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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생태계 키운 3가지 화살, MZ 세대·소셜미디어·NFT

팬데믹 이후 크리에이터 대중화 가속…전 세계 5000만 명
아이폰 출시 이후 카메라 기능이 강해진 스마트폰 보급 확대는 영상

박용선 기자

창작자들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췄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유튜브에
미국 대학에 유학 중인 김수련(23)씨는 2020년 10월 3일 재미 삼아

접속하는 사용자는 22억 명을 넘어섰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전 세계

‘틱톡’에 자신의 춤 영상을 올렸다. 그런데 웬일. 영상을 올린 지 3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한 39억5000만 명에 이른다. 영상뿐 아니라 다양

만에 60만 뷰를 기록했다. 광고 문의도 들어왔다. 이후 김씨는 꾸준

한 콘텐츠 공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경쟁적으로 생겨나며 “우리(개

히 틱톡에 자신의 춤 영상을 올리고 있다. 물론 광고로 돈도 번다. 7

인)가 보고 읽고 듣는 모든 활동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이

월 28일 현재 김씨는 팔로어 33만8000명에 달하는 ‘틱톡커’로 성장

됐다(‘유튜브 레볼루션’, 로버트 킨슬 유튜브 최고비즈니스책임자)”

했다. 김씨는 대학 졸업 후 춤을 콘텐츠로 하는 크리에이터(creator·

는 평가가 나온다.

창작자)로 미래를 그릴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스포티파이, 기존 오프라인 만화를 웹툰으로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MZ 세대(밀레니얼+Z 세대·1981~2010년

만들어 유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사용자 누구나 게임을 개

생)가 주요 소비자뿐 아니라 핵심 공급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

발·공유해 다른 사용자와 즐길 수 있도록 한 로블록스 등은 비전문

는 한 사례다. 스털링 캠벨 벤처캐피털리스트가 지난 5월 ‘포브스’ 기

가를 크리에이터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미국과 영국의 8~12세 어린

고에서 “RPA(업무자동화소프트웨어) 등으로 전통적인 커리어가 제

이 가운데 30%가 유튜버로 대표되는 브이로거(Vlogger)를 꿈꾼다

한되는 상황에서 MZ 세대가 창의적인 일자리로 몰려들고 있다”며

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게 2019년이다. 크리에이터 대중화 시대가 열리

“스스로를 크리에이터로 생각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5000만 명 이상

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creator economy·창작자 경제)’란 말까지

이다”라고 진단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등장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크

크리에이터는 영상, 음악, 소설, 그림, 만화, 디자인, 팟캐스트 강좌

리에이터의 콘텐츠로 돌아가는 유튜브 플랫폼 생태계가 2019년 미

등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뜻한다. 과거에도 크리에이터

국 국내총생산(GDP)에 약 160억달러(약 18조7000억원)를 기여했

가 있었지만, 출판사, 음반사, 영화 제작사, 미디어 기업 등 제도권의

고 이는 34만5000개 상당의 정규직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

진입 문턱을 넘어야 했다. 하지만 2005년 유튜브의 등장과 2007년

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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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은 이 흐름을 가속화했다. 팬데믹으로 늘어난 재택

터의 창작품은 물론 구독자에게만 주는 배지나 상장 등에 적용되면

근무는 창작 콘텐츠 소비를 늘렸고, 전통 경제 위축에 따른 일자리 부

서 팬과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운동선수나 인기 연예인이 한정

족과 뮤지컬 등 오프라인의 창작 무대 위축은 온라인을 통해 창작 일

판 운동화나 음반을 내놓는 것과 같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리를 찾는 공급자를 증가시켰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솔루션 사업을 확대하는 어도비나 사진

내에서만 구독자가 각각 10만 명 이상과 100만 명 이상인 유튜브 채

편집 앱을 운영하는 브이스코, 오디오 편집 플랫폼 스플라이스처럼

널이 5500여 개와 500개 이상으로 모두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크리에이터의 창작을 돕는 업체들도 생태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

크리에이터 생태계 확장은 MZ 세대의 성장과 소셜미디어 및 NFT
(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같은 기술 혁신이 뒷받침하

다. 크리에이터를 관리하는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의 성장과 함
께 골드러시 시절 번창한 리바이스 산업을 떠올리게 한다.

고 있다. 일에서 재미와 열정을 추구하는 MZ 세대의 특성은 크리에

물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미래가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니다. “크

이터 생태계 진입을 부추긴다. ‘나인 투 파이브 책상 업무에서 탈출’

리에이터 계층에 중산층이 없다(인플루언서 마케팅 허브)”는 지적은

‘정장과 타이 벗기’ ‘통근은 없다’ ‘자신의 재능에 보상’, 2011년 설립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유튜

돼 9만 명이 넘는 크리에이터에게 4억6000만달러(약 5300억원)가

버의 97.5%가 플랫폼에서 얻는 연간 수입이 미국의 빈곤선(연간 1만

넘는 수입을 안겨준 미국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굼로드 홈페이

2140달러)에 못 미친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9세의 라이언 카

지에 뜨는 문구는 MZ 세대 크리에이터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지가 장난감 개봉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보여주는 것으로 작년 5월

크리에이터를 ‘갑’으로 대우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혁신 경쟁
도 생태계 확산의 공신이다. 2013년 설립된 창작 콘텐츠 후원 플랫

말 기준 1년간 2950만달러(약 345억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성공 스
토리 홍수 이면의 그림자다. 질 낮은 콘텐츠 범람의 문제도 있다.

폼 패트리온을 통해 20만 명 이상의 미술가, 음악가, 작가 등이 700

물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로 시니어 크리에이터가 늘

만 명에 이르는 팬으로부터 매년 10억달러(약 1조1700억원) 이상의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코노미조선’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담당자,

수익을 얻고 있다. 패트리온은 크리에이터에게 수입의 88~95%를 안

전문가, 성공 유튜버를 통해 팬데믹 이후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단 크

겨준다.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 역시 크리에이터에게 돌아가는

리에이터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다.

수익이 90%에 이른다. 유튜브 같은 기존 대형 플랫폼들도 크리에이
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 5월 숏폼 영상 ‘쇼츠’를 만
드는 크리에이터 확보를 위해 2022년 말까지 1억달러(약 1170억원)

크리에이터 지원 경쟁하는 플랫폼
유튜브

숏폼 영상(쇼츠) 크리에이터에게 1억달러 지원

까지 전 세계에 20억달러(약 2조3400억원)를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숏폼 영상(릴스), AR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10억달러 지급

펀드 조성에 들어갔다.

트위터

콘텐츠 유료 구독서비스(슈퍼 팔로어) 도입

틱톡

크리에이터에게 20억달러 지급

텀블러

콘텐츠 유료 구독서비스(포스트+) 도입

를 풀기로 했고, 앞서 틱톡은 작년 8월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2022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집중하는 플랫폼으로 흘러가는 벤처 자금
도 급증세다. 크리에이터가 각종 강좌를 올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카자비는 지난 5월 5억5000만달러(약 6400억원)를 유치하면서 기

자료=‘이코노미조선’ 정리

업 가치를 20억달러로 평가받았다. CB인사이츠에 따르면, 올 들어 6

글로벌 크리에이터 생태계로 몰리는 자금

월 4일까지 크리에이터 생태계 스타트업에 흘러든 자금이 13억달러

크리에이터 관련 스타트업 투자액 기준

(약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투자 유치액(4억6400만달
러)의 세 배 가까운 수준이다.

13억3800만달러

12억달러
6억

NFT 확산은 크리에이터가 ‘충성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무기’를

1억500만

1억900만

제공한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허브의 지난 3월 보고서에 따르면, 복

0

제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NFT의 확산은 크리에이

※ 2021년은 1월 1일~6월 4일

2016

2017

2018

2019

2021년
자료=CB인사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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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

구성 | 이소연 기자
기자,, 김경림 인턴기자
그래픽 | 정다운 기자

늘어나는 크리에이터
유튜브 국내 10만, 100만 구독자 이상
채널 수 증가 추이
약 5500개 이상

틱톡 글로벌 다운로드 수 추이
3억1800만 건
1억
8800만

10만 명 이상

웹툰 국내 작가 수 증가 추이
8679명

이용자의 80%
이상이 크리에이터

443

약 2000개 이상
100만 명 이상

※ 저작권료,
광고 수익
창출하는
작가 기준

500개 이상

200개 이상
2019년

2020년

2019년
1분기

자료=구글코리아

크리에이터 관리 주요 국내 MCN 매출 괄호 안은 성장률
899억원(+47%)

2019년

2010년

2020년
1분기

자료=센서타워

2020년
자료=웹툰가이드·유안타증권리서치센터

커지는 크리에이터 무대
2020년

609억

주요 글로벌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 2021년 4월 기준

27억4000만

페이스북

(+59)

608억원

22억9100만

유튜브

381억

203억
145억

샌드박스

아프리카TV

12억8900만

틱톡

(+40)

62억

97억 (-36)

트레저헌터

캐리소프트

12억2100만

인스타그램

5억1100만 명

웨이보

자료=각 사

자료=옴니어젠시

숫자로 보는 크리에이터 생태계 2021년 기준. 웹툰 작가 월수입은 2020년, 유튜버 월수입은 2018년 기준
유튜브
1분마다 올라오는
동영상 분량

유튜브 1일 업로드
동영상을 다 보는 데
걸리는 시간

틱톡
하루 평균
영상 조회 수

인스타그램
1초마다 업로드되는
사진 수

페이스북
사용자 중 매일
접속하는 비율

500시간

82년

2억 회

1074개

7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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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평균 월수입

국내 유튜버
평균 월수입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
1회 이상 연재 작가

한국MCN협회
등록 크리에이터

403만원

3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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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국가별 10만 구독자 이상 채널 수 2020년 12월 기준

주요 플랫폼 타임라인
2003

캐나다
영국

-네이버 ‘블로그’ 개설
‘1인 미디어’ 부각

3500

7000
일본

-다음 웹툰 개설

4500

프랑스

한국

4500

2004

미국

5500

-페이스북 설립
-네이버 웹툰 개설

3만5000개

독일

4000
호주

뉴질랜드

1900

250

2005
유튜브 설립
자료=구글코리아

2006
게임·엔터테인먼트
잠뜰TV

국내

27.7%

195만

PewDiePie

해외

18.0%

1억1000만

-트위터 설립
-구글, 유튜브 인수
-아프리카TV 서비스

일상
Drawholic

국내

11.2%

2007
유튜브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시

331만

*파트너십 프로그램: 조건에 맞는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 지원

Luisito
Comunica

해외

4.0%

2010

3680만

인스타그램 설립

국내

9.8%

2011

음악

뷰티
국내

포니신드롬

8.4%

586만

-트위치 설립
-스냅챗 설립
-유튜브 ‘라이브’ 출시

JFlaMusic

1720만

2012
-바이트댄스 설립

해외

3.0%

9.0%

2490만

먹방·요리
국내

해외

James
Charles

Jane ASMR
제인

7.2%

1400만

Paint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수

472만

2013

유튜브 채널 주요 분야와
1위 유튜버
총채널 수 대비
주요 콘텐츠 부문 비율

키즈
국내

3.5%

1위 유튜버 구독자 수

유튜브, 크리에이터
위한 영상 녹화 및
제작 공간 ‘유튜브
스페이스’ 공개

보람튜브

2015

1390만

-유튜브 키즈 공개
-유튜브 레드
(프리미엄) 공개

(1인 크리에이터 기준, 단위: 명)

해외
해외

Matt Stonie

2.0%

1450만

3.0%

Kids Diana
Show

-인스타그램
파트너십 개시

8170만

2016
바이트댄스,
틱톡 개설

자료=소셜블레이드·스태티스타·소셜러스·‘이코노미조선’ 정리

2021.08.04

407_12-13_인포.ind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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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영상과 AR 콘텐츠 확대…메타버스 크리에이터도 지원”
오디오 콘텐츠 확보에도 나섰다

박용선 기자

“6월 21일 ‘라이브 오디오 룸스’를 미국 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장에 선보였다. 크리에이터들이 청중과 더

가 2022년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콘

잘 소통할 수 있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오디

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10억달러(약 1조

오 기반 플랫폼이다. 청취자는 스트리밍 콘

17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7월 14일(현지

텐츠를 위한 수익 창출 기능인 ‘별’을 전송해

시각) 밝혔다. 특히 숏폼 영상 ‘릴스(Reels)’

크리에이터도 후원할 수 있다. 향후 글로벌

와 증강현실(AR)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

시장으로의 확대도 검토 중이다.”

터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코
노미조선’이 7월 26일 페이스북 아시아·태평

인기 크리에이터 비결은

양 지역 동영상, 오디오 등의 콘텐츠 전략을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품질 높은 콘텐

총괄하는 사우라브 도시(Saurabh Doshi)를
7월 26일 서면 인터뷰했다.

페이스북코리아

사우라브 도시 페이스북 아시아·태평양
엔터테인먼트 파트너십 총괄

저커버그가 최근 밝힌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
그램의 핵심은

전 뱅크오브아메리카 기업 인수합병 담당，
전 스타TV 네트워크 경영 부문 담당

츠를 만들 수 있느냐다.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재미있고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크리에이터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린 콘텐츠에 달린 댓글에 답하는 등 소비
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릴스와 ‘스파크 AR’ 서비스를 이용해 콘
텐츠를 만든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한다는 것

릴스, AR 콘텐츠 성과는

메타버스는 크리에이터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다. 성과를 낸 크리에이터들에게는 보너스

“한국의 축구 크리에이터 ‘더투탑’은 화려

“메타버스(metaverse·현실과 가상이 혼

를 제공한다. 릴스는 인스타그램의 숏폼 영

한 풋살 기술을 선보인 단 4개의 릴스로 인

합된 세계)는 AR, 가상현실(VR) 등 새로운

상 서비스로 오디오, AR 효과, 속도 조절 등

스타그램 8만 팔로어를 추가로 확보했다. 최

기술을 통해 이용자 경험과 온라인 커뮤니케

다양한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편집

근 스페인 프로 축구 클럽 레알 마드리드에

이션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전 세계 수십

툴을 이용해 크리에이터는 자신만의 매력이

서 협업 제의가 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관심

억 명을 연결하는 소셜미디어(SNS) 페이스

담긴 15~60초 길이의 짧고 강렬한 영상을

을 받고 있다.

북이 이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스파크 AR을 통해 누

AR 콘텐츠의 경우, 방탄소년단(BTS), 블

다. 저커버그 CEO도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구나 쉽게 모바일에서 AR 콘텐츠를 사용할

랙핑크 멤버 로제 등 K팝 아티스트들이 음반

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AR 필터를 제작할

을 낼 때 AR 필터를 제작해 홍보하는 등 다

페이스북은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양질의

수 있다. 크리에이터가 만든 AR 필터는 검증

양한 크리에이터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190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하고 메타버스 플랫

후 다른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국에서 60만 명 이상의 크리에이터가 스

폼을 통해 더 많은 사용자와 소통하고 새로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크리에이터에게 돌

파크 AR을 통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아간다.”

200만 개 이상의 AR 콘텐츠를 선보였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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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or Economy

Interview 이현진 유튜브 한국 코어 콘텐츠 파트너십 총괄 상무

“천차만별 크리에이터 시대…자신만의 ‘성공’ 정의부터”
박용선 기자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두기로 타인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져
예전이라면 잘 찾아보지 않았을 법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유튜브의 콘텐츠 트렌드를 분석한다면

를 보는 사람들이 늘었다. 주로 위안이 되고

해 유튜브에 올리는 ‘유튜버(youtuber)’를 떠

“서비스 초기에는 게임, 음악, 뷰티 콘텐츠

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유튜브는 2006

가 많았고 이후 애니메이션과 같이 가족이

년 구글에 인수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계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늘었다. 그리고

동영상 콘텐츠 시장을 이끌고 있다. ‘누구든

캠핑, 영화 리뷰 등 라이프 스타일 또는 취미

“우선 자신만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려

지 영상을 만들어 방송하고 공유할 수 있다’

와 연결되는, 생활에 더욱 밀접한 콘텐츠가

야 한다. 어떤 크리에이터는 10만 구독자를

는 유튜브 철학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 대

등장했고 인기를 끌었다. 법학, 의학, 과학 등

확보하고 그들과 꾸준히 소통을 이어가는

중화’에도 앞장섰다. ‘이코노미조선’이 7월

전문가 크리에이터가 등장하면서 러닝

것을 성공이라고 보지만 어떤 크리에이터는

25일 이현진 유튜브 한국 코어 콘텐츠 파트

(learning) 콘텐츠도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10만 구독자에 만족하지 못한다. 크리에이

너십 총괄 상무에게 유튜브 콘텐츠 트렌드와

는 크리에이터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많은

터로 성공하려면 먼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유튜버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물었다.

사람이 각자의 스토리와 관심사를 공유하기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하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크리에이

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유튜브가 7월 13일 숏폼 영상 서비스 ‘쇼츠

터들이 등장했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과거

콘텐츠에 담을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

(Shorts)’를 출시했다

유튜브가 젊은 세대를 위한 플랫폼이었다면

수 있다.”

“숏폼 영상의 핵심은 창작으로, 유튜브는

현재는 자신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지만 갈

쇼츠를 통해 영상 제작을 더 쉽고 재미있게

곳이 없는 은퇴한 시니어 전문가들이 활동할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고 한다. 동시에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젊은

창의적인 쇼츠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

1억달러(약 1170억원) 규모의 쇼츠 펀드를

도 긍정적이다.”

용기를 주는 콘텐츠였다.”
크리에이터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나

조성했다. 2022년까지 매달 많은 시청자 참
여와 조회 수를 얻은 쇼츠를 선보인 크리에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으로 유튜

이터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브 사용도 늘었을 것 같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생활이 가속화하면서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

유튜브 시청 시간이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

“광고 수익 외에도 유료 채널 멤버십, 슈퍼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챗(유튜버 후원) 등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지난해 1분기 유튜브 전 세계 시청 시간은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

전년보다 25% 증가했고, 상반기 일일 실시

난해 6월에는 ‘유튜브 상품’ 기능을 추가해

간 스트리밍은 45% 늘었다. 즐거움을 찾거

총괄 상무 전 KT 스카이라이프 광고 기획，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공식 브랜드 상품을

나, 지식 정보를 찾을 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

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미디어 디스트리뷰션 담당

구글코리아

이현진 유튜브 한국 코어 콘텐츠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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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Interview 박진우 CJ ENM 다이아TV 인플루언서 사업국장

“연예인 기획사처럼, 1인 크리에이터 관리합니다”
국내 최초 MCN, 크리에이터 채널 1400개 확보
<멀티 채널 네트워크>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소연 기자

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회사가 8 대 2의 비중
으로 수익을 나누며, 광고 및 커머스 등 연관

70대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막례씨는 2019

파트너 크리에이터 선정 기준은

사업에서는 5 대 5 비중을 원칙으로 한다.”

년 구글의 CEO(최고경영자)인 순다르 피차

“기존 구독자 수와 구독자의 성별, 연령,

이의 초대를 받아, 미국에서 열린 구글 개발

시청 시간 등 단순 데이터를 기본으로, 현재

자 회의에 한국 대표 인플루언서로 참석했

그리고 미래의 시청자가 구독할 수 있는 매

“크리에이터는 과거와 달리 아이디어나 제

다. 그는 구독자 132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력적인 면모가 있는지 확인한다. 단순 짜깁

작 역량뿐 아니라 지속적인 스토리텔링 능

채널 ‘박막례 할머니 Korea Grandma’의 주

기 혹은 따라하기가 아닌 영상을 크리에이터

력, 스토리텔링 기반의 매력적인 콘텐츠 제

인공이다. 전남에서 태어나 43년간 식당일을

가 직접 만들 수 있는지, 요리, 음악 등 채널

작 역량, 밤낮을 가리지 않는 팬층과 소통 커

했던 그는 손녀와 함께 화장법을 공유하거

카테고리와 정체성이 시장에 매력적인지, 위

뮤니티 운영 능력, 유튜브나 틱톡 등 자신의

나 요리를 하는 등 일상을 담는 유튜브를 시

기 요소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최소한의 비

채널이 속한 플랫폼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작한 후 ‘대박’을 낸 크리에이터다.

즈니스 마인드를 보유했는지도 검토한다. 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MCN들은 신인 육성

CJ ENM 산하 사업부인 MCN(멀티 채널

근에는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확

이 아닌, 이미 구독자 수나 조회 수 등 지표를

네트워크)인 다이아TV는 국내 최초의 MCN

장 가능성을 주로 본다. 흥미 위주의 자극적

통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이다. 박막례씨를 포함 유명 크리에이터 채널

인 콘텐츠로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는 채널보

영입하는 게 추세임도 참고해야 한다.”

1400개를 확보하고 있다. 2013년 설립된 다

다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이아TV는 국내 약 70여 곳에 달하는 MCN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찾는다.”

크리에이터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중 가장 많은 크리에이터와 제휴를 맺고 있
다. MCN은 기획사가 연예인을 관리하듯, 유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돕나

튜브, 틱톡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와

“전담 인력을 배치해 크리에이터의 채널

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마케팅, 저작권 관리,

운영 현황을 분석한 컨설팅 자료를 제공하

광고주와 연결, 콘텐츠 유통 등을 지원하고

고, 정산 세무 등을 처리하며, 이들을 위한 광

채널을 관리한다.

고 상품을 개발하고 CJ ENM 방송과 협업,

최근에는 자사 크리에이터의 틱톡, 웨이보,

출판 등 라이선싱 기반 사업 확장 등을 담당

비리비리 등 중국 플랫폼 등 해외 진출도 지

한다. 최근에는 중국과 유럽 각각의 최대 동

원하고 있다. 구독자 136만 명의 1인 먹방

영상 플랫폼 ‘요우쿠’및 ‘데일리모션’과 협력

채널 ‘산적TV 밥굽남’은 틱톡 개설 한 달 만

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 기회도 제공한다.”

에 30만의 팔로어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코노미조선’은 7월 22일 다이아TV의
박진우 다이아TV 인플루언서 사업국장을
16

다이아TV

수익은 어떻게 나누나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는 채널 플랫폼 수입

박진우 CJ ENM 다이아TV 인플루언서 사업국장
전 CJ ENM 방송부문 디지털미디어사업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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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박소령 퍼블리 대표

“일하는 사람 누구나 1인 크리에이터 될 수 있어요”
이소연 기자

퍼블리 ‘저자’인 크리에이터는 누구이며 어
떻게 선발하나

‘회사 막내로 살아남기: 회식 장소 똑똑하게

“자신의 콘텐츠 관련 해당 분야에서 일하

예약하는 법’ ‘내 일을 망치는 게으른 완벽주

는 실무자가 많다. 사회초년생부터 연륜 있

의 극복하기’ ‘검색하긴 귀찮고 물어보긴 민

는 시니어까지 다양하다. 퍼블리에 저자 지

망한 실무 용어를 3분 만에!’

원을 해 선정하거나,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

국내 지식 콘텐츠 플랫폼인 퍼블리를 구독

는 개인을 퍼블리에서 직접 섭외하기도 한

하는 독자가 읽을 수 있는 짧은 글인 ‘아티

다. 약 600여 명의 크리에이터가 활동하고

클’과 아티클을 모아 만든 ‘웹북(전자책)’의

있다.”

제목이다. 영화 홍보 업무를 맡은 평범한 사

사회초년생도, 시니어도
터 등 누구나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다면 퍼 누구나 스토리 있으면 작가
블리를 통해 글을 발표하고 수익을 올릴 수 ‘반 발짝 앞선’ 이야기 먹혀
회초년생, 교육 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마케

퍼블리

있다.
2015년 설립된 퍼블리는 비즈니스, 트렌

박소령 퍼블리 대표

크리에이터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

서울대 경영학과，하버드 케네디스쿨 공공정책학 석사，
전 맥킨지앤드컴퍼니 컨설턴트

드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글을 온라인으

“글을 잘 쓰면 좋지만, 필력이 주요 선발

로 발표하는 유료 구독형 지식 플랫폼이다.

기준은 아니다. 플랫폼에서 글에 대해 피드

고민을 한 사람이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레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현업자 누구라도

백하고 편집도 거치기 때문에, 글을 한 번도

슨이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작성한 글을 온라

써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신만의 노하우나

과거에는 출판사와 언론사가 마이크를 쥐여

인으로 빠르게 기획·발표·유통한다. 등단한

인사이트만 분명하다면 저자로 선정하고 있

주는 사람이 작가였다면, 오늘날은 누구나

전문 작가나 교수 등 전문가가 긴 시간 계획

다. 선정 기준은 ‘내가 직장 선배로 만나고 싶

스스로 마이크를 쥘 수 있다. 퍼블리도 평범

한 후 콘텐츠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턱 높

은 사람인가’이다. 독자가 직접 고민 상담을

한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쥐여주는 플랫폼 중

은 출판사의 기성 출판물과 다르다.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 출판 경험이 전

하나다. 사람들이 퍼블리에 올라온 글을 읽

25세에서 35세 사이, 일하는 밀레니얼이

혀 없던 평범한 직장인이 퍼블리에 글을 올

고 ‘엇 이런 글은 나도 쓰겠는데?’라는 생각

주 고객이다. 월 9900원을 지불하는 구독자

린 것이 계기가 되어 다른 기업으로부터 강

을 한다면 퍼블리는 성공한 것이다.”

는 3만5000명이다. 퍼블리에 글을 올리는

의, 강연, 출판 등 제안을 많이 받기도 한다.”

크리에이터는 조회 수를 기반으로 수익을 정
산받는다. 퍼블리는 7월 2일 135억원 규모

1인 크리에이터의 강점은
평범한 개인의 콘텐츠가 주목받는 이유는

“거대 콘텐츠 기업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코노

“오늘날 독자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나 대

상대적으로 ‘저퀄리티로’ 다양한 시도를 해

미조선’은 7월 22일 퍼블리 박소령 대표를

단한 전문가가 아닌, 나보다 ‘반 발짝 앞선’

볼 수 있다. 회사는 확신 레벨이 높지 않으면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람의 이야기를 궁금해한다. 나와 비슷한

쉽게 움직이기 힘들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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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Interview 안준한 아도바 대표

“中 유튜브 막혔다고? 韓 14배 동영상 시장 진출 우리가 도와요”
박용선 기자

더우인(틱톡), 비리비리, 시과비디오, 왕이윈

중국에서 어떤 크리에이터가 성공할 가능성

뮤직, 다위하오 등 8개 중국 대표 플랫폼과

이 큰가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시장은 한국

MCN 공식 인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아도

“중국에는 게임, 먹방(먹는 방송), 반려동

의 약 14배에 달하지만 유튜브 서비스가 안

바를 통해 중국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는 크

물 라이프, 음악 등 모든 콘텐츠가 다 있다.

된다.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진출하기 어

리에이터는 250개 팀(운영 채널 수 700개)이

우리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크리에이터를 보

려운 시장이지만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는 의

넘는다. 아도바는 현재 40억원 규모의 시리

면 뷰티 크리에이터 유나(구독자 40만 명),

미도 된다.”

즈 A 라운드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다.

노래 커버 크리에이터 헤리안(33만 명)이 좋

중국 전문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기업
‘아도바’의 안준한(41) 대표는 7월 23일 ‘이

은 성과를 내고 있다. 평범한 주부로 일상을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시장 특징은

담은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 하미마미

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급성장하는 중국

“한국과 미국처럼 유튜브가 시장을 장악

(23만 명)도 인기다. 다양한 음악을 바이올

온라인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려는 한국 미국

한 게 아니라, 1억 명이 사용하는 온라인 플

린으로 재해석해 연주하는 크리에이터 캣올

등 해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랫폼만 수십 개가 있고, 이들이 치열한 경쟁

린은 한국에서는 성장이 더뎠지만, 중국 진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2018년 10월 아

을 펼치고 있다. 작년 시장 규모는 한국의 14

출 5일 만에 10만 구독자를 확보했다. 주의

도바를 창업한 안 대표는 1년 후 한국의 유

배인 361억달러(약 42조2000억원)로 전년

해야 할 점은 중국 진출 시 처음부터 새롭게

튜브 콘텐츠를 중국 바이두의 하오칸비디오

보다 44% 증가했다. 유튜브 서비스가 안 될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

를 통해 소개하기 시작했다. 7월 현재 아도바

뿐 아니라 플랫폼 채널 개설부터 수익 정산

하다는 것이다.”

는 하오칸비디오를 비롯 웨이보, 샤오홍슈,

까지 다양한 인증 과정을 요구하고 플랫폼
마다 운영 방식과 규제가 다르다. 이런 어려
움을 아도바가 대신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
라 판단했다.”

아도바의 강점은
“아도바가 지원하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전
담 직원까지 두고 있는 8개 플랫폼을 포함해
모두 14개 중국 플랫폼에 콘텐츠를 유통할

크리에이터들의 중국 진출을 어떻게 돕나

수 있다. 해외 크리에이터의 중국 진출을 돕는

“중국 현지 플랫폼에 크리에이터 명의로

MCN 중 가장 많다. 14개 중국 플랫폼에서 아

채널을 개설하고, 그 채널에 크리에이터들의

도바가 운영하는 채널의 총구독자 수는 650

콘텐츠를 올리며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콘

만 명(총조회 수 누적 4억 뷰)에 달한다. 중국

텐츠에 중국어 자막을 넣고 중국식 섬네일을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반응 등의 데이터를 분

만들고 사용자와 소통을 위한 댓글도 지원한

석해 크리에이터가 플랫폼별 최적화된 콘텐

다. 광고 등에 대한 정산 시스템도 갖췄다.”

츠를 기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김흥구 객원기자

아도바 공식 MCN 인증 中 플랫폼

안준한 아도바 대표
카이스트(KAIST) 산업공학 학사·경영공학 석사，LS산전
베이징연구소 부소장，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공동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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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구독자 378만 명 유튜브 채널 ‘허팝’ 운영자 허재원

‘쿠팡맨’ 출신 대박 유튜버 “일상 소개 꾸준함이 핵심”
에 관심 없던 ‘내 영역’이 아닌 분야까지 관심

이소연 기자

을 넓힌다. 시청자 의견을 직접 받으면서 트
허재원(33)씨는 유튜브를 통해 ‘대박’을 낸

렌드를 파악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국내 1인 크리에이터다. 현재 그가
운영하는 과학 실험 및 일상 공유 유튜브 채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사람과 노하우

널인 ‘허팝’은 구독자가 378만 명이다. 소셜

를 공유한다면

미디어 통계 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
면, 국내 유튜브 채널 전체에서 구독자 수가

허팝 채널에는 ‘젤리괴물로 수영장 만들기’ 등 다양
한 실험 영상이 업로드된다. 유튜브

86위, 각종 방송사와 연예기획사, 연예인 개
인 채널을 제외한 1인 크리에이터 중 35위에

“우선은 취미로 시작하라. 개인이 살면서
해 온 모든 것이 자신의 캐릭터가 될 수 있다.
남 눈치 보다가 새로운 시도할 기회를 놓치

1인 크리에이터가 마주하는 어려움은

지 마라. 예를 들어서 빚이 1000만원이 있고

올라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구독자가 100만

“처음에는 아무리 영상을 업로드해도 조회

지원한 대학 입시에 모두 낙방한 사람이 있

이상인 유튜버는 통상 억대 연봉을 훌쩍 넘

수가 쉽게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

다고 하자. 이런 실패 자체도 다 하나의 캐릭

기는 추세다.

