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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교수 소개

김문수 (aSSIST 경영대학원 크립토MBA 주임교수/ BeCrypto CEO)

김문수 교수는 토큰 이코노미 설계의 전략적 패턴, 토큰 상태방정식, 토큰 Dynamics 등 토큰 경제
학의 주요 모델을 창시하고 이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대기업, 상장사, 스타트업, 비정부기구 등 20
여 곳의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하고 자문하며 블록체인의 사회화와 산업 현장에 기여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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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 이코노미 설계 사례
코오롱에코원, 효성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뤼이드, 스켈터랩스, 스타시아, Aha, 원더스, 프로스
쿨, 휴모트, 골든시니어, 대리주부, 환경재단 등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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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서울대 공과대학 응용화학부/ 중국 CKGSB EMBA/ aSSIST 빅데이터 경영학 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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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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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의의 요약

4

• 난세(亂世)의 시대에 누가 돈을 벌고 있는가?

• 그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

•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CEO 최신화과정 강의를 만드는 이유

최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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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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를 효과적으로 듣는 추천 UX

7CEO 최신화과정

탐색 질투 존중 모방 창조

• 선행 기업들의 성공 사례와 도전에 대해

• 이를 바탕으로 내 회사의 전략을 창조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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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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 캠퍼스 온라인 강의 제공 http://mechcampus.kr/

• 부분별 심화내용 지속적 추가 촬영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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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신화과정 커리큘럼

2019년
1월

(16일)
2월

(20일)
3월

(20일)
4월

(17일)
5월

(15일)
6월

(19일)

주제
게임이론과

토큰
이코노미

메커니즘
디자인과

토큰
이코노미

Digital
Trans-

formation
실행 패턴

Digital 
China

토큰
마케팅 전략

비디오
커머스

7월
(17일)

8월
(21일)

9월
(18일)

10월
(16일)

11월
(20일)

12월
(18일)

주제
딥러닝
2019

최신 동향

디지털
헬스케어

블록체인
2019
Data

실증분석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트레이딩

크립토
경영전략

일부 과목은 산업변화 속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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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 경영대학원 크립토MBA 주임교수
aSSIST 암호경제연구소장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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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선행 강의 이력과 오늘 강의의 구조

Digital Transformation
실행과 사례

12

인공지능과
딥러닝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

2017년 2018년 2018년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전략적 패턴 강의 연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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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이코노미 설계의
전략적 패턴

2018년 8월

Digital Transformation
실행의 전략적 패턴

2019년 3월

Kim, Moon S.; Chung, Jee Y. 2019. "Sustainable Grow
th and Token Economy Design: The Case of Steemit.
" Sustainability 11, no. 1: 167.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강의 순서

1.기존 Digital Transformation 접근의 한계

2.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Digital 기업들

3.경계 없는 Digital 경쟁

4.Digital 기업의 주요 특징

5.Digital Transformation 실행 패턴

6.Digital Transformation 실행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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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k7FelP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6

• Digital 시대를 맞이하던 주요 기업들의
2017, 2018 움직임은 어떠했는가?

• 당시 처방은 적절하였는가?

• 처방 이후 목표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

문제 제기

http://bit.ly/2k7FelP


http://bit.ly/2jwxztr

NH농협금융지주가 2018년 '디지털금융'을 핵심 전략으로 선정하고 디지털 금융회사로의 전환을
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디지털금융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핀테크, 빅데이터 사업에 박차
를 가한다. 

우선 농협금융 전사 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에 디지털금융부문을 신설
하고, 농협금융 계열사 전체의 디지털 전략과 사업을 총괄하는 디지털금융최고책임자(CDO·Chief
Digital Officer)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협금융 CDO는 농협은행 부행장을 겸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금융지주 주관의 '디지털금융 전략협의회’는 ‘CDO 협의회’로 격상해 디지털금융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기구로 활용하며 AI(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업무 전반에 접목할 수
있는 계열사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농협금융은 빅데이터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농협은행 빅데이터 전담 조직인 ‘빅데이터전략단’
을 신설하고 외부 빅데이터 전문가를 단장으로 영입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7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착수해 맞춤형 상품추천, 고객이탈 예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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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AmoddW

두산 '최고디지털혁신' 조직 신설…첫 수장에 형원준
SAP코리아 대표 영입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두산(000150)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대내외 경쟁력을 갖춰 나
가기 위해 ㈜두산 지주부문 내에 ‘최고디지털혁신(CDO)’ 조직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첫 CDO(Chief Digital Officer)에는 형원준 SAP코리아 대표를 신임 사장으로 영입했다. 형 신임
사장은 앞으로 두산그룹의 IT시스템 및 디지털 혁신 전략을 총괄하는 CDO 조직을 이끌면서 ㈜두
산 정보통신BU(Business Unit)장도 겸임할 예정이다. 

이번 CDO 조직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그룹 전반에 디지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설됐다. 
또 앞으로 그룹의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에 지원 부서가 아닌 주체로 참여해 사업의 성장과 수익
성 확대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두산은 각 계열사별로 분산돼 있는 디지털 기술이나 데이터들을 융합해 계열사간 업무 협업을 활
성화하고, 사업 시너지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룹 내 인공지능(AI), 사물인터
넷(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들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두산만의 ICT 플랫폼을 개발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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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그룹의 디지털전략 특강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9



현대자동차 채용정보

[전략지원] 제네시스 디지털 전략

경력모집기간 2017/08/18 ~ 2017/09/03 마감

http://bit.ly/2k7KOVb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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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신한은행에서 디지털 분야 경력직 행원을 채용한다.

모집 분야는 블록체인·전략기획·광고/마케팅·금리파생 트레이더·외투법인 마케팅으

로 10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요하는 디지털광고/마케팅 분야를 제외하면 대체로 지

원자들에게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요구한다. 

전형절차는 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채용검진/온라인인성검사>최종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하며, 12월 11일(월)까지 신한은행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지원을 받

는다. 자세한 사항은 인크루트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인크루트>

http://bit.ly/2BlJaTk

신한은행, 12월 11일(월)까지 디지털 분야 경력직 채용
2017-11-23 12: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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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AHSAwi

허인 국민은행장 "디지털 혁신으로 미래 선도할 것"

"디지털 뱅크, 핵심 전략이자 미래 성장동력"
"고객 중심으로 모든 제도·프로세스 바꿀 것"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허인 신임 국민은행장은 취임 첫날인 21일 "디지털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허 신임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디지
털뱅크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핵심 전략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접근성, 편의성, 
보안, 디자인 등도 최고가 돼야 하지만 고객이 가장 즐겁고 쉽게 다가설 수 있고 많이 찾
아올 수 있는 디지털뱅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 전략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KB-와이즈(Wise) 근무제', '영
업점 방문 예약서비스', '디지털 창구' 등의 서비스를 언급하며 고객 중심의 영업을 내세
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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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시대 연 '뉴 아모레', 디지털 중심 새 전략 짠다

http://bit.ly/2iXa2ld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등록 : 2017-11-15 14:55 

아모레퍼시픽이 용산 신사옥 이전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중국 쏠림현상에서
벗어나 고령화, 경쟁심화, 지식혁명에 대처하는 디지털 중심의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 회장은 "중국의 변화를 비롯해 아시아시장이 계속 확대, 이전에 없던 기술과 혁신이 일어나며
수많은 경쟁자가 생겨나고 있다"며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경쟁자들을 바라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장변화인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아시아 시장의 확산에 따른 초경쟁
△지식혁명을 '위기의 삼각파도'로 비유하며 신속히 대응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수출 다변화, 고
객 데이터 분석 및 유통채널 다각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위기상황의 대안
으로 △혁신상품 개발 △고객경험 강화 △디지털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많은 산업이 디지털을 통해 효율을 꾀하고 있듯이 고객조사 방식 및 품질관리 기준
등을 바꿔 나가야 한다"며 "디지털이 온라인 상거래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들고 전파하며 관리하
는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키워드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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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j23qm2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이 신한카드를 디지털기업으로 바꾸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가 활성화되면서 신한카드의 선두 입지도 흔들릴 가능성을 감안해 디지털로
체질전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사장은 인력 확충과 조직개편 등을 통해 신한카드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사업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반기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사용자경험(UX) 등 디지털분야의 외부전문가 10명을
영입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임 사장은 페이팔과 제휴할 때 “디지털화 여부가 금융회사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신한카드는 카드회사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회사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고 밝
혔다.

