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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를 내두를 알파고 발전 속도



인간이 만든 가장 창의적인 게임 이라며
의기양양 했던……..

The number of possible 
configurations on the Go 
board is greater than the 
number of atoms in the 

universe.



알파고를 선 보인지 1년 6개월
(2016년 3월 9일 – 2016년 3월 15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람지능을 닮았고 그래
서 인공지능이 되려면 한참 멀었다.

So close to human intelligence it's far 
from artificial



(2017년 5월 23일 – 2017년 5월 27일)



“We can’t wait to see what 
comes next.”

Ke Jie를 이긴 후

“알파고를 어디다 쓸까 생각
하면 흥미가 진진하다.”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out Human 
Knowledge

(Nature Paper, 2017.10.17)



인간의 기보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스
스로 독학 (Self-taught)



3시간 지나자 초보자 수준



19시간 만에 실리, 집, 세력 이해



72 시간 만에 기존 알파고를 100 : 0으로
이기면서 바둑의 신의 경지에 도달



인간의 기보를 배운 알파고는 인간을 흉내 내느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 했으나

스스로 배운 알파고는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독창성을 보여주었다!



가장 놀라운 결과
“인간의 지식을 주입하지 않았더니

훨씬 창의적이 되었다!!!!!”



The guardian 



Demis Hassabis, CEO of DeepMind: 
‘For us, AlphaGo wasn’t just about winning the 

game of Go.’





AI Learns On Its Own.



Breakout!



In December 2013, DeepMind revealed that it had made a 
breakthrough by training a piece of software to play Atari games at a 
superhuman level by only using the raw pixels on the screen as 
inputs.





Google I/O 2018 : Google 개발자 지향
컨퍼런스



Google Assistant 



Google Duplex





How Google's Duplex Demo Stole the Show











































튜링 테스트 통과

•개념을 제시한 사람은 '인공지능 연구의 아
버지'로 꼽히는 영국 전산학자 앨런 튜링
(1912∼1954).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대
화 상대편이 컴퓨터인지 진짜 인간인지 대화
당사자인 사람이 구분할 수 없다면 그 컴퓨
터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













4차 산업혁명은 이미
25년 전 부터 시작한

Digital Transformation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승자가 독식하는 디지털 기업이 1994년부터 등장
Digital markets are what economists call winner-

take-all markets.





Why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by MARC ANDREESSEN 

(Wall Street Journal, 2011.08.20) 

https://estima.files.wordpress.com/2011/08/screen-shot-2015-04-19-at-7-50-15-pm.png
https://estima.files.wordpress.com/2011/08/screen-shot-2015-04-19-at-7-50-15-pm.png


2011.08 : Software Company가 되어야



라면가게를 해도 소프트웨어
가게가

되어야 한다!!!



도서관도 당연히 Digital Transformation 
해야



자동차는 어떻게 데이터 플랫폼이 되었나?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자동차를 먹어 치웠나?)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Mercedes-Benz CEO 
Mercedes-Benz chairman Dr Dieter Zetsche (2012년 CES)



요새 전기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 폰



전기 자동차 하부구조
(Electric Car Platform)





Tesla :하루에 800만 킬로의 도로정보 수집

• The ability to 
gather enormous 
amounts of data 
and analyze it 
efficiently. 

• It is also at least 
part of the reason 
investors think 
Tesla is more 
valuable than 
General Motors. 



이제 자동차는 데이터로 달린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디지털, 소프트웨어 혁명이다!!!!



석유, 금융회사 몰락, 데이터 기업 등장



전체 도서관이 디지털화 되어야
데이터가 모인다!!



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결국
데이터를 연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요새는 다…… !!!!!!!



평창올림픽의 진정한 승자는 KFC 
(Korean Fried Chicken)

• 평창 동계올림픽을 취재 중인 뉴
질랜드 기자가 한국 프라이드치
킨에 대해 이번 동계 올림픽의
진정한 승자라며 찬사를 보냈다. 

