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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판 발행에 부처
“Industrie 4.0” 전략이 독일에서 발표된 이래로, “4차
산업혁명”과 전통적 비즈니스모델을 파괴하는 격변적
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여가 흘렀
습니다. 조금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의 체결과 더불어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
응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지는 대략 30년이 경
과하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기술 격변과 기후재앙
에 대한 경고가 지속되어온 셈인데, 모든 이들에게 지금
당장의 숙제로 다가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
도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그러나, 2020년 봄 전대미문의 대봉쇄(Great Lockdown)가 시작된 이후 2년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데
이터와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산업의 혁신은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절체절명의 문제가 되었고, 기후붕괴(Climate Collapse)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인류사적 과
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의
제한과 공급망의 붕괴는 새로운 첨단기술을 적용한 사

업모델의 혁신을 촉진하였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
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산업과 경제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진 셈이고, 인류는 과
거에 비해 훨씬 진지한 태도로 그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파괴적 혁신 기술을 토대로 한 기업전략의 수립, 그리
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의 과제는 현존하는 기술 뿐
만 아니라 당장은 존재하지 않는 기술의 개발과 상업적
성공을 필요로 하는 만큼,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답의
대부분은 결국 새로운 첨단기술에서 찾아야 할 것입
니다. 이제 기술은 대부분의 기업전략의 핵심 영역이
며, 기술 전략 또는 기술 확보 전략이 빠진 기업전략은 중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법론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딜로이트는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테크트렌드(Tech

Trends)’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1년반~2년동안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그 적용범위가 크게 증가할 기술들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에는 '어떻게 하면 첨단기술을 통해
인간의 의사 결정을 강화하고, 직원과 고객의 경험을
재고하며, 나아가 사회적 공정 또는 형평성이라는 이
니셔티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2021 테크트렌드 보고서에서는 COVID-19의 충
격과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부각된 사업 연속성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리질리언스(resilience)’ 전
략으로 요약됩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래의 변화를 이끄는 거시적 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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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9개의 유력 추세를 설명하는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각 장들은 각각 ‘기업의 심장(The heart
of the enterprise)’과 ‘데이터: 가능성의 기술(Data;
the art of the possible)’ 그리고 ‘기업 안팎의 경험
개선(A better experience, inside and out)’ 이란 세
가지 주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먼저 ‘기업의 심장’ 주제에는 ▲기업 전략과 기술의
융합 ▲핵심 자산의 재탄생 ▲공급망, 날개를 달다 등
3개의 장이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모든 기업이 사업의
중심 축에 정보화기술(IT)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회사
로 진화한다는 ‘디지털 전환의 필연성’이란 전제 하에,
핵심 엔터프라이즈 시스템과 전사적자원관리, 공급망
기술 등을 어떻게 기업 전략에 반영할 것인가를 논의
합니다. 앞으로 기업 전략은 사업모델을 혁신할 수 있
는 다양한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공학적으
로 설계돼야 할 문제라는 점과, 기업의 핵심자산의 개념
과 확보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가능성의 기술’의 주제에는 ▲ML옵
스: 산업화된 인공지능 ▲머신 데이터 혁명: ML 능력 강
화 ▲제로 트러스트: 상시인증 전략 등 3개 장이 포
함되어 있는데, 기업 전반의 자동화와 첨단기술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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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의사결정이 점차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업 안팎의 경험 개선’이란 주제 속에는 ▲
디지털 업무 환경의 진화 ▲소비자의 맞춤 경험: 디지털,
현실과 만나다 ▲다양성 (Diversity), 형평성 (Equity),
포용성 (Inclusion)을 위한 첨단기술(DEI 첨단기술) 등
의 추세들이 포함되는데, 기업에게 직원과 고객 등 핵
심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디지털과 물리적 환경
사이의 모호해진 경계를 다루며, 나아가 기업의 윤리적
목표와 기준 강화가 사업 성과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DEI 첨단기술에 주목합니다.
더불어 이번 딜로이트 ‘테크트렌드 2021’ 한국판에는
첨단 기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로우코드
▲에지 컴퓨팅 ▲코봇 ▲디지털 트윈 ▲ML옵스 등의
자세한 개념 정리와 함께 활용 기제, 시장 전망 등을
포함한 부록을 추가하였습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12년간 연속적으로
제시된 딜로이트의 첨단기술 추세 전망이 크게 변한

5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
데, 추세의 현실화 시점이 급격히 빨라지는 변화가 포착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어떻게 하면 사업과 직원 그
리고 고객의 경험을 첨단기술의 활용을 통해 재정의하
고 향상시킬 수 있을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의 충격은 더욱 새
롭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이
는 첨단기술 추세에 확실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기업
리더와 기술 책임자가 빠른 속도로 리질리언스 및 적
응 전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고
민하는 기업이라면 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기술과 전
략을 이해하고 수용해 이로부터 경쟁적 우위의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대
응 등 ESG 경영 측면에서 고객들의 성공을 돕고자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과
제들을 딜로이트 글로벌의 전문적 경험과 연결하고,
효과적이고 검증된 사례들에서 그 해답을 찾는 다양
한 시도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 역시 그
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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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내용이지만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향한
여정에 통찰력과 영감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훈 본부장
딜로이트 고객산업본부 본부장
sunoh@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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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서한

스

코틀랜드 시인 로버트 번스(Robert Burns)
가 이미 통찰했듯, ‘생쥐와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일은 제멋대로 어그러질 수
있다. 2020년 1월만 해도 우리는 대부분 견고한 계획을
짜 놓고 있었다. 우리 조직, 기술, 삶을 앞으로 몇 개월간
어떻게 꾸려갈지 신중한 로드맵을 마련해 놓았다. 하지

적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번영을 이뤄내겠다는 굳건한
의지의 개념으로 제시한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리질리언
스를 보여준 수많은 고무적 사례를 목격했다. 조직과 산
업들은 부단히 환경을 평가하고 전략 계획을 수정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했다.

만 COVID-19가 전 세계 모든 조직과 사람을 빠짐없이
정면으로 강타했고, 이렇듯 철저했던 계획은 와르르 무
너졌다.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기괴하고도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해 우리가 세워 놓은 가정을 뒤집어 엎었고,
충격적일 정도로 시급한 상황에 몰린 우리들은 자신
에게 있는지도 몰랐던 괴력을 발휘해 상황에 대응하고
적응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이 마주할 미래는 2020년 1월과
비교하면 천지개벽 수준일 것이다. COVID-19 위기는
중대하고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냈다.
각 부문에서는 디지털 전환 노력을 가속화해 더욱 기민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실행하고 급변하는 수요 및 소비
자 기대에 부응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상당수 공급망
리더들은 시장 파괴적 혁신 와중에도 기능을 지속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준 한편,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말처럼 썰물이 되어서야 누가 알몸으로
헤엄쳤는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경영자들이 일
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논의할 때에도, 바로 그 미래가
주요 화두가 됐다. 팬데믹은 몇 년 일정으로 짜놓은

테크트렌드 2021은 팬데믹의 영향이 사회, 시장, 우리
삶 전반에 끼친 현재진행형인 상황을 전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올해 ‘테크트렌드’의 테마는 ‘리질리언스
(resilience)’이다. 우리는 리질리언스를 변화에 직면해

안락한 일정을 몇 주로 압축해 버렸다. 이런 배후 사
정에 따라 올해 테크트렌드는 향후 1년반에서 2년 이
상 앞으로 내다본 새로운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기회,
전략,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 기업 전략과 기술 전략
간 합일성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자산을
재평가하고 비(非)디지털 네이티브들이 클라우드
와 로우코드, 플랫폼 우선 전략을 활용해 레거시
자산의 정수를 뽑아내는 방식을 살폈다. 또한 공
급망 전환도 철저하게 분석한다.
• 데이터, 선도 기업들이 ML옵스를 활용해 AI 계획
을 산업화하는 방식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사람
이 아닌 기계가 소비할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새
로운 접근법을 개발했다. 사이버 보안 부문의 새
로운 트렌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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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다양성 · 형평성 · 포용성
을 지원하는 업무 환경과 디지털 경험, 기술의 미
래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트렌드를 분석한다.

이러한 트렌드를 종합해보면 지난 1년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보다 희망적인 측면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미 실행에 옮겨진 기술과 사업 계획은 미래를 향한 유
망한 경로를 보여준다. 정면으로 강타당한 뒤에도 두
발로 일어설 수 있음을 증명한 최고정보책임자(CIO)
들과 여타 경영자들이 이러한 여정을 주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리질리언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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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자산의 재탄생

10

공급망, 날개를 달다

첨단기술은 오늘날 어떤 기업에게는 경쟁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현대화하

오랫동안 비용 발생 부문이었던 공급망

우위의 새로운 원천인 반면 어떤 기업에

고 이를 클라우드로 옮기면 기업의 디지털

은 이제 백오피스를 벗어나 가치를 창출

게는 생존에 대한 위협이다. 그 결과 기업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 최근까지 이러

하는 고객 세분화 및 제품 차별화 이슈의

전략과 기술 전략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

한 프로젝트들은 해당 기업의 디지털 전환

최전선에 자리잡고 있다. 미래지향적 제

고 있다. 기업 전략을 위해서는 기술 전략

예산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클

조업체, 소매업체, 유통업체 등은 공급망

을, 기술 전략을 위해서는 기업 전략을 알

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나 다른 기업 핵

을 고객 중심의 가치 창출 동인으로 전

아야 한다. 명민한 기업 전략가들은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성공 가능

심자산의 현대화 전략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다수 기업이 엄두도 못

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성을 높이는 데 기술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좀더 다양한 가능

낼 만큼 부담스러울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곧 바뀔 것으로

하여 공급망 전체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성을 고려하기 위해 현재의 자사 기술 역량과 경쟁구도 그 너머를

보인다. 일부 선도 기업들이 핵심 자산 현대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경영

있다. 나아가 이러한 기업들 중 일부는 로봇, 드론, 첨단 이미지인식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불확실성과 가능성들은 인간의 두뇌

사례를 재설계하기 위해 기발한 아웃소싱 방식을 사용하는 추세가

기술을 사용하여 물리적인 공급망 내 상호 작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로만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가들은 첨단

강화되고 있다. 또한 상당수 기업은 핵심 자산을 ‘로우코드 옵션’ 등을

효과적으로 만들고 직원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애널리틱스, 자동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전략적 기술 플랫폼으로

포함하는 강력한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공급망을 탄력적이고 고객 중심적 공급망으로 전환하는

눈을 돌리고 있다. 다수의 기업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마지막으로 대다수 기업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의 기술 부채

것은 어려운 과제인데, 대부분의 기업에게 이는 계속되는 여정이자

내외부의 전략상 요인을 파악하고,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를 해결하고 비(非)필수 역량을 다른 플랫폼으로 이관함으로써 플랫폼

중대 사안이 될 것이다. COVID-19 팬데믹 사태에서 겪은 격변은 일

얻으며, 또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전략 수립

우선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에 남을 만한 불확실성으로

상이 될지도 모른다. 기술 및 공급망 리더들은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을 시간이 많이 드는 연례 행사에서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프로세스로

점철된 현재의 기업 활동 여건에서 기존 핵심 자산으로부터 더 많은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격변이 발생하게 될 경우를 감안해 반드시 대비

바꾸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략가들은 미래의 폭넓은 가능성에 대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방법은 조만간 모든

태세를 갖춰야 한다.

보다 확장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최고정보책임자(CIO)의 디지털 전환 계획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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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데이터 혁명: ML 능력 강화

11

제로 트러스트: 상시인증 전략

정교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기업들은 반

머신러닝을 활용해 기업의 운영과 의사 결

사이버 공격이 정교해지고 기업 환경이 변

복되는 유형을 효율적으로 발견하고 변칙

정 과정을 전면 재편할 수 있는 여건이 마

화무쌍해짐에 따라 결함을 피할 수 없는 기

을 파악하며, 예측 및 의사결정을 내리고,

련된 가운데, 기계가 아닌 인간에 의한 의

존의 ‘성벽과 해자(castle-and-moat)’ 보

통찰력을 도출할 수 있다. 머신러닝 모델

사 결정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레거시 데

안 방식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제로

은 점차 기업 성과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

이터 모델과 인프라가 머신러닝의 발전

트러스트(zero trust)’는 오늘날의 기업

다. 기업들은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에서

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체감하는 인공

환경에서는 이와는 다른 보안 접근법이 필

생산과 관리로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용단이 아닌

지능 선도자들이 늘고 있다. 선도적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여 데이터

요하다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모든 사용자, 작업량, 기기, 네트

공학적인 성과로 옮겨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가치사슬의 모든 부분을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워크를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의 경계(defined perimeter)는

많은 기업들이 실험 정신을 억압하고 제품팀-운영 담당자-데이터 과

추세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고급 데이터 수집 및 구조화 기능, 무작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는 모든 접근

학자 간 협업을 방해하는 불안정하고 경직된 개발 및 배치 과정으로

데이터 간의 연결성을 파악하는 애널리틱스, 복잡한 모델링을 지원

요청이 사용자 ID, 기기, 위치 그리고 각각의 접속에 대해 맥락을 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발전함에 따라

하는 차세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저장소 등을 포함하는 첨단기술과

공하고 좀더 미묘한 위험 기반 결정을 허용하는 기타 변수 등 모든

기업들은 강력한 설계와 운영 원칙을 통해 이러한 장애물을 이겨내고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다. 기계가 인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뿐만

가용 데이터 포인트에 기초하여 검증된다.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인공지능 사용을 확대하여 사업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방대한 양의 결정을 실시간으로 내릴

작업량 및 기타 자원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틈을 막기 위한 관리

머신러닝이 주는 이점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폭넓게 실현하려면, 수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서, 기업들은 이러한 도구와 기술을 활용해 방

가능한 개별 단위로 취급되며, 최소한의 권한이라는 원칙 하에

공업적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자동화되고 산업화된 인사이트(AI)에

대해지는 데이터를 올바르게 관리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하는 토대로

접근 권한이 부여된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를 적절하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 머신러닝 지속적통합/배포(ML CI/CD), 모델오

만들 수 있다.

구현하는데 필요한 자동화와 설계를 통해 보안 태세는 강화되고, 보안

퍼레이션(ModelOps), 머신러닝 데브옵스(ML DevOps)로도 알려진

관리가 간소해지며, 최종사용자 경험이 개선되고, 나아가 현대화된

머신러닝오퍼레이션(MLOps, Machine Learning Operations)을

엔터프라이즈 환경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로 나아

시작하라. ML옵스는 머신러닝의 산업화와 확장을 위한 개발 및 전달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 문제 해결, 수작업 절차의 자

과정에 데브옵스의 도구 및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

동화, 그리고 보안 조직, 기술 환경, 기업 자체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

및 배치에서 지속적인 모델 유지보수와 관리에까지 적용된다.

계획 등 상당한 노력과 계획 수립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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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업무 환경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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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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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맞춤 경험: 디지털, 현실과 만나다

12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위한 첨단기술

계획에 없던 전 세계적 ‘재택 근무 실험’이

돌이켜보면 2020년 한 해는 대다수 인구

많은 조직이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경영 리더는

가 집에서 일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

quity), 포용성(Inclusion), 즉 DEI를 사업

다음의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아직 답을

거나 식재료를 주문하는 등 일상생활을

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점점

찾지 못하고 있다. 위기가 끝난 후 원격 근

영위하기 위해 디지털 상호작용에 적응

더 많은 조직이 편견과 불평등을 해소하

무는 일반적인 규칙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게 된 전환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여 기업과 직원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총

예외 사항이 될 것인가? 원격 근무 인력

러나 디지털 상호작용의 확산으로 인해

체적인 인력관리 전략을 조직 전반에 도

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생산성과 직원 복지는 어떤

우리는 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될 날을 갈망하게 되었다. 미래를

입하고 있다. 대개 인사(HR) 전문가들이 DEI 전략을 주도하는 경우가

영향을 받을까? 동료 간 대면 의사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혁신이 위

내다볼 때 소비자들은 더 이상 물리적, 혹은 디지털 브랜드 경험 어

많지만, 갈수록 복잡해지는 DEI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리더가 첨

축되지는 않을까? 물리적 사무 공간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느 한 쪽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는 온라

단기술 활용 해법을 설계, 개발 및 실행함으로써 전략 파트너로서 중요

기업은 근무자들의 도구와 플랫폼에서 생성된 데이터 등의 긍정적인

인 거래의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개개인에 고도로 맞춤화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들은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DEI의 영향

측면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디지털 업무 환경의 결함과 모호함을 극

된 대면 방식의 경험, 즉 양쪽의 장점만을 뽑아 혼합한 경험을 기대

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전달하며 나아가 충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첨

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개인 및 팀의 성과를 최대치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내에 대면 경험

단 애널리틱스, 자동화, 자연어 처리와 머신러닝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끌어올릴 수 있게 되고, 개개인에게 맞는 권장 사항을 통해 직원들의

과 디지털 경험이 더욱 원활하고 밀접하게 연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도구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을 맞춤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원격 근무는 전통적인 사

온라인 상호작용과 오프라인 상호작용은 더 이상 별개의 경험이 아

무실의 축소된 대안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장 업무 공

니다. 고객 여정은 개별 고객의 행동, 태도, 선호도에 맞춰진 원활한

간과 본부가 진화함에 따라, 기업은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원격

브랜드 경험을 창출하기 위해 통합되고 의도적으로 설계된 대면 및

근무 경험과 원활하게 연계되는 생산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사무실을

디지털 요소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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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기술추세 분석
신흥 첨단기술 분류

딜

로이트 테크트렌드는 10년 이상 신흥 첨단기
술의 판도를 탐색하고, 이것이 기업의 사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다. 이러한
전반적 여건을 고려해 우리는 비즈니스 혁신과 전환의
중추가 되는 몇가지 거시적 기술추세를 파악했다. 지
난 ‘테크트렌드 2020’의 거시적 기술 추세 분석 장에
서 논의했던 이러한 유력추세들은 12년에 걸친 분석
결과물을 소비하기 쉬운 체계와 분류법으로 정리한 것
이므로, 기업들이 사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전략적 결
정을 내리며, 나아가 기술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실현 기술(enabling technologies)에
서 2020년대 파괴적 혁신기술(disruptors), 그리고 차
세대 기술(technologies beyond the horizon)까지
진일보하는 거시적 기술 추세라는 설명 체계는 과거와 현
재 그리고 미래의 결정적인 기술들(defining technologies) 사이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를 보여준다.

유력 추세들은 12년에 걸
친 분석 결과물을 소비하
기 쉬운 체계와 분류법으
로 정리한 것이다.
• 실현기술(Enablers). 디지털경험, 데이터분석, 클
라우드로 인해 여러 가지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전
략이 생겨났다. 이러한 실현 기술은 이미 10년 동
안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했으며, 앞으로도 혁신을
지속할 것이다.
• 파괴적 혁신기술(Disruptors). 디지털현실, 인공
지능, 분산형 플랫폼이 오늘날 본진을 차지하면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으며, 그 와중에 파괴적 혁신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혁신이 앞으로의

10년간 사업 혁신의 양상을 조각하는 역할을 한다.
• 차세대 기술(Horizon next). 우리는 앞으로 10
년간 차세대 기술이 성숙하고 미래의 사업 및 기술
전략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앰비언트 경험
(ambient experience, 생활환경 경험)은 주변
환경에 끊김없이 통합되어 인간의 필요를 예측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유비쿼터스 인터페이스를 실
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하급수적 인텔리전스
(exponetial intelligence)는 인공지능을 바탕으
로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여 반응하고 외부환경을
이해하여 어떠한 임무라도 수행한다. 또한 양자 컴
퓨팅 (quantum, 퀀텀)은 오늘날 슈퍼컴퓨터로는
풀기 힘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를
구성하는 소립자의 특성을 활용한다.
거시적 추세라는 틀은 또한 이러한 기술이 상호
작용, 정보화 및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진화 경로
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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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Interaction). 인간의 기술 사용량이 계
속 증가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단순성, 즉 투명
하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으로 귀결된다.
• 정보화(Information). 기계가 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인 목표는 옴니사이
언스(omniscience), 즉 상관관계 뿐 아니라 인과
관계를 인식하기 위해 통찰력과 이해를 결합한 기
계이다.
• 컴퓨팅(Computation). 확장되는 컴퓨팅 능력
의 장기적인 목표는 풍부함, 즉 기술과 정보를 십분
활용해 효용성을 얻어내는 무제한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서 신흥 첨단기술은
견고한 토대위에 기초해야 한다. IT 기능의 진화로서의
테크놀로지 사업; 사이버, 규제 그리고 윤리적 위험
들을 포괄하는 신뢰; 레거시 핵심시스템을 재편하기
위한 조직적 접근법인 핵심 자산 현대화 등이 이러한
토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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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정보화
컴퓨팅

실현기술

파괴적 혁신기술

차세대 기술

디지털 경험

디지털 현실

앰비언트 경험

채널에서
사람 중심 설계로

사용자 참여 재창조

투명한 유비쿼터스
인터페이스

데이터와
애널리틱스

인공지능

기하급수적
인텔리전스

데이터 관리, 아키텍처,
인사이트

예측, 진단, 증강, 자동화

상징적이고 심오하고
광범위한 추론

클라우드

분산형 플랫폼

퀀텀

유연성과 유비쿼티

분산된 신뢰, 자산,
커넥티비티

최종 결과

단순함

무소부지

풍부함
기하급수적 컴퓨팅

견고한 토대

테크놀로지 사업

신뢰

핵심자산 현대화

IT 기능의 진화

사이버, 규제, 윤리

기업 핵심시스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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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략과 기술의 융합
미래 준비 전략
기업 전략가들은 진출 영역을 제대로 선택해 성공하기 위해
더욱 명확하고 시의 적절하고 창의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

비즈니스 전략과 기술 전략은 통한다

테크놀로지로 강화된 전략

비즈니스 전략과 테크놀로지는 점차 씨줄과 날줄처럼 밀접한 관계가 되고 있다.

전략 지원 플랫폼을 사용해 기업 성장의 동력을 파악하고,

전략적 의도는 반드시 기술적 선택과 맞물려야 한다.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내리고, 실행과 결과를 모니터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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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1

기업 전략과 기술의 융합
어질리티를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기술로 강화된 기업 전략이다

테

크놀로지가 엄청난 힘을 가진 파괴적 전략
혁신 기제로 부상하고 있는 시대에, 베테랑
전략가들은 미래 가능성을 두고 더욱 명확

하고 시기적절하며 창조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끊임 없
이 새로운 지평을 모색한다. 활용 가능한 새로운 경쟁
적 우위를 찾는 한편 피해야 할 위협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다. 기존 및 새로운 생태계 파트너들과 합세해 새
로운 경쟁적 우위를 선제적으로 차지하려는 조직도 늘
고 있다. 생태계를 통합해 영역이 확장되고 성공 가능
성을 높일 수 있다면 정부부터 비영리 기관, 상호 보완
적 관계에 있는 타기업, 심지어 ‘친구를 가장한 적’까지
가리지 않고 손을 잡는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서 성공하려면 통합된 기업 및
기술 전략을 통해 조직을 민첩하고 유연하며 안정적
이고 선택지가 많게 운영해야 한다.1 과거 기업들의 전
략 수립은 지나치게 노동 집약적이고 드문 연례행사에

가까워 기회가 다가와도 이를 알아차리거나 잡지 못하
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이제 전략적 선택과 실
행의 효과를 파악, 예측, 모니터링 하는 테크놀로지 도
구를 사용해 유연하고 민첩한 방식으로 전략을 수립,
평가, 실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 결과 보다 시기적절하고 명민한 결정을 통해 더욱 신
속히 적응하고 더욱 과감한 전략적 선택을 내리고 지속
가능한 경쟁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기술 전략과 기업 전략 간 간
극을 좁혀라
기업 전략과 기술 전략이 더욱 긴밀해질수록 과거에 내
린 기술적 선택이 현재의 전략적 선택지와 비즈니스
어질리티(agility)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

고 있다. 이처럼 기술이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하는 상
황을 막기 위해 많은 경영자들은 통합적 기술 전략과
실행 과정을 더욱 정비해 전반적 기업 전략을 뒷받침해
야 한다는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물론 실행 없는 전략은 무의미하다. 효과적인 실행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전략적 우선순위와 실행 능력
에 대한 질문에 직면했을 때,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사
고 능력을 지닌 최고전략책임자(CSO)들도 실행 능력
에 있어서는 대부분 부족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딜
로이트의 2020 CSO 서베이(2020 CSO Survey)2
에 따르면, 기업의 성공을 위해 파괴적 성장(disruptive growth)이 핵심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에 달
했지만, 이러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실행에 옮길 수 있
다고 답한 응답자는 13%에 불과했다.
효과적 실행에는 뼈대가 되는 전략적 선택 및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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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수정하는 과정이 꼭 필
요하다. 서베이에서 대부분 응답자들이 파괴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미 수립된 전략을 재점검
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응답자의 71%는 3개월 이상,
45%는 1년 이상 재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2년
마다(23%) 혹은 3년 마다(22%) 겨우 재정비에 나선다
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수립한 전략을 실행해 결과
를 얻으려면

궁극적으로 전략가들은 기술 책임자들과의 협업을 통
해 조직의 핵심 기술이 조직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전략책임자 권한 강화하기. 최고경영자(CEO)든 CSO
든 전략을 수립하는 책임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야
한다. 권한을 지닌 전략책임자는 최고정보책임자(CIO)
와 협력해 경영진과 이사회의 비전을 확장하고 변형시
킬 수 있다. 한 유수 석유 및 가스 기업 임원의 발언이
이 대목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CSO는 오랫
동안 굳어진 시각에 도전함으로써 경영진이 앞으로
변화할 시장 환경에 대해 생각하도록 자극하는 역할”
이라고 말했다. 전략책임자의 역할은 조직의 일상적
문제를 초월한 시각을 가지고 핵심적 기술 선택을 조율
하며 끊임없이 미래 환경을 예측해 다가올 도전에 대
비함으로써 전략적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의 기술 담당자들이 올바른 체계를 갖춰
기업 전략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행 없는 전략은 무의미
하다. 효과적인 실행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애자일(agile) 전략의 수립과 실행은 무에서 창출되지
않는다. 성공적 결과를 얻으려면 기본적 여건이 조성돼
야 한다.

기술에 해박한 고위 경영자.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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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우위를 얻고 시장 파괴적 힘에 대한 리질리언스
(resilience)를 키우기 위해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또한
투자해야 할 핵심 기술에 대해 광범위한 이해를 갖추
고 있어야 한다. 리더들은 개념 증명(PoC)부터 신흥 기
술의 시험, 증명된 기술의 본격적 실행까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준비부터 완료 단계까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리더들은 기술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가
치가 높아지도록 기술 전략 실행 담당자의 핵심 가정
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제시해야 한다.
비즈니스에 해박한 기술 책임자. 반대로 정보기술(IT)
고위 책임자와 담당자들도 기업 전략 수립 과정과 교
육에 적극 참여해 조직전반과 전략적 목표에 대해 광
범위한 이해를 갖춰야 한다. 전략 및 기업 리더들은 전
략적 파트너인 기술 책임자들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 비
전을 지원하는 신기술을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조직의 기술과 기업 전략을 제대로 조율할 수
있다. 딜로이트와 월스트리트저널 인텔리전스(WSJ Intelligence)가 공동으로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조사
에 참여한 CEO의 40%는 CIO나 기술 리더가 기업 전
략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이 최고
재무책임자(CFO), 최고운영책임자(COO), 최고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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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CMO)를 통합한 것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3
또한 대규모 기술 투자를 통해 조직의 리스크 수용 노
력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서는 CEO 혹은 CSO의 적극 참여가 필수다.
뜻이 맞는 기술 플랫폼과 파트너 찾기. 조직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위한 선택 및 실행 결정
에 부합하는 기술 플랫폼과 생태계 파트너를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 주요 생태계 파트너를 선택할 때 그들
의 장기적 의도와 목표를 파악해 잠재적 파트너의 궁극
적 목표가 조직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다. 최악의 경우 플랫폼 파트너가 우리 조직의 노하우를
‘학습’한 후 경쟁적 위협으로 등장할 수 있다.
전략적 가정을 점검하는 공통 목록 작성. 전략 수립의
초기 단계에서 전략 및 기술 책임자들과 생태계 파트너
들은 기술이 뒷받침하는 전략이 효과적 결과를 가져오
기 위해 전략적 가정을 끊임없이 재점검하고 비판적으
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워크샵 등 중
립적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보다 객관적 논의가 가능해 후에 전략의 성공과 실패
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 리스트를 뽑아내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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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한 자금 지원. 애자일 전략을 실행하려면 이에 필
요한 기술 투자 계획과 자금 지원 절차가 유연해야 한다.
혁신을 위한 민첩한 자금 지원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은
테크 트렌드 2020: 금융과 IT의 미래(Tech Trends2020: Finance and the future of IT)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술로 강화된 기업 전략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략 자체의 디지털화뿐 아니라 전략의 수립과 실행,
나아가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과정도 디지털화하는 방
향으로 가야 한다. 기술로 강화된 전략 플랫폼을 통해
전략가들은 다양한 미래 가능성에 대해 더욱 광범위
하고 정확한 사고가 가능해져, 광범위한 변수와 미래
시나리오를 고찰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리더들의 선택
을 도울 수 있다.
또한 기술은 리더들이 표면상으로 연관 없는 별개의 현
상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가능하게 해, 지속적으로
더욱 명민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전략가들은 성장 동력을 파악하여 전략적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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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창의력
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아래표
‘전략 지원 기술’ 참고)
기업이 하나의 전략을 계획으로 확대하고 이를 실행하
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술이 점
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베이에 참여한
최고경영자(CEO)의 40%는
최고정보책임자(CIO)나
기술 리더가 기업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운영책임자(COO),
최고마케팅책임자(CMO)를
통합한 것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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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으로 가는 길
전략 수립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과정이다. 기술과 비즈니스의 관계가 갈수록 긴밀해지
는 만큼, 기업 전략과 기술 전략은 서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기술과 비즈니스의 이러한 순환적 관계가 지속
되면 조직 내외부의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전략적
성장 요인들이 하나의 거대한 복잡계를 형성해 세계 최
고의 전략가도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전략 수립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경영자들은 스마트한 전략을 수립
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단순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기
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선도 기업이 되려면 누구보
다 민첩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략적 기능을 갖춰,
어떠한 미래가 펼쳐지더라도 내놓을 수 있는 전략 카드
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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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지원 기술
첨단 분석과 자동화뿐 아니라 자연어 처리와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AI) 능력으로 무장한 고급 전략 플랫폼은
리더가 광범위한 미래 가능성에 대해 더욱 포괄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목표

설명

핵심사항

사례

전략적 요인
파악

트렌드를 감지하는 기술은 끊임없이 환경
을 살피며 중요한 신호들을 수집, 분석, 분
류함으로써 전략적 가정의 옳고 그름을 판
단해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
•
•

외부 환경: 사회, 기술, 정치, 경제, 환경, 규제 변화
비즈니스 환경: 산업 역학,고객 기대, 경쟁사의 움직임, 주주 행동·태도·감정
조직 환경: 제품 및 서비스 트렌드, 운영, 기초자산, 원가, 브랜드 관리

미국 국토안보부는 언론 보도와 특허 출원 등을 검색
하는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 미국 안보 과정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기술을 파악한다.

전략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동적 시나리오 도구와 시뮬레이션을 활용
하면 위협과 기회를 파악하고, 전략적 선
택의 잠재적 결과를 신속하게 시험하며, 중
요한 불확실성 요인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
•

위협과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각각의 장기적 시나리오를 번갈아 가며 만든다.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시험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만든다.
잠재적 영향과 중요한 불확실성 요인, 전략적 대응을 결정하기 위한 인간의
이해와 통찰력을 강화한다.

3가지 의료 기관(각각 의료 제공자, 의료 보험, 의료
보험 및 제공자)은 경쟁적 가치 주도의 진료 역학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에
이전트 기반 모델을 수립해, 각 조직이 진출해야 할 부
문과 성공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다.

실행과 결과
모니터링

분석 기술은 끊임없이 내외 결과를 추적해 조직
의 전략대비 성과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리더십
논의와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
•

전략적 선택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효과가 있는 전략과 없는전략은 무엇인가? 어떠한 전략 수정이 필요한가?
우리의 전략과 관련 노력이 예상했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딜로이트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지 도구를 사용해 전
문서비스에 대한 ▲규제 수준▲기술 및 자동화의 영
향 등 자사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중
요한 불확실성의 경로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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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Fuller(조셉 풀러)
하버드 경영대학원
경영실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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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략과 관련해 이것만은 확실히 말
할 수 있다. 당신을 실패로 이끄는 것은 경
쟁자가 아니라 잘못된 가정이라는 것.
지난 30년 간 나는 기업 전략가들에게 핵심 전략 가정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는 기
술 전략 가정을 파악해 엄격하게 테스트하라고 강조해 왔다. 전략가는 어떠한 전
략 가정을 세우고 있는지,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어떠한 경쟁력을 갖게 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전략을 수립하기란 원래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술 발전으로 더욱 복잡해졌다.
과거에는 기술적 선택이 양자택일의 문제였다. 특정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선택해 이를 가동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술적 선
택은 훨씬 미묘한 데다 서로 뒤얽혀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항공사 전략가들은
제트기, 프로펠러, 항공기 셋 중 하나만 선택하면 끝이었지만, 오늘날의 기술적 선
택은 가격, 승무원, 정비 스케줄, 항로 배치 등 각각의 관리 세부 내용에 적용돼
선택사항 자체가 끝이 없고 복잡하다. 게다가 한 번 확정돼 실행에 옮겨지면 이러한
기술적 결정은 매일 매일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반영돼 여간해서는 바꾸기가 쉽지
않다. 최근까지만 해도 항공사들은 비즈니스 여행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준
을 유지할 것이라 가정했다. 하지만 2020년 한 해 우리 모두가 목격했듯, 이러
한 핵심 가정이 틀린 것으로 판명돼 기업 전략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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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무리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 결
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애매한 회색지대를 완전
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전
략 가정이 흔들리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를
경고해줄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을 갖출 수는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
이다. 아무리 뛰어난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전략책
임자(CSO)라 할지라도 첨단 기술을 모두 섭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정도의 지식
은 갖춰야 한다. 이 기술이 우리의 전략적 가정과 어떻
게 상호작용하는가? 이 기술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가? 이 기술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점을 가져다주는가? 등의 질문을 할 수 있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실현하려
면 어떠한 기술적 가정이 참이 돼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
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기업리더와 기술 책임자들이
특정 기술에 투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않다. 하지만 효율적 전략 리
더들은 기술이 약속하는 이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
이지 않는다. 해당 기술이 기업 전략을 뒷받침하는 방
식을 면밀히 조사하고 불일치하는 데이터를 검색해
기술팀이 기술 전략의 가정을 엄격히 검수했는지 확
인한다. 그래야만 해당 기술이 의도치 않은 리스크를

9

기술 전략과 기술의 융합

부록

초래하지 않고 기업 전략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가정이란 복잡하게 증식하게 마련이므로 사람
의 두뇌만으로는 그 결과를 예측하고 경로를 수정하기
에 역부족이다. 이 때 새로운 기술 도구가 등장해 전략
가들이 전략적 이론을 실험하고 전략적 가정의 유효성
과 예측 결과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신속한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실행 과정에서 직
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하고 결과를 조기에 예측 할
수 있다. 전략을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면 기술이 전략적
가정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
면서 필요할 경우 전략가들이 빠르고 확실하게 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또한 감지 기술은
전략적 가정이 장애물에 부딪쳤을 경우 전략가들에게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 지원 기술은 대부분 인지적 인공지능 (cognitive AI)을 포함한다. 인지적 AI는 결정에 따른 결
과가 예상에서 벗어날 경우 인간의 자아를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간은 자신이 믿는 바와 반대되는
데이터는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속성이 있지만, 기계는
이러한 자아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객관적 사고가 가
능하다. 또한 기계는 수천 개의 사례에서 하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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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뽑아낼 뿐 아니라 전략을 뒤집을 수 있는 미묘하지만
중대한 패턴 및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기계의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면 인간인 전략가가 늦기전에 전
략의 결점을 파악해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결국 사람의 능력이 기술보다 중요하다. 내가
MBA 강의에서 자주 거론하는 전미스톡자동차경주협
회(National Association for Stock Car Auto Racing, NASCAR)의 사례를 살펴보자. NASCAR는 각
선수에게 같은 차량과 정비팀을 제공하고 결과를 지
켜봤다. 모든 선수에게 같은 도구를 제공한 셈이다. 하
지만 결과는 선수마다 달랐다. 사람의 내재 능력과 경
험이 차이를 만든 것이다. 전략가들 또한 마찬가지다.
내가 쓰는 기술은 다른 이도 쓸 수 있다. 하지만 경쟁적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기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경쟁적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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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포스(Salesforce)
전략기획 수석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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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80년대 초부터 시나리오 플래
닝 (scenario planning)을 업으로 삼
아 왔고 이에 대해 책도 몇 권 저술했다.
이를 통해 얻은 능력은 지금과 같은 위
기 상황에 특히 유용하다.
이번 팬데믹은 인류에게 닥친 근 한 세기 만에 최대 위기이며, 리더들은 ‘올드 노멀
(old normal)’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리더들은 스스로 새
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미래에 속수
무책으로 남겨질 것이다.
팬데믹이 기술 변화를 가속화한 결과, 기술과 전략에 있어 전에는 존재하지 않
았던 무수한 가능성이 나타나며 세계는 극도의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다. 팬데믹
시기에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무수히 많았던 만큼, 우리 회사는 시나리오 플
래닝 기간을 9개월로 단축했다. 새로운 세상에서 필요한 기술과 더욱 심각한 문제
를 해결할 방법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1

2

3

4

5

6

7

8

우리는 또한 5만 명이 넘는 직원들의 전략적 사고도 하
나하나 수렴했다. 팬데믹 이전 중앙 집권적 상명 하달
식 소통 방식에서 탈피해 전략적 사고의 능력을 극도로
분산시킨 것이다. 모든 직원에게 우리가 수립한 단기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다음의 질문을 생각하도록 주문
했다. 지금의 환경에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적응할
것인가? 또한 고객들이 새 환경에 적응하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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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의 의료
기구 뿐 아니라 국제 보건기구를 도와 COVID-19바이
러스의 잠재적 확산 지역을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배제한 채 휴대폰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도
구를 사용해, COVID-19 핫스폿으로부터 다른 지역으
로 일정 수준 이상의 휴대폰 이동이 포착되면 해당 지
역 보건 기관에 경고해 대비할 시간을 주는 방식이다.

과정에서 리더들은 잠재적 문제의 선행 지표들을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 회사의 고위 경영진, 특히 마크
베니오프(Marc Benioff) CEO는 이러한 지표들에 능
통해서 운영 책임자들에게 자주 질문을 던져 문제가 현
실로 나타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나리오 대
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경우 매우 빠르게 이를 간파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충분한 상황 설명을 곁들였다. 매주 수요일마다 전
직원 회의에서 업데이트 브리핑을 하고, 각자에게 지금
의 과도기에서 자신이 속한 부서 운영 방식과 고객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고찰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했다. 하지
만 개별 구성원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제시
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의 새로운 환경에서 구성원들이
자문해야 할 질문을 던졌다.

리더들은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미래에
속수무책으로 남겨질 것이다

위기 시 기업 리더의 역할은 평상시와 다르다. 전략과
전술 측면에서 우리 기업만을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
치 않다.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위
기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질
문을 고찰하며, 적극적으로 위기 자체를 헤쳐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 상향식 의견 수렴을 통해 독립적
사고와 혁신을 모두 끌어 모으면, 세계의 새로운 미래
를 설계하는 데 한몫할 수 있다.