상반기 조직개편에서 신한FAN을 운영하던 FAN사업팀과 관련 마케팅·제휴를 담당하던 MPA
추진팀을 합쳐 디지털마케팅팀으로 확대개편했다.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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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CDO

설치 이후
1년



두산 CDO
설치 이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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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

실행실천

• 구체적, 과학적 실행
• 실체적 성과
• 경영자가 마주해야 하는 도전

• 정신을 실천
• 가치를 실천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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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에게 주어진 왕관

경영자

권력의 왕관 책임의 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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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가치 고민

- 세대간 배려의 문제

- 고용 창출의 문제

- 국가간 경쟁의 문제

- 입법 체계의 문제

- 국가 경영방향의 문제

1.전략적 실행 패턴

-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

-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은?

2. 명확한 개념 이해

- 명확한 용어 정의

- 자주 하는 실수 교정

- AI, 딥러닝, 강화학습

- 블록체인, 토큰 이코노미

- 디지털 마케팅

Digital Transformation 실행을 위한 필요 요소



실행 전략 부재

-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

게

실행할 것인가?

- 부서별, 기업별, 산업별

구체적인 실행 전략 부재

추상적 접근

- 디지털 비전을 수립하고

디지털 조직을 수립하라

는

원론적 접근

-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획일화된 결론

오래된 사례

- 2006년 BURBERRY 사례

- 2007년 ZARA 사례

- 딥러닝은 2012년부터 시

작

- 토큰 이코노미는

2018년부터 시작

기존 Digital Transformation 교육의 한계



예측되는 사업 성과

구체적인 시나리오 -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 부서별/ 기업별/ 산업별/ 경쟁상황별

최신 기술 적용 - 빅데이터, 딥러닝과 인공 지능 기술의 최신 개념 적용

-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의 최신 개념 적용

- 전략 실행 후 모습을 명확히 제시

- 성과 예측의 근거와 논리를 명확히 제시

Digital Transformation 강좌의 필요 조건



어떻게

언제, 어디에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적용 범위

무엇을 - 적용할 디지털 기술을 명확하게 명시

- 개발자에게 오류 없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지휘

-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할 것인지

- 변화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실용적인 Digital Transformation 실행 전략의 예시



디지털 전략 교육의 필요성

CEO 최신화과정 35

기획자,마케터,경영자 개발자

급격히
벌어지는
지식 격차

✓ 피상적 뉴스와 상상

인공지능이 인간 대체?

블록체인으로 보안 강화?

✓ 구체적인 메커니즘 이해 없

이는 전략 수립 불가

✓ arxiv.org

✓ MOOC

✓ Tensorflow

경영자, 기획자, 마케터를 위한
필수 디지털 메커니즘 학습

aSSIST 경영대학원

✓ 기술지식만으로는

지속적 성장 한계



강의 순서

1.기존 Digital Transformation 접근의 한계

2.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Digital 기업들

3.경계 없는 Digital 경쟁

4.Digital 기업의 주요 특징

5.Digital Transformation 실행 패턴

6.Digital Transformation 실행 요령

36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현재 부(富)는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37CEO 최신화과정

Digital 기업들의
사례와 특징

고속 성장중인 신흥 기업의 특징 분석

aSSIST 경영대학원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Digital 기업

‘구체적으로 누가
Digital로 성장하고 있는가＇

38CEO 최신화과정

• 전체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 4차 산업혁명/ Digital Transformation 을 외치는 가운데,

• 실질적으로 어느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 추상이 아닌 객관, 연역이 아닌 귀납으로 대상을 탐구

aSSIST 경영대학원



캐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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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latum.kr/archives/113711

aSSIST 경영대학원

https://platum.kr/archives/113711


캐시노트

40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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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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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24

42CEO 최신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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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24 시가총액 1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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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사

43CEO 최신화과정

https://www.musin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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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musinsa.com/


토스

44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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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노트+직방+무신사+토스=?

45CEO 최신화과정

캐시노트 직방 무신사 토스

토스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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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토스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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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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커넥트 (Azar)

47CEO 최신화과정

http://www.bloter.net/archives/33
0196

• 글로벌 영상 기술 기업 하이퍼커넥트의 영상 메신저 ‘아자
르(Azar)’가 누적 다운로드 수 3억건을 달성했다. (지난해 3
월 2억 다운로드를 돌파한 이후 9개월여 만에 이뤄낸 성과
다.)

• 아자르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전세계 사람들과 만나고 영
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글로벌 영상 커뮤니케이션 플
랫폼으로, 하이퍼커넥트가 자체 개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 모바일 웹 RTC 기술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출시 8주 만
에 1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 하이퍼커넥트 관계자는 “초기 대만에서 인기를 얻은 이후
산발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성장해왔다. 초반에 인기를 얻
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당시 영상 채팅 앱 중
에 영상 전송 기술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bloter.net/archives/330196


하이퍼커넥트 (RONALDO on Azar)

48CEO 최신화과정

https://www.youtube.com/watch?v=BBzWBE0Ag
Hk&t=311s

• 축구스타 RONALDO가 Azar 앱으로
•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youtube.com/watch?v=BBzWBE0AgHk&t=311s


하이퍼커넥트 (Azar)

49CEO 최신화과정

https://azarlive.com/

aSSIST 경영대학원

https://azarlive.com/


하이퍼커넥트 (Azar)

50CEO 최신화과정

https://azarlive.com/

aSSIST 경영대학원

https://azarlive.com/


왓챠

51CEO 최신화과정

https://play.watcha.net/

aSSIST 경영대학원

https://play.watcha.net/


왓챠

52CEO 최신화과정

https://platum.kr/archives/117488

• 국내 방송사 JTBC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왓챠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콘텐츠 프로토콜’과 손잡는다.

• 콘텐츠 프로토콜은 JTBC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데이터 대시보드’의 개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JTBC는 이번 계약을 통해 콘텐츠 프로토콜 측으로부터 자체 콘텐츠에 대한 OTT 플랫폼
시청 동향 데이터 분석 정보를 받게 된다.

• 콘텐츠 프로토콜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소비자 데이터를 콘텐츠 공급자에 제공한다. 
• 데이터를 제공한 소비자에게는 자체 토큰 ‘CPT’를 지급한다. 
• CPT는 콘텐츠 관련 스토어에서 쓰일 예정이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s://platum.kr/archives/117488


왓챠 (CPT 토큰의 최근 가격)

53CEO 최신화과정

https://platum.kr/archives/117488

aSSIST 경영대학원

https://platum.kr/archives/117488


마피아

54CEO 최신화과정

https://platum.kr/archives/117488

• 디지털 음악 콘텐츠 플랫폼 운영사 마피아컴퍼니가 3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 마피아컴퍼니가 운영하는 ‘마이뮤직시트’와 ‘마음만은 피아니스트’에는 글로벌 연주음악 애호
가들이 본인들의 영상, 음원, 악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며, 뮤지션들은 본인들의 악보, 음원, 미디
콘텐츠를 팬들에게 판매한다. 제이엠, Bella and Lucas, Qbic, Reynah 등 수십 만 명의 팔로워
를 보유한 국내외 톱 뮤지션들을 포함, 누적 18,000명의 뮤지션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이
용인원 중 결제인원비율이 30%에 이른다. 플랫폼 외에도 음정 인식 및 변환, 저작권 유통 및
추적 등 디지털 음악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실질적으로 적
용하고 음정 변환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음악 게임 ‘Totorica(토토리카 숲)’을 베타 런칭하기
도 했다.

• 또한 마피아컴퍼니 싱가폴 법인을 통해 2018년 초부터 진행해온 블록체인 프로젝트
‘Muzika(뮤지카)’는 ICO없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에 직상장한 바 있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s://platum.kr/archives/117488


나우웨이팅

55CEO 최신화과정

https://nowwaiting.co/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owwaiting.co/


나우웨이팅

56CEO 최신화과정

https://platum.kr/archives/98914

• 카카오톡 기반 웨이팅 관리 서비스 ‘나우웨이팅’을 운영하고 있는 나우버스킹이 카카오, 세마트랜스
링크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등으로 부터 총 5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 나우웨이팅은 방문자가 입장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접수하
면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 웨이팅 정보를 전달받는 서비스다. 정식 출시 1년 만에 누적 사용자 수
가 100만명을 돌파하였고, 현재 200여 개 이상의 브랜드가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는 외식업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공간, 복합 쇼핑몰, 행사장, 은행, 병원까지 웨이팅이 발생하는
다양한 공간들까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 나우버스킹 전상열 대표는 “나우웨이팅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구현되어 매장 방문객이 별도의 앱
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 내에서 웨이팅 현황을 확인하고 플러스친구를 통해 매장주와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다. 이번 카카오의 투자를 통해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s://platum.kr/archives/98914


나우웨이팅

57CEO 최신화과정

https://nowwaiting.co/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owwaiting.co/


지그재그

58CEO 최신화과정

https://zigzag.kr/

aSSIST 경영대학원

https://zigzag.kr/


지그재그

59CEO 최신화과정

https://zigzag.kr/

aSSIST 경영대학원

https://zigzag.kr/


지그재그

60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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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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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프로

62CEO 최신화과정

https://www.bepro11.com/main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epro11.com/main


비프로

63CEO 최신화과정

https://news.joins.com/article/22891804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축구 경기 영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국내 스타트업 ‘비프로일레븐’
이 소프트뱅크벤처스·알토스벤처스·KT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총 103억원을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 비프로일레븐은 컴퓨터 비전 기술로 영상 분석 과정을 자동화해 축구 구단들이 전력을 분석하는
절차와 비용을 크게 줄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은 전 세계 축구 구단들이다. 