• 뉴질랜드 쓰리 텔레비전 방송의
데이비드 디 솜마 뉴스허브 기자
는 이번에 처음 동료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취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난 한 주 동안
집으로 날아갈 수 있을 만큼 많
은 양의 닭 날개를 먹었다고 밝
혔다.



모든 아이돌은 선남선녀



모든 여수 갓김치는 다 맛있어!!!



스마트폰은 다 좋아!!!
혁신이 사라진 스마트폰, 쌍둥이처럼 닮아가



Google Pixel 2 Pixel Buds, Apple Airpods



요새 자동차는 다……..





….하기 전에 ….해야 한다!!!!!



부르기 전에 오는 택시



우버 알고리즘은 12월 31일에 어느
도시가 가장 늦게까지 노는지를 알고 있다.



파리 시민은 새벽 4시, 뉴욕은 새벽 2시, 샌프란시스코는
저녁 9시에 귀가하는 것을 우버는 알고 있다.



뉴욕 시에서 압도적인 택시 콜 서비스
점유 우위를 보이고 있는 Uber



시키기 전에 배달되는 피자





Zume Pizza introduces 
robot delivery trucks 





피자 가게에서 SW엔지니어를 찾는 시대



쓰러지기 전에 찾아오는 의사



Clover Health

•미국 뉴저지 주에 사는 노인들은 병원에 잘 가지
않음. 실제 병에 걸리거나 쓰러지기 전에 먼저 간
호사가 찾아오기 때문. 

•뉴저지 주 노인 의료보험 가입자 2만5000명을 회
원으로 두고 있는 스타트업 클로버헬스는 회원들
이 평생 낸 보험금 청구서 기록을 활용. 



•심혈관계 질환을 앓은 적이 있고 고혈압이 있는
노인이 고혈압 약을 타간 빈도가 줄어든 것이 나
타나면, 클로버헬스는 집으로 간호사를 보내 예방
조치. 

•의료비가 비싸기로 악명이 높은 미국에서 각광받
는 서비스. 

•알파벳과 세계 4위 벤처 투자 업체 세쿼이어캐피
털이 미리 가치를 알아보고 1500억원을 투자. 



사고 나기 전에 멈춰서는 자동차



곧 출시될 테슬라 모델3이 일반 자동차보
다 열 배 안전하다 (지구 위의 모든 길의
정보를 알고 있어서).



줄서기 전에 주문되는 커피

•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준다는 카페.

• 투명 유리 부스 안에 로봇 팔과 커피 머신이 설치돼 있었다. 스
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니 6개의 관절을 가
진 미쓰비시 로봇 팔이 커피머신에서 커피를 꺼내줬다. 

• 겉보기에 로봇 역할은 잔을 옮기는 것뿐, 상상한 것처럼 로봇이
원두를 갈고 주전자를 들지는 않았다. 

• 코슬라 벤처, 피터 틸 등 쟁쟁한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이 단순
해 보이는 이 카페X에 500만 달러를 투자한 이유는 무엇일까?



Robot barista now serving in SF café X



No-line 경제

•창업자 헨리 후에 따르면 이 로봇은 바리스타의 일 대부
분을 차지하는 ‘컵 운반’을 도맡아 커피를 1시간에 최대
120잔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커피를 사마실 때 더 이상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이른
바 ‘노 라인(no-line) 경제’를 실현했다. 실제로 미국 유
명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파네라’는 주문을 키오스크로
받고, 주방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면서 고객의 평균 대기
시간을 8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알리바바 초당 32만 건 주문처리, 하루
16조원 매출, 무결점 배송



한 명의 택배기사도 없어!!

•알리바바는 매일 수천만 건의 배송업무를 처리하
지만 단 한 명의 택배기사도 고용하고 있지 않다. 

•알리바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택배 물류업체
가 아니다. 

•이 회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고 판매량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한 뒤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지역
의 창고에 미리 제품을 준비해두는 스마트 창고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문헌조사 하기도 전에
요약되어 있는 논문



Robot Graduate Student
Robot Scientist 

(Toyota Research Institute)







High Capacity Electric Car Batteries

•Gracelessly, tirelessly, the machine thrums on, 
carrying out test after test. The experiments are 
part of an ongoing project to determine the 
ideal chemical makeup for high-capacity 
electric car batteries. 

