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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로컬 경영의 시작, 
SHAMP 13기 입학식 개최

한양대와 상해교통대MBA가 공동 주관하는 SHAMP 13

기 입학식이 지난 3일(금)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

사에는 13기 수강생을 비롯해 상해교통대MBA 저우잉 교수, 

리량 주임 등 3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12주간의 주재(임)원의 중국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화 교육

 2011년 시작된 SHAMP는 10년째 중국 진출 기업인들과 

주재(임)원들에게 중국식 경영 전략을 교육하고 있다. 진출 

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재(임)원들의 중

국 역량 강화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국가에 대한 

구조와 변화를 교육하고, △중국 로컬 경영에 필요한 실행 전

략을 3단계(시장의 변화 → 조직의 운영 → 실행 전략 수립)

로 나눠 사례 위주로 교육한다. 

올해 13기의 교육 테마는 <코로나 이후의 중국 경제>이다. 

코로나 사태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 국가와 사회의 관계, 글

로벌 경제 시스템, 세계 질서 등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다. 각

국 정부는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재편되고 있는 글로

벌 정치 경제 질서를 주도하려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13기는 상해교통대 MBA 교수진, 중앙당교 교수, 전(前) 

알리바바 본부장 등 중국을 움직이는 핵심 인사들을 모시

고, 코로나 이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중국 내부의 시각을 

들어보려고 한다. SHAMP는 12기까지 운영하며 쌓인 교육 

노하우로 주재(임)원이 단기간 내에, 중국을 보는 인사이트

와 중국 직원을 이끄는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38명 리더들이 교류하는 경영 모임, SHAMP 원우회 운영

누적 멤버 338여명에 달하는 SHAMP는 졸업 후에도 인

문 경영 교육 프로그램 LINS, 골프 모임, 북클럽, SIC 투자 모

임, 멤버스 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

부하고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교류를 하고 있다. 

(한양대 상해센터 021-5169-7003. shamp@shamp.org)

中 ‘집콕 경제’에 한국 라면 수출 ‘껑충’

코로나19로 중국 현지에서 외식을 

기피하고 가정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을 찾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

국 라면 등 간편식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 한국농

림축산식품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의 대중국 전체 수출액은 전

년 대비 감소한 반면 라면 수출액은 

무려 63.9%나 급증했다.

이에 대해 박성국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 상하이 지사장은 제일

재경(第一财经) 인터뷰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중국 내 ‘집콕 경제’가 

한국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큰 몫을 했다”며 “특히 화동 시장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시장 진출의 새로운 추세,

 ‘남쪽으로’

최근 상하이 랜드마크인 동방명주

에서 개최된 ‘2020 K-푸드 페스티벌’

에서는 신라면, 불닭볶음면, 진라면 

등 한국산 라면이 단연 현지 소비자

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렸다. 

박성국 대표는 “코로나19가 확산되

면서 ‘신선한 것’을 시도하기를 즐기는 

중국 젊은이들이 샤오홍슈(小红书), 

도우인(抖音) 등 중국 소셜네트워크

에 한국의 독특한 제품을 소개하기 

시작했다”며 “바로 이 점이 한국 컵라

면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 중요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산업정보망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인스턴트식품 시장 규모

는 4500억 위안(76조 4000억원)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라면을 대표로 

하는 한국의 가공 식품은 연 20% 이

상의 복합 성장률을 기록하며 유자차 

등 전통 제품을 제치고 대중국 식품 

수출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거대한 시장 규모와 발전 가능성을 

기반으로 농심, 오뚜기, 삼양으로 대

표되는 한국의 3대 라면 기업은 일찍

이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농심은 상

하이, 선양에 현지 공장을 설립해 상

하이탕면(上海汤面), 된장찌개면(石锅

酱汤面) 등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현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농

심에 따르면, 현재 중국 시장에서 판

매되고 있는 농심 제품 중 80% 이상

이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중 중

국 현지화 제품의 판매 비중이 갈수

록 상승하고 있다. 

중국에서 ‘왕홍(网红)’ 식품으로 꼽

히는 ‘불닭볶음면’의 선전으로 삼양식

품은 앞서 중국 화동, 화남 지역의 대

표를 새로 임명하고 2020년 중국 매

출 목표를 사상 최대 규모인 1200억

원으로 잡기도 했다. 이 같은 추세는 

라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CJ그룹

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중

국 식품 사업의 중점을 오프라인 음

식점에서 간편식의 연구 개발, 판매로 

점차 옮겨갈 계획을 밝혔다. 

“화동 지역을 잃으면 중국 전체를 

잃는다”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과거 한국 

브랜드는 중국 남부보다는 북부에서 

인지도가 훨씬 높았다. 하지만 상하

이, 화동 지역의 소비 열기가 크게 높

아지면서 이들 지역은 최근 한국 기

업들의 중요 시장으로 급부상한 상황

이다.

CJ그룹 중국식품사업부는 제일재

경 인터뷰에서 “이에 따라 CJ 그룹 본

부를 상하이로 옮기고 상하이 수입

박람회를 통해 ‘햇반’ 등 간편식 브랜

드를 대거 홍보해 왔다”며 “화동 지

역 생산량 구축을 위해 산베이지(三

杯鸡), 홍샤오로우(红烧肉) 등 다양한 

현지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

다. 이어 “처음 현지화 제품을 출시할 

때에는 성공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

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현지화 제품 

매출은 이미 한국 제품을 넘어섰다”

고 덧붙였다. 

이에 박성국 지사장은 “상하이 수

입박람회 등을 통해 화동 지역 소비

자들의 평균 소득이 매우 높고 새로

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매우 빠

른 소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화동 지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

잡을 수 없다면 중국 소비자들의 미

래 동향을 파악할 수 없게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현재 라면은 중국 인스턴트식품에

서 가장 많은 판매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냉동식품, 가열 식품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 밖에 중

국 하이디라오(海底捞), 왕왕(旺旺) 

등 국내 기업도 최근 간편식품 시장

에 진출하고 있는 추세다.

이민희 기자

2020 K-푸드 페스티벌 한국 컵라면 ‘인기’
중국 교수 직접 강연 

동시통역으로 로컬 경영 전략 배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