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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주임교수

김문수

中-韓 전자상거래 최신 전략 분석

-티끌 안에 태산(泰山)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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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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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 개강)

aSSIST 경영대학원



주임 교수 담당 과정

4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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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등록)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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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12월
(18일)

주제
비트코인

vs
리브라

중국
디지털 화폐

전략

AI의
실체와

응용전략

中-韓
유니콘

전략비교

中-韓
전자상거래
전략분석

크립토
빅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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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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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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aSSIST-CKGSB Top-tier EMBA 주임교수
aSSIST 크립토MBA 주임교수

aSSIST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주임교수

김문수

中-韓 전자상거래 최신 전략 분석

-티끌 안에 태산(泰山)이 들어 있다-



강의 순서

1. 새로운 태산의 등장

2. 韓 최신 전자상거래 전략 분석

• 지그재그 vs 에이블리

• 심쿵할인 vs 할인중독 vs 공구마켓

• 오늘회 vs 인어교주해적단

• 스타일쉐어 vs 인스타그램 vs 태그바이

• 네이버페이 vs 페이스북 페이

3. 中 최신 전자상거래 전략 분석

• 쑤닝닷컴

• 샤오홍슈

• 큐텐

4. 韓-中 신유통 시너지 창출 전략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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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3

새로운 태산 (泰山) 의 등장



태산(泰山)은 티끌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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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aSSIST 경영대학원



태산의 등장 - 닥터자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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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KTzsP6

• 글로벌 뷰티기업 에스티로더가 닥터자
르트를 운영하는 해브앤비 지분 전체
를 인수하기로 했다. 

• 이진욱 해브앤비 대표는 1조원 넘는
가격에 보유 지분(66.7%)을 매각한 것
으로 알려졌다. 

• 로레알이 인수한 스타일난다(3CE), 유
니레버에 팔린 AHC(카버코리아)에 이
은 세 번째 K뷰티 성공스토리다.

http://bit.ly/2KTzsP6


태산의 등장 - 닥터자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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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DhfsC7

• 건축학도 출신...BB크림으
로 화장품 사업 입문

• ‘과학+예술’ 접목한 독특
한 콘셉트로 세계인 매료

http://bit.ly/2DhfsC7


성장의 과정- 닥터자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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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OERVju

•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인 에스티로더 컴퍼니즈가

한국 화장품 회사인 닥터자르트(Dr.Jart+)의 지분

에 투자하기로 했다. (2015년)

• 에스티로더 컴퍼니즈는 한국 스킨 케어 브랜드인

닥터자르트 및 DTRT의 대주주인 해브앤비 주식회

사의 지분 투자 계약에 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 지분율이나 투자금액 등 투자 조건은 공개되지 않

았다.

http://bit.ly/2OERVju


초기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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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DhfsC7

• 닥터자르트는 이 대표가 2005년 출시한 화장품 브랜드다.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이
대표는 건축감리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얼굴에 난 트러블을 치료하러 피부과를 찾았다가
화장품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젊은 여성들이 병원에 진열된 BB크림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다.

• BB크림은 블레미시 밤(Blemish Balm)의 약자로, 독일에서 개발된 기능성 화장품이다. 지
금은 보편화된 화장품이지만, 당시엔 피부과에서나 살 수 있는 고가 화장품이었다.

• 이 대표는 사업 아이템으로서 BB크림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연구에 몰두했다. 2004년 12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화장품 회사 해브앤비를 설립했고, 같은 해 12월 ‘닥터자르트’란 이
름으로 BB크림을 출시했다. 브랜드명은 ‘닥터 조인 아트(Doctor Join Art∙예술과 만난 의사)’
에서 따왔다. 18명의 피부과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제품을 개발해 품질을 인정받
았다.

http://bit.ly/2DhfsC7


닥터자르트 매출/손익 201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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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자르트 매출/손익 20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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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Dhfs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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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자르트 매출/손익 201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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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Dhfs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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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자르트 태산(泰山) 성장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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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DhfsC7

태산(泰山)

피부과
BB크림
발견

0.5억
자본금
창업

2012 매출
230억

2015
에스티로더
지분투자

2019
2조원 매각

티끌

http://bit.ly/2DhfsC7


디지털 경제 체제에서 중국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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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33mNwaq

http://bit.ly/33mNwaq


스타일난다 매출/손익 20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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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Dhfs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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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난다 매출/손익 201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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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Dhfs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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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난다 매출/손익 201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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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Dhfs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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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난다 태산(泰山) 성장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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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DhfsC7

태산(泰山)

22세
2005년
창업

2010년
300억
매출

2017년
1670억
매출

2018
로레알
6천억원

EXIT

2018
1967억
매출

티끌

http://bit.ly/2DhfsC7


블랭크의 태산(泰山) 성장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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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rr3ovd

• 설립 4년째를 맞은 블랭코코퍼레이션
이 IPO(기업공개) 절차에 돌입했다. 

• 시장에선 사업 성과 등에 따라 최대 1
조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기대할 수 있
다는 평가가 나온다. 

• 1985년생인 남대광 블랭크코퍼레이션
대표의 성공신화도 주목받고 있다.

http://bit.ly/2rr3ovd


블랭크의 태산(泰山) 성장 과정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9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rr3ovd

• 주요 투자자는 소프트뱅크벤처스, SBI인베스트먼트, 유니온투자파트너스 등 벤처캐피탈 세 곳이다. 
블랭크코퍼레이션의 주주로 편입된 이들 회사 지분율은 각각 22%, 3%, 1.5% 수준으로 추정된다. 설
립자인 남대광 블랭크코퍼레이션 대표가 나머지 지분 약 74.5%를 보유 중이다.

• 이중 신주 투자 유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65억원이다. 나머지 185억원은 모두 남 대표의 구주 매각
을 통해 이뤄졌다. 회사로 유입된 신규 자금은 총 투자 유치금액 250억원 중 65억원에 불과한 셈이
다.

• 이로써 남 대표는 블랭크코퍼레이션 설립 2년 만에 185억원의 현금을 쥐게 됐다. 보유 지분의 약
25%가량을 매각한 것만으로 수백억원의 이익을 기록한 건 벤처 업계에서 흔치 않은 사례다. 185억
원은 웬만한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 매각 자금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회사 측은 "남 대표의 지
분 매각 자금 일부를 임직원 복지 비용 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http://bit.ly/2rr3ovd


블랭크CORP. 매출/손익 2011-2010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30aSSIST 경영대학원



블랭크CORP. 태산(泰山) 성장 과정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31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DhfsC7

태산(泰山)

2013년
몬캐스트

설립

메이크어스
에 매각

2016
블랭크TV

설립

2018
250억 원
투자유치

2019
IPO 추진 중

티끌

http://bit.ly/2DhfsC7


태산 탄생의 주요 요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32aSSIST 경영대학원

카페24
기반

SNS
유통

닥터자르트/스타일난다/블랭크CORP.

디지털
세대



카페24

33CEO 최신화과정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0/2018121002209.html

• 지난해 매출액 1,6653억원 영업익 155억원…전년비 112% 증가 (2018년 기준)

aSSIST 경영대학원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0/2018121002209.html


카페24 태산(泰山) 성장 과정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34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DhfsC7

태산(泰山)

1999년
심플렉스
인터넷
창업

2003년
카페24 

쇼핑몰 오픈

2017
카페24

사명변경

2018
코스닥 상

장

2019.11
시가총액
5천 억 원

티끌

http://bit.ly/2DhfsC7


(복습) 캐시노트의 성장

35CEO 최신화과정

https://platum.kr/archives/113711

aSSIST 경영대학원

https://platum.kr/archives/113711


캐시노트

36CEO 최신화과정

• 전국 음식점 20% 사용 (2018. 12 기준)

• 사업주 연령대 30대가 45%, 40대 29%

• 캐시노트가 관리하는 사업장 매출 월 4조원(누적 35조
원)

• 결제내역 기반 마케팅, 금융 상품 론칭 예정

aSSIST 경영대학원



직방

37CEO 최신화과정

http://paxnetnews.com/allView?vNewsSetId=6073&articleId=20190319135
50802287&objId=A2019031913550802287&portalCode=naver

직방은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으로부터 38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었다.

