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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경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현실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 특히 무역 마찰은 수년 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소용돌이에서도 중국 대표 통신장비업체이

자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중싱, 중흥통신(中興通訊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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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싱(中兴)의 기업문화 연구
A　Study on the Corporate Culture of Z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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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수년 간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중국통신기업에 대한 제재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런 재제에도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인 ZTE(중싱)은 글로벌 5세대 이동통신(5G) 시장에서 점유율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ZTE의 성장과 경쟁력은 ZTE의 독특한 기업문화에 기반하고 있다. ZTE는 연구개발을 중시

하며, 적재적소에 인재배치 및 활용, 중국 전통문화에 기반하여 겸손과 절제, 중용의 ‘온정문화(温情文化)’라는 기업문

화를 가지고 있다. ZTE는 사람중심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내부경쟁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ZTE의 기

업문화는 상호 존중, 충실함, 혁신, 우수한 서비스, 연구개발과 브랜드 중시, 직원배려와 과학적 관리의 결합 등으로

설명된다. ZTE의 세계적 시장점유율과 기업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연구된 바가 사실상 전무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중국의 ICT산업과 통신장비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주요어 : 중싱, 기업문화, 인적자원구조, 화웨이

Abstract The trad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been going on for many years, and sanctions 
against Chinese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re increasingly tightening. Despite these 
restrictions, ZTE (Zhongxing), China's leading communication equipment company, is rather expanding its market 
share in the global 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5G) market. ZTE's growth and competitiveness are 
based on iｔs unique corporate culture. ZTE places great importance on R&D, has a corporate culture of 
humility　 and moderation based on traditional Chinese culture. Besides, iｔ　has the placement and use of 
human resources in the right place. While ZTE strives to implement people-centered management, it makes good 
use of internal competition. Despite ZTE's global market share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virtually nothing 
has been studied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intended to be helpful i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ICT industry and companies that want to expand to the world while fostering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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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rporate Culture of ZTE

- 204 -

‘ZTE’로 통일)의 글로벌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전망이 밝다는

중국 카이위안(开源)증권 보고서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1]. 

카이위안증권은 시장조사기관 델오로를 인용하여,

2020년 올해 1분기 5G 통신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통계

에서 ZTE가 점유율 11%로 4위를 기록했다고 보고하

였다. 화웨이(Huawei)가 28%로 1위를 차지했고, 노키

아(15%), 에릭슨(14%)이 그 뒤를 이었다. 2019년과 비

교하면 화웨이, 노키아, 시스코는 1% 포인트 하락했지

만 ZTE는 오히려 성장했다. 이는 5G망 구축에 필요한

세계 출원 특허 건수와 5G 네트워크 구축 계약 건수도

늘어났으며, 특히 세계 출원 특허 건수 21,571건 가운데

ZTE가 2,561건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혔다.

중국 당국이 ZTE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증강해왔다는 점이다. 5G 기지국 건설 관련 대규모 수

주 물량을 이미 확보한데다, 올해 기술 경쟁력을 바탕

으로 한 스마트폰 단말기 사업 확장을 본격화할 것이라

는 점도 성장 포인트였다.

해외 5G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하여, 지난

해 3분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35건의 5G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고, 5G 기지국 건설과 관련해 5만개 이상의 물량

을 출하했으며, 중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국

가, 중동 등 전 세계 60여개 업체와 5G 합작을 체결하

였다[2].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마이너스 성장

시대의 불황인 상황에서 경제의 활성화와 통신정보업

체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온 인류와 중국 제조

업의 난국을 타개함은 물론, 경제 동력을 회복하고 패

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활로를 찾는 모델로서 의미

가 있다.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암운

이 드리워진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국 당국의 사

활을 건 경기부양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5세대 이

동통신(5G)을 중심으로 한 신형인프라는 이 같은 행보

에 모터를 달아줄 핵심 성장 동력 산업으로 기대를 모

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5세대 이동통신(5G)

의 선두주지인 한국적 상황과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 ZTE의 영향력과 기술력에도 불구

하고, 한국에서 ZTE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ZTE의 기업발전과 조직문화에 대한 연

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ICT산업과 통신장비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Ⅱ. ZTE 기업

1. ZTE 기업소개

ZTE는 표 1. ZTE(중흥통신, 中興通訊) 기업소개에

서 보는 것처럼, 중국 대표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중싱통신주식유한공사(中興通訊股份有限公

司, Zhong Telecom Equipment, ZTE)로 본부는 광동성

선전시 남산구 과학기술 남로 55호(广东省 深圳市 南山

区 科技南路55号)에 있다.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 ZTE, 중싱이라는 회사명의

유래는 화웨이와 비슷하다. 화웨이(华为)가 ‘중화민족을

위하여 분투한다, 중화민족을 위한다’는 뜻이라면, ZTE

중싱(中兴)은 ‘중국 번영을 취한다(取中国兴旺之意)’는

의미이다.

