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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마오타이주는 기존의 3대 소방이 1953년에 마오타이주창으로 통합된 후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이 회사는 1975년에 국주 타이틀을 보유하게 되고 국내외의 각종
주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한편 중국 정부로부터 비물질 문화유산부문에서 건강식품
으로 인정받았다. 중국의 개혁개방 후 회사 규모를 키우고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1984
년에 마오타이주창은 주식회사 형태인 구이저우마오타이주고분유한공사(마오타이주회사)
로 변경되었는데 구이저우성이 전액 출자한 마오타이그룹이 이 회사의 지분 62%를 소유
하고 있다. 마오타이주의 생산이 제한적인 것은 제조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주된 생산지
인 마오타이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연 환경 때문이다. 또한 판매가능한 마오타이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술은 국가나 특정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생산되는 곡물의 종류, 경제적 수준과 상
황에 따라 원료와 빚는 방법이 다르고 이용자들의 취향도 다르므로 주류산업의 발달과정
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장수기업인 마
오타이주회사의 성장과정과 성공요인을 살펴보았다.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이 회사가
세계 제일의 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특한 자연환경에 가장 적합한 양조비
법을 개발하고 장인정신을 굳게 지키면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계속하여 양성하였기 때문
이다. 한편 마오타이주회사의 경영자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양조방법을 개선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
저가 브랜드의 마오타이주를 개발하고 유통망을 개선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주제어> 구이저우마오타이주, 백주, 성공요인,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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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중국 사회에서는 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중요하여 술이 없으면 모임이 성립되
지 않고 주요 행사나 제사와 같은 의식(儀式)도 치러질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
사람들과의 교제나 비즈니스에 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구이저우마오타이주(貴州茅台酒)는 양조장이 있는 구이저우성(貴州省) 런화이시(仁懷
市) 마오타이진(茅台鎭)에서 이름이 비롯되었다. 마오타이진이 속한 런화이시는 구이저
우성 성도인 구이양(貴陽)시에서 216㎞ 떨어진 오지에 있다. 마오타이진 지역은 구이
저우성의 향(鄕)ㆍ진(鎭) 중에서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마오타이
진이 중국의 대표적인 명주인 마오타이주의 생산지이기 때문이다. 마오타이주회사1)는
구이저우성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마오타이주의 핵심 생산지인 마오타이진은 공장 시설 및 생산과정 등을 시찰하면서 관
광도 함께 하는 산업관광(industrial tourism)의 중심지로 최근 커다란 인기를 누리고
있기도 하다(Zhou and Liao, 2018, 177). 백주생산이 지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한편으로 관광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마오타이진은 산
업개발과 생태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何琼, 2016, 127-130).
마오타이주회사는 1951년에 기존의 3대 소방이 마오타이주창으로 통합된 후 비약적
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마오타이주회사는 1975년에 국주 타이틀을 보유하게 되고
국내외의 각종 주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한편 중국 정부로부터 비물질 문화유산
부문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았다. 마오타이주회사가 2001년 상하이 증시에 발행가
주당 34.51위안으로 상장된 이후 2019년 9월에 주가가 약 30배 급등하여 주당 1,184
위안을 보이고 시가총액 1조4,873억 위안으로 중국의 3,700여개 상장기업 중 1위(유
통주 기준)를 기록하였다(머니투데이, 2019.9.25). 이는 구이저우성의 2018년 GDP 1
조 4,800억 위안을 넘는 수치이다. 한편 마오타이주회사는 2017년에 시가총액에서 세
계 주류기업 중 1위로 올라서기도 하였다. 마오타이주회사가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명품 백주인 마오타이주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항상 크게 앞
서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마오타이진 현지의 공기, 물, 토양 등
특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마오타이주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재료와 제조공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오타이
주와 같은 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마오타이주회사는 중국 정부의 제13차 5개년
1) 마오타이주회사의 공식 명칭은 구이저우마오타이주고분유한공사(貴州茅台酒股份有限公司, Kweichow
Moutai Co. Ltd)이므로 구이저우마오타이주주식회사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줄
여 마오타이주회사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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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말인 2020년에 매출액 1,000억 위안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류
산업도 첨단산업에 버금가는 중요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술은 국가나 특정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생산되는 곡물의 종류, 경제적 수준과
상황에 따라 원료와 빚는 방법이 다르고 이용자들의 취향도 다르므로 주류산업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장수기업
인 마오타이주회사의 성장과정과 성공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오타이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세계 제일의 주류기업을 만들어낸 비결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마오타이주회사 사람들의 장인정신, 양조비법과 경영전략 등이 우리나라 주
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중국 주류시장의 동향
1. 중국의 주류시장
13억의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주류
산업은 세계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주류시장
은 크게 백주(白酒), 맥주, 포도주, 황주(黃酒), 기타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정의 함
량에 따라 고도주(高度酒, 40도 이상), 중도주(中度酒, 20~40도)와 저도주(低度酒, 20
도 이하)로 분류하기도 한다. 소비량으로는 맥주가 전체 주류 소비량의 72%(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비 금액으로는 <표 1>에서와 같이 맥주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백주가 전체 주류 소비금액의 66%를 차지하여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의 주류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과 소비 증가 추이 등을 분석하
<표 1> 중국의 주류 소비 현황(2018년)
구분

소비(억 위안)

비중(%)

백주

5,364

66

맥주

1,475

18

포도주

289

4

황주

168

2

기타

827

10

8,123

100

계

출처：中国酒业协会(https://www.cada.cc) 자료

- 113 -

비고

｢경영사연구｣ 제34집 제4호(통권 92호)

2019. 11. 30, pp. 111~133.

