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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교수 소개

김문수 (aSSIST-CKGSB EMBA, 크립토MBA 주임교수)

김문수 교수는 토큰 이코노미 설계의 전략적 패턴, 토큰 상태방정식, 토큰 Dynamics 
등 토큰 경제학의 주요 모델을 창시하고 이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대기업, 상장사, 스
타트업, 비정부기구 등 20여 곳의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하고 자문하며 블록체인의 사
회화와 산업 현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
· 토큰 이코노미 설계의 전략적 패턴/ 토큰 기반 마케팅 전략과 토큰 가치 확보 전략
· 토큰 상태 방정식과 토큰 Dynamics/ 블록체인 Data의 실증적 분석
· 토큰 이코노미 구조 분석
· 딥러닝 메커니즘과 인공지능 경영 전략

산업 경력
· BeCrypto Founder & CEO/ 이투스 Founder & CEO/ 스마투스 Founder & CEO
· 딜로이트 선정 2004 한국 고속성장기업 8위/ 에디슨 재단 선정 글로벌 혁신기업 수
상 후보

학력
· 서울대 공과대학 응용화학부/ 중국 CKGSB EMBA/ aSSIST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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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교수 담당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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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최초의 크립토 MBA 입니다.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

미의 학술적 배경과 최신 지식을 기술적 관점/ 화폐경제학적 관점

/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디지털 크립토 전략

가 양성과정입니다.

크립토MBA

중국 최고의 명문 경영대학원인 CKGSB(장강상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Dual Degree EMBA 입니다. 중국 Top 10 도시를 탐방

하며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디디추싱, DJI, BYD 등 중국 최고

의 기업들을 방문하고 중국 전역의 CKGSB 동문들과 교류하는

Top-tier EMBA 과정입니다.

CKGSB EMBA

aSSIST 경영대학원



크립토MBA https://www.cryptomb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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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ryptomba.io/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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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상학원 Top-tier EMBA https://www.assist-ckgs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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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교수 담당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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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임원들을 위한 국내 최초의 디지털 경영교육 플랫폼입니다. 

月刊 CEO 최신화과정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토큰 이코

노미 전략 등 최신 디지털 경영 교육을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 캠퍼스

기업의 CEO, 임원들께 최신 Digital 기술 트렌드와 전략을 압축적

으로 전달해드리는 과정입니다. AI, 딥러닝, 블록체인, 토큰 이코

노미 등 최신 기술 현황과 경영전략을 매월 최신 강의록으로 압축

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月刊
CEO Digital 
최신화과정

aSSIST 경영대학원



CEO, 임원 디지털 교육 플랫폼 https://mechcamp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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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chcampus.kr/

aSSIST 경영대학원

https://mechcamp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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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에게 최신 지식의 중요성

“가진 것은 지혜와 학습과 노력 뿐,
자신의 비즈니스 분야가 현재를 넘어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최신 지식이 필수적이다＂

- 리카싱 회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2018/08/09/2018080903828.html

리카싱 회장
▪ 홍콩 청쿵그룹
▪ 리카싱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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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신화과정 커리큘럼

2019년
1월

(16일)
2월

(20일)
3월

(20일)
4월

(18일)
5월

(15일)
6월

(19일)

주제
게임이론과

토큰
이코노미

메커니즘
디자인과

토큰
이코노미

Digital
Trans-

formation
실행 패턴

SD 기반
Token

Design전략
(기본)

토큰의
마케팅 효과

(심화)

텐센트&
화웨이

7월
(17일)

8월
(21일)

9월
(18일)

10월
(16일)

11월
(20일)

12월
(18일)

주제
비트코인

vs
리브라

중국
디지털 화폐

전략

AI의
실체와

응용전략

美-中
전자상거래

대전

알고리즘
트레이딩

크립토
경영전략

일부 과목은 산업변화 속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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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최신화과정 강의를 만드는 이유

최신
지식

함께
학습

빠른
실천

경영학의
패러다임
변화 기여

10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강의 방식

인물
(CEO,

사상가)

최신
기업 동향

최신
기술 원리

최신화된
경영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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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최신화과정 강의 주제 선택의 기준

임팩트

난이도

최신 기술

✓산업에 임팩트를 주고 있는가?
✓즉, 새로운 방법으로 성장하는 최신 기업이 있는가?
✓그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는 최신 투자 패턴이 있는가?

✓최신 기술 메커니즘으로 인한 임팩트인가?
✓CEO가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인가?

✓강의로 다루어 볼만한 난이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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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복습 동영상 강의 제공 https://mechcamp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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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chcampus.kr/

aSSIST 경영대학원

https://mechcampus.kr/
http://mechcampus.kr/


지난 강의록 다운받는 곳 https://www.moonsooki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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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의의 요약

16

• AI의 실체 (개념 구조와 유형별 특징 파악)

• AI가 잘 작동하는 경우와 상황별 응용전략

• AI가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강의 순서

1. AI의 흥미로운 사례

2. 올바른 관점과 학습의 중요성

3.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패턴

4. 머신 러닝의 개념

5. 딥러닝 기반 흥미로운 사례

6. 딥러닝의 탄생과 유형별 알고리즘

7. 상황별 AI 응용전략

8. AI가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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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9

AI의 흥미로운 사례

aSSIST 경영대학원



이 사진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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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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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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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사람 얼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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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패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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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패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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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Novel 기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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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작곡한 음악 1시간 연속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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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VA 기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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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iva.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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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VA 기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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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VA 기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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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VA 기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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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VA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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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VA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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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VA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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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VA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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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VA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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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VA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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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39

AI, 올바른 관점의 중요성

aSSIST 경영대학원



여러분은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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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요연 중구난방VS



인간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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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무계획VS



인간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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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비체계적VS



인간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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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지휘 자율근무VS



Dynamics 로봇은 어떤 원리에 가까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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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n3Pe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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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현실에 시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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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과학적인가?