지 않고 꾸준히 매일 영상을 업로드했다. 유

터가 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으로

허씨는 대학 졸업 후 세계 여행과 유학을

튜브를 시작했던 2014년 당시에는 매일 영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영상 콘텐츠가 될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쿠팡맨’으로 일하

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이 거의 없었지만, 개의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껏 내가 살아온 삶이

기 시작했다. 여행하며 찍은 영상을 기록으

치 않았다. 유튜브 편집 방법도 영상을 검색

자신만의 고유한 콘텐츠가 되는 세상이다.

로 남기고 싶어 영상 촬영과 편집을 독학했

해 직접 찾아보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 버

내 삶을 캐릭터화하는 것이다.”

다. 택배기사를 하면서 밤에는 취미로 ‘욕조

튼 저 버튼 눌러보면서 스스로 터득했다.”

에 우유와 시리얼 넣고 반신욕 하기’ ‘비누 전
자레인지에 돌리기’ 등 실험 영상과 먹방 등

채널은 주로 누가 보나, 인기 비결은

을 찍어 2014년부터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댓글 비중은 10대가 높지만, 채널 구독자

시작했다. 인기 크리에이터로 거듭난 그는

는 10대부터 60대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다.

택배 일을 그만두고 전업 크리에이터가 됐

꾸준함과 성실함이 인기 요인이라고 생각한

다. 2019년에는 경기도 광주시에 2650㎡

다. 재밌는 영상을 올리는 채널은 많지만, 다

(800평) 규모의 실험 스튜디오를 만들어 채

양한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올리는

널 콘텐츠 기획 회사 ‘허팝연구소’를 설립하

채널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기도 했다.
‘이코노미조선’은 7월 22일 허재원씨를 서

콘텐츠 아이디어의 영감은 어디서 얻나

면으로 인터뷰해 평범한 택배기사의 1인 크

“다양한 매체와 문화를 접한다. 책을 읽기

리에이터 성공기를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

도 하고 영화, 해외 드라마, 뉴스 등에 푹 빠

답.

지기도 한다.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서 평소

다이아TV

허재원 유튜브 채널 ‘허팝’ 운영자
허팝연구소 대표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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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디지털 콘텐츠 해외 전문가 2人

“안방서 엔터 제국 건설…크리에이터는 연예인 아닌 기업가”
와 크리스털 아비딘(Crystal Abidin) 호주

심사를 콘텐츠로 만들고 공유할 수 있다. 그

커틴대 문화예술대 크리에이티브 예술 및 소

래도 꼽으라고 하면 게임, 뷰티, 자신의 일상

크리에이터 전성시대다. 유튜브, 페이스북

셜 연구 부교수를 7월 26일 서면으로 인터

을 공유하는 브이로그 콘텐츠 정도다.”

등 온라인 플랫폼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이들

뷰했다.

크리스털 아비딘 “브이로그 콘텐츠가 최근

박용선 기자，김경림 인턴기자

을 수요자로 한 크리에이터들이 급격히 늘고

스토클 워커는 ‘유튜버들’ ‘틱톡 붐’을 쓴

트렌드라고 생각한다. 아시아에선 이런 트렌

있다.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를 콘텐츠로 만

작가이자 뉴욕타임스, ‘타임’ ‘와이어드’ 등에

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과 일

들고 공유할 수 있다. 게임, 먹방(먹는 방송),

기사를 쓰고 있는 디지털 문화 전문 저널리

본은 비교적 장시간 일하기 때문에 퇴근 후

뷰티, 일상을 공유하는 브이로그 등 다루는

스트다. 아비딘은 디지털 인류학자로 크리에

저녁 요리를 하는 모습 등을 영상 콘텐츠로

콘텐츠도 다양하다.

이터, 인플루언서 등 새로운 사회 문화를 연

만들어 유튜브 등 플랫폼에 공유한다. 이런

‘이코노미조선’은 영국 뉴캐슬대에서 디지

구한다. ‘인터넷 셀러브리티’ ‘인스타그램: 비

크리에이터들의 특징은 얼굴을 가리는 사람

털 콘텐츠 및 문화를 강의하는 크리스 스토

주얼 소셜미디어 문화’ ‘틱톡과 젊은 문화’를

이 꽤 많다는 것이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

클 워커(Chris Stokel-Walker) 저널리스트

썼고, 2018년에는 ‘포브스’의 ‘아시아에서 영

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지면 혹시 나쁜

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 30인’에 선정됐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필리핀,

다음은 일문일답.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도 브이로
그가 큰 인기다. 팬데믹(pandemic·감염병

크리에이터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대유행)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크리에이터들이 활동 중이다

홈 브이로그 같은 장르에 대한 관심도 높아

크리스 스토클 워커 “인터넷은 콘텐츠 제작

졌다.”

의 혁명을 가져왔다. 과거 오프라인 중심으
로 유통됐던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크리에이터의 대중화도 진행되고 있는데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

크리스 스토클 워커 “과거 소설, 음악, 영상

할 수 있게 됐고, 다양하고 많은 크리에이터

등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은 전문성

가 등장했다.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

이 필요했고,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 소비자

은 말할 것도 없고,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를

에게 유통됐다. 그러나 현재는 누구나 크리

통해 많은 사람이 게임을 만들고, 스포티파

에이터가 될 수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이를 통해 음악을 공유한다.”

등 개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이 등장했기 때
문이다. 기존에 존재했던 게이트키퍼가 사라

크리스 스토클 워커

크리스 스토클 워커 디지털 문화 전문 저널리스트
‘유튜버들’ ‘틱톡 붐’ 저자
20

최근 인기가 많은 콘텐츠는

진 것이다. 이제 침실에서 거대한 비즈니스

크리스 스토클 워커 “더 이상 어떤 콘텐츠가

및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운영하는 게 가능해

인기가 많고 트렌드는 뭐다라고 말할 수 있

졌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다양한 영

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관

상 콘텐츠 편집 기능이 추가된 것도 크리에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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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크리스 스토클 워커 “추진력, 열정 그리고 훌
륭한 비즈니스 감각이다. 사람들은 종종 콘

남녀 크리에이터들의 차이가 있나

텐츠 크리에이터를 유명 연예인이라고 생각

크리스털 아비딘 “과거 대부분 여자 크리에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들은 콘텐츠를

이터들은 일상생활을 공유하거나 물건을 사

만들고 가장 적절한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

고파는 콘텐츠를 다뤄 ‘인플루언서’라고 불

리고 그에 따른 수익을 내는 기업가에 가깝

렸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은 팔로

다. 콘텐츠에 등장하는 크리에이터의 모습은

어를 보유하며 영향력을 지니게 됐다. 반면

스스로 원하고 만든 캐릭터일 뿐이다. 즉, 크

남자 크리에이터는 게임, 운동 등 여자에 비

리에이터로 성공하려면 비즈니스에 깨어있

해 활동적인 콘텐츠를 다뤘다. ‘인플루언서=

어야 한다.”

여자, 크리에이터=남자’라는 틀이 자리 잡은

크리스털 아비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느

것이다.

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선 고급스러워야

그러나 현재는 여자들도 크리에이터로 불

한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리고 또 그렇게 불리기를 원한다. 크리에이

하기 때문이다. 과장이나 과시는 조심해야

터가 대중화되면서 그리고 뭔가를 만든다는

한다. 유튜브의 경우 고급스러움은 특출난

창의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크리에이

능력과 같다. 음악, 게임 등 한 분야에서 자신

터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게 된 것이다.”

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또 내가 속한 사회
에서 독특하게 생각할 만한 또는 이국적인

크리스털 아비딘

크리스털 아비딘 호주 커틴대 문화예술대
크리에이티브 예술 및 소셜 연구 부교수

짧은 시간에 보는 숏폼 영상이 대세다

콘텐츠를 다루는 것도 성공 비결로 꼽을 수

크리스 스토클 워커 “틱톡이 숏폼 영상의 인

있다.”

‘인터넷 셀러브리티’ ‘인스타그램: 비주얼 소셜미디어
문화’ ‘틱톡과 젊은 문화’ 저자，2018년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30인’

고 있다. 이들이 숏폼 영상 크리에이터에 대

크리에이터 양성 생태계도 조성된다

에 있다.”

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

크리스 스토클 워커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로 도움을 받는 크리에이터는 많지 않아 보

방법, 유튜버가 되는 방법 등을 전문적으로

크리에이터 대중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인다. 개인적으로 콘텐츠 플랫폼들이 크리에

가르치는 아카데미는 이미 많다. 아이들뿐만

크리스털 아비딘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이터들에게 더 많은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한

아니라 성인들도 이런 아카데미에 다닌다.

두 가지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은퇴한

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만들고 어떻게 유튜브

시니어들이 유튜브 등에서 크리에이터로 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다. 앞으로 숏폼

등 플랫폼에 공유하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

동하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젊

영상만으로 갈 것이냐다. 그렇지 않다. 틱톡

도록 전략을 짜는 것을 교육한다. 미국과 스

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간 원활한 소통 차원

은 크리에이터가 최대 3분 길이의 동영상을

웨덴 등 유럽 대학을 보면 유튜브 동영상을

에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

게시할 수 있도록 했고, 추후 동영상 길이를

만들고 유튜버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강좌

15분으로 늘릴 가능성도 있다. 영상이 지루

도 있다.”

크리에이터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

하지만 않다면 10~15분짜리 영상도 충분히

크리스털 아비딘 “중국 등 아시아 지역 대학

츠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튜브 등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에서도 유튜버가 되는 법 등의 수업이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보는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

사실 이런 과목은 홍보, 디지털 마케팅 또는

면서 이는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

문화예술대학의 크리에이터 과정의 연장선

오르고 있다.”

기를 주도했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따라가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려면

부정적 역할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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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차가운 관중석, 뜨거운 선수들
전준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으로 일 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
이 2021년 7월 23일 개막식과 함께 17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일본
국민조차 반대할 만큼 우려와 혼란 속에 힘겹게 열린 올림픽이지만, 경기장에서
5년간 준비한 모든 걸 쏟아붓는 선수들의 열정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
했다. 한국 선수단은 7월 28일까지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 등 총 11
개의 메달을 거머쥐었다. 7월 27일 일본 마쿠하리 메세홀에서 열린 여자 태권도
67㎏ 초과급 결승에서 패한 이다빈 선수가 승자인 세르비아의 밀리차 만디치 선
수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사진1). 그러나 선수들의 아름다운 스포
츠 정신도 텅 빈 관중석의 쓸쓸함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함성이 사라진 경
기장을 메운 건 사진기자의 카메라 셔터 소리와 선수들의 기합 소리뿐이었다(큰
사진). 일본 정부의 ‘무관중 올림픽’ 노력에도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급증
AP연합
AP
연합

세를 나타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도쿄의 7월 28일 확진자 수는
317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도쿄의 일일 확진자 수는 전날(7월 27일)에
도 2848명으로 역대 최대치였는데, 하루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올림픽에
도 해외 관광객이 보이지 않는 도쿄의 한 기차역에 7월 28일 마스크를 쓴 시민들
이 걸어가고 있다(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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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PEOPLE
대명화학 자회사 코웰패션, 로젠택배 인수

은둔의 경영자 권오일 회장, 6년 만에 패션 생태계 완성
이현승 조선비즈 기자
7월 9일 캘빈클라인, 푸마, 아디다스 등 글로

듭한 결과 코웰패션 인수 6년 만에 대명화학

었다. 유통업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신성

을 패션 한 우물만 판 전문기업 못지않은 인

장 동력을 찾고 있던 권오일 회장의 눈에 로

프라를 갖춘 회사로 만들었다.

젠택배가 들어온 것은 올해였다. 코웰패션

벌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속옷, 운동복 등을
국내에 판매하는 코웰패션이 국내 4위 택배

측은 다른 후보에 비해 자금 조달 능력, 자사
깜짝 후보 코웰패션, 로젠택배 전격 인수

사업과 시너지 계획 등을 충실히 제출해 매
각 측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사업자인 로젠택배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패

코웰패션은 자회사인 투자목적회사(SPC)

션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이번 인수

씨에프인베스트먼트가 사모펀드 베어링프

코웰패션의 작년 매출은 4264억원으로 로

로 코웰패션 모회사인 대명화학은 ‘디자인→

라이빗에쿼티(베어링PE)로부터 로젠택배 지

젠택배(5128억원)보다 적다. 하지만 그외 재

제조→온·오프라인 판매→배송’까지 유통

분 100%를 3400억원에 취득하는 주식매매

무 지표는 코웰패션이 월등히 좋다. 영업이

전 과정을 좌우할 수 있는 독자적인 패션 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월 8일 잔금을

익은 코웰패션이 800억원으로 로젠택배

태계를 갖춘 기업으로 거듭난다.

치르면 계약이 마무리된다. 코웰패션은 “지

(292억원)의 2.5배, 당기순이익은 607억원으

배회사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사업

로 3배 이상 많다. 현금성자산(현금 및 현금

진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성자산+단기금융상품)은 코웰패션이 622억

‘은둔의 패션 재벌’ ‘인수합병(M&A)의 귀
재’로 알려진 권오일 대명화학 회장과 그의
독특한 사업 확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

코웰패션은 베어링PE가 지난 2013년 인

다. 회계사 출신으로 패션과는 큰 연이 없었

수한 로젠택배 매각을 2017년부터 추진하

던 그는 투자 가치만을 따져 인수합병을 거

는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적이 없

원으로 로젠택배보다 200억원가량 많은 반
면 부채총계는 831억원으로 300억원 적다.
로젠택배 인수로 코웰패션은 홈쇼핑에 치
중돼 있는 판매 채널을 온라인, 모바일로 전
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회사는 관계

대명화학 지배구조 지분율은 1분기 말 기준

사로 모다아울렛, 온라인몰 패션플러스를 두

권오일 회장

고 있지만 작년 기준 수익 81%가 홈쇼핑에

지분율 90.49%

서 나온다. 로젠택배의 전국 물류거점과 18

대명화학

51

75

코웰패션

개 모다아울렛 매장을 활용하면 중소기업,
100

모다이노칩

디에이피

전자부품 제조
의류 OEM·ODM
아웃렛 운영(모다아울렛)
온라인몰 운영(패션플러스)
부동산 개발(에코송산)

전자부품 제조

이커머스 입점 업체 대상 물류 서비스를 제
공하는 3자 물류(3PL) 신사업 진출이 가능

사업 분야

의류·잡화·화장품
수입·제조 및 판매
전자부품 제조(중국 법인)
판매 브랜드

하다. 로젠택배는 대기업 계열인 CJ대한통
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에 비해 중소기업
과 이커머스 기업 물량이 많다. 신지현 이베
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오프라인 채널 비
중이 거의 없고 라이선스 계약 수가 늘어날

아디다스, 푸마,
리복(속옷), 분크(핸드백)

24

HUM, NIX, 머스트비,
겟유즈드(의류)

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코웰패션의 독특한
자료=대명화학 감사보고서

사업 구조를 감안하면 중소기업과 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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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M&A

대명화학 실적 연결 기준

코웰패션이 수입·제조해 판매하는 브랜드

■ 매출 ■ 영업이익
속옷
운동복·일반
의류
화장품
잡화

푸마, 아디다스, 리복, 컬럼비아, 헤드, 캘빈클라인,
엠포리오 아르마니, 밀레, 라코스테, 폴스미스
캘빈클라인, 푸마, 아디다스, 리복, JDX, 아테스토니,
노티카, 헤드, 리미티드

1조3300억
1조825억

1조425억

1조1490억

8852억원

드레피데드퓨어, 유피토스, 아테스토니

908억원

분크, 클라우디아피렌체, 헤이&코이,
헬레나&크리스티

2016년

1227억
2017

1308억
2018

1079억
2019

자료=코웰패션

1490억
2020

자료=대명화학 감사보고서

물류에 특화된 로젠택배와의 시너지 효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패션과 전자가 대명화학

인에게 맡기고 크게 터치하지 않기 때문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라는 한 울타리에 놓인 건 전적으로 권 회

다. 코웰패션의 매출은 2015년 1615억원에

장의 투자 스타일 때문이다.

서 2017년 3094억원, 작년 4264억원으로

그는 성장 가능성이 큰 작은 회사에 일찍

대명화학, M&A로 패션·전자 기업 보유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2015년 흑자 전환한

이번 딜을 이끈 권 회장은 지분 90.49%를

이 투자하거나, 현재 사정은 어렵지만 사업

보유한 대명화학을 통해 회사 양대 축인 코

재편을 통해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는 기업

웰패션(지분율 51%)과 모다이노칩(75%)을

을 골라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업

지배하고 있다. 작년 기준 대명화학 연결 매

종을 고수했다기보다는 가치 대비 저렴한 매

권 회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출은 전년 대비 15.8% 증가한 1조3300억원

물을 골라 투자하고 기존에 보유한 계열사

뒤 회계사로 일하다 크고 작은 기업 투자로

이다. 코웰패션이 32%, 모다이노칩이 31%,

와의 시너지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패션과 전

돈을 벌어 2000년 설립된 창업투자회사

나머지는 기타 계열사이자 전자기기용 인쇄

자에 집중하게 됐다.

(KIG홀딩스, 지금의 대명화학)를 인수했다.

회로기판(PCB)를 만드는 디에이피와 화학

이후 작년 800억원을 기록했다.
얼굴 없는 큰손 권오일 회장은 누구

최근에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투자에 집

2006년 삼성, LG 등에 전자기기용 콘덴서

중하고 있다. 유명 브랜드와 라이선스 계약

(전자회로에서 전하를 모으는 장치)를 공급

대명화학은 지주회사 역할을 하며, 사업

을 통한 매출 비중이 높아, 자체 브랜드 역량

하는 필코전자의 최대주주에 오른 데 이어

분야는 크게 패션과 전자로 나뉜다. 코웰패

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계열사를 통해 올해

지분율을 꾸준히 늘렸다. 2008년 패션 브랜

션은 의류와 잡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

10~30대 인기 브랜드인 로켓펀치, 어몽, 큐

드 겟유즈드코리아, 케이브랜즈, 2009년 모

패션 사업에 치중하고 모다이노칩은 전자 사

리티를 보유한 스페이스스테이션, 콤스튜디

다이노칩, 2010년 모다(모다아울렛)를 인수

업과 유통 사업을 함께한다. 모다이노칩은

오, 마뗑킴, 분더캄머, 히든포레스트마켓 등

했고 투자사였던 코웰패션을 2015년 필코

스마트폰과 자동차 전장, 스마트TV, 노트북

7개 회사 17개 브랜드에 투자했다. 문어발식

전자와 합병시켜 코스닥시장에 상장시켰다.

에 들어가는 세라믹 수동부품을 납품하는

투자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정작 투자를 받

패션 업계에선 ‘직원들조차 얼굴을 모르는

전자 사업과 오프라인 아웃렛 사업과 온라

았거나 계열사로 편입된 브랜드 관계자들은

베일에 싸인 회장님’으로 유명하다. 언론을

인 유통(패션플러스), 부동산 투자·개발을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한다. 공격적인 인수합

통한 직간접적인 노출을 극히 꺼린다. 회사

담당한다. 의류 브랜드 닉스(NIX), 겟유즈드

병에도 불구하고 코웰패션과 대명화학 실적

에서도 그의 사진을 제공하지 않고 서울대,

를 보유한 케이브랜즈도 계열사로 두고 있

이 안정적으로 개선돼 왔고 권 회장이 한 번

삼일회계법인, 몸담았던 기업을 통해서도 확

다. 작년 말 기준 계열사만 30개다. 얼핏 큰

인수한 기업의 경우 사업 전반을 전문 경영

인이 불가능하다.

계열사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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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PEOPLE
Interview 韓 넘어 아시아 공략 푸드 스타트업 ‘쿠캣’ 이문주 대표

3400만 명 보는 푸드 콘텐츠 스타트업, ‘K푸드’ 전도사 꿈꾼다
패기는 좋았지만 탄탄대로는 아니었다. 투

안소영 기자

포화 우려는 없었나

자 의향을 밝혔던 대기업에서 투자를 미루다

“합병 당시에는 푸드 콘텐츠가 지금처럼

전 세계 이용자 3400만 명을 바탕으로 푸드

취소한 탓이었다. 정부지원금과 창업 자금,

많지는 않았다. 페이스북에서 사진, 글보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을 모두 잃었다. 엔젤투자

영상이 갓 인기를 끌기 시작한 때여서 가능

다양한 푸드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오프라

자인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의 도움으로 겨

성이 있다고 봤다. 이후에 먹방 크리에이터

인에서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간편식

우 살아났다. 전화위복은 전화성 대표가 추

가 음식을 먹는 영상 콘텐츠인 먹방이 인기

(HMR)을 판매하는 쿠캣이 주인공이다.

천한 스타트업 그리드잇 윤치훈 대표와 만

를 끌면서 ‘오늘 뭐 먹지?’도 더욱 주목받았

이문주 쿠캣 대표는 대학생 때 사업을 시

남이었다. 2015년 당시 그리드잇은 음식을

다. 우리 콘텐츠는 음식을 다루면서도 먹방

작한 청년 창업가다. 2013년 고려대 심리학

맛있게 먹는 방법부터 유행 레시피, 맛집, 이

과는 결이 달랐다. 정보성 콘텐츠에 가까워

과 4학년이었던 그는 ‘캠퍼스 CEO’ 수업을

색 음식까지 다양한 음식 관련 콘텐츠를 올

타격이 없었다.”

듣다 과제로 맞춤형 장소 검색 서비스인 ‘모

리는 플랫폼인 ‘오늘 뭐 먹지?’를 운영 중이

두의 지도’를 내놨다. 교우들 사이에서 큰 인

었다. 두 사람은 사업을 키우기 위해 합병하

기를 끌었다. 대학 졸업할 때쯤 대기업에 서

고 이 플랫폼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 계기는
“‘오늘 뭐 먹지?’는 SNS(소셜미디어) 채널

류 합격했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창업해보

‘오늘 뭐 먹지?’ 구독자가 늘자 대기업에서

구독자를 대상으로 광고와 브랜디드 콘텐츠

겠냐’는 생각에 2014년 회사를 세우고 창업

식품 먹방, 콘텐츠 제작을 의뢰했다. 쿠캣은

(브랜드 이미지나 메시지를 녹인 콘텐츠) 등

의 길에 뛰어들었다.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에서 운영하는

을 제작해 배포하는 플랫폼이었다. 운영하다

채널을 70여 개로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식

보니 한계가 보였다. 영미권에서 비슷한 사

품 판매와 해외 진출 등으로 몸집을 키웠다.

업을 하던 ‘버즈피드’ ‘테이스트 메이드’ 등은

매출도 2015년 2억7000만원에서 2019년

광고로 비즈니스를 넓혔으나, 우리나라는 광

185억원, 지난해 390억원으로 급증했다. 현

고 단가가 낮고 시장이 크지 않다.

쿠캣

재까지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490억원에 달

그래서 고민한 게 음식과 상품 판매였다.

한다. 올해 6월 이뤄진 투자에는 CJ(타임와

영상에 음식을 판매해달라, 사용하는 도구를

이즈인베스트먼트)와 신세계(시그나이트파

알려달라는 댓글이 많았기 때문이다. 카페

트너스) 같은 유통 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털

24를 통해 ‘오먹상점’이라는 플랫폼을 만들

이 참여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김흥국 하

고 판매했는데, 생각보다 잘되지 않았다. 소

림 회장이 쿠캣의 성공 비결이 궁금해 잇따

비자들이 포털사이트에서 최저가를 검색하

라 이문주 쿠캣 대표를 찾기도 했다. ‘이코노

고 최저가 판매처에서 구매하기 때문이었다.

미조선’이 이 대표와 7월 13일 만나 비결을

이제 막 생긴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에 업

들어봤다.

체들이 우리에게 최저가로 납품하지 않았다.
이에 덜 유명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해외

이문주 쿠캣 대표
고려대 심리학과，
‘모두의 지도’ 창업자
26

2015년 푸드 콘텐츠 시장에 뛰어들 때 시장

제품을 사와서 유통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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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at

Company Info

매콤크림
닭갈비.

사업 분야 푸드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푸드 기획·유통

쿠캣마켓

주요 상품·서비스
음식 커뮤니티 ‘오늘 뭐 먹지’
요리 동영상 채널 ‘쿠캣’
간편식 전문 온라인 쇼핑몰 ‘쿠캣마켓’
매출액 390억원(2020년 기준)
티라미수가
들어간 찹쌀떡.
쿠캣마켓

누적 투자 유치 금액 490억원
(LB인베스트먼트,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등)

런데 유명하지 않은 제품을 가져와서 팔면

기도 했다. ‘볶음밥 먹으려고 감자탕 먹는다’

법을 제보했는데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봤다.

반응이 안 좋았고, 해외 유명 상품은 곧바로

는 댓글을 보고 ‘감자탕 볶음밥’을 내놓았다.

대부분이 중남미나 미국 사람이었다. 음식에

타 유통 업체에서 ‘회원가입 하면 100원에

독특한 제품을 내놓고 소비자들이 재미있게

국경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전 세계로 사

주겠다’고 마케팅해버렸다. 우리 쇼핑몰에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비결이다. 쿠캣 모토가

업 영역을 넓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들어와서 상품을 사게 하려면 ‘신선한 아이

‘콘텐츠를 통해 트렌드를 이끌고, 트렌드를

디어를 바탕으로 PB 상품을 만들자’고 생각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해 2019년 4월, 시작했다. 기획부터 마케팅
까지 전부 다 쿠캣에서 하고, 제조만 국내 공
장에 맡긴다.”

당시 해외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보면 한국 음식은 맛도
없고, 건강에도 안 좋다는 인식이 있었다. 우

대기업들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대기업은 소품종 대량생산을 하기 때문
에, 독특한 기획을 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다

리나라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데 알
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워 글로벌 콘텐츠
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품종 소량생산 방식 덕분에 트렌드에 따라

먼저 아시아 전역에 알리기로 했다. 쿠캣

“1~2인 가구와 MZ 세대(밀레니얼+Z 세

적극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유저들

글로벌 채널은 영어로 시작했고, 광둥어, 태

대·1981~2010년생)처럼 우리가 타깃하고

이 좋아할 것 같다 싶으면, 진행하자는 게 내

국어, 베트남어 제작 콘텐츠를 늘렸다. 지난

있는 고객층이 좋아할 만한 음식인지를 고민

부 문화다. 연구개발(R&D)팀과 조리기능장,

해부터는 홍콩에서 감자탕, 순댓국밥 등을

했다. 이들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셰프, MD,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이 제조사

HMR로 판매 중이다. 외국 사람들이 이런 음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자 한다. 또 새로

와 함께 상품을 만든다. 또 MZ 세대 이해도

식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기대보다

운 경험을 추구한다. 트렌드에서 숨은 기회

가 높고, 이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많이 낸

훨씬 잘 팔리고 있다.”

를 찾았다. 푸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여성

다는 장점이 있다. 미디어 채널을 가지고 있

분들이 연어장, 새우장 등을 좋아한다는 걸

기 때문에 마케팅 효율도 높은 편이다.”

PB 상품 만들 때 차별화 포인트는

알게 됐다. 또 겨울철만 되면 대방어가 인기
를 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아무도 ‘대

앞으로의 목표는
“전 세계에 K푸드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왜 해외로까지 눈을 돌렸나

싶다. K푸드 기업으로 선두에 서는 것도 목

방어장’을 만들지 않는 거다. 통영산 수산물

“‘오늘 뭐 먹지?’를 운영하다 보니, 한국에

표다. 외국 소비자가 한식을 떠올릴 때 가장

로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통해 만들어 유

서 유행하는 음식 콘텐츠를 올렸는데, 해외

먼저 생각나는 선택지가 되고 싶다. 제조사

통하니 반응이 좋았다. 제주도 인기 상품인

반응이 좋은 경우가 많았다. 한번은 우리나

들의 해외 시장 파트너로서 일하고, 한국 식

딱새우로 ‘딱새우장’을 만들어서 인기를 끌

라 중학생들이 식빵으로 치즈스틱을 만드는

품 산업에 일조하고 싶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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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PEOPLE
Interview 손호준 스톤브릿지벤처스 이사

“직방·지그재그 성공 알아본 비결은 오랜 관찰과 과감”
손호준은 창업가의 문제의식과 열정에 깊

“대학교 재학 중이던 2009년 잠깐 창업을

은 인상을 받아 그의 회사에 투자하고자 결

한 덕에 배인탁 서울대 교수님이 만든 벤처

2013년, 당시 2년 차 벤처캐피털리스트였던

심했다. 스톤브릿지벤처스 내부에서 대여섯

창업가 모임에 들어갈 수 있었다. 배 교수님

손호준 스톤브릿지벤처스 투자 심사역은 서

번의 거절을 당했으나 이듬해 10억원을 투

이 미국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근무한 경

울 관악구에서 원룸·투룸 임대를 중개하던

자할 수 있었고, 이후 회사는 무서운 속도로

험이 있었기에 그분을 통해서 VC의 존재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마음을 뺏겼다.

성장하기 시작했다. 7년이 지난 현재 1조

알고 매력을 느끼게 됐다. VC에 들어가기

서비스를 운영하던 청년 창업가는 원룸을

1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유니콘

위해서는 투자은행(IB) 근무 경력이 필요하

일일이 찾아다니며 매물의 사진을 촬영하고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반

다고 느껴, 씨티은행에 공채로 입사해 1년간

있었다. 발로 뛰어 모은 정보를 직접 엑셀 파

열에 올랐다.

일하다 스톤브릿지벤처스 인턴사원 모집에

노자운 조선비즈 기자

일로 만들어 관리하며 회사를 키워나가고

지원했다.”

초기 투자한 직방 가치 100배 올라
지분 분산된 스타트업 선호 안 해
좋은 IP 보유 기업 세계 시장서 유망

있었다.

스톤브릿지벤처스에서의 인턴 활동은 어땠
는지
“2012년 7월부터 두 달간 인턴십을 했고,

손호준이 일찌감치 성장 가능성을 알아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당시 인턴사원들

이 스타트업은 ‘직방’을 운영하는 채널브리

의 과제는 매주 투자하고 싶은 스타트업 한

즈(현 직방)였다. 손호준은 올해 초 카카오에

곳을 발굴해 왜 투자하고 싶은지 브리핑하

인수된 크로키닷컴(‘지그재그’ 운영사), 무신

는 것이었다. 그때 가장 먼저 발굴했던 회사

사에 인수될 여성복 쇼핑몰 ‘스타일쉐어’ 등

가 지금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에도 초기 투자했다. 현재는 스톤브릿지벤처

였다. 그때 이승건 대표는 토스가 아닌 ‘울라

스의 이사로서 투자 심사와 펀드 결성 등 중

불라’라는 모바일 소셜미디어(SNS)를 운영

책을 맡고 있다.

