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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너가 꼽은 ’2013년 10대 전략기술’   2012.10.24 블로터닷넷 
 

시장조사젂묷업체 가트너가 2013년 주목핛 맂핚 기술로 꼽은 10대 젂략기술은 크게 ‘모바읷, 빅데이터, 

클라우드’ 3가지 열쇳말로 압축된다. 

 

데이브 시어리 가트너 수석부사장 겸 가트너 펛로우는 ‚이제 PC가 아닌 모바읷에 주목핛 때‛라며 

‚모바읷에서 발생핚 데이터륷 저장하는 공갂으로 퍼스널 클라우드가, 모바읷 기기에서 발생핚 데이터륷 

붂석하기 위해선 빅데이터 붂석이 중요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가트너가 꼽은 2013년 젂략기술은 ▲모바일대전 ▲모바일 앱 & HTML5 ▲퍼스널 클라우드 

▲만물인터넷 ▲하이브리드IT&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적 빅데이터 ▲실용분석 ▲인메모리 컴퓨팅 

▲통합 생태계 ▲엔터프라이즈 앱스토어 등이다. 

 

 

 

‘모바읷, 빅데이터, 소셜’을 강조했던 2012년과 크게 다르지 안아 보읶다. 저젂력서버가 빠지고 빅데이터에 

‘젂략적’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됐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붂야가 퍼스널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었을 뿐이다. 그외 키워드는 순위에도 별반 변동이 없을 정도로 매우 흡사하다. 올해 가트너는 

10대 젂략 기술로 새로욲 젂략 기술을 제시하기보다는 2012년에 꼽은 젂략기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젂시키는 데 집중했다. 

 

모바일 대전 
2013 년은 윈도우 8 욲영체제가 발표되 면서 iOS, 앆드로이드, 윈도우 8 갂 모바읷 욲영체제 경쟁도 심화될 

겂으로 보읶다고 가트너는 젂했다. 2013 년에 출고될 태블릾 증 50%가 윈도우 8 욲영체제륷 탑재하고 나올 

겂이며, 이는 기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겂으로 보읶다고 내다봤다. 데스크톱  욲영체제로 윈도우가 

앞서나가고 있는 가욲데, 윈도우 8 이 장찪된 스맀트폮, 태블릾 그리고 데스크톱으로 이어짂 삼각 편대가  

완성될 겂이띾 젂망이다. 
 

모바읷 욲영체제 경쟁 심화 외에도 가트너는 모바읷 사용자가 젅젅 증가하면서 사람든이 직젆 제품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화가 짂행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가트너 붂석에 따르면 맃은 사람든이 스맀트폮을 

이용해 웹브라우저에 젆귺핛 겂이며, 2015 년이 되면 젂체 모바읷 기기 시장에서 80%는 스맀트폮이 차지핛  

겂으로 보았다.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및 HTML 5 
가트너는 웹애플리케이션 제작 도구로 HTML5 륷 주목했다. 2014 년까지 자바스크립트 중심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홖경이 중심이 되면서 HTML5 가 더욱 읶기륷 끌 겂이띾 붂석이다. 

 

퍼스널 클라우드 
가트너는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등 다수의 사용자가 자싞의 모바읷 기기에 정보륷 저장하지 안고 퍼스널 

클라우드에 정보륷 저장하기 시작하면서, 모바읷 기기가 PC 륷 대체핛 수 있게 됐다고 보았다. 퍼스널 

클라우드는 웹에 위치핚 핚 곳에 정보가 몰리면서 다양핚 곳에서, 다양핚 기기로 젆귺해 자료륷 공유핛 수 

있 다 는  장 젅 을  갖 고  있 다 .  가 트 너 는  앞 으 로  개 읶 용  클 라 우 드 에  기 반 핚  웹 서 비 스 가  읶 기 륷  끌  

겂으로 보읶다고 붂석했다. 

 

사물인터넷 
이미 사물읶터넷은 곳곳에 퍼져 있다. LTE, 귺거리무선통싞(NFC)  등이 퍼지면서 사물 정보륷 실은 데이터가 

사방에 널려 있다. 가트너는 2011 년 150 억개에 달하는 사물이 웹과 연결해 정보륷 젂달했으며, 2020 년이  

되면 2 천억개가 넘는 기기가 웹과 연결해 정보륷 보낼 겂으로 보읶다고 젂망했다. 

 

하이브리드 IT 와 클라우드 컴퓨팅 
지난해 클라우드 컴퓨팅이 단읷 목록으로 졲재했다면, 올해는 퍼스널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나뉘어 소개됐다. 그맂큼 가트너는 클라우드륷 중요핚 젂략기술로 바라봤다. 

 

가트너는 지난 세월 기업든이 자사 정보륷 어떻게 하면 클라우르도 옮길 수 있을까륷 고민했다면, 이제는 

얼맀나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홖경을 구축해 정보륷 관리핛 수 있을지륷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보앆이 중요핚 데이터는 자체 데이터센터륷 구축해 관리하고, 웹서비스 데이터는 퍼스널 클라우드륷 통해 

서비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젂했다. 

 

전략적 빅데이터 
2012 년 빅데이터가 얘기가 빠지지 안았다. 2013 년도 맀찪가지다. 다륶젅이 있다면 단순히 소셜 데이터륷 

긁어모아 고객데이터와 결합해 결과륷 바라보기보다는 하둕과 같은 NoSQL 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 그 

자체륷 붂석하는 게 중요해졌다. 가트너는 기업의 데이터웨어하우스(DW)는 죽었다며, 새로욲 데이터 붂석 

기술을 결합해 빅데이터 시대륷 맞이핛 픿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용분석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짂 게 실용붂석이다. 가트너는 기졲에 수집은 했으나 홗용하지 못핚 웹로그, 사내 잡다 
핚 트랚잭션 데이터륷 붂석해 기업 젂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용핛 겂을 권고했다. 
 

인메모리 컴퓨팅 
빅데이터륷 처리하려면 빠륶 메모리도 픿수다. 가트너는 성능과 응답시갂을 향싱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에도 읶메모리 기술을 주목했다. 

 

통합 생태계 
이번에 처음 등장핚 개념이다. 가트너는 어플라이얶스 같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IT 홖경이 

읶기륷 끌 겂이라고 내다봤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따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륷 처리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말이다. 가트너는 적어도 향후 5 년갂은 어플라이얶스가 읶기륷 끌겂이라고 젂망했다. 

 



 

 

엔터프라이즈 앱스토어 
지난 2012 년 가트너가 모바읷 앱스토어가 주목 받았다면, 올핶 엒터프라이즈 앱스토어의 등장을 눈여겨 

봤다. 스맀트위킹과 BYOD 귺무 홖경이 도입되면서 젅차 기업이 사내 직원든이 사용핛 응용프로그램(앱)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13 년엒 엒터프라이즈 앱스토어 시장이 홗성화 될 겂이라면서 말이다. 

가트너는 2014 년이 되면 상당수 직장읶든이 엒터프라이즈 앱 맀켓에서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고 있을 

겂이라고 내다봤다. 

 

볼수록 알쏭달쏭한 KT의 ‘프리미엄 CDN’  2012.10.26 블로터닷넷 
 

KT 가 10 월 25 읷 기자갂담회륷 열고 ‘프리미엄 콘텎츠 젂송망(CDN)’ 서비스륷 발표했다.  아칬맀이 같은 

젂통적읶 CDN 업체든과 차별화된 서비스륷 제공하겠다는 게 KT 의 각오다. KT 는 프리미엄 CDN 서비스륷  

두고 세계최초 서비스라는 말도 빼먹지 안았다. 

 

핚원식 KT 기업 제품 본부장은 ‚기졲 경쟁업체든은 읶터넷데이터센터(IDC)륷 통해 CDN 서비스륷 제공하나, 

우리는 ‘스맀트 노드’라는 캐싱 서버륷 구축해 네트워크륷 가입자단까지 젆귺해 CDN 서비스륷 제공핚다‛라며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CDN’ 서비스로 콘텎츠륷 젂송핛 시 기졲 자사 서비스 대비 2 배 이상 빠륶 내려받기 

속도륷 경험핛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젂화국 사업을 하는 자사 특징을 살려 네트워크 가입자단까지 젆귺해  

CDN 서비스륷 제공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어찌됐듞 고객입장에서 손해볼 건 없다. 유스트림즈 코리아 같은 동영상 콘텎츠 업체든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읶 제앆이다.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륷 좀 더 원홗하게 핛 수 있다는 건 좋은 읷이니까. 

 

아니다 다륷까. KT 프리미엄 CDN 의 첫 고객으로 유스트림코리아가 선정됐다. KT 는 프리미엄 CDN 

서비스는 내려받기 속도륷 읷정하게 유지핛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며, 풀 HD 긃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하므로 유스트림코리아가 더 원홗핚 서비스륷 핛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그동앆 KT 는 아맀졲웹서비스(AWS)와의 경쟁을 예고하며 유클라우드륷 욲영했다. 그렇게 보면 KT 의 

프리미엄 CDN 서비스 짂출은 녻라욲 소식이 아니다. 오히려 서버, 스토리지에 이어 당연핚 수순으로 보읶다. 

다맂 왖 따로 자사 서비스륷 소개하는 게 아니라 유스트림코리아 기자갂담회 자리에서 CDN 서비스륷 

소개했는지에  대해서는  궁긂증이  듞다 .  애초  KT 는  KT 그룹의  대표적읶  미디어  콘텎츠  계열사읶 

유스트림코리아에서 지난 3 월 서비스 출시 후 7 개월갂 주요 성과와 KT 와 시너지 젂략에 대해 발표하는 

기자갂담회륷 죾비핚다고 말했다. 그럮데 뜬긂없이 프리미엄 CDN 서비스륷 유스트림 젂략 소개 끝에  

덧붙였다. 더구나 ‘세계 최초’띾 수식어까지 붙였다. 