전략과 전술이 융합하며 변화가 가속화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리더의 상황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고 설명하는 능력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다. 전략과
전술을 빠르게 수정하려면 실시간 데이터와 첨단 도구
를 활용해 시나리오와 전망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2020년 5월 초 워크닷컴(Work.com)이
라는 인재관리(HR)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 이는 기
업과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신제품으로, 통상 1년 걸리는 작업이 1개월 만
에 완료됐다. 이처럼 빠르게 움직일 때는 조직의 운영
도 박자를 맞춰야 한다. 좋은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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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관점
전략

재무

리스크

경쟁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 전략은 ‘누가
최고의 기술을 확보했는가?’에서 ‘누가 최고의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하는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최고
경영자(CEO)들은 정보기술(IT)과의 협업을 한 단계 심화해
선택한 기술이 이점을 가져오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작용하
는지 이해할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전략 경영자들은 기술

재무 책임자들은 전략에 있어 과거보다 큰 역할
을 하며, 일부의 경우 전략 책임자 역할을 병행하
기도 한다. 재무 책임자들은 기술로 강화된 전략을 고수하
지 않고 이를 역동적으로 만들어 섬세한 균형을 잡는 역
할을 맡는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마켓 센싱(market sensing)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전략
을 극적으로 수정하거나 연간 사업계획 사이클
에 보다 역동적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고
리스크책임자(CRO)들은 변화하는 전략에 맞춰 사이버·브랜
드·핵심기술시스템 등 핵심 자산에 대한 조직의 리스크 프
로파일 업데이트를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비

도입 혹은 실행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 교육, 통제, 위임
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조직이 축적한 기술의 경계
안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이해함으로써 CEO들은 자신들
의 강점을 활용하고 필요한 투자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
는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전략이 향후 수개월 간
더욱 역동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CEO들
은 조직이 확보한 기술의 경계가 트렌드에 대한 조직의 대
응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업 역량은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므로, CFO들은 그러한 실
험을 위해 자본 분배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
편으로 이는 CEO들의 선택지에 일부 제한을 가함과 동시
에 미래에 강력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파악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재무팀은 목
적의식적인 실험과 미래 수익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략
적 결정을 외부와 소통하는 책임을 지게된다. 특히 애널리
스트들과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시기에는 이러한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

즈니스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비
중을 늘리면서 새로운 리스크 프로파일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앞으로 전략은 마켓 센싱과 새로운 기술 역량으로 강
화돼, 더욱 민첩하고 역동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게
다가 불확실성과 시장 파괴적 혁신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리
스크를 관리하는 조직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전략적 차별
화가 될 수 있다. 현재 CRO들은 어떤 리더가 되느냐의 갈
림길에 놓여 있다. 거버넌스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 속
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의 리스크를 최대한 활용해 더욱 강력한 비즈니스 성
과를 얻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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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질문

준비됐는가?

1
2
3

27

보충자료

략적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2020 Chief Strategy Officer Survey
Learn 기업 전략 리더들이 불확실성을 탐
험하고 전략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진화하
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전략 리더와 기술 리더들이 전략적 계획
뿐 아니라 기술 아키텍처가 제공하는 기
회와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 더욱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Uncovering the connection
between digital matur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Gain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얻을 수 있다.

조직이 확보한 기술이 오히려 조직의 전

당신의 전략을 위해 어떠한 가정이 반드
시 현실화 돼야 하는가? 이를 어떻게 모
니터링하고 필요 시 어떠한 방식으로 시
기적절하게 수정할 것인가?

A case of acute disruption
See 디지털 전환으로 얻은 교훈을 기반으로
조직이 갑작스럽고 극심한 혼란에 대응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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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자산의 재탄생
커스텀 코드를 변형한다

$

레거시 IT 자산을 새로운 세대의 강력한 로우코드 플랫폼
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

참신한 비즈니스 사례를 만든다
핵심 자산의 재탄생을 위해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과 접근법으로
비즈니스 사례를 재설계하라.

레거시 ERP 시스템을 재활성화한다
핵심 코드를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비(非)ERP 역량을 재편해 기술 부채를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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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2

핵심 자산의 재탄생
현대화 전략을 이끄는 새로운 기술, 테크닉, 비즈니스 사례

테

크 트렌드(Tech Trends) 가 12년 전 세상에
나온 이후 우리는 최고정보책임자(CIO)들이
레거시(legacy) 코어 시스템으로부터 더욱

많은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전환법과 기술을 무수히
탐구해 왔다. 흥미로운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난 올해
일부 CIO들은 핵심 현대화 비즈니스 사례를 재정의하
기 위한 혁신적 방법을 몇 가지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운영이 더욱 용이한
클라우드로 애플리케이션을 통째로 옮기는 리프트앤
시프트(lift-and-shift)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로
우코드(low-code)나 노코드(no-code), 더욱 지능적
인 업무 규칙의 발견, 코어 매핑(core mapping) 등 일
련의 첨단 기술은 가치있는 핵심 자산을 재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조직들
은 기술 부채(technical debt)를 줄이고 비(非)전사
적자원관리(ERP) 플랫폼 기능을 차용해 리프트앤시
프트를 넘어 더욱 관리하기 쉽고 비용 효과적인 방

식으로 ERP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이다.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는 노후화된 핵심 레거시 시스템
의 혁신을 통해 조직의 어질리티(agility)와 혁신, 새로
운 작업 방식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잠재력을 촉발하
는 것이 전략적으로 여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다. 하지
만 핵심 자산의 현대화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 특
히 커스텀 코드(custom-coded) 방식의 비즈니스 거
래 시스템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재편하거나 클라우
드 마이그레이션을 도입하려면 비용이 막대한 만큼 일
부 조직들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1 팬데믹이 가
져온 불확실성과 더불어 빠듯한 예산 문제를 떠안고 있
는 정보기술(IT) 책임자 및 고위 경영자들은 최신화 계
획의 비용을 조달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이들은
또한 조직의 IT 배관을 단순히 재정비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투자가 더욱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를 원한다.
혁신과 경쟁적 우위의 지속적 기반을 만들려하는 것

이를 위해 향후 18~24개월 간 트렌드를 이끄는 참여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제3자(3P) 플랫폼 관리 서비스에 주력해 핵심 자
산의 현대화 활용 사례(데이터센터 가능성 포함)와
관련한 원가, 프로젝트 자금조달 방식, 목표한 결과
등을 재설계한다. 3P 플랫폼 서비스는 비 전통적
자금조달 계획과 더불어 현대화와 혁신 투자를
결합하는 전환 운영(operate-to-transform)접근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트렌드 참여자들은 대
규모 커스텀 코드 방식의 거래 시스템을 하이퍼스
케일러(hyperscaler, 초대형 데이터센터 운영 기
업)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리프트앤시프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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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와 같은 레
거시 시스템의 내부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을 가속
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리더들
은 전통적으로 복잡한 업무와 통합작업을 위해 새
로운 코드를 작성하는 대신 마우스 클릭으로 가능
한 포인트앤클릭(point-and-click) 방식과 서비스
형 플랫폼(PaaS; Platform as a Service)인 로우
코드 또는 노코드 플랫폼과 같은 기술을 활용할 방
법을 찾아야 한다.
• 레거시 ERP 시스템 내의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코
드를 파악하기 위한 첨단 시스템 분석 도구를 도입
하는 식으로 플랫폼 우선 전략을 지원하라. 이렇게
파악한 불필요한 코드는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하
거나 완전히 삭제한다. 이러한 방식이 추구하는 궁
극적 목표는 ERP를 개발 환경으로 수년간 사용한
결과 누적된 기술 부채를 없앰으로써 ERP 자산을
기본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한 후에
는 CIO와 정보팀이 임무 달성에 필수적인 미션 크
리티컬(mission critical) 역량을 ERP 시스템 자체
에서 개발할지 아니면 대체 플랫폼 상에서 개발할
지에 대해 핵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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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째로 들어서 옮긴 후
간소화한다
지난 수년간 일부 기업들은 단순한 리프트앤시프트를
넘어 클라우드에서 핵심 능력을 재설계할 기회를 모
색하고 있다.2 기존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은 여전히 고민거리다.3
COVID-19로 세계경제가 붕괴되기 전부터 실용주의가
확산되고 핵심자산의 현대화를 위한 비즈니스 사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환 의사결정에 더욱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
겁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유연성은 부
족하지만 필수적인 핵심 자산을 옮기기 위한 효율적
이고도 비용 효과가 높은 방법이 필요한 기업들이 더
욱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재
활성화된 이러한 자산은 인공지능(AI)과 에지 컴퓨팅,
퀀텀 등과 같은 분야에서 미션 크리티컬 혁신과 성장
전략의 강력한 기반이 된다.

32

참신한 비즈니스 사례 만들기
향후 수개월간 핵심 자산의 현대화를 재무 측면에서 재
설계하기 위한 창의적 접근 방법이 시장에서 동력을 얻
게 될 것이다. 각각의 필요성과 산업 분야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핵심 자산의 현대화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다음의 방법은 공통점으로 남게 될 것 이다.
• 전환운영. 조직들은 실행 파트너들과 창의적 전환
운영계약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시스템 이전 그리
고/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해 파트너십을 활용해 그
들의 강력한 도구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파
트너십은 각 조직마다 세부 내용과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대다수는 자본 집약적인 노력을 최
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일부 조
직은 추가 운영 비용 없이도 클라우드 기반 플랫
폼으로의 이전을 통해 수년 내 시스템 현대화가 가
능한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더 적은 비용으로 경쟁력 강화. 플랫폼 벤더들은
지난 수년간 클라우드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자체
도구들을 대폭 개선했다. 이러한 도구는 이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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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간소화해 추가비용이 들지 않거나 비용 절감
효과를 내는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한 비즈니스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 시스템 합리화.. 적을수록 좋다. 상당수 조직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
템이 우후죽순 늘어나, 기술 부채와 시대에 뒤떨
어진 애플리케이션, 일시적인 해결책들이 짐 덩어
리로 남게 된다. 시스템 집합을 클라우드로 이전
하면 중복 시스템 합리화, 불필요한 의존성 제거,
역량 현대화 등 오래 전에 했어야 했던 과정이 가
능해진다. 관련 시스템 집합을 현대화하거나 이 중
일부를 아예 중단시킴으로써 관리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전반의 비용을 줄이고 핵심 자
산 재탄생 계획을 위한 비즈니스 사례를 강화할 수
있다. 핵심 자산 현대화를 위한 참신한 비즈니스
사례를 만드는 것은 다른 종류의 전환 방식을 나
타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에 따른 보상을 얻
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조직의 클라우드 이전 비용
을 기꺼이 일부 부담하려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이 늘고 있다. 이들 전문 서비스 업체들은 즉시 현
금 흐름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보상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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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기대 하에 거치형 협의 방식에 기꺼이 투
자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 비즈니스 사례가 성공한
후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선취 수수료를 보류하
기도 한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매력적인 조건으로 필요한 플랫폼을 빠르게 활용
할 수 있는 한편,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자사 클라우
드에서 운영하는 코어 시스템을 늘리고 클라우드
에 대한 고객사의 충성도를 높여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사를 위한 추가 업무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커스텀 코드 전환
조직은 새롭게 개선된 기술을 통해 핵심 시스템을 개선
하거나 은퇴시키는 방식으로 레거시 시스템을 재활성
화할 수 있다. 다음의 첨단 테크닉을 활용하면 레거시
시스템의 일부를 도려내거나 전체를 교체할 수 있다:
• 개선된 로우코드 플랫폼. 로우코드 플랫폼은 불
과 몇 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했다. 일부 기업의
기술 전문가들은 여전히 로우코드의 확장성과 성
능에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산업 특화 로
우코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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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애피안(Appian)·아웃시스템즈(OutSystems)·세일즈포스(Salesforce)·서비스
나우(ServiceNow) 등의 벤더들이 제공하는 로우
코드 오퍼링을 사용함으로써 시스템 설계자들은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는 대신 포인트앤클릭 방식
으로 복잡한 임무와 통합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로
우코드 벤더들은 자사 플랫폼에 첨단 AI와 머신러
닝(ML) 능력을 접목시켜 사용자 경험을 증강하고
있다. 또 사례별, 계약별 관리는 대다수 로우코드
플랫폼의 핵심기능으로, 레거시 플랫폼이라면 상
당한 수준의 어질리티가 필요한 일이다. 결과적으
로 로우코드 플랫폼이 핵심 자산 현대화 노력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는 기술 담당 리더들과 개발자들도 체감하고
있다. 그랜드 뷰(Grand View) 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로우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장의 규모는 114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고
2027년까지 매년 평균 22.7%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됐다.4
• 현대화된 업무 규칙 골라내기. 통상 레거시 애플
리케이션의 커스텀 코드로부터 업무 규칙을 골라
내는 과정은 막대한 수작업과 전문 인력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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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추출 기술과 방식이 개선
되면서 사용 언어와 상관없이 훨씬 적은 노력으
로도 더욱 정확하게 레거시 코드 내부를 살펴보고
비즈니스 로직을 골라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대
화 대상 후보로 꼽힌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스
캐닝하는 것만으로 핵심 비즈니스 로직뿐 아니라
시스템 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핫스폿을 재
빨리 파악해, 문제가 되는 코드를 수정 혹은 제거
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마이크로서비스로 대
체할 수 있다. 핵심 자산의 현대화 측면에서 이러
한 방식은 게임 체인저 수준의 혁신이다. 기존의 비
즈니스 로직이 로우코드 도입 혹은 개발을 촉발
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도구 개발자들이 코드 추
출 과정에서 자동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AI와
ML을 응용하고 있는 만큼 도구도 개선되고 있다.
• 개선된 증분형 현대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
한 또 다른 참신한 방법은 코어 매핑을 활용하는
것이다. 점차 첨단화되는 매핑 도구들을 사용하면
레거시 시스템을 각 구성 부문을 연결하는 그래프
로 시각화 할수 있다. 서로 연결된 코드 모듈의 맵
은 각각의 선과 점이 연결된 사람들을 나타내는
페이스북의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와 유사하다. 시

9

핵심 자산의 재탄생

부록

스템 엔지니어들은 논리적 소집단들을 파악해 레
거시 인터페이스를 골라내 삭제하고 이를 현대
적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와 서비스
기반 테크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후 이러한 서
비스는 필요 시 더욱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 방법
으로 개별적 현대화가 가능하다.

레거시 ERP 시스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다
재무적으로 재설계한 비즈니스 사례와 커스텀 코드의
전환이 핵심 자산 현대화의 ‘음(陰)’이라면 ERP 시스템
에서 비필수 코드를 정리하고 수년간 누적된 기술 부채
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 방법은
‘양(陽)’이라 할 수 있다. 음양 모두 몇 가지 중요한 목표
를 공유하고 있다. 우선 경쟁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설계된 필수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플랫
폼 우선 전략을 추구한다. 두 번째 목표는 ERP 기술 부
채를 줄이기 위해 어질리티를 강화하는 것이다. ERP
시스템의 기술 부채는 통상 복잡해진 경영, 시대에 뒤
떨어진 비즈니스와 IT 운영 모델, 과거의 우선 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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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를 둔 사내 문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불필요한 짐을 내려 놓음으로써 ERP
시스템의 순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핵심 자산을 재활성
화하고 기술 부채를 줄이고 기존의 능력을 클라우드
나 로우코드/노코드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핵심 자산 현대화를 위한
참신한 비즈니스 사례를
만드는 것은 다른 종류의
전환 방식을 나타낸다.
• 투자 타당성이 있는가?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ERP
자산에 오랫동안 막대한 투자를 해 온 조직들은 대
대적 ERP 업그레이드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
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
다. 이처럼 값 비싸고 복잡한 투자가 조직에 실질
적이고 장기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것인가? 강화된
ERP 자산이 지속적 혁신을 뒷받침하고 장기적 기
업 전략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ERP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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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국 기업 운영을 위한 또 다른 비용에 불과한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레거시 ERP 시스템을 현
대화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했다. 레거시 ERP
자산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환영할 만한 진화
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 리펙터, 리무브, 혹은 리플랫폼. 플랫폼 이전 시대
에는 일부 기업들이 ERP를 개발 환경으로 사용했
다. 오늘날 과거에 정해놓은 요건 및 거버넌스의 잔
재, 쓸모 없어진 허울만 그럴 듯한 애플리케이션,
일시적인 해결책이나 수정, 그리고 커스텀 코드 등
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스템 엔지니
어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디지털 전환 노력의 발
목을 잡는다. 이 때문에 레거시 ERP 시스템 전체
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천문학적 비
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독자적인 가격 책
정 알고리즘과 같이 기업 전략과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ERP 요소를 파악해 이것만 업그레
이드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첨단 도구를 사용하면
커스텀 코드이건 자바와 같은 옛 시스템이건 선
별적 재코딩을 진행하면서 기존 ERP 시스템 내에
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경쟁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비 ERP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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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 기술 부채를 줄일 수도 있다. 어떠한 방식이건
복잡성을 줄이고 기술 부채를 축소함으로써 운영
및 전략 어질리티를 개선해 결국 기업의 진화 능
력을 강화할 수 있다.

성공으로 가는 길
레거시 핵심 자산을 개선하는 작업은 일회성 임무가 아
니라 지속적으로 기회를 창출하는 일이다. 핵심 애플
리케이션의 범위는 플랫폼 생태계에 걸쳐 더 작은 부
분들로 분해되고 있다. 과거 단순한 올인원 ERP 시스템
혹은 개별적 코어 모듈이었던 것이 간소화된 사용자
경험으로 통합되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API가
주도하는 분산적인 역량의 집합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처럼 환영할 만한 혁신적 변화가 미래에 파괴적 행보
를 계속하는 동안, 핵심 자산 재활성화 트렌드에 합류
한 조직들은 가치 있는 핵심 자산을 새로운 기술 현실에
적응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해 창의적 방식으로 자본 조
달까지 가능한 로드맵을 갖게 될 것이다.

35

1

2

3

4

실제 사례의
교훈

5

6

7

8

9

부록

앨버말, 핵심 자산 현대화로
그 이상의 것을 얻다
특수화학 회사 앨버말(Albermarle)은 통합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
템으로 향하는 여정을 마쳤다. 앨버말의 사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핵심
자산 현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리튬, 브롬, 촉매 솔루션 분야에서 세계 선두인 앨버말은 연이은 수십억
달러 규모 인수합병(M&A)으로 사업 구조가 문어발처럼 확장된 상태였
다. 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합병한 사업부를 통합하고 공유 서비스 센
터를 구축하고 공통의 최선 운영 방식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커다란 장애물이 이를 가로 막고 있었다. 통합이 필요한 사업부들이 ERP
플랫폼을 공유하지 않았던 것이다. 패트릭 톰슨(Patrick Thompson)앨
버말 최고정보책임자(CIO)는 “단일 ERP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기업 통합
계획에서 필수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일 플랫폼은 기업 전체가
공유하는 서비스 모델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3,500개가 넘는 커스텀코
드 방식을 2개 플랫폼으로 간소화함으로써 기술 부채를 줄일 수 있었다”
고 설명했다.5
앨버말은 거의 1년을 들여 비즈니스 통합 사례를 조사하고, 투자자본수익
률(ROI) 지표를 개선하고, 기존의 기술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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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세부적인 통합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2017년 중반부터 기업 전환의
여정을 시작했다. 향후 18개월간 앨버말은 4가지 ERP 전개를 실행해 전사
적으로 공통의 프로세스와 최상의 방식을 공유하는 단일 ERP 플랫폼을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톰슨 CIO와 그가 이끄는 IT 팀은 글로벌 업무 운영
기반을 IBM의 로터스노츠(Lotus Notes)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오
피스 365(MS Office 365)로 옮겼다(칠레와 서호주의 외딴 광산 시설부터
남북미와 중국의 생산시설까지 운영 범위가 방대한 조직으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과정이었다).6
앨버말의 다음 행보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톰슨 CIO와 IT 팀이 모든 오퍼
레이션을 단일 ERP 플랫폼에 통합한 후, 단 6개월 만에 ‘빅뱅’ 수준의 업
그레이드를 완료해 글로벌싱글인스턴스(Global Single Instance, GSI)
ERP로 통합한 것이다. 이처럼 기록적인 속도로 ERP업그레이드가 가능했
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들은 노코드(no code) 수정과 커스텀 코드
방식을 자신들이 구축한 글로벌 인스턴스에 통합시켜 기술 부채를 줄였
다. 이처럼 지극히 독창적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극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었다. 톰슨 CIO는 “우리는 70가지 확장성을 구축했으나 코
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API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매우 훌륭한 방법론과 인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기초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를 실
행할 인력에 많은 공을 들였다. 앞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마다 이러
한 역량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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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 CIO의 팀은 2020년 1월에 통합과 업그레이드를
완료하고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으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다. 앨버말은 현재 정보화기술/운영기술(IT/OT)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 업무 운영 통
합에 주력하고 있다. 후방에서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
(RPA)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마이닝 툴을 활용해 통과
수율(first pass yield)과 재작업 공정(rework process)
을 개선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고객 서비스의 일환으
로 고객들이 직접 주문하거나 주문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 중이다.
톰슨 CIO는 “기초 플랫폼을 통합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이처럼 디지털 강화가 가능해졌다”며 “우리는 더 이상
기술 부채나 커스텀 코드 방식에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회사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에 이러한 자원을
투자해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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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라페,
수세기 동안 이어진 전통이
로우코드 미래와 만나다
각고의 노력을 들이는 포르투갈 와인 생산 전통의 화신
으로 통하는 소그라페(Sogrape)처럼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는 현대 기술의 속도와 어질리티가 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포도밭의 포도가 와인으로 탄생하
기까지의 여정은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게
다가 전 세계 120여개국 소비자들은 소그라페의 이같
은 전통적 와인 생산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 지미 헨드
릭스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스티브 잡스 등 유명인사
들도 오랫동안 소그라페만의 시그니처 브랜드인 ‘마테
우스 로제(Mateus Rosé)’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7
하지만 소그라페의 IT 책임자인 카를로스 알베스(Carlos Alves)는 2017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레거시 플
랫폼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뒷받침하지 못한
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체계적이면서도 장인 정신이 살
아있는 와인 생산을 위해 핵심 자산의 현대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알베스 책임자는 “와인 생산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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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능적 단계를 연결해 줄 통합 플랫폼이 필요했다”
며 “21세기에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는 속도와
민첩성이 필요했다”고 말했다.8
알베스 책임자는 같은 벤더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소그라페의 인하우스 코어 시스템을 업그
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아웃시스템즈(OutSystems)의 로우코드 플랫폼을 선택했다. 알베스는
“우리는 출하 시기, 비용, 신기술 사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 시간 등 세 가지 요인을 고려했다. 각 분야에서 로
우코드가 우리에게 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알베스와 그의 팀은 아웃시스템즈의 로우코드 기술을
이용해 포르투갈 전역에서 포도 재배, 와이너리, 보틀
링, 등록, 계약 등 각 기능별 그룹들에게 현장 프로세
스 관리와 실시간 정보 공유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인 ‘와인 커넥션(Wine Connection)’을 만들었다. 사
용자는 데스크톱, 태블릿, 스마트폰 등으로 와인 커넥
션에 접속할 수 있다.
알베스 책임자는 ‘와인 커넥션’ 플랫폼이 몇 가지 긍정
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그는 “효율성이 개선되
고 비용은 줄어드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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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로우코드 기술이 최근 소그라페가 도입한 ‘애
자일(Agile)’ 개발 방법론과 융합돼 신제품 출시를 위
한 IT 부문 역량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알베스는 “최근 우리 고객인 레스토랑들을 위한 디지
털 플랫폼을 단 3주 만에 개발했다”며 “과거의 방식을
사용했다면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덧붙
였다.
로우코드와 애자일의 융합으로 도출된 소그라페의 성
공은 IT 운영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 IT가 로
우코드 프로젝트를 위한 공식 애자일 방법론을 개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알베스 책임자와 그
의 팀은 회사의 각 부서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있다. 알베스
책임자는 “대표적으로 직원들이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포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을 지원하는 3단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포털은 우
리 ERP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그라페는 로우코드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디지털 전
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생산된 와
인이 저장된 컨테이너들은 내장된 센서를 통해 회사 시
스템에 직접 연결돼, 생산자들이 와인의 온도를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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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 재배한 포도가 저장된 컨테이
너에도 센서가 탑재돼 포도의 농도를 컨테이너별로 측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소그라페의 통합 로우코드 플랫
폼이 센서가 보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재배된
포도 각각의 정확한 농도를 알 수 있다면 와인 생산업
자들은 발효 과정을 그에 맞춰 조절할 수 있다.
알베스 책임자는 “’와인 커넥션’ 플랫폼은 혁신과 전통
사이 완벽한 균형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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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몇 가지 방법을 검토했다. 사실 IT 및 경영 리더들
은 조직의 미래 아키텍처에 대한 핵심 결정을 내릴 때
공공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대체 자원 분석을 이용 할 수
있다. 하지만 GM 파이낸셜의 빌 리브시(Bill Livesey) 디
지털소프트웨어솔루션 담당 선임 부사장은 이미 존재
하는 레거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가장 설득력
있는 비즈니스 사례가 클라우드 서비스형 플랫폼(PaaS)
을 사용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10

GM 파이낸셜,
PaaS로 더욱 강력한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다

리브시 부사장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통제하
기로 결정한 것” 이라며 “우리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코어
시스템을 사용해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
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러한 플랫폼에 우리의 지식재
산(IP)을 너무나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한 IP를 다
른 곳에 줘버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의 금
융 계열사 GM 파이낸셜(GM Financial)은 북미 고객들
에게 자동차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이용하는 레
거시 LOS(loan origination system) 현대화의 초기 단
계에 있다.9 GM 파이낸셜은 이 핵심 자산을 뒷받침해
야 할 기술 아키텍처의 복잡성과 관리상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제3자(3P) 플랫폼에 아웃소싱하

클라우드와 PaaS 비즈니스 사례는 무시할 수 없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 리브시 부사장은
“PaaS를 활용하면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지금 당
장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개발할 수 있다. 모든 것
을 중단하고 모든 에너지를 3P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이
전하는 데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일
부 핵심 능력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클라우드 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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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맡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노후
화된 온프레미스 시스템 관리에 더욱 많은 시간을 들
여야 했던 IT 팀으로서는 더욱 반길만한 장점이었다. 비
즈니스 팀에게도 도움이 됐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
정에서 비즈니스와 IT 팀은 강력한 협력 파트너십을 구
축할 기회를 얻어 혁신 기회를 창출하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더욱 빈번한 전개를 할 수 있게 됐다.
현대화 여정의 초기 단계에서 리브시 부사장과 그의 팀
은 어떤 시스템 요소를 PaaS로 옮길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국 상당히 많은 요소가 이전 대상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조만간 별다른 변화 없이 추진
될 예정이다. 노후화 및 복잡성으로 인해 클라우드 마
이그레이션이 불가능한 다른 요소들은 수정되거나 전
면 삭제할 계획이다. IT 팀도 레거시 온프레미스 데이터
베이스를 클라우드 기반 대체 플랫폼으로 이전하기 전
면밀한 분석 과정을 거쳤다. 리브시 부사장은 “우리의
LOS 규모와 그 안에 포함된 금융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며 “클라우드 기
반 솔루션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우리의 기준
에 부합하고 있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GM 파이낸셜은 레거시 LOS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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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기 위해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초기 단계를
거쳤을 뿐인데도 이 프로젝트는 조직 전반의 폭넓은 지
지를 받고 있다. 리브시 부사장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크고 산발적인 아키텍처를 단일화된 통합 LOS플랫
폼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트너들은
그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할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
구를 얻게 되고 IT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현
대화가 가능한 안정적이고 관리 가능한 제품 환경을 얻
게 된다. 모두가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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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Justin Kershaw(저스틴 커쇼)
카길(Cargill) 부사장 겸
최고정보책임자(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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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이사회와 경영 리더들이 기업
테크놀로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핵심 자산
재활성화 방식을 재정의하고 있다. 리더들
은 기술 투자를 비용으로 평가하는 대신 긍
정적 결과를 가져올 지속적 현대화 과정으
로 바라보고 있다.
통상 기업의 의사 결정자 상당수는 테크놀로지를 우선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바라
봤다. “새로운 시스템에 지금 당장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가?”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리더들이 더욱 미래지향적 시각을
갖추면서 테크놀로지의 비용보다는 그에 따른 장기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
했다. 이는 긍정적 변화다.
산업 전반에 현대적 기술 운영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러한 테크놀로지에 적절히 투자하고 핵심 자산의 현대화와 이러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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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바탕이 되는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 새로운 접근
법을 고찰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카길은 몇 년 동안 핵심 자산 현대화 여정을 거쳐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인재관리(HR) 시스템부터 재무 시
스템까지, 유통부터 운송 시스템 및 생산 공정까지 카
길 시스템의 절반 이상이 현대화 과정을 거쳤다. 우리는
또한 대내외 테크놀로지 리스크 관리법을 업데이트하
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사업
을 운영하고 전 세계에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
한 방식으로 식량을 제공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진
155년 역사의 회사로서는 그러한 노력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회사가 핵심 기술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
은 좋은 기업 경영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소비자와 농
업 종사자들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식품 회사들, 소매
업체들, 레스토랑 체인업체들 모두가 카길에 의존하고
있다. 2020년 팬데믹으로 공급망과 세계경제가 붕괴
되면서 카길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은 현대 기
술 운영이 경영의 성공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
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현대 기술은 우리 사회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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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건강에 필수 요인이 됐다.
카길의 현대화 여정은 제3자(3P) 관리 서비스로의 이
전을 첫 걸음으로 시작했다. 이를 통해 코어 네트워크와
인프라에 대한 재투자가 가능해졌다. 우리는 첨단 애
널리틱스, 클라우드, 전사적자원관리(ERP) 등의 기술
에 투자했고, 이제 경영진과 이사회는 이러한 투자가
가져온 가치와 수익을 목격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를 논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플랫폼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현대
화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플랫폼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유지할 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되는만큼,
이는 궁극적으로 인력 요건을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우리가 3P 테크놀로지 제공자들과 협력하는 방식과
내부 비즈니스 파트너 및 외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간접 비용
을 차지하는 내부 오퍼레이션인 카길의 전략적 구매
부서를 위해 ‘마에스트로(Maestro)’라는 통일된 단일
화 플랫폼을 만들었다. 10여개 시스템을 대체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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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플랫폼인 마에스트로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구매
업무를 현대화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구매 부
문이 대폭 개선돼 회사의 전반적 성과도 개선됐다. 애
널리틱스 부문에서는 몇 년 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해 직원들에게 두 가지 셀프-서비스 애널리틱스 도구
를 제공했다. 기본적으로 중앙화된 공유 데이터가 전
무한 상태로부터 일일 약 200만 건의 처리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단번에 도약한 것이다. 데이터 플랫폼 덕
분에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보를 활용하고 비즈
니스 수요를 조정할 수 있게 돼, 데이터에 기반한 더욱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셀프-서비스
애널리틱스 도구와 코칭 서비스는 약 3만 명의 직원들
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경영진과
이사회가 가장 반길 만한 사실은 투자를 통해 얻은 수
익이 7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프로세스 현대화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대다수 글로벌 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효율적이
고 단절된 시스템이 있고 미처 자동화되지 못한 부분
도 남아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
려 한다. ERP 벤더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조직 전반에
영구적인 E2E(end-to-end) 프로세스를 창출하고 있

1

2

3

4

5

6

7

8

다. 이는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대
규모 변화 관리 노력이 필요한 복잡한 임무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구
성원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더욱 어
려운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 큰
진전을 이뤘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 팀은 비즈니스 요구를 파악한 후 이를 충
족시킬 플랫폼과 서비스, 디지털 제품을 만들 것이다.
곧 카길의 고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디지털 서비
스의 전체 포트폴리오에 접속할 수 있고, 일부는 생산
현장에 직접 연결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IT 측면에서
는 여전히 전통적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우리가 보
유한 테크놀로지의 유지와 현대화에 주력하는 한편 디
지털 플랫폼과 서비스에 주력하는 팀들도 운영될 것이
다. 이러한 노력이 합쳐져 디지털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현대화된 플랫폼과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
게 된다.
코어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서비스와 플랫
폼으로 증강시키는 것은 혁신적이고도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과 경제 환경에서 어렵다는 것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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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이다. 전문적 고위 경영자들과 이사회는 이점을 잘
알고 있다. 기술 투자를 비용으로 평가하는 대신 긍정
적 결과를 가져올 지속적 현대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
이다.
또한 현대화를 넘어서 이러한 테크놀로지 여정을 지속
하는 것이 시장을 파괴해 혁신을 가져오는 전혀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임을 경영자들은 체감하고
있다. 훌륭한 비즈니스 리더들은 미래가 미래 대비형 테
크놀로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작업에 착수한 기
업들의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리더들은 기술 투자를
비용으로 평가하는 대신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지속적 현대화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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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관점
전략
정보기술(IT)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
기 위해 코어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
하다. 경영자들이 그러한 투자를 미래 가치보다는 눈 앞의
비용 측면에서 보는 경우가 매우 많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시
각이다. 대다수 디지털 혁신 조직에서는 레거시 코어 시스템
이 중요한 디지털 및 비즈니스 전환 계획을 위한 핵심 토대
를 제공한다. 핵심 프로젝트를 위한 비전통적 방식의 자본
조달은 비용을 중시하는 최고경영(CEO)들이 현대화를 위한
색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고재
무책임자(CFO)와 함께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벤더 및
주요 ERP 벤더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로우코드 플랫폼
을 사용해 규모가 적은 재활성화 프로젝트를 추구함으로써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품
목별 비용을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전환시킴으로써 현
대화를 위한 전통적 비즈니스 사례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재무
상당수 CFO들은 현대화를 미루느냐, 아니면 선
제적으로 대응하느냐를 두고 조직의 코어 시스
템에 대해 필수적인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직이 크
고 복잡할수록 현대화는 더욱 어렵고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핵심 자산 재활성화와 같은 기업 차원의 프로젝트는 더욱
그렇다. 일부 CFO들은 기존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부적합
해진 이후에나 행동에 나서지만, 이러한 대응은 그 과정에
서 기술 부채를 축적하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 현대화에 적
극적인 재무 책임자들은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이외에도 다
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클라우드 벤
더와 창의적 방식의 계약 구조를 맺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로우코드 플랫폼으로 이전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코어 시스템 내에 미래의 토대를 구
축할 수 있다. 이러한 핵심 자산 재활성화 접근법을 활용
함으로써 CFO들은 디지털 전환에 재무적으로 책임있는 촉
매 역할을 하는 한편 IT 부서의 원대한 목표에 재무적 장애
물이 되고 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있다.

리스크
상당수 핵심 자산 현대화는 첨단 테크놀로지를
기존 IT 생태계에 접목시키는 방식을 따르고 있
다. 리스크 관리 책임자들은 옛 기술과 새 기술이 마주칠 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CIO와 협력해
이를 예의주시하며 현대화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 리더들과 협력해
새로운 기술로 강화된 제품과 서비스에서 리스크 관리를 고
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차별화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최고리스크책임자(CRO)들
은 이러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조직이 리스크와 규제 우려
에 대비해 기술 우선순위와 고객 정서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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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질문

준비됐는가?

1
2
3

기술 벤더와 전환관리 파트너십을 협상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 가장 유용한가?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로우코드나 클라
우드처럼 더욱 현대화된 플랫폼으로 이
전하면 더욱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는가?

레거시 ERP 시스템에서 기술 부채를 제
거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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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료
Deloitte on Cloud blog
Stay 최신 클라우드 뉴스와 관점, 실제
사례에 입각한 인사이트를 누구보다 리
접할 수 있다.

Are you low-code yet?
Gain 로우코드 플랫폼의 이점과 비즈니스
요구에 기민성을 강화시키는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Clean, connected, elegant
Explore 클린 ERP와 기술 부채 축소를 통
해 핵심 자산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방법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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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문을 가치 창출 요인으로 전환
개별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해 공급망 구성요소를
최적화하면 비용과 서비스 간 최적점을 찾는 일이 더욱 쉬워진다.

상호운용적 데이터

공급망 부서를 위한 수단

데이터는 종합적으로 축적되고 인사이트를 추출해

로봇과 협동로봇, 드론 등으로 공급망 작업현장을 보다

이해관계자 생태계에 실시간으로 전달할수록 가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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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3

공급망, 날개를 달다
전통적인 비용 부문을 가치 창출 요인으로 변모시키다

제

조업체와 소매업체 그리고 기타 업체들은
앞으로 18~24개월간 리질리언스(resilience)와 리스크 면에서 공급망 생태계를 최

적화함으로써 공급망 전환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에는 백오피스 비용 센터
였던 공급망을 가치 창출 요인으로 탈바꿈하는 전환도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업계 리더들의 계획에 따
라 고객 집단별로 공급망을 최적화 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질 것이다.
• 트렌드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극도로 세분화된 고
객층에 따라 일련의 디지털 툴을 적용해 가치사슬
안에서 고객층마다 서로 다른 수요 시그널을 포착
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활용해 각기 다른
고객 요구와 수요 변동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급망을 갖출 수 있다.

• 기업들은 더욱 많은 양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운영 측면의 인사이
트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기업들은 조직 전반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지속
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전체 공급망 생태계를 최
적화할 수 있다.
• 또한 조직은 로봇과 드론(무인기), 그 외 기술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공급망 부서를 더 효과
적이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기업들은 꽤 오랫동안 공급망 디지털화를 추진해 왔지
만, COVID-19라는 충격으로 인해 변화가 더욱 시급해
졌다. 지난 2020년 1분기 전 세계는 수십년간 구축된 공
급망 모델이 순식간에 와해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패닉

에 빠진 소비자들의 사재기로 휴지와 위생용품 등 부패
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1 그러
나 국내외 공급망에선 이러한 수요 시그널이 제조 및
자재 조달 현장에 신속히 전달되지 못했다. 수년간 공
급망 최적화 및 강화를 위해 저마다의 노력을 펼쳐 온
대다수 경영자들은 견고하고 투명한 공급망을 구축했
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COVID-19가 강타하자 이러한
노력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심지어
기업들의 가장 유연하고 탄력적인 공급망도 공급 업체
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다.
뒤이은 격변은 광범위했다. 공급망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는 조직이
COVID-19로 인한 지장을 겪었다고 답했다.2 이들 중
일부는 팬데믹의 심각성과 확산 속도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다. 어떠한 위기라도 이처럼 손 놓고 당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연결성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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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시스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COVID-19처럼 시장을 파괴할 정도의 격
변을 초래하는 위기는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3
팬데믹 위기를 계기로 상호 의존적이고 예측이 불가능
한 세계에서는 조직 자체의 공급망 최적화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깨닫는 기업 리더들이 늘고 있다. 위에서 언
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73%는 현재 자사의 공
급망 관리 및 조달 방식에 대한 주요한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4 그 결과 일부 기업들은 현재 디지털 공
급망을 먼저 시작한 선도 기업들을 따라하고 있다. 고
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고자
애널리틱스 기술을 활용해 고객 가치의 근원과 구매 행
동을 이해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급 업체 네
트워크와 정보를 주고받으면 기업들은 공급과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그리고 고객 가치의
동인(動因)을 이해하면 상품의 배치와 물류, 조달 등을
새로운 공급 네트워크에 최적화할 수 있다.
기존의 비용 부문을 강력한 가치창출 부문으로 전환하
는 작업은 단번에 이뤄질 수 없고, 복잡한 공급망이 시
장 파괴의 격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유연성과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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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
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COVID-19는
세계화와 상호 의존성, 특히 취약성으로 점철된 미지
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는 전조이다.

및 서비스 기대치에 따라 고객을 세그먼트 별로 분류

귀 사의 공급망은 준비되었는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비용 부문을
가치 창출 요인으로

기존 비용 부문을 강력한
가치 창출 요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비용 부문이었던 공급망을 가치 창출 요인으로 전환하
는 것은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선도 기업들은 지난 20

하는 데 활용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에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도 있는 반면, 비용
에 민감한 고객은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를

년간 온라인 구매 및 배송 시기에 대한 인센티브 최적
화 전략을 세부 조정했다. 이 전략은 공급망을 전환하

절대 단순하지 않은 수요와 고객 우선순위에 대해 세

려는 제조업과 소매업 등의 산업에 유용하다(아래 실

부적이고 예민한 인사이트를 갖추게 되면, 수요가 창

제 사례의 교훈 중 ‘공장 자산 인텔리전스로 사전 대응

출되는 곳에 제품을 미리 배치해 배송시간과 위험을

력을 갖춘 팩티브 에버그린’ 참조).

