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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음료 회사인 펩시의 중국 공장

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중국 전역

으로 해당 브랜드 제품에 대한 공포가 확

산됐다. 

22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

르면 지난 21일 오후 베이징시 질병 관리 

센터에서 20일 다싱구(大兴区)의 한 식품

회사에서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

했다. 이 중 2명은 현재 집단감염의 근원지

인 신파디 시장(新发地)시장 방문자인 것

으로 알려졌다.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에 따

르면 베이징 당국이 발표한 곳은 펩시식품

(중국)유한회사의 베이징 공장의 영업장소

로 확인되었다. 해당 공장에서는 감자 및 

곡물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펩시 

콜라는 마셔도 되나요?”, “감자칩은 먹어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웨이보(微

博)에서는 펩시 관련 연관검색어에 큰 관

심이 쏟아졌다.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자 펩시에서는 루

머 확산 진화에 나섰다. 21일 저녁 펩시 중

국 회사는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당국이 

발표한 식품 공장은 “펩시가 맞다”고 인정

했고 “그러나 해당 공장에서는 콜라를 비롯

한 음료 제품은 생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 공장은 원통형 감자칩 ‘Lays’

를 생산하는 곳으로 확진자 발생을 확인한 

직후 모든 공장 가동을 중단한 채 방역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

에 대비해 신파디발 집단 감염 이후 생산된 

제품은 모두 폐기 처분했고 확진자와 접촉

한 모든 직원에 대한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공장 직원 전원 자가 격리 조치를 취했다. 

펩시 측은 제품의 모든 생산 공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을 가능성은 적다

며 소비자를 안심시켰다. 또한 펩시 산하의 

모든 음료 제품 공장에는 확진자가 발생한 

바 없고 모든 생산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펩시는 중국에서 펩시콜라, Lays 감자칩 

외에도 콰커 오트밀, 미란다, 세븐업(7up), 

치토스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펩시 공장에서의 확진자 

발생으로 경쟁사인 코카콜라가 직접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알

코올이 바이러스 박멸에 탁월하다며 ‘마오

타이（茅台）를 수혜 기업으로 꼽기도 했다. 

이민정 기자 

한때 중국 최고 갑부였던 궈메이전기(国

美电器)의 황광위(黄光裕) 전 회장이 10년

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출옥했다는 소식

이 전해지며 궈메이전기 계열사 주식들이 

일제히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중국경영망(中国经营网) 보도

에 따르면, 황광위 전 회장은 24일 출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궈메이 측은 이 같은 소

식을 저녁쯤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

려졌다.  출옥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

자 24일 오전 궈메이링서우(国美零售) 주

가는 20% 오르고 ST메이쉰(美讯), 중관춘

커지(中关村科技) 등의 주가도 상한선까지 

오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출옥 소식만으로도 주가 상승을 유발하

는 황광위 전 회장은 과거 중국 재계를 호

령하던 인물이다. 민감한 상업적 두뇌와 기

회를 재빠르게 캐치하는 능력과 결단력을 

지닌 ‘상업천재’로 불렸다. 

2004년 궈메이를 홍콩에 상장시키며 개

인자산도 수백 억대를 넘어섰으며 겨우 35

세 나이에 중국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다. 성

공가도를 달리며 세 번씩이나 ‘후룬(胡润)’이 

선정한 중국 최고의 부자로 등극한 황 회장

은 2008년 주가조작, 뇌물죄, 불법경영 등으

로 고소돼 2010년부터 옥살이를 시작했다. 

황광위의 부재 이후 궈메이도 점차적으

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중국 최고의 

전기제품 유통상이었던 궈메이는 라이벌

인 쑤닝(苏宁)전기에 밀려나게 되고 그 후 

다양한 발전방향을 꾀했음에도 번번히 그

렇다할만한 성적을 내지 못한 채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부터 궈메이는 3년 연속 적자운영

으로 80억 위안의 손해를 보게 됐다. 또, 한

참 잘나가던 당시 500억 위안이던 매출규

모는 10년이 지난 2019년에도 594억 8300

만 위안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이에 반해 

과거의 라이벌이던 쑤닝의 매출은 2703억 

1500만 위안, 순이익이 110억 1600만위안

으로, 이미 궈메이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기업가로서 가장 황금기라 할 수 있는 40

대를 감옥에서 보내고 51세가 되어 돌아온 황

광위, 그의 귀환으로 궈메이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가영 기자

중국에서 영어교육기관으로 높은 인지도

를 쌓아온 디즈니영어센터(迪士尼英语中心)

가 폐업을 결정했다. 지난 22일 매일경제신

문(每日经济新闻)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영어

센터는 코로나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1월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그 동안 무료 온라

인 수업으로 영업재개의 시기만을 기다려 왔

다. 그러다 지난 22일 디즈니영어 측은 학부모

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을 통해 "진지한 고

민 끝에 디즈니영어센터를 재개방하지 않기

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폐업을 알렸다. 

그 동안 디즈니영어는 타 영어교육센터와

는 차별화된 좀 더 자유롭고 활기있는 교육

방식과 환경으로 학원생들과 학부모들의 사

랑을 받아왔다. 

한 시간 교육비용이 250위안 정도, 6개월 

또는 1년치 비용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으로, 

한번에 수만 위안의 과외비를 내야 하는 부담

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학부모

들의 선택을 받아왔던 교육기관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가 통제되고 

영업이 재개되기를 기다려왔으나 역병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디즈니영어 측은 6월 26일~7월 21일 학부모

들이 납부한 학비를 반환키로 했으며 직원들

에 대해서도 계약해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중국의 3~18세 영어교육시장

의 규모는 900억 위안(15조 3135억 원)으로 

지난 4년동안 연간 40%의 성장을 거듭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윤가영 기자

中 펩시 공장서 ‘확진자’ 발생

‘잃어버린 10년’ 황광위의 귀환

디즈니영어, 

코로나 불똥으로 ‘폐업’
감자칩·콜라 공포증 확산

학비 반환·직원 계약해지 수순

궈메이 주가 상승, 과거 영광 되찾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