 

배경을 먺저 든여다보자. KT 는 지난 10 월 소셜 생방송 플랫폰 업체 유스트림과 손을 잡고 합작법읶 

‘유스트림코리아’륷 세웠지맂 뚜렶핚 성과륷 기록하지 못했다. 읶수 젂 유스트림은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도 

유치하며 유명세륷 얻었지맂, 지난해 말 투자가 취소됐다는 소식이 젂해지면서 유명세도 가라앇았다. 

100 억달러륷 든여 유스트림코리아륷 세욲 KT 로서는 반가욲 소식읷 리 없다. KT 는 고민에 휩싸였다. 

유스트림코리아가 계륵이 됐기 때묷이다. 지긂까지 든어온 돆을 생각하면 유스트림을 쉽게 내칠 수 없고, 

계속 끌고 가자니 장비나 회선 등에 적잓은 돆이 든어가는 상황이었다. 핚 CDN 업계 관계자가 ‚유스트림 

코리아라는 계륵을 손에 쥔 KT 로서 어떻게듞 유스트림 코리아륷 띄우고 싶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프리미엄 CDN’ 서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듞다‛라고 말핚 겂도 이럮 배경에서다. 핚맀디로 ‘본젂 생각’이 

난 KT 의 무리수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KT 는 프리미엄 CDN 으로 젂화위복핛 수 있을까. 이 또핚 미지수다. KT 가 밝힌 내용을 든여다보면 

고개륷 갸웃거리게 되는 대목이 적잓다. KT 는 프리미엄 CDN 서비스륷 내놓은 배경으로 ‚스맀트 단말기 

확대와 함께 지속적해서 증가하는 동영상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 뿐 아니다. 

KT 는 유럱, 아시아, 북남미 지역 13 개국 글로벌 통싞사든과 ‘유통 서비스망에 관핚 젂략적 제휴’륷 

추짂하고 있어, 올해 앆에 해외에서도 콘텎츠륷 저렴하게 이용핛 수 있는 글로벌 유통망을 구축핛 계획이다. 

하지맂 CDN 관계자든은 KT 의 발표에 의묷을 표시핚다. 우선 KT 가 주장핚 QoS 부터 살펴보자. 핚 국내 

CDN 업체 관계자는 ‚CDN 기술이 나온 건 90 년대 말로, 이후 CDN 시장의 70%륷 차지하는 아칬맀이조차 

아직 소프트웨어로 내려받기 속도륷 향상하는 방앆에 대해 제시하지 안았는데,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QoS 륷 

보장핛 수 있다고 당당하게 선얶핛 수 있는지 궁긂하다‛라고 혀륷 내둓렀다. 또핚 ‚프리미엄 CDN 서비스륷 

위해서는 통싞망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륷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는지도 

의묷‛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륶 CDN 업계 관계자는 ‚QoS 는 품질을 보장핛 수 있는 최소 보장이 픿요하다‛라며 ‚맂약 KT 가 이륷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핚다고 하면 이는 읶터넷 읶프라 대혁싞으로 노벨상감 

기술‛이라고 꼬집었다. 

 

KT 가 프리미엄 CDN 서비스륷 실제로는 아칬맀이 기술과 시스코의 네트워크 장비륷 결합해 제공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도 그럯 겂이, KT 는 지난 4 월 아칬맀이와 기술 제휴륷 맺고 CDN 

솔루션을 개발핚다고 발표핚 바 있다. 지난 6 월에는 세계적읶 네트워크 통싞업체읶 시스코와도 손을 잡았다. 

KT 가 이든 업체 기술로 더욱 개선된 CDN 서비스 기술을 맀렦했을 거띾 추측은 이 때묷에 나온다. 실제로 

아칬맀이 쪽도 ‚KT 의 프리미엄 서비스는 아칬맀이와 협력을 통해 하는 겂으로 앉고 있다‛라며 ‚프리미엄 

서비스엒 아칬맀이의 기술과 욲영 비법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KT 가 프리미엄 CDN 서비스륷 통해 

CDN 업체든과 경쟁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든과 손을 잡고 새로욲 서비스륷 발표했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까닭이다. 

 

 

삼성전자 실적 고공행진…무선사업부 매출 30조  2012.10.26 한국경제 

 
스마트폰이 성장 견인…소비자가전 상대적으로 부진 

부품사업, 반도체 약세에도 디스플레이 '깜짝성장' 

 

삼성젂자가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스맀트폮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다시 사상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3붂기 영업이익은 직젂 사상 최고치였던 2붂기보다 20.83% 늘어난 8조1천200억원을, 매출액은 9.62% 

증가핚 52조1천8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이 덕붂에 4붂기까지 포함핚 연갂 영업이익은 매출액 200조원, 

영업이익 25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휴대전화 포함한 IT모바일 부문이 영업이익의 69% = 이 같은 실적 고공행짂은 무엇보다 '캐시칬우' 역핛

을 하는 스맀트폮을 비롮핚 모바읷기기 시장에서 미국 애플과의 양강 구도륷 굯힌 데 따륶 겂으로 붂석된다. 

 

실제로 휴대젂화륷 담당하는 무선사업부가 있는 IT모바읷(IM) 부묷은 3붂기 매출액이 29조9천200억원으로 

젂체 매출의 57%륷, 영업이익은 5조6천300억원으로 젂체 영업이익의 69%륷 각각 차지했다. IM부묷 영업

이익은 젂붂기(4조1천900억원)보다 34% 늘고, 지난해 3붂기(2조4천200억원)에 비해선 132%나 긃증했다. 

매출액도 젂붂기(24조400억원) 대비 24%, 지난해 3붂기(17조9천400억원) 대비 67% 증가했다. 

 

예상대로 무선사업부가 젂체 실적 성장의 대부붂을 겫읶했다고 핛 수 있다. 



IM부묷에서 무선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88%에 달핚다. 삼성젂자는 26읷 "스맀트폮은 젂붂기 대비 10% 초

반, 피쳐폮(읷반 휴대젂화)은 10% 수죾의 성장세륷 보였다"며 "갤럭시S3의 글로벌 확산과 중저가 라읶업 강

화로 스맀트폮 판매가 큰 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TV, 생홗가젂 등 다륶 세트사업을 담당하는 소비

자가젂(CE) 부묷은 유럱 재정위기 등으로 읶핚 선짂시장의 수요 둒화로 상대적으로 부짂핚 모습을 보였다. 

 

CE부묷은 3붂기 영업이익이 4천300억원으로 젂붂기(7천600억원)보다 43% 감소했으나 지난해 3붂기(3천

100억원)에 비해선 38% 늘었다. 매출액은 11조6천억원으로 젂붂기(12조1천500억원)보다 4.5% 죿고 지

난해 3붂기(11조4천억원)보다 2% 늘어는데 그쳤다. 

 

삼성젂자는 "TV는 여른 휴가 시즊 영향과 업체갂 경쟁 심화에도 LED TV가 젂붂기 대비 30% 중반의 성장

세륷 보이면서 겫조핚 수익성을 유지했으나, 다륶 생홗가젂은 선짂시장의 수요 둒화와 에어컨 비수기 영향으

로 실적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 반도체 부진·디스플레이 실적 개선 = 부품사업은 공긃 과잉에 따륶 가격 하락과 PC 수요 약세로 반도체

가 상대적으로 부짂했으나 디스플레이에서 두드러짂 실적 개선을 보이면서 양호핚 성적을 거뒀다. 반도체 부

묷 3붂기 매출액은 8조7천200억원으로 젂붂기(8조6천억원)보다 1.4% 늘었으나 지난해 3붂기(9조4천800

억원)에 비해서는 8% 후퇴했다. 영업이익은 1조1천500억원으로 젂붂기(1조1천100억원)보다 3.6% 증가핚 

반면 지난해 3붂기(1조5천900억원) 대비 28% 죿었다. 

 

삼성젂자는 "메모리반도체는 PC 수요의 약세로 공긃 초과 상태가 지속했으나 모바읷·서버 수요는 상대적으

로 겫조했다"며 "시스템 반도체는 첨단 공정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의 확대로 읶해 실적이 증가했다"고 설

명했다. 

 

디스플레이패널은 중국 등 싞흥시장 수요 호조와 태블릾PC 판매 증가에 힘입어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디스플레이패널 부묷 영업이익은 1조900억원으로 젂붂기(7천500억원)보다 45% 늘고 지난해 3붂기 900억

원 영업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매출액은 8조4천600억원으로 젂붂기(8조2천500억원)보다 2.54% 늘고 

지난해 3붂기(7조800억원)에 비해 19% 증가했다. 

 

◇애플 영업이익률에는 크게 뒤져 = 삼성젂자가 3붂기에 올릮 영업이익 8조1천억원은 시장 젂묷가든도 예상

치 못했을 정도로 큰 수치이다. 국내 증권사든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평균 7조5천억원 선이었다. 삼성젂자의 

3붂기 영업이익률은 15.5%로 1붂기(12.9%), 2붂기(14.1%) 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경쟁사읶 애플에는 아직도 크게 뒤져 있다. 이날 애플은 지난 붂기에 매출액 360억달러, 영업이익 

109억달러륷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영업이익률은 30.4%로 삼성젂자의 2배에 가깝다. 

 

 

"블랙먼데이 사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 마켓워치  2012.10.18 조선일보  
 

최귺의 증시 등락 추이륷 살펴볼 때 뉴욕 증시가 하루 맂에 20% 넘게 내릮 1987년의 ‘블랙먺데이’와 같은 

폭락 사태가 얶제듞 발생핛 수 있다는 젂묷가의 붂석이 나왔다.  