투자기관들이 직방에 제시한 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e)는 약 6000억원으로 주당 4
만원 수준이다. 2015년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당시 평가된 기업가치
인 2000억원보다 약 4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직방은 조달한 자금을 기반으로 아파트 중개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1월 설립된 직방은 2012년 부동산 앱을 출시한 이후 줄곧 관련 시장에서 경쟁자들
을 따돌리며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현재는 앱 다운로드수 2000만건, 회원중개사무소수 2만
5000곳, 거주민리뷰건수 20만건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부동산 플랫폼으로 자
리잡았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paxnetnews.com/allView?vNewsSetId=6073&articleId=2019031913550802287&objId=A2019031913550802287&portalCode=naver


무신사

38CEO 최신화과정

https://www.musinsa.com/

•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편집샵 (100% 정품)
• 2017년 매출액 677억원/ 당기순이익 186억원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musinsa.com/


토스

39CEO 최신화과정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0/2018121002209.html

토스는 2015년 2월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송금 서비스로 시작했다. 이후 사용자 금융
생활 전반을 더욱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특히 토스는 11월 누적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해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사용하는 국민
핀테크 서비스로 성장했다. 출시 이래 누적 송금액은 28조원에 이른다. 매출액은 2016년 35
억원에서 2017년 205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은 약 56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크게 성장
하고 있다. 기업 가치 역시 작년 3월 페이팔(Paypal)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 받았을 당시 인
정받았던 1300억원의 기업 가치가 1년 9개월 만에 1조3000억원으로 10배 상승했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0/2018121002209.html


카페24+캐시노트+직방+무신사+토스=?

40CEO 최신화과정

카페24 직방 무신사 토스

토스은행

• Digital generation의 회원과 Business Model을 갖춘
• 신흥 Digital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 직접 Digital Bank를 추진

aSSIST 경영대학원

캐시노트



토스은행

41CEO 최신화과정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794

토스는 스타트업 문화를 강조하는 유럽형 챌린저 뱅크를 내세웠지만, 신한금융은 모든 국민이 쉽
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기반의 생활플랫폼을 지향해왔다.

이에 토스는 더 많은 핀테크 업체가, 신한금융은 영향력 있는 유통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 관계자는 "큰 틀에서 양사의 시각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보니 이후 사업 모델 수립과 컨소시
엄 구성 등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컨소
시엄 주주들과 구성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 관계자도 "아쉬움이 크지만, 최종적으로 신한과 컨소시엄을 유지할 수 없다는 토스 측
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794


토스은행의 재도전

42CEO 최신화과정

http://bit.ly/35zZvCR

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35zZvCR


토스은행의 재도전

43CEO 최신화과정

http://bit.ly/35zZvCR

aSSIST 경영대학원

•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
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량을 전환우선주(CPS)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다. 

• 토스가 금융업에 진출하기에 자본안정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목받아온 상환전
환우선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증권업 인가에 청신호가 켜졌다.

• 상환전환우선주란 일정 조건 하에서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다. 투
자자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이를 자본이 아
닌 부채로 분류한다. 토스는 자본금의 약 75%를 상환전환우선주로 갖고 있었다. 

• 지난해 첫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토스가 탈락한 주요 원인이 됐다.

http://bit.ly/35zZvCR


강의 순서

1. 새로운 태산의 등장

2. 韓 최신 전자상거래 전략 분석

• 지그재그 vs 에이블리

• 심쿵할인 vs 할인중독 vs 공구마켓

• 오늘회 vs 인어교주해적단

• 스타일쉐어 vs 인스타그램 vs 태그바이

• 네이버페이 vs 페이스북 페이

3. 中 최신 전자상거래 전략 분석

• 쑤닝닷컴

• 샤오홍슈

• 큐텐

4. 韓-中 신유통 시너지 창출 전략 및 구현

44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45

韓 최신 전자상거래 전략 분석



韓 주목할 만한 신흥 태산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46aSSIST 경영대학원

지그재그 에이블리

심쿵할인 할인중독 공구마켓

오늘회 인어교주해적단

스타일쉐어 인스타그램 태그바이

네이버페이 페이스북 페이



韓 주목할 만한 신흥 태산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47aSSIST 경영대학원

지그재그 에이블리

심쿵할인 할인중독 공구마켓

오늘회 인어교주해적단

스타일쉐어 인스타그램 태그바이

네이버페이 페이스북 페이

VS



지그재그

48CEO 최신화과정

https://zigzag.kr/

aSSIST 경영대학원

https://zigzag.kr/


지그재그

49CEO 최신화과정

https://zigzag.kr/

aSSIST 경영대학원

https://zigzag.kr/


지그재그

50CEO 최신화과정

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89380

• 여성쇼핑몰 모음서비스 '지그재그'가 2018년 거래액 5000
억원을 돌파했다.

• 지그재그는 11월에만 500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는 등
2017년 대비 50% 이상 성장하며 현재까지 총 누적 거래액
1조원 이상을 기록중이다.

• 거래액과 함께 매출도 늘어 유료서비스 1년만에 매출 200
억원을 넘겼으며, 현재 앱 다운로드 수도 1400만을 달성했
다.

• 지그재그 이용자는 월 평균 230만명 이상으로, 여성 쇼핑
1등앱으로 자리잡았은 상황. 2019년에도 이 성장세를 이어
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89380


지그재그 & 카페24

51CEO 최신화과정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9030

• 온라인 사업자는 상품 연동을 통
해 월간 약 230만명이 이용하는
지그재그 내 쇼핑몰 순위, 상품 검
색, 모아보기 메뉴에 상품을 노출
할 수 있다. 앱에서 상품을 클릭하
면 해당 쇼핑몰로 연결돼 매출 증
대를 기대할 수 있다.

• 카페24 솔루션을 통해 한 번 연동
해 두면, 가격 및 재고 변동 등 쇼
핑몰 상품 정보를 누락이나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 쇼핑몰 운영이 한층 수월하
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9030


에이블리의 새로운 성장

52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a-bly.com/app/

https://a-bly.com/app/


에이블리 성장세

53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37FQzOs

http://bit.ly/37FQzOs


에이블리

54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37IfpNp

•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LB인베스트먼트와 코오롱인베스트먼트로부터 70억원 규모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 에이블리는 SNS 기반 인플루언서 마켓을 한 곳에 모은 셀럽마켓 모음앱. 초보 혹은 예비창업
자 맞춤형 풀필먼트 솔루션인 ‘에이블리 파트너스’와 판매수수료 0% 오픈마켓 솔루션 ‘에이
블리 셀러스’를 함께 운영하며 지난해 3월 론칭한 이후 1년 만에 앱 다운로드 수 300만 회, 입
점 마켓 수 2,200개를 달성한 바 있다.

• 투자를 진행한 VC측 관계자는 “에이블리는 다년간 온라인 패션 쇼핑몰을 운영하며 축적한 오
퍼레이션 노하우와 우수한 플랫폼 개발 역량을 겸비하고 있어 C2C 커머스 트렌드 변화에 기
민하게 대응,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투자 배경을 전했다.

http://bit.ly/37IfpNp


에이블리

55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37IfpNp

• (2019년 10월 기준) 직원수 77명에 거래액은 약 150억원(2019년 9월), 하루 순 이용자 수
약 30만명에 월 순 이용자 수 약 180만명(앱스플라이어 기준) 규모

• 시장분석업체 아이지에이웍스가 발표한 '2019 쇼핑앱 사용자 분석 리포트'에서 에이블리
는 ‘10·20대가 즐겨 찾는 패션·의류 쇼핑 앱 8월 사용자 수 순위’에서 2위를 차지

• 2019년 6월에는 LB인베스트먼트와 코오롱인베스트먼트로부터 70억원 규모 시리즈 A 투
자를 유치

http://bit.ly/37IfpNp


에이블리

56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37IfpNp

경영학을 전공한 강 대표는 취직과 창업의 갈림길에서 콘텐츠 추천 앱 ‘왓챠’의 창립 멤버가 되
는 길을 선택한다. 2014년 말까지 왓챠에서 영화 추천 등의 사업을 진행하던 그는 ‘콘텐츠는 의
식주처럼 없어서는 안 될 영역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사업 영역 전환을 고민했다고 한다.

입지 못하거나 먹지 못하면 생활이 불가한 영역에 미래가 있다고 판단한 그는 2015년 9월 직원
10명과 함께 10대 전문 쇼핑몰 ‘반할라’를 창업한다.

강 대표는 "왓챠에서의 5년은 IT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 시간이었다"
며 "반할라에서 2년을 보냈지만, 패션을 알지 못해 다른 직원 또는 계약사 의사결정에 의존해야
했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강 대표는 한달간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결국 2017년 10월 쇼핑몰 사업을 쇼핑앱 플랫폼 제공 사
업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그간 일군 쇼핑몰 사업 기반을 활용하면서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IT 분야로 체질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http://bit.ly/37IfpNp


에이블리

57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qLABBu

http://bit.ly/2qLABBu


에이블리

58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qLABBu

http://bit.ly/2qLABBu


배송/CS를 에이블리에 맡기는 형식

59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square.a-bly.com/partners.html

https://square.a-bly.com/partners.html


배송/CS를 에이블리에 맡기는 형식

60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square.a-bly.com/partners.html

https://square.a-bly.com/partners.html


에이블리

61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DmehRU

• 패션뷰티 쇼핑앱 ‘에이블리’의 ‘에이블리 파
트너스' 서비스가 초기 창업계의 착한 플랫폼
으로 각광 받고 있다.

