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주)미래나무. All rights reserved T : 02-521-8840  F : 02-521-8834 

August 18, 2014 REVERTH Inc.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도전, 그리고 사물인터넷 

2015. 3 



2 /00 

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화가이신 

아버지의 

큰아들 
대학시절 

학교 가수 

mbc아카데미 

음향엔지니어 

홍보/광고팀 

에서 직장생활 

시작 

인터넷 

UX 컨설턴트 

SNS 기반 

게임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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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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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소셜 기업을 
창업했는가?  

 인생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관계 인식 

 관계를 성장 시키는  
불편함의 진화 필요성 

 세상 사람들이 관계를 진화 
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음 

나의 커리어, 역량, 내가 흥미 있는 것, 가치관과 비전 
 

 홍보마케팅  인터넷  UX컨설팅&IT전략 컨설팅  게임&소셜  마이후  

 내가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것 

마흔살이 넘어 



5 /00 

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왜 소셜 기업 이었나? 

Social은 일시적 트랜드가 아니고 
늘 인류의 삶과 행복 그 자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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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필기, 정보의 
데이터 화 /복제 어려움 

PC 이전 

PC 등장 

정보의 데이터화 및 
복제가  용이 해짐 
사람 = 컴퓨터 

 

스마트폰  
등장 

• 인간으로 파생되는 모든 
  정보가 데이터화 되어 저장  
• 정보가 인간의 관계를 타고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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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신뢰 
확산속도 

개인화 기기 
-휴대성, 즉시성, 연결성 

+ 
시맨틱,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처리, 인공지능, 소셜서치 

 스마트폰과 다양한 웹 접속 기기의 출현으로 능동적인 데이터  
  저장이 증가하고, 웹을 통한 관계 확장이 점점 가속화 
 
 또한 기존 데이터를 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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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시대의 Social은 왜 강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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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 

생각 
경험 

사진/동
영상 대화 

지식 
감정 

행동 

추천 

정
보
의  
 
신
뢰 

Social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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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오버로드 현상 즉, SNS상에 업
로드 되는 소식 혹은 정보의 과부하 
문제를 최소화 할 때 SNS는 더욱 발
전하게 될 것“ –By 한상기 박사 

차세대 SNS 발전의 관건은? 

 페이스북은 뉴스피드 메뉴를 통해 나와 관계를 맺은 친구의 소식을 모두 가져다 준다. 이때 사용자
는 수많은 온라인 소식 가운데 누구의 어떤 이야기를 먼저 읽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사용
자가 중요하거나 또는 친밀하게 느끼는 정보 순으로 뉴스피드에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
즘 개발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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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소셜.. 소셜은 복잡하다? 
• 내 진짜 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 

•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 

 페이스북, 트위터 많이 쓴다고는 하는데 막상 서비스에는 모르는 사람들 뿐이에요.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는 점점 많아지는데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소셜 네트워크 피로도 증가?! 

어렵다. 어려워. 

내 진짜 친구들과 쉽고 편하게 연락할 순 없을까? 

내가 신뢰 할 수 있는 정보만 보고 싶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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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ocial 
Quantity + Quality 

내 안의 100명의 힘 

1000명의 지인보다 이미 내 곁에 있는 
100명의 관계가 나를 성장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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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핵심은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는 신뢰 있는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관계의 수준이 중요  

 첫째,  친구와 지인들의 친밀도 수준과 누가 더 신뢰 있는 관계 인지를  
              통합 분석 할 수 있어야 함  
 

 둘째,  자신의 프로필을 비롯한  실 생활 관련 정보를 친구와 지인들의 친밀도  
             수준에 따라 노출/공유 할 수 있어야 함  
 

 셋째,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신뢰하는 지인과 친구의 관심 정보를 통해  
             알 수 있거나  추천 받거나 검색 할 수 있는 신뢰 관계 중심의 정보 
             흐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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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친밀도 분석을 
통한 BM 모델 



15 /00 

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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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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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ome friends, add comments, send a message,  
  mention, RT, etc.  Connect various communications  

   and activities to one platform.  

