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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교수 소개

김문수 (aSSIST-CKGSB EMBA, 크립토MBA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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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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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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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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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의 학술적 배경과 최신 지식을 기술적 관점/ 화폐경제학적 관점

/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디지털 크립토 전략

가 양성과정입니다.

크립토MBA

중국 최고의 명문 경영대학원인 CKGSB(장강상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Dual Degree EMBA 입니다. 중국 Top 10 도시를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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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기업들을 방문하고 중국 전역의 CKGSB 동문들과 교류하는

Top-tier EMBA 과정입니다.

CKGSB EMBA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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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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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강상학원 Top-tier EMBA https://www.assist-ckgs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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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sist-ckgsb.org/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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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 교수 담당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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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임원들을 위한 국내 최초의 디지털 경영교육 플랫폼입니다. 

月刊 CEO 최신화과정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토큰 이코

노미 전략 등 최신 디지털 경영 교육을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 캠퍼스

기업의 CEO, 임원들께 최신 Digital 기술 트렌드와 전략을 압축적

으로 전달해드리는 과정입니다. AI, 딥러닝, 블록체인, 토큰 이코

노미 등 최신 기술 현황과 경영전략을 매월 최신 강의록으로 압축

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月刊
CEO Digital 
최신화과정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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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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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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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신화과정 커리큘럼

2019년
1월

(16일)
2월

(20일)
3월

(20일)
4월

(18일)
5월

(15일)
6월

(19일)

주제
게임이론과

토큰
이코노미

메커니즘
디자인과

토큰
이코노미

Digital
Trans-

formation
실행 패턴

SD 기반
Token

Design전략
(기본)

토큰의
마케팅 효과

(심화)

텐센트&
화웨이

7월
(17일)

8월
(21일)

9월
(18일)

10월
(16일)

11월
(20일)

12월
(18일)

주제
비트코인

vs
리브라

중국
디지털 화폐

전략

AI의
실체와

응용전략

中-韓
유니콘

전략비교

美-中
전자상거래

대전

크립토
경영전략

일부 과목은 산업변화 속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9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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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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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복습 동영상 강의 제공 https://mechcamp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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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chcampus.kr/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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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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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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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CKGSB Top-tier EMBA 주임교수
aSSIST 크립토MBA 주임교수

aSSIST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주임교수

김문수

디지털 G3 대한민국을 위한

中-韓 유니콘 전략 비교



강의 순서

1. 디지털 대전환 시대

2. 中-韓 신 금융 산업 분석

• 텐센트 WeBank/ 카카오뱅크/토스

• Binance/ 업비트/ 카카오

3. 中-韓 신 콘텐츠 산업 분석

• TikTok/ByteDance

• 하이퍼커넥트 아자르

• 카카오페이지/네이버웹툰

4. 디지털 G3을 향하는 중국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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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에 들어갈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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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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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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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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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가와 B국가의 또 다른 사례

A국가

일본

B국가

한국



역사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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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가와 B국가의 또 다른 사례

A국가

미국

B국가

중국



중국 대표 디지털 기업의 시가총액

✓ 텐센트는 삼성전자의 2배

✓ 알리바바는 이마트의 170배

22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중국의 데카콘 기업들(10조원 이상 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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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China Morning Post (As of Jun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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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데카콘 기업들(10조원 이상 시가총액)
South China Morning Post (As of Jun 10, 2019)



Tencent/Alibaba 외 디지털 주요 기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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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China Morning Post (As of Jun 10, 2019)

1.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Ant Financial이 170조 원

2.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가 90조 원

3. 모빌리티 기업인 디디추싱이 70조 원

4. 소셜커머스 기업인 메이퇀-디앤핑이 55조 원

5. 쇼핑몰 징동닷컴이 50조 원

6. 검색엔진 바이두가 50조 원

7. 게임기업 넷이즈가 40조 원

8. 샤오미가 35조 원

9. 지방 소도시에서 급성장중인 쇼핑몰 핑둬둬가 27조 원

10.텐센트 음악 자회사인 텐센트 뮤직이 27조원

11.텐센트의 인터넷 은행인 WeBank가 25조원

12.중국의 여행 플랫폼 대표기업인 Ctrip이 23조 원 대



美-中 경쟁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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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nternet Report 2019



美-中 경쟁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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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nternet Report 2019



美-中 경쟁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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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nternet Report 2019



디지털 경제에서 누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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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에서 누가 유리할까?

A국가

미국

B국가

중국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이 미국의 50배

30CEO 최신화과정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6&v=O753NUrD0hg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6&v=O753NUrD0hg


디지털 G1에서 누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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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es24.com/Product/Goods/
67264753?scode=032&OzSrank=1

• 저자는 중국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화를 꼽는다. 
• 산업화와 정보화에 뒤쳐진 중국이 발견한 성장의 모멘텀이 바로 모바일

을 통한 디지털화다. 
• 모바일은 31개의 성으로 분절되어 있는 중국을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바꾸었다.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지자 기술과 자본, 인재들이 모여 들었
다.

•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관춘에는 포춘 500대 기업 중 98개 기
업이 입주해 있고, 하드웨어 창업의 메카가 된 선전에는 세계 각지에서
기술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몰려든다. 

•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스타트업의 잠재력에 주목한 중국 정부는 1억 명
의 창업자를 키운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매년 1만 5,000개의 스타트업
이 탄생하고, 2017년에는 22개의 기업(미국 28개)이 기업가치 10억 달
러 이상의 유니콘이 되었다.

• 디지털로 시작된 변화에 4차 산업혁명이 결합되면서 중국 전체가 혁신
체제로 접어들었다. 

http://www.yes24.com/Product/Goods/67264753?scode=032&OzSrank=1


디지털 경제 체제에서 중국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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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인구 X 새로운 통합성

강력한 시장



디지털 경제 체제에서 중국의 강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33aSSIST 경영대학원

거대한 인구 X 새로운 통합성

강력한 시장



강력한 시장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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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oday.co.kr/news/view/1812253

중국이 글로벌 유니콘 강국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다 유니콘 보유국에 올라섰다.
2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1707억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하는 ‘유니콘’ 수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돌리고 1위 자
리를 거머줬다고 보도했다. 

중국판 포브스로 불리는 후룬리포트가 이날 공개한 ‘2019년 후룬 글로벌 유니콘 리스트’
에 따르면 전 세계 유니콘 494개 가운데 중국은 206개로 미국(203개)을 앞질렀다.

http://www.etoday.co.kr/news/view/1812253


강력한 시장의 힘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35aSSIST 경영대학원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4/2019072400248.html

"중국 세상이다(It's China's World)."