• ‘에이블리 파트너스’는 상품 사진만 업로드
하면 사입/배송/CS 및 교환반품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도맡아 처리해주는 셀러 전용
원스톱 서비스이다.

• 런칭 10개월만에 1,000여개의 마켓이 입점했
으며 매월 입점 마켓 수가 30% 이상 급증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콘텐츠 제공 이외의 비용과 리소스가 전혀
들지 않고, 실시간 소통 서비스, 무료 광고노
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http://bit.ly/2DmehRU


배송/CS를 에이블리에 맡기는 형식

62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square.a-bly.com/partners.html

https://square.a-bly.com/partners.html


배송/CS를 에이블리에 맡기는 형식

63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square.a-bly.com/partners.html

https://square.a-bly.com/partners.html


배송/CS를 에이블리에 맡기는 형식

64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square.a-bly.com/partners.html

https://square.a-bly.com/partners.html


배송/CS를 에이블리에 맡기는 형식

65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square.a-bly.com/partners.html

https://square.a-bly.com/partners.html


배송/CS를 에이블리에 맡기는 형식

66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square.a-bly.com/partners.html

https://square.a-bly.com/partners.html


배송/CS를 에이블리에 맡기는 형식

67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square.a-bly.com/partners.html

https://square.a-bly.com/partners.html


배송/CS를 직접 하는 형식

68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square.a-bly.com/sellers.html

• 에이블리는 결제 수수료만 취득

https://square.a-bly.com/sellers.html


에이블리 태산(泰山) 성장 과정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69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DhfsC7

태산(泰山)

왓챠 공동
창업

2014년
반할라 창

업

월 매출
15억 달성

2018
기존 서비스
종료하고

에이블리로
전환

2019
MAU 200만

돌파
70억 원

투자 유치

티끌

http://bit.ly/2DhfsC7


에이블리의 경쟁 관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70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DhfsC7

에이블리카페24

VS

http://bit.ly/2DhfsC7


韓 주목할 만한 신흥 태산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71aSSIST 경영대학원

지그재그 에이블리

심쿵할인 할인중독 공구마켓

오늘회 인어교주해적단

스타일쉐어 인스타그램 태그바이

네이버페이 페이스북 페이

VS VS



심쿵할인

72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simsale.kr/

• 2019년 실적
• 거래액 연 2천 억 원
• 실 매출액 연 6백 억 원
• 순이익 연 1백 억 원

http://www.simsale.kr/


제이슨그룹

73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jasongroup.co.kr/

https://www.jasongroup.co.kr/


제이슨그룹

74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jasongroup.co.kr/service.html#marketing

https://www.jasongroup.co.kr/service.html#marketing


제이슨그룹

75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jasongroup.co.kr/

https://www.jasongroup.co.kr/


제이슨그룹

76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jasongroup.co.kr/

https://www.jasongroup.co.kr/


제이슨그룹

77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jasongroup.co.kr/

https://www.jasongroup.co.kr/


어바웃굿즈 : PB 제작회사

78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jasongroup.co.kr/

https://www.jasongroup.co.kr/


제이슨그룹-어바웃굿즈

79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aboutgoods.co.kr/

https://www.aboutgoods.co.kr/


할인중독

80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sale09.kr/

http://www.sale09.kr/


공구마켓

81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market09.kr/

http://www.market09.kr/


공구마켓

82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market09.kr/

http://www.market09.kr/


3개 브랜드는 같은 회사

83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ko.lab.appa.pe/2019-02/koreannewyear.html

+신규사업으로 반려동물 산업 준비 중

https://ko.lab.appa.pe/2019-02/koreannewyear.html


제이슨그룹 태산(泰山) 성장 과정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84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DhfsC7

태산(泰山)

2002 
창업

2003
오버추어
리셀러

2015
온라인 광고

취급고
650억 달성

2016
커머스 사업

진출

2018
연간 커머스

판매액
1500억 원

달성

티끌

http://bit.ly/2DhfsC7


韓 주목할 만한 신흥 태산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85aSSIST 경영대학원

지그재그 에이블리

심쿵할인 할인중독 공구마켓

오늘회 인어교주해적단

스타일쉐어 인스타그램 태그바이

네이버페이 페이스북 페이

VS



오늘회

86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onul-hoi.com/

https://www.onul-hoi.com/


오늘회

87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 모바일 제철수산 커머스 ‘오늘회’를 운영하는 오늘식탁이 KTB네트워크, 한국투자파
트너스 등으로부터 40억원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8월7일 밝혔다.

• 이번 투자에는 KTB네트워크와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새로 합류했다. 기존 투자자인
대성창업투자, 수림창업투자도 후속투자를 결정했다. 오늘회는 지난해 첫 투자 유치
이후 총 48억원의 누적투자를 기록하게 됐다.

• 오늘회는 전국 각지 제철수산물을 상품기획하고 매입해 오늘회 사이트에서 판매, 직
접 배송까지 전담하는 수산 버티컬 커머스다. 서울 내에 직접 프로세싱 센터를 운영
하며 당일 저녁배송에 최적화된 물류로 고객경험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현재 서울, 
인천 외 경기지역 일부에 배송하고 있으며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http://www.bloter.net/archives/348952

http://www.bloter.net/archives/348952


인어교주해적단

88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tpirates.com/

https://www.tpirates.com/


인어교주해적단

89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Dkxof2

http://bit.ly/2Dkxof2


인어교주해적단

90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pUdfJJ

• 인어교주해적단은 지난 2013년 개인 블로그에서 출발했다. 블로거 이름은 '인어
교주'였다. 그러던 것이 2015년 사업이 확장되면서 인어교주에서 인어교주해적
단으로 불리게 됐다.

• 인어교주해적단 어플 이용자는 하루 약 2만명, 전국 수산시장 소비자의 일일 방
문객이 1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13% 가량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15만
명은 매일 노량진 수산시장에 방문하는 소비자가 3만명에 달하고 전체 수산시장
중 노량진 비중이 20%임을 가정했을때 나오는 수치다.

• 인어교주해적단의 정확한 시세정보는 제휴 업체와의 유대관계에서 나오고 있다.

http://bit.ly/2pUdfJJ


인어교주해적단

91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Dkxof2

http://bit.ly/2Dkxof2


인어교주해적단(with 참PD)

92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Dkxof2

http://bit.ly/2Dkxof2


인어교주해적단

93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XMogcy

• 수산물 시장 정보 플랫폼 ‘인어교주해적단’을 서비스하는 더파이러츠가 3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고 27일 밝혔다.

• 더파이러츠는 전국 각지 수산시장의 수산물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물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
하는 ‘인어교주해적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 인어교주해적단은 자체 모바일웹과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다양한 수산물 정보를
제공하며,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약 3만여명이다.

• 투자규모는 32억원으로, 이번 투자에는 스톤브릿지벤처스, 베이스인베스트먼트, 레오파트너스인베
스트먼트 등이 참여했다.

• 인어교주해적단은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300여개 점포와 제휴를 맺고 있다.

http://bit.ly/2XMogcy


인어교주해적단 태산(泰山) 성장 과정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4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DhfsC7

태산(泰山)

2013 
개인

블로그

초기 필명
인어교주

2015
인어교주

해적단 확대

2018
32억 원
투자유치

2019
700개 제휴업체
일 방문 2만 명

티끌

http://bit.ly/2DhfsC7


韓 주목할 만한 신흥 태산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5aSSIST 경영대학원

지그재그 에이블리

심쿵할인 할인중독 공구마켓

오늘회 인어교주해적단

스타일쉐어 인스타그램 태그바이

네이버페이 페이스북 페이

VS VS



스타일쉐어

96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styleshare.kr/

https://www.styleshare.kr/


스타일쉐어

97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limwonki.com/476

• 20대초반 대학생 7명이 뭉친 ‘캠퍼스 벤처’
윤자영 대표가 사업화를 결심한 것은 지난해 9월.연대 창업센터 상담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연대에 창업센터는 있
는데 별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구요.그런데 저는 계속 찾아가서 이런저런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상담을 받았죠.그러면서 상
담사 분과 잘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날 상담사로부터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께서 강의를 하러 학교에 온다는 말을 듣게 된다.
“즉시 이 분에게 가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 당시 윤 대표는 ‘대한민국 대학생 벤처 창업 대회’을 준비하고 있었다.창업대회를 위해 준비했던 반쪽짜리 사업계획서를 들고
권 대표를 다짜고짜 찾아갔다.하지만 권 대표는 처음엔 “경진대회용 사업계획서와 진짜 사업용 사업계획서는 다르다”며 “경진
대회용 사업계획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거절을 했다.윤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자신의 생각을 들어봐달라고
졸랐다.윤 대표의 사업 아이디어를 듣더니 권 대표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프라이머에 와서 발표를 하세요.프라이머와 함께 어
떻게 사업화할 지 고민을 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작년 10월 스타일쉐어는 프라이머의 멤버가 됐다.아직 법인 설립을 하기도 전이었다.