경영 현실에 시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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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합리적인가?



경영 현실에 시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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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합리적인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48

AI, 올바른 학습의 중요성

aSSIST 경영대학원



AI, 올바른 학습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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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신의
위험

오해의
위험

OR

Dogma Myth



AI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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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흐름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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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이란 :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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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러닝

aSSIST 경영대학원



아래 그림을 해석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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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martinsights.com/managing-digital-marketing/marke
ting-innovation/15-app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marketing/

휴면
고객

우유부단 고객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smartinsights.com/managing-digital-marketing/marketing-innovation/15-app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marketing/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필수 개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4

데이터 분석
기초 개념

머신 러닝 딥러닝

aSSIST 경영대학원



강의 순서

1. AI의 흥미로운 사례

2. 올바른 관점과 학습의 중요성

3.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패턴

4. 머신 러닝의 개념

5. 딥러닝 기반 흥미로운 사례

6. 딥러닝의 탄생과 유형별 알고리즘

7. 상황별 AI 응용전략

8. AI가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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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필수 개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6

데이터 분석
기초 개념

머신 러닝 딥러닝

aSSIST 경영대학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7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패턴

aSSIST 경영대학원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패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8

데이터 분석

Classification

패턴찾기
분류하여
예측하기

유형별
나누기

과거에서
미래예측

Clustering ForecastingPattern Discovery

aSSIST 경영대학원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패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9

데이터 분석

Classification

패턴찾기
분류하여
예측하기

유형별
나누기

과거에서
미래예측

Clustering ForecastingPattern Discovery

aSSIST 경영대학원



패턴찾기 – 연관성 규칙 ( Apriori 알고리즘 )

60

상황

거래 그 동안 판매된 색상

1 빨간색 하얀색 초록색

2 하얀색 오렌지색

3 하얀색 파란색

4 빨간색 하얀색 오렌지색

5 빨간색 파란색

6 하얀색 파란색

7 하얀색 오렌지색

8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초록색

9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10 노란색

✓ 당신은 인터넷 쇼핑몰 CEO 이다. 

티셔츠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패턴을 찾

아보자.

상황

✓ A를 구매하면 B도 구매하는 규칙을 찾아내기 (IF -> THEN 패턴)

✓ 장바구니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내는 것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패턴찾기 – 연관성 규칙 ( Apriori 알고리즘 )

61

원리
거래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오렌지색 초록색 노란색

1 1 1 0 0 1 0

2 0 1 0 1 0 0

3 0 1 1 0 0 0

4 1 1 0 1 0 0

5 1 0 1 0 0 0

6 0 1 1 0 0 0

7 1 0 1 0 0 0

8 1 1 1 0 1 0

9 1 1 1 0 0 0

10 0 0 0 0 0 1

✓ 구매내역을 행

렬표로 정리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패턴찾기 – 연관성 규칙 ( Apriori 알고리즘 )

62

원리
항목집합 지지도(계수)

{빨간색} 6

{하얀색} 7

{파란색} 6

{오렌지색} 2

{초록색} 2

{빨간색,하얀색} 4

{빨간색,파란색} 4

{빨간색,초록색} 2

{하얀색,파란색} 4

{하얀색,오렌지색} 2

{하얀색,초록색} 2

{빨간색,하얀색,파란색} 2

{빨간색,하얀색,초록색} 2

✓ 구매내역에서

구매패턴을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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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찾기 – 연관성 규칙 ( Apriori 알고리즘 )

63

규칙
생성

✓ 가능한 모든 경우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조합만을 선별 (Frequent item Set)

✓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된 최소 지지도를 -> 초과하는 지지도의 세트를 찾아

내기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64

실제 예시 : Apriori 알고리즘 in R

규칙
생성

✓ 아이템이 1개인 경우에서 출발하여 두 개, 세 개, 모든 크기의 아이템까지 반

복 생성하는 알고리즘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패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65

데이터 분석

Classification

패턴찾기
분류하여
예측하기

유형별
나누기

과거에서
미래예측

Clustering ForecastingPattern Discovery

aSSIST 경영대학원



분류하여 예측하기 : 판별분석 알고리즘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66

핵심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여 그 사람의 집단을 예측하는 것

예시 ✓정치인의 당선/낙선 판별

✓마케팅에서 신제품의 성공/실패 판별

✓은행에서 대출 가능/대출 불가 판별

✓기업에서 승진/비승진 대상자 판별

대표
방식

✓피셔의 선형 분류 함수 : 각 관측치에 대하여 클래스별 분류

함수 값을 계산하고 가장 큰 점수를 주는 클래스에 관측치

를 할당하는 방식

aSSIST 경영대학원



판별분석 실제 예시 in SPSS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67

상황 ✓당신은 여행사의 CEO이다. 30가구 가족들의 지난 해 여행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확보한 데이터에는 이들의 연소득/여행에 대한 태도/가족여

행의 중요성/가족규모/가장의 나이가 들어있다.

✓각 가구들이 여행을 떠났을 지 예측해 보자.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일까?

aSSIST 경영대학원



판별분석 실제 예시 in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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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분석 실제 예시 in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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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분석 실제 예시 in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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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여 예측하기 : k-NN 근접이웃 알고리즘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71

상황 ✓초록색 점을 파란색으로 분류해야 할까, 빨간색으로 분류해

야 할까? ( 신규 정치 지망생을 여당으로 분류해야 할까, 야

당으로 분류해야 할까? )

aSSIST 경영대학원



분류하여 예측하기 : k-NN 근접이웃 알고리즘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72

파란색 파 빨간색 파

✓ 파란색입니다.
✓ 가까운 거리에 파

란점이 많기 때문
입니다.