• meetings 
• dinner/lunch         
dates  
• travels 
• events 

• Make Friends / Visit Friends’   
  Town 
• Phone Call, Email, SMS 
• Read Friends’ Blog 
• Purchase Items / Gardening Town 

Makes relevant         
real-life social            

activities 

Connect / Mash Up with other SNS 

내부SNS와 외부SNS 및 다양한 오프라인에서 맺어지는 친밀도를 통합 계산하여 산출
하는 시스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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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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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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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Class of '08 
 

Running Club 
 

myWho Team 
 

Europe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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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Multi-user Select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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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Multi-user Select  -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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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Multi-user Select - email 



24 /00 

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Multi-user Select -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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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Live feed – Read on my Friend’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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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Live feed – Read on my Friend’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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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Live feed – Read on my Friend’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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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Measure Soci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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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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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Social Flower  
- make a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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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own  Item Town Stats News Feed  
Group 

x 

2,005 

120 Pop. 300 

T 
Town Home 

☎ 
 Call 

Live 
feed 

Farmer 

Items 

6 

Pop. 300 

Go Town 
Daniel 

Group 

Knowledge Seeker, 
Aspiring Writer, Avid 
Reader, mostly 
tinator  

x 

SMS 

Daniel 

Social Flower  
- make a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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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Flower -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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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Flower -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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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Flower - cha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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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feed  
– Read on my Friend’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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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Live feed  
– Read on my Friend’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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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e – in 
– Track my Activities with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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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Shake – in 
– Track my Activities with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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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Shake – in 
– Track my Activities with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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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처음부터 
글로벌 진출이 목표 였나? 

 한국 안에 오픈 플랫폼의 부재 
 한국의 인터넷  biz의 생태계 문제 
 시장의 규모의 협소 
 큰 꿈 



42 /00 

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미국의 투자 생태계? 

 미국은 왜 스타트업에 목숨 걸 수 밖에 없는가?  
 한국 VC와 엔젤 vs 미국 엔젤과 VC 
 마켓메이커 역할의 유무가 중요 
 미국 스타트업 기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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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 

1. 처음부터 미국에서 스타트 
2.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미국 진출 
3. 한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 한 후 미국 진출 
4. 미국 법인 설립 및 진출 방법 

 
   시장 네트워크 확보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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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후 스토리 
 2009년 말 혼자 선배 사무실에 책상 하나 빌리다.  

 ~2010년 3월 투자 유치 관계의 물꼬를 터줄 지인들을 관리하며 
     프로토타입을 만들다.  - 미국 역사에 대한 공부 

 창업자와 마이후를 시장에서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다. 

     - 블로그 : 매일 하나의 글과 정보를 올리다. 
     - 트위터, 페이스북 : 신뢰의 정보를 올리고 관계를 맺어가다.  
     - 관련모임 창립 및 참여, 강연(인터넷에 마이후의 긍정적 DB 구축)  

 창업멤버  대상 선정과 선발에 총력을~ 

비쥬얼, 구체적 계획, 열정과 자신감, 약속, 관계의 진전  

 고등학교 동문회장님의 첫 투자와 신뢰를 기반으로 계속 소개를 받다.  

 2011년 2월 미국 법인 설립, 5월 미국 베타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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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후 스토리 
 서비스의 성장에 관계의 힘을 빌리다. 
 직접적인 광고/마케팅보다  관계를 통한 협력에 나서다   

 어떻게 User를 확보 할 것이냐? 
 
 어떻게 User가 관계를 가꾸는  
    행태를 변화 시킬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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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K3’ 190만 참가 신청 
 

그보다 2배 이상이 많은 100만불 우승 상금 
심사위원의 평가가 아닌 팬수와 팬의 투표수로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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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패 



그러나 기회는 계속 돈다! 
인류 보편적 문제로서, “아이들의 보호”라는 높은 니즈(Needs) 

기술에 대한 대중의 수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Wearable,IoT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  

BLE(Bluetooth Low Energy)에 대응한 다양한 가능성 (저전력 웨어러블 기기, P2P GPS, 저렴한 IoT 기기) 

“아이들의 보호” 
인류 보편적 문제로서의 Needs 
 

2007 2009 2011 2013 2014 2015 

iPhone 출시 Bluetooth 4.0 
iBeacon 
발표 

기술에 대한 대중의 수용 

Wearable, IoT 시장의 팽창 



REVERTH BUSINESS PLAN | 2014 Reverth  All rights reserved.  

새로운 혁신들이 향후 2010년 중반 이후 또는 2020년 중반 이후 나타날 전망. 

패턴이 있다.  

PC를 연결 

웹 접속 기기의 확대 

스마트폰과 다양한 기
기, 앱의 연결 

웹 접속 기기의 확대 



1. IoT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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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oT는 무엇인가?  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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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물들이 연결된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가 생성될 
전망 

② 가치 

경제적 부가 가치 

Source :  singularityhub.com  

- 다양한 사물(Things)들이 인터넷과 연결 

※ 사물(네이버 국어 사전) 
- 일과 물건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물건에 제한될 수도 있지만, 
물질 세계의 모든 것으로 확
대 해석도 가능함.  