• 종전에는 축구 구단 소속 코치들이 일일이 경기 영상을 촬영한 뒤 편집해 팀 전력을 분석했다. 촬
영 업체와 영상 분석 업체를 따로 고용하기도 했다.

• 비프로일레븐은 자체 개발한 4K 화질의 카메라를 경기장이나 훈련장에 설치한다. 이렇게 찍은 영
상에 3D 스티칭 기술을 접목해 경기장 전체를 포착한 영상을 만든다. 경기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경기와 관련한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편집해 제공한다. 슈팅·패스·태클과 같은 선수들의 움직임과
공간 변화, 경기 상황까지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ews.joins.com/article/22891804


비프로

64CEO 최신화과정

https://www.bepro11.com/main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epro11.com/main


비프로

65CEO 최신화과정

https://www.bepro11.com/main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epro11.com/main


비프로

66CEO 최신화과정

https://www.bepro11.com/main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epro11.com/main


비프로

67CEO 최신화과정

https://www.bepro11.com/main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epro11.com/main


비프로

68CEO 최신화과정

https://www.bepro11.com/main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epro11.com/main


비프로

69CEO 최신화과정

https://www.bepro11.com/main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epro11.com/main


비프로

70CEO 최신화과정

https://www.bepro11.com/main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epro11.com/main


어메이저

71CEO 최신화과정

https://amazerlab.com/

aSSIST 경영대학원

https://amazerlab.com/


어메이저

72CEO 최신화과정

http://www.venturesquare.net/771438

• 어메이저는 케이팝(K-pop)을 좋아하는 글로벌 크리에이터가 K-pop 관련된 댄스, 립싱크, 셀피 등 다
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현재 121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96% 
이상이 해외 이용자로 구성되어 있다.

• 이의중 어메이저 대표는 “KPOP 이라는 문화를 통해 글로벌 유저들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으며, 자신
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즐기는 Z 제너레이션에게 가장 신나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아직 글로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KPOP 아티스트들을 알리는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석 비티씨인베스트먼트 팀장은 “BTS가 미국시장에서 대성공을 이룬 것을 계기로 KPOP의 영향
력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며 “현재 어메이저가 케이팝 팬들의 입소문만을 통해 확산되고 있지만
동영상 중심의 콘텐츠 소비 문화와 맞물려 향후 플랫폼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 전했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venturesquare.net/771438


어메이저 (DBR 2017.9 컬럼)

73CEO 최신화과정

http://dbr.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8296

aSSIST 경영대학원

http://dbr.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8296


어메이저

74CEO 최신화과정

https://amazerlab.com/

aSSIST 경영대학원

https://amazerlab.com/


어메이저

75CEO 최신화과정

https://amazerlab.com/

aSSIST 경영대학원

https://amazerlab.com/


어메이저

76CEO 최신화과정

https://amazerlab.com/

aSSIST 경영대학원

https://amazerlab.com/


어메이저

77CEO 최신화과정

https://amazerlab.com/

aSSIST 경영대학원

https://amazerlab.com/


어메이저

78CEO 최신화과정

https://amazerlab.com/

aSSIST 경영대학원

https://amazerlab.com/


마켓컬리

79CEO 최신화과정

http://www.zdnet.co.kr/view/?no=20190111103301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zdnet.co.kr/view/?no=20190111103301


마켓컬리

80CEO 최신화과정

https://www.yna.co.kr/view/AKR20180920076000030?input=1195m

• 온라인 식품 큐레이션 전문몰 마켓컬리의 운영사 ㈜컬리가 약 670억원의 투자액을 추가로 유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 투자액은 세콰이어 차이나, 세마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국내외 유
명 투자사가 참여해 조성됐다.

• 마켓컬리는 투자 유치 금액을 안정적인 배송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소비자 마케
팅 비용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마켓컬리는 오후 11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7시 이전에 배송을 완료하는 '샛별배송'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고객층을 확대하면서 연 매출이 2015년 29억원, 2016년 174억원, 지난해
465억원으로 급증했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yna.co.kr/view/AKR20180920076000030?input=1195m


마켓컬리 & 워커힐 명월관

81CEO 최신화과정

https://www.yna.co.kr/view/AKR20180920076000030?input=1195m

•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자사가 운영하는 숯불갈비 전문점
명월관 갈비탕이 신선식품 온라인몰 마켓컬리에 입점한다
고 28일 밝혔다.

• 워커힐 호텔은 이번 명월관 갈비탕의 마켓컬리 입점을 시
작으로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시장에 적극 진출한다는 방
침이다.

• 워커힐 호텔 관계자는 "현재 쇼핑 채널에서 성황리에 판매
중인 워커힐 호텔 김치도 유통채널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
라며 "워커힐 호텔에서 판매되는 인기 메뉴들 중 가정간편
식 출시가 가능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
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yna.co.kr/view/AKR20180920076000030?input=1195m


마켓컬리 & 롯데면세점

82CEO 최신화과정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443734

• 롯데면세점 인터넷면세점에서 1달러 이상 구매 후
할인쿠폰을 다운 받아 마켓컬리 접속 후 쿠폰을 등록
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롯데면세점 모
바일 앱을 이용하는 고객이 마켓컬리 앱을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했다.

• 롯데면세점 2018년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50% 
신장한 2조원을 달성했다. 또한 2013년 8%였던 매출
구성비가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25%를 차지했
다. 주 고객층인 20~30대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격
적인 마케팅이 매출 신장의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이
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443734


배달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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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0318054300004?input=1195m

•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지난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에 51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20억원을 추가 기부했다.

• 18일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전달식을 통
해 20억원을 기부했다.

• 지난해 3월 사랑의열매에 50억원을 기부한 김 대표는 작년 12월 김지만 전 쏘카 대표의 '사랑의열매
제2호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에 전한 1억원을 더해 총 71억원을 기부했다.

• 김 대표의 기부액은 사랑의열매 역대 개인 기부액 중 최고치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8054300004?input=1195m


강의 순서

1.기존 Digital Transformation 접근의 한계

2.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Digital 기업들

3.경계 없는 Digital 경쟁

4.Digital 기업의 주요 특징

5.Digital Transformation 실행 패턴

6.Digital Transformation 실행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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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없는 Digital 경쟁

85CEO 최신화과정

Q. 에스원은 SK 텔레콤과 경쟁관계인가?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
o=203170#0B2R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170#0B2R


경계없는 Digital 경쟁

86CEO 최신화과정

Q. 하나투어는 카카오와 경쟁 관계인가?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
o=203170#0B2R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170#0B2R


경계없는 Digital 경쟁

87CEO 최신화과정

Q. 아마존은 넥슨 인수에 왜 참여했나?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
o=203170#0B2R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170#0B2R


Google Stadia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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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
o=203170#0B2R

• Youtube에서 게임 시청 중
• 해당 게임을 바로 실행 가능

• 게임의 스트리밍 시대 개막
(게임의 넷플릭스)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170#0B2R


경계없는 Digital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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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스타그램은 쿠팡과 경쟁 관계인가?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NVVXQ4H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NVVXQ4H


경계없는 Digital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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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
o=203170#0B2R

• 결제 기능이 추가되면서 상품 선택은 물
론 주문과 결제까지 인스타그램 앱 안에
서 전부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배송 정
보 확인과 반품, 주문 취소 기능도 함께
지원된다.

