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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북경오리구이로 유명한 전취덕은 중국의 대표적인 라오즈하오 기업이다. 창업자 양전인
이 1864년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 때 설립하여 지금까지 150년 이상 장수하였다.
전취덕과 같은 라오즈하오 기업들은 역사ㆍ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가 상당하
기에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라오즈하오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 낙오되면서 경영난에 처해있다. 전취덕은 중국의 라오즈하오 기업들 중에서
상위 10%내 우량 기업으로 약 160.95억 RMB의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화
에 적극 추진하여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본 연구는 전취덕의 발전과정을 네 시기로 구분하여 상세히 분석하고자 했으며, 각 시
기별의 변화를 서술하였다. 특히 신중국 설립 후 전취덕은 기업지배구조를 탈바꿈하여 국
유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였으며 여러 라오즈하오 기업들을 인수하
여 거대한 기업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전취덕의 성공 요인을 장수기업의 이론인 고객 지향
성, 응내성과 사회적 책임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
의 장수기업인 전취덕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성공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라오즈하오 및
중국기업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전취덕, 라오즈하오, 고객 지향성, 응내성,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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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라오즈하오(老字號)’는 중국의 역사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중국 정부
가 지정한 전통기업 또는 전통브랜드를 일컫는다. 대부분 라오즈하오는 명ㆍ청 시대부
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 중국 전통문화를 보유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장수 기
업 또는 브랜드이다. 이들은 저마다의 스토리와 함께 각자의 전통을 살려 다양한 제품
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라오즈하오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 관리 면
에서 시대 변화와 시장 트랜드를 따라가지 못해 도태되어 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라오
즈하오 기업은 중국문화와 전통의 상징적인 존재이며, 시장가치뿐만 아니라 역사 및
문화적 가치도 높기에, 중국정부는 라오즈하오 기업의 재기와 발전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다. 이런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일부 라오즈하오 기업들은 꾸준
히 성장하여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중 한국에도 잘 알려진 기업은 북경오
리구이 요리로 유명한 전취덕(全聚德)이라 할 수 있다.
2008 북경 올림픽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올림픽으로 중국의 위상을 크게 높
였는데, 그 공신 중의 하나는 전취덕의 북경오리구이이다. 북경 올림픽 선수촌에서 전
취덕 요리사들이 전통방식으로 북경오리구이 메뉴를 선보였는데, 세계 각국 선수들에
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당시 중국정부는 북경오리구이로 하루 300
마리를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매일 수요량이 700마리가 될 정도로 각국 선수들
이 매우 좋아했다.
1864년(청나라 동치(同治)황제 3년)에 설립되어서 1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전취덕은 화로에 구운 오리를 얇게 썰어 전병에 파와 양념장을 싸서 먹는 음식이 주요
메뉴이다. 창업자 양전인(杨全仁)이 북경의 치엔먼(前門)거리에 있는 건과 가게를 인수
하여 오리구이를 팔기 시작하여 북경을 상징하는 전통 식당으로 자리매김하고 북경 명
물 중의 하나가 되었고,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하는 식당이기도 하다. 현재는 단순한 전
통 식당을 넘어서 요식업 기업집단으로 성장하여 중국 전역에 100여 개의 체인점을 개
설하고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해외에도 진출해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1)
하지만 이런 폭넓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취덕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보면, 라오즈하오 기업과 전취덕의 역
사와 유래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에 머물러 있고, 발전과정을 시기별로 상세히 조사한
연구나 체계적인 경영이론으로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은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전취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장수기업에 대한 경영이론에 입
1) 전취덕 공식 홈페이지(https://www.quanjude.com.cn/ 검색일：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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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여 그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중국 라오즈하오 명칭의 유래,
특징과 현황을 소개하고, 이어 전취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전취덕
의 성공요인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장수기업의 성공요인과 현대화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 한국 장수기업의 발전에도 이바지 하고자 한다.

Ⅱ. 라오즈하오의 이해
1. 라오즈하오의 유래
2006년 4월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중화 라오즈하오’인정 규범(시행)>을 반포하여
라오즈하오의 공식 명칭을 ‘중화 라오즈하오(China time-honored brand)’로 확정하
였다. 그리고 당해 4월 14일에 <商務部 ‘중화 라오즈하오 진흥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배포하였고, 정부에서 처음으로 ‘중화 라오즈하오’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
렸다. 즉, 중화 라오즈하오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대대로 전승되는 제품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며, 뚜렷한 중화민족의 전통문화와 깊은 민
족문화에 바탕을 두고, 사회의 광범위한 공감을 얻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최소 50
년 이상 된 브랜드를 소유해야 한다. <표 1>은 기업들이 상무부가 인정하는 ‘중화 라오
즈하오’에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을 정리하였다.2)
<표 1> 중화 라오즈하오의 기본 조건
구분
1

신청 조건
상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다.