✓ 빨간색입니다.
✓ 빨간점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量) 근(近)

aSSIST 경영대학원



분류하여 예측하기 : k-NN 근접이웃 알고리즘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73

원리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거리 측정

✓K를 조절하여 가까운 이웃의 수를 늘려가며 다수결 판단

aSSIST 경영대학원



분류하여 예측하기 : k-NN 근접이웃 알고리즘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74

사례

✓ 이번에 출시하는 신제품은

과연 시장에서 어느 포지션

에 있는가?

✓ 기존 제품 지도에 Mapping

aSSIST 경영대학원



1. 판도라는 노래가 0에서 5사이의 스케일로 측정될 수 있도록 수백 가지 변수들을 설정 한다. 
판도라가 설정한 첫 번째 네 변수는 다음과 같다. 

• 액시드 록의 품질(Acid Rock Qualities)
• 아코디언 연주(Accordion Playing)
• 어쿠스틱 레트릭 반향(Acoustic-Lectric Sonority)
• 어쿠스틱 합성 반향(Acoustic-Synthetic Sonority)

k-NN 적용 사례 : 판도라 음악 서비스

소개 ✓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음악 서비스

✓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음악가로 일하던 Tim Westergren의 아이디

어로 출발

✓ 사용자들이 직접 방송국을 만들고 그들이 지정한 음악이나 음악

가들과 비슷한 노래들을 틀어주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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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도라는 수만 개의 노래들을 분석하기 위해 음악가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각 노래들을 이러한
속성에 따라 평가한다. 각 노래는 0에서 5사이의 값을 갖는 행 벡터로 표현되는데, 레드 제플린
(Led Zeppelin)의 ‘캐쉬미르(Kashmir)’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Kaschmir 4/0/3/3…(엑시드 록 속성에 대해서는 점수가 높으며, 아코디언 연주는 없다 등등)

3. 온라인 사용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지정한다.
(노래는 반드시 판도라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도록 한정).

k-NN 적용 사례 : 판도라 음악 서비스

4. 사용자가 지정한 노래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노래들 간의 통계적 거리를 계산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노래와 가장 가까운 노래를 선택하고 틀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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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는 “이 노래가 좋다”라든가 “이 노래가 싫다“, 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다.

6. 만약 “좋다”가 선택되면 원래의 노래와 새로운 노래가 합쳐져서 하나의 “두 노래 군집”이 된다.
군집은 하나의 벡터로 표현되는데, 벡터의 값은 원래 두 노래 벡터들의 변수들의 평균값으로
이루어진다.

7. 만약 “싫다”가 선택되면 그 노래의 벡터는 나중에 참조하기 위해 저장된다(이 예제에서는, 사용
자가 노래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노래는 앞으로의 비교에 사용되지 않는다).

8. 판도라는 새로운 노래에 대항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데 “좋다의 군집과는 통계적 거리가
가깝지만 “싫다“의 군집과는 거리가 먼 노래를 찾는다. 새로운 노래는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
“좋다”또는 “싫다”의 군집에 추가된다.

“판도라와 음악 유전체 프로젝트“(2006.9 Scientific Computing[23(10):14, 40~41에서)

k-NN 적용 사례 : 판도라 음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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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패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78

데이터 분석

Classification

패턴찾기
분류하여
예측하기

유형별
나누기

과거에서
미래예측

Clustering ForecastingPattern Discovery

aSSIST 경영대학원



유형별 나누기 :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79

핵심 ✓거리를 재서 대중을 유사한 대상끼리 Grouping하는 기법

예시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를 유형별로 세분화한다.

✓라면 브랜드들에 대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유사브

랜드들끼리 Grouping하여, 브랜드들의 직접 경쟁관계를 찾

아낸다.

대표
방식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

✓군집의 수를 인위적으로 지정하지 않음(비계층적 군집화)

aSSIST 경영대학원



유형별 나누기 :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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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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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평균 군집화 실제 예시 in SPSS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81

상황 ✓당신은 신용카드 회사의 신임 CEO이다. 

✓첫 회의를 통해 고객들의 계획구매성/광고의존성/충동구매

성/유명상품선호도/신용카드 사용지수/알뜰구매성에 따라

고객을 Grouping 하고자 한다.

aSSIST 경영대학원



k-평균 군집화 실제 예시 in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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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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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평균 군집화 실제 예시 in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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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aSSIST 경영대학원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패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84

데이터 분석

Classification

패턴찾기
분류하여
예측하기

유형별
나누기

과거에서
미래예측

Clustering ForecastingPattern Discovery

aSSIST 경영대학원



과거에서 미래예측- 시계열 예측 ARIMA

핵심 ✓ 과거의 자기 모습과 현재의 자기 모습의 상관관계를 측정

✓ ‘자기 상관’정도를 계산하여 모델링

원리 ✓ 처음에는 바로 직전 자기 모습과 비교

✓ 갈 수록 먼 과거까지 소급하여 비교

모델링 ✓ 과거 모습을 가지고 현재를 예측하는 선형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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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서 미래예측- 시계열 예측 ARIMA

상황

✓ 24개월간 열차 승객 수를

바탕으로 미래 승객 수 예측

원리

✓ 1개월 씩 지연된 과

거 데이터를 만들어

자기 상관관계 탐색

✓ 한 달 전의 내 모

습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

✓ 두 달 전은 어떨까?

✓ 세 달 전은 어떨까?

✓ 6개월 전은 어떨까?