하고 있었다.”

최근 서울 역삼동 스톤브릿지벤처스 사무
실에서 손 이사를 만나 젊은 나이에 화려한
트랙레코드(실적)를 쌓은 비결과 투자 가치
관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토스에 정식 투자도 했나
“비바리퍼블리카를 회사에 추천했던 것이
인연이 돼, 토스가 출시된 후 기업가치 25억
원에 5억원을 투자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스톤브릿지벤처스

손호준 스톤브릿지벤처스 이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28

지난해부터 이른바 ‘제2의 벤처 붐’이 계속

당시 우리 회사는 규제 산업에 투자하는 것

되며 벤처캐피털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한 대

이 어렵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투자하지 못

중의 관심도 커졌다. 벤처캐피털(VC)에는

했다. 그때 비바리퍼블리카에 투자하지 못한

어떻게 입사하게 됐나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아니었을까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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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ure Capitalist

대주주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유니콘 창업가들은 대체로 작은 정보를 갖고 큰 인사이트를 얻어서 과감하게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한다. 창업가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어야 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6월 8조2000억원

300억원의 5~20%에 해당하는 매출을 곧 낼

율적으로 이행한다. 창업가는 중요한 의사

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과감하게 기

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업가치 400억원에 50억원을 투자했고, 지그

그러다 보니 창업 초기 단계에 지분이 여

그래도 좋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많다. 직방

재그는 실제로 그해 12월 전체 거래액의 5%

러 명에게 분산된 회사는 선호하지 않는 편

에도 초기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에 해당하는 월 매출액을 기록하며 승승장구

이다. 창업가는 직관을 갖고 결정을 내려 추

했다.”

진해야 하는데, 지분을 많이 보유한 여러 사

“직방은 2014년에 처음 투자한 이래 지금
까지 누적 투자금이 300억원을 넘는다. 지분

람을 모두 설득해야 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은 거의 다 보유하고 있다. 회사가 최근 1조

지그재그가 매출을 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

1000억원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았다는데,

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고려하면 지분 희석을 배제하고 기업
가치가 100배 가까이 올랐다.”

“나는 앞서 직방과 배달의민족(배민)에 투
자 심사를 한 경험이 있었다. 지그재그도 직

수 있다.”
요즘 어떤 분야의 스타트업이 유망하다고
보는지

방, 배민과 마찬가지로 의식주의 영역에 있

“나는 브랜드·IP(지식재산권)·테크놀로지

었고, 소상공인들이 들어와 고객을 유치하는

의 앞글자를 따서 ‘BIT’로 부른다. IP의 경우

“벤처 투자업에서는 2 대 8의 법칙이 매우

플랫폼이라는 점이 유사했다. 배민과 직방은

음악과 드라마, 게임, 웹툰 등 엔터테인먼트

중요하더라. 상위 20%의 포트폴리오가 전체

2017년에 이미 거래액의 5%에 해당하는 매

와 콘텐츠를 모두 포함한다. 좋은 IP를 보유

수익의 80%를 담당한다. 상위 20% 안에서

출을 내고 있었다.”

한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 번 ‘대박’

벤처 기업에 투자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도 또다시 2 대 8의 법칙이 작용한다. 결국
투자한 회사 중 한두 개가 벤처 펀드 전체의

이 나면 유니콘 이상의 기업이 될 수 있다.”
보통 투자 결정을 빨리하는 편인가

수익을 좌우하고, 커리어를 통틀어서도 가장

“창업가를 처음 만난 후 투자하기까지 평

중요한 한두 개 포트폴리오가 존재할 수밖

균 2년이 걸리는 것 같다. 처음부터 투자할

에 없다.”

목적을 갖고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연

“먼저 경험과 네트워크, 인사이트를 갖고

히 알게 된 사이인데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특정 시장에서 상위 20%가 될 수 있는 기업

올해 초 1조원의 몸값을 인정받고 카카오에

만날 때마다 사업 구상에 업데이트가 많이

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AI)이

인수된 여성복 쇼핑 플랫폼 ‘지그재그’에도

돼 있고, 시장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빅데이터를 학습하듯 투자 심사역도 경험이

초기에 투자했다

경우에 투자를 결정한다.”

충분히 쌓여야만 회사를 보는 눈이 생긴다.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의 서정

성공적인 투자 심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

스타트업의 직원이 50명일 때, 100명일 때

훈 대표와는 2012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각각 어떻게 다른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러다 서 대표가 2015년 지그재그를 출

는 무엇인가

다. 그리고 좋은 회사를 알아봤을 때 과감하

시했는데, 사용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

“대주주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유

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선구안

지만 2년이 지나도 매출을 거의 내지 못하고

니콘의 창업가들은 대체로 작은 정보를 갖고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큰 펀드의 운용 능력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그재그가 월 거래액

큰 인사이트를 얻어서 과감하게 결정하고 효

이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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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미사일 발사에 긴장감 넘친 ‘사이버 보안 위크’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유니콘 양산…상반기 4兆 투자 유치
텔아비브(이스라엘)=박진우 조선비즈 기자
이스라엘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
버 보안 콘퍼런스 ‘사이버 위크 2021’이 7월
20일(현지시각) 텔아비브대학에서 개최됐
다. 앞서 이날 새벽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
을 향한 2발의 로켓포가 발사됐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에 따르면 레바논의
로켓포는 이스라엘 북부를 향했고, 국경 인
근 갈릴리 서쪽에서 경보가 울렸다. IDF는 2
발의 로켓포 중 한 발은 요격했다. 나머지 한
발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떨어져 사
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쯤 사이버 위크 2021에 참
가한 베냐민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다
소 상기돼 있었다. 사이버 보안 콘퍼런스가

7월 20일(현지시각) 베냐민 간츠 이스라엘 국방 장관이 세계 최대 보안 콘퍼런스 ‘사이버 위크 2021’에서 연
설하고 있다. 박진우 조선비즈 기자

열리는 당일 있었던 적국의 공격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간츠 장관은 “오

영국 등 주요국 인사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장단체 하마스와의 분쟁이 끝난 지 두 달여

늘 이곳(사이버 위크)에 오게 돼 영광이지만,

사이버 위크는 정⋅관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인 상황적 측면도 고려됐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며 “레바논의

전문가 간 사이버 보안 사례를 공유하는 장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테러리스트의

이다.

조직들은 고의적인 사건을 벌이고 있다”라
고 했다. 그는 “우리(이스라엘)는 모든 안보

사이버 위크는 이스라엘의 컨트롤 타워라
고 할 수 있는 총리실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
다. 외무부는 물론 총리실 산하의 국가 사이

“사이버는 육해공 외 추가된 공간”

버국(INCD)과 정보부 등도 행사에 참여한

위협에 맞설 것이다”라며 “레바논의 사회적,

이날 새벽 레바논에서의 로켓포 공격이 있

다. 간츠 장관은 이날 연단에서 “나는 이스라

정치적, 경제적인 위기가 이스라엘에 대한

었던 탓에 보안 검색대는 긴장의 연속이었

엘의 사이버 슈퍼 파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안보 위협으로 바뀌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다. 한국을 포함한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

한다”며 “우리가 이런 힘을 갖게 된 것은 결

것”이라고 했다.

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르완다, 북마케도니

국 (레바논 사건과 같은) 필요성이라는 요소

사이버 위크는 매년 100여 개국에서 정치

아, 조지아 등 세계 각국에서 날아온 기자단

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츠

인과 기업인, 엔지니어 등 수천 명이 찾는 대

에 이스라엘 외무부 공무원 란 나타존은 “평

장관은 “정보부, 사이버국, 군 등과 민간 부

규모 사이버 보안 행사다. 이번 사이버 위크

소보다 경비가 삼엄한 것 같다”는 분위기를

문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국가 인프라를 사

에도 주최국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미국과

전했다. 앞서 가자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무

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큰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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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Security

“이제 사이버 공간은 우리의 바다, 우주, 하늘, 지상, 지하에 추가된 공간 중 하나다.
10년
10
년 전부터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왔다.”

하고 있다”며 “이제 사이버 공간은 우리의 바

고, 2014년에는 국가 사이버보안국(NCSA)

다, 우주, 하늘, 지상, 지하에 추가된 (실제의)

이 결성됐다. 두 조직은 2017년까지 국가사

공간 중 하나”라고 했다.

이버 구상 TF 임무를 수행했고, 2017년

간츠 장관은 “최근 이란과 그 대리인들의

INCD로 통합됐다.

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 보안 업종 투자 41%가 이스라엘로
현재 이스라엘은 국가 주도로 사이버 보안

사이버 공격이 매년 수십 건 증가하고 있음

간츠 장관은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

교육부터 연구개발(R&D), 안보, 경제 개발,

에도 이스라엘은 회복력과 함께 질적인 군사

하다”라며 “로켓(물리적 공격)이든, 키보드

국제 협력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을 취

적 우위를 입증해 왔다”며 “하지만 우리의 적

(사이버 공격)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그

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이라는 두

은 민간인에게 로켓을 발사하는 등 그 경계

무엇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이스

를 모른다”고 했다.

어 그는 “이 분야에서 우리의 장점을 유지하

라엘은 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가 미국

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스

다음으로 큰 국가가 될 수 있었다. INCD에

라엘 북단에서 남단으로 전체 생태계를 조성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했다.

기업들은 총 50건의 계약을 통해 34억달러

10년 전부터 국가 차원 사이버 보안 강화
이스라엘은 원래 국방 분야가 특히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중동의 여러 나라에 둘

간츠 장관은 “우리에게는 많은 당면 과제

러싸여 생존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 놓여 있지만, 우리의 모든 관련 기관과 지

이는 기존 반기 최대 기록인 29억달러(약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방위산업 육성

속적으로 협업하고 역량을 개발할 것”이라

3조3900억원)를 5억달러(약 5880억원) 초

에 박차를 가한 것은 꽤 유명한 일이다.

며 “우리는 사이버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과한 것이다. 이는 상반기 전 세계 보안 분야

이후 2000년대부터 전쟁과 테러의 위협이

교육과 프로세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을

투자금의 41%에 이르는 수준이다. 상반기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면서, 사이버 보안에

위험에 빠뜨리는 자에 대해 계속 행동할 것”

투자를 유치한 7개 스타트업은 유니콘(기업

도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전자 정부, 웹서비

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적들이) 로

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으로 성장

스 등 정보기술(IT) 영역에서 자리한 잠재적

켓을 발사하거나 병원을 원격 공격하려고 할

했다.

위협을 이른 시기부터 인지했다.

때,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약 3조978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날 사이버 위크 2021 현장에서 이스라

2011년 당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엘 사이버 전략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삭

총리는 기존 사이버 안보 전략을 재정립·강

벤 교수는 “11년 전 이 콘퍼런스(사이버 위

화하는 목적의 국가 사이버 구상 태스크포

크)를 시작할 때, 사이버 보안은 지금처럼 잘

스(TF)를 결성하고, 이삭 벤 텔아비브대학

알려지지 않았다”라며 “이제 사이버 보안은

교수에게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의 기초를

이스라엘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

닦게 했다.

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이스라엘 사이버

이스라엘은 사이버 국방 역량을 높이는 것

보안 유니콘은 5~10개나 생겼다”라며 “우리

과 동시에 경제·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

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향으로 사이버 보안에 접근했다. 2011년 총

새 기술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리실 산하 국가 사이버국(INCB)이 등장했

‘사이버 위크 2021’ 행사장. 박진우 조선비즈 기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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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의 기술

토종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지켜낸 법무법인 광장

KPX, 연마 패드 세계 최강자 다우케미칼 상대로 ‘완승’
이미호 조선비즈 기자
반도체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인 연
마 패드(CMP패드)는 불균일한 웨이퍼
(wafer·원판)를 매끈하게 갈아주는 ‘지우개’
같은 소재다. 너무 딱딱하면 웨이퍼에 과한
힘이 가해져 알갱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너
무 말랑하면 웨이퍼가 갈리지 않는다. 따라
서 매우 적절한 ‘점탄성’을 가진 소재로 연마
패드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고난도
토종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지켜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들. 채승우 객원기자

기술이 수반된다.
이 연마 패드 기술은 세계적 화학 기업인
‘다우케미칼’이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절대
강자에 ‘도전장’을 내민 국내 중견 화학 회사

양희진 변호사
연세대 생화학，
사법시험 46회，
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권(IP)팀

김일권 변호사
서울대 생명과학，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6회 변호사 시험 합격

가 있다. 우수한 폴리우레탄 제조기술을 바
탕으로 사업 영역을 연마 패드 제조까지 확

제기한 것은 2017년 10월로, KPX가 연마 패

대한 KPX케미칼(이하 KPX)이 그 주인공이

드를 만들어 반도체 업체에 본격 납품을 시

광장의 양희진 변호사는 “실시 예를 보면

다. KPX의 확장세에 긴장감이 커지자 다우

작한 때다. 롬앤하스의 주장은 “KPX의 연마

점탄성뿐만 아니라 경도라든지 많은 물리적

케미칼의 자회사인 ‘롬앤하스(Rohm and

패드(IC1000) 제품이 다우케미칼의 연마 패

특성이 기재돼 있는데 분석해보니 기존의 다

Haas)’ 법인이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내세워

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요지였다. 광장은

른 특허 성분과 특성이 유사했다”면서 “또 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다우케미칼의 연마 패드 특허를 무효화하는

금의 IC1000 제품이 과거와 스펙이 달라졌다

이에 KPX는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맞

데 집중했다.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롬앤하

면 당연히 고객 회사에 통지를 하고 모델명을

서는 동시에, 별도로 다우케미칼의 연마 패

스 법인을 상대로 두 가지 연마 패드 제품에

바꿨어야 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게 됐다”

드 2건의 특허를 무력화하는(특허무효 심판)

대한 특허무효 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

고 설명했다. 반면 롬앤하스 법인과 김앤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KPX-광장이 모

다. 통상 특허출원을 하려면 실제 실험한 결

“스펙 변경은 통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든 소송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국내 토종

과를 특허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발명자들

고지를 안 했다”면서 “실제로 과거 IC1000과

의 화학 중견기업이 광장을 등에 업고 해당

이 어떠한 논리적·과학적 추론을 통해 발명

현재 IC1000은 다른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분야 세계 1위 기업을 무릎 꿇린 셈이다.

을 완성했는지 엿볼 수 있는 게 ‘실시 예’인

따라서 관건은 과거 제품을 공수해 현재의

데, 광장은 이를 꼼꼼하게 따져봤다. 그 결과,

제품과 성분이 같다(특허가 성립되지 않는

다우케미칼의 연마 패드 제조 방법과 성분이

다)는 점을 입증해 내는 것이 됐다. 하지만

과거 선행 문헌에 제시된 것과 별다를 게 없

설사 과거 제품이 있다 해도, (플라스틱 소재

특허 소송에 ‘특허무효’로 맞불 놓은 광장
롬앤하스 법인이 KPX에 특허침해 소송을
32

다는 점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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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변화되는 것처럼)

분에 해당 논문을 공수할 수 있었고, 해당 논

변호사들은 모두 화학 분야를 전공한 이공

해당 성분을 현재 시점에서 측정하면 더 이

문의 내용이 우리가 승소한 결정적 한 방이

계 출신들로 구성됐다. 권영모(사법연수원

상 ‘과거의 것’이 아니게 되는 모순이 존재했

됐다”고 강조했다.

16기)·양희진(36기)·여인범(43기) 변호사와

다. 그런데도 광장은 굴하지 않았다. 삼성전
자와 옛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에서 근무
했던 직원들로부터 “다우케미칼로부터 단
한 번도 (제품) 스펙이 변경됐다는 통지를 받

포항공대 화공과를 졸업한 강이강(변호사시

다우케미칼 자회사·김앤장에
특허침해 피소 KPX의 반격
광장과 함께 특허무효 소송

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받았다. 통상

험 3회) 변호사, 서울대 생명과학 박사 과정
을 밟은 김일권(6회) 변호사 모두 해당 기술
분야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다.
이들은 처음부터 다우케미칼 측 특허기술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소재들은 성질이

그런데도 롬앤하스 법인과 김앤장은 쉽게

을 철저히 분석해 허점을 파고들었고, 다우

달라지면 반도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포기하지 않았다. “논문에 기재된 제품이 당

케미칼 특허명세서를 예리한 눈으로 관찰해

서 공급 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시 한국에 납품됐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점을 찾아냈다. 소

들어간다. 제조 방법 등이 바뀌면 통지해줘

하냐”고 따졌다. 해당 제품이 한국에 납품된

송을 지휘한 권 변호사는 “화학 분야 이공계

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광장의 주장이었다.

제품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특허법은

출신인 광장 변호사들은 특허법원 판사들과

아울러 광장은 과거 IC1000 제품을 찾을

한국에서 판매·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만 적

기술심리관이 법정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질

수 없다면, 당시 제품의 특성을 기재한 문서

용됐다는 ‘허점’을 이용해 반박한 셈이다(이

문들에 바로바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

를 찾기로 했다. 카이스트(KAIST) 석·박사

후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또 IC1000이 한

다”고 했다. 양 변호사도 “사건에 대한 열의

논문은 물론 1990년대에 발간된 IC1000 관

가지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기와 모양

와 집중력이 원동력이 됐다”며 “국내 토종기

련 논문과 학술지, 서적 등을 모조리 뒤졌고,

등 스타일이 다양해 한국에 납품된 제품이라

업인 고객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에 승

급기야는 관련 기술 연구진 중 일본어에 능

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가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한 학자들을 찾아 일본 현지 도서관에 가

이에 광장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김앤장이

특히 이번 승소는 반도체 공정의 핵심 기술

서 관련 문서를 찾기까지 했지만 아쉽게도

스스로 “IC1000 가운데 한 타입이 이미 국내

인 연마 패드 시장에서 경쟁을 유발하고 외국

의미 있는 결과는 얻어내지 못했다.

에 들어와 있다”고 발언했었다는 점을 지적

계 회사들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면서, 해당 제품이 바로 플로리다대 논문

의의가 크다고 광장은 설명했다. 광장 관계자

에 있던 제품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

그러던 중 광장은 마침내 미국 플로리다대

특허심판원은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한 두 가

들에 연마 패드를 납품하는 회사는 대부분

도서관에서 단서가 될 만한 논문을 발견했

지 제품에 대해 모두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외국계 회사들”이라며 “이들은 비싼 값을 주

다. 하지만 “직접 찾으러 와야 한다”는 말을

한다”고 판단했다.

고 연마 패드를 팔면서도 애프터서비스(AS)

美 플로리다대에서 발견한 ‘결정적 한 방’

들었다. 고민 끝에 광장은 플로리다대 한인

이후 다우케미칼은 두 가지 제품 중 한 가

에도 충실하지 않아 국내 업체들 사이에 불만

유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한 학생의 연락처

지에 대해서만, 항소심 격인 특허법원에 항소

이 많았다. 벤더 경쟁자들이 많을수록 품질은

(이메일)를 받았다. 그 학생은 흔쾌히 도와주

했지만, 또다시 패소했다. 이처럼 다우케미칼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겠다고 했고, 광장은 해당 논문을 두 손에 얻

연마 패드 제품의 특허가 무효판결을 받자,

었다. 2000년 4월에 발간된 이 논문에는

당초 롬앤하스 법인이 KPX에 제기했던 특허

1999년도에 존재했던 IC1000의 점탄성, ‘특

침해 소송도 서울중앙지법 민사담당 재판부

다. 통상 미국 법인들은 운영을 통합적으로 하고 실제

허 물성’이 기재돼 있었다. 양 변호사는 “그

에서 기각됐다. 이후 롬앤하스 법인이 항소를

비즈니스도 같이한다. 법률적 소송 주체는 롬앤하스 법

땐 정말 당장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할지 진

포기하면서, KPX-광장이 ‘완승’을 거뒀다.

지하게 고민했다”면서 “그 유학생의 헌신 덕

KPX를 대리한 광장의 지식재산권(IP)팀

※ 롬앤하스 법인은 소송 당시 다우케미칼의 자회사였

인이지만, 미국과 한국 쪽에도 모두 다우케미칼이 해당
소송에 관여했다. 다만 현재 롬앤하스 법인은 다우케미
칼에 속해 있지 않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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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BMW 고성능 세단 ‘M3 컴페티션 세단’

‘실키식스’ 별칭 붙은 6기통 엔진…부드럽고 폭발적인 주행 성능
력 510마력, 최대 토크 66.3㎏·m에 이르는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최

연선옥 조선비즈 기자

고 속도는 250㎞로 제한돼 있는데 제로백은 3.9초로, 정지 상태에서
1985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BMW ‘M3’는 3시리즈를 기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데 4초도 걸리지 않는다. 시속 200㎞까지

반으로 만들어진 고성능 모델로, BMW M 브랜드 중 가장 인기 있는

도 12.5초 만에 가속한다. 제원만 보면 웬만한 스포츠카급이다.

모델이다. 지금까지 6세대의 변화를 거친 M3는 투어링카, 내구 레이

서킷에서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자 차는 가볍게 시속 100㎞를 넘었

싱은 물론 랠리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슈퍼카로서의 주행 성

다. 최고의 주행 성능을 내기 위해 고성능 엔진을 탑재하고도 다양한

능을 인정받았다.

부분에서 경량화 기술을 적용한 덕에 M3 컴페티션 세단의 공차 중

M3 시리즈 중에서 가장 상위 모델인 M3 컴페티션 세단은 강력한

량은 1755㎏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덕분에 1마력이 부담하는

주행 성능뿐 아니라 역동적인 디자인과 실용성까지 두루 갖췄다. 인

무게, 즉 마력비가 3.44㎏에 불과하다. 일반 세단의 절반에도 미치지

천 영종도에 있는 BMW 드라이빙센터에 있는 서킷에서 M3 컴페티

않는다.

션 세단을 직접 몰아봤다.

성능 숫자만 보고 차를 제어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걱정

M3 컴페티션 세단은 차 문을 열 때부터 운전자를 긴장시킨다. 운

이 있었지만, M3 컴페티션 세단의 주행감은 상당히 부드러웠다. ‘실

전자의 몸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시트는 마치 롤러코스터 좌석에 앉

키식스(Silky six)’라는 별칭이 붙은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답게 엔

은 느낌을 준다. 가속페달에 발을 갖다 대기만 해도 웅장한 배기음이

진 회전수가 5000~6000rpm
rpm을 넘을 때도 저항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

울리며 금방이라도 튀어 나갈 것같이 속도를 올린다. M3 컴페티션

다. 폭발적인 가속력을 내면서도 속도를 줄일 때 세단 특유의 안정적

세단에 탑재된 M 트윈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

인 제동이 이뤄졌다. 6피스톤 캘리퍼와 380㎜ 직경의 디스크프레이

제원
판매 가격
엔진

1억2170만원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

배기량

2993cc

변속기

자동 8단

최고 출력

510ps(마력)

최대 토크

66.3㎏·m

복합 연비

8.3㎞/L

▶ BMW M3 컴페티션 세단이 서킷을
주행하고 있다. BMW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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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M3

꺼진다. 운전자가 주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센터 콘솔의 셋업 버튼을 누르면 엔진과 섀시, 스티어링, 브레이크
시스템 설정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스티어링 휠 안쪽에 빨간
색 M1, M2 버튼이 있는데, 선호하는 설정을 저장해 원할 때 바로 불
러올 수 있다. 드리프트 주행을 측정하는 M 드리프트 애널라이저와
M 랩타이머 기능도 있다. 최고의 ‘어른 장난감’이란 생각이 들었다.
M3 컴페티션 세단의 외관 디자인은 한눈에도 단단하고 스포티한
인상을 준다. 정면에는 수직형 프레임리스 키드니 그릴이 적용됐고,
BMW 레이저라이트가 적용된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M 에어 벤
트가 조화를 이룬다.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적 디자인 요
소도 많이 적용됐다. 특히 측면에는 레이싱카에서 영감을 받은 블랙
하이글로스 사이드 실과 불룩하게 돌출된 앞뒤 오버 펜더가 적용됐
다. 루프에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패널이 장착돼 외관에
BMW M3 컴페티션 세단의 실내. BMW코리아

스포티한 감성을 더하는 것은 물론 무게 중심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
한다.

크가 안정적인 제동을 돕는다.

실내에는 카본 재질을 활용해 모터스포츠 감성을 극대화했다. M

급격히 휘어지는 코너를 돌 때도 차체가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안

가죽 스티어링 휠과 대시보드, 센터 콘솔 등에 M 카본 파이버 인테리

정적으로 속도를 유지하는 정도가 탁월했다. M3 컴페티션 세단의

어 트림이 적용되며, 스티어링 휠의 시프트 패들 역시 카본 파이버로

차체는 무게 배분이 앞뒤 50 대 50인데, 앞뒤 차축에 같은 무게가 실

제작됐다.

리는 만큼 코너링이 안정적이고 방향을 바꿀 때 역시 운전자가 원하

인테리어 디자인은 더 흥미롭다. 탄소섬유가 적용된 단단한 시트

는 만큼 날렵하게 움직인다. 차체의 무게 중심이 낮다는 점도 안정적

와 스티어링 휠, 게임기가 연상되는 클러스터, 곳곳에 들어간 M 브랜

이었다.

드 로고가 눈을 즐겁게 한다. 특히 운전자의 몸을 견고하게 지지해

BMW는 “엔진룸과 앞뒤 차축의 각종 스트럿과 보강 패널, 강철 재

트랙에서도 최상의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하는 M 카본 버킷 시트는

질 마운트 등으로 비틀림 강성을 크게 강화해 조향 반응이 민첩하고

일반 시트보다 10㎏ 가볍다. 트랙을 주행할 때 헬멧을 착용하는 경우

정교한 핸들링을 보장한다”라고 설명했다.

를 고려해 헤드레스트 커버를 떼어낼 수 있게 돼 있다.

M3 맞춤형으로 개발된 전용 냉각 시스템과 BMW M의 모터스포

슈퍼카급 주행 성능을 자랑하지만 패밀리카로도 부족하지 않다.

츠 기술력이 응축된 오일 공급 시스템을 통해 가혹한 주행 환경에서

트렁크 용량은 기본 480L인데, 뒷좌석을 접을 수 있어 필요한 경우

도 엔진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최신 드라이브로직 기능이 적용된 8

더 많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단 M 스텝트로닉 스포츠 변속기가 탑재돼 운전자가 변속 시점을 세
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편의 사양도 다양하게 탑재된다. 조향과 차
선 유지 보조, 최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드라이빙 어시스턴

주행의 흥미를 극대화하는 요소도 많다. 컴포트 모드는 일반 도로

트 프로페셔널이 기본 적용되며, 서라운드 뷰 기능이 포함된 ‘파킹 어

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원할 때 적합하고, 트랙을 달릴 땐 M 스포츠

시스턴트 플러스’, 진입 동선을 따라 최대 50m 거리까지 차량의 후진

모드를 이용하면 된다. M 스포츠 모드를 설정하면 이 세단은 단숨에

조향을 도와주는 ‘후진 어시스턴트’ 기능 역시 기본 탑재된다.

스포츠카로 변신한다. 특히 M 모드에 ‘로드(Road)’와 ‘스포츠

연비는 8.3㎞, 가격은 1억2170만원(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Sport)’ 모드 외 ‘트랙(Track)’ 모드가 새로 추가됐는데, 트랙 모드를

인하 적용 가격)이다. 사륜구동 M X드라이브 모델은 올해 하반기 출

설정하는 순간 라디오를 포함한 모든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일제히

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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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치매 환자 10년 후 7500만 시대

알츠하이머 치료제 美 승인 논란
끝나지 않은 치매와의 전쟁

한 시기다. 뿌옇게 변해가는 기억력

전준범 기자

이 자아(自我)마저 앗아가는 슬픈 난치병을 인류
최근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

는 이겨낼 수 있을까. ‘이코노미조선’이 치매 정복을 위한 국내외

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상품명 에드유헬름)’이 미국 식품의약

기업·연구자들의 노력 현황을 소개한다.

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이 FDA 승
인을 받은 건 2003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아두카누맙은

3년 후 15조원 치매 치료제 시장

약효 논란에 휩싸인 치료제다. 임상 3상 당시 인지 개선 능

FDA의 아두카누맙 승인 소식이 전해진 후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

력을 높이는 데 실패했고, FDA 자문위원의 절반 이상이 유

계는 기대감에 차 있다. 그간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가 바이오젠 치료

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FDA는 시판한 뒤 임상

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치매 신약 개발에 도전했으나 임상

4상을 통해 효능을 입증하는 조건으로 아두카누맙을 승인

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FDA가 바이오젠에 ‘선(先) 시

했다. 이 약품은 3주 만에 200만달러(약 23억원) 이상의 매출

판, 후(後) 증명’을 허락한 것이다. 경쟁사로선 ‘아두카누맙이 통과
했으니 우리도?’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을 기록했다.
완벽한 치료제가 없는 ‘공포의 대상’ 치매 극복을 향한 인류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에 따르

이들 기업이 개발 중인 치매 치료제는 베타 아밀로이드에 결
합하는 항체 단백질로 만든다. 치매 환자의 약 70%는 기억

면 2015년 4678만 명이던 전 세계 치매 환자 수는 2018년 5000만

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알츠하이머 치매

명으로 3년 새 300만 명가량 증가했다. ADI는 치매 환자가 2030년

다. 알츠하이머는 뇌에 비정상적인 단백질(베타 아밀로

7500만 명, 2050년 1억3150만 명으로 계속 불어날 것이라

이드)이 쌓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약 업계는

고 했다. 상황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중앙치매센터 통계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차단하면 치매도 막을

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국내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수 있다고 봤다. 로슈, 일라이 릴리, 존슨앤드존슨

치매 환자는 86만3542명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인구
의 치매 유병률은 10.33%다. 10명 중 1명은 치매라는
의미다. 이 숫자는 매년 가파르게 늘어 오는 2024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등이 아두카누맙을 따라잡기 위한 연구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7월 22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스
위스 제약 회사 로슈가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이후 신

치매 신약 ‘간테네루맙’과 관련해 FDA와 협

체 활동이 제한된 노인들에게 치매는 더 위협적으로

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간테네루맙은 아두카

다가오고 있다. 치료와 사전 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

누맙과 마찬가지로 베타 아밀로이드와 결합
하는 항체 단백질 제제다. 세버린 슈반 로슈
최고경영자(CEO)는 “우리 신약을 환자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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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at Dementia

매 증상 완화를 겨냥한 패치형 치료제 시장
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회사가 개발
한 치매 치료 패치 ‘SID710’은 2013년 유럽

글로벌 치매 치료제 시장 규모
2020년 이후는 추정치
2015

31억1100만

장에 진출했다. 이 밖에 동아에스티와 일동

2016

26억5500만

능한 한 빨리 제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약, 차바이오텍 등이 천연물 성분과 줄기

2017

26억2300만

며 “임상 3상은 2022년 하반기쯤 끝날 듯하

세포를 활용한 치매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

다”라고 했다.

