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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전기차 ‘Mi Car’ 상표권 신청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샤

오미가 전기차 브랜드 명칭 ‘미카(

米车, Mi car)’에 대한 상표권을 신

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신랑과

기(新浪科技)에 따르면, 샤오미 과

기유한공사는 지난달 1일 ‘미카’ 상

표권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상표권의 국제 분류는 운송수

단, 요식, 숙박, 금속재료 등 12종류

를 포함했다. 

샤오미는 미카 외에도 미치(米

汽), 샤오미 자동차(小米汽车), 샤오

미 차량제조(小米造车) 등의 상표권

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레이쥔(雷军) 샤오미 회장

은 샤오미 전기차의 구체적인 브

랜드 명칭을 묻는 질문에서 “차

를 제조하는 주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들여 곰곰

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답

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샤오미의 상표

권 신청으로 사실상 샤오미 자동

차의 브랜드 명칭이 미카로 낙점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한편, 레이쥔 회장은 지난 6일 

샤오미의 첫 번째 자동차는 고객

의 의향에 따라 승용차 또는 SUV

가 될 것이며 가격대는 10만~30만 

위안 사이일 것이라고 공식 밝힌 

바 있다. 당시 샤오미 자동차 내부

에 탑재되는 설비 3분의 2는 샤오

미 제품이 사용될 것이라고 레이

쥔 회장은 강조했다. 

유재희 기자

화웨이 자율주행차
상하이 모터쇼로 데뷔

중국 IT 기업들이 자동차 시장

에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는 가운

데 화웨이(华为)가 개발에 참여한 

자율주행차량이 4월 상하이 모토

쇼에서 공개된다. 

12일 열린 제18회 화웨이 글로

벌 애널리스트 서밋에서 화웨이 

쉬즈쥔(徐直军)회장이 “화웨이 기

술을 탑재한 스마트카가 3개 브랜

드를 통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이미 샤오미(小米)가 자동차

를 생산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업

계에서도 화웨이도 직접 자동차

를 생산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쉬 

회장은 이를 또 한번 부인했다. 

쉬 회장은 화웨이의 스마트카 

사업의 최종 목표는 “무인 자동차

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며 만약 성

공할 경우 10년 안에 업계 판도를 

뒤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서 화웨이 시스템을 탑재한 스마

트카가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일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

을 더했다. 

쉬 회장은 또 “화웨이는 스마트

카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며 “올해 자동차 부품 개발에만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

며 직접 생산보다는 기존의 자동

차 제조사와 협업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화웨이는 이를‘huaweiinside’ 협

업이라 칭하며 자동차 제조사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이미 화웨이 스마트카 기

술력은 시내 주행 1000km까지 사

람의 관여없이 자율 주행이 가능

하다고 말하며 이미 “테슬라보다 

더 낫다”고 기술력을 자신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미 3개 자동차 기업과 협업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치 신에

너지(北汽新能源)과는 ‘ARCFOX’

브랜드를 출시할 예정이며 창안자

동차(长安)과 광치(广汽)와도 스마

트 카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티몰 입점 문턱 낮추고 각종 비용 취소
시내 1000km까지 자율 주행 가능

“올해 자동차 부품개발에 10억 달러 투자”

자동차价 10~30만元 예상

고개 숙인 ‘알리바바’
반독점 위반 인정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알리바바 그룹이 중국 당국의 규

제에 고개를 숙였다. 로이터통

신은 12일 장용(张勇) 알리바바 

CEO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가맹점의 진입 장벽과 비즈니스 

비용을 낮추고, 앞서 본 그룹에 대

한 반독점 조사에서 시장의 지배

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사실을 인

정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그룹

에 182억 2800만 위안(3조 1124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는 2019년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기록한 매출액 4557억1200만 위

안의 4%에 해당하는 수치로 중

국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부

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

액이라고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다

수의 매체는 전했다. 

당국은 조사 결과 알리바바 그

룹은 중국 내 온라인 도매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왔다고 전했다. 즉 플랫폼 

내 상점에 '둘 중 하나를 선택(二

选一)'하도록 요구하며, 기타 경쟁

력 있는 플랫폼에 매장을 오픈 하

거나 이벤트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내 온라인 도매서비

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며, 상품 

서비스 및 자원의 자유로운 유통

을 방해, 혁신적인 경제 발전을 저

해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이익

을 훼손해 반독점법에 위배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일 국가시장감독

관리총국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

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알리바

바가 신속한 후속 조치를 내놓았

다. 알리바바 산하 온라인 쇼핑

몰 티몰(天猫)은 입점 업체의 진

입 문턱을 낮추고, 판매상의 비용

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 예정이다. 

전상보(电商报)를 비롯한 중국 

현지 언론은 13일 티몰에 입점하

는 업체의 자격 심사를 간소화해 

7개월의 시범 운영 능력을 통과하

면 정식 티몰 가맹점이 될 수 있다

고 전했다. 

소개에 따르면, 새 가맹점은 온

라인 개장 후 30일, 90일, 150일 

및 210일의 4단계 테스트를 거쳐 

소비자의 종합 서비스 능력을 평

가하게 된다. 평가 내용에는 1) 점

포 운영 거래액, 2) 상품 체험, 3) 

물류체험, 4) 판매 후 체험, 5) 컨설

팅 체험, 6) 분쟁 및 불만 접수 체

험의 6개 요소로 구성된다. 

티몰은 우선 미용, 뷰티 케어, 

가정용 청소 용구, 유아용품의 4

개 업종에서 시범 운영하며, 구체

적으로 피부관리, 에센셜 오일, 화

장품, 향수, 미용 도구, 애완용 사

료 및 용품, 장난감, 유아복, 문구

류 등이 포함된다. 이외 티몰과 타

오바오는 다방면으로 입점 업체

의 영업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모

색 중이다. 

신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