세계 4대 통신장비회사이면서, 휴대전화 메이저 제

조업체인 ZTE는 홍콩과 선전(深圳)에 상장했다. 국영

기업이면서 상장했다는 점에서, 민영(사)기업이면서 비

상장기업인 화웨이와 다르다. 주요 제품은

2G/3G/4G/5G 무선기지와 핵심네트워크, IMS, 칩, 스마

트교환기, 스마트폰, 빅데이터, 데이터센터, 휴대전화,

ICT 업무, 항공/철도/도시 교통신호전송설비 등이다.

ZTE는 통신장비와 휴대폰 생산 및 판매로 성장한

기업이다. ZTE는 설립 다음해인 1986년부터 선전연구

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에 주력하였다. 1990년 ZTE는

독자적으로 데이터디지털 사용자 교환기 ZX500을 개발

하였다. ZTE는 1996년에 해외로 진출하였으며, 1997년

선전에 상장했고, 1998년 미국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1999년에는 ‘ZTE 189’ 휴대전화를 출시했고, GSM

900/1800 이동통신 시스템을 출시해 해외로 수출했다.

2000년, ZTE 매출액이 100억 위안(元)을 돌파했다.

또한 세계 유수의 기업과 협력하고 해외 시장 개척

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ZTE

는 글로벌 IT 거인인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과

연이어 협력했다. 2005년 ZTE는 “MTO 전략”을 수립

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했다. 영국회

사와 30만대의 WCDMA 단말 계약을 체결하고, 3G 단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pp.203-208, November 30,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05 -

말기로 처음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당시 《BusinessWeek》로부터 글로벌 IT

100대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글로벌 100대 IT 기업은

비즈니스위크지(志)에서 1998년 이래 매년 미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 & Poor's)

의 기업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선정하는데, IT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매출총액, 매출 성장률,

자기자본 이익률, 주주총수익률, 수익을 기준으로 순위

를 산정하여 선출한다[3].

이러한 노력의 결과 ZTE는 2008년 전세계 IT 100

대 기업에 진입했고, 미국 ‘3G CDMA 상’을 수상했으

며, 전 세계 140여 개국과 지역에서 500여 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지역 발송량에서 전 세계 신흥시

장의 18%를 차지했다. 2010년 ZTE는 중국 특허부문의

최고상인 ‘중국 특허상’을 수상했다. 2011년부터 ZTE는

4G시대를 열었고, 최근 5G로 나아갔다.

ZTE는 줄곧 기술혁신과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통

신장비 시장은 일찍부터 개방되었기 때문에, 창립 초부

터 ZTE는 중국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후지쯔(富士通),

지멘스, 모토로라, 알카텔 루슨트, 벨(Bell) 등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을 시작하였다. 20여 년 동안 다국적 기

업들은 쇠락했지만, ZTE는 다국적 기업들을 능가하고,

통신장비시장의 판도를 재편성하였다. 2018년 중싱의

네트워크 실현 영업수익은 92.3억 위안(元), 소비자 업

무 영업수익은 192.1억 위안이었다.

ZTE의 창업자는 허우웨이구이(侯为贵)는 1942년생,

한족(汉族), 섬서 서안(陕西 西安)출신이고, 난창대학(南
昌大学)을 졸업했다. 허우웨이구이는 1980년대 창업한

중국 제1세대 기업가이자, 해방 후 국가가 육성하는 첫

번째 엔지니어다. ZTE 창업자이면서 현 중싱 회장이고,

‘국가 주식소유, 권한위임 경영체제’를 창립했다. ‘2004

년 CCTV 중국 경제인물’ ‘중국 정보산업 10대 경제인

물’ ‘중국 10대 과학기술 지도자’ 등 영예를 얻었다.

허우웨이구이는 매우 온화하고 겸손한 인품을 지니

고 있다. 허우웨이구이는 10여 명의 소기업에서 시작해,

ZTE 발전의 기초를 다졌고, 통신장비제조로 기업의 사

업방향을 정했다. 이 방향은 성공했고, 마침내 세계 굴

지의 대기업이 되었으며, 중국통신업 발전에 크게 기여

했다. 30여 년간, 허우웨이구이는 회사를 현명하게 운영

해왔으며, 국유기업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피하면서 지

속적으로 성장시켜 왔다.