줄이며 배송 일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5 한편
비용을 우선시해 오랜 배송 기간도 수용하는 고객층이

온라인 소매업체는 재고와 조달, 재고 확충 지역 및 수

주문한 시급성이 떨어지는 배송 물량은 멀리 떨어진 물

량을 최적화하는 예측 모델 활용 기술을 선도해 왔다.

류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사이트는 공급망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우 세부적인 고객 서비스

을 전혀 새로운 것, 즉 고객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보에

원가(cost-to-serve) 프로필을 개발해 위치와 선호도

기반해 본인에게 맞는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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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은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모시
켰다.
점차 비전통적 양상을 띄는 데이터 자원에서 막대한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 종합,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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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삼아 고객을 세분화할 수 있다. 이 제조업체
는 정기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구멍가게 고객에게는
과도한 서비스를 삼가는 한편 훨씬 더 많은 사항을 요
구하는 대형 도매 유통업체에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하지 않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으로써 오늘날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와 고
객 세분화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소매 부문 전반에 표
준이 된 후 이제는 다양한 부문의 공급망을 전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 덕분에 제조업과 제약,
에너지 및 기타 부문의 기업들은 수요 패턴 뿐 아니라
판매 시점부터 제조 단계, 3차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공급망과 제조 및 생산 결정에 실시간으로 활
용할 수 있는 고객 정보를 얼마나 많이 축적할 수 있
느냐의 문제는 경쟁력을 결정하는 차별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례로 플라스틱 병에 든 액체형 세탁 세제를 제조,판
매하는 소비재 기업을 들 수 있다. 이 회사의 가치사슬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대형 도매유통업체에 대한 대량
판매와 농촌지역의 조그만 구멍가게에 대한 소규모 판
매 간 매출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인사이
트를 갖추게 되면 이 회사는 수익성과 서비스 기대치를

기업은 개별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의 구성 부분들을 최적화함으로써 비용
과 배송 서비스 사이의 최적점을 파악하고 유지할 수
있다. 꼼꼼하게 통제되는 탄탄한 기반의 공급망은 또
다른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다. COVID-19 팬데믹 초기
몇 개월 동안 목격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수요 급증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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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운용적 데이터, 동등하
게 공유한다
공급망(supply chain)이 가치를 제공하는 공급 네트
워크(supply network)로 변모하면서 기업이 고객에
게 제공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내부 운영에 대한 명확성
을 높이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공급을 더욱 가시화하
려는 노력이 중요해졌다. 내부 공급망 운영과 외부 파
트너십을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가 이러한 노력의 핵심
역할을 한다. 데이터 가시성을 향상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면 공급망과 가치사슬을 동일선상에
맞추는 노력을 촉발할 수 있다.

면 할 경우,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디지털화
된 데이터 중심의 공급망을 통해 계획과 생산 및 풀필먼
트(ful fillment) 기능을 효과적으로 동기화하고 광범위
한 공급망 격변을 최소화 또는 예방할 수 있다.

공급망이 고객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18~24개월간 가치를 창출하는 고객 중심적 공
급망 트렌드를 추구하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
행함으로써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IT/OT 융합의 활용. OT(operational technology, 운영 기술) 소프트웨어 및 공장 설비를 IT 네트워
크에 결합하는 스마트 팩토리 응용과 산업용 사물
인터넷(IIoT) 센서 기술은 스마트 물류창고와 물류
및 조달 영역에서 새롭게 응용되고 있다. 이처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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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기술이 적용된 공급망으로부터 얻은 실시간

해 코어나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동할 필요가 없

운영 데이터를 공유 데이터 플랫폼에 축적하면

다. 제조나 판매 시점에서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를

E2E(end-to-end) 투명성과 운영 효율성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분석하고, 이렇게 얻은 인사이트를

사람 및 기계 기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실시간 메

공급망 생태계 내에서 자체 분석 및 연산처리 기

트릭스(metrics)가 개선된다.6 IIoT센서 이외에도

능이 없는 다른 작은 지역에 실시간으로 직접 전

시각·소리·온도 모니터링 툴은 비정형·비전통적 데

송할 수 있다.

이터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디
지털화해서 분석하면 유지-보수팀이 이상 징후를
식별하고 예측에 기반한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에지 데이터 역량 강화. 데이터 관리에 있어 시간
은 그야말로 금이다. 시의성이 핵심인 데이터는 생
성된 지 1/1,000초 만에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일
이 허다하다. 따라서 조직이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전환한 후 공급망 전반에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경
우가 많다.7 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은 정
보처리 및 저장 역량을 데이터 소스에 더 밀착시켜

한편, 조직은 고객과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내부 운영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외부
공급원에 대한 가시성을 개선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일부는 공급 네트워크의 모든 공급업체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물류 플랫폼을 구축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플랫폼이 투명해지면 플
랫폼은 자체 공급망뿐 아니라 공급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조직의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한다. 플랫
폼은 전체 코퍼스(corpus, 수집한 데이터 뭉치)를 풍
부하게 하고자 모든 정보 위에 AI와 고급 분석 레이어
를 배치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의 상호
운용이 가능해진다.

데이터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공급망 전반에 전송
하는 프로세스를 크게 강화할 수 있다. 이 분산형
아키텍처 모델에서는 정보처리와 분석, 분배를 위

데이터 상호운용을 완전히 실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
린다. 우선 공유 데이터 미래의 요소를 통합하는 2단

51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방법을 모색하라. 우선
1단 프레임워크만으로도 데이터 상호운용이 가능하
다. 기업이 공급망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사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체 표준을 확립하면, 이를
통해 공급망의 한 그룹이 만든 제품이나 데이터 모델을
조직내 다른 그룹의 힘만으로는 쉽게 복제하거나 지원
할 수 없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단 프레임
워크는 공급망 내 개인이나 그룹이 시장이 요구하는 휴
대용 기능을 신속히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가시성을 향상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면 공급망과
가치사슬을 동일선상에
맞추는 노력을 촉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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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부서를 위한 새로운
수단
공급망이 기존처럼 비용 부문으로 남아 있다면, 공급
망 인력이 수행하는 부가가치 비(非)창출 업무의 비용
과 안전 문제, 비효율성을 간과할 수 없다. 기존의 풀필
먼트 모델을 생각해보라. 주문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주문서를 지게차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운전자는 지게
차를 몰고 물류창고로 가서 주문 제품을 화물 운반
대로 들어올린 후 인접한 철도 차량 기지로 이동해 수
송 열차에 적재한다. 이는 다수의 공급망 운영에 필수
적인 부분이나, 작업자가 물류 허브와 밀폐된 창고에
서 중 장비를 작동하는 방식은 대체로 비용이 많이 들
고 비효율적인 데다 안전 문제가 따라다닌다. 현장 근
로팀이 외진 장소에서 전선과 통신탑 등을 다루는 에
너지 및 유틸리티 산업에서는 위험과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앞으로 몇 개월 내 가치를 창출하는 고객중심적 공급망
트렌드가 동력을 얻을수록, 더 많은 기업이 다양한 기
술을 활용해 이러한 문제에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예
상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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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업들은 외부 공급원에
대한 가시성을 개선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 자율 로봇과 협동 코봇(cobot). 자율 로봇을 구현
하면 직간접적 운영비를 줄이고 잠재 수익을 높여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로봇들은 24시간 내
내 일하므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8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코봇 또한 근로자
의 성과를 증대시킨다. 코봇은 행동 프로그래밍이
용이해 패키지 분류 작업처럼 구체적이고 제한적
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고급 충돌방지 기
능을 지닌 코봇은 다른 코봇이나 사람, 창고 및 공
장에서 움직이는 물체와 충돌하지 않고 빠르게 움
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재운반 작업에 유용하다.9
• 공중 드론. 기업의 드론 활용처는 매우 광범위하다.
촉각을 다투는 인바운드 물류부터 창고에서 공장으
로의 자재 운반이나 입고 후 직접 출하까지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효율적인 재고조사와 인
건비 절감도 가능하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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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비전. 카메라의 유비쿼터스와 연결성은 빠
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공급망 운영자들은 재
고 파악을 위해 물류창고와 화물 작업장 곳곳에
AI와 함께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 공장과 사무실에서 직
원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시하고 안전 프로토콜
을 검증하며 절차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더
욱 향상된 컴퓨터 비전 기능을 통해 열방사를 시각
화하고 인간의 눈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묘한 움직
임을 포착하며 복잡한 통합구조 중 개별 부분을
‘초확대(ultrazoom)’할 수 있다.
데이터 상호운용과 AI, 머신러닝(ML)도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가장 멀리 떨어진 공급망 기능을 실시간 데
이터로 심리스(seamless) 네트워크에 통합해 중앙에
서 공급망 기능을 자동화하거나 제어하는 기능은 비용
을 낮추는 동시에 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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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으로 가는 길
기업들이 비용 부문이었던 공급망을 가치창출 요인으
로 전환하고 다가올 시장 파괴적 혁신에 대비하는 노
력을 멈추지 않는 만큼, 유망한 수단과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전환을 시작할 시기는 바로 지금
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공급망 리더들에게 그
저 흥미거리로만 여겨졌던 디지털 툴과 첨단기술은 이
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COVID-19 팬데믹은 세계화와 비즈니스의 필수의존
요소들에 대한 오랜 가정(假定)의 기반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시장 파괴적 대규모 혁신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닌 규칙이 돼 버린 세계에서 기존 공급망 모델의 취
약성을 민낯 그대로 드러냈다.

9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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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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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공장 자산 인텔리전스로 사전
대응력을 갖춘 팩티브 에버그린
(Pactive Evergreen)
공장은 원자재에서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의 전반적 흐름에서 중
요한 구성요소다. 이처럼 통제된 환경에서 제조회사들은 가치를 창출
할 뿐 아니라 구매와 유통 같은 기타 공급망 구성요소의 운영 속도를 일
정 부분 설정하는 역할도 한다. 공장 기계가 오작동하면 그 영향이 공급망
전체로 파급될 수 있으므로, 기계의 효율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기계 최
적화 주기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고자 생산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사례의 포인트: 세계 최대 식음료 플라스틱·종이·발포고무 용기 제조사
중 하나인 팩티브 에버그린은 대규모 추가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도 수
익을 개선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과 시각화 툴, 첨단 애널리틱스 등 디
지털 역량을 활용한 설비종합효율(OEE)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 경
영진은 기존 산업 자산의 효율성을 높여 운영비용을 감축하고자 했다.
팩티브 에버그린은 자산 및 인력의 성과 개선을 위해 IoT 기술과 AI, 첨
단 애널리틱스에 투자해 실제와 디지털 세계를 융합하는 공장 자산 인텔
리전스(factory asset intelligence)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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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티브 에버그린은 먼저 공장 자산 내 잠자고 있던 다크 데이터(darkdata, 다양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됐으나 분석이나 결과 도
출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깨워, 실시간 및 이력 분석을 위한
플랫폼에 투입해야 했다. 생산 공정에 사용되던 설비 중 상당수가 수
십년은 된 구식 설비여서, 컨트롤 타워를 통하지 않고는 설비 간 또는
설비와 통제 담당자 간 소통이 불가능했다. 프로젝트 팀은 고부가가치
활용 사례를 정의한 후 생산라인 전반에 걸쳐 보조센서를 추가하여, 사
일로에서 화물수송열차에 이르기까지 원자재 흐름과 더불어 진동과
온도, 전류 세기 등 특정 자산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예측했다. 또한 다
운타임(downtime, 장치나 시스템이 고장이나 장애로 작동이 멈춰 있는
시간)과 품질, 생산을 비롯한 다른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결
과 공장 가동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팩티브 에버그린은 예측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 기
록 구축의 전 단계로서 사후 관리 시스템을 상황 기반 모니터링으로 전
환하고자 했다. 경영진은 에지 프로세스 기술을 활용해 진동과 온도, 압
력 등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한 후 이상징후를 바탕으로 다운타
임과 고장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정보는 팩티브 에
버그린만의 상황 기반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를 더욱 풍
부하게 했으며, 이러한 독자적인 애플리케이션은 각기 다른 사용자 그
룹에 맞춤형으로 제공됐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바로 실행 가
능한 인사이트를 제 주인에게 찾아줄 수 있었고, 이러한 인사이트를 제
공받은 사람들은 생산 문제가 발생하기 전 잠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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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됐다.
프로젝트 팀은 공장 배치의 일환으로 신호와 영상 분석
을 바탕으로 생산 공정 전반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는
실험도 진행했다. 예컨대 그라인더는 생산라인에서 인
텔리전스가 가장 떨어지는 자산이지만, 그라인더 작동
이 중지되면 전체 생산라인도 작동이 멈출 만큼 중요한
자산이다. 팩티브 에버그린은 음향 신호 분석을 통해
차후 시스템 전환(changeover) 시 그라인더 블레이드
마모를 예측하고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 알려주는 머
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을 개발해, 예상치 못한 다운타
임을 방지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마지막으로 팩티브 에버그린은 공장 경영진이 개별 라
인 및 전체 공장의 OEE를 비롯하여 생산라인 설비의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공장 컨트롤 타워를 구
축했다. 컨트롤 타워는 품질과 원자재 사용량 변동을
관리하기 위한 원자재 소비(혼합 인사이트), 기계와 인
간의 성과 인사이트(생산활동 인사이트), 전반적 생산
상태(생산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팩티브 에버그린의 공장 자산 인텔리전스 이니셔티브는
운영상황 모니터링과 유지보수에 대한 회사의 총체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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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그 결과 OEE가 9%
상승하고 매출도 개선됐다. 마이크 라겐(Mike Ragen)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금까지 결과가 매우 훌륭
했다고 전했다. 그는 “생산량이 약 19% 증가했는데 이
는 한 제조 라인에서 약 20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린 셈이며, 18개 생산라인으로 추정하면 3,6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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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John Tomblin, PhD(존 톰블린 박사)
美 위치타 주립대학교
국립항공연구원(NIAR)
산업 및 방위 프로그램
부사장 겸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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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 랜서 장거리 전략폭격기 편대는
매주 미국 사우스다코타의 엘즈워스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북미 전역에서
통상 임무를 수행한다.
경외의 대상이 될 만한 B1-B 폭격기는 냉전 시대에 설계 및 생산되었으나 미 공
군 전략 비행단에서 아직까지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B1-B 랜서 폭격기가
이처럼 긴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한 공급망이 일말의 기반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B1-B 랜서의 정비팀과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복잡한 공급망 덕분에 폭
격기의 최고 성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찾기 힘든 부품을 구할 수 있다. 여
기서 말하는 공급망은 통상적 의미의 공급망으로 보기는 힘들고, 항공기 부품의
마모 및 파손에 대한 모니터링,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정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재고 및 풀필먼트 기능 최적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서로 연결된 디지털 툴과
역량이 상호 연결된 생태계에 해당한다. 즉 차세대 디지털 공급망 기술 덕분에 국
민들의 혈세가 레거시 자산에서 더욱 많은 가치를 얻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내
가 속한 위치타 주립대 NIAR 연구팀은 미 공군과 협력해 B1-B 기체의 디지털툴
과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팀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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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설계해 특정 항공기 부품의 내구성이 얼마나 오
래 지속될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전에 없던
3D뷰를 만들어 정비팀에게 제공한다. 디지털 트윈 기
능 덕분에 공군 정비사는 향후 몇 년간 B1-B를 비롯해
레거시 항공기에 대해 반드시 필요할 때만 예측에 기반
한 선제적 정비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디지털트윈
데이터를 사용하면 오래 전 구식이 돼 버린 교체용 부
품을 3D 프린터로 다시 만들 수 있어 최저비용으로
항공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사물의 상태를 비롯하여 운영 프로세스 뿐 아니라 사
물과 프로세스의 환경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가시성을 생성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능력은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제조 및 공급망 모델을 파괴하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상당수 기업들이 설계와 제조
및 기타 구성요소를 더욱 큰 규모의 공급망에 통합하
는 디지털 전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원활한 데이터
흐름과 연속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스레드(digital thread)로 연결된 전체 생태계에서는 동일한 고품질 데
이터를 실시간 E2E(end-to-end) 방식으로 공유하는 경
우가 증가하고 있다. 부품 공급업체부터 시작해 설계
자 및 엔지니어, 공장 작업현장의 근로자 및 설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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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관리와 풀필먼트까지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공유된다. 제품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는 점차 비용과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데이터 중심의 단일화된 디지털
프로세스로 통합된다.

제품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는 점차 비용과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데이터 중심의 단일화된
디지털 프로세스로
통합된다.

57

지털화되고 연결된 생산 시설로, 제조 공정을 스스로
조율하고 자동 최적화할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의 설
비는 수요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생산을 늘리거나 공
급신호에 따라 생산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마찬가
지로 스마트 팩토리가 디지털 공급 네트워크에서 박
동하는 심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스마트 팩토리
에서 내보내는 타이밍과 생산 변경 신호는 공급 네트
워크에 실시간으로 확산돼, 운영 상황을 계속 조율할
수 있다.

위치타 주립대에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연구한 결

위치타 주립대 연구팀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팩토리의 설계 및 디지털 운영과 관련해 극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또한 모색하고
있다. 기업은 콘크리트를 붓고 벽돌을 쌓아 실제 공장을
짓기 전에 스마트 팩토리의 설계를 검토하고 공정을
가상으로 확인한 후 필요한 설계 조정을 할 수 있다.
또 공장 건설 도중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변경이 가능해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과,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한 디지털 발전 기술 중 일
부가 디지털 공급 네트워크의 다른 요인으로 어떻게 전
환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 팩토리는
AI와 IoT, 로봇공학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고도로 디

있다. 기존 공장을 디지털 세계에 걸맞는 스마트
토리로 재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 연구팀은
존 레거시 공장의 디지털 트윈을 만든 후에 일부
산 라인이나 전체 공장에 필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팩
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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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계 오버레이(overlay)를 생성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공장의 개념은 단순하다. 투입물을 산출물
로 변환시키는 공정일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공장의 개념을 캔자스 주 위치타에 위치한 대규모
COVID-19 검진소에 적용하고 있다. 하늘에 비행기를
띄우고 바이러스 감염 검사 절차를 관리하고 스마트
폰을 만드는 것 모두 데이터가 중심이다. 디지털 수단
으로 강화된 데이터는 고객이 운영 과정을 혁신, 최적화,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례 없는 인사이트를 제공 할 수
있다. 앞으로 몇 년은 끄떡없이 하늘을 날아다닐 B1-B
폭격기처럼 이들의 운영 방식도 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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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관점
전략

재무

리스크

기업의 공급망을 코스트 센터에서 수익창출 요
소로 전환하면 비즈니스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고경영자(CEO)는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수
요 신호 포착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깊이 관여하지는 않
겠지만, 데이터 중심의 고객 세분화와 디지털 최적화, 생태
계 투명성이 창출할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로 인해

현재의 공급망 격변을 관리하고 앞으로 공급망
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최고재무책임
자(CFO)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여 광범위한 통합을 이룰
기회를 모색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12 CFO를 비롯한 고위 경영자들은 포스트 팬데믹 세계
에서 광범위한 공급망 탄력성을 위해 블록체인의 도입을 확

글로벌 공급망은 팬데믹으로 인해 극심한 격변
과 강화된 규제 감독에 직면했다. 현재 리스크
부문 리더들조차 조직 공급망 내 위험요소를 모두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급망의 취약성에 대해 더욱
잘 파악하게 되면 미래의 격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다. 이제 조직은 기술의 도움을 받아 벤더 업체 환경에 관한

창출되는 기회는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비즈니스와 재
무 계획, 리스크 관리 및 조직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특히
이러한 솔루션은 조직이 탄력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공급
망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현재의 글로벌 경
제 환경에서는 모든 CEO의 우선 순위 목록에 있어야 한다.

대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최근 딜로이트의 서베이에
참여한 CFO의 40%는 COVID-19 이후 공급망이 더욱 다각
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13 공급망의 다각화를 달성하고 수익
성을 유지하고자 CFO는 공급업체 결제 조건과 벤더 업체
평가, 금리 협상과 같은 전술적 항목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야 할 것이다. 공급망을 공급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두지 말고 모든 기술과 재평가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리스크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지식재
산권(IP)을 보호하고, 계약 조건을 추적할 수 있다. 점차 복잡
해지는 공급망에서 시장 파괴적 혁신이 증가하는 것은 불
가피하지만, 미래 지향적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는 공급
망의 모든 부분에서 잠재적 실패 요인을 줄이기 위한 단계
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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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질문

준비됐는가?

1
2
3

공급망과 가치사슬 전반에서 보다 많은
내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당신의 회사는 어떠한 기술과 기법을 적
용할 수 있는가?

귀사의 공급 네트워크에서 보다 자유
롭게 정보를 공유하면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비(非)반복적 공급망 임무 중 높은 안전
위험을 수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중 로
봇과 카메라 또는 다른 기술로 수행 가능
한 작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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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료
Supply chain collection
Explore 공급망의 파괴적 혁신에 대한
최신 인사이트를 얻고, 귀사가 어떻게 대
응할 수 있는지 탐구할 수 있다.

From one to many
Learn 스마트 팩토리 제조 시스템을 조정
하고 공급망 스트레스에 대응함으로써 효
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Industry 4.0 collection
Delve 첨단 제조업 및 사물인터넷(IoT)이
오프라인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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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옵스: 산업화된 인공지능
블랙박스를 열어라
ML옵스는 책임 소재와 투명성, 규제와 준수, 윤리 등 데
이터 관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AI 팀이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 데브옵스 원칙
데브옵스와 마찬가지로 ML옵스도 자동화 개발 파이프
라인, 프로세스, 도구 등의 능력을 갖춰 ML 모델 개발과
오퍼레이션을 간소화한다.

협력으로 강해진다
첨단기술 및 ML 전문가들로 구성된 멀티탤런트 팀은
조직이 AI를 운용하고 척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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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4

ML옵스: 산업화된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및 운영 원칙을 가미해 모델 개발과 운영을 척도화하라

첨

단 머신러닝(ML) 모델을 통해 조직은 패턴
을 파악하고 변칙을 찾아내고 예측과 결정
을 내리고 인사이트를 창출 할 수 있다. 시장

조사 업체 포레스터(Forrester)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
계 데이터 및 애널리틱스 테크놀로지 의사결정자들 중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인공지능(AI)을 실행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ML과 AI가 점
차 조직 성과의 핵심 동인이 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ML 모델을 생산과 관리 전반의 개발에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출한 개인의 역량에 기대던 구조에서
조율된 협동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체감
하고 있다.
ML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상당수 조직은 섬세하
지 못하고 불안정한 개발 및 배치 과정에 발목이 잡혀 실
험 정신이 억압되고 제품 개발팀과 운영팀, 데이터 전문
가들 사이 협업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750여

명의 기업 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서베이 결
과, 자사 ML 프로그램이 첨단이라고 답한 비율은 8%
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22%는 새로 개발된 ML모델이
프로덕션에 돌입해 기업가치를 창출하기까지 1~3개
월이 걸린다고 답했고, 18%는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답했다.2

발과 배치 과정은 거의 수작업에 해당하는 커스텀 코드
(custom-coded) 작업으로 이뤄져, 스타 전문가의 능
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규모를 대폭 키울 수는 없다. 또
한 트렌드 05 - 머신 데이터 혁명: ML 능력 강화 에서 다
루게 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데이터 인프
라는 신속하고 지속적이고 간소화된 ML 모델 개발을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

시장조사업체 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결과 AI 및
ML 프로젝트의 28%가 실패했고, 그 이유는 전문성과
생산 준비 데이터, 통합된 개발 환경 등이 부족하기 때
문인 것으로 나타났다.3 실험 단계를 벗어나 프로덕션에
돌입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프로젝트는 47%에 달했다.4

미국 국세청(IRS) 내 연구 데이터베이스 부문장 제프
버틀러(Jeff Butler)는 조직들이 AI자원을 더욱 효율적
으로 사용하려면 사내 문화 규범, 조직 구조, 지배구
조 메커니즘 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전문가가 개발하고 배치하는 방
식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조직이 매우 많다. 스타
데이터 전문가 몇 명이 거장 취급을 받으며 개발 과정
에서 막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통상 모델 개

“AI와 ML은 비즈니스 방식을 탈바꿈할 수 있지만, 조
직이 AI를 지원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조직 구조와 문
화, 지배구조의 틀을 재편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IRS는 조직 전반으로 AI를 확장함으로써 모델 개
발과 관리 방식, 나아가 납세자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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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5
2년 전 발행한 테크트렌드의 AI로 강화된 조직(AIfueled organizations)장에서 AI와 ML을 모든 프로
세스와 시스템으로 통합하려면 기업이 이를 지속적이
고 확장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뤘다.6 이제
AI와 ML을 활용해 더욱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려
면 소수 능력자 위주의 수공업적 AI 시대는 자동화, 산
업화된 시대에 자리를 내줘야 한다. ML에 특화된 지
속적 통합/전달(CI/CD), 모델오퍼레이션(ModelOps),
ML 데브옵스(ML DevOps)등으로 알려진 ML옵스를
시작하라. 데브옵스를 응용한 이러한 방식과 도구들
이 산업화와 확장성 있는 ML을 통한 모델 개발과 배
치를 가능케 할 것이다.

ML옵스가 개발, 전개, 관리
를 최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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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브옵스를 통해 응용 개발, 배치, 관리 과정을 표

ML옵스는 자동화와 표준화 과정을 통해 실험과 신속

준화 및 자동화함으로써 상당수 IT팀이 소프트웨어를

한 결과를 뒷받침함으로써 기업들의 ML산업화를 지

출시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개발

원한다. 예를 들어, 머신이 사용할 데이터 구성이 개선

효율성과 제공 스케줄, 소프트웨어 품질 등이 극적으로

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새로운 테크닉과 방법론은 모

개선됐다. 이제 AI가 데브옵스 치료제를 맞아야 할 때가

델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학습하고 창출할 수 있는 방

왔다. ML옵스는 ML 모델의 전주기 프로세스를 가속

식을 수정 및 세부 조정하는 과정을 뜻하는 모델 튜닝

화하기 위해 ML 모델 개발과 운영을 결합 및 자동화한

(model tuning)을 수일 또는 수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

다. 실험 과정과 개발 파이프라인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다. 산업화, 제품화, 척도화된 최고의 프로세스를 확

모델 생산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강화함과

보하기 위해 각 팀은 머신 주도 의사결정의 중심인 데

동시에 생산 모델 모니터링과 관리 및 규제 요건 관리도

이터와 알고리즘, 모델을 창출·관리·보강하는 기존의

더욱 용이하게 한다. ML옵스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단계를 재검토하고 자동화할 수 있다.

4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7

데브옵스 방식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못지않게 운영
과정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이
다. 데브옵스와 마찬가지로 ML옵스도 모델 수립의 모
든 단계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자동화 파이프라인, 프로
세스, 도구를 특징으로 한다. 개발부터 테스트, 배치,
모니터링, 재훈련까지 물 흐르듯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ML옵스 각 팀 간 협업을 강화하고 개발 주기를 단축할

20년 전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현재와 비슷한 개

수 있다. 이에 따라 더욱 빠르고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발 및 운영 문제가 발생해 데브옵스의 탄생으로 이어졌

더욱 효율적인 모델 배치와 운영, 관리가 가능해진다.

ML옵스는 자동차와 표준
화 과정을 통해 실험과 신
속한 결과를 뒷받침함으
로써 기업들의 ML 산업
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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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프로덕션에 배치돼 추가 데이터를 얻기 시작하

의 부정확한 예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간 ML

면 그 성과를 계속 지켜보면서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

전문가들은 프로덕션에 배치된 모델을 모니터링하고

로 창출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프로덕션에서 모

이러한 모델을 척도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와 행

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파이프라인에 예상치 않았던 버

태가 나타나는지 관측한 후 재훈련이나 교체가 필요

그가 생길 수 있다. 모델을 훈련하고 입증하는 데 쓰이

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과 모니터링을 거

는 데이터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예측 정확성이 떨어질

치면 모델 드리프트는 줄어들고 더욱 유연하고 민감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델 드리프트(model drift)

개발과 배치가 가능해진다.

문제는 모델이 성과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예를 들어, COVID-19로 상당수 공급망이 붕괴된 이
유는 팬데믹 시작으로 빠르게 확산된 ‘뉴노멀’을 관측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 계획 모델이 주기적으로 업데
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렌드 03 - 공급망, 날개

를 달다 에서도 언급했듯이, 상당수 기업들의 공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었던 이유는 이들의 수요 계획 모
델이 하룻밤 만에 쓸모 없게 돼 버린 데이터와 가정(假
定)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ML옵스는 AI 모델과 진화하는 기업 및 고객 데이터 간
연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프로세스 표준화를 지원함으
로써 조직이 모델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모델 드리프트

모델 개발, 소수의 장인 시
스템에서 협력하는 팀워크
시스템으로
AI를 도입할 때 데브옵스의 원칙을 ML에 적용하면
모델 개발과 배치를 척도화할 수 있지만 반드시 중대
한 기술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딜로이트
서베이에 참여한 경영자의 68%는 본인이 속한 조직
의 기술 격차가 ‘보통~극심’이라고 답했고, 27%는 ‘중
대’하거나 ‘극심’하다고 답했다.8
통상 기업들은 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데이터 과학자와
애널리스트들에게 복잡한 ML 모델 개발 및 테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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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고 이렇게 얻은 모델로 곧장 프로덕션 과정을 진
행한다. 이 때문에 통계 분석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적
절한 ML 방법을 결정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프로토타
입을 구성하고 모델의 예측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많
은 경험을 갖춘 데이터 과학자들은 몸값이 매우 높다.
하지만 소수의 전문가에 의존하는 방식에는 제약이
있고, 특히 척도화와 재현과 관련 문제가 나타나기 쉽
다. 뛰어난 데이터 전문가 누구나 교육과 경험,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자신이 구축한 모델 개발 및 전개 작업
과정을 선호한다. 이처럼 이들만의 방식으로 추출된
데이터로 설계된 모델은 후에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덕션에 적용했을 때 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ML이 기업 전반으로 스며드는 만큼 더욱 척
도화되고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통해 리질리언스
(resilience)를 강화하고 프로덕션 병목현상을 줄이고
ML 프로젝트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직은 원활한 데이터 관리, 모델 배치, 배치 후 모니터
링과 관리 등을 위해 다양한 능력의 기술 및 ML전
문가 팀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개발 및 프
로덕션 팀들 간 매끄러운 소통을 위해 ML옵스 규정
이 필요하다. 데브옵스와 마찬가지로 ML옵스도 긴밀
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더욱 넓은 범위의 전문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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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준화 된 방식에 따라 더욱 효율적으로 협업하면
더욱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도구를 사용하는것도
도움이 된다. 자동화 ML(AutoML)은 데이터 과학자
들이 각기 다른 모델과 변수를 신속히 테스트할 수 있
도록 해 모델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도움으로 데이터 과학자
들은 자신의 창조물을 테스트 및 세부조정하고, 모델
을 프로덕션 세팅에 배치하고, 생산 모델을 관리하고,
보안과 거버넌스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구식 데이터 인
프라가 AI 및 ML 계획에 초래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데이터 엔지니어와 기술 전문가들은 ML옵스를
활용해 AI 팀의 초점을 모델 수립에서 운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들이 여전히 핵심 역할을 하는 데이터 과학
자들의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전체 작품의 수준을 한
층 끌어올려 주연 배우에게 오스카상을 쥐어 줄 수 있다.

ML옵스 데이터 사용 관련
새로운 문제를 해결한다
데브옵스와 ML옵스 간 상당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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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개발 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나타
나지 않았던 복잡한 데이터 관련 문제가 등장한다. 책
임 소재와 투명성, 규제와 준수, AI 윤리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ML 모델은 의료 진단, 대출 신청 승인, 형기
(刑期) 결정 등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결정에 핵심 역
할을 하는 예측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 때문에 ML
모델과 알고리즘은 이러한 결정이 어떻게, 그리고 왜
내려졌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 훈련 및
프로덕션 데이터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 문
제도 있다. ML 시스템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는 미국 의료정보보호
법(HIPAA), 글로벌 데이터 보안 표준 PCI, 유럽연합
(EU)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관련 규정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고 증폭시
키는 편견이 개입된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공공연
하면서도 암묵적 문제도 있다. 이 문제는 편견이 배제
된 데이터로 모델을 재훈련하는 것만 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개발자들 자체가 의도치 않게 자신의 편견이
포함된 알고리즘과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ML옵스는 책임 소재를 기본 요구 사항으로 하는 프로
그램 차원의 가드레일을 구축 및 강화함으로써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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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딜레마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강력
한 ML옵스 프레임워크가 구축된 후라면 개발 및 배
치 팀이 거버넌스와 규정 프로토콜, 개인정보 및 보안
규정을 지키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추적 표준을 도입하면 모든 모델의 설계와 이행에 투
명성과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ML옵
스 도구들은 데이터 사용 방식, 모델 배치 및 재측정
시간, 수정 담당자 및 이유 등을 자동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
고 증폭시키는 편견이
개입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연하면서도
암묵적인 또 다른 문제도
있다.
ML옵스 시스템이 없다면 외부 감사 시 적절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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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및 사용을 증명하기가 힘들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
다. 모델 개발과 배치를 표준화, 자동화하고 팀 간 협업
작업으로 만들면, 책임 소재는 전 과정을 거쳐 분산 및
공유된다. 각 단계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규정을 준수하면 더욱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AI를 창
출할 수 있다. ML의 블랙박스를 열어 보면 이해 당사
자들이 결정의 기반이 된 데이터와 논리를 더욱 쉽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을 보게 될
것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
AI 개발 능력의 척도를 수십 개 ML 모델에서 수백 개
혹은 수천 개 모델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은 데
브옵스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가져온 엔지니어링과 운
영 원칙의 이점을 똑같이 누릴 수 있다. ML옵스는 수
작업으로 진행되던 비효율적 진행 과정을 자동화해
모델 수립과 관리의 모든 단계를 간소화할 수 있다. 하
지만 조직은 AI 팀에 새로운 피를 불어넣어 고도의 전
문성을 지닌 데이터 과학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야한다. 이를 통해 팀의 초점을 모델 수립부터
운영까지 확장할 수 있다. ML옵스 및 프로세스로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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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처럼 확장된 AI 팀은 책임 소재와 투명성, 규제
와 준수, AI 윤리 등 머신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
터를 관리 및 조직할 때 수반되는 문제들을 더욱 잘
해결할 수 있다. 덤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데이터 과학
자들이 핵심 테크닉을 넘어 새로운 AI 기술을 실험 및
혁신하는 데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조직 차원
에서는 ML 계획을 척도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
변화에 직면해 조직의 리질리언스와 어질리티를 강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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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A, 차세대 AI 리서치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 활용을 늘
려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대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측 시나리오를 제
시한다. 실시간 날씨와 기후, 해양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대한 환경 위성과
관측 시스템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는 NOAA는 AI를 활용해 육지와 해양,
대기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상 예보를 개선하며 해양 포유류와 어류
개체 수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응용 사례에 도움을 준다.
NOAA는 AI와 ML 활용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면서 최근 조직 전체를 통
틀어 AI 개발 및 사용의 효율성과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
다. 과거 NOAA 과학자들은 개별적으로 AI 계획을 실행하고 ML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별 연구원들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AI를 활용하는 방
식에 대한 구상이 제각각이었다. 그 결과 여러 곳의 리서치 센터와 부서
로 이뤄진 조직이 각기 다른 단계의 AI 성숙도를 보이게 됐다. NOAA 산
하 국가 환경 위성·데이터·정보서비스부의 연구기관인 위성 응용 및 리
서치 센터의 시드-아흐마드 부카바라(Sid-Ahmed Boukabara) 전략 계
획담당 수석 과학자는 “진정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
해서는 조직 전체에 더욱 일관적이고 통합화된 AI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9 그는 “우리는 전사적으로 AI 개발과 활용의 효율성, 효과, 조율
방식을 개선해 NOAA의 모든 임무에 AI 응용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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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A는 5개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력하는 과감한 전략을 수립했
다.10 우선 가상 AI 센터를 설립해, 계선조직의 각 부문이 적절한 시점에
최상의 규칙을 공유하고 노력을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NOAA의 AI 센터는 최근 대통령 예산안에 포함돼 현재 의회 논의 중이
다. 계선조직의 각 부문과 부서 및 센터별로 AI 성숙도가 다르기는 하지
만, AI 센터는 과학자와 연구원들이 AI 프로젝트 구상을 현실화하는 과정
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고 있다. 우선 AI 센터는 기상 예보
등 특정 분야에 관련된 소규모 시범 사업의 활용을 확대해 대규모 사업
의 개념 증명(PoC) 사례로 남길 계획이다. 또한 NOAA 임무 달성을 위
한 AI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 및 확대하는 노력도 펼칠
예정이다.11
파트너십과 AI 리서치 조율 외에도 AI 센터는 NOAA의 데이터를 AI 접
목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기관 구성원과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어, ML 알고리즘 개발과 AI 라벨링, 응용 개발, 정보 교환, AI의 일반 인
식 개선, 인력 훈련 등을 지원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AI 센터의 기술
전문가들은 계선조직의 각 부문에 파견돼 연구원들에게 노하우와 도
구, 구상을 실행시킬 수 있는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카바라 수
석 과학자는 “과학자들의 창의성을 억누르는 대신 그들이 자원을 보존
하면서 필요 시 AI 사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어 “전사적으로 지식을 상호 보강하면서 과학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
되면 최신 ML 테크닉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계선조직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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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모간스텐리, 금융서비스를
위한 수천 개 모델의
척도를 마련하다
금융서비스 기업 모간스탠리(Morgan Stanley)는 AI
와 ML 기술을 활용해 사기 감지 및 예방, 판매 및 마
케팅 자동화, 맞춤형 자산관리 등을 위한 정확한 모
델을 구축해 인간의 사고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수십 년
에 걸쳐 축적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AI 사용이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간스탠리는
AI와 ML을 척도화할 ML옵스(MLOps) 원칙을 활용
하고 있다.12
모간스탠리 자산관리기술부의 애널리틱스 및 ML 책임
자인 샤일레쉬 가반카르(Shailesh Gavankar)는 “수
백 개, 수천 개의 모델을 척도화할 능력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과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협업이나 데이터
공유 능력 없이 ‘자기만의 섬’에서 일하는 한 모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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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모간스탠리는 공동 플랫폼을 사용해 데이터를 관
리하고 ML 모델을 개발, 배치,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
델을 수립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프로덕션 시스템에
사용되는 데이터 복사본을 담은 중심 데이터 레이크
(data lake)에 접근할 수 있는 샌드박스를 만들었다.
이러한 테크닉을 통해 모델의 개발부터 생산이 더욱
용이해진다.
개발 환경에서 데이터 과학자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실시간으로 동일한 표준화 데이
터에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협업하는 방식으로
ML 모델을 탐구, 구상, 수립, 테스트, 출시할 수 있다.
첨단 테크닉은 개인 식별 정보를 가릴 수 있어 팀은 민
감한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도 인사이트를 창출할 수
있다. 가반카르 책임자는 “우리 AI 시스템은 데이터 정
확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프로세스가 형성된
다”며 “최고의 표준을 훈련 시스템에 응용함으로써 데
이터 규정과 규제 사항에 부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델 거버넌스와 투명성, 책임 소재 등을 제대로 관리하
기 위해 인하우스 모델 리스크 관리팀도 구축됐다. 관
리팀은 트레이딩 모델을 사용한 다년간의 경험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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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모델이 프로덕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리스크를
측정하고 품질을 검증하는 책임을 맡는다. 관리팀은 모
델의 정확성을 측정하고 편견이나 여타 의도치 않았
던 결과의 원인을 파악한다. 또한 데이터 흐름을 검토
함과 동시에 프로덕션을 모니터링하면서 모델 드리프
트가 발생할 경우 개입하는 책임도 맡는다. AI 실행이
진화하면서 모간스탠리 자산관리기술부는 모델 리스
크 관리 프로세스를 한층 자동화하고 샌드박스와 프
로덕션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출시 속도를 지
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가반카
르 책임자는 “ML옵스 도구와 프로세스를 통해 모델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프
로덕션 단계의 모델 숫자를 계속 늘리고 AI 능력 활용
을 한층 늘려 조직이 더욱 훌륭한 경영 의사결정을 내
리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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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섬, 모델 개발과 전개를 위
한 원스톱 샵
AI와 ML로 헬스케어 부문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가
운데, 임상 및 고객 대면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있어
업계 선두인 의료보험회사 앤섬(Anthem)은 핵심 후
방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구상하고 재편하기 위해 AI
활용을 늘리고 있다. 약 2년 전 앤섬은 보험 청구 관
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AI 기반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
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경영진은 모델 개발과 배치를
전사적으로 통합할 플랫폼을 만들었다.
앤섬은 보험 청구 데이터에서 패턴을 파악하고 프로
세스를 가속화할 예측을 제시하고 오류를 파악해 수
정하는 ML 모델을 몇 가지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
러한 모델이 성공적 결과를 가져오자 경영진은 척도
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하르샤 아콧(Harsha Arcot) 기업 데이터 과학 선임 국장은 “모델들이 기업 가
치를 창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ML을 보다 효율적
으로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필요성을 깨
닫게 됐다”고 말했다.13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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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조직의 생태계 전반에서 모든 AI과 ML 솔루션을
위한 단일 인터페이스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앤섬은 통합 개발 환경과 더불어 개발자와 데이터 과
학자들이 훈련 데이터를 준비 및 저장하고, 사용이 용
이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델을 수립 및 검증하고, 이
들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는 원스톱 샵의
역할을 해줄 E2E(end-to-end)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한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모델은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이 가능하고 별도의 플랫폼이 프로덕션에 돌입한
모델의 성능을 모니터링한다.