•Soon, machines won’t just run the 
experiments—they’ll devise them, too.



테라 바이트에 달하는 디지털 정보를 어
떻게 분석 하느냐가 문제

• Science has long been considered one of the human activities 
least likely to be farmed out to robots. 

• That’s changing as sensors, sequencers, and satellites churn 

out digital information by the terabyte. “We just 
cannot handle the amount of data 
anymore,” says Manuela Veloso, who heads Carnegie 
Mellon’s machine learning department. 

• It’s a daily concern for biotech companies and a wide 
range of other businesses struggling to make sense of the 

unprecedented swell of raw information.



기존 논문만 5000만개, 일년에 새로 백 만개 출판

• Access to reliable knowledge – the academic literature – is 

becoming a fundamental bottleneck for 
humanity. 

• There are now over 50 million research papers 
and this is growing at a rate of over one 
million a year. 
•Over 70,000 papers have been published on a 
single protein – the tumor suppressor p53. 



•A new world of sensors and IoT has 
overwhelmed researchers with more 
data than they can meaningfully 
appreciate, so they’re training AI to 
do higher-order analysis. 



AI is fast becoming an 
essential part of university 

library, data center.



Automating the Process of Discovery

• Automating the process of discovery doesn’t just free up 
researchers’ time. 

• It could potentially change what sorts of discoveries are 
made. 

• “I can easily imagine cases in which AI would 
recommend experiments to try to synthesize a 
chemical molecule that you wouldn’t think possible,
but the AI will be able to do it,” says Barnabás Póczos, 
a Carnegie Mellon machine learning professor collaborating 
on the Toyota project.













Science mining, Semantic Scholar

• “This is genius”. Or will be one day. 

•Semantic Scholar is an academic search engine 
from Microsoft co-founder Paul Allen’s Allen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It too uses AI to search the academic 
literature and it is impressively fast. 





책을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대출해줘야 한다!!



데이터를 파는 레모네이드 가게



Andrew Ng shares what it takes to 
create an “AI-first company.”



Data, not Algorithms, in 
the current AI era. 



Outcome Health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유
니콘은 기업가치 50억 달러를 기록한 헬스케
어 스타트업 아웃컴 헬스. 

•아웃컴 헬스 시스템이 적용된 병원에 간 환
자는 대기실에서 전용 태블릿 PC를 받음. 







•태블릿 PC로 문진표를 작성하면 의사에게 전송되
고, 진찰실에선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에 3차원 인
체 해부도를 띄워놓고 치료 방법을 상의. 

•의사의 처방과 약 먹을 때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
용까지 환자의 태블릿 PC에 뜸. 

•이 회사 시스템은 현재 미국에서 23만 여명의 의
료인들이 사용하고 있음. 





이 서비스가 공짜!!!

•아웃컴헬스는 2020년이면 미국 전체 의료 인력의 70%
가 자신들의 서비스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 이유는 바로
공짜이기 때문. 

•이 회사는 의사나 환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는 대신 서
버에 연간 5억8500만 건씩 쌓이는 환자 진료 기록 빅데
이터를 보험사와 제약사에 팔아 수익을 올림. 

•지난해 매출은 1억8000만 달러 (약 2000억원).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세계 1위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가 지난 5월 5억 달러 (약 5600억원)를 투자.



Outcome Health valued at $5.5B with 
first financing round of $500M 



데이터를 모으기만 해도
돈이 되는 시대



Blue River Technology



상추 데이터 모으기

•A couple of Andrew Ng’s students at 
Stanford did just that when they 
launched Blue River Technology, an 
ag-tech startup that combines 
computer vision, robotics and 
machine learning for field 
management. 



•The co-founders started with lettuce, 
collecting images and putting together 
enough data to get lettuce farmers on 
board, according to Ng. 

•Today, he speculated, they likely have the 
biggest data asset of lettuce in the world.