22일(현지 시각) 미국 경제지 포천(fortune)이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선정한 '2019년
글로벌 500대 기업'을 발표하면서 내건 기사의 제목이다. 올해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대
만을 포함한 중국 기업 수는 129개로 미국(121개)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포천은 "이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4/2019072400248.html


2014년 뉴스에서는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36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237

•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주요 3개 글로벌 기업 순위에 포함되
는 한국 기업의 수는 지난 10년간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 매출액 기준 포츈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우리 기업은 지난 10년간
(2004~2013년) 11개에서 14개로 3개 증가했다. 반면 중국은 74개(15개→89개), 인도
는 4개(4개→8개), 브라질은 5개(3개→8개), 러시아는 4개(3개→7개)가 늘어났다.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파이낸셜 타임스 글로벌 500대 기업의 경우에도 중국은
37개(8개→45개), 인도는 10개(2개→12개), 브라질은 8개(2개→10개)의 급증세를 보인
반면, 우리 기업은 2개 증가(3개→5개)에 그쳤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237


디지털 경제 체제에서 중국의 강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37aSSIST 경영대학원

거대한 인구 X 새로운 통합성

강력한 시장



새로운 통합성 : 중국 핀테크의 발전 이유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38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 전환을 만드는 핵심 요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39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 전환

AI 블록체인



디지털을 만드는 핵심 요소 AI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40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
ew.html?idxno=105543

• 미국의 글로벌 머신비전 기업인 코그넥스가 토종 인공지능(AI) 스
타트업 ‘수아랩(SUALAB)’을 전격 인수했다. 인수 금액은 국내 밴
처기업 사상 가장 높은 금액인 2300억원이다. 이로 인해 글로
벌 기업에 인수된 수아랩으로 인해 대기업이 아닌 국내 AI 스타트
업의 기술력이 주목 받고 있다.

•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코그네스는 총 1억9500만달러(약 2300
억원)를 투입해 수아랩(대표 송기영) 지분 100%를 확보했다.

• 코그넥스가 창업주 경영권 보장과 해외 고객사 확보를 지원하
는 것을 전제로 인수합병(M&A)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에 따라 송기영 대표는 코그넥스에 합류해 세계 최대의 산업용 머
신비전 전문 딥러닝 엔지니어 팀을 이끌게 된다.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43


디지털을 만드는 핵심 요소 AI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41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
dir/2019/10/17/2019101701223.html

• 국내 기술 분야 스타트업 해외 M&A 최대 규모

한국 AI(인공지능) 스타트업 ‘수아랩(SUALAB)’이 미국 나스닥 상
장 기업 코그넥스(Cognex)에 매각됐다. 매각가는 1억9500만달러
(약 2300억원)으로 국내 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해외 M&A(인수·합
병) 중 최대 규모다.

17일 코그넥스는 수아랩을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수아랩은 인공
지능·머신비전(machine vision, 기계가 사람 눈처럼 사물을 인식)·
슈퍼 컴퓨팅 3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에 무인 검사 솔
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제조 라인에서 불량품을 자동으로 찾아
주는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 ‘수아킷(SuaKIT)’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 한화, SK 등 다양한 대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7/2019101701223.html


강의 순서

1. 디지털 대전환 시대

2. 中-韓 신 금융 산업 분석

• 텐센트 WeBank/ 카카오뱅크/ 토스

• Binance/ 업비트/ 카카오

3. 中-韓 신 콘텐츠 산업 분석

• TikTok/ByteDance

• 하이퍼커넥트 아자르

• 카카오페이지/네이버웹툰

4. 디지털 G3을 향하는 중국과 한국

42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강의 순서

1. 디지털 대전환 시대

2. 中-韓 신 금융 산업 분석

• 전통금융 : 텐센트 WeBank/ 카카오뱅크/토스

• 크립토 : Binance/ 업비트/ 카카오

3. 中-韓 신 콘텐츠 산업 분석

• TikTok/ByteDance

• 하이퍼커넥트 아자르

• 카카오페이지/네이버웹툰

4. 디지털 G3을 향하는 중국과 한국

43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에서 구조적 변화를 보이는 산업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44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 전환

전통금융 크립토 콘텐츠



디지털에서 구조적 변화를 보이는 산업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45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 전환

전통금융 크립토 콘텐츠



디지털+전통금융 : 돋보이는 기업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46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 전환 전통금융

WeBank 카카오뱅크 토스



디지털+전통금융 : 돋보이는 기업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47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 전환 전통금융

WeBank 카카오뱅크 토스



텐센트 WeBank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48aSSIST 경영대학원

출처 : 하나금융연구소



WeBank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49aSSIST 경영대학원

출처 : 하나금융연구소

부실율



WeBank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0aSSIST 경영대학원

출처 : 이베스트투자증권



WeBank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1aSSIST 경영대학원

출처 : 하나금융연구소



WeBank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2aSSIST 경영대학원

출처 : 하나금융연구소



WeBank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3aSSIST 경영대학원

출처 : 이베스트투자증권



WeBank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4aSSIST 경영대학원

출처 : 하나금융연구소



글로벌 확장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5aSSIST 경영대학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563795

https://news.joins.com/article/23563795


글로벌 확장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6aSSIST 경영대학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563795

https://news.joins.com/article/23563795


글로벌 확장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7aSSIST 경영대학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563795

https://news.joins.com/article/23563795


글로벌 확장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8aSSIST 경영대학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563795

https://news.joins.com/article/23563795


디지털+전통금융 : 돋보이는 기업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59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 전환 전통금융

WeBank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60aSSIST 경영대학원

https://byline.network/2019/08/22-63/

https://byline.network/2019/08/22-63/


카카오뱅크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61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sedaily.com/NewsVIew/1VN2IPS329

https://www.sedaily.com/NewsVIew/1VN2IPS329


카카오뱅크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62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zdnet.co.kr/view/?no=20190521084434

https://www.zdnet.co.kr/view/?no=20190521084434


2017년부터…그러나,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63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8080210065803300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80802100658033003