✓ 1년 전은 어떨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86aSSIST 경영대학원



✓ 지연이 1보다 클 때의 강한 자기상관(양/음)
- 데이터의 주기적인 패턴을 의미
- 월별로 구성된 시계열에서 12-지연일 때 강한 양
의 자기상관관계가 존재 한다면 이는 1년을 주기
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됨
- 매년 같은 달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양의 상관관
계를 갖고 있음

✓ 1-지연 양의 자기상관
- 연속적인 값들이 전반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지
니고 있음을 의미
- 강한 선형 추세가 존재할 때, 1-지연 양의 자기상
관이 강하게 나타남

✓ 1-지연 음의 자기상관
- 시계열의 변동이 심하다는 뜻
- 어떤 기간이 큰 값을 가지면, 다음 기간은 작은
값을 가지고, 반대로 작은 값을 가지면 다음 기간
에 큰 값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

24개월간 열차 승객 수 데이터의
지연된 1-12개월까지의 자기상관관계 그래프

과거에서 미래예측- 시계열 예측 ARIMA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87aSSIST 경영대학원



과거에서 미래예측- 시계열 예측 ARIMA

결과 오차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88aSSIST 경영대학원



강의 순서

1. AI의 흥미로운 사례

2. 올바른 관점과 학습의 중요성

3.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패턴

4. 머신 러닝의 개념

5. 딥러닝 기반 흥미로운 사례

6. 딥러닝의 탄생과 유형별 알고리즘

7. 상황별 AI 응용전략

8. AI가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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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필수 개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0

데이터 분석
기초 개념

머신 러닝 딥러닝

aSSIST 경영대학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1

머신 러닝의 개념

aSSIST 경영대학원



생각해 볼 문제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2

✓일반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의 차이
는 무엇일까요?

aSSIST 경영대학원



컴퓨터 사용법의 변화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3aSSIST 경영대학원

업무지시
스스로
해결

VS

전통적 프로그래밍 머신러닝(기계학습)



기계학습(머신러닝) 이란?

VS

머신러닝이란,

정답을 가르쳐 준 초기 학습집합(training set)을 이용하여, 

나머지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과정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4aSSIST 경영대학원



학습이란 – 이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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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란 – 이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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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란 – 이것은 무엇일까요?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7aSSIST 경영대학원



학습이란 –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8aSSIST 경영대학원



학습이란 –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9aSSIST 경영대학원



학습이란 –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00

✓코코넛크랩, 단맛이 나는 게
✓오류가 발생하면 재학습

aSSIST 경영대학원



학습이란?

✓학습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통해 일반화(generalization)를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접하더라도 예측(prediction)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01aSSIST 경영대학원



머신러닝 구조의 이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02aSSIST 경영대학원



머신러닝의 유형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자율학습
(Un-supervised Learning)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초기에 정답을 알려 줌 아무 정보도 주지 않음 맞으면 보상하고

틀리면 채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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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머신러닝 사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04aSSIST 경영대학원



하늘에 드론을 띄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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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띄워야 할까?

위성 사진 15억(1,500,000,000) 장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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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샘플로 먼저 학습시킴

건물 위치 아는 인도 샘플
8천 장으로 기계학습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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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인구 밀도 덧칠하기

가나

스리랑카

빨간색 : 인구 밀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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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드론을 촘촘히 띄울만큼 정확해짐

콜럼비아 대학 자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09aSSIST 경영대학원



머신러닝 메커니즘 – 과적합(Overfitting)

철학
✓ 過猶不及(과유불급)

✓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 샘플(학습)데이터를 과도하게 분석해서 정작 모집단(예측)이 부정확한 상황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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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메커니즘 – 과적합(Overfitting)

선택
✓ ‘오캄의 면도날’ 방법

✓ 14세기 영국의 신학자 오캄 “복잡한 논쟁을 배제시키자“

✓ 사고 절약의 원리

✓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2개의 주장이 있다면 간단한 것을 선택

해결
방법

✓ 훈련 데이터를 늘리거나(비용이 든다),

✓ 훈련 데이터를 자체 변형해서 돌려보거나(자체 처리 후 재활용),

✓ 변수를 정규화(일반화)하여 줄이거나,

✓ 신경망 모형에서는 일부 뉴런을 생략(Dropout)하는 방법 등이 있다.

(관련 논문: Dropout : A Simple Way to Prevent Neural Networks from Overfit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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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순서

1. AI의 흥미로운 사례

2. 올바른 관점과 학습의 중요성

3.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패턴

4. 머신 러닝의 개념

5. 딥러닝 기반 흥미로운 사례

6. 딥러닝의 탄생과 유형별 알고리즘

7. 상황별 AI 응용전략

8. AI가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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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필수 개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3

데이터 분석
기초 개념

머신 러닝 딥러닝

aSSIST 경영대학원



딥러닝 기반 흥미로운 사례



Vrew 의 성공 사례

115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6488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6488


Vrew 의 압도적인 재사용 시간

116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재방문 사용시간의 증가세



Vrew 의 성공 사례

117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yline.network/2019/01/9-26/

https://byline.network/2019/01/9-26/


기존 영상 편집 방식

118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yline.network/2019/01/9-26/

https://byline.network/2019/01/9-26/


혁신 : 자막 자동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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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yline.network/2019/01/9-26/

https://byline.network/2019/01/9-26/


혁신 : 자막 편집 영상 자동 수정

120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yline.network/2019/01/9-26/

https://byline.network/2019/01/9-26/


혁신 : 무음 구간 줄이기

121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yline.network/2019/01/9-26/

https://byline.network/2019/01/9-26/


무음 구간 줄인 예시

122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youtube.com/watch?v=aeOMKD9t9H0

https://www.youtube.com/watch?v=aeOMKD9t9H0


추천 도서

123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 추상적인 희망보다 실질적인 내용 설명

• AI-머신러닝-딥러닝을 체계적으로 설명

• 빅데이터의 환상을 비판

• 기술적 내용에 대해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설명



강의 순서

1. AI의 흥미로운 사례

2. 올바른 관점과 학습의 중요성

3.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패턴

4. 머신 러닝의 개념

5. 딥러닝 기반 흥미로운 사례

6. 딥러닝의 탄생과 유형별 알고리즘

7. 상황별 AI 응용전략

8. AI가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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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5