었다. SK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치매 치료제

2018

26억8300만

미국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치매 치료

시장 규모는 2015년 31억1100만달러(약 3

2019

28억3000만

제 ‘도나네맙’의 경우 올해 초 임상 2상 시

조5948억원)에서 2024년 126억1200만달러

험에서 치매 환자의 증상 진행을 32% 늦추

(약 14조5732억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2020

29억300만

을 시작으로 호주와 캐나다, 미국 등의 시

는 데 성공했다. 6월 26일 AP통신에 따르
면 도나네맙은 FDA로부터 개발과 심사를

37억9100만

2021

앵무새 로봇과 놀면서도 치매 예방

서두르는 ‘혁신 치료제 지정(breakthrough

치매 극복에 약을 주입하거나 패치를 붙

therapy designation)’을 받았다. 릴리는 올

이는 시도만 이뤄지는 건 아니다. 최근에는

해 말까지 임상 3상 대상자 등록을 마치는

첨단 정보기술(IT)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

동시에 FDA에 신약 허가도 신청할 계획인

가 치매 예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

것으로 전해진다.

다. 2015년 설립된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

58억1900만

2022

88억7300만

2023

126억1200만달러

2024년

자료=SK증권

한국 기업 중에서는 젬백스앤카엘이 치매

로완이 대표적이다. 로완은 최성혜 인하대

SK텔레콤은 서울대 보라매병원 이준영

치료제 ‘GV1001’의 국내 임상 2상을 마친

병원 신경과 교수 등 내로라하는 국내 치매

교수팀, 차의과대 윤정혜 교수팀과 의기투

상태다. GV1001은 인간 텔로머라아제에서

전문가들과 손잡고 디지털 치매 치료제 ‘슈

합해 치매 예방 서비스 ‘두뇌톡톡’을 개발

유래한 1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

퍼 브레인’을 개발했다. 슈퍼 브레인은 경도

했다. 두뇌톡톡은 12가지 게임 유형 가운

질 조각이다. 텔로머라아제는 DNA가 있는

인지 장애 환자를 위한 뇌 훈련 게임을 제

데 무작위로 뽑은 질문을 사용자에게 던진

염색체 말단에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

공한다. 환자는 PC나 태블릿 PC 화면을 보

다. 사용자는 정답을 찾느라 고민하는 과

는 효소로, 항암·항염증·항산화 등의 기능

면서 숫자 더하기, 같은 모양 맞히기, 시간

정에서 뇌 손상 방지에 도움을 주는 인지예

에 있다.

맞히기 등의 게임을 즐긴다.

비능(cognitive reserve)을 강화할 수 있다.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아리바이오도 최

최성혜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

사용자는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스피커

근 치매 치료제 ‘AR1001’의 임상 2상 시험

지 기능이 떨어진 노인 152명에게 슈퍼 브

‘누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지 강화 훈련

을 완료했다. 아리바이오는 시험 결과를 분

레인을 사용하게 했더니 비사용자와 비교

을 할 수 있다.

석한 뒤 오는 11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해 사용자의 인지 능력 검사 점수가 5점 이

와이닷츠는 치매 예방과 재활을 돕는 인

알츠하이머 임상 시험 국제 학술대회에서

상 올라갔다. 현재 슈퍼 브레인은 신경과 의

공지능(AI) 앵무새 로봇 ‘피오’와 관련 콘텐

발표할 예정이다. 아리바이오가 올해 3월

원이나 치매 센터 등에서 의사 처방을 받

츠를 개발하는 업체다. 사용자는 피오와 대

발표한 6개월 투약 결과에서는 저농도 투

아 쓰이고 있다. 한승현 로완 대표는 “하루

화하고 피오의 각종 요청을 들어주는 과정

여군(10㎎)과 고농도 투여군(30㎎)의 인지

라도 빨리 인지 기능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을 통해 경도 인지 장애가 치매로 넘어가는

기능이 모두 향상됐다.

예방해 나가는 것이 치매 예방의 가장 확실

걸 막을 수 있다. 경도 인지 장애의 약 10%

한 방법”이라고 했다.

가 치매로 이어진다.

치료제 신약은 아니지만 SK케미칼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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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북가좌 넘어 지방 광역시까지

넓어지는 건설사들의 ‘고급 브랜드’ 전쟁터
유병훈 조선비즈 기자
“디에이치(현대건설), 아크로(DL이앤씨), 푸

공사로 선정됐지만, 르엘 브랜드를 적용할지

로’로 맞불을 놓는 대신 ‘드레브372’라는 북

문제로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가좌6구역 전용 브랜드를 따로 내기로 했다.

롯데건설은 애초 흑석9구역에 28층·11개

롯데건설과는 달리 기존 고급 브랜드의 희소

동 설계안을 제안했지만 서울시의 25층 고

성을 지키면서 청담동에서 주로 쓰는 형태의

대형 건설사들이 자신 있게 내놓는 고급

도 제한에 걸려 무산됐다. 롯데건설은 25

독자 브랜드를 새로 제안한 전략으로 보인

(High end) 아파트 브랜드다. 각각 힐스테이

층·16개 동 대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은 롯데

다. ‘아크로’ 카드를 아낀 DL이앤씨도 아크

르지오 써밋(대우건설), 르엘(롯데건설)….”

트, e편한세상, 푸르지오, 롯데캐슬이라는 고

로를 적용해 달라는 조합들의 요구가 곳곳

유 브랜드가 있지만 별개의 브랜드를 론칭해

양날의 칼 된 고급 브랜드

에서 갈등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9년 4월

지위재(地位財)로서의 아파트를 확실히 각

희소성·수주전 속 딜레마

수주했던 신당8구역에서 아크로 적용 여부

인시키는 전략이다.

조합 요구에 계약 해지도

를 두고 재개발 조합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그런데 이 고급 브랜드가 최근 건설 업계

이번 달 7월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지

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롯데건설이 북

건설의 고급 브랜드인 ‘르엘’을 요구했다. 이

난 2015년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금호산

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에 출사표를 던지면

에 롯데건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업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참가했던 광주 ‘최

서 ‘롯데캐슬’ 대신 고급 브랜드 ‘르엘’을 적

조합의 시공 계약 해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대어’ 서구 광천동 재개발 사업에서도 지난 5

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건설 업계에서는 북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이 북가좌6

월 같은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했다.

가좌동이라는 입지에 비추어 볼 때 의외의

구역에 선제적으로 르엘 카드를 내놓은 배경

결정이라 보고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일각에

에 흑석9구역의 전례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서는 별도의 고급 브랜드를 출범한 건설사들

나오는 이유다.

고급 브랜드 전략 딜레마도
건설사들은 조합들의 고급 브랜드 적용 요

의 고민을 보여준 사례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북가좌6구역을 두고 롯데건설과 맞

구에 나름의 기준이 있다며 곤혹스럽다는 입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북가좌6

붙은 DL이앤씨는 똑같은 고급 브랜드 ‘아크

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

구역 재건축 조합에 자사의 고급 브랜드 ‘르
엘’을 제안했다. 건설사들의 고급 브랜드가
주로 강남 재건축 단지의 전유물이었던 점을

에서 입지, 향후 발전 가치, 주변 시세, 건설자
경기도 과천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
대우건설

재, 각종 단지 내 편의시설과 그에 따른 공사
비용 등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심

감안하면 확실히 이례적인 일이다. 롯데건설

사해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은 “(롯데건설이 수주한) 상암 DMC 복합쇼

“기준 자체가 회사의 ‘영업 기밀’이기도 해서

핑몰과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과의 시너지를

대외적인 공개는 어렵다”면서 “회사 입장에서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롯데건설의 설명에도 건설 업계 일각에서

했다. 실제로 고급 브랜드 적용 시 3.3㎡당 공

는 이 같은 결정이 롯데건설의 ‘아픈 경험’과

사비는 일반 브랜드의 30~50%가량 더 비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롯

것으로 추정된다. 집 안까지 대리석 등 최고급

데건설은 앞서 흑석9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

마감재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수영장·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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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크로’ 적용을 약속했다. 광주 서구 광천
동 재개발 조합이 DL이앤씨와 계약을 해지
한 배경에는 ‘서울’ 장벽이 뚫린 우동1구역
사례에 조합이 자극받아 ‘아크로’ 브랜드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고급 브랜드 사용을 재건축·재개발 사

1

업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
도 있다. 현대건설은 동부이촌동 한가람아파
트의 리모델링 사업에 ‘힐스테이트’의 상위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현될 경우 리모델
링 단지에 고급 브랜드를 적용하는 첫 사례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같이 흘러가자 아예 고급 브랜드
를 만들지 않았던 건설사들이 내심 미소를
짓는 경우도 있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은 별
도의 고급 브랜드 없이 각각 ‘래미안’과 ‘자
이’ 브랜드로 일원화하고 있다. GS건설의 경
우 일부 단지에 ‘그랑 자이’라는 이름이 붙었
으나 ‘자이’와 별도의 브랜드는 아니라는 게

2
1. 서울 대치2지구 재건축 아파트인 ‘르엘 대치’ 조감도. 롯데건설
2.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디에이치 아너힐즈’ 조감도. 현대건설

공식 입장이다.
고급 브랜드를 론칭하지 않은 한 대형 건
설사 관계자는 “몇 년 전 고급 브랜드 열풍이

관·사우나 등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춰

초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4~5년 전 브

불었을 당시에는 트렌드에 뒤처지는 것 아닌

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부담

랜드 론칭 당시만 해도 최고급화 전략으로

가 싶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결과론적

이 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그럼에도 조합들

강남 일대 단지에 한정적으로 적용해 희소성

으로는 브랜드를 이원화하지 않은 것이 다행

이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은 지역 시장을

을 앞세우던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전이

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건설사들은

이끄는 ‘랜드마크’로 떠올라야 향후 시세를

치열해지면서 먼저 조합에 고급 브랜드 카드

강남 사업지만 진출할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

끌어올릴 여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를 제시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로 공사비가 저렴한 지역도 진출해야 하는

그러나 고급 브랜드는 특성상 희소할수록

아파트 고급 브랜드 현상은 강남뿐 아니

데, 사업지에 상관없이 고급 브랜드를 요구

가치가 있는 지위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라 서울의 경계도 벗어나기 시작했다. 대우

하면서 오히려 사업 수주에 걸림돌로 작용하

건설사들은 조합들의 요구를 마냥 들어주기

건설이 업계 최초로 고급 브랜드 ‘푸르지오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지어 기존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 DL이앤씨의 ‘드레

써밋’을 비(非)강남권인 흑석11구역과 비수

단지에서도 불만이 쌓일 수 있는데, 그렇다

브372’도 이 같은 고민의 산물로 해석된다.

도권인 부산 남구 대연4구역 대연비치에 적

고 여기저기 고급 브랜드를 적용하면 결국은

일각에서는 고급 브랜드를 둘러싼 건설사와

용한 바 있다. DL이앤씨도 지난 3월 부산 해

고급이 아니게 되고, 결국 또 다른 브랜드를

조합 간의 갈등은 일정 부분 건설사들이 자

운대구 우동1구역에 비수도권으로는 처음으

론칭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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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우의 스타트업 산책 <8>

‘인도판 메가스터디’ 바이주스의 질주…온라인 교육 시장 1위
미국 실리콘밸리에 ‘인도인이 없으면 실리콘
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구
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글로벌 정보
기술(IT) 업체에서 일하는 인도인의 업무 역

바이주 라빈드란
(Byju Raveendran)
싱크앤드런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블룸버그

량은 정평이 나 있다. 한국의 교육열도 세계
적으로 유명하지만, 글로벌 인재들을 꾸준히
배출하는 인도의 비결도 교육열에 있다. 인
도인 사이에서 수준 높은 교육과 좋은 직장
을 통해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목표는
다소 열악한 공교육 환경에서 인도 사교육
시장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저커버그 투자 4년 만에 데카콘으로 도약
인도 초⋅중⋅고교 학생 중 사교육을 받는

것이다.

입학시험에 대한 온라인 강의와 모의고사,

비중은 약 30%다. 사교육 평균 지출비는 연

싱크앤드런은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

간 200~300달러(약 23만4000~35만1000

록(BlackRock)을 비롯해 텐센트(Tencent),

원)로, 인도 평균 가계소득의 약 12~15% 수

세쿼이아캐피털(Sequoia Capital), 타이거 글

바이주스는 2021년 4월 기준, 유료 회원

준이다. 이러한 사교육 수요 속에서 인도 1위

로벌(Tiger Global), 실버 레이크(Silver Lake)

520만 명, 누적 프로그램 설치 7400만 회,

온라인 교육 업체 싱크앤드런(Think &

등 글로벌 유명 기관투자자로부터 총 27억

올해 월평균 매출 6000만달러(약 700억원)

Learn)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인 바이주스

달러(약 3조1590억원)를 투자받았다. 2020

이상을 기록 중이다. 최근에는 ‘타임’ 선정

(Byju’s)가 성장했다.

년에는 미국의 벤처캐피털 본드(Bond)로부

2021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글로벌 기

싱크앤드런은 페이스북 설립자인 마크 저

터 1억달러(약 1170억원)를 투자받으면서

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커버그의 자선재단인 CZI(Chan Zuckerberg

약 165억달러(약 19조3000억원)의 기업 가

Initiative)의 첫 번째 아시아 투자 기업으로

치를 인정받았다.

유명하다. CZI는 2016년 싱크앤드런에 5000

멘토링까지 제공하는 종합 온라인 교육 서
비스로 성장했다.

즉각 피드백 가능한 차별화 전략

인도에서는 유치원부터 12학년(고등학교

싱크앤드런의 바이주스 강의는 다른 온라

3학년)까지 교육과정을 ‘K-12’라고 부른다.

인 강의와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한

이후 글로벌 투자 회사들의 투자가 이어지

싱크앤드런의 바이주스는 K-12 온라인 교

다. 우선 일반적인 칠판 수업과 선생님의 단

면서 2020년 데카콘(기업 가치 100억달러

육 시장 내 9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조로운 강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그래픽과

이상의 비상장 기업)이 됐다. 2018년 유니콘

바이주스는 2011년 대입시험 대비 교육 서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형태를 취한다는 점이

(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이 된

비스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유치원 과정부터

큰 특징이다.

지 2년 만에 기업 가치가 10배 이상 성장한

12학년까지의 교과과정과 인도 주요 대학

만달러(약 585억원)를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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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다. 강의 중 학생이 종이와 펜을 사용해 문제

수합병(M&A)을 통해 회사의 몸집을 키웠

바일 침투율이 바이주스 성장을 낙관하게 한

를 풀면, 그 내용을 특수 센서가 인식한 후 연

다. 2019년 미국의 필기 및 그림 디지털 전환

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

동된 태블릿으로 전송하고, 강사 또한 같은

센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OSMO를 인수

따르면, 인도 내 모바일 인터넷 침투율은 향

문서에 동시에 필기하면서 즉각적인 피드백

하는가 하면, 2020년에는 일대일 코딩교육

후 5년간 8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을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 2019년 싱크앤

플랫폼 업체인 화이트햇(White Hat)을 인수

코로나 시대,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드런이 인수한 미국 스타트업 오에스엠오

해 기존 강의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질을 향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 혁신을 통해 더

(OSMO)의 기술을 접목한 덕분이다.

상시켰다.

많은 학생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바이주스는 학생 수준에 맞는 개인화된 진

그리고 2021년, 인도 1위 의대 입시 학원

것을 목표로 하는 싱크앤드런 바이주스의

도와 모의시험을 제공함은 물론, 학생별로

체인인 아카시(Aakash)를 약 850만달러(약

멘토가 지정돼 학업 성취도에 맞는 피드백과

97억원)에 인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총망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는 점 역시 특징이

라한 사업 모델로 발전시켰다. 현재 싱크앤

다. 이를 위해 1만 명이 넘는 교사와 멘토진

드런은 인도 온라인 교육 업체 토퍼(Toppr)

박순우 메인스트리트

을 확보하고 있다.

인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베스트먼트 대표

향후 행보를 기대해 본다.

전 한빛소프트 해외마케
팅 상무，전 LB인베스트먼
트 중국법인 대표

이 같은 차별화 전략은 회원의 재구매율을

싱크앤드런은 2022년 목표 매출을 14억

높였다. 지난해 바이주스를 이용한 1~12학

달러(약 1조6000억원)로 잡고 사업을 확장

년(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하고 있다. 3억7500만달러(약 4387억원)를

평균 재구매율은 85.4%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록한 작년 매출 대비 3.7배나 높은 액수다.

1년 정기구독 매출도 회사 매출 가운데 약

싱크앤드런은 이미 아랍에미레이트(UAE)

70%를 차지했다. 바이주스 회원 1인당 연간

등 중동 국가에 진출을 시작했고, 인도 내에

싱크앤드런 창업자는 ‘수학 강사’

구독료는 190~500달러(약 22만~58만원)에

서도 다양한 지역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싱크앤드런 창업자는 인도의 스타 수학 강사 출신인

이른다.

있도록 준비 중이다.

바이주 라빈드란이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다국적 해

구글 최고경영자(CEO)인 순다르 피차이
M&A 전략으로 성장 가도
싱크앤드런은 특히 적극적인 교육 기업 인

+Plus Point

운 회사에 엔지니어로 취업했다. 이 시절 취미 삼아
친구들의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를 도왔던 것이 계기

를 비롯해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한 인도의

가 돼 수학 전문 강사의 길을 결심했다. 그는 2005년

뜨거운 교육열과 함께, 급격히 높아지는 모

회사를 그만두고 약 반년간 강의 커리큘럼을 점검한

뒤 본격적으로 강사로 전업，학생들을 가르쳤다. 암
기가 아닌 원리 이해 중심의 강의 철학이 입소문을
타면서 강당에서 1000명이 넘는 학생을 가르치는 스
타 강사가 됐다.
이후 2011년 싱크앤드런이라는 회사를 창업，오프
라인 수학 및 과학 전문 학원 사업을 시작했고，2015
년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며 지금의 싱크앤드런을
탄생시켰다. 싱크앤드런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브랜
바이주스 홈페이지(왼쪽)와 바이주스 강의에서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중력을 설명하는 장면. 싱크앤드런

드명인 바이주스는 창업자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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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스타벅스커피코리아 품은 신세계, 지분 추가 인수해 최대주주

거침없는 정용진, 올해 벌써 M&A에 4조원 베팅
6억원 매출을 기록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

안상희 기자

난해 매출 1조9284억원, 영업이익 1644억원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사상 최대 매출로 전

(스타벅스코리아)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며

년 대비 3.1% 늘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신

최대주주에 올랐다. 1999년 7월 27일 정용

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주도하에 이화여자대

로 6.1% 줄었다.

학교 앞에 스타벅스 1호 매장이 생긴 지 22
년 만이다. 정 부회장은 미국 브라운대 유학
시절 스타벅스를 접한 이후 스타벅스의 첫

업계에서는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베팅
정용진(오른쪽)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유튜브에서 국내에 스타벅스 1호점을 낸 22
년 전을 회상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한국 진출을 성사시킨 바 있다.

이 정용진 부회장의 광폭 인수합병(M&A)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올해 초 신세계그룹은
SK그룹으로부터 프로야구단 SSG랜더스(옛

신세계그룹은 7월 28일 이마트가 싱가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에 이은 수준이다.

SK와이번스)를 1352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르투자청(GIC)과 함께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매출 상위 5개국 중 자국 기업이 최대주주인

온라인 패션 편집숍 W컨셉(2650억원)을 품

50%를 미국 본사인 스타벅스커피 인터내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신세계가 스

은 데 이어 오픈마켓 3위 이베이코리아 지분

널로부터 인수한다고 밝혔다. 미국 본사가

타벅스코리아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해

80.1%도 3조4000억원에 사들였다. 올 들어

갖고 있던 지분 50% 중 이마트가 17.5%를

석이 나온다. 특히 스타벅스코리아는 사이렌

M&A에 4조원 이상 투입한 것이다. 정 부회

4742억원에 사들이고, 재무적 투자자로 참

오더, 스타벅스 플래너와 같은 독자적인 혁

장의 연초 신년사가 공격 행보를 예고했다는

여한 GIC가 8000억원에 32.5%를 보유하게

신을 시도했다. 이 같은 혁신은 한국 밖으로

해석도 나온다. “‘지지 않는 싸움을 하겠다’

된다. 이마트는 기존에 보유한 스타벅스코리

역수출되기도 했다.

는 과거의 관성을 버리고 ‘반드시 이기는 한

아 지분 50%에 추가 인수한 지분을 더해 지

스타벅스코리아의 탄탄한 실적도 이번 계

해’를 만들어 달라. 10년, 20년 지속 성장을

분 67.5%를 가진 최대주주가 된다. 스타벅

약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해 기준

이룰 수 있도록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스코리아의 실제 주인이 되는 것이다.

스타벅스의 국내 매장은 1500개다. 1999년

도전해 달라.”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스타벅스 1호점을
연 이후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지속적인 협
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왔고, 한국 시장에
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 끝에

올해 신세계그룹의 M&A
2021년

인수 대상

금액

2월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 지분 100%·부동산

1352억원

스타벅스 본사에 매출의 약 5%에 해당하는

5월

SSG닷컴·W컨셉 지분 100%

2650억

로열티를 계속 지급한다. 원두 구매나 인테

6월

이베이코리아 지분 80.1%

3조4000억

리어 자문 등도 이전과 같이 진행한다.

7월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지분 17.5%

추가 지분 인수를 결정했다”고 했다. 국내 스
타벅스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신세계가

한국은 스타벅스의 매출 상위 5위 국가다.
42

※ 발표 시점 기준

4742억
자료=‘이코노미조선’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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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Briefing

영업이익도 10분기 만에 2조 넘어

SK하이닉스, 3년 만의 분기 매출 10조

년 4분기 이후 10분기 만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PC, 그래픽, 소비자용 메모리 수요가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이 반도체 호황에

늘어난 상황에서 서버용 메모리 수요 회복이

힘입어 10조원을 넘겼다. 분기 매출 10조원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돌파는 2018년 3분기 이후 3년 만이다.
SK하이닉스는 7월 27일 올해 2분기 매출
이 전년 동기보다 19.9% 늘어난 10조3217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상반기 D램 수요가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린룸. SK하이닉스

20% 초반의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

전문가들은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에 접어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올해 연간 매

이익은 38.3% 증가한 2조6946억원을 냈다.

들며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출 최고 기록(2018년·40조4451억원)을 뛰

분기 영업이익이 2조원대를 웃돈 것은 2018

봤다.

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화두는 ‘ESG’…“성장 기반 구축하라”

닻 올린 LX 구본준號…첫 사장단 회의

이번 회의에는 LX홀딩스 산하 LX인터내
셔널, LX판토스, LX하우시스, LX세미콘, LX
MMA 등 5개 사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이 7월 1일 LX그룹

임원 약 30명이 참석했다. 구 회장을 포함해

출범 후 처음으로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열

계열사 주요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었다. 구 회장은 7월 27일 광화문 본사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각 사 대표를 제외한 다른

열린 회의에서 “수익성 위주의 성장 기반 구

임원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구본준 LX홀딩스
회장. LX홀딩스

축과 중장기 성장 전략 추진에 필요한 조직

이날 법무법인 율촌의 이민호 ESG연구소

역량 확보, 인재 육성, 조직 문화 구축에 집중

장이 ESG 경영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해 ESG 경영 활동을 구체화하고, 이를 성장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각 계열사 대표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의선 “평생 자동차 사랑하신 분”

이 음각된 대리석 명판이 설치됐다.

정몽구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올라

1939년 설립된 이 상은 포드 창립자 헨리
포드(1967년), 도요타 창립자 도요다 기이치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세계 자

로(2018년) 등 세계 자동차 역사에 길이 남

동차 산업 최고 권위의 상인 미국 ‘자동차 명

을 뛰어난 성과와 업적이 있는 인물을 헌액

예의 전당’에 올랐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이

한다.

정몽구 현대차
그룹 명예회장.

다. 명예의 전당 측은 7월 22일(현지시각) 미

이날 아버지 대신 참석해 기념패를 받은

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헌액식에서 정 명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아버지는 현대

회장에 대해 “현대자동차그룹을 성공의 반

차그룹을 존재감이 없던 자동차 회사에서 세

은 현대차그룹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

열에 올린 글로벌 업계의 리더”라고 평가했

계적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시키셨다”며 “탁

는 토대가 됐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는 자

다. 전야 행사에선 정 명예회장의 자필 서명

월한 품질과 성능을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

동차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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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SPC그룹의 ESG 키워드 ‘상생’

“나눔은 기업의 사명”…‘제빵왕’ 허영인의 ESG 경영
윤희훈 조선비즈 기자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조 공장에 에너지
고효율 및 폐기물 감축 설비 투자를 늘리고,

SPC그룹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기

친환경 포장재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언

반기에는 ‘식물성 달걀’ 등을 활용한 대체육

했다. SPC의 ESG 경영 핵심 키워드는 ‘상생’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다. ‘고객과 상생’ ‘가맹점과 상생’ ‘지역사

SPC삼립은 ESG 경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회와 상생’ ‘자연과 상생’을 추진하겠다는 게

위해 지난 5월 ESG협의회를 발족한 데 이

SPC의 ESG 경영 방향이다.

어, 8월 중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

허영인 SPC그룹 회장. SPC그룹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치할 계획이다. ESG협의회가 ESG 경영 계

“회사가 성장할수록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

획을 수립하면, ESG위원회는 그에 맞는 중

침이다. 김창대 SPC팩 대표는 “SPC그룹의

대도 더욱 커지기 마련”이라며 “도움이 필요

장기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한다.

ESG 경영 정책에 발맞춰 앞으로도 다양한

한 주변의 이웃과는 따뜻한 상생을 나누고,

친환경 활동과 관련해서 친환경 포장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개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친환경 포장재 개

자 약속”이라고 말했다. 상생 활동을 통해 기

발은 SPC그룹의 포장재 생산 계열사인 SPC

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새로운 사회적

팩이 주도한다.

가치를 창출하자는 ESG 경영 선언이었다.

관점에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겠다”고 말
했다.
‘나눔은 기업의 사명’이라는 허 회장의 경
영 철학에 따라 사회 공헌 활동도 늘려가고

SPC팩은 최근 SK종합화학 및 깨끗한나

있다. SPC는 작년 9월부터 코로나19, 기상

SPC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PC삼립은 지

라와 ‘친환경 포장재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를 돕

난 6월 ‘고객 친화 ESG 경영’ 약속의 날 행

했다. SPC팩과 SK종합화학이 친환경 포장

는 ‘행복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사를 개최했다. SPC삼립은 ESG 경영 선포

재를 공동 개발하면, 깨끗한나라가 이를 화

SPC그룹은 현재까지 평창 감자, 제주 구좌

식에서 △소비자 건강을 고려한 제품군 확

장지, 미용티슈 등의 포장재로 사용한다.

당근, 논산 딸기, 무안 양파 농가를 돕기 위

장 △경영 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상생 및

SPC팩은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와 같은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6월엔 과잉 생산으

협력사 파트너십 강화 △향후 10년간 탄소

식음료 매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회

로 가격이 폭락한 무안 양파 농가를 돕기 위

및 폐기물 배출량 20% 감축 등 4대 목표를

수해 재활용하는 순환 시스템도 마련할 방

해 무안군과 업무협약을 하고 양파 600t을
구매했다. 가격은 폭락한 가격이 아닌 평년
값을 쳐줬다.
SPC 관계자는 “지속 가능 경영 기반을 다
지기 위해 가맹점과 상생협약 등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업의
특성에 맞는 ESG 활동으로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

충북 청주 SPC팩 공장에서 친환경 플렉소(FLEXO) 인쇄기로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다. SPC그룹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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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道 경영’부터 ‘친환경 패션’까지

3D 기술로 옷 만들고 맞춤형 박스에 포장하는 LF
이선목 조선비즈 기자

지난 3월부터는 3인 이상의 이사, 과반수
의 사외이사로 구성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

원회를 신설했다. 사외이사 후보의 역량 및

로 떠오른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사회 의장과

회사에 대한 독립성 여부를 사전 검증함으로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써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사외이사 선임 과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LF가 올해 가장 주력하는 분야는 ‘친환경

구본걸 LF 회장은 지난 3월 대표이사직에

패션’이다. LF의 대표 패션 브랜드 ‘헤지스’

서 물러났다. LF는 2006년 11월 LG상사의

는 올 상반기부터 3D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패션사업부에서 독립해 설립된 범LG가(家)

인 ‘클로버추얼패션’과 협업해 3D 가상 디자

다. 구 회장은 회사 출범부터 대표이사에 오

인 기술을 도입, 의류 기획과 제작 과정에 적

이용량 약 1만5000L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른 후 약 14년간 대표직과 이사회 의장직을

용하고 있다.

보고 있다.

구본걸 LF 회장. 구 회장은 지난 3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LF

겸임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사회 의장만

이 기술을 활용하면 디자인, 샘플링, 수정

아울러 LF는 7월부터 이탈리아 기업

맡는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사회와 경영

작업을 비롯해 아바타 모델을 활용한 가상

‘CMC SRL’에서 개발한 친환경 포장 시스템

진을 분리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

품평회까지 사실상 의류 제작의 모든 과정을

인 ‘카톤랩(CartonWrap)’을 도입했다. 의류

라고 설명했다.

3D 이미지로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실물 의류

제품을 투입구에 넣으면 제품 크기에 따라

LF는 사업 전반에 ESG 경영 가치관을 적

샘플을 제작할 필요가 없어 친환경 의류 제

맞춤형 박스가 제작되며 포장, 운송장 부착

용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대표이사 성과보

작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LF는

까지의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LF

상위원회를 업계 최초로 설립했다. 대표이사

지난 5월 국내 최초 3D 가상 런웨이 ‘헤지스

는 카톤랩 도입으로 연간 약 25%(410t)의

성과보상위원회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

버추얼 런웨이’를 진행했다. LF는 3D 가상

포장 박스와 약 90%(0.2t)의 OPP 테이프 절

성되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의 성

디자인 기술을 차용한 의류 제작 방식이 기

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한다.