카카오뱅크 공시 자료 보는 법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64aSSIST 경영대학원

https://kakaobank.com/

https://kakaobank.com/


카카오뱅크 공시 자료 보는 법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65aSSIST 경영대학원

https://kakaobank.com/Corp/IR/Anno
uncement/Business/pages/1

https://kakaobank.com/Corp/IR/Announcement/Business/pages/1


카카오뱅크의 자신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66aSSIST 경영대학원



카카오뱅크의 자신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67aSSIST 경영대학원



카카오뱅크 개황 (2018.12 기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68aSSIST 경영대학원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카카오뱅크에는 행장이 없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69aSSIST 경영대학원

이용우-윤호영 공동대표



카카오뱅크에는 행장이 없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70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53

http://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53


카카오뱅크에는 행장이 없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71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605
0100005750000370&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6050100005750000370&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카카오뱅크에는 행장이 없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72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35587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35587


디지털+전통금융 : 돋보이는 기업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73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 전환 전통금융

WeBank 카카오뱅크 토스



토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74aSSIST 경영대학원

출처: 이베스트투자증권



기존은행 vs 토스 비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75aSSIST 경영대학원

출처: 이베스트투자증권



토스는 금융플랫폼 기업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76aSSIST 경영대학원

출처: 이베스트투자증권

굿리치토스 뱅크샐러드



금융회사 vs 금융플랫폼 차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77aSSIST 경영대학원

출처: 이베스트투자증권



금융회사 vs 금융플랫폼 차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78aSSIST 경영대학원

출처: 이베스트투자증권



금융플랫폼이 증권사를 소유하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79aSSIST 경영대학원

출처: 이베스트투자증권



라인의 사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80aSSIST 경영대학원

출처: 이베스트투자증권



금융플랫폼 기업의 확장성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81aSSIST 경영대학원

출처: 이베스트투자증권



토스 투자유치 연혁 (2018.12 기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82aSSIST 경영대학원

출처: 이베스트투자증권



강의 순서

1. 디지털 대전환 시대

2. 中-韓 신 금융 산업 분석

• 전통금융 : 텐센트 WeBank/ 카카오뱅크/토스

• 크립토 : Binance/ 업비트/ 카카오

3. 中-韓 신 콘텐츠 산업 분석

• TikTok/ByteDance

• 하이퍼커넥트 아자르

• 카카오페이지/네이버웹툰

4. 디지털 G3을 향하는 중국과 한국

83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에서 구조적 변화를 보이는 산업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84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 전환

전통금융 크립토 콘텐츠



디지털+크립토 : 돋보이는 기업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85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 전환

Binance 업비트 카카오

크립토



디지털+크립토 : 돋보이는 기업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86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 전환

Binance 업비트 카카오

크립토



Binance : 세계 1위 크립토 거래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87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inance.com/

https://www.binance.com/


Binance : 세계 1위 크립토 거래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88aSSIST 경영대학원

https://paxnetnews.com/articles/15915

https://paxnetnews.com/articles/15915


Binance : 세계 1위 크립토 거래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89aSSIST 경영대학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405270

https://news.joins.com/article/23405270


Binance : 세계 1위 크립토 거래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0aSSIST 경영대학원

http://coinreaders.com/4048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명문구단 리버풀(Liverpool FC)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마
케팅 운영에 포함시키기 위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리버풀 FC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축구 리그 중 하나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
그의 2018-2019 시즌에 2위를 달리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웨이트먼은 초대장을 통해 "리버풀은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당한 상업
적 이익을 가져다 줄 '높은 인지도의 마케팅 플랫폼(high profile marketing platform)'
이다"고 강조했다.

http://coinreaders.com/4048


Binance : 한국어 지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1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inance.com/

https://www.binance.com/


Binance : BNB 자체 토큰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2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inance.com/

https://www.binance.com/


Binance : BNB 자체 토큰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3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inance.com/

https://www.binance.com/


Binance : BNB 자체 토큰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4aSSIST 경영대학원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binance-coin/#charts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binance-coin/#charts


Binance : BNB 자체 토큰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5aSSIST 경영대학원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binance-coin/#charts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binance-coin/#charts


Binance : 크립토 종합 플랫폼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6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inance.com/

https://www.binance.com/


Binance : 거래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7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inance.com/

https://www.binance.com/


Binance : BNB 마켓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8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inance.com/

https://www.binance.com/


Binance : 선물거래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99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inance.com/

https://www.binance.com/


Binance : 탈중앙형 거래소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00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inance.org/

https://www.binance.org/


Binance : 크립토 교육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01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inance.vision/

https://www.binance.vision/


Binance : 크립토 교육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02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inance.vision/

https://www.binance.vision/


Binance : 크립토 자선 기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03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inance.charity/

https://www.binance.charity/


Binance : 크립토 자선 기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04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inance.charity/

https://www.binance.charity/


Binance : 크립토 자선 기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05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inance.charity/

https://www.binance.charity/


Binance : 크립토 자선 기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06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inance.charity/

https://www.binance.charity/


Binance : 암호화폐 정보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07aSSIST 경영대학원

https://info.binance.com/

https://info.binance.com/


Binance : 암호화폐 보고서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08aSSIST 경영대학원

https://info.binance.com/

https://info.binance.com/


Binance : 암호화폐 보고서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09aSSIST 경영대학원

https://info.binance.com/en/research/marke
tresearch/crypto-correlations-q3-2019.html

https://info.binance.com/en/research/marketresearch/crypto-correlations-q3-2019.html


Binance : 프로젝트 투자/육성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0aSSIST 경영대학원

https://labs.binance.com/

https://labs.binance.com/


Binance : 프로젝트 투자/육성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1aSSIST 경영대학원

https://labs.binance.com/

https://labs.binance.com/


Binance : 마케팅 플랫폼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2aSSIST 경영대학원

https://launchpad.binance.com/

https://launchpad.binance.com/


Binance : 마케팅 플랫폼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3aSSIST 경영대학원

https://launchpad.binance.com/en/lottery/15
43a76b69754de4b916c9a4d767f24d

https://launchpad.binance.com/en/lottery/1543a76b69754de4b916c9a4d767f24d


Binance : 암호화폐 지갑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4aSSIST 경영대학원

https://trustwallet.com/

https://trustwallet.com/


Binance : 창펑 자오 (창업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5aSSIST 경영대학원

https://trustwallet.com/

• 1977년 생
• 캐나다 국적의 중국 화교 출신
• 2014년 상하이 집을 팔아 비트코인 투자
• 2018년 중국 후룬연구원이 선정한 중국 블록체인 업계 부자 3위 선정
• 2018년 1월 19일 美 포브스가 발표한 전 세계 암호화폐 부자 순위 3위

