랑스 사

일본 정부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것을
보면, 육아 가정에 대한 현금
보조금의 규모가 출산율과
정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되었다. 과거 이민자 대부분은 프랑스
에서 허드렛일을 했고, 그 후손들이 받
은 교육 수준은 본래 주민의 후손들보
다 낮았다. 이는 프랑스 사회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자유와 평등의 물결 속에서, 프랑스
정치인들은 이민으로 인한 문제를 신랄

일본의 출산 상황 역시 낙관적이지 않

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다. 일본에서 지난해 발표한 데이터에 의

표면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본 재

하면, 2020년 출생률은 1.34명이었으며,

무성은 출산율 및 결혼 동향에 관한 연

그러나 동아시아 3국은 유교문화의 영

들의 교육 수준과 고용 환경을 향상시키

지난 수십 년의 기나긴 시간 동안 일본

구를 발표했는데, “저출산의 핵심은 가

향을 많이 받아, 일반적으로 다른 민족

며, 긴 시간을 들여 이민자 문제를 해결

정부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싸우고

정 내 성 불평등이며, 여성이 일도 하고

에 비해 인내심이 많고 근면하다. 철학자

하는 수밖에 없다.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현재 인구 문제

가사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들은 고단한 삶의 파편을 ‘와신상담’이

는 한국과 일본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의사가 없다”

라는 이상으로 포장했다.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다.

고 지적했다.

견줄 만한 기회와 능력을 갖게 되었다.

하게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민자

그러므로 한 국가가 이민자로 노동력
을 보충하려 할 때, 최대한 이민자의 문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여성의 가정

화적 소양을 보장함과 더불어 그들의 고

한국과 일본 사회의 전통적인 가사 분

내 지위와 일에서의 발언권이 남성에 견

용 환경과 후손의 교육 문제도 제때 해

한국과 일본의 답변

담에서, 여성이 결혼 후 가정을 꾸리면

줄 만하더라도, 사회적 압박은 여전히 존

결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잇달아

남편과 가족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 이

재한다. 동아시아 여성의 부담은 여전히

‘육아 보조금’이라는 답변을 제시했다.

연구에서 일본 재무성은 남성이 가사와

무겁다. 그러므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

한국 전문가들은 ‘출산 수당’, ‘육아 수

육아를 더 많이 분담할수록 국가의 출

키는 것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당’과 같은 현금 인센티브 정책이 없었다

생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

충분하지 않다.

각국은 현재도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을 위해 최선의 답변을 물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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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중국 ④ 고령화와 노동력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결국
‘양보다 질’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
글 샹제(商界) 편집부 사진 Shutterstock, Gettyimages

가 부족하다면 앞으로의 발전도 낙관적

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비

이지 않다.

롯된 것이다. 농촌 지역의 낮은 인건비가

셋째, 노인층 복지에 대한 국가 재정

지속되는 한 노동력 공급의 감소는 피할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수 없다. 도시에 있는 기업은 주로 노동

간병인, 양로원, 요양원 등 실버 서비스

적령기의 근로자를 수용하는데, 시스템

산업은 더욱 활성화되어 많은 다른 부문

적으로 일정 연령이 되면 회사를 떠나도

의 노동력을 분산시킬 것이다. 경제 성장

록 만든다. 이는 또한 노동력 공급의 감

을 위해 노동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노동력의 분산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은 한쪽에서는 노

게 될 것이다.

동력의 공급과 수요를 반영하고, 다른

최근 2년 동안 정부는 여러 방면에 걸

한쪽에서는 인력 시스템의 문제이다.

쳐 출산 장려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

산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노동력 부족

구 정책의 조정 외에도, 의료·사회보장제

을 메울 수 없으며, 단기간에 효과를 낼

도의 확립, 교육 문제 해결 등 여러 방면

수도 없다.

의 사회공공정책이 필요하다. 향후 출산

사실상, 경제 발전에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노동력 분배다.

정책은 출산율 정책에만 의존해 인구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사회 공공 정
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노동력 최적화
중국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길은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비용 노동

노동력의 양적 증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

력을 육성해 저비용 노동력을 대체하며,

라,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노동

첨단 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

력 부족은 상대적인 것으로 산업 구조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중국은 언제

조정, 노동력 전환 추세와 관련이 있다.

까지 낮은 인건비에만 의지할 수 없다.

현재 출산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출

중국보다 인건비가 더 낮은 나라가 있기

산 장려만을 외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

때문이다.

이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력 부족 현상이 중

말 중국의 순 인구 증가는 48만 명에 불

계속 이어지게 될 경우, 경제 성장 규모는

1,1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아

국 전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과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없었다

더욱 축소될 것이다.

래와 같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제 발전까지 저해하고 있

면, 제로 성장이나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

다.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뒷받침했던

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체 방안은 바로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최근 중국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

서에서는 지식형·기술형·혁신형 근로자

꾼 부족 현상은 노동력의 실질적인 부족

인력풀을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전략

1980년대 이전의 중국은 인구 1천 명

첫째, 국가의 소비 능력이 약화될 것이

적 과학기술 인재, 과학기술 리더급 인

당 출생아 수가 대체적으로 20명대 이상

다.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 인구 감소는

재, 청년 과학기술 인재 및 수준 높은 혁

을 유지했고, 노동력 공급은 제조업에

경제를 견인하는 소비 능력이 약화됨을

신그룹을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지식

노동력 공급 감소

큰 기회를 제공했다. 본격적인 인구 보너

의미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인구 경제학의 관점에서, 인구는 경제 발

스 시대에 중국 경제는 급속하게 발전하

지난 7년 동안 중국의 순 인구 증가량은

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경

며 고속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계속 감소해 왔다. 2013년 804만 명에서

제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지

그러나 2010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점

전통 산업이 신생 산업으로 대체되고, 젊

2020년 204만 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

만, 노동력 공급, 소비 수요 등의 부문에

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출산율 저

은 세대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으로 하이

영향을 미친다.

하도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다. 올해

테크 산업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한다. 과

부터 2025년까지 청년 노동력은 매년

학기술의 시대에 주력 계층인 청년 세대

‘인구 보너스‘(풍부한 노동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룬 것)는 완전히 끝난 것일까?

낮은 출산율과 노동력 공급 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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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 활력이 약화되고 혁신 역량
이 타격을 입는다. 사회가 발전하면 여러

중국은 언제까지
낮은 인건비에만 의지할
수 없다. 중국보다 인건비가
더 낮은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형·기술형·혁신형 인력풀 구축의 경우,
교육에 대대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인재는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된 요
소로, 앞으로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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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중국 ⑤ 고령화와 투자

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영

일본을 예로 들면, 1975년을 전후해서

향은 경제성장 동력의 하락이다. 여기에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에 접어들었으며,

는 주로 다음 두 가지 논리가 존재한다.
첫째, 인구 연령 구조는 노동력 총량
에 영향을 준다. 노동력은 경제 성장에
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공급 감소와 사회의 생산력
부족은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최근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 시대 진입은 경제
성장률 하락, 경제 뉴노멀
진입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둘째, 고령화는 사회 자원 분배 방향

후 급격히 증가해 2009년, 2010년, 2013
년 세 차례에 걸쳐 100조 엔(약 1천조원)
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는 노년층의 비

인구 증가가 국내총투자율에 미치는 영

적으로 증가해 2018년에는 33.75％에 달

율이 증가함을 의미하는데, 노년층은 경

향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

제에서 ‘소비형’ 인구에 해당하므로 생산

난다.

황에서 일본 정부의 재정 적자율은 10％

첫째, 새로 늘어난 인구의 일자리 해결
을 위한 제조업 투자이다.

가량 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되면서 투자 부진이 나타나고, 자본 축

둘째, 새로 늘어난 인구에 공공 서비

고령화 추세가 가속됨에 따라 연금 부족

적 능력은 하락해 경제 성장 동력을 약

스와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투

도 날로 상승하고 있으며, 연금 재정의

화시키게 된다.

자이다.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낮은 경우가 많다. 세계은

셋째, 새로 늘어난 인구의 거주 수요

있다.

를 충족하기 위한 부동산 투자이다.
고령화가 가져온 산업 기회

행이 집계한 200개 국가의 65세 이상 인

그러나 고령화의 영향으로, 이 세 분야

구 비중과 경제 성장률 산포도에 의하

의 투자 수요는 뚜렷이 감소하게 된다.

물론, 고령화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면, 고령화 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런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는 중국 당국

에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이는 관련 산

GDP 성장률이 낮고, 이 둘 사이에 뚜렷

의 투자율 변화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업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져왔다.

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개혁개방 이후 2010년은 중국 경제의

먼저, 고령화는 ‘실버 경제’의 거대한 잠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노동 연령 인

전환기 특징이 매우 또렷이 나타난다.

구 비중이 성장하는 국가들은 경제 발전

2010년 이전, 중국의 국내총투자율은

‘실버 경제’의 발전은 주로 노인 주거(돌

의 기적을 맛보는 ‘황금기’를 누리며, 반

노동 인구 비중의 증가에 따라 계속 증

봄), 노인 의료, 노인 여가 생활 등 세 가

대의 경우에는 이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

가했으며, 2010년 47.9%라는 사상 최고

지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중, 노

난다.

치를 달성했다. 2010년 이후에는 중국 노

인 돌봄 산업에서 실버 아파트, 실버 타

동 인구 비중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국

운 등 실버 주택의 개발을 비롯한 스마

내총투자율도 점차 하락했다.

트화된 노인 주거 환경 구축은 여러 대

한 예로 일본은 고령화가 시작된 70년
대를 기점으로 일본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인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마
찬가지로, 최근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

고령화는 재정 수지에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끼친다.

재력을 폭발시킬 것이다.

형 부동산 기업이 주목하는 부동산 개
발사업으로 성장했다.

시대 진입은 경제 성장률 하락, 경제 뉴노

첫째, 지출 측면에서 연금 지출, 의료

노인 의료 산업에서 의료와 요양의 결

멀 진입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위생 서비스 등의 증가를 초래해 재정 부

합은 여러 보험 금융 기관이 우선적으로

담을 가중시킨다. 둘째, 수입 측면에서

발전시키는 실버 프로젝트가 되었다. 또

글 샹제(商界) 편집부 사진 Shutterstock,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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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중 사회보장 지출 규모는 1990년 이

지출 비중도 1972년의 14％에서 지속

인구 고령화 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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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재정 지

요 목적은 국민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원이 소비에 사용되는 비중이 증가하게

고령화 현상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10％를 돌파, 2018년에는 이미 27.05％에

을 바꾸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

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회 자

고령화가
가져올 기회

198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고령화로 인한 투자율 급락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조세 대상과 재

일반적으로, 국가가 투자를 확대하는 주

정 수입도 따라서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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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SPECIAL: 5

보험, 신탁, 연금 펀드 등의 노년층에 최
적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전에 없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대체로 노인들은 리스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 주식형 자산
은 실버 금융에서 전체적으로 비중이 감
소하지만, 국채 등 고정 수익률을 보장
하는 고정수익형 자산은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일본 고령화 추세 및 금융 산
업 구조의 변화는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1980년을 전후해 일본 국채
수익률이 한때 9％가량에 달하기도 했지
만, 이후 40년 동안 하락 일로를 걷고 있
다. 이는 경제 사이클, 통화 정책, 세계적
환경 등 요인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야말로 결정적인 장기
적 요인이다.
특히, 1990년을 전후해 자산 거품이
붕괴된 이후, 국민과 금융기관은 국채
등 고정 수익 상품에 대한 비중을 크게
늘렸고, 이는 국채 수익률의 지속적인 하
락을 이끄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중국 내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자. 최
한 노인 여가 산업에서 노인 교육, 관광,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용 로봇과 (생활)

근 몇 년 동안 P2P 등 각종 새로운 금융

레저, 골동품 감상 등의 산업은 더 많은

서비스 로봇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모습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한 것은, 노년층의

기업과 자본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다.

을 발견할 수 있다. 전자는 제조업의 노

금융 상품에 대한 니즈가 매우 풍부하

다음으로, AI 등 산업 발전 전망이 밝

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후자는 주

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 이전에는

다. 노동력 자원의 감소는 전반적으로

로 일반 가정, 특히 노년층에게 기본적인

금융기관들이 노년층의 고정 수익형 금

자원집약형·자본집약형·기술집약형 산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융 상품에 대한 니즈를 간과했는데, 이
로 인해 P2P 등 새로운 금융 업종이 시

업 발전에 유리하지만, 노동집약형 산업
발전에는 불리하다. 반면 AI, 로봇 산업

실버 금융의 발전

의 발전 전망이 가장 좋다.

마지막으로, 실버 금융과 재테크 시장이

현재 일본 로봇 산업은 세계에서 독보

큰 발전을 이룰 것이다.

장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 금융 감독이 날로
엄격해지고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현 세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도, 노년층을 위한 고정수익형 상품에

에 따른 서비스 수요와 무관하지 않다.

는 노후에 돈이 없는 것이다. 이런 환경

대한 연구 개발을 확대해, 노년층의 노

또한 중국의 AI와 로봇 산업도 대규모

에 발맞춰, 실버 금융 산업이 빠르게 성

후자산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금융 수요

장 중이다. 재무 설계 컨설팅과 서비스를

를 만족시키려는 금융기관의 경쟁이 더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은 저축, 개인연금

욱 치열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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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SPORTSWEAR

스포츠 제품의 연구개발, 설계 및 제

스포츠웨어 브랜드 안타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으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렸다.

조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으로서 익

올림픽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안타는 여러 카메라
렌즈에 수없이 포착되며, 노출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다.
30년 동안 명맥을 이어온
중국산 스포츠 브랜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다.

스트림 운동선수를 위한 스포츠 용품
을 제공하는 것은 제품력을 가장 잘 드
러낼 수 있는 기회다. 동계 올림픽은 14억
관객의 눈앞에서 자사의 기술력이 좋다
는 것을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같
다. 동계 올림픽 노출로 뜨거운 반응을
얻은 후 안타는 기세를 몰아 신제품을
출시했다. 또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
형 브랜드들은 스타일, 가격, 마케팅 외

KEEP MOVING!
딩스중(丁世忠)과
안타스포츠(ANTA)

“지금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이
들이 바로 중국 대표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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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고, 내세울 만한 핵심 제품도 있

스포츠 용품 시장의 치열한 경쟁의 서막

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공식

을 열었다.

파트너는 선수의 경기 장비를 종합적으

오늘날 안타는 이미 연매출이 수백억

로 관리해야 하며, 기능성과 테크놀로지

위안에 달하는 메가톤급 브랜드로 성장

감각도 중요한 자격 요건이다. 스포츠

했으며, 세계 최대 스포츠 용품 브랜드인

종목마다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상’

나이키, 아디다스와 순위 결정전을 펼치

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도 보유해야

고 있다. 딩스중은 올해 52세가 되었다.

한다. 이는 올림픽의 혜택을 누리려면 먼

진장(晉江)의 아버지 신발 공장에서 만

저 기술적 문턱을 넘어야 함을 의미한다.

든 600켤레의 신발을 등에 짊어지고 베

이번 올림픽의 첫 금메달 종목인 쇼트

이징으로 들어가 시장에 좌판을 깔았던
16세 애송이가 아니다.

징(武大靖) 선수가 입고 있던 경기복의 소

글 탄야(譚亞) 사진 Gettyimages

픽은 세계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였다.

에도 앞다퉈 과학기술을 확보하며 현재

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을 예로 들면, 우다

30년 동안 저력을 키워온 안타가
숱한 스포츠웨어 브랜드를 제치고
중국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2월 개최된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

준에 부합하는 브랜드 이미지도 갖고 있

재는 세계에서 가장 얇고 통기성이 좋은

올림픽 마케팅으로 얻은 것

것이었다. 이 경기복을 제작하기 위해 안

안타에서 직원들은 딩스중으로부터 자

타 는 네덜란드 소 재회사 D S M의

주 돌발 질문을 받곤 한다. ‘운동선수가

‘다이니마(Dyneema) 테크놀로지’를 활용

멋지게 덩크슛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카

했다. 앞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메라가 최대한 안타의 광고판을 비추게

우다징 선수가 입었던 옷에 적용된 기술

할 수 있을까?’와 같이 대부분은 이상하

이기도 하다.

고 다소 까다로운 질문들이다. 딩스중은

“과학기술이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되

‘광고 홍보에 들어가는 돈이라면 가치를

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

극대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2월 4일 저녁, 현장 사회자의 힘찬 소

‘동계 올림픽 개막식 패션’이라는 키워드

포착되며, 노출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

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스포츠웨어의

그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 10초

개와 함께 중국 대표단은 안타(安踏,

가 생성됐고 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

했다. 30년 동안 명맥을 이어온 중국산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공식

정도밖에 되지 않는 광고를 2회로 나누

ANTA)가 디자인한 붉은색 유니폼을 입

들이 쇄도했다. 1,200명의 성화 봉송 주

스포츠 브랜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

대회 전, 안타 회장 딩스중(丁世忠)은 인

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

고 피날레에 등장했다. 안타가 개막식에

자들이 안타의 제품을 착용한 것은 워밍

간이었다.

터뷰를 통해 자사가 준비하는 제품에 첨

서 특별한 ‘슈퍼 신상품’을 선보임과 동시

업에 불과했다. 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

올림픽 공식 지정 파트너로 지정되려면

에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검색창에는

되자 안타는 여러 카메라 렌즈에 수없이

우선 제품력이 좋아야 한다. 올림픽 기

그는 이번 동계 올림픽을 통해 가장

단기술이 적용되었음을 슬며시 자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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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신제품을 홍보했다. 푸젠성(福
建省) 진장에서 시작된 이 신발 제조기업
이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과시한 것이다.
그동안 대중에게 ‘가성비 갑 브랜드’로 여
겨졌던 안타가 사실은 ‘고 기능성 전문
스포츠 브랜드’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이들도 많다.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은 바로 제품,
채널, 브랜드 마케팅을 매칭해, 어떻게 하

딩스중은 브랜드의
공통적인 문제는 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면 더 많은 소비자가 적절한 위치에서 최
대한 잘 볼 수 있도록 할지에 관한 것이

스포츠 우승자의 후광에 아시안 게임의

다. 안타는 동계 올림픽 밤에 14억 명에

효과까지 더해져 리닝은 ‘스포츠+경기 종

게 광고를 노출시킨 슈퍼 파워를 갖게 되

목’ 마케팅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다.

었다. 또 놀라운 것은 이를 계기로 스포

딩스중은 하루아침에 스타덤에 오른

츠 브랜드로서의 전문적인 이미지가 향

리닝의 소식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브

상되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오랜 시간

랜드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브

동안 중국에서 전문 스포츠웨어 시장은

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광고를 해

글로벌 브랜드의 양대 산맥인 나이키와

야만 브랜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디다스가 나눠 갖고 있었다.

을 차츰 알게 되었다. 1999년 오프라인

기술력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올림픽

매장 배치를 완료하자, 딩스중의 마음속

경기장은 안타가 스포츠 기술 측면에서

에서는 ‘돈을 쓰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

축적한 노하우를 보여주기에 최적의 장

나기 시작했다.

소였다. 5년에 가까운 준비 끝에 딩스중

딩스중은 회사 연간 이익의 20%를 들

은 동계 올림픽의 카메라 렌즈가 모든 방

여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탁구 금메달

향에서 안타를 포착할 수 있도록 했고,

리스트 쿵링후이(孔令輝)를 안타 홍보모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자사의 인기 패밀

델로 기용하고, 공영방송인 CCT V에

리 브랜드 또한 부각시킬 수 있었다.