여 맥주, 백주, 포도주를 주요 시장으로 보고 이 세 시장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류기목,
2013, 166).
중국의 백주시장은 과거 절대적으로 인기를 누려왔던 고급 마오타이주 외에 젊은 세
대를 대상으로 디자인, 제품의 향 등에서 다양화와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맥주 시
장은 10년 이상 전 세계 소비량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포도주 시장 또한 고소득자와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심하윤, 2018, 1). 최근 중국 경제
의 빠른 성장과 함께 중국의 포도주 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고급 포도
주 소비시장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Keene, 2018, 38-40). 중국
내 주류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백주와 맥주산업의 상위 10개사의 기업별
브랜드 가치를 비교하면, <표 2>에서와 같이 백주회사의 브랜드가치는 맥주회사에 비
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중국 주류기업 브랜드가치 TOP 10(2019년)

(단위：억 위안)

순위

제품명

종류

지역

브랜드 가치

1

마오타이

백주

구이저우

3,005

2

우량예

백주

쓰촨

2,265

3

화룬

맥주

베이징

1,762

4

양허

백주

장쑤

1,633

5

칭다오

맥주

산동

1,580

6

구징

백주

안후이

1,470

7

싱화춘 펀주

백주

산서

1,397

8

시펑주

백주

섬서

1,206

9

옌징

맥주

베이징

1,061

10

하얼빈

맥주

흑룡강

929

출처：中国酒类流通协会(http://www.zgjlxh.org.cn) 자료

2. 중국의 백주시장
중국에서 백주는 향내와 숙성방식 및 기간에 따라 장향형(醬香型), 농향형(濃香型),
청향형(淸香型), 미향형(米香型) 등으로 분류된다. 농향형이 백주 생산량의 절대 다수인
70~80%를 차지하는데 마오타이주는 소수인 장향형이다. 장향형은 깊은 간장 향기가
나는 술로 차별화된 양조기법에서 비롯된 것이다(모종혁, 2016, 190). 백주는 세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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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증류주 중 하나로, 쓰촨성(四川省)과 구이저우성, 샨시성(山西省) 일대에서 수수를
주원료로 개발된 증류주로 오늘날 중국에서 소비되는 전통주 가운데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백주는 중국인을 제외하면 거의 소비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해
외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해외에 거주하는 다수의 중국인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경제
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중국 백주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오랜 역사와 국가의 문화적 특징을 가진 술을 생산하는 중국의 백주기업
들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조세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Guo and Huang, 2014,
116).
2018년 현재 중국 공상관리국에 등록된 백주기업은 1,445개이고 이중 19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중국의 백주는 통상 1,000위안을 기준으로 고급 백주와 일반 백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든 백주기업이 고가의 가격정책을 추구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백주 기업들은 최근의 웰빙 트렌드와 해외 주류 수입의 증가, 젊은 소
비층의 기호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각 회사는 적합한 시장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중국의 고급 백주 시장은 마오타이, 우량예(伍粮液), 양허(洋河) 등 3개 브랜
드가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백주를 제조하는 회사의 매출액 중
대부분은 고급 백주의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다. 백주 산업의 연간 생산량 약1,300만
톤 중에서 고급 백주는 4%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각종 명품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중국내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명품 중의 하나가 마오타이
주회사가 생산하는 마오타이주라고 할 수 있다(You, 2014, 34-37).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9년에 발표된 세계 증류주 브랜드가치 평가에서 마오타이주회사는
304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5개 중국 백주기업의 브랜드가치를 합하면 636억
달러로 상위 10위 전체 기업 브랜드가치의 76%에 이르고 있다.
<표 3> 세계 증류주 브랜드가치(2019년)

(단위：백만 달러)

순위

브랜드

국가

브랜드가치

브랜드 등급

1

마오타이

중국

30,470

AAA-

2

우량예

중국

16,038

AAA-

3

양허

중국

9,060

AA

4

루저우라오자오

중국

5,371

AAA-

5

조니워커

영국

4,644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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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브랜드

국가

브랜드가치

브랜드 등급

6

잭다니엘스

미국

4,335

AAA-

7

헤네시

프랑스

3,869

AA+

8

바카디

쿠바

3,657

AA+

9

스미노프

러시아

3,497

AAA-

10

구징공주

중국

2,703

AA

출처: Brand Finance(https://brandfinance.com), Spirits 50 2019.

Ⅲ. 구이저우마오타이주의 성장과정
마오타이주의 생산이 청조 17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이 있
지만 마오타이주의 본격적인 생산은 청이소방(成義燒坊), 룽허소방(永和燒坊), 헝싱소방
(恒興燒坊) 등 삼대소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汪中求, 2017, 48-51). 이들 삼대 소방이
구이저우마오타이주창(貴州茅台酒廠)으로 1953년에 통합되었는데 청이소방이 1862년
에 설립되었으므로 약 150년의 역사를 가진 장수기업2)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오
즈하오(老字號)는 중국에서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으로 브랜드가치, 소비자인지도, 지
속적 품질 유지, 기업문화와 가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정량화하여 중국 상무부가 지
정하는 국민기업이다. 마오타이주회사는 2006년에 최초로 지정된 대표적인 라오즈하
오이다.