2

1956년(포함) 이전에 창립한 것이다.

3

독특한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를 전승하였다.

4

중화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는 기업 문화가 있다.

5

중화 민족의 특색과 뚜렷한 지역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고 역사적인 가치와 문화
적인 가치가 있다.

6

신뢰도가 높으며, 광범위하게 사회적인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7

중국본토 또는 홍콩/마카오/대만의 자본으로 구성되어 경영 실적이 좋고 지속적인
발전 능력이 강하다.

출처：중화인민공화국 商務部 공식 홈페이지(http://ltfzs.mofcom.gov.cn/article/aw/201209/20
120908348719.shtml 검색일：2020. 12.01)
2) 중화인민공화국인민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gov.cn/gzdt/2006-04/26/content_266413.htm 검색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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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 설립 초기, 라오즈하오와 같은 전통기업은 만 개가 넘었는데 1991년 정부기
관에서 조사된 전통기업은 1,660여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2006년 10월 상무부는 라
오즈하오로 신청한 967개의 기업들을 심사하여 그 중 434개에 대하여 라오즈하오의
인증을 부여하였다.3) 2010년 7월 상무부는 2차 심사를 거쳐 345개 기업에 대하여 추
가로 인증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라오즈하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779
개라고 볼 수 있다.4)

2. 라오즈하오의 현황
1) 역사문화적 가치
라오즈하오로 인증된 기업은 1956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길게는 명ㆍ청 시대
를 거쳐 대대로 전해 내려왔기에 중요한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
를 들면 학년당(鹤年堂, 의약)은 1405년에 창립했고 지금까지 600년 넘은 역사가 되었
다. 중국 명나라 가정(嘉靖) 9년 1530년에 세워진 육필거(六必居, 식품)는 490년의 역
사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 대순재(大顺斋, 식품), 왕치화(王致和, 식품), 영보재(荣宝
斋, 서예), 장소천(张小泉, 가위), 오유태(吴裕泰, 차) 등 ‘중화 라오즈하오’ 기업들도 여
러 시대의 흥망성쇠를 경과하면서 역사의 상징이라고 불릴 수 있다.
또한 라오즈하오 기업의 점포는 건축 형태, 문패 또는 경영 방식 면에서 지역 및 시
대의 풍습과 전통을 상징하고 있기에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
람들은 루외루(楼外楼, 요식업)라고 하면 항저우 서호(杭州 西湖)를 떠올리고, 마오타이
(茅台, 주류)는 구이저우(贵州)의 상징이 되었고 전취덕(全聚德, 요식업)은 북경을 상징
하는 라오즈하오이다. 이들은 중국 전역에 넓게 분포되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
화의 상징이 되었다.

2) 브랜드 및 시장 가치
‘중화 라오즈하오’ 기업들은 현대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전통기술과 품격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중화 라오즈하오 중 식품제조 가공업과 요식업에 속한 기업들이
약 64%를 차지하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독특한 색, 향, 미, 형을 갖춘 식품 또는 음식
으로 오랫동안 유명세를 타고 있다.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맛과 품질로 인정받아 높은
3) 중화인민공화국 商務部 공식 홈페이지(http://file.mofcom.gov.cn/article/gkml/200804/2008
0494511595.shtml 검색일：2020.12.01.)
4) 중화인민공화국 商務部 공식 홈페이지(http://www.mofcom.gov.cn/aarticle/b/g/201108/20
110807688840.html 검색일：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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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쌓았고 대중적인 영향력과 지명도를 가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오랜 역사
의 변천에서도 변함없는 무게감과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충성도 높은 고
객층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뛰어난 브랜드 가치와 기업평판을 만들어냈다. 중국브랜드
연구원에서 2006년과 2007년에 전통 라오즈하오의 브랜드 가치를 조사하여 순위를
매겼다. 2006년 조사에서 중화라오즈하오 브랜드 가치 1위는 동인당(同仁堂)으로 29.55
억 RMB(元), 2위는 항원향(恒源祥)으로 25.52억 RMB, 3위는 운남백약(云南白藥)으로
25.19억 RMB로 발표되었다. 2007년 조사에서 2006년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브랜드
가 들어오면서 순위에 큰 변화가 생겼다. 발표된 2007년 조사에서 라오즈하오 브랜드
가치 1위는 마오타이(茅台, 145.26억 RMB)이고 2위는 우량예(五糧液, 130.42억 RMB)
이고, 3위는 리췬(利群 51.19억 RMB) 순이었다. 전취덕은 2006년 브랜드 가치 조사
에서 10위, 15.36억 RMB로 결과가 나왔고 2007년 조사에서는 14위, 16.13억 RMB
로 결과가 나왔다.5) 또한 라오즈하오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시장가치를 실현
하고 유입된 자본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고 한다(柴乔杉, 2020). 2015년 기준
39개의 라오즈하오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진입하였다(周林, 2016).