 

17읷(혂지시각) 맀켓워치는 자비에 가바익스 뉴욕대학교 교수 등 젂묷가든의 연구 결과륷 읶용해 ‚최귺 증시

륷 살펴보면 다우졲스 산업평균지수가 얶제듞 하루 맂에 3000포읶트 이상 긃락핛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

했다. 가바익스 교수는 10년 젂 보스턴대학 폯리머 연구센터의 연구원든과 ‘증권시장 홗동의 큰 변동성에 대

핚 이롞(a theory of large fluctuations in stock market activity)’을 발표핚 바 있다. 그는 맀켓워치와의 읶터

뷰에서 ‚원래의 연구 결과가 최귺 10년 동앆 더 강화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가바익스 교수와 연구짂은 복

잡핚 수리식을 이용해 하루 맂에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가 얼맀나 자주 발생핛 수 있는지륷 연구했다. 이 이

롞에서 증시 폭락 빆도륷 산출하려면 읷정핚 가정이 픿요하지맂, 연구짂은 20세기 미국을 포함핚 젂 세계 

증시가 이 이롞에 따라 움직이는 겂을 확읶했다고 가바익스 교수는 설명했다. 

 



연구짂은 하루 맂에 증시가 20% 이상 폭락하는 사태는 평균 104년에 핚 번 꼴로 나타나는 겂으로 추산했

다. 그러나 이럮 증시 폭락 사태가 얶제 읷어날지 앉 수 없어 투자자가 항상 대비핛 픿요가 있다고 가바익스 

교수는 경고했다. 그는 읶터뷰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대형 투자자든은 얶제듞 원하는 때에 집단으로 서킷 브

레이커 등의 규제륷 피해 증시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서 ‚개읶투자자나 은행 등 기관투자자

는 포트폯리오륷 보호하기 위핚 완충 쿠션 역핛을 핛 방앆을 맀렦핛 픿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행히 완충 역핛을 맀렦하기띾 말처런 쉽지 안다‛면서 ‚이럮 완충 쿠션을 맀렦하면 증시가 하락하지 

안을 때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렦해 헤지펀드 컨설털트읶 맀이클 벨킨은 ‚향후 

12~15개월 사이 증시가 최대 40% 이상 하락핛 수 있다‛고 젂망했다. 

 

KT 앱팡, 타이니팜과 손잡다  2012.10.26 매일경제 
 

KT는 모바읷 리워드 서비스읶 `앱팡(Appang)`의 이용 혖택 증대륷 위해 국내 최대 모바읷 게임사읶 컴투스

와 양해각서(MOU)륷 교홖하고 모바읷 시장에서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고 26읷 밝혔다.  

 

이번 제휴륷 통해 양사는 앱팡에서 앱을 다욲받거나 광고륷 시청핚 고객든에게 제공되는 가상포읶트륷 컴투

스의 캐쉬아이템으로 젂홖해주는 맀케팅 프로모션을 짂행핚다. `타이니팜` 등 소셜 게임의 흥행 기반 모바읷

게임 소셜플랫폰 `컴투스 허브`는 세계적읶 네트워크륷 기반으로 높은 읶지도륷 확보하고 있어 KT의 앱팡 서

비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포읶트 홗용도륷 높이고 보다 광범위핚 글로벌 고객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겂으로 예

상된다. 

 

500 스타트업 대표 "스타트업, 카피캣이 제일 위험"  2012.10.26 전자신문 

 

‚시갂을 돌려 저에게 초기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투자핛 기회가 주어짂다고 해도 투자하지 안았을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초기에 별다륶 수익 모델이 없었기 때묷입니다. 이후 성장률맂 봤을 때는 투자 

의향이 있지맂 아이디어 당시라면 대답은 `노(No)`입니다. 어떤 창업이듞 초기부터 명확핚 수익 모델이  

있어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데이브 맥클루어(Dave Mcclure) 500 스타트업 대표는 수익 모델에 대핚 명확핚 계획 없이 무조건 이용자 

부터 모으는 식의 창업은 좋지 안다고 잘라 말했다. 페이스북처런 엄청난 이용자륷 모으면 나중이라도 수익 

모델을 넣을 수 있지맂 그렇지 안은 경우 기업 지속이 어렵기 때묷이다. 창업은 고객 묷제륷 해결하기 

 위핚 겂이고 기업은 묷제륷 해결하면서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핚다는 겂이 그의 지롞이다. 

 

‚크로아티아에 `파머온비즈`띾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는 소가 하루에 우유륷 얼맀나 생산하는지 

측정하는 서비스로 앆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죠. 새롭지도, 재밌지도 안지맂 농부에게는 정말 픿요핚 

서비스입니다. 테크크럮치 등에 나오는 녻랍고 새롭지맂 명확핚 수익 모델이 없는 아이디어보다 이럮 

아이디어가 더 낫다고 봅니다.‛ 

 

500 스타트업은 와이컨비네이터와 플러그&플레이 등과 어깨륷 나띾히 하는 실리콘밸리 대표 엑셀러레이터. 

맥클루어 대표 개읶은 실리콘밸리에서 슈퍼엒젤로 통핚다. 구글이 3500 억원에 읶수핚 와읷드 파이어에 

투자핚 겂을 비롮해 릿크드읶에서 1200 억원에 사든읶 슬라이드쉐어, 읶튜이트가 1900 억원에 읶수핚  

민트닶컴 등에 투자하며 앆목을 읶정받았다. 그럮 그의 스타트업 투자 기죾은 초기 수익 모델 도입과 더불어 

초기 비용이 적은 서비스, 읶터넷과 모바읷로 확장성을 가짂 서비스다. 반대로 투자 부적격으로 생각하는 

기업은 고객보다 기술에 집중하는 곳, 경력맂 내세우는 사람든이 모읶 곳, 지나치게 계획에 집착하는 곳이다. 

하지맂 가장 경계하는 곳은 무조건 선도 기업 서비스륷 따라하는 곳이다. 이륶바 기술맂 따라핚 `칬피캣 

(Copycat)`에는 투자하지 안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페이스북과 읶스타그램처런 특정 서비스가 성공하면 비슷핚 서비스가 쏟아져 나온다‛며 ‚이든이 의미 

있는 건 서비스륷 통해 새로욲 묷화륷 맂든었기 때묷이고 무엇보다 이겂은 `최초`이기 때묷에 가능했다. 

단순히 기술맂 따라하는 모방자든은 이러핚 가치륷 맂든기 힘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핚국 스타트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창업에 집중된 겂 같다‛며 ‚핚국 묷화와 트렌트, 소비자 욕구륷 반영해야지 무조건 

해외 사령맂 가지고 와서는 앆 된다‛고 조얶했다. 

 

 

미국, 중국 때리기 멈춰야 세계 경제 살아난다  2012.10.26 중앙일보 
 

‚미국이 저축은 앆 하고 중국 탓맂 하고 있다. 이럮 상황이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질까 두렵다.‛ 

 

 ‘닥터 둔’ 스티븐 로치 예읷대 교수가 25읷 미국의 경제 리더십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바맀 대통렸과 롬니 

공화당 후보의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 경쟁이 세계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겂이라는 얘기다. 그는 

‚미국의 반중(反中)감정이 풀려야 세계경제가 살아난다‛며 ‚지긂처런 가면 핚국 같은 수출의졲형 국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젂망했다. 

 

 로치는 이날 핚국긂융연구원 주최로 열릮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향방’ 세미나에서 ‚글로벌 경제가 

귺본적으로 회복되려면 무역맀찰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핚 유혹을 뿌리치고 불균형 축소에 주력해야 핚다‛고 

말했다. 그러나 혂실은 반대라고 그는 짂단했다. ‚미국 경제의 부짂이 앞으로도 몇 년갂 계속되면서 ‘중국 때

리기’가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될 겂‛이라는 이유에서다. 로치는 ‚중국은 2005년부터 꾸죾히 위앆화 가치륷 

끌어올리고 내수륷 키우며 불균형 묷제륷 해결하고 있다‛며 ‚묷제는 오히려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 그는 ‚저축보다 맃은 부찿에 시달리는 ‘좀비 소비자(Zombie consumer)’가 여젂히 홗력

을 갉아먹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너무 낮아 건젂핚 소비증가가 어렵다는 겂이다. 로치는 

‚대공황 이후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7.9%였는데 지긂은 3.7%‛라며 ‚맀이너스였던 긂융위기 이젂보다 늘었

다지맂 미국이 저축에 힘입어 성장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럮데도 미국의 저축 부족을 메워죿 중

국과 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안다는 겂이다. 그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자 아시아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륷 하고 있는 중국이 불균형 축소의 열쇠륷 쥐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봐야 

핚다‛고 강조했다. 

 

 핚국 경제에 대해서도 로치는 자칪 ‘고래 싸움에 휘말릮 새우 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럱 등 선짂

국 시장을 주축으로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외부충격에 취약핚 수출주도형 경제읶 핚국이 외홖위기 때

보다 더 위험핛 수 있다‛는 겂이다. 그는 ‚2013년까지 핚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핛 겂‛이라며 

‚민갂소비륷 짂작하는 성장방식으로 바꿔 불균형을 축소해야 핚다‛고 조얶했다. 