• 인스타그램 측은 ‘체크아웃’ 기능이 현재
베타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미국에
서만 일부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결제
기능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 아디다스, 나이키, 디오르, H&M, 프라다, 
자라, 유니클로, 버버리 등 23개 브랜드
가 인스타그램 체크아웃 기능을 사용하
며 향후 더 많은 브랜드가 추가될 예정이
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170#0B2R


경계없는 Digital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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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더리움은 ‘다날’과 경쟁 관계인가?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NVVXQ4H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NVVXQ4H


경계없는 Digital 경쟁

92CEO 최신화과정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5082

aSSIST 경영대학원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5082


강의 순서

1.기존 Digital Transformation 접근의 한계

2.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Digital 기업들

3.경계 없는 Digital 경쟁

4.Digital 기업의 주요 특징

5.Digital Transformation 실행 패턴

6.Digital Transformation 실행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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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Digital 기업들을 관찰해 보면,

94CEO 최신화과정

• 딱히 CDO가 없음 (Chief Digital Officer를 임명하기보다, 기업 자체가 Digital)

• 딱히 Digital Transformation을 논하지도 않음

• Digital 기술이 아니라 규제와의 경쟁 (피로도, 분노)

• 딱히 빅데이터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음

• Data Science/ Growth Hacking/ Performance Marketing은 익숙

• 돈보다 시간을 아낀다. (전략의 실행 비용보다 시간 비용을 아낀다.)

aSSIST 경영대학원



하이퍼 커넥트 – 모바일 딥러닝

95CEO 최신화과정

http://www.bloter.net/archives/324391

‘아자르’에 적용된 머신러닝 기술

아자르의 핵심은 이용자 간 매칭이다. 국가, 문화, 언어, 성별 등과 관계없이 유사한 관심사를 지닌 이용자
를 매칭시켜줘 우연히 만난 타인과 즐거운 대화 경험을 전달하는 게 서비스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선 만
족스러운 매칭 경험이 제공돼야 한다.

머신러닝 기술은 이런 사용자 경험을 뒷받침한다. 아자르에 사용된 머신러닝 기술은 크게 휴먼비전과 하이
퍼컷 두 가지로 나뉜다.

휴먼비전은 매칭 과정에서 AI가 이용자의 현재 환경을 감지하고 부적절한 이미지를 필터링하는 딥러닝 기
술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켜놓기만 하고 딴짓하는 이용자와 매칭되지 않도록 화면 안에 사람이 있는지
파악한다. 대화 사용자 성별을 자동으로 분석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도 제공한다. 또, 매칭 과정에서 부적
절한 이미지가 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한다. 이 과정에서 딥러닝 연산이 서버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 기기 안
에서 이뤄져 프라이버시 문제를 미리 방지했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bloter.net/archives/324391


하이퍼커넥트 – 구글 AI 활용

96CEO 최신화과정

http://www.venturesquare.net/775896

• 하이퍼커넥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영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는 서비스 아자르를 운영
한다. 아자르는 자동 번역 기능을 통해 외국인과도 쉽게 영상 채팅을 할 수 있어 빠르게 성장한 서비스. 
서비스 초반에는 자체 자동 번역 기술이 없어 구글의 음성인식과 번역 api를 사용했다고 한다.

• 현재 하이퍼커넥트는 전 세계 3억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모든 제품에 AI를 적용하는 기업으로 성장했
다. 하이퍼커넥트에 따르면 2016년 1명의 AI 인력에서 현재는 2개의 AI 팀으로 늘어나 자체적으로 인
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다. 또 하이퍼커넥트는 클라우드 기반 AI 기술과 대비되는 기술로 온디바이스 AI 
원천기술을 개발 중이다.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기존 클라우드 기반 AI보다 빠른 데이터 처리와 보안
에 강점을 보이지만 실제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기술.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퍼커넥트는 구글의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활용해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딥러
닝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하이퍼커넥트는 학습단계부터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활용해 최대 130%의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이퍼커넥트는 지속적으로 AI 기반의 신규 기능을 도입하며 사용자에
게 풍부한 영상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venturesquare.net/775896


마켓컬리 – AI 물류 시스템(멍멍이)

97CEO 최신화과정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2416091

• 데이터 전문가 20여 명이 운영하는 마켓컬리의 인공지능(AI) 시스
템으로 정식 명칭은 ‘데이터 물어다주는 멍멍이’다. 멍멍이는 마켓
컬리의 두뇌다. 

• 24시간 운영체제로 움직이는 멍멍이는 실시간 매출과 주문 건수, 
재고량 등을 30분 단위로 전 직원에게 전송한다. 이 정보는 소중하
다. △900여 개 공급사에 무엇을 얼마큼 주문할지 △오늘 몇 시에
어떤 제품을 할인할지 △오늘 물류센터에 추가 아르바이트생 몇
명이 필요할지 △배송기사를 어디에 배치할지 등을 결정한다. 마
켓컬리를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회사라 부르는 이유다. 

• 강성주 마켓컬리 물류운영 총괄은 “200명 직원에게 실시간 매출과
주문 건수 등을 30분 단위로 공개하는 회사는 없다”며 “산지 수확
에서 집 앞 배송까지 17시간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신선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2416091


토스 – 챗봇 (해피톡 기반)

98CEO 최신화과정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90212800012

aSSIST 경영대학원

• 토스의 개발자들이 챗봇을 만들지
못해 해피톡 서비스를 사용했을까?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90212800012


나우웨이팅 – 카카오 기반 서비스 구현

99CEO 최신화과정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0424
0100047680002953&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최근 카카오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나우버스킹은 올해부터 해외 진출도 차근차근 준비한
다. 현재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데 국가마다 주로 사용되는 메신저가 다른 것도 고민하고
있는 점이다. 식당 대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 현지 문화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다.

전 대표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대기관리 서비스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꼭 필요하
다"며 "회사의 성장에 연연하기 보다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04240100047680002953&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헤이딜러 – 실시간 재판매 예상 가격 제시

100CEO 최신화과정

• 김지환 헤이딜러 CTO는 최근 열린 인공지능 스타트업 트랙에서 “온라인 중고차 시장의 경우 데
이터가 정확하지 않고, 가격·등급·연식·옵션 등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아 데이터들의 처리
와 수정이 힘들었다”며 “또한 비인기차종의 경우 데이터 한 두개도 많은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 헤이딜러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고차 분류 시 제조사, 등급, 세부등급 등으로 나뉘는
등급 경향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고차 가격에 대한 대표값을 제시한다.

aSSIST 경영대학원



왓챠 – 토큰 이코노미

101CEO 최신화과정

http://www.fnnews.com/news/201812141702252684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fnnews.com/news/201812141702252684


카카오 – 카카오 코인?

102CEO 최신화과정

• 카카오가 자체 암호화폐 '카카오코인' 발행을 추진한다. 이 코인에 대한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자
회사 그라운드X에서 개발중인 암호화폐 '클레이'와는 별개다.

• 20일 <뉴스1> 취재결과, 카카오는 신정환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이끄는 '블록체인 TF'과 또 다른 조직
에서 이끄는 '스텔라 TF' 등 3개의 암호화폐 개발팀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3개팀에서 '카카오코인'뿐
아니라 올 하반기 카카오톡에 적용할 '암호화폐 지갑'을 개발중이다.

• 카카오가 카카오코인 발행을 추진하는 정황은 또 있다.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3월 '카카오코인'과 '카카오토큰'을 상표로 등록했다.

• '카카오코인'은 비트코인같은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이용자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일종의 포인트 개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 대상의 자금모집을 위한 암호화폐공개(ICO)는 진행되지
않는다. 

aSSIST 경영대학원

http://news1.kr/articles/?3575339

http://news1.kr/articles/?3575339


카카오 – 카카오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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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홍보팀 관계자는 ‘카카오가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사실인지, 또 그라운드X
의 클레이튼과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블록미디어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 이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나 그라운드 엑스에서 발행하는
클레이 외에 카카오 본사 차원의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카카오의 공식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카카오가 자체 암호화폐 ‘카카오코인’ 발행을 추진한다며 이 코인에 대
한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자회사 그라운드X에서 개발중인 암호화폐 ‘클레이’와는 별
개라고 보도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80028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80028


두나무 – 루니버스

104CEO 최신화과정

• BaaS는 블록체인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개발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사업에 접목할 수 있
게끔 도와주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IBM, 아마존 웹 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도(MS) 등 기업도
BaaS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존 BaaS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 람다256은 기존 블록체인 업계의 한계점을 ‘체인 환경, 사용성, 보안, 비용’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
단했습니다. 그리고 루니버스를 통해 이러한 4가지 영역의 10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
니다.