딥러닝의 탄생과
유형별 알고리즘

aSSIST 경영대학원



AI-머신러닝-딥러닝을 설명하는 대표적 그림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6aSSIST 경영대학원



신경세포의 전달 과정에서 착안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7

인공신경망

aSSIST 경영대학원



개념

✓ 신경세포의 안과 밖의 이온 농도

가 달라서 세포막을 사이로 전위

차가 생김

✓ 충분한 수의 세포들이 함께 발화

하면 축색돌기를 타고 전달됨

✓ 이 원리를 기초로 변형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8

인공신경망

aSSIST 경영대학원



인공신경망 : 속마음 알아맞추는 기계

✓ 식사 만족도에 2배 가중치, 강의 만족도에 3배 가중치라면

✓ (식사 x 2) + (강의 x 3) ≥ 6 을 넘으면 만족하는 것

식사

강의

* 2

* 3

만족 !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9aSSIST 경영대학원



✓ 간단하게 입력이 x, y 만 있다고 가정하여

✓ x의 가중치가 2, y의 가중치가 3이고, 한계값이 6이면,

✓ 선형방정식 2x+3y=6 을 경계로

✓ 6을 넘으면 1을 출력

퍼셉트론
✓ 지각(Perception) 에서 유래

✓ 1950년 말 심리학자 프랭크 로젠블랫이 발명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0

인공신경망

aSSIST 경영대학원



인공신경망

활성
함수 ✓ 시그모이드 곡선 (S자 곡선)

✓ 처음에는 천천히

->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 이후 새로이 안정화

철학
✓ 헤밍웨이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서 어떻게 파산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 -> “두 가지 상

황이 있었다. 서서히 그러다가 갑자기 파산했다.”

✓ 물이 끓는 순간, 신기술 확산, 유행병, 제국의 몰락, 사랑에 빠지는 순간

팝콘 튀길 때 옥수수 터지는 장면, 샤워기 온도 맞출 때,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1aSSIST 경영대학원



심층신경망

퍼셉트론의 한계

✓ Nike의 충성 고객이 10대 소년과 중년 여

성이라면,

✓ 젊으면서 동시에 여성이면 구매 X

✓ 젊지도 않고, 여성도 아니면 구매 X

✓ 선형 경계만으로는 배타적 논리합(XOR)을

설명하지 못하는 치명적 오류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2aSSIST 경영대학원



심층신경망

✓ 신경세포 3개를 배치하여,

✓ 젊은 남자를 볼 때 1번째 세포 발화하고, 중년 여성을 볼 때 2번째 세포 발화하고

✓ 세 번째 세포는 2세포가 하나만 발화하면 발화하는 구조에 역전파로 적절한 가중치를 할당

Nike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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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신경망

역전파의 등장

✓ 1986년 심리학자 데이비드 럼멜하트가 발명

✓ 에러를 측정하여 가중치를 수정

다층 퍼셉트론
✓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이 존재

✓ 은닉층은 여러 개의 Layer로 배치 가능

✓ 은닉층이 2개 이상을 가지면 신경망이 깊다(Deep)고 표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4aSSIST 경영대학원



딥러닝 메커니즘의 이해



생각해 볼 문제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6

✓Deep Learning(딥러닝)의 뜻은 무엇일
까요?

aSSIST 경영대학원



딥러닝이란 :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7

머신
러닝

aSSIST 경영대학원



인공신경망 복습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8aSSIST 경영대학원



심층신경망 복습

역전파의 등장

✓ 1986년 심리학자 데이비드 럼멜하트가 발명

✓ 에러를 측정하여 가중치를 수정

층이 여러 개
✓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이 존재

✓ 은닉층은 여러 개의 Layer로 배치 가능

✓ 은닉층이 2개 이상을 가지면 신경망이 깊다(Deep)고 표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9aSSIST 경영대학원



심층신경망의 약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0

학습이 과하거나

학습이 덜되거나

속도가 느리거나

60여 년의
빙하기

aSSIST 경영대학원



빙하기를 거친 인공지능의 흐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1aSSIST 경영대학원



‘과하거나’의 개념– 과적합(Overfitting)

철학
✓ 過猶不及(과유불급)

✓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 샘플(학습)데이터를 과도하게 분석해서 정작 모집단(예측)이 부정확한 상황

개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2aSSIST 경영대학원



‘과하거나’의 해결 : 드롭아웃 메커니즘

핵심
✓ 제프리 힌튼 교수가 2012년에 발표한 오버피팅을 줄이는 규제화 알고리즘

✓ 딥러닝의 도약적인 발전의 계기가 됨

✓ 인공신경망의 학습에서 변수를 줄이면서도 최종 성능은 높아진 것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3

개념
✓ 각 층에 있는 노드를 임의의 확률로 제거 (보통 0.5 사용)

✓ 축소된 규모의 신경망으로 일반적인 역전파 방식 학습

✓ 학습이 완료되고 테스트를 할 때 원래대로 모든 노드를 고려하고

✓ 노드마다 가지고 있는 가중치에 확률 p를 곱함

✓ (즉 학습과정에서 확률 p로 dropout된 것을 반영하는 보상하는 의미)

aSSIST 경영대학원



‘과하거나’의 해결 : 드롭아웃 메커니즘

시각화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4aSSIST 경영대학원



‘덜되거나’ :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성능저하

145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덜하거나’의 원인 – S 함수

활성
함수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6

문제
✓ 인공신경망에서 층이 깊어질 때 (hidden layer가 9~10개 초과하면)

✓ Sigmoid에서 나오는 0~1사이의 Gradient(경사도)가 역전파를 반복하면

✓ 곱할 수록 점점 작아져서 0에 수렴하게 되는 Gradient Vanishing 문제 발생

aSSIST 경영대학원



핵심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7

✓ 0과 1사이에서 결과값을 얻기 위한 것이 설계 의도

✓ X가 증가하면 -> 분모가 1보다 아주 조금 커져서 -> 1미만이지만 1에 가까이 가는 형태

✓ 결과값을 범주형 데이터로 받을 수 있어 분류 기법으로 볼 수 있음(Classification)

