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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 해를 관통할 신기술과 트렌드를 보여주는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CES’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초연결 시대’였습니다. 전자·가전 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통신, 인터넷, 로봇 등 다양한 업체가 신기술을
선보이며, 분야를 망라하는 새로운 연결의 시대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CES를 주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지정한 올해 5가지의 키워드는 ▲인공지능(AI)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e스포츠 ▲스마트시티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원동력으로 5세대
(5G)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현 시대를 대표하는 신기술 모두가 5G의 상용화를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선보인 이후, 대한민국은 2019년 5G 상용화 서비스를
선도하며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은 5G 도입으로 통신뿐만 아니라 그간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다양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미래 연결기술의 기반인
5G를 통해 우리는 산업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Deloitte Korea Review 12호의 대표 기사인 ‘2019 TMT Predictions’는 산업, 인간, 기계, 물리적 또는 서비스적
환경 등 기존의 모든 경계가 와해되고 새로운 연결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기업들을 위해 시장 변화의 트렌드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5G 기술의 시사점 및 시장 전망,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확산, 양자 컴퓨터의 미래 등 기술과 미디어, 통신을 아우르는 딜로이트의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차량 공유 및 공유 택시 서비스 등에 대한 전 세계 주요 소비자 인식
변화를 설명한 ‘글로벌 자동차 설문조사’, 세계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보호법 현황과 데이터의
2019 No.12

윤리적 활용과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
원칙’,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공공의료를 혁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공공의
료 혁신의 가능성’ 등의 다양한 기사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기업 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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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e스포츠, 라디오 등 미디어의 불분명한 수
익 및 광고 효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해,

산업 간의 경계, 인간과 기계의 경계, 물리적 환경

2019년 이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이 가능

과 서비스 환경의 경계가 모두 와해되어 가는 이 시

할지에 대한 예측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라디오

점에서 시장은 기회와 도전의 확대를 통한 역동성의

시장의 수익성, 광고 효과가 어느 계층을 통해 극대화

증대가 필요하며, 기업은 새로운 사업구조를 만들어

될 수 있는지, 미디어 매체 중 두 번째로 높은 광고 투

가야 한다. 이번 2019 TMT Predictions(예측)에서

자수익률(ROI) 기여도가 미래에 얼마나 매력적일지

는 역동성 증대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동향을 예

를 다룬다. 또한 국내 상황과 다소 거리가 있으나, TV

측하고 있다. 2019년에 본격적인 서비스와 경쟁을

스포츠 중계와 스포츠 도박 간의 상관관계 예측은 미

시작하는 5세대(5G)는 그간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래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를 전달하

의존도가 컸던 다양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활성화

고 있다.

하는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여전
히 논란과 관심이 많은 인공지능(AI), 스마트 스피커,

5G: 새로운 네트워크의 도래

3차원(3D) 프린팅은 소극적이고 단순한 시험사업
에 그치지 않고 더욱 큰 성장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

3D 프린팅의 경우, 초기에 과대 포장되고 검증되지

계 최초로 5G 기술을 선보였으며, 2019년 5월부터

못했던 기능이 연구·개발(R&D)과 투자를 통해 금속

세계 최초로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딜

및 혼합 소재의 프린팅이 가능하도록 발전했고, 속

로이트 글로벌은 2019년이 5G 광역 무선망이 대규

도 역시 2배 이상 빨라짐에 따라 기업에서 활용할 수

모로 도래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9년 말

있는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까지 25곳의 사업자, 2020년에는 또 다른 26곳의