300만 위안을 투입해 광고를 진행했다.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안타는 ‘고기능성 전문 스포츠’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딩스중의 행동은 단호했지만 마음속으
브랜드를 갈고 닦다

로는 갈등이 많았다. 물론 그는 ‘스포츠

2억 위안으로 증가했지만 광고 지출도

한 것이다.” 딩스중은 브랜드가 소비자

점을 검토하고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딩

교할 때 안타는 투박한 비정규군처럼 느

브랜드 집착에 대한 딩스중의 스토리는

스타+CCTV’라는 전통적인 돈 태우기

수백만 위안에 달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마음속에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스중은 브랜드의 공통적인 문제는 소비

껴진다. 나이키와 아디다스에 비교했을

23년 전 그가 벌인 ‘도박’으로 거슬러 올

방식을 자기 자신이 하게 될 줄 몰랐다.

입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답을 준다면서, 여러 차례 브랜드의 중요

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때도 안타는 비주류 브랜드로 분류됐

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성을 강조했다.

어떤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좋아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면하는 곳에서 안타는 굳건하게 성장

라간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자 탁구 결승

막 브랜드를 수립한 안타는 해외 브랜

전에서 쿵링후이가 우승한 후, 중국 오성

동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안타의 진

동계 올림픽 개막 전, 딩스중은 안타

드 OEM으로 매출을 지탱하고 있었다.

기가 그려진 안타의 유니폼에 입맞춤하

면목을 알게 된 이들도 많았고 ‘다크호

그룹의 ‘새로운 10년 전략’ 연설 현장에

동계 올림픽 공식 파트너 자격을 얻기

해 왔다. 올해로 30번째 생일을 맞으며

반면, 당시 중국 스포츠 브랜드의 맏형이

는 장면은 올림픽 역사에 기록되며 명장

스’, ‘역습’ 등의 단어로 묘사하는 이들도

서, 브랜드는 기업의 생명력이며 소비자

까지 실력과 신기술을 보여준 것 외에,

동계 올림픽이라는 희대의 홍보 효과를

었던 리닝(李寧, Lining)은 이미 옷을 들

면을 만들어냈다. 그후 안타는 쿵링후이

많았다. 안타는 올림픽 신인도 아니고 전

의 마음을 사로잡는 핵심이라고 재차 강

안타는 어떤 브랜드 스토리를 가장 말하

누리고 있지만 제품만큼은 소비자와 거

고 베이징 아시안게임 스폰서로 나섰다.

가 나오는 광고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문 스포츠 마케팅의 베테랑 브랜드임에

조했다. 줄곧 브랜드를 전략적 핵심 동력

고 싶을까?

리감 없는 현실적인 모습을 고수한다. 이

내가 선택한다’라는 카피를 실었다. 광고

도 말이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가장 감

으로 삼아온 딩스중은, 직원들에게 시

농구선수 리닝이라는 스포츠맨이 가

의 대성공으로 연매출이 2천만 위안에서

사할 일은 바로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

장 사이클마다 소비자의 니즈와 불편한

진 후광효과를 지녔던 브랜드 리닝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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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겸손한 자세가 잠재력이 풍부한 대

목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품목의 양적·

력하고 있을 때, 중국 시장에서 최대 규

던 안타는 자사가 보유한 다른 브랜드를

시작은 느렸지만 빠르게 성장했다. 휠라

드가 상당히 다양하고 높은 인지도를 갖

중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성장

질적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

모의 채널을 보유했던 안타는 어떻게 대

통해 현금 흐름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었

의 완전 직영 판매 경험을 토대로, 안타

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크테릭스

응했을까?

다. 일찍이 안타가 인수한 휠라(FILA)는

그룹은 메인 브랜드인 안타의 오프라인

(ARCTERY X), 에이머 스포츠(Amer

직영 판매 모델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매장을 쇄신하고 DTC 개혁 계획을 추

sports) 등 고급 스포츠 브랜드와 익스트

안타에게 든든한 힘이 되었다.

진했다. 딩스중은 “젊은 소비자의 니즈

림 스포츠 브랜드가 그것이다.

해 나갈 수 있는 이유다.

돌이켜 보면, 안타가 달리기, 종합 트

브랜드 설립 초기에 안타가 대중 전문

레이닝, 농구, 축구 등 여러 분야에서 과

안타도 뒤이어 채널 개혁을 발표했다.

스포츠 용품 시장을 사로잡을 수 있었

감하게 운동기구 시장 진출을 결정했을

당시로서는 안타가 채널 관리에서 상대

던 것은 초기의 시장 쟁탈전 구도와 밀접

때, 중국 내 ‘맏형’이었던 리닝과의 운명이

보다 반 걸음 뒤쳐져 있는 것 같았다. 그

통계에 의하면, 안타가 DTC를 본격적

파악과 소비자에 대한 가치 전달은 브랜

수년에 걸쳐 안타스포츠가 인수한 브

한 관련이 있다. 안타는 리닝, 나이키, 아

엇갈리기 시작했다. 마케팅에 능한 딩스

러나 딩스중은 일찍이 업계 전체의 브랜

으로 시작한 2020년, 완전 직영 판매 모델

드 마케팅의 핵심 목표이다”라고 말한다.

랜드 리스트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딩스

디다스의 날카로운 칼끝을 피해 주로 소

중은 일찌감치 NBA 스타 및 전문 스포

드 도매 모델에 폐단이 있다는 점을 지적

을 택한 휠라는 중국시장에서 총 1,930개

현재 심도 있게 진행 중인 DTC 비즈니

중이 ‘단일 포커스, 다중 브랜드, 옴니 채

도시 및 농촌 시장을 타깃으로 중저가의

츠 행사와 관계를 맺었다. 안타가 출시한

한 바 있었다. 또한 DTC 모델의 장점과

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반기 매출

스 모델은 향후 안타의 브랜드 마케팅을

널’ 마케팅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했음

가성비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전략을

브랜드 제휴 농구화 등은 영업활동의 성

단점은 분명했다.

은 71억 5,200만 위안에 달했다. 이익 기여

위한 소비자와의 거리를 틀림없이 줄여

을 알 수 있다. 전문 스포츠에 모든 것을

택했다.

장을 더욱 뒷받침해 주었다. 그렇지만 다

첫째, 직영 판매는 브랜드의 자체적인

도에서 휠라는 총이익률이 70.5%에 달하

줄 것이다.

걸었지만, 타깃에 따라 각 브랜드의 가격

당시 진장에 형성된 신발 산업 체인과

시금 전문 스포츠 장비 시장으로 돌아

채널 통제를 의미하며, 구축단계에서 각

함께 공정 전문성이라는 이점을 살려 리

와 대중의 일상과 운동에 필요한 전문

종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닝과 경쟁하고자 한다면 완전히 가능성

장비를 개발하고 출시했다. 전문성과 친

둘째, 무엇을 위해 개혁하는가? 소비

이 없는 도박은 아니었다. 그러나 딩스중

숙함을 기반으로 안타는 일반 소비자가

시야에 들어온 것은 ‘대중적’, ‘전문적’과
같은 키워드였다. 그는 더 가치 있어 보이

대를 달리 설정했다. 이로써 브랜드별로

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였다.
딩스중의 해외 브랜드 수집

차별화된 채널 전략을 구축하고 스포츠

영향을 받았지만 2020년 상반기 안타의

타깃층과 브랜드 비즈니스 모델이 모두

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자

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최종

매출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했다. 여기에

다른 안타와 휠라를 함께 놓고 비교하

신의 니즈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양한 스포츠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

소매에서 총이익률 증가를 얻을 수 있다.

는 휠라의 기여도가 컸다.

는 이들은 거의 없다. 사실, 그들은 2009

“안타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느냐

는 브랜드로 포지셔닝하는 데 성공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브랜드 운영과 통제

안타는 2020년 9월부터 전국 11개 성

년 ‘패밀리’가 되었다. 이번 동계 올림픽을

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이들

여러 브랜드의 실적이 코로나 사태의

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 프리미

과 시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통해 사람들은 안타스포츠 산하에 방대

브랜드가 당신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

택했다. 제품 개발과 디자인에서 안타는

선택과 집중

엄 관리와 제품 의사 결정에 유리하다.

DTC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했다. 비록

한 패밀리 브랜드가 있으며 각각의 브랜

는지 여부이다.” 이렇게 답한 안타 직원

가성비에 모든 것을 걸었고, 일반 사람들

2019년을 전후로 브랜드들은 제품, 마케

다만 인건비, 임대료, 매장 종합 운영 등

이 신을 수 있는 저가의 전문 운동화 출

팅, 소비자 체험을 빠르게 추적하고 수

큰 지출은 모두 브랜드 자체 장부에 담

시를 위해 투자를 계속했다. 이것은 딩

용하기 위해 위탁에서 직영으로 채널 전

기게 된다.

스중의 향후 킬링 포인트인 ‘브랜드 마케

환을 시작했다. 사용자 이미지와 소비

DTC 개혁은 소매업체를 정리하는 것

팅’을 위한 탄약 비축과 같았다.

습관을 잘 파악하고 있던 나이키와 아디

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시간, 매

좋은 소재가 있어야 더 많은 좋은 이

다스는 직영 판매로의 전환에 앞장섰다.

출, 이익, 운영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회

야기를 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을 꾸

2019년 11월, 나이키는 아마존 등 온라

사만이 채널 개혁의 최종 수혜자가 될

준히 오픈해서 대중 시장을 사로잡은

인 채널을 버리기로 결정했고, 2021년 개

자격이 있었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돈이

후, 딩스중은 보다 전문적인 스포츠 종

별 소매점 10곳에 대한 공급을 중단했

있어야 하고, 경험도 있어야 한다. 그는

다. 거의 동시에 아디다스도 공식 쇼핑몰

내부 회의에서 일찌감치 DTC 방향을

앱을 개발하면서 점차 소비자가 자사 앱

제시하고, 안타의 채널 개선을 실무진에

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요구했다. 그러나 1만 개가 넘는 오프라

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는 목표를

딩스중 시야에 들어온 것은
‘대중적’, ‘전문적’과 같은
키워드였다. 그는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는 목표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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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소비’의 열풍으로 실적과 순이익

인 매장을 손봐야 했으므로 적절한 때

데이터에서 한때 안타를 넘어서기도 했

를 기다려야 했다. 2020년, 업계 전체가

던 리닝도 안타보다 앞서 DTC(Direct to

코로나 쇼크에 휩싸이고 오프라인 매장

Consumer: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마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모두가 슬퍼하

케팅 모델)를 시작했다.

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딩스중은 때가

보다 정확하게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

딩스중과 안타는 멀티 브랜드 전략을 철저히 유지해 다양한 타깃군을 아우르게 되었다.

왔다고 여겼다.

고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 브랜

경쟁사들이 코로나 사태로 실적이 저

드가 직영 도메인 트래픽을 늘리는 데 주

하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먹구름 속에 있
2022.Vol.70 | THE SAGE INVES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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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새로운 스마트 소재를 사용, 충
격 흡수력이 우수한 프로 러닝화를 내놓

오늘날 휠라가 기여하는
매출은 이미 메인 브랜드 안타의
수익을 넘어서 안타 그룹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은 브랜드로
성장했다.

은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지지력을 내세
운 ‘여우쑤’(優速)라는 이름의 러닝화를
출시했는데, 일반 러너의 데일리 슈즈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소재 강도와
내마모성을 강화한 러닝화 모델 ‘C202
GT’를 출시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한 것을 견지

브랜드, 다중 품목, 다중 채널’을 통해 리

하라.” 딩스중은 ‘새로운 10년 전략 설명

닝 브랜드를 확대하고 트렌드와 패션을

회’에서 100년을 다짐하는 기업의 장수

포함한 레저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선택

유전자는 ‘공생 가치의 창출’임을 재차

이다.

강조했다. 이번 전략 설명회에서는 ‘소비

최근 몇 년 동안 리닝의 브랜드 포지셔

자와의 공생’을 최우선으로 놓았으며,

닝과 전략을 분석해 보면 무게 중심이 ‘전

사용자가 안타를 신는 걸 자랑스럽게 여

문 스포츠’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알

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

수 있다. 불명확한 ‘브랜드 포지셔닝’과

계자는 이것이 바로 안타의 가장 훌륭한

회사 경영진의 동요 등 각종 문제가 복합

점으로, 견고한 내실을 다질 수 있었던

적으로 발생하면서, 리닝은 점차 전문 스

근본적인 이유라고 평가했다.

포츠 시장에서 대중의 시야를 벗어나고
있다.

딩스중은 회사 직원들과 교류할 때
“평생 배우고 젊은이들에게 배워라. 그렇
지 않으면 소비자를 이해할 수 없고, 누

미래의 전쟁터를 향해 달려라

구에게 무엇을 파는지도 알 수 없다”라

안타는 새로운 리듬을 가속화하며 매번

고 말하곤 했다. 그는 신발 한 켤레를 팔

강한 임팩트를 남기고 있다.

에 안고 자는 꿈을 종종 꾼다고 말하며,

한 신발 리뷰 블로거는 최근 메이저 스

안타는 제품 기술력을 제고하는 데 많은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포츠 브랜드들이 잇달아 카본 플레이트

자신이 일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
거라고 말했다.

러닝화를 내놓고 있는데, 선두주자인 안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永不止步, Keep

은 패밀리 브랜드 시스템을 이끄는 리더

수업이라고 밝힌 적도 있다. 거의 편집증

롭게 발견되고, 안타 산하의 브랜드 라인

고급 스포츠 브랜드 라인업을 구축, 젊

타는 움직임이 없다고 전했다. 카본 플레

Moving)는 안타의 브랜드 콘셉트이자

로, 안타의 최종 포지셔닝은 ‘모든 이들

에 가깝게 브랜드 연구에 집착하는 딩

업이 알려지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안

은 소비층을 사로잡았다. 오늘날 휠라가

이트는 탄성과 안정성이 장점으로, 기록

슬로건이다. 업계를 미래의 전쟁터로 끌

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정신’이라고

회장은 브랜드 운영에 대한 자신의 생각

타가 겸손하다고 느꼈다. 딩스중은 안타

기여하는 매출은 이미 메인 브랜드 안타

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안타는 여전히

어들인 딩스중은 물론 멈추지 않을 것이

말했다.

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스포츠의 메인 브랜드 ‘안타’와 패션 피

의 수익을 넘어서 안타 그룹에서 수익성

낮은 굽의 대표 러닝화인 C202를 주력

고, 계속 달려나가는 모습을 선택했다.

이 가장 좋은 브랜드로 성장했다.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새로운 10년 전략 설명회’에서 딩스중

“대부분의 브랜드는 잘못하고 있다.

플을 타깃으로 삼은 ‘휠라’가 서로 벤치

은 다시 한번 안타가 앞으로 어떻게 브랜

공통적으로 소비자 니즈에 대한 연구가

마킹하지 않고, 특히 디자이너는 절대 공

반면에 리닝은 또 다른 길을 걷기 시작

이런 상황은 대대적으로 열린 안타의

수차례 전쟁과 자기 쇄신을 겪었다. 앞으

드를 운영할 것인지를 밝혔다. 그의 부하

부족하고,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

유하지 않는 차별화 경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들어 리닝도 브랜드 인수를

제품 공개회에서 순식간에 반전됐다. 안

로도 나이키, 아디다스와 함께 오랫동안

직원 한 명이 언론에 ‘기업 전략’과 ‘브랜

하지 못한다.” 또한 그는 맹목적인 품목

밝힌 적이 있다.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

강조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

타는 지난 2년간 제품 기술력에 대거 투

중국 스포츠 시장의 주인공으로 남을 것

드 마케팅’은 딩 사장이 가장 즐겨듣는

확장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 수익 증

는 명확한 멀티 브랜드 전략을 추구한다

르다. 메인 브랜드 ‘리닝’을 기반으로, 품

자한 바 있다. 이 공개회에서 그 결과물

이다.

가를 이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는 의미이다.

목과 제품 라인을 확장하기 위한 인수

인 일련의 고기능성 운동화를 선보였다.

전략을 취하고 있다. 안타와 달리 ‘단일

1억 명이 넘는 러너의 데이터를 분석해

안타라는 브랜드가 대중으로부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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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는 해외 유명 브랜드 인수를 통해

안타는 중국 스포츠 용품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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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의 퇴장과 CSOT의 부

TCL은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상은 지난 10여 년 동안에 있었던 업계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긴 시간 동안 액정
패널의 제왕이었던 삼성을 따라잡겠다
는 TCL그룹 회장 리둥성(李東生)의 꿈
이 실현된 것이다. 이번 ‘추월’은 TCL이
TV 분야에서 더욱 성장 속도를 높이는
동력이 되었다. 2020년 TCL TV의 전 세
계 생산량 및 판매량은 세계 2위로 뛰어
오르며 삼성의 뒤를 추격했다.

2009년 TCL이 모든 자산을
쏟아부어 설립한 CSOT는
오늘날 중국 BOE와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양대 산맥이 되었고,
산업 업그레이드의
모범으로 여겨진다.

2009년 TCL이 모든 자산을 쏟아부
어 설립한 CSOT는 오늘날 중국의 또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차세대 액정

다른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BOE와 함께

패널은 중국 정부와 기업이 장악하고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양대 산맥이

하는 핵심 산업으로 떠올랐다.

되었고, 산업 업그레이드의 모범으로 여
겨진다.

었다. 중국 컬러TV 기업은 패널 핵심 부

TCL은 올해 40주년을 맞이했다. 이

품을 자체 제작하지 않아서 사실상 늘

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의 기간만큼이나

재료 부족을 겪었다. 이로 인해 치열한

긴 시간이다. 오늘날의 TCL은 스마트

가격 경쟁을 거치며 적은 수익만 겨우 남

단말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

겼고, 심지어 적자의 수렁에 빠지기도 했

재의 3개 사업군을 아우르며 4개의 상장

다. 이에 대해 일본 도시바(TOSHIBA)

기업을 소유한 그룹이다. 리둥성 CEO

의 한 관리자는 “중국 가전기업은 과일

는 그 선봉에서 TCL을 이끌고 있다.

가게 같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테이프 생산에서 액정 패널에 이르기

팔면서 과일은 재배하지 않는다”라고 지

까지 TCL은 중국 제조업이 품질과 효율

적한 바 있다. 사실 가전기업들은 장기간

을 높이고, 산업 가치 사슬을 업그레이

기술 정체를 겪으며 오랜 기간 조립 가공

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현재

에 머물러 왔다.

CSOT는 8개의 패널 생산라인, 4개의

기술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리둥성

모듈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금액

과 TCL은 자체 액정 패널 제작의 꿈을

은 2,400억 위안(약 44조원)을 넘어서 세

꾸게 되었다.

계 최고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꿈은 현실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 반도체 산업은 투자 규모가 크고 투
자금 회수 기간도 비교적 길다. CSOT의

지난 4월 1일，
삼성디스플레이는 쑤저우

TCL과 리둥성(李東生)의 40년 도전

(蘇州)에 위치한 액정 패널 공장을 TCL

‘CSOT 설립’이라는 도전

첫 번째 투자액은 무려 245억 위안에 달

산하의 CSOT(China Star Optoelectronics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했다. 이는 당시 TCL 그룹 전체 이익의

TCL은 굴곡의 역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중국 민간기업의 모범이 되었다.

Technology, 華星光電)에 넘겼다. 이 거

촉발된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었다. 시

50배가 넘는 금액으로, TCL이 전 재산

래는 전 세계 대형 LCD 액정 패널 시장

대는 중국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가치

을 걸고 생산라인을 개설하기에도 턱없

의 발언권이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으로

사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로 이동

이동함을 의미한다.

해 수익성을 높이고 산업 주도권을 강화

글 량쿤(Liangkun), 사진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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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도왔다.