- 2020년 인구 77억명, 스마트 기기 
73억개, IoT 기기 260억개 전망 

- 2020년 IoT 시장이 3,090억$ 규모 
- 80%의 수익이 서비스로 부터 (2013.12) 

- 2020년 370억개의 IoT 기기 전망 
- 향후 10년동안 공공 4조6천억$, 민

간 14조4천억$  가치 창출 (2013.12) 

- 2020년 272억개의 IoT 기기 전망, 
2014년 93억개 IoT 기기 존재 

(2014.06) 

기본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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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oT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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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는 무거운 연결과 가벼운 연결로 나눌 수 있으며, 결국 2가지 연결형태가  
혼재될 것이지만 가벼운 연결이 더 많아지는 환경이 Real IoT 환경이 될 전망  

연결 형태로 접근 

무거운 연결 

(멀티스크린 환경) 

가벼운 연결 

(Real IoT 환경) 

- 멀티 미디어 콘텐츠와 같은 무거운 데이터들의 
연결 
•High Computing Performance 
•Big Screen 
•Wide Bandwidth 
가벼운 연결에 비해 Life-cycle이 짧으며, 가격

에 대한 민감도도 상대적으로 낮음. 

- 센서 정보 등 가벼운 데이터들의 연결 
•Low Computing Performance 
•None or Small Screen 
•Narrow Bandwidth 
교체 주기인 Life-cycle이 길며 내구성이 좋아

야 함. 뿐만 아니라 가격은 상당히 저렴해야 
함.  

- 현재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한 무
거운 연결 중심 
 

- 결국에는 무거운 연결과 가벼
운 연결이 혼재될 것이나, 
 

- 가벼운 연결이 더 많아지는 순
간이 Real IoT 환경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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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벼운 연결 중심 1. IoT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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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물인터넷 전용망 2. IoT가 만드는 새로운 변화와 사업 기회는? 



REVERTH BUSINESS PLAN | 2014 Reverth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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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연결에 맞는 제품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 개발 

③ 가벼운 연결 

부품 시장 기회 

- 전자기기 제조 스타트업인 Mmc10는 다양한 종류의 전원을 테스트하며 
사용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  

기기 사용시간 
(배터리&저전력화 기술) 

-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핀머리 크기로 두개골을 통해 데이터 
전송 가능 컴퓨터 연구 중 

- 컬럼비아 대학에서 빛 또는 움직임으로 부터 에너지 얻을 수 있는 꼬리
표(Tag) 개발하는 “Enhants” 프로젝트 진행 중 
• 컬럼비아 대학의 전기공학 교수이자 Enhants의 연구자인 피터 킹겟
(Peter Kinget)은 “우리가 항상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과 신체에 부착된 
센서간에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는 뽑아낼 수 있음”
이라고 언급함.  

• 40명에게 각각 다른 부위에 센서를 접촉시켜 그들이 걷거나, 뛰어나 
쉬는 동안의 상태를 관찰했는데, 센서들은 초당 1킬로비트(Kilobit)의 
데이터를 전송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함.  

• 이정도 수준으로 불충분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ID를 인지하거나, 
온도를 읽기에는 충분한 에너지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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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는 O2O의 Commerce 접근을 넘어서 Online과 Offline간 Biz-DNA의 화학적 
결합이 이뤄진 궁극의 진화 모습 

⑥ O2O/D2A 

O2O(Online-To-Offline) 진화 방향 

Source : 신동형의 ICT Insight 

-O2O는 Commerce 관점의 접근  
• 정보 검색 및 거래(Commerce) 
행위를 Online화 시켜서 소비자 
접근성 확대 

협의적 접근 포괄적 접근 

Communication Channel Mixing Biz-Model Digital-To-Analogue 

-Online과 Offline간 Biz-DNA의 
Gap 존재 
• 사람이 그 Gap을 메움. 

-Online과 Offline간 Biz-DNA의 
화학적 결합 
• 사람의 활동을 IoT를 통해 자동
화 

• Things의 센싱을 통해서 Analog
를 Digital 정보화 

• Offline 사업의 DNA를 이해하고 
접근이 필요함. 