1. 삼대 소방
청이소방은 청조 1862년에 화롄후이(華聯輝)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3대에 걸쳐 확장
을 거듭하여 1915년에 룽허소방과 함께 파나마 만국박람회에서 금상을 획득한3) 뒤에
는 연간 생산량이 9천㎏에 이르렀고 간선도로가 개통된 1944년에 생산량이 2.1만㎏으
로 증산되었다. 창립자의 이름을 따 생산된 술은 화마오(華茅)라고 불렸다. 룽허소방은
2) 장수기업의 정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이한 주장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창업이후 100년 이상 존
속한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임외석, 2018, 162).
3) 191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파나마태평양만국박람회에 출품할 백주로 중국 정부는 국제관
행에 맞추기 위해 화마오와 왕마오를 합쳐 구이저우마오타이주라는 하나의 상품으로 출품하여 금
상을 수상하였다. 청이소방과 룽허소방 사이에 3년 간 우승 상장과 상패의 소유권 분쟁이 있었으
나 1918년 성 정부는 두 회사가 공동수상자이므로 각자의 상표나 광고에 상장과 메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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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에 스룽샤오(石榮霄) 등 3인이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소방의 생산 능력은 1.2만
㎏ 이었으나 부실한 관리로 연간 5,000㎏ 정도 생산하였다. 스룽샤오의 손자들이 계승
하여 생산한 제품은 왕마오(王茅)라 불렸다. 1929년에 저우빙헝(周秉衡)은 마오타이진
에 헝싱소방을 설립하였다. 1938년에 라이융(賴永)과 합작되었는데 1941년부터 라이
융이 단독으로 헝싱소방을 운영하게 되었다. 후발주자였지만 1947년에 연간 3.3만 톤
을 생산한 대형 소방이었고 1949년에 휴대하기 용이한 술독을 개발하여 라이마오(賴
茅)란 상표를 등록하고 홍콩으로까지 판매망을 넓혔다. 화마오, 왕마오, 라이마오라는
상표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삼모가 함께 마오타이주라는 문구를 쓴 삼모
정립(三茅鼎立)시대가 세 소방이 통합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2. 통합 구이저우마오타이주창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949년 이후 중국사회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가
운데 1953년에 3대 소방은 통합ㆍ국유화되어 구이저우성 전매사업국 산하의 구이저우
마오타이주창이 설립되었다. 마오타이주창은 신중국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
하였다. 1952년에 중국에서 전국 평주회(評酒會)가 최초로 개최되었고 여기서 소주 또
는 고량주 등으로 불리던 명칭이 백주로 통일되었다. 전국의 103종의 술이 품평대상에
올랐는데 중국의 8대 명주가 선정되었고 마오타이주는 1위를 차지하였다. 저우언라이
(周恩來), 덩샤오핑(鄧小平), 마오쩌둥(毛澤東) 같은 중국 역대 지도자들은 마오타이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마오타이주창의 확장에 많은 투자가 이루
어지고 마오타이주 생산용수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츠수이허(赤水河) 상류에 공장
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였다. 매년 국경절 등 국가의 주요 행사에 지정주로 선정되고 특
히 저우언라이가 외교무대에서 마오타이주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마오타이주는 중국
을 대표하는 국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3. 구이저우마오타이주고분유한공사
1) 주주구성과 지배구조
중국의 개혁개방 후 회사 규모를 키우고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1984년에 마오타
이주창은 주식회사 형태인 구이저우마오타이주고분유한공사(貴州茅台酒股份有限公司,
Kweichow Moutai Co. Ltd)로 변경되었다. 이 회사는 주력 상품인 페이톈 마오타이
주와 우싱 마오타이주4)를 생산하는 마오타이그룹의 대표기업으로 각종 기념주도 여기
서 생산하고 있다. 최근 이 회사는 국내외로부터 마오타이주와 관련하여 다양한 수상
- 117 -

｢경영사연구｣ 제34집 제4호(통권 92호)

2019. 11. 30, pp. 111~133.

을 하였다.
마오타이주회사는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이저우성이 전액 출자한 구이
저우마오타이그룹이 지분 62%를, 주요 기관투자가가 13%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투자
가가 영향력 있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다. 8명으로 구성된 회사의 이사회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고 당 관리위원회가 관련된 국가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감독위원회가 감독기능과 감사인 선임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이저우성이 구이저우마오타이그룹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마
오타이주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회사는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Li, 2018, 5). 마오타이주회사는 통상적인 기업
의 영업활동 외에 교육, 장학, 의료, 도로개선, 에너지 절약 및 공해방지 등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표 4> 마오타이주회사의 주요 주주(2019년)
주주

지분(%)

1

구이저우마오타이그룹

61.99

2

HKSCC

8.45

3

마오타이기술개발

2.21

4

Central Huijin Asset Management

0.86

5

중국증권금융

0.64

6

E Fund Management(HK)

0.55

7

ICBC Investment Fund

0.35

기타

24.95

합계

100

출처：贵州茅台酒股份有限公司(http://www.moutaichina.com) 자료

2) 경영성과
마오타이주회사는 고급 백주시장에서 계속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여 오고 있다. 마오
타이주는 고급 백주로서의 희소성과 중국의 특별한 문화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여 명품
백주로 인식되어 왔다. 이 회사의 특급 마오타이주와 페이텐 마오타이주에 맞설 수 있
4) 구이저우마오타이주(貴州茅台酒, KWEICHOU MOUTAI)라는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범위에 대
해서는 ① 마오타이진 및 츠수이강 계곡 일대에서 생산된 모든 장향형 백주, ② 마오타이주회사에
서 생산된 모든 백주, ③ 상표등록을 한 우싱(五星) 마오타이와 페이톈(飛天) 마오타이 등 3가지
주장이 있는데 이중 ③에 해당하는 것만 인정된다(汪中求, 201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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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마오타이주의 브랜드이미지, 제한된 공급
량 및 높은 판매이익 보장 등을 갖고 있는 마오타이주회사는 유통업자들에 대하여 강
력한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다(Li, 2018, 11). 마오타이주의 생산이 제한적인 것은 우
선 마오타이주의 제조과정의 복잡성과 마오타이주의 주된 생산지인 마오타이진의 독특
한 자연 환경 때문이다. 또한 판매가능한 마오타이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의 기간이 소요된다.
마오타이주회사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국주(國酒) 타이틀을 보유한 바 있는 프리미엄
급 백주를 생산하는 최대기업이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오타이주회사
의 매출액에서 기타계열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
준 매출액 중 마오타이주가 89%를, 기타계열주가 11%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총이익
률은 마오타이주가 93.7%, 기타계열주가 71.1%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마오타이주회사
는 전체 매출의 96%가 중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수 중심의 소비재기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국인들의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급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마오타이주는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가격도 크
게 올라가기 때문에 명품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마오타이그룹의 매출증가는
거의 대부분 53도 페이톈 마오타이주 덕분이다. 마오타이주의 평가 이미지, 명예, 신용
도 그리고 시장 내 마오타이주의 지위 등이 모두 페이텐 마오타이와 직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다(汪中求, 2017, 197). 단일제품 주류 판매 수익에서 마오타이주는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표 5> 마오타이주 및 기타계열주의 연간 매출액과 매출총이익률 추이
2014