이 부족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손실이라도 발생하면 수십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었다.
리둥성은 전례 없는 고민에 빠졌다.
2~3개월 동안 리둥성은 온통 반도체 생
각으로 가득 차서, 프로젝트의 각종 가
능성을 매일 추론하고 저울질했다.
분골쇄신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재무
리스크도 분명했지만 차세대 산업의 제
왕을 차지할 가능성도 숨어 있었다. 전
진하지 않으면 리스크는 피할 수 있지만,

TCL은 신규 생산라인이
건설되는 주기를 1~3년으로
간격을 뒀으며, 기술적
세대교체가 뚜렷하다는 게
특징이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TCL은 이런 자신만의
리듬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서서히 뒤처지며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퇴보하고 만다. 리둥성은 “기존의 사업

기관인 선차오테크놀로지(深超科技)가

을 계속한다면 10년, 8년은 버틸 수 있지

45억 위안을 출자해 주어 충분한 자금

만, 분명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

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 은행권에서

다. 반대로 디스플레이 부문이 구축되면

TCL 그룹을 담보로 약 83억 위안을 차

다른 분야의 사업도 함께 전진할 수 있

입, CSOT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245

어서 미래 전망이 밝았다.

억 위안을 모두 마련했다.

들어냈다.

CSOT의 생산능력과 제품 경쟁력을 약

는 만큼 질서 있게 확장해야 한다. T1 생

생산라인이 구축된 후에는 본격적으

당시 CSOT 직원들의 배경은 천차만

화시킬 거라고 생각했다. 이에 CSOT 제

산라인이 가동에 들어간 후, TCL은 단

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계속 생겨났

별이었다. 한국인, 일본인, 대만인 직원

품은 최대 절반까지만 TCL에 판매하고,

기적 성과에 빠지지 않고 순차적인 생산

다. 무엇보다 기술 병목 현상을 빠르게

들은 언어는 물론 같은 물건도 부르는

나머지 절반은 반드시 외부에 판매한다

을 선택했다.

돌파하고 수율을 개선해야 했다. 그렇지

명칭이 모두 달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는 규칙을 세웠다.

않으면 계속해서 거금을 쏟아붓는 곤경

많았다. 이에 CSOT는 ‘단어 표준화 시

패널은 사이클 산업으로, 제품 가격은

기를 1~3년으로 간격을 뒀으며, 기술적

에 빠지게 되고, 큰 투자금을 유치한 리

스템’을 설계해 의사소통 문제를 점차 해

3~4년마다 상승·하락 주기를 갖는다.

세대교체가 뚜렷하다는 게 특징이다. 급

둥성과 TCL도 감당할 수 없었다.

결해 나갔다.

CSOT는 전 세계 패널 분야에서 지금까

변하는 시대 속에서 TCL은 이런 자신만

TCL은 신규 생산라인이 건설되는 주

2011년 8월 가동에 들어간 CSOT의

리둥성은 CSOT에서 생산되는 제품

지 연간 기준 적자를 내지 않은 유일한

의 리듬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8.5세대 LCD패널 생산라인인 T1공장은

의 판매를 TCL 그룹에 몰아주지 않았

기업이다. 이는 TCL의 생산 확대 리듬과

있었다.

새로 입사한 직원의 노력 덕분에 생산 능

다. TCL 산하의 TV, 휴대폰 사업은 모

관련이 있다.

력과 수율이 급상승하면서, 그해에 생산

두 패널 수요가 많았다. 그러나 리둥성

패널 생산라인은 기획에서 생산까지

개의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최신 세대 액

목표를 실현하고 수익을 내는 기적을 만

은 내부적으로만 소비하 는 상황이

대략 3년이 걸린다. 투자에 큰 비용이 드

정 패널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Flexible

2021년 기준, TCL 산하 CSOT는 총 8

2019 바르셀로나 MWC
모바일 박람회에서
공개된 CSOT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각 측면의 성패 요인을 평가한 후,
TCL은 소재, 장비와 같은 업스트림 핵

영리한 생산 확대 리듬

심 분야에서 근본적인 돌파구를 만들기

인재는 CSOT의 두 번째 장애물이었다.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진출하

LCD 생산라인을 구축하려면 못해도

기로 결정했다. 2009년 정식 설립된 TCL

200명의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와 관리

의 자회사 CSOT는 당시 최고세대 라인

자가 필요하다.

인 8.5세대 패널 라인 구축을 목표로 했

때마침 대만의 패널 산업 구도가 변해

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리둥성의 도박

‘3자 대결’에서 ‘양자 대결’로 바뀌었다. 합

이라고 우려를 표했지만, 이 결정은 충분

병된 회사에서 퇴직한 엔지니어와 임원

한 숙고와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끝에 내

들은 인재를 갈망하던 리둥성에게 큰 문

린 것이었다. 리둥성의 설명에 따르면

제를 해결해 주었다.

CSOT 설립은 70%의 성공 가능성을 예
상하고 준비한 사업이었다.

CSOT는 선전 시의 핵심 개발 프로젝
트로 선정되어 시로부터 실질적인 지원

공장을 건설하는 데 첫 번째 관문은

을 대거 제공받았다. 예를 들어, CSOT

거액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가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노광기는 절

2009년 리둥성은 TCL 제3자 배정 유상

대 먼지가 없는 운송 환경이 필요하다.

증자를 통해 45억 위안을 조달하고, 그

만약 일반적인 세관의 절차에 따라 포장

룹 자체 보유자금 총 55억 위안을 CSOT

을 풀고 검사를 받으면 무용지물이 된

에 투입했다. 또 선전 시청 산하의 투자

다. 이에 선전 시 세관이 유연한 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CSOT의 프로젝트가 착실하게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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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s pl a y)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외 반도체 산업 침체를 기회로 포착

CSOT가 선택한 주도적인 혁신과 자주

해, 빈틈없이 막혀 있던 과학기술 산업의

적인 조직, 유연한 생산라인 건설 방식은

틈새를 파고들어 빠르게 부상했다.

돈을 벌어들이자 TCL은 확장에 대한

3억 유로의 자금을 투자해 합자기업 지

그 후, TCL은 홍콩 투자기업 룩스 그

무한한 열망이 생겼다. 중외합작기업으

분의 33%를 보유하고, TCL은 현금을

더 참담했던 것은 톰슨 컬러TV 사업

룹(Luks Group, 陸氏)의 서커우(蛇口) 공

로 출발한 TCL에게 세계화는 TCL의

지급하지 않으면서 컬러TV 사업 가격으

인수로 인해, 전체 TCL 경영상태가 점차

로 지분의 67%를 보유하게 되었다.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2005년 3분기

차례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액은 8억 2천만 위안에 달했다.

수준 낮은 경쟁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그러나 TCL도 중요한 분기점에서 잘

장을 인수하며, 중국 본토 기업이 홍콩

DNA라고 할 수 있다. 리둥성은 항상

제고하는 중국 제조업의 성공적인 모범

못된 선택을 했고, 이는 리둥성에게 큰

기업과 합병하면서 본토 브랜드를 사용

TCL이 적절한 M&A 대상을 찾아 글로

합병 완료 후 TCL은 삼성을 누르고

사례로 떠올랐다.

타격을 가해 평생 동안 기억 속에 각인되

하는 최초의 선례를 남겼다. 이로써

벌화 비전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글로벌 컬러TV의 제왕으로 자리매김했

었다.

TCL은 완전한 컬러TV 생산 및 제품 디

그러나 2005년, TCL은 해외기업 두 곳

다. 그해 이 합병안은 상하이자동차그룹

2006년 TCL 그룹은 19억 위안의 막

리둥성의 지휘 속에 TCL은 단일 항목

자인 능력을 갖추고 치열한 가격 전쟁에

의 인수합병안으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

(S A IC)의 한 국 쌍용 인수, 레노버

대한 손실을 입고 상장폐지 경고도 받으

두 개에서 우승을 얻는데, 하나는 컬러

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리둥

지게 되었고, 생사조차 불투명한 어려움

(Lenovo)의 IBM PC 사업 인수와 함께

면서 돌연 전례 없는 겨울을 맞이했다.

TV이고 다른 하나는 휴대폰이다.

성은 이 협력이 TCL 역사의 중요한 전환

을 겪었다.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선구자로 여겨졌

당시 리둥성은 37인치 정도였던 허리

1893년 설립된 톰슨(THOMSON)은

다. 리둥성도 ‘CCTV가 선정한 올해의

둘레가 33인치로 줄어드는 등 10kg이나

‘컬러TV의 시조’이다. 글로벌 최대의 컬러

경제 인물’에 선정되었다. 그날 리둥성은

살이 빠졌는데, 심각한 우울감에 빠져

CSOT의 반도체 사업에는 산업 발전
의 거대한 추세와 함께 나아가려는 리둥
성의 의지가 새겨져 있다.
첫 해외 M&A

TCL이 컬러TV 업계에 진출했을 때,

점이 되었고, 강력한 윈윈(win-win) 효
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손실액이 놀랍게도 11억 4천만 위안에
달하고, 순자산 수익률은 -27.84%였다.

CSOT의 발전 과정은 중국 제조기업이

중국 시장은 이미 춘추시대에 접어들었

기존 루트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수용

지만, 대형 모니터 컬러TV는 여전히 성

2003년 말 TCL 휴대폰의 시장점유율

TV 제조업체로, 컬러TV 및 디스플레이

“순국선열이 될 용기가 없으면 선구자가

기력이 없었다. 리둥성은 그렇게 멍한 상

하는 한 편의 성장 스토리이다.

장 가능성이 컸다. TCL은 이 블루오션

은 9.3%를 달성하며 중국 1위, 세계 8위

분야에서 3만 4천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될 수 없다!”며 뭉클한 감정을 드러냈다.

태로 2년을 보냈고, 심지어 수면제를 먹

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 열리는 ‘기

을 정확히 파악하고 창청전자(長城電子)

를 차지했다. 또한 연간 이익이 10억 위안

있었다. 2002년 톰슨의 매출액이 약

어야 잠을 잘 수 있었다. 정신적 스트레

회의 창구’는 후발 기업에게 선발 기업을

와의 합자를 통해 대형 모니터 컬러TV

을 돌파하는 등 거침없이 질주했다. 당시

1,065억 위안이었을 때, TCL의 매출은

스가 심했을 때는, 부하로부터 유럽 사업

따라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

를 생산했다. 1990년대에는 다양한 컬러

는 화웨이가 모바일 시장에 등장하기 전

319억 위안으로 톰슨의 3분의 1에 불과

의 손실 관련 보고 전화를 받고 화가 나

다. 설립 초기, CSOT 역시 경제위기 속

TV 브랜드가 소모적 경쟁에 빠져 여러

으로, 가히 TCL ‘천하’라고 할 수 있었다.

했다. 이 M&A 제안은 과한 욕심이라 할
수 있었다.
TCL 내부에서도 손실 우려를 제기하
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리둥성의 원대한
포부는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그는 “이
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글로벌 전자산

2005년, TCL은 해외기업
두 곳의 인수합병안으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고, 생사조차 불투명한
어려움을 겪었다.

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컬러TV의 시조’ 톰슨
M&A 실패는 TCL과
리둥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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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둥성은 당시 5, 6개의 휴대폰을 부
쉈다고 고백했다.
이후 리둥성은 이 두 건의 M&A로 큰
좌절을 겪었다고 설명하면서 “주된 책임
은 나에게 있다”라며 과오를 인정했다.
그렇지만 해외 확장이라는 큰 방향성은

업 재편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이런 조건
으로 글로벌 업계 1위가 될 수 있는 기회

서 책상 위 휴대폰을 내던진 적도 있었

톰슨을 인수한 지 3개월 만에 TCL은

절대 옳았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단말기 제조사 알카텔(Alcatel)

2003년 리둥성과 톰슨은 M&A에 관

을 인수하고 휴대폰 합작법인 설립에 착

복기와 분석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04년 1월 공

수했다. TCL은 5,500만 유로를 투자해

손실의 핵심은 리둥성이 기술 전환의 교

식적으로 M&A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55% 지분을 확보했으며, 알카텔은 전체

차점에서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다는 점

마침 중국의 우주선 선저우(神舟)가 하

자산을 4,500만 유로로 평가해 45% 지

이다. TCL은 인수를 통해 업계 영향력

늘로 떠올랐는데, 이는 대국의 부상을

분을 확보했다. 그러나 급변하는 비즈니

을 높이고 컬러TV 및 휴대폰 산업의 핵

한층 더 부각시키는 듯했다.

스 세계는 이 새로운 기업에 정면으로 타

심 기술을 확보해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

그러나 뜻밖에도 양해각서에 서명한

격을 가했다. 노키아, 모토로라, 에릭슨

려고 했는데, 이론상으론 모든 게 아름

지 불과 한 달 만에 톰슨이 컬러TV 사업

등 당시 내로라하는 브랜드들이 국제 시

다웠다.

에서 1억 2,400만 유로의 손실을 입었다

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중국 시장에서는

그러나 TCL의 의사결정권자들은 매

는 소식이 들려왔다. 당시 6억여 위안에

짝퉁 휴대폰이 활개를 치고 있었기 때문

우 중요한 업계의 변화를 간과했다. 컬러

불과했던 TCL 컬러TV 사업의 수익으

에, TCL의 휴대폰 사업은 사방에서 공

TV 분야는 2003년 이후로 중대한 산업

로는 손실의 절반밖에 메꿀 수 없었다.

격을 받았다.

인수 계획이 긴급히 조정되었다. 톰슨이

2004년 TCL과 톰슨 합자회사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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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를 겪었다. 즉 LCD, 플라즈

내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기업 관리체제

마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 전례 없

를 시행해 그간의 손실을 서서히 줄여가

는 속도로 기존 CRT 컬러TV 시장을 잠
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TCL이 높은
가격에 인수한 기존 컬러TV 분야의 기
술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밖에, 모토로라, 노키아 등 세계적
대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전략을 바꿔
저가형 휴대폰을 출시하고 채널 개혁을
시도하며 매출이 급성장했다. 중국 휴대
폰 진영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TCL

현재 확고한 글로벌화 전략으로
TCL의 해외 매출은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전 세계 42곳의 R&D 센터,
32곳의 제조기지, 10곳의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1만
2천여 명의 R&D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리둥성은 해외 M&A 이후 찾아
올 진통의 시간을 과소평가했다.
M&A 전, TCL 모바일(TCL Mobile)
의 경영진은 알카텔 모바일 회사의 직원

고 있다.
사업은 활발하게 추진될 때도 있고 격
랑 속에 가라앉을 때도 있다. 이런 패배
를 딛고 일어나 다시 정상 궤도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은 실패 사례만큼이나 중요
한 비즈니스 지혜일 것이다.
40년간 TCL은 중국 민간기업으로서
장기적인 성장의 본보기를 보여주며 업
계의 해외 진출 길잡이가 되었다. 현재
확고한 글로벌화 전략으로 TCL의 해외

은 알카텔과 통합하기도 전에 다른 브랜
드에 포위되고 있었다.

TCL 리둥성 회장은
스마트 단말기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못해 발생하는 매몰비용은 반드시 원금

매출은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전 세계

에 이자까지 되받아 낸다는 사실을 깨달

42곳의 R&D 센터, 32곳의 제조기지, 10

았다.

곳의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1만 2천여

해외에서 배운 이 교훈들은 모두 TCL
이 피와 눈물로 맞바꾼 것이었다.

명의 R&D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스스로 쇄신하기 위해서는 배수의 진
을 쳐야 한다. 2017년부터 TCL은 사업

이 1천 명이 채 되지 않고, 공장도 없으며
연구개발과 마케팅 시스템만 있다고 생

중국 사업 다각화 실패와 교훈

적 매력과 전략 적합도를 기반으로 3년

각해, 인수가 간단할 것으로 예상했다.

TCL은 중국에서도 암울한 시기를 겪었

간 비핵심사업 회사 110곳에 대한 구조

컨설팅 비용이 수백만 유로가 절감된 것

다. 2000년을 전후해 명성을 떨치던

조정, 분리, 중단, 매각을 단행했다. 이러

같았지만, M&A 이후 2004년 4분기에

TCL은 다각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기 시

한 고강도 개혁을 통해 TCL은 조직 구

는 3천만 유로의 적자가 발생해 큰 파장

작했다. 중국을 휩쓴 인터넷 붐에 TCL

조를 최적화하고 전략적 명확성과 실행

을 일으켰다.

도 많은 준비를 거쳐 인터넷 업계에 진출

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제 TCL은 스마

M&A를 통해 첫 해외 진출을 시도한

했지만 3년 만에 퇴각했다. 컴퓨터를 만

트 단말기와 반도체 디스플레이라는 두

TCL은 경험 부족으로 큰 손실을 입었

들기 위해 6억 위안이라는 거액을 투자

가지 사업에 포커스를 두었다.

다. 특히 문화와 업무 방식이 완전히 다

했지만 조직 능력 문제로 거의 전멸하다

르고 통일된 핵심 리더가 없어서 문제 처

시피 했다.

사실 성찰과 변혁은 TCL의 핏속에
흐르는 문화이며, 이는 리둥성 개인의
특징과 관련이 깊다.

리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뤄지지 않았

2001년 리둥성은 TCL 설립 20주년 기

다. 능력과 목표의 불일치는 M&A가 좌

념식에서 TCL의 전략적 실수 중 하나가

2006년 인생 침체기에 리둥성은 TCL

절된 주요 원인이었다.

다각화이며, 그룹 경영진은 전체 사업 가

의 비즈니스 전략을 깊이 성찰하며 ‘독수

“분야나 환경 문제가 아니라 조직 능력

운데 51%가 적자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 부족했던 것이다.” 리둥성은 해외

1970년대 고향을 방문한 리둥성은 자

추를 바로 세우려면 산업을 더 강화해야

40년간의 갖은 고생과 단련을 거쳐,

신이 살았던 초가집에 ‘자신의 뜻을 펼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산업만이

리의 재탄생’(鷹的重生)이라는 글을 썼

오늘날 TCL은 단말 제품 제조에서 하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세상을 이롭게 하

중국 경제의 주춧돌이 되어 대국 부흥의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화웨이와 같

다. TCL을 다시 태어나려는 독수리에 비

테크, 대규모 자산 및 장기 사이클의 핵

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을 때는 자신

거대한 장(章)을 지탱할 수 있다고 확신

M&A는 시작부터 조직개편과 재정비까

이 통신업계에서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유하고, 스트레스와 무력감에 물든 깃털

심 기초 기술 산업으로 전환했다. 이는

을 수양한다’(達則兼濟天下, 窮則獨善其

한다.

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놓치고, 엉뚱한 행보를 보임으로써 소탐

을 하나씩 뽑아내며 투지와 희망으로 상

전통 기업이 기존 경로에서 벗어나 자신

身)라는 족자를 걸었다. 그는 세상에 태

또한 큰 수술의 고비용을 두려워하지 말

대실한 것이 문제였다.

처를 아물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

의 기존 유전자를 바꿔가며 자기 쇄신을

어났으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사회

오늘날 많은 MBA에서 TCL의 글로벌

은 직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

이룬 스토리이다. 또한 잦은 변화와 불

에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

화를 여전히 실패 사례로 가르치고 있다.

다. 2천 자 남짓한 글에 TCL 인트라넷에

확실성 속에서 ‘혁신가의 딜레마’를 벗어

현재 리둥성의 지휘로 TCL은 다시 힘을

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고, 산업계 전

난 스토리이기도 하다.