음부터 모델을 만들어야 했던 플랫폼보다 훨씬 효율
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동시에 앤섬은 7개 시스템으로부터 얻은 데이터
를 하나의 저장고에 통합하는 계획에도 착수했다. 이
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이러한 플랫폼 덕분에 모델
을 수립, 훈련, 운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찾는 프로세스
의 효율성이 훨씬 개선됐다.

아콧 국장은 이 플랫폼이 모델 배치 속도를 대폭 끌어
올렸다고 전했다. 그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전에는 매
우 단순한 모델을 배치하는 것만 해도 약 6개월이 걸
렸으나, 이제 더욱 복잡한 모델도 그 절반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
록 모델을 복사할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한다. 예를 들
어, 파이프라인이 이미 상업용 용도로 레거시 보험 청
구 시스템에 구축돼 있다면, 이는 손쉽게 고객용 시스
템에 배치될 수 있다. 아콧 국장은 “각각의 용도별로 처

앤섬의 데이터 과학자들은 이 플랫폼을 사용해 몇 개
의 모델을 개발했다. 그 중에는 사전 승인 보험청구 프
로세스를 신속 처리하고 중복 청구를 자동 거부하고
특정 의료 절차가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
하는 모델도 포함돼 있다. 이전 같으면 청구 검사관이
나 임상의가 직접 모든 청구 사례를 검토하고 처리하
던 일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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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mi Sivasubraman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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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웹서비스(AWS)머신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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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 기본에 대한 이해로 무장한 기업 이
해 당사자들은 ML 계획을 위한 강력한
비즈니스 사례를 개발함에 있어 공동의 역
할을 하고 고객과 비즈니스에 유의미한
ML 주도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우리는 머신러닝(ML)의 황금기에 접어들고 있다. 모든 고객층에 걸쳐 도입 사례
가 늘어나고 있다. 한때 주변 장치로 여겨지던 ML 테크놀로지가 이제 전 세계
상당수 기업 전략의 핵심 부분이 되고 있다. 헬스케어부터 농업까지, 핀테크부터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까지 ML은 많은 산업분야에 강력한 가능성을 약속한다.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파워와 저장 능력, 사용하기 쉬운 인공지능(AI) 도구 세트
등이 폭넓게 확산되며 AI와 ML의 일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
업들이 ML 모델의 척도화를 시작하고 ML을 전략의 필수 부분으로 만들기 전,
우선 AI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ML 실행을 각각의 부서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데
이터 전략의 질서를 잡고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고 모델 생산을 간소화해야 한
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 격차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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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ML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전 세계적 AI 인
력 부족이라는 문제와 싸우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
다. 비즈니스의 각 부분에 걸쳐 엔지니어링부터 제품
팀까지 모든 인력은 AI와 ML의 개념과 도구를 폭넓게
이해해 관련 비즈니스 기회를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
이 고객과 여타 핵심 이해당사자들에게 가져다줄 잠재
력을 이해해야 한다. 아마존의 경우 2014년 ML 대학
을 설립해 이러한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14 ML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이 대학에서
AI 전문가들은 능력을 더욱 키울 수 있고, 제품 관리
자와 프로그램 관리자 등 초보자들에게는 AI과 ML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AI 펀더멘털에 대한 이해로 무장한 기업 이해 당사자들
은 ML 계획을 위한 강력한 비즈니스 사례를 개발함에
있어 공동의 역할을 하고 고객과 비즈니스에 유의미한
ML 주도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데이터 과학자들과
비즈니스 이해당사자들이 AI를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협력할 때 비즈니스를 위한 의
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 협력하지 않으면 AI 팀은 훌
륭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놓고도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고객에게 실질적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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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펀더멘털에 대한 이해로
무장한 기업 이해 당사자들
은 ML 계획을 위한 강력한
비즈니스 사례를 개발함에
있어 공동의 역할을 하고 고
객과 비즈니스에 유의미한
ML 주도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ML을 도입할 때 데이터가 가장 큰 과제로 거론되는 경
우가 많다. 우리의 경우 ML 모델을 구축하는 데 들이
는 시간의 절반 이상이 데이터 정리와 전(前)처리에 소
요된다. 강력한 데이터 전략을 구축하는 데 투자하지
않으면 ML 인력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대신
데이터 정리와 관리에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한다. 데
이터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상당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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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부서들이 사일로(silo)에 데이터를 잔뜩 저장해 놓
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
만 훌륭한 데이터 거버넌스가 있으면 비즈니스 파트
너들에게 데이터가 적절히 사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더욱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강력한 모델 거버넌스 메커
니즘과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갖추면, 모델이 프로덕션
단계에 돌입하는 즉시 AI를 도입하는 이들이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화 모니터링 도구들은 모델이 변
화하는 방식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모델을 재훈
련, 재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인간 개발자들에게 경고
를 보낸다.
또한 데이터 관리와 저장을 위한 견고한 전략은 데이
터 과학자들의 능력과 시간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
다. 시간을 잡아먹는 데이터 관리 업무를 자동화하면
이러한 전문가들이 알고리즘 개발과 모델 수립 등 자
신 있는 업무에 자유롭게 전념할 수 있다. 자동화 데
이터 관리는 데이터 분류와 액세스 통제 과정을 단순
화함으로써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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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업들이 ML 실행을 척도화하면서 개발
자들이 ML 인프라 개발에 대해 우려하는 대신 기업
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
요하다. 모델 프로덕션을 간소화함으로써 조직은 인력
과 여타 자원을 더욱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모델 개발, 배치, 관리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처럼 차별화되지 않는 과중한 업무는 핵심 비즈니
스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을 만
드는 등 가치를 창출하는 임무로부터 인력을 이탈시킨
다. 상당수 기업들은 아마존의 ‘세이지메이커(SageMaker)’와 같은 기존의 플랫폼과 도구를 사용하면 더
욱 효율적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델 프
로덕션을 가속화 및 단순화해 인력을 중요한 의사결
정 과정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조직들은 콜센터 통화 기록을 위해 자동화 음
성 인식 모델을 구축하는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 대
신 아마존의 ‘트랜스크라이브(Transcribe)’와 같은 클
라우드 A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혹은 ‘아마존 커넥트를 위한 콘택트렌즈(Contact Lens for Amazon Connect)’와 같은 풀 패키지 AI 제
품으로 콜센터를 현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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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ML의 도입을 방해하는 이러한 장애물을 제
거하면 조직 전반에 산업화 및 척도화된 AI를 도입해
ML을 더욱 효과적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융합하
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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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관점
전략

재무

리스크

각 산업 분야마다 머신러닝(ML) 도입이 확산되
면서 최고경영자(CEO)들, 특히 저성장 부문 기
업 CEO들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비용을 줄이는 데 ML
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CEO들은 수익 증대를 위한
인공지능(AI)/ML 도입 구상에 대해 최고정보책임자(CIO)나
정보기술(IT)팀과 논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당순이익을

조직이 훌륭한 결정을 더욱 빠르게 내리고 수
요 예측을 위한 더욱 개선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이 늘어나면서, 조직에 척도화된 ML이 필요하
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재무 책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테크놀로지의 속도와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 것이
라는 가정 하에 미래에 머신 기반의 결정을 내리려면 오늘

ML을 배치하면 조직을 위한 핵심 결정을 내
릴 알고리즘을 신속하게 척도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머
신과 ML 모델의 결과에도 특정 편견이 존재한다는 사실
에 대해 언론과 대중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16 최고 리

10포인트 늘리고 싶다면 CEO들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한
후 어떠한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 파악하고 어떠한 투자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데 시간을 들인다. 조직이 AI/ML 인력을
채용한 후 리더들은 새로 꾸려진 팀에 테크놀로지가 사람의
의사 결정을 보강해주는 방식과 시기에 대해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날 척도화 할 수 없는 인간의 결정이 일정 부분 희생될 것
이다. 실제로 딜로이트의 ‘AI 현황’ 서베이에 참여한 경영자
의 67%는 대차대조표 작성 및 더욱 정확한 발생회계 등 보
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이미 ML을 활용하고 있다.15
이러한 변화에 조직을 준비시키기 위해 최고재무책임자
(CFO)들은 더욱 전문적인 기술 지식을 갖추거나 재무계획
및 분석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데이터 책임자를 지원하거
나 직접 업무를 맡을 수도 있지만 애널리스트와 주주들에게
주기적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머신 기반의 인
사이트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스크책임자(CRO)들은 정보 및 개발 책임자, 여타 IT 책임
자들과 협력해 잠재적 브랜드 리스크를 예측하고 제 2의
설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은 AI와 ML 알고리
즘으로 분명한 목적을 지닌 선택을 내려 조직에 대한 대
중의 신뢰를 유지할 뿐 아니라 AI/ML을 위한 리스크 관
리 프로토콜을 경쟁력 있는 차별성으로 내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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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질문

준비됐는가?

1
2
3

지금 당장 혹은 2년 내 AI 목표를 달성
하는 데 필요한 기술 환경과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모델 출시 시간을 개선하고 프로덕션 단
계에서 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
엇인가?

모델의 거버넌스와 책임 소재,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개
발자와 데이터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 어
떠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민감한
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
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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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료
Thriving in the era of pervasive AI
See AI 도입이 확산되기에 앞서 기업들의 관
리 방법과 앞서 나가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AI & cognitive technologies
collection
Learn 인지기술이 수작업과 의사결정을 증
강시키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Leverage MLOps to scale AI/ML
to the enterprise
Listen ML옵스가 AI/ML 모델을 기업 프
로세스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팟캐스트
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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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데이터 혁명: ML 능력 강화
데이터 수집과 저장
레거시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치 있는 비
정형 데이터 및 비전통적 데이터를 찾아내, 머신러
닝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기반 오퍼링에 저장한다.

데이터 발굴과 연결
인지 데이터 스튜어드(cognitive data steward)
기술을 사용하여 통찰력을 이끌어내고 서로 다른
데이터 간 연결 고리를 발견한다.

머신러닝 기능 개발
에지 컴퓨팅과 5G를 사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기
능을 향상시키고 지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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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5

머신 데이터 혁명: ML 능력 강화
머신러닝 시대를 위한 데이터 관리 가치 사슬을 파괴적으로 혁신한다

머

신러닝(ML)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경
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의사 결정을 대신할

한 모델링을 지원하는 차세대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것이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고데이터책임자

(CDO), 최고정보책임자(CIO), 데이터 과학자들은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시대에는 인
간의 활용만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기존의 방
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고 있다. 이처
럼 미래 지향적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이 나아갈 길은 한 방향뿐이다. 기업들은 성공적인 ML
전략을 위해 데이터 관리 가치 사슬의 모든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
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재설계함으로써 이러
한 과제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
환으로 고급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정형화 역량, 무작
위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애널리틱스, 복잡

일부 기업은 이미 대규모 AI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러한 트렌드를 수용하고 있다. ‘기업 내 AI 현황에 관
한 딜로이트 제3차 연례 설문조사(Deloitte’s third
annual State of AI in the Enterprise)’ 에서 응답
자들은 AI로 경쟁우위를 향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AI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의 현대화’를 꼽았다.1
디지털 기반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기업이 이러한
트렌드에 동참하려면 부담이 크다. 구식 데이터 모델
과 처리 역량에서 탈피한 디지털 기반의 일부 경쟁사
들은 이미 보다 다양한 데이터로 빠르게 수익을 내고
있다.2 중요한 것은 레거시 시스템과 데이터 모델에서
종종 발생하는 지연 시간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인내

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클릭과 응답 사이
의 최적의 지연 시간은 50밀리초 미만이다. 그 이상
이 걸리면 사용자들은 인내심을 잃고 스스로 의사 결
정을 내려 버린다.3

인간, 머신, 데이터
‘머신 데이터 혁명’ 트렌드에 합류하는 기업은 앞으로
몇 개월간 ML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관
리 가치 사슬을 재설계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데이
터 관리 분야에서 이는 뚜렷한 경로 변경의 신호이다.
기업들은 인간이 직감과 감정보다는 통계적 사실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한 가지 목
표를 위해 수십 년간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해왔다.
인간은 보통 축적된 데이터를 볼 때 두세 가지 주요
특징으로 파악해 버린다. 더 복잡한 데이터에 직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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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시된 정보를 처리하고 유
용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때문
에 인간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깔끔한 표와 정확한
표시 및 설명으로 데이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면
기계는 여러 요인을 동시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
다. ML 모델은 대량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에서 낮
은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고, 24시간
내내 일하며 실시간으로 똑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원시 데이터(raw data)4 정리나 개인 맞춤형 상품 추
천 등 인간의 의사 결정을 정량화할 수 없는 분야에서
ML은 ‘어느 정도 괜찮은’ 의사 결정을 내리는 역할만
으로도 충분하다. 완벽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소매 업체는 실시간으로 수천 명의 온라인
쇼핑객에게 대중적인 취향의 상품 종류를 동시에 추
천해줄 수 있는 역량만 갖춰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ML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상품들은 각 고객의 고유한
취향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순
간에 판매를 촉진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닌 기계가 내리는 이러한 ‘어느 정도 괜찮은’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은 전사적 측면에서 의사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며, 결과적으로 완벽도가
가장 떨어지는 의사 결정이라 할지라도 가치를 창출할

9

머신 데이터 혁명: ML 능력 강화

부록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의사 결정 또는 정량
화할 수 없는 인간의 의사 결정을 기계의 의사 결정으
로 대체하는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일에서는
‘무어의 법칙’이 약속하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시간
이 지남에 따라 ML 의사 결정의 속도와 역량이 비약
적으로 향상돼 미래에는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내리
는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비용이 들
것이다. 접근 방식은 산업, 시장, 조직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트렌드에 합류하는 많은 기업은 다음
의 영역을 재설계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
다.

데이터 수집과 저장
기업들은 잠재적인 가치가 있으나 아직 손을 대지 않
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는 데이터베이스, 파일, 시스템에 있는 오래된 엔터프
라이즈 데이터 등이며, 일부는 기계나 모바일 기기에서
생성된 최근 데이터일 수 있다. 또 어떤 데이터는 비디
오 또는 오디오 녹음으로 생성된 비정형 텍스트 또는
비전통적 데이터일 것이다. 이런 데이터는 십중팔구 지
금까지는 비용 효율적 방식으로 수집하고 활용하기에
너무 어렵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저장소에 그대로

81

잠들어 있다.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저장돼 있는
방대한 원시정보 중 어떤 데이터가 미래 예측에 도움
이 될지 혹은 앞으로 결정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모든 데이터를 수
집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업들은 언젠가
적절한 도구와 방식을 사용하면 활용할 수 있는 데이
터를 지금 버리고 있을 수도 있다. 한 전력 회사의 예를
들어보자. 전력이나 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 통상 고장이 발생할 때만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건 사고가 없는 매
일매일의 운영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정상적인 상황’
이 무엇인지 알아야 고장 등 이례적인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귀사의 웹사이트 방문자들에게도 적용된
다. 귀사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웹사이트 데이터를 모
두 가지고 있는가? 데이터 품질이 더 이상 예전만큼 중
요하지 않은 현재, 어떻게 데이터 처리 방식을 변경하여
데이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데이터를 저장할 때 기업들은 점차 데이터를 표와 행
과 열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많은 기업이 ML 알고리즘과 첨단 애널리틱스
툴에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IoT와 소셜 미디어, AI로
부터 수집한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다음에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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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다양한 현대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cloud data warehouse). 퍼블릭 클라우드(public cloud, 공개
형) 제공업체 중에서 서비스형 클라우드 기반 데
이터 웨어하우스를 제공하는 대형 및 신규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기
업 내 서로 다른 출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축적해
사용자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정보처리 및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승인 기반의 중앙집중적
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곳에 데이터를 저장할 필
요가 없으며,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 정렬
및 저장 능력 외에도 데이터 조회(querying)를 위
한 검색 엔진 툴과 애널리틱스 기능을 제공한다.5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 편의성, 필요시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기능, 첨단 데이터처리 및 분
석 툴 등의 강점을 지닌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
우스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컨
설팅 회사 프레시언트&스트래티직인텔리전스(Prescient &Strategic Intelligence)는 203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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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as-aservice)시장 규모가 238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 특성 저장소(Feature stores). 가까운 미래에는
기업이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데이터 모델을 독립
적으로, 또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이
다. 각각의 모델은 각기 다른 기능을 사용할 것이
다. 예를 들어, 어떤 모델은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한편 다른 모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와 처리 능력에 대한 요구가 매우 상이하다.
모든 모델에 균일하게 실시간 연산 기능을 적용하
는 것은 능력의 낭비다. 마찬가지로 어떤 모델들은
서로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반면, 특정 모델에만
독점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처
럼 데이터 모델들 간 상충되는 수요를 모두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특성 저장소는 연산 용량을 할
당하고 특성을 공유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규
모에 맞게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의
사 결정 비용을 절감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게다가 특성 저장소는 AI를 활용함으로써 모
델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유형을 기반으로 특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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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7
• 시계열 데이터베이스(Time series databases).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인기는 지난 2년
간 상당히 높아졌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
가 있다.8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이를 업데이
트로 기록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database)와 달리,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
터 세트에 삽입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변경사항을
추적 및 기록할 뿐 아니라, 변경 사항이 발생한 특
정 시간까지 추적하고 기록한다. IoT와 모니터링 기
술을 통해 수집되는 시계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거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분석 모
두 특정 시점에 데이터값을 조회하고 이를 지속
적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능력
에 좌우된다.9
• 그래프 데이터베이스(Graph databases). 고도
로 상호 연결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대한으로 사
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데이터를 표로 정
리하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경
우,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관계가 제한적

1

2

3

4

5

6

7

8

이다. 그러나 데이터가 급증하고 비정형화 될수록,
상관관계와 상호 연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기존 데이터베이스 모델로는 관리할 수도 검색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 근본적으로 그래프 데이터
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할 뿐 아니라 각 데이터 포
인트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 또한 저장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됐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데이터 간의 복잡한 상관관계에 대한 조회가 빠르
고 효율적이며 더 정확해질 수 있다.
저장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대량의 데이
터를 총합하고 구성하는 데 과거처럼 어마어마한 비용
이 들지 않게 됐다.11 또한 자가 회복이 가능하며 내결
함성(fault-tolerant)을 갖춘 데이터 아키텍처는 일반
적으로 유지 보수에 손이 덜 가는 만큼, 관리비와 수
리비 또한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장 용량을 늘려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이 비용을 훨씬 능가할 수
있다. ML과 첨단 애널리틱스는 수많은 요인들을 고려
해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데이터 저장과 모델링 기법으로는 거의 불
가능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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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저장할 때 기업
들은 점차 데이터를 표와
행과 열로 깔끔하게 정리
하는 데에는 노력을 기울
이지 않는다.
데이터 발굴과 연결
수집하는 데이터가 늘어나면 다양한 기기, 채널, 지역
에서 생성된 단편적인 데이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
다. 단편적인 데이터를 연결해 개별적 상황에 걸맞은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시장의 미충족 수요 또는
내부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크 데이터(dark data)와 비전통적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 자원의 가치를 100% 활
용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특히
수백 개의 레거시 시스템과 전 세계 곳곳에 저장된 중
복 데이터, 일관성 없는 네이밍(naming) 관행 등을 떠
안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더욱 어려운 일이다.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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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적인 데이터 기반 구축에 착수할 때 이중과
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가장 훌륭한 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정을 내리려면 명백한 데이터뿐 아니라 명백하
지 않은 데이터도 분석해야 한다.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데이터까지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알고있던
데이터와 알려지지 않았던 데이터를 모두 수집한 후에
는 구성과 데이터 포인트의 표기가 비일관적인 산발
적 데이터를 유의미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무
엇인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발굴하고 서로 연결
하는 일은 만만치 않으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그
러나 이 과제를 회피하여 기업이 잠재적 가치 창출의
기회를 놓친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

가장 훌륭한 데이터 중심
의 의사 결정을 내리려면
명백한 데이터뿐 아니라
명백하지 않은 데이터도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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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제는 ML 기반의 인지 데이터 스튜어드(cognitive data steward)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발굴하고
데이터의 통찰력과 연관성을 밝히는 프로세스를 가속
화할 수 있게 됐다.12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러
한 트렌드가 탄력을 받게 됨에 따라, 데이터 스튜어드
기술의 활용이 거래 시스템과 공급망 생태계, 스마트
팩토리 환경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애널리틱스, 시맨틱 모델(semantic model), 인지
기술 등을 활용하면, 수작업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관리 활동을 자동화할 수 있어, 데
이터 과학자들은 첨단 애널리틱스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머신러닝의 핵심 비법을 십
분 활용하라

• 데이터 시스템의 기초 코드 간 유사성을 파악하면
데이터 과학자들은 다수의 데이터 모델에 맞춤형
데이터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인지 데이터 스튜어드 기술은 기준정보
(master data) 처리를 자동화하는 ML능력을 활
용함으로써 사용자가 데이터의 상호관계를 시각
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데이터 준비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데이터 관리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
데이터 스튜어드 기술은 가까운 미래에 수집, 분류,관
리, 발굴 기능을 가지고 지원하는 새로운 툴과 함께 발

방대한 양의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ML 기반 데이터 의사 결정의 핵심 비법이
다. 빅데이터 시스템이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여 ML
및 애널리틱스 플랫폼에 공급하고 사용자에게 통찰력
을 제공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업의 데이터 투자에
따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중앙부나 클라우드로 먼저 전송
하는 대신, 데이터의 네트워크 진입 시점에 결정을 내
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데이터 시스템 내 지연을 줄이는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에
지 컴퓨팅은 컴퓨팅 및 처리 능력을 중앙부로부터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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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네트워크의 ‘가장자리(edge)’ 또는 주변부에 배
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엔터프라이즈/클라우드 기
반 데이터센터를 대체하지는 않으나,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분석 및 결정 등의 처리 작업을 보다 고르게 분
배할 수 있도록 한다. 주변부에서 운영되는 기기는 클
라우드나 데이터센터로 원시 데이터를 다시 보내기 보
다는 독립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이미 정제된 데이터
만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사실상 국소적으로 저장, 처
리, 분석, 대응을 한다. 에지 컴퓨팅은 많은 양의 최신
데이터에 끊김 없이 실시간으로 접근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ML 알고리즘을 활용할 때 특히 유용할 수 있다.13
고도의 연결성(connectivity) 또한 데이터의 첫 번째
진입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의사 결정할 때 중요한 역
할을 한다. 4세대(4G)/LTE와 와이파이 등 현세대의 인
터넷 연결도 에지 컴퓨팅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 요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대역폭, 지연 시간, 그리고 효
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기 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제한적이다. 5세대(5G) 통신은 보다 빠른 속도와 초저
지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역폭 용량을 확장하
여 평방킬로미터당 더 많은 기기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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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으로 가는 길
트렌드 04 – ML옵스: 산업화된 인공지능 에서 살펴봤
듯이, 모든 산업에 걸쳐 ML 이니셔티브는 가속도가
붙고 있다. 실제로 ML 기술 시장은 현재 연간 4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가치가 2022년까지 8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15 그러나 2002년도에
첨단을 달렸지만 이제는 구식이 돼 버린 데이터 인프
라와 프로세스를 보유한 기업에서는 ML 알고리즘과
플랫폼이 투자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할 것이다.
귀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데
이터 전략을 어떻게 재설계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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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데이터 민주주의 모험

내 사기 행위를 방지했으며, 기술자들의 방문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AT&T는 144년 전 설립된 이래로 트랜지스터, 통신위성, 태양 전지와 같
은 역사적인 시장 파괴적 혁신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수차례 재
탄생에 성공했다.16 오늘날 기술, 미디어, 통신 분야에서 세계적 대기업
으로 자리 잡은 AT&T는 이제 머신러닝(ML) 활용의 선도자로서 또다시
스스로를 혁신하고 있다. AT&T는 사물 인터넷(IoT), 엔터테인먼트, 고객
관리 등과 같은 영역에 ML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17

AT&T는 2013년 데이터 레이크(data lake)에 방대한 양의 고객 및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데이터 전환의 여정을 시작했다. 2017년 AT&T
는 급격히 증대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초자동화, 인공지능(AI), ML’에
활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고데이터전담실을 만들었다.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었다. 먼저, AT&T만큼
이나 큰 대기업에서는 레거시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잠들어 있지만
잠재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데이터 전문가가 이러한 데이터를 마침내 찾아내더라도, 데이터가 일
관성 없이 분류되어 있는 데다 맥락이나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어 데
이터를 이해하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데이터 시
스템은 지연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는
다면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한 ML 모델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힘들었다.

또한 데이터를 찾고 구성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재구성하고자 ML을 활
용하고 있다. AT&T 최고데이터전담실(Chief Data Office)의 데이터
플랫폼 담당 부사장인 케이트 홉킨스(Kate Hopkins)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는 데이터 과학자가 보다 정교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데이터 정제와 집계 작업 중 일부를 자동화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18 또한 AT&T는 개인 정보 보호, 보안, 데이터 사용 정
책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민주화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여, 자격을 갖춘 임직원 모두가 데이터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
기를 원했다. 홉킨스 부사장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은 이미 결실을 맺고
있다. 새로운 도구들로 인해 ML 모델의 원형을 만들어 전면 생산해 출
시하기까지 시간이 짧아졌다. 이러한 모델들은 극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고객을 귀찮게 하는 65억 건의 자동녹음전화를 차단했고, AT&T 매장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데이터전담실은 ‘Amp’라는 플랫폼
을 개발했다. Amp는 테크놀로지 문화 및 데이터 공유, 데이터 재사용
가능성, 데이터 확장성을 실현한다. 기술 담당 이사이자 Amp 프로젝트
매니저인 파리 판디야(Pari Pandya)에 의하면 몇 년 전 자동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내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마이크로서비스 통합,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챗봇, 디자인 등)로 시작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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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이제는 여러 시스템과 사용자들을 위한 강력한
데이터 출처로 발전했다. 데이터는 여러 시스템과 프
로세스를 거치면서 의미가 시시각각 바뀐다. Amp는
레거시 시스템 데이터를 찾아낼 뿐 아니라 메타데이
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
용자가 데이터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계보를 제
공한다. 판디야 이사는 “Amp는 유의미한 데이터뿐 아
니라 분석 및 시각화 도구를 제공해 비즈니스팀들과
전략가, 제품 개발자들이 보다 첨단 방식으로 데이터
를 활용하고 데이터 커뮤니티를 통해 통찰력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정보 플랫폼 역할을 한다”
고 말했다.19

홉킨스 부사장은 AT&T의 데이터 전환 여정이 또 다
른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개별 사
업부들은 데이터 과학에 대한 지식이 훨씬 풍부해졌으
며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고
정교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민주화
하고 프로세스를 전사적으로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면 그에 따른 엄청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T&T는 일부 데이터와 도
구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고자 다년간 노력하고 있
다. AT&T는 데이터 및 IP 보안을 위해 사이버팀과 긴밀
히 협력하면서, 필요에 따라 컴퓨팅 성능을 늘리기 위
해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다. 클라우드는 ML뿐 아니
라 기업 이해관계자와 고객들도 요구하는 실시간 데이
터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클라우드를 통해
주문형 컴퓨팅에 무제한으로 접근하고 비즈니스에 바
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가용해짐에 따라 데이터
전환의 여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100년 역사의 소매 기업이 매우 구체적인
용도로 설계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효
율적이고 정확하게 뽑아내 애플리케이션의 원래 의도
를 넘어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로블로, 데이터 IT가 함께 이
끌어가는 디지털 전환

캐나다의 식품 및 약국 분야의 주요 소매 기업인 로블
로(Loblaw)의 데이터 및 분석 담당 최고책임자(chief
data and analytics officer)인 폴 발류 (Paul Ballew)
는 “레거시 기업들은 모두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다. 측
정, 반복,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당신의 비즈니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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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 전반에 걸친 데이터 자산을 통합해야 한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20
매장 수가 2,400곳에 달하고 광범위한 e-커머스 입지
를 유지하고 있는 로블로와 같은 성공적인 소매 기업
에서 데이터를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만만
치 않은 일이다. 발류 최고책임자는 “우리는 디지털 네
이티브 기업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
하려는 레거시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로블로가 디지
털의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 데이터는 특별한 기회를
제시한다. 그리고 특별한 기회를 잡으려면 특별한 접근
법이 필요하다. 로블로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닌 다른
많은 레거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저장, 큐레
이션, 품질과 같은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 우선순위에
서 벗어나,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디지털 솔루션이 항
시 운영을 주도하는 새롭고 복잡한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발류 최고책임자는 “색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수플레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재료를 다른 방
식으로 구해서 섞은 다음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새
로운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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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대부분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얻
은 데이터 자산을 다양하고 복잡한 사용 사례에 거

발류 최고책임자는 “3단 접근법을 조직화한 후에는 강
력하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해
애널리틱스 솔루션, 수집 주기, 모니터링을 관리해야 한
다”고 말했다. 이어 로블로는 식료품 판매에서부터 약
국 및 의료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민감성, 개인정보 보호 문제, 법
적 준수 등의 측면에 있어서 차등제를 두고 있다고 말
했다. 견고한 데이터 거버넌스는 민감한 정보를 보호
하고 편견과 기타 요인에 대한 모델의 민감도를 결정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발류 최고책임자는 “고객에게

의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이터 관
리 및 디지털 기능

투명한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 데이
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블로는 디지털 미래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
하였고, 이에 따라 IT와 협력하여 디지털 혁신을 주도
하며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별도의 데이터 조직을 만들
었다.
기술적 측면에서 로블로는 아래와 같이 3단 접근법을
도입했다.

• 애널리틱스 및 개발. 데이터 자산을 새롭게 활용하
고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얻어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작업 흐름의 효
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ML 및 첨단
애널리틱스 기술
• 솔루션 제공. 프로세스와 애플리케이션에 의사 결
정과 통찰력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도구를 제공
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데이터가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함
에 따라 로블로의 데이터 팀과 IT 팀의 역할도 재정립
됐다. 발류 최고책임자는 “우리가 데이터와 디지털에
대해 하는 일을 통해 우리 기업은 누구와 논의해야 하
는지, 마케팅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공장을 어
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고객들과 어떻게 관계를 쌓아
야 하는지 등에 대해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
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데이터 측면에
서 우리는 기업과 경영진이 포괄적 접근 방식을 취함
에 따른 ‘가능성의 기술(the art of the possible)’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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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긍정적 결과를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으로 유익했으며, 우리 전체 생
태계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발류 최고책임자는 다른 기업에서 유사한 변화를 이끄
는 이들에게 “이해받고자 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
하라”고 조언했다.

ABN 암로, 분산형 데이터
아키텍처에 의지하기
네덜란드의 글로벌 금융 그룹 ABN 암로(ABN AMRO)
는 데이터 관리에 대해 현대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사 시스템에 흐르고 있는 데이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이 없는 제2의 해결책을 설계하는 대
신, 데이터 과학자가 품질 문제를 데이터 원천에서 해
결하도록 요청해, 데이터를 가치로 바꾸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개발했다. 아키
텍트 및 데이터 관리 담당 최고책임자인 산토쉬 필라
이(Santhosh Pillai)는 “과거에는 데이터 과학자가 문제
를 찾아 해결하는 일을 반복했다. 이제 그들은 추출한
데이터 원천에 피드백을 주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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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 품질
은 향상되고 데이터 과학자가 데이터 청소와 조회에
할애하는 시간은 줄어든다.”라고 말했다.21
필라이 최고책임자가 ‘인공지능의 10년’이라고 부르는
시대, 즉 인공지능이 점차 인간의 의사결정을 증강하
거나 심지어 대체하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ABN 암
로의 접근 방식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데이
터 원천의 거버넌스 강화가 그중 한 가지다. 두 번째 구
성 요소는 데이터 소비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ABN 암로는 첨단 애널리틱스와 AI 레이어를 설계하고
구축해 빠르게 발전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지원하고 있
다. 필라이 최고책임자는 “디지털화가 확산되는 시대에
‘고객 중심’은 ‘데이터 중심’을 의미한다. 특히 COVID-19
이후 시대에는 기업이 고객을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
에 데이터와 애널리틱스에서 얻는 통찰력에 더 많이 의
존하게 된다. 현재 우리가 마련한 애널리틱스 기능은
이러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데이터에 숨겨져 있던 가치
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ABN 암로의 데이터 전환 사업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데이터 원천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내
필요한 곳 어디로든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다면적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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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메시(data mesh) 모델이다. 이 ‘데이터 공급망’은
데이터 분배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수요에
부합하도록 실시간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타이밍 보장
메커니즘 역할도 한다. 이는 또한 사용 승인을 받아 규
제에 부합하는 고품질 데이터에 데이터 소비자(인간과
기계)가 접근할 수 있는 셀프서비스 ‘마켓플레이스’ 기
능도 갖추고 있다.
다른 기존 주류 기업과 마찬가지로 ABN 암로도 원래
데이터 아키텍처를 이벤트 중심으로 혹은 현재의 데
이터 사용 패턴에 맞게 설계하지 않았다. 오늘날 알고
리즘과 최종 사용자가 분 단위로 업데이트된 최신 데이
터를 사용하는 패턴을 살펴보면, 거래나 결제에 사용하
기보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빈도수가 훨씬 많다. 하지만
레거시 데이터 관리 모델은 이처럼 지속적인 조회와
실시간 업데이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필라이 최고책임자는 “우리는 각각의 원본 기록을 데이
터 저장소에 저장하고 이를 복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
결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사용자는 지연 시간이 최소화
된 환경에서 제공된 복제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 소비
시점에 생성된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들이 읽고 있는 데이터는 생태계의 다른 부분에
서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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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이 최고책임자는 이 데이터 복제 모델에 큰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클라우드 스토리지 분
야에서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기존에는 데이터
스토리지를 최적화하도록 기술이 설계됐다. 그러나 ‘AI
의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여러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
이터를 복제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벤더들 간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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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tz Beck(러츠 백)

다임러 트럭(Daimler Trucks)
북미 법인 최고정보책임자(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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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대형 차량 부문 선도 기업인 다
임러 트럭 북미 법인은 데이터를 핵
심 자산으로 내세우는 인텔리전트 기
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우리는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다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통틀어 애널리틱스와 기타 다른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지니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됐다.
다임러 트럭을 예로 들어보자. 공장에서 생산되어 출고되는 모든 다임러 트럭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다. 내장된 센서와 기타 다른 기술들이 트럭의 성능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트럭의 상태에 대해 실시간으로 통찰력 있는 데이터를 생
성한다. 그러나 단순히 차주에게 상태 보고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성능 데이터에 애널리틱스를 적용해 부품의 고장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우리는 차주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리고 ‘서비스 나우(service now)’ 이벤트
를 개시해 차주를 근처 서비스 시설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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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설에서는 차량의 문제에 대해 미리 고지를 받아
필요한 부품 재고를 확인받은 정비사가 지체 없이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차량 성능에 대한 예측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제 유지보수 문제를 선
제적으로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가
동 시간 보장’을 제시할 수 있다. 데이터가 우리 회사와
고객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트럭을 디지털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제조업에 깊이 뿌
리 박고 있는 전통적인 기업으로서는 문화적 대격변을
의미한다. 과거에 우리는 고객에게 판매할 차량을 설
계하고 제작했으며, 이후에는 차량 관련 서비스를 제
공했다. 인텔리전트 기업 모델에서는 고객과의 관계가
차량 구매 후 더 심화된다. 우리는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기술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독특한 니즈를
충족할 뿐 아니라 고객이 구입한 차량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다. 다임러 트럭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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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우리 회사와
고객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은 기회와 더불어 과제도 제시한다
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데이터
의 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화 및 커넥티드 차량, 스
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 기타 다른 디지털 교통 발전이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데이터 증가 속도는 한층 가
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거버넌스는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데이터 자체를 관리하는 것 외에도 데
이터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우
리는 항상 규제를 준수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파
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와 기대치를 명확히 이해
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북미 국가 간 각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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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기대치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러한 복잡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최고데이터책임자와 데이터
분석가가 계속 증식하는 데이터 목록을 이용해 활동
하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이 데
이터 전문가팀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데이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데이터 중심의 인텔리전트 기업으로 도
약하기 위한 여정 중에 있다. 현재 도약을 방해하는 가
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다. 때문에 우리
는 데이터에 대해 종합적으로 배우고 생각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데이터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
로 바라보고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앞
으로 3~5년 이내에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임
러 트럭은 고객과 판매대리점이 내일, 모레,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에 무엇을 요구할지 예측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중심의 통찰력을 확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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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관점
전략
최고경영자(CEO)가 데이터 관리에 깊이 관여하
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머신러닝(ML)과 데
이터에 의존하는 기타 다른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고 있
는 기업의 CEO는 시간을 들여 데이터 전략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과 데이터 파이프
라인은 AI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CEO들은
IT팀을 참여시켜 이러한 변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최
고 정보책임자(CIO) 또는 최고데이터책임자로 하여금 기업
의 ML옵스(MLOps)에 대한 비전을 현실화하는 준비 작업
을 맡겨야 한다. 또한 처음으로 데이터가 점차 사람을 제치고
알고리즘의 재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
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에 대한 이러한 신규 투
자는 결국 이익증대나 의사 결정 당 비용 절감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재무
모델링과 ML의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자세한 내
용은 트렌드 04 – ML옵스: 산업화된 인공지능 참
고) 재무 리더들은 데이터 스튜어드 기술에 의존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까지 지원하고 있다. 더 나은 데이터가 더 훌륭
한 모델링으로 이어짐에 따라, CFO는 이를 통해 내부 보고서
작성, 분기별 실적 예측, 시장 분석가 및 주주들의 인식 형성
등의 임무를 더욱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훌륭한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가 항상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알
루미늄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비행 통계를 모니터링하는 부
품 제조업체 사례를 생각해보라. 이러한 외부 원시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의 조합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행 가능한 통찰
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18-24개월 내에 이러한 통찰
력을 얻으려면 CFO는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
형의 데이터 원천을 발굴하고 기민한 모델 거버넌스를 실현
하며 모델링 결과를 최적화해야 한다.