2015

2016

2017

2018

총매출액(억 위안)

322.2

334.5

401.6

610.6

772.0

주류매출액(억 위안)

315.8

326.6

388.4

581.6

735.7

마오타이주 매출액

306.4

315.5

367.1

523.9

654.9

기타계열주 매출액

9.4

11.1

21.3

57.7

80.8

3.0

3.4

5.5

9.9

11.0

순이익(억 위안)

153.5

155.0

167.2

270.8

352.0

매출액순이익률(%)

47.6

46.4

41.6

44.3

45.6

마오타이주매출액총이익률(%)

93.7

93.6

93.5

92.8

93.7

계열주 매출액총이익률(%)

57.2

52.9

53.6

62.8

71.1

계열주매출액/주류매출액(%)

출처：贵州茅台酒股份有限公司(http://www.moutaichina.com)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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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톈 마오타이의 생산량은 1978년에 1,000톤을 넘겼고 2001년에 상하이증권거
래소에 상장된 이후 생산량을 확대하여 2006년에 1만 톤을, 2018년에는 5만 톤을 달
성하였다. 2018년의 중저가 마오타이 기타계열주의 생산량은 2만 톤에 이르고 있지만
마오타이주회사의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은 페이톈 마오타이가 차지하고 있다. 중저가
마오타이 기타계열주는 품질이 좋고 가성비도 훌륭하지만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페
이톈 마오타이와는 경쟁이 될 수 없다. 마오타이주회사의 매출액총이익률이 높은 것은
페이텐 마오타이의 이익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마오타이주회사의 매출의 대
부분을 페이텐 마오타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공급보다는 수요 부족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페이텐 마오타이는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기업
이 판매가격을 통제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8년 현재 마오타이주회사의
판매대리점 수는 중국 국내 2,987개, 해외 115개 등 총 3,102개이다. 시진핑의 검약
령(儉約令)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마오타이주회사는 같은 마오타이주이긴 하지만 중저
가 자매품인 마오타이 시리즈 제품을 개발하였다. 즉 1취 3마오 4장5)을 선보이고,
200종에 달하는 백주를 맞춤 제작했으며, 문화주, 기념주, 수장주(收藏酒) 등을 개발하
였다(汪中求, 2017, 211).
마오타이주회사는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9년 상반기 현재 주류산업
에 속하는 36개 상장기업(백주기업은 19개) 중 시가총액 1조 4,530억 위안, 자기자본
1,196억 위안, 순이익 199.5억 위안 등 규모에서 단연 1위를 고수하고 있고 매출액총
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이 각각 92%, 5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6> 마오타이주의 주요지표(2019년 6월 30일 기준) (단위：10억 위안)
시가총액

자기자본

순이익

매출액총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마오타이주회사

1,453

119.6

19.95

91.87

53.68

주류산업평균

77.97

110.39

1.329

54.25

11.40

산업내 순위

1/36

1/36

1/36

1/36

1/36

출처：东方财富网(http://www.eastmoney.com) 자료

4. 구이저우마오타이그룹
2001년에 구이저우성 국유재산감독관리위원회가 100% 출자하여 국유기업으로 구
5) 1취는 구이저우다취(貴州大麯), 3마오는 화마오(華茅), 왕마오(王茅), 라이마오(賴茅), 4장은 한장
(漢醬), 런주(仁酒), 마오타이왕즈주(茅台王子酒), 마오타이잉빈주(茅台迎賓酒)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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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저우마오타이주광집단유한책임공사(貴州茅台酒厂集团有限責任公司, Kweichow Moutai
Group)를 설립하였다. 마오타이그룹은 그룹의 핵심기업인 구이저우마오타이고분유한
공사의 지분 62%를 소유하고 있다. 이 외에 백주를 생산하는 마오타이주창기술개발공
사, 마오타이그룹시주(習酒)공사, 마오타이그룹보건주(保健酒)유한공사, 등의 자회사가
있다. 4개 백주회사가 만드는 백주는 각 종류마다 독립 상표와 브랜드가 있고 생산제
조원을 표기할 때만 마오타이그룹이라는 글자가 표시된다. 마오타이그룹은 츠수이강의
상류 100km, 강 양쪽 둑으로부터 20km 이내 지역을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4.7억 위안을 투자하였다(李勋ㆍ沈仕为, 2018). 마오타
이그룹은 최근 기업 브랜드 제고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자회사들의 백주 브
랜드를 대대적으로 정리하여 지명도를 높이고 브랜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Ⅳ. 구이저우마오타이주의 성공요인
1. 독특한 자연환경과 양조비법
마오타이진의 지질과 공기가 신비한 미생물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마오타
이주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산으로 둘러 쌓인 분지형이라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술 발효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 세계에서 오직 15㎢의 국한된
구역에서만 생산 가능한 마오타이주는 복제가 불가능한 신비의 술이다. 이 구역을 조
금만 벗어나면 같은 원료, 같은 공법을 사용해도 마오타이주 고유의 맛이 나지 않는다
고 한다. 왕리(王莉)는 마오타이주회사의 수석기술사이자 국가 백주 평주(評酒)위원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마오타이주의 과학기술에 대한 근간을 제공한 학술적 이론가로서 마
오타이주 핵심 생산 구역의 독특함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 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마오타이주와 같은 술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汪中求, 2017, 12-13).
마오타이진에 흐르는 츠수이강은 오늘날까지 댐과 발전소, 화학공장이 없는 유일한
미개발 일급 지류로 원시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있어 좋은 술을 빚을 수 있는 최적의 수
원(水源)이다. 마오타이주회사 외에 200여개의 둥주(董酒), 시주(習酒), 탄주(潭酒), 화이
주(懷酒) 등을 제조하는 다양한 규모의 작은 양조장이 강변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의 건너편은 쓰촨성 경내로 랑주(郞酒) 양조장이 있고, 북쪽에는 우량예(五粮液), 루
저우라오자오주(瀘洲老窖特曲), 젠난춘(劍南春), 수이징반(水井坊) 등의 양조장이 있다.
마오타이주는 장향형으로 주원료는 수수, 밀로 만든 누룩, 물 뿐이다. 마오타이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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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는 원료확보에서 완제품 출고까지 수많은 공정을 거친다. 누룩제조, 술빚기, 저장,
배합 조주, 검품, 포장까지 6단계, 30공정, 165가지 기술을 차례차례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다 마치기 위해서는 5년이 걸린다. 독특한 자연환경 하에서 복잡하고 오랜 기
간을 요하는 양조법이 특유의 마오타이주의 품질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오타이주
는 짧은 기간내에 제조할 수도 없고, 마오타이진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제조한다고 하
더라도 마오타이주의 특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량을 쉽게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통 양조 제조법을 소홀
히 하고, 타 양조장처럼 기계화하여 수량의 양적 증대만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회사가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마오타이주는 술을 5년간 충분히 묵힌다는 양조 원칙을 철저
히 지키고 있다. 이는 필요한 저장기간을 충실하게 지키고 익지 않은 새 술은 팔지 않
는다는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다.