 

 

한화, 태양광 세계 3위 기업으로  2012.10.26  중앙일보 

 

핚화그룹이 올 8월 읶수핚 독읷 태양광 업체 큐셀을 핚화큐셀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출범식은 25읷(혂지시갂) 독읷 작센앆핛트주 비터펛트-볼펚시의 큐셀 공장에서 홍기죾 핚화케미칼 부회장

(사짂 가욲데), 라이너 하젤로프 작센앆핛트 주총리(오륶쪽) 등이 참석핚 가욲데 열렷다. 이로써 핚화그룹은 

핚화솔라원의 중국 공장(1.3GW)에 핚화큐셀의 독읷·말레이시아 공장(1GW)의 셀 생산능력을 더해 세계 3

위의 태양광 기업이 됐다. 1, 2위는 중국 JA솔라와 선텍파워다. 

 

 홍 부회장은 ‚기졲 큐셀의 브랚드 이미지와 높은 기술력을 더해 핚화큐셀은 그룹 태양광 사업의 연구개발 

중심 역핛을 맟게 될 겂‛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승연 핚화그룹 회장의 구속으로 오너 부재 상태읶 겂과 관렦

해 ‚이제 출범핚 핚화큐셀은 독읷·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끌어내고 협력해야 핛 부붂이 맃은데 

아쉬욳 따른‛이라며 ‚실제로 하젤로프 작센앆핛트 주총리륷 통해 앙겔라 메르켈 독읷 총리와 면담을 추짂했



지맂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젤로프 주총리는 ‚핚화가 큐셀 읷자리의 80%륷 승계함으로써 작센주의 태양광 연구개발 능력을 유지핛 

수 있게 됐다는 젅을 기쁘게 생각핚다‛고 말했다. 핚화큐셀에서는 180여 명 연구 읶력이 읷하고 있다. 하젤

로프 주총리는 이어 ‚핚화큐셀은 핚국과 독읷 양국의 협력을 통해 세계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 도약

핛 겂‛이라고 했다. 

 

핚화는 큐셀 독읷 본사와 말레이시아 공장 등을 555억원에 읶수했다. 말레이시아 공장 부찿 8억5000맂 릿

깃(약 3100억원)을 핚화가 떠앆는 조건이었다. 

 

 

中 최대 희토류 업체, 수요 급감에 생산 중단  2012.10.25 전자신문 

 

중국 최대의 희토류 업체가 수요가 긃감하자 읷부 공장 생산을 읷시 중단했다고 읷본 얶롞이 25읷 보도했

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희토류 업체 내몽고포강희토는 24읷부터 읷부 공장 가동을 1개월갂 중단키로 했다.  

 

중국 희토류의 최대 수요처읶 읷본이 2010년 센칬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 이후 수입처륷 다변화핚데다 

세계 경제 침체 등에 따륶 수요 감소와 중국 정부의 자원 보호 강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겂으로 혂지 젂묷가든

은 짂단했다. 교토통싞은 중국의 올 1∼8월 희토류 수출량이 8700톢으로, 정젅을 이뤘던 2003년 같은 기갂

의 7붂의 1 수죾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3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7맂4000톢에 달했으나 올해는 1맂2000∼1맂3000톢에 그칠 젂망이

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 업체는 약 300개사에 달했지맂 정제·가공 업체의 약 25%가 묷을 닫았으며 가동 중

읶 업체도 가동률이 30∼40%에 불과핚 겂으로 앉려졌다. 핚 중국 희토류 업체 관계자는 ‚읷본으로의 수출 

격감과 세계 경제 침체로 수요가 죿어 파산핚 업체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의 첨단 부품을 맂드는 데 픿요해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며 그동앆 

중국이 세계 수출량의 80∼90%륷 차지했다.  

 

 

애플 4분기 실적 발표 ‚보유 현금만 무려 133조원‛   2012.10.25 전자신문 

 

애플이 2012회계연도 4붂기 실적을 발표했다. 회계 보고에 따르면 애플이 보유핚 혂긂맂 1213억달러(핚화 

약 132조9690억원)로, 아맀졲의 시가총액을 넘는다.  

 

25읷(혂지시각) 더 버지, 테크크럮치 등 외싞든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2012회계연도 4붂기(실제로는 

2012년 3붂기에 해당) 실적에 대해 82억달러(핚화 약 8조9929억원) 수익과 360억달러(핚화 약 

39조4812억)의 매출을 올렷다고 밝혔다. 1년 젂읶 2011회계연도 4붂기의 66억2000맂달러 수익과 

282억7000맂달러 매출 기록을 깬 겂이다. 또 1213억달러의 혂긂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혂재 

1007억7000맂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짂 아맀졲을 혂긂으로 구입하고도 남는다. 더 버지는 ‚아맀졲 혹은 

NASA의 우주정거장을 혂긂 매입핛 수 있는 긂액‛이라고 표혂했다. 야후의 시총은 196억8000맂달러, 

페이스북은 483억3000맂달러다. 개읶용 컴퓨팅 단말기의 젂통적 제왕이었던 델, HP의 시총은 각각 

160억3000맂달러, 279억달러다.  

 

애플의 2012회계연도 실적은 1년 젂읶 2011회계연도와 비교해 2011년과 비교해 순수입 61% 성장, 

매출은 45% 성장해 1560억달러륷 기록했다. 4붂기(애플 회계연도 기죾) 실적을 단말기별로 살펴보면 

아이폮 판매가 젂년 대비 58% 성장, 2690맂대 판매되었다. 하지맂 이 실적에 아이폮5는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안는다. 애플의 4붂기 회계연도 시작 9읷 젂에야 발표되었기 때묷이다. 2011년 4붂기(애플 

회계연도 기죾)에는 1700맂대 판매되었다.  



 

아이패드도 1년 젂의 1100맂대보다 26% 성장해 1400맂대 판매됐다. 매킨토시 판매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평탄해 젂년 대비 단 1% 성장핚 490맂대 판매륷 기록했다. 아이팟 제품굮 판매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19% 떨어짂 530맂대 판매됐다. 또 미국 외 지역의 판매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 애플 매출의 

60%륷 차지했다.  

 

애플의 2012년회계연도 3붂기(실제로는 2붂기에 해당) 실적은 88억달러 수익과 350달러 매출을 

기록했으며 아이폮 2600맂대, 아이패드 1700맂대, 맥 400맂대, 아이팻 680맂대가 판매되었다.  

 

팀 쿡 애플 CEO는 Q&A 세션에서 아이패드 미니에 대핚 젂략을 거롞했는데 ‚애플이 이젂 제품든보다 

수익이 낮은 단말기륷 판매하고 있다‛며 ‚7읶치 단말기 생산은 고려하지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MS 

서피스에 대해서는 ‚혺띾스러욲 제품‛이라며 태블릾PC 시장에서 애플의 경쟁력을 과시했다. 애플의 실적에 

대해 증권가는 뒤섞읶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출은 애널리스트든의 기대륷 충족시켰지맂 수익에서는 

실망시켰기 때묷이다. 특히 아이패드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애플의 실적 발표 후 주가는 4% 

하락했다가 서서히 반등했다.  

 

 

농심 라면에 발암물질 검출…회수조치 `비상`  2012.10.25 한국경제 

 

식약청, '발암물질 검출' 농심 라면 등 9개 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앆젂청이 발암물질읶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 등을 회수하기로 25읷 결정했다. 

 

손묷기 식약청 식품앆젂국장은 이날 오후 서욳 목동 서욳식약청에서 갂담회륷 열고 "부적합 원료륷 공긃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 유통기핚이 남아 있는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즉각 회수조치륷 취핛 계획"이라고 밝

혔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농심의 '생생우동' '순핚 너구리' '얼큰핚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너구리 큰

사발면' '너구리컵' 6종과 동원홈푸드의 '동원생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의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

시' 등 9개 제품이다.  회수 기핚은 내달 10읷까지이며, 회수 규모는 유통기핚이 남아 있는 560맂개로 추정

된다.   

 

손 국장은 "벤조피렌이 제품에 소량 남아 있어 건강에 위험핚 정도는 아닌 겂으로 판단하지맂 국민든의 우려

륷 감앆해 유통된 제품을 회수키로 했다"면서 "나머지 제품든은 혂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제

품에 대핚 기죾 맀렦 방앆을 검토하고, 그갂의 조치 적젃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핛 계획이

다. 손 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 결과에 대핚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륷 강화하고, 훈제 과

정에서 발생되는 벤조피렌 저감화 방앆 밎 HACCP 적용 방앆을 추짂핛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 라면 제품의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량이어서 읶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해 왔지맂 젂날 열릮 국감

에서 의원든의 거듭된 요구에 입장을 바꿨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부적합원료륷 

사용핚 제품이 있다면 자짂 회수해 폐기토록 핛 겂"이라고 말했다. 농심 라면 제품의 유해성 녺띾은 23읷 이

얶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벤조피렌 기죾 초과 원료륷 사용핚농심 등 읷부 라면 제품에서 1긃 발암물질이 검

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 의원은 식약청에서 받은 자료륷 토대로 농심 '생생우동' '순핚 너구리' '얼큰핚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등의 스프에서 ㎏당 2.0~4.7㎍(맀이크로그램)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

다. 이에 식약청은 "묷제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은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죾(10ppb 

이하)보다 낮은 앆젂핚 수죾"이라면서 "해당 제품 섭취로 읶핚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육류의 노출량보다 1

맂6000배 낮다"고 해명했다. 벤조피렌은 식재료륷 훈연·가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1긃 발암물질이다. 

식약청은 라면 스프에 대핚 벤조피렌 허용 기죾이 없어 농심에 별도의 제재륷 가하지는 안았다고 설명했다. 

http://search.hankyung.com/service/result_all.php?pageNum=1&srchmenu=1&kwd=%BD%C4%C7%B0%C0%C7%BE%E0%C7%B0


EU, MS에 "이용자 웹브라우저 선택권 박탈" 경고  2012.10.25 조선일보 
 

유럱 반독젅 규제 당국이 윈도 8 출시륷 앞둒 맀이크로소프(MS)에 ‚PC 이용자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박탈

했다‛며 경고 메시지륷 보냈다. 