허우웨이구이(侯为贵)는 중국문화에 기반을 둔 전

형적인 동양의 기업가였지만, 서방기업의 경험과 기술

을 배우고자 했고, 중국과 서양의 융합을 통해 회사를

발전시켰다.

2. ZTE 최근 현황

ZTE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적 피해 기업

이다. 그림 1. ZTE 2015-2019 영업수익 및 성장율 추이

에서 보는 것처럼, 2018년 4월 미국 정부는 이란과 북

한에 대한 수출금지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ZTE에 대

해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경제

제재를 가했다. 이것으로 인해 지난 2017년 1088억1500

만 위안에 달했던 영업수익은 2018년 855억1300만 위안

으로 21.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45억6800만

위안에서 252.88%가 급감한 -69억8400만 위안을 기록

했다. 결국 미국의 제재안을 받아

들이고, 상당한 벌금을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ZTE는 이 같은 존폐 위기를 극복하고 지난

해 성공적인 플러스 실적을 거두며 재기에 성공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이뤄진 중국 당국의 5G 산업 투자

와 맞물려, 5G 시장에 적극 뛰어든 것이 성장 체력을

단시간 내 회복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이 되었다.

표 1. ZTE(중흥통신, 中興通訊) 기업소개
Table 1. ZTE Corporation

(출처: 뉴스핌_종합뉴스통신, 2020.4.29,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9001123)

지난해 ZTE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6.11% 증가한

907억4000만 위안을 기록했고, 순이익은 51억4800만 위

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73.71%나 급증했다. 이는 그 전

년도인 2018년 같은 기간 순이익이 69억8400만 위안의

손실을 기록한 것에 비해 놀라운 성장폭이었다. 온라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9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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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16.66% 늘어난 것을 비롯해 고장 감지 및 진단

(FDD) 시스템 설비, 5G 시스템 설비 매출이 크게 늘어

난 것이 주된 이유가 되었다.

2019년 ZTE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ZTE의 국제시

장 영업수익은 310.7억 위안이고, 회사 전체수익의

36.3%를 차지하였다. ZTE의 중국내 특허 신청 건은 7

만3천 건이 넘고, 세계 특허 건은 3만5천 건이 넘어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대를 안고

있다[4].

그림 1. ZTE 2015-2019 영업수익 및 성장율 추이
Figure 1. ZTE 2015-2019 operating revenue and growth rate
(출처: 뉴스핌_종합뉴스통신, 2020.4.29,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9001123)

Ⅲ. ZTE 기업문화

1. ZTE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

조직문화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조직내부를 통합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고안, 발

견, 개발하는 기본전제들의 패턴으로서, 오랜 기간동안

조직구성원이 타당한 것으로 여기며 조직구성원들 간

의 가치(values), 신념(beliefs), 규범(norms)의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5].

ZTE의 조직문화는 중용의 ‘온정문화(温情文化)’이다.

화웨이와는 같은 ICT분야이고 통신장비제조업체이지만

다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엔지니어 출신인 ZTE

창업자 허우웨이구이(侯为贵)는 매우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중용(中庸)을 중시하며 ZTE의 기업문화로

‘온정문화(温情文化)’를 만들어 왔다. ZTE의 조직문화

는 상호 존중, 충실함, 혁신, 우수한 서비스, 브랜드 중

시, 과학적 관리 등과 같이 설명된다.

온정문화는 따뜻한 인간미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존

중과 관용을 강조하며 직원들을 푸대접하지 않고, 느슨

하지도, 너무 엄격하지도 않아서 ZTE는 더 많은 선택

기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현실주의자의 서식지’

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우수한 졸업생들은 일반적으

로 화웨이를 선택하여 몇 년 동안 일하면서 돈을 번 후,

일부는 화웨이를 떠나는데, 그 중 일부는 ZTE로 온다

고 한다. 그 이유는 기술자들에게 ZTE는 집 같은 편안

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온정문화는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화웨이 및 삼성과는 차이를 보

이며, 인화를 강조하는 LG와 비슷한 면이 있다.