과급 규모를 객관적으로 책정하고 차기 연

존 실물 샘플 제작 방식과 비교해 탄소 배출

LF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

도 사업 목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량 약 810㎏, 화석연료 사용량 약 528kWh
kWh, 물

다. 헤지스는 2017년부터 여성복 ‘헤일리 라
인’의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유기견 보호단

3D 기술을 활용한
LF 헤지스의 ‘2021 가을·
겨울(F/W) 버추얼 런웨이’
리허설 장면. LF

체인 ‘천사들의 보금자리’에 기부하는 캠페
인을 진행 중이다. ‘헤일리’는 이 제품군의 로
고인 왕관을 쓴 강아지 캐릭터의 이름이다.
또 자체 여성 비건(vegan·채식주의) 화장품
브랜드 ‘아떼’는 수익금 일부를 사단법인 ‘생
명의 숲 국민운동’과 함께 도시 숲 조성 캠페
인을 진행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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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최용민의 글로벌 경제 톡톡 <8>

‘중국몽(中國夢)’ G1 부활 무기 ‘국가자본주의’에 세계가 긴장
올해 100세를 자랑하는 중국 공산당은 자국

지난해 수출액이 여타 국가와 달리 플러스를

에서 단순한 하나의 정당이 아니다. ‘당이 모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선 60%대 증가율을

든 것을 지도한다(党是领导一切的)’는 슬로

찍기도 했다.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로 6%(실

건이 보여주듯 중국에서 공산당은 국가의 핵

제로는 8%대 예상)가 나오면서 많은 나라의

심이자 심장이다. 이런 중국의 경제 시스템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을 가장 잘 압축한 말은 국가자본주의(state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 경제 정책의 근간은

capitalism)가 아닐까 생각한다. 현지에서

5년짜리 중기 계획에서 나온다. 1953년부터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라는 말로도 해

발표된 플랜으로 올해 버전(14차)은 2025년

석된다. 공산당이 지도하는 사회주의가 갖는

까지의 목표를 담아야 하는데 특이한 점이

원래의 의미는 국가가 특정한 기업들을 직접

발견된다. 과거처럼 5년 단위의 경제 성장 목

관리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말한

표는 찾기 힘들고 2035년까지의 장기 비전

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에서 자본주의보다

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안정적 성장

더 규제가 없는 듯 보이고 기업이나 개인의
사적인 이익 추구가 어느 자본주의 국가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세계 제패를 뜻하는
夢) 실현을 강조해왔다. 신화연합
중국몽(中國夢

더 자유로운 것 같다며 놀라는 외국인이 적

(穩中求進)을 기조로 매년 4∼5%대 성장세
를 유지하여 2035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약 2300만원)대에 올라서면서 중진국

지 않다. 이런 모습은 1979년부터 개혁개방

치협상회의(정협)를 통해 당해 연도의 경제

에 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는 목표가

을 통해 이윤 추구를 허용하는 실용주의를

골격을 확정하는 행사다. 재정 계획은 물론

앞당겨 달성되면서 정부의 치적으로 선전될

채택한 결과다. 그래서 경제 측면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와 실업률 등 중요

것으로 보인다. 신중국 설립 100년이 되는

이 왜 사회주의 국가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할

한 경제 목표를 최종적으로 설정한다.

2049년에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비전에

정도다.

대한 중간 목표로 해석된다. 이런 장기적인

그러나 현재가 아닌 미래 관점으로 초점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정감과 희망을 준다는

옮기면 정부 역할론이 급격히 부상한다. 여

세계 언론은 중국의 경제 위상이 치솟으면

장점이 있지만 내년도 잘 모르는 판에 너무

전히 정부 주도로 중장기 경제 계획과 비전

서 이런 지표를 빠짐없이 전한다. 이런 기사

을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기술 확보

는 각국이 경제 정책을 펼 때 중요 참조 사항

이런 목표치 설정은 단순한 구호에 머물지

를 위한 기관차 노릇까지 주저하지 않는다.

이며,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은 물론 글로벌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의 저력을 느낀다. 중

‘자본주의에도 계획은 있다’는 논리로 글로

시장에서 어떻게 마케팅할지를 결정할 때 고

국은 경제 외형으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벌 톱 규모로 올라선 현재도 정부가 끊임없

려하는 핵심 요소다.

올라서 있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무지갯빛이라는 혹평도 있다.

이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특히 최근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

매년 3월 초에 진행되는 양회(兩會)라는 독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

은 수출 주도 경제를 내세우면서 2009년에

특한 행사다. 양회는 우리의 국회 격인 전국

었지만 회복 속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연간 수출액이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

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자문기구인 인민정

정도로 V 자를 그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라섰고, 그다음 해에 수출에 수입을 더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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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State Capitalism

역액에서 미국을 넘어 맨 앞자리를 차지했

는 데 필요한 것을 망라하고 있다. 업그레이

다. 코로나19라는 폭풍 속에서 중국은 지난

드 버전은 2015년 얼굴을 내민 ‘중국제조

해 의미 있는 또 다른 세계 1위를 달성했다.

2025’. 최고의 제조 강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액에서 부동의 1위였던 미

독자적인 기틀을 다진다는 것이 비전의 핵심

국은 크게 감소했지만 중국은 1630억달러

이다. 올해 양회에서 언급된 8대 산업(회토

(약 190조7000억원)로 4%가 늘어 미국을

류, 로봇, 신에너지 등)과 7대 과학기술(AI,

추월했다.

바이오 등)과도 연결된다.

중국의 2035년 장기 목표
1 | 질적 성장

성장은
중국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기초이자

●

관건
실업률 5.5% 이하로 통제

●

2 | 혁신 견지
R&D 투입 비용 연평균 7% 이상씩 증가

●

G1(세계 1위)이라는 표현은 ‘세상의 중심’
이라는 중화사상을 시현하는 상징적인 측면

중국이 세계 1위에 집착하는 궁극적인 지

향점은 중국인의 꿈(中國夢·중국몽) 시현이

이 강하고 중국 내부를 결속시켜 안정을 도

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중국몽의 ‘부활’이라

모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

는 수식어다.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은 평가한다. G1과 관련 경제 부문에서 남은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점이다.

3 | 내수 확대
효과적인 내수 확대, 소비 전면 촉진

●

4 | 농촌 진흥

신형
도시화 전략 개선 및 추진,

●

도시 상주 인구 비중 65%로 확대

5 | 지역 발전

과제는 2개다. 국내총생산(GDP) 총량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최근 급부상한 중국만

미국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이고, 그다음은 1

기억하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중국은

인당 국민소득에서 세계 최고에 올라서는 것

이미 오래전에 세계 경제를 호령한 바 있다.

이다. GDP 1위는 당초 예견된 2030년 정도

10세기쯤 송나라 경제 규모는 당시 구매력

●

보다 앞당겨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1인당

으로 265억달러(약 30조4000억원)에 달해

6 | 개혁 심화

국민소득은 2050년으로 애드벌룬을 띄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7%였다. 같

●

지식재산권 제도 전면 개선, 정부 서비스 향상

●

일대일로 건설, 글로벌 자유무역 네트워크 구축

상황이다. 신중국 설립 100주년이 되는 시기

은 시기 일본의 비중은 2.7%였고 미국은 흔

와 맞물린다.

적도 찾기 힘들다. 청나라로 넘어오면 중국
의 GDP 비중은 30%를 넘나들지만 당시 많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선다”

●

웨강아오 대만구(광둥성·홍콩·마카오),
장강삼각주(상하이 등) 일체화 작업 추진

은 5%대이고 미국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 들어 디지털 성과와

정부 주도의 경제 운용과 디지털 기술을

해당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을 자주 언급하

활용하여 코로나19를 적극 헤쳐 나가고 있

고 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터넷 사용

는 중국은 당분간 효율성(일사불란) 측면에

자 1위(9억9000만 명, 2020년 말 기준)를 기

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과 첨

반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규모와 빅데이터,

단 분야에서 중국이 내건 다양한 목표가 여

그리고 인공지능(AI)에서 압도적인 물량 공

타 국가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세를 펼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2035년까지 퇴출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정부가 중점 육성할 산업 목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움직임은 관련

록이 구체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된다.

원자재의 수급에 곧바로 충격을 줄 정도로

그 시초로 2010년에 발표된 7대 산업육성

영향력이 지대하고 중국은 물론 미국 등 제3

전략이 지목된다. 차세대 정보기술(IT)이 핵

국 시장에서 상품의 경쟁 구도 변화를 야기

심이고 친환경, 신소재, 신에너지 등을 담고

한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내건 목표는 여타

있어 향후 질적인 측면에서 세계 1위로 나가

국가와 기업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높은 수준 및 품질로 슝안신구 건설

7 | 녹색 발전
●

산림피복률 24.1% 달성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 이산화탄소 배출

량 각각 13.5%, 18% 감축

은 식민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

중국은 질적 측면에서도 세계 1위라는 것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성) 협동 발전,

8 | 민생 증진
●

노동 인구의 평균 교육 이수 시간 11.3년 달성

●

평
 균 수명을 1년 늘리고, 기본 양로보험 가입
비중을 95%로 향상

9 | 평안 중국
●

식량 생산 능력 연간 6.5억t 이상 확보

●

사회 안정 및 안전 유지
자료=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최용민 WTCS 대표
광운대 경영학 박사，한국
무역협회 전 FTA통상연구
실장·전 베이징지부장·
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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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RIEFING
흔들리는 중국 私교육 시장

시진핑이 던진 강력 규제 폭탄에 中 私교육 업체 주가 반 토막
에 상장된 교육 업체 신둥팡(New Oriental

를 낳지 않겠다는 20~30대 부부가 증가하

Education & Technology Group)이 대표

면서 중국 내 저출산 해결책으로 사교육 규

중국 증시가 중국 정부의 사교육 규제 폭탄

적이다. 신둥팡 주가는 7월 23일 40.61% 하

제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내에서

을 맞고 흔들리고 있다. 중국 당정 최고기관

락을 시작으로 3거래일 동안 71.2% 폭락했

높은 학원비 부담이 빈부격차로 인한 박탈

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7월

다. 보스러(Scholar Education Group) 역시

감을 증가시킨다는 비판도 영향을 줬다. 그

24일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의

같은 기간 주가가 58.1% 하락했다. 이와 달

러나 중국 당국이 사교육 산업 자체를 사실

무교육 단계 학생 숙제·외부 학습 부담 감

리 중국 본토 선전 거래소에 상장된 교육 업

상 금지하는 핵폭탄급 규제 정책까지 들고

소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체 중공교육(Offcn Education Technology)

나올 것이라는 관측은 적었다. 중공 중앙위

중국 증시에 상장된 교육 업종 주가가 일제

은 규제 조치 발표 후인 7월 26일 하한가를

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사교육 규제 대책

히 폭락하면서 전반적인 주가 하락을 견인

시작으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회

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영·수 학원처럼 학

했다. 7월 마지막 주 증시가 시작한 첫날인

사 주가는 7월 27일까지 이틀간 18% 떨어졌

교 외부에서 중국어, 수학, 영어 같은 학과

7월 26일 당일에만 상하이종합지수가 전 거

다. 중국 선전 거래소의 하루 가격 제한 폭이

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에 대한 신규

래일(7월 23일) 대비 2.34% 빠졌고, 홍콩항

10%인 점을 고려하면 연일 큰 폭으로 하락

허가가 중단된다. 특히 온라인 교육 업체는

셍지수도 4.13% 내렸다. 이러한 하락세는

한 셈이다. 1000억달러(약 117조원)가 넘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며 기존 업체는

하루 뒤인 7월 27일까지 이어졌다. 이날 상

중국 교육 시장이 정부 규제로 타격을 입을

조사 후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7월 26일) 대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심민관 기자

기존 사교육 기관들은 심사를 거쳐 ‘비영
리기구’로 전환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는

2.49%, 홍콩항셍지수는 4.22% 떨어졌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교육 업체 주가는 대

사교육을 통한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다는 말

사교육 규제가 저출산 해결책?

부분 반 토막이 났다. 일부 교육 업체들의 주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시진핑(習近平) 중

이다. 이를 두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중

가 하락은 중국 당국의 규제 발표 하루 전

국 국가주석이 사교육 산업 규제를 지시하

국 언론들은 “(중국 정부가) 사교육 산업에

인 7월 23일부터 시작됐다. 홍콩증권거래소

면서 시작됐다.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

치명타를 가했다”라면서 역대급 초강력 규
제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어·수학·영어 등 정규 학과 과목을

중국 사교육 규제 발표 후 급락한 교육 업체 주가 괄호 안은 22일 대비 하락률
신둥팡

60홍콩달러

보스러

4홍콩달러

3.54

50.85

15.29
2.53

30

30.20
14.62

1.48

2

(-58.1%)

중공교육

20위안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중국 사교육 시장으
14.96

로 외국 자본이 몰리자, 외국 자본이 중국

10

(-71.2%)
0

0
7.22

23

26

27일

12.26

사교육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

(-19.8%)

한 조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갑작스
러운 사교육 시장 규제 탓에 미국 블랙록 등

0
7.22

23

26

27일

7.22

23

26

27일

자료=홍콩 증권거래소, 중국 선전거래소

48

가르치는 사교육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도

중국 사교육 산업에 투자했던 외국 투자사
들이 큰 손해를 볼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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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ducation Market Crisis

연결 포인트 1

中 각종 규제책 파장, 美 증시로도 번져

기록했다. 이는 2거래일 기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7월 24일
중국 정부가 사교육 산업 규제책을 발표한

최근 중국 정부의 각종 규제책이 일으킨 파

여파 역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교육 기

장이 미국 증시로 번지고 있다. 중국의 규제

업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가오투그룹·하오

책이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 미국 증시에 상

웨이라이 등 일부 중국 교육 업체들의 주가

장된 중국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는 7월 23일 하루 만에 60~70%씩 폭락했다.

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7월 26일(이하 현지

중국의 규제 리스크는 교육 분야에만 그치

시각) 기술·교육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

지 않는다. 중국 최대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

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바이두, 알리바

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싱은 지난 6월 말 뉴욕 증시에 상장한 직후

바 등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들의

중국 회사 주식들의 시가총액이 5개월 만에

중국 정부의 규제로 시장 퇴출 위기에 직면하

주가 역시 꾸준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7690억달러(약 899조원) 증발했다고 보도

면서 7월에만 주가가 40% 넘게 떨어졌다. 중

중국 규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글로벌 대형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중

국 정부는 디디추싱이 사용자 정보 등 핵심

투자사들의 중국 주식 보유 비중도 감소하

국 회사 중 98개의 지수를 추적하는 ‘나스닥

데이터를 외부에 유출할 우려가 있다며 중국

는 추세다.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이노베

골든 드래곤 중국지수’는 7월 26일 전 거래

내 모든 앱장터에서 디디추싱을 삭제할 것을

이션 ETF(상장지수펀드)는 지난 2월 중국

일 대비 7% 떨어졌다. 7월 23일 8.5% 하락

명령했다. 작년 12월 중국 정부가 자국 정보

주식 보유 비중이 8%였지만 7월에는 0.5%

분까지 합하면 2거래일간 15% 이상 낙폭을

기술(IT) 대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반독점 규

미만으로 비중을 대폭 축소했다.

연결 포인트 2

中 진출 한국 교육 업체 영향은

중국 최대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싱. 블룸버그

정상제이엘에스는 지난 2016년 중국 대형
부동산 업체인 진디그룹과 미미JLS를 설립
했다. 청담러닝은 작년 8월부터 중국 교육

최근 중국 사교육 규제책 여파로 중국에 진

기업 신난양과 손잡고 중국 영어교육 시장에

출한 한국 교육 기업들의 현지 사업 피해에

진출했다. 신난양이 운영하는 학원 등을 통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국내 상장기업 중에는 씨엠에스에듀, 정상
제이엘에스, 청담러닝 등이 현재 중국 현지
에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회화 프로그램을 공급해 이익을 얻고 있다.
중국발 사교육 규제책은 악재로 받아들여

6월 8일 중국 베이징의 한 가오카오(대학 입학시험)
수험장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을 가족들
이 맞이하고 있다. EPA연합

지지만, 이들 업체의 주가 변동은 10% 안팎

씨엠에스에듀는 중국 출판 업체인 성통인

에 그쳤다. 중국 사교육 규제책 발표 직후인

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으로 풀

쇄와 함께 유아 사고력 관련 직가맹 학원 사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정상제이엘

이된다. 즉, 유아교육이나 영어회화 같은 분

업을 현지에서 벌이고 있다. 정상제이엘에스

에스의 주가는 오히려 0.13% 올랐다. 같은 기

야는 사교육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

는 중국에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인 ‘미미

간 씨엠에스에듀는 10%, 청담러닝은 6.39%

문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았다는 말이다. 또

JLS’에 영어 교육 프로그램과 학원 운영 컨

각각 하락했다.

이번 조치가 신규 사교육 업체의 진입을 제

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

이들 업체의 중국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한한다는 점에서 이미 중국 시장에 진입한

다. 미미JLS는 중국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을

데다 중국 정부의 사교육 규제가 중국어, 영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입지가 강화될 기회라

대상으로 하는 중국 전문 영어 교육 업체다.

어, 수학 등 학과 교육 과목에만 국한돼 규제

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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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명의를 찾아서] 美도 포기한 간이식 수술 성공시킨 송기원 서울아산병원 교수

“7000번째 간이식 수술 성공…의료진 팀워크가 성공률 높여”
자의 1년 생존율이 98%에 달한다. 이는 장

라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

기이식 선진국인 미국의 89%를 훌쩍 뛰어넘

사 등의 수술 인력, 마취과 및 영상의학과 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는 간(肝)이다. 무

는다. 지난해에는 첫 간이식 수술 28년 만에

문의 등이 한 팀이 돼 힘을 합쳐야 성공적으

게 1.2~1.5㎏의 이 커다란 장기에 염증이나

7000번째 간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국내 간

로 수술을 이끌 수 있다”라고 했다.

종양이 생기면 우리 몸은 필요한 필수 영양

이식 수술의 약 45%를 차지하는 수치다.

그는 “간이식 수술에서 실패는 거의 없다”

소를 만들어 저장하지 못한다. 또 해로운 물

2017년에는 생체 간이식 361건 중 수술 사

면서도 “약 3~4%의 환자에게서 수술 후 감

질을 해독하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는다. 간

망률 0% 기록도 세웠다.

염, 합병증,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장윤서 조선비즈 기자

기능이 나빠지거나 소실돼 약물치료나 간 절

‘조선비즈’는 서울아산병원 간이식 드림팀

했다. 간이식은 크게 뇌사자 간이식과 생체

제만으로 치료가 어려우면, 최선의 선택지는

에서 2년 이상 간이식 수술에 매진한 송기원

간이식으로 나뉜다. 한국은 뇌사자 기증이

‘간이식’이다. 이식(移植)이란 ‘옮겨 심는다’

간이식·간담도외과 교수를 7월 16일 만났

매우 적어, 건강한 사람의 간 일부를 기증하

는 뜻이다. 건강한 사람의 간 일부를 이식받

다. 송 교수는 “살아 있는 간을 건강한 사람

는 생체 간이식 수술이 발달했다. 생체 간이

은 환자는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의 몸에서 떼어 내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생

식은 기증자가 간 일부를 떼어낸 후 큰 합병

서울아산병원은 간이식 수술 분야에서 세

체 간이식은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를 수술실

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므로 뇌사자

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치료가 어려운 중

에 함께 눕혀 놓고 진행해야 하며, 수많은 혈

간이식보다 수술 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

증 환자들을 제외하지 않았음에도 간이식 환

관을 일일이 연결하는 매우 복잡한 수술”이

져 있다.
송 교수는 “간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
다고 하더라도 수술 이후의 합병증 관리를

송기원

신경 써야 한다”라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

서울아산병원 교수

하기 위해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후

부산대 의대 학사，
울산대 의대 의학 석사，
서울아산병원 임상강사，
서울아산병원 간이식·
간담도외과 교수

속 치료까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
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 교수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를 논의한다.
미국 10대 병원으로 손꼽히는 스탠퍼드대
병원에서도 치료가 어려웠던 간경화 환자가
국내에서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고 두 달 동
안의 치료 끝에 건강을 회복한 사례는 유명
하다.
이 환자는 미국 스탠퍼드대 병원 의료진의

송기원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교수. 서울아산병원
50

권유로 한국으로 와 수술을 받았다. 미국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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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ous Doctor

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

부를 각각 기증받아 한 명의 수혜자에게 동

던 찰스 칼슨(당시 47세)은 2018년 서울아

시에 이식하는 2 대 1 생체 간이식 수술도 활

산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그해 12월, 이 병원

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 대 1 생체 간이식보

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당시 스탠퍼드

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이다. 전 세

대 병원에서 골수 이형성 증후군 항암치료를

계에서 2 대 1 생체 간이식 수술의 95% 이상

10회 이상 진행했지만 간기능이 악화해 더

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는 치료를 진행할 수 없었다. 간질환으로 항

2 대 1 생체 간이식 수술은 2000년, 간경

암 치료를 이어 가지 못해 환자 상태는 갈수

화 말기로 1년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50

록 나빠졌다.

대 가장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칼슨이 건강해질 기회는 살아있는 사람의

새 삶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한 사람의 간 기

간 일부를 기증받는 생체 간이식뿐이었다.

증으로 충분치 않거나, 남은 간의 용적으로

스탠퍼드대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생체

기증자 생명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따를 수

간이식은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수술로, 서울아

는 환자와 기증자 혈액형이 같지 않아도 더

라며 서울아산병원을 추천했다. 간이식 기증

산병원 이승규 석좌교수가 세계 최초로 고

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된 계기가 됐다. 송

자는 그의 부인이었다.

안했다.

교수는 2008년 11월 일본 교토대학병원을

칼슨은 수술 후 간기능이 회복돼 항암 치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송기원(가운데)
교수가 간이식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단기 방문한 후 ‘ABO 혈액형 부적합 이식’

국제 학회 최우수 논문상 등 수상
참여한 송 교수는 “환자를 의뢰받았을 때 간 국내 간이식 수술 45% 차지
경화로 복수가 많이 차 있었고, 여러 차례 항 “한 사람 살리는 것 굉장히 값진 일”

초기 성적을 거둠으로써 ABO 혈액형 부적

암치료를 받아 많이 쇠약해져, 결과를 장담

합 성인 생체 간이식이 국내에서 활성화하는

료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수술에

성인 생체 간이식을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
시키고, 환자 생존율 95%(1년)라는 우수한

할 수가 없었다”면서 “의료진을 믿고 치료

송 교수는 간이식 분야 석학인 이 교수의

과정을 잘 따라준 환자와 가족 덕분에 좋은

제자이기도 하다. 그도 스승과 함께 2 대 1

ABO 혈액형 부적합 이식은 기증자와 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생체 간이식 수술을 시행해 왔다. 송 교수는

혜자 간 혈액형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간이

칼슨처럼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2010

“건강한 사람의 간이 환자 간에 이식될 수 있

나 신장, 췌장 등의 장기를 주고받는 수술이

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아산병원을 찾아온

는 조건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간의 좌·우엽

다. 수술 전 혈액형이 맞지 않는 수혜자에게

미국, 칠레, 러시아, 몽골, 중국, 싱가포르, 베

크기나 비율이 적절치 않으면 기증이 어렵

혈장 교환술, B세포 제거 항체 주입 등의 방

트남,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등 해외

다”면서 “이럴 때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법을 통해 면역거부반응을 일으키는 항체를

환자만 112명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

간을 이식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2 대 1 생

제거하고 수술을 시행하는 고난도 이식 방

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

체 간이식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법이다.

염병 대유행) 상황 전에는 해마다 40여 개국

고난도 수술을 위해서는 ‘기증자’의 안전을

송 교수는 ABO 혈액형 부적합 성인 생체

에서 500여 명의 의학자가 서울아산병원 간

해치지 않는 것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며, 수

간이식과 관련된 주제로 10여 편의 논문을

이식팀의 수술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찾았

혜자에게 줄 간 용적이 충분한지 살피는 것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2012년 세

다.

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계 간이식학회(ILTS), 2014년 세계간담췌외

두 명 간 일부 이식 수술 전 세계 95% 차지
서울아산병원에서는 기증자 2명의 간 일

데 기여했다.

앞서 1996년 서울아산병원에서는 혈액형

과학회(IHPBA)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

이 일치하지 않는 ‘혈액 부적합 간이식’ 수술

고, 그 외에도 다수 국제 학회에서 젊은 연구

이 처음 시행됐다. 간이식 수술에서 이식받

자상 및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2021.08.04

407_50-51_헬스-명의를 찾아서.indd 51

51

2021. 7. 29. 오후 9:19

CEO&
인상 경영 <65> 김창수 F&F 회장

‘패션계 미다스의 손’ 김창수 회장, 보기 드문 큰 사업가상(相)
7월 23일 종가 기준 국내 주식 부자 순위 20

대굴대굴 굴러 사업 파이를 크게 키웠을 것

윈 이마와 오버랩된다. 해외운도 좋아 중국

위 리스트에 패션 업계에서 유일하게 순위

이다. 한 해 전 사진을 보면 얼굴살이 빠져 탄

등 해외 진출 사업도 성과가 있겠다.

안에 든 기업가가 있다. ‘MLB’ 모자와 ‘디스

력이 줄었다. 성장을 위해 움츠렸던 시기다.

이마에 뚜렷한 가로 주름 두 개가 보인다.

커버리 엑스페디션’으로 이름난 F&F의 김창

김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옷 쇼핑

위 주름은 선대, 아래 주름은 본인이다. 선대

수 회장이다. 그의 주식 평가액은 2조2494억

을 다닐 정도로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

와 본인이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다. 양

원. 2019년 말 25위에서 14위까지 뛰어올랐

다. 머리 양쪽 소의 뿔이 나는 자리가 충분히

눈썹 위에 눈썹 모양의 주름이 있는데 이는

다. F&F를 연매출 1조원에 이르는 회사로 키

발달했다. 멋의 맛을 아는 사람으로, 패션은

자수성가의 흔적이다. 선대의 덕을 보았을

워 ‘패션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다.

천직이다. 이마가 널찍하게 잘 발달되어 있

것임에도 이렇게 주름이 선명한 것은, 선대

김 회장의 얼굴은 보름달을 닮은 원형이

다. 머리도 영특한 데다, 특히 이마 양옆인 변

와 상관없이 자기 분야를 개척하고 스스로의

다. 현실 에너지가 강해 돈을 벌고 모으는 걸

지역마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어, 가지 않은

땀으로 사업을 일궜다는 증거다. 눈썹을 번

중요시한다. 2013년 사진을 보면 얼굴이 빵

길도 가본 것처럼 쉽게 가는 사람이다. 미국

쩍번쩍 들었다 놨다 하는 근육운동으로 열

빵해 탄력이 넘친다. 그의 얼굴에서 축구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미국 다큐멘터

심히 뛰어 생긴 주름이다. 어릴 때부터 사업

한 장면이 스쳐간다. 발끝에 축구공을 매단

리 채널인 디스커버리의 상표권을 사서 패션

가를 꿈꾼 사람이다. 딱 눈썹에 해당하는 나

듯 몰고 달리는 메시나 호나우두. ‘호박이 구

브랜드화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이 이마에

이 32세인 1992년 그는 패션(Fashion)과 미

르면 집채 크기가 된다’고 그 시기에 열심히

서 나왔다. 그의 이마는 중국 알리바바의 마

래(Future)를 꿈꾸며 창업을 한다. 그는 베
네통, 레노마스포츠, 시슬리, 엘르 등 굴지의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왔다.
눈썹과 눈썹 사이 명궁에 깊거나 옅은 세
로 주름 3개가 보인다. 흔히 명궁의 세로 주

널찍한 이마
영특한 머리, 해외운

명궁 사이 세로 주름
고민과 성찰

하지만 김 회장의 경우는 눈썹 근육이 발달
하며 살이 밀려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살집 있는 눈두덩이
베푸는 마음
빵빵한 콧방울
사업가상

름은 찡그려 생긴 주름이라 좋지 않게 본다.

깊고 긴 세로 주름은 다분히 철학적이며, 자
동그란 얼굴
강한 현실 에너지

기 분야에 대해 상당한 고민과 성찰을 해온
시간의 지도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눈썹 숱이 많지 않아 또렷하지 않은 걸 보
면 인맥에 기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
지만 눈썹은 잘 누워 있다. 눈썹이 진하지 않
은 것은 김 회장에게 오히려 다행이다. 눈썹

김창수 F&F 회장. F&F

52

근육이 발달했는데 여기다 눈썹까지 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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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ty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누구도 못 말린다.

돌아보며 숨 고르기 하는 듯하다. 탄력이 예

내심은 마그마처럼 끓어오르는 사람이지

전에 비해 떨어진 것 같지만 거느릴 사람이

만 표현은 순하게 한다. 이 나이엔 눈썹이 옅

많은 이 나이엔 살짝 빠져주는 것도 나쁘지

어야 후계도 있다. 자식이 아니어도 뒤를 이

않다. 이제는 본인이 앞서 달리지 않아도 사

어 일해줄 아랫사람이 있다. 눈두덩 살이 넉

업이 잘 흘러가고 있어, 후임에게도 권한을

넉하고 자리가 넓다. 마음에 여유가 있다. 광

위임하는 여유가 생겼다. 리더로서의 폭이 넓

에서 인심이 난다지만, 광이 그득해도 마음
이 있어야 인심을 낸다. 김 회장은 있으면 쓸

미국 다큐멘터리 채널 상표권을 사서 패션 브랜드화
한 디스커버리 엑스페디션. F&F

줄 아는, 베풀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어진 것이다. 템포를 약간 늦춘 것 같지만 여
전히 주먹은 불끈 쥐고 있는 형국이다.
이가 가지런해 성격이 좋지만 앞니 하나가

눈에 쌍꺼풀이 있어 자기표현을 잘한다.

으로 귀결된다. 왼쪽 콧방울과 코끝, 오른쪽

살짝 틀어진 걸 보면 혼자 감내해야 할 고민

베스트 드레서로 소문이 났는데, 패션센스

콧방울 비율이 대개 1 대 2 대 1인데, 김 회장

의 시간이 있었다. 입이 작아도 웃을 때 커지

또한 자기표현의 능력이다. 친한 사람들 앞

은 1 대 1 대 1이다. 콧방울 크기가 적당해야

는 탄력이 있어 나쁘진 않다. 하지만 웃지 않

에선 자기표현을 잘하지만 웃을 때 눈이 작

낚싯바늘 같은 빵빵한 코 모양이 나온다. 콧

을 때는 입이 작다. 입이 작은 채로 머물면 사

아지는 걸 보면 대외적으로는 듣는 쪽에 속

방울이 유독 큰데도 참으로 특이하게 탄력적

업의 국(局)이 작아질 수도 있다. 인상은 마

한다. 얼굴에 비해 눈 가로 길이가 살짝 짧고

이다. 이런 콧방울은 큰돈이 따르고 많은 사

음 관리나 환경에 따라 바뀐다.

30대 후반에 고생을 했다. 1998년 외환위기

람을 거느릴 수 있다. 오늘 누리는 주식 부호

턱 앞쪽으로 살이 붙어 턱이 하나 더 있는

때 부도 위기에 몰려 형이 운영하던 삼성출

라는 위치가 이미 인상에 새겨져 있다. 일을

것처럼 보인다. 전문가의 턱이다. 밥주걱처

판사와 회사 합병을 한 시기다. 눈동자가 흑

하나 벌이면 두 개를 거둬들이는 코다. 코끝

럼 턱 근육이 높이 올라와 있지 않아 ‘나는 최

진주처럼 검어 현실 에너지가 강한 사업가형

이 살짝 내려와 미적 감성이 풍부하다.