• 람다256은 루니버스를 기존 1세대 BaaS와 차별화되는 BaaS 2.0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 박재현 대표는 간담회의 발표를 통해 “루니버스를 이용하면 기존의 서비스 제공 환경을 해치지 않고도, 
블록체인을 접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블록체인 프라이빗 키 관리 서비스를 예시로 들며, 루
니버스를 이용하면 프라이빗 키나 키가 저장된 기기를 분실해도 다른 키 스토어로 쉽게 복구하고 이동
시킬 수 있으며, 불법 자금 거래 역시 자동으로 감지해 사용자에게 알람이 온다며 사용자 친화적인 ‘유
저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설명했습니다.

http://www.bloter.net/archives/333843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bloter.net/archives/333843


강의 순서

1.기존 Digital Transformation 접근의 한계

2.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Digital 기업들

3.경계 없는 Digital 경쟁

4.Digital 기업의 주요 특징

5.Digital Transformation 실행 패턴

6.Digital Transformation 실행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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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 부서의
실행 패턴



전략기획 부서의 실행 패턴

어떻게언제, 어디에

- 전략기획부서가

- 고객 Lock-in을

높이고 싶을 때

무엇을

- 고객 예치 프로그램

을

- 재무부서, 

마케팅 부서와 함께

- 예치 보상

프로그램 기획



로켓
배송

로켓
페이

배경 지식 고객 예치 프로그램의 사례

쿠팡



스타벅스

◆커피회사? 은행? 핀테크 업체로 통하는 스타벅스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은 ‘스타벅스’였다.

스타벅스 앱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인 것은 물론 ‘스타벅스 은행’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실적
도 냈다. 시장조사업체 ‘S&P 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는 2016년 스타벅스가 선불카드와 모바일 앱으로
보유한 현금보유량이 12억달러(약 1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리퍼블릭뱅코프(10억1
천만달러), 머천타일뱅크(6억8천만달러) 등 웬만한 지방은행 현금보유량을 뛰어넘었다.



스타벅스와 손잡은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백트', 올해
말 출범

aSSIST 경영대학원 크립토MBA 110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모회사가 만드는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백트
(Bakkt)'가 연말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제프리 스프레처 인터콘티넨탈익스체인지(ICE)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일
(현지시간) "올해 말에는 백트의 출범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스타벅스, 마
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유수의 투자자와 파트너를 다수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백트는 NYSE를 포함해 전세계 23개 증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ICE가 만드
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다. 지난해 말 첫 투자유치 당시 보스턴컨설팅그룹
(BCG), 갤럭시디지털, 호라이즌벤처스, 판테라캐피털 등 유명 투자사들이 참여
해 1억8250만달러가 모였다.



리카싱 회장의 백트(Bakkt 투자) & ICE

aSSIST 경영대학원 크립토MBA 111

홍콩 최대 부호이자 세계 23위 자산가로 이름이 올라 있는 리카싱 청쿵그룹
회장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모기업인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가
준비 중인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 ‘백트(Bakkt)’에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큰 설계 부서의
실행 패턴



토큰 설계 부서의 실행 패턴

어떻게언제, 어디에

- 토큰의 유통속도를

낮추고 싶을 때(장기

보유)

무엇을

- 토큰의 내재 가치 변

환 비율을

- 토큰 시장을 환경으

로 하는 강화학습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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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
배경지식



강화학습의 배경

기계학습 : 일반화

정답샘플로
선행학습

인공신경망

딥러닝

강화학습 ✓인간 고유의 영역
인 전략의 레벨
진입

✓고난도 의사결정
에서 인간 지능
추월

✓기계끼리 경쟁
학습 출현

CEO 최신화과정 115aSSIST 경영대학원



머신러닝의 유형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자율학습
(Un-supervised Learning)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초기에 정답을 알려 줌 아무 정보도 주지 않음
맞으면 보상하여

리워드와

상태변화로부터 학습
116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강화학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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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dium.freecodecamp.org/a-brief-introduc
tion-to-reinforcement-learning-7799af5840db

https://medium.freecodecamp.org/a-brief-introduction-to-reinforcement-learning-7799af5840db


Frozen Lake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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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nalyticsindiamag.com/openai-gym-froze
n-lake-beginners-guide-reinforcement-learning/

https://www.analyticsindiamag.com/openai-gym-frozen-lake-beginners-guide-reinforcement-learning/


강화학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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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dium.freecodecamp.org/a-brief-introduc
tion-to-reinforcement-learning-7799af5840db

https://medium.freecodecamp.org/a-brief-introduction-to-reinforcement-learning-7799af5840db


강화학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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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dium.freecodecamp.org/a-brief-introduc
tion-to-reinforcement-learning-7799af5840db

https://medium.freecodecamp.org/a-brief-introduction-to-reinforcement-learning-7799af5840db


강화학습의 개념

CEO 최신화과정 121aSSIST 경영대학원

https://medium.freecodecamp.org/a-brief-introduc
tion-to-reinforcement-learning-7799af5840db

https://medium.freecodecamp.org/a-brief-introduction-to-reinforcement-learning-7799af5840db


기본적 개념 (기초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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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dium.freecodecamp.org/a-brief-introduc
tion-to-reinforcement-learning-7799af5840db

• 강화학습의 개념은

• 내가 받게 될 보상 총액이 극대화되는 경로
를 학습하는 것으로

• 보상 총액이라 함은, 미래 보상들의 합인데,

• 미래 보상들은 현재 가치로 환산(할인)되
어야 한다는 뜻

https://medium.freecodecamp.org/a-brief-introduction-to-reinforcement-learning-7799af5840db


강화학습 메커니즘

핵심
✓ 환경으로부터 상태를 관측해서 이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하면 보상을 받는

메커니즘

CEO 최신화과정 123

의의
✓ 사람의 학습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면에서

✓ 강화학습이야말로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도 평가

✓ 강한 인공지능론자들의 주요 배경 : 강화학습이 고성능 컴퓨터와 계속 결합

한다면 시행착오를 통해 컴퓨터가 스스로 배우게 될 것이다.

aSSIST 경영대학원



강화학습의 배경

CEO 최신화과정 124

배경
✓ 강화학습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학문 : 행동심리학

✓ 미국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Edward Thorndike)의 효과의 법칙

✓ “동물이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는 강화된 사건(Reinforced event)에 영향을

받는다“

“Of several responses made to the same situation, those which are accompanied or 
closely followed by satisfaction to the animal will, other things being equal, be more 
firmly connected with the situation, so that when it recurs, they will be more likely to 
recur; those which are accompanied or closely followed by discomfort to the animal 
will, other things being equal, have their connections with that situation weakened, 
so that, when it recurs, they will be less likely to occur. The greater the satisfaction 
or discomfort, the greater the strengthening or weakening of the bond.

(Thorndike, 1911,p.244)

aSSIST 경영대학원



강화학습의 접근 방법

강화학습

M  C M  C
Markov Chain Monte Carlo

경우의 수 무수히 많은

CEO 최신화과정 125aSSIST 경영대학원

• 이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 어떻게 하면 간소화하면서도 정확도는 높일 수 있을까?



마르코프 프로세스 (Markov Process)

126

이미지 출처: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입문(위키북스)

상황
행렬로
바꾸면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마르코프 프로세스 : 시나리오 예시

CEO 최신화과정 127

▪ 시나리오 1: 수업1 - 수업2 - 수업3 – 휴강 - 취침

▪ 시나리오 2: 수업1 – SNS – SNS - 수업1 - 수업2 - 취침

▪ 시나리오 3: 수업1 - 수업2 - 수업3 – 카페 – 수업2 - 수업3 – 휴강 - 취침

▪ 시나리오 4: 수업1, SNS, SNS, 수업1, 수업2, 수업3, 카페, 수업1, SNS, SNS,

SNS, 수업1, 수업2, 수업3, 카페, 수업2, 취침

시나리오
예시

aSSIST 경영대학원



보상을 추가하면 : MRP(Markov Reward Process)

128

보상 기준 결과값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행동을 추가하면 : MDP(Markov Decision Process)

CEO 최신화과정 129

정책함수행렬

상태변이
확률행렬

보상벡터

aSSIST 경영대학원



행동을 추가하면 : MDP(Markov Decision Process)

130

벨만의
기대방정식

벨만의
최적 방정식

방정식을
푸는

알고리즘

✓ 현재 상태의 가치 함수와 다음 상태의 가치 함수 사이의 관계

✓ 가치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식

✓ 동적 프로그래밍 ( 가치 반복법/ 정책 반복법)

✓ 몬테카를로 방법

✓ 시간차 방법

심화내용: ‘Reinforcement Learning: An Introduction’, The MIT Press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알파고의 사례

CEO 최신화과정 131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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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 135aSSIST 경영대학원



알파고 Zero의 등장

CEO 최신화과정 136

無
AI끼리

스스로 학습

aSSIST 경영대학원



강화학습 발전 흐름 - 알파고 Lee의 충격

CEO 최신화과정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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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최신화과정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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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최신화과정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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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용적인 인공지능

✓ 바둑 외 확장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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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학습 시사점

CEO 최신화과정 140aSSIST 경영대학원

사람이
가르쳤으면

• 강화학습의 정확도가 지금처럼 나왔을까?