아야 하며, 두려워서 과감하게 개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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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걸쳐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참고 자료: ‘Everything is Born - TCL Dare to Be 40
Years’(萬物生生-TCL敢爲40年), Qin Shuo/Qi
Dezhi(CITIC Press Group)

리둥성은 “강력한 국가는 강력한 경제
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중국 경제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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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AL GAME

만 아니라 소니도 산하의 모든 SLR 카메

사진, 소니는 풍경 사진’이라는 공감대가

카메라는 안녕,
변신 꾀하는 캐논(CANON)

라 생산을 중단했다.

형성돼 있었다. 이미지 프로세서는 생동

캐논이 중국 주하이(珠海) 공장을 폐쇄했다.
그러나 캐논은 코닥의 전철을 밟지 않았다.

2020년 카메라 시장은 전대미문의 침
체를 겪었다. 일본 카메라영상기기공업

글 저우휘셴(Zhou huixian) 사진 Gettyimages

돌파구를 찾고 있다.

감 있게 인물을 표현하기 때문에 니콘 카
메라보다 이미지가 더 부드럽다.

‘후지오(Fujio) 호황’ 이론

회(CIPA)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

그러나 휴대폰 카메라의 발전 앞에서

캐논 내부에서는 줄곧 ‘후지오 호황’이라

세계 디지털 카메라 출하량은 2019년 대

이런 것들은 모두 의미가 없어졌다. 경쟁

는 말이 전해져 왔다. 미타라이 후지오

비 42% 줄어든 888만 6천 대에 불과했

사들은 무게 중심을 카메라에서 다른

(Mitarai Fujio)가 회사를 이끌면 캐논에

다.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캐논 역시 앞장

다시 호황이 찾아올 거라는 의미이다. 실

서서 새로운 길을 닦기 시작했다.

제로 미타라이 후지오가 두 번에 걸쳐 어

그해는 바로 미러리스 카메라 판매량
이 SLR 카메라를 대폭 앞선 해이기도 했

2019년 후지는 헬스케어와 의료 장비

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SLR의 반사렌즈

솔루션이라는 대형 시장에 본격적으로

와 펜타 프리즘 등의 구조를 없애고, 전

진출했다. 2020년 올림푸스는 카메라 사

1995년 미타라이 후지오는 캐논의 6

자식 뷰파인더(viewfinder)로 변경했는

업을 매각하고 의료기술 분야에 뛰어들

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에게 맡겨진 것

려움을 이겨냈기에 지금의 캐논이 존재
할 수 있었다.

데, 부피가 더 작고 간편하기 때문에 많

은 대출 의존도가 35%에 달하는 회사였

은 사진 애호가들이 작업을 위해 미러리

다. 그는 재빠르게 혼란을 수습했다. ‘손

스 카메라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휴대성과 간편함은 SLR 카메라의 명
줄을 서서히 끊어놓았다. 일부 SLR 업무
체인을 끊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대한 캐
논의 자발적인 대응이었다. 게다가 디지
털 카메라 영역에서의 캐논에 대해서는
칭찬과 비난이 엇갈리고 있었다.

미러리스 카메라의 휴대성과
간편함은 SLR 카메라의 명줄을
서서히 끊어놓았다. 일부 SLR
업무 체인을 끊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대한 캐논의 자발적인
대응이었다.

캐논은 사진 마니아로부터 신제품 기
한때 호황을 누렸던 캐논은 카메라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캐논은 여전히 안개 속에서

실은 죄악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적
자 부서를 과감하게 도려냈다. 또 복사
기, 인쇄기, 카메라, 광학 장비의 4개 핵
심 부서를 통합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기술부에 더 가볍고
얇은 렌즈와 배터리를 개발할 것을 촉구
했다. 그로부터 5년 후,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인 디지털 익서스(Digital IXUS)

술 교체에 매우 보수적인 회사로 인식되

어 소화기 내시경 및 의료 수술장비를 취

가 공개되면서 캐논 제국의 찬란한 막이

어 있다. 동일한 센서를 9년간 사용한 흑

급하는 메드테크 회사로 탈바꿈했다.

열렸다. 또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캐

역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캐논의 신기

2021년 니콘은 높은 가격으로 미국 3D

논의 렌즈 교체형 디지털 카메라는 18년

“코닥은 파산하는 그날까지 최고 품질의

보수적이거나 신중하거나

는데 2022년 1월부로 생산을 중단했고

술 개발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은 아니

프린트 스타트업 모프3D(Morf3D)를 인

연속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

필름을 만들었지만, 세상은 그것을 더

그러나 캐논은 궁지에 몰려 허둥지둥하

공장 일부도 폐쇄되었다. 이것을 볼 때

라고 말한다. 연구실에서는 향후 몇 년간

수하고 우주 항공부품 사업으로 분야

지했다.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캐논이 앞으로 SLR 카메라 사업을 더욱

의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른

를 확장했다.

축소할 것이 분명하다.

다. 그러나 캐논은 다른 제조사가 먼저

캐논 역시 동종 기업의 행보를 구경만

논은 큰 타격을 받았고, 미타라이 후지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캐

2011년부터 프린터를 핵심으로 한 오

에 경종을 울렸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피스 사업은 이미 캐논을 떠받치는 근간

캐논 미타라이 후지오(Mitarai Fujio)

어떤 기술의 대중화에 성공한 다음에야

하고 있지는 않았다. 2013년에는 네덜란

는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당시 그는 과학

지금 사진 장비 브랜드 캐논은 SLR EF

이 되었다. 2020년 사업 재편 결과, 인쇄

사장은 “1DX3가 캐논의 마지막 주력

유사한, 혹은 더 발전된 기술을 탑재해

드의 디지털 인쇄업체 오세(OCE)를 인

기술 기업을 인수하는 전략으로 새로운

마운트 렌즈 라인업을 축소하기로 결정

사업이 캐논의 연간 총매출의 57.1%를 차

SLR 카메라가 될 것이며, 향후 몇 년 동

출시하곤 했다. 신기술 보급 시 시행착오

수해 상업용 인쇄 사업을 확장했다.

성장 곡선을 모색했다. 2013년부터 캐논

했다. 일본 공식 사이트에 올라가 있던

지했고 영상 사업 비중은 17.1%로 나타

안 회사는 SLR 연구개발과 업데이트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2014년 캐논은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 업

의 매출과 수익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렌즈들 역시 단종 수순을 밟았다. 캐논

났다. 의료 사업 매출 비중은 13.8%로 상

중단하고, 미러리스 카메라와 중저가

디지털 카메라의 찬란한 명성도 옛 이야
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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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했다.

SLR 카메라만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논의 3대 해외 생산기지 중 하나였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이 날로 향상됨

던 중국 주하이 공장은 일명 ‘똑딱이’로

에 따라 일반 소비자는 더 이상 디지털

불린 콤팩트 카메라를 주로 생산해 왔었

카메라를 예전처럼 사지 않는다. 캐논뿐

SYNDICATE / SHANGJIE

2012년 코닥의 몰락은 사진 장비 시장

이런 보수성에 대한 외부의 조롱에도

체인 마일스톤 시스템(M i l e s t o n e

2016년 거액으로 도시바의 의료 부문을

캐논은 개의치 않으며, 정가를 조금도 내

Systems)을 인수하고 2015년에는 감시카

인수하면서 순이익이 하락했지만, 이듬해

리지 않는 것으로 일관했다. 이미지 프로

메라 제조사인 액시스(Axis), 2016년에는

에는 60.6%나 증가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세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바(TOSHIBA) 의료장비업체를 인

사진 마니아들 사이에서 ‘캐논은 인물

수하면서 의료기기 업계에 진출했다.
2022.Vol.70 | THE SAGE INVES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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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AL GAME

당시 이미 81세였던 미타라이 후지오

미타라이 후지오의 꿈은 우주항공 분

는 은퇴 후 가족과 노후를 즐기려 했다.

야에도 걸쳐 있다. 그의 청사진 한켠에는

그가 다시 위기에 빠진 캐논을 이끌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2020년은 모든 디지털 카메라 회사에
게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 코로나 바이러
스는 사람뿐 아니라 기업에도 치명적이
었다. 85세였던 미타라이 후지오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비슷한 나이대의 기업
가 중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다. 그

현재 캐논은 세계 4위의
의료장비 제조업체로
성장했으며,
향후 의료사업 매출액은
그룹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위성을 띄우는 꿈이 자리잡고 있다.
일찍이 하이퍼포토그래피 기술로 만든
저궤도 위성은 2017년에 발사되어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러나 미타라이 후지오가
무대에 복귀한 그해, 캐논의 두 번째 저궤
도 위성을 탑재한 로켓은 발사에 실패했
다. 로켓이 2차 점화 과정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캐논 CE-SAT-1B를 비롯한 총 7

러나 그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새로운
세계의 충격에 맞서야 했다.

높은 해상도로 정확성을 자랑하는 저궤

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 위성이 소실됐다. 그 뒤로 캐논의 우

그해, 캐논은 의료 사업을 재편하고

그러나 일부 의료업계 관계자들은 방

주 사업은 더 큰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의료기기 시장에 주력해, 새로운 기회를

사선이든 초음파 진단 장비이든, 캐논이

못했지만, 어쩌면 더 좋은 시기를 위해 놀

포착하려고 했다.

현재 1군 기업의 수준을 따라잡기는 어려

라운 것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계 일류 수준의 의료장비 제조회사

울 것이라고 말한다. 빅3 브랜드 지멘스,

‘세상은 10년에 한 번씩 변한다’라는 말

인 도시바의 사업부를 인수한 후, 미타라

필립스, GM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높은

은 미타라이 후지오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 후지오가 의료 분야에 승부를 걸기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업계 관계자 대부

말이다. 새로 탄생하는 모든 조각은 변

한 것은 예상밖의 결정이 아니다. 캐논은

분은 캐논이 이 분야에 진출했다는 사실

화의 서곡이 될 수 있다. 캐논은 여전히

뛰어난 사진 기술을 이용해 CT, MRI 촬

조차 모른다. 캐논의 의료사업이 어떻게

교차로에 서서 방향을 결정할 또 다른

영 및 영상 품질을 높여 이 둘의 조합으

될지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웅을 기다리고 있다. 미타라이 후지오

로 더욱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후발주자인 캐논이 내부 혁신과 도시바

를 대신해 캐논에 영광의 역사를 새롭게

의 유산에만 의존해서 획기적인 성과를

써내려갈 리더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까?

역시 ‘후지오 호황’ 효과는 기대를 저버
리지 않았다.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2021
년 캐논 그룹 매출액은 전년대비 11.2%
증가한 3조 5,133억 엔(약 34조 8천억원)
이며, 순이익은 157.7% 증가한 것으로 보
인다. 그중, 의료 사업 매출액은 전년대
비 10.2% 증가한 4,804억 엔을 달성했다.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캐
논이 일본 정부의 의료기관 지원이라는
비즈니스 기회를 적시에 포착했고, 북미
시장 수요 회복과 함께 CT 장비 및 초음
파 진단 장비의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
다. 현재 캐논은 세계 4위의 의료장비 제
조업체로 성장했으며, 향후 의료사업 매
출액은 그룹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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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 캐논 신화를 만들어냈던
미타라이 후지오는 85세의 나이에 다시
캐논으로 돌아왔다.

생애 재무 설계의 대가,
밀레브스키 교수가 전하는 연금운용지침서

화제의
신간

은퇴 후 긴 노후생활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가?
모셰 밀레브스키 지음 | 오은미 옮김 | 김경록 감수

적립부터 인출까지
개인 연금자산 운용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최고의 지침서!

KONDO'S VIEW

코로나 봉쇄의 파장은
어디까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글 콘도 다이스케 사진 SHUTTERSTOCK

“중국이 극단적인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경제를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최근 자주 들었다. 그렇다
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악화되었나. 2022
년 5월 후반에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
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다음은
지난 4월의 전년동월대비 통계이다.
우선 산업 부문의 주요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 부문(2022년 4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이하 동)

초래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

부동산 부문(70개 도시 기준)
신축/기존 주택가격 하락 도시 수
(하락 도시 수 전월대비
10개/9개 증가)
전월대비 신축/기존 주택가격
하락 도시 수
(하락 도시 수 전월대비 9개/5개 증가)
1월~4월 부동산 신규개발 면적
(그중 주택 신규개발 면적)
1월~4월 상품 가옥 판매 면적
(그중 주택 판매 면적)
1월~4월 상품 가옥 판매액
(그중 주택 판매액)

39개/
56개
47개/
50개
-26.3%
(-28.4%)
-20.9%
(-25.4%)
-29.5%
(-32.2%)

특히 지난해 가을 중국 부동산업계 2
위였던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로 중국의
부동산 위기 우려가 높아졌는데, 4월 통
계를 보면 더 뿌리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5월 12일 부동산 업계 3위 기
업인 룽촹(融創, Sunac China)이 내년 10
월 만기 회사채 이자 2,947만 달러를 30
일 유예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했다고 발
표했다. 역시 5월 27일에는 국유기업 뤼

소비 위축도 전년동월대비 10% 이상

디(綠地)그룹이 6월 만기의 4억 8,800만

에너지 산업 이익

-26.8%

이라는 게 예사롭지 않다. 도시 지역에서

달러어치 달러 채권 상환을 1년 연기한

제조업 이익

-22.4%

침체된 것은 분명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

다고 발표했다. 룽촹 등의 상당수 부동

서비스업 생산지수

-6.1%

향이다.

산 개발사들은 봉쇄 상태에 놓인 상하

요식업 수입

-22.7%

부동산 부문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신

이에 본사를 두고 있어 앞으로도 대형

발전량

-4.3%

축 주택가격 하락이다. 상승이 당연했던

부동산 개발사들이 지뢰가 될 위험이 제

‘5대 도시’에서도 베이징에서만 신축 주택

기되고 있다.

제조업 상세
제조업 기업 이익

-8.5%

대기업 제조업 증가치
(전월대비)

-2.9%
(-7.08%)

자동차 제조업 증가치

-31.8%

가격이 전월대비 0.7%포인트 상승해 체

-35%

석유 천연가스 채굴업 증가치

+7.2%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중국
재정도 악화된다. 지금까지 주요 도시가
발표한 4월 재정수입은 위와 같다.

무엇보다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악화되

천연가스 생산량

+4.7%

전반적인 경제 지수가 악화된 가운데

를 제외하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최대

100.1%, 선전 99.9%로 나타났다.

는 것은 실업률이다. 전국 도시 조사에

원유 생산량

+4.0%

유일하게 활황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있

경제도시인 상하이는 5월 하순 현재 아

전월대비 수입 석탄량

-39.6%

다. 석탄 업계다. 원래 시진핑 주석이

직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4월에는

수입 원유량
(전월대비)
수입 천연가스량
(전월대비)

+6.6%
(+0.7%)
-20.3%
(+1.3%)

2020년 9월 유엔총회에서 탈탄소 선언

도시 봉쇄로 위의 도시들보다 더 심한

(2030년 피크아웃하고 2060년까지 탄소

수치가 예상된다. 덧붙여서, 인터넷상에

중립 실현)을 한 이후 석탄 산업은 전형

는 ‘4월 상하이에서는 1949년 건국 이후

적인 사양 산업으로 간주돼 왔다.

처음으로 신차 판매량 제로대를 기록’했

속히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 있는 분야가 기존 주택시장이다. 기

6.1%로, 청년층(16세~24세) 실업률은

자동차 산업의 침체는 심각하다. 4월 승

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이 보유한

용차의 도매 판매 대수는, 전년동월대비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경기 악화를

-43.0%까지 떨어졌다.
소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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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닝보
-36.1%
심오
-44.2%

비 텐진 99.9%, 상하이 100.0%, 광저우

따르면 실업률은 전월대비 0.3%p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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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생산량

쑤저우
-49.6%
광저우
-12.76%

실업률, 물가 그리고 의외의 활황

또 신규 주택 이상으로 가격이 떨어지

-11.1%
(-11.3%/-9.8%)

+13.2%

난징
-54.9%
우한
-29.8%

면을 유지했고 다른 도시를 보면 전월대

산업 부문에서는 기업들의 이익이 급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
(도시지역/농촌지역)

석탄 채굴업 증가치

도시 재정
수입
충칭

에너지 관련

신규 주택 이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분야가
기존 주택시장이다.

물가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

+2.1%

교통 통신 가격

+6.5%

식량 가격 상승률
+2.7%
(과일/채소)
(+14.1%/+24.0%)
전국 공업생산자 공장출하가격
+8.0%
(전월대비)
(+0.6%)
전국 공업생산자 구매가격
+10.5%
(전월대비)
(+1.3%)

이처럼 자동차 산업이 집중된 광저우

다는 정보가 올라오기도 했다.

18.2%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졸업생의

그런데 지난해 가을 전력 부족과 러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적지

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발한 에너

중국 경제가 코로나 상황을 서서히 진

않은 사회초년생이 ‘졸업=실업’이라는 쓰

지 위기로 석탄 수요가 급속히 높아진

정시켜 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아

라림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것이다. 중국 내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직 갈 길은 멀다.

고물가 역시 찬물을 끼얹고 있다.

량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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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믹 기간에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예

리는 2021년이 바로 적기라고 믿었다.

를 들어, 팬데믹 기간 동안 운영 비용은

2020년 12월, 76%의 성장률을 기록하면

낮추고 수수료는 올림으로써, 지난해 사
상 최고의 수익을 달성했다. 심지어 2차
유행 기간 동안에는 이익이 4배나 증가
했다.
특히 비용 절약을 위해 노동집약적이
었던 기존의 시스템을 과감히 정리하고

“2021년 IPO를 한 것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이정표 중
하나였다. 우리는 뭄바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첫 번째
온라인 여행사가 되었다.”

므로 IPO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느꼈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고객 신뢰를 기반으
다. 이전에 온라인 회사들은 나스닥 상

음식 예약, 취소 등 고객 서비스를 자동

라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이들은 이미

장을 고려하곤 했다. 우리는 다른 길을

화시켰다. 실제로 우리는 팬데믹 기간을

B2C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지적했다. 우

선택했고 인도에 상장했다. 나스닥으로

오히려 기회로 삼아, 사업 절차를 간소

리는 이 시장에서도 효율적으로 서비스

가는 것보다는 낮은 밸류에이션을 얻었

화시켰다. 이에 따라 기술팀의 인원도 더

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으

지만 이를 통해 인도 기업으로서 엄청난

많이 충원했다.

나, 대부분의 벤처 캐피털은 우리가 이

신뢰를 얻는 데 기여했다.

치열한 경쟁 시장을 뚫을 수 있을 거라
고 믿지 않았다.

이즈마이트립은 다른 온라인 여행사와는

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고객의 입소문이

그러나 우리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기

달리 여행자들에게 ‘편의 수수료’를 부과하

홍보 역할을 대신해 줌으로써, 우리는

업 순위가 점차 올라갔다. 실제로 2014년

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별다른 마케팅 없이도 ‘편의 수수료’

에 우리 회사의 엄청난 성장을 목격하고,

(convenience fee: 현금이 아닌 온라인 등

과거에 우리를 거절했던 벤처 캐피털에서

의 대체 결제 수단을 사용할 때 부과되

다시 연락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는 수수료)가 없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

그때는 기반을 닦은 상태였고 단지 높은

졌다.

밸류에이션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받고
싶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은 설

이즈마이트립은 지난 13년간, 심지어 팬데

“과감한 테크놀로지 도입이
입소문으로 이어진다!”

믹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익을 올렸

지금까지 외부 투자를 받지 않았던 이유

립 첫해부터 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

다.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는 무엇인가?

에 자금 투자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노하우는 무엇인가?

이즈마이트립을 처음 설립했을 때 우리

사실 코로나19 발생으로 가장 크게 타격

사업의 목표는 완전한 B2B(기업간거래)

팬데믹이 최고조였을 때 기업공개(IPO)를

을 입은 산업 중 하나가 여행 산업이다.

