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정리해본 2020 트렌드

2020 원더키디

바야흐로 일천구백팔십구년, 케이비에스 이 티브이에서는 ‘2020 우주의 원더키디’ 라는 국산 애니
메이션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31년 전이다 보니 13부작의 풀스토리는 잘 기억나진 않지만 이제는

아재가 된 당시 국딩들에게는 ‘2020년이면 수퍼보드를 타고 하늘을 날고, 우주를 탐사하는 날이 오
진 않을까’하는 희망을 심어주었죠. 물론 30여년간 핸드폰으로 TV를 시청하고, 시계로 전화통화 하
는 시대가 열리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뉴 모빌리티’는 띄엄띄엄 뉴스에서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대신 2020년 대한민국을 이끌 메가 트렌드에 대해 살짝 엿보는 코너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 ‘MIGHTY MICE’

10년이 넘게 대한민국 트렌드 보고서를 내온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올해 선보인 키워드는

‘MIGHTY MICE’입니다. 쥐띠 해를 맞아 ‘위기를 극복하는 용감한 히어로, 마이티 마우스들이 온다’
는 의미인데요. 매해 그랬듯 챙겨볼만한 트렌드의 키워드들의 영어 앞 글자를 따 만든 신조어입니다.
올해는 이 키워드들 중 첫 번째로 ‘멀티 페르소나(Me And Myself)’를 꼽았습니다. 여러 개의 자아
와 가면을 쓴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로 SNS등으로 소비되는 개인의 양면성을 짚었는데요. 가령
직장 속의 나와 퇴근 후의 나, 초저가 물건을 사면서 동시에 프리미엄 물건을 사는 나 등 서로 상반
되는 모습들이 결합된 채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김난도 교수는 이 외에도
라스트핏 이코노미, 페어 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특화생존, 오팔세대, 편리미
엄, 업글인간 등의 키워드를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코트라 ‘뉴 모빌리티’

코트라가 전 세계 84개국 129개 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를 선
보였습니다. 신 사업을 검토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10개의 키워드를 선별했다고 합니다. 코트라
는 이중 가장 먼저 ‘뉴 모빌리티’를 언급했습니다. 글로벌 마켓에서 늘어나고 있는 공유헬리콥터, 전
동 킥보드, 이동형 무인점포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가져올 트렌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 주문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들어 전동 킥보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런
데 베트남에서는 헬리콥터를 공유하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긴
급 환자나 여행 패키지 상품고객 등 이용자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헬리콥터를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과 하늘의 모빌리티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빅히트의 내년도 경제전망 ‘Gear Down'(세계 경기의 감속)

여의도 증권가에서 족집게로 이름을 날렸던 금융전문가들이 경제 팟캐스트 ‘신과함께’를 운영하며
내년도 경제 전망을 책으로 냈습니다. 이 책에서는 내년도 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5G’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첫번째 ‘G’로 ‘Gear Down’ 즉 세계경기의 감속을 꼽았습니다. 세계 경기가 침체되
고 있고 이 때문에 과거 큰 파이를 굴리며 돌아갔던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더 이상 힘들어 졌다는 점
을 강조합니다. 이럴 때 4차 산업이나 5G관련한 기업을 잘 살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제 여의도
주요 증권사들이 내년도 증시 유망 테마를 발표하며 ‘6대 테마’가 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관련 언
론 보도를 보면 5G(5세대 이동통신), 콘텐츠, 핀테크, 2차전지, 환경, 소재·부품·장비(소부장)가 여
기에 속합니다. 올해도 사상 최대 불경기라고 합니다만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여행가는 사람들은
매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한다면 ‘5G’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 이유입니다.

‘암중모색’과 ‘공명지조’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0.7%가 내년도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전망한 사자성어로 ‘암중모색(暗中摸索)’을 꼽았습니다.
암중모색은 어둠속에서 손을 더듬어 찾는 다는 뜻으로, 막연한 상황에서도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중소기업들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를 엿보려고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풀이했습
니다.
교수신문은 매해 천 여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말마다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는데요. 올해는

‘공명지조’(共命之鳥)를 꼽았습니다. 공명조는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머리가 두개 달린 새 인데요.
한 머리가 다른 머리를 질투한 나머지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여 결국 두 머리가 모두 죽고 말았다는
설화입니다 .서로가 어느 한 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되는 운
명공동체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수신문은 “분열된 한국사회가 공명조와 많이
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잘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언젠가부터 ‘장밋빛 전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사건사고는 많고, 어딜 가든 어
렵다는 얘기뿐인데, 모임에 나가도 ‘실수하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이 술잔을 짓누릅니다. 결국 개인
이든 기업이든 리스크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잘 내
려놓고 기회를 잘 살피는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행복은 절대 양보할
수 없죠. 만원이면 캔맥주를 네 개나 살 수 있고, 뭘 살지 고르는 순간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