출처: https://limwonki.com/476 [임원기의 人터넷 人사이드]

https://limwonki.com/476
https://limwonki.com/476


스타일쉐어

98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limwonki.com/476

• 24일 모바일 패션뷰티 서비스 스타일쉐어는 3.0버전을 선보이며 앱 내에 커머스 기능을도입하고
스토어 메뉴를 런칭했다고 밝혔다.

• 국내 약 220만 명의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패션 뷰티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인 스타일쉐어는, 이
번 3.0 버젼을 통해 콘텐츠 공유부터 쇼핑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원스톱 패션뷰티 서비스를 제공
한다.

• 스타일쉐어 윤자영 대표는 “이번 커머스 도입을 통해 사용자들이 오랜 기간 요청해온 쇼핑 기능
과 다양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디자이너∙브랜드들에는 새로운 유통 채널을 제공할 수 있게 되
어 기쁘다”며 “스타일쉐어를 통해 콘텐츠 공유부터 쇼핑까지 한 번에 연결함으로써 더욱 많은 사
람들이 더 쉽게 손 안에서 패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limwonki.com/476


스타일쉐어

99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2/article_no/9105/is_free/Y

• 다음 중 “ㅈㅂㅈㅇ＂의 뜻은?

1)제발조용

2)제발좀요

3)제발자요

4)정보좀요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2/article_no/9105/is_free/Y


스타일쉐어

100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smFsK3

• 이날 협약식에는 신덕순 KB국민은행 중소기업
고객그룹 대표, 윤자영 스타일쉐어 대표 및 양
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 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 스
타일쉐어 입점 중소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신속
한 자금지원이 가능한 비대면 금융상품을 개발
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중소판매업자는 자금 정산 시기를
앞당겨 현금 유동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비대
면 프로세스를 활용한 편리한 금융서비스도 이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ttp://bit.ly/2smFsK3


스타일쉐어 태산(泰山) 성장 과정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01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DhfsC7

태산(泰山)

2010 
프라이머

미팅

2011
스타일쉐어

설립

2016
쇼핑몰 기능

추가

2018
패션몰
29CM

300억원에
인수

2018
매출 1200억 원

달성

티끌

http://bit.ly/2DhfsC7


인스타그램

102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instagram.com/

https://www.instagram.com/


인스타그램

103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brandbrief.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8

http://www.brandbrief.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8


인스타그램

104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3/167370/

• 미국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만으로 상품을 고르고 구매 결제
까지 할 수 있게 됐다.

• 기존 인스타그램 앱에서는 '쇼핑 태그'가 붙어있는 제품 사진을 클릭하면 제품 정보 확인은 가능
하지만, 결제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서 해야 했다.

• '체크아웃' 기능은 상품 선택, 주문, 결제까지 인스타그램 앱 안에서 전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 배송 정보 확인과 판매자 연락, 반품, 주문 취소 기능 등도 모두 지원한다.

• 아디다스, 나이키, 디오르, H&M, 프라다, 자라, 유니클로, 버버리 등 23개 브랜드가 인스타그램 체
크아웃 기능을 사용하며 향후 더 많은 브랜드가 추가될 예정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3/167370/


태그바이

105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tagby.kr/

https://www.tagby.kr/


태그바이

106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pPJf1o

http://bit.ly/2pPJf1o


태그바이

107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tagby.kr/service/views/index.php

https://www.tagby.kr/service/views/index.php


태그바이

108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tagby.kr/service/views/index.php

https://www.tagby.kr/service/views/index.php


태그바이

109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shop.tagby.kr/etooskim

https://shop.tagby.kr/etooskim


韓 주목할 만한 신흥 태산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0aSSIST 경영대학원

지그재그 에이블리

심쿵할인 할인중독 공구마켓

오늘회 인어교주해적단

스타일쉐어 인스타그램 태그바이

네이버페이 페이스북 페이VS



네이버페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1aSSIST 경영대학원

https://campaign.naver.com/event/pointevent/201911

https://campaign.naver.com/event/pointevent/201911


네이버페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2aSSIST 경영대학원

https://campaign.naver.com/event/pointevent/201911

https://campaign.naver.com/event/pointevent/201911


네이버페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3aSSIST 경영대학원

https://campaign.naver.com/event/pointevent/201911

https://campaign.naver.com/event/pointevent/201911


네이버페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4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qPHW2X

•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는 네이버쇼핑은 상품 정보 검색 경로를 지배하면서 올해 전체 거래액(스마

트 스토어 + 네이버 쇼핑: 경유 거래액 포함) 기준 국내 1위 전자상거래 기업이 될 전망이다. 

• 경쟁 기업들과는 달리 네이버 전자상거래 부문 매출액은 사실상 원가부담이 없는 광고 수익이라

는 점도 매력적이란 평가다.

http://bit.ly/2qPHW2X


네이버페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5aSSIST 경영대학원

https://byline.network/2019/07/25-65/

• 네이버페이가 독립 회사로 출범한다. 네이버는 24일 네이버페이 CIC(사내독립기업)를 물적 분할
형태로 분사,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쇼핑과 연계된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가지고 시작해 다양한 금융사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빠른 경영과 외부 투자 유치라
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 네이버파이낸셜은 일단 네이버의 전략적 파트너인 미래에셋으로부터 5000억원 이상을 투자 받
을 예정이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대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는 네이버는 미래에셋의 지원으
로 대규모 자본투자 없이 네이버파이낸셜을 분할할 수 있게 됐다.

•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양사는 핵심 역량을 융합하여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시작한 테크
핀(TechFin) 시장에서 본격적인 흐름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byline.network/2019/07/25-65/


페이스북 페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6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3/98348409/1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12일(현지 시간) 결제 서비스 ‘페이스북 페이’를 미국
에서 출시했다. 페이스북 페이는 삼성페이나 알리페이 등과 같이 페이팔 및 신용카드와 연계
해 페이스북 계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이날 CNN,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페이를 통해 페이스북
메신저 앱에서의 송금, 페이스북 마켓 물건 구입, 모금 활동 참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몇 달 안에는 페이스북 계열 앱인 인스타그램과 와츠앱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
망된다. 페이스북 페이는 페이스북이 내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리브라’의 디지털
지갑 서비스 ‘캘리브라’와는 다른 별도의 서비스다. 미국에서 우선 출시한 뒤 대상 지역을 점
차 넓혀갈 계획이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3/98348409/1


페이스북 페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7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34kFZtY

http://bit.ly/34kFZtY


페이스북 페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8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34kFZtY

http://bit.ly/34kFZtY


페이스북 페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9aSSIST 경영대학원

https://about.fb.com/news/2015/03/send-money-to-friends-in-messenger/

https://about.fb.com/news/2015/03/send-money-to-friends-in-messenger/


페이스북 페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0aSSIST 경영대학원

https://about.fb.com/news/2017/04/get-paid-bac
k-announcing-group-payments-in-messenger/

https://about.fb.com/news/2017/04/get-paid-back-announcing-group-payments-in-messenger/


Facebook Pay 태산(泰山) 성장 과정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1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DhfsC7

태산(泰山)

2015
송금 기능

탑재

2017
그룹 송금
기능 탑재

2019.6
Libra 발표

2019.10
Libra

美 청문회
출석

2019.11
Facebook Pay

발표

티끌

http://bit.ly/2DhfsC7


암호화폐 제도화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2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tokenpost.kr/article-20815

https://www.tokenpost.kr/article-20815


암호화폐 제도화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3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tokenpost.kr/article-20815

•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국회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

소위는 이중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 입장에 가까운 김병욱 의원 특금법 개
정안을 기반으로 일부 용어와 신고제 요건을 완화한 형태로 의결했다.

