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农夫山泉 회장, 中 최고 부자 등극

중국의 ‘국민 생수’로 불리는 농부산천    

(农夫山泉)의 창업주이자 회장 중산산(钟

睒睒)이 중국 최고 부자로 등극했다. 

8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24년 만에 증시에 상장한 첫날, 농부산천

(9633.HK)은 85.12% 상승해 주당 39.8 홍

콩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농부산천

의 총 시장 가치는 4400억 홍콩달러(67조 

47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농부산천

은 7일 공고를 통해 발행가격이 주당 21.5 

홍콩달러로 책정됐고 총 81억 49만 홍콩달

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고에 따르면, 농부산천의 상장 후 총 자

본금은 약 118억 9000만 주가 된다. 이중 

84.4%는 회사 창립자이자 회장인 중산산

이 보유하고 있다. 

발행가로 계산해 봤을 때 농부산천 상장

의 총 시장가치는 2556억 홍콩달러, 이중 

중산산 회장 소유가 2157억 홍콩달러가 된

다. 하지만 8일 주가 상승으로 중산산 회장

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3713억 달러까지 치

솟았다. 

중산산 회장은 이 밖에도 중국 A주의 완

타이바이오(万泰生物) 지분의 74.23%를 보

유하고 있다. 지난 4월 완타이바이오가 A

주에 상장한 뒤 연내 무려 2152% 폭증하면

서 8일 기준, 총 시장가치 867억 위안(15조 

68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중산산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약 649억 위안

이 되는 셈이다. 

농부산천의 개장 가격으로 추산해 보면, 

중산산 회장의 몸값은 주식 상승에 힘입

어 4449억 홍콩달러(68조 23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포브스 부

자 순위에서 마화텅(马化腾) 텐센트 회장은 

몸값 568억 달러(67조 5000억원)로 중산산 

회장에 중국 최고 부호 자리에서 내려올 것

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부산천의 실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19.4%, 17.6%, 20.6%

의 고속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순이익이 49억 5400만 위안(8610억

원)에 달하기도 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 청량 음료 산업 성

장률 5~6.6% 성장률보다 크게 웃도는 수

준이다. 세계 성장률인 2.7~3.4%에 비하면 

훨씬 높다. 

 제품으로 보면, 농푸산천의 주력 상품

으로 꼽히는 생수는 중국 생수 제품 시장 

판매율 1위로 지난해 전체 시장에서 무려 

20.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

간 생수 매출은 기업에 143억 4600만 위안

의 영업 이익을 제공했다. 

이민희 기자

中 8월 자동차
판매 9%↑

支付宝, 3m 거리서 QR코드 ‘몰래’ 스캔

중국 소비자 물가가 코로나19 쇼크에서 

벗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 중

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대비 2.4% 상승

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식품 가격이 11.2%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비식품 가격은 0.1% 상승에 머물렀다. 역시

나 식품 중에서는 장마와 태풍으로 공급량

이 줄어든 돼지고기 가격이 53% 상승했다. 

반면 생산자 물가지수(PPI)는 2.0% 하락

했다. 지난 7개월 연속 전년 동기대비 하락

했지만 그 낙폭이 3월 이래로 가장 줄어 시

장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풀이된

다. 소재와 석탄, 화학 섬유가 크게 하락했

고 석유와 천연가스가 3.6% 상승해 PPI를 

뒷받침했다. 

자동차 시장의 경우 상황이 크게 호전되었

다. 8일 전국승용차연합회가 발표한 8월 시장 

현황에 따르면 승용차 판매량은 170만 3000

대로 전년 동기대비 8.9% 증가했다. 2018년 5

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이룬 셈이다. 

특히 세단 차량 판매가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은 처음으로 15%

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은 

10만 대를 돌파하며 전년 동기대비 43.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국산차 33%, 독일차 27%, 

일본차 24.5%, 미국차 10.2%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민정 기자

매장 결제를 위해 제시한 즈푸바오(支付

宝, 알리페이) QR코드가 3미터나 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스캔 당한다면?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 1위, 국내에서

만 7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즈푸

바오가 먼 거리에서도 QR코드가 도난 스

캔될 수 있다는 보안 상의 결함이 있는 것

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쾌과기(快科技)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네트워크 보안 카니발에

서 주최측이 결제 QR코드 도난 장면을 시

민들 앞에서 직접 시연했다.  

주최측은 시민들에게 결제 QR코드를 준

비하라고 지시한 뒤 3미터 이상 떨어진 곳

에서 카메라를 확대해 스캔에 성공해냈다. 

다시 말해, 먼 거리에서도 결제 QR코드가 

다른 누군가에게 손쉽게 스캔 당할 수 있

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현장 기술 인원들은 온라인 비

밀번호를 빠른 속도로 알아내는 장면을 직접 

시민들에게 보여줬다. 이들은 전문 프로그램

을 이용해 25초 만에 숫자, 알파벳, 특수문자

가 포함된 비밀번호를 쉽게 간파해냈다. 

주최측은 이번 시연을 통해 매장 내 즈

푸바오 결제 시, 최대한 손 또는 다른 물

건으로 스마트폰 주변을 가릴 것을 권고했

다. 또, 다수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비밀번호

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유재희 기자

창립 24년만에 중국 증시 상장
소비자 물가 2.4%↑

보안 ‘도마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