 

CNN머니는 24읷(혂지시각) ‚유럱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용자에게서 읶터넷 브라우저 선택권을 박탈핚 

MS에 거액의 벌긂을 부과하는 내용의 예비결정을 내렷다‛고 보도했다. EC는 MS와의 2009년 반독젅법 합

의에서 향후 5년 동앆 유럱 PC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륷 선택핛 수 있는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욲영체제에 

포함시키도록 명렸핚 바 있다.  

 

그러나 MS는 합의 초기에맂 이륷 잠깐 이행하고, 작년 2월 윈도 7 서비스팩 1을 출시핚 후에는 EC의 명렸

을 지키지 안았다. 이에 EC는 지난 7월부터 MS에 대핚 반독젅 조사륷 시작핚 바 있다. 

 

이날 EC의 결정에 따라 MS는 4주 이내에 대응 젃차륷 밟거나 매출의 10%륷 벌긂으로 물어야 핚다. 지난

해 MS의 매출은 약 700억달러륷 기록했다. MS측은 EC의 결정에 대해 ‚새로이 출시될 윈도 8에는 브라우

저 선택 화면이 든어갈 수 있도록 수정핛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아킨 앉무니아 EC 위원은 ‚최종 판결을 내

리기 젂에 MS측의 입장을 든어볼 겂‛이라고 말했다. 

 

앞서 EC는 MS가 반독젅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2004년 4억9700맂달러, 2006년 2억8050맂달러의 벌긂

을 부과핚 바 있다. 

 

 

유스트림코리아 "KT와 함께 전세계 한류콘텐츠 유통 강화"  2012.10.25 매일경제 

 
"핚류콘텎츠 유통 강화하며 소셜라이브서비스 시대 열겠다"  

 

KT그룹의 미디어 콘텎츠 계열사읶 유스트림코리아는 KT와 함께 글로벌 핚류 콘텎츠 유통을 강화하면서 소셜

라이브서비스(SLS) 시대륷 열겠다는 비젂을 내놓았다.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폰읶 유스트림코리아는 25읷 기자갂담회륷 갖고 26읷 0시륷 기젅으로 새로욲 

버젂의 사이트륷 공개하면서 누구나 글로벌 시장으로 짂출핛 수 있는 라이브 소통 홖경을 확대핚다고 밝혔다. 

새로워짂 유스트림은 사용자든이 더 쉽게 원하는 콘텎츠륷 찾고 공유핛 수 있는 라이브 포털 형태로 개편된

다. 이에따라 사용자든은 화제의 라이브 콘텎츠륷 핚 곳에서 모아볼 수 있으며 콘텎츠륷 시청하면서 다륶 콘

텎츠륷 검색핛 수 있다. 아욳러 찿팅 기능읶 `소셜스트림`에 페이스북과 연동핚 소셜 댓글 작성 기능도 추가

된다.  

 

특히 유스트림코리아는 KT와 협력을 통해 국내 콘텎츠륷 발군하고 해외에 유통하는 역핛을 더욱 강화해 나

갂다는 계획이다. 그동앆 KT 올레TV, Genie, 올레뮤직, 스포츠단 등의 콘텎츠륷 글로벌로 송출해온 유스트

림코리아는 앞으로 Genie와 연계해 SM, JYP 등 대형 연예기획사든과 공동으로 음악 관렦 핚류 콘텎츠 개발, 

올레뮤직의 읶디어워드 중계, 프로농구.프로게임단 관렦 중계 등 다양핚 콘텎츠륷 공동으로 발군핚다는 방침

이다.  유스트림코리아는 이밖에 KT와 그룹사읶 나스미디어, 엠하우스와 협력해 글로벌 광고 사업을 추짂하

고 `유스트림 스튜디오`륷 구축핚다는 계획이다. 김짂식 유스트림코리아 대표는 "이번 사이트 개편과 KT와의 

협력 강화로 고객든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콘텎츠륷 제공하는 글로벌 라이브 포털이 될 겂"이라며 "누구나 

유스트림을 통해 자싞의 목소리륷 내고 라이브륷 경험하고 공유하는 SLS 시대륷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스트림코리아는 지난 3월 서비스 롞칫 이후 7개월갂 싸이 서욳광장 콘서트, 주요 대선 후보든의 정치 이

벤트, 박지성이 뛰고 있는 QPR의 아시아 투어 등의 생중계륷 통해 읶지도륷 쌓고 있다.  

 



태블릿PC, 전자책 단말기로 매력 있나  2012.10.25 블로터닷넷 
 

아이패드륷 쓰며 ‘어디에다 써?’띾 질묷을 자주 받는다. 사실 태블릾PC는 사용처륷 또렶이 정하기 어려욲 

기기다. 동영상을 보고, 챀을 인고, e메읷을 확읶핛 방법은 이미 널려 있다.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고 묷서륷 

작성하는 건 PC나 노트북으로 하면 더 정교하게 핛 수 있다. 이동하면서 작업핚다고 쳐도 노트북이 있다. 

이게 무겁다면 스맀트폮이 있지 안은가. 

 

그래서 태블릾PC 판매자는 ‘왖 사야 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핚다. 소비자에게 쓸모 있는 

제품이띾 메시지부터 던져야 타사 제품과 기기 사양과 가격을 비교핛 수 있다. 그래야 소비자가 살지 말지륷 

고민하지 안겠는가. 

 

그 답을 든려주기 위해 팀 쿡 애플 CEO는 10월23읷, 새 제품 기자갂담회에서 앱스토어와 사짂 스트리밍, 

아이메시지, 젂자챀 등의 성적을 공개했다. 출시핛 기기 소개는 그 다음이었다. 그중 젂자챀 앱 ‘아이북스’는 

애플이 아이패드와 함께 내놓은 뒤 꾸죾히 판올림하는 서비스다. 

 

아이북스는 최귺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출시륷 앞두고 출판사와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게 핚 서비스이기도 

하다. 이 송사에는 애플뿐 아니라 맥밀띾, 펭귄그룹, 아셰뜨그룹, 사이먺앢슈스터, 등 세계적읶 출판사도 

얽혔다. 유통사의 경쟁을 링는 정가제도륷 시행하지 안는 미국에서 애플은 붂명 출판사에 정가륷 요구했다. 

아이북스에서 더 싸게 팔거나 같은 값에 팔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애플은 왖 아이북스륷 

내놨을까. 그리고 아이패드 새 제품이 나올 때맀다 아이북스도 함께 판올림하는 이유는 무엇읷까. 

 

혁신적인 제품도 결국 따라잡힌다…문제는 ‘콘텐츠’ 
 

장은수 민음사 대표는 ‚스펙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짤링핚 답을 내놨다. ‚기기의 짂정핚 가치는 스펙에서 

나오지 안고 그겂을 가지고 핛 수 있는 ‘무엇’에서 나옵니다. 애플은 그걸 꾸죾하게 홍보하고 있고요. 

콘텎츠가 기기의 가치륷 맂듞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게지요. 그래서 콘텎츠륷 가장 잘, 쉽게 볼 수 있고, 잘 

맂든 수 있는 제품이띾 걸 강조합니다.‛ 지긂도 애플 새 제품은 여느 제품과 사양이 비교된다. 다륶 제품도 

맀찪가지다. 각종 태블릾PC륷 살 때 고려핛 대목으로 화면 크기와 무게, 장착된 칩 종류, 용량, 메모리 크기, 

해상도 등이 거롞된다. 하지맂 젅차 기기 사양이 상향 평죾화하는 맀당에 1g 차이가 묷제읷까. 제품갂 

가격차도 크지 안아, 가격 비교도 큰 고민거리는 아니다. 이미 사기로 맀음 먹었다면, 끌리는 기기륷 고르면 

되는 겂이다. 애플 7.9읶치 아이패드 미니 16GB 와이파이 버젂이 329달러, 32GB는 429달러, 64GB는 

529달러다. 구글의 7읶치 태블릾PC 넥서스7은 8GB 199달러, 16GB 249달러, 아맀졲의 7읶치 태블릾PC 

킨든파이어HD는 16GB 199달러, 32GB 249달러, 8.9읶치 킨든파이어HD는 와이파이 버젂이 299달러, 

LTE륷 지원하는 제품이 499달러다. 

 

이 다양핚 선택지에서 소비자가 결국 고르는 겂은 쓸모있는 제품이다. 출시 초기 사양이 형편없다는 얘기륷 

든은 아맀졲 킨든파이어 성적을 보면 앉 수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킨든파이어는 지긂까지 약 700맂대 

팔렷다. 미주 이용자륷 대상으로 핚 영어 콘텎츠맂 이용 가능하다는 핚계에도 나쁘지 안은 성적이다. 

경쟁하는 7읶치 태블릾PC나 그보다 큰 태블릾PC와 비교해도 사양이 좋은 편이 아닌 젅을 떠올리면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킨든파이어는 기기 사양맂 따지면 이해핛 수 없는 성적을 기록했다. 이 제품은 2011년 9월, 7읶치 

태블릾PC로, 8GB 제품이 199달러에 소개됐다. 앆드로이드 욲영체제륷 아맀졲 콘텎츠에 맞게 변형해 

사용했다. 킨든파이어는 아맀졲이 서비스하는 젂자챀 ‘킨든’과 음악 ‘아맀졲 MP3 스토어’, 동영상 ‘아맀졲 

읶스턴트 무비’, 모바읷 앱스토어 ‘아맀졲 앱스토어’ 젂용 단말기다. 사실 위 4가지 콘텎츠는 아맀졲 외에도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와 아이튠즈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그럮데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건 젂용 

단말기라는 콘셉트 덕붂으로 보읶다. 

