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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링크드인 서비스 개선, 채팅봇 도입 및 온라인 학습 서비스 제공 

◈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인 링크드인(LinkedIn)은 채팅봇의 도입과 새로운 온라인 학습 도구의 

제공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 강화 정책을 발표 

•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015년에 도입한 메시징 플랫폼에 로봇 기술을 통합하여 보다 스

마트한 메시징 경험을 구현하겠다는 전략 

• 학습지원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며, 2015 년에 인

수한 온라인 학습 서비스 ‘린다닷컴(Lynda.com)’

을 기반으로 링크드인의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결합한 온라인 학습도구 ‘링크드인 러닝(LinkedIn 

Learning)’을 제공할 예정 

• 링크드인 러닝은 회원이 갖추거나 보완해야 할 

능력을 판단하고 필요한 기술을 얻기 위해 전

문가에 의한 학습 과정을 제공하게 됨 

• 이 밖에 뉴스 피드를 통해 회원 별로 관련성이 높은 업계 뉴스 및 인기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개인화 서비스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며, 모바일 앱의 장점을 웹사이트 개편에 반영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침 

• 링크드인의 가입자 수는 2016년 6월 말 현재 전세계 4억 5,000만 명에 이르며, 2016년 6

월 마이크로소프트가 262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인수 절차는 연내 완료될 예정임 

◈ 링크드인의 채팅봇 도입 계획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수 결정 이후 나온 것이어서, 향후 

MS의 채팅봇 시장 전략과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채팅봇 시장은 구글, 페이스북에 앞서 MS 가 서비스를 시작한 분야로, 2016 년 3 월 영어 

채팅봇인 테이(Tay)를 선보인 바 있음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02-739-63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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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링크드인 러닝’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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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와 대화 중 학습한 인종 차별이나 폭력 표현을 채팅봇이 그대로 사용한 탓에 서비

스 개시 몇 시간 만에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MS는 영어 채팅봇 서비스 재

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음 

• MS 가 채팅봇 분야에서 의욕과 자신감 보이는 이유는 단지 경쟁자들에 앞서 서비스를 시

작했기 때문만은 아님 

• MS는 채팅봇 분야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채팅 기반 서비스, 인공지능, 소셜 그래프, 

인공지능을 위한 플랫폼, 개발자 네트워크”라는 5 가지 자산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이 5 가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인공지능 부문에서는 구글이, 소셜 그래프 부문에서는 

페이스북이 분명 MS 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지만, 5 가지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면 MS

가 오히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MS의 판단임 

• MS는 스카이프라는 메시징 플랫폼을 인수했고, 인공지능 연구는 20년 전부터 착수한 상

태이며, 소셜 그래프를 위해 비즈니스 SNS인 링크드인을 인수했고, 인공지능을 위한 플랫

폼으로 윈도와 탄탄한 개발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 모든 요소를 다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경쟁 우위가 된다는 주장은 폐쇄적 생태계의 논리

일 수도 있지만, 다소 의아한 M&A로 평가 받고 있는 스카이프와 링크드인의 인수 결정이 

채팅봇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MS는 심모원려를 가지고 있었던 셈 

• 링크드인이 선보일 채팅봇 서비스를 살펴 보면, MS가 지향하는 채팅봇 시장의 미래의 단

초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임 

(Fortune, 9. 22. & ITPro, 9.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