Lettuce Bot



잡초와 상추를 정확히 구별



The acquisition, listed at $305 million, 
shines a light on the growth the agtech field



John Deere는 1999년, GPS technology
를 도입하여 한 단계 도약

•Deere's acquisition of NavCom Technology 
in 1999 established Deere as one of the 
leaders in the use of GPS technology for 
agriculture and accelerated machine 
connectivity and optimization.





구독경제 (Subscription Commerce)

•매월 구독료 1만6500원을 내면 소비자
에게 7만~8만원 상당의 최신 화장품 한
박스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는 사업
이다. 



•미미박스는

•2014년 연 매출 100억 원, 

•2015년 244억 원, 

•2016년 657억 원으로 계속 성장 중이다. 

•작년 한해 유치한 투자금액만 1430억 원
이다.



미미박스 판교 사옥에는 '정영선'이라는
회의실이 있다.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모바일 플랫폼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모바일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400만 명 가량의 고객 데이터를 모았
다. 

•연령별·피부유형별·계절별로 소비자가 좋아
할 제품, 업계 트렌드에 따라 뜨는 제품을 들
여다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 자체 화장
품을 제작하는 데 자신 있었다. 



Youtuber와 같이 만든 화장품



“영상이 더 편해”…포털, 유튜브 시대 생존비상
네이버의 ‘심장’ 검색을 유튜브가 차지



SK브로드밴드 김성진 실장은 "트래픽 비
율을 봐도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
황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유튜브가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유튜브는 망 사용료의 부담도 없으니 초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일 화장하는 회사원A



유튜버와 함께 마케팅

•“아이섀도우는 여러개를 사도 손이 자주 가
는 제품은 따로 있습니다. 포니 이펙트 아이
섀도우 팔레트는 ‘매일 쓸 수 있는 섀도우를
만들자’는 생각에서 나왔다. 

•또 당시 미미박스가 유튜버와 함께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소비자들이 다른 연에인 모델보
다 유튜버를 신뢰한다는 점을 떠올렸다. 



2015년 출시한 ‘Shine Easy Glam’은 인기 메
이크업 유튜버인 포니와 함께 만든 화장품이

었다.

출시 40분 만에 2만5000개가 모두 팔렸다.



지금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제품을
추천해주고 있어요

또 저희가 수집한 고객 데이터를 화장품 제조
사에 파는 사업모델도 커지고 있습니다.”



The world is changing at warp speed!
세상은 광속으로 변하고 있다!



Knowledge Platform이 되어야!!!!!

•현재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기업들은 다
플랫폼 기업들이며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도 따라잡기 매우
힘들 것이다.









Adaptive learning, AR, VR 도입해서 “새로운
도서관 경험” 을 제공해야 한다.



More incredibly cool things to do in 
the library



• When you can 
see a building 
through it, it 
gives you the 
image search 
result right on 
the spot.



• You can 
even see 
flowers that 
are not 
actually 
blooming.





• When you 
wonder what the 
scene you’re 
looking at was 
like in the past, 
you can see it.



Book Delivery Drone



도서관 사이버 공간에서 학생들 아바타 키워야
(Learning avatars will become 

commonplace.)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응답 엔진
(Answer Engine)

• 우주는 본질적으로 디지털이기 때문에 자연의 기
본 법칙들은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우리가 수학의
정석에서 풀던
것들



대학수학





오늘 우주 정거장은 어떤 궤도를 돌고 있고 지금은 어디
있을까?



오늘 밤 열 시에 뉴욕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



라면의 모든 것



슈퍼맨과 헐크가
싸우면 누가이기나?



3천 원짜리 앱이 거의 모든 문제 다 풀어!



나도 곧 삼천 원짜리 앱에 의해서 퇴출당할 수도



Hardware (책)를 집적하는 것이
아니라 Software Platform을 집적

해 놓아야



Guggenheim-bilbao



Frank Gehry : 비정형 건축



MIT STATA 센터



















Louis Vuitton Foundation, Paris



결국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 창의 공간이 되어야



Creative Space





상상하며 탐구 하고(Ideate)-만들고(Make)- 발전
(Develop)시켜 돈 벌게 하는 복합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