3) 운영 현황
2006년 12월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라오즈하오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즈하
오 기업들은 식품 가공, 요식, 백화점, 의약, 서비스, 공예미술, 방직, 인쇄 등 여러 업
종을 포함하고 있다. 업종 분포를 보면 식품 가공업이 선두를 달리고 그 다음은 요식업
인데, 이 두 가지 업종의 라오즈하오 기업들을 합치면 전체 라오즈하오 기업의 약 64%
를 차지한다. 지역별, 역사적 그리고 경제적 발전의 차이로 인하여 라오즈하오의 지역
분포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명ㆍ청 시대 교통과 상업이 발달한 지역, 즉
역사적으로 문화중심지 또는 상업중심지에 분포되어 있다. 기존에 있었던 1,600여 개
의 전통기업들의 자료를 보면 상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273개가 있었고 다음으로 북
경에 174개가 있었다. 상해, 북경, 천진 세 개 도시에 분포된 라오즈하오 기업들은 전
체의 1/3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세 도시가 역사적으로 중국내 기업들이 많이 밀집되었
던 중요한 도시였음을 보여준다.
신중국 설립 후, 제도 및 환경 변화와 질풍노도의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라오
즈하오 기업들이 강제로 문을 닫기도 하였다. 그리고 1978년 개혁개방이후 치열한 시
5) 중국브랜드연구원은 2006, 2007년에만 조사 및 발표를 진행하여, 그 이후의 발표된 자료가 없음.
2006년 조사 및 발표 내용은 하기 사이트에서 발췌함.
(http://news.ppzw.com/Article_Print_69556.html, 검색일：2020.11.24.)
2007년 조사 및 발표 내용은 하기 사이트에서 발췌함.
(http://www.jidee.cn/mnewsView.asp?cid=3&kid=1942, 검색일：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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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쟁에 적응하지 못하여 몰락한 라오즈하오 기업들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라오즈하
오 기업들은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창업자 가문이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하다보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다. 2006년 12월 상무부에서 발표한 ‘중화 라
오즈하오 발전보고’에 따르면 라오즈하오 기업 중 70%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20%는 장기적인 적자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고 10%만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라오즈하오 대부분이 특정 산업 즉 식품, 요식업, 중의약, 의류 등에
집중되어 있고 단일한 제품만 취급하고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에 성장 동력에 한
계가 있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라오즈하오 자체
적으로도 생존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俞静根, 2007). 정부의 정책지원은 라오
즈하오의 시장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현대적인 경영기법 도입, 인터넷 플랫폼의 구축,
브랜드 홍보, 자본시장 적응에 필요한 지원과 각종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한다.6)