• IoT는 주체라기 보다는 ‘흙’, ‘공기’
와 같은 Infra이며 혁신의 
Enabler 

-App을 통해 Private 차량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 

-App을 통해 Private 집의 방 또는 
집 전체를 Rent 가능 

-App을 통해 주문을 하면, App 개발
사 직원이 식당에 전화를 걸어 주
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결제 하
면 수작업으로 명함을 정리해서 
App에 넣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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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의 센서는 기기 자체의 스마트함보다는 연결 환경 속에서 특화된 기능에 따라 
분업화될 것이며, 가격 및 내구성 등이 더 중요한 Criteria가 될 수 있음.  

⑦ Sensors in Things 

Sensor Swarm 연구 

Source : Emergence of Trillion Sensor Opportunity, Fairchild(2013) 

- 1인당 평균 약 1천여 개의 센서가 존재 
• Qualcomm Swarm Lab 예상은 2025년 
• Bosch Sensory Swarms vision은 2017년 
 

- 1인당 1천여 개 센서가 동작하는 시기에는  
• Application별 센서의 규모에 입각한 접근

보다는  
• ‘가벼운 연결‘ 즉 가격 측면의 접근이 필요 
• 센서를 포함한 사물 하나하나가 스마트함

을 갖기 보다는 연결 환경에서 특화 기능
을 하는 분업화가 중심이 될 가능성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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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Contents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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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비싼 스포츠카도 잘 닦인 고속도로와 주유소가 완비될 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음.  

전방위적 접근 

Source :  “이노베이션3.0” 신동형, 송재용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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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HDTV 개발과 보급 

Source : “이노베이션3.0” 신동형, 송재용 공저,  

HDTV 

HDTV 개발은 1990년대 초반에 
마무리 되었지만,  HDTV 전용 송출기 

HDTV 장비를 
갖춘 방송국 

HDTV 장비 

HDTV 압축 기술 

HDTV 개발은 1990년대 초반에 
마무리 되었지만, HD 장비로 
촬영·편집된 콘텐츠가 없어 2000대 
후반이 되어서야 활성화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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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와해적 혁신이 안정화 되면, 그 혁신의 범주 하에
서 인프라 및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그 점진적 변화의 일부가 또 다시 새로운 와
해적 혁신의 기반이 됨. 

산업 내 혁신 사이클 모델 

혼돈의 시기 
(Era of Ferment) 

점진적 변화의 시기 
(Era of Incremental Change 

와해성 혁신 와해성 혁신 시장 표준이 된 
혁신(기술) 

-대체 혁신(기술)간 경쟁 
-각 혁신간 생태계 생성 

-표준화된 혁신(기술)의 진화 
-이미 생성된 생태계를 활용 

점진적 변화의 
시기 

혼돈의 시기 
점진적 변화의 

시기 
혼돈의 시기 

점진적 변화의 
시기 

혼돈의 시기 

Source : “Technological Discontinuities  and Dominant Design” by Anderson and Tushman(1990), “이노베이션3.0” 신동형, 송재용 공저, p38 ~ p45  

② 혁신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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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신동형의 ICT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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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연결 중심  

④ 실생활 속 IoT 3. IoT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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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스마트폰 중심의 소비자 사용 형태의 연장선 상에서 IoT의 사용 환경이 나
타날 가능성이 높음. 

⑤ IoT 사용 형태 

IoT 사용 형태 

Source : “신동형의 ICT 인사이트＂ 

- 현재 스마트폰 중심 사용 형태에 
가장 적합한 형태 

- 새로운 사용자 경험 필요 
• 제어는 어떻게? 

- 현재 스마트폰 중심 사용형태 
• 외부에서 연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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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kin은 스마트홈 기기들을 제공 중임. WeMo 카메라가 해킹되면서 Security 
Issue에 대한 관심이 높음. 

⑧ Security Issue 

Belkin’s Connected Home Product 

Source : “신동형의 ICT 인사이트＂ 

- Belkin은 WeMo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들을 제공 
• 댁 내 전원 콘센트를 제어하거나, 기기를 직접 제어함. 
• 보안용 및 아기 보호용 CCTV 기기들도 제공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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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새로운 IoT 기기들이 야기시킬 Side-effect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음.  

⑨ Side-effect 

Fitbit 

Source : iMedical,  

- ’14.2 Fitbit recalled activity tracker due to skin rash 

Google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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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상태를 센싱하는 IoT 기기들의 등장 

⑩ 가성비 Issue  

Parrot의 Flower Power 

Source : Parrot, Amazon 

- 키우는 식물의 상태를 센싱하여 거름을 줘야 하는 시기, 물을 줘야 하는 시기 등을 파악하여 제공 
- 2014.04.05일 현재 Amazon에서 $60에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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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s Hue는 일반 LED 대비 5배, 일반 전구 대비 15배 높은 가격… 원가 및 제
공 가치가 그 만큼 큰가? 