로, 여행사가 고객에게 더 싼 가격에 항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여행 산업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 온라인 여행사 이즈마이트립(EaseMyTrip)은 2021년
뭄바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래, 계속해서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즈마이트립의 창업자인 프라샨트 피티가 팬데믹 기간에도 성장을 놓치지
않았던 비결과 성공 전략을 들려주었다.

국경 통제 및 거리두기 조치로 고객은 여

공권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

2021년 IPO를 한 것이 우리 회사의 가장

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예약 스케줄 대

다.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3년 동안 운영

큰 이정표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를 이루

부분이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고, 그후 B2C(기업소비자거래) 영역으

어냈다는 점이 무척 자랑스럽다. 이즈마

우리는 성장 모멘텀 및 재무 건전성을 유

로 옮겨가서, 우리의 플랫폼에서 고객에

이트립은 뭄바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지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우리 회사가

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온라인 여행사다. 우리가 여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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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이후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으

았다. 우리가 B2C 영역으로 확장할 것이

쓰는 대신, 그 돈을 고객을 위해 사용하

68

회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우리 기업은 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는 좌석 및

또한 마케팅이나 영업 비용에 자금을

글 Ashish Singha 사진 SHUTTERSTOCK

라서 이때가 주식 시장에 데뷔할 좋은 기

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었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이

이즈마이트립의 창업자, 프라샨트 피티 인터뷰

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따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

B2B 서비스만 했을 때 펀딩을 위해 몇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

개 벤처 캐피털과 접촉했다. 그러나 이들

기 때문이다. 탄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은 B2B 사업에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하

IPO를 시작했을 때는 팬데믹이 절정

지난 13년간 유지해 온 덕분에 우리는 팬

지 않았기 때문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

이었지만, 회사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우

야의 다른 온라인 회사가 상장할 수 있
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이즈마이트립을 창업한
프라샨트 피티 대표.

이즈마이트립(EaseMyTrip)
2008년에 설립한 인도 온라인 여행 회사.
뉴델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호텔 예약, 항
공권, 휴가 패키지, 버스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즈마이트립은 2021년 9월 30
일 마감된 분기에 전년대비 84% 증가한 4
억 루피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총 예약
수익은 65%나 증가했다. 이즈마이트립은
현재 인도의 온라인 여행 업체 중 선도적 회
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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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는가?

인도 10대
기업

회사 설립 때부터 우리의 판매 전략은 편
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었다. 우
리는 고객에게 다른 여행사와 비교했을

중국이 미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상대적

해마다 인도 각 분야를 이끌어갈 선도

으로 인도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여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러 가지로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에도 불
구하고 인도가 여전히 선전하는 이유다.

2020-2021 회계연도의 총수입(total
income)을 기준으로 ‘인도 500대 기업’을

올해에도 인도의 유명 경제 매체 비즈

엄선했으며, 본지는 그중 인도의 미래를

니스월드(Business World)는 ‘인도 500대

책임질 최고의 TOP 10 기업을 소개한다.

거액의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았고 상대

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비즈니스월드는

앞의 8개 회사는 비금융부문이며, 마지

적으로 자금에 여유가 있었다. 때문에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테크사이 리서치

막 두 개 회사는 금융부문 기업이다.

편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기업 운

(TechSci Research)와 파트너십을 맺고

때 비슷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다.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은 우리 고객의
충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한번 우
리의 고객이 되고 나면, 다른 업체로 옮
겨가지 않고 우리와 계속 거래한다. 이러
한 고객의 비율이 86%에 달한다. 이 수
치는 업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일

버스를 활용해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즈마이트립은 최근 3개 회사를 인수했
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스프리 호스피탤러티(Spree Hospitality), 트래비에이트 온라인(Traviate
Online), 욜로 트래블테크(Yolo Traveltech), 세 개의 회사를 인수했다. 이는 우
리 회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며 비
항공 분야에서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줄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은
우리 고객의 충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한번
우리의 고객이 되고 나면,
다른 업체로 옮겨가지 않고
우리와 계속 거래한다.
이러한 고객의 비율이
86%에 달한다.”

것이라고 믿는다.

2022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
우리는 수익의 95%를 항공 여행 예약을
통해 얻고 있지만 호텔, 버스, 기차, 휴가
패키지를 포함한 비항공 여행 사업 분야
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에서도 사업을 확장
할 계획이다. 게다가 최근 비항공 분야

총수입(원화 2022.6.17 환율 기준)

리 브랜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

1

인도석유공사
(Indian Oil Corporation)

다

2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Reliance Industries)

5조 265억 루피(83조 2,891억 원)

3

석유가스공사
(Oil & Natural Gas Corporation)

3조 6,989억 루피(61조 2,908억 원)

4

바랏석유공사
(Bharat Petroleum Corporation)

3조 651억 루피(50조 7,887억 원)

5

힌두스탄석유공사
(Hindustan Petroleum Corporation)

2조 7,322억루피(45조 2,726억 원)

6

라제시 엑스포츠
(Rajesh Exports)

2조 5,830억 루피(42조 8,020억 원)

7

타타 모터스
(Tata Motors)

2조 5,243억 루피(41조 8,277억 원)

8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Tata Consultancy Services)

1조 6,731억 루피 (27조 2,030억 원)

1

인도국영은행
(State Bank of India)

3조 8,533억 루피(63조 8,129억 원)

2

ICICI 은행

1조 6,133억 루피(26조 7,172억 원)

B2B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해 우리는 호텔업 분야에서 시장 잠재력

여행 파트너사가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

또한 우리는 UAE, 싱가포르, 영국, 필

을 발휘하고자 한다. 최근 진화하고 있

일 수 있도록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할

리핀, 태국, 미국 전역에 자회사를 보유

는 여행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것이다.

하고 있다. 향후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비즈니스를 신속하게 확장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욜로 트래블테크와는 현

예상되는 여행 수요에 맞춰 이들 국가에

우리는 향후 5년 내에 스프리 지점을

재 인수를 위한 최종 합의 단계에 접어들

서도 항공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개까지 확장시켜 스프리가 인도 내

었다. 인수 후 욜로 버스(Yolo Bus)로 회

한다. 올해는 개별 국가에서의 서비스를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사명을 바꾸고, 욜로 버스의 테크놀로지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자회사에서 현지

있게 할 계획이다.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저렴하고 우수

화된 검색 엔진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한 버스 여행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

전 세계에 위치한 자회사들의 성과와 가

고자 한다. 우리의 고객은 차세대 모빌리

치가 확인되면, 신규 국가로의 사업 확장

티 플랫폼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편안한

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70

기업 순위 회사명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우

첫째, 스프리 호스피탤러티 인수를 통

둘째 트래비에이트를 통해 우리는

Top 10 Companies

비금융부문

금융부문

5조 2,373억 루피(86조 7,821억 원)

자료 / 비즈니스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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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에너지 모델을 창출한

인도석유공사

인도 최대 에너지 기업인 인도석유공사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해 낸 종합 기업이다.
올해 ‘인도 500대 기업’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인도 석유 제품 소비 부문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자랑한다.
글 비즈니스월드 사진 SHUTTERSTOCK

인도석유공사는 마하라트나(Ma ha-

이어 베이디야 회장은 인도석유공사의

ratna)가 수여된 최고의 기업으로 꼽힌

철학인 ‘페흘레 인디언, 피르 오일’(Pehle

다. 마하라트나는 3년 연속 순이익 500

Indian, Phir oil; 인도가 먼저, 그 다음이 석

억 루피 이상, 연매출 2,500억 루피 이상

유)을 언급하면서 “비즈니스보다 인도 국

을 기록하거나 3년 평균 연간 순자산이

익을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우리의 본분

1,500억 루피인 기업에게 주어지는 지위

이다”라고 강조했다. 인도석유공사는 팬데

이다. 인도석유공사는 비즈니스 통합 모

믹으로 인한 수요 및 공급의 차질에도 불

델을 통해 인도의 다양한 에너지 니즈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

해결해 주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이 분

하는 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었다.

야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또한 베이디아 회장은 “남다른 열정으

를 인정받아 인도석유공사는 비즈니스

로 우리 직원들은 팬데믹과 이에 따른 엄

월드가 선정한 ‘인도 500대 기업’ 1위에

격한 폐쇄 조치를 견뎌냈다. 이러한 와중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작년에 인도석유

에도 연료 공급 라인을 계속 유지시켰고

공사의 기업 순위는 2위였으나, 올해 드

신속한 배달을 원칙으로 했다”며 지난

디어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2020-2021 회계연도는
인도석유공사가 사상 최대의
수익을 기록한 역사적 해이며,
2,176억 루피의 기록적인
순이익을 창출했다.
인도석유공사의
슈리칸트 마다브 베이디아 회장.

백만 톤)이었고 인도 전역 파이프라인 네

8,495억 루피는 지방정부에 각각 납부했

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기존 파이프라인

트워크 처리량은 76mt였다. 특히 지난해

다. 그 전년도에는 9,610억 루피, 8,596억

에 6,600km가 추가되어 총 파이프라인

루피를 납부했다.

은 2만 1천km에 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유례없는 기록적 수익

석유화학 부문은 20% 성장하여 2.5mt

인도석유공사의 슈리칸트 마다브 베이디

2020-2021 회계연도는 인도석유공사가

라는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석유화

아 회장은 이러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해

사상 최대의 수익을 기록한 역사적 해가

학 분야는 1,954억 루피의 매출을 기록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

과 하루 약 5,170만 표준입방미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작년 팬데믹을 겪

되었다. 2,176억 루피의 기록적인 순이익

했다. 반면 석유 제품은 9.7% 감소해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standard cubic meter)의 가스 파이프라

으면서,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에 팀워크

을 통해 이전의 손실을 만회한 것이다.

81mt가 판매되었는데, 이러한 감소세는

위해 인도석유공사는 2024~25년까지

인 용량을 보유하게 된다.

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

인도석유공사의 경영진은 수익 증가에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 때문이다.

원유 정제능력을 70mt에서 87.5mt로 늘

앞으로도 장비의 추가 건설을 통해 인

모두 함께 노력한 덕분에 우리 회사는 팬

대해 “국제 유가 변동 및 고수익 석유화

RANK 1

수년간 인도석유공사는 관세, 세금,

릴 계획이다. 석유화학제품 및 정제 설비

도석유공사는 인도를 넘어 세계적인 에

데믹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

학 제품의 판매 증가에 따른 재고 효과

배당금의 형태로 국가 재정에 가장 큰 기

를 지속적으로 증설시킴으로써 향후 수

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운 시기를 이겨내고 최고를 향한 새로운

(Inventory gain) 덕분이다”라고 분석했

여를 해왔다. 한 해 동안 2조 3,878억 루

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할 계획이다.

길을 개척하는 기회로 삼았다.”

다.

인도석유공사(Indian Oil Corporation)
총자산 3조 5,491억 루피(58조 8,086억 원)
총수입 5조 2,373억 루피(86조 7,821억 원)
영업이익 3,075억 루피(5조 953억 원)
순이익 2,176억 루피(3조 6,056억 원)

피를 정부에 납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이와 더불어 인도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의 1조 8,206억 루피보다 31% 증가한 액

있는 2,530억 루피 규모의 파이프라인

수이다. 1조 5,382억 루피는 중앙정부에,

프로젝트는 현재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

2020-2021 회계연도에 인도석유공사
의 정제 처리량은 62.351mt(million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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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앙은행(RBI)의 승인을 받아 78억 달

Foundation)은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

그러나 올해에는 지난해 1위에서 2위

러에 달하는 장기 외화 부채를 상환하였

자가 첫 번째로 보고되자마자, 인도에서

로, 한 계단 순위가 낮아졌다. 비록 1위

다. 이는 인도 기업이 행한 가장 큰 규모

처음으로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세웠다.

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릴라이언스 인

의 부채 선상환으로 주목을 받았다.

도시 지역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증가

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사업 영역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

에 대응하기 위하여 릴라이언스 파운데

다. 릴라이언스 리테일은 1,456개의 신규

이션은 재빠르게 코로나 병상을 확장하

매장을 열었고 이에 따라 인도 전역에 총

여 875개의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가진

기록적인 증자 성공과 사업 확장

1만 2,7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게 되

시설을 만들었다. 이는 뭄바이에서 코로

2020-2021 회계연도에 릴라이언스 인더

었다.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는 인

나 치료를 하는 자선단체 중 가장 큰 규

스트리는 이전 회계연도 대비 4.6% 정도

도 제1의 통신사이자 전 세계 2위의 통신

모이다. 암바니 회장은 “우리는 잠나가르

낮아진 9,758억 루피의 EBITDA(이자비

사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에 1천 개의 병상을 가진 코로나 치

더스트리는 명실공히 인도 최대, 수익성
이 가장 높은 민간 기업임에 틀림없다.

료시설을 만들었다. 우리는 인도 전역에

용, 세금, 감가상각 차감 전 영업이익)를
기록했다. 릴라이언스의 무케시 D. 암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걸쳐 2,300개 이상의 병상 설치 및 관리

니 회장은 주주에게 보낸 서한에서 “불

또한 릴라이언스 파운데이션(Reliance

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릴라이언스는 최일선에서 일하

안정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역경
을 헤쳐 나왔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

가장 수익성 높은 인도 최대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지난해 ‘인도 500대 기업’에서 1위를 차지했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올해 2위에 선정되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명실공히 인도 최대이자, 수익성이 가장 높은 민간 기업으로
인도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 면에서 절대적인 공헌을 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단순히 인도에

방면에서 인도 최대의 기업이다. 또한 인

서 최대 수익을 올리는 민간 기업이라고

도의 수출(1조 4,514억 루피), 일자리 창

RANK 2

만 하기엔 설명이 부족하다. 릴라이언스

출(한 해 동안 7,500개 이상), CSR(기업

는 시가총액(13조 1,599억 루피), 매출(5

사회적 책임) 지출(114억 루피)에도 가장

조 3,923억), 수익성(5,373억 루피) 등 다

크게 공헌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Reliance Industries)
총자산 13조 2,121억 루피(218조 9,245억 원)
총수입 5조 265억 루피(83조 2,891억 원)
영업이익 5,546억 루피(9조 1,897억 원)
순이익 5,373억 루피(8조 9,031억 원)

따라서 릴라이언스가 지난 수년 동안
‘인도 500대 기업’ 리스트 상위에 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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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비즈니스월드 사진 SHUTTERSTOCK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무케시 D. 암바니 회장.

는 직원에게 고품질 개인보호장비(PPE)

황에 맞춰 탄력적인 고객 비즈니스 모델

키트를 제공하기 위해, 살바사 지역에 키

을 적용하면서, 우리는 전염병의 역풍을

트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시설을

헤쳐 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세웠다. 이는 인도 최대 규모의 고품질

또한 릴라이언스는 5,312억 루피의 증

개인보호장비 생산시설이 되었다. 더 나

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는 지난 10

아가 올해에는 인도 전역에 의료용 산소

년간 비금융 기관에서 진행한 것 중 전

공급기를 조달하기 위해, 잠나가르 지역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작년 회계연

의 생산 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의료용 산

도에 릴라이언스의 자회사이자 인도 최

소공급기를 만들어냈다.

대 통신업체 지오 플랫폼(Jio Platforms)

팬데믹 발생 이래 릴라이언스는 인도

및 소비재 유통업체 릴라이언스 리테일

전역에 의료용 액체 산소를 5만 5천t 이

(Reliance Retail)은 페이스북과 구글 같

상 공급했다. 또한 18개 주에 배급 키트,

은 전략적인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각각

음식 쿠폰, 조리 음식 등을 제공하거나,

1조 5,205억 루피와 4,726억 루피의 자금

식사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

을 유치했다. 또한 영국 석유회사 브리티

로 5,500만 개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였

시 페트롤리엄(BP)은 762억 루피를 투자

다. 이것은 기업 재단이 진행한 전 세계에

해 릴라이언스 연료 소매사업의 지분

서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식사 제공 프로

49%를 확보했다. 이처럼 강력한 현금 흐
름과 자본 조달을 통해 릴라이언스는 재
무상태표를 더욱 보강했다.
투자는 늘리는 반면 부채는 줄여가면
서 암바니 회장은 약속했던 일정보다 빠
르게 순부채 제로(net-debt zero) 공약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릴라이언스는 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5,312억 루피의 증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비금융 기관에서
진행한 것 중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그램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기업의 매출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인도인들에게 사랑받는 민간 기업
으로 더욱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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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인도 10대 기업 ③

인도 최초로 공공기관에 여성 수장이 취임한

인도 석유가스공사

인도 석유가스공사는 최근 석유 및 가스 매장지를 새롭게 발견함에 따라 수익성을 점점 높이고 있다.
또한 꾸준한 탐사 노력으로 높은 수익 창출을 이뤄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글 비즈니스월드 사진 SHUTTERSTOCK

다른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였지만 인도

롭게 발견함에 따라 수익성이 점점 늘어

석유가스공사에게 2020-2021 회계연도

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벵골 분지(Bengal

는 수많은 과제가 앞길을 가로막았던 한
해였다. 지난해 인도 석유가스공사의 이
익은 이전 회계연도 대비 16.5% 떨어진
1,124억 루피에 머물렀다. 총매출은
29.2% 떨어진 6,814억 루피였다.
수바쉬 쿠마르 회장은 2021년 12월 31
일까지 인도 석유가스공사를 이끌다가
퇴직했다. 현재 인도 석유가스공사의 회
장은 HR 본부장이었던 알카 미탈이다.
알카 미탈은 올해 1월 4일 인도 석유가스
공사의 회장 겸 이사(CMD, Chairman
and Managing Director)로 취임했다. 그
녀는 인도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가스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 석유가스공사는
인도가스거래소의
지분 5%를 획득했다.
인도가스거래소는 천연가스
거래에 자동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도
최초의 가스거래소이다.
인도 석유가스공사 이사회는
가스 및 LNG 비즈니스에도
진출했다.
석유가스공사의 알카 미탈 회장 겸 이사.

basin)는 상업용 탄화수소가 생산되는
인도의 8번째 퇴적 분지로, 앞으로 기대
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쿠마르 회장은 “우리가 지난 15
년 동안 계속 생산해 왔던 것보다 최근
발견된 탄화수소가 더욱 빠르게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우리의 탐사 노력이 수
익 창출과 상업화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주주들에게 말했다.
인도 석유가스공사는 탐사 범위를 확
장하기 위해서 OA LP(개방허가정책,
Open Acreage Licensing Policy) 입찰 라
운드에 좀 더 공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향후

함에 따라 인도 석유가스공사는 인도가

인도 석유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자회

된 인물이다.

최근 마무리된 입찰 라운드에서 인도 석

2024년까지 인도 내 탄화수소 생산량이

스거래소(India Gas Exchange)의 지분

사 설립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유가스공사는 11건 중 7건을 수주했다.

60mtoe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5%를 획득했다. 인도가스거래소는 천연

통해 안정적인 가스 및 석유 생산을 유지

수익성 있는 석유 탐사

인도 석유가스공사는 새로운 탐사지를

최근 인도 석유가스공사는 동부 연안의

가스 거래에 자동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력을 더욱

2020-2021 회계연도 기간 동안 인도 석

추가적으로 개척하여 토착 탄화수소 공

심해 유전에서 채취되는 자원 덕분에, 지

인도 최초의 가스거래소이다. 인도 석유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유가스공사는 총 10개의 추가 매장지를

급 잠재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를 희

속가능한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고 있다.

가스공사 이사회는 가스 및 LNG 비즈

발견(육지 3개, 연안 7개)했다고 발표했

망한다고 밝혔다.

