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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시바, 반도체 등 주력사업을 매각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리회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도시바(東芝)의 경영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원
자력사업의 거액적자와 채무초과로 인해 수익의

력분야의 손실 확대로 인한 거액의 적자 및 채무
초과 해소가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핵심부문인 반도체 사업을 매각해야 할 처지에

사실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은 연간 1,000억엔

놓이게 되었다. 2016회계연도(2016.4~2017.3, 이

(2015년도) 이상의 영업이익을 계상하는 분야이

하 연도)의 영업이익은 4,100억엔 적자가 예상되

다. 특히 낸드형 플래시메모리 분야는 세계시장

고 있다. 전년도(7,087억엔)에 이어 2년 연속 영업

점유율 20%(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 정도를

적자를 기록 중이다. 주주자본은 2016년말 현재

차지하고 있다.

-1,912억엔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국책사업인 원자력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향후

이는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자회사 등의 손실

유력한 사업분야를 계속 매각해 나간다면 동사가

7,125억엔을 계상한데 기인한바 크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관리회사로 전락할지도 모른
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령 현재 시세에서

도시바의 부진은 원전 주력 업체인 웨스팅

도시바 반도체 사업 주식의 51%를 매각하면 약

하우스의 사업 부진에 기인

7,000억~8,000억엔의 현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매각 작업도 순조롭지는 않다. 미국

도시바의 비극은 2006년 야심차게 미국의 웨스

의 WD(웨스턴 디지털, 하드디스크 세계시장점유

팅하우스(WEC)를 인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율 1위 업체), 마이크로 테크놀러지, 대만의 홍하

원전사업의 부진으로 거대기업이던 동사의 사업

이, 한국의 SK하이닉스(편집자 추가) 등이 관심

분야는 매각을 거듭하게 되었고 향후에도 매각이

을 가지고 있다. 이미 도시바와 미에현의 욕카이

예정되어 있다. 의료와 백색가전(2015~2016년 매

치공장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MD사가 유력한 업

각),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반도체(2017년),

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MD사도 자체 자본조

엘리베이터와 인프라스트럭처(2010년대 후반)

달이 필요한 상황으로 도시바에 대한 대규모 자본

분야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만

자본증강을 위해 도시바는 금년 1월 27일 반도

약 금년 3월말까지도 주식매각이 이루어지지 않

체 사업의 분사화와 출자비율 20%까지 외자도입

으면 도시바는 도쿄증시 2부로 내려갈 가능성도

하기로 결정하였다. 2월 14일에는 반도체 사업의

있어 보인다.

주식 매각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

자료 : 「エコノミスト」, 2017.2.28.

하였다. 이처럼 급하게 방침을 변경한 것은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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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가적으로 인공지능(AI) 사업 육성 추진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미래를 이끌어갈 거대한

기업에 보낼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실리콘 밸

트렌드로 인지되면서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

리에 인맥을 형성함과 동시에, 해외에서의 경쟁

방안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

을 통해 국제적인 실력을 쌓겠다는 것이다. 이러

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한 계획은 자본 투자, 인적 자원 개발 및 연구·개

2017’에서 인공지능 비서, 홈 로봇, 자율주행차가

발을 통해, 향후 인공지능(AI)의 다양한 응용 및

이슈가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관련 분야에서 대만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겠다는

한편,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작년 다보스포

것을 보여준다.

럼 연차총회를 맞아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

국내에서는 미래부가 올해 인공지능(AI) 기술

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초기술 등 3

서는 각국의 4차 산업혁명 적응 수준을 평가한 바

개 분야에 1,63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는 작

있는데, 당시 대만이 16위를 기록했으며, 말레이

년 대비 47% 증가된 수치이다. 또한 민간에서는

시아 22위, 체코가 24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25

최근 네이버 및 카카오 등이 AI를 차세대 성장동

위를 기록했다.