• 강화학습 성과는 하드웨어 때문인가, 

알고리즘 때문인가?

• 기업의 전략 패러다임은 괜찮은가?

• CEO가 경영하는 기업의 상한선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명확한 개념 학습의 시사점

CEO 최신화과정 141aSSIST 경영대학원

경영진이
개념과 정의를

모르면

• 자신있게 전략을 실행하기 어렵다.

• 유행에 따른 컨설팅 유혹을 받는다.

• 잘못된 전략으로 회사가 손실을 본다.



명확한 개념 학습의 시사점

CEO 최신화과정 142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
w.html?idxno=28208

•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청사진을 그린 A대표.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다. A공장은 3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직원은 늘었고 수익은 줄었다. 처음에 꿈꿨던 스마트팩
토리는 어디에도 없다. A대표에게 있어 스마트팩토리는 그저 한 여름밤의 꿈이었다.

• 대체 A공장의 A대표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 첫 번째 이유 : 스마트팩토리를 지나치게 거창하게 생각했다.
두 번째 이유 : 스마트팩토리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다.
세 번째 이유 : 자사의 수준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08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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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es24.com/Product/Goods/44136413?Acode=101

http://www.yes24.com/Product/Goods/44136413?Acode=101


(심화학습) Sung Kim 교수님 강의

144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youtube.com/watch?v=dZ4vw6v3LcA&list=PLl
MkM4tgfjnKsCWav-Z2F-MMFRx-2gMGG&index=1

https://www.youtube.com/watch?v=dZ4vw6v3LcA&list=PLlMkM4tgfjnKsCWav-Z2F-MMFRx-2gMGG&index=1


부서
실행 패턴
PR



PR 부서의 실행 패턴

어떻게언제, 어디에

- PR 부서가

- 대외 홍보를

높이고 싶을 때

무엇을

- 내부 커뮤니티와

- 외부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 디지털 콘텐츠 전파

- 유튜브 협력 강화

- 10/20대 세대 이해



배경 지식 식품 산업의 유튜브 협력 사례



배경 지식 식품 산업의 유튜브 협력 사례



배경 지식 왓썹맨 & MLB 마케팅
https://www.youtube.com/watch?v=7AmWjws0Uq8

https://www.youtube.com/watch?v=7AmWjws0Uq8


FILA의 부활

패션 시장이 쪼그라들자 협업 상품을 선보이고, 빅데이터로
수요를 예측해 제품을 출시하며 타개책을 모색하던 패션업
계가 최근에는 10대 소비자를 공략하며 브랜드 주 고객층의
연령대를 낮추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휠라는 우선 10ㆍ20대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가
격대의 제품을 출시했고, 판매 채널도 이들 세대의 소비 패
턴에 맞춰 다양화했다. 또 트렌드에 민감한 이들의 입맛에
맞게 온라인 단독 제품을 선보이며 신제품 출시 주기를 앞
당겼다. 특히 휠라의 ‘디스럽터2’는 새로운(New)과 레트로
(Retro)의 합성어인 ‘뉴트로’ 감성이 담긴 제품으로, 2017년
출시 후 최근까지 180만 족가량이 팔리는 등 뉴트로에 열광
한 1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FILA의 최근 1년간 주가 추이 (2019.3 기준)



1교시 강의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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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는 Digital 기술의 실체를 마주보아야 한다.

• 새로운 富는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 전공과 관계없이 낯선 것을 마주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마케팅 부서의
실행 패턴 #1



어떻게

마케팅 부서의 실행 패턴

언제, 어디에 무엇을

- 마케팅 부서가

- 시장점유율을 높이

고

싶을 때

- 기존

포인트 프로그램을

- 토큰 이코노미 적용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FGO4RARY

http://news1.kr/articles/?3554385

배경 지식 갤럭시S10과 토큰 이코노미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FGO4RARY
http://news1.kr/articles/?3554385


포인트 토큰

획득 방식

양도편의성

분할 매도

미세 조건 삽입 (코딩 가능 여

부)

가중치 적용 용이성

개방성(추적 가능)

회계 처리

소비액 대비 적립

낮음

어려움

어려움

어려움

낮음

소멸성 부채

행동 기반/구매 모두 가능

높음

미세 분할 가능

토큰 자체가 코딩 기반

쉬움

개방성 높음

(규제 미확립)

배경 지식 포인트와 토큰의 차이점



배경 지식 상품권과 토큰의 차이점

상품권 토큰

획득 방식

양도편의성

분할 매도

미세 조건 삽입 (코딩 가능 여

부)

가중치 적용 용이성

개방성(추적 가능)

회계 처리

구입, 선물

낮음

어려움

어려움

어려움

낮음

회수되면 매출 인식

행동 기반/구매 모두 가능

높음

미세 분할 가능

토큰 자체가 코딩 기반

쉬움

개방성 높음

(규제 미확립)



인센티브 설계 화폐 발권력

교육적 관점

행동 심리학, 행동 경제학

인센티브 방법, 주기 설계

단계적 강화 전략

집단적, 사회적 조성 효과

네트워크 과학

토큰 유통 속도

토큰 발행량 조절

토큰 보유 기간 (장기보유촉진)

토큰의 상각(burn) 메커니즘

토큰의 교환, 병합, 옵션 설계

토큰의 플랫폼 리더십, 기축통화

배경 지식 토큰 이코노미의 개념

토큰 이코노미



마케팅 비용 절감
초기 참여자 초과 보상

능동적 입소문 (Bounty Program)
적극적 참여 (Proof of Action)
보유량 레벨별 혜택 설계

토큰 유통 속도의 조절
보유기간 레벨별 혜택 설계

고객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토큰의 회수

고객의 감성과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설계

초기 참여 촉진 메커니
즘

장기 보유 장려 메커니
즘

대량 보유 장려 메커니
즘

본사 회수 메커니즘

소속감 획득 메커니즘

의사 참여 메커니즘 커뮤니티의 후생과 성장에 대해 의사 표현 기회

토큰 이코노미 설계에 필요한 메커니즘



마케팅 부서의
실행 패턴 #2



마케팅 부서의 실행 패턴

어떻게언제, 어디에

- 마케팅 부서가

- 재구매율을 높이고

싶을 때

무엇을

- 고객 구매 이력을 - 딥러닝

[Black Box] 도입

- 가망고객을 빨리 예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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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배경지식



AI란 무엇인가?

CEO 최신화과정 163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aSSIST 경영대학원



인공지능의 흐름과 역사

CEO 최신화과정 164aSSIST 경영대학원



딥러닝이란 :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

CEO 최신화과정 165

머신
러닝

aSSIST 경영대학원

• 기존 통계적 모델링 : 수학 방정식의 형태로 데이터 내 변수간의 관계를 형식화
• 머신러닝 : 규칙 기반 프로그래밍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로부터 배울 수 있는 알고리즘

(p102, 인공지능 마케팅, 한빛미디어)



학습이란 -> 일반화 하는 것

✓ 기계의 학습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 데이터 학습의 과정을 통해 일반화(generalization)를 하고,

✓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접하더라도 예측(prediction)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게’!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66



기계의 학습(머신러닝) 이란?