다. 이들 중 6개(육지 1, 연안 5)는 신규

또한 조인트 벤처를 포함하여 인도 내

발견이었고 4개는 기존 현장(육지 2, 연

석유 및 가스 생산은 45.35mtoe(million

안 2)에서였다. 인도 석유가스공사의 관

ton oil equivalent: 석유 백만 톤을 연소

계자는 “최근 석유 및 가스 매장지를 새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기록했다. 이
전 회계연도에는 48.25mtoe였다.
인도 석유가스공사는 내년에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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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의 수장이

니스를 위한 신규 자회사 설립도 승인했
신규 자회사 설립 및 사업 확장

다고 밝혔다.

인도 석유가스공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해외지사인 비데시(Videsh)는 지난해

지난해 15개의 주요 프로젝트가 진행되

콜롬비아에서 석유를 대량 생산했다. 비

었다. 여기에 6,051억 루피의 비용을 지출

데쉬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은 13.04mtoe

하여 110mtoe 이상을 생산했다. 미래의

였고 이 기간 동안 매출 및 순이익은 각

에너지 구성에서 가스의 중요성이 증가

각 1,195억, 189억 루피였다.

RANK 3
석유가스공사
(Oil & Natural Gas Corporation)
총자산 5조 4,326억 루피(90조 182억 원)
총수입 3조 6,989억 루피(61조 2,908억 원)
영업이익 3,011억 루피(4조 9,892억 원)
순이익 1,124억 루피(1조 8,62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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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인도 10대 기업 ④

바랏석유공사의 아룬 쿠마르 싱 회장 겸 이사.

지난해 가장 높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달성한

바랏석유공사

공기업 지분 매각을 둘러싼 불확실성 및 매각 지연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 바랏석유공사는 계속해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탁월한 재무 성과 덕분에 주주들은 역대 최고 배당금을 받았다.
글 비즈니스월드 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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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랏석유공사는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2020-2021 회계연도
동안 2,444개의 신규 소매점을
세웠다. 이는 바랏석유공사의
연간 소매점 설립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정부의 지분 매각 추진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급감으

2021-2022년도 인도 연방 예산안

로 정유 처리량은 26.40mt로, 시장 판매

(Union Budget)을 보면 인도 정부는 바

는 38.74mt로 감소하였다. 이는 이전 회

랏석유공사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지분

계연도 대비 각각 17%, 10% 감소한 것이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 바랏석유공사는 39.05mt의 시장 판

정부가 보유한 52.98%의 바랏석유공사

매로 2020-2021 회계연도를 마감했다.

지분 전부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이전 회계연도 판매 실적은 43.36mt였다.

10개월 동안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2020-2021 회계연도 기간에 바랏석유공

그럼에도 바랏석유공사의 성공적인 지분

사는 2mt의 석유 제품을 수출했다. 이전

매각을 기대하고 있는 인도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의 수출은 2.66mt였다. 수출 감

2020년 8월 31일 D. 라주쿠마르 회장이

소는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조치

퇴직한 후, 회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

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바랏석

었다.

유공사는 밝혔다.

라주쿠마르가 퇴직한 후엔 K. 파드마

2020-2021 회계연도 동안 바랏석유

카르 HR 본부장이 회장 대행을 맡고 있

공사는 매출 총이익 3조 426억 루피를

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5월, 공기업선

달성했다. 이전 회계연도에는 3조 2,979

출이사회(PESB, Public Enterprise

억 루피였다. 따라서 바랏석유공사에 귀

Selection Board) 및 내각임명위원회

속되는 순이익은 1,616억 루피에 달했다.

(ACC, Appointments Committee of the

이전 회계연도는 305억 루피에 그쳤다.

Cabinet)는 당시 마케팅 본부장인 아룬

바랏석유공사가 지난해 세금, 관세, 배

쿠마르 싱(Arun Kumar Singh)의 회장

당금을 통해 정부 재정에 기여한 금액은

임명을 승인했다.

1조 2,558억 루피에 이른다. 이전 회계연
도에는 9,767억 루피였다. 2021년 3월 31

펜데믹에도 놀라운 성과 기록

일 기준 바랏석유공사의 총 차입금은

팬데믹으로 야기된 위기에도 불구하고

2,631억 루피이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바랏석유공사는 이전처럼 여러 프로젝

으로는 4,187억 루피였다.

바랏석유공사는 2020-2021 회계연도에

트를 계속해서 실행했다. 특히 주력사업

지난해 많은 수익을 올린 바랏석유공

2,261억 루피의 영업이익과 1,904억 루피

이었던 코치 정제소(Kochi Refinery)의

사는 정부의 지분 매각 결정에도 불구하

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이전 회계연도에

프로필렌 파생 석유화학 프로젝트는 상

고, 당분간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는 각각 267억, 268억 루피에 불과했다.

업적 용도의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더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누말리가르 정유공장(Nu m a l i g a rh

나아가 바랏석유공사는 마케팅 역량을

Refinery) 지분 매각 및 일회성 이익을 제

강화하여 2020-2021 회계연도 동안

외하더라도, 마케팅과 재고 효과, 정제

2,444개의 신규 소매점을 세웠다. 이는

능력 등의 성과 덕분에 영업 이익이 1,616

바랏석유공사의 연간 소매점 설립 기록

억 루피를 기록했다. 이처럼 놀라운 재무

을 경신한 것이다. 파드마카르 회장 대행

적 성과로 인해 바랏석유공사는 주주들

은 지난 해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에게 최종 배당 시 주당 35루피의 일회성

“우리는 대규모 신규 소매점 설립을 추진

특별 배당을 포함하여, 한 주당 79루피

해 마케팅 인프라를 더욱 강화했다”고

의 역대 최고 배당금을 지급했다.

밝혔다.

RANK 4
바랏석유공사
(Bharat Petroleum Corporation)
총자산 1조 6,099억 루피(26조 6,760억 원)
총수입 3조 651억 루피(50조 7,887억 원)
영업이익 2,261억 루피(3조 7,465억 원)
순이익 1,904억 루피(3조 1,54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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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020-2021 회계연도 동안 뭄바이

록다운 기간에도 하루 평균 150만 개의

대의 실적으로 기록되었다. 이로써 소매

힌두스탄석유공사

및 비사크 지역의 정제 공장은 코로나19

LPG 실린더를 배달하였다. 무엇보다 록

점은 약 1만 8,600여 개가 되었다. 힌두스

로 인한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생산

다운 동안 급증했던 주거용 가스 수요

탄석유공사는 한 해 동안 112개의 신규

능력의 104%, 16.42mmt의 처리량을 유

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노동자의 안전도

LPG 유통업체를 확보해 더욱 안정적인

탁월한 기획력, 강력한 운영 성과, 효과적인 공급망 관리 등으로 힌두스탄석유공사는
‘인도 500대 기업’ 5위에 등극했다.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힌두스탄석유공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에너지 시장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했다. 수리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보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전례 없는 어려움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였다”고 설명했다.

적응하고 도전했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

소매판매 부문에서 힌두스탄석유공

도 전역에 전기차(EV) 충전 인프라를 제

글 비즈니스월드 사진 SHUTTERSTOCK

인 물류 관리, 확고한 원유 소싱 계획, 신

사는 총판매 22mt라는 성과를 이뤘는

공하고 고객에게 다양한 연료 옵션을 제

속한 제품의 처리 등을 통해 탄탄한 사

데, 이는 모터 연료 판매의 시장점유율

공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포함한 여러 기

업 성과를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증가 덕분에 가능했다. LPG 판매도 성

관과 협력하고 있다.

록다운 기간 동안 더욱 탄탄한 실적을 달성한

수리나 회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석유
제품의 가용성을 확보해 나가고, 동시에

장하여 7.41mt라는 사상 최대 판매를 달
성했다.

힌두스탄석유공사는 2020-2021 회계연

배당금 지급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관계자 및 자사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면

힌두스탄석유공사는 2,158개의 신규

도에 1,066억 루피의 세후이익을 달성했

2020년 11월, 시장 거래를 통해 주당 최

서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소매점을 오픈했는데 이는 현재까지 최

다. 이는 힌두스탄석유공사로서는 사상

대 250 루피 비율로 250억 루피 규모의

처음으로 1천억 루피를 넘긴 실적이다.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21

무케시 쿠마르 수라나 회장은 “코로나

년 3월 31일까지 힌두스탄석유공사는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

7,180만 주를 총 198억 루피에 매입했다.

하고 수익성이 놀랍게 증가한 것은 기획

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2021년 5월

력, 강력한 운영 성과, 효과적인 공급망

14일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그 결과

관리의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

힌두스탄석유공사는 거래비용 및 세금

력 덕분에 힌두스탄석유공사는 ‘인도

을 포함해서 총 295억 루피를 지출해 1억

500대 기업’ 5위에 이름을 올렸다.

530만 주를 매입했다.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의 성과

미래 에너지 시장을 위한 준비

수라나 회장은 높은 재무 실적에 대해

힌두스탄석유공사는 2020-2021 회계연

“우리에게 유리했던 환율 변동과 재고 평

도에 자사의 조인트 벤처인 샤푸르지 에

가이익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그 외에

너지(HPCL Shapoorji Energy)의 나머지

도 전 직원이 열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지분 50%를 모두 인수해, 샤푸르지 에너

덕분에 2020-2021 회계연도에 우리는

지를 힌두스탄석유공사의 자회사로 통

총 매출액 2조 6,924억 루피를 달성했다”

합시켰다. 이는 인도 미래 에너지 분야에

고 설명했다. 이어 수라나 회장은 “우리

서 천연 가스의 중요성을 고려해 추진한

는 견실한 대차대조표 및 현금흐름을 바

것이었다.

치를 환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힌두스탄석유공사는 구자라트
지역에 5개의 mmtpa(million metric

힌두스탄석유공사의 이사회는 2020-

tonnes per annum, 연간 백만미터톤) 용

2021 회계연도에 주당 22.75루피의 최종

량의 LNG 재기화 터미널을 건설 중이라
고 밝혔다. LNG 재기화란 저장된 액화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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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스탄석유공사의
M. K. 수라나 회장.

RANK 5
힌두스탄석유공사
(Hindustan Petroleum Corporation)
총자산 1조 3,416억 루피(22조 2,303억 원)
총수입 2조 7,322억 루피(45조 2,726억 원)
영업이익 1,419억 루피(2조 3,513억 원)
순이익 1,066억 루피(1조 7,664억 원)

SYNDICATION/ BUSINESS WORLD

탕으로 주주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그 가

힌두스탄석유공사는 인도
전역에 전기차(EV) 충전
인프라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다양한 연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포함한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힌두스탄석유공사는 인

끊임없는 사업 확장과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통해 힌두스탄석유공사는 올해
역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특집 / 인도 10대 기업 ⑥

보다 32% 크게 증가한 2조 5,831억 루피

최대 기업이다. 또한 채굴에서부터 자체

를 기록했다.

소매 브랜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

라제시 메타 회장은 “팬데믹은 작년 회

의 사업을 진행하는 전 세계 유일의 기업

계연도 내내 전 세계 비즈니스에 큰 영향

이기도 하다. 라제시 엑스포츠는 스위스

을 미쳤다. 록다운과 팬데믹의 영향에도

의 금 정제업체인 발캄비(Valcambi)를 인

불구하고 우리는 매출에서 꾸준한 성장

수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정제회사

세를 보였고 이익도 많이 늘었다. 올해는

가 되었다. 발캄비에서 생산된 금괴는 우

상황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수한 퀄리티로 명성이 높으며 전 세계 모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든 귀금속 거래소 및 금 거래 은행에서

고 말했다.

소비된다. 라제시 엑스포츠는 연간 400
톤의 금 제품 제조능력을 가지고 있다.

부채 제로 및 글로벌 쇼룸 확장

뿐만 아니라 라제시 엑스포츠는 스위

라제시 엑스포츠는 부채가 전혀 없는 기

스와 인도에 세계 최고의 R&D 시설을

업인 동시에, 전 세계 금 시장에서 단일

설립하여 신규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조
공정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

라제시 엑스포츠의 라제시 메타 회장.

한 전 세계 금 거래 은행, 중앙은행, 보석
도소매 거래상에 제품을 공급한다.
라데시 엑스포츠는 슈브 쥬얼러스
(Shubh Jewellers)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83개의 쥬얼리 쇼룸을 오픈했다. 슈브 쥬
얼러스는 남인도에서 가장 신뢰받는 보
석 브랜드 중 하나로, 품질 및 디자인이
훌륭한 제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생산성 추구

세계 최대 규모의 금 정제회사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

급 생산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에서 가

로 향후 3년 동안 슈브 주얼러스 쇼룸을

장 저렴한 비용으로 금 제품을 생산하고

현재 83개에서 인도 남부 5개주에 500개

라제시 엑스포츠는 세계 최대의 금 정제회사로서 전 세계 금의 35%를 정제하고 있다.
‘인도 500대 기업’에서 늘 상위 순위를 유지해 왔으며 올해에는 6위를 기록했다.

있다. 또한 벵갈룰루와 발레나 지역에 대

로 확장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인도 북

규모의 R&D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지

부, 동부, 서부, 중앙에 걸쳐 쇼룸을

글 비즈니스월드 사진 SHUTTERSTOCK

속적으로 신규 디자인, 정제 프로세스

1,5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및 기술, 금과 보석 제조기술을 발전시키

로도 눈을 돌려 아시아, 미국, 유럽에

세계 금의 35%를 정제하고 있으며, ‘인도

스포츠는 수출 및 도매, 소매, 유통에 이

500대 기업’에서 늘 상위 순위를 유지해

르기까지 글로벌 제조 및 마케팅 네트워

왔다. 정제 공장은 스위스 발레나 지역과

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제시 엑

인도 우타라칸드에 위치한다. 이곳은 연

스포츠는 세계 최대의 금 정제회사로 전

간 2,400톤의 귀금속을 정제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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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6
라제시 엑스포츠(Rajesh Exports)
총자산 2,347억 루피(3조 8,890억 원)
총수입 2조 5,831억 루피(42조 8,020억 원)
영업이익 89억 루피(1,475억 원)
순이익 84억 루피(1,392억 원)

SYNDICATION/ BUSINESS WORLD

라제시 엑스포츠

라제시 엑스포츠는 견고한 시스템 및 고

벵갈룰루 지역을 기반으로 한 라제시 엑

82

라제시 엑스포츠는 사업 확장을 적극

고 있으며, 수백만 개 이상의 디자인 포
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설립 때부터 수
익성 높은 성장을 지속한 결과, 지난 11
년 동안 빠지지 않고 배당금을 정기 지
급했다.
2020-2021 회계연도에서 라제시 엑스
포츠의 순이익은 29.88% 하락한 84억 루
피였다. 그러나 총수입은 이전 회계연도

라제시 엑스포츠는 부채가 전혀
없는 기업인 동시에, 전 세계 금
시장에서 최대의 단일 기업이다.
또한 채굴에서부터 자체 소매
브랜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사업을 진행하는 전 세계
유일의 기업이기도 하다.

500개의 쇼룸을 추가 오픈하는 것이 목
표이다.
금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
는 라제시 엑스포츠는 이러한 사업 확장
을 통해 인도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인정
받는 금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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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인도 10대 기업 ⑦

특집 / 인도 10대 기업 ⑧

인도 최고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

타타 모터스
‘인도 500대 기업’ 7위를 기록한
타타 모터스. 인도 내 최고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며,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해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글 비즈니스월드 사진 SHUTTERSTOCK

인도에 기반을 둔 타타 모터스 그룹은
전 세계에 견고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
업이다. 영국의 재규어 랜드로버, 대한민
국의 타타 대우를 포함해 인도, 남아프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의 라제시 고피나

지되고 있는데, 현금전환율은 116.2%, 잉

탄 회장은 “우리는 2020-2021 회계연도

여현금흐름은 3,566억 루피로 지난 회계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에서 1조 6,417억 루피의 연간 매출을 기

연도 대비 21.8% 정도 성장한 수치이다”

록했으며, 이는 공시 기준 이전 회계연도

라고 자축했다.

원격 비대면 시스템 구축과 성과

시켰다. 도이체 방크와 푸르덴셜 파이낸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는 전 세계
46개국에 48만 8천 명 이상의 세계
최고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다.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도 500대
기업’에서 Top 10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는 팬데믹 상황을

셜과의 거래였다. 이를 통해 타타 컨설턴

극복하기 위해 원격 비대면 운영 모델을

시 서비스는 독일에서의 입지를 강화하

신속하게 도입했다. 원격 작업을 통해 고

고 해외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구축할 수

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 활

있었다.

세계 최고의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 전략

랜드로버 디펜더는 한 해 동안 4만 5,200

글 비즈니스월드 사진 SHUTTERSTOCK

대비 4.6% 성장, 환율 변화에 따른 영향
을 제거하면 0.8% 감소한 것이다”라고 설

지난 회계연도의 성장 배경

명했다.

특히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는 20202021 회계연도에 두 가지 큰 거래를 성사

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민첩하게 대응했

분기별로 체결된 수주액은 전년 동기

다. 라제시 고피나탄 회장은 주주에게 보

에 비해 증가했다. 2021년 총 수주액은

낸 편지에서 “우리가 새롭게 개발한 시스

316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치이고, 이는

템에 대해 많은 고객이 감사의 인사를 표

전년대비 17.1% 성장한 것이다.

리카, 중국, 브라질, 오스트리아, 슬로바

2020-2021 회계연도에 타타 모터스는

키아 등 여러 나라에서도 사업을 영위하

직원의 건강, 안전, 웰빙 등 복지뿐 아니

타타 모터스는 2022년을 주목하고 있

고 있다.

라 공급망의 병목현상을 적극적으로 해

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2020-2021 회계연도에서 타타 컨설턴

수를 통해 1,600억 루피의 세 번째 자사

결하였다. 이를 통해 자사의 인도 내 비

꾸준한 실적을 보인 타타 모터스는 그동

시 서비스는 생명과학 및 의료 비즈니스

주 매입을 4년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하

즈니스 능력을 확대시켰다. 그 결과 273

안 소비자 수요 부진에서 벗어나 올해 최

타타 모터스는 2020-2021 회계연도에서

억 루피의 강력한 현금흐름으로 인도 내

인도에서만 총 46만 5,734대의 차량을

거래량은 2%, 수익은 7% 증가하였으며

판매해 5,038억 루피의 매출을 기록했다.

EBIT(이자 세금 차감 전 이익) 마진은

그러나 전체 회계연도 기준으로 타타 모

3.7% 포인트 향상시켰다.

터스는 1,339억 루피의 손실을 기록했다.

N. 찬드라세카란 회장은 “우리는 소매

이전 회계연도 손실은 1,197억 루피였다.

네트워크, 고객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

이처럼 손실이 증가한 이유는 총매출액

한 마케팅 전략을 펼쳤고 큰 성과를 거

감소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었다. 이와 함께 전기차(EV) 사업의 성

또한 실적에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는

과도 주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용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감소 때문

차 분야는 소비자 심리 개선, 상업 호조,

으로 보인다. 2020-2021 회계연도에 타

인프라 수요 증가에 힘입어 분기별 연속

타 모터스는 인도 자국 내 판매량이 43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만 7,300대로 14% 감소했다. 럭셔리 차량

재규어 랜드로버 또한 탄탄한 성과를

자회사인 재규어 랜드로버는 해당 회계

보였다. 수익이 197억 파운드로 14% 감

연도 동안 13.6% 감소한 43만 9,600대의

소했음에도 EBIT 마진은 2.5% 포인트

판매를 보고했다.

상승해 2.6%로 향상되었고 1억 8,500만
파운드의 플러스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 low)을 만들어냈다. 새로 출시한 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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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언급했다.

대의 실적을 세울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타타 모터스의 나타라잔 찬드라세카란 회장.