2. 장인정신과 우수한 전문인력
마오타이주회사의 특유의 양조비법이 150년에 걸쳐 계속 전수되어 발전될 수 있었
던 것은 대를 이어 헌신한 양조 장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양조과정에
서의 독특한 비법은 직접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직접
전수되는 방식이 택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양조비법만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뛰어
난 장인정신도 함께 이어졌던 것이다. 선배들이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 놓은 성과를 후
배들이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전통이 만들어 진 것이다. 역사가 오래된 많은 중국의 국
영기업들에는 대를 이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마오타이주회사에
2대 또는 3대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대를 이어 양조기술을 자연스럽게 전수하게 되
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오타이주회사의 양조 기술자들은 전통 비법을 고수하기 위해 비법을 과학화하였고
수많은 후계자들을 배출하여 그 비법들을 전수하여 마오타이주회사의 기틀을 마련하여
왔다. 이들 기술자를 주사(酒師)로 불렀다가 지금은 양조사(釀造師)라 한다. 장향형 백
주의 양조 공정에 따라 양조사는 제국사(製麴師), 제주사(製酒師), 구조사(勾調師), 품주
사(品酒師)로 분류된다6)(汪中求, 2017, 212-217).
마오타이주회사의 역사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정이싱(鄭義興), 왕샤오빈(王紹彬), 리
싱파(李興發) 등은 평생을 장형 주조의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향상에 크게 공헌하고 우
6) 제국사는 누룩 제조와 관련된 기술사이고 제주사는 원료투입, 퇴적, 발효, 증류 등의 공정에 전념
하는 양조기술자를 가리킨다. 구조사는 블랜딩 기술자, 즉 배합사를 말하고 품주사는 술을 직접
마셔보고 감정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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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술자를 양성하였다(汪中求, 2017, 221-227). 정이싱과 왕샤오빈은 집안 4대 또는
5대가 모두 마오타이주와 인연을 맺으면서 마오타이주의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정씨 가문은 대를 이어 양조업에 종사하며 인재를 배출하였다. 청
이, 룽허, 헝싱 등 소방 세 곳의 양조 공정이 모두 정씨 가문의 장인들에 의해 운영되
었고 파나마 만국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도 정씨 가문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3대 소방이 하나로 합병되기 전에 정씨 가문의 주사들이 세 소방의 발효조
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왕샤오빈은 양주기술을 전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통비법을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배합구조사인 리싱파는 마오타이주의 새로운 배합 조주 기술의 이론
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긴 대표적 인물이다. 리싱파의 제자인 지커량(季克良)은 향형에
따라 중국 백주를 분류하고, 마오타이주를 구성하는 3가지 전형적인 주체(酒體)와 신비
한 배합법을 제시하였다. 중국 백주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리는 정이싱의 제자가 백
주 주체 연구의 대가로 중국 장향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싱파이고 리싱파의 제자가 마
오타이주회사의 총책임자를 역임하고 마오타이주의 대부로 통하는 지커량이다. 이와
같이 마오타이주회사의 대가들은 면면히 사제지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통을 이어가
고 있다.
마오타이주가 오랜 기간 이어온 이유는 기본을 존중하고 원칙을 따른다는 정신을 굳
게 지켰기 때문이다. 작은 술도가에서 정식 주창에 이르기까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에 이르기까지, 증류주공방의 상표에서 국가의 대표상품이 되기까지 150여년의 격변
속에서 오직 마오타이주 정신의 수호와 전승으로 마오타이주 전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汪中求, 2017, 207-208).
대를 이어 유능한 인력이 마오타이주회사를 지켜왔지만 마오타이그룹은 필요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재양성기관을 설립하였다. 2017년에 마
오타이그룹은 본사가 위치한 구이저우성 런화이시에 18.8억 위안을 투자하여 4년제
대학인 마오타이대학(茅台學院, Moutai Institute)을 설립하였다. 마오타이대학은 일반
대학과 달리 마오타이주 양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집중하여, 양조공정, 포도주공
정, 식품품질 및 안전, 자원순환과학 및 공정, 시장마케팅, 자동화, 전자상거래, 주점관
리, 환경과학 및 공정 등 9개 전공 과정을 개설하였다. 마오타이대학은 2020년까지
5,000여 명의 학생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다.
마오타이그룹의 대학설립은 중국 지방 기업들의 고질적인 구인난 때문이다. 중국 청
년들이 대도시나 정보기술 분야 기업을 선호하면서 마오타이주회사처럼 지방도시에 있
는 기업은 필요한 전문인력을 제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오타이그룹과 같이 기업
이 직원 교육과 육성을 위한 대학이나 교육기관을 직접 설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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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마오타이주회사는 마오타이대학에서 양조 관련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
한 인력을 채용하여 회사의 인적 자원을 고급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영자들의 강력한 리더십
1953년 3대 소방을 통합해 설립된 마오타이주회사는 발전을 거듭해 세계 제일의 증
류주회사로 성장하였다. 오늘의 마오타이주회사가 있기까지 저우언라이(周恩來), 위안
런커(袁仁國), 리바오팡(李保芳) 등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마오타이주가 중국 전역
에 알려지게 된 것은 모택동의 홍군이 1935년 초에 장정을 시작하기 전 귀주성에 머물
고부터이다(고광석, 2016, 39-30).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모택동이 집권하게 되는 계
기를 만든 회의가 구이저우성에서 열렸고 홍군이 머무는 동안 이곳의 향토주인 마오타
이주를 접하게 되고 잊지 못할 기억을 갖게 된 것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
된 후 특히 저우언라이는 국가의 중요 행사에 마오타이주를 적극 추천하여 국주 대접
을 받게 했고 츠스이강 상류에 화학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여 마오타이주 생산용수
확보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위안런커는 마오타이주회사에서 40여 년을 보낸 살아있는 역사이자 가장 뛰어난 경
영자였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회사를 글로벌 1위 주류 회사로 키웠고, 시
가총액 1조위안대로 거대한 변혁을 이끌어 냈다. 그는 문화주(文化酒)라는 개념을 제시
하고 문화주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안런커는 경영전략으로 한 우물 전략,
우보(牛步)경영, 품질경영, 영업비책으로서의 9대 마케팅7) 등을 제시하였다(汪中求,
2017, 272-275). 위안런커는 마케팅 분야에서도 소신 경영을 펼쳤다. 판매도 오랫동
안 유대 관계를 맺어온 전국 각지의 주류 도매상을 중시하는 정책을 썼다. 1990년대
경쟁사인 우량예의 매출액 1/10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를 벗어나 2008년에는 우량예
를 앞질렀다. 우량예가 급격한 확대 정책을 쓴데 비해 마오타이주회사는 오직 전통방
식에 의한 마오타이주만 생산하는 한 우물 전략을 고수했다. 제품 라인도 일체의 중저
가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마오타이주를 위주로 한 고급주 제품만을 고집했다.
또한 마오타이주회사는 지난 수년간 중국과학원 미생물연구소와 합작으로 백주 발효에
쓰이는 미생물 체계를 연구해 79종의 발효 효모를 분리해 정리하는 등 품질경영에 주
력했다. 선진 제조기술을 도입해 전통적인 양조 기법을 발전시키는 데도 과감하게 투