고다’라는 교만은 부리지 않는다. 턱살이 빠

이다. 눈가 주름 2~3개가 바짝 위를 향했다.

아무리 벌어들여도 법령이 뚜렷하지 않으

지면 보조개 자리에 주름이 생긴다. 그렇게

평소 자주 웃어 생긴 주름으로 이런 주름을

면 번 것을 지키기 어려운 법인데, 법령도 뚜

되면 보조개와 법령까지 주름이 3겹이 된다.

가진 사람은 ‘40세 넘으면 성공한다’고 한다.

렷하여 안정적으로 지켜낸다. 법령 자리가

이럴 때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 크게 키운 만

웃음은 인위적으로 지어낼 수도 있지만 마

널찍하여 인중 부분인 돈창고가 넉넉하다.

큼 크게 상실하게 된다. 긍정적으로 많이 웃

음이 따뜻하고 인정에서 우러나온 웃음이 진

하지만 발달한 코끝이 인중 자리를 침범해

고, 건강관리를 잘해 현재의 얼굴 탄력을 잃

짜 웃음이다. 김 회장은 따뜻한 정으로 성공

인중이 짧아졌다. 아마 50대 초반에는 사업

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한 사람이다. 코뿌리 부분인 산근이 내려가

이 부진했을 것이다. 하지만 잘 자리잡은 법

김창수 회장은 보기 드문 큰 사업가의 상

41~43세에 변화가 있었겠다. 관골이 유난히

령과 뺨의 탄력으로 50대 중후반 사업운은

이라 인상학자로서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도드라지고 널찍해 전성기인 40대 중반을

그런대로 순항한다. 그런데, 왼쪽 뺨 보조개

그가 얼마나 얼굴 경영을 잘 해내는지, 현재

향해 좋은 쪽으로 변화한다. 이 시기에 김 회

자리인 57세에는 사업 혹은 건강 등에서 약

의 탄력을 잘 지켜 예약된 만년을 오롯이 누

장은 삼성출판사와 분리해 F&F의 이름을

간의 위기 흔적이 보인다. 지금은 살이 붙어

리게 될지 지켜보고 싶다.

찾았다. 명예와 인기를 상징하는 관골(광대

보조개로 보이지만 뺨살이 빠졌을 때는 보조

뼈)이 큼직하게 둥글면 대개 정치를 하게 된

개가 주름 모양으로 늘어진다. 이때는 다른

다. 그런데 김 회장의 경우는 관골에 준하는

사업도 해볼까 고심하는 때다. 지금 61세 운

콧방울이 있어 정치와 멀어진다.

기는 입에 와 있다. 요즘 사진을 보면 얼굴이

주선희

코에 살이 많고 콧방울이 빵빵하면 천생

예전에 비해 약간 갸름해 단아해졌다. 혼자

원광디지털대

사업가의 상이다. 좋은 관골도 결국 사업 쪽

막 달려 나가다 이제는 주변과 자기 자신을

얼굴경영학과 교수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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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건강학 <168>

슬럼프를 벗어나는 방법…루틴과 변화
우여곡절 끝에 도교올림픽이 열렸다. 작년에
열렸어야 할 올림픽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1년 늦어지고 이
번에도 열리니 안 열리니 오락가락했다. 그
와중에 선수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경기가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훈련했
을 것이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슬럼프에 빠
지고 다시 일어선 선수들이 얼마나 많을까.
슬럼프(slump)에 대해 알아보자. 주로 운
동선수에게 사용되는 용어인데 자신의 실력

운동선수뿐 아니라 일반인도 생활하면
서 나태함，무기력증 등의 슬럼프를 겪는
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부진 상태가 일
정 기간 계속되는 상황을 말한다. 야구에서
타격 3할의 타자가 1할대로 떨어져서 한 달
가까이 고생하다가 2군으로 내려가는 경우

분해야 할 것은 중독성 시간 때우기와 건강

행을 가거나 안 하던 헬스를 다시 하거나 맛

가 바로 슬럼프 상태다.

한 휴식은 다르다는 것이다. 휴식은 능동적

집을 찾아가 보자. 매너리즘에 빠진 기존 일

슬럼프는 운동선수만의 고민은 아니다. 우

인 선택이고 에너지의 재충전이지만 중독은

을 벗어나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리도 생활하면서 슬럼프라는 용어를 자주

무기력한 퇴행과 도피 그리고 허망함이다.

새로운 자극으로 감각을 깨워야 한다. 어찌

쓴다. 일반인의 슬럼프는 운동선수와는 성질

이 상태가 심하면 우울증으로 빠질 수 있다.

보면 루틴과 변화는 상충하는 듯하다. 하지

이 좀 다르다. 일반인의 슬럼프는 권태기와

언제든 슬럼프는 온다. 어떻게 넘어갈까?

만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루

비슷한 의미로, 주로 나태함이나 무기력을

슬럼프를 겪는 사람마다 각자의 탈출 방법

틴으로 일상을 지키면서 동시에 일과 상관없

뜻하는 경우가 많다. 노력하던 수험생이 공

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다. 루틴

는 새로운 변화로 재충전해야 하는 양방향

부하기 싫어지고 열심이던 직장인이 무기력

(routine)과 변화다. 루틴은 매일 똑같이 실

노력이 필요하다. 무더운 여름에 특히 슬럼

해진다. 보통 슬럼프라고 할 때는 다음과 같

행하는 습관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매일 해

프를 조심해야 한다. 어렵게 열린 올림픽이

은 속성을 갖는다. ‘예전 같지 않다’ ‘리듬이

온 루틴 중에 최소한 한두 가지는 꼭 해야 한

다. 수많은 슬럼프를 극복하고 올림픽 무대

깨졌다’ ‘흥미나 열정이 식었다’ ‘하기 싫다’

다. 아침 운동이든 점심시간의 산책이든 그

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도

‘무의미하다’ ‘잘 못 할 거 같다’ 등. 여기에 앞

동안 습관적으로 해오던 기본적인 루틴을 계

힘을 냈으면 좋겠다.

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자신감 저하, 심

속해야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기본 행

하면 자책이 뒤따른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동마저 무시하면 전체적인 생활이 흐트러지

중독이나 우울로 넘어간다. 하루 종일 유튜

고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린다.

브에 집착하고 게임에 빠지고 드라마만 보고

또 하나의 슬럼프 탈출법은 변화다. 다른

매일 술을 마시기도 한다. 여기서 한 가지 구

장소, 다른 음식,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여

54

윤우상
밝은마음병원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엄마 심리 수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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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의 법으로 보는 중국 <27>

범죄와 전쟁 ‘소흑제악(掃黑除惡)’ 금융계로 확전 이유
2021년 7월 13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

겠다는 지방 은행도 등장했다. 또 ‘은행업, 금

력을 발생한 이후 압류·동결된 장물과 그 이

원회는 ‘은행업·보험업의 소흑제악 단속의

융기구의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해

상시화 업무에 관한 통지(關於銀行業保險業

관의 질의 및 동결 업무 규정(銀行業金融機

야 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일률적으로 몰수

常態化開展掃黑除惡鬥爭有關工作的通知)’

構協助人民檢察院公安機關國家安全機關查

해 국고에 귀속시킨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

를 반포하며 은행·보험 업계의 역량을 총동

詢凍結工作規定)’에 따라 범죄 단체로 흘러

다. 이 의견은 전화 사기 등의 신종 범죄 피해

원해 소흑제악에 매진할 것을 선언했다. 소

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흑제악은 검은 것을 쓸어내고 악을 제거한다

관련 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강제조치를 취

것이다.

는 말이다. 검은 것은 ‘흑사회(黑社会)’라는
범죄 단체를 의미한다. 우리 식으로 범죄와
전쟁에 해당한다.
2018년 1월 1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회와 국무원은 ‘범죄 단체 특별 단속에 관한
통지(关于开展扫黑除恶专项斗争的通知)’를
반포하면서 범죄와 전쟁을 시작했다. 과거의

掃黑除惡 [sǎohēichúè]
소흑제악은 어두운 것을 쓸어내고 악을 제거한다는 말이다. 중국식
범죄 단체 단속, 조직 범죄 척결 활동을 의미한다. 중국은 2018년부터
범죄와의 전쟁에 박차를 가해 왔는데, 최근 이런 노력을 은행·보험
등 금융 업계에도 강조하고 있다.

범죄와 전쟁은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 활동을
의미했다. 특정 지역을 장악한 조직폭력배가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등의 행위를
단속하는 게 소흑제악의 출발이었다.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은 국민경제에서 혈관, 자금은 혈관을

최근 들어 범죄 집단이 민생에 가장 큰 피

흐르는 피에 해당한다. 중국은 지속해서 내

이번에 금융 업계의 소흑제악 규정이 반포

해를 주는 부분이 전화 사기 등의 신형 범죄

수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외부 경제와

되자 은행들은 앞다퉈 범죄 단체와 전쟁을

다. 이에 금융기관이 범죄 단체의 자금줄을

의 조화를 강조하는 쌍순환 경제를 추진하고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섰다. 모든 은행 지점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있는데, 내수 시장의 성장이 기대한 만큼 속

입구에 LED(발광다이오드) 게시판을 설치

규정도 마련했다. 2021년 6월 22일 중국 최

도를 내고 있지 않은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지식 전파에 나

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공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서 내수 시장에

섰고, 대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동으로 ‘전신 인터넷 사기 등 형사사건 처리

피가 잘 돌게 하자는 것이 금융 업계에서 소

대출 신청 접수 과정, 신청자 신용, 자금 사용

의 법률 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의견

흑제악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처 등을 철저히 조사했다. 대출 자금이 고리

<2>(關於辦理電信網絡詐騙等刑事案件適用

의 사채 자금으로 유용되거나 범죄 단체로

法律若幹問題的意見<二>)’를 반포했다. 이

흘러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의견에는 전화 사기 사건 관련 계좌에 대해

고객을 전수조사해 의심이 가는 금융 거래

압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피해자의 우선반

나 범죄 단체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

환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형

좌를 색출하고, 관련자의 행위를 모니터링하

사소송법 제245조는 ‘인민법원의 판결이 효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사법
연수원 33기，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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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부영의 브랜드 & 트렌드 <11>

좁혀야 넓어진다 ‘스몰타운 브랜딩’
도시재생은 선진국 대도시의 도심 공동화 현

티를 잘 전달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그래

상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산업

서 떠올리게 하고 싶은 것(브랜드 아이덴티

코리포는 스위스의 작은 산골 마을로, 600

화가 도시 발전을 이끌던 시대, 개발하기 쉬

티)을 잘 떠올릴 수 있도록 슬로건·로고 등

년 역사를 지녀 역사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

운 도시 외곽 지역의 기능은 팽창하지만 기

을 만드는 것이다.

기도 한 곳이다. 하지만 역사가 보존되는 지

흩어져 있는 호텔, 스위스 코리포

존 시가지는 쇠락하게 된다. 원래 도시재생

멀리 있는 작은 마을로 사람들이 애써 찾

역이 그 땅에 사는 사람의 삶을 보장하는 것

은 쇠퇴한 구도심을 부흥시키는 것이었다.

아오려면 ‘거기 하면 이거지’라는 강렬한 무

은 아니었다. 브랜딩을 시작할 무렵 코리포

대도시에 적용되던 개념이었다.

언가가 떠올라야만 한다. 그래서 스몰타운

인구는 단 12명, 평균 연령은 75세였다. 사람

최근에는 도시재생이 소도시와 작은 마을

브랜딩은 목표 연상을 강력한 하나로 집중

들이 떠나고 난 60여 개의 빈 건물은 무심히

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대도시의 도시재생

해야 한다. 브랜딩의 테마도 단순하게, 타깃

방치돼 있었다.

은 도시 전체의 균형 회복이 목표이지만 소

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하여간 다 좁혀

코리포는 자신들의 자연 조건을 브랜딩 소

도시와 작은 마을의 도시재생은 목표 자체

야 한다. 우선 좁혀야 나중에 넓어질 수 있다.

재로 내세우기로 했다. 마을의 아담함, 600

가 다르다. 마을이 사라질 수 있겠다는 공포

대도시는 ‘보편성’을 브랜딩에 반영할 수

년이 넘은 돌집, 접근이 쉽지 않은 해발

심이 도시재생의 동기가 된다. 소도시나 작

밖에 없다. 좁히면 배제되는 도시 구성원이

558m의 위치 등 통제가 불가능한 조건을 오

은 마을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막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은 도시는 좁혀야

히려 ‘다른 곳에는 없는, 비(非)일상의 경험’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지역의 활력

하기에 강렬한 테마를 선정할 수 있다. 좁혀

을 충족시키는 곳으로 포지셔닝하기로 했다.

감소의 대안을 찾는 것으로 재생 사업을 시

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대도시에서는 주기

브랜딩의 테마는 트레킹·하이킹으로만 집중

작할 수밖에 없다.

어려운 ‘신선한 개성(로컬리티)’을 제공할

했다. 타깃도 좁혔다. 트레킹이나 하이킹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은 하나밖에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몰타운 브랜

좋아하는 사람들로 한정했다.

없다. 외지인이 많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딩에는 거대 도시의 브랜딩과는 또 다른 매

도시 브랜딩의 외부 지향 목표가 도시재생의

력이 있다.

여기에 신의 한 수가 더해졌다. 트레킹·하
이킹 애호가들도 밤에는 잠잘 곳이 필요하

목표와 같아진다. 도시 브랜딩에는 현재 사는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내부 지향 목표도
있지만 다른 곳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
는 외부 지향 목표도 있다. 소도시나 작은 마
을의 도시재생은 외부 지향 목표를 우선 달성
하는 스몰타운 브랜딩과 결합하게 된다.
브랜드는 ‘특정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강
렬하게 떠올리는 생각·연상·단어·문장·그
림 등의 총합’이다. ‘이런 것을 떠올리도록
하겠다’며 목표로 삼은 것이 브랜드 아이덴
티티다. 브랜딩은 목표한 브랜드 아이덴티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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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바리는 “돈은 없어도 사랑(no
사랑(no money but love
love)”이라는
)”이라는 독특한 슬로건으로 유명하다. 유바리

다. 코리포는 60여 개의 빈 건물을 호텔로 바

를 탐색했다.

꿨다. 호텔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

결과는 심각했다. 특산품인 멜론 외에는

체를 호텔로 만든 것이다. 슬로건은 ‘알베르

딱히 자랑거리가 없는 것이었다. 멜론만으로

고 디푸소(Albergo Diffusso)’라고 돼 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오게 만들기는 어렵

분산된 호텔, 흩어져 있는 호텔이라는 뜻의

다. 의성의 마늘이 유명하다고 서울 사는 사

이탈리아 말이다. 이는 1980년대 초, 지진 이

람이 의성까지 가서 마늘을 사지 않는 것과

후 도시재생을 위해 마을의 집 여러 채를 객

같은 이치다.

미국의 스코틀랜드 넥은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을
도시 브랜딩의 테마로 정했다. 스코틀랜드 넥

실이나 부대시설로 활용하는 이른바 ‘수평

고민 끝에 그들은 특별한 통계 결과를 찾

호텔(Flat Hotel)’을 도입한 이탈리아의 카

아냈다. 유바리는 ‘일본에서 이혼율이 가장

스코틀랜드 넥은 어떻게 좁히면 사람들이

르니아에서 썼던 말이다.

낮은 도시’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를 근거

찾아올지를 고민했다. 그들은 브랜딩의 테마

2017년 9월 영국의 데일리메일(Daily

로 유바리를 ‘사랑의 도시’로 브랜딩하기 시

를 ‘아웃도어’로 집중했다. 브랜드 슬로건은

mail)은 ‘아이가 없는 마을: 16명의 주민이

작했다. ‘돈은 없어도 사랑(no money but

‘An Outdoor Paradise’로 정했다. 가장 강렬

살고 그 대부분이 연금 수급자인 600년 된

love)’이 슬로건으로 채택됐다. 캐릭터도 만

한 아웃도어 활동은 사냥이다. 스코틀랜드

스위스 마을이 생존을 위한 전투를 맞고 있

들었다. 특산품인 멜론을 활용한 유바리 부

넥은 웹사이트를 만들어 ‘사냥 가이드’를 제

다’라는 기사를 내면서 스몰타운 브랜딩으로

부라는 뜻의 ‘유바리 후사이’라는 커플 캐릭

공했다. 디어 헌팅(deer hunting) 콘테스트

분투하고 있는 코리포를 부각했다. 이제 코

터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스몰타운 브랜

도 시작했다.

리포는 트레킹과 하이킹의 성지가 됐다. 좁

딩은 소재, 테마 그리고 타깃을 모두 좁히는

그들은 자전거 여행에도 주목했다. 죽어

혔더니 성공한 것이다. 최근 들어 코리포는

것이 핵심인데, 유바리는 타깃이 상대적으로

있던 시골길을 자전거 트랙으로 재개발했다.

색다른 숙박 경험을 즐기려는 여행객에게도

불명확하게 설정됐다.

현재 스코틀랜드 넥은 다양한 아웃도어 이벤

인기 높은 곳이 됐다. 좁혔더니 마침내 넓어
진 것이다.

트(Crepe Myrtle Festival, Classic Car Show)를
아웃도어 천국, 스코틀랜드 넥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내륙에 있는 스

‘돈은 없어도 사랑’, 일본 유바리

코틀랜드 넥(Scotland Neck)은 2000년대 초반

개최하는 곳으로 격상됐다. 아웃도어 활동
애호가들에게 유명한 곳이 됐다. 좁혔기에
성공했다.

유바리는 일본 홋카이도의 탄광 도시다.

에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당시 스코

석탄 산업의 쇠퇴는 도시의 몰락으로 이어졌

틀랜드 넥의 인구는 불과 2400명. 그중 흑인 비

다. 2007년에는 도시가 파산을 맞았다. 위기

중이 70%, 빈곤율은 32%에 육박하는 가난한

감에 휩싸인 유바리 사람들은 브랜딩을 통

도시였다. 새로운 문을 열겠다는 염원을 담아

트너즈 대표 컨설턴트

한 도시재생에 나섰다. ‘석탄’을 대체할 연상

시작한 프로젝트의 이름은 ‘DOOR(Developing

이 필요했기에 그들은 새로운 브랜드 에센스

Our Own Resources)’였다.

전 제일기획 마케팅연구
소 브랜드팀장，전 넷밸류
코리아 한국지사장

황부영 브랜다임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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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김우창의 4차 산업혁명 Insight <28>

미·중 신냉전 기술 전쟁에 맞설 ‘열두 척의 배’
‘신에게는 아직 5000만 국민의 응원과 지지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놓겠다는 미국의 결

키지법’이라 불리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

가 남아 있사옵니다’ 한국 대표팀 선수단이

심은 꽤 오랜 기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

을 준비 중이다. 해당 패키지는 제재 효과 제

묵는 도쿄올림픽 선수촌 건물에 한동안 걸려

다. 미국의 승리는 중국몽(夢)으로 대표되는

고를 위해 동맹국과 공동으로 대중국 수출

있던 문구다.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어젠다 분쇄를 넘어

통제 및 수입 금지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있사옵니다(今臣戰船 尙有十二)”라고 한 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종료를 의미한다.

순신 장군의 말을 패러디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둘밖에 없다.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

대한체육회가 준비한 응원 문구에 일본 측

미·중 싸움, 한국에 던진 과제

에 참여하거나, 미국과 관계 악화를 각오하

은 관방장관까지 나서서 정치적 행위라 비판

생존하려면 기술력 확보해야

고 중국 편에 서거나. 어떤 선택이든 우리는

했고, 결국 우리 선수단 측은 다른 응원 문구

대학에 블라인드 채용 강요 안 돼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강요된 선택 앞

로 교체해야만 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에서 우리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기술력의

는 독도가 버젓이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월 1일 열린 중

초격차 확보밖에 없다. 우리만 보유하고 있

경기장 내 욱일기 응원 역시 허용된 상황에서

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20세기

는 선도 기술은 우리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

일본 측의 트집에 기분 나쁘지 않았을 국민이

100년간의 국가적 굴욕의 역사를 넘어 “중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있을까. 하지만 학자이자 엔지니어인 필자가

화민족의, 중국 인민의, 중국 공산당의 위대

도쿄올림픽 응원 문구 소동에서 울컥했던 지

한 영광”을 달성하자고 역설했다. 미국의 승

점은 다른 국민과는 약간 달랐을 것 같다. 미

리는 중국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미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녹록지 않

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다. 첨단기술, 특히 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준

우리나라 상황이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국가로 성장했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의 기술은 개인이 아닌 집단 연구를 통해 개

미국은 20세기 후반부터 중국을 미래의

많은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중국에 공산당

발된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연구팀

파트너로 점찍고 우호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독재 체제의 종말은 5호 16국 시대로의 회귀

의 구성이 필수다. 하지만 카이스트와 같은

으로 세계 시장에 편입시켰다. 하지만 중국

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계가 새로운 냉전

정부산하 기관은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의 급속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성장은 중

체제로 들어가는 것은 명백하다. 미·중 간의

원칙에 따라 출신 대학도 지도교수도 모른

국 특유의 자국우선주의와 결합해 민주주의

신냉전은 경제적인 것을 넘어 국가 차원의

채로 연구인력을 깜깜이로 선발해야 한다.

기반의 서방 세계를 위협하게 된다. 결국 미

생존 경쟁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첨단기술 학문에서도 강요된 양자택일

물론 올림픽 9연패를 한 여자 양궁처럼 명

국은 전략적 실패를 자인하고 중국과 힘겨루

신냉전의 총성이 가장 크게 울리는 곳은

확한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의 배경과 관계없이

기에 들어간다. 경제력 축소 등의 중장기적

기술 분야다. 중국의 최고 입법기구인 전인대

경쟁을 통해 최고의 인재를 뽑으면 되지 않느

국가적 손실을 각오하고서 말이다. 도널드

상무위원회는 6월 10일 반(反)외국제재법을

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특

트럼프 정권의 한시적 정책이 아닌가 하는

통과시키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 요지는 미국

히 첨단기술 분야는 정형화된 평가 기준이 있

시각도 있었지만, 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의 대(對)중국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나 기업

을 수 없다. 과녁이 어디 있는지, 아니 우리가

뒤에도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을 중국 정부가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뭘 쏘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연구이기 때문이

견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을 보면 중국이

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위 ‘중국 견제 패

다. 따라서 지원자의 모든 경력과 업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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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특히 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준의 기술은 좋은 연구팀의 집단 연구를 통해 개발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뿐 아니라 주변 연구자들의 평가서까지 함께

이 현실이다. 따라서 카이스트에서 박사후과

할 수 없다는 단순명료한 명제를 던졌다. 중

보는 것이 연구자를 선발하는 국제 표준이다.

정은 2년 이상의 연구를 완주할 수 없다. 세

국 인구는 우리의 30배이며, 중국 최고의 과

블라인드 채용 원칙은 본질적으로 연구자 능

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적 자금이 재원

학기술대학인 칭화대는 카이스트의 여섯 배

력 평가에 필수적인 정보를 볼 수 없게 한다.

인 경우도 그렇다.

규모다. 어쩌면 열두 척의 배로 300여 척의

게다가 연구교수나 박사후과정 선발에는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실험이 필수다. 따

배를 당해 내야 했던 이순신 장군의 사례는

활용부서장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후보

라서 통상 3년에서 5년가량 한곳에서 박사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숙명일지도 모른다.

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더라도 해당 분

후과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감안

단군 이래 양으로 승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야 전문가인 활용부서장이 직접 선발에 참여

하면 연구책임자뿐 아니라 박사후과정 입장

주어지지 않은 사치였다. 우리는 인재의 질

한다면 적합한 인재를 뽑을 가능성이 있다.

에서도 달갑지 않은 제도다. 2년 안에 반드

과 집단의 짜임새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뛰

전문성이 덜한 타인이 선발하게 되면 그 가

시 성과를 내야 하므로, 본인의 커리어 관점

어난 인재가 이 땅에 머무르도록, 그리고 이

능성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좋은 연구팀

에서는 너무 큰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역량

곳에서 결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을 꾸리는 것이 연구 자체보다 어려워졌다.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한국보다 해외를 선호

또한 공공기관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열두 척의 배로 거대 함대에 맞서야
하는 시기, 국가의 명운을 건 기술전쟁에서

을 보장받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기술이 개발되면 그 지식재산권은 오롯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엄혹한 시대, 국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연구자가 속한 기관, 크게 보면 해당 국가에

가 생존에 필수적인 과업을 과연 지금의 제

역설적으로 이는 박사후과정들이 실질적으

귀속된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은

도는 허용하고 있는가.

로는 한 기관에서 2년 동안만 연구할 수 있

미국 것이고, 중국인이 한국에서 개발한 기

게 한다. 박사후과정 인건비 재원은 연구책

술은 한국 것이다. 좋은 인력을 국내로 불러

임자의 연구비인데 이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

들이지 못할망정, 있는 인력마저 한국을 떠

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신 계약을 체결하는

나게 하는 현실이다.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2년 계약

미국과 중국의 정면충돌은 이 땅에서 더

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것

좋은 기술을 더 많이 개발하지 않으면 생존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미 프린스턴대 금융공학
박사，SSCI 학술지
‘Quantitative Finance’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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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때 사용자가 챙겨야 할 5가지 조치
“뭐 그 정도로 일을 크게 만드나. 나는 더 한

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도 참고 견뎠다.”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것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에서 업무 관련성

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은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의미한다고 봐

말한다.

야 할 것이므로,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20세기부터 회사 생활을 시작해서 산전수
전 겪어온 분들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이
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에 와
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이 언론에서 비중
있게 보도되고 거기에 언급된 회사들이 사회
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

올해 10월 법적 규율 강화
특별근로감독 대상 지정되고
형사처벌 가능성 염두에 둬야

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거나 덜했을까? 결
코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해 이뤄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해 발생한 경
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문제 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

이를 개념 요소별로 나눠 살펴보면 아래와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노동법도 진화한 만

같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큼, 직장 내 조직문화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우위를 이용해야 한다는 ‘우위성’ 요건이 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

를 대하는 태도도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

요하다. 즉,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

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

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와

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돼야

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돼

시행된 것은 2019년 7월부터인데, 법 개정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한

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

로 2021년 10월부터는 사용자 및 친족의 직

다. 기본적으로 지휘 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

장 내 괴롭힘이나 사용자의 조치 의무(조사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 명령 관

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

의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비밀 누설 금

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 직급

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지)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신설되는 등 법적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

는 곤란하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

규율이 강화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감사·인사

통념’이라는 것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

회사로서는 단지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 외

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는 공통된 사고방식’ 또는 ‘같은 시대를 살아

에도 언론 보도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 특

등의 요소 등을 고려해 사실상 우위를 점하

가는 일반인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별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가능성, 일정한 경

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관념’ 정도로 정의된다. 신체적 폭행이나 협

우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는 점 등도 염두에

있다. 만약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

박,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 인간관

두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위를 이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한다.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등 다

둘째,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이어야 한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다. 사용자가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

그런데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를 구분

상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해

하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법에 정의된

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피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

해자보다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 된 행

60

양한 형태가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사용자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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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 근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넷째,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
고했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얼마
세상이 변하고 노동법도 진화한 만큼，직장 내 조직문화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전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해 해
고처분을 한 사업주가 1심 재판에서 근로기
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언론에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고가 있

둘째,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는 경우 사용자가 해야 할 조치의 내용은 아

필요하다. 조사 과정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지막으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

래와 같다. 첫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피해자의 요청 사항을 확인해 근무 장소 변

해야 한다. 보통 조사자(위원)는 물론이고 피

조사가 요구된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 휴가 부여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아

조사자로부터도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받

자나 피해자를 먼저 상담하면서 상황을 파

무리 필요해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

는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

악하고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한다. 피해자

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 직장

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 당사자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

간 합의를 원할 때는 약식 조사로 족한 예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

있지만,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식 조사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

야 한다. 그 밖에도 피해자의 고충 완화를 지

다만,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

청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 방향, 조사 범위, 조

원하는 조치(심리상담 등)를 하는 것도 고려

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 대상 등을 결정한다.

할 만하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도된 사례가 있다.

조사 순서는 ‘피해자→ 참고인→ 행위자’

셋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비단 노동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의 측면

순으로 진행하고, 조사자는 공정성 등을 위

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

이 아니라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해 2명 정도가 참여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으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

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사업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

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과 예방 활동, 모니

주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행위자에 대한 조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

터링 시스템 그리고 적절한 대응 프로세스

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그

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해 행위자에게 전달하

구축 모두가 중요하다.

결과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행위자가 고위

고 행위자가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요구안을

임원이거나 여타 사유로 객관적 조사가 어렵

이행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사안에서 피해자

시키거나 로펌 등의 외부기관에 조사 자체를

가 정식 조사를 통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의뢰하는 것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의 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행위자

방법이다.

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박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고려대 경제학 학사，
미 듀크
대 법학대학원 연수，사법연
수원 32기，전 서울지방노동
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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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돋보기

부동산 투자도 타이밍이다…성공과 실패를 가른 차이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투자

하반기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 가고 있었다. 일례로

의 출발점(매수 적기)도, 종착점(매도 적기)

산 가격이 급락했을 때도 빛을 발했다. 그는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

도 타이밍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모

이 시기를 우량 부동산을 값싸게 매입할 수

대중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에 발

든 투자의 핵심은 기회를 얻기 위한 시간과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맞춰 법원경매로 사들인 상가빌딩에서부터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2008년 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지방분권화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 시절 혁신

‘타이밍’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대로변에 소재한 5층짜리 오피스빌딩(일반

도시·기업도시의 개발에 대응한 토지 매입,

채권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 매수나 매

상업지역, 토지 512㎡, 건물 2952㎡)을 그

박근혜 정부 시절 재건축 연한 단축(40년

도 타이밍은 투자 성패를 가를 만큼 매우 중

당시 시세인 300억원에서 20% 할인된 240

→30년)에 기대한 노후 아파트 매입, 그리고

요하다. 물론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

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이 빌딩은 모 기업이

지금은 사실상 폐지됐지만 문재인 정부 초반

지다. 오히려 부동산은 실물이면서 세금과도

사옥으로 사용하던 중 글로벌 금융위기 여

전월세 임대 시장의 안정화를 명분으로 장려

깊이 연관돼 있어 비교적 장기간의 보유가

파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암암리에 나온 급

된 다주택자 대상 주택임대사업자등록(취득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타 투자 대상물보다 더

매물이었다. 2021년 현재, 이 빌딩의 시세는

세 감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욱 그렇다. 사실상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

테헤란로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빌딩 가격을

제외 등)은 정부 정책을 거래 타이밍과 연계

패가 타이밍에 좌우되는 셈이다. 사례를 통

감안할 시 최소 750억원에 달한다.

시킨 사례다.