• 도쿄주식거래소 주문거래 시스템 개발이 첫 직장생활
• 블룸버그 트레이드북에서 선물 거래 프로그램 개발
• 2005년 상하이에서 퓨전시스테 창업 (초단타 매매 시스템)

• 암호화폐 지갑업체 블록체인인포에 3번째 직원으로 입사(2014)
• OKCoin의 CTO 취임 (2014)
• 바이낸스 창업 (2017)

https://trustwallet.com/


Binance의 비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6aSSIST 경영대학원

https://blockinpress.com/archives/7311

Q. 바이낸스 랩, 바이낸스 자선 재단 등 바이낸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이낸스의 비전이 궁금합니다.

자오 창펑 대표(이하 CZ) : 바이낸스의 비전은 정말 간단합니다. 암호화폐를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를 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거래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유망한 코인을 상장하고 여러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여 풍부한 유동성
(Liquidity)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랩(Blockchain Lab) 의 경우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블록체인)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Binance Charity Foundation은 많은 사람들에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가르치겠다는 강한 교육
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이낸스 아카데미(Binance Academy) 바이낸스 인포(Binance Info) 바이낸스 리서치
(Binance Research)는 모두 이러한 정보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암호화폐 개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7311


Binance의 비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7aSSIST 경영대학원

https://blockinpress.com/archives/7311

Q. 사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CZ :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과 적절한 타이밍, 외부 요인, 팀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네
요. 우리의 제품(Product)과 서비스는 이 산업에서 제일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성과가 놀라워요. 일단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하고, 나머지
는 시장이 해결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7311


Binance의 비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8aSSIST 경영대학원

https://blockinpress.com/archives/7311

Q.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 같나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CZ : 제 생각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한국을 굉장히 특별
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한국의 경우)암호화폐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아
주 신중하게 적절한 법을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한국은) 블록체인 사업에 있어서 최적의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암호화폐
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낸스는 아직 한국에 발을 들여놓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한국에도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
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7311


Binance의 비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19aSSIST 경영대학원



Binance의 비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0aSSIST 경영대학원

https://paxnetnews.com/articles/49683

https://paxnetnews.com/articles/49683


Binance 미국 영업 중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1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binance.us/en

https://www.binance.us/en


Binance의 비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2aSSIST 경영대학원

•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세계 각국의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바이낸스가 발행할 “현지화 된” 스테이블코인의 이름은 비너스(Venus)다. 바이낸스는 비너스
개발에 자체 개발한 퍼블릭 블록체인 바이낸스체인과 국제 지불 시스템을 비롯해 자사의 기
존 인프라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측은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신규 화폐
에 박차를 가하게끔 힘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바이낸스는 이같은 노력에 힘을 보탤 정부와 기업,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과 새로운 파트
너십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inance의 비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3aSSIST 경영대학원

• 바이낸스는 이미 영국 파운드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경험이 있고, 상대적으로
금융규제가 덜한 몰타에 본사를 두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자체 블록체인인 바이낸스체인을 운영하고 있어 대기업과 손잡는
것도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업계에선 바이낸스가 세계 1위 코인 거래사이트인 만큼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데다
특정 정부에 메여있지 않아 미국과 일본 정부의 규제를 따라야하는 페이스북·라인보다 사세
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금융인프라가 낙후된 제3세계의 특정 국가 및 기관과 손을 잡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현지
통화로 활용하도록 하고, 소비자 및 관련 기업들의 의존도를 높여 바이낸스가 금융기관의 역
할을 대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http://news1.kr/articles/?3698729

http://news1.kr/articles/?3698729


Binance의 비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4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
eView.html?idxno=5518

• 바이낸스는 미국 달러와 가격이 일대일로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 USD(BUSD)를 조
만간 선보인다고 더블록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바이낸스에 따르면 BUSD는 처음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지만 향후 바이낸스
체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바이낸스는 BUSD를 제공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인 팍소스와 손을 잡았다. 팍소스
는 BUSD 발행은 물론 BUSD에 상응하는 법정 화폐를 보관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더블록은
전했다.

• BUSD는 팍소스 플랫폼에서 바로 구매하고 법정 화폐로 바꿀 수 있다. 바이낸스닷컴에서도
이달말부터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바이낸스는 거래소 상장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
은 하지 않았다.

• 바이낸스에 BUSD가 상장되면, 우선은 비트코인, 바이낸스코인, 리플 XRP로만 거래할 수 있
다. 바이낸스와 팍소스는 뉴욕주 금융 당국의 승인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 거주자들은
BUSD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8


디지털+크립토 : 돋보이는 기업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5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 전환

Binance 업비트 카카오

크립토



업비트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6aSSIST 경영대학원



업비트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7aSSIST 경영대학원



업비트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8aSSIST 경영대학원



업비트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29aSSIST 경영대학원



업비트 : 주주구성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0aSSIST 경영대학원

카카오 진영의 지분의 합 : 2대 주주



업비트 : 손익계산서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1aSSIST 경영대학원



업비트 : 암호화폐 자산 (고객자산 제외)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2aSSIST 경영대학원



업비트 : 암호화폐 자산 (고객자산 제외)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3aSSIST 경영대학원



업비트 : 루니버스 기술 플랫폼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4aSSIST 경영대학원

• 람다256의 신임 대표는 박재현 전 람다256 연구소장이 맡는다. 박 대표는 SK텔레콤 서비스 부문
전무이사를 지낸 바 있다. 람다256은 루니버스 플랫폼의 저변 확대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두나무
소속 연구소에서 별도 법인으로 분사를 단행했다.

• 람다256이 개발한 루니버스는 블록체인 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개발자라면 누구나 쉽
게 탈중앙화애플리케이션(디앱·DApp)을 개발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플랫폼이다.

• 이날 공개한 루니버스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2.0으로, 특히 ▲체인환
경 개선 ▲사용성 고도화 ▲보안 강화 ▲비용 절감 등 BaaS 1.0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집중했다.