VS

머신러닝이란,

“기계가 일일이 코드로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해

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

(1959년, 아서 사무엘/ 파이썬과 케라스로 배우는 강화학습)

167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머신러닝의 유형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자율학습
(Un-supervised Learning)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초기에 정답을 알려 줌 아무 정보도 주지 않음
맞으면 보상하여

리워드와

상태변화로부터 학습
168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머신러닝 구조 실제 사례 (지도학습형태)

169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DATA PREPARATION, 
EXPLORATION, AND 

REDUCTION
Data preparation 
Data visualization 
Dimension reduction

TIME SERIES 
FORECASTING

Regression-based 
Smoothing methods 

PREDICTION
Linear regression 
K-nearest neighbors 
Regression trees 
Neural networks 
Ensembles 

CLASSIFICATION
K-nearest neighbors 
Naïve Bayes 
Classification trees 
Logistic regression 
Neural networks 
Discriminant analysis 
Ensembles 

SEGMENTATION
Cluster analysis (15)

WHAT GOES TOGETHER
Association rules 
Collaborative filtering 

MODEL EVALUATION 
AND SELECTION

Performance 
Evaluations 

DERIVING INSIGHT

MODEL 
DEPLPYMENT
Score new data

S
u
p
e
rv

is
e
d

U
n
su

p
e
rv

is
e
d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CEO 최신화과정 170aSSIST 경영대학원



인공신경망 (단일 퍼셉트론)

CEO 최신화과정 171aSSIST 경영대학원



숫자 3은 인공신경망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CEO 최신화과정 172

적용하고자 하는 방향 (예시: 필기체 3 인식)

aSSIST 경영대학원



인공신경망 : 속마음의 가중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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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 173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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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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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 175aSSIST 경영대학원



단일 신경망 층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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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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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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최신화과정 177aSSIST 경영대학원



심층 신경망 (다층 퍼셉트론)

역전파의 등장

✓ 1986년 심리학자 데이비드 럼멜하트가 발명

✓ 에러를 측정하여 가중치를 수정

핵심
✓ 입력층가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이 존재

✓ 은닉층은 여러 개의 Layer로 배치 가능

✓ 은닉층이 2개 이상을 가지면 신경망이 깊다(Deep)고 표현

CEO 최신화과정 178aSSIST 경영대학원



심층신경망의 3대 약점

CEO 최신화과정 179

학습이 과하거나

학습이 덜되거나

속도가 느리거나

60여 년의
빙하기

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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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 180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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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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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 182aSSIST 경영대학원



‘덜되거나’ :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성능저하

183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덜되거나’의 원인 – S 함수

활성
함수

CEO 최신화과정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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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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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되거나’의 원인 – S 함수 (로지스틱 함수)

aSSIST 경영대학원



‘덜되거나’의 해결 : ReLU 함수의 도입

핵심

186

✓ ReLU : Rectified Linear Unit  (Rectify : 바로잡다)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느리거나’의 원인 - 경사하강법

187CEO 최신화과정

✓ 오차 E를 제곱하였기 때문에 2차 곡선이 나오고 극소값을 찾는 과정에 대한 알고리즘

✓ 경사 하강법(傾斜下降法, Gradient descent)은 1차 근삿값 발견용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 기본 아이디어는 함수의 기울기(경사)를 구하여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 계속 이동시켜서 극소값에

이를 때까지 반복시키는 것이다.

✓ 에러가 최소화되는 점을 찾기 위해, 경사를 하강하여 찾아가는 개념
✓ 전체 데이터 모두를 사용해서 에러를 계산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림

aSSIST 경영대학원



‘느리거나’의 해결 – 확률적 경사하강법

188CEO 최신화과정

✓ 데이터 전체를 모두 보고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일부분을 보고 업데이트를 하는 것

✓ 속도는 개선되지만, 지역 최소값(Local Minima)에 빠질 위험 존재
✓ 마치 공(ball)이 협곡에 갇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전체 최소값을 놓치는 위험

http://mnemstudio.org/neural-networks-
multilayer-perceptron-design.htm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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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거나’의 해결 – 확률적 경사하강법&모멘텀 도입

189CEO 최신화과정

✓ 공에 관성을 부여하여 작은 언덕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 기존에 업데이트에 사용했던 기울기의 일정%를 남겨서, 
현재의 기울기에 더하여 업데이트 하는 방식

http://www.yaldex.com/game-
development/1592730043_ch18lev1sec4.html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yaldex.com/game-development/1592730043_ch18lev1sec4.html


인공신경망

✓ 과적합 (Overfitting) 문제

✓ 중간 멈춤 현상

✓ 역전파 사라지는 현상

✓ Drop-out 으로 해결

✓ GPU 성능 비약적 발전

✓ ReLU 함수 도입 등

딥 러닝

배면뛰기 수준의 도약 : 딥러닝 시대 개막

CEO 최신화과정 190aSSIST 경영대학원



Deep Learning의 압도적 성능

✓2012년 이미지
인식 경연대회
ILSVRC

✓제프리 힌튼 교수
의 슈퍼비전팀

딥러닝 시대 개막

191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점점 깊어지는 딥러닝의 심층 신경망 깊이

192CEO 최신화과정

층이 깊어질 수록 -> 에러율 감소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arXiv
2015

aSSIST 경영대학원



VS

그로스해킹 [Growth Hacking]

배경 지식 BlackBox의 개념



(추천도서) 인공지능 마케팅

194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yes24.com/Product/Goods/67090210?scode=032&OzSrank=1

http://www.yes24.com/Product/Goods/67090210?scode=032&OzSrank=1


마케팅 부서의
실행 패턴 #3



마케팅 부서의 실행 패턴

어떻게언제, 어디에

- 마케팅 부서가

- 고객 해지 원인을

알고 싶을 때

무엇을

- 고객 구독 이력을 - 데이터 마이닝

[White Box] 도입

- 해지원인을

구체적으로 예측



Classification

패턴찾기
분류하여
예측하기

유형별
나누기

과거에서
미래예측

Clustering ForecastingPattern Discovery

배경 지식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

데이터 마이닝



연구 개발 부서의
실행 패턴



연구 개발 부서의 실행 패턴

어떻게언제, 어디에

- 신약 개발 부서가

-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싶을 때

무엇을

- 신약 구조 후보를 - 생산적 적대

신경망[GAN]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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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 메커니즘의 이해

CEO 최신화과정 201aSSIST 경영대학원



GAN 메커니즘

핵심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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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GAN 메커니즘

구조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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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관리 부서의
실행 패턴



생산 관리 부서의 실행 패턴

어떻게언제, 어디에

- 생산 관리 부서가

- 생산 수율을 높이고

싶을 때

무엇을

- 생산관리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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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언제, 어디에

- 재고 관리 부서가

- 주문량을 예측하고

싶을 때

무엇을

- 재고관리 데이터와

- 판매 데이터를

- 딥러닝 도입

[CNN, RNN]

- 실시간 수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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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배경지식



숫자 3은 인공신경망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CEO 최신화과정 209

인공신경망 데이터 입력

aSSIST 경영대학원



새로운 방식의 시각 이미지 입력 필요 : CNN

핵심

CEO 최신화과정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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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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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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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 213

이미지 출처: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입문(위키북스)

aSSIST 경영대학원



CNN 메커니즘 – 필터링

핵심

CEO 최신화과정 214

✓ 커널이라고 불리우는 돋보기가 훑으면서 필터특성에 맞게 극대화

✓ 수평선 필터가 훑으면 사진에서 수평선 부분이 극대화되는 원리

aSSIST 경영대학원



예시

215

✓ 수평선 필터로 훑었더니

✓ 원판 이미지에서

✓ 가로값이 돌출되어 나타남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CNN 메커니즘 – Pooling

핵심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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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CNN 메커니즘 종합

핵심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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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CNN 시뮬레이션 체험

218CEO 최신화과정

https://cs.stanford.edu/people/karpathy/convnetj
s/demo/cifar10.html

Andrej Karpathy가 JS로
구현한 CIFAR-10 시각화 데모

aSSIST 경영대학원

https://cs.stanford.edu/people/karpathy/convnetjs/demo/cifar10.html


RNN 최신 적용사례 – 네이버 뉴스 추천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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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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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N 
배경지식



RNN 메커니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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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RNN 메커니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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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RNN 메커니즘

223

발생
문제

✓ 아주 먼 과거까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반복되어 곱해지는 Recurrent 

Weight에 의해 기울기가 점점 사라져버리는 문제

✓ 즉, 단기 내용만 기억하는 한계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LSTM 메커니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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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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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N 적용 방법론

225

기본

RNN

모델

이미지

캡션

생성

상품 리뷰의

긍정, 부정

판단

외국어 번역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받아 사고 판단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인사 부서
실행 패턴



인사 부서의 실행 패턴

어떻게언제, 어디에

- 인사부서가

- 퇴사율을

낮추고 싶을 때

무엇을

- 임직원 인사 기록을 - 퇴사 원인을 데이터

마이닝 [White B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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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의
Data 인식 패턴



경영진의 데이터 인식 패턴

어떻게언제, 어디에

- 경영진이

- 데이터 전사 전략을

수립하고 싶을 때

무엇을

- 우리 회사의 데이터

를

- 정형 데이터와

- 비정형 데이터로

- 구별하여

- Black Box 분석

- White Box 분석



경영 전략
패러다임의 변화
#1



신규 고객
광고비 투
입

경영 전략 패러다임의 변화

기업의
최초
시장점유
율

기존방식



실
험

실
험

그로스 해킹

기존
고객

실
험

기업의
최초
시장점유
율

작은
신규
고객

많은
고객

경영 전략 패러다임의 변화



신규고객토큰 발행

토
큰

기업의
최초
시장점유
율

증가된 시장점유율의 가치를 고객 조합과 공유

토
큰

토
큰

토
큰토

큰토
큰

경영 전략 패러다임의 변화



행동경제학과 토큰 기반 마케팅의 관계

토큰 발행 신규고객토큰 발행

토
큰

기업의
최초
시장점유
율

토큰 보유자들의 화살표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토
큰

토
큰

토
큰토

큰토
큰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 어떻게 동기부여 할 것인가 ?

