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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의 DAMO 아카데미 설립과 혁신의 가능성

그림 2 : 알리바바 DAMO 아카데미 설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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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의 플랫폼과 서비스

알리바바의 이 같은 놀라운 성장은 소비자와 공급
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플랫폼 개발과 새로운

창업자 마윈이 ‘천하에 하기 어려운 비즈니스를

서비스 도입·융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알리바바

없애겠다’는 일념으로 설립한 알리바바(Alibaba)

플랫폼은 크게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모바일 플랫폼,

는 2003년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를 통해 폭발적

물류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으로 성장했고, 2016년 기준 1년 거래량이 eBay와

있다. 전자 상거래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타오바

Amazon을 능가하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 티엔마오, 알리 익스프레스, T-mall 등이 있으

으로 거듭났다.

며, 모바일 플랫폼으로는 알리페이, 물류 플랫폼으

그림 1 : 알리바바 생태계

자료 : http://news.sina.com.cn/c/2017-10-11/doc-ifymuukv1663739.shtml

로는 차이냐오 네트워크,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으

개)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와 교육, 식당, 건강, 미

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있다. 이 네 개의 플랫폼

디어 등 서비스업 전반에 분포해 있다.

과 함께 알리바바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런
칭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2004년 온라인·모

알리바바의 DAMO 아카데미

바일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시작으로 온라인 자

자료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77552/000119312514306647/d709111df1a.htm, 백서인 김단비(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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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관리(위어바오), O2O 등으로 사업영역을 꾸준히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한 알리바바는 창업

확대해 오고 있다. 알리바바 자회사 앤트 파이낸셜

학교 설립에 이어 최근 연구기관인 DAMO 아카데

은 중국에서 4억 명 이상의 고객 보유하고 있으며,

미의 설립을 밝혔다. DAMO는 영문으로 Discover,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도 계산 및 대출 서비스를

Adventure, Momentum, Outlook의 4개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요쿠(Youku), 투도우

의미하며, 한자로는 무림최고수들의 최고의 무술을

(Tudou) 등 중국 최대 비디오 스트리밍 회사를 인수

연마하기 위해 수련하는 달마원(達摩院)을 의미한

하여 엔터테인먼트 영역에도 진출했다.

다. 그 이름에 걸맞게 DAMO 아카데미는 과학 분야

알리페이의 제공 기능 또한 2011년 13개에서 2017

미지영역에 대한 프런티어(Frontier) 연구를 수행하

년 90개로 확대되었으며, 금융(35개), 교통 운수(10

고 인류의 발전을 원동력으로 삼는 연구조직으로 거

개), 소셜 서비스(8개), 쇼핑(6개), 커뮤니케이션(5

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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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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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설립 초반 거대한 중국의 내

인 지원을 얻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허술한 법체계

수시장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이룬 모습

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적재

은 전형적인 중국형 성장과 매우 닮아 있지만, 최근

산권에 대한 낮은 인식, 투자금이나 지식의 국외 유

들어 보여주는 파격적인 행보는 미국이나 유럽의 IT

출에 대해 민감한 중국 정부의 정책 역시 큰 저해요

기업과 흡사하다. 과거 중국기업들은 주로 모방과

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민간기업과 대학

추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 중국의 IT

이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공룡들이 전자 상거래, 온라인 결제, 공유경제 등 분

유연하고 자유로운 속성이 강하지만, 경직된 기업문

야에서 보이는 혁신은 역으로 세계를 리드하고 있

화나 사회 시스템은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다. 예를 들어 바이두가 발표한 아폴로 계획, 알리바

있다. 과거 바이두에 초빙되었다 떠난 인공지능 대

바가 설립한 DAMO 아카데미 등은 미국이 인류 최

가 앤드류 응이나, 칭화대학 교수로 부임했다 다시

초로 달에 착륙한 것처럼 인류 최초의 도전과 혁신

미국으로 돌아간 생명공학 석학 위옌닝 교수 등이

을 중국기업들이 직접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월 20일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에 방문한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왼쪽 두 번째)과 저자(왼쪽 세 번째).
자료 : 저자 제공

뛰어난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이 중요하고,

중국이 모방과 추격을 넘어 선도적인 혁신을 이루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생겨나고 공유

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중국의 정부, 기업,

는 것이 사실이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중국의 정치

교육기관, 사회 시스템이 세계적인 혁신을 만들어내

체제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정부

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 그리고 표면적인 행동보

주도형으로 확산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다 새로운 시각과 실패,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되고

알리바바와 같은 민간기업 주도의 연구기관 및 교육

생성될 수 있는 시스템적 개선이 핵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3년간 150억 달러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

으며, 3000명의 R&D 인력 중 500명은 박사 학위자

기관 설립 역시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선도적인

할 예정인 DAMO 아카데미는 아시아 DAMO 아카

이고, 이중 대다수는 세계 저명대학의 인공지능 및

연구를 수행하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데미, 미주 DAMO 아카데미, 유럽 DAMO 아카데

빅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과제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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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혁신의 성공 가능성

되었다. 알리바바는 현재 13개의 지역에서 99개 이
상의 대학과 230개 이상의 R&D 팀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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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의 혁신은 다른 중국 기업과 닮은 듯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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