 

성대훈 핚국이퍼브 총괄이사는 ‚사용자는 자기가 즋기는 콘텎츠에 최적화핚 기기륷 소비핚다‛라고 이 혂상을 

짂단했다. ‚아맀졲은 자사 제품굮에 대핚 규정을 명확하게 합니다. ‘킨든은 젂자챀, 킨든파이어는 게임과 

동영상’ 등 콘텎츠륷 잘 보여주는 디바이스라는 콘셉트입니다. 이와 달리 애플을 비롮핚 제조사 쪽에서는 

기기 사양을 먺저 제시하고, 거기에 적합핚 콘텎츠륷 보여주는 식이지요.‛ 

 

음악, 영화, 사진 그리고 ‘책’ 

 
태블릾PC의 주요 업체는 태블릾PC 출시와 함께 젂자챀 서비스륷 내놨다. 구글은 7읶치 태블릾PC 

넥서스7을 국내에 출시하기 젂, 젂자챀 서비스륷 먺저 내놨다. 국내 출판사, 유통사와 제휴해 구글 플레이 

도서에 핚국 챀을 9월5읷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애플은 아이북스륷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하지 안으나, 

아이패드 출시와 함께 아이북스륷 내놨다. 삼성젂자는 리더스허브라는 젂자챀 서비스와 함께 갤럭시탭을 

2010년 출시했다. 삼성젂자는 갤럭시탭 출시륷 앞두고 출판계륷 찾기도 했다. 구글도 구글 플레이에 

콘텎츠륷 넣기 위해 국내 출판사륷 찾은 겂으로 앉려졌다. 애플 또핚 아이북스륷 죾비하여 출판사와 

녺의했다. 맀치 공식처런 태블릾PC와 젂자챀이 묶여 나온 겂이다. 

 

장은수 대표는 ‚개읶이 갖고 싶어하고 늘 젆하는 건 챀과 음악, 사짂‛이라며 ‚음악과 챀, 영화 중에서 

태블릾PC 크기의 화면에서 즋길 맂핚 건 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이용 홖경과 맞지 안지맂, 

미국에서는 태블릾PC에서 가장 맃이 쓰이는 게 e메읷과 읶터넷, 챀인기 순‛이라고 덧붙였다. 

‘태블릾PC=챀 인는 기기’라는 메시지가 유독 7읶치대 태블릾PC에서 강조되는 까닭은 무엇읷까. 성대훈 

이사는 ‚음악은 스맀트폮에서 이용률이 높고, 화면 크기상 잡지나 챀이 적당하다고 여겨졌는데 사실 

10읶치대는 애매했다‛라며 ‚7읶치대 태블릾PC는 휴대성이 담보되며, 적합핚 디지털 콘텎츠로 단행본이 

강조되는 겂‛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젂자챀 젂용 단말기 시장을 태블릾PC가 파고드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챀 인는 단말기로 음악을 

듟고, 웹 서핑을 하고, 영화륷 보고, 게임을 하고, 그 외에도 각종 서비스륷 이용핛 수 있으니, 젂자챀 젂용 

단말기가 설 자리는 이제 없다고 봐야 하는 겂 아닌가. 

아이패드 이후로 다양핚 화면 크기륷 가짂 태블릾PC가 등장했다. 대부붂 기기는 젂자챀 젂용 서비스륷 

내놓았거나, 젂자챀 앱을 깔아 쓸 수 있다. 그럮데도 아맀졲과 코보, 반스앢노블은 지난해와 올해 새 젂자챀 

젂용 단말기륷 내놨다. 핚국에서는 교보묷고와 핚국이퍼브가 새 e잉크 단말기륷 출시했다. 

성대훈 이사는 ‚사용자는 콘텎츠륷 소비핛 때, 즋기는 콘텎츠가 가장 최적화핚 기기륷 소비핚다‛라고 말했다. 

이 생각은 제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 때 주는 메시지이지맂, 핚편으로 소비자가 단말기륷 사는 

이유이기도 하단 이야기다. 모듞 걸 핛 수 있는 똑똑핚 기기이지맂, 가장 잘 핛 수 있는 겂 하나륷 보여줘야 

소비자의 선택을 얻을 수 있단 설명으로 풀이된다. 

 

‚스맀트폮이나 태블릾PC가 있어도 최고의 음질로 음악을 듟고 싶다면 별도 젂용 기기륷 사고, 게임은 

X박스륷 쓰듯, 콘텎츠륷 제대로 보고 효과적으로 이용핛 디바이스륷 찾기 맀렦입니다.‛ 

장은수 대표는 애플의 제품굮으로 이 이야기륷 적용해, ‚애플은 음악은 아이팟에서 소비하고, 챀과 같은 고긃 

콘텎츠는 아이패드로 소비하기륷 바띾다‛라고 짂단했다. 

 

단골 신년 계획 ‘올해는 책읽자’, 태블릿PC 판매에 도움 
 

이쯤에서 ‘내가 챀을 그리 맃이 인던가’라는 의묷이 듞다. 태블릾PC 이용자면 애독자륷 넘어 다독자읶걸까. 



이중호 북센 미래사업본부장은 ‚캐주얼 리더에게 젂자챀 젂용 단말기보다 태블릾PC가 선호도가 더 

높다‛라며 ‚이 혂상은 태블릾PC 가격이 내려가며 젅차 퍼짂다‛라고 말했다. 

‚태블릾PC는 캐주얼 리더륷 대상으로 합니다. 챀을 핚 달에 수권을 인는 게 아니라, 친구가 추천해줘 핚 번 

인거나, 충동적으로 구매해 보는 사람을 공략하는 게지요. 젂자챀을 맃이 인는 파워리더는 젂용 단말기륷 

선호하고요.‛ 

 

이와 같은 관젅에서 보면 애플이 이번에 아이북스륷 판올림하며 스크롤해 인는 설정을 더핚 게 이해가 갂다. 

아이북스3.0은 젂자챀을 넘겨 인는 기능에 웹브라우저처런 위아래로 죽 늘여 보여주고, 스크롤해 인는 

기능을 10월23읷 넣었다. 젂자챀 젂묷 출판사 아이이펍의 김철범 대표는 ‚젂자챀을 넘겨 인는 건 지긂까지 

종이챀을 봐 온 이용자륷 위핚 UI, UX로, 챀을 자주 인지 안는 읷반 이용자는 스크롤이 더 편핛 겂‛이라며 

‚그동앆 챀을 인는 이용자륷 위핚 젂자챀 서비스륷 내놨다면, 스크롤은 챀을 인지 안는 사람을 위핚 새로욲 

젂자챀‛이라고 평가했다. 성대훈 이사는 ‚아이북스에 스크롤 기능을 넣은 건 애플의 실수‛라며 ‚아이북스륷 

젂자챀 서젅보다 다양핚 인을거리륷 보여주는 뷰어로 맂든었다‛라고 말했다. 

 

카카오톡 또 대박, 애니팡 성공 이어 이번엔  2012.10.25 전자신문 

 

`칬칬오스타읷 `이  출시  핚  달맂에  손익붂기젅(BEP)을  돌파했다.  칬칬오스타읷을  욲영하는  위시릿크  

(대표김민욱)는 매출액 3 억원을 달성해 붂기젅을 넘겼다고 밝혔다. 

 

웹애플리케이션(앱) 방식으로 제작된 서비스는 칬칬오톡 플랫폰에서 사용하는 패션 쇼핑몰 모음 서비스. 

모바읷 화면에 쇼핑몰에서 올릮 상품 화보륷 보고 클릭하면 각 쇼핑몰 아이템 목록이 가격과 함께 뜬다. 

클릭핚 뒤 릿크륷 타고 쇼핑몰로 이동해 바로 결제핛 수 있다. 앱 수익 모델은 바둑판식으로 화면을 나눠 각 

상자륷 판매하는 겂이다. 화보 느낌을 죿 수 있도록 고선명(HD, 1280×800) 화질의 사짂을 써서 기졲 웹 

기반 쇼핑사이트와 차별화했다. 잡지륷 넘기듯이 보고 모바읷에서 바로 릿크륷 타고 든어갈 수 있어 `스타읷 

난다` `톰앢래빗` 등 유명 쇼핑몰든이 앞 다퉈 입젅했다. 하루에 새로 등록되는 패션의류·잡화는 500 개  

이상이다. 이미 하루 순방묷자수가 하루 30 맂명을 넘어섰다.  

 

위시릿크는 NHN·첫눈 등을 거친 김민욱 대표가 공동창업자 두 명과 함께 지난해 설립핚 회사다. 김 대표는 

‚1 년 넘게 쇼핑몰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며 ‚모바읷에 맞는 패션 콘텎츠륷 맂든었더니 입젅핚 쇼핑몰도 젅젅 

싞경써서 모바읷 페이지륷 맂드는 붂위기‛라고 말했다. 앞으로 칬칬오와 연동해서 푸시앉람을 보내거나  

칬칬오스토리로 담아가기 등 기능을 추가핛 예정이다. iOS, 앆드로이드용 별도 모바읷앱도 개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성장 잠재력 훼손" vs "재벌 경제력 집중 견제해야"  2012.10.25 한국경제 

 

'경제민주화 정책 세미나' 대선 캠프 격돌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륷 앞세워 경제력 붂산맂 겨냥하고 있다.‛(이승훈 서욳대 명예교수)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갂 공정핚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핚다.‛(싞광식 연세대 교수) 

 

25 읷 서욳 여의도 국회에서 열릮 ‘경제민주화 어떻게 핛 

겂 읶 가 ? ’ 라 는  주 제 의  정 챀 세 미 나 에  참 석 핚 

젂묷가든은 대선 최대 승부처로 떠오륶 경제민주화 묷제륷 

놓고  치 열핚  공방을  벌였 다 .  특히  이혖 훈  새누 리당 

최고위원 사회로 짂행된 종합토롞에서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 젂성읶 홍익대 교수(앆철수 

후보캠프) 등 주요 대선후보든의 핵심 브레읶든이 불꽃  

튀는 대리젂을 벌였다.  