Ⅲ. 전취덕(全聚德)의 역사와 발전과정
전취덕(全聚德)은 북경의 대표적인 라오즈하오 기업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라오
즈하오 기업 중에 성공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청(清)나라 同治 3년(1864년)에 개
점한 북경오리 전문음식점으로서 1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전취덕은, 특색있는
오리구이 요리로 지금까지도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특히 외국인들로부터 “중화 제일
음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전취덕의 역사
와 발전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1. 1860~1900년
전취덕의 설립자는 양전인(杨全仁)으로, 그는 처음 북경에 왔을 때 치엔먼(前门)에서
닭과 오리고기를 팔았다. 양전인은 오리고기 장사를 잘 했었고, 장사를 하면서 많은 오
리를 황실에서 사가고, 그 오리들로 오리구이를 만드는데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언젠가 ‘황제의 음식을 백성들도 먹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부지런히 돈을 모아, 1864
년에 도산 위기에 빠진 ‘덕취전(德聚全)’이라는 건과 가게를 인수하였다. 풍수가의 권유
에 따라 가게의 상호는 구(旧) 상호를 거꾸로 해서 즉 ‘전취덕(全聚德)’이라고 정하였다.
이어서 그는 깊은 조예가 있는 서예가를 불러서 ‘全聚德’ 금자간판을 만들고 가게 정문
6) 중화인민공화국 商務部 공식홈페이지(http://ltfzs.mofcom.gov.cn/article/ae/201702/20170
202509000.shtml, 검색일：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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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걸었다. 이 간판 글씨가 기운이 있고 필력이 좋아 보여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었다고 전해진다.
양전인은 ‘좋은 요리사, 좋은 지배인, 좋은 사장이 있어야 사업이 지속적으로 번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특히 정상급의 오리구이 요리사를 백방으로 수소문
하여 궁중 요리사 전력이 있는 주방장을 어렵게 초빙하게 되었다. 초빙한 주방장 덕분
에 전취덕은 청나라 궁궐의 오리구이 요리에 관하여 거의 모든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
다. 가마를 좀 더 크고 넓게 변경하여 한 번에 십여 마리 오리를 구울 수 있는 걸이식
가마(挂炉)로 바꾸고 굽는 동안 가마 안으로 오리를 더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취덕
에서 구운 오리는 색깔이 대추색으로 산뜻하며 외형이 참 먹음직스럽게 보였으며, 오
리 껍질은 바삭바삭하고 고기는 부드럽다. 맛이 신선하고 향기가 좋았으며, 기름기가
많아도 느끼하지 않고 기름기가 적어도 텁텁하지 않았다. 당시 전취덕은 ‘북경 맛집은
전취덕 식당이 제일이다’라는 명성을 얻었다.
양전인이 사업수단을 잘 발휘하였기에 전취덕은 나날이 성장하였고 당대 유명한 식
당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신선한 재료를 사
용하고, 주방장의 요리솜씨가 훌륭하고 요리 과정이 체계적이다. 통오리 구이는 전취덕
의 주요 메뉴이며, 품질 좋은 오리를 고르는 것부터 사육, 도살, 그리고 굽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둘째는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다른 가게에 비해
좋았고 고객들에게 늘 친절하였다고 한다(李燕山, 2008).

2. 1900~1949년
1890년경 양전인이 병사 후, 둘째 아들인 양경무(杨庆茂)가 전취덕을 운영하기 시작
하였다. 그는 사람을 구해 전취덕 식당을 안팎으로 깨끗이 칠하였고 대문에다 간판 3
개를 올렸다. 왼쪽은 ‘老炉铺(오랜 가게)’, 오른쪽은 ‘鸡鸭店(닭과 오리 가게)’, 중간에
는 금자 간판인 ‘全聚德(전취덕)’이다. 대문 양측에 밝은 동색의 간판도 두개를 걸었다.
각각 ‘실내에 아담한 술자리가 있음’과 ‘제철 요리들을 제공하오니 편하게 즐기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다.
1912년에 양경무는 이자명(李子明)이라는 지배인을 고용했다. 이자명은 총명하고 유
능할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덕분에 양경무에게 좋은 아
이디어들을 내어 많은 위기를 해결하였다. 이 시기에도 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정세가 복잡했다. 이자명은 군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일정하게 타협하면
서 가게를 운영하였다.
한편 이자명은 직원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일부 직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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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부를 총괄하는 직원은 이자명과 갈등이 생겨 떠났고, 얼마 후 전취덕에서 멀지 않
은 곳에 ‘화영전(华赢全)’이라는 오리 구이집을 개업하고 전취덕과 거의 똑같은 메뉴로
운영하면서 전취덕과 경쟁하였다. 하지만 얼마 안가서 도산하였다.
1930년에 양경무가 죽게 되면서, 이자명의 능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의 후손이
아닌 이자명에게 전취덕을 맡겼다. 이자명은 전취덕이라는 가족기업에서 첫 전문경영
인이 되었다. 사실상 이자명의 경영 능력은 양씨 부자보다 훨씬 뛰어났으며, 불과 3년
의 짧은 기간에 이자명은 양씨 부자가 진 빚을 모두 갚았다. 1930대 후반 일본 침략과
내전 등 중국내 정세의 악영향으로 전취덕과 경쟁하던 많은 식당들이 도산했지만, 당
시 전취덕은 전성기를 구가했고 오리구이의 맛과 품질은 북경에서 최고라고 명성을 얻
었다. 이자명 이후 또 다른 전문경영인이 계승한 후, 1848년에 양경무의 맏아들 양규
요(杨奎耀)는 전취덕의 경영을 이어받으면서 창업자 가족이 다시 기업을 경영하게 되었
다(李燕山, 2008).