ZTE 창업자의 개성과 가치관에 따라 ZTE의 조직

문화도 형성되었다. 엔지니어 출신인 허우웨이구이는

연구개발(R&D)을 중시하며, 많은 비용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ZTE의 연구개발비용은 영업수익의 10% 정

도이다. 일반적으로 화웨이가 연구개발(R&D)을 중시하

며,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ZTE도 화웨이 못지않게 연구개발을 중시한다. 또한

ZTE는 국가 863첨단기술성과 전환기지이며, 30여 개의

863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ZTE의 상징은 황소이다. 이는 묵묵히 일하는 황소

스타일로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언론에 알리지도 않

으며, 언론과의 마찰을 피하는 경향이라고 한다.[6]

화웨이와 ZTE는 창업자의 배경과 개성이 다르기에,

기업문화도 다르게 형성 및 발전되어 왔다. 군인 출신

인 런정페이(任正非)는 복종, 직원에 대한 통제와 통일

성을 강조한다. 엔지니어 출신인 허우웨이구이(侯为贵)

는 비교적 소통, 관용과 경험을 중시한다. 그리고 허우

웨이구이는 사람됨이 신중하고 겸손하며, 근검, 관용,

정직, 인정, 경청, 학습을 좋아하며, 물질과 정신을 동등

하게 중요시하고, 중용(中庸)과 균형을 강조한다. 이러

한 창업자의 개성과 가치관은 ZTE의 조직문화에 큰 영

향을 미쳤다.

ZTE는 사람 중심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감정에 기반하고, 대우 및 업무를 결합하여 직

원들을 관리하고 있다. ZTE의 이러한 인적자원관리는

"인간 본성은 착하다"는 허우웨이구이의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사람중심 경영이 모든 직원에게 자

비를 베푸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절한 경

쟁을 유지하면 업적이 좋은 직원을 회사에 유지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ZTE는 도태제도(淘汰制度)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5%정도의 직원을 도태시킴으로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9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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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조직에 긴장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 ZTE 인적자원(Human Resources) 구조

ZTE는 중국에서 독립적인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대

규모 통신장비 제조기업으로 최근 몇 년간의 개발 끝에

회사의 역량이 강화되었으나, 국제화를 위한 전략적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쟁력을 크게 향상

시켜야 했다. 그래서 조직구조에서 ZTE는 계획, 의사

결정 및 브랜드 홍보에 대한 본부의 기능을 크게 강화

했으며 기술연구 및 관리 혁신 능력을 향상시켰다. 회

사 부서는 비즈니스 부서 시스템 하의 중앙 집중화 및

분산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브랜드 전략을 구현

하며 회사의 미래 개발을 지원하고 회사의 핵심 경쟁력

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집중시키는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7].

시장은 종종 예측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변화되고

시장 위험요소에 의하여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회사의 장기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의 시장 탄력

성을 개선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표 2. ZTE의 인적자원 현황에서 보는 것처럼,

ZTE는 유사 비즈니스 부서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일

상적인 제품 관리 활동의 힘을 각 비즈니스 부서에 위

임하여 회사의 개발, 생산 및 운영을 유기적으로 결합

하여 회사의 시장 탄력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직하였다.

표 2. ZTE의 인적자원 현황
Table 2. ZTE's Human Resources Status

(명, %)

(출처: ZTE 상장기업 연례 보고서, 2018)

이는 독립적인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대규모 통신

장비 제조기업으로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중시하였고, 많은 비용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던 노력의

결과이다.

ZTE는 68,000여 명의 직원이 있는데, 연구개발부서

는 25,969명으로, 전체 직원에서 38.1%을 차지하며, 가

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생산직이

16,911명이며, 전체 직원에서 24.8%를 차지한다. 마케팅

과 고객서비스부서는 비슷한 인원이며, 약 14%정도를

차지한다. 재무부서는 1.5%를 차지하고 있다[8].

Ⅳ. 결 론

어느 기업이나 인적자원의 운영은 직원들의 정체성

과 사기, 조직문화와 연결된다. ZTE도 예외는 아니며,

적합한 인적자원관리 체계와 조직문화를 개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ZTE는 ‘어느 전문분야에서든 중국에서 5%이내에 든

인재’를 자신의 우수인재 기준으로 정했다. 창업자인 허

우웨이구이는 인재를 회사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그 인재를 어떻게 대우하고 활용하는 가를 더 중요

하게 여겼다. ZTE에 3개의 분야(관리, 기술, 업무)가 있

는데, 업무나 기술분야 최고직에 오르면 기업총수와 같

은 대우를 받게 된다.

허우웨이구이는 “세상에 범재는 없고, 범재란 적절한

곳에 배치되지 못하여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재” 라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으로, ZTE는 오랜 연구

끝에,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성

했다. 인재 배치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ZTE는 두 가지 표준을 수립했다.