업비트 : 루니버스 기술 플랫폼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5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luniverse.io/

https://www.luniverse.io/


업비트 : 루니버스 기술 플랫폼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6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luniverse.io/

https://www.luniverse.io/


업비트 : 루니버스 기술 플랫폼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7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luniverse.io/

https://www.luniverse.io/


업비트 vs SMT 속도비교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8aSSIST 경영대학원



업비트 : 루니버스 기술 플랫폼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39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luniverse.io/

https://www.luniverse.io/


디지털+크립토 : 돋보이는 기업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0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 전환

Binance 업비트 카카오

크립토



카카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1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3192363g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3192363g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클립＇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2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zdnet.co.kr/view/?no=20190812125329

http://www.zdnet.co.kr/view/?no=20190812125329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클립＇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3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26667

•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의 한재선 대표가 카카오톡에 탑재될 '클립(Klip)' 서비스는 단
순한 암호화폐 지갑이 아닌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종합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록체인 시
장에 다양한 유즈케이스(Use Case)와 킬러 서비스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클립이 잠재력을 지닌 서비
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 한 대표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블록체인 서울 2019'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그
라운드X가 카카오톡에 탑재할 클립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지갑뿐 아니라 다양한 디
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 솔루션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클
립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카카오톡에서 그라운드X가 발행한 클레이와 클레이튼
기반의 다른 암호화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갑 서비스로 주목 받았다. 당초 올해 내 출시를 계획했
지만, 내년으로 서비스 출시가 미뤄졌다고 알려졌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26667


카카오 크립토 전략구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4aSSIST 경영대학원

카카오

업비트

클레이튼

카카오톡

클립루니버스 비트베리 카카오콘



카카오 & Binance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5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59015/

•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거버넌스 카운슬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합류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버넌스 카운슬에 참여하는 첫 블록체인 회사다.

•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은 클레이튼의 기술 및 사업 등
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과 클레이튼의 합의 노드 운영을
담당하는 합의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59015/


카카오 크립토 전략구도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6aSSIST 경영대학원

카카오

업비트

클레이튼

카카오톡

클립루니버스 비트베리 카카오콘



디지털에서 구조적 변화를 보이는 산업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7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 전환

전통금융 크립토 콘텐츠



카사 : 부동산 수익증권 토큰화 기업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8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fnnews.com/news/201910181221544166

지난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카사는 연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부동산 간접 투자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다.

은행과 부동산 신탁사가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디지털화해 발행하고, 이를 누구든 카사 플랫폼를 통해
소액으로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다.

예창완 카사 대표는 “카사는 전략적 투자자들과 협력해 아시아 대표 프롭테크 스타트업으로 도약하겠다. 카사 플랫폼을 통해 국
민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상업용 부동산에 간접투자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론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910181221544166


카사 : 부동산 수익증권 토큰화 기업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49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venturesquare.net/793598

• 카사가 우미건설, KEB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AF인베스트먼트, KCLAVIS로부터 70억원 규모 시리
즈A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 1년 만에 누적 투자 100억원을 넘기게 됐다.

• 카사는 상업용 부동산을 수많은 국민이 나눠 소유하고 권리를 안전하게 사고팔 수 있는 부동산 간
접 투자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 은행과 부동산 신탁사가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디지털화해 발행, 누구든 자사
플랫폼을 통해 소액으로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
스로 지정받았고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은행과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
탁 등 부동산신탁사가 공동 신청사로 함께 참여해 선정됐다.

https://www.venturesquare.net/793598


카사 : 부동산 수익증권 토큰화 기업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0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venturesquare.net/793598

• 카사코리아가 조건부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은 일반투자자의 중·소
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서비스 보안 및 전문성
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관련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9월 사
이에 모의투자를 통한 매매체결시스템 가동 등 모의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https://www.venturesquare.net/793598


강의 순서

1. 디지털 대전환 시대

2. 中-韓 신 금융 산업 분석

• 전통금융 : 텐센트 WeBank/ 카카오뱅크/토스

• 크립토 : Binance/ 업비트/ 카카오

3. 中-韓 신 콘텐츠 산업 분석

• TikTok/ByteDance

• 하이퍼커넥트 아자르

• 카카오페이지/네이버웹툰

4. 디지털 G3을 향하는 중국과 한국

151CEO 디지털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에서 구조적 변화를 보이는 산업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2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 전환

전통금융 크립토 콘텐츠



디지털+크립토 : 돋보이는 기업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3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 전환

TikTok 아자르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웹툰

콘텐츠



디지털+크립토 : 돋보이는 기업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4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 전환

TikTok 아자르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웹툰

콘텐츠



TikTok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5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thedaily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0752

전 세계에 15초짜리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 열풍
을 불러일으킨 중국 스타트업 바이트댄스(Byte dance)의 성
장세가 눈부시다.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에 새로운 활동거점을 마련하고, 미국
테크놀로지 기업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며 세계 최대 소셜네
트워크 페이스북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강자 유튜브
를 위협하고 있다. 

◆ 고액 연봉 내세워 美IT 인재 대거 영입

바이트댄스는 창립 5년 만에 '슈퍼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대열에 합류했으며, 지난해
일본 소프트뱅크 투자 유치 이후 기업 가치는 750억 달러, 
약 86조 원까지 치솟았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
는 민간 스타트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http://www.thedaily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0752


TikTok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6aSSIST 경영대학원

https://techcrunch.com/2018/11/02/tiktok-surpassed-facebook-in
stagram-snapchat-youtube-in-downloads-last-month/

https://techcrunch.com/2018/11/02/tiktok-surpassed-facebook-instagram-snapchat-youtube-in-downloads-last-month/


TikTok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7aSSIST 경영대학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321400

https://news.joins.com/article/23321400


TikTok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8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1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13


TikTok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59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fintech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805#
0AXD

• 대표 틱톡커인 나너, 이윤하, 꼰야, 미니츄츄는 스타벅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 스벅TV에 출연, 스타벅스의 할로윈 특화 매장 중 한 곳에서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틱톡 ‘으스스타벅스’의 흥미로운 미션들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계획.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틱톡 경험이 증대될 수 있도
록 멘톤크루 등 9명의 틱톡커를 시작으로 신사장, 유링딩 등의 인기 틱
톡커가 스타벅스의 할로윈 특화 매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 틱톡은 “그동안 국내 유수 기업 및 브랜드와 여러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사용자들이 최적화된 환경에서 창의적인 표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
해왔으며, 이번 이벤트는 ‘스타벅스’가 할로윈이라는 재미있는 소재로
국내에서 콘텐츠 플랫폼과 협업을 진행하게 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
미를 가진다.”며 “이번 ‘스타벅스’와의 이벤트로 사용자들이 세계적 축제
를 보다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http://www.fintech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805#0AXD


TikTok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60aSSIST 경영대학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
005492688&plink=ORI&cooper=NAVER