리스크
AI의 미래를 탐구하는 딜로이트의 The Age of
With™ 22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전략은 인간
의 의사 결정을 증강시키는 분석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중
점을 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데이터 과학자와 경영자 대신
알고리즘이 원시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지
만, 대량의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내재적인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최고리스크책임자(CRO)는 대규모 ML 최적
화 데이터의 보호, 기밀성, 신뢰성을 둘러싼 리스크의 범위
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고객
데이터에 대해 별도의 리스크 전략을 만들고 이러한 데이터
를 지속적인 ML옵스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
을 결정할 수 있다. CRO는 이러한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조
사함으로써 AI를 적용할 사업 부분을 결정하는 조직의 선택
이 더욱 신중해지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가
지고 리스크 데이터에서 수익을 얻을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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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됐는가?

1
2
3

93

보충자료

AI와 ML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귀사
는 데이터 거버넌스 및 관리를 어떻게 재
평가하고 있는가?

Data management barriers to
AI success
Learn AI 이니셔티브를 위한 데이터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와 이러한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에서 얻은 데이터
를 평가할때 어떠한 메커니즘의 지원을
받았는가? 이러한 메커니즘이 현재와 미
래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고 있는가?

Exploring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ad AI가 표준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증강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데이터 원천 중 의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Seven lessons COVID-19 has
taught us about data strategy
Study COVID-19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했던 각국 정부의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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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라
기본적 사이버 위생 원칙과 실행을 강화하면 기업들이
제로 트러스트의 이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사이버 조직에 대해 재고하라
제로 트러스트를 위해 기업은 보안 접근 방식 및 이를 지원하는
기술과 프로세스, 기술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보안 기술을 자동화하라
보안기술 스택을 단순화, 통합, 자동화하면 보안 부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안 프로세스 및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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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6

제로 트러스트: 상시인증 전략
보안의 취약점이 부각되는 시대의 보안

기

존의 성벽과 해자(castle and moat) 사이
버 보안모델로는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보안 네트워크 경계
에 의존하고 가상사설망(VPN)에 기반해 임직원 및 제
3자의 원격 접속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과 인재 관리 방식이 진화하면서 그 취약점이 더
욱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과 원
격 근무자, 커넥티드 기기가 증가함에 따라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정보기술(IT) 환경으로의 전환이 이뤄짐
으로써, 네트워크 경계가 계속해서 확장하고 해체되
고 있다. 게다가 스마트 기기와 5세대(5G), 에지컴퓨팅,
AI가 발전하면서 데이터와 연결된 노드(nodes), 확장

업체의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업이 기술 보안을 책임지
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이 데이터와 인프라, 기타 서비
스의 호스팅과 관리를 다른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경우
가 많아지면서 공격 노출면이 확장된다. 한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기업의 59%가 벤더나 제3자로 인해 데이터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1, 다른 연구에선 다자간 보
안 사고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단일 주체로 인한 사고
보다 13배나 많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2

된 공격 노출면(attack surface, 잠재적 사이버 공격
으로부터 노출되는 지점과 공간의 정도)이 더욱 많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에서 로그인하고 주말엔 종종 카페에서 로그인하는
직원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토요일 밤에 동유럽 어딘
가의 누군가가 해당 직원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더라도 기존의 보안 시스템은 접속을 허용할 것
이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아키텍처는 리

현재 클라우드가 주축이 되면서 여러 클라우드 공급

경계 기반의 보안은 조직 네트워크의 사용자 및 연결된
장치의 신뢰성을 전제로 하지만, 신원증명 도용에 의한
사고가 전체 보안 침해의 4분의 1에 달한다.3 평일엔

스크 기반의 상황 인지형 능력이 강화돼 이러한 비일
관성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접속 요청을 거부하며 보안
경고를 알린다. 신원증명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
우 자동 대응 기능이 작동해 해당 사용자 계정의 접속을
잠정 차단할 수 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한 적절한 설계와 엔지니
어링를 통해 단순한 모듈 환경과 간단한 사용자 접속
제어 및 관리가 가능해진다. 보안 스택을 효율화하면
상당한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 간접비를 크게 줄
일 수 있으며 사용자를 수만 명으로 확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직원과 계약자, 클라우드 서비스 공
급업체 및 기타 벤더들을 더욱 효율적이고 유연하고 민
감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조직 내 흡수할 수 있다.
자동화와 조정기능이 내장돼 신중하게 설계된 제로트
러스트 아키텍처는 데브섹옵스(DevSecOps, IT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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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운영, 관리 등 모든 영역이 보안과 밀접하게 연
계돼 보안을 모두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체 개발 주
기 동안 보안 기반을 구축한 것)와 노옵스(NoOps, 클
라우드 컴퓨팅처럼 IT 환경이 자동화되고 기반 플랫폼
에서 완전히 추상화되어 관리할 인력이 전혀 필요 없
다는 것)와 같은 여타 자동화 IT 실행으로의 확장 및
동시 운영이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
페이스(API)를 기술 생태계 전반에 활용하면 일관된
제어 계층(control layer)을 제공함으로써 제로 트러
스트 방식의 시스템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클라우
드 벤더가 보안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만큼 클라우
드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은 이를 십분 활용할
수 있다.
제로 트러스트 접근 방식의 마지막 핵심 요소는 네트
워크와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 기타 리소스
를 관리가 가능한 개별 단위로 초세분화하여 보안 허
점의 억제와 보안 통제를 최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
이다. 최소 권한 원칙에 따른 접속의 제한으로 데이터
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집단과 애
플리케이션 및 장치 집합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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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와 5G,
에지컴퓨팅, AI가
발전하면서 데이터와
연결된 노드, 확장된
공격 노출면이 더욱 많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 사이버 위생 강화

보안 아키텍처에서 신뢰성의 전제를 제거하고 모든 작
업과 사용자 및 장치를 인증하는 방식을 통해 제로 트
러스트는 더욱 강력하고 탄력적인 보안 상태를 가능하
게 한다. 조직에는 효율적인 작업에 필요한 툴과 데이
터에 원활하게 접근이 가능한 최종 사용자 특권으로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 데이터 검색 및 분류. 데이터 거버넌스와 인벤토리,
분류 및 태그 지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적절한 신뢰
영역과 접근 제어를 생성하려면 조직은 데이터와
데이터의 중요도, 위치, 분류 및 태그 지정 방법,
접속 권한을 부여할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을 파
악해야 한다.

제로 트러스트의 이점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이에 관
심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제로 트러스트 시장 규모는
2024년에 이르면 386억 달러로 2019년 대비 20%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된다.4

• 자산 발견 및 공격면 관리. 상당수 기업은 전체 공
격 노출면(attack surface)에서 보안문제를 완전
히 파악할 수 없다. 클라우드 리소스와 IP 주소, 하
위 도메인, 애플리케이션 매핑, 코드 저장소, 소셜
미디어 계정, 기타 외부 리소스 또는 인터넷 관련

제로 트러스트로 사고방식을 전환하면 그에 따른 설
계 원칙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보안 아
키텍처를 개발하고 기존 보안 투자와 프로세스를 더욱
확장할 수 있다. 기업은 접근 제어를 시행하기 위해 데
이터와 자산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기본적인 사이버
위생 원칙과 실행에서 뒤처지는 기업은 제로 트러스
트의 모든 이점을 실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기본 원
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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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비롯한 모든 IT 자원에 대해 실시간으로 업
데이트 되는 인벤토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
이다. 자산을 둘러싼 리스크 기반의 정책 결정을
용이하게 하려면 전사적 IT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스템 환경설정 및 패치 관리. 핵심 기술 시스템의
기본 환경설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문서화하고,
적절한 패치(patch)를 배포하고, 패치 시스템을 테
스트하고, 새로운 환경설정을 문서화할 능력이 없
다면, 기업은 이러한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쉽게 파
악하지 못하고 위험을 제어할 수 없다. 악의적인 공
격자는 조직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기 위해 아무리
사소한 취약점이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 사용자 ID 및 접속 관리. 기술 자원에 대한 접속
을 적절한 인력과 장치 및 기타 자산에 부여하려
면 기업이 사용자 ID 전주기의 관리 절차를 표준
화하고 자동화해야 한다. ID 스택을 클라우드로 이
동시키거나 서비스형 ID(Identity-as-a-Service)
를 사용하거나 물리적 생체인식, 행동 관찰 및 조
건부 접속같은 고급 인증 방법을 구현함으로써 중
요한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용자 환경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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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함과 동시에 운영을 기존의 영역 외의 범위로 확
장할 수 있다.
• 제3자 리스크 관리. 전체 위험 노출면을 완전히 이
해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를 비롯하여 공급망 및
생태계 협력사와 관련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가
시성을 개선해야 한다.
• 로깅(logging) 및 모니터링. 잠재적 공격과 문제
를 식별하기 위해 보안 부서는 자동 로깅 및 모니
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규모
의 상세한 기록에서 얻은 데이터 뿐 아니라 내외
시스템과 보안통제, 네트워크, 프로세스에서 생성
된 알림을 추적, 분석, 상호 연결시키는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고급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 기
능을 갖춰야 한다.

99

보안 자동차 및 오케스트레
이션 엔지니어링
대다수의 보안운영센터(SOC)는 기술과 보안 제어로 생
성되는 대규모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힘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산발적 보안 아키텍처와 상호 단절된 툴에
서 생성되는 지속적인 알림과 데이터 흐름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필요 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제로 트러스트 인증과 권한부여(사용자와 장치 또는 위
치, 권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동작 등 신원증명 및
상황별 데이터 포인트)를 지원하기 위해 조사해야 할 리
스크 요인은 광범위하고 특징도 다양해 모니터링과 의
사결정, 실행, 감사를 위해 보다 자동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상당수의 기존 보안 기술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을 가능하게 하려면 보
안 스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불필요하고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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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기술과 더불어 데이터 과부하, 지연 감지 및 대응,

한 대형 금융기관의 선임 기술책임자는 “제로 트러스트

복잡한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아키텍처로 보안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은 레

한다.

거시 기술과 많은 기술 부채를 떠안고 있는 대기업엔 특
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큰 부

단순화된 보안 스택을 사용하면 기존 시스템과 도구를

담을 여러 개의 관리 가능한 덩어리로 쪼개 개별적 성

API 연결을 통해 보안 오케스트레이션과 자동화 및 대

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를

응(SOAR) 플랫폼에 통합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워크

위해 종착점을 덩어리별로 세분화하는 전략도 가능하

플로우와 반복 및 수동 작업을 자동화하며 데이터 흐

다. 또한 제로 트러스트의 운영 가능성이라는 더 큰 스

름을 조율하고 SOC에 알림을 줄 수 있다. SOAR 플랫

토리의 일부로 개별적 성공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폼은 트리거(trigger)로 발생한 이벤트에 컨텍스트를
추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식별된 취약점을 자동으로
수정하여 스탭이 신고 및 알림과 속도를 맞출 수 있어
운영 효율성과 정확성을 개선하고 대응시간을 단축한
다.

상당수의 기존 보안 기술
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
처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이버 조직의 역할 재고
제로 트러스트는 보안 관리 방식의 철학적 변화를 의
미하며 기업 전체의 문화적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주요 이해 관계자가 기업 보안에 대해 지속
적인 관심으로 이해하려는 문화를 조성하면 제로 트
러스트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예컨대 제로 트러스트는 사이버 보안 인력의 일상적인
업무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
처를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발전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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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더 많은 사이버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안 아키텍처가 일상적인 수동 작업 및 프로
세스를 지휘하고 보다 정확한 기계 중심적 의사결정
과 신속한 대응으로 교체해, SOC의 역할이 진화할 것
이다. 그 결과 SOC 인력은 인간의 분석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보안 문제와 리스크 가능성이 높은 문제에 집
중할 수 있게 된다. 조직 구조는 새롭게 자동화된 워크
플로우를 고려하도록 재구성돼야 할 것이며, 보안 분
석가가 따분한 일상적인 작업 대신 전략적 활동을 펼
칠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에 처음부터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포함시키려면 보안 부서와 이들이 지원하는
사업부 간의 더 많은 협업과 통합이 필요하다. 비즈니
스 기능 시스템 소유자는 보안 계획에 더욱 적극적으
로 참여해야 한다. 일례로 적절한 시스템 동작과 접근
요구 사항에 대해 보안 부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비
즈니스 파트너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사용자와 접
속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접근 권한을
제한 및 세분화하는 등 시스템 접근에 대해 비즈니스
영역이 보다 의도적인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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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으로 가는 길
제로 트러스트 접근 방식은 제품이나 솔루션, 플랫폼
이 아니다. 이는 기업이 보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의
철학적 전환이다. 효과적인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
텍처로 전환하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
에 해당한다. 조직이 근본적인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
결하고 보안 자동화 및 조정을 수용할 뿐 아니라 이
러한 사고방식 변화에 수반되는 조직 및 문화적 변화
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은 제로 트러스트
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자 사이버 및 IT 책임자 뿐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의 시스템 소유자 및 애플리케이
션 최종 사용자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비즈니스 목표에 맞춘 반복적이며 점진적 접근
방식은 제로 트러스트의 가치를 증명하고 이해관계자
의 신뢰와 수용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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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다케다 제약, 제로 트러스트 사고방
식이 디지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일본 도쿄 소재 다케다 제약(Takeda Pharmacy)은 다른 글로벌 제약 회
사와 마찬가지로 혁신과 협업을 통해 환자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도록 돕는다. 이러한 혁신 및 협업은 5만 2,000명 이상의 직원과 수천명
의 연구 파트너, 물류 파트너 및 기타 제3자 서비스 공급업체를 비롯하여
환자와 의사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 내외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다양한 그룹을 통틀어 이루어진다. 다케다 제약은 애플리케이션과 시스
템에 대한 접근을 광범위한 외부 생태계로 확장해야 하는 지속적인 필
요성으로 인해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마이크 타워스(Mike Towers)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내부와 외
부를 구분하는 것이 더이상 유의미하거나 확장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모든 시스템 연결 요청이 예측 또는 제어가 불가능한
인터넷 상에서의 알 수 없는 접근 장치에서 온다고 가정하는 제로 트
러스트 사고방식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
했다.5
이전에는 다케다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내
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도록 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여러 추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까지 가능하게 했다. 다케다의 글로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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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책임자인 스콧 셴(Scott Sheahen)은 “이러한 추가 시스템
접속을 수동적으로 관리하고 제한하려고 해 보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변함없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로 트
러스트 접근 방식은 불필요한 시스템 접근을 제거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도 있는 사이버 공격에서 악용될 수 있는 경로를 줄인다. 이제 필요한 리
소스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세분화된 정책에 기반한 제어 기능이 있
다”고 언급했다.
이 접근 방식은 사용자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내부
서버 및 데이터 센터에 잔존하는 레거시 시스템이 뒤섞인) 다케다의 복
잡한 기술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여
러 방화벽과 VPN을 통한 시스템 접근 방식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
다. COVID-19 팬데믹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했던 제로 트러스
트 전환 덕분에 글로벌 인력의 업무 형태가 갑자기 원격근무로 전환
했음에도 회사는 이에 따른 보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 타워스
CISO는 “팬데믹의 영향을 처음으로 받은 중국의 인력은 재택근무 경
험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익숙하지도 않아서 보안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접근으로 전
환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중국 인력을 재택근무 형태로 전환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케다의 글로벌 보안 아키텍처 및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토마스 리카스
(Thomas Likas)는 전환 과정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명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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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로
트러스트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하고 있는 보안 및 IT
조직이 전환의 시작부터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할 것
을 권장한다”며 “IT 외 비즈니스 부문이야말로 사람
들이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고 사용하는지 가
장 잘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제로 트러스
트 세계에서 기업은 시스템과 데이터 접근 권한을 누
구에게 줘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
카스 책임자는 “이러한 지식은 처음부터 접속 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는 힘든 일로 보
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조직은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워스 CISO는 “경영진이 수많은 이점을 이해하게 되
면 기업은 결국 제로 트러스트 사고방식을 수용할 것
으로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기업이 다른 방식으로
는 디지털이나 기술적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
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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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버튼, 제로 트러스트로
'새로운 경계'를 확보한다
에너지 산업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
업인 할리버튼(Halliburton)은 제로 트러스트 접근 방
식을 활용해 전략적 비즈니스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할리버튼은 몇 년 전부터 운영 효율성 개선 노
력의 일환으로 클라우드와 모바일, 산업용 사물 인터넷
(IIoT) 플랫폼을 도입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
상하고 있다. 동시에 할리버튼의 벤더업체와 공급업
체는 제품과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옮기기 시작했다.
IT 아키텍쳐 부문 CISO이자 수석이사인 마리 로즈마
르티네즈(Mary Rose Martinez)는 “데이터 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전산 자원이 분산되면서 기존의 네트워크
경계선이 해체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면서, “이는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개발하도록 자극했다”고
밝혔다.6
할리버튼의 제로 트러스트 접근방식은 사람과 네트워
크 연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다. 마르티네즈 수석이
사는 “직원들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는지 여부가 전
혀 중요하지 않게 됐다”며 “사용자 ID나 단말 기기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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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ID 등 무엇이든 간에 ID가 새로운 경계를 규정
한다”고 했다.
할리버튼은 2년 전에 제로 트러스트로의 여정을 시작
하며 ID 자격 증명과 인증 장치, 등록 장치를 사용하는
다중 인증(Multifactor authentification)을 통한 모
바일 장치의 보호에 집중했다. 곧이어 할리버튼은 임
직원 보안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ID 공급업체에
보안 시스템을 맡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VPN을 사용
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증
가했다. 또한 최소 권한과 데이터 암호화, 기타 데이터
제어원칙을 오랜 기간 고수한 할리버튼은 비정형 데
이터의 분류와 보호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할리버튼의 제로 트러스트 접근방식의 일부로서 보다
정교해진 보안 제어는 체계화된 보안 정책을 만들었다.
사용자 장치와 단말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장치에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리고 제로 트러스트로 보안이 강화된 애플리케이션은
VPN을 통한 접속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임직원의 사
용자 경험도 대폭 개선된다.
마르티네즈 수석이사는 제로 트러스트가 기술적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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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티브일 뿐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이니셔티브임을 강조
한다. 예를 들어, 할리버튼 직원은 회사 네트워크나 인
터넷, 사무실, 집 등 어느 곳에서 건 다중 인증을 통해
보호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 전 본인 확인 메시
지를 받는다. 이러한 작업 흐름 변경을 위해서는 사용
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신원증명과
장치 보호는 사용자의 책임이 된다. 마르티네즈 수석이
사는 “보안 인식의 개선이 제로 트러스트 접근법의 일
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점차 정교해지는 피싱 시뮬레
이션을 비롯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인
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할리버튼의 제로 트러스트 적용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형태를 바꾸는 수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지속적인 여정
이다. 마르티네즈 수석이사는 “기술 발전의 유동적 특
성으로 인해 최종 상태는 아마도 항상 움직이는 목표
가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견고하고 적응력이 우수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구축할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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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 알토 네트웍스
(Palo Alto Networks)
현장 최고기술경영자(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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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안분석가로 근무하던 당시 사
람과 기업이 신뢰라는 개념을 컴퓨팅에
적용하며 디지털 환경을 의인화한 방
식에 매료되었다. 또 어떤 장치든 신
뢰할 수 있고 신뢰를 받는다는 사실이
장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
이 매우 흥미로웠다.
당시에는 상당수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가 기업
방화벽이 내부 데이터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고수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많
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처럼 내부와 외부를 별개로 보는 관점 은 보안 정
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변수가 되었으며, 많은 조직이 러시아 속담에서 따온 ‘신
뢰하지만 검증한다(trust, but verify)’라는 원칙에 따라 보안 시스템을 운영한다.
‘신뢰하지만 검증한다(trust-but-verify)’ 모델에서는 신뢰가 기본값이다. 신원이 확
인되면 신뢰할 수 있음을 기본적으로 전제한 채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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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뢰는 디지털 환경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적용
된다. ID 신원증명은 얼마든지 도용될 수 있고 네트워
크는 해킹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악의적 의도를 가진
내부자가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네
트워크 트래픽의 기원을 진정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
는 결코 확신할 수 없다. 디지털 환경에서 내가 이러한
정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으로 존재할뿐, 실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CISO와 CIO가 사이버 보안 전략에 대해 알려준
내용을 토대로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개념을 만들
었다. 제로 트러스트는 네트워크 사용자와 패킷, 인터
페이스 또는 장치(네트워크의 내부 혹은 외부)는 어떤
것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혹
자는 제로 트러스트가 시스템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
이라 잘못 생각하지만, 사실상 사이버 보안 전략에서 신
뢰의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신뢰를 제거하면
모든 사용자와 패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에 동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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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는 제품이 아니지만 제로 트러스트에 기반한 보안
인프라는 다양한 제품을 활용해 구현할 수 있다. 제로
트러스트는 기존 보안 인프라를 해체하거나 교체를 요
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 기술을 활용해 필요에 따
라 새로운 도구를 추가하여 제로 트러스트 사고방식을
지원한다.

제로 트러스트의 특징은
단순함이다
제로 트러스트의 특징은 단순함이다. 모든 사용자와 패
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를 신뢰할 수 없을때 자산
보호는 단순해진다. 조직은 사이버 보안 환경의 복잡성
을 줄이기 위해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작업을 자동화하
고 여러 보안 도구와 시스템을 통합 및 관리하며, 알려
진 취약점을 자동으로 교정함으로써 단순성을 지원하

하게 제로(zero)가 신뢰의 기본값으로 부여된다.

는 보안 기술 및 도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로 트러스트는 전략이나 프레임워크로 생각해야 한
다.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용자와 장치에 대
한 철학과 접근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제로 트러

제로 트러스트는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하다. 조직은 민감도나 비즈니스 중요도 수준에 따라
최소의 보호면(protect surface, 단일 데이터셋이나 자

106

산,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 순위를 지
정하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각 보호면 주위에 마이크
로 경계를 생성하고 경계 안 진입이 허용되는 트래픽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우선 보안 부서가 민감성이 떨어지는 보호면에 대해 배
우고 실행하면서 접근 방식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자신
감을 쌓은 후, 점차 더 민감하거나 귀중한 보호면을 보
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
이 지나면서 많은 연습을 통해 가장 중요한 자산을 제
로 트러스트로 전환할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마지
막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자산이 보호되면 부서는 중
요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집중할 수 있다. 제로 트러스트
사고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조직은 보안기술과 도구가
진화하더라도 조직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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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관점
전략
최고경영자(CEO)에게 사이버 리스크는 매우 중
대한 문제다. 보안 위반이 회사와 주주, 그리고
고객에게 피해를 미칠 뿐 아니라 CEO로서 경력을 끝낼 수도
있다. 특히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조직의 보안 상태에 대해
CEO는 대중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의 브랜드 평판 및 신뢰의 관리자로서 보안에 접근해야 한다.
최고리스크책임자(CRO)나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그 외
적절한 리더를 임명하여 사용자 경험을 희생시키지 않고 데
이터와 인력, 네트워크 보호를 단순화하는 제로 트러스트
(zero trust) 등의 새로운 보안 태세를 모색할 수 있다. 보안
우선 순위의 하향식 결정은 기업이 사이버 방어 강화의 중
요성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무
사이버 보안 침해 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최고재
무책임자(CFO)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임무 중 하
나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CFO는 감사인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와 규제 기관, 대중을 상대로 답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위험이 증가하고 해커들이 회사의 보안을 주기
적으로 시험하는 시기에 CFO는 사이버 사건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인식을 발전시키고 유지해야 한다. 또한 회사
의 보안 상태(특히 핵심전략이나 물리적 자산과 금융 자산에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리스크와 보상을 명확히 이해한 후 제
로 트러스트를 적용하여 보안을 개선해야 한다. CFO는 궁
극적으로 다른 리스크 및 보안 리더와 협력하여 브랜드 평
판, 주주 신뢰 등에 대한 위협을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해 노
력하는 실질적인 위기대응 관리자가 될 수 있다.

리스크
제로 트러스트는 인프라와 네트워크, 데이터를
더욱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대적인
표준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이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개
념을 오로지 기술 문제로만 본다. CRO는 이러한 인식을 바
꾸기 위해 앞으로 18~24개월 동안 제로 트러스트 적용을 최
우선 과제로 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CRO는 먼저 보안상의
이점을 명확히 한 다음 CIO와 CISO, 기타 리더와 협력하여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제로 트러스트를 철저하
게 적용하면 궁극적으로 리스크 대응 태세와 프로세스를 혁
신에 발맞춰 발전시키면서 사이버 사고의 빈도를 줄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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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질문

준비됐는가?

1
2
3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의 사용이
늘면서 데이터 거버넌스 및 관리를 어떻
게 재평가했는가?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에서 얻은 데이터
를 평가할때 어떠한 메커니즘의 지원을
받았는가? 이러한 메커니즘이 현재 및 미
래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기능 시스템 소유
자를 보안 계획에 더욱 잘 참여시킬 수
있겠는가? 보다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데 있어 그들의 도움이
전반적인 보안 태세를 개선할 것인가?

108

보충자료
Cyber risk collection
Explore 사이버 리스크 관리와 공격에 대한
보안 강화를 다룬 최신 인사이트를 살펴볼 수
있다.

States at risk: The cybersecurity
imperative in uncertain times
Read 전미최고정보책임자연합(NASCIO)
와 공동으로 집필한 사이버 보안 보고서

Resilient podcast series
Tune 위험과 위기, 운영 중단을 해결하는
리더의 모습을 다룬 팟캐스트 시리즈를 시
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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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업무환경의 진화
측정 및 관리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기

디지털 업무 환경의 기술과 도구를 통해 기업은 구성원의

디지털 업무 환경에서 얻은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통해 기업은

업무 패턴을 파악해 예측하고 특정 행동을 유도하고 업무

업무 프로세스와 직원의 업무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성과를 세부 조정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미래의 오피스
오피스가 협력과 혁신, 만남의 중심이 되면서, 디지털
기술이 대면 업무 경험을 증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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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7

디지털 업무환경의 진화
데이터는 사무실 근무와 원격 근무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공한다

C

OVID-19로 인해 대부분 인력의 원격 근무가
당연해지면서 근무 환경 자체가 근본적 변화를
맞이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재택 근무 근로자
비율은 COVID-19 이전 15%에서 이후 45%로 늘었다.
근로자의 절반이 현재 재택근무 중인 셈이다.1

재택 근무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려버린 만큼 팬데믹 이
전 수준의 사무실 근무를 회복하기 위해 인력을 유인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리크루팅 업체 로버트 하프
(Robert Half)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격 근
무 형태로 전환한 직장인 중 60%가 일과 삶의 균형
이 개선됐다고 답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74%는 팬데
믹 제한조치가 완화된 이후에도 재택 근무를 선호한
다고 답했다.2
늘어나는 재택 및 원격 근무 직원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들은 ‘디지털 오피스(digital office)’

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업무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하는 직원들의 근무 형
태가 사무실 및 원격 근무로 섞여 있어도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공간이 불가피해진 것
이다. 하지만 일부 리더들은 디지털 오피스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생산성. 주의가 산만해지고 감독이 부실해져 상호
협력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부재해 직원들의 불만과 이직률이 높아
질 수 있다.
• 관계 형성 및 신규 구성원 적용. 기존의 탄탄한 사
내 관계는 원격 근무로 전환하더라도 그대로 유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
다. 또 원격으로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거나 신규
구성원의 교육 및 적응 등이 어려울 수 있다.

• 업무 역량 개발 및 학습. 직원들의 능력 향상에 필
요한 기술과 전문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있다.
• 혁신에 미치는 영향. 구성원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우연히 또는 예상치 못하게 촉발되는 탐구심과 혁
신의 기회가 사라져 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들은 ‘디지털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결함이나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 긍정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확
대 도입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구성원이 사용하는 도
구와 플랫폼에서 창출되는 데이터다. 이를 통해 기업
은 개별 구성원 및 팀의 업무 성과를 최적화하고 맞춤
형 권고를 통해 구성원의 업무 경험을 개별화해, 원격
근무가 사무실 근무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데 그치지 않
고 더욱 많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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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와 본부가 진화함에 따라 기업은 이러한 데이터
를 활용해 원격 근무와 더욱 매끄럽고 긴밀히 연계된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오피스를 창출
할 수 있다.

디지털 업무 환경은 업무 측
정과 관리가 더욱 용이하다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디
지털 업무 환경은 분명히 관리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
기업은 디지털 업무 환경의 기술과 도구를 활용해 개별
구성원의 성과부터 팀 차원의 생산성, 조직 전체의 분
위기까지 심도 깊은 통찰력을 얻어, 패턴을 파악해 행
동을 예측하고, 구성원의 긍정적 행동을 유도하며 개
인, 팀, 조직의 성과를 세부 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실현 기술로는 ▲구성원과 팀의 행동 및 생
산성에 대한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인재 분
석(people analytics) 솔루션 ▲인력 데이터를 기반
으로 업무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안을
제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생산성 비서 및 여타
AI 기술 ▲업무 과정을 간소화하고 의사결정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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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등을 자동화하는 업무 흐름 관리 솔루션 등이 있
다. 후방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트렌드 06 –
제로 트러스트: 상시인증 전략 참고)와 더불어 보안이
확실한 원격 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변화하는 업무량에
따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
드(hybrid & multi cloud) 환경과 서비스 등 강력한 사
이버보안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다. 딜로이트의 통합 커
뮤니케이션 인프라 부문 리더인 애런 로(Aaron Roe)
는 딜로이트의 신속한 인력 강화 경험 중 사전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가치를 발휘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클라우드 기반 통합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센터의 과부하 없이도 불과 4일 이
내에 회사 전체 구성원을 원격 근무 형태로 안착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로 트러스트 보안모델 덕분
에 구성원들이 가상사설망 (Virtual Private Network, VPN)을 쓰지 않고도 필요한 자원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3
이러한 기초적 기술 외에도 현재 조직 정보 흐름을 추적
하는 데 사용되는 조직 네트워크 분석 등을 수행 할 도
구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도구는 원격 근무 인
력의 연결성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들어 고립
된 구성원을 식별하고 팀 간 소통을 측정할 수 있다. 또

113

업무용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장소와 무관하게 모든 구
성원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거 선택된 소수만의 아이디어 교환의 장
이었던 것을 민주화함으로써 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진행하는 기존 화상회의 방
식에 사용자들이 뇌를 혹사당하는 느낌과 피로감을 느
끼고 있는 만큼,4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에 기
반한 새로운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
이디어를 자극하는 협업 환경이 실현될 수 있다. 화상
회의를 온라인 비디오 게임처럼 만드는 것이다. 온라인
장소에서 사용자들은 더욱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만나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5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협업 도
구를 활용해 협업 생태계 전략을 세우면 채팅 기반 업
무 공간, 화상 및 전화 회의, 개인 및 팀 프로젝트와 임
무 관리, 화이트보딩(whiteboarding)과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파일 공유 및 저장을 비롯해 여타 도
구에 대한 기술 투자를 최적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전
략을 기반으로 기업은 협업 도구를 적절히 조율해 서
로 조화로운 방식으로 통합, 설계, 활용함으로써 업
무흐름이나 알림의 혼선과 중복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팀 생산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데이터의 품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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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또한 개선해 리더들이 구성원을 더 잘 이해
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성원의 디지털 활동을 측정하면 기업들이 직감이나
추정을 배제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데이터 사용 방식과 측정 대상 및 이유 등에 대한투
명성을 유지하면 개인정보보호 우려를 해소할 수 있
다. 또 데이터를 축적하고 익명화 함으로써 개인의 성
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요 추세선을 파악하고 조정
할 수 있다.

측정과 관리 역량을 한 단
계 개선하면 새로운 업무 방
식이 창출된다
디지털 업무 환경으로의 전환은 아날로그 LP가 디지털
CD로, 다시 MP3와 스트리밍 서비스로 진화했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는 측정 가능성, 휴대성, 확장성을 포
함한 수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에 힘입어 각종 서비스는 과거 청취 패턴을 기반
으로 사용자들에게 음악과 아티스트를 제시하면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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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맞춤형 팬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
지로 기업은 업무 환경의 성공 및 실패와 긴밀히 연계
된 데이터와 행동을 파악하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
선하고 맞춤형 구성원 경험을 창출해 더 적극적인 참
여와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은 원격 근무자들이 데이
터를 코드화하는 패턴을 조사해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발전시키는 데 활용할 것이다. 업무와 협업 방식이 표
준화되는 만큼, 새로운 업무 패턴에서 뽑아낸 정보는
더욱 정확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다.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디지털 업무 환경은 분명
관리 측면에서 강자다.
구성원 참여 및 웰빙. 원격 근무 환경에서는 매니저들이
생산성 저하 및 이탈 가능성이 있는 구성원을 미리 파
악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디지털 업무 환경에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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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정서적 스트레스나 번아웃에 시
달리는 구성원을 파악해 업무 참여도 저하 및 소속감
부재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6 지루
함, 스트레스, 피로 수준 등 사이코그래프(psychograph) 데이터를 활용하면 리더들이 임무를 더욱 적
절하게 배정할 수 있고, 구성원들은 커리어 목표를 관
리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
도록 적절한 도전과 자율권을 누릴 수 있다.
유연한 업무 환경 2.0. 디지털화는 맞춤형 업무 환경
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가 개별
사용자에게 개인 취향에 기반한 데이터 중심의 맞춤
형 경험을 제공하듯, 기업 또한 원격 근무 데이터와 예
측 분석 정보를 활용하면 혜택과 보상, 업무 과제, 교
육 등을 개인 경험과 명시적, 암시적 선호도를 기반으
로 구성원들에게 고품질의 맞춤형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조직 차원의 AI로 강화된 미래의 디지털 코치는
개별 구성원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그의 역량에 들어
맞는 업무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이 코치는 개별 구성
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과 경험을 속속들이 예측할
수 있어 행동과 협력, 전문성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시간 조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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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에서 우연의 만남. 협업 채널을 통해 창
출된 데이터는 구성원 간 소통과 관계를 그리는 지도
를 형성해 종종 공식 조직도보다 더욱 영향력이 강한
비공식 관계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도는 선제적으
로 발전 또는 강화할 수 있는 업무 관계를 파악해 혁신
을 이끌어내는 우연성과 다기능 연결을 촉진한다. 가
상 관계 구축 도구는 개인 간, 팀 간 관계 형성을 유도하
고, 구성원을 멘토나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연결시
키는 맞춤형 제안을 제시하고, 팀의 다른 구성원 및 동
료와 연결시켜 줌으로써 신규 구성원의 원활한 적응
및 참여를 지원한다. 긱 플랫폼(gig platform) 또는 내
부 인력시장은 구성원들에게는 대내외 기회와 멘토십,
확장 업무, 업무 순환 프로그램 등과 연결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받는 장으로 이용되는 한편 관리자들에게는
필요한 인력을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활용된다.

낡은 사무실은 안녕, 미래형
사무실이 온다
오프라인 사무실은 팬데믹으로 인해 실존적 위기에 처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매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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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는 방식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전자상거래가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소비자와 소매업
체들의 인식을 바꿨듯이, 대규모의 강제적 원격 근무
도입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물리적 업무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은 원격 근무도 가능한 유연한 근무
환경을 원하지만, 본부마저 온라인으로 운영되기를 바
라는 직원은 많지 않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의
3/4가량은 재택 근무와 사무실 근무가 균형을 이루는
업무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또 다른 조
사에 따르면, 사무실 근무의 가장 큰 장점은 대면 관
계형성으로 나타났다.8 특히 밀레니얼과 Z세대 응답
자들이 이를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다.9

오프라인 사무실은 팬데
믹으로 실존적 위기에 처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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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로 상충하는 요구를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
까? 물리적 사무실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과
거와 같은 모습으로 환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구성
원들을 사무실로 다시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성원들이 열망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흥미로운 업
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 건축회사 중 하
나인 겐슬러(Gensler)가 예측했듯이 COVID-19이후
의 업무 환경은 더 이상 일을 하는 장소가 아닌 팀 구
성원들이 만나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장소로 변모
할 것이다.10
스마트 머니(smart money)는 유연하고 설정 가능한
업무 환경, 기술 주도 업무 환경 서비스, 협력과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관리해야 할 인력과 공간을 줄
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무실
이 프로젝트 팀의 협력 중심지이자 고객과의 회의를
위한 창의적 센터로 진화하면서, 기업 구성원들은 신
규 구성원 합류 등 특별한 경우를 위한 목적형 인오
피스(in-office) 경험으로 재택근무를 보완하는 하이
브리드 업무 형태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개방형 사무
실인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공유·협업
사무공간)는 COVID-19가 확산되면서 이용률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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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공간은 임대 계약
을 철회하거나 재협상하는 기업들에게 더욱 유연하고
비용이 덜 드는 대체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미래의 사무실은 현재 원격 업무 공간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과 도구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업무 환경에서 맞춤형 직원 경험을 가능하게 한 기술
과 도구들이 물리적 업무 환경 경험 또한 같은 방법
으로 증강할 수 있다.
미래의 사무실은 원격 근무자들과 다각적 가상 협업
이 더욱 용이해지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다. 예를 들
어, 딜로이트 사무실의 모든 회의실과 통화 공간(phone room), 여타 비공개 회의 공간은 플랫폼에 구애
받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화상회의 솔루션으
로 무장한 비디오 기술을 실현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이러한 솔루션은 선도적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통합한
것이다. 각 팀은 기술을 활용해 사무실에 나와 있는
참석자와 원격 참석자가 모두 동등한 경험을 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딜로이트 중역 회
의실은 모든 자리에 첨단 광학 카메라와 소음 제거 마
이크가 설치돼 원격 참석자들에게 더욱 현실적인 경
험을 선사한다. 이야말로 동등한 경험을 실현하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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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조직 차원의 AI는 각 팀이 인오피스 회의 날짜와 시간,
장소를 조율해 장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팀 소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훌륭한 사무실 설계
가 뒷받침 된다면 기업들은 대면 소통, 휴게실 대화, 복
도에서 우연히 만나 나누는 담소 등이 진정한 비즈니
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식의 전통적인 사무실 통
념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사무실에 대한 투자의 성과는 과거 방식보다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될 것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
원격 근무 형태가 대규모로 강제 도입되면서, 상당수
기업들은 원격 및 사무실 근무자들 모두가 업무를 원
활히 완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업무 환경을 재구성 하
고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구성원이 사용하
는 도구와 플랫폼에서 창출되는 데이터를 통해 기업은
개인의 생산성과 팀 성과를 세부조정하고, 맞춤형 직
원 경험을 제공하고, 사무실 공간의 활용을 최적화 할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면 이러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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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는 원격 및 사무실 근무 팀의 협업을 개선하고, 원
격 및 사무실 근무자 간 동등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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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로이터, 새로운 도구와 적절한 타
이밍이 원격 근무 확대를 뒷받침한다
기업 정보 서비스 및 글로벌 미디어 회사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의 디지털·직원·파트너 담당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로버트 뉴
네스-스미스(Robert Newnes-Smith)에 따르면, 톰슨 로이터는 새로운
도구의 적절한 타이밍 덕분에 팬데믹으로 촉발된 원격 근무로의 전환
에 순항했다.11 지난 2020년 3월 구성원 2만 5,000명 대다수가 재택 근
무를 시작했을 때, 톰슨 로이터는 클라우드 기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과
플랫폼을 글로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마지막 준비 작
업을 하던 중이었다. 이 시스템과 플랫폼에는 직원들이 원격 업무에 빠
르게 적응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협업 및 생산성 향
상을 돕는 도구가 포함돼 있다.
톰슨 로이터 구성원 상당수는 이미 주기적으로 가상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어 이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러한 간헐적 경험만으로는 장기적인
원격 근무와 봉쇄조치에 따른 고립이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미처 파악하기 힘들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 수업에 참여
하는 자녀나 돌봄이 필요한 노년의 가족이 근무 중 집에 함께 있어야 한
다는 요인은 측정되지 않았다. 리더들은 기업 문화를 재택 업무 환경
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 화상회의
도구는 매일 진행하는 회의의 일상적 도구가 되고 있는 반면 사무
실 책상마다 놓여 있는 전화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상당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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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서 업무 환경에서는 형식과 격식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만큼, 일부 구성원은 재택 근무가 수반하는 편안함에
대해 어색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팀 리더들은 더욱 편안
한 복장 상태로 사무 공간처럼 보이지 않는 일상적 집의 풍경을 배경
으로 설정해 간혹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화상회의를 방해하는 모습
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등 경계를 허무는 모델로서 진정성과 공감능
력을 직접 보여주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구성원들이 원격 근무 환경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성공한 톰슨 로
이터는 이제 팬데믹 이후의 업무 환경 경험을 정립하고 있다. 기막힌
타이밍에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현대화를 마친 덕분에 톰슨 로이터는
소비 가능한 맞춤형 정보, 셀프 서비스 기능을 보완하는 자동화와 AI
사용의 개선, 고위 경영진을 위한 더욱 풍부한 인사이트 등을 특징으
로 하는 ‘넥스트 노멀(next normal)’에 적응하기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 뉴네스-스미스 CTO는 구성원들이 지역별 업무 중심지와 홈
오피스를 오가며 양쪽 공간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
다봤다. 대면 협업, 관계 형성, 계획하지 않았던 소통과 더불어 원격
근무의 유연함을 동시에 누리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더욱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이후 톰슨 로이터의 인재관리(HR)·부동산·기술 팀은 ▲소통 및 협업
플랫폼 ▲스마트 화이트보드 기술 등 새로운 도구 ▲구성원으로부터
혁신아이디어를 크라우드 소싱할 수 있는 아이디어 관리 소프트웨어
▲예측 가능한 인력 인사이트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기본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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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새로운 교육 시스템 플랫폼의 일환으로서
AI 기반 도구화 등 인오피스 기술을 신중하게 재구상
하고 있다. 뉴네스-스미스 CTO는 “우리는 협업 플랫폼
을 활용해 직원들이 원하는 업무 장소 사이를 오갈 때
원활하고 장애물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오피스와 재택 근무 경험 간 동등한 경험은 매우 중
요하다. COVID-19 팬데믹이 9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톰슨 로이터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 도구
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뉴네스-스미스
CTO는 “모든 사람이 화면 속 네모 안에 똑같이 들어가
있으면 집, 공항, 사무실 어느 곳에 있건 소통의 기회가
동등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런던로이즈, 가상 '언더라이
팅 룸' 으로 혁신 가속화
COVID-19가 영국을 강타했을 때, 세계 최대 국제보
험업자협회인 런던로이즈(Lloyd’s of London)는 고
객과 보험인수자, 중개인, 보험사 관계자들이 하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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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바삐 드나드는 일종의 보험거래소인 ‘언더라이팅
룸(Underwriting Room)’의 문을 닫았다. 중개인과
인수자들은 급히 홈오피스를 마련해 대면 거래를 전
자 거래로 전환했다. 330년 역사를 통틀어 대면 거래
가 중단된 적 없는 보험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급격한
변화였다.12 통상 런던로이즈의 4층짜리 언더라이팅
룸은 보험 브로커와 인수자들이 끊임없이 보험 구매
자와 판매자 간 대면 협상을 진행하는 일종의 붐비는
시장판 같은 곳이었다. 팬데믹 이전 평상시에는 하루
5,000명의 시장 참여자들이 언더라이팅룸을 드나들

리적 장소를 답습하기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운
영회복탄력성이 더욱 강화된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안
을 모색했다. 어빙 PO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
니었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생각을 실현에 옮겨 낡은
방식을 타파하는 과정이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었고, 약 4만 5,000명이 출입증을 가지고 있었다. 샘
어빙(Sam Irving) 런던로이즈 PO(product owner)
는 “역사적으로 언더라이팅 룸은 런던로이즈의 심장
이다. 런던로이즈의 비즈니스는 이 물리적 공간에 묶
여 있었다. 실제로 중개인들이 활보하며 어떤 인수자
들이 어떤 부스를 방문하는지, 또한 어떤 보험 상품
에 관심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는 곳
이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이어 “COVID-19는 이처
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리잡은 업무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덧붙였다.13

의 주요 특징과 기존 전자 거래 경험에서 겪은 격차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가상 언더라이팅 룸의 목표는 현
재 재택근무 경험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통해
파악한 사항을 활용해 전통적 대면 거래 과정을 개
선하는 것도 포함한다.