력으로 선정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계, 전자, 통신산업이 발달한 국가인 대만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적인

3월 15일 과기부(科技部)를 필두로 50억 대만달

현상으로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다. 그 이유는 본

러(약 1,840억원)를 투자하여 인공지능(AI) 분야

분야가 패턴 인식, 자연어 처리, 자동제어, 로보틱

를 국가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스, 컴퓨터비전(Computer Vision), 가상현실(VR)

과기부 장관 천량지(陳良基)는 인공지능을 활용

등의 기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의료, 교

한 ‘화산논검식(華山論劍式)’ 대결 환경을 조성하

육, 방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응용이

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성능 컴퓨팅(HPC : High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이다. 향후 우

Performance Computing) 플랫폼 구축 및 다수의

리 정부 역시 인공지능(AI)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

관련 연구소 설립 계획 역시 공표하였다.

한 고려뿐만 아니라, 법적·사회적 제도에 대한 검

그는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학제간 통

토를 포함한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기업

섭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음성, 심리, 뇌신경 및 인

이 이 분야에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문·사회·과학 인력을 포함한 10~20개의 선도적

필요가 있다.

인 연구소 설립계획 역시 밝혔다. 좀더 세부적으

자료 : 「中時電子報」, 2017.3.16.

로는 박사급 연구원을 선발하여 실리콘 밸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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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인도에 두 번째 스마트폰 조립 공장 설립 예정
- 삼성에 이어 2위 판매 기업으로 최근 급성장 시장조사 회사인 IDC(International Data Cor-

23일에 출시하여 45일만에 100만대 이상 판매하

poration)에 따르면,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은

는 등 최근에 상당한 수준으로 인도시장에서 각

2016년 약 5.2%의 성장을 보였으며, 약 1억 910만

광받고 있다.

개의 스마트폰이 출하되었다. 이는 전 세계 스마

이러한 최근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는 듯, 2017

트폰 시장 평균 성장률이 3% 대인 것에 비하면 높

년 3월 20일 샤오미는 인도의 Sri 도시에 위치한

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로써 인도의 스

폭스콘(Foxconn) 시설에 두 번째 스마트폰 조립

마트폰 사용자는 3억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성장

공장을 설립할 것을 발표하였다. 샤오미측에 의

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최근 중국계 기업의 성

하면 이 공장은 폭스콘에 의해 운영될 것이며, 완

장이 눈에 띈다.

성될 경우 1초에 스마트폰 한 대를 생산하는 능력

시장조사 회사인 Counterpoint에 따르면 2015

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년 4분기에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약 14%에 불

사실 샤오미는 인도에 2014년 7월에 진출하여

과했던 중국계 기업들(Vivo, Oppo, Lenovo, 샤오

1년 뒤에 현지에서 스마트폰 조립을 시작할 때

미)은 2016년 4분기에 약 46%를 차지하였으며,

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계약 제조업체 중 하나인

출하량도 2015년 4분기에 비해 2배 증가하였다.

폭스콘과 협력해 왔으며, 현재 폭스콘이 인도시

그러나 해당 기간에 삼성이 여전히 25.1%의 점유

장에 판매되는 샤오미의 약 95%의 핸드폰을 제

율로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6년

작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공장 역시 폭스콘

동안 출하량은 3.2% 성장하였다. 이는 주로 삼성

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의 J-시리즈 덕분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인다.

그런가 하면 중국계 기업 중에서도 스마트폰

특히 샤오미는 최근 늘어난 수요를 감안하였을

등 전자기기 제조 및 개발 기업인 샤오미의 경우

때 두 번째 공장이 완성될 경우 공급측면의 문제

2016년 4분기에 10.7%의 시장점유율로 삼성에

가 개선되어, 인도시장에서 판매 성적이 더 좋아

이어 두 번째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2015년 4분기에 3.3%에 불

고 있는 인도시장에서 중국계 기업들이 얼마나 무

과했으나 최근 들어 늘어난 판매량으로 2위로 올

서운 속도로 시장점유율을 높여 갈지 앞으로의 추

라선 것이다.

이가 주목된다.

매년 출하량도 약 3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샤오미는 Redmi Note 4 모델을 2017년 1월

자료 : The Hindustan Times,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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