7) CEO 위안런커는 마오타이주회사의 영업비책으로 9대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상품 프로모션에 적
극적으로 활용하였다. 9대 마케팅은 ① 공학적 마케팅, ② 문화 마케팅, ③ 이벤트 마케팅, ④ 서
비스 마케팅, ⑤ 인터넷 마케팅, ⑥ 체험형 마케팅, ⑦ 감성 마케팅, ⑧ 신뢰 마케팅, ⑨ 스마트 마
케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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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였다. 한편 제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당시 가장 안전한 중국 10대 식음료업체
중 하나에 선정되기도 했다(汪中求, 2017, 272-275).
위안런커 회장 후임으로 2018년부터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리바오팡은 타 백주기
업에 대하여 과감한 도전과 경쟁개념을 도입하고 백주업계 최초로 M&A전략을 도입
했다. 그룹 내 품질관리체계와 기술지원체계를 확립하여 품질 향상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4.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경영전략
2013년에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부정부패, 사치풍조 척결을 위해 검약령(儉約令)을
발표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삼공소비(三公消費：차량비, 출장비, 접대비) 규제를 강화했
다. 이로 인해 공공납품이 매출액의 40%를 차지하였던 마오타이주의 매출액은 2013
년의 311억 위안에서 2014년에는 322억 위안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마오타이
주회사의 주가도 2014년 초에 100위안 아래로 떨어지며 크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상
황을 고려하여 마오타이주회사의 경영진은 새로운 경영전략을 추구하여 왔다.

1) 중저가 브랜드의 개발
마오타이주회사는 구이저우성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국유기업인데 회사 경영
진은 정부의 반부패 운동 기조에 맞춰서 빠르게 경영 전략을 수정했다. 고급주와 일반
주를 함께 중시하는 전략으로 소비층을 확대하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2016년부터
세계 최대 주류회사로 도약할 수 있었다. 전통공법을 수호하고 고급 핵심 상품에 주력
하는 동시에 서민과 청년층 소비자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제품을 생산하여 대
중화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즉 고급 핵심상품인 페이톈 마오타이의 생산량은 한계가
있고 사치품에 해당되어 2013년부터 관공서나 공무원은 매입하지 못하여 매출이 줄자
저렴한 가격대의 상품을 개발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오타이주의 경우 한 병당 가격이 1,000위안을
넘으면 고급브랜드로, 5,000위안을 넘으면 특급 브랜드로 분류된다. 마오타이주에 대
한 수요는 개인적인 소비, 비즈니스관계상의 소비와 정부관련 소비 등으로 나눌 수 있
는데 중국 정부의 반부패 운동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고급 및 특급 브랜드였다. 과거
백주 소비량에서 40%에 달했던 정부부문의 구입 비율이 2015년에는 5%로 떨어졌지
만 개인들에 의한 소비가 5%에서 45%로 증가하면서 정부부문에 의한 수요 감소를 보
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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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마오타이주 제품의 등급(2019년 9월 현재)
등급