https://www.tokenpost.kr/article-20815


aSSIST, Launches the World’s First Crypto MBA

aSSIST 크립토MBA 124



aSSIST, Launches the World’s First Crypto MBA

aSSIST 크립토MBA 125



학 기 교 과 목 명

2020년

1학기

• 화폐금융론

• 딥러닝의 이해와 케라스 실습

• AI와 암호학의 이해

• 탈중앙데이터의 분석과 Defi

• 경영전략

• 논문 작성 기초와 전략

• Jamovi 통계와 실습

• 중국의 이해와 중국 경영 전략

• 하이퍼레저의 구조와 운영

• 크리에이티브 씽킹과 문제 해결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aSSIST 크립토MBA 126

https://www.cryptomba.io/

https://www.cryptomba.io/


학 기 교 과 목 명

2020년

2학기

• 비트코인 메커니즘과 블록체인

• 이더리움 메커니즘과 스마트컨트랙트 실습

• 탈중앙 정치 시스템의 이해

• 경영전략 메커니즘의 이해

• 전략적 통계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 미시 경제학 메커니즘의 이해

• 거시 경제학 메커니즘의 이해

•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

• 게임이론과 메커니즘 디자인 전략 기획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aSSIST 크립토MBA 127

https://www.cryptomba.io/

https://www.cryptomba.io/


학 기 교 과 목 명

2019년

2학기

• 암호학 메커니즘의 이해

• EOS 메커니즘과 스마트컨트랙트 실습

• 디지털 재무 회계

• 토큰 이코노미와 디지털 화폐학

• 행동경제학과 인센티브 설계 전략

• 디지털 혁신과 규제 최신화

• 디지털 마케팅 전략 기획

• CryptoFund 메커니즘과 투자 유치 전략 기획

• Dapp기획과 개발 실습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aSSIST 크립토MBA 128

https://www.cryptomba.io/

https://www.cryptomba.io/


졸업요건
• 토큰 이코노미 백서 또는 블록체인 기반 창업계획서

• 혹은 블록체인/토큰 이코노미 분야 논문

과정구성
• 주말 수업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간)

• 1.5년 3학기

모집유형
• 개인 지원

• 기업체 파견 교육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aSSIST 크립토MBA 129



강의 순서

1. 새로운 태산의 등장

2. 韓 최신 전자상거래 전략 분석

• 지그재그 vs 에이블리

• 심쿵할인 vs 할인중독 vs 공구마켓

• 오늘회 vs 인어교주해적단

• 스타일쉐어 vs 인스타그램 vs 태그바이

• 네이버페이 vs 페이스북 페이

3. 中 최신 전자상거래 전략 분석

• 쑤닝닷컴

• 샤오홍슈

• 큐텐

4. 韓-中 신유통 시너지 창출 전략 및 구현

130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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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신 전자상거래 전략 분석



쑤닝닷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2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suning.com/

https://www.suning.com/


쑤닝닷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3aSSIST 경영대학원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6120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6120


쑤닝닷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4aSSIST 경영대학원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6120

쑤닝이 대형 마트기업인 까르푸의 중국 법인 지분 80%를 인수한 뒤 본격
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16일 신랑재경(新浪财经)은 오는 9월 28일 전국 200여 개의 까르푸 매장
에서 일제히 쑤닝이거우(苏宁易购) 가전 판매 매장이 문을 연다고 발표했
다. 이는 쑤닝이 까르푸의 지분을 인수하고, 반독점심사가 이뤄진 후의 첫
변화다.

쑤닝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룬파(大润发), 오상(欧尚) 마트 외에도 새로운
마트 매장을 통한 고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 전자제품 판매 기업인 쑤닝이거우는 두 달 전 자회사 쑤닝국제를 통
해 까르푸 중국법인 지분 80%를 48억 위안(8000억원)에 인수했다. 쑤닝은
이번 인수 후 까르푸 중국 법인의 지배주주가 되었고 까르푸그룹의 지분
은 20%로 낮아졌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6120


쑤닝닷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5aSSIST 경영대학원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6120

• 2018년 5월 21일, 인터밀란은 6년 만에 유럽축구
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다. 이날
장캉양은 경기장 한켠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과거 이탈리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차례 “인터
밀란은 반드시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던 그가 마침내 자신의 약속을 지킨 셈이
다. 장캉양의 SNS에는 구단 관련 글과 사진이 주
를 이룬다. '재벌2세'의 과시 흔적은 좀처럼 찾아
보기 힘들다.

• 중국 매체들은 “왕쓰총이 게임에 몰두하고 스캔들
을 뿌리고 다닐 때, 장캉양은 인터밀란의 챔피언
스리그 진출을 이끌었다”며, “장캉양은 일반적인
재벌2세와는 차별화된 ‘훌륭한 푸얼다이’"라고 평
가한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6120


쑤닝 창업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6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rtGSSq

http://bit.ly/2rtGSSq


쑤닝 창업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7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35v3C3g

성명 장진둥(張近東)

고향 강소성 남경시 (본적: 안휘성)

출생연도 1963년

출신학교 남경사범대학 중문과

수상 이력

2004년 중국청년5ㆍ4훈장

2005년 우수 민영기업가

2006년 CCTV 경제인물

주요 경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10기 전국위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11기 전국위원

중화전국공상연합회 상무위원

중화전국공상연합회 부주석

강소성 제11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현 쑤닝전기고분유한공사 대표

http://bit.ly/35v3C3g


쑤닝 창업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8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35v3C3g

졸업 이후 난징 국유기업인 하오웨이에 입사해 평범한 직장인의 길을 걷고 있던 그는 개혁ㆍ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에 불어
닥친 `샤하이(下海ㆍ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에 나섬) 열풍`을 타고 창업의 길에 들어섰다.

1987년 고민 끝에 형과 함께 창업자금 10만위안(약 1800만원)을 바탕으로 난징 거리에 에어컨 대리점을 차리면서 전자제품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3년간의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1990년 쑤닝전기의 전신인 쑤닝자오가전유한회사를 차렸다.
창업 이후 장진둥 회장은 에어컨 판매에만 집중하는 독특한 경영 전략을 계속 유지했다.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게 팔리는 가전제품은 세탁기, 컬러TV 등이었지만 그는 사치 품목으로 여겨졌던 에어컨을
팔아야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것에 주목했다.

장진둥 회장은 학교와 기업 등 에어컨 수요가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에 주력했다.

에어컨이 잘 팔리지 않는 겨울철에 싼 값으로 에어컨을 대량 구매해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만약 여름철 수요를 잘못 계산했다
면 미리 사놓은 에어컨이 남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었음에도 장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http://bit.ly/35v3C3g


쑤닝의 교섭력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9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maeilnews.co.kr/mobile/article.html?no=3951#_enliple

LG전자가 중국 시장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현지 최대 가전 유통업체인 쑤닝과 머리를 맞댔다.

양사는 상반기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쑤닝의 쇼핑 데이인 '818'을 앞두고 판매 전략
또한 모색했다.

818 데이는 쑤닝닷컴이 창립 기념일을 기념해 2013년부터 매년 8월 18일 진행하는 판촉 활동이다. 지난해 818 
데이 판매량은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활성 사용자 수는 같은 기간 97% 뛰었다.

LG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중국 매출은 2015년 3조2606억원, 2016년 2조7676억원, 2017년 2조
5463억원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작년 매출은 2조3677억원으로 2조5000억원대 미만으로 떨어졌다.

LG전자는 쑤닝을 비롯해 현지 유통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부진을 만회한다. 지난 2011년부터 쑤닝어플라이
언스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모색해왔다. 중국 전역 1500여개의 쑤닝 매장에서 LG 제품을 팔았다. 
2013년에는 중국 거래선을 한국으로 초청해 생산 현장과 유통 매장을 돌아보는 행사를 가졌다.

https://www.maeilnews.co.kr/mobile/article.html?no=3951#_enliple


쑤닝 관계자 인터뷰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0aSSIST 경영대학원



쑤닝은행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1aSSIST 경영대학원

http://suningbank.com/snb/

http://suningbank.com/snb/


쑤닝금융연구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2aSSIST 경영대학원

https://sif.suning.com/

https://sif.suning.com/


쑤닝닷컴의 CSR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3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35BVluj

이는 최근까지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을 비롯한 전국 41개 도시
에 9000여 채의 기숙사와 아파트를 마련, 가난한 직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자금은 연 최소 5억 위안 전후에 이르는 것으로 추
산되고 있다.

쑤닝의 사회공헌은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곳에서 이뤄진다는 특징도 있
다.

이는 환경보호를 위해 물류 자동화와 재활용 프로젝트를 수년 전부터 적
극적으로 가동하는 행보가 확실하게 증명한다.

수년 전부터 매년 매출액의 0.5% 전후가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는 것
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http://bit.ly/35BVluj


쑤닝닷컴의 CSR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4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35BVluj

2017년부터 시작된 빈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창업 및 취업 훈련
지원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치는 사업으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전국에서 40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외에 빈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장학 사업, 재난 지역에 대한
구호 등 역시 쑤닝이 매해 실시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손꼽힌다.

지금까지 이에 투입된 자금만 20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2019년의 경우 빈곤 퇴치 사업에만 5억 위안을 투입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중국 유통업계 정보에 밝은 고윤철 전 진잉(金鷹)백화점 사장
은 “쑤닝은 업계에서 100년을 내다보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에 속한
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면서 쑤닝의 사회공헌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다.

고 사장의 말대로라면 쑤닝의 고용 극대화를 통한 사회공헌은 향후 70
여 년은 더 이어질 수 있을 듯하다.

http://bit.ly/35BVluj


중국 기업들의 CSR 약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5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new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

• 장강상학원은 특히 기업인들의 사회적 가치 기여
와 공익 활동을 강조하였고 지난 한 해 동안 공익
활동에 탁월하게 기여한 장강 기업인들을 선정하
여 시상하였습니다. 

