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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 Brand, Blend

한선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대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마 파크 상하이 디

즈니랜드가 오픈했다. 

한번 가서 즐기는데 중국 근로자의 월 평

균 급여의 2/3를 써야 한다고 할 만큼 비싸

서 과연 일반인들의 발길이 예상만큼 소비

를 일으켜줄지 문제로 보는 한국적 시각도 

있다. 

내가 속한 한 CEO 모임에서 지난 5월 상

하이 여행을 떠났었는데 여행 기획 마지막 

즈음 총무단의 준비 점검 모임에서 혹시 

상하이에 가서 프리 오픈한 상하이 디즈니

랜드에 들어가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요청

이 있을까봐 여행비에 상당 부분을 비상금

으로 준비했었다. 관람 티켓의 10배가 넘

는 프리미엄이 붙었는데도 얻기 힘들었다

니. 글쎄다, 비싸다고 상하이디즈니랜드를 

걱정할 문제는 아닌 듯하다. 

언론매체에서 접하듯 한국이 유치하려했

던 디즈니랜드는 한국의 각종 규제, 입지

조건 등의 이유와 적극적인 상하이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이 아닌 상하이에 오픈했다. 

여기에 중국의 완다그룹도 20여개 대규모 

테마파트 개발의 청사진을 내놓아 향후 중

국이 테마파크의 대국이 될 것만 같다. 

5월말에 나는 우연히 장미축제를 구경하

러 에버랜드에 갔었다. 사람 복잡한 것이 

싫기도 했고 일하다말고 즉흥적으로 떠난 

것이라 늦은 오후 도착해 야간 개장한 그

곳에서 장미 동산을 둘러봤고 초호화 LED 

퍼레이드쇼에 눈도 호강했다. 하이라이트 

불꽃놀이도 상당히 볼만했다. 돈 좀 썼겠

다 싶다. 내가 어릴 때 느꼈던 무늬만 00

축제들 보다는 투자한 티가 나게 볼만했

다. 같이 간 친구는 밤에도 발 디딜 틈 없

는 것을 보고 ‘과연 불경기 맞나?’라고 갸

우뚱했다. 

‘전쟁 중에 차는 마신다!’ 아무리 불경기라

도 소비가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다.

중국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패션 관

계자의 이야기를 빌리면 중국은 대환경(거

시환경) 자체가 악화되고 있고 과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앞으로

의 성공사례가 될 수 없다. 여러 경제지표

와 정책들, 그리고 최근 3년 내 중국에 진

출되어 있는 한국패션 기업들의 퍼포먼스

를 보면 더 명확한 사실이라고 한다. 

디즈니랜드가 상하이에 상륙한 것을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중국은 세계의 굴뚝

인 생산지에서 최대 소비지로 그 위상을 

확인받은 셈이다. 아직 중국 진출을 하지 

않고 생각 중인 기업은 늦은 게 아니다. 다

만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이제

까지 시행착오 사례들이 직접적으로 도움

이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성공 사례로 이

해되었던 많은 부분이 비현실이 될 정도로 

빠른 변화가 대내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생산 공장에서 소비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

는 중국은 R&D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

을 하고 있다. 패션만 보더라도 해외유학

파 신진 디자이너들과 신경영기법을 앞세

운 젊은 패션경영자들이 중국의 로컬기업

을 육성하려는 여러 정책에 탄력 받아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는 부분이다. 중국의 한 신진디

자이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은 패션쇼에서 

투표를 하게 하고 그 상품은 당락을 떠나

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경매가가 매겨지며 

판매되는 등 화제다. 이들을 위한 멀티숍

은 물론이며 방송과 온라인 등이 실제적으

로 신진디자이너가 성장하는 비즈니스 플

랫폼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와닿는

다. 드라마나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에서 한

류 모방이 한창인 중국은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와 방식을 모방하며 새로운 플랫폼

을 만들어내고 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만 

보더라도 유연성이 한국보다 더 있었으며 

패션유통과 마케팅 사례들을 보더라도 고

정관념과 기존의 틀을 깨기 힘든 한국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 

전쟁 중에 차는 마신다. 우리가 불경기라

는 전쟁 속에 주춤할 때 중국은 차를 마시

는 가치를 나누는지 모르겠다.

전쟁 중에도 차는 마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