‘덜하거나’의 원인 – S 함수 (로지스틱 함수)

aSSIST 경영대학원



‘덜되거나’의 해결 : ReLU 함수의 도입

핵심

148

✓ ReLU : Rectified Linear Unit  (Rectify : 바로잡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Deep Learning 시대 개막 : 배면뛰기의 등장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딕 포스베리

✓올림픽 신기록
6cm 갱신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9aSSIST 경영대학원



Deep Learning의 압도적 성능

✓2012년 이미지
인식 경연대회
ILSVRC

✓제프리 힌튼 교수
의 슈퍼비전팀

✓오답률 26% 시대
-> 15% 기록

딥러닝 시대 개막

150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딥러닝 활용 사례

151

소리

음성 인식 인터페이스, 자동차, 방법, IoT

음성 검색 헤드폰, 통신

감정 분석 고객관리(CRM)

엔진 이상
탐지

자동차, 항공

사기 탐지 금융, 카드

시계열

로그분석 데이터 센터, 보안, 금융

리소스설
계

생산, 자동차, 유통

센서 분석 IoT, 스마트 가전, 하드웨어 생산

추천 엔진 E-commerce, 소셜 네트워크

이미지

얼굴 인식 개인화, 보안

검색 소셜 미디어, 검색

머신 비전 자율주행, 항공

군집화 통신, 헤드셋

비디오

행동 인식 게임, 인터페이스

실시간
위험 탐지

보안, 공항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딥러닝의 기초 연구의 흐름과 포인트

흐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2

✓ 1958 Rosenblatt proposed perceptrons

✓ 1980 Neocognitron (Fukushima, 1980)

✓ 1982 Hopfield network, SOM (Kohonen, 1982), Neural PCA (Oja, 1982)

✓ 1985 Boltzmann machines (Ackley et al., 1985)

✓ 1986 Multilayer perceptrons and backpropagation (Rumelhart et al., 1986) 1988 RBF 

networks (Broomhead&Lowe, 1988)

✓ 1989 Autoencoders (Baldi&Hornik, 1989), Convolutional network (LeCun, 1989) 1992 

Sigmoid belief network (Neal, 1992)

✓ 1993 Sparse coding (Field, 1993)

포인트 ✓ Overfitting을 해결하게 됨

✓ Dropout, ReLU의 등장

✓ 하드웨어 스펙의 압도적 성장(GPU 병렬화)

aSSIST 경영대학원



CNN 메커니즘의 이해



첫번째 ‘게’를 어떻게 학습했을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4

인공신경망 데이터 입력

aSSIST 경영대학원



숫자 1은 이렇게 입력합니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5

인공신경망 데이터 입력

aSSIST 경영대학원



숫자 3은 인공신경망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6

인공신경망 데이터 입력

aSSIST 경영대학원



생각해 볼 문제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7

✓이미지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없을까요?

aSSIST 경영대학원



새로운 방식의 시각 이미지 입력 필요 : CNN

핵심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8

✓ 고양이에게 그림을 보여줬더니 동시에 뉴런이 시작되지 않은 것에 착안

(1962, Hubel and Wiesel, 1981년에는 노벨상 수상)

✓ 컴퓨터가 image를 인식하는데 쓰이는 기술

✓ 사람의 뇌에서는 후두엽에 해당

✓ CNN =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 Convolutional 은 합성함수, 중첩 적분의 의미

컨셉

aSSIST 경영대학원



CNN 메커니즘

구조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9

✓ 특성 찾는 돋보기로 훑듯이 부분을 확대하여 (Convolution)

✓ 특성을 찾아낸 결과물을 단순화하고(Pooling)

✓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결과를 분류하는 것(Classification)

aSSIST 경영대학원



CNN 메커니즘 – Convolution 직관적 이해

핵심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60

http://mathworld.wolfram.com/Convolution.html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onvolution
_of_box_signal_with_itself2.gif

aSSIST 경영대학원

http://mathworld.wolfram.com/Convolution.html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onvolution_of_box_signal_with_itself2.gif


CNN 메커니즘 – Convolution 직관적 이해

핵심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61

이미지 출처: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입문(위키북스)

aSSIST 경영대학원



CNN 메커니즘 – 필터링

핵심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62

✓ 커널이라고 불리우는 돋보기가 훑으면서 필터특성에 맞게 극대화

✓ 수평선 필터가 훑으면 사진에서 수평선 부분이 극대화되는 원리

aSSIST 경영대학원



예시

163

✓ 수평선 필터로 훑었더니

✓ 원판 이미지에서

✓ 가로값이 돌출되어 나타남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CNN 메커니즘 – Pooling

핵심

164

✓ 컨벌루션 데이터에서 권역별로 대표값을 찾아내는 것

✓ 최대 풀링(max pooling) : 최대값을 취한다. (그 값이 노이즈일 때 오버피팅)

✓ 평균 풀링(mean pooling) : 평균값을 취한다.(낮게 활성화된 값도 반영 약점)

✓ 확률적 풀링(stochastic pooling) : 필터링된 데이터를 임의의 확률로 선정

(max pooling의 오버피팅 개선 효과 큼)

맥스
풀링
예시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CNN 메커니즘 종합

핵심

165

✓ Convoution과 Pooling을 반복하여 1차원 벡터로 압축

특성
지도
예시

✓ 강아지 = [4,8,4,5,0,0,0,0,0,0]

✓ 고양이 = [16,12,15,11,0,0,0,0,0,0]

✓ 자동차 = [0,0,0,0,0,0,0,3,4,2]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RNN 메커니즘의 이해