• 방탄소년단, BTS가 최단 기간에 동영상 공유 앱 '틱톡' 팔로워 100만 명
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UPI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기네스월
드레코드는 현지 시간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BTS가 지난 9월 25일 틱
톡 계정을 개설한 지 불과 3시간 31분 만에 팔로워 100만 명을 돌파해 '
가장 빠른 기간에 틱톡 팔로워 수 100만명 달성' 타이틀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 BTS는 계정 개설 13시간 만에 팔로워 수 200만 명을 달성했고, 이들이
올린 첫 게시물은 '좋아요' 4백만 건을 받았다고 기네스월드레코드는 전
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92688&plink=ORI&cooper=NAVER


터우탸오 -> TikTok -> ByteDance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61aSSIST 경영대학원



진르터유탸오의 초기 저력 (2017년 뉴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62aSSIST 경영대학원

•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 편집과 다양한 1인 미디어를 내세운 중국의 모바일 뉴스
서비스가 출시 5년째 만에 중국을 대표하는 IT(정보기술) 거물로 성장했다.

• 2016년 중국의 모바일 뉴스 앱(응용프로그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진르터우탸오
(今日頭條)는 '오늘의 헤드라인'이란 뜻으로 QQ나 웨이보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등록하면 AI를 통해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뉴스를 선별해 보여준
다.

• 진르터우탸오는 2016년 모바일 앱 광고로만 100억 위안(한화 1조6천482억여원) 이
상의 매출을 올렸고 작년 12월 기준 기업 가치가 최대 110억 달러(한화 약 12조4천
808억원)로 평가됐다.



TikTok을 소유한 ByteDance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63aSSIST 경영대학원

https://bytedance.com/en

https://bytedance.com/en


TikTok을 소유한 ByteDance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64aSSIST 경영대학원

https://bytedance.com/en/about#product

https://bytedance.com/en/about#product


배달의 민족의 대응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65aSSIST 경영대학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
005492688&plink=ORI&cooper=NAVER

•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이 AR(증강 현실) 전문기업
시어스랩과 손잡고 짧은 동영상 공유 앱 ‘띠잉(Thiiing)’
을 출시했다. 1020세대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틱
톡’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우아한형제들은 쉽고 재밌게 영상을 찍어 소통할 수 있
는 영상 놀이앱 띠잉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10초
이내 짧은 숏폼(short-form)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앱으로 중국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
트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개발한 틱톡과 비슷하
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92688&plink=ORI&cooper=NAVER


디지털+크립토 : 돋보이는 기업들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66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 전환

TikTok 아자르
카카오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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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커넥트 (Azar)

167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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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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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CEO 최신화과정

https://azarlive.com/

aSSIST 경영대학원

https://azarlive.com/


하이퍼커넥트 (Azar)

170CEO 최신화과정

https://azarlive.com/

aSSIST 경영대학원

https://azarlive.com/


하이퍼 커넥트 – 모바일 딥러닝

171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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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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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커넥트

173CEO 최신화과정

http://www.etnews.com/20190918000070

aSSIST 경영대학원

• 하이퍼커넥트는 2014년 설립 첫해 매출 21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94억원, 2016년 363억원, 
2017년 624억원을 거뒀다. 2018년에는 1045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게임업체가 아닌 스타트업이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체 매출 95%가 해외에서 발생한다.

• 하이퍼커넥트는 앱 내에 탑재해 서버를 거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 상에서 처리 가능한 가볍고
빠른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했다. 통신망 사양에 관계없이 빠르게
구동할 수 있다.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이퍼커넥트는 구글 클라우드 머신러닝 스피치 API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술 파트너로 참여했다. 구글 본사 머신러닝팀과 직접 협업했다. 구글은 2016
년 7월 해당 API 제품 출시 당시 하이퍼커넥트 실시간 음성 번역 기능을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소개
했다.

http://www.etnews.com/20190918000070


하이퍼커넥트의 신규 서비스

174CEO 최신화과정

http://www.bloter.net/archives/358357

aSSIST 경영대학원

• ‘하쿠나(Hakuna)’가 월간 활성 사용자수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월22일 밝혔다. 

• 하쿠나는 기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양방향
소통 기능을 강화한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다. 하이퍼커넥트의 영상통신(WebRTC) 기술력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해, 지연시간이 거
의 없는 안정적인 방송 환경과 ‘게스트 모드’를 구
현한 것이 특징이다.

• 게스트 모드는 이분할된 화면을 통해 게스트가 직
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358357


디지털+크립토 : 돋보이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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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76aSSIST 경영대학원



카카오페이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77aSSIST 경영대학원



카카오페이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78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
906130100019530001233&svccode=00&page=1&sort=thebell
_check_time

•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페이지가 1000억원 규모 유상 증자를 결의하며 회사의 기업가치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카카오페이지는 2016년 앵커에퀴티파트너스로부터 1250억원 규모 투
자를 받을 당시 5000억원의 가치를 평가 받았다.

• 올해 유증에선 3년 전보다 기업가치가 약 2.5배 가량 상승한 1조2500억원 대로 파악된다. 매출
성장세에 힘입어 내년 상장 시 기업가치가 4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6130100019530001233&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카카오페이지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179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
906130100019530001233&svccode=00&page=1&sort=thebell
_check_time

•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9일 진행된 올해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유료콘텐츠 분야
매출은 지적재산권을 통해 높은 성장을 이어갔다. 카카오페이지는 유저 로열티 강화 노력에 분
기 최대치인 630억원의 매출을 돌파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신작 출시, 오리지널 지적재산
권을 통해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카카오재팬의 픽코마 역시 현지 출판사와의 협력을 통해 작품 라인업 강화 등을 통해 전
년대비 170% 가량 성장했다.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탭 개편, 웹소설 카테고리 등 추가 질적 향상
으로 한층 더 성장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6130100019530001233&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네이버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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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24182076
5114?did=NA&dtype=&dtypecode=&prnewsid=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를 진행한 프로 작가(359명) 중 62%(221명)는 1억
원 이상, 84%는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전체 작가 평균 수익은 3억1,000만원, 상위 20명
평균은 무려 17억5,000만원에 달했다. 김 대표는 “수익의 50~70%를 작가들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역량을 갖춘 작가라면 프로 데뷔를 통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웹툰이 배출
한 웹툰ㆍ웹소설 프로작가는 현재까지 1,600명에 달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241820765114?did=NA&dtype=&dtypecode=&prnewsid=


네이버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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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19/09/24/0010/naver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19/09/24/0010/naver


K 콘텐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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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it/view/2019/10/856206/

• 네이버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북미 지역 월 방문자 수(MAU)가 이달 기준 900만명을 기록하며 현지 1위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공개했다. 현지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인 2016년 10월 150만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 10월 300

만명, 2018년 10월 550만명, 2019년 10월 900만명을 돌파하며 3년간 연평균 71%씩 성장했다. 