• 이 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60억 원(1억 위안) 
이상 공익 활동에 기여한 동문이 9명, 80억 원(5
천만 위안) 이상 기여한 동문이 19명, 32억 원(2
천만 위안) 이상 기여한 동문이 32명으로 집계되
었습니다.

출처 : 새교육정보(http://www.newedu.co.kr)

http://www.new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


중국 기업들의 CSR 약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6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new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

• 장강상학원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공익 활동의 중
요성을 담은 ‘공익이 없으면 장강이 아니다’라는 제
목의 도서를 소개하고 참석자 전원에게 교부하였습
니다.

출처 : 새교육정보(http://www.newedu.co.kr)

http://www.new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


쑤닝닷컴 태산(泰山) 성장 과정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7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DhfsC7

태산(泰山)

1987
10만 위안
에어컨대리

점

2004
기업 상장

2018
인터밀란

인수

2019.2
완다 백화점
37곳 인수

2019.9
中 까르푸 인수

티끌

http://bit.ly/2DhfsC7


샤오홍슈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8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xiaohongshu.com/

https://www.xiaohongshu.com/


샤오홍슈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9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cmnews.kr/people/368898

• 샤오홍슈(小紅書)는 2013년 중국에 설립된 스타트업기업으로,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표방한 온라인 쇼핑몰로 해외 각국의 상품이나 문
화 활동을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

• "중국의 모든 유행은 샤오훙수(小紅書)'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젊은 층에서 폭발적인 인기

•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한 상품에 대한 리뷰(후기)를 작성 후 이를 공유하는
일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쇼핑몰

• 알리바바, 텐센트 모두 샤오훙수 재무적 투자자. 2019.3월말 기준 이용자 수
는 2억2000만명, 이용자 절반이 95허우 세대. 이들이 하루 평균 올리는 댓
글만 30억건. 미용·뷰티·패션·헬스·액세서리, 가방 및 잡화를 독서 상품이 대
부분

• 중국에서 인스타그램 같은 유저 중심 스타일 쉐어 플랫폼은 샤오홍슈가 독
보적으로 중국 젊은이들이 해외상품을 구매할 때 1순위로 찾는 플랫폼으로
성장

http://www.cmnews.kr/people/368898


스타일쉐어 vs 샤오홍슈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0aSSIST 경영대학원



큐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1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

• 쇼핑 플랫폼 'Qoo10(큐텐·대표 구영배)'이 자사가 운영하던 일본
사업을 글로벌 이베이에 매각하는 협정에 최근 서명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 Qoo10 측은 “2010년 설립돼 지난 8년간 아시아 각국에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왔다”면서 “이번 매각으로
Qoo10은 동남아시장에 집중하면서 착실하게 기반을 구축해 온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3국 이외에 태국·베트남 등
성장성이 높은 다른 국가로도 진입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습니
다. 다만 매각금액은 알리지 않습니다.

• 현재 Qoo10 싱가포르는 회원수는 약 300만명으로 점유율 95%
의 현지 1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아세안업닷컴이 발표
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사이트 TOP10’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


큐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2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

• 이베이가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Qoo10)의 일본 사업부를 인수해 일본 현지에 재진출한다.
• 이베이는 지난 2000년 일본 현지에 진출했지만 현지화에 실패하면서 2002년 철수했다. 당시 경쟁사

에 비해 늦게 진출하는 탓에 판매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후재팬에 밀려 고전하다 결국 시장
에서 발을 뺐다.

• 큐텐의 일본 사업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370억엔(한화 약 3700억원) 가량으로 라쿠텐, 아마존재
팬, 야후쇼핑에 이어 4위 업체다. 판매자 수만 8만명을 넘겼으며 동아시아 지역 이용자만 2000만
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베이는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철수한 이후 재진출을 항상 검토했다”며 “다
만 이베이 브랜드를 들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안착한 업체를 인수해 진출하는 방식
을 택해 수년 전부터 큐텐 일본 사업부 인수를 타진해왔다”고 전했다.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


큐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3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naver&num=41077

• 구 대표는 서울대 자원공학과 85학번으로 인터파크 창립멤버다. 1991년 대
학졸업 이후 미국계 석유개발업체인 슈름버거(Schlumberger)에서 엔지니어
로 근무했고 인도와 오만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석유를 탐사하고 유전을
개발하는 일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인도인 부인도 얻었다.

• 1998년 대학선배 소개로 이기형 인터파크 회장을 만났고 이후 연봉을 3분의
1로 낮춰 인터파크에 합류했다. 구 대표는 2003년 ‘오픈마켓’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G마켓을 출범했다. 

• G마켓은 2005년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하더니 2006년 2조 원, 2007년 3조
원, 2008년 4조 원을 넘어섰다. 모회사인 인터파크보다 더 매출이 커졌고
2006년 나스닥에도 상장했다.

• 이베이는 국내 시장을 차지하려고 경쟁사인 옥션을 인수했지만 G마켓의 아
성을 넘어설 수 없었다.

• 그런데 이기형 인터파크 회장이 2009년 4월 G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했고 구
대표는 물러나야 했다.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naver&num=41077


큐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4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naver&num=41077

• 구 대표는 큐텐을 통해 오랜 꿈인 ‘국경없는 아시아 단일시장’을 이루고자 한
다.

◆ 구영배, 큐텐 연매출 1조 원 돌파

19일 큐텐에 따르면 큐텐은 2016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큐텐 관계자는 “자세한 수치는 공개하기 힘들지만 2016년 매출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큐텐의 매출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4년 매출 3900억 원, 2015년 매
출 7천억 원을 냈다.

큐텐은 누구나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픈마켓이다. G마켓 설립자인 구
영배 대표가 지분 51%, 이베이가 지분 49%를 투자해 2010년 싱가포르에서
설립했다.

국내에 운영서버를 두고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등에서 각국 언어로 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있다.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naver&num=41077


큐텐 태산(泰山) 성장 과정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5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DhfsC7

태산(泰山)

1998
인터파크

합류

2003
G마켓
출범

2009
G마켓 매각

2010
ebay와

큐텐 설립

2018
큐텐 일본 매각
싱가포르1위

외 다국가 운영

티끌

http://bit.ly/2DhfsC7


강의 순서

1. 새로운 태산의 등장

2. 韓 최신 전자상거래 전략 분석

• 지그재그 vs 에이블리

• 심쿵할인 vs 할인중독 vs 공구마켓

• 오늘회 vs 인어교주해적단

• 스타일쉐어 vs 인스타그램 vs 태그바이

• 네이버페이 vs 페이스북 페이

3. 中 최신 전자상거래 전략 분석

• 쑤닝닷컴

• 샤오홍슈

• 큐텐

4. 韓-中 신유통 시너지 창출 전략 및 구현

156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57

韓-中 신유통 시너지 창출 전략

및 구현



韓-中 신유통 시너지 창출 전략 및 구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8aSSIST 경영대학원

티끌의
중요성

SNS
심리이해

핵심 요소

디지털
기술적용

글로벌
레버리지



韓-中 신유통 시너지 창출 전략 및 구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9aSSIST 경영대학원

티끌의
중요성

SNS
심리이해

핵심 요소

디지털
기술적용

글로벌
레버리지



韓-中 신유통 시너지 창출 전략 및 구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60aSSIST 경영대학원

티끌의
중요성

• 에이블리는 진정한 티끌을 위해 당시 월 매출 15억
원이던 서비스를 정리하고 에이블리 플랫폼을 개발

• 스타일쉐어는 초기에 무리한 광고를 집행하지 않고 유
기적인 성장(organic growth)에 집중

• 닥터자르트는 초기부터 추상적인 상품을 개발하기보
다 피부과 병원에서 고가로 사용되는 BB크림의 대중
화에만 집중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61

비트코인의 티끌 사례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의 전개 방향

CEO 최신화과정 162aSSIST 경영대학원

비트코인 중국 디지털 화폐페이스북 Libra



비트코인 가격 : Linear Scale



비트코인 가격 : Log Scale



비트코인 가격 : Log Scale
https://www.tradingview.com/chart/BLX/uYKn9Nrx-Bitcoin-longterm-chart/

https://www.tradingview.com/chart/BLX/uYKn9Nrx-Bitcoin-longterm-chart/


Nick Szabo : 스마트콘트랙트 제안자

CEO 최신화과정

-스마트컨트랙트는 1994년 암호학자이자 프로그래머인 닉 사
보(Nick Szabo)가 최초 제안한 개념
-가상화폐 ‘비트골드’(bitgold)의 창시자
-비트코인의 개념 정립에 큰 역할을 한 인물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에 필요한 요소를 코드를 통해 스스
로 실행되게 하는 전산화된 거래 약속이다”