RNN 최신 적용사례 – 네이버 뉴스 추천

167

과거

✓ 협력필터(CF)방식

✓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 그룹 기반

✓ 최신 뉴스 추천 어려움

✓ 하나의 이슈에 대한 깊이있는 뉴스 추천에서 한계

개선
✓ “사용자는 맥락이 같은 여러 개의 뉴스를 보더라”

✓ RNN 방식

✓ 사용자 개인의 뉴스 소비 패턴을 학습하여

✓ 관련 심층 뉴스 연속 추천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RNN 메커니즘

168

핵심 ✓ 컴퓨터가 시계열 데이터(주로 음성)을 인식하는데 쓰이는 기술

✓ 사람의 뇌에서는 측두엽에 해당

✓ RNN = Recurrent Neural Network

✓ Recurrent 는 순환을 의미하여 순환신경망이라고도 불리움

✓ 순환의 의미는 인공신경망에 기억 요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연결됨

기본
인공

신경망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RNN 메커니즘

169

순환
개념

펼쳐
보면

✓ Recurrent Weight는 과거의
신경망(T-1)과 현재의 신경망
(T)를 연결해주는 역할

✓ 확대하면 과거의 과거인 (T-2)
와 과거 (T-1)도 같은 방식으
로 연결

✓ 은닉층의 값이 재입력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RNN 메커니즘

170

발생
문제

✓ 아주 먼 과거까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반복되어 곱해지는 Recurrent 

Weight에 의해 기울기가 점점 사라져버리는 문제

✓ 즉, 단기 내용만 기억하는 한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LSTM 메커니즘

171

핵심

✓ LSTM : RNN의 단기기억한계를 해결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룸
✓ LSTM = Long + Short Term Memory Units
✓ 입력, 과거값, 출력값에 각각 가중치를 두고 학습하는 것
✓ 가중치 계산에서 곱셈이 아닌 더하기 방식으로 Vanishing Gradient 

Problem을 피해가는 것

구조도

http://practicalcryptography.com/miscellaneous/machine-
learning/graphically-determining-backpropagation-equations/

심화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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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N 적용 사례 : AI 듀엣 피아노

172

https://experiments.withgoogle.com/ai/ai-duet/view/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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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N 적용 방법론

173

기본

RNN

모델

이미지

캡션

생성

상품 리뷰의

긍정, 부정

판단

외국어 번역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받아 사고 판단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RNN 심화학습 자료

174

https://www.slideshare.net/ByoungHeeKim1/recurrent-neural-networks-
73629152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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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 메커니즘의 이해



AI가 생성한 사람 얼굴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76aSSIST 경영대학원

https://generated.photos/

https://generated.photos/


AI 패션 디자이너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77aSSIST 경영대학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9753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975325


생각해 볼 문제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78

✓GAN은 신약 개발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aSSIST 경영대학원



GAN 메커니즘

핵심

179

✓ 대립쌍 구조를 생성하는 모델

✓ GAN =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시나
리오

✓ 여당 vs 야당

✓ 경찰 vs 위조범

✓ 분류모델(D) vs 생성모델(G)

대립쌍

✓ 생성모델(G)이 기존 증거 정보(Evidence)와 유사하게 생성하면,

✓ 분류모델은 G와 E를 분류

✓ 위조범이 위조지폐(G)를 생성 -> 경찰에게 G와 E를 구별해 보라

✓ 위조범도 진화하지만 경찰도 진화

✓ 만일 위조범의 기술이 극대화되면 경찰(D)가 맞출 확률은 50% 수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GAN 메커니즘

구조

180

최신
연구
동향

✓ 어떻게 하면 위조범(G)를 잘 훈련시킬 수 있을까? (정밀한 이미지 생성)

✓ D와 G를 따로 훈련시킬지? 아니면 초기 훈련 때 손실 값을 다르게 줄 지?

✓ D와 G가 모두 발전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은 계속 연구 중

✓ Feature Matching(특징 매칭), minibatch discrimination(소배치 분리)등이 제시되

고 있음

최대한 진짜
같은 모조품
을 제작

진품과
모조품을
구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강의 순서

1. AI의 흥미로운 사례

2. 올바른 관점과 학습의 중요성

3.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패턴

4. 머신 러닝의 개념

5. 딥러닝 기반 흥미로운 사례

6. 딥러닝의 탄생과 유형별 알고리즘

7. 상황별 AI 응용전략

8. AI가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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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AI 응용 전략

aSSIST 경영대학원



Black box의 개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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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urent.risser.free.fr/IMT/MachineLearning.html

http://laurent.risser.free.fr/IMT/MachineLearning.html


Black box의 개념 이해

184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마케팅 부서의 Black box 실행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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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부서가
재구매율을

높이고 싶을 때

언제, 어디에

고객 구매
이력을

무엇을 어떻게

• 딥러닝 방식
• BlackBox 분석
• 가망고객을
빨리 예측



마케팅 부서의 White box 실행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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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부서가
고객 해지

원인을 알고
싶을때

언제, 어디에

고객 구매
이력을

무엇을 어떻게

• 데이터마이닝
• White Box
• 해지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



연구 개발 부서의 실행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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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 부서가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싶을 때

언제, 어디에

신약 구조
후보를

무엇을 어떻게

• 생산적 적대
신경망(GAN)
적용

• 유사한 구조를
자동 생성



"AI엔진 활용하면 10년 걸리던 신약개발, 3년으로 단축"

• 알렉스 대표는 AI 엔진 '갠(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초체력이
약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약 후보물질을 빠르게 찾으려면 AI를 활용해야 한다
는 것이다.

• 딥러닝(자가학습)을 통해 스스로 진화하는 GAN의 핵심인 심층신경망은 인간의 뇌를 모방했다. 영상과
이미지, 음성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훈련을 통해 사물을 식별하고 관계를 유추해 종국엔 인간
처럼 생각하도록 한다. 진짜와 가짜 그림까지 구분한다.

