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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변화와 인공지능

요 약

본고에서는 플랫폼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산업계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플랫폼 산업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써 인공지능을 살펴본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상호 상승작용을 고찰함으로

써 향후 산업계에 필요한 핵심 경쟁력을 살펴본다.

Ⅰ. 산업계의 변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00년대를 기점으로 

산업계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2001년 기준 미국 시가 총액 1~5위 기업의 순위는 GE, MS, 

Exon, Citi 은행, Walmart 순이었다. 이로부터 15년이 지난 

2016년 현재의 상위 5위 기업은, 애플, 알파벳(구글), MS, 아마

존, 페이스북이 차지하게 되었다<그림 1>. 인터넷 기반의 정보

통신 업체들이 기존 산업계의 강자였던 에너지, 은행, 유통, 제

조업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강자가 된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등이 기존 기

업들 대비 차별화된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GE와 애플의 사례를 보면, 플랫폼 산업으로의 업계 변화가 

더 두드러진다. GE와 애플은 과거 같은 전자관련 제조업의 대

표 기업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능 

및 디자인 완성도가 높은 전자기기의 개발과 판매를 통해 수익

을 창출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다. 

현재의 애플 역시 기능과 디자인에 집중하지만, 더 많은 사용

자와 개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itunes 같

은 플랫폼을 핵심 경쟁력으로 갖추고 있다. 플랫폼 경쟁우위의 

확보를 위해서라면 과거 애플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Mac 운영

체제(OS) 도 무료로 배포하는 전략을 취할 만큼 애플은 기업의 

정체성을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 비지니스의 핵심은 더 많은 플랫폼 참여자의 확보에 

있다. 경쟁 플랫폼 대비 자사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용자, 개발

자 혹은 협력업체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공하는 서비

스의 질과 양이 향상되고, 이는 다시 플랫폼 참여자의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추구

하는 방향이다. 

다시 말해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은 경쟁 플랫폼 대비 어떠

한 경쟁력과 매력적인 요소를 참여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로 요

약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들이 오픈되어 유사 기능을 빠르

게 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 업체들이 따라오기 힘든 경

쟁력의 하나로써 인공지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현재 

미국시총 상위 5위의 기업이 전세계 인공지능분야의 가장 상위

에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림 1. 15년간 미국시가총액 1~5위의 변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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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공지능의 변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적 변화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을 살펴본다 

초기의 인공지능은, 지능을 기계적 계산과정으로 설명하고 기

호와 연산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규칙기반 인공지능”을 거쳐 

연결주의(connectionism) 에 기반하여 사람의 지능이 두뇌를 

이루고 있는 신경들 사이의 연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믿고, 뇌

구조 자체를 저수준에서 모델링 한 후 외부의 자극(학습데이터)

을 통해 인공두뇌의 구조와 가중치 값을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도[2] 하는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두가지 시도 모두 범용적인 상용 인공지능 기술의 구

현에는 실패하게 되고, 이는 지능과 두뇌구조에 대한 고찰이 아

닌 인공지능이 풀고자 하는 ‘문제 자체’를 통계적으로 어떻게 풀

어내는가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이를 위한 통계 모델과 최

적화 방법론에 집중하는 “순수 통계기반 인공지능”으로 이어지

게 되었다. 

딥러닝(Deep Learning)은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의 부활이라

고 할 수 있다. 2000년 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현대 사회는 인터

넷과 모바일기기등으로 인한 수많은 연결이 새로 생겨나게 되었

고, 이는 대량의 데이터 확보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충분한 양의 

데이터와 이를 처리할 만큼의 컴퓨팅 파워의 확보, 그리고 신경

망에 대한 이해와 기술발달은, 이론적으로는 훌륭했으나 시대를 

앞서 나갔던 신경망 인공지능의 부활을 가능케 하였다[3].

딥러닝 기술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좋은 신경망 구조, 

충분한 데이터 및 계산 능력만 있다면, 기계가 스스로 사물의 

특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표현학습(Representation Learn-

ing) 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잘 설계된 여러 계층의 딥러닝 모

델은 화소(pixel) 정보를 이용해 선을 만들고(contour), 선을 조

합해 모양을 만들고, 이러한 모양들을 조합해서 최종 사물을 구

분 지을 수 있다<그림 2>. 즉, 단순 데이터부터 기계가 스스로 

의미(semantic) 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Ⅲ. 플랫폼 비즈니스와 인공지능의 시너지 

경쟁력있는 플랫폼은 많은 참여자들을 확보해야 하고, 많은 

참여자를 확보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수많은 실사용 데이터가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데이터가 딥러닝과 만나게 되면, 데이터로부터 특징과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고, 이는 곧 플랫폼내 서비스의 향상과 또 

다른 사업기회의 발굴로 이어지게 되며, 실사용 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성능은 더욱 향상되는 선순환이 만들어 진다. 

인공지능기술로 인해 플랫폼 비즈니스는 경쟁우위를 확보하

게 되고, 플랫폼으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는 다시 인공지능기

술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와 이를 정교한 신

경망과 수많은 시간을 들여 학습한 표현체계(신경망 데이터)는 

기업이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복제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다른 업체에서 쉽게 따라잡기 힘든 요소라는 점이다.

[3]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시기는 과거 디지털 혁명의 시기

와 많은 부분 공통점을 가진다.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

로 바꾼 후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변화의 구조가 디지털 혁명의 

핵심이었다면, 향후의 정보처리의 흐름은 디지털 정보에서 의

미(Semantic) 정보로 바꾼 후 그 의미에서부터 정보처리가 일

어나는 방식으로 큰 흐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그림 3>. 

디지털 정보를 의미정보로 바꾸는 기술의 핵심에 바로 딥러닝 

기술이 존재하며, 이를 얼마나 플랫폼 사업과 잘 조합하여 비즈

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는 가가 향후 정보통신기업의 핵심 경쟁

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이미지 인식에서의 딥러닝 절차 및 결과 설명[4][5] 그림 3. 아날로그-디지털 혁명과 디지털-시맨틱의 변화의 유사성 및 미래 정보처리 흐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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