3. 1950~1980년
신중국 설립 후 1952년 양전인의 4세대 후손인 양부래(杨福来)가 전취덕을 경영하
였는데 당시 전취덕은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에 처해 있었다. 양부
래는 전취덕의 휴업을 정부기관에 신청하게 되는데, 북경시 정부에서 전취덕과 같은
유명한 전통기업을 폐업하게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6월 1일 공사합영(公私合营)
을 발표하였다. 공사합영은 정부가 전취덕의 기존 자산에 해당하는 똑같은 자금을 투
자함으로써 합자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을 가리키며 전취덕은 북경의 첫 번째 공사합영
시범기업이 되었다. 양부래는 사측 대표로 부사장 직위를 맡게 되고 정부 측에서 대표
를 한명 파견하여 사장 직위를 가졌지만 부사장이 일상적인 경영업무를 관리하도록 하
였고 사장은 직원 관리와 부사장 감독을 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1962년 7월 전취덕은 10만 RMB를 투자하여 치엔먼(前門) 골목에 위치했던 전취덕을
확장 건설하여 치엔먼 대로변으로 정문을 배치하였다.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서 합법적인 대표 자격을 취득하면서, 많은 외교활동이 필요했다. 외교업무를 담당하던
주은래(周恩來) 총리는 해외의 손님들을 접대할 장소로 전취덕의 지점 확장에 관심을 가
졌다. 1977년 주은래 총리 서거 후에야 전취덕의 지점 확장을 추진할 수 있었고, 1979
년 4월 허핑먼(和平門) 근처에 제법 큰 규모의 전취덕 지점을 완공하였다. 전취덕 허핑먼
(和平門) 지점은 국가 원수 및 해외 귀빈들의 접대가 주목적이어서, 안전성과 보안성을
국가 최고 등급으로 반영하여 건설하였다. 1979년까지 전취덕은 치엔먼(前門)점, 허핑먼
(和平門)점, 왕푸징(王府井)점 등, 총 세 개의 지점을 보유하였다(李燕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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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80~2019년
1992년 이전까지 전취덕의 세 개 지점은 각자 확장하면서 독자적으로 경영하였다.
그러다보니 전취덕은 브랜드의 대외적인 홍보, 효율적인 관리 및 규모의 경제 측면에
서 한계를 느꼈다. 당시 중국이 한창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던
시기여서, 전취덕은 중국 요식업에 뛰어드는 맥도날드와 같은 해외 다국적기업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력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현대적인 로컬 요식업체들과도 경쟁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북경시 정부가 주선하여 전취덕의 세 개 지점과
기타 중국내외 연관 기업들을 통합하여 1993년 5월 중국북경전취덕그룹을 설립하였다
(李燕山, 2008).
1994년 6월, 중국북경전취덕그룹은 다른 5개 기업과 협력하여 중국북경전취덕주식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2005년 전취덕은 사천반점(四川饭店), 방선반장(仿膳饭庄), 봉택
원반점(丰泽园饭店) 등 라오즈하오 기업들과 인수합병하고, 명칭을 중국전취덕(그룹)주
식유한회사로 변경하여 많은 역사적인 음식점들을 보유한 요식업그룹으로 발전했다.
2007년 11월 중국전취덕(그룹)주식유한회사는 심천(深圳)증권거래소에서 성공적으로
상장하였다. 전취덕의 국유지분을 집중 소유한 북경시 수도여행그룹(首旅集團)이 2019
년 기준 중국전취덕(그룹)주식유한회사의 42.67% 지분을 보유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
는데, 수도여행그룹은 북경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직접 소유한 국유기업이기 때
문에 전취덕도 국유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2013년 해외 IDG자본과 화주주점이라

출처：罗金龙 (2017), 2019년 9월 30일 기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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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국제자본의 투자도 유치하였다. 2016년 말까지 전
취덕그룹은 21개 성(省)ㆍ시(市)에 106개 관련 기업들을 보유했는데 그 중 직영 자회사
는 36개이고 라이센싱 기업은 70개였다. 또한 전취덕은 국제화에 본격 합류하여 미얀
마,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국가에도 지점을 개설하였다(罗金龙, 2017). 전취덕
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며 라오즈하오 기업들 중 상위 10%의 우량 기업
으로 인정되어 라오즈하오 기업들의 롤 모델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World Brand
Lab이 2016년 “중국 브랜드 랭킹 500”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취덕은 브랜드 가
치가 160.95억 RMB로 측정되어 195위를 차지하였다.7)

