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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장 ‘이우’ 코로나로 ‘STOP’

충칭·우한 자율주행 완전 무인 상용화 시범 정책 발표

4년에 한번씩 열리는 축구 축제 월드컵

이 오는 11월 열리지만 갑작스러운 이우   

(义乌)시를 덮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

에 관련 업계가 울상이다. 

12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이우

시는 저장성 중부에 위치한 도시로 세계 최

대의 소상품 수출지다. 이우에서 수출하는 

국가는 세계 215개 국으로 거의 세계적으

로 이우의 제품이 수출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지난 8월 2일 이우시 현지에서 

양성 감염자가 500명이 넘게 나오면서 8

월 11일 0시를 기점으로 3일간 ‘정숙’관리

에 들어간다. 정숙 관리는 다시 말해 봉

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위험지역 주민은 

아예 문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다른 지역

은 주거지 단지를 나올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품 생산과 배

송이다. 모든 제품들은 아예 발송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고 일부 대형 공장은 ‘폐쇄

형 생산’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공장들은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세계공장’인 이우시는 이번 조치로 인

해 물류가 중단되면서 국내 개학 시즌 제

품,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 월드컵 관련 제

품 및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

는 관측이다. 

9월 신학기를 앞두고 신학기 용품의 판

매 성수기임에도 갑작스러운 공장 중단으

로 중국 내 관련 업계도 타격을 입을 전

망이다. 

오는 11월 21일에서 12월 18일까지 카타

르에서 22회 월드컵이 개최된다. 지난 2010

년 남아프리카 월드컵에서 응원 나팔인     

‘부부젤라’를 탄생시킨 곳이 바로 이우였

다. 그 명성때문인지 이후부터 월드컵 시즌 

관련 용품 제작의 대부분을 이우에서 담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월드컵 

시즌의 최대 수혜자로 손꼽혀왔다. 축구공, 

깃발, 국기, 가발, 안경, 트로피, 응원나팔 등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진작부터 

쏟아지는 해외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밤낮

으로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었다. 

일부 성질 급한 해외 바이어들은 아예 전

용기를 타고 이우로 향하고 있다. 아직 ‘정

숙’ 관리령이 내리지 않은 8월 9일 저녁 107

명의 인도 바이어를 태운 전용기가 항저우 

공항에 도착했다. 열흘 전에는 파키스탄 바

이어 163명이 탑승한 전용기가 항저우에 도

착한 바 있다. 그러나 당분간은 이우시에 해

외 바이어 진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이우시의 해외 수출

입 총액은 2000억 위안을 넘어서며 예상

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민정 기자

완전 무인(无人) 자율주행 택시가 중국 

우한과 충칭에서 선보였다. 8일 충칭·우한

은 자율주행 완전 무인 상용화 시범 정책을 

발표하고, 바이두(百度)에 전국 최초 무인

화 시범 운영 자격을 발급했다고 중국증권

보(中国证券报)는 전했다. 중국 최초로 안

전요원이 없는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에서 

상용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충칭 용촨(永川)에 개방된 무인 자율주

행 택시의 운영 구역 면적은 30㎢, 승강장 

10여개, 운영 차량 5대,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이다. 상업 중

심, 학교, 주택단지 등을 돌게 된다.

우한 경제개발구의 개방 운영 구역 면적

은 13㎢, 승강장 10개, 운영 차량 5대,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로 지하철 

및 주민 거주 단지를 돌게 된다.

안전한 운행 보장을 위해 우한 경제개발

구는 인프라 부대 건설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 중국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업체인 

오토엑스(AutoX, 安途智行)는 이미 세계 

8대 지역 도시에 포진, 선전, 베이징, 상하

이, 광저우 등에 5대 연구개발센터를 설립

했다. 창저우에는 무인차 생산라인을 설립

했고, 선전,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 등에 

10대 운영센터를 두고 현지 자율주행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공개도로에

서 운영되는 자율주행 택시 규모는 1000

대가 넘는다.

중신증권(中信证券)은 2040년까지 자

율주행 택시의 잠재 시장 규모를 약 3조 

2000억 위안, 상용차 자율주행 시장은 약 

3조 위안으로 내다봤다. 이 중 도심 전용 

자율주행 차량의 시장 규모는 약 1조9000

억 위안,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장 규모는 

약 9000억 위안에 달한다.

중금공사(中金公司) 연구보고에 따르

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업계는 2025년을 

전후로 원가 변곡점에 도달하고, 택시서비

스 업체들의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 총비

용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중국 내 무인 자

율주행 택시의 안착이 시장 예상을 앞설 

것으로 전망했다.

신하영 기자

中 게임업체 
동남아로 간다 

동남아 e스포츠 시청자 3000만 명

라이브 커머스 블루오션으로 부상

동남아 시장이 라이브 커머스의 블루오션으

로 부상하면서 중국 게임업체들이 몰리고 있

다고 환구망(环球网)은 5일 전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에서 게임은 라이브 

방송 시장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영역이다. 

게임 시장 분석업체 뉴주프로(Newzoo Pro)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동남아시아의 e스포츠 

시청자는 3000만 명에 육박해 전년대비 22% 

성장했다. 또한 2020년 상반기 동남아 네티즌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게임 관련 동영상 콘텐

츠를 시청했으며, 이중 59%가 게임 생중계를 

시청했다고 뉴주프로는 밝혔다. 

동남아 게임 이용자의 소비 습관은 게임 생

중계 분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온

라인 결제업체 페이어맥스(PayerMax)가 인도

네시아 게이머들의 충전 행동을 관찰한 결과, 

80%가 전자지갑 다나(DANA)를 사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나의 다양한 할인행사뿐 아니

라 충전 조작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 이는 곧 게임 이용

자들이 게임 생중계를 감상할 수 있는 결제 이

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용자들은 

단체로 게임 방송을 시청하면서 마음에 드는 콘

텐츠에 다샹(打赏: 자발적 팁)을 보내면서 소속

감과 게임방송 참여의 즐거움을 고조시킨다. 

경제 사회의 발전과 인터넷 침투율이 높아지

면서 동남아 지역은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생방송 시장으로 부상했다. 페이어맥스 연구소

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만 소셜+라이

브 카테고리 상품의 2021년 전체 시장 매출 규

모는 약 8억 6000만달러로 이 중 70%가 중국

계 회사다. 광고·유료방송·게임운영 등 확실한 

돈벌이 루트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샹이 현

지 방송 수익의 주요 원천이다. 

동남아는 글로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블

루오션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미 무질서한 초

기 단계를 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하영 기자 

카타르 월드컵 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