• 네이버는 북미를 제외한 세계 각지에서도 이미 `웹툰 한류`의 첨병이 되고 있다. 2014년 일본, 동남아, 북미 등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린 이후 글로벌 월 방문자가 지난달 기준 6000만명을 돌파했다. 구글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만

화 분야 수익 기준으로 100여 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카카오도 양대 포털 웹툰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에서 성공한 경험을 앞세워 일본과 동남아로 흥행 몰이에

나섰다. 특히 카카오재팬이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 플랫폼 `픽코마`는 2016년 4월 출시 뒤 지난해 일본 애플 앱스토어, 

구글 구글플레이 양대 앱 장터에서 만화 앱 통합 다운로드 1위에 오를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 이미 일본 웹툰 시장은 네이버 `라인망가`와 픽코마 등 국내 기업이 자웅을 겨루는 놀이터가 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일본 앱스토어 만화 앱 수익 순위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19/10/856206/


강의 순서

1. 디지털 대전환 시대

2. 中-韓 신 금융 산업 분석

• 전통 금융 : 텐센트 WeBank/ 카카오뱅크

• 크립토 : Binance/ 업비트/ 카카오

3. 中-韓 신 콘텐츠 산업 분석

• TikTok/ByteDance

• 하이퍼커넥트 아자르

• 카카오페이지/네이버웹툰

4. 디지털 G3을 향하는 중국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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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G3
한국의 기회

aSSIST 경영대학원



(복습) A와 B에 들어갈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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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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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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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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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가와 B국가의 또 다른 사례

A국가

일본

B국가

한국



역사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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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가와 B국가의 또 다른 사례

A국가

미국

B국가

중국



Digital 중국과 Digital 한국의 상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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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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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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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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oind.io/market?id=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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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G3 가 되기 위한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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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oind.io/market?id=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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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G3 가 되기 위한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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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oind.io/market?id=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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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G3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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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610807

• 그에게 가장 해결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지
를 물었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교육 문제를
가장 풀고 싶다”고 했다. 

• "국·영·수 중심의 현재 교육으로는 다가오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란 게 그
의 걱정이다. 그는 과거부터 교육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100인의 최고경영자(CEO)
를 육성하겠다’는 약속으로도 유명하다. 비슷
한 컨셉트로 "100인의 영재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볼까"라고 수차례 주변에 타진해 왔다.

• 김 의장은 이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
임자, 김정주 NXC 대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 등과 함께 교육혁신
단체인 미래 교실네트워크의 실험학교(거꾸로
캠퍼스)를 지원 중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10807


교육 신문을 창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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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edu.co.kr/

http://www.newedu.co.kr/

http://www.newedu.co.kr/
http://www.new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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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시선



Digital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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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강조한 新시대…그 실체는 '디지털 레닌주의'

https://news.joins.com/article/22028027

이기준 기자 2017.10.19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새 시대'에 들어갔다."   
덩샤오핑식 개혁개방정책에 역행 / 서구 사상 배척하고 중앙집권화
빅데이터 이용해 국가주도 경제 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당대회에서 3시간 30분 동안 '새 시대'라는 단어를 36회나 사용하

며 중국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말하는 새 시대가 이

념으로 무장한 소수 엘리트의 권력 독점이 골자인 '레닌주의'로의 회귀를 뜻한다고 분석했다. 

하일만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고도로 발전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과거 불완전했던

레닌주의를 보완하려 하고 있다. 하일만은 "시 주석은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해 과거의 오류를 수정하고

중국 경제의 세세한 부분을 관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이를 '디지털 레닌주의'라고 설명했다.   

하일만은 "시 주석은 경제 개혁보다 정치의 중앙집권화를 중시하며 서구적 가치들을 배척하려 한다"며 "

또 중국의 IT기술을 이용해 국가 주도형 계획경제를 되살리려 한다"고 분석했다. WSJ는 "시 주석은 입으

로는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decisive role)’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는 국

가가 경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02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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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AI·빅데이터서 나온다 … 시진핑의 ‘디지털 레닌주의’
당대회서 마르크스-레닌주의 강조 “중국 공산당의 뿌리, 100년 전 전파”

장쩌민·후진타오의 실용주의 대신 스탈린식의 강력한 권력 이념 중시

“IT로 오류 고치고 경제 관리 모색” 중화주의로 강한 민족주의 성향도

예영준 기자 2017.10.20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생존을 위해 ‘디지털 레닌주의’의 실현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

의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제바스티안 하일만 연구원은 이 신문에 “시 주석이 인공지능(AI)

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과거 오류를 수정하고 중국 경제의 세세한 부분을 관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고한 이념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정치·경제 체제를 갖추려는 시 주석의

계획은 곧 레닌주의의 부흥과도 맞닿아 있다”며 “시 주석은 이념보다는 실용, 정치보다는 경제에 무게를

실어 왔던 덩샤오핑 등 전임 지도자들과 달리 이념을 중시하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데 골몰하

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초기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나 ‘중국의 꿈’을 제창하며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드러내 왔다. 이번 연설에서도 중국 문화 전통에 대한 긍지와 계승을 여러 곳에서 언급했다. 반면

“개인주의·분권주의·자유주의를 단호히 방지하고 배격해야 한다”며 서구식 가치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서구식 제도 도입을 통한 정치개혁과는 정반대의 노선을 견지하며 중국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031150

https://news.joins.com/article/220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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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준기자 2016.03.15 

■실리콘밸리의 투자가들이 기본 소득을 들고 나온 이유는?