Ⅲ. 전취덕의 성공요인
전취덕은 북경의 대표적인 라오즈하오 기업으로서 150년 이상 존속한 성공적인 장
수기업이다. 장수기업의 특성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였는데 백유성(2012)은
장수기업이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을 고객 지향성, 응내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
고 제시하였다. 이 중 응내성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역량으로, 환경변화에 맞는 새로
운 루틴(routine)을 형성해야만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
용욱(2007)은 기업 장수의 요건으로 내부 요인의 혁신과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였다. 윌리엄 오하라
(William T. O’Hara, 2004)는 200년 이상 장수한 가족기업 20개를 대상으로 4년간
에 걸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장수기업의 특징으로 고객 지향성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
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취덕이 중국의 대표적인
장수기업으로 성공하게 된 요인들로 고객 지향성, 응내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1. 고객 지향성
전취덕의 창업자가 궁궐 오리구이 요리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궁중
요리사 이력이 있는 주방장을 어렵게 초빙하여 고객들을 사로잡았다. 오리 구이는 재
료의 배합 및 불의 강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 고유한 맛을 백년 넘게 유지하기 위하
여 전취덕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눈높이가 높아져버린, 까다로운 고객의 입맛
7) World brand lab 홈페이지(http://www.worldbrandlab.com/brandmeeting/2016china500/
brand/brand4.htm, 검색일：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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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취덕에게 체인점들의 맛을 통제 및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비법을 데이터화하고 전취덕 오리구이 전문소스를 제작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또한 독일의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전취덕 전용의 디지털 오리구
이 오븐을 개발하여 불의 강도를 체인점마다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고객의 취향에 따
라, 맞춤형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였다. 100년 이상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장 기본
적인 네 개의 메뉴에서 시작한 전압석(全鸭席) 세트 메뉴를 오리의 여러 부위로 400
여개의 메뉴까지 확장하였다. 2015년에 체인점 관리를 위하여 50+40 메뉴로 추렸는
데, 이중 50개 메뉴는 본사에서 메뉴를 확정하여 체인점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추가
40개 메뉴는 체인점들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전취덕은 소비자들이 전취덕에서 맛있는 오리구이요리 뿐만 아니라 청나라부터 전해
져온 전통문화 체험을 원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에 전통문화와 관련된 도서, 영화,
연극 등 제작에 지원하거나 참여하였고, 전시관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2014년 전취덕
허핑먼(和平門)점 7층에 1,000㎡ 규모의 전시관을 구성하여 손님들이 식사전후 전시관
에서 전취덕의 역사를 관람하고 오리구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张景云ㆍ
周野, 2017).
전취덕은 시대에 따른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기업과의 제휴도
폭넓게 진행하였다. 소비자들로부터 와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전취덕은 북경
오리구이에 잘 곁들일 수 있는 와인을 골라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유명 와인기업들과
제휴를 맺으면서 질 좋은 프리미엄 와인을 공급받았다. 또한 전취덕은 자체의 고급 브
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중국내 항공사와 협력하여 퍼스트클래스의
기내식에 전취덕의 오리구이 요리도 포함시켰다. 첨단기술로 기내식의 오리구이 맛을
음식점의 맛과 비슷하게 잘 살려, 기내식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항공사와의 협력을
윈윈으로 이끌었다.