첫째, 회사의 인적자원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다. 관리층이 한 자리 비는 경우, 회사 전체에 공고가

나며 지원 자격이 되는 직원들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탑다운 방식으로 관리자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회사

내 경쟁과 실적을 통해 관리자가 되는 방식이다.

둘째, 직원들의 개인 발전기준이다. ZTE 규정에 따

르면, 직원은 근무한 지 2년 후, 부서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인사부서는 직원 입장에서 고려해, 직원의

부서이동 원인을 분석하고, 부서와 직원 양측이 객관적

인 입장에서 상의하도록 조정해준다.

또한 기업문화는 창업자의 철학과 경영마인드에 영

향을 받는다. 창업자인 허우웨이구이의 철학은 겸손과

절제이다. 통신장비 사업에서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각

국 규제당국, 파트너 업체와의 `관계`가 성패를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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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부분인데, 처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허우

웨이구이는 `로키(low-key)` 전략을 취했다. 자신을 드

러내지 않으면서 실리를 챙겼던 것이다.

이는 ZTE 기업문화의 중용, 즉 ‘온정문화(温情文化

)’로 반영되었다. 그는 2004년 말 `중국 경제인`상을 받

으며 이런 소감을 밝힌 적이 있다. "나는 연기자가 아

니다. 극적인 성과를 잘 내지 못한다. 그저 현실을 중시

하는 기업인일 뿐이다." 그의 겸손과 절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10].

후발주자였던 ZTE는 중국 2위, 전세계 4위의 통신장

비업체로 등극했으며, 최근 핸드폰 등 다양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영역과 기술력을 확장해가고 있다. 인재활

용과 따뜻한 온정문화, 연구개발 중시와 이에 상응하는

인력구조가 ZTE를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었다는 점은

한국 기업에 시사점을 준다. 한국 기업도 지나친 경쟁

과 업적평가보다는 집과 같은 화기애애한 조직문화와

조직 분위기로 직원들의 사기와 조직몰입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ZTE에 대한 본 연구는, 중국과 경쟁 및 보완

관계에 있는 한국의 ICT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ICT산업과 기업도

이러한 ZTE의 기업문화와 인력구조를 참조하여 발전

전략과 대 중국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Ajou Economy June 19, 2020, [China My Stock]
ZTE's global 5G market share'floating'...
performance expectations, https://
www.ajunews.com/view/20200619095013047

[2] NewsPim (Comprehensive News
Communications) August 3, 2020, [China Hot
Stock] ZTE, Emerges as a key beneficiary of
5G new infrastructure.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9001
123

[3]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alysis of Cooperation Status with Top 100
Global IT Companies, 2010

[4] ZTE Listed Companies Annual Report, 2019
[5] Schein, E.H. Organis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Jossey Bass, San Francisco, 1985

[6] Jin-Hee Kim, Myeong-Cheol Choi, WHY
Huawei?, Seoul: ParkYoung Sa, 2020.7

[7] Analysis on the Core Competence of Chinese
Communic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Enterprises - Focused on ZTE, August 2020
Jang Woo, Gachon University Master's Thesis

[8] ZTE Listed Companies Annual Report, 2018
[9] Maeil Economy May 16, 2018, [CEO Insight]
Hou Weigui ZTE founder's moderation.
h t t p s : / /
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8/05/3
11892/?sc=30500225

[10] Seung-Hoon Lee, China's platform for action,
Seoul: Wiseberry, 2020

[11] Sung-Jun Cho, History of corporate and
management desire, Seoul: Hankyung sa, 2019

[12] Feng-Ping Wei , Myeong-Cheol Choi, Xian-Fa
Shang(2019), A Study on corporate culture of
Dianp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7(4), 69-75

[13] Jin-Hee Kim, Myeong-Cheol Choi(2019), A
Historical Study of Huawei,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History, 34(3), 27-46

[14] Jin-Hee Kim, Myeong-Cheol Choi(2019), An
examination on competitiveness analysis of
Huawei enterprise, Test Engineering and
Management, 81(12), 35-41

[15] Ki Baek Jung, Seung Wan Kang& Suk Bong
Choi(2020), Empowering Leadership, Risk-Taking
Behavior, and Employees’ Commitment to
Organizational Change: The Mediated
Moderating Role of Task Complexity,
Sustainability, 12(6), 2340

[16] Seung Wan Kang(2019), Sustainable Influence
of Ethical Leadership on Work Performance:
Empirical Study of Multinational Enterprise in
South Korea, Sustainability, 11(11), 3101

※ 이논문은 2020년도가천대학교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GCU-202002890001)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90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