브랜드

특급 마오타이주

80년산
50년산
30년산
15년산

고급(페이텐) 마오타이주

53%
43%

마오타이 기타계열주

한장
렌지우
화마모
왕마오
라이마오
구이조오다쿠
마오타이왕지
마오타이잉빈

가격(CNY)
219,086
18,680
14,280
5,380
2,400
1,009
498
368
798
379
316
28
158∼1,288
98

출처：京东商城(ttps://www.jd.com/) 자료

마오타이주회사의 경영진은 기존의 고급 브랜드는 그대로 두면서 50~100위안의 중
저가 브랜드를 개발하는 전략을 썼다. 가벼운 술자리용, 결혼식 연회용 등 용도별로 마
실 수 있는 맞춤형 제품으로 100여 종을 출시했다. 특히 이런 중저가 브랜드는 미래의
고급 마오타이주 소비자인 바링허우(1980년대생)와 주링허우(1990년대생) 같은 젊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약 4억명의 젊은 소비자들은 중국 경제의 중심세대로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대표
적인 중저가 보급형 브랜드인 마오타이잉빈주(迎賓酒)는 가격이 50위안에 불과한 것도
있다. 여성 소비자를 겨냥해 블루베리 주스를 넣은 유 미트(U MEET)라는 브랜드도 출
시되었다. 낮은 가격, 낮은 도수, 적은 용량의 이른바 3저(低) 전략을 통해 새로운 소비
층을 적극 공략한 것이다(이종현, 2017). 마오타이주회사는 술제조과정에서 숙성기간
을 줄이고 다양한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일부 제품군의 가격을 낮추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마오타이주회사는 주력 상품으로 집중하였던 53도의 페이텐 마오타이 외에 2016년
부터 특급 마오타이주의 매출 증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과거 고급 마오타이주인
페이텐 마오타이 중심에서 이제는 특급 마오타이주, 고급 마오타이주와 중저가의 마오
타이 기타계열주의 3원화된 경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중국 중
산층 가구의 소득증가와 기업의 소비 행태의 고급화로 고급 및 특급의 마오타이주의
가격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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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판매망의 확대
마오타이주회사는 운영해 오던 국내외의 기존 대리점을 통한 판매 외에 최근에는 온
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젊은 소비층의 특성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영업을 확대하
고 있다. 마오타이주회사는 2011년에 알리바바와 온라인 유통망 협약을 맺었는데 알
리바바는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에 마오타이주를 위한 자리만 만든 게 아니라 온라인
맞춤 블랜딩, 금융 지원, 데이터 분석 등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각도로 지
원했다. 마오타이주회사는 알리바바 외에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JD닷컴을 비롯
해 10여 개의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고 2017년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온ㆍ오프라인 연계(O2O)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마오타이주회사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해 제품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마오타이주회사는 자사의 유통조직망을 통하여 마오타이주의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마오타이주회사는 2017년 8월에 전국의 마오타이주
대리점과 특약점들은 연간 할당량 중 잔여분의 최소 30%를 병당 1,299위안의 가격으
로 Moutai E-com Platform을 통하여 판매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같은 정책은
단기적으로 마오타이주의 판매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Moutai E-com 비즈니스는 B2C 모델과 O2O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35세 미만
의 젊은 소비자들이 Moutai E-com Platform 이용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Li, 2018, 3).
중국에서 마오타이주는 최고의 명주로 평가받으면서 국주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최
근의 여론 조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술 중 첫 번째 순위로 선정되는 이유는 유독 마오타
이주에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오타이주의 판매에 따른 높은 이익
때문에 중소 주류업체들은 가짜 마오타이주를 은밀하게 제조하여 유통시키는 상황이
다. 가짜 마오타이주는 소비자의 건강에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마오
타이주회사의 평판에도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마오타이주회사가
이를 적발하고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짜 마오타이
주를 근절하기 위하여 마오타이주회사는 특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3) 해외 시장 개척
마오타이주회사와 함께 세계 최대 주류 업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디아지오(Diageo)
가 매출의 90% 정도를 해외 시장에서 실현하고 있는데 비하여 마오타이주회사는 전체
매출의 96%가 내수시장에서 나온다. 마오타이주회사도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
하여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마오타이주가 판매되는 78개국 중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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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러시아, 서유럽, 동아시아(한국, 일본), 호주 등 다섯 곳이 주된 판매 지역인
데 마오타이주회사는 이들 지역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에서 1915년에 열린 파나마태평양 국제박람회에서 마오타이주가 금상을 수상한 지
10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면서 최근 샌프란시스코시는 매년 11월 12일을 마오타이
주의 날로 지정했다. 마오타이주회사는 이날을 기념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소비자
에게 마오타이주의 역사와 브랜드를 소개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이 밖에도 마오타이
주회사는 프랑스 파리를 마오타이주 판매 거점으로 개발하고 있고, 폴란드ㆍ헝가리ㆍ
슬로바키아 같은 유럽 국가의 면세점에서도 판매를 늘리고 있다.
2015년에 마오타이주그룹은 향후 5년에 걸쳐 해외시장에서 매년 15%의 평균성장
률을 실현하여 2020년까지 매출액의 10%를 해외시장에서 달성하기로 하였다. 마오타
이주가 외국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키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해외에서 명품
마오타이주를 찾는 애호가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마오타이주의 2012년의 해외
수출액은 10억 위안이었는데 2018년에는 29억 위안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마오타이
주의 수출이 단순히 술을 수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중국의 주류문화를 세계에 소
개하고 중국의 세계화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Guo
and Huang, 2014, 118). 해외 소비자들을 고려하여 제품의 품질, 다양성 및 디자인
등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높아진 국제적 영향력을 바탕으
로 하여 마오타이주나 화웨이 등의 회사들은 해외에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있다.
위에서 마오타이주회사의 성공요인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마오타이주회사는 지
리적으로 독특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끊임없이 복잡한 양조비법을 개선
하여 오면서 높은 품질의 명품 백주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앞으로 중
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해외시장의 확대, 기술혁신과 생산량의 증대, 전
자상거래를 통한 판매망의 혁신 등을 통하여 마오타이주회사는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기간이 5년이 소요되는 양조과정의 특
성상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가격 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다
른 주류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Ⅴ. 요약 및 결론
마오타이주회사가 150년 이상을 장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마
오타이진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양조비법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마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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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을 벗어나면 동일한 양조공법을 사용하더라도 마오타이주 고유의 맛과 향을 지닌
술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마오타이주의 희소성을 높여주었다. 또한 양조과정이 대
단히 복잡하고 5년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증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
황이다. 마오타이주회사의 장인 양조기술자들은 마오타이주의 전통공법을 수호함과 동
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대를 이어 후대에 전승하는데 헌신적으로 노
력하였다. 이들은 양조기술과 함께 장인정신도 강조하면서 마오타이주의 명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오타이주는 중국의 명주 중에서도 독보
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중국의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위안런커 등의 우수한 경영자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마오타이주회사가 주류
업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안런커는 경영전략으로 한 우물 전략,
품질경영, 영업비책으로서의 9대 마케팅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위안런커는 마케팅 분
야에서도 소신 경영을 펼쳐 오랫동안 유대 관계를 맺어온 전국 각지의 주류 도매상을
중시하는 정책을 썼다. 마오타이주회사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효
율적인 경영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계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페이텐 마오타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젊은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한 중저가
의 기타계열주를 개발하여 전체 매출에서 기타계열주가 차지하는 비율을 최근 높일 수
있었다. 마오타이주회사는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마오타이주
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하고 전국의 판매망을 통하여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을 하였다. 한편 마오타이주회사는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상황을 타개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금까지 마오타이주회사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경영을 해왔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첫째 츠스이강의 물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한 과제이다. 마오타이주의 우수성은 독특한 자연 환경에서 비롯된 것인데 특히 물은
양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츠스이강이 오염되는 경우 마오타이주
의 생산은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고 마오타이주의 명성 또한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이
다. 이미 백주의 중심 생산지이면서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된 마오타이진 지역이 양조
산업의 본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기존의 생태환
경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연적 조건의 제약으로 고급 수준의 마오타이주
의 생산량 증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일반 소비자의 일상적인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해서는 기타계열주를 대폭 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마오타이
진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 지역과 가장 유사한 환
경을 갖춘 지역을 개발하여 마오타이주의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이다. 또한 마오타이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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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타계열주에 대해서는 대량생산체제를 채택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마오타이주회사가 직접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가짜
마오타이주를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마오타이주의 브랜드가치에 손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마오타이주회사의 페이톈 마오타이는 최고의 명성과 수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내 다른 양조기업들은 마오타이 브랜드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
고 있다. 이는 불공정 경쟁으로 수 십년동안 갈등과 이익충돌의 대결 양상으로 이어져
왔는데 정부차원에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오타이그룹도 다양하고 차별
화된 마오타이진이라는 지역브랜드를 개발하도록 도와주어 장향형 백주의 종합적 위상
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타입
의 주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큰 변동이 없지만 일반 소비자
들의 소득 증대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포도주, 위스키 등이 중국의 주류시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마오타이주회사는 이를 고려하여 앞으로 제
품개발과 판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마오타이주회사가 우리나라 군단위 정도 크기의 시골 오지에서 전통주 하나로 명품
을 만들어 세계적인 명성과 경제적 부를 이루었다는 것은 자동차, 철강 같은 거대한 제
조업이나 첨단산업이 아니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전통주가 있지만 현재 해외에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술은 없
는 상황이다. 대중화되어 있는 소주나 맥주 외에 우리 고유의 전통주를 집중 육성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한류바람을 타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기회
를 찾아야 할 것이다. 기존에 개발된 전통주 외에도 새로운 한국적인 특성이 있는 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류업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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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History and Success Factors of
Kweichow Moutai Co., Ltd
8)