2. 응내성
전취덕은 1864년 창립이후 청나라의 멸망, 내전, 항일, 신중국 설립 등 파란만장한
역사적인 대변동기를 거쳐왔다. 격동적인 환경 변화에 전취덕은 끊임없이 적응하여 지
금까지 생존한 라오즈하오기업이며, 장수기업의 특징인 응내성을 잘 보유한 기업이라
고 볼 수 있다. 1949년 신중국 설립 후 전취덕은 내부혁신인 구조조정까지 감행하면서
기업지배구조면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서 기업 변신에 성공하였다.
많은 라오즈하오 기업들은 신중국 설립 후 공사합병을 통하여 대부분 중국정부가 소
유한 기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전취덕도 이 시기에 경영난에 봉착하여 1951년 국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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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유입함으로써 사실상 국유기업으로 전환하였다.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
구조조정을 거쳐 국유자산을 대표하는 수도여행그룹이 전취덕의 최대주주가 되고 책임
유한회사의 기업형태를 취하였다. 2007년 심천증권거래소에서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자본 규모를 키우게 되었고, 2013년 해외 IDG자본과 화주주점이라는 전략적 투자자
를 유치하면서 국제자본까지 받아들었다. IDG자본과 화주주점은 전취덕이 국내 기타
지역 및 해외에 체인점을 확장하고 국제적인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전취덕은 1998년 12월 미얀마에 첫 해외지점을 개설한 후, 현재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에 전취덕 체인점을 보유하고 있다. 자본력은 또한 전취덕 그룹이 규
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체인점을 확장하고, 체인점 점포도
점포 규모나 지리적 위치에서 임대료가 비싼 부동산을 대여할 수 있었고, 산하 방선반
장(仿膳饭庄), 봉택원반점(丰泽园饭店), 사천반점(四川饭店) 등 여러 라오즈하오 브랜드
를 묶어서 마케팅을 함으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다. 특히 중앙부엌을 건설하
여 가치사슬의 공급부터 생산까지 규모화를 달성하여 원가를 인하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었다(杨遥ㆍ宫润华ㆍ段朋飞, 2018).
국유기업의 자격으로 정부에서 개최하는 많은 국내외 대형 행사에 초대받을 수 있었
고 전취덕 브랜드의 홍보를 한층 강화하였다. 올림픽, 세계박람회, APEC 등 행사에서
여러 나라의 귀빈들에게 오리구이를 시연하고 미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로
의 브랜드 홍보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 이는 국내외 여행객들이 중국 북경에 오면 전
취덕은 무조건 방문해야하는 맛집이라는 인식을 형성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전취덕의
점포는 통상 여행객들의 이동량이 많은 역사유적지 또는 기차역 주변에 위치해 있고,
이런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전취덕은 간판을 크게 제작하거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
여 자체브랜드를 홍보하였다. 전취덕은 라오즈하오에서도 상위 브랜드로서 관광객들이
북경에 여행할 때 필히 들리는 식당이고, 또한 정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연회나 회식
장소로도 많이 활용되어왔다.
이전에는 VIP 마케팅으로 상당한 고객층을 정부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2012년 말 중국정부에서 반부패 정책으로 정부 직원들의 “三公消費”(삼공소비：공적
업무에 발생하는 비용)를 제한하면서 전취덕의 영업실적도 현저히 하락하였다. 이 문제
점을 해소하고 고객층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취덕은 고객층을 3인가족8)과 젊은 소비자
들에게로 확대할 전략을 세웠다. 점포 인테리어를 “작고 아름답게”로 컨셉을 바꾸기 시
작했다. 점포 매장 면적을 2000㎡로 제한하고 메뉴수도 2016년에 40+40으로 축소하
고 메뉴의 정교화를 구현하였다(枢楠, 2015).
8) 1980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생육 정책(计划生育政策)이 실시되어, 일반적으로 가정마다 1자녀
만 두게 되었다. 이에 보통의 가정은 부모와 한 자녀로 구성되어 3인 가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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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시대에 부응하여 젊은 소비자들의 패턴에 맞추어 인터넷상에서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로 좌석 및 메뉴 예약서비스를 진행하였다. 또한 자
체 배달 서비스 플랫폼도 내놓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메이투안(美团)과 바이두
(百度) 등 배달 전문 소셜 커머스에 진입하여 일부 품목에 대한 배달 및 유통경로도 구
축하였다. 소비자들이 전취덕에서 식사 후 서비스와 맛에 대하여 모바일 및 인터넷으
로 평가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점포의 서비스 및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张景云ㆍ周野ㆍ王勇, 2017).

