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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T 기업과 손잡고 싶다" 

칭화대 보유 첨단기술 한국서 적극활용 원해 

양국 교류 확대위해 차이나타운 꼭 성공해야 
 손철기자 runiron@sed.co.kr  

 중국 최고의 이공계 명문이자 13 억의 중국 대륙을 이끄는 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를 비롯해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9 명 중 4 명을 배출, 

중국 권력의 핵으로 자리잡은 칭화(淸華)대.  

칭화대는 초일류 기술력과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세계 

‘유니버시티 이코노미(University Economy ㆍ대학주도 경제)’의 

선두주자이기도 하다. 칭화대의 유니버시티 이코노미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칭화 재벌의 총수 쑹쥔(宋軍ㆍ 44) 칭화홀딩스 회장을 본지가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단독 인터뷰했다.  

친구가 아니면 같이 사업하지 않는 중국인의 특성은 언론 접촉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쑹 회장은 “이번이 10 번째 한국 방문”이라면서도 단독 

인터뷰를 수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 일 착공한 일산 차이나타운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엠차이나타운의 양필승 사장(건국대 교수)의 간곡한 

주선이 쑹 회장을 카메라 앞에 세우게 했다.  

칭화홀딩스는 일산 차이나타운에 칭화 과학기술원 및 평생교육원의 첫 

해외분원이 들어설 ‘칭화윈도우’(지하 3 층ㆍ지상 12 층, 2007 년 3 월 완공 

예정)를 설립할 정도로 양 사장은 쑹 회장과 친분이 두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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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이 아닌 여행 중”이라며 가벼운 티셔츠 차림에 양해를 구한 쑹 

회장은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중국기업의 대한(對

韓) 투자 및 사업협력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일산 차이나타운에 

설립될 ‘칭화윈도우’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그는 “칭화대가 보유한 첨단기술을 한국기업이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면서 “정보통신 및 전자 부문에서 한국기업과 합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칭화와의 만남은 중국에서 가장 끈끈하고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와 연을 맺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칭화대는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80 년부터 직간접으로 기업을 설립, 2003 년 

이들을 총괄하는 칭화홀딩스를 출범시켰다. 칭화홀딩스는 1 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컴퓨터업체 칭화둥팡 등 6 개 상장사를 포함, 86 개 

기업에 출자하고 있다. 쑹 회장은 칭화홀딩스의 지난해 매출이 

26 억달러에 달해 중국 500 대 기업 중 135 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칭화의 첫 해외분원이 한국에 설립되는 것과 관련, 쑹 회장은 양 교수와의 

친분과 함께 “한국이 중국과 지리ㆍ문화적으로 가까워 소통이 잘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 이외에서 칭화대 교수의 직강을 들을 수 있는 

첫번째 나라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중간 

교류ㆍ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차이나타운이 성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내 화교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체역학 박사로 칭화대 교수도 겸임하고 있는 쑹 회장은 “칭화대가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멀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으나 칭화가 중국 

최고명문으로 발돋움한 비결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졸업생의 



사회적 기여, 산ㆍ학ㆍ연간 발달된 협력 시스템 세 가지”라고 단언했다. 

칭화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 대학순위에서 베이징대를 앞서며 

1 위를 차지했다.  

쑹 회장은 “칭화의 성공철학은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는 실용주의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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