또한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는 공개 매

사업 규모에서 17.1% 성장률을 보였다.

였다. 이로서 전체 지분의 1.42%에 해당

RANK 8

그 외 은행, 금융 서비스, 보험 사업은

하는 5,300만 주를 소각했다.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Tata Consultancy Services)
총자산 1조 3,075억 루피(21조 6,653억 원)
총수입 1조 6,417억 루피(27조 2,030억원)
영업이익 4,376억 루피(7조 2,510억 원)
순이익 3,338억 루피(5조 5,311억 원)

2.4%, 기술 및 서비스는 0.2% 성장했다.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는 앞으로 기술

영업이익률은 25.9%로 업계 최고를 기록

개발과 글로벌 사업 투자에 집중할 계획

했고, 순이익률은 20.3%으로 3,338억 루

이다. 이로써 강력한 해외 네크워크 확장

피를 기록했다. 고피나탄 회장은 “우리의

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미래 포부를

현금 전환 능력은 그 견고함이 계속 유

밝혔다.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의 고피나탄 회장.

RANK 7
타타 모터스(Tata Motors)
총자산 3조 4,312억 루피(56조 8,550억 원)
총수입 2조 5,243억 루피(41조 8,277억 원)
영업이익 -1,339억 루피(-2조 2,187억 원)
순이익 2,176억 루피(3조 6056억 원)

SYNDICATION/ BUSINESS WORLD

지난해 성과와 팬데믹의 영향

대가 판매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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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인도 10대 기업 ⑨

특집 / 인도 10대 기업 ⑩

ICICI 은행은 2021년 3월 31일 마감된 회

ICICI 은행의 산딥 바크시 회장.

계연도의 순이익이 1,619억 루피로 104%
상승했다. 이전 회계연도 순이익이 793억
루피인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다.
2020-2021 회계연도 총수입은 9,808억
루피를 기록했다. 순이자 수익은 3,898억

200년 전통의
금융부문 1위 기업

루피였다. 이전 회계연도 수익은 3,326억
루피이며 17.2%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이

인도국영은행

전 회계연도 2,810억 루피에서 3,639억 루
피로 29.52% 증가하였다.

인도국영은행은 인도 전역에
많은 지점과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한다. 인도국영은행은
올해 ‘인도 500대 기업’ 순위에서
금융부문 1위에 올랐다.

영업이익의 증가
ICICI 은행의 총 예금은 2020년 3월 31
일 기준 7,709억 루피에서 2021년 3월 31
일까지 9,325억 루피로 21% 증가하였다.
정기 예금도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18.4%
증가하였다. ICICI 은행의 예금 또한

글 비즈니스월드 사진 SHUTTERSTOCK

24% 증가해 2021년 3월 31일 회계연도
마감일에는 4,316억 루피가 되었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
순이익이 104% 상승한

ICICI 은행

인도 최대의 민간 은행인 ICICI
은행은 올해 ‘인도 500대 기업’
순위에서 금융부문 2위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도 고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분야의
성장 목표에 집중한 덕분이었다.
글 비즈니스월드 사진 SHUTTERSTOCK

금융부문 RANK 2
ICICI 은행(ICICI Bank)
총자산 15조 7,381억 루피(260조 6,322억 원)
총수입 1조 6,133억 루피(26조 7,172억 원)
영업이익 3,639억 루피(6조 264억 원)
순이익 1,619억 루피(2조 6,812억 원)

인도국영은행은 인도 최대 규모의 은행

스를 기록해 5.04% 감소한 1조 1,111억 루

으로, 시장점유율은 예금 23%, 대출

피를 기록했다. 반면 인도 국내 예금은

산딥 바크시 회장은 “우리는 팬데믹이

20%, 직불카드 소비의 29%를 차지하고

14.25% 상승해 35조 7,016억 루피를 기록

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탄탄한 재무상태

있다. 자회사인 인도국영은행 카드사는

했다.

표를 유지했다.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인도국영은행의 디네시 쿠마르 카라 회장.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신용카드 발급 회

긍정적인 점은 예금 증가율이 16.73%

동시에 고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중

사로 꼽힌다. 디네시 쿠마르 카라 회장은

로 정기예금 성장률 12%보다 빠른 성장

단 없이 제공했으며, 주요 분야의 성장

“2020-2021 회계연도에 우리는 굳건한

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당좌예금은

목표에 집중하면서 사업을 유지했다”라

사업 성장을 이루어냈다. 예금은 작년 대

27% 증가한 반면 저축예금은 거의 15%

고 설명했다.

비 두 자릿수 성장하였다”고 밝혔다.

성장하였다. 그 결과 2020-2021 회계연

2021년 3월 31일 기준, ICICI 은행은

도에 예금의 비율은 0.97% 포인트 향상

5,266개 지점, 14,136개의 ATM, 2,713개

되어 46%가 성장했다.

의 CD기를 보유하고 있다. 2020-2021

예금 분야의 높은 성장

투자 포트폴리오 역시 2020-2021 회

회계연도의 주요 영업이익은 이전 회계연

총예금은 13.56% 증가한 36조 8,127억

계연도에 13조 6,188억 루피를 기록했다.

도 대비 17% 증가하였고, 부실자산

루피를 기록했다. 이전 회계연도에는 32

그중 인도 내 포트폴리오는 13조 1,442

조 4,162억 루피였다. 예금 분야의 높은

억 루피, 해외 포트폴리오는 4,726억 루

성장으로 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아져

피이다.

0.45% 포인트 상승한 23.29%를 기록했

인도국영은행은 지난해 예금 분야의

다. 그러나 해외 사무소 예금은 마이너

성장률과 탄탄한 투자 포트폴리오 덕분
에 ‘인도 500대 기업’에서 당당히 금융부
문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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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RANK 1
인도국영은행(State Bank of India)
총자산 48조 4,561억 루피(802조 4,616억 원)
총수입 3조 8,533억 루피(63조 8,129억 원)
영업이익 3,142억 루피(5조 2,033억 원)
순이익 2,291억 루피(3조 7,940억 원)

SYNDICATION/ BUSINESS WORLD

2020-2021 회계연도에 인도국영은행의

(NPA) 비율은 2020년 3월 31일 1.4%에
서 2021년 3월 31일 1.1%로 감소했다.
ICICI 은행은 이와 같은 성장세를 바
탕으로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
수익률을 위한 고객 마케팅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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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ESE MARKET

전자결제 시스템도 도입했다. 특정 전문

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롯데마트는

가 집단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도 개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좋은 품질의 신선식

중이다.

품과 가공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서

외국계 유통사들이 활발히 움직이면

좋은 성과를 올렸다. “코로나가 끝나도

서 시장이 활기를 띠고는 있지만 아직 풀

온라인 쇼핑은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따

어야 할 문제는 많다. 우선, 유통사 입장

라서 롯데마트는 미래의 채널에 계속 집

에서 볼 때 쇼핑몰이나 슈퍼마켓을 지을

중할 것이다”라고 롯데마트의 마정욱 이

만한 부지를 쉽게 찾을 수 없다. 야스유

사는 말했다.

키 사장에 따르면 부지 임대료가 너무 비

외국 유통사가 베트남 현지업체와 경

싸다. 코로나 충격에도 불구하고 값이

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전략과 모

내린 부지는 찾기 힘들다. 또 유통업체의

델이 필요하다. 마 이사에 따르면 외국

조건에 맞는 부지를 찾기도 어렵다. 이온

유통사의 영업에는 아직 엄격한 규제가

베트남은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외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역을 선호하지만 그런 지역은 인프라

최근 일본 유통그룹 이온(Aeon)의 자회
사인 이온 베트남이 앞으로 베트남에서
다양한 형태의 슈퍼마켓을 늘리는 데 집
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하노이
에서 ‘이온 맥스밸류’라고 불리는 중소규
모 슈퍼마켓을 20군데 더 개설하고, 하
노이와 호치민시티 등에 뷰티, 건강 매장
체인인 글램 뷰틱(Glam Beautique)이나

베트남의
유통지도가
바뀐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외국계
유통업체의 경쟁이 뜨겁다.

중산층이 매년 9.2%,
전자상거래가 24%씩 성장하는
것만 보아도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성장을 선도하는
국가라고 할 만하다. 베트남의
빠른 인구 성장, 거대한 성장
잠재력, 생활 수준 개선 등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서의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베
트남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

가 받쳐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규

코로나가 남긴 기회

다는 점 때문에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이

제도 문제다. 외국계 자본의 유통업 제

베트남 유통산업은 상당한 성장 잠재력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한은 2009년에 철폐되었지만 일부 규제

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

마 이사는 전망했다.

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상품과 서비

야스유키 사장은 앞으로 5~10년 사이

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방식을 만들고

구나 소비자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는

스의 총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3.1% 증

에 베트남 경제, 특히 유통 부문이 크게

싶다”고 야스유키 사장은 말했다.

데 베트남 국내 공급업자의 실력은 아직

가한 185억 달러에 달했다. 게다가 최근

성장할 수 있는 호조건을 갖고 있다고

들쭉날쭉이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인 제트로의 조사에

평가했다. 중산층이 매년 9.2%, 전자상

따르면 55%의 일본계 회사는 베트남에

거래가 24%씩 성장하는 것만 보아도 베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유통강
자인 롯데마트도 영업기반과 온라인 쇼

사업이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아직 완

핑을 확대함으로서 베트남에서의 경쟁력

트남은 동남아시아의 성장을 선도하는

을 강화하려고 한다. “베트남의 소득이

국가라고 할 만하다. 베트남의 빠른 인

오르고, 위생과 품질이 더욱 중요해지면

구 성장, 거대한 성장 잠재력, 생활 수준

서 소매시장이 큰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

개선 등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본다”고 롯데마트의 사업기획과 전

최근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

Bicycle) 같은 전문점과 보다 일반적인 쇼

자상거래 담당 마정욱 이사는 말했다.

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로

핑몰 등도 더 많이 만들 계획이라고 이온

“목표 달성을 위해 온라인 채널에 주목

인한 힘든 시기가 끝나면 외국 유통사에

자전거 매장 이온 바이시클(A e o n

글 Phuong Hoa 사진 SHTTERSTOCK

베트남의 후루사와 야스유키 사장은 말

2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서 영업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온라인 부문이 코

게도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전망

했다. 그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도

만들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베트남 소비

로나 때문에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이 많다. 야스유키 사장은 그런 기대를

핵심적인 시장이며 고성장이 예상되기

자는 일상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코로나는 소비자들의

때문에 사업 계획도 공격적으로 세웠다

중소규모 슈퍼마켓을 더욱 선호하는 추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 태국의 유통업

소비행태와 라이프스타일을 바꿨다. 이

고 강조했다.

세다. 따라서 이온은 올해 3분기에 1천㎡

체인 MM 메가마켓 베트남도 또한 자사

온 베트남은 이런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

크기의 미니슈퍼를 하노이에 도입하고

의 전자상거래 채널인 ‘MM 클릭 & 겟’을

기 위해 변신을 거듭해 왔다. 베트남 정

활기찬 시장

남부의 빈둥에서는 5천㎡ 크기의 좀 더

통한 온라인 판매와 함께 멀티 채널 유

부의 협력에 감사하며 베트남의 경제 발

유통업계의 강자인 이온은 한 곳당 평균

큰 슈퍼를 2023년에 만들 계획이다.

통 기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메가마

전에도 기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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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비자가 보다 편하게 쇼핑할

켓은 베트남 핀테크 업체 모모(Momo)의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폭넓은 제품

전자지갑 솔루션과 QR코드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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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의사 결정과
잡음

인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논제와는 아무

폭을 본다. 신입사원 면접, 사원에 대한

관련 없는 인간적 관계가 논의에 영향을

근무평가, 범죄 구형량, 의사의 진단과

미친다. ‘내가 신뢰하는 아무개가 A를 지
지하니 나도 A를 지지해야지’, ‘내가 싫어
하는 아무개가 A를 지지하니 나는 B를

잡음을 줄여야 사람들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

지지해야지’, ‘잘 모르겠지만 대세가 A 같
으니 A 쪽으로 정해야지’ ‘B가 좋다고 생

글 박덕건(기자) 사진 SHUTTERSTOCK

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B를 주장하기

신입사원 면접, 사원에 대한
근무평가, 범죄 구형량, 의사의
진단과 처방 등 사실 조직이
굴러가는 모든 곳에는 이런 잡음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린다는 의미다. 정보의 순차적 제시, 결

있다.

정을 독립 평가항목으로 분해하기, 외부
관점에 근거한 공통 준거틀의 사용, 다

결론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틀린

잡음의 증폭

의견일 수도 있다. 앞의 주장이 의미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나 늘 똑같은 판단

나는 애초에 이 책 제목의 노이즈, 잡

것은 회의를 통한 결정이 그 구성원의 진

을 내릴 수는 없다. 완벽하게 초지일관하

음이 잘못된 정보의 과잉을 의미하는 소

정한 평균적인 의견과는 다를 가능성이

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다. 이렇게 그

음 비슷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알고

높다는 점, 그래서 집단지성이 유효하다

때그때마다 조금씩 판단이 다른 것을 지

보니 이 책의 잡음은 선명한 의사 파악

는 앞의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회의를 통

은이는 잡음이라고 부른다.

을 가린다는 의미에서의 잡음이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아랫사람이든, 윗사람

문제는 이런 잡음이 인간관계의 미로를

이든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도 필시 여러
가지 잡음의 사례가 보이지 않을까 싶다.

이것은 때로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도

거치면서 더욱 증폭되는 예가 많다는 것

이번에 중국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니다. 문제는 그 중지를 모으는 방법에

있다.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다. 지은이는 도처에서 이런 잡음의 증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자. 어떻

있다. 회의를 통해 바로 의견을 모으는

게 할 것인가? 당신이 확신이 있다면 그

방식을 통해서 나온 결론은 회의 구성원

냥 가부간 결정을 내리겠는데 당신도 사

각각이 독립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종합

실 어떨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간부들에

한 것과는 다른 것일 확률이 꽤 높아진

게 관련 보고서를 돌리고, 간부회의에서

다.

그런데, 아뿔싸! 지은이에 따르면 이런

그 평균을 내면 늘 정답에 가까운 수치

방식으로 결론을 냈을 경우 잘못된 결

가 나온다. 하지만 그 1백 명을 한 자리

론을 낼 확률이 높아진다. 왜 그런가?

에 모이게 해서 토론을 하게 하고 그 토
론을 거쳐 의견을 모아 수치를 정하게 하

우선 중지를 모으는 것은 좋은 방법이
다.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사
람의 결정을 종합하는 것이 오류 가능성
을 줄인다. 집단지성이란 말도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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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카너먼 외 지음
김영사 펴냄

면 늘 애초 수치보다 정답에서 더 멀어진
수치가 나온다.

가? 집단지성은 마치 재미삼아 지어낸 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의사 결정

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

과정에 사회적 영향이 작용하기 때문이

해 그 타당성이 입증된 개념이다. 그러니

다. 회의라는 것 자체가 순수하게 인간적

변화하는 세계 질서

수의 독립적 판단의 집계 등이 그것이다.

인간의 판단은 잡음을 피할 수 없다.

까 중지를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

체중을 짐작해서 수치를 적어내게 하고

는데 잡음을 마치 병균이라고 보고 그것

향을 받아 잘못된 결론을 내린 사례도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회사의 사장인데

이 끝났다.

이런 방법을 결정 위생 기법이라고 부르

등등.

야기다.

문제를 생각해 보자. 1백 명에게 황소의

위한 대책이 긴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을 소독해서 본래의 순수한 상태로 되돌

한 결정이 오류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

중지를 모았으니 모두가 해피하게 상황

지은이는 이런 갖가지 잡음을 줄이기

지문 감식에서 감식관들이 서로에게 영

으로 제출된 의견의 평균이 반드시 옳은

예를 들어 황소의 무게를 추측하는

에는 이런 잡음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가 좀 챙피하니까 그냥 중립을 지켜야지’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독립적

자유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론을 냈다.

처방 등 사실 조직이 굴러가는 모든 곳

레드 룰렛

더 레슨

레이 달리오 지음 / 한빛비즈 펴냄

데스먼드 슘 지음 / 알파미디어 펴냄

스콧 A. 채프먼 지음 / 길벗 펴냄

한때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
에이츠를 이끌었던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세계사적 시각으로 쓴 경제 분석서. 통
상적인 투자분석서로는 보기 드물게 50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경제 흐름을 들여다본다. 네덜란드, 대
영제국 등의 부상과 쇠퇴를 거쳐 현대에서는 미국
과 중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중국 공산당에 연줄이 있는 아내와 함께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지은이가
당시를 돌아본 회고록. 이혼한 아내는 중국 기관원
에게 끌려간 후 현재 중국에서 행방불명 상태라고
한다.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중국 비즈니스
의 내막을 얼핏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존 템플턴, 피터 린치, 워런 버핏의 투자법에 대해
설명한 책. 각 인물의 시대적 상황, 의사 결정 과정,
투자 철학, 포트폴리오 구성, 실제 투자 사례 등을
집대성했다. 세 명 다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라 개
별적으로도 훌륭한 해설서가 많지만 한 권으로 핵
심 체크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유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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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둘 다 엄청난 인기가 있다. 특히
가격 정보가 궁금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와인의 정보는 가격뿐 아니라
여러 지식과 견해를 포괄한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전문
사이트를 구독하고, 잡지를
보기도 하며, 주변 전문가에게
정보와 판단을 얻기도 한다.

있게 설계되어 매우 유용하다.
전 세계의 주요 레스토랑과 와인숍이
이 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
다. 판매가가 타당한지 현장에서 검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레스
토랑 사장은 전파 방해 장비를 식당에
설치해야 한다거나 고객의 스마트폰 휴
대를 금지해야 한다고 농담을 하고 있다.

하며, 주변 전문가에게 정보와 판단을

페인, 남아공 등 지역별 와인 현장 취재

예를 들어 최근 빈티지 가격이 비슷한

왜 아니겠는가. 팔고 있는 와인의 ‘원가’

얻기도 한다. 무엇이든 좋은 방법이다.

에 공을 많이 들이며, 음식과 식당 분석

그랑크뤼 와인이라고 해도 10년, 20년 전

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필자는 “디캔터”를 구독한다. 영국 잡

기사도 좋다. 로버트 파커의 일방적이고

의 경우라면 가격 차이가 큰 경우가 흔

흔쾌하지 않다. 단순히 가격 정보와 이

지로 가장 오랜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좀 식상한 평점 제도와 달리 이들 잡지

하다. 옛날에는 별로였는데 양조가가 새

윤이 드러난다는 점도 그렇지만 오해의

유명한 와인 유통상, 감정가, 와인 마스

는 풍부한 레인지를 가지고 편집하고 있

로 영입되고 품질이 크게 좋아져서 오히

소지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랑크뤼는 특

터의 칼럼 등이 정평이 나 있다. 매달 실

다는 평을 듣고 있어서 좀더 공정한 인

려 최근 와인의 값이 더 높은 경우도 있

히 그렇다. 어떤 보관 상태냐에 따라 값

리는 지역별 와인 구매 가이드(특히 저렴

상을 준다.