런던로이즈가 2020년 9월 언더라이팅 룸의 단계적 재
개장을 준비할 때 리더들은 단순히 과거와 똑같은 물

이에 리더들은 물리적 공간을 보완할 수 있는 가상의
언더라이팅 룸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는 예정에 없던
회의를 불시에 진행하고 질의와 답변이 실시간으로 이
뤄지고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런던로이즈는 중개인과 인수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광
범위한 조사와 설계 프로세스를 펼쳐 매우 신속하게
가상 언더라이팅 룸을 구축해 디지털 협업 플랫폼을
통해 중개인과 인수자가 연결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세계 각지에 있는 동료들과 거래 협상 일정을
짤 수 있다. 가상 언더라이팅 룸에서는 중개인과 인수
자 프로파일 검색이 가능할 뿐 아니라 마켓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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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세팅, 유연한 채팅 기능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곳에
서 중개인은 전문성으로 분류된 인수자를 검색하고,
인수자 프로파일을 찾아보고, 지금 당장 채팅이 가능
한 사람을 파악하고, 대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인수자들은 마켓 디렉토리와 프로파일을
활용해 본인이 추구하는 기회의 종류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런던로이즈는 9월 물리적 언더라이팅 룸 재개장과 함
께 특정 사용자들에게 가상 언더라이팅 룸을 공개했
다. 원격으로 거래하는 사용자와 거래소에서 직접 거
래하는 사용자 모두에게 똑같이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
는 경험을 제공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가
상과 물리적 공간을 융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 공
간의 마켓 디렉토리를 활용하면 물리적 공간에서 돌
아다니지 않고도 인수자의 접근 가능성 여부를 파악
할 수 있으며, 마켓 프로필이 개선됨에 따라 중개인들
은 줄을 서 기다리지 않고도 잠재적 협상에 대한 인수
자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가상 룸의 의도치 않았던 장점은 사용자의 접근 가능
성을 공개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됐다는 것 이
다. 어빙 PO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퇴근 후 거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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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남으로써 생성되는 물리적 경계를 허물 수 있어, 업
무 외 시간에도 휴대폰으로 서로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근 가능성 여부를 설정함으
로써 원격 사용자들은 일과 삶의 경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 더욱 강한 통제력을 갖게 됐다”고 덧붙
였다.
런던로이즈는 초기 형태의 가상 언더라이팅 룸에 사양
을 추가, 발전시켜 매주 개선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향
후 과제의 우선 사안은 가상 질의, 통합 캘린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다.

JLL, 인간 중심 기술이 업무
공간 재설계와 인력 성과에
핵심이다
COVID-19가 업무 공간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 사
람들이 일하는 방식과 장소가 영구적으로 변화했다. 상
당수 기업 리더들은 이러한 새로운 업무 방식이 조직
과 기업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노력 중이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존스
랑라살(JLL)은 오랫동안 업무 환경 전략, 설계, 기술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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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드를 추적해 온 결과 ‘넥스트 노멀’로 향하는 길은 유
동적이고 복잡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근로자 성과 및 경험 전문가이면서 JLL 글로벌 기업리
서치 책임자인 마리 푸이바로드(Marie Puybaraud)
는 COVID-19로 업무 환경 전환이 5~10년 가속화됐
다고 진단했다.14 그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일하는 인력은 언젠가 분명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기는 했지만 그 진화 속도가 이처럼 빠
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팬데믹으로 확실
히 변화가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JLL의 조사에 따르면, 업무 성과가 높은 근로자는 유
연한 업무 시간과 원격 근무 기회가 더 많았지만, 팬데
믹 봉쇄조치 기간 동안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비해 사
무실을 더 그리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이바로드 책
임자는 “원격 근무는 업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로자들은 사무실이 완전히 사
라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팬데믹 기간 동안 동료들과의
협업과 관리 능력 및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결속감 등
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환경이 전통적 설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연한 업무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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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업무 장소가 필요하다”고 덧붙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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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업은 하나의 본부를 두는 대신 여러 지역
에 분산된 여러 개의 작은 사무실을 운영해 가용한 인
력 풀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라면 구성원들
이 자택과 회사 사무실, 여타 공동 업무 장소를 오가며
업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푸이바로드 책임
자는 이를 ‘근로자의 신(新) 황금기(New Golden Age
of the Worker)’라 부르며, 근로자 중심의 접근법이 이
러한 업무 환경을 재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위해 각 기업은 인력의 선호도에 맞춘 방식으로 사무
실 환경을 대대적으로 재설계 및 재편해야 하고 인간
적 경험과 업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 환경을 사
회적 중심 공간으로 재구상해야 한다. JLL은 인공지
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3D 모델링을 포
함한 기술을 활용해 현재의 한계를 넘어선 건축환경
을 만들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물리적 업무 공간을
전환하는 것 외에도 기술을 활용하면 분산된 인력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혁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
기술 플랫폼은 미래 협업 공간에 존재하는 구성원과
존재하지 않는 구성원 간 자연스럽고 생산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최근 JLL 서베이에 참여한 근로자 중 거의 절반은 관계
형성이 가능하고 자연을 느낄 수 있고 배움이 가능한
전용 공간과 더불어 개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이 공존하는 사무실을 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늘
날 사무실 환경의 2/3가량은 개별 업무를 위한 공간으

푸이바로드 책임자는 강제적 대규모 재택 근무 실험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술의 가치가 증명됐다
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은 원격 근무의 성공적인 실현
자로서 자리매김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기술 플랫
폼 덕분에 효율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로 채워져 있고, 협업 용도의 공간은 1/3에 불과하다.

인력이 여러 곳의 사무실과 홈오피스에 흩어져 있는
만큼, 기업들은 앞으로 이러한 플랫폼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더욱 현실적이고 구성원의 참
여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인간 중심의 경험을 더욱 개
선한 새로운 솔루션이 등장할 무궁한 기회가 펼쳐져 있

미래 인력이 바라는 바를 충족하려면 이러한 비율이
뒤집어져야 한다. 업무 환경의 약 3/4이 공동의 용도
로, 나머지가 개별 업무 용도로 재설계돼야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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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 마주하며 실제 소통의 경
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기술은 현장에 있는
사람과 원격 근무 동료들 간 소통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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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Dan Torunian(댄 토루니언)
페이팔(PayPal)
직원을 위한 기술·경험 및 데이터 센터
담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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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은 COVID-19로 인해 90곳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2만 3,000명 이
상의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초점은 직원을 안전
하게 지키는 것에서 업무 효율성을 개
선하는 것으로 확장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한동안 인력을 사무실 밖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지
면서, 우리의 초점은 원격 근무로의 신속한 전환을 기회로 삼아, 팀으로서 또한 기
업으로서 협업하는 방식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진화했다.
우리는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고 사무실 또는 원격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세계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와 협업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속도와 생산량 측면에서 인력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교육 뿐 아
니라 혁신을 이끄는 협력을 촉구하는 것이다. 또 사무실을 떠나 일하는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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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면하는 근본적인 인간적 문제들 또한 해결하고자
한다.
팬데믹 이전에는 업무 프로세스와 협업 도구, 커뮤니
케이션 채널, 교육 기회, 사내 문화, 심지어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 방식까지 모두 전통적 업무 환경에 최적화
돼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 직원 절반이 고객 서비스, 수
집, 사기 부문에서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팬데
믹 이전 이들은 통제가 엄격한 메트릭스 기반의 콜센
터에서 근무했다. 동료들이 그야말로 팔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같이 일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COVID-19
로 그처럼 전통적으로 설계된 팀의 지속가능성을 재고
하게 됐다. 이제 이 직원들은 혼자 일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홈오피스 환경에서 룸메이트나 배우자, 자녀를 옆
에 두고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생산성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다만 소통과 협업, 능력 개발,
네트워크 연결과 관련된 문제들 뿐 아니라 동료와의
사회적 관계 유지, 업무 시간 중 가족 돌보기, 일과 삶의
균형 유지 등 인간적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업무 환경을 구축하려면 기업들은 다양한 부문의 구
성원들이 서로 연결, 소통, 협력, 지원하는 방식을 재설
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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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업의 구성원 대
부분 또는 전원이 재택 근
무 중인 만큼, 각 기업은 반
드시 원격 근무자 경험을
최적화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을 사무실 현장 경험
만큼이나 효율적이고 즐
거운 경험으로 의도적으
로 진화시켜야 한다.
많은 기업의 구성원 대부분 또는 전원이 재택 근무중인
만큼, 각 기업은 반드시 원격 근무자 경험을 최적화해
야 한다. 이러한 경험을 사무실 현장 경험만큼이나 효
율적이고 즐거운 경험으로 의도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
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맞춤형 디지털 협업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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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를 개발 중이다. 다양한 협업 플랫폼에 적용 할 수
있는 공통적 기술과 경험을 제공해 선호하는 도구가
각기 다른 구성원들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을 연구하고 있다. 또 기업들은 지역별 업무 규정, IT
인프라 격차, 구성원의 업무 방식과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선호도 등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 예
를 들어, 광대역 역량과 인터넷 지원, 네트워크 역량 등
의 기술적 여건 뿐 아니라 재택근무를 바라보는 문화
적 차이 등은 지역별로 다르다. 이러한 요인을 파악하
고 이에 적응하면 한층 차별화된 맞춤형 직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종종 동료의 어깨를 두드리며 응원하고 짬을 내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소통하는 등 경직된 분위기의 화상회
의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러한 경험에
관심을 보이는 구성원을 무작위로 짝을 지어 가상 커피
브레이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었다. 우리는 이 앱을 확장해 사용자들이 스크린 속 네
모 칸을 바라보는 대신 좋아하는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원격 근
무로의 급격한 전환을 통해 페이팔을 비롯한 여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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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은 업무 방식을 재검토할 전례 없는 기회를 얻었
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환을 통해 우리 구성원들은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전세계
200여개국의 우리 고객들에게 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사무실, 침대 옆 책상, 카
페, 공용 사무실 어느 곳에서 일하건 개선된 업무 경
험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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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관점
전략
최근 원격 근무로의 대전환은 대다수 최고경영
자(CEO)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업무 경험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리더들은 온라인 소통을 모니
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협업을 강화 등
단기적 개선과 더불어 장기적 혁신을 이끌어낼 방법을 모색
하고 있다. 또한 가상 오피스는 리더들이 소통의 철저한 투명
성을 실험하고 장려 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한다. 하지만
CEO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원격 근무를 위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지금의 선택이 팬데믹 이후의 기업 문화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뉴 노멀’의 시대에 구성원들이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조직과 조직의 비전과 연결 돼 있
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단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재무
디지털 업무 환경을 빠른 속도로 구축해야 하는
과제는 현재 고위 경영자들과 조직 전체에 중대
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도시에 위
치한 대규모 사무 공간을 규모를 줄인 역동적 공간으로 바꾸
는 등 이러한 과제를 실행에 옮길 경우의 잠재적 재무 이익
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구성원들이 더 이상 대
면소통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생산성 및 창의성 저하에 따른
잠재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가상 업무 환경에서는 사회적
또는 표현의 신호를 읽기가 쉽지 않고 휴식시간에 비공식적
으로 이뤄지던 브레인스토밍 기회도 사라진다. 재무 리더들
은 새로운 업무 환경에서 이러한 격차의 일부를 해소하기 위
한 전략을 세움으로써 원격 근무를 다른 방식으로 주도해
야 한다. 예를 들어, AI로 회의 동향을 실시간 분석해 좀처
럼 의견을 내지 않는 참여자의 의견 제시를 독려하도록 의
사결정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15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 수단을
사용할지 여부와 별개로, 조직은 구성원의 웰빙과 기업을 존
속시킬 성과를 내기 위한 능력을 지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CFO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리스크
팬데믹 이후 나타난 원격 근무로의 엄청난 전환
을 계기로 최고위험관리자(CRO)들은 원격 협
업을 위한 보안 표준을 재정립할 기회를 얻었다. 예를 들어,
가정용 네트워크는 기업용 네트워크와 같은 규모의 프로세
스를 소화하고 있으며, VPN 사용이 증가하면서 기업 데이
터와 개인 기기가 뒤섞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디지털 협업과
파일 공유가 점차 일상화되는 만큼, 리스크 리더들은 시장에
발 맞추는 조직의 능력을 끌어내리지 않고도 점차 가속화하
는 변화에 생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CRO는
최고정보책임자(CIO) 및 최고기술책임자(CTO)와 긴밀히 협
력해 협업 도구의 향후 변화를 주시하고 단기적으로 작용할
리스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사무실 복귀가 이뤄질
경우 나타나게 될 문제와 변화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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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됐는가?

1
2
3

원격 근무 시 개별 및 팀 성과를 어떻게 평
가하는가? 업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어
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혁신을 이끌어내는 구성원들 간 자연스럽
고 우연한 소통을 가상 업무 환경에서 촉
진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

물리적 업무 공간의 장기적 역할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가? 오피스 설계와
기술 도구가 최적의 협업 및 생산성을 지
원하는 방법은?

125

보충자료
The future of cloud-enabled
work infrastructure
Study 가상 비즈니스 인프라를 가능하게 하
는 클라우드 솔루션, 보안, 데브옵스(DevOps)방법론 등을 알아본다.

Future of Work collection
Survey 앞으로 업무 환경, 인력, 업무 자체
에 나타날 변화를 살펴본다.

Superminds, not substitutes
Navigate 인공지능(AI) 도입이 확대되는 상
황에서 사람과 기계가 협업하는 미래를 들
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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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맞춤 경험: 디지털, 현실과 만나다
단 한 명의 고객을 위한 경험 설계
설계자와 프로그래머는 고객 한 명 한 명의 행동과 태도,
선호도에 맞춘 맞춤형 인간적 경험을 제공한다.

$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융합
고객 여정은 대면과 디지털 요소를 통합해 강력한 맞춤형
브랜드 경험을 창조한다.

기술을 통해 신뢰를 강화한다
신뢰를 강화하는 실현 기술로 증폭된 사려 깊은 설계는
맞춤형 인간적 경험의 미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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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8

소비자 맞춤 경험: 디지털, 현실과 만나다
대규모 인간적 경험 창조

C

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고객을 직접 만날
수 없었던 런던 새빌 로(Savile Row)의 맞춤
(bespoke,비스포크) 양복 재단사는 로봇 기술
의 도움으로 두 대륙이나 멀리 떨어진 서울에 사는 고
객들의 치수를 재는 경험을 했다.1 필요나 선택에 따라
원격 근무, 온라인 교육 또는 식료품 주문 등 일상 생활
의 모든 측면에서 디지털 소통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
아지고 있다.

의 편리함과 융합된 맞춤형 소통을 원하고 있다. 향후
18~24개월 동안 선도 기업들은 ‘전 세계 수십억 소비
자를 위한 맞춤 경험’ 트렌드를 수용하며, 인간 중심 설
계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로 더욱 풍부해진
맞춤형 소통을 대규모로 생성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
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디지털 소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과 동시
에 맞춤형 인간적 경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
다. 팬데믹 초기에 실시된 딜로이트 서베이에 따르면,

이러한 트렌드는 신속히 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고객들의 참을성이 바닥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봄 딜로이트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
의 2는 이미 가상 콘서트, 사적 모임, 정부 거래 등 새로
운 디지털 경험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 활동

가상 경험이 더욱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를 원한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2 우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인
식하는 영역에서 소비자들은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물
리적 경험과 디지털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각각으로부터 최상의 것, 즉 디지털

의 이 같은 디지털 대안들은 처음에는 적절해 보였지만,
수확체감의 법칙이 현실화되며 위기를 맞았다.3 상당
수 디지털 경험이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고객들의 요구가 늘어, 결국 장기적 성공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디지털 소통에 대한 의존
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보
다 맞춤형 인간적 경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늘
고 있다.
맞춤형 디지털 경험은 고객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가? 고객들은 답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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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경험과 디지털 경험
의 결합으로 새로운 맞춤 경
험이 탄생한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위해 특별히 맞춰진 경험과
제품을 소중하게 여겨왔다. 1800년대 초부터 런던의
재단사들은 원단과 단추, 패턴을 직접 선택하는 고객
들과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고객의 취향, 성격, 열망을
물리적으로 표현하거나 자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
험을 제공해왔다. 전통적으로 한 명의 재단사가 평생
동안 맞춤 옷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단골 고객은 수십 명
에 불과하다. 기술과 자동화보다는 개인적 관심을 기
울여 직접 손으로 제작하는 전통을 지닌 부문에서 맞
춤형 경험을 창조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런던 새빌 로의 맞춤 양복 재단사는 다양한 기술의 도
움을 받아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문형 서비
스라는 특징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이자 기회를 마주
하게 됐다. 선도 기업과 브랜드 또한 새빌 로의 재단사
와는 출발점은 달랐지만 같은 지점에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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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은 기존 기술과 신기술을 실험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 같은 기술들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결합하여 보다 개인화된 인간적 경험과 결과를 설계
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제한
된 선택지만 제공하는 매스커스터마이제이션(masscustomization, 대량생산과 고객화의 합성어)과 달리
비스포크 경험은 개인의 행동, 선호, 가치 및 신념에 맞
춰 특별히 설계된다. 궁극적으로 기업과 브랜드가 기술
발전을 통해 선택받은 소수에게 만이 아니라 수십억
명의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맞춤형 경험을 만들 수 있

실재와 디지털이 융합된 소비자 경험의 영역에는 아직
도 큰 격차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소매 업체
의 증강현실(AR) 앱을 다운로드해 거실용 소파의 스
타일, 패브릭, 색상 등을 경험하려는 부부가 있다고 하
자. 디지털 경험은 소파의 사이즈나 디자인이 거실 공
간을 어떻게 더 풍부하게 해줄지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지만, 고객이 소파에 직접 앉았을 때 얼마나 편안한
지를 경험하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한 경험이
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특히 고가의
상품인 경우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구매하기를 꺼

을 것으로 기대된다.

린다. 이 때문에 일부 온라인 소매 업체는 고객의 쇼핑
경험을 완성하기 위해 실제 매장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온라인 매트리스 판매 업체인 캐스퍼(Casper)는 고객이 매트리스를 실제로 테스트해 볼 수 있
도록 20개 매장을 오픈했고, 매장을 추가 확장할 계획
도 있다.5 캐스퍼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심지어 낮 잠
예약도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소비자와 맞춤형
경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치는 더 이상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소비자는 요구하지 않아도 원하는
경험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차량 공유 회사는 수년 동안
머신러닝(ML) 및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소
비자가 언제 어디에서 차량을 이용할 것인지 예측해
왔다.4 그 결과 소비자가 앱을 실행시키기도 전에 건물
을 나서는 순간 공유 자동차가 모퉁이에서 대기하고 있
을 수도 있다.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전통적으로 물리적
세계에 기반을 둔 산업군은 진화 속도가 더 느려질 것
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이 중심
인 일부 기업은 디지털 네이티브 업체들과 협력하여
물리적 인간 경험과 디지털 요소를 결합하고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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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광고주인 한 소매
업체에게 플랫폼의 방대한 소셜 네트워크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원활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
는 맞춤형 온라인 스토어프론트(storefront, 가게 앞
진열 공간)를 제공한다. 그리고 타깃형 소셜 미디어 광
고는 소비자가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
보도록 유도한다. 그러면 소비자는 개인의 온라인 행
동과 선호에 따라 선별된 항목이 가득 찬 미니 웹사
이트로 이동한다.6

기다려주기를 원할 수 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의류를 선택해 집으로 배달해주는 맞춤형 경
험을 원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과 선호에 맞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물리적 세계에서 소비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다
고 상상해 보자. 어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
는 드레스를 발견했지만 반품하는 일이 귀찮다고 여기
기 때문에 드레스를 직접 입어보지 않고는 구매하지 않
으려 한다. 이러한 성향의 소비자는 백화점 근처를 지
날 때 알림을 받도록 설정할 수 있다. 판매 직원과의 직
접 대면을 원치 않는 경우 백화점 곳곳을 설명해주는
웹사이트에 모바일 기기로 접속해 매장에서 해당 드레
스를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소비자는 가상
스타일리스트가 드레스와 더불어 자신의 마음에 들 뿐
만 아니라 드레스에 어울릴 만한 색상과 크기의 액세
서리까지 함께 준비해 개인 전용 탈의실에서 자신을

한 사람의 고객을 위한 설계

미래에는 디지털 상호작용이 점점 더 많은 물리적 경
험을 향상시킬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것이
다. 디지털 상호작용의 편리함과 단순함이 결국 의미
있는 인간적 교류의 따뜻함 및 안도감과 자연스럽게
혼합될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서베이에서 고위 경영자 3,000명은
인간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이 조직의 최우선 과제라
고 생각하지만, 이들 중 96%는 인간 중심의 경험과 유
사한 것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
는다고 답했다.7
선도 기업과 브랜드는 물리적, 디지털 세계 모두에서 가
치가 풍부한 인간 상호작용을 생성하는 인간적 경험 설
계자를 통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모색하
고 있다. 감수성과 공감능력, 상상력 등의 자질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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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 경험 설계자들은 유사한 요구, 행동 및 목표를
공유하는 소비자 그룹을 뜻하는 페르소나(persona)
를 위해 신뢰를 강화하는 만족할만한 상호작용을 설
계한다. 설계자들은 고객 여정의 극도로 세심한 요소
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융합되는 다양
한 방식을 고객별로 특정해 고객과 브랜드 모두를 만
족시킬 결과를 얻게 한다. 다만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
된 그룹을 대상으로 설계된 경험은 ‘일괄적’ 경험보다
만족도가 높을 수 있지만 완벽한 ‘맞춤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맞춤형 경험의 여정에 오른 기업과 브랜드는 고객 한
명 한 명의 행동과 요구, 가치에 맞춘 진정한 맞춤형 경
험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위해 설계자와 코더(coder)가
협업하는 다기능팀(cross-functional team)을 꾸리
고 있다. 하지만 인간적 경험 설계 부문은 빠르게 진화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기능팀조차 조만간 쓸모 없어
져 버릴 수 있다. 이 가운데 새로운 유형의 인간적 경험
창조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코딩을 매개로 사용해 설
계와 실행 간 간극을 좁히는 설계자들이 그들이다. 이
러한 설계자 겸 코더들은 창의적인 감수성과 기술적 노
하우를 결합함으로써 실시간 유의미한 데이터로 규정
된 개인의 행동과 선호도를 기반으로 점점 더 원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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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끄러운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새로운 유형의 인간적 경
험 창조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코딩을 매개로 사용
해 설계와 실행 간 간극을
좁히는 설계자들이 그들
이다.
설계자 겸 코더는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한명 한
명의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개인의
정체성과 위치, 선호도 등에 기반해 고객별로 조정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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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명의 신뢰를 확장하
는 기술
물리적 경험과 디지털 경험이 융합됨에 따라 신뢰 구
축은 의미 있는 인간적 경험을 제공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고 있다. 런던 새빌 로의 재단사
가 고객을 위한 맞춤 양복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전체
과정처럼, 맞춤 경험을 제공하는 모든 상황에서 신뢰
는 고객 경험의 핵심이다. 고객들은 이 재단사를 신뢰
하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 매장을 방문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그를 찾는다. 고객은 재단사
가 로봇의 움직임을 지시하지 않는 한 자신의 맞춤 양
복을 절대 로봇에게 맡기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
다면 기업은 어떻게 수십억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친밀
한 방식으로 일대일 경험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실현 기술을 활
용해 인간적 경험을 사려 깊은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
다. 신뢰를 강화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기
술에는 AI와 개인정보 사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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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맞춤 경험을 제공
하는 모든 상황에서 신뢰는
고객 경험의 핵심이다.
더욱 강력하면서도 개인적인 인간적 상호작용을 만들
어내려면 알고리즘과 시스템에 방대한 양의 개인정
보가 투입돼야 한다. 테크트렌드 2020 의 윤리적 기술
과 신뢰(Ethical technology and trust) 장에서 언
급한 것처럼 기업이 이러한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신
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및 데이터 사용에 지역, 국가 및 초국가적 단위로 각각
적용되는 규제를 따르려면 신중한 계획과 엔지니어링
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수십억 소비자를 위한 맞춤 경험’ 트렌드를 지
원하는 직관적이고 경험주의적 기술은 대규모 인간적
경험이 가능한 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테크트
렌드 2020 에서 언급했듯이 자연어 처리, 표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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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추적, 감정 분석 알고리즘과 같은 감성 컴퓨팅
(affective computing) 기술은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
고 이해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진정한
인간적 연결은 조건에 들어맞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전화나 웹카메라와 같은 기술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
과 연결시켜 주지만, 그것들은 단지 하나의 통로일 뿐
이다. 기술적인 통로를 통해 형성된 관계는 유용하지
만 여전히 정서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의 표 ‘맞춤 경험 산업의 기술적 도구’에는 ‘소비자
맞춤 경험’의 기반 기술이 소개돼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술로, 개별적 진화과정을 거쳐 발
전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며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점이다. 라이다
(LiDAR) 센서 및 AR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가 범용
화되거나, AI/ML 플랫폼을 통해 극도로 세밀하게 설계
된 개인화가 가능해지면 어떤 혁신이 등장할지 상상
해보라. 이러한 사례뿐 아니라 여타 다양한 경우에도
진정한 파워는 기술이 서로 융합하는 지점에서 생긴다.
개별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이러한 기술이
서로 결합하게 되면, 감정을 인식한 후 이에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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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간에 원활하게 거래하고, 가상 공간과 디지털공간
사이를 쉽게 이동하고, 모바일 플랫폼의 증강하는힘을
활용하는 등 차세대 인간적 경험을 실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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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경험
산업의 기술적
도구
‘소비자 맞춤 경험’ 트렌드의
기반이 되는 많은 기술은
수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반복 사용될수록
더욱 정교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추세는 이러한
기술이 의미 있는 방법으로
서로 결합할 때 새로운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생성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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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채널
마케팅 플랫폼

플랫폼으로서의
휴대용 기기

감성
컴퓨팅

공간
웹

차세대
ID관리

디지털 및 물리적 상호작용이 융합
됨에 따라 이전 세대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에 불과했던 옴니채널 플랫
폼이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세계에
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정확한 타깃형 마케팅을 펼치는 타
기팅 기능과 물리적 세계에서 소비
자를 식별하는 향상된 능력이 결합
하면, 더욱 정확한 타깃형 마케팅과
더욱 유용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ML옵스(트렌드 04 – ML옵스: 산업
화된 인공지능 참고)의 힘을 이용
하면 이러한 플랫폼은 점차 더욱 훌
륭하고 더욱 비용 효율적인 권고와
유도, 프로모션을 제공해 소비자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8

휴대폰 및 기타 소형 기기는 단순히
전화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에
서 정교한 모바일 컴퓨팅 플랫폼으
로 진화했다. 오늘날 첨단 기기에는
강력한 카메라, GPS 및 위치 센서,
공간 측정을 위한 라이다, 현실에
가상을 입히는 네이티브 가상현실
(VR) 라이브러리, 5G 초고속 연결
기능을 비롯해 수많은 첨단 기술이
사양으로 첨가되고 있다. 가까운 미
래에는 가상 의류 피팅을 지원하는
신체 스캔 기능과 개인에게 완벽하
게 맞는 의류를 식별하거나 생산하
는 기능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9

‘감정 AI’로도 알려진 감성 컴퓨팅은
컴퓨터가 인간의 감정을 실시간으
로 해석하고 이에 반응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AI는 자연어 처리 및 감정
분석, 음성 스트레스 분석, 미세한
표정 변화를 분류하는 카메라 등의
기능을 통해 우리의 감정 상태와 의
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
다. AI는 내가 좋아하는 가게에서 나
를 환영해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할
인 품목을 소개하는 가상 영업사원
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고
객으로서 나의 불만을 그대로 전달
함과 동시에 ‘저장된’ 스크립트를 따
라 내가 서비스를 취소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가상 고객 지원 서비스 담
당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내 가상 담당자 외에는 누구도 나의
데이터와 이력에 접근할 수 없고,
내 담당자는 고객인 나의 이탈을 막
기 위해 완벽한 맞춤형 경험을 제시
할 수 있다.10

물리적 세계의 고해상도 매핑을 AR
및 VR 기능과 결합함으로써 공간
웹 기술을 통해 가상 물체를 물리
적 세계로 투영시켜 보일 수 있다.
공간 웹은 스마트폰, 태블릿, 헤드셋
등에 내장된 강력해진 기술을 활용
하여 사용자가 가상 환경과 더 생생
하게 상호작용하도록 돕는다. 이러
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는
기존의 스크린과 태블릿, 스마트폰
에 의존하는 대신 물리적 공간의 다
양한 정보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
다.11

신뢰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토대는
사용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다. 강력
한 신원 확인 장치가 없다면 조직은
데이터 유출로 인해 신뢰를 잃을 위
험에 노출된다. ID 관리 시스템은 신
원 검증을 위한 생체 인식, 행동 검
증 및 기타 고급 메커니즘을 포함
하도록 자격 증명 및 2단계 인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발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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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으로 가는 길
팬데믹으로 인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며 진정
한 인간적 연결의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들은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하고 개선하여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을 보다 의미 있게 융합하며 고객과
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 한 명 한 명을 보다 인간적이고 신
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략함으로써, 수십억 소비자
에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정
확히 제공하는 맞춤형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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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Hans Neubert(한스 뉴베르트)
겐슬러(Gensler)
디지털 경험 설계 책임자 겸
글로벌 실행 리더

소비자 맞춤 경험: 디지털, 현실과 만나다

136

물리적 환경은 우리가 고객사와 맺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등대와도 같은
존재다.
디지털이 우선인 기업들조차도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물
리적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면에서 이미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
추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경험과 물리적 경험을 혼합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
이다. 건축은 역사가 깊은 만큼 진화의 속도가 느리다. 세계 최대 건축회사 중 하
나인 겐슬러는 안전하고 유용하며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수천에서 수
백만개에 달하는 움직이는 부품을 조정하는 물리적 프로세스를 부단히 개선해
왔다. 부동산 부문은 디지털 혁신의 시작 단계에 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장점은 건축이 당초 개별 맞춤형 산업이었던 덕분에 개인을 위한 맞춤형 설
계에 익숙하다는 점이다.
우리 디자인팀은 내부에서 혁신을 이끌어 내는 역할에 착수했다. 우리는 건축에
대한 겐슬러의 접근법을 물리적 건물 및 인테리어 창조에서 총체적인 경험 창조
로 전환하는 노력을 이끌고 있다. 우리는 회사 직원, 스포츠 팬, 학생, 지나가는 행
인, 쇼핑객 등 모든 최종 사용자에게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상호작용을 융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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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은 기술 변화와 새로운 혁신의 수용을 가속화했
다. 이러한 논의 중 일부는 이전부터 시작됐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경험
으로 건축 환경을 더욱 풍부하게 함으로써 사무 공간
을 맞춤화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최
고경영자(CEO)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아
날로그 세계에서는 건물에 출구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물리적 표지판이 존재한다. 반면 새
로운 세계에서는 원격 근무자가 회사 사무실을 방문
할 때 그의 태블릿에 저장된 회의 초대장이 건물 출
입증이자 엘리베이터 열쇠, 회의실 위치를 안내하는
지도가 된다. 디지털 태생 기업들에게는 대단한 혁신
이 아니지만, 부동산과 같은 아날로그 산업에게는 상
당한 혁신으로 다가온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단 6개
월 만에 7~10년에 걸쳐 나타날 변화를 이룩한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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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겐슬러가 건축에
대한 접근법을 물리적 건
물 및 인테리어 창조에서
총체적인 경험 창조로 전
환하는 노력을 이끌고 있
다.
겐슬러는 또한 건물 방문 전과 방문 도중, 방문 후 사
용자 경험을 모두 포함하도록 디자인 범위를 넓혔다.
축구팬이 경기장에 있을 때만 팀을 응원하는 것이 아
니므로 건축 환경은 더 큰 여정의 일부에 불과하다. 당
연히 축구팀 구단주는 경기장에서 팬과 상호작용을 풍
부하게 하는 것 외에도 경기 전과 경기 도중, 경기 후
에 팬과 연결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할 것이
다. 우리는 그야말로 팬들과 360도 전방위의 완전한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
또 우리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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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과정에 참여하는 인력을 다양화하고 있다. 다양
한 분야 및 다기능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CEO 및 부
동산 리더는 물론이고 IT, 마케팅, 브랜드, HR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보다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직
면한 장애물은 건축의 물리적 세계를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요소를 구축하기 위해 공통의 토대가 되는 ‘도
시 플랫폼’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적
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도시 플랫폼이 완전한 진
화를 마치기 전까지는 360도 전방위 사용자 경험을 설
계하고 구축하는 일이 원하는 것보다 더 느리고 비용
이 많이 드는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겐슬러는 더 높은 목적에 맞는 경험을 만들
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건물 소유주나
부동산 개발자뿐 아니라 최종 사용자를 위해 건물을
디자인한다. 대중적 요구의 절반만을 충족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한 디자인
이 필수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전만을 고려한 디자인
은 충분하지 않으며 글로벌 보건 기준까지 고려해 건물
을 지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물은 기후 변화의 주범
이기 때문에 환경보호의 시각에서 디자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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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건축회사를 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경험 설계
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고, 이 혁신에 대한
대가 또한 즉각적으로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
리는 직원이 주주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에
나설 수 있었고, 차세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일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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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관점
전략
팬데믹은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최종사용자
의 문화인류학자(end-user ethnographer)’라
는 중요한 역할을 새로 추가하는 계기가 됐다.12 기업들은 고
객이 중시하는 가치, 위험 수용범위, 선호도를 충족하려 노력
하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이 혼합된 안전한 경험을
설계하고 있다. CEO들은 이러한 인간적 경험 전략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하
는지(가상 쇼핑 및 서비스의 증가 등)에 대한 트렌드 변화 뿐
아니라 개별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기대감의 격차까지도 고
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목표는 지속적인 인간적
경험이며, CEO는 하향식 방향 설정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으로 조직을 이끌며 전례 없는 시기에 대응할 수
있다.

재무
인간 중심의 설계가 개선되고 정보기술(IT)이 재
무팀에 더 많은 실제 사용 사례를 제공함에 따
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어떤 매트릭스(투자수익률[ROI],
노출당비용[cost perimpression, CPI] 등)가 투자를 정당
화 하고 어떤 제품 및 서비스가 혁신의 준비가 됐는지 등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경제가 우
세해지는 상황에서 CFO는 인간적 연결이 회계 및 기업가치
를 어떻게 주도하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손상 차손이나 판매
세액 개념 등의 표준이 강력한 재무제표 달성에 장애물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러한 개념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
다. 또한 고품질 인간적 경험 플랫폼의 가치는 정량화하기 어
려울 수 있으나 조직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다.

리스크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이 혼합되어 하이브
리드 사용자 경험을 창조하고 있다. 이 새로운 환
경에서는 단순히 물리적 또는 디지털 고객 상호작용을 할 때
와 비교해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증폭될 수 있다. 이러한 변
화로 인해 최고리스크책임자(CRO)는 암호와 같은 기존 보안
형식을 재고하고 모바일 생체 인식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선
택하게 될 수 있다. 기술을 통해 조직이 전체 채널에서 특정 고
객과 이들의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CRO는 개
인정보 보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디지털
에 익숙한 세대와 이전 세대 간 기대치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리스크 책임자가 인간적 경험에 대한 세대 간 격차도 해결해
야 한다.13 사이버 보안 및 혼합 경험의 도약을 위해서는 변
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고객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리스크 책임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

1

2

3

4

5

6

7

8

9

소비자 맞춤 경험: 디지털, 현실과 만나다

부록

핵심질문

준비됐는가?