Phillips Hue 

Source : MIT Technology Review, Apple, Amazon 

 

- Starter Kit US 199.95$ 
• 3 Hue Light Bulb 
• 1 Hue Bridge 
• Power Supply, LAN Cable 

- Philips LED Light Bulb 
• 800~830 Lumens(>Hue) 
 US 12.63$ × 3= 37.89$ 

- Philips Light Bulb 3Pack 
• 385 Lumens(<Hue) 
 US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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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확산에는 아직 다양한 Bottleneck이 존재… D2A 및 Systemic 관점에서 접근
하여 풀어야 함. 

⑬ IoT Bottleneck 

IoT 확산을 위해 검토해야 할 요소 

Source : 신동형의 “ICT Insight” 

D2A view Systemic view 

-기존 제품·사업·산업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반한 접목 

•소비자 니즈 & 습성, Value Chai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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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1. 같이 비전을 같이 하는 멤버 

스타트업에 가장 중요한 
3가지 

2.   비전에 공감하는 투자자 

3.   고객(User)-수익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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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1. 같이 비전을 같이 하는 멤버 

스타트업에 가장 중요한 
3가지 

2.   비전에 공감하는 투자자 

3.   고객(User) 

1. 같이 비전을 같이 하는 멤버 

스타트업에 가장 중요한 3가지 

2. 비전에 공감하는 투자자 

3. 고객(User) 

 관계의 힘 

 역량의 힘  가치관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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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급해 하지 말라. 
 - 준비 안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이룰려고 하는 것은 로또를 사고  
   당첨을 마냥 기대하는 것.  멋진 사업계획서만으론 실패한다.   
    관계 사업계획서가 필요  

 20대~30대 초반은 인생에 투자해야 하는 시기이다.  
 - 20대에 아무리 남들보다 더 버는 돈은 30대 이후 준비된 후  버는 돈의 극히  
   일부이다. 다양한 경험에 투자해라 

 절대 관계의 끈을 놓치 마라.   
 - 관계의 힘이 능력이다.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집중해라.  
   그들이 더 큰 관계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부탁해라. 
 - 20대가 사람 만나기 가장 좋은 시기이다. 
 -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투자해라. 
 -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일로 혼동하지 않기. 
 - 자신의 강점과 역량 분석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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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Social 의 힘= 관계에 대한 탐구에서 출발 

사람 
(Somebody) 

사람 
(Somebody) 

장소(위치) 

사물 
(Something) 

사물 
(Something) 

Relation = 
사람 vs 사물 

Relation = 
사람 vs 사물 

Relation = 사람 vs 사람 

Relation = 
사물 vs 사물 

사람 VS 사람 
지인 네트웍 관계 또는 특정 관심주제로  

느슨하게 묶인 인간 관계 

사람 VS 사물 
특정 사람이 사물과 형성한 보유/참조/ 

경험 등의 내용적 관계 

사물 VS 사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보유한 사물간의 
유사성/관계성/상반성 등의 관계 

X 
지역 
(위치) 

유사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이며 활동 지역
별 지인 네트워크 내 사람들의 관심 근접도는?  

특정 개인은 특정 사물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지
고 있는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관심주제를 기분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무엇
이고 지역에 따라 해당 정보간의 근접도는? 

Relation Relation을 통해 얻는 지식 

Copyright© Daniel Lynn.  http://mywho.tistory.com/ 



74 /00 

관계, 그리고 기업가 정신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를 해야…. 

人間 
본질 속에 

해답이 있다. 

기술 서비스 

비즈니스 

인간의 습관과 생활
패턴을 닮아간다. 
 

• 디자인, UI, UX가 핵심경쟁력 
• 어떻게 동작하느냐가 디자인이다. 
User Flow 각 단계별, 각 화면 별  
    상세 기획이 중요 
사용자를 책상에서 알 수 없다. 
   직접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설계가  
   중요 

인간이 만든 모든 도
구는 인간에게 유의
미한 것이다. 
 

• 기술은 인간의 모든 것을 모방하고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증강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의 뇌를 닮아가는 인공지능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보다 체 
   계적이고 정형화하여 유의미한 정 
   보로 바꿀 것임 

인간의 소통, 협업, 공유 역량을 활용해
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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