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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다음의 혁신 분야로 스포츠 업계를 선택

◾ 중국 IT 업계의 큰손 알리바바 그룹은 불과 3년 전인 2015년에 스포츠 사업에 진입했지만, 

이미 15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스포츠를 주력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스포츠 비즈니스 산업에서 알리바바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을 가리는 국제축구연맹 클럽월드컵(FCWC)의 2015년 대회였음

▸ 2005년부터 이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왔던 토요타 자동차를 대신하여 2015

년부터 2022년까지 8번의 대회를 알리바

바가 후원한다고 발표한 것

▸ 2017년 1월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와 TOP(The Olympic Program)라는 월

드와이드 스폰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임

▸ 2018년 11월에는 유럽축구연맹(UEFA)과 

8년 간 후원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로써 

2020년 및 2024년 유럽선수권대회 등을 알리바바가 후원하게 되었음

▸ 후원은 실제 스포츠에만 그치지 않았는데, 알리바바의 스포츠 사업부문인 ‘알리스포츠

(Alisports)’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음

◾ 알리바바가 스포츠 비즈니스에 투자 및 제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미래 전략으로 

알려진 “Happiness and Health(행복과 건강)”, 소위 “더블-H(Double-H)” 전략에 따른 것

▸ 알리바바는 2014년에 향후 10~20년 동안 기업의 발전과 중국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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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알리바바의 올림픽 월드와이드 파트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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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에 대해 내부 논의를 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더블-H 전략임

▸ 당시 중국에서도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며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일상 활동 중 확실하게 일정 시간을 ‘점유하는’ 스포츠

가 자연스럽게 전략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함

▸ 전략 수립 후 알리바바는 2015년 9월에 사업을 전담할 알리스포츠를 출범시키고, 국제축구연

맹(FIFA)과 채 3개월도 안 되는 단기 협상을 통해 클럽월드컵의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었음

◾ 알리스포츠는 단순히 기업의 로고를 스포츠 이벤트에 노출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으며, 알리바

바가 쇼핑에 혁신을 가져온 것처럼 스포츠에서 새로운 경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5년에 알리바바가 클럽월드컵의 타이틀 스폰서를 따낼 당시 항간에는 알리바바가 맨체스

터 유나이티드 인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FIFA와 함께 아직 발전 여지가 많은 중국 축구 

시장 확대에 나설 것이란 루머가 돌기도 했음

▸ 그러나 알리바바는 올림픽과 클럽월드컵을 시작으로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는 것은 

물론 콘텐츠의 사용권을 획득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 목표

는 알리바바가 가진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포츠계에서도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라 밝혔음

▸ 가령, 알리바바는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유통, 소위 OTT(over the top)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스포츠 콘텐츠를 무기로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함

▸ 알리스포츠는 2017년 8월에 “스포츠 뱅크

(Sports Bank)”를 설립했는데, 이는 일반 은행

이 아니라 “칼로리 커런시(Calorie Currency)”

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이용자의 운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임

▸ 예를 들어, 서비스와 연동이 되는 만보기 등을 

몸에 부착하고 걷거나 조깅을 하면 2만 걸음

당 200포인트를 받을 수 있음

▸ 이렇게 운동으로 모은 포인트는 알리바바의 전

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나 이 서비스의 쇼

핑몰인 “칼로리 커런시 몰”, 알리스포츠가 운영하는 스포츠 관련 서비스 및 헬스클럽, 혹은 

제휴가 되어 있는 실제 스포츠용품 숍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음

<자료> Sports Innovation Summit

[그림 2] 알리스포츠의 “스포츠 뱅크” 서비스



최신ICT이슈

정보통신기획평가원 33 

▸ 알리스포츠는 앞으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거나 농구 시합, 수영 등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대해 포인트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함

◾ 이를 통해, 알리스포츠는 칼로리 커런시 계좌를 개설한 사용자의 운동 상황이나 포인트 소비 

행동 등의 데이터를 획득함으로써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는 계획

▸ 가령, 앞으로는 농구 경기의 티켓이 팔리지 않고 남게 되는 경우 칼로리 커런시 사용자들 

중 농구를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스포츠 뱅크는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이미 6,000만 개의 계좌를 개설했다고 함

▸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 기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리스포츠는 칼로리 

커런시를 알리바바 스포츠 비즈니스의 ‘피(혈액)’라고 표현하고 있음

▸ 한편, 알리스포츠는 2018년 10월부터 상하이에서 매주 금요일에 “스포츠 프라이데이(Sports 

Friday)”라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음

▸ 평소 운동습관이 없는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로, 여기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보통보

다 2배 제공함으로써 “금요일에는 운동을 한다”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 캠페

인에는 중국 정부도 적극 후원하며 동참하

고 있음

▸ 알리바바는 현재 건축설계 업체인 파퓰러

스와 함께 15억 2,000달러를 들여 기존 

스타디움을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 스타

디움으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

고 있기도 함

▸ 2014년 10월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중국 스포츠 산업의 시장규모를 5조 위안

(한화 약 820조 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2016년 말 현재 중국 

스포츠 산업의 시장규모는 1.5조 위안(약 25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목표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2022년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국제 이벤트가 열리고, 알리바바를 필두로 여러 대기업들이 스포츠 비즈니스에 주력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면 결코 불가능한 목표 수치는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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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타디움 스마트화를 추진 중인 알리바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