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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삼복더위, 
정관장으로 에너지 충전

코로나19의 장기전 속에 상하이에도 무더운 여름이 시작

됐다.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올해는 평년 보다 무

더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었다. 특히 상하이 여름은 고온다

습한 날씨에 체력이 쉽게 떨어진다. 에어컨 사용하는 실내와 

기온이 높은 실외의 온도차가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초복은 7월16일(목), 중복은 7월26일 (일), 말복은 8

월15일(토)이다. 한국인은 복날에는 인삼이 들어간 삼계탕

으로 삼복더위를 이겨내 왔다. 

우리 선조들은 이열치열의 방법을 사용해 열을 다스려 

왔다. 위장 기능이 저하되는 여름에 따뜻한 음식으로 위장

내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다. 삼계탕은 성질이 따뜻해 속

이 차가워 지는 것을 방지하고 양기를 보충해 준다고 동의

보감은 전한다. 고단백 식품인 닭고기와 역시 한국인의 대

표 약재인 인삼이 만나 여름철 부족한 양기를 보충할 수 있

는 완벽한 보양식이다. 

인삼은 오장의 기운을 보충하고 면역력 강화, 소염 진

통, 간 보호, 피부보호 등 다양한 효능들이 입증되고 있다. 

정관장 상하이 법인은 코로나19로 지친 교민들의 건강과 

원기 회복을 위해 콜라보 행사를 기획했다. 복날 3일 간 상

하이 유명 삼계탕 전문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홍삼음

품 1포를 무료로 증정하고 정관장 샤오청쉬 50위안 할인쿠

폰도 증정하는 행사를 준비했다. 홍삼은 인삼을 수증기로 

쪄서 말리는 과정에 사포닌, 홍삼다당체, 아미노당, 미네랄 

등이 조화를 이뤄 피로해소,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보양 강장제다. 

상하이 최초의 삼계탕 전문점인 만수정 우중루점을 비

롯해 지호삼계탕 4개점（난펑청, 징팅텐디, 롱밍루, 우쟈오

창）에서 만날 수 있다. 대표 여름 보양식 삼계탕과 121년 

역사를 자랑하는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홍삼으로 무더

운 상하이 여름 더위를 극복해 보자. 

中  코로나19 속 한국 식품 수요 급증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여행길이 막

히자 중국 현지에서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6일 쾌과기(快

科技)에 따르면, 특히 컵라면, 김치, 진

로 소주의 대중국 수출량이 지난해보

다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진로 소주 및 과일 소주의 

중국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이어 올해 전년도 수출

량은 총 2500만 병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이트진로의 과일맛 

소주는 지난 2016년 중국 시장에 진출

한 뒤 연 평균 성장률 98.6%를 보이며 

성장세를 보였다. 실제로 진로 과일맛 

소주가 전체 주류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도 6%에서 지난해 36%

까지 급증했다.

진로 측은 “중국에서 80허우(80后, 

1980년대 출생자)부터 00허우(22后, 

2000년대 출생자)를 타겟으로 홍보한    

‘석류 소주’ 등 4가지 맛의 과일 소주 

마케팅이 좋은 효과를 거뒀다”며 “앞

으로도 중국 젊은이들의 입맛을 저격

하는 제품을 출시해 현지화 전략에 적

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한국 컵라면과 김치 수출 

성장률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

록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 컵라면의 

대중국 수출액은 5500만 달러(667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39.6%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별로 보면, 중국으로 수출된 

컵라면이 가장 많았다. 올 1월부터 5

월까지 중국으로 수출한 컵라면 규모

는 6700만 달러(800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50.9% 급증했다. 이 밖에도 

한국 컵라면은 미국, 일본, 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 국가의 수출 규모는 순서대

로 36.5%, 52.9%, 51.9%의 높은 성장

률을 보였다.

김치 수출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중국으로 수출한 

김치 규모는 순서대로 28.8%, 33%, 

63.6%, 5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수출액

은 5900만 달러(705억원)로 전년 대비 

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일본, 미국, 호주에 수출

한 김치도 순서대로 26.9%, 52.6%, 

92.9%로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유재희 기자

소주·김치 수입 전년比 50%↑
상하이 삼계탕 전문점과 콜라보 진행

中 어플 틱톡, 곳곳에서 퇴출 위기

중국의 숏 비디

오 플랫폼인 틱톡

(TikTok)이 인도

에 이어 중국 홍

콩, 미국 등에서도 

퇴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외 언론들

이 전했다.  

한 언론매체는 지난 7일부터 홍콩

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틱톡 어플이 내려진 상태이며 

틱톡으로 검색할 경우 다른 어플들이 

뜨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틱톡 

소유회사인 즈제타오동(字节跳动)측

은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와의 인터뷰에서 “홍콩에서 틱톡 서비

스는 중단하지만 많은 사용자를 보유

하고 있는 도우인(抖音)은 계속 운영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출시된 틱톡은 도우인의 해

외판이다. 현재는 도우인과 틱톡 두 가

지를 분리시켜 운영 중으로, 도우인은 

국내시장, 틱톡은 해외시장용으로 구

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콩 퇴출

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틱톡은 또 미국에서도 퇴출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6일 폼페이오 미국 국

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 안보에 대한 위

협이라는 이유로 틱톡을 포함한 중국 

소셜미디어 어플 금지를 검토하고 있

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도정부는 중국의 59개 

어플 사용 금지를 시켰고 호주정부도 

틱톡 등 어플의 사용금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ensor Tower에 따르면, 도우인과 

틱톡은 전 세계에서 다운로드 횟수가 

가장 많은 어플 중 하나로, 올 1분기에

만 3억 1500만 회를 기록했다. 올 4월

말 기준 도우인 및 틱톡의 누적 다운로

드 회수는 20억 회를 넘어선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속

에서 틱톡이 화웨이에 이어 제2의 희

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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