이번 예측에서 딜로이트는 기업이 3D 프린팅을

사업자가 최소한 영업 지역의 일부에서 5G 서비스

도입·활용할 때의 5가지 핵심 고려사항을 함께 제시

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9년(2분기에

2019 TMT Predictions 콘텐츠
• 5G: 새로운 네트워크의 도래
• 인공지능: 전문가 독점에서 모든 곳으로 확산
• 스마트 스피커: 할인으로 성장하다
• TV 스포츠에 미래가 있는가? 판돈을 걸어 보자
• 2019년 미디어의 형상과 e스포츠
• 라디오: 수익, 청취율, 탄력성
• 3D 프린팅의 성장이 다시 가속된다
• 설계의 중국: 세계를 선도하는 연결성이 새로운 디지털 사업모델을 육성한다
• 차이나 인사이드: 중국 반도체가 인공지능을 작동시킬 것이다
• 양자 컴퓨터: 차세대 슈퍼컴퓨터지만, 휴대용 컴퓨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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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딜로이트는 ‘인지 기술을 알고 있는’ 임원들

둘째, 획득 가능한 ‘기성품’을 사용하라. 자체 개발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이들 중 41%가

혹은 판매사로부터 가용한 특정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간 수준’의 기량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고, 27%

에 초점을 맞춘 AI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라. 소프

는 현재 기량 격차가 ‘중요’하거나 ‘극심’하다고 답했

트웨어 개발사가 ‘기성품’ 솔루션을 만들어 낸 영역

다. AI 역량을 획득하는 가장 인기 있는 길은 AI가 주

에서, 기업은 그것이 자신의 필요에 적합한지를 따

입된 기업 소프트웨어(SW)의 활용이다. 거의 모든

져봐야 한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한 ‘챗봇을 재발

경우, 이들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기반인데, 퍼블

명’하지 마라. 셋째, 적어도 소수의 AI 전문가를 반

릭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 구현된다. 설문

드시 고용하라. 기업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기반

응답자의 58%가 현재 이 접근법을 쓰고 있다. 딜로

의 개발 플랫폼이 AI에 대한 효과적인 관문을 제공

이트 글로벌은 2020년까지, AI 사용자의 약 87%

하긴 하지만, 이는 AI 기술을 보유한 소수의 내부 인

가 통합 AI를 갖춘 기업 소프트웨어로부터 자사 AI

재를 대체하지 못한다. 기업은 AI 개발 플랫폼을 이

역량의 일부를 얻을 것으로 추정한다.

용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맞춤화하기 위해 자체 AI
전문가가 필요하다. 내부 AI 전문가는 또한 인재, 데

가정 혹은 회사에 광대역 접속을 제공한다.
기업은 AI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무엇을

이터 접근, 전략의 현재 주어진 수준에서 AI 기술이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 기업이 현실적으로

가 준비된 휴대전화를 출시하고, (2019년 스마트폰

5G는 미래의 연결 기술이다. 비록 도입 속도가 다

예상 판매 수량 15억 개 중) 약 100만 개의 5G 휴대

음 12~24개월 동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겠고,

전화가 연말까지 출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100만 개

5G가 4G의 시장 지배를 따라가려면 수년이 걸릴 가

첫째, AI 트렌드를 면밀히 따르라. 시장은 빠르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넷째, 사업 니즈에 초점을

의 5G 모뎀(퍽[puck] 혹은 핫스폿[hotspot]으로도

능성이 크지만, 많은 통신 업체들이 속도, 지연 시간,

게 변화하고, 새로운 역량이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맞춰라. 기업은 어떤 난제의 해결을 AI가 도와주고

알려진)이 판매되고, 약 100만 개의 5G 고정 무선

투과율, 그리고 (특히) 용량의 이유 때문에 5G의 시

가장 첨단의 기법마저도 자체 AI 기량이 보잘것없

어떻게 AI가 해결을 도울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

접속 기기가 설치될 것이다. 2020년 말에는 5G 휴

류에 편승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가진다. 그 일이 일

는 조직에까지 접근 가능해지고 있다. 시장점유율

다. 여기에는 단지 기술 인재뿐만 아니라, 사업 니즈

대전화 판매량(1,500만~2,000만 개)이 모든 스마

어날 때 세상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을 위한 경쟁이 대형 첨단 기술 기업과 스타트업 모

를 이해하고 기술 전문가에게 ‘데이터 과학을 얘기’

두의 발전을 추진함에 따라, AI 얼리어답터들은 경

할 수 있는 경영진이 필요하다.