네트워크 과학 행동경제학

토큰 이코노미 전략의 핵심 : 토큰 홀더의 에너지 극대
화

Hub의 발견 -

Hub의 육성 -

- Hub의 토큰 획득 극대화

- Hub의 토큰 홀딩 극대화

- Hub의 토큰 장기적 수요 극대화



A기업 B기업

과점 시장
팽팽한 균형

디지털 전략

토큰 자본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움

선점 효
과

과점 상태에서 디지털 선도 전략에 대한 해석



기업A 시장점유율

기업B 시장점유율

• 알파영역

• 전투영역

• 베타영역

[기업A 시장점유율]

[시간]

100%

포지티브 피드백 기반 독점화

디지털 전략 실
행



이용자 수 증가 이윤 증대 연구기술개발 품질, 성능 향상

평균비용 하락 가격 경쟁력

소비 측면의
네트워크 외부효과

생산 측면의
네트워크 외부효과

포지티브 피드백의 순환도



균형의 이동
포지티브 피드백

기반 독점화
경제적 해자

강화

디지털 선도 전략이 기업간 균형에 미치는 효과

디지털 선도

과점 상태 균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전략의 효과와 과제

기업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체 금융을 구현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인센티브 설계로 작지만 고유의 네트워크 사회를 구축할 수 있게 되

며,

기업은 고객을 판매의 대상을 넘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섬기고 (정치 행위)

기업은 토큰 이코노미로 구축되는 그 디지털 사회의 후생을 고민하고

기업은 스스로 구축한 디지털 사회를 이끌 디지털 리더십을 고민해야 함

자체 금융

기업

자체 규칙

디지털 리더십



경영 전략
패러다임의 변화
#2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직관 데이터

통찰 관찰

연역 귀납

위 아래

VS

243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직관의 시대

직관 데이터VS

손자병법

CEO 최신화과정 244aSSIST 경영대학원



데이터의 시대

직관
데이터

VS

통계의 시대 딥러닝의 시대

CEO 최신화과정 245aSSIST 경영대학원



전략 패러다임의 변화

직관 데이터

사전준비 실시간

1인칭 3인칭

의도 경청과
관찰

주관 객관
CEO 최신화과정 246aSSIST 경영대학원



전략 패러다임의 변화

직관 데이터VS

통계의 시대 딥러닝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략과 직관을 창조/생성

CEO 최신화과정 247aSSIST 경영대학원



전략 패러다임의 변화

CEO 최신화과정 248aSSIST 경영대학원

• AI가 고정관념을 파괴한 덕분에 경직됐던 바둑이 유연해진 것은 사실이다. 신진서 9단은 "AI가 등
장하기 전에는 몇 년 동안 비슷한 포석만 썼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과거보다 더 다양한 포석이 등
장했고 바둑이 자유로워졌다"고 말했다.

• 신진서 9단 역시 "더는 AI를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면 바둑을 잘 둘 수 없다. 나는 AI 연구로 특히 포
석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 또한 복기할 때도 AI는 매우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 프로기사들이 AI로 훈련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실력이 상향 평준화됐다는 것이다. 사람보다
월등히 실력이 강한 상대를 스파링 파트너 삼아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레 기준선이 올라간 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05864

https://news.joins.com/article/23405864


강의 순서

1.기존 Digital Transformation 접근의 한계

2.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Digital 기업들

3.경계 없는 Digital 경쟁

4.Digital 기업의 주요 특징

5.Digital Transformation 실행 패턴

6.Digital Transformation 실행 요령

249CEO 최신화과정



경영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경영진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250CEO 최신화과정

• 실행의 에러가 발생한다.

• 대부분 큰 손실이 발생한다.

aSSIST 경영대학원



빅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51CEO 최신화과정

• ‘Big’의 의미에 빠지기보다

• Data 기반 사고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 가장 어려운 것이 기존 습관 버리기와

• 권위 의식의 탈피이다.

aSSIST 경영대학원



스마트팩토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스마트팩토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52CEO 최신화과정

• 결국 ‘자동화＇지수를 높이는 것인데,

• 전환 비용이 크다.

• 즉, 작은 기업은 시도하기 어렵다.

aSSIST 경영대학원



스마트팩토리

CEO 최신화과정 253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027

• 정부는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팩토리 보급을 목표로 예산과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금년에만 약3,400억원을 투입해 4000개의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 그런데 현실은 많이 다르다. 87%의 공장주들이 스마트팩토리로 전환에 찬성하고 있지만, 목표로 한
공장들의 98% 정도가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하기에 힘든 수준이다.

• 그래서 외국의 성공사례를 참고하되 단순 모방하지 않고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소기업들의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맞는 기술이 개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필수다.

• 그러나 정부 주도 보다는 민간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업이 더 중요하다.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027


스마트팩토리

CEO 최신화과정 254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f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23

스마트 팩토리, 정부와 현실 제조 현장 차이

하지만 전은경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조사팀 입법조사관은 "스마트 팩토리 중 82.3%가 기초적 수
준 즉, 이력ㆍ추적관리에 머무르는 등 정부의 성과가 정책목표 및 시대적 필요에 비춰 스마트 수
준 자체는 낮으며 공급 산업 발전이 미진하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은경 입법조사관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제기한 문제 중 하나는 민ㆍ관 모두 수요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미흡한 가운데 스마트 팩토리의 보급 및 발전이 진행돼 혁신의 추진동력이 약하다는 것이
다.

https://www.f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23


Be Digital, 직접 개발할 것인가?

Be Digital, 
직접 개발할 것

인가?

255CEO 최신화과정

• 아닌 경우가 많다.

• 이미 나온 플랫폼이 많고,

• Application solution도 많은데,

• 기업이 클수록 직접 개발하려 한다.

• Open Source와 클라우드에 익숙해져

야 한다.

aSSIST 경영대학원



나우웨이팅은 카톡 기반으로 시작

256CEO 최신화과정

https://nowwaiting.co/

aSSIST 경영대학원

https://nowwaiting.co/


캐시노트 역시 카톡 기반으로 시작

257CEO 최신화과정

https://platum.kr/archives/113711

aSSIST 경영대학원

https://platum.kr/archives/113711


컨설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컨설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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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교육이 컨설팅보다 낫다.

• 왜냐하면, 전통적 컨설팅 제공자의

돈 버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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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의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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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세(亂世)의 시대에 누가 돈을 벌고 있는가?

• 그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

•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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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Digital Transformation 실행 공식(단기 집중 교육 과정)

커리큘럼 및 강의 일정
◼ 01 Digital Transformation의 핵심 개념
◼ 02 디지털 혁신 기술의 이해와 사례 분석
◼ 03 실제 기업 상황 분석 및 시나리오 작성 (실습)
◼ 04 디지털 혁신의 응용 전략과 사례 분석
◼ 05 Digital Transformation 실행 전략 프레임워크 이해
◼ 06 Digital Transformation 실행 공식 및 적용 (실습)

교육기간
◼ 4월 9일-10일 10:00-17:00

수강신청
◼ 메커니즘 캠퍼스 홈페이지 http://mechcampus.kr/

http://mechcampus.kr/


강의 질문/피드백

연락처
E-mail : 
mskim@assist.ac.kr

Phone : 010-9197-3561

김문수
aSSIST 크립토MBA 주임교수
aSSIST 암호경제연구소장
BeCrypto Founder &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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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8일(목) 19시에
뵙겠습니다.

-토큰 발행과 유통의 Simu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