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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度, 지리 손잡고
‘스마트 카’ 만든다

중국 최대 포털이자 IT 공룡 기업인 바이두(百

度)가 지리(吉利) 홀딩스와 손을 잡고 본격 ‘스마

트 자동차(커넥티드 카)’ 제조에 나선다. 11일 제

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바이두는 11일 오전 

스마트 자동차 제조사 설립을 공식화하며 전략

적 파트너로 지리 홀딩스 그룹을 지목했다. 소식

이 전해지자 지리 자동차 주가는 3.31% 상승해 

시가 3371억 홍콩 달러를 기록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두 자동차 회사는 승용

차 시장을 무대로 스마트 카 설계, 연구 개발, 생

산 및 제조, 판매, 서비스까지 전 산업에 걸쳐 자

율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자동차 브

랜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합작 회사의 구체적인 출자 자금, 기술 협력, 관

리층, 주식 분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발표되

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바이

두 자동차 회사의 차량 제조 업무가 기존 지리 자

동차 공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바이두는 “새로 설립되는 바이두 자동차 회

사로 고객들은 보다 정교한 스마트 전기차를 구

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바이두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기술, 아폴로(Apollo)가 이끄는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카 분야의 경험

을 발휘해 제품의 형태를 재구성할 예정”이라

고 자신했다. 

자료에 따르면, SEA 아키텍처는 지리가 지난 

4년간 약 180억 위안(3조 500억원)을 투입해 만

든 것으로 세계 최대 적용폭을 자랑한다. A급 차

량부터 E급 차량까지 모든 사이즈에 적용할 수 

있으며 승용차, SUV, MPV, 소형 도시차, 스포츠

카, 픽업 트럭 및 미래주행차량 등 모든 자동차 

모델 수요를 충족시킨다. 

유재희 기자 

中 ‘IT 공룡’들이 인수한 기업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기업 사냥’에 나서

는 중국 기업들 중 BAT를 비롯한 IT 공

룡들의 ‘장바구니’에 담긴 기업이 공개됐

다. 13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2020년 중국 내 신경제 분야 기업 인수 

합병 건수는 총 604건으로 지난해보다 

5%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에서

의 인수 합병 거래는 2018년부터 꾸준하

게 활발하게 진행됐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BAT 기업

과 함께 징동(京东), 바이트 댄스(字节跳

动), 콰이셔우(快手), 씨트립(携程) 등 인터

넷 공룡 기업들이 2020년에도 활발한 인

수합병을 이어갔다.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결과 틱

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9건으로 가

장 많은 기업을 인수했다. 다음이 텐센트

(8건), 징동(6건), 알리바바(5건) 순이었다. 

 2020년 바이트댄스의 대표 SNS인 틱

톡(TIKTOK)이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를 받아 바이트 댄스는 국내에서 활발한 

인수 활동에 나섰다. 인수한 기업들을 보

면 기본적으로 교육과 콘텐츠 두 분야에 

집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바이커명의(百

科名医)라는 의료건강 서비스 기업을 6억 

위안에 인수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외에도 금

융, 기업 서비스, 광고 마케팅. 문화 오락 

등의 산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기업을 인수한 텐센트 역시 콘텐츠 

기업에 거액을 투자했다. 특히 중국의 유

명 검색 엔진인 서우거우(搜狗)를 21억 달

러에 달하는 금액에 인수한 것을 시작으

로 라이브 방송 플랫폼인 후야라이브(虎

牙直播)도 2억 6300만 달러에 인수해 콘

텐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5개 기업을 인수한 중국의 대표 IT 기

업인 알리바바는 2020년은 그야말로 ‘다사

다난’했다. 금융 자회사 앤트그룹의 상장이 

무기한 연기되고 당국의 강력한 반독점 조

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해 인

수합병 건수와 거래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다만 굵직굵직한 기업만을 인수하면서 ‘큰 

손’임을 과시했다. 특히 중국에 500개 매장

을 보유하고 있는 다룬파(大润发) 대형 할

인마트 운영 기업인 가오신소매(高鑫零售)

를 36억 달러에 인수했다. 또한 알리바바 

계열사인 아리건강이 텐마오의약을 인수

하며 텐마오 플랫폼의 온라인 의약품 사업

을 통합했다. 알리바바의 인수 대상은 대부

분이 ‘신소매’를 위한 것이었다. 

징동의 경우에는 물류, 금융, 전자상거

래 등 주로 자체적인 유통망 확충을 위한 

기업 위주로 인수합병을 진행해 코로나19 

속에서도 IT 공룡들의 사업 확충은 여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 기자 

京东, 최첨단 테크놀로지 그룹 설립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양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꼽히는 징동(京东)이 인공지

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최첨단 테크놀로지 그룹

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11일 IT 전문

매체 콰이커지(快科技)에 따르면, 징동그

룹은 클라우드와 AI 사업을 징동수커(京

东数科, JD Digits)와 통합하고 징동 테크

놀로지 자그룹을 정식 설립하겠다고 밝혔

다. 새로운 그룹사의 최고경영자로는 리야

윈(李娅云) 현 징동수커 CEO가 내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징동 테크놀로지그룹에

는 향후 1만여 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할 예

정이다. 이중 70% 이상이 연구 개발 전문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며 이 중에는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 펠로우에 선정된 과

학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동그룹은 앞서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

래, 서비스에 이어 세 번째 성장 동력으

로 기술을 지목한 바 있다. 징동테크놀로

지는 향후 징동 전반에 걸친 기술 서비스

에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징동 테크놀로지 그룹은 AI, 

데이터 기술, IoT, 블록체인 등 최첨단 기

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제품을 제작하거

나 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할 전망이다. 적

용 범위는 디지털 도시의 현대화 플랫폼 

구축, 금융 기관의 자산 관리 테크놀로지 

및 보험 테크놀로지, 기업 고객의 디지털 

마케팅 및 스마트 고객 솔루션 제공 등이

다. 이 모든 과정은 징동 클라우드 기술과 

AI 사업, JDD 기술 서비스를 통합한 클라

우드 베이스에서 이뤄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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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명 전문인력 배치 예정

바이트댄스·텐센트는 ‘콘텐츠’에, 

알리바바·징동은 유통망 확충에 주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