‘보편적 기본 소득’은 실리콘밸리의 밴처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커지고 있다. 노동의 미래를

결정할 기술 발전의 흐름을 이들이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공지능에

밀려 일자리를 잃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비와 식비, 의료보

험을 비롯한 기본적인 필요를 충당할 수 있는 돈을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기본소득 지지자로 유니온스퀘어벤처스의 벤처 투자가인 앨버트 웽거는 지난 2일 뉴욕타임스에 “우

리는 기본적 필요(생계)를 충족하기 위해 노동을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

다”며 “수백 년간 우리는 필요의 관점에서 모든 세계를 구성했다. 이제는 경제에 약간의 수정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옮겨갔을 때와 같은 근본적인 새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다”

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기업 ‘Y Combinator’의 밴처 투자가 샘 알트먼은 보편적 기본 소

득 도입을 위한 연구 기금을 제안했다. 알트먼은 기본 소득의 재원 마련 방법을 비롯해 보편적 소득

이 적용된 사회상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
_view.html?art_id=201603141649051

"美 Z세대,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더 긍정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314164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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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WRgk7M

미국의 10대 후반~20대 초반, 이른바 'Z세대'는 '자본주의(capitalism)'보다 '사회주의
(socialism)'란 단어가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여론조사업체 서베이몽키에 의뢰해 지난 16~18일 미국 내 성
인 22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주의란 단어가 긍
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18~24세 연령대 응답자 가운데 61%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같은 연령대에서 '자본주의란 단어가 긍정적'이라고 한 응답자 비율은 58%로 사
회주의보다 다소 낮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사회주의'가 긍정적이란 응답자 비율이 '자본주의'보다 높은 연령
대는 18~24세, 즉 Z세대가 유일했다. 'Z세대'란 1990년 중반 이후 태어나 어릴 때부터
인터넷·모바일 등 디지털 환경을 접한 세대를 말한다.

이원준 기자 2019.01.128

인공지능 개발한 실리콘밸리,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는 이유?

https://bit.ly/2WRgk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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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daily.com/news/r
ead.asp?art_id=7156906

• 월 1000달러의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만계 민주당 대선후보 앤드류 양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15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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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daily.com/new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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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미디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이자 친 암호화폐 정치인으
로 알려진 앤드류 양이 최근 보편적 기본소득(UBI) 공약에 비트코인(BTC)을 이용하고 싶
다고 밝혔다. 

• 보편적 기본소득(UBI)이란 직업,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8세 이상 모든 미국 시민에게 월
1000달러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앤드류 양의 주요 공약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구글, 페
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신흥 IT 기업들로부터 거둔다는 방침이다. 

•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UBI 지불 매개체로 BTC 사용여부`에 대해 "매우 좋아
하는 방안이다. 나는 나의 암호화폐 커뮤니티 지인들로부터 현재 수립한 원칙들을 배웠다. 
이는 많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개개인이 UBI 사상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다"고 설명했
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15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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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1489842

[차이나 인사이트] 중국 붕괴론은 왜 매번 빗나가고 또 등장하는가

https://news.joins.com/article/2148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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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인사이트] 중국 붕괴론은 왜 매번 빗나가고 또 등장하는가

• 중국의 덩치가 커지며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
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중국의 미래가 어떠할
것이냐에 대한 예측이 활발하다. 낙관적인 ‘중
국 세기론’ 또는 ‘팍스 시니카’에서 ‘중국 기회
론’ ‘중국 위기론’ ‘중국 위협론’ 등 다양하다.

• 이 같은 여러 예측 중 학계는 물론 대중의 비
상한 관심을 모으는 건 가장 비관적 전망인 ‘중
국 붕괴론’이다. 주기적으로 등장한 이 중국 붕
괴론은 번번이 빗나갔음에도 또 등장한다. 왜
그런 것인가.

https://news.joins.com/article/2148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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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붕괴설을 일축하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얼까. 1949년 집
권한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집권한다면 69년 집권한 소련 공산당, 71년의
멕시코 제도혁명당을 제치고 (북한의 노동당을 제외하면) 단일 정당에 의한 연속 집권의 새로운 역
사가 쓰인다. 중국 공산당이 건재한 이유는 무언가.

• 이에 대한 답으로 앤드루 네이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권위주의 탄력성(authoritarian resilience)’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이 놀라운 적응력을 갖고 변화하는 상황과 다양한 도전에 대해 탄력적으
로 적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정된 권력 승계, 능력주의에 기반한 인사, 대중의 불만 표출을 위한
채널 형성 등과 같은 일련의 제도화가 중국 공산당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공산당의 내구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 데이비드 샴보 미 조지워싱턴대 교수도 2008년 저작 『중국의 공산당: 위축과 적응』에서 중국 공산
당을 ‘탄력적인 기구’로 파악했다. 레닌주의 방식의 통제 도구들이 약화되긴 했지만 당내 개혁을 포
함한 여러 개혁을 통해 다양한 도전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적응(adaptation)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중국 공산당의 탄력성과 적응력은 중국 공산당의 장수 비결을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 이젠 ‘중국
모델(中國模式)’의 제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48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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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1489842

중국의 탄력성

Digital China

국가 자본주의
Digital

사회주의
중국

Digital기업들

https://news.joins.com/article/2148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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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광장과 타워의 요소를 모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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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수평적 요소 (광장)

수직적 요소 (타워)



중국의 독립적 사고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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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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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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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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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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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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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sist-ckgsb.org/


중국 10대 도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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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sist-ckgsb.org/


수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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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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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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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sist-ckgs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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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GSB 한국 동문회 공식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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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sist-ckgs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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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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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의 학술적 배경과 최신 지식을 기술적 관점/ 화폐경제학적 관점

/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디지털 크립토 전략

가 양성과정입니다. (http://www.assist.ac.kr/)

크립토MBA
(2020.3 개강)

중국 최고의 명문 경영대학원인 CKGSB(장강상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Dual Degree EMBA 입니다. 중국 Top 9 도시를 탐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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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을 방문하고 중국 전역의 CKGSB 동문들과 교류하는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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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GSB EMBA
(2019.12 개강)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assist.ac.kr/
http://www.ass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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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영대학원 최초의 디지털 경영교육 플랫폼입니다. 月刊

CEO 최신화과정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토큰 이코노미

전략 등 최신 디지털 경영 교육을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echcampus.kr/)

메커니즘 캠퍼스
(수시 등록)

기업의 CEO, 임원들께 최신 Digital 기술 트렌드와 전략을 압축적

으로 전달해드리는 과정입니다. AI, 딥러닝, 블록체인, 토큰 이코

노미 등 최신 기술 현황과 경영전략을 매월 최신 강의록으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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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刊 CEO Digital 
최신화과정
(수시 등록)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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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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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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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강의실 접속하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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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hannel/UCLRI6zyKZlDmoSwsBTrrLHg/videos

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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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27일(수) 19시에
뵙겠습니다.

美-中 전자상거래 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