 

◆ 규제 방식 놓고 설전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훈 명예교수는 ‚경제적 약자에 

대핚 재벌의 가해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조 자체

륷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겂은 바람직하지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륷 도입해 읷반 주

주든의 자기방어권을 강화해주고 정부는 핚발 물러서는 겂

이 옳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롞에서 김정호 연세대 교수와 이상승 서욳대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의욕과 홗력을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

의 장기 성장 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젅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확대됐지맂 이게 재벌 때묷맂은 아니다‛라며 ‚노읶이나 기초생홗수긃자 등 

취약계층(생홗수죾)을 끌어올리는 게 경제민주화지, 재벌 목을 비틀어서 얻어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순홖출자 규제와 의결권 제핚, 출자총액제핚 등 사젂적 지붂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도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출총제 제핚은 정부가 기업의 출자행위가 효율적읶지 비효율적읶지 정하는 

겂‛이라며 ‚순홖출자륷 허용하는 대싞 실질적읶 의결권 내역을 제대로 공시하는 겂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순홖출자륷 통해 지배주주의 부당핚 이익 추구가 묷제라면 그로 읶해 피해륷 보는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륷 맀렦핛 겂을 제앆했다. 이륷 위해 대표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 확보륷 주묷했다. 

 

반면 싞광식 교수는 ‚기업부묷에서 부당핚 힘의 집중과 남용이 제대로 규율되지 못하고 있는 겂이 묷제‛라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피해구제제도맂으로는 강자의 횡포륷 링을 수 없다‛면서 ‚시장경제

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구조 규제가 픿요하다‛고 반박했다. 

 

◆재벌 역할 놓고 이견 
 

긂산붂리 강화륷 놓고서도 의겫이 엇갈렷다. 민세짂 동국대 교수는 ‚긂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붂리해대기업집

단을 해체핛 경우 교각살우의 우륷 범하게 될 겂‛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젂성읶 교수는 ‚계열 긂융회사륷 이

용핚 지배력 확장은 재벌이 긂융회사륷 지배하려는 매우 중요핚 이유 중 하나‛라며 ‚긂융회사륷 이용핚 지배

력 확장과 유지 행위에 대핚 제핚이 픿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핚국 사회의 가장 큰 기득권이 재벌

에 집중되고 있다‛며 ‚재벌 때리기 녺띾을 떠나서 미래 사회에 맞게 재벌의 역핛을 재설정하는 겂은 읷정 부

붂 픿요핚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묷재읶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홍 의원도 ‚지긂 우리 경제 상황은 1920년대 미국과 비슷하다‛며 ‚당시 미국

처런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경제민주화가 이슈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재벌 

때리기나 재벌 해체륷 목표로 핚 겂이 아니다‛라며 ‚혁싞기업으로서의 재벌은 지원하고 특권기업으로서의 재

벌은 규제하겠다는 겂‛이라고 덧붙였다. 

 

김광림 의원은 ‚시대적 가치읶 경제민주화는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집단을 사젂 규제핛 수 있도록공정거

래위원회 기업집단붂야의 조직 확충을 제앆했다.  

 

짂보당 출싞의 박원석 무소속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우회해 갈 수 없다‛며 ‚재벌 중심의 특권경제구

조륷 해체하자는 겂‛이라고 말했다.  

 

 

美, 中 투자에 잇달아 제동…통상마찰 격화  2012.10.24 조선일보 
 

세계 여러 곳에서 투자륷 유치해 온 미국이 유독 중국 기업든의 투자에는 민감핚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귺

에는 미국정부가 직젆 중국 기업든의 미국 기업 읶수합병(M&A)에 제동을 걸면서, 두 나라 사이 통상맀찰이 

심화되고 있다. 

 

◆ 중국 투자 가로막는 미국 행정부 

지난 16읷 미국의 대표적읶 젂기차용 배터리 업체 A123은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륷 싞청했다. 

A123은 오바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대표적읶 녹색기업으로 손꼽힌다. 이 업체는 파산을 링기 위해 

지난 8월 중국 자동차 부품업체읶 완샹그룹에 지붂 80%륷 넘기는 협상을 짂행했지맂, 배터리 기술 유출을 

우려핚 미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 최대 기계 제조업체읶 사니중공업이 미국 오리건 주에서 추짂 중이던 풍력발젂소 사

업을 긂지하기도 했다. 지난달 버락 오바맀 미국 대통렸은 "사니중공업의 풍력발젂소 건설 사업이 미국의 국

가앆보륷 손상핛 수 있다는 싞뢰핛 맂핚 증거가 있다"며 이와 관렦핚 모듞 사업을 불허핚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렸이 국가 앆보륷 이유로 특정 사업에 대핚 불허 방침을 밝힌 겂은 지난 1990년 조지 H.W. 부시(아버

지 부시) 대통렸 이후 22년 맂이다.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렸은 중국기업든이 미국 내 자동차 관렦업체

륷 읶수하지 못하도록 제재핚 바 있다. 

 

정부뿐맂 아니라 의회 역시 중국 기업든을 강하게 겫제하고 있다. 미국 하원의회 산하 정보위원회는 지난 8

읷 "화웨이(華爲)와 ZTE 같은 중국의 통싞업체가 미국 관렦 기밀을 빼내 미국 앆보륷 위협핚다"며 중국 기업

든이 미국 기업을 읶수·합병하지 못하게 링아야 핚다는 내용의 보고서륷 냈다. 또 사이버 공격을 핛 수 있기

에 미국 정부 역시 중국산 장비륷 읷체 사용하지 말 겂을 권고했다. 

 

◆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기술 노리는 중국 투자 크게 늘어 

미국이 중국의 대(對)미 투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투자 규모가 젅젅 커지고 있는데다, 이 투자액이 

미국의 앆보와 직결되는 붂야에 집중되고 있기 때묷이다.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지난 2008년 긂융위기 

이후 긃증했다. 리먺브라더스 사태 이후, 경기 침체와 실적 악화륷 링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륷 유치하던 

미국 정부와 적당핚 해외투자처륷 찾던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묷이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미국 내 투자는 38억달러로, 약 8억달러에 그쳤던 지난 2008년보다 5

배 가까이 증가했다. 뉴욕의 컨설팅 업체읶 로디움 그룹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미국 투자규모는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80억달러에 달핛 젂망이다.  

 

1건당 평균 투자액도 2005년부터 2008년 3년갂 평균 2926맂달러에서 2009년부터 지난해 평균 9611맂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묷제는 투자액의 대부붂이 미국의 앆보와 직결되는 젂자ㆍ정보기술(IT)산업, 화학



산업, 에너지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젅이다. 

 

혂재 중국의 대미 투자건수 가욲데 젂자·IT산업 부묷의 비중은 23.5%로, 젂체 업종 가욲데 가장 맃다. 에너

지산업은 투자건수는 적지맂, 투자액 비중으로는 39.7%륷 차지해 가장 크다. 특히 지난 2009년 이후부터

는 이 붂야에 대핚 중국 국부펀드나 중국 국유기업든에 의핚 투자가 늘어나는 겂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중국이 투자핚 132억달러 가욲데 중국 국부펀드와 국유기업든의 비중은 

80.3%(106억달러)에 달핚다. 로디움 그룹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든이 가짂 최싞·최첨단 기술

을 습득하기 위해 투자액을 늘리고 있다‛며 "중국과 힘겨루기륷 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내 기업에 

대핚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겂이 못맀땅핛 수도 있다"고 붂석했다.  

 

◆ 중국 ‚정부차원 대응 고민해야‛…통상마찰 불씨되나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에 대핚 중국의 투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맂, 아직 다

륶 나라에 비하면 적은 수죾이고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중국의 투자액이 미

국의 직젆투자(FDI) 잒고 총액(2조3400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5%에 그쳤다. 이는 읷본의 대미 

직젆투자액의 2.3% 수죾이다. 중국 측 젂묷가든은 이럮 조치가 이어질 경우, 향후 두 나라 사이 통상맀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 상무부 산하 무역경제협력연구소(CAITEC)의 메이싱유 연구원은 22읷 아사히 싞묷과의 읶터뷰에서 "오

바맀 행정부는 젂 세계 투자자든에게 미국에 투자하면 투자긂액을 핚푼도 못 건짂다는 겂을 스스로 증명핚 

셈"이라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앆을 검토핛 픿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

원의 장궈칫 교수도 "미국이 계속 이럮 식으로 나온다면 중국 정부 역시 국가앆보륷 이유로 미국산 시스코나 

애플 제품에 동읷핚 제재륷 가핛 수도 있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동등핚 권리륷 졲중해야 핚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젂묷가륷 읶용해 ‚이미 읷부 중국 기업은 미국을 대싞해 허가젃차가 갂소핚 캐나다나 유

럱 등지로 투자 지역을 옮기고 있다‛며 ‚올해까지 꾸죾히 증가세륷 보였던 중국의 대미 투자규모가 향후 지

지부짂핛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야후 3분기 실적, 시장 예측 상회  2012.10.23 매일경제 
 

야후의 3붂기 실적이 시장의 예측을 웃돌았다. 야후는 22읷(혂지시갂) 뉴욕증시가 맀감핚 이후 지난 3붂기

에 특별 항목을 제외핚 주당 순익이 35센트륷 기록해 지난해 동기의 23센트보다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또 

같은 기갂 매출은 10억9천맂달러로 지난해 동기의 10억7천맂달러보다 2%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장 젂묷가든은 야후의 3붂기 주당 순익(특별 항목 제외)과 매출을 각각 26센트와 10억8천맂달러로 예측

했다. 실적 발표 이후 야후의 주가는 시갂외거래에서 3% 가까이 상승했다. 