다. 이런 건 일차적으로 인터넷을 탐색,

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 빈티지가 희귀

한 와인도 많이 다룬다), 연말에 선정하

이들 잡지는 연간구독을 할 수도 있

유통되는 가격을 찾아봐서 대충 가늠이

할 경우 앱에 나온 정보가 틀릴 수 있기

는 종합판 구매 가이드가 한때 엄청난

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구독도 잘 되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매상이 보

때문이다.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있다. 전자구독이라고 해도 특별히 싸지

반면 미국의 “와인 스펙테이터”를 보는

않다. 영어 해독의 측면으로 보면, 두 잡

다를 수 있고, 가짜의 경우도 있어서 정

디캔터 vs 와인 스펙테이터

사람이 한국에는 더 많다. 두 잡지는 성

지 모두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평을 듣고

확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와인의 정보는 가격뿐 아니라 여러 지식

격이 판이하다. 영국과 미국이라는 두

있는데 디캔터의 전문가 칼럼은 상당히

더구나 와인을 보유하면서 가격 측면

과 견해를 포괄한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나라의 스타일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어렵다고 생각한다.

을 고려하는 취미가 있다면, 자기 와인의

전문 사이트를 구독하고, 잡지를 보기도

와인 스펙테이터는 보르도, 이탈리아, 스

유하고 있는 와인의 상태마다 또 가격이

와인 정보는
어떻게
유통되는가?
예전에는 와인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상당히 답답했다. 그러나
요즘은 와인 정보가 궁금할 때
스마트폰 앱이나 해외 잡지 구독
등으로 바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글 박찬일(로칸타몽로 셰프 겸 음식 칼럼니스트)
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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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정보에 대한 필요성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절

예전에는 와인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

실해진다. 또 지금 마셔야 할 시기인지,

대한 평가가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도 반영된다는 점이다. 고평가된 와인이

다.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생산

아니면 아직 기다려야 할지, 이미 시음 적

추천 와인

자인지, 잘 어울리는 음식은 무엇인지 도

기가 지났는지 정보가 없으면 알 수 없

통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려웠

다. 그랑크뤼라면 대개 10년 이상 보유

Kirrihill, E.B. Gleeson The
Settler Riesling

다. 수입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들어온

가능한 게 일반적인데, 그렇다고 가장 가

와인은 수입사에 문의하면 그런대로 적

치 있는 시음 적기가 비슷하지는 않다.

은 정보라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대형

빈티지마다 달라지고 상당 기간 보관 후

생산자의 와인은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에 다시 전문가 테이스팅을 하여 시음 적

잘 되어 있어서 그런대로 쓸모가 있었다.

기를 판단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정보

문제는 가격이었다. 내가 입수한 와인이

는 멀리 있는 한국의 소비자에게도 필요

적당한 가격인지 알 수가 없었다. 빈티지

하다.

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특히 올드

그래서 널리 쓰이는 것이 스마트폰의

빈티지는 천차만별로 가격 변동이 심해

앱이다. 비비노(Vivino)와 와인 서치

소비자를 힘들게 했다.

(Wine-Search)를 앱 마켓에서 찾아볼

흥미로운 건 이들 잡지에 실린 와인에

킬리힐, E.B. 글리슨 더 세틀러
리슬링 2020, 2021
호주 남쪽에서 생산되는 리슬링. 리슬링은
서늘한 기후에서 좋은 품질이 나오는데, 호
주는 남반구라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
고 좋은 화이트가 많아진다. 리슬링은 달게
만들 수도, 아주 드라이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와인은 드라이하다. 색깔이 아주 예쁘고
상쾌한 맛이 좋은 고급 리슬링이다. 산도가
기분 좋은 라임, 레몬 같은 느낌이다. 수입된
와인의 공식 이름은 킬리힐이다.

외국에서 금세 매진되기도 하며, 한국에
도 영향을 주어 재고가 바닥나 버리는
일이 흔하다.
세계가 한순간에 소통된달까, 정보의
흐름이 초고속이다. 비교적 생산량이 많
은 와인은 높은 평가를 받아도 가격 변
동 없이 구할 수 있는 경우가 흔해서 한
번 도전해 보시길 바란다. 그들의 평가가
온당한지, 자신의 혀로 판단해 보는 재미
도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대략 반반이
었다.

소비자가: 9만원대 문의: 유와인(070-414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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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해 메이저 대회에서 3승을 한 첫 번째 선

서그스, 라이트, 브래들리, 잉스터, 웹, 소

세)과 안니카 소렌스탐(52세) 중 웹이 먼

수이기도 했다.

렌스탐, 박인비

저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웹은

게리 플레이어(87세)는 1962년 PGA 챔

LPGA투어에서 가장 먼저 커리어 그랜드

26세이던 2001년 LPGA 챔피언십에서

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고 세 번째 도전

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루이스 서그스

우승하면서 커리어 그랜드 슬램, 이듬해

이었던 1965년 벨레리브에서 열린 US 오

(1923~2015년)다. 1946년 타이틀 홀더스

위타빅스 여자 브리티시 오픈에서 정상

픈에서 우승하면서 커리어 그랜드 슬램

챔피언십에서 메이저 대회 첫 승을 거둔

에 오르면서 LPGA에서 유일하게 ‘슈퍼

을 완성했다. 플레이어는 7년동안 해마

것을 필두로 1957년 LPGA 챔피언십에

(Super)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이뤘다. 커

다 메이저 대회에서 1승 이상을 획득한

서 정상에 오르면서 마지막 조각을 맞췄

리어 그랜드 슬램 앞에 ‘슈퍼’가 붙은 것

선수이기도 했다.

다. 33세 때의 일이다. 서그스는 메이저

은 1999년 듀모리에 클래식에서도 우승

대회에서 총 11번 우승했다.

했기 때문이다. LPGA 역사상 최초의 5

1966년 뮤어필드에서 열린 디 오픈에

프로 골프
투어 최고의
남녀 선수들
프로 골프 투어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은 그랜드 슬램이다. 한 해에
열리는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것. 2022년 현재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남녀
통틀어 단 12명에 불과하다.
그 위대한 선수들을 소개한다.

골프 역사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진

수는 단 한 명이다. 보비 존스(1902~

사라센(1902~1999). 사라센은 1922년

1971). 존스는 1930년 4대 메이저 대회에

US오픈과 PGA 챔피언십, 1932년 디 오

서 모두 우승했다. 브리티시 오픈, 브리티

픈에서 정상에 올랐고 1935년 마스터스

시 아마추어, US 아마추어와 US 오픈이

에서 우승하면서 현대 4대 메이저 대회에

었다.

서 모두 우승하는 첫 번째 선수가 됐다.

하지만 현대의 메이저 대회가 정착된
이후 그랜드 슬램은 한 번도 나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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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다.

았다. 그 다음 영역이 ‘커리어’ 그랜드 슬

벤 호건(1912~1997)이 두 번째다. 호건

램. 선수 생활 동안 메이저 대회에서 모

은 1953년 커누스티에서 열린 디 오픈에

두 우승하는 것이다. 2022년 현재까지

서 우승하면서 그랜드 슬램의 마지막 조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들의

각을 맞췄다. 호건은 1953년 디 오픈 퀄

면면을 살펴보자.

리파잉이 PGA 챔피언십과 같은 주에 열

글 JoinSung 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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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센은 총 7번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

렸고, 또 디오픈 첫 출전이라는 어려운
사라센, 호건, 플레이어, 니클라우스,

상황을 극복했다. 호건이 커리어 그랜드

그리고 우즈

슬램을 달성한 1953년엔 디 오픈뿐만 아

선수 생활 중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

니라 마스터스, US 오픈에서도 리더보드

한 남자 선수는 모두 5명이다. 가장 먼저

최정상에 올랐다. PGA투어 역사상 한

서 우승하면서 잭 니클라우스(82세)도 4

서그스의 뒤를 이은 것은 미키 라이트

대 메이저 대회에서의 우승이었다. 안니

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석권했다. 23세였

(1935~2020). 1958년 LPGA 챔피언십에

카 소렌스탐은 2003년 위타빅스 여자 브

던 1963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서 메이저 대회 첫 승, 1962년 웨스틴 오

리티시 오픈에서 완성했다. 32세 때였다.

서 디오픈만을 남겨두었고 세 번의 도전

픈 우승으로 완성했다. 27세에 이룩한

소렌스탐은 메이저 대회에서 총 6번 정

끝에 성공했다. 타이거 우즈(47세)는 커

결과였다. 라이트는 메이저 대회에서 총

상에 올랐다.

리어 그랜드 슬램을 최연소로 달성했다.

13승을 이뤄냈다.

박인비(34세)는 2008년 US여자 오픈

24세였던 2000년 US 오픈에서 우승하

팻 브래들리(71세)는 1986년 LPGA 챔

으로 메이저 대회 첫 승을 했고 2013년에

고, 그해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열린 디오

피언십, 줄리 잉스터(62세)는 1999년

는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웨그먼

픈에서도 정상에 오르면서 커리어 그랜

LPGA 챔피언십으로 각각 커리어 그랜드

스 LPGA 챔피언십, US 여자 오픈에서 3

드 슬램을 완성했다. 우즈는 호건과 함

슬램 멤버가 됐다. 35세, 39세 때의 일이

승을 했다. 그리고 27세이던 2015년 리코

께 첫 번째 시도에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다.

여자 브리티시 오픈을 차지하면서 커리

차지한 선수였다.

1990년대 투어를 이끌었던 카리 웹(48

어 그랜드 슬램을 완성했다.

가장 먼저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진 사라센.
사라센은 1922년 US 오픈과
PGA 챔피언십, 1932년
디 오픈에서 정상에 올랐고
1935년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면서 현대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첫 번째
선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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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PRICES & RATES
2022년 6월 20일 기준으로 본 주가, 금리, 채권, 환율, 원자재
주식
거래소

전일 종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29,888.78

-4.39

-14.00

-14.44

-10.22

11.72

S&P 500

3,674.84

-5.81

-17.66

-19.55

-11.80

24.39

NASDAQ

10,798.35

-4.90

-22.28

-27.92

-23.04

34.12

DJ Euro STOXX 50

3,469.83

-5.12

-10.61

-16.89

-15.62

0.08

영국 FTSE 100

7,121.81

-3.63

-4.31

-2.41

0.84

-3.86

DOW JONES
미국

프랑스 CAC40
유럽

5,920.09

-5.81

-10.06

-15.00

-10.34

7.09

독일 DAX

13,265.60

-5.12

-7.41

-14.12

-14.98

7.50

이태리 FTSE MIB

22,004.05

-8.68

-9.43

-17.44

-13.36

8,286.00

-2.34

-1.23

-1.21

-8.46

스위스 SMI

10,485.91

-7.28

-13.85

-17.32

-12.59

5.67

스페인 IBEX 35

동유럽

중국

6.58

6개월%
8.44

1년%
13.53

3년%
8.35

1,291.94

-1.85

-5.84

-7.81

-12.19

-10.06
13.01

-

-13.72

-17.34

-1.26

9.58

3.57

6.60

9.68

7.59

16.74

34.21

81.56

170.06

원/유로

1,359.46

-1.22

-1.36

-1.54

-0.85

-3.58

폴란드 WIG 20

1,679.89

-5.76

-19.74

-23.13

-24.31

-27.22

원/위안

193.04

-1.86

-0.85

-3.20

-9.16

-12.23

엔/달러

체코 프라하 PX

1,308.90

-2.59

-2.19

-7.31

12.26

24.25

중국 상하이 종합

3,315.43

5.37

1.90

-8.54

-6.06

10.44

중국 상하이 A

3,474.54

5.37

1.89

-8.55

-6.07

10.51

중국 상하이 B

302.23

0.04

9.10

7.42

20.55

1.49

2,258.14

8.81

-0.11

-13.83

-9.94

중국 선전 A
중국 선전 B

134.89

-5.61

-11.77

-15.85

-18.49

-20.57

1.05

-1.52

-4.82

-6.88

-11.61

-7.52

위안/달러

6.69

0.01

-5.03

-4.73

-3.37

2.36

36.88

루피/달러

77.98

-0.56

-2.38

-2.65

-4.97

-10.96

헤알/달러

5.19

-5.98

-4.89

10.53

-3.39

-

1,157.42

7.02

9.61

-0.90

-0.50

20.18

21,163.91

2.16

-0.27

-7.87

-25.71

-25.67

7,399.60

3.91

2.14

-9.11

-29.85

-32.25

홍콩 레드칩

3,747.13

-3.84

-4.08

-2.82

-6.75

-15.15

KOSPI

2,391.03

-9.41

-10.98

-19.63

-26.22

12.49

769.92

-12.50

-16.17

-22.75

-23.84

6.54

KOSDAQ

원/엔

달러/유로

홍콩 항셍 중국기업주 (H)

314.44

-9.98

-12.36

-20.18

-27.12

14.14

25,771.22

-3.62

-3.94

-9.63

-8.00

21.23

1,818.94

-3.11

-4.73

-4.24

17.66

-8.70

인도 SENSEX 30

51,597.84

-5.02

-9.94

-8.38

-1.86

31.65

대만 TWSE

상품 & 부동산
분류

전일 종가 1개월% 3개월% 6개월%

WTI 원유 (US$/bbl)

원유

109.56

브렌트유 (US$/bbl)

금속

1년%

3년%

-0.01

6.05

59.35

69.15

107.12
90.47

114.13

3.76

13.64

63.37

69.94

금 현물 (US$/troy oz)

1,839.10

-0.46

-4.55

2.33

3.08

31.33

은 현물 (US$/troy oz)

21.65

-0.87

-13.70

-4.68

-16.90

40.65

15,367.58

-4.81

-12.49

-13.61

-9.94

42.24

구리 현물 (cents/lb)

8,967.00

-4.47

-12.36

-5.29

-3.47

54.13

베트남 호치민

1,180.40

-4.86

-21.04

-20.18

-14.00

23.06

런던 상품거래소 금속 지수

4,199.90

-7.89

-17.73

-4.67

4.59

50.73

싱가포르 STI

3,096.40

-4.45

-7.72

0.37

-0.69

-6.77

CBOT 옥수수(cents/bu)

731.00

-3.91

13.33

33.76

54.22

-

타이 SET

1,559.21

-3.93

-6.85

-3.89

-2.62

-9.20

CBOT 소맥(cents/bu)

1,046.75

-18.14

1.55

35.72

59.75

-

말레이시아 KLCI

1,441.24

-6.96

-9.19

-3.44

-8.33

-14.33

CBOT 대두(cents/bu)

1,537.50

0.79

4.65

23.32

32.34

-

인도네시아 JCI

6,976.38

0.84

0.30

6.44

16.35

10.47

로저스인터내셔널 상품 지수 4,202.14

-3.17

4.45

36.28

51.15

82.80

호주 ASX 200

6,433.37

-9.97

-11.61

-12.53

-11.08

-3.27

S&P GSCI 농산물 지수

535.01

-8.17

-2.18

21.62

34.05

74.7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578.54

-10.55

-24.87

-30.91

-18.21

81.46

309.08

-1.17

5.76

39.33

50.14

73.03

2,578.00

-22.91

-1.04

-

-19.89

115.91

뉴질랜드 TOP10

1,708.11

-5.94

-13.24

-18.49

-17.31

-2.67

브라질 BOVESPA

99,852.67

-7.96

-13.41

-4.92

-22.24

-0.45

멕시코 BOLSA

47,780.72

-7.25

-13.86

-7.44

-5.05

9.48

아르헨티나 MERVAL

87,060.90

-4.12

-2.88

4.60

31.04

115.03

5,084.37

2.04

4.74

24.37

18.40

0.47

60,073.83

-1.52

-12.01

-7.02

1.01

13.55

이집트 HERMES

1,069.23

-7.47

-13.81

-13.47

-2.93

-19.65

이스라엘 TEL AVIV 25

1,808.85

-3.57

-9.82

-4.66

7.62

14.76

남아공 아프리카 Top40

586.16

-5.74

-16.44

-19.12

-16.97

11.77

MSCI 선진국지수

2,495.00

-6.06

-17.13

-19.53

-15.54

14.27

MSCI 이머징마켓

1,000.42

-3.37

-10.91

-15.94

-26.51

-5.06

MSCI 아시아퍼시픽(ex. Jap)

520.63

-3.53

-10.73

-14.26

-25.16

-1.06

MSCI 동남아시아

621.00

-5.78

-12.38

-9.16

-13.22

-24.14

MSCI 이머징유럽
MSCI 중남미

30.80

-6.03

-19.26

-82.75

-83.63

-83.11

2,097.47

-11.73

-16.03

1.41

-19.51

-26.13

MSCI 브릭스

272.28

0.55

-5.88

-16.74

-32.63

-14.44

MSCI 브라질

1,440.89

-14.25

-18.07

2.41

-29.33

-34.54

MSCI 러시아

-

15.50

15.50

-100.00

-100.00

-100.00

농산물

반도체
상품 & 운임

CRB 상품 지수
발틱운임지수 (BDI)
FTSE 글로벌 부동산 지수

216.68

-7.65

-17.23

-20.00

-13.13

-4.85

TSE 리츠 지수

1,906.30

-3.87

-1.29

-6.48

-9.93

-2.04

헤지펀드

글로벌헤지펀드 지수

1,365.55

-0.60

-1.93

-4.00

-4.55

10.74

비트코인

비트코인(US$, 현재시간 기준)20377.50

-30.37

-50.73

-58.14

-37.00

105.01

부동산

금리
분류

현재%

미국 연방금리
유럽 재할인금리

3.67

미국채 2년

3.18
3.34

한국 기준금리

1.75

미국채 5년

러시아 재할인율

9.50

미국채 10년

3.23

중국 1년 대출 금리

3.70

영국 국채 10년

2.60

4.90

독일 국채 10년

1.75

그리스 국채 10년

4.02

브라질 국채 10년

12.79

-6.55

-11.92

-9.03

-2.74

31.92

인도 Repo 금리

71.97

6.40

0.22

-11.40

-33.08

-9.16

브라질 Selic 금리

13.25

MSCI EM EMEA

195.24

-6.30

-14.97

-27.59

-28.91

-27.40

일본 기준금리

-0.10

MSCI 에너지

215.09

-9.25

-0.43

29.06

30.89

7.06

리보 금리 (US$, 3개월)

2.10

MSCI 소재

300.53

-9.31

-15.27

-12.41

-12.16

16.45

MSCI 산업재

267.69

-6.02

-18.49

-19.80

-19.64

2.56

MSCI 경기관련소비재

296.06

-3.32

-23.62

-29.27

-26.94

13.18

MSCI 필수소비재

251.62

-2.93

-9.07

-11.95

-7.59

4.74

MSCI 헬스케어

309.69

-7.26

-12.37

-13.46

-7.62

23.03

MSCI 금융

120.69

-5.58

-17.96

-15.80

-13.45

4.55

MSCI IT

393.21

-5.76

-21.52

-27.98

-18.50

45.86

이머징 소버린

75.67

-5.86

-19.73

-27.44

-29.15

5.54

선진국 정부

144.73

-9.81

-8.68

-9.15

-5.11

1.98

글로벌 하이일드

-0.63%

MSCI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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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0.50

1,768.31

MSCI 통신

분류
한국 국고채 3년

1.75

MSCI 중국(HKD)

MSCI 인도(INR)

96

1.50

9.50

MSCI 세계지수(AC World)

MSCI
섹터별
(USD)

104.70

7.03

칠레 IPSA

MSCI
지역별
(USD)

달러인덱스

2,539.20

일본 TOPIX

중동
아프리카

3개월%

1,357.63

KOSPI200

중남미

-10.20

원/달러

1개월%

러시아 RTS

일본 NIKKEI 225

아시아

2.88

전일 종가

터키 Istanbul 100

홍콩 항셍

한국

환율
통화

인도 국채 10년

7.43

채권
분류
이머징 로컬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2.34%

-7.21%

-13.16%

-18.50%

-15.41%

-0.08%

-2.86%

-10.55%

-18.93%

-20.35%

-14.00%

-0.09%

-3.44%

-6.63%

-10.94%

-10.06%

-5.38%

-2.96%

-8.38%

-13.13%

-13.72%

-3.41%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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