1
2
3

고객 여정이 얼마나 기민하게 짜여 있는
가? 물리적 채널과 디지털 채널을 원활
하고 일관적으로 넘나들 수 있는가? 고객
들은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귀사의 조직은 대면 및 디지털 환경을
통틀어 보다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실험하고 있는가?

고객 정보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
로 저장하고 있는가? 인구학적 및 거래 정
보 외에도 행동, 태도, 감정, 선호도 등을
나타내는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기술을 사용해 고객 신뢰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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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료
Turn brand into bond
Learn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 전사적 규모로
고객과 감성적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
한다.

Human experience in times
of uncertainty
Tune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법
을 논하는 주간 생방송 토론을 볼 수 있다.

Human experience: Know thyself
Explore 2021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2021
Global Marketing Trends) 에서 조직이
인간적 연결을 강화해 이해관계자의 요구
를 충족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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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 인력 성과
기술 리더의 역할

DEI 기술은 채용 및 승진, 리더십과 문화, 측정 및 분석 전반에서

DEI 및 비즈니스 리더와 협력하며 기술 지원 솔루션을 활용해
복잡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라.

DEI 기술 고려사항
파트너십과 책임 있는 데이터 관리, 피드백 메커니즘은 기술
지원 DEI 인력 전략의 중요한 요소이다.

직원 성과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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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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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DEI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리더의 역할 증대

지

난 2020년 여름,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시
위가 전세계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전부터
재계 지도자들은 다양성(diversity), 형평

성(equity), 포용성(inclusion), 즉 DEI 개념을 이해하
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발생한 사건들을 계기로 많
은 조직들이 DEI를 비즈니스 우선순위로 격상하게 됐
다.1 실제로 현재 최고경영자(CEO)의 96%가 DEI를
전략적 우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 이유가 사
회 정의 구현만은 아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포용적
문화를 가진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재무적 목
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은 2배 높고, 높은 성
과를 낼 가능성은 3배, 혁신적이고 민첩한 조직이 될
가능성은 6배,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가능
성은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직원 DEI 프로그램 및 정책은 모든 조직 구성원의 발
언과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DEI의 정의는 조직이

집중하는 분야 및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양성은 다양한 배경의 인구와 능력, 경험을 포함
하는 개념이며 ▲형평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접
근, 기회, 자원 및 번영할 수 있는 권한 제공을 의미하고
▲포용성은 공정성, 형평성, 존중의 문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DEI를 통해 직원들은 소속감과 더불어 가치를
인정받고 자율권을 누릴 수 있다.
DEI는 현재 직원뿐 아니라 잠재 직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레노버(Lenovo)와 인텔(Intel)이 2020년 공
동 실시한 글로벌 직원 채용 조사에 따르면, 조직의 DEI
정책과 성과는 채용 지원자가 해당 조직 일자리의 구
직 또는 수락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
타났다. 모든 부문의 직원 중 절반 이상이 DEI성과가
구직 시도 여부나 제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비율은 특히 중국
(89%), 브라질(88%), 미국(75%)에서 훨씬 높게 나타

났다.3
대부분의 조직이 DEI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와 관련
해서 여건이 완벽히 마련된 상황은 아니다. 딜로이트
의 2020년 인적 자본 트렌드(2020 Human Capital Trends)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9%가 인력
의 소속감 증진이 조직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답했고,
93%는 이러한 소속감이 조직 성과를 견인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직이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갈 ‘상당한 준비’가 돼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3%
에 불과했다.4
기업들은 기술 사용 측면에서 점차 확대되는 대응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직원 경험, 보상, 유지, 발전을
통해 인력 확보부터 선발까지 인력 관리 여정의 모든
측면에서 DEI 성과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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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 인력관리 전략을 지원하
는 기술의 역할
초기의 DEI 인력관리 이니셔티브는 멘토링, 후원, 훈련
및 개발 등 개인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
근 몇 년간 총체적 관점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들은 개인 및 조직의 편견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
해 정책, 절차, 문화를 포괄하는, 리더 후원 전략으로 뒷
받침되는 조직 전체 차원의 인력관리 이니셔티브에 나
서고 있다.
DEI 인력관리 전략은 인재(HR) 전문가가 주도하는 경
우가 많지만, 기술 리더 또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갈수
록 복잡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기반 솔루션
을 설계, 개발, 실행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데이터 수집, 관리, 분석, 보고 방식을 재
설계하여 다양성이나 형평성이 부족한 영역을 식별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술 리더는 또한 인력 전주
기를 아우르는 솔루션을 통합하는데 필요한 기술 전
문지식과 전략적 비전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조직의 기술 스택 및 프로세스에 포함시켜 업무 환경
전반에서 DEI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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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는 현재 직원 뿐 아니라
잠재 직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장치들은 직원과 관리자가 매일 사용하는 작
업 및 공동 작업 소프트웨어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으므로, 직원들은 중요한 순간에 형평성에 맞는 행
동을 하게 하는 기술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업무 성과 검토를 준비하는 매니저는 무의
식적 편견에 대한 마이크로트레이닝(microtraining)
에 등록하라는 공지를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기능은 개인들의 행동과 행동의 변화에
대한 리더의 이해를 도와, DEI를 촉진하는 행동을 강
화하고 최적화하도록 만들어 준다. 조직의 DEI 전략을
지원하는 포인트 솔루션(point solution)을 제공하는
벤더들이 늘고 있으며, 인재 관리 제품군은 인력 전
주기에 걸쳐 DEI를 지원하도록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분석 및 대시보드를 제공하여 조
직의 진행 상황과 기회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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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관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DEI 기술
DEI 기술 솔루션은 인공지능/머신러닝(AI/ML) 및 첨단 분석을 사용하여 인재 확보, 개발, 웰빙, 유지와 같은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여타 기술들은 리더와 의사 결정자를
위한 피드백과 코칭 기능을 제공한다. 모든 기술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의 성과와 혁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오류와 편견의 개입을 줄이는 기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조직이 DEI 결과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영역

설명

기획

채용 및 능력향상

도구를 사용하여 보다 다양한 인재 풀을
식별, 모집, 능력개발 및 향상할 수 있다.

•
•
•
•

자연어처리(NLP)를 사용하여 구인 게시물에서 편향 된 언어 식별 및 해결
AI를 활용해 채용 과정의 핵심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편향에 대한 채용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
후보 검색 플랫폼을 통해 자격을 갖춘 다양한 채용 후보자들에 접근
AI, ML, 자동화를 통해 ‘최적’의 직무 또는 승진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식별5

리더십과 문화

도구는 리더가 다양한 인재의 참여와 유
지를 포함한 포용적 문화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
•

조직 네트워크 분석 및 커뮤니티 구축 소셜 플랫폼을 사용하여 작업 그룹 내 포용성 및 소속감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원
NLP 및 ML을 사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업무 성과 평가를 장려
행동 예측 툴과 학습 플랫폼을 사용하여 포괄적인 리더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행동 변화에 대한 통찰력 확보

측정과 통찰력

데이터 및 애널리틱스 도구를 사용하여 조
직의 기준을 설정하고, 진행률을 측정하
며,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
•
•
•

첨단 애널리틱스, 데이터 시각화 및 대화형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보상 및 형평성 진전을 포함한 DEI 핵심성과지표(KPI)를 모니터링
데이터 통찰력을 사용하여 다양한 업무 기회 및 코치와 인력을 연계
사전 예방적 개입을 위해 예측 전망 모델을 사용하여 이탈 가능성이 있는 인력을 선제적으로 파악
첨단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여 DEI 노력의 정성적 및 정량적 결과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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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할 때 고려할 점
일부 조직은 DEI 노력을 전반적인 성과 및 혁신을 개
선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구성된 장기적인 전략이 아니
라 특정 인력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이니셔
티브로 여긴다. 하지만 인력 DEI 전략의 장기적인 이점
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 조직은 다음의 이점을
얻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 조직 전체가 파트너십으로 뭉친다. DEI 전략을 개
발하고 실행하려면 DEI 리더가 CEO의 든든한 지
원이 필요하다. DEI 리더는 기술 리더들과 협력해
의미 있는 지표, 통찰력, 데이터를 생성하여 DEI 전
략을 지원하는 기술 도구를 선택하고 구현해야 한다.
• 시정 조치를 지원하는 계획 및 인프라가 장기적 전
략에 포함돼 있다.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어떠한 행
동을 취할 것인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 인
지 등에 대한 명백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불평
등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고도 시정 계획을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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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직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또는 애널리틱스 이니셔티브를 고려할 때 법률 및
인재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다. 방대한 양의 유용한 인
력 데이터를 외부와 차단된 저장고에 쌓아 놓기
만 하는 조직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기
회를 식별하고 DEI 전략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활
용되는 과거 기준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다.(트
렌드 05 – 머신 데이터 혁명: ML 능력 강화 에서 조
직이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전에 수집된 데이터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활용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 팀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소
스 활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정
부 기관은 다양한 채용 후보자를 물색하기 위해
오픈 소스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구입한 바 있다.
• 새로운 데이터는 신중하게 수집한다. 조직은 법률
및 개인 정보 보호 팀과 상의하여 직원에게 보내는
통지와 직원에게 받는 동의가 적절한지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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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보호할 수 있
는지 파악해야 한다. 일부 직원들은 DEI 관련 정보
공유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참여는 선택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한 후 직원들이 정보 공유 여
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보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정 개
인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없도록 정보를 가리는 동
시에 의사 결정에 유용한 총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테크트렌드 2020(Tech Trends 2020) 에서는 직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ethically use
technology) 에서 이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
공하고 있다.
•

DEI도구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요청한다. 많은
신기술이 DEI 기술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일부 도
구, 특히 AI/ML 기능이 있는 도구는 새로운 편견을
심화하거나 만들어낼 수도 있다. DEI와 관련된 신
기술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도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다양한 팀의 피드백을 실행에 옮겨
예상치 못한 문제를 포착하고 타인의 민감성을 이
해해야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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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으로 가는 길
DEI 첨단기술 도구는 DEI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객
관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통찰력과 지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하지만 가장 좋은 도구들이 있더라도
의미 있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기술을 적
절하게 사용하면 인간의 객관성, 일관성,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지만, 이는 다양한 인력, 공정한 환경, 포용
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리더십의 지속적 의지가 뒷받침
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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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는 수년간 DEI를 중시했
지만, 최근에서야 기술과 데이터
중심 통찰력의 도움을 받아 딜로
이트의 인력 전주기에 걸쳐 더욱
다양하고 공정하고 포용적 경험
을 확대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
했다.
2020년에 발생한 독특한 사회적 상황을 계기로 딜로이트도 다른 많은 조
직의 리더들과 마찬가지로 인력 DEI 노력을 기업의 우선순위로 공개 논
의하고 진전을 가속화할 행동에 나섰다.
딜로이트 이사회 및 집행 위원회, 특히 미국 이사회 의장 재닛 푸티(Janet
Foutty)와 미국 최고경영자(CEO) 조 우쿠조글루(Joe Ucuzoglu)의 지원
과 노력 덕분에 빠른 속도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는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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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관리되는 인력 데이터에서 발견된 무의식적 불공
평이 초래하는 리스크와, 인력 데이터를 불투명하게 관리
함으로써 우리 구성원의 참여와 생산성이 악화되는 리
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과제에 도전했다.
효과적인 DEI 전략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지원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협업이 필요하다. 딜로이트의 IT 팀은 비즈
니스·인재관리(HR)·DEI 팀과 파트너로 협업하면서 데이
터 및 기술 도구를 딜로이트의 총체적 인력관리 전략의
한 구성 요소로 적절히 통합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 중 하나는 기술을 활용하여 직원을 더 잘 이
해하고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우리는 규제 보고에 필요한 인력 정보 보다 더욱
세밀한 정보를 확보해야 했다. 과거 우리는 각기 다른 시
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
었지만 이들을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통합하지는 못
했다. 이에 따라 딜로이트는 인력 데이터를 통합하고 통
찰력을 생성하여 보다 다양하고 공평하며 포용적 업무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인력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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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에 대한 자가 보고 정보를 더욱 많이 수집하고 확
보하고 있다. 이제 딜로이트 구성원은 자신의 배경과 기
타 특징을 스스로 드러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공통점을 가진 친화 집단이나 소속감을 강화해 줄
다른 네트워크와 더불어 조직 전체 네트워크를 통한 소
통에 참여할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사후 통찰을 위한 데이터 사용에서 벗어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예측 분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과거
이력 데이터에서 구성원의 조직 이탈 가능성을 알려줄
핵심 정보를 뽑아내는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인
력에 대한 해당 데이터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이탈 가능
성이 있는 구성원을 식별해 적절한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협업 도구는 가상 환경에서 포용성을 구축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딜로이트가
화상회의를 막 도입하던 차에 팬데믹이 시작됐다. 영상
통화의 시각적 특성은 사람들이 팀의 다양성을 확인하
는데 도움이 되며 참여를 위한 포용성과 공정한 기회를
장려한다. 물론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IT
팀은 구성원의 온라인 시각 이미지를 개선해야 하는 과
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웹 카메라와 조명을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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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해 다양한 피부색과 머리카락 색깔을 더욱 정확하
게 포착하고 모든 사람이 가장 멋있게 보이도록 도와주
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딜로이트는 적절한 인력 데이터를 수집
및 보호하고 이를 분석하여 인력 전주기에 걸쳐 의미 있
고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확보했다. 또한 보다 포용적 문
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 도구를 도입하고 다듬어 나
가고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여전히 많지만, 우리는 모
든 구성원이 혜택을 누리도록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
강화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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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관점
전략

재무

리스크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를 위한 야심 찬 목
표를 세우는 최고경영자(CEO)들이 늘고있지만,
그 진전 상황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DEI 도구는 CEO
가 편견을 줄이고 포용적 일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문화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CEO가 DEI 기술 역량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러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전을 대중 앞에서
설명해야 하는 리더의 책임이 여느 때보다 무거
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진취적 최고재무책임자(CFO)
들은 이러한 비전을 정립함에 있어 더욱 큰 역할을 맡고 있
다. 이러한 비전이 기업의 우선순위 5위 내에 속하는 인력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신규 인력이 DEI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있어 기술이 편견을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일터의 편향을 야
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소프트웨어 도구가 아니라 이를
설계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의 편견이다. 이 장에 등장한 기
술 도구는 사람의 편견을 줄이도록 유도장치나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비전과 관

한 도구가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고정보관리책임자
(CIO)와 다양성 리더에게 의도적 제한 장치들을 설계하도록
주문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첨단 DEI 애널리틱스 능력을 가
지고도 새로운 통찰력에 대응하지 못해 더욱 복잡한 문제를
떠안게 되는 조직도 있다. CEO는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을 잊
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해결하고자 하는 개별적 포
용성 문제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각 팀에게 관련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속 기업의 노력에 대해 알게 되면, 사회적 책임은 인력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CFO는 채용 편향을 모
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포용성 기술의 세부 사항에 대해 다
른 리더에 비해 적은 관심을 기울이겠지만, 필요한 능력을 갖
춘 다양한 인력을 훈련하고 개발할 수 있는 도구에 깊은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현재 가상 환경에서 CFO는 원격
근무 모델을 활용하여 이 외의 방법으로는 영입할 수 없는
다양한 후보자를 식별하고 채용할 수 있다.

련해 조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
다. 최고리스크책임자(CRO)가 투명성의 내재적 위험을
관리하면, 이러한 도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조직이 DEI의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다. 이후 CRO는
선제적 리스크 애널리틱스를 활용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
개입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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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질문

준비됐는가?

1

조직 전체의 DEI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토 중인 도구와 플랫폼은 무엇인가?

2

DEI 기술이 채용 편향 감소와 같은 일시
적 이니셔티브가 아닌 인력 전주기를 아
우르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어
떻게 해야 하는가?

3

DEI 및 기술 리더는 의미 있는 DEI 성과
를 가져 올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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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료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in Tech collection
Explore 각 조직이 기술 조직 내에서 DEI 목
표를 추진하고 달성하는 방식을 알아본다.

Integrating tech and well-being
Read 기술 리더들이 새로운 도구를 도입해
인력 웰빙 전략에 통합하는 방법을 알아본
다.

HR technology’s role in
activating a diversity and
inclusion strategy
Learn HR 기술이 인력 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와 도구를 제공하는 방법을 알
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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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로우코드로 경쟁우위를 점하라
로우코드(low-code)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애플리케
이션 개발의 민주화 시대가 도래했다. 기업들은 더욱 빠
른 속도로 자원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해 강화된 어질
리티(agility)로 비즈니스 요구와 시장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수십 년간 더욱 손쉬운 방향으로
점차 발전해 왔다. 더욱 강력한 컴퓨터와 언어 수준
향상, 설계·개발·버전관리·디버그·테스트를 위한 도구
개선 등에 힘입어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생산적으로 설
계 및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프로그래밍
과제를 자동화하고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데 인공지능
(AI)을 활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고 있다.
로우코드가 등장함에 따라 오랫동안 진화를 거듭해 온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이 더욱 개선됨과 동시에 기
업용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해 경험과 훈련이 거의
전무한 전문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개발

의 민주화가 가능해졌다. 로우코드는 이처럼 개발 속도
와 인력 유연성을 크게 개선해 주기 때문에 점차 인기
를 얻고 있으며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의 방식으로 활
용되고 있다.

로우코드란?
최소한의 코딩 언어만으로도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
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뜻한다. 대표적 로우코
드 및 노코드 플랫폼으로는 아마존(Amazon)의 허니
코드(Honeycode)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파워앱
스(Powerapps)가 있다.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식을 코딩에서 로우코드나 노코드로 전환하는
것은 상용화된 컴퓨터가 초창기 도스 명령어 운영에서
그래픽 기반의 클릭 앤 드래그(click and drag) 운영
방식으로 전환한 것과 유사하다. 이로 인해 컴퓨터 지
식이 전무한 사용자도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로우코드 플랫폼을 활용하면 코
딩 기술이나 지식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사람도 소프
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다
만 거의 항상 플랫폼을 통해 개발해야 하는 만큼 해당
플랫폼의 툴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개
발 결과물이 정형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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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인터페이스와 미리
만들어진 컴포넌트
로우코드 방식을 기반으로 하면 기술적 경험이나 훈련
이 부족한 사용자들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할 수 있다. 개별 코드 라인을 작성하는 대신 그래
픽 인터페이스와 미리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우코드 개발자들은 데이터 소스와 애
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프로세스 흐름과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시각적으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클라우드,
온프레미스(on-premise), 모바일 플랫폼을 위한 애플
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이 독특하다면 일부 코딩 작업이 필요할 수 있지
만, 기존 개발 과정보다는 훨씬 쉽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대체로 설계에 앞서 세부적인 요
구 사양을 충족한 후 개발에 앞서 설계부터 완성해야
하는 기존의 순차적 개발 방식과 비교해 로우코드 개
발 방식은 속도가 50~90% 빠르다. 과거 기업들은 수
년에 걸쳐 요구사항 수집, 분석, 설계를 거친 후에야 코
드 라인을 작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즈니스 요구사
항이 급변하는 만큼, 이 같은 순차적 방식은 참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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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느리게 느껴질 수 있다. 반면 로우코드 개발
방식은 엄청난 속도로 더욱 민첩한 비즈니스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로우코드 개발 방식은 점증적, 반복적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들이 개발 과정에
서 솔루션을 시각화, 형태화 할 수 있고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지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에 로우코드 개발 방식을 도
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정부가 COVID-19 대
응 재정지출(CARES Act)의 일환으로 실시한 급여보
호프로그램(PPP)에서 은행들이 몇 주 만에 대출을 처
리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로우코드
플랫폼이 사용돼 눈길을 끌었다.

복잡한 대규모 시스템 아키텍처와 엔지니어링 문제
를 해결하려면 고도로 숙련된 프로그래머와 기술 전문
가들이 언제나 필요하지만, 로우코드 방식을 도입하
면 인력을 구하기가 훨씬 쉽다. 로우코드 개발자들은
이러한 숙련 전문가들과 달리 정식 소프트웨어 개발
훈련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즈
니스 이력을 지닌 섹터 및 프로세스 전문가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하는 방안이 점차 유망해지
고 있다.

최근 세계 8개국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실행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1/3
은 고객 대면 애플리케이션에, 1/3은 비즈니스 프로세
스와 업무 과정에, 16%는 핵심 사업 애플리케이션에
로우코드 방식을 적용했다고 답했다. 로우코드 방식의
도입이 확산되면서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 시장도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 관련 시장 규모는 2021년까지 연간
50% 성장한 후, 2022년에는 210억 달러를 넘을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로우코드 방식을 적용할 프
로젝트와 플랫폼 선택하기

반복적인 고객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시장에 더욱 빨
리 내놓을 수 있는 로우코드 방식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들은 지금 로우코드 여
정을 시작해야 한다. 로우코드 개발에 앞서 준비 작업
으로 우선 기술적 가치와 사이버보안 프로파일, 주요
제공자의 도구와 관련한 경제적 손익 등을 평가하는

기업들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부
터 내부 도구와 심지어 코어 시스템의 원형 수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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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떠한 종류의 솔루션이 로우코드 방식에 가장
적합한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CIO들은 로우코드
개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고
객들이 로우코드 기술의 혜택을 입도록 할 수 있다. 로
우코드가 모든 경우에 적합하지는 않으므로, CIO는
경계를 설정한 후 비즈니스 리더들이 독립적으로 경험,
반복, 혁신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치와 기대는 계속 변한다
로우코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개발의 민주화는 가치
가 창출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보다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
프트웨어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치가
확장하는 것이다. 또한 비전문가도 애플리케이션 개
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솔루션을 만들 때 코딩 능력
은 점차 가치가 줄어드는 한편 섹터 및 비즈니스 프로
세스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은 더욱 가치가 높아진다.
따라서 기업 내 IT 조직과 기술 컨설턴트들은 그저 소
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멈추지 않고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
즈니스 전문가들이 단순히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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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발 과정에 점차 통합될 것이다.
기업 투자자들은 더욱 간소한 기술팀으로 더욱 빠르
게 솔루션이 개선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로우코드 플
랫폼은 생산성이 매우 뛰어나 소규모 기술팀만으로도
과거 대규모 기술팀이 필요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로우코드 방식은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인 인력 구성
모델을 가능하게 하고 비즈니스와 제품에 통합될 기
술적 기능을 위한 새로운 운영 모델을 도입하는 데에
도 도움이 된다. 인력 훈련에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은
기업들은 새로운 로우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술과
더불어 인재관리(HR), 공급망, 재무관리 등 다양한 비
즈니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더욱 넓은 전문가 풀
에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
현재 거의 모든 기업이 디지털로의 여정을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로우코드 방식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민
주화, 가속화함으로써 더욱 빠른 전진을 가능하게 한
다. 급격한 변화와 높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는 무시
할 수 없는 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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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에지, 스마트한 IoT 활용법
클라우드 기반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에지 컴퓨팅
(edge computing)으로 보완해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분석함으로써 더 훌륭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IoT의 데이터는 모조리 클라우드로 이
동해, 소비자와 연결하는 IoT의 기본 서식지는 클라우
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기업 규모의
IoT 솔루션을 설계 및 수립하는 데 있어 핵심은 에지와
클라우드 컴퓨팅 간 균형 잡힌 활용이다.1 현재 대부분
IoT 솔루션은 에지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혼합 사용이
필요하다. 클라우드만을 활용한 솔루션에 비해 에지를
포함한 혼합 솔루션은 지연 문제를 완화하고 확장성을
개선하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어 더 빠르고 더 훌
륭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어질
리티(agility)가 강화된다.
에지 컴퓨팅을 도입하면 시스템이 더욱 복잡해지는 단

점이 있지만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규모, 속도, 리질리
언스(resilience) 등 장점이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한 방향으로만 지나치게 치우친 선택은 대개 심각한
운영상의 복잡성과 비용을 수반한다. 궁극적으로 기
업은 IoT 솔루션을 설계 및 수립하는 첫 단계로 조직의
특정 목표를 반영한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기업이 IoT 솔루션에 에지와 클라우드를
동시에 최적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
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에지와 클라우드 컴퓨팅 각자
의 역할, 에지가 필요한 이유, 솔루션을 선택하는 방법
등과 더불어 에지 컴퓨팅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일부
복잡성을 설명한다.

에지 컴퓨팅이란?
에지 컴퓨팅은 처리와 저장이 분산형으로 이뤄지는 아

키텍처 기능을 뜻한다. 처리와 저장이 데이터 출처와
가까운 곳 혹은 데이터가 발생한 바로 그 장소에서 이
뤄지는 것이다. 온디바이스 비전 프로세싱 기능이 탑
재된 카메라나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를 전송하는 웨어러블 의료 기기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에지와 클라우드 컴퓨팅 간 균
형을 맞춰 사용하는 방식이 기업 규모의 IoT 솔루션
을 설계 및 수립하는 데 핵심 요구사항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에지 컴퓨팅의 주요 기능은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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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라우드의 폭발 성장과 함
께 등장한 지연 문제, 에지
컴퓨팅이 해결한다

에지 프로세싱을 추가한 IoT 참조 아키텍처
에지(가장자리)
엔드포인트/기기

필드 게이트웨이
커스텀 프로토콜 드라이버
프로토콜 번역 및
데이터 매핑 기능

PLCs

액추에이터

카메라

지역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또는
단거리 및 원거리 에지

표준 프로토콜 커넥터

에지 서버

시각화

클라우드

데
이
터
흡
수

현장

ML

분석

훈련

데이터 폰드(pond)

데
이
터
인
증

데
이
터
흡
수

스트림

일괄(batch)

프로세싱

프로세싱

규칙

ML

기반행동

추론

데
이
터
인
증

데이터 캐시(cashe)

참조: PLC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콘트롤러(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ML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각각 뜻함
출처: 딜로이트 분석

지난 10년간 클라우드 도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상
당수 현대 기업들의 IT 기능이 대부분 클라우드로 옮
겨간 것이다.2 클라우드 인프라는 비용 효율성, 규모, 셀
프서비스 자동화, 기존 백오피스 시스템과의 상호운
용성, 기능성 중앙화 등 수많은 장점이 있다.3
이와 동시에 센서가 생성한 데이터의 양 또한 엄청나
게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수년간 지속될 전망
이다.4 데이터는 만들어진 즉시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그리고 행동으
로 확장하는 속도가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
다. 이에 따라 데이터 생성 후 결정 또는 행동이 조금
만 지연되더라도 조직의 어질리티를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전송 속도는 절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기 때문에, 지연 문제를 완화하거나 완전히 해
결하려면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를 줄이는 수밖에 없
다. 데이터가 수백 또는 수천 마일을 이동해야하는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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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 세상에서는 지연이 가장 중대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할 핵심 솔루션은 에지 컴퓨팅이 제공할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IoT 데이터의 최대 55%는 기기 혹
은 에지 컴퓨팅을 통해 발생지 근처에서 처리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규
모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데이터 수요가 증가
하면서 지연 문제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지연
이 완화되면 대응 시간을 극적으로 개선해 시간과 비
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다.5
그림2에서 온디바이스부터 공용 클라우드까지 통상적
지연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9

부록

부록

그림 2

에지 컴퓨팅이 뜬다
에지 컴퓨팅은 낮은 지연 가능성과 접속 최적화 등 핵심 장점을 무기로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통상적 지연 시간
위치

데이터 전송 시간

온디바이스

즉시

에지 게이트웨이
및 서버

<1ms

에지 클라우드
근거리 에지
원거리 에지

공용 클라우드

<1ms-4ms
<3ms-6ms

<50ms-55ms

참조: 에지 게이트웨이 및 서버는 온프레미스(on-premise)로 기본적으로 기기들과 병치하고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
통상 근거리 에지는 통신사가 관리하는 인근 무선 기지국의 다중접속 에지 컴퓨팅(MEC)을 뜻하며, 원거리 에지는 데이터센터를 뜻한다.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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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솔루션으로서 에지 컴
퓨팅은 지연 해결 외에도 많
은 장점이 있다
IoT 솔루션에 에지 기능을 추가해야 할 이유는 지연 문
제만이 아니다. 에지 컴퓨팅의 여러 장점은 그림3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에지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실제 세
계’의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5세대(5G)
네트워크의 상용화 등 지속적 기술 진화는 비용, 지연,
균형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과거 선택을 기본으로 삼기보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상황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IoT 솔루션을 설계할
때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9

부록

부록

162

1

2

3

4

5

6

7

8

9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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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에지 컴퓨팅이 제공하는 여러가지 잠재적 혜택
에지 컴퓨팅의 장점

에지 컴퓨팅의 장점

설명
인터넷 원거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광대역 통신망은 발전 중이지만 생성되는 데

데이터가 생성되면 해석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해야 할 통상적 프로토콜과 기기의 수

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곧 광대역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 데이터

가 엄청나다.7 이러한 규모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센서 데이터를 기기

6

광대역 가용성 및 사용

설명

처리가 발생지 근처에서 이뤄지면 광대역과 데이터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로컬
프로세싱(데이터 압축, 필터링, 우선순위 결정)이 가능해지면 가용 광대역을 효과

간 교환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해야 한다.8 그러한 균질화는 클라우드 보다는 에지(통상
데이터 표준화 및 균질화

게이트웨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에지에서는 처리 자원이 데이터로부
터 가치를 뽑아내는 기능에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에지에서의 그러한

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표준화 및 균질화는 데이터 필터링 및 압축 기능과 더불어 가용 광대역망의 더욱 효율
적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에지 기능을 갖추면 네트워크 연결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애플리케이션을 차질 없이
네트워크 연결성

운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해저 석유 시추 플랫폼에 사용되는 핵심 애플리케이션은

IoT 기기에서 생성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중 의미가 있는 것은 대체로 일부일 뿐이

네트워크 연결이 끊길 위험이 높아 에지 프로세싱의 장점을 십분 누릴 수 있다.
터미널 집중 방식(hub-and-spoke, H&S) 형태의 클라우드/에지 아키텍처를 사용하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필터링 및

므로, 불필요한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다면 데이터 전송 비용과 광대역망 부담뿐 아

우선순위 결정

니라 클라우드 컴퓨팅과 저장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은 에지 컴퓨팅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데이터의 저장 및 전송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면 기기에 담긴 기밀 정보(토큰, 암호, 인증 등)를 한 장소에 한꺼번에 저장하는 대신 여
러 개의 노드로 분산화 및 분류해 보안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
대다수 IoT 솔루션에는 자율성이 필요하다. 개별 단말기는 독자적으로 운영되거나 현

더 단순하고

게이트웨이나 에지 서버를 사용하면 더욱 단순하고 더욱 값싼 기기로도 운용이 가능하

더 값싼 기기

다. 데이터 저장과 처리 기능을 센서나 기기에 탑재하지 않고도 게이트웨이나 에지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에서 데이터를 감시, 관리,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처리 및 저장 능력을 지닌 게이
자율성

트웨이 및 에지 서버와 함께 운영된다. 대표적인 예로 자율주행차, 심장 모니터 및 이와
유사한 여타 의료기기, 발전소 등이 있다. 이들 시스템은 연결이 끊기더라도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다시 행동으로 전환하는 속도는 조직 운영의 핵심이며, 특히 안

운영이 지속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속도가 더욱 중요하다. 대량의 데이터가 원거리를 이동해야 할
지연

장비에 따른 더 많은 실질적 효율성 한계가 있다. 에지 컴퓨팅은 처리 기능을 데이터 생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는 중대한 프라이버시, 보안, 규제 등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성지와 훨씬 가까운 곳에 둠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데이터가 생성된 곳 가까이에 위치해야 하는데, 바로 에지 컴퓨팅이 이를 가능하게 한
다. 헬스케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가 극도로 중요하거나 독일처럼 데이터 이동 규제가
엄격한 경우 에지 컴퓨팅이 더욱 유용하다.

때에는 빛의 속도보다 결코 빠를 수 없다는 이론적 한계 외에도 네트워크 홉과 교환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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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솔루션, 클라우드와
에지 사이 균형을 잡아라
IoT는 조직의 어질리티를 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
제부터 IoT로 연결된 기업들을 대신해 에지와 클라우
드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9

스마트 팩토리

기업들은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EDA)와 실시간 자동
디지털 프로세스로 빠르게 전환하고있다.10 하지만 상
당수 제조업체들이 여러 지역에서 개별적 특징과 기능
을 갖춘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클라우드 혹
은 자체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중앙집중적 데이터
분석 능력만으로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러 장점이 있고 스마트 제조
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모아두면 중앙집중적 운영 시설이 커다란 글로벌 포트
폴리오를 통틀어 시스템과 공정을 모니터링 하기가 용

9

부록

부록

이하다. 또한 전체 포트폴리오를 비교 분석해 최적화를
위한 잠재적 요인들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에지와 클라우드를 통합한 아키텍처를 활용하
면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속도와 거의 완벽한 연결
성을 누릴 수 있다.
그림4를 통해 에지와 클라우드가 제조 현장에서 센서
및 기기와 협력하는 일반적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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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기기 계층은 즉각적 상호작용을 위해 지역 운영
기술 및 IoT 기능에 연결된 개별 시설을 뜻한다.
이 계층에서는 클라우드에서 훈련받은 머신러닝
(ML) 모델에 기반해 ML 산정 및 추론이 이뤄진다.
방대한 양의 원시 기기 데이터가 이 곳에 저장된다.

일반적 제조 현장의 클라우드와 에지 컴퓨팅 스택
엔터프라이즈 계층(클라우드, 온프레미스, 혼합)

통합 공장 인프라,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플랫폼

서버

공장 앱 계층

에지 서버

게이트웨이

기기 계층

• 기기 계층이 개별 시설에 대한 시계(視界)와 통제
능력을 제공한다면, 공장 앱 계층은 특정 공장 내
모든 연결 설비에 대한 시계와 통제 능력을 제공
한다. 에지 연결성 계층은 개별 시설과 공장 앱 간
필요한 연결성을 제공한다.

에지 서버

에지 연결성 계층

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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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N IAP

• 클라우드에 호스팅 된 엔터프라이즈 계층은 공장
여러 곳에 대한 시계와 일부 통제 능력, 즉 포트
폴리오 시각을 제공한다. 이 계층에서 엔터프라이
즈 분석과 ML 알고리즘이 이뤄져 행동 가능한 인
텔리전스를 예측하고 제공한다. 여기에서 훈련 및
재훈련된 ML 모델이 공장 설비 전체 포트폴리오에
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이를 에지로 밀어내면
결과적으로 에지가 개별 시설의 IoT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보내 정보에 기반한 더욱 스마트한 공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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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빌딩
스마트 커넥티드 IoT 기기와 유비쿼터스 커넥티비티가
확산하면서 사무실, 소매점, 공장, 병원 등 각종 건물
을 비용 효율적이고 수용적 환경으로 만들어 훌륭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기회가 창출됐다.11 스마트 빌딩
은 디지털로 연결된 구조물로, 최적화된 건축과 운영
자동화를 지능적 공간 관리와 결합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강화하고 비용을 줄이고 물리적 위
험과 사이버보안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스마트 디
지털 빌딩은 산업별, 사례별로 용도가 다양하지만, 기
본적 능력을 공유한다. 이러한 빌딩은 사람들을 연결
하고, 시설과 운영에 대한 통제를 개선하고, 디지털 협
력 방식을 지원하고, 건물주가 공간, 에너지, 물, 직원 등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네 가지 능력은 측
정 가능한 이익을 가져다줄 스마트 빌딩 전략을 창출
하는 기본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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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마트 빌딩에는 여러 종류의 센서와 애플리케이션이 적용된다
객실
예약시스템
사용자
동작센서

일정 관리
시스템

조명센서

디지털
전광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

사용 보고 및
분석 플랫폼

무선 안내문
와이파이

비행 게시판

NFC/RFIC
태그

그림5 에서 스마트 빌딩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센서와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볼 수 있다.

비디오 센서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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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건물의 전주기 비용 중 75~80%는 건
물 운영이 차지한다. 기존 상업용 및 대규모 주거용 건
물은 모두 공기조화시스템(HVAC) 등을 통제하는 자
동화(또는 관리)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든 갖추고 있다.
사용자 동작 센서 등을 탑재한 스마트 조명 등 스마트
빌딩 기능을 도입하고 이러한 기능이 메인 시스템과 호
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로 에지 서버가
제공하는 추가 기능을 갖춘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
에지 기능이 전략적으로 배치된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
(예: 사용자 동작 데이터)를 클라우드 호스팅 된 서비스
에 제공하면 특화된 애널리틱스가 실행된다. 이러한 애
널리틱스의 결과는 게이트웨이나 에지 서버를 통해 되
돌아와 메인 시스템에 연결된 시설의 관리 일정을 수
정해 운영을 최적화한다. 이러한 시스템 환경설정은 건
물 운영과 상태에 대한 포트폴리오 차원의 시각을 확
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에지와 클라우드를 결
합하면 이처럼 더욱 스마트한 자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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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지+클라우드 결합 IoT 솔
루션의 규모를 확대할 때 발
생하는 복잡성과 문제
에지 컴퓨팅은 부인할 수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운
영 및 설계의 복잡성을 수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에지
프로세싱은 고도로 분산화된 형태이며 멀리 떨어져 있
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사무실, 공장, 캠퍼스, 송유관뿐 아니라 외진 현장 여러
곳에 분산된 센서 및 액추에이터와 게이트웨이를 모
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조직이 운영하는 기
기와 게이트웨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경우가 다
반사다. 이러한 에지 노드는 모두 펌웨어, 운영 시스템,
일정 형태의 가상현실 기능, 컨테이너, 소프트웨어 등
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제조사가, 일부는 솔
루션 업체들이 제공한다. 이러한 에지 노드는 모두 소
유자 및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 및 유지해야 하기 때문
에 고도의 자동화(백업, 패칭, 업데이트, 모니터링 등)
가 필수다.
소유자 및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는 데 따른 잠재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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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가지수는 엄청나고 극도로 분산된 모델의 경우 문
제 해결은 매우 복잡해 결코 쉽지 않다. 대부분의 경
우 현장 서비스 기술자가 업데이트나 일반 유지보수 시
발생하는 문제를 주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광범위한 측면에서 모든 것이 소프트
웨어로 정의되는 SDE(software-defined everything) 접근법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보다 업
그레이드가 더욱 용이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 지속적 업데이트. 클라우드 컴퓨팅은 단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셀프서비스와 자동화 기능으로 상당
수 주요 IT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에지 프로
세싱은 공통의 데이터센터 운영(프로비전, 업데이
트, 변경 관리[CM], 모니터링)과 더불어 더욱 높은
단계의 기능(기기 관리, ML 모델 업데이트 등)이 있
어야 모든 에지 노드와 클러스터에 데이터를 할당
하고 복제할 수 있다. 이는 막중한 과업이어서 기업
이 어느 정도는 다른 비즈니스 요구를 희생하고 초
점을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
• 정책과 관행. 전통적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던 정
책과 관행은 에지 컴퓨팅 배치에 딱히 들어맞지 않
는 경우가 많다. 에지는 여러 곳에 분산돼 있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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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기 때문이
다. 그러한 에지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것은 복
잡한 일이 될 수 있다.
• 비용. 클라우드는 수요에 따라 규모를 얼마든지 조
절할 수 있고 설정 변경, 자동화, 회복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다. 반면 에지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일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기존의 배치된 에지
시스템을 확장해 더 많은 수의 기기와 에지 노드를
수용하려면 추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규
모 투자를 해야 하므로 클라우드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 된다.
• 사이버보안. 여러 개의 노드와 기기로 이뤄진 에지
로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의 기능을 확장하면 사
이버 공격 노출면이 대폭 넓어진다. 기기와 에지
노드 등 보안에 취약한 엔드포인트는 기업 네트워
크 내의 귀중한 자산에 접근하는 진입점 역할을 함
으로써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istributed denial-of-service, DDOS)에 악용될 수 있다. 에지 내
모든 자산의 물리적 보안과 사이버 보안을 모두
유지하는 것은 복잡하고도 중대한 문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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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솔루션에 에지 프로세싱
이 필요한지 파악하려면?
특정 솔루션에 불필요한 복잡성을 포함하는 것은 비
용이 들고 위험을 수반하는 낭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IoT 솔루션에 에지 프로세싱을 추가하는 결정은 위험
과 보상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내려야 한다. 그림6은
IoT 솔루션에 에지 프로세싱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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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다음에 설명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해당하는 이유를
충족한다면 IoT 솔루션에 에지 프로세싱을 추가하라
필요한 기능
자율성과 회복탄력성

시급성과 안전

개인정보보호, 보안, 규제 부합

운영 기술 및 여타 프로토콜

에지 프로세싱을 선택해야 할 이유
해당 솔루션에는 자율성이 필요하고 연결이 절대 끊기지 않아야 한다.