닉 사보 (Nick Szabo)

스마트 계약 설계의 기본 원칙 4가지 제시

관측 가능성(Observability)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

사생활 보호(Privity) 강제 가능성(Enforceability)

166aSSIST 경영대학원



Nick Szabo

CEO 최신화과정 167

• Secure Property Titles with Owner Authority - 1998

• Confidential Auditing - 1998

• The God Protocols - 1999

• Micropayments and Mental Transaction Costs - May 1999

• Intrapolynomial Cryptography - 1999

• Contracts with Bearer - 1999

aSSIST 경영대학원



The God Protocol

CEO 최신화과정 168

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
ocols/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ocols/


The God Protocol

CEO 최신화과정 169

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
ocols/

aSSIST 경영대학원

• 신뢰 검증 기관이 신뢰를 저해한다는 소신

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ocols/


The God Protocol

CEO 최신화과정 170

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
ocols/

aSSIST 경영대학원

• 완벽히 탈중앙화 상태를 God Protocol 이라 비유

• God Protocol를 컴퓨터 기술로 구현하고자 함

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ocols/


Nick Szabo

CEO 최신화과정 171

• Proplets: Devices for Controlling Property - 2001

• Trusted Third Parties are Security Holes - 2001

• Measuring Value - 2002

• The Playdough Protocols - 2002

• Shelling Out: The Origins of Money - 2002

aSSIST 경영대학원



Trusted Third Parties are Security Holes

CEO 최신화과정 172

https://nakamotoinstitute.org/trusted-third-
parties/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akamotoinstitute.org/trusted-third-parties/


Nick Szabo

CEO 최신화과정 173

• A Formal Language for Analyzing Contracts - 2002

• Advances in Distributed Security - 2003

• Bit Gold - December 29, 2005

• Scarce Objects - 2004

• Money, Blockchains, and Social Scalability - February 9, 2017

aSSIST 경영대학원



Bit Gold

CEO 최신화과정 174

https://nakamotoinstitute.org/bit-gold/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akamotoinstitute.org/bit-gold/


Hal Finney 

CEO 최신화과정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56765

할 피니
(Hal Finney 1956~2014)

-최초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도입한 개발자 중 한 명, 비트코인 프로
젝트에 중대한 기여를 한 인물들 중 하나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거래한 인물, ‘콘솔 게임’(console 
game)의 선구적인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최초로 10비트코인을 전송 받은 프로그래머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PoW 방식과 유사한 PRoW(재사용 작업증명
방식)를 직접 개발

-PGP Corporation에서 활동(이메일 및 데이터 암호화 전문업체) 

*PGP(Pretty Good Privacy)
: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호화 하는 프로그램
오늘날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이메일(e-mail) 보안 시스템

175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56765


Hal Finney

CEO 최신화과정 176

• Detecting Double Spending - October 15, 1993

• Digital Cash & Privacy - August 19, 1993

• PGP Web of Trust Misconceptions - March 30, 1994

• For-Pay Remailers - October 28, 1994

• Politics vs Technology - January 2, 1994

• RPOW - Reusable Proofs of Work - August 15, 2004

• (Bitcoin and Me - March 19, 2013)

aSSIST 경영대학원



Detecting Double Spending

CEO 최신화과정 177

https://nakamotoinstitute.org/detecting-do
uble-spending/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akamotoinstitute.org/detecting-double-spending/


비트코인 태산(泰山) 성장 과정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78aSSIST 경영대학원

http://bit.ly/2DhfsC7

태산(泰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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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ng 
Double 

Spending

1999
The God 
Protocols

2001
Trusted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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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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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OW 

- Reusable 
Proofs of 

Work

2005
Bit 

Gold

티끌

2008.10
BitCoin

백서

할 피니
할 피니

닉 사보
닉 사보 닉 사보 ?

http://bit.ly/2DhfsC7


비트코인의 파생 효과

탈중앙화 중앙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EOS Libra CBDC

태산(泰山)티끌



180

각 합의 알고리즘의 비교
https://bit.ly/2wl6lPY

CEO 최신화과정

탈중앙화의 완화

PoW PoS DPoS
BFT

DPOS
BFT

aSSIST 경영대학원

강한 탈중앙화
(The God Protocol)

https://bit.ly/2wl6lPY


181

中 디지털화폐 최신 동향(2019.11.27)
https://joind.io/market?id=1065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중국 디지털통화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는 국제 결제와 중국 소매업 시스템
개선에 유리한 작용을 할 것이다."

저우샤오촨 중국금융협회 회장이자 전 인민은행 총재는 26일 중국 주하이 헝친에서 열린 '2019 
차이신헝친포럼'에서 중국 디지털화폐의 두 가지 주요 활용처를 언급했다. 저우 전 총재의 발언
은 그간 중국 당국이 일관되게 보여온 DCEP에 관한 입장을 재확인해준 것이다. 
소매업 · 국제 결제에 먼저 활용
저우 전 총재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음. 하나는
전자 결제 중심의 국내 소매업 시스템, 다른 하나는 국제 결제 및 송금 서비스. 하지만 양측이 추
구하는 목표와 설계 방법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국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어. 그는 "중국의
경우 디지털통화의 지불 기능을 강조하는 동시에 소매 시스템에 기술 지원을 하는 방식을 모색하
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점차 활용처를 넓혀나가는 게 필요하다"

https://joind.io/market?id=1065


韓-中 신유통 시너지 창출 전략 및 구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82aSSIST 경영대학원

티끌의
중요성

SNS
심리이해

핵심 요소

디지털
기술적용

글로벌
레버리지



韓-中 신유통 시너지 창출 전략 및 구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83aSSIST 경영대학원

• 스타일쉐어는 ‘ㅈㅂㅈㅇ‘(정보좀요)라는 신조어를 만
들어 내고 이를 신규 UI 개발에 적용할 정도로 디지털
세대의 SNS 심리를 존중

• 인어교주해적단은 유튜브를 통해 홍보와 교섭력, 수익
창출을 동시에 이루어내고 있음

• 中 샤오홍슈는 韓 스타일쉐어와 서로 매우 유사한 플
랫폼

SNS
심리이해



BeCrypto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184

http://www.venturesquare.net/761955

토큰을 통한 마케팅의 메커니즘

고전적 마케팅

기업의
최초

시장점유율
신규 고객

광고비 투입

http://www.venturesquare.net/761955


BeCrypto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185

http://www.venturesquare.net/761955

토큰을 통한 마케팅의 메커니즘

그로스 해킹

작은
신규
고객

실험

기존
고객

많은
고객

실험기업의
최초

시장점유율

http://www.venturesquare.net/761955


BeCrypto aSSIST CEO Digital 최신화과정 186

토큰을 통한 마케팅의 메커니즘

토큰 발행

토큰

토큰

토큰

토큰

토큰

토큰

신규 고객

기업의
최초

시장점유율

✓ 증가된 시장점유율의 가치를 고객과 공유



aSSIST 크립토MBA 187

행동경제학과 토큰 기반 마케팅의 관계

토큰 발행

토큰

토큰

토큰

토큰

토큰

토큰

신규 고객

기업의
최초

시장점유율

✓ 토큰 보유자들의 화살표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aSSIST 크립토MBA & 메커니즘 캠퍼스 188

토큰 이코노미 전략의 핵심 : 토큰 홀더의 에너지 극대화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동기부여 할 것인가?

◼ Hub의 발견
◼ Hub의 육성

◼ Hub의 토큰 획득 극대화
◼ Hub의 토큰 홀딩 극대화
◼ Hub의 토큰 장기적 수요 극대화

네트워크 과학 행동경제학



aSSIST 크립토MBA & 메커니즘 캠퍼스 189

디지털 지갑의 역할

• 행동 보상과 예약 전송 기능의 결합
• 토큰을 통한 서비스 구매 기능



韓-中 신유통 시너지 창출 전략 및 구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90aSSIST 경영대학원

티끌의
중요성

SNS
심리이해

핵심 요소

디지털
기술적용

글로벌
레버리지



韓-中 신유통 시너지 창출 전략 및 구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91aSSIST 경영대학원

• 심쿵할인(제이슨그룹)의 성공은 디지털 마케팅 알고리
즘 연구와 효율적인 채널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기반
으로 탄생함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스북 페이가 전자상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네이버
라인/페이스북 모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적용 중

• AI 알고리즘과 블록체인은 전략이 아닌 기본 요소

디지털
기술적용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92

전자상거래 전략 수립을 위한

AI 기본 지식



아래 그림을 해석하려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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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흐름과 역사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94aSSIST 경영대학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필수 개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95

데이터 분석
기초 개념

머신 러닝 딥러닝

aSSIST 경영대학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필수 개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96

데이터 분석
기초 개념

머신 러닝 딥러닝

aSSIST 경영대학원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패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97