트폰 판매량 중 대략 1%를 차지하고, 2021년에 본
격적으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유통업

AI: 전문가 독점에서 모든 곳으로 확산

쟁자들을 앞서기 위해 이들 역량을 실험하고 있다.

체가 1억 개 이상의 5G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최초의
해가 될 것이다.
2019년과 2020년, 5G 무선 기술은 3가지 주요 활
용처를 가질 것이다. 첫째, 5G는 주로 스마트폰과 같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9년,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AI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사용을 가속할 것
으로 예측한다.

그림 1. 얼리어답터는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클라우드 기업 소프트웨어 + AI

은 기기에 의해 모바일 연결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지금까지 AI에 대한 문제는, 많은 기업이 이를 완

둘째, 5G는 ‘덜 모바일’한 기기를 연결하는 데 사용될

전히 활용 가능한 전문 지식과 자원을 보유하지 못했

예정인데, 주로 5G 모뎀 혹은 핫스팟이 대상이다. 이

다는 데 있다. 이런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다

는 5G 네트워크에 연결된 후 와이파이(Wi-Fi) 기술

음으로 AI의 적용이 가능한 적절한 사용 사례를 찾아

클라우드 AI 개발 서비스

을 통해 다른 기기들을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준다.

야 하고, 맞춤화된 솔루션을 개발하며, 기업 전체로 이

2018

마지막으로, 5G 고정 무선 접속(Fixed-Wireless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상당한 수준의

Access, FWA) 기기가 있는데, 건물 혹은 창문에 영구

투자와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정교화를 필요로

적으로 고정된 안테나를 가지고, 유선 접속을 대신해

하는데, 이는 많은 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Deloitte Korea Review

2018

58%

50%

2019

+12

사용률

2019
사용률

+15

2020
성장률
추정치

+17

성장률
추정치

2020
성장률
추정치

+18

성장률
추정치

*N=1,900 전 세계 설문조사 응답자.
출처: 딜로이트의 ‘기업의 AI 현황 보고서(State of AI in the enterprise)’, 2018 설문조사, 전 세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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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기기당 필요한 마이크 숫자의 감소에 기

크게 주도되어 왔다. 실제로 80%까지 할인된 스

인한다. 구글은 자사의 홈(Home) 스마트 스피커를

피커가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가격 할인은

젊은 남자들이 TV 스포츠를 많이 시청하고, 종

딜로이트 글로벌은 스마트 스피커(통합된 디지털

원래 계획한 8개의 마이크가 아닌, 단지 2개의 마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가 축소될

종 스포츠 도박을 한다는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서와 인터넷 연결을 갖춘 스피커) 산업이 2019년

크만 사용하고도 정확도의 저하 없이 출하할 수 있

수도 있다. 이미, 스마트 스피커는 일종의 사치품이

게 그렇게 놀랍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점은 18~34

에 7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는데, 평

었다. 인식률의 증가로 다양한 사용처의 증가가 예

다. 저소득층에게 필수 제품이 되려면, 스마트 스피

세 남성들에게 얼마나 TV 스포츠 시청이 중요하고,

균 판매가 43달러로 1억6,400만 대가 판매될 전망

상된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그룹은 자사 호텔 중

커는 진정으로 유용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그들 중 일부가 얼마나 자주 도박을 하며, 도박의 빈

이다.

일부에 스마트 스피커를 배치할 계획인데, 중국에

나 제값에 팔리려면 말이다.

도와 더 많은 TV 스포츠 시청 시간 사이에는 얼마나

스마트 스피커: 할인으로 성장하다

가끔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 것으로 예측된다.

