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9.

인쇄 : 네이버 뉴스

중국 “기술 수출 허가 받으라” 틱톡 美사업 매각 급
제동
기사입력 2020-08-31 09:29 최종수정 2020-08-31 09:37

바이트댄스 "상무부 발표 주목…엄격히 준수"
中상무부, 수출 제한 기술 목록 수정해 발표
틱톡 美기업에 매각하려면 인허가 절차 밟아야

(사진=AFP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에 급제동이 걸렸다.
중국 정부가 ‘기술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틱톡은 미국의 압박 속에 사업권 일부를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바이트댄스 “중국 기준 엄격히 준수해 수출 관련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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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전날 늦은 밤 성명을 내고 “회
사는 28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함께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발표한 것에 주목하
고 있다”며 “앞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와 ‘중국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엄격하
게 준수해 기술 수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8일 저녁 전격적으로 수출에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발표했다. 지난 2008년 수정안이 나온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목록 가운데 정보처리
기술 분야에는 음성·문자 인식 처리, 사용자에 맞춘 콘텐츠 추천, 빅데이터 수집 등 인공지능(AI) 분
야 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수출 규제의 새로운 목록을 발표한 것은 틱톡 매각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왔다. 바이트댄스가 새 규정을 따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 한
셈이다.
추이판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중국 매체 관찰자망과 인터뷰에서 “AI 등 분야에서 여러가지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트댄스가 관련 기술을 수출할 계획이라면 인허가 신청 절차를 밟
아야 한다”며 “바이트댄스는 조정된 목록을 면밀히 연구해 관련 거래를 중단할 실질적인 협상이 필
요한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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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매각 임박했었는데…“인허가 신청 절차 밟아야”
블룸버그 통신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새 규정은 노골적인 금지는 아니더라도 매각 지연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매각 일정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추측
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가 미국 기업들과의 틱톡 매각 협상을 진행하는 데 급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바이트댄스가 내달 15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실상 바이트댄스에 틱톡 미국 사업부문
강매를 지시한 것이다.
틱톡 인수전 협상은 타결이 임박한 분위기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월마트 컨소시엄과 오라클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제동을 거는 조처에 나서면서 양국이 틱톡 매각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게
됐다. 오는 15일 미국 정부가 예고대로 미국 내 틱톡 운영을 금지할지 매각 협상 일정을 지연하게
허용할지 주목된다.
CNBC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틱톡 미국 사업 부문을 200억~300억달러(약 23조
7000억~35조5000억원)에 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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