사례 2│정부
2│정부 정책 발표 직전⋅
직전⋅직후를 거래

사례 3│지하철
3│지하철 착공 직전 매입하고 개통 직

타이밍으로 잡은 B씨

후 매각해 큰 차익을 남긴 C씨

해 좀 더 살펴보자.
사례 1│시장
1│시장 위기 때를 우량 부동산 매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

도로나 철도(전철 및 지하철) 같은 교통기

지인들 사이에서 부동산 투자의 귀재로 통

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편이다. 다만 지

반시설이 들어설 곳에 투자하기를 즐기는 C

하는 강남 부자 A씨(남·58세). 그가 이런 유

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이른바 ‘냉탕과 온탕’

씨(여·63세).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그녀는

명세를 타게 된 데는 시장 위기 때마다 우량

을 번갈아 가는 모양새를 보여 왔고 이마저

특이하게도 남들이 쉽게 투자 대상으로 생각

부동산을 적극 매수해 자산을 크게 불려왔

도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은 아쉽다.

하는 아파트나 상가보다는 도로나 철도(전

기 때문이다. 평소 그는 남들이 투자하기를

사실상 정부 정책이 경기 상황과 정치적 판

철 및 지하철)가 개설될 토지에 투자해 거액

꺼리는 시점이야말로 우량 부동산을 시세보

단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 것이

자산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다만 도로부지

다 10~20% 이상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최고

다. 돌이켜보건대 지금껏 정부가 굵직굵직한

의 경우 서남부 수도권(경기도 이천, 여주, 평

의 적기(타이밍)라고 말해 왔다. 특히 사업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시점을 전후해 시장은

택, 화성 일대)을 대상으로 공장이나 물류센

의 부도 처리, 상속세 미납 등 건물주의 급박

적지 않게 요동쳐 왔다.

터가 입지하기 좋은 IC 인근 지역으로 한정

타이밍으로 여긴 A씨

한 자금 사정상 소리 소문 없이 급매물로 나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자산가 B

지어 투자했고, 철도부지의 경우라도 서울

온 강남 요지 빌딩은 그가 선호하는 최고의

씨(남·70세). 그는 새로운 정부 정책이 발표

또는 서울 근접 지역의 역세권을 대상으로

먹잇감이다.

될 때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세

삼았다.

실제로 A씨의 이런 투자 행태는 2008년
62

밀히 분석해 거래 타이밍을 잡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도로나 철도의 개설로 인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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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지 가치의 상승, 즉 투자 이익은 3단계를 거

실패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강남에서 성

입한 이후 연이어 터져 나온 악재가 문제였

치게 된다. 1단계는 개발 계획 발표 시점, 2단

형외과를 운영 중인 병원장 D씨(남·49세)가

다. 가뜩이나 아파트값 버블 논란으로 시끌

계는 공사 착공 시점, 3단계는 완공 시점이

그랬다. ‘재건축 투자는 타이밍 잡기’라는 말

벅적한 가운데 이듬해 2006년 재건축 초과

다. 물론 여기서 핵심은 매수 및 매도 타이밍

이 있다. 조합을 결성한 후 기존 주택을 철거

이익환수법이 제정됐고 준공 후 최대 40년

을 잡는 것이다. 쉽지 않은 얘기겠지만 투자

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해야 하는 재건축의

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조례

자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매수 타이밍을 찾

특성상 최소 7~10년은 바라봐야 하기 때문

가 제정됐기 때문이었다. 설상가상 2008년

아야 했고 또 매도 타이밍도 찾아내야 했다.

이다.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매입

문제는 확실한 정보를 사전에 구하기 어렵

빠를수록 투자 가치가 높다. 재건축 사업은

한 아파트 시세는 그 뒤로 수년간 하락의 길

고, 또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추진되고 종료된다. 따

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2013년 하반기 해

현실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데 있다. 하지만

라서 사업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 만일 사업

당 아파트를 매입가의 60% 선에서 손절하고

그녀는 달랐다. 욕심을 줄이는 대신 현실성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그 부담이

말았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이

있게 단순화했다. 매수 타이밍은 투자 리스

고스란히 조합원인 투자자 본인의 몫으로 돌

듬해인 2014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크를 줄이기 위해 착공 직전으로 정했고, 매

아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경기 불

경기 회복을 기대한 정부가 재건축 허용 연

도 타이밍은 개발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

황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돼 사업 진행이

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크게 앞당기

는 공사 완공(개통) 후 6개월 내로 정했다.

보류됐거나 구역 지정 이후 조합원 간 마찰

면서 가격이 반등했고 그로부터 몇 해 뒤 전

실제로 그녀는 지하철 9호선 신설로 상권이

또는 불화로 조합 인가나 사업 시행 인가를

고점마저 뚫어버렸다. 매수 타이밍과 매도

크게 확장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역삼동 일

받지 못해,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를 제때 받

타이밍이 엇박자 나면서 재건축 투자로 큰

대를 중심으로 대지가 넓은 단독주택에 집중

지 못해 낭패를 본 사업장이 적지 않다.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적으로 투자했고 이를 적정 시점에 매각해

D씨 역시 재건축 투자 타이밍 잡기에 실패

큰 차익을 남겼다. 타이밍에 투자해 성공한

해 낭패 본 아픈 기억이 있다. 2005년 하반

것이다.

기, 당시 뜨겁게 달아오른 아파트 시장 분위

사례 4│엇박자
4│엇박자 재건축 투자로 낭패 본 D씨
엇박자가 난 타이밍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이동현 하나은행

기에 휩쓸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강남 아

부동산자문센터장

파트(전용 84㎡)를 당시 시세보다 다소 높은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박사，단국대 부동산건설
대학원 외래 교수

7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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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금융위기를 불러온다는 오해
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증권거래위원회

배경설명│

(SEC) 및 재무부가 유럽에 이어 기후 정책과

세계 곳곳에서 폭염, 폭우,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각국의 기후변화 대

미국 금융규제 정책의 통합을 준비하고 있

응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이라는 기본 목표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목

다. ‘기후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안
겨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

표로 삼고 정책을 확장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금융 안정을 위협하기 전,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고 금융
시스템에 숨겨진 기후 위험도 해결하기 위해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대응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는 말이다. 금융 규제는 효과가 없다는 이유

ECB는 회사채 매입 물량을 배분할 때 기후변화 대응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기후

로 거부될 기후 정책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변화 대응을 위한 통계 데이터 및 지표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한다. 기업들에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후 위험’은 갑작스럽

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고 예상치 못할 정도로 기후가 변화해 자본
과 장·단기 부채 등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는 뜻이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출 제도를 구축했다. 일본은행은 7월
15~16일 진행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탈탄소 관련 투자와 융자를 하는 금융 기관에 자금을 금리 0%
대에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행은 그린본드와 지속가능성 채권에 투자하고, 탈탄소 전
환 과정에 필요한 설비투자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금융청은 유가증권보고서에 기후변화가 기

그러나 허리케인, 폭염, 가뭄, 화재 같은 기
후 리스크는 금융위기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

업 활동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기후변화 대응 전담 기구를 설립했다. 연준은 특정 기후변화 시나리
오에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를 요청했

다. 향후 10년 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다. 홍수와 가뭄, 산불 등이 금융 자산에 미칠 영향이나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면 어려움을 겪는 광업·석

빈도가 높아지거나, 심각해지리라는 것은 과

유정제업·화학업에 대한 대출 등을 평가하는 등 스트레스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다.

학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았다. 최근 뉴스 헤
드라인에 등장하는 이상기후도 우리의 현대

운 텍사스와 플로리다로 이동하고 있다.

병, 사이버 공격, 정치적 붕괴 등이 금융 시스

적이고, 다각화되고, 산업화된 서비스를 지

정부 기관이 금융 시스템에 대해 걱정한다

템을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은 기후 위험보다

향하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면, 기후뿐 아니라 전쟁, 감염병, 사이버 공격,

높다. 홍수나 화재로 발생할 비용이 걱정된

미국의 많은 기업과 사람들은 ② 러스트벨트

정치적 붕괴, 소행성 충돌 등에 대해서도 짚

다면, 홍수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에서 벗어나, 폭염·허리케인이 발생하기 쉬

어야 한다. 소행성 충돌을 제외한 전쟁, 감염

건축·재건축 보조금도 중단해야 한다.
차라리 기후 관련 규제로 인해 벌어지는
위험이 그럴듯하다. 무능한 규제 기관은 경
제 시스템 문제가 생길 정도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설득력 없어 보인다.
문제가 규제 위험이라면, 규제 기관은 좀 더
광범위한 규제 위험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규
제, 빅테크 해체를 위한 움직임, 도널드 트럼

7월 15일(현지시각)
독일 슐트 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강이
범람해 집과
농경지가 휩쓸렸다.
AP연합

64

프 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등으로 벌어지는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고려는 없다.
확실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과학적, 경제
학적으로 볼 때 기후가 금융 시스템 붕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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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은 없었다. 물론 향후

정부로부터 받는 일종의 환경 포인트인 ‘규

10년 내 기후 문제로 시스템이 피해를 입을

제 크레디트’가 고갈되거나, 수소 연료전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금융 시스템을

가 배터리를 대체하면 테슬라는 곤경에 처하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본을

게 된다. 그러나 규제 당국은 투자자들이 계

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크게 늘려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기후 투자

속 늘어나기를 부추기고만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성된 FSOC에는

위험을 측정하거나, 기술을 규제하는 방식으

기후 관련 금융 규제는 법 제정 절차를 거

로는 미지의 ‘전환점(티핑 포인트)’으로부터

치지 않고 시행하고 있지만, 적어도 비용 대

시스템을 보호하기 어렵다.

비 편익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정책

그렇다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정유, 석

에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나 기

유화학, 조선, 자동차 산업과 온실가스 대량

차, 풍력, 태양광 발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배출 산업인 철강, 시멘트, 플라스틱 산업의

것은 포함됐지만, 원자력, 탄소 포집, 수소,

Tip│
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7월 11일(현지시
각)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국제기후콘퍼
런스에 참석해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차

재무부，연방준비제도，증권거래위원회 등 주요
금융감독기구가 참여한다.
② 미국 북동부 5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
를 일컫는다. 펜실베이니아，오하이오，인디애나，
미시간，위스콘신주 등이 꼽힌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전성기였던 1870년대부터 호황기를 누
렸지만，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이 옮겨가면서 일
자리가 줄었다.

에너지 전환 위험은 어떤가. 석유 및 석탄 기

천연가스 또는 기타 유망한 기술 지원은 없

업은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가치를

다. 금융 규제 기관은 또 투자 대상과 자금을

이다. 러스트벨트는 서민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잃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모두가 알고 있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때까

있어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었으나，2016년

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은 항상 위태로웠고

지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후 위험’을 반복해

관련 기업과 주주들은 이미 기후 규제에 시

서 말하고 있다.

달리고 있다. 화석연료 기업이 2008년 금융

러스트벨트는 미국 대선 때마다 주목받는 지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보
호무역주의를 내세우자 강한 지지를 보냈다.

기후변화와 금융 안정성이 이슈로 대두되

③ 1920년대는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릴 정도

위기 때처럼 단기 채무를 지는 식으로 자금

고 있는 가운데, 일관성 있고 지능적이며 과

로 미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한 시기였다. 미국은

을 조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주, 채권자들

학적으로 유효한 정책이 필요하다. 기후 금

의 손실이 금융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지는

융 규제는 기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

않을 것이다.

앙은행을 정치적으로 움직이게 하며 그들의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전후 복구 사
업을 지원하며 호황을 누렸다. 미국 제조업 생산
량은 10년간 64% 늘었고，미국인 5명당 1대꼴
로 자동차를 가지게 됐다. 주가의 10% 정도의
자금만 있어도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용거래제도

또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쇠퇴하는 산업

독립성을 파괴할 것이다. 또 터무니없고 허

에서 금융 문제가 비롯된 적이 없다. 2000년

구적인 기후 위험을 평가하도록 강요할 것이

지수는 연일 상승했고，1921년 8월 24일 63.90

의 주식시장 폭락 원인은 타자기, 영화, 통신

다. 다음 위기는 다른 곳에서 올 것이다. 기후

이었던 지수는 1929년 9월 3일 381.17까지 치솟

장비 같은 산업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시대

에 집착하는 규제 당국은 지난 10년 동안 감

를 약간 앞서가는 기술 회사가 발단이었다.

염병(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고려

마찬가지로 ③ 1929년의 주식시장 대폭락은

하지 못했던 것처럼 새로운 위기도 전혀 예

떨어지자，‘검은 목요일’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마차 때문이 아니라, 라디오, 영화, 자동차,

측하지 못할 것이다.

검은 목요일은 대공황으로 이어져 수천 개의 은

전자 산업 때문이었다.

ⓒ프로젝트신디케이트

다우존스 지수는 1932년 7월까지 고점 대비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금융 리스크를 걱정

가 도입돼 투기가 만연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았다. 1929년 10월 24일 시세 차익을 노린 ‘매도’
주문이 쏟아지며 상황이 반전됐다. 다우존스지
수가 하루 동안 20% 이상 하락하며 299.47까지

행이 파산하고，투자자들의 자살이 속출했다.

정리=안소영 기자，김경림 인턴기자

89% 하락했으며，1954년이 돼서야 1929년 최
고점을 회복했다.

한다면 테슬라처럼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새로운 기업이 더 위험하다. 정부 보조금, 중
앙은행 지원으로 촉발된 ‘녹색 거품’이 큰 금
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신기술을 선보
이는 기업의 고공행진은 정치 스탠스 변화와

존 코크란

더 발전된 기술에 취약하다. 전기차 업체가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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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가 가져야 할 통찰과 공감의 눈
기업가는 세상 변화를 보는 눈과 사람 보는

력이 된다. 실천도 직원들에 의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눈이 함께 있어야 한다. 변화를 보는 눈은 새

공감이 없는 직원에게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회사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라는 언

로운 꿈과 도전을 만들고, 사람을 보는 눈은

와 행동 실천이 일어나기 어렵다.

론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럿이 같은

스피드(속도)를 만든다. 전자에는 통찰의 눈

이것이 공감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이른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

이 필요하고 후자에는 공감의 눈이 필요하

‘기업가 정신의 역설’이다. 이는 기업가가 혁

(중략) 직원과 파트너들의 자발적 공감을 끌

다. 세상 변화를 보는 눈은 새로운 방향을 제

신 역할만 강조하고 조직 구성원의 혁신을

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직원들과 정

시하고, 사람을 보는 눈은 그 방향까지 도달

끌어내는 데 실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말 많은 대화를 한다. 동료, 파트너들이 ‘이

하게 하는 실천력을 만든다.

처음 시장에 진입할 때는 신기술과 신제품에

일이 맞다’라고 느끼도록 서로를 설득하는

변화의 새로운 방향을 위해 기업가는 ‘네

자본을 투입하지만, 진입 후에는 신기술과

것이다.” 새겨들어야 한다.

세시타(necessita·시대정신)’가 있어야 한

신제품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다. 실제 미국

종업원이란 ‘업(業)’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다. 예를 들어 최근 같은 디지털과 그린(녹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80%는 창업한 지 5

기업 리더가 업의 본질과 방향을 명확히 제

색) 대전환기에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시대

년 이내에 사라진다고 한다.

시하고 직원들이 공감할 때 직원은 종업원이

정신 없이 과거의 방식에만 천착하는 기업은

창업 후 후속 혁신은 조직 차원에서 일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가는 구성원들과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기업가는 미래 방향

나야 한다. 종업원들의 아이디어로 연속적인

공감 범위가 넓어야 한다. 직원들이 알아들

의 ‘비전 제시자(envisioner)’가 돼 전환의

신기술과 신제품이 나와야 지속 성장이 가능

을 때까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기업의 방

주도자로 거듭나야 한다.

하다. 비전이 없는 곳에서 직원들은 일하고

향과 비전을 설명하고 공감을 끌어내야 한

기업가는 구성원에게 비전 있는 조직을 만

싶지 않으며, 공감이 없는 지시의 문화에서

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상상력

들어줘야 한다. 비전은 함께 지향해야 할 방향

는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는 현저히 떨어진

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끔찍하

이다. 비전만큼은 기업가가 직원들에게 위임

다. 경영이라는 건 여럿이 같은 일을 이뤄가

다”라고 했다. 공감이 없는 곳에서 직원들은

할 수 없다. 목표만 있고 목적이 없는 지도자

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움직이지 않는다. 공감하면 그들은 상상하기

는 최악의 지도자다. 그리고 기업가의 목적과

기업에는 ‘구경꾼’들도 많다. 구성원들이

시작한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기술적으로 구

비전은 돈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향한 꿈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지면 조직은 재앙에 처한

현된다. 이것이 진정한 기업 혁신이다. 그러

어야 한다. 영국 옥스퍼드대 경영대학원의 전

다. 큰 조직일수록 방향을 무시하고 자기 마

면 피터 드러커가 말한 이상적인 경영의 모

학장이었던 콜린 메이어 교수는 “기업의 목적

음대로 향하는 구성원이 많다. 공감이 약할

습도 실현된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성

은 사람과 지구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생산적

수록 조직에 대한 저항은 강해진다. 한국 기

과’를 내게 되는 것이다.

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업에서 자기 일에 적극적으로 몰입하는 사람

아울러 기업가는 직원이나 파트너들이 ‘이
방향이 맞다’라고 공감할 때까지 소통하는

은 11%에 불과하다고 한다. 공감이 없는 조
직 문화 때문이다.

경영학부 교수

‘공감자(empathizer)’가 돼야 한다. 직장은
직원들이 하루 시간의 70%를 보내는 곳이

종업원은 ‘業’에 종사하는 사람

다. 이들이 행복해야 상상력이 향상되고 아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조직의 방향인

이디어가 나온다. 그리고 이는 혁신의 원동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직원들이 함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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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민학수의 골프 오디세이<54>

‘핫식스’ 이정은 우승 기회 삼킨 심리적 OB 극복하려면
만약 이정은(25)에게 마지막 라운드에서 더

간다. 심지어 TV 인터뷰도 무리가 없을 정도

다름없었다. 3~5번 홀 3연속 보기와 8·9번

도 말고 딱 1타만 줄이면 우승할 수 있다는

다. 그는 이미 고난을 경험했고 두려움을 받

홀 연속 보기는 평소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사실을 사전에 알려줄 수 있었다면 어떤 결

아들이고 둘 다 극복한 선수다”라고 높게 평

실수의 연속이었다. 무엇보다 골프를 치는

과가 나왔을까?

가하며 우승을 예상했었다.

모습이 불편해 보였다. 올해 백스윙을 교정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이 열리는

하면서 샷을 하기 전 반복하는 프리샷 루틴

프랑스 에비앙 르뱅의 에비앙 골프리조트

전설적 지도자 페닉 “클럽 숫자나 상표에 집

이 평소보다 길었고, 퍼팅은 반복해서 오른

(파71)에는 아이언으로도 쉽게 투온이 가능

중하고 생각 없이 스윙하라”

쪽으로 살짝살짝 빗나갔다.

한 마지막 18번 홀을 비롯해 타수를 줄이기

전반 9홀에서 이정은이 흔들리는 모습은

그는 전반에 잃은 4타를 후반에 만회했지

쉬운 파5홀이 4개나 있어 중압감이 큰 상황

심리적인 OB(아웃오브바운즈)가 난 것이나

만, 연장으로 끌려가 다 잡았던 우승컵을 이

이라 하더라도 마음먹고 1타만 줄이겠다고
달려들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냈을 것
같다. 코스는 이정은과 리오나 매과이어(아
일랜드)가 각각 2라운드와 4라운드에서 메
이저 대회 한 라운드 최소타 기록인 10언더
파 61타를 기록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난
도가 높지는 않았다.
7월 25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450만달러)은 5타 차 선두
로 마지막 라운드를 나섰던 이정은의 가슴
아픈 역전패로 막을 내렸다. 이날 타수를 줄
이지 못한 이정은은 7타를 줄인 이민지(호
주)에게 연장에서 패했다. 이정은에 앞서
LPGA 투어에서 5타 차 선두로 나섰던 경우
우승 확률은 84.5%였다. 그렇다고 이정은이
경험이 부족한 선수도 아니다. 한국여자프로
골프(KLPGA) 투어에서 6승을 거두었고, 여
자골프에서 가장 권위 있는 US여자오픈도
우승했다. LPGA도 “이정은은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바칠 것이다. 그는 2년 만에 영어를
구사하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
68

이정은은 에비앙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10개를 잡아 10언더파 61타로
메이저 대회 한 라운드 최소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
36홀 최소타 기록(127타)도 작성했다. 하지만 5타 차
선두로 나섰던 마지막 라운드에서 초크 현상에
시달리며 다 잡았던 우승컵을 놓쳤다.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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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에게 내줬다. 2019년 US오픈 우승 이후

어떻게 4라운드에서 활용할 것인가, 전략을

에게 헌납한 적이 있다. 그에 앞서 2013년 초

2년 1개월 만에 LPGA 두 번째 우승이 다가

세우고 구체적인 경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청 선수로 출전한 혼다 타일랜드 때는 2타

오자 부담 때문에 ‘초크(choke·목 졸림, 질

있었다”고 했다. 처음에 가정했던 것처럼 매

앞서다 18번 홀에서 트리플 보기를 범해 박

식)’ 현상이 발생한 것처럼 보였다. 초크 현

홀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가 아니라 우승하

인비에게 우승컵을 내줬다. 골프 여제 안니

상은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선수가 목이 졸

기 위해 필요한 스코어에 맞춘 보다 안정적

카 소렌스탐의 스승인 스웨덴 출신의 피아

리는 것 같은 부담을 느끼며 수행 능력이 형

인 경기 운영을 해야 했다는 이야기다. 이정

닐슨과 린 메리어트는 쭈타누깐에게 미소 루

편없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전문가도 초보자

은은 한 번 경기가 풀리지 않자 자신의 경기

틴을 권했다. 쭈타누깐은 2016년부터 약 3

수준이 될 수 있다.

력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얼굴에 불안감을

년간 샷을 하기 전 입가를 말아 올리며 웃는

드러내고 스윙 동작에 치중하는 기색이 역력

미소 루틴으로 역전패의 상처를 씻었다.

9번 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 옆에
갖다 놓아 버디 기회를 만들고도 어프로치

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진 것.

김인경(33)은 2012년 메이저대회인 나비

실수와 3퍼트로 보기를 한 건 평소의 이정은

스코 챔피언십(현재 ANA 인스퍼레이션) 최

5타 차 선두 못 살려
승을 놓치게 된 가장 뼈아픈 순간으로 꼽을 중압감에 초크 현상 발생
수 있다. 이정은은 경기 후 이렇게 돌아봤다. “생각의 양 줄이는 방법 익혀라”

종 라운드 마지막 홀에서 우승을 결정짓는

“전반에 워낙 샷과 퍼트가 안 돼서 보기가 많

만, 이겨냈다. 김인경은 자신의 방식으로 깊

이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실수였다. 결국 우

30㎝ 파 퍼트를 놓치고 연장에 끌려가 패한
뒤로 ‘비운의 골퍼’란 꼬리표가 따라다녔지

이 나왔던 것 같다. 충분히 실수하지 않을 수

미국의 하비 페닉(1904~95)은 바이런 넬

은 상처를 치유했다. 여가에는 기타와 피아

있는 곳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 후반 들어 스

슨과 톰 카이트, 벤 크렌쇼, 캐시 위트워스 등

노를 즐기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는다. 그

윙 리듬이나 퍼팅 스트로크에 신경을 쓰면서

레전드들을 지도한 전설적인 지도자다. 그는

리고 그랜드캐니언이나 발리, 국내 사찰 등

분위기를 잠시 바꿨다. 마지막 세 홀 버디를

제자들에게 경기 중 클럽에 붙어 있는 한 숫

지로 명상 여행을 떠난다. 김인경은 “명상을

만들어서 연장전에 간 것만으로도 잘했다고

자, 글자, 혹은 상표에 집중하고 생각 없이 스

하고 눈을 뜨면 놀라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생각한다. 연장에서 진 것도 아쉽지만, 한국

윙하라고 주문했었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

했다.

팬들에게 태극기 내려오는 걸 보여 드리고

없이 경기에 집중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한 교수는 “스윙이나 우승에 대한 아무런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쉽다.”

분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생각 없이 경기할 때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릴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웠

의 저명한 스포츠심리학자인 밥 로텔라 박

수 있다. 하지만 떠오르는 생각을 안 하게 만

던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선 무엇이

사도 저서 ‘골프, 자신감의 게임(Golf is a

들 방법이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필요했던 것일까? 이정은은 3라운드를 마치

Game of Confidence)’에서 골프는 결국 마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많은 생각의 양을 줄일

고 “US 여자오픈 우승 때는 뒤에서 쫓아가

음의 게임이고, 자신을 믿고 머리를 써서 해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이 후반에 복잡

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선두여서 조금 떨

야 하는 운동이라고 설파했다.

한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리듬과 실력을
회복한 경험은 앞으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릴 것 같다. 두 번째 우승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 오늘과 같이 경기할 것이다. 내 백스윙

쭈타누깐 정상급 골퍼 만든 ‘미소 루틴’

과 리듬, 또한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겠

‘태국의 박세리’라 불리는 에리야 쭈타누

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정은은 마지막 라운

깐(26)이 ‘미소 루틴’으로 심리적 불안을 극

드에 심리적인 OB를 내면서 무너졌다.

복하고 정상급 골퍼가 된 것도 참고할 만하

자신감과 전략이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다. 쭈타누깐은 2016년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한덕현 중앙대 의대(스

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마지막 3개 홀에

포츠정신건강의학) 교수는 “5타 차 선두를

서 연속 보기를 범하며 우승컵을 리디아 고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민학수
조선일보
스포츠전문기자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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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SF 영화들이 시간적 공간을 미래로 설정하는 것과 달리 ‘스타워즈’는 늘 ‘오래전 멀고 먼 은하계에’라는 단서를 달고 시작한다. 우리가 보는 영화 속 이야기가 인
류의 아득한 전생이라는 말이다. 영화를 보는 우리가 저들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좀 짜릿해진다. IMDB

김규나의 시네마 에세이 <52> 스타워즈-새로운 희망

무한한 마음의 힘 ‘포스’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우주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별, 꿈 많

하지 않는 행성들을 단번에 파괴하는 제국의

루크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오비완의

은 청년 루크는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

초강력 무기, 데스 스타의 설계도를 손에 넣

친구였으며 두 사람 모두 우주의 평화를 지

지만 눈앞의 현실은 메마른 사막뿐이다. 우

지만 적군의 총사령관 다스베이더의 포로가

키는 제다이 기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주 비행사의 재능이 있는데도 큰아버지는 농

되고 만다. 하지만 레아는 체포되기 직전, 드

은하계 최고의 우주 비행사이기도 했던 아버

사만 지으라 하고 상급 학교에도 보내주지

로이드 알투에 설계도를 숨겨 탈출시킨다.

지가 다스베이더에게 살해당하고 남긴 유품,
광선검도 건네받는다.

않는다. 마음은 이곳을 떠나 드넓은 세상으

운명은 내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나를 찾

로 나가라고 다그치는데 루크는 무엇을, 어

아온다. 루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주

다른 세계를 내내 바랐으면서도 아버지처

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를 날아온 알투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 입력

럼 희생될 것을 걱정해 진실을 감추었던 큰

루크가 우주의 변두리에서 자기 자리를 찾

된 레아 공주의 메시지를 보게 된다. 은둔 생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루크는 오비완의

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 은하 제국의 독재

활을 하고 있던 우주의 마지막 제다이, 오비

제안을 선뜻 수락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가

에 항거하며 독립과 자유를 되찾으려는 저항

완에게 알투를 데리고 얼데란 행성으로 급히

망설이며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알투를 추적

군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반군 세

와달라는 요청이었다. 오비완은 때가 왔음을

해온 다스베이더 군대의 만행이 이미 참혹하

력의 수장 레아 공주는 무자비한 지배에 복종

깨닫고 루크에게 함께 떠나자고 말한다.

게 휩쓸고 지나간 뒤였다. 루크는 불타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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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떠나 아버지와 같은 제다이가 되기로
결심한다.

출격하고 루크도 작전에 합류한다.
막강한 제국군의 반격에 저항군의 전투기

스타워즈
(Star Wars, 1977)

제국군의 추적을 따돌린 오비완과 루크는

들은 화염에 휩싸이며 별처럼 추락한다. 타격

광속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는 한

지점을 찾아 데스 스타의 좁은 협곡을 날고

장르｜SF

솔로의 팔콘호를 타고 얼데란으로 향한다.

있던 루크도 고전을 면치 못한다. 과연 해낼

국가｜미국

오비완은 광선검과 포스(Force)를 사용하는

수 있을까? 초조하고 두려워지는 순간, 스승

러닝타임｜121분

방법을 루크에게 가르친다. 포스란 ‘제다이의

오비완의 목소리가 들린다. “눈에 보이는 것

힘의 원천이자 모든 생명체에게서 발산되는

을 믿지 마라. 마음에 집중하라. 포스가 너와

에너지로 은하계를 감싸고 우주를 통합할 수

함께할 것이다.”

감독｜조지 루카스
출연｜마크 해밀(루크 스카이워커), 해리슨 포드
(한 솔로), 캐리 피셔(레아), 알렉 기네스(오비완)

있는 강력한 힘’이다. 루크는 지금까지 어렴

육신은 사라졌지만 불멸의 존재가 된 오비

풋하게 예감했던 내면의 힘을 체감하며 훈련

완의 가르침은 어둡기만 하던 루크의 마음에

생각을 가진 사람들, 흉측하고 기이하고 우

해간다.

한 줄기 빛을 밝혀준다. 비로소 루크는 어깨

스꽝스러운 것들을 마음 안에 꼭꼭 감추고

한편, 제국군은 온갖 협박과 위협에도 레

를 짓누르던 의무감과 책임감, 성공하지 못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아 공주가 저항군 본부의 위치를 발설하지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자신에 대한 불신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대개의 SF 영화

않자 데스 스타의 위력을 과시하며 그녀의

을 내려놓는다. 루크는 포스를 믿고 적의 심

들이 시간적 공간을 미래로 설정하는 것과

눈앞에서 얼데란을 폭파시킨다. 수많은 생명

장에 최후의 일격을 가한다.

달리 ‘스타워즈’는 늘 ‘오래전 멀고 먼 은하계

이 살고 있던 지구와 같은 행성 하나가 순식

1977년에 첫선을 보인 ‘스타워즈’는 조지

에’라는 단서를 달고 시작한다. 우리가 보는

간에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루크 일행이 얼

루카스 감독이 구상한 전체 이야기 중에서

영화 속 이야기가 인류의 아득한 전생이라는

데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곳

네 번째 에피소드다. 이후 2020년까지 40년

말이다. 영화를 보는 우리가 저들의 미래라

엔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그들을 기다리고

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여러 감독들이 다양한

고 생각하면 좀 짜릿해진다.

있던 것은 다스베이더와 그가 지휘하는 제국

개성을 선보이며 총 11편의 시리즈를 만들어

제다이가 악의 포스를 물리쳤기에 자유를

군이었다.