서만 10만 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윈 라스베이거스

앞으로 스마트 스피커(음성인식 포함)는 거의 확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는 점이다. 방송사, 배급사, 광

호텔은 전체 4,748개 객실에 스마트 스피커를 설치

실하게 기업 영역에서 무수한 활용처를 발견할 것이

고업자들은 이 상대적으로 탐색이 덜 된 상관관계

비영어권 국가에서의 매출 증가는 빠르게 증가하

했다. 그 외에 드라이브인 식당에서의 주문(미국 연

다. 음성인식은 드라이브인 식당에서 주문을 받거나

를 조사하기 위해 더 심화 연구에 착수할 필요가 있

는 사용자 기반을 더욱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간 120억 건) 처리, 병원의 호출 버튼을 스마트 스피

공유 사무실에서 공간을 예약하는 일과 같은 반복적

을 것이다. TV 시청의 이러한 동인이 어쩌면 일부 비

운 언어를 지원하는 일은 자본 및 시간 집약적일 수

커로 대체하는 업그레이드, 극장·공장·실험실·식당

인 프로세스를 기계화하는 이상적인 방식이 될 가능

평가들의 예상보다 TV 시청을 더 회복력 있게 만드

있고, 머신러닝을 위해 가용한 비영어권 언어 콘텐

에서의 운영 보조, 시각장애인의 인터넷 검색 등 활

성이 있다. 음성인식이 어려운 과제일 수 있지만, 장

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도박에 의해 촉발된 실시간

츠의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이들 시장의 규모는 스

용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적인 혜택은 상당하다.

TV 스포츠 시청은 아마도 전반적인 TV 시청률을 젊

무엇이 스마트 스피커의 성장을 추진할 것인가?

마트 스피커 제조사와 음성인식 역량 개발자들에게
시간과 돈을 들일 동기를 제공한다. 스마트 스피커

은 인구집단에서 높이거나, 아니면 하락을 다소 지
무엇이 스마트 스피커의 성장을 늦출 수 있는가?

의 복잡성과 제조원가 또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 스피커의 초기 수요는 가격 판촉에 의해

TV 스포츠에 미래가 있는가?
판돈을 걸어 보자

연시키고, 심지어 최저 한도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2025년 30
세 미국 남성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TV에서 미식

그림 2.

스마트 스피커는 일일 기준으로 7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기기다
2018년, 일일 기준 기기 사용률

72%

95%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폰

49%

표준적
휴대전화

32%

전자잉크
리더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모바일 소비자 설문조사,
호주·캐나다·중국(도시 지역)·독일·영국·미국판, 2018년 6월

Deloitte Korea Review

56%

21%

휴대용
게임기

56%

7~9인치
사이의 소형
태블릿

71%

데스크톱/
타워형 컴퓨터

스마트
스피커

63%

스마트
워치

17%

카드보드
버전을
제외한
가상현실(VR)
헤드셋

60%

9인치 이상의
대형 태블릿

62%

피트니스
밴드

딜로이트 글로벌은 18~34세 미국인들의 다년

축구 경기를 본다고 상상해 보자. 그는 아무 때나 경

간에 걸친 TV 시청률 하향세에 근거해, 이들 인구집

기에 돈을 걸고, 금액을 변경하고, 실패한 도박을 환

단이 2019년에 전통적인 TV 방송(실시간 혹은 녹

매하고, 쿼터백의 패스 거리와 같은 개별 선수의 플

화 방송)을 전년보다 더 적게 시청하지만, 그래도

레이 혹은 경기 통계 결과에 돈을 걸 수 있는데, 이

여전히 매일 약 120분, 혹은 2시간을 시청할 것으

모두가 실시간으로 맞춤화되어 이뤄진다. 그의 내

로 예측한다. 2019년, TV 스포츠를 시청하는 사람

기 습관과 관심 정도를 정보로 활용해 맞춤화된 광

들 중 18~24세의 평균적인 미국 남성은 일주일에

고가 제공될 수 있으며, 경기 시청은 100% 생방송

11시간 이상 TV 스포츠를 시청하고, 한편 25~34세

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방송국 혹은 도박 사이트는

의 남성은 주당 약 16시간을 시청할 것으로 예측한

그러한 참여 시청자가 본 광고에 더 많은 비용을 청

다. 전체 TV 시청률에 기반할 때, 이는 TV 스포츠가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동영상 중계 이익