3. 사회적 책임
전취덕의 창업자 양전인은 경영 철학으로 성실성과 도덕성을 강조하였으며, 간판에
도 덕(德)자를 포함하여 가게 명칭을 “전취덕(全聚德)”이라고 지었다. 양전인은 본인이
직접 좋은 오리와 재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시장을 뛰어다니고, 오리를 가게에서 며칠
기른 후 도축부터 손질까지 직접 관리하였다. 가게가 번성하면서 오리를 키우는 기간
을 늘리고 나아가서 북경 교외에서 오리농장을 인수하여 오리 사육 기지를 구축하였
다. 오리 성장의 전체 과정을 전취덕식 프로세스로 관리함으로써 오리의 품질을 제고
하고 보증할 수 있었고 이로써 좋은 원료를 사용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였다(梁慧,
2013).
중국 섬서성(陜西省) 북부에 위치한 연안(延安)시는 중국공산당의 혁명의 성지라고
불리는데, 전취덕은 연안 지역의 발전에 많이 기여하였다. 1996년 연안시에 “전취덕
희망학교”를 설립하여 약 300명 어린이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08년 5
월 사천성(四川省) 문천(汶川) 대지진이 발생하자, 전취덕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신속하
게 헌금을 모아서 피해지역에 기부하였다. 짧은 시간 내에 전취덕은 회사와 직원들 명
의로 총 347만 RMB가 넘는 현금과 20여만 RMB의 생활필수품을 기부하였다. 이후
사천대지진 1주년 기념행사로 피해지역 학생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도 하
였다. 이 외에 전취덕은 정기적으로 어려운 어린이 환자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자원
봉사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梁慧, 2013).
중국을 대표하는 라오즈하오로 전취덕은 다양한 국가행사에 초대받고 행사에 따른
인력과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여 국가와 지역의 국가원수와 정치인들을
접대하고 아시안게임, 올림픽, APEC, 일대일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등 국제행사
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중국의 국제협력에 많은 기여를 했다. 미국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 영국 총리 에드워드 히스, 독일 총리 헬무트 콜 등 여러 국가원수들이 전취덕의
오리구이를 매우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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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전취덕은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중국의 대표적인 장수기업이다. 대부분 라오즈
하오 기업들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담고 있고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 파워를 바
탕으로 상당한 기업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라오즈하오 기업들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많은 라오즈하오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경
영난에 처해 있다. 전취덕은 라오즈하오 기업들 중 상위 10%의 우량기업으로, 본 연구
는 전취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상세히 조사하고 성공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라오
즈하오 기업들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장수기업의 이론적 배경으로 전취덕의 성공 요인을 고객 지향성, 응내
성, 사회적 책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취덕은 창립부터 150여년 동안 줄곧 고
객의 만족을 가장 우선시하고 고객의 취향이 변화됨에 따라 변화와 적응을 끊임없이
진행해왔다. 요리 방식에서 전통적인 숯불 가마구이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 디지털
오븐 구이를 시도하기도 하고, 와인기업과 항공사와의 제휴까지 진행하여 소비자의 취
향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오고 있다. 신중국 설립 후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업지배구조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국유기업으로 전환하였다. 2007년
심천(深圳)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자본력으로 사업 확장과 국제화에 합류하였다.
중국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 시대에 들어서자, 점
포 규모를 축소하고 메뉴를 정교화하여 소비자 맞춤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전취덕
은 유명한 라오즈하오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지역사회뿐만 아
니라 국가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는데 이 또한 전취덕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높
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고객 지향성, 응내성, 사회적 책임은 서로 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며 선순환을 촉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장수기업 특히 국유기
업 특성을 가진 라오즈하오 기업을 이해할 수 있고, 장수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
써 중국과 협력하는 한국기업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의 장수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취덕도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중국 요식업은 진입장벽이 낮으며, “四高一低” 즉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용이 높
고 이윤이 낮은 산업구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취덕은 2012년 실적면에서 정점을
찍은 후,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이다. 경제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타 지역 및 해외에
진출한 가맹점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2020년 COVID-19
사태로 전체 요식업종이 직격탄을 받은 와중에, 전취덕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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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간힘을 쓰고 있다. 음식 가격을 인하하고 매장 내 손님에게 부과하던 봉사료도 없애
고 매뉴를 다양화하여 고객의 대중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전취덕은 국유
기업 그리고 라오즈하오 기업의 태생적인 결함인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
는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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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lopment History and
Success Factors of Quanjude

Xuelian Piao*ㆍMyeongcheol Choi**
9)

Abstract
Quanjude well-known for Peking roast duck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hina time-honored Brands, whose title is granted by Chinese government.
Founder Yangquanren established Quanjude in 1864 (the third year of
Emperor Tongzhi of the Qing Dynasty), which has survived over 150 years.
Since these China time-honored enterprises like Quanjude have not only
valuabl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but also substantial brand and market
value, Chinese government is providing policy-level support. Nevertheless,
most China time-honored enterprises are suffering from market competition
and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Quanjude’s development along with the
four different periods, and describes the big changes experienced in each
period. It is notable for the change of Quanjude’s corporate governance that
is transformed into state-owned enterprise in order to adapt to the new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the new China. Now it has been successfully
listed on Shenzhen Stock Exchange, and has grown into a business group
which have several affiliated China time-honored restaurant businesses.
Furthermore, this research analyzed success factors of Quanjude with the
theory of long-lived company which has the points of customer orientation,
hormesis, and social responsibility. Thus this paper contributes to business
history of China through examining the process of Quanjude’s development
and analyzing the success factors.
<Key Words> Quanjude, Time-honored brand, Customer orientation, Hormesis,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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