• GAN은 인실리코메디슨이 보유한 320만개 유전자 발현 데이터와 650만개 인간혈액 테스트 결과, 약 4
만개 신호전달체계 시스템, 수억개에 달하는 신약 화학구조 정보가 들어간 '바이오 오믹스 데이터'를 분
석해 최적의 후보물질을 3개월 만에 찾아냈다.

http://news1.kr/articles/?2983482

http://news1.kr/articles/?2983482


생산 관리 부서의 실행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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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 수율을
높이고 싶을 때

언제, 어디에

생산 데이터를

무엇을 어떻게

• 딥러닝 도입
• CNN, RNN
• 실시간 불량
파악



• 철강 모든 생산과정 분석 DB화
• 용광로 등 가동률·안정성 높여
• AI, 車강판 용융아연도금 제어
• 제품 불량률 획기적으로 줄여

구체적으로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해 그동안 수동제어했던 용광로의 노황(용광로 내
조업상황)을 자동제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정형데이터를 정형화하는 1단계와 딥러
닝 AI를 활용해 용광로 노황을 자동제어하는 2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용광로에 사용하는 석탄과 철광석 등을 수동으로 샘플링했었으나 현재는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해 석탄과 철광석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해서 사용하고 있다. 용광로
내부의 쇳물 온도도 과거에는 작업자가 찍었는데 지금은 IoT 센서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데이
터화해서 사용하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3001032130115001

POSCO의 사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3001032130115001


재고 관리 부서의 실행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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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주문량을
예측하고 싶을 때

언제, 어디에

재고 데이터와
판매 데이터를

무엇을 어떻게

• 딥러닝 도입
• CNN, RNN
• 실시간 수요
예측



인사 부서의 실행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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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원인을
파악하여

퇴사율을 낮추고
싶을 때

언제, 어디에

임직원 인사 기
록을

무엇을 어떻게

• 퇴사 원인을
• Whitebox 분석
• 상관 관계 분석



Why an Employee Leaves: Predicting using Data Mining Techniques

http://trap.ncirl.ie/3434/1/tanyaattri.pdf

http://trap.ncirl.ie/3434/1/tanyaattri.pdf


경영진에게 필요한 데이터 인식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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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이
데이터

전사 전략을
수립하고 싶을 때

언제, 어디에

전사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구별하여

무엇을 어떻게

• Black Box 분석
• White Box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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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

aSSIST 경영대학원



알파고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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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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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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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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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의 성능 고도화

프로기사

기보 학습

AI끼리

상호 경쟁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1aSSIST 경영대학원



알파고 Zero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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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
AI끼리

스스로 학습

aSSIST 경영대학원



강화학습 발전 흐름 - 알파고 Lee의 충격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3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577686612582008&mediaCodeNo=258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577686612582008&mediaCodeNo=258


알파고를 100전 100승으로 누른 알파고 Zero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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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05_201710191445012274

✓ 인간의 기보 없이

✓ 스스로 학습하여

✓ 알파고를 능가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ytn.co.kr/_ln/0105_201710191445012274


Go를 뺀 알파 Zero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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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2183554

✓ 범용적인 인공지능

✓ 바둑 외 확장

aSSIST 경영대학원

http://news.joins.com/article/22183554


강화학습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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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가르쳤으면

• 강화학습의 정확도가 지금처럼 나왔을까?

• 강화학습 성과는 하드웨어 때문인가, 

알고리즘 때문인가?

• 기업의 전략 패러다임은 괜찮은가?

• CEO가 그 기업의 상한선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직관 데이터

통찰 관찰

연역 귀납

위 아래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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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시대

직관
데이터

VS

통계의 시대 딥러닝의 시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8aSSIST 경영대학원



전략 패러다임의 변화

직관 데이터

사전준비 실시간

1인칭 3인칭

의도 경청과
관찰

주관 객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9aSSIST 경영대학원



전략 패러다임의 변화

직관 데이터VS

통계의 시대 딥러닝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략과 직관을 창조/생성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10aSSIST 경영대학원



꾸준한 개선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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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의의 결론

212

• AI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

• 약처럼 AI도 증상별 사용 방법이 있다.

• AI의 성공은 결국 CEO의 인식 변화에 달렸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심화 학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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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최초의 크립토 MBA 입니다.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

미의 학술적 배경과 최신 지식을 기술적 관점/ 화폐경제학적 관점

/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디지털 크립토 전략

가 양성과정입니다. (http://www.assist.ac.kr/)

크립토MBA
(2019.9 개강)

중국 최고의 명문 경영대학원인 CKGSB(장강상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Dual Degree EMBA 입니다. 중국 Top 9 도시를 탐방하

며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디디추싱, DJI, BYD 등 중국 최고의

기업들을 방문하고 중국 전역의 CKGSB 동문들과 교류하는 Top-

tier EMBA 과정입니다. (http://www.assist.ac.kr/)

CKGSB EMBA
(2019.10 개강)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assist.ac.kr/
http://www.assist.ac.kr/


심화 학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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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영대학원 최초의 디지털 경영교육 플랫폼입니다. 月刊

CEO 최신화과정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토큰 이코노미

전략 등 최신 디지털 경영 교육을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echcampus.kr/)

메커니즘 캠퍼스
(수시 등록)

기업의 CEO, 임원들께 최신 Digital 기술 트렌드와 전략을 압축적

으로 전달해드리는 과정입니다. AI, 딥러닝, 블록체인, 토큰 이코

노미 등 최신 기술 현황과 경영전략을 매월 최신 강의록으로 압축

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echcampus.kr/)

月刊 CEO Digital 
최신화과정
(수시 등록)

aSSIST 경영대학원

https://mechcampus.kr/
https://mechcampus.kr/


강의록 다운받는 곳 https://www.moonsookim.net/

215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https://www.moonsookim.net/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moonsooki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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