냈다. 스핀오프 두 편을 제외하면 다스베이

누리며 우리가 여기에 있다. 지금도 어디선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더와 맞서 싸우며 진정한 제다이로 성장해가

우주의 균형을 지켜내기 위해 사악한 포스와

말은 영화나 소설 속 주인공에게는 언제나

는 루크를 4, 5, 6편에, 루크 이전 세대를 배경

싸우고 있는지도, 어쩌면 제다이의 운명을

마법의 주문처럼 통하는 진실이다. 팔콘호는

으로 다스베이더의 탄생 과정을 1, 2, 3편에

살아갈 또 한 명의 루크가 이 세상 어딘가에

제국군에게 사로잡히지만 루크와 한 솔로는

담았다. 최근에 나온 7, 8, 9편은 루크의 뒤를

있을지도 모른다. 제다이의 운명은 아닐지라

레아 공주를 구출하고 탈출 작전을 펼친다.

이은 신세대 제다이들의 이야기다. 개봉 순서

도 우리에게도 무한한 마음의 힘, 포스가 있

오비완도 20년 만에 만난 다스베이더와 자웅

대로 보면 흥미와 몰입도가 높고, 영화 속 시

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그 어떤 어려움과 마

을 겨룬다. 그러나 오비완의 육신은 다스베

간을 따라가면 인물 관계와 사건 전개를 이

주하더라도 이겨내기를. 언제나 포스가 그대

이더의 광선검에 쓰러지고 만다.

해하기 쉽다.

와 함께하기를!

오비완의 희생 덕에 무사히 탈출한 레아

지구와 우주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공주와 루크 일행은 저항군의 사령부가 있는

시각화한 듯 영화에서는 곤충과 조류를 포함

비밀기지로 향한다. 그곳에서 알투에 숨겨두

한 온갖 동물을 떠올리게 하는 괴이한 형상

었던 설계도를 분석, 데스 스타를 파괴할 방

의 생명체들, 별별 신기한 외형의 로봇들이

법을 찾아낸다. 저항군의 전투기 부대는 제

어울려 살아간다. 외계인의 모습이라기보다

국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데스 스타를 향해

는 다양한 인종과 언어, 저마다 다른 마음과

김규나
조선일보·부산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소설 ‘트러스트미’ 저자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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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21. 7. 29. 오후 9:18

FASHION
김의향의 스타일 노트 <17>

올림픽은 거대한 세계 패션쇼
소리 없는 국가별 단복 자존심 경쟁
한국의 올림픽 선수 단복.

올림픽 개막식은 세계 최대의 패션쇼와 같다. 세계 주요 컬렉션만큼

코오롱 FnC 캠브리지 멤버스

주목받고 이슈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개막식은 신종 코
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트라이프 티셔츠, 청바지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성조기 프린트의 프

난관 속,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무관중으로 개최됐다. 그럼에도 103

티 스카프 착장을 선보였다. 성조기의 삼색을 담은 스트라이프 벨트

번째로 입장한 한국 선수들의 비취색 단복은 검은색, 남색, 흰색이 주

도 전체 스타일에 세련된 포인트가 됐다. 랠프 로런의 올림픽 단복은

를 이루는 단복 퍼레이드 속에서 빛을 발했다.

일상에서도 근사한 캐주얼 슈트룩으로 주목받았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팀코리아’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단복은

그에 비해 허드슨 베이가 디자인한 캐나다 선수의 개막식 단복은

코오롱 FnC 캠브리지 멤버스에서 디자인했다. 개막식 퍼레이드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다.

단연 눈에 뜨인 단복의 비색(엷은 청색)은 고려청자에서 영감을 받은

그라피티(graffiti·낙서 같은 벽화) 문양의 청재킷을 단복으로 사용한

것이다. 안감에는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를 모티브로 한 문양을 넣

것은 거리 예술과 패션으로 유명한 도쿄에 영감받아 젊음과 기쁨을

어 우리 민족의 기상을 담아냈고, 소매에는 태극의 붉은색과 푸른색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허드슨 베이 홈페이지에는 ‘개성 있다’는 반응

자수가 담겼다. 하얀 팬츠는 조선백자의 순백색을 담은 것이고, 남성

과 함께 ‘최악이다’라는 반응이 동시에 올라와 있다.

선수의 스트라이프 타이와 여성 선수의 프티 스카프(petit scarf·작

이탈리아 국민 디자이너 조르조 아르마니가 작업한 이탈리아 선수

은 스카프)는 태극 색깔을 표현했다. 시상용 단복, 트레이닝 단복과

의 개막식 단복은 공개 이후 계속 혹평 세례를 받고 있다. 아르마니

신발, 모자, 백팩 및 여행 가방 등 총 17개 품목으로 구성됐고, 모두

는 이탈리아 국기를 일본 일장기의 원형 모양으로 디자인해 넣었는

일본의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땀과 수분

데, 두 나라의 화합이라는 의미를 담았지만 비디오 게임 ‘팩맨’ 캐릭

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되는 기능성 원단이 사용됐다.

터를 연상시킨다는 악평을 받았다.

노스페이스가 제작한 트레이닝 단복은 ‘지속 가능성’ 정신을 담아

헝가리 단복은 아예 기모노 스타일로 디자인됐다. 기모노 단복을

제작됐다. 제주에서 수거한 100t의 플라스틱병 등을 재활용한 노스

디자인한 헝가리 패션 브랜드 누부(Nubu)는 헝가리 국기의 붉은색,

페이스의 ‘K-에코 테크’를 통해 완성한 고기능 친환경 옷이다. 아울러

흰색 녹색의 삼색을 헝가리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브러시 질감의 문

총 13개 품목에 재활용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원단 등이 사용됐다.

양으로 담고 헝가리 국기가 휘날리는 느낌을 기모노 느낌에 조화시
켰다고 설명한다.

호불호 갈린 각국 올림픽 선수 단복

중국 단복도 역시 호불호가 갈린다. 영화 ‘와호장룡’의 미술을 담당

이처럼 올림픽 공식 단복은 자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전통, 정신,

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팀 입(Tim Yip·중국명 葉錦添)이 디자인

철학을 함축적으로 담는다. 이번 올림픽에서 크게 인기를 얻은 개막

했는데, 중국 국기의 붉은색을 중심으로, 여성 선수의 단복 드레스 밑

식 단복은 미국 선수 단복이다. 가장 미국적인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단에 명나라 시대에서 영감받은 양귀비를, 남성 선수의 셔츠에 중국

랠프 로런이 디자인했다. 성조기의 남색, 흰색, 붉은색을 조화시켰는

국기인 ‘오성홍기’의 오성 문양을 담았다. 매년 자국민으로부터 혹평

데, 올림픽 단복을 ‘쿨(cool)’하게 뒤바꿨다는 호평을 받았다. 랠프 로

받았던 이전 단복에 비해 중국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스토리텔

런은 일반적인 재킷과 셔츠, 타이의 착장 규칙을 벗어나, 남색 재킷, 스

링이 담겼다는 호평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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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국인 일본의 단복은 자국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와 정장 브랜
드 아오키가 제작했다. 아식스는 일장기의 아침 해가 떠오르는 강력
한 힘을 상징하는 ‘선 라이즈 레드’를 메인 색으로 삼아 일본 전통문
화를 표현하는 그래픽 문양을 넣었다.
1

각국 대표 브랜드·디자이너가 작업
올림픽 단복은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담아야 한다. 그
러므로 통상 각국을 대표하는 국민 브랜드나 디자이너가 책임진다.
해당 국가에 대한 뿌리 깊은 이해 없이는 좋은 디자인이 창작되기 어
렵다.
그래서 올림픽 때마다 대표 선수 단복 패션이란 종목이 소리 없는
자존심 경쟁을 펼친다. 한국 대표팀의 올림픽 단복 역사도 한국 패션
사와 같다. 1936년 처음 독일 베를린올림픽에 출전했을 때는 태극
문양을 단 단복조차 입을 수 없는 일제 강점기였다.
현재와 유사한 정장 스타일의 단복은 1960년대 말에 처음 제작됐
다. 이전까지는 백의민족의 상징인 흰색 하의를 맞춰 입고 가는 정도

2

3

였다. 1972년 독일 뮌헨올림픽 때는 금메달을 소원하는 노란색 단복
을 입기도 했다.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올림픽 때는 역시 금메달의
염원을 담은 붉은색 바탕에 황금빛 노란색이 배합된 단복을 입었다.
당시 레슬링 국가대표 양정모가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태극 문양이 사용된 건 1980년대부터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하
늘색 상의와 흰색 하의에 태극선 소품이 사용됐다. 그 후로 하늘색,
남색, 흰색, 태극 문양 등이 대한민국의 상징이 됐다.
올림픽의 역사와 함께 각국 대표 선수의 단복에도 많은 변화가 있
었다. 개막식과 폐막식에 입는 단복도 정장 스타일을 벗어나 자유로
워졌고, 기능성 소재 역시 점점 첨단화돼가고 있어, 각국이 최신 기술
력을 경쟁하고 있다. 최근엔 기능성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 화두인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 소재와 제작 방식을 담는 것이 중요한 테마가
됐다.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
다. 다음 번 올림픽에서 올림픽의 참뜻이 빛나는 더욱 화려한 패션 축
제를 기대해본다.

4
1. 미국의 올림픽 선수 단복. 랠프 로런 인스타그램
2. 캐나다의 올림픽 선수 단복. 허드슨 베이
3. 이탈리아의 올림픽 선수 단복. 아르마니
4. 헝가리의 올림픽 선수 단복. 누부

김의향
패션&스타일
칼럼니스트，케이
노트(K_not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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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
김진영의 사진집 이야기 <42> 알베르토·카를로타의 ‘기차가 가득한 다락방’

할아버지 다락방 속 사진, 세상의 빛을 보다
사진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익명의 사진가가

에는 할아버지가 평생 수집한 모형 기차와

있다. 익명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누가 찍

레일이 가득했다. 작가의 어린 시절 기억에

었는지 모른다는 저자 미상의 의미이지만,

는 그 방에서 느꼈던 놀라움과 즐거움이 가

널리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못했다는 무명이

득했고 책 제목을 이 기억에서 따와 ‘기차가

라는 의미에서도 사용되곤 한다.

가득한 다락방’이라 지었다.

사진에 대한 애호 속에 평생 수많은 사진

1

을 찍는 사람들이 있다. 작가가 되고자 하는

작가가 열여섯 살이던 무렵, 할아버지는
또 다른 자신의 열정을 손녀에게 알려주었는

사람도 있고 취미인 이들도 있다. 아날로그

데, 그것은 사진이었다. 할아버지는 이름을

시대에 이들이 남긴 필름은 버려지거나 가족

알린 사진가는 아니었지만, 평생 찍어온 사

의 유산이 되거나 혹은 벼룩시장으로 흘러

진들을 손녀에게 공유하기 시작했다. 카를로

들어갔다. 디지털 시대에는 외장 하드나 메

타는 이 사진들이 단순한 가족 스냅샷을 넘

모리 칩에 혹은 웹 클라우드 어딘가에 이미

어서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가 데이터로 보관되어 있다.

2

특별한 계기를 통해 무명의 사진가가 이름
을 얻게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가장 유명
한 사람은 아마도 비비안 마이어일 것이다.

그리하여 5년간에 걸쳐 할아버지가 남긴 사
진들을 들여다보았고 1만1900여 장의 사진

1. 서정적인 드라마가 펼쳐지는 듯한 알베르토의 사
진. 2. 알베르토의 사진이 돋보일 수 있도록 한 카를
로타의 섬세한 책 편집. 김진영

평생 보모로 일하며 번 돈으로 필름을 사고

을 145장으로 추려 더미북을 만들었다.
2018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할아버지에게
이 더미북을 보여줄 수 있었고 이후 할아버

15만 장에 달하는 사진을 찍었지만, 살아생

알린 적이 없었다. 어떠한 계기로 그의 사후

지는 그해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전 책을 출간한 적도 이름을 알린 적도 없었

에 이 책이 출간될 수 있었을까? 출판사의 책

이 더미북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 비비안 마이어가 헐값에 넘긴 필름과 프

소개 페이지에는 그의 이름 옆에 한 명의 저

어떻게 출판사에서 사진집으로 출간돼 세상

린트를 수집가들이 벼룩시장에서 발견해 구

자가 더 표시되어 있다. 이름은 카를로타 디

의 빛을 볼 수 있었을까? 사실 손녀 카를로

매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양을 구매한 존 말

레나르도(Carlotta di Lenardo). 알베르토

타는 영국의 사진 전문 출판사 MACK에서

루프가 이미지 공유 플랫폼인 플릭커에 이미

디 레나르도의 손녀다. 이 책은 손녀인 카를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다. 카를로타가 자신이

지를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책 출간, 전시 등

로타가 할아버지의 다락에 보관되어 있던 1

만든 더미북을 동료 편집자들에게 보여주자,

을 통해 비비안 마이어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만1900장 남짓의 사진을 토대로 만든 사진

이를 본 동료들이 즉각 이 책의 공식 출판을

알리게 되었다.

집이다.

추진했던 것이다.

‘기차가 가득한 다락방(2020, MACK)’ 역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의 도시 우디네의 할

카를로타가 사진집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

시 무명의 사진가였던 알베르토 디 레나르도

아버지 집에는 도서가 보관된 방이 맨 꼭대

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우연’이 없었다면

(Alberto di Lenardo)의 사진을 담은 책이

기에 있었다. 작가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 집

‘알베르토 디 레나르도’라는 이름은 여전히

다. 그는 살아생전 가족 외에는 자신의 사진

을 찾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그 방의 책장 사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익명의 사진가

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사진으로 이름을

이에 숨겨진 비밀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방

가운데 한 명으로 남았을지 모른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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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알베르토는 그저 운이 좋았던 걸까? 글쎄,
카를로타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는 그저 우
연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 사진들 그리고 이 사진들을 나와 공유
하며 즐거워하던 그의 모습 덕분에 나는 사
진을 사랑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
말로 그것이 나의 직업 전체에 영향을 주었
다. 그의 사진을 바라보던 경험은 무의식적
으로 나에게 어떤 미감을 심어주었고 할아버
지 때문에 사진을 공부하러 밀라노로 가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나는 사진 편집,
이미지 리서치, 북 바인딩을 공부했고 사진
집이라는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국으로 가게 된 나는 현재 MACK에서 디

알베르토 디 레나르도·카를로타 디 레나르도의 ‘기차가 가득한 다락방’ 표지. 김진영

자이너로 일하게 된 것이다.”
손녀의 편집과 디자인을 통해 출판된 ‘기
차가 가득한 다락방’은 이탈리아의 중산층
으로 20세기를 살았던 알베르토가 삶의 즐

어릴 적 할아버지가 보여준 사진에
사진 출판사 디자이너 된 손녀
할아버지 사진 모아 사진집 출판

진 아카이브 속에서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
한 면모를 끄집어내기도 하며, 카를로타처럼
가까운 누군가가 남긴 사진에서 출발하기도
한다.

거운 순간들에 카메라를 들고 해변이나 산,
거리나 바, 로드트립의 여정 속에서 사랑하

베르토의 책이라고만 묘사하는 것이 이 책에

사진을 찍는 일 그리고 보기에 꽤 그럴싸

는 가족, 친구, 때로는 타인을 담은 사진들을

대한 합당한 설명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한 사진을 남기는 일이 기술적으로 쉬운 시

보여준다. 카를로타는 그의 사진을 보며 자

한다. 이 책은 기차가 가득한 다락방에서 잠

대, 어쩌면 인공지능(AI)이 사진가가 설 자리

신이 느꼈던 자유로운 감성을 책을 통해 전

들어 있던 사진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그

를 위태롭게 만들지 모를 시대에, 어느 사진

하고 싶었다고 한다. 코댁크롬 필름에 담긴

리하여 할아버지가 이름을 얻게 한 카를로타

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능동적으

이탈리아 정경은 이름이 알려진 그와 동시대

의 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은 이

로 개입하는 역할이 재평가된다는 점이 흥미

작가들인 루이지 기리, 귀도 귀디 등을 떠올

는 알베르토지만 사진집을 만든 이는 카를

롭다. 이것은 역설이라기보다 오히려 자연스

리게 한다. 그럼에도 보다 과감한 구도로 대

로타다.

러운 귀결이 아닐까. 중요한 것은 수없이 존

동시대 사진 출판은 사진을 ‘찍은’ 사람뿐

재하는 사진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아니라 사진을 ‘보여주는’ 사람의 역할도 점

사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여기에는 사진을 찍은 알베르토의 역할이

차 더 강조하고 있다. 카메라를 들지 않았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크다. 하지만 그의 사진이 돋보일 수 있

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진 가운데 가

도록, 또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

치 있는 사진을 선택하고 특정 관점에서 조

록 사진집을 세밀히 구성한 카를로타의 공

망하여 독자 혹은 관객에게 보여주는 사람.

역시 그에 못지않게 크다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들은 벼룩시장에서 사진을 수집하다 아이

‘어느 작가의 책인가’ 하고 묻는다면, 통상적

디어가 번뜩 떠올라 특정 주제로 사진을 선

인 좁은 저자의 개념에 따라 사진을 찍은 알

별하기도 하고, 널리 알려진 유명 작가의 사

상을 담으면서도 서정적인 드라마가 펼쳐지
는 듯한 사진들이 깊은 인상을 남긴다.

김진영
사진책방 ‘이라선’ 대표，
서울대 미학과 박사과정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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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성장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점 ‘강박적인 과몰입’
머스크의 몰입 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

김문관 기자

가 많다. 이러한 몰입은 머스크의 비전 설정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깨어 있는 시

에도 영향을 줬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인구

간에는 쉬지 말고 일하세요. 밤늦게까지 일

증가와 환경오염으로 지구에 위기가 왔을 때

한 다음 잠자리에서도 비전에 대한 꿈을 꿀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

정도가 돼야 합니다. 일주일에 7일을 그렇게

게 몰입하고 고민했다.

사세요. 주당 40시간 일해서는 혁명적인 제
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워커사우루스
(세계 자본을 거머쥔 공룡 기업가들)
로버트 브루스 쇼 | 이경남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 | 1만6500원 |
312쪽 | 8월 1일 발행

테슬라는 물론 애플·아마존·우버 등 초고
속 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룡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CEO)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한 말이다.

저자는 대담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집요

실제 머스크는 테슬라 창업 초기 사람들이

하고 지독하게 일에 몰두한 리더가 존재했거

회사의 존재조차 잘 모르던 시절, 시급히 해

나 존재하는 점이라고 말한다. 책 각 장에 소

결해야 할 문제에 봉착했다. 그는 주당 75시

개되는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나 제

간을 회사에 눌러앉아 숙식까지 해결하며 해

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

결 방안을 모색했고, 결국 문제를 해결했다.

닉 우버 창업자 그리고 머스크는 모두 일에

테슬라가 오늘날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된 배경에도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온

미쳐 자신의 삶을 올인한 ‘워커사우루스
(workasaurus·일 중독자)’들이었다.

5500억 굴리는 PB가 쓴

신흥 계급의 등장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

금융투자 완전정복 2.0

부르주아 생리학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

최철식 | 갈라북스 | 1만6000원 |

앙리 모니에 글·그림 |

조원경 | 페이지2북스 |

352쪽 | 8월 1일 발행

김지현 옮김 | 페이퍼로드 |

1만8000원 | 416쪽 | 7월 15일 발행

1만5800원 | 184쪽 | 6월 21일 발행

현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킹(PB) 이사로

19세기 프랑스의 풍자 화가이자 연극배우였

탄소 중립(net zero·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5500억원대 주요(VIP) 고객들의 자산을 관

던 앙리 모니에의 베스트셀러가 번역서로 나

만큼 흡수량도 늘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

리하는 저자가 소개하는 금융 투자 기법을

왔다. 당시 프랑스 대혁명 이후 대중은 새롭

도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 열풍이 거세다. 이

담은 책. 주식, 펀드, 채권 등은 물론 원자재,

게 등장한 인간 군상에 대한 해석에 갈증을

책은 구글과 GM 같은 글로벌 기업이 제시하

연금, 절세 등 다양한 투자 정보가 담겨 있다.

느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킨 게 풍속 연

는 ‘그린 비전’을 보여준다. 국내 기업 포스코

투자 초보자는 물론 전문가까지 소중한 자

구를 담은 생리학 시리즈였다. 이 책에는 당

와 현대차그룹, SK이노베이션, 롯데캐미칼

산을 투자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금융 투자

시 새롭게 등장한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생

등의 사례도 담겼다. 관료 출신인 저자는 현

팁’도 페이지마다 실렸다.

생한 묘사가 가득하다.

울산 경제부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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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신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많은
것을 요구했다. 테슬라는 직원 채용 시 “평일
에도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
는데 괜찮냐”라고 묻는다. 아마존에서는 정
시 퇴근이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같은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
기 어려운 분위기다. 애플과 우버도 직원 삶
의 질보다 일 자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지배
적이다. 이처럼 일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면서
때론 가혹할 정도로 직원들을 몰아붙이는 리
더들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엇갈린다. 그런데
도 확실한 사실이 있다면, 치열한 경쟁과 심

제프 베이조스(왼쪽) 아마존 창업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최고경영자(CEO).
). 연합뉴스

한 부침 속에서도 이들 기업은 성장을 거듭하
자라거나 자신의 비전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들은 CEO의 과몰입이 닮았다. 저자는 “워커

을 견디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인다. 지

사우루스의 공통적인 기질은 바로 ‘옵세션

난 수십 년 동안 높은 성장률과 혁신적인 모

(obsession·강박적인 집착)’”이라며 “옵세션

저자는 “비범한 것을 창조하는 데 남다른

습을 보여준 회사를 세운 사람들은 대부분

을 가진 기업가는 더욱 야심 찬 목표를 가지

열정을 가진 리더는 자신의 엄격한 기준에

자신과 직원들에게 과도할 정도로 많은 것

고 집요하게 일을 추진한다”라고 말한다.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대한다”라

을 요구하는 강박적인 리더들이었다는 것이

고 전한다. 이어 “그들의 공통점은 재능이 모

다. 생존을 넘어 성장을 거듭하는 공룡 기업

며 현재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워커사우루스의 공통 기질은 집요한 집착

저자는 미국 예일대에서 조직 행동학 박사
학위를 받은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다.

인문학적 투자 접근법

베스트셀러 작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주식의 심리

끝까지 쓰는 용기

전인구 | 살림 | 1만3500원 |

정여울 | 김영사 | 1만5800원 |

260쪽 | 6월 11일 발행

304쪽 | 7월 15일 발행

가장 큰 실험: 기후 위기의
서사시(Our Biggest Ex‑
periment: An Epic Histo‑
ry of the Climate Crisis)
엘리스 벨 | 카운터포인트 | 27달러 |
384쪽 | 9월 21일 발행 예정

경제 유튜버가 들려주는 ‘인문학적 투자 접

문학서, 인문서, 여행서를 넘나드는 베스트

이상 기후 현상이 확산하면서 지구의 한쪽에

근법’을 담은 책. 저자는 “과거를 돌아보면

셀러 작가가 매일 글을 쓰며 느꼈던 경험담

선 폭염이 이어지고 다른 쪽에선 폭우가 쏟

역사 속의 인물과 사건으로부터 정답에 가까

을 묶은 수필집. 취재부터 퇴고까지 한 편의

아지는 현상이 빈번하다. 책은 인류가 18세

운 투자 힌트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한다.

글을 완성하고, 이를 모아 한 권의 저서를 펴

기부터 어떻게 화석 연료에 중독돼 왔는지,

책은 한니발부터 제갈량, 피카소, 히딩크까

내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저자는 “지치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

지 다양한 인물과 역사적인 사건을 투자 교

않고 쓰는 태도를 길러주는 책”이라고 자평

을 바꿀 것인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인류가

훈으로 연계한다. 인문학적 소양에 더불어

한다. 총 50만 부의 판매고를 기록한 저자는

축적된 지성을 활용한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서울대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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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글·그림 장상용·소하요
enisei2@naver.com

“속삭이는 바람 속에
계단이 있는 걸
모르시나요
열심히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

-레드 제플린

“대파 속에 있는 향이
심신을 안정시켜주며,
불면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Stairway to heaven’ 中

-대파 전문 농원의 문구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사려는 소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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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로제불닭 간편식 2종 출시
자체 개발 ‘K-로제소스’ 활용한 떡볶이와 납작당면 선보여

삼양식품이 로제불닭 간편식 2종 로제불닭떡볶이(왼쪽)와 로제불닭납작당면을 출시했다. 삼양식품

삼양식품이 로제불닭 간편식 2종, 로제불닭

면은 미리 불리지 않아도 탱글탱글한 식감

한편, 삼양식품은 꾸준히 소스 상품도 강

떡볶이와 로제불닭납작당면을 출시했다고

을 즐길 수 있는 납작당면에 후첨분말을 풍

화하고 있다. 2017년 9월 한정판으로 첫선

7월 29일 밝혔다.

부하게 넣어 크림의 부드러운 맛을 한층 강

을 보인 불닭볶음면소스가 출시 초기 ‘완판

조했다.

신화’를 쓰자 정식 제품으로 출시했다. 삼양

삼양식품의 로제불닭 간편식 2종은 토마
토소스에 크림을 넣어 만든 정통 로제소스

두 제품 모두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간편

대신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불닭, 고추 그리

하게 조리가 가능하며, 전국 편의점 및 온라

고 크림으로 만든 ‘K-로제소스’를 활용한

인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품이다.

식품은 불닭소스, 까르보불닭소스, 핵불닭
소스, 불닭마요 등을 판매 중이다.
삼양식품은 7월 2일에는 불닭소스에 새

삼양식품은 신제품 2종 출시를 기념해 8

콤달콤한 맛을 더한 양념장 ‘불닭 맛장’을

신제품 로제불닭떡볶이와 로제불닭납작

월 5일 오후 8시부터 11번가 라이브커머스

출시했다. 동치미 액기스와 고추장을 넣어

당면은 불닭소스의 매콤함에 감칠맛을 더해

‘라이브(LIVE) 11’을 진행하고, 제품을 할인

완성한 중독성 있는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완성한 삼양식품만의 K-로제소스로 더욱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기존 불닭소스보다 맵기가 덜해 누구나

풍성한 맛을 선사한다. 꾸덕꾸덕하고 크림

삼양식품 관계자는 “케이 푸드(K-FOOD)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무침, 비빔, 볶

같은 질감을 잘 나타내기 위해 액상 소스와

를 대표하는 불닭의 맛으로 완성한 K-로제

음요리 등에 양념장으로 사용해 요리의 완

함께 후첨분말을 별도로 구성했다.

소스로 소비자들의 트렌디한 취향을 공략할

성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테이블 소스

로제불닭떡볶이는 쫄깃한 쌀떡에 크림과

계획”이라며 “불닭 브랜드를 즐길 수 있는

로도 사용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삼양식

베이컨의 은은한 풍미가 더해진 한국식 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

품 자사몰 ‘삼양맛샵’을 비롯해 마트, 편의점

제떡볶이의 맛을 구현했다. 로제불닭납작당

해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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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핵심 엔진은 ‘열정’
출판사 12곳에서 퇴짜 맞은 뒤 대박을 터트

콘텐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 강

린 소설 ‘해리포터’ 작가 조앤 K 롤링의 스토

좌부터 음악·그림·만화·디자인·게임·팟캐스

물론 크리에이터 수입 양극화와 불량 콘텐

리나 브로드웨이 뮤지컬 오디션에서 수차례

트 등 디지털로 유통될 수 있는 모든 창작품

츠 등 창작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풀어야

떨어진 뒤 유명 배우로 성장한 덴절 워싱턴

의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창작품

의 이야기는 실패에도 좌절하지 말라는 교훈

식 콘텐츠 플랫폼 퍼블리의 박소령 대표는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

으로 흔히 인용됩니다. 넘어질 때 뒤로 기댈

글재주가 부족해도 자기만이 갖고 있는 경험

입니다. 좋아하는 일이어서 취미로 하다가

곳을 찾지 말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기 위

은 누구라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자산

전업 크리에이터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

해 “앞으로 넘어지라(Fall forward)”는 워싱

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에이터의 대중화 시

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 일을 하는 데 ‘열정’

턴의 10년 전 미 펜실베이니아대 졸업식 축

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비대면 경

이 있다는 겁니다. 기술 혁신 같은 환경 변화

사는 지금 들어도 울림이 있습니다.

제를 띄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

가 창작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출 순 있어도,

이번 커버 스토리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염병 대유행)으로 디지털 창작 수요와 공급

성공의 길로 이끄는 건 롤링이나 워싱턴이

(창작자 경제)’를 다루면서 롤링이나 워싱턴

이 함께 늘면서 이 같은 흐름이 빨라지고 있

가졌음직한 열정입니다.

처럼 극적인 반전을 담은 스토리가 나오긴

습니다. 국내에서 10만 구독자 이상 유튜브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판

채널이 지난해 5500개를 넘어 전년의 2.7배

사나 뮤지컬 극단 같은 제도권의 문턱을 넘

수준으로 늘어난 게 이를 보여줍니다. 수익

지 않고도 자신의 창작 콘텐츠를 시장에 내

배분에서 크리에이터를 우대하고, 창작품을

놓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쉽게 만들 수 있게 기술 혁신에 속도를 내

글이나 자신의 예능적인 끼를 담은 영상

는 패트리온 같은 플랫폼의 경쟁도 크리에이

터의 대중화를 뒷받침합니다.

에디터 오광진

READER’S LETTER
‘ETF
ETF는
는 재미없다’라는 편견을 깨다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ETF에
ETF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주식에 입문할 때 ‘초보는 지수 추종 ETF나 사라’는

몇 년 전만 해도 투자에 소극적인 편이었다. 지금은

펀드와 ETF 차이를 잘 몰랐는데，지난 호를 읽으면서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 당시에는 하루에도 10~20%

적극적이다. 물론 총알(돈)이 적다 보니 화력은 약하

확실하게 이해가 됐다. 기자의 체험기도 좋았다. 전기

씩 치솟는 핫한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ETF

고，마음만 적극적이다. ETF에 대해 들어는 봤어도

차 ETF가 유망하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

는 너무 재미없는 게 아닌가 했다. ETF에 대해 아는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다. 이번에 ETF를 자세히 공부

데，기자가 투자한 종목을 보면 전기차 ETF가 가장 낙

게 없었는데 커버 스토리를 통해 ETF 개념과 종류를

할 수 있었다.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형

폭이 컸던 점은 눈에 띄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상세히 알게 됐다. 특히 안소영 기자의 희생적인 ETF

태의 상품을 만드는 건 반갑지만 빈틈도 있을 것이

유망한 ETF에 대한 정보도 보다 더 자세하게 담았다

투자기가 재미있고 유익했다.

다. 언론이 그 부분도 자세히 파주면 좋겠다.

면 좋았을 것 같다.

김수민 현대위아 매니저

김영규 코웨이 과장

김도향 전업주부

독자 칼럼·의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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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_81_AD_테라박스.indd 81

81

2021. 7. 29. 오후 6:45

82

407_82_AD_태림.indd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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