데이터 분석

Classification

패턴찾기
분류하여
예측하기

유형별
나누기

과거에서
미래예측

Clustering ForecastingPattern Discovery

aSSIST 경영대학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필수 개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98

데이터 분석
기초 개념

머신 러닝 딥러닝

aSSIST 경영대학원



컴퓨터 사용법의 변화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99aSSIST 경영대학원

업무지시
스스로
해결

VS

전통적 프로그래밍 머신러닝(기계학습)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필수 개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0

데이터 분석
기초 개념

머신 러닝 딥러닝

aSSIST 경영대학원



딥러닝이란 :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1

머신
러닝

aSSIST 경영대학원



딥러닝의 최신 3대 트렌드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2aSSIST 경영대학원

CNN RNN

컴퓨터의 눈
(시각으로 비유)

컴퓨터의 기억
(청각으로 비유)

GAN

데이터의 생성



CNN 메커니즘

핵심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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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N 메커니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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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 메커니즘

핵심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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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6aSSIST 경영대학원



이 사진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7aSSIST 경영대학원



AI가 생성한 사람 얼굴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8aSSIST 경영대학원

https://generated.photos/

https://generated.photos/


AI 패션 디자이너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09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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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 box의 개념 이해

210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마케팅 부서의 Black box 실행 패턴

211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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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마케팅 부서가
고객 해지

원인을 알고
싶을때

언제, 어디에

고객 구매
이력을

무엇을 어떻게

• 데이터마이닝
• White Box
• 해지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



디자인 운영 부서의 실행 패턴

213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대량의 디자인을
빨리 뽑고 싶을 때

언제, 어디에

디자인 패턴을

무엇을 어떻게

• 생산적 적대
신경망(GAN)
적용

• 유사한 구조를
자동 생성



경영진에게 필요한 데이터 인식 패턴

214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경영진이
데이터

전사 전략을
수립하고 싶을 때

언제, 어디에

전사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구별하여

무엇을 어떻게

• Black Box 분석
• White Box 분석



韓-中 신유통 시너지 창출 전략 및 구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15aSSIST 경영대학원

티끌의
중요성

SNS
심리이해

핵심 요소

디지털
기술적용

글로벌
레버리지



韓-中 신유통 시너지 창출 전략 및 구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16aSSIST 경영대학원

• 서울은 뉴욕보다 스타벅스 지점이 많은 세계 Top 규모
도시

• 닥터자르트/스타일난다의 글로벌 매각의 배경에는 모
두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과 성장성이 있었음

•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개척한 한국 기
업을 인수함으로써 재무적/전략적/자원적 이익이 있
음

• 큐텐은 글로벌 성장 중에 일본 시장 매각으로 부분 유
동화 및 신규 자금 마련

글로벌
레버리지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217

거대한 중국 시장이 주는 의미



(복습) A와 B에 들어갈 국가는?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18aSSIST 경영대학원

처음에 패권국가(A)의 사람들은 이윤이 적은 저급 제품을 만드는 후
발국가(B)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B국가에서 만드는 제품은 모방품이
많고 품질도 높지 않았다. 그러나 추격자(B)는 생산 품질과 마케팅 등
모든 면을 개선하여 힘을 모았다. 마침내 후발국가(B)가 패권국가(A)
를 압박하게 되자 사람들은 B국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B국가의 역
량과 전략을 설명하는 신문기사와 책이 쏟아졌다.

A국가와 B국가는 무엇일까요?



A와 B에 들어갈 국가는?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19aSSIST 경영대학원

A국가와 B국가는 무엇일까요?

A국가

영국

B국가

미국

B. Joseph Pine, Mass Customization : The New Frontier in Business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1993



역사는 반복된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20aSSIST 경영대학원

A국가와 B국가의 또 다른 사례

A국가

일본

B국가

한국



역사는 반복된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221aSSIST 경영대학원

A국가와 B국가의 또 다른 사례

A국가

미국

B국가

중국



Digital 중국과 Digital 한국의 상호 기회

CEO 최신화과정 222aSSIST 경영대학원

국가 자본주의 아시아 민주주의 지수 1위

강력한 내수시장
대형 도시 서울
->글로벌 확장

국가 중앙주도형 규제 타파 진행중

디지털 통합시장 건설 지정학적 이점



Digital G3 한국의 비전이 밝은 이유

CEO 최신화과정 223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617

1. 한국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국가입니다. 

2. 한국은 기술의 활용 능력이 높습니다. 

3. 지정학적 위치가 유리합니다.

4. K컬쳐(K-Culture)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문화 콘텐츠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5. 카카오톡과 네이버 라인이 아시아 시장의 모바일 메신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6. 거대한 아시아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7.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매출을 벌어들이는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8. 한국의 전통 은행들의 위기 의식이 높습니다.

9. 암호화폐와 암호자산의 개념이 분리되면서 이른바 가상화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깨지

고 있습니다.

10.한국 디지털 세대의 열정과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https://joind.io/market?id=617


Digital G3 한국의 비전이 밝은 이유

CEO 최신화과정 224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617

https://joind.io/market?id=617


Digital G3 가 되기 위한 준비사항

CEO 최신화과정 225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713

https://joind.io/market?id=713


Digital G3 가 되기 위한 준비사항

CEO 최신화과정 226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798

https://joind.io/market?id=798


Digital G3 가 되기 위한 준비사항

CEO 최신화과정 227aSSIST 경영대학원

https://joind.io/market/id/1034

https://joind.io/market/id/1034


CEO 최신화과정 228

중국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aSSIST 경영대학원



중국은 광장과 타워의 요소를 모두 보유

CEO 최신화과정 229aSSIST 경영대학원

CHINA

수평적 요소 (광장)

수직적 요소 (타워)



중국의 독립적 사고 습관

230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종속적 습관 독립적 습관

• 변화를 따라 적응

• 경쟁 상태 게임에서 최
선을 다함

• 현상을 유지

• 중,후진국의 주요 습관

• 변화를 일으킴

• 기준을 세움

• 기존 방식을 재해석

• 독자적 노선 창조

• 선진국 주요 습관

VS



장강경영대학원 (长江商学院)

231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assist-ckgsb.org/

• 리카싱 회장이 설립, 청콩홀딩스(Cheung Kong Holdings)에서 유래

• 전 세계 유명 비즈니스 스쿨에서 영입된 49명의 석학들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강의를 제공

• CKGSB는 2006-20011 학술 저널 발표 논문 수는 세계 순위 6위 기록

• 하버드 케네디 스쿨, INSEAD 등 세계 유수 명문 교육기관과 협력 중

• 한국은 aSSIST와 함께 aSSIST-CKGSB Top-tier EMBA 입학 기회 제공

https://www.assist-ckgsb.org/


장강경영대학원 (长江商学院)

232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assist-ckgsb.org/

• 10,000명이 넘는 졸업 동문 중, 50% 이상이 CEO 또는 임원 간부 출신

• 중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브랜드 중 1/5이 CKGSB 동문 기업
(2017년 기준)

• 하버드 비지니스 리뷰 선정 '중국 최고경영자 TOP 100인’ 중
10명이 CKGSB 동문 출신 (2016년 기준)

• 베이징대학 BIMBA 와 더불어 중국 내 최고 MBA 과정으로 평가

https://www.assist-ckgsb.org/


Top-tier 산-학 네트워크

233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assist-ckgsb.org/

https://www.assist-ckgsb.org/


중국 10대 도시 규모

234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assist-ckgsb.org/

https://www.assist-ckgsb.org/


수업 진행

235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assist-ckgsb.org/

• 수업진행 구조 : 매월 1개 Module씩, 18개월 동안 총 18개의 Module로 구성

• 짝수 월 : CKGSB의 북경, 상해, 심천 캠퍼스에서 중국 학생들과의 합반 수업으로 진행

• 홀수 월 : 
• 국내 수업

• AI/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최신 Digital 이론 집중 교육
• 중국 현지 수업 : 

• 북경대, 칭화대, 인민대, 복단대, 교통대 등 Top 대학 교수 강의
• 북경, 상해, 심천, 항저우, 광저우 등 Top 10대 도시의 기업 탐방

https://www.assist-ckgsb.org/


중국 지역별 네트워크 연계

236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assist-ckgsb.org/

https://www.assist-ckgsb.org/


CKGSB 한국 동문회 공식 설립

237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assist-ckgsb.org/

https://www.assist-ckgs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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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https://www.moonsookim.net/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moonsookim.net/
https://www.moonsookim.net/


유튜브 강의실 접속하시는 법

239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https://www.youtube.com/channel/UCLRI6zyKZlDmoSwsBTrrLHg/videos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youtube.com/channel/UCLRI6zyKZlDmoSwsBTrrLHg/videos


2019년 12월 19일(수) 19시에
뵙겠습니다.

크립토 빅데이터의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