Jong-yoon CHOI*ㆍSung-ki Yoo**

Abstract
Kweichow Moutai liquor began to be produced in large quantities in 1953 after the
existing three wineries were integrated into Kweichow Moutai Wine Factory. The
company acquired its title as national liquor in 1975 and has been rated as the best
liquor in a variety of liquor reviews and been acknowledged as a healthy food by the
Chinese government. Since the Chinese economic reform, in 1984, Kweichow Moutai
Wine Factory has changed to Kweichow Moutai Co., Ltd as a way to increase the size
and globalize the company. The Moutai Group, which is completely financed by
Kweichow province, owns 62% of the share. Kweichow Moutai Co., Ltd that produces
Feitan Moutai as the flagship item is the most important company from the Moutai
Group. The reason for a limited production of Moutai liquor is because of its
extremely complicated production process and a unique natural environment of its
production site Moutaijin. Also, it takes at least five years to produce Moutai liquor
that is available for sales.
The production of liquor is influenced by numerous factors such as the tradition,
culture, the types of wheats growing in the region and economic situations of the
country and the reg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development of liquor industr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al
process as well as success factors that led to the Kweicho Moutai Co., Ltd, a longevity
company in China. Despite the difficult circumstances, the company was able to
develop and succe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most suitable brewing technology
for a unique natural environment and constantly trained experts while keeping the
craftsmanship. Meanwhile, leadership in Kweichow Moutai Co., Ltd continually strived
for transformation of the company to improve brewing technology and quality of the
product. Moreover, in response to market change, effort was exerted to develop a
mid-low price Moutai liquor and to expand markets abroad with improving distribution
network.
<Key words> Kweichow Moutai liquor, success factor, manag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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