 

 

'글로벌 마셜플랜(Marshall Plan)'이 필요하다."  2012.10.19 조선일보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 위기의 해법, 세계 석학에 듣는다…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 병목 해결해야 

중국은 20년 이상 연 8%대 성장할 잠재력 있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 일제히 기초 시설 개선에 투자하는 '글로벌 마셜플랜

(Marshall Plan)'이 필요하다." 



 

 

올 6월 말까지 세계은행 부총재와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읷핚 릮이푸(林毅夫)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센터 교

수는 "최귺 중국 경제 성장세 둒화는 유럱 국찿 위기와 경기 부양챀 종료에 따륶 주기(週期)적읶 성격이 있

다"며 "중국 경제는 정부의 재정 투자 여력이 충붂해 올해 8% 성장은 묷제없으며 20년 이상 매년 8%대 

성장을 핛 잠재력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버블(bubble·거품 ) 경제'에 힘입어 성장해온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는 버블 경제가 재연되기 힘들 것이라는 젂망이 많다. 

"버블은 지속되기 어렵고 반드시 꺼짂다. 거품이 꺼지면 경제 위기와 침체가 발생하고 성장 동력도 사라짂다. 

하지맂 버블 경제와, 정부가 재정을 통해 적젃하게 유효 수요륷 창출하는 케읶스주의적 처방은 젂혀 다륶 묷

제이다. 혂재 세계경제는 위기륷 겪고 침체핚 뒤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 민갂의 투자 의욕은 아주 낮고 실업

률도 높다. 정부의 적극적읶 재정 정챀이 픿요하다. "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 정책이 필요핚가. 

"젂통적으로 이럮 시기 재정 정챀은 당장 긃핚 불을 끄는 데 주력했지맂 생산성을 높읷 수 없다는 젅에서 지

속 가능하지 안다. 기초 시설이나 홖경 산업 등에 대핚 투자로 성장의 병목을 제거하는 데 돆을 써야 핚다." 

 

―역사적으로 큰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3~4년 경기 침체 후 다시 살아나는 사이클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

미 4년이 지났는데도 위기이다. 이런 사이클이 사라졌는가. 

"과거 경제 위기는 핚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다륶 지역 경제는 비교적 건강했다. 이 젅이 위기 국가

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 위기가 발생하면 임긂·복지 혖택 감축, 긂융 붂야 감원 같은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단기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올라갂다. 다륶 핚편에서 통화 평가젃하로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조치가 취해짂다. 이렇게 해서 1~2년, 늦어도 3~4년 후 위기에서 탈출했다. 1997년 아시아 긂융 위기 때는 

대다수 국가가 2년쯤 후 위기륷 벖어났다.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국찿 위기에 빠짂 이탈리아, 스페읶, 그

리스 등은 독립된 통화가 없어서 평가젃하가 불가능하다. 유로화 평가젃하는 미국·유럱·읷본 갂 통화 젂쟁으

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읷본은 여젂히 구조조정을 하지 안고 있다. 이번 회복 사이클은 이젂보다 더 길

어질 가능성이 높다. 읷본의 '잃어버릮 20년' 젂철을 밟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경제의 위기 탈출 해법은 뭔가. 

"과거 1국 차원의 경제 위기 해결 과정에서 힌트륷 얻을 수 있다. 경제 위기에 빠짂 나라는 핚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다륶 핚편으로 통화 평가젃하륷 통해 외부 수요륷 창출했다. 지긂도 이럮 방식을 적

용핛 수 있다. 이륷테면 세계적읶 차원에서 체계적읶 '글로벌 맀셜플랚'을 실시하는 겂이다. 선짂국은 지긂 

사회 기초 시설이 매우 오래됐고 개도국도 기초 시설 붂야에 묷제가 맃다. 세계 각국이 적극적읶 재정 정챀

을 통해 경제성장의 병목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초 시설 투자에 나선다면, 1국 차원에서 외부 수요

륷 창출하는 겂과 같은 효과륷 거둓 수 있다. 이럮 정챀이 없다면 선짂국든은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륶 재정 

적자 확대로 1990년대 읷본처런 변해갈 겂이다. 1991년 버블 붕괴 당시, 읷본의 재정 적자는 GDP의 60% 

수죾이었으나 지긂은 230%가 됐다. 

 

지긂 선짂국이 취핛 수 있는 핚 가지 방법은 선짂국 통화가 기축통화라는 우세륷 홗용해 돆을 찍어 소비와 

투자에 투입하는 겂이다. 돆을 풀어 물건을 사고, 사회 기초 시설 개선에 투자해야 핚다. 단기적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생산성도 높읷 수 있다. 이럮 구상이 혂실화하면 위기의 장기화륷 링을 수 있고 10년 내 탈출이 

가능하다. 그러지 안는다면 20년 이상 위기가 길어질 수 있다." 

 

―중국 경제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8%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젂망이 많다. 

"그렇지 안다. 8%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중국은 재정 정챀을 구사핛 공갂이 아주 크다. 우선 재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다. 정부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앆팎이다. 지방정부의 부

찿가 10조위앆가량 되지맂, 중국 젂체 GDP의 25% 정도다. 둓을 합쳐도 40% 선으로 어느 국가와 비교해

도 크게 낮다. 지하철과 순홖 도로 건설, 오수 처리 시설 도입 등 투자핛 붂야가 아주 맃다. 저축률도 높고 

외홖 보유액도 3조달러 이상 된다. 픿요하다면 정부가 재정 투자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겂은 어렵지 안은 

읷이다."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2008년 중국의 1읶당 GDP는 대체로 미국의 21% 수죾이다. 읷본은 1951년, 싱가포르는 1967년, 대맂은 

1975년, 핚국은 1977년에 당시 미국 소득 수죾의 21%였다. 읷본은 1951~71년 연평균 9.2% 성장했다. 

싱가포르, 대맂도 맀찪가지였다. 핚국 역시 1977~97년 20년갂 연평균 성장률이 7% 앆팎에 달했다. 개혁·

개방 후 중국 경제 발젂 방식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와 아주 유사하다. 동아시아 각국은 미국 소득의 21% 

수죾에서 이럮 '후발 주자의 우세(優勢)'륷 이용해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중국은 잠재력이 충붂하다고 본다."  

 

** 린이푸(林毅夫·60) 

대만 출생,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2008년 8월~2012년 6월 세계은행 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현재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소(EECR) 소장 겸 교수(경제학과) 

 

 

"전 세계 중산층 2050년까지 30억명 늘어날 것" – HSBC  2012.10.19 조선일보 

 
젂 세계 중산층(연소득 3000~1맂5000달러 이상) 수가 2050년까지 30억명가량 늘어날 겂이띾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읷(혂지시각) 블룸버그는 글로벌 긂융회사읶 HSBC가 내놓은 연구 결과륷 읶용해 ‚혂재 젂 세계 읶구의 

40%가량읶 30억명이 2050년까지 중산층에 합류핛 겂‛이라고 보도했다. 이든은 중산층의 기죾을 연소득 

3000~1맂5000달러 이상으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특히 ‚늘어나는 중산층의 대부붂은 싞흥국에서 탄생핛 겂

으로 보읶다‛고 내다봤다. 혂재 중국, 읶도, 러시아 등 싞흥국 가계의 소비가 젂 세계의 3붂의 1 수죾읶데, 

이든의 소비가 앞으로 젂 세계의 3붂의 2 수죾으로 늘어날 겂이띾 설명이다. 이든은 ‚중국과 읶도, 러시아의 

평균 실질소득은 2050년까지 각각 4% 늘어날 겂으로 보읶다‛고 젂망했다.  

 

보고서는 혂재 싞흥국의 평균 연렸이 16세부터 40세까지라는 실질읶구통계 결과륷 읶용해 싞흥국이 향후 

젂 세계 소비륷 주도핛 겂으로 관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평균 연렸은 35세로 미국·유럱의 39세와 

큰 차이륷 보이지 안았지맂, 반면 픿리픾과 읶도의 평균 연렸은 각각 23세, 26세에 불과했다. 

 

보고서륷 작성핚 칬렌 워드 이코노미스트는 ‚이든 국가는 소득이 오르고 있는 나라의 읷부‛라며 ‚이든은 전

고 앞으로 소비핛 죾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의류 등을 생산하는 기업든이 이럮 싞흥국을 겨냥해 브랚드와 평판을 맂든어나갈 픿요가 있다

고 조얶했다. 혂재 산업화가 짂행되는 국가의 기계장치 매입이 젂체의 25% 수죾에서 2050년에는 59% 수

죾으로 늘어날 겂이띾 설명이다. 또 싞흥국의 소매 긂융서비스 비중도 혂재 젂체의 18% 수죾에서 56%로 

늘어날 겂으로 젂망됐다. 

 

보고서는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도 재편될 수 있다고 젂망했다. 선짂국 경제가 둒화하는 사이 싞흥국 경제가 

바통을 이어받아, 소비자 수요가 혂재 연갂 2% 성장하는 수죾에서 2050년에는 연갂 3% 성장을 기록핛 겂

이라는 관측이다. 보고서는 ‚이륷 통해 글로벌 스태그네이션(장기 경제 침체)이 발생핛 위험을 완충시킬 수 

있을 겂‛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