결정과 행동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고 안전이 주요 우려 사항 또는 결과로 작용한다.

일부 데이터를 생성지 인근에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기의 단순성 혹은 특성 상 존재하는 프로토콜을 위해 한 개 이상의 에지 게이트
웨이를 사용해야 한다.
광대역과 클라우드 또는 데이터센터 자원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데이터 양과 광대역

특히 데이터 양이 많거나 생성된 데이터 대부분이 불필요할 경우 에지의 효용성이
커진다. 로컬 프로세싱을 통해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해 필터링과 압축
등을 거치기 때문이다.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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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IoT 솔루션의 기존 운영 기술을 고려하면 에
지는 반드시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부분이다. IoT 솔루
션에 클라우드 호스팅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주로 게이
트웨이만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에지 컴퓨
팅 기능이 필요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기존 건물 관리 시스템 인프라에 스마트 기능을 추가
하고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 포트폴리오 시각을 제공
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의 에지 프로세싱 기능을 사
용해야 한다.

에지 혹은 클라우드만으로는
IoT 솔루션의 규모를 확대하
기 힘들다
대규모 IoT 솔루션을 설계할 때 에지를 포함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해 행동 결과를 도출
하려 한다면 광대역 한계라는 장애물에 부딪쳐 네트
워크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솔루션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 클라우드만을
사용한다면 수작업으로 데이터 처리 엔진의 설정을 변
경하고 부하 균형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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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에지 기반의 분산형 아키텍처(특히 분산형 프
로세싱을 포함하는 경우)만을 사용할 때의 복잡성도
만만치 않으며, 이러한 복잡성은 IoT 솔루션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덩달아 심화된다.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관리는 고도로 복잡한 작업이며 이를 위한 도구는 아
직 성숙기에 이르지 않았다. 상당수의 경우 에지 전개
는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뤄져 추가 기기와
데이터를 지원하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주요포인트
IoT 기기와 이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세계를 변화시키
고 우리가 교류하는 방식을 바꾼다. 커넥티드 컨슈머
IoT의 세계는 엄청난 장점을 지닌 클라우드에 주로 존
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IoT 솔루션은 에지와 클
라우드가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에지는 지연 문제
를 해결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보 접
근성을 개선해 더욱 빠르고 훌륭한 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직의 어질리티가 강화된다.
IoT 솔루션에서 에지와 클라우드 기능 간 적절한 균형
을 찾으려면, 에지 컴퓨팅은 다양한 시스템 환경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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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그에 따른 장점도 분명하지만 반대로 그만의
문제도 수반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대한 운
영 복잡성과 비용이 곧 문제로 부상하게 될 수 있는 만
큼, 기업들은 IoT 솔루션을 수립할 때 모든 요인을 고
려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IoT 솔루션은 필요한 만큼만 단순하
면 되고, 반대로 필요한 만큼만 복잡하면 된다. 이처럼
간단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솔루션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IoT 솔루션에 있어 에지와 클라우드 중 올바른 해답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은 없다. 모든 상황이 독특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지와 클라우드 간 균형
을 잡으면 미래의 IoT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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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로봇의 해방
차세대 첨단 로봇이 비즈니스를 변화시킨다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 공정을 지속하고 중장비를 다루
는 로봇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 덕
분에 로봇은 창고를 벗어나 사무실로 진출하고 있다.
사람과 협업하는 코봇(collaborative robot, 협동 로
봇) 및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은 이미 음식을 준
비하고 사람 근로자를 도우며 쇼핑객과 은행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 로봇이 등장한 것은 수십년 전이다. 과거
의 로봇은 사람과 분리된 안전한 케이지 안에 갇혀서
똑같은 공정을 반복하는 일을 맡았다. 이들이 맡은 임
무는 분명했다. 대량의 제품을 더욱 빠르고 싼 값에 만
드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로봇이 케이
지에서 해방돼 새로운 산업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으
며 새로운 장점을 드러내고 있다. 로봇의 능력은 제조

업에만 머물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발전해 소매업과 금
융서비스 등을 망라하는 산업에서 활동하며 전략 수
립, 마케팅, 고객 경험, 제품 리더의 역할까지 맡고 있
다.

로봇 해방의 신호
• 코봇과 서비스 로봇을 포함한 차세대 로봇의 유닛
판매량은 2025년에 이르면 전체 로봇 판매의 2/3
를 차지해 2015년에 비해 22%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1
• 로봇 공학 기술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는 2012년
35억 달러를 넘어선 후 2013년부터 증가세가 한
층 가속화됐다.2
• 일본 토요타(Toyota)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공학

에 주력하는 연구개발(R&D) 부서를 신설하는 데
향후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3
• 주요 기업들은 이미 음식 준비,4 제조 현장 근로자
지원,5 쇼핑 도우미,6 룸서비스 담당,7 은행 고객 상
대8 등의 업무에 로봇을 투입하고 있다.
• 산업용 로봇 제조사였던 독일 쿠카(Kuka)는 노인
을 돌보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도우미 로봇을 내
놓으며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9
• 유럽의회 의원들은 로봇 공학 및 AI를 전담하는 유
럽연합(EU) 기구를 설립해 공공 기관에 관련기술,
윤리, 규제 전문성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
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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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에서 풀려난 로봇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지능, 유연성, 이동성이 한층 강
화된 차세대 로봇이 나타났다. 비정형 환경에서 다양
한 임무를 수행하며 사람과 함께 일하고, 하늘을 날기
도 하고, 육상 경로를 스스로 찾아다닌다. 이러한 차세
대 로봇들은 제조업 운영과 인력 계획에 변화를 가져
왔으며, 의료 부문에서 더욱 많이 활용되고 있고, 식
음료, 숙박, 은행, 소매 등 전통적으로 로봇이 활동하지
않던 부문에도 진출하고 있다. 가정에서 일하는 로봇
도 늘어나고 있다.
마켓 애널리스트들은 로봇 산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한다. 전형적 방식은 주요 용도에 따라 산업, 상
업, 가정, 군사, 사회,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분류하는 것
이다. 본 리포트는 차세대 로봇이 각종 조직에 가져다줄
대대적 변화를 고려해 두 가지 종류의 부상하는 로봇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는 협업 로봇으로 알려진 산업용 로
봇인 코봇으로, 이는 인간 근로자를 대체하기보다 사람
과 함께 일하며 사람의 능력을 보강하는 역할을 해준
다. 다른 하나는 상업용 서비스 로봇으로, 이는 제조 현
장 외 부문에서 점차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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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은 자율주행차, 무인기, 의료 로봇, 필드 및 농업 로
봇 등을 포함한다.11
아직까지는 전통적 산업용 로봇이 로봇 시장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산업용 로봇 판매량은
30만 대 가량으로 약 12억 달러 규모였던 반면 코봇
판매량은 약 9,000대에 그쳤다. 서비스 로봇이 시장
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적다. 2016년 서
비스 로봇 판매량은 13만 대로 약 50억 달러 규모다.
하지만 차세대 로봇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다. 한 벤처
캐피털 회사는 코봇 판매량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61%, 서비스 로봇은 34%로 각각 전망했다. 결국 차
세대 로봇 판매량이 전통적 산업용 로봇을 앞지를 것
이다.12
기업들은 오랫동안 로봇을 효율성과 생산성을 개선하
는 수단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 로봇은 다른 비즈
니스 이익을 추구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고객 서
비스를 강화하고 운영의 유연성을 개선하고 제품 품
질을 개선하는 임무에 로봇이 투입된다. 로봇의 역할이
제조 현장을 뛰어넘었다는 의미다. 비즈니스 전략가, 마
케팅 및 고객 서비스 리더, 정보기술(IT) 책임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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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로봇의 역할 확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세대 로봇, 기술 발전으로
더욱 빠르게 진화한다
로봇이 케이지에서 나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이유
는 기술 발전으로 더욱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사용하
기가 더욱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인지 기술 등 소프트
웨어와 센서, 액추에이터, 배터리 등 하드웨어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면서 로봇이 더욱 강력해졌다.
차세대 로봇은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 사이 상호
작용이 점차 강화되는 강력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전형
이다. 로봇은 주변 환경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동하며 환경을 바꾸기 위한 대응을 한다. 로봇은 이
러한 방식으로 실제-디지털-실제의 고리를 구현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실제 세계의 행동으로 단번에 도약하
는 것이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로봇의 이처럼 강력한 역
학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고 있다.13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차세대 로봇은 제조 현장을 벗어나 역할을 한
층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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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로봇은 시스템 설정과 사용이 전통적 산업용 로
봇보다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내장된 시각 시스템, 첨
단 행동 소프트웨어, 로봇 위치 결정 시스템 등에 힘입
어 사람이 로봇을 훈련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어떤
로봇은 작업 장소를 함께 돌아다녀 주는 것만으로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습득하며, 또한 금속 가공 및 주
형 등 다양한 작업을 훈련시킬 수 있다.14 일본 화낙
(Fanuc)의 클라우드 연결 산업용 로봇은 ‘강화형 기계
학습’이라는 ML 기능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15
놀라운 손재주를 지닌 신세대 로봇도 있다. 이들은 컴
퓨터 시각과 ML 덕분에 사물을 파악하고 손에 쥐는 법
을 배울 수 있다. 일명 ‘그리퍼(gripper)’ 로봇은 흡입,
전기 접착력, 연접식 손가락, 힘 센서 등의 기능을 자
랑하며 정확하게 사물을 잡고 조작할 수 있다. 로봇의
손재주가 발전하면서 의료 수술, 음식 준비, 물류, 유통
등으로 응용이 확대되고 있다. 로봇 공학 스타트업인
캐나다 킨드레드(Kindred)는 첫 제품으로 컴퓨터 시
각, ML, 사람 감독의 도움으로 물류 직원을 도와 출하
제품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코봇을
출시했다.16
학습 능력과 손재주가 발전하면서 로봇은 더욱 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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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능해지고 있다. 부품 하나만 용접 또는 페인트칠할
줄 알던 과거 산업용 로봇과 달리 새로운 로봇들은 최
소한의 재프로그래밍으로 다양한 작업 사이를 오가며
일할 수 있다. 글로벌 물류 회사의 경우 동일 코봇에게
물류창고의 조립, 제조, 포장 작업을 모두 시킬 수 있
다.17 해양 로봇은 바다를 순찰하며 불법 선박 행위를
잡아냄과 동시에 해류와 해수 온도 등 해양 환경의 변
화 또한 모니터링할 수 있다.18
자율 동작이 가능한 로봇도 상당히 많다. 이들은 케이
지와 같은 작업장 한 곳에 고정돼 있기보다 비정형 작
업 환경에서 사람과 함께 움직이며 일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센서, 매핑 및 위치 소프트웨어, 컴퓨터 시각 등
의 기능으로 사람과 사물, 위치를 식별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피해가며 일상적 작업과 집안일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오토(OTTO)의 자율주행차
는 레이저 기반 식별 기능과 메모리 기반 시각참조물
(VRP)을 이용해 경로를 학습하고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19 미국 사비오크(Savioke)의 로봇은 작업장, 호
텔, 아파트 등 실내 환경을 자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움직이지 않는 고정형 코봇들도 다재다능한 첨단 팔과
그리퍼를 지니고 있다. 이동형이든 고정형이든 다양
한 형태의 코봇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사람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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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20
어떤 로봇은 컴퓨터 시각, 언어 인식, 자연어 처리 등의
기능 덕분에 사람과 높은 수준의 소통이 가능하다. 이
러한 로봇은 최소한의 훈련만으로도 사람과 로봇 간
소통이 필요한 수많은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 홈 엔터
테인먼트와 자동화 용도로 개발된 개인용 로봇 ‘지보
(Jibo)’는 얼굴 인식을 통해 사람과 맞춤형 교류가 가
능 하다.21 은행들은 오프라인 지점에서 고객과 소통하
고 교류하며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질문에 응
답할 수 있는 로봇을 시범 도입하고 있다.22

차세대 로봇의 수요 창출
요인
현재로서는 로봇의 수요를 이끄는 것은 가격이 하락하
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기본 경제 법칙이다. 전통적 산
업용 로봇의 평균 판매가는 매년 4% 이상 하락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코봇 가격이 연간 약 3%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3 대부분 종류의 서비스 로봇
가격 또한 매년 2~9%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4 물
론 새로운 로봇 모두가 사람을 돕기 위해 배치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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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로봇
이 사람 근로자를 대체할 매력적인 대체 방법이 되고
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산업의 용접공 로
봇에 투자할 경우 자본회수기간이 2010년 5.3년에
서 2017년 1.3년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5
노동력 부족도 로봇의 도입을 부추기고 있다. 인구학
적, 정책적 요인이 맞물려 중국의 공장26, 싱가포르의
레스토랑과 병원27, 미국 농장28은 노동력 부족에 시달
리고 있다. 이러한 부문에서 로봇은 점차 사람 일꾼을
대체할 실행 가능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 다른 산업, 특
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코봇이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

차세대 로봇의 등장으로 일부 기업은 생산시설을 연구
센터 및 대규모 시장과 인접한 곳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파는 곳에서 만든다’는 개념인 리쇼어
링(reshoring) 생산으로 시장 요구에 대응하는 기업의
혁신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독일 스포츠용품 기업 아
디다스(Adidas)는 디자인 시설과 가까운 곳에서 샘플
을 만들기 위해 독일에 로봇이 지원하는 공장을 신설
했다. 궁극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아디다스 로봇 지원
시설은 제품 디자인부터 출하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
축시킨다.30 또 다른 스포츠웨어 브랜드는 로봇과 여
타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신발을 제작하고 출하하는

동으로 배달되는 잡화 매출이 급증했다는 평가를 받았
다고 전했다. 호텔 투숙객들은 한밤중 필요한 품목이
있을 때 사람 직원과 대면하기보다 로봇을 더 편하게
여겼다는 의미다.33

을 떠맡아 고령화 사회의 근로자들이 덜 힘든 일에 집
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29

시간을 줄이고 있다.31

낸다. 공베이 세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봇과 소통
한 여행객들이 공베이에서 더욱 즐겁고 효율적인 시간
을 보낼 수 있어 인상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밝혔
다.34

로봇, 새로운 비즈니스 이익
을 창출한다
로봇의 능력이 향상되면서 더욱 값 싸고 빠르고 손 쉬
운 방법으로 로봇의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
라 혁신을 촉진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브랜드를
차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봇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서비스 로봇은 과거 사람 근로자가 하던 일을 맡음으
로써 효율성을 개선할 뿐 아니라 고객 서비스와 만족
도를 끌어올려 매출 증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실리콘밸리의 펠로우로봇(Fellow Robots)은 여러 개
언어를 구사하며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고 소매 지점의
재고를 스스로 추적하는 이동형 로봇을 만들고 있다.32
사비오크는 호텔과 사무실, 물류 시설, 고급 고층 아파
트에 70개 이상의 로봇을 설치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
고 밝혔다. 또한 몇몇 호텔 고객사로부터 게스트와 직
원 만족도가 높아졌고, 투숙률이 상승했으며, 객실에 자

마카오와 중국 본토 간 붐비는 주요 경계선인 공베이
(拱北) 통관항은 28개 언어로 3,000개의 자주 묻는 질
문에 답할 수 있는 이동형 로봇 50대를 도입했다. 또한
이들 로봇은 안면 인식을 수행해 잠재적 안보 위협을
포착한 후 스스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이나 스스로 수행
할 수 없는 임무가 생길 경우 사람 직원에게 경고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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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방식이 한층 다양해지
면서 로봇의 활용이 증가하
고 있다
향후 수년간 로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산업은 무엇
이 될까? 로봇의 지능, 능력, 가격이 더욱 개선되면서
로봇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봇 관련 기업
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에 대한 우리 분석과 마켓 애
널리스트들의 전망을 총합한 결과, 향후 수년간 다음
부문에서 로봇의 도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조업. 앞서 설명했듯이 현재 산업용 로봇에서 코
봇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코봇은 금속 가공, 포
장, 테스트, 조사, 부품 조립, 하역 등의 임무를 수
행하고 있다.35 하지만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 코
봇 판매가 전통적 로봇보다 유닛 기준으로 약 5배
빨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의료. 로봇 지원 의료 수술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
만 수술용 로봇의 사용이 증가하고 의료 부문 로
봇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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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사와 병원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재활
(보철, 외골격), 진단 시스템, 수술 보조, 병원 운영,
위생, 소독 등에도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 무인기. 무인기는 로봇의 응용 방식이라기보다 로봇
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무인기 부문에 수
억 달러의 벤처캐피털 자금이 유입돼 비행과 데이
터 분석 기술이 크게 발전했으며 다양한 용도로
응용되고 있다. 무인기는 건설 현장을 모니터링하
고, 농작물과 인프라를 조사하고, 제품과 원재료의
재고를 파악하고, 교통과 거리 상황을 정찰하고, 재
난 상황에 대응하고, 외곽경계를 강화하는 데 응
용된다.36
• 물건 운반 관리. 소비재, 전자상거래, 식음료 등 부문
에서 제품 운반, 하역, 화물 운반대 관리, 선별 및
포장 등 물류창고 자동화에 로봇을 활용하는 기업
이 늘고 있다.37
• 비즈니스 서비스. 로봇의 대화 및 길찾기 능력이 강
화되면서 은행과 매장, 호텔 등의 고객 서비스, 레
스토랑의 음식 준비, 공공시설 보안 등에 로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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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 기타. 이 외에도 전문 청소, 농업, 인프라 조사, 교육
등에 로봇이 응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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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받는 영향
상당수 제조업 엔지니어와 공장 관리자들은 로봇을 다
뤄본 경험이 많다. 이제 신세대 로봇이 등장하면서 비
즈니스 및 기술 리더들은 더 많은 기회와 선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산업용 로봇의 진화 덕분에 자동화가 가능해진 만큼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 경영자들이 생산시설의 위치를
재고할 수 있게 됐다. 리쇼어링을 실행하면 시장 수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고 더욱 많은 혁신을 이룰 수 있
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
제품 매니저와 마케팅 담당자들은 더욱 스마트하고 더
욱 유연한 로봇을 활용해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고객
서비스 리더들은 서비스 로봇을 활용해 고객 경험을 개
선하고 고객 충성도를 강화해 매출을 끌어올릴 기회
를 잡을 수 있다.
기업 운영 리더들은 로봇을 통해 근로자 생산성과 만
족도를 개선하고 생산 유연성을 증대하며 리드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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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생산 시작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인재관리(HR) 리더들은 전략적 인력 계획에 로봇이 미
칠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 로봇은 인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육체적으로 고된 임무일
경우 근로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정보기술(IT) 리더들은 로봇을 활용해 필요 시 백엔드
(back-end)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및 통합하고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 전문가들은 로봇과 관련된 여러가지 리
스크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사이버보
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비즈니스
연속성과 업무공간 안전과 관련된 운영 리스크, 변화
하는 규제와 표준에 부합하는 데서 수반되는 법적 및
규제 리스크, 로봇이 자본집약적 형태로 대량생산될 경
우의 재무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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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일꾼을 환영한다
로봇은 물건을 더 빠르고 훌륭하고 싼 값에 만드는 데
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더 훌륭하고 빠르고 값 싼 존
재로 거듭나면서 더욱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 기
업들은 생산 현장을 벗어난 부문에서 로봇의 영향을
체감할 것이다. 이제 로봇이 케이지에서 해방된 만큼,
모든 비즈니스 부문의 경영자와 리더들은 점점 능력이
강화되는 로봇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
를 갖추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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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디지털 트윈, 실제의 완벽한 복사본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digitaltwin)은 능력이 강화되고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급격
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려면
조직 전체 생태계의 통합 시스템과 데이터가 필요하
다. 실제 세계의 완벽한 디지털 복사본, 디지털 트윈이
있다고 상상해 보라. 이를 통해 가상으로 협업하고, 센
서 데이터를 수용하고, 환경을 빠르게 시뮬레이션하
고, 가정 시나리오를 명백히 이해하고, 결과를 더욱 정
확하게 예측하고, 실제 세계를 조작할 지시 사항을 도
출할 수 있다.
오늘날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
하고 있다. 자동차1와 항공2 산업에서는 디지털 트윈
이 전체 제조업 가치사슬을 최적화하고 신제품을 혁신
하기 위한 필수 도구가 되고 있다. 에너지 산업에서는
유전개발 서비스 업체들이 방대한 양의 인홀(in-hole)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실시간 시추 작업을 가이드
할 수 있는 디지털 모델을 만든다.3 의료 산업에서는 심

혈관 연구 분야에서 고도로 정확한 사람 심장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임상진단과 교육, 훈련에 사용한다.4 또
주목할 만한 활용 사례는 스마트 시티 관리다. 싱가포
르는 정교하게 재현한 가상 모델을 만들어 도시 계획,
유지관리, 재앙 대비 프로젝트에 활용한다.5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사물이나 과정의 모든 측면을 시
뮬레이션 할 수 있다. 우선 실제 사물을 똑같이 만들
어내는 ‘애즈 빌트(as-built)’ 디지털 트윈은 신제품의
설계 도면과 실제 모양을 재현하거나 하위 부품뿐 아
니라 설계도표부터 소비자에까지 이르는 더욱 광범위
한 공급망의 해당 계통을 나타낼 수 있다. 실제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애즈 메인테인드(as-maintained)’
디지털 트윈은 생산 현장에서 장비가 실제로 작동하
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장비가 작동하는 방식뿐 아
니라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보수 관리하는 방식, 해당
장비가 생산한 제품이 고객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
지까지 보여준다. 이처럼 디지털 트윈은 여러 형태이

지만 실제 세계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한다
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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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의 차이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은 시뮬레이션의 확장 개념으로, 여
러 개의 시뮬레이션을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
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과거 시뮬레이션 또한 현실 세계를 그
대로 재현해 예상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데 사용됐지만, 디지
털 트윈은 각종 IoT 기기 등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
으며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더욱 정확
한 예측 분석 모델을 얻을 수 있어 조직은 더욱 발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첨단 시뮬레이션도 수많은 변수를 분석해 다양한 시나리오
를 제공할 수 있지만, 디지털 트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
많은 변수를 분석해 도출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종
합해 궁극적인 결과를 도출해낸다. 게다가 이러한 일을 실
시간으로 해내는 만큼 기업은 디지털 트윈이 도출한 결과를
즉각 설계 최적화, 예측 분석, 실행 계획, 유지 관리 등에 적
용할 수 있다. 이는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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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업체 마켓츠앤마켓츠(MarketsandMarkets)
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움직임
은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트
윈 시장의 가치는 2019년 38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35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6
디지털 트윈 시장이 이처럼 급격히 성장하는 이유는 무
엇인가? 그리고 왜 지금 이처럼 급성장하는 것일까?
디지털 트윈 기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선도 기업들
은 2000년대 초부터 디지털 모델을 활용해 제품과 공
정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 왔다.7 그 때부터 디지털
트윈의 잠재력은 명확했지만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연결성,
컴퓨팅, 데이터 저장, 광대역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
대해 대다수 기업들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8
하지만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기술이 급격히 진화하고
상호운용성과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능이 향상됐으
며 도구와 컴퓨팅 인프라의 비용이 낮아지면서 디지털
트윈 트렌드가 동력을 얻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다양
한 산업에서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디지털 트윈 기술
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정보기
술(IT) 마켓 리서치업체 IDC는 2022년에 이르면 IoT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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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벤더의 40%가 시뮬레이션 플랫폼과 시스템, 능
력을 통합해 디지털 트윈을 창출하고, 제조사의 70%
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해 공정 시뮬레이션과 시
나리오 평가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했다.9
이와 함께 더욱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
짐으로써 더욱 정교하고 역동적인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됐다.10 오랫동안 디지털 트윈을 사용해 왔다
면 흐릿한 흑백 사진이 총천연색의 고해상도 디지털 사
진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는 셈이다. 디지털 자원으로부
터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할수록 더욱 생생하고 실제와
유사한 사진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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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차세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기업을
설계, 최적화,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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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데이터=인사이트 및
실질가치
디지털 트윈 기술은 당초 엔지니어가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였다. 설계 과정을 단축하고 원형 테스트의 다양한
과정을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엔지니어
들은 3D 시뮬레이션과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서11 설계
방식과 원자재, 설계 방식의 관련 정책, 표준, 규제 부
합 여부 등 특정 제품의 세부 사양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들은 잠재적 제조가능성, 품
질, 내구성 문제들을 파악한 후 설계를 완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 프로토타입 제작 과정이 가속화되
며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전 단계를 더욱 효율
적이고 낮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트윈은 설계 외에도 기업이 현장에서 예측에 기
반해 제품 및 기계의 사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방식
또한 변모시켰다. 기계에 내장된 센서가 수행 데이터
를 디지털 트윈에 실시간 전송하면, 고장이 발생하기
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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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와 유지보수 계획으로 개별적 고객 요구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다. 영국-네덜란드 다국적 석유 및 가
스 회사인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은 석유 및
가스 업체들이 심해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 안전을 개선하고 예측적 유지보수 방법을 모색
하기 위해 2개년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12
디지털 트윈은 공급망, 물류, 풀필먼트 운영뿐 아니라
각각에 관여하는 근로자의 개별적 성과도 최적화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글로벌 소비재 제조사 유니레버(Unilever)는 수십 곳 공장의 가상 모형을 만들기 위해 디
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각 공장에서 기계에
내장된 IoT 센서가 수행 데이터를 인공지능(AI)과 ML
애플리케이션에 전송하면 분석이 시작된다. 이처럼 분
석이 끝난 운영 정보를 받은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은
근로자들이 예측적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생산 결과물
을 최적화하고 기준 이하 제품 발생에 따른 폐기물을
제한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한다.13
스마트 시티 계획 또한 디지털 트윈을 응용해 교통 정체
와 도시 계획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싱가포르의 야심
찬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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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기지국과 태양 전지 계획부터 교통 및 도로
상황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한 가상 도시다. 싱가포르는
이를 통해 매년 레이싱 대회 포뮬러원(F1)을 개최할 때
긴급 대피 계획과 도로 폐쇄 계획을 세울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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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이 새롭게 부상
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디지털 트윈의 도입은 다음의 요인으로
한층 가속화됐다.
•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도구가 한층 강
력해지고 정교해졌다. 이제 복잡한 예측 시뮬레이
션을 설계하고 이미 파악한 실제 세계 환경으로부
터 귀납적 분석을 실행하고 시스템 과부하 없이도
수백만 가지의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디지털 트윈 벤더도 증가
해 선택지가 한층 넓어졌다. 또한 ML 기능의 도움
으로 인사이트의 깊이와 유용성을 심화할 수 있게
됐다.
• 새로운 데이터 자원. 라이다(LIDAR)와 플리어(FLIR)
같은 실시간 자산 모니터링 기술에서 얻은 데이터
를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에 투입할 수 있게 됐
다. 또한 기계류와 공급망 전반에 내장된 IoT 센서
는 시뮬레이션에 직접 운영 데이터를 제공해 지속
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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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운용성. 지난 10년간 디지털 기술을 실제 세계
에 통합하는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이는 대부
분 IoT 센서들 간 소통을 위한 산업 표준 개선, 운
영 기술 하드웨어, 벤더들의 다양한 플랫폼 통합
노력 덕분이다.
• 가상화. 내외장 IoT 센서들은 갈수록 작아지고 정
확해지고 강력해지고 값이 싸진다. 네트워크 기술
과 보안이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 통제 시스템은
가상 모델에 통합할 실제 세계 환경에 대해 더욱
세부적이고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는데 활용되
고 있다.
• 플랫폼. 강력한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저장 기술의
사용이 확산되고 비용이 줄어들면서 디지털 트윈
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실현기술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디지털 트윈 트렌드의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
폼, IoT, 애널리틱스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
고 있다. 이러한 투자의 일부는 개별 산업 용도별
디지털 트윈 사용 사례를 개발하는 과정을 단축
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다.

186

이익 대비 비용
디지털 트윈을 강화하는 AI와 ML 알고리즘은 대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생산 현장의 센서에서 전송
된 데이터는 오염 혹은 분실되거나 애초에 일관적으
로 수집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금부
터 데이터를 새로 수집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
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 비용이 높은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 필요한 인프라와 데이터 관리 접근법을 개발하
는 노력을 기울이면 디지털 트윈으로부터 더욱 빨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새로운 공정, 시스템, 기기를 위해 디지털 트윈 시뮬레
이션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해당 과정에 완벽하게 활
용하지 못할 수 있다. 화학 및 생물학적 반응이나 극심
한 환경의 경우 그 과정 자체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불
가능하고, 일부의 경우 실제 사물을 활용하는 것이 비
용 효율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
로 대용물(예: 타이어에 센서를 장착하는 대신 자동차
내 기기 및 센서에 의존하는 방법)이나 포착 가능한 신
호(예: 화학 및 생물학 반응 시 표출되는 열과 빛)를
찾아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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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센서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무작정 센서의 수
를 늘릴 수는 없다. 이익 대비 비용 균형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현대 항공기 엔진에는 수만, 수억 개의 센서
가 있어 매초마다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생성
한다. 항공기 제조사들이 이를 디지털 트윈, ML, 예측
모델과 결합하면 조종사가 연료 소비를 최적화하고 선
제적으로 보수정비를 실행하고 함대 관리 비용에 도
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5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과정의 핵심 투입, 산출, 단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센서의 수는 많지 않다.

각종 산업 곳곳에 스며드는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은 향후 수년간 각종 산업 전반에서 다양
한 용도로 광범위하게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제조업, 공급망 부문에서 ML 및 5세대(5G) 등 첨단 네
트워크 연결성과 결합한 디지털 트윈은 공장뿐 아니라
전 세계 제품의 흐름을 추적, 모니터링, 경로 설정, 최
적화하는 데 더욱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실시
간으로 제품의 위치와 상태(온도와 습도 등)를 파악하
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사람의 개입 없이도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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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 타워’가 재고 운반을 지시하고 조립 라인의 공정
단계를 조정하고, 컨테이너의 경로를 재설정하며 올바
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제품 판매로부터 제품과 서비스 결합 상품 판매 혹은
서비스형 판매(selling as-a-service)로 전환 중인 기
업들은 새로운 디지털 트윈 사용 사례를 주도하고 있다.
내장 센서에 디지털 트윈을 연결해 재무 분석이나 예
측에 사용하면 더욱 정교하고 최적화된 예측, 가격 설
정, 매출 신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마모율이 높은 부분을 모니터링
해 추가 보증 약정이나 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또는 농업, 운송, 스마트 빌딩 등 산업에서 서비스형
생산 및 처리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기업들이 더욱
강력해지고 정교해진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제품과 서
비스를 위한 새로운 이익 창출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미래를 모델링한다
향후 수년간 디지털 트윈 트렌드가 가속화하면서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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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트윈을 활용해 공정을 최적화하고 실시간으로 데
이터 주도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
스 모델을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
이다. 자본집약적 자산과 프로세스가 특징인 제조업,
유틸리티, 에너지 등 산업은 이미 디지털 트윈의 선도적
사용 사례를 남기고 있다. 초기 도입자들이 각 산업
부문에서 선점자의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목격하면
다른 산업의 기업들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디지털 트윈의 장점을 완전히 누리려면
생태계 전체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합해야 한다. 소
비자 전주기 혹은 1군 이하 공급업체를 모두 포함한 공
급망에 대한 완벽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만들면 풍
부한 인사이트가 포함된 거시 운영 시각을 얻을 수 있
으나, 이를 위해서는 내부 디지털 생태계에 외부 기관
을 포함해야 한다. 오늘날 점대점 연결 외에 외부 통합
에 선뜻 나서려는 기업은 거의 없다. 이러한 거부감은 오
랫동안 극복되지 못한 문제이지만, 한 번 극복하면 그
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수히 많다. 장차 기업
들은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 사일로를 허물고 그렇게
얻은 정보의 진위를 파악해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에 투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 접근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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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했던 데이터를 대량 입수해 더욱 정교하고 역동적이
고 전례 없는 가치를 지닌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
지금 귀사의 디지털 조직을 흑백 사진에서 컬러 사진
으로 바꿔야 한다. 귀사는 준비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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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머신러닝의 실수를 막는 ML옵스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 클라우드 기술이 진화
하면서 이제 도처에서 이들 기술의 활용 사례를 볼 수
있고 시장의 미세구조가 영향을 받고 있다. 무서운 속
도로 급증하는 데이터, 데이터 저장 기술 및 컴퓨터 공
학 유용성의 급격한 발전, 자동화 ML의 부상 등으로
AI와 ML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들이 급
격히 늘고 있다.
스마트 제조부터 금융 전환, 옴니채널 소비자 경험까지
오늘날 AI와 ML은 광범위하게 도입 및 운영되고있
다. 이러한 기술은 인간과 기계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
력한 결과를 도출하는 요인이 되고 조직이 빠른 속도로
규모를 키우고, 확신을 가진 결정을 내리고, 책임감 있
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지원한다.1

ML의 실수
ML하면 데이터 과학자들이 첨단 알고리즘을 설계하
고 고도로 기술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실제 세계의 중대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AI를 응용하는 일의 중심에 있다 보면 ML
과 모델링은 단순히 코드나 알고리즘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하는 노련한 데이터 과학자들을 종종 만
나게 된다.
AI 및 ML 모델의 성공은 데이터, 기술, 프로세스, 훈련
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AI와 ML의 도입을 확대
하려는 조직은 일련의 표준을 이행하고 생산 능력을
지닌 AL와 ML 초석을 짓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ML오퍼레이션(ML
operations), 즉 ML옵스(MLOps)의 영역이다.

ML과 ML옵스 사이에는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간극
이 있으며, ML옵스는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는 이른바
‘ML웁스(ML-Oops)’가 될 소지가 있다. ML웁스가 발
생하는 몇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 부적당한 프로세스로 인해 모델의 리드 타임(설계
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프로덕
션에 도입할 때 비효율성이 드러날 수 있다.
• 부실한 데이터 품질의 악영향은 모델을 프로덕션
에 도입할 때 증폭된다.
• 부적절한 모니터링과 유지관리로 인해 모델의 기
능 저하 및 쇠퇴가 빨라진다.
• 비즈니스 부문과 기능에 따라 거버넌스와 다층적
계량 분석이 모두 달라 불확실하고 부적당한 비즈
니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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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옵스란?
ML과 소프트웨어 용어인 데브옵스(DevOps)의 합성
어인 ML옵스는 생산 과정에 ML 모델을 신뢰할 수 있
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치 및 유지하는 일련의 ML 모
델 운영 및 관리 접근법이다. ML 모델은 고립된 환경
시스템에서 개발돼 테스트를 거친다. 알고리즘의 출시
준비가 끝나면 데이터 과학자, 데브옵스, ML 엔지니어
들이 ML옵스를 실행하면서 알고리즘을 프로덕션 시
스템으로 전환한다. 데브옵스나 데이터옵스(DataOps)
와 마찬가지로 ML옵스 또한 자동화를 증진시키고 생
산 모델의 품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비즈니스 및 규제
여건에도 초점을 맞춘다. ML옵스는 ML 모델을 실행하
는 최고의 방법을 모아놓은 집합으로 시작했지만, 현
재 생성과 배치부터 비즈니스 가치 창출, 규제 부합까
지 ML 모델의 전주기 관리를 위한 독립적 접근법으로
서서히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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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ML옵스란?

ML옵스의 여정

ML옵스는 설계, 실행, 관리까지 ML 모델의 전주기에
초점을 맞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ML옵스의 여정과 더불어 더욱 효과적인 ML 개발 및
배치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사안 및 결과와 명확한 연결
고리가 있는 적절한 인력과 프로세스, 기술, 운영 모델
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ML옵스의 1차적 목표는 데브옵스(DevOps)의 핵심 원
칙인 ▲자동화(내부 커스텀 개발과 반대 개념) ▲배치
(일회성 사용과 반대되는 개념의 광범위한 사용) ▲프
로세스(통합, 테스트, 배출) ▲인프라 고려 등이다.
이후 데브옵스를 넘어서 다음의 요건을 구축한다.
•

•

공동 목표에 인력을 집중시켜라. 기업은 AI 실행 인
력과 데이터 과학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
듦과 동시에 미리 설정된 솔루션을 이행하는 데 투
자해야 한다. 비즈니스와 도메인 전문가들은 전
형적 문제에 대한 활용 사례를 구축하고, 데이터
과학자들은 ML 모델의 혁신을 주도하고, 데이터 및
ML 엔지니어들은 자동화 ML 도구를 사용해 ML
모델을 신속하게 통합한다.

•

자동화와 효율성을 프로세스에 내재화시켜라. ML
옵스는 재사용 가능한 플러그인과 프레임워크, 자
동화 데이터 준비와 협업, 모델 버전화를 이행하
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 과학자는 현 상
태에서 창출된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 사례를 재사
용하거나 가속화할 수 있다.

ML옵스가 성공하려면 더욱 다양한 다기능 팀이
필요하다.

• 		ML 모델은 반복적이고 개발 단계에서 많은 실험이
필요하며 핵심 비즈니스 사안과 연계돼야 한다.
•

ML 테스트를 통해 표준 유닛과 통합 테스트 외에
ML 모델을 입증하고 재훈련해야 한다.

•

모델이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서면 수 많은 변수가
생긴다. 데이터 프로파일이 진화하면서 다운스트
림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므로, 핵심 가정과 매개
변수의 재입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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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과제
•

궁극적 비전을 중심으로 측정 방법과 실행 조치를
설정하라. 비전을 분명하고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준비 단계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성과 표준을 통합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배의 상태가 노 젓기보다 중요하다”2. ML옵스는
기술과 프로세스의 교차로에 위치한다. 다양한 기
술을 활용하며 자동화, 업무 흐름, 시스템에 의존
해 지속적으로 효과를 창출한다. 프로세스와 시스
템에 초점을 맞춰라.

•

혁신과 변화를 위해 설계하라. 프로세스 중심주의
는 종종 AI와 ML의 핵심 목표가 혁신이라는 점을 망
각하게 한다. ML옵스 프레임워크는 혁신을 촉진해
ML 자체의 유의미성을 지속시키며 미래에 충분히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

변화를 관리하라. ML옵스에는 다양한 팀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외부 조직이 개발한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외부의 모델을 들여오는 것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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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변화를 관리하는 능력이 필
요하다.

산업화 AI의 중심인 ML 옵
스3
전사적 차원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AI
와 ML 모델은 ▲설계 과정이 설명 가능해야 하고 ▲초
기화 상태와 근원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영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결과물을 지속 가
능한 방식으로 생성해야 하며 ▲설계 측면에서 규모를
키울 수 있어야 하고 ▲자체 행동 수정이 가능해야 한
다. ML는 그저 또 다른 강력한 도구가 아니다. 올바르
게 사용한다면 데이터 주도 의사결정 과정을 수립할
수 있는 반면, 잘못 사용한다면 옳지 않은 배치로 목
표했던 비즈니스 결과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ML의
가장 큰 장점은 대규모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 속도이
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똑같이 엄청난 속도
로 부적합하거나 심지어 나쁜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ML웁스’를 피하기 위해 설계 과정에서
모든 AI 및 ML 모델에 ML옵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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