18~24세 남성의 모든 TV 시청 시간의 약 3분의 2를

의 일부(혹은 자체 소유한 전부)를 가질 수 있다. 보

차지하고, TV 스포츠를 시청하는 25~34세 남성의

통의 TV 방송보다 훨씬 높은 마진으로 말이다. 영국

모든 TV 시청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할 것임을

에서는 이런 솔루션(혹은 이의 변형)이 이미 가용하

시사한다. 또한 북유럽과 미국의 스포츠 시청 중 도

다. 젊은 남성들이 이를 사용할까? 이것이 TV 스포

박은 TV 시청률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2019

츠 생중계 시청을 증가시킬까? 우리는 그렇다는 데

년 미국 성인 TV 스포츠 시청자의 40%가 적어도

돈을 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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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직접적으로 시청자에게 판매하고 고객 몰입을 더

주 1회, 하루 평균 90분은 라디오를 청취할 것이다. 이

잘 디지털화하기 위한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 오늘

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다

날,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스트리밍의 부상은 깊은

른 형식의 일부 전통적 미디어와 달리, 라디오는 계

인간적 니즈에 호소한다. 사람들은 물리적이건 가상

속해서 젊은 인구집단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

이건 간에 대체로 여럿이 함께 오락에 몰입하길 원

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2019년 미국

한다.

에서 18~34세 인구의 90% 이상이 적어도 주 1회는

좋건 나쁘건, 미디어 연예오락은 참여적인 사회

라디오를 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통계를 부정

적 경험이 되어 가고 있고, 누군가가 무엇을 소비하

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라디오

는 활동은 줄고 누군가가 뭔가를 하는 활동은 늘고

청취 습관을 측정하는 데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 카

있다. 이제는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이 온라인에 참

풀하는 뒷자리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자신의 집에

여하면서 시류에 편승할 시점인 듯하다.

서도, 라디오는 관심을 끌지 않지만 존재하는 경우
가 많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라디오 청취를 적게
보고한다(수동적인 기술적 측정 시스템이 우리가 그

라디오: 수익·청취율·탄력성

런다고 말해 주는 것보다 훨씬 적게 보고한다).

2019년 미디어의 형상과 e스포츠 :

방송은 또한 추가적인 광고 수익을 제공할 잠재력을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9년 글로벌 라디오 매출이

전 세계 라디오 산업에 관해 이야기할 때, 미국 시

제자리에, 준비, 게임!

지녔다. 역으로, 선형적인 방송사가 자신들의 최고

400억 달러에 도달해, 2018년 대비 1% 증가할 것

장이 2017년 전 세계 라디오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

미디어 프랜차이즈 중 일부를 게임 분야로 진출시키

으로 예측한다. 선진국 시장 성인 인구의 85% 이상

지하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도 라디오의 전 세계 시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9년, 북미의 e스포츠 시장

기 위해 게임 플랫폼과 밀접한 관계를 개발할 수 있

이 적어도 주 1회는 라디오를 청취하고(2018년과

장 가치는 연간 200억 달러에 근접하며, 그래서 여

이 광고, 방송권 판매, 프랜차이즈 영업을 통해 35%

다. 아마도 포트나이트(Fortnite)처럼 인기 있는 일

동일한 비율), 전 세계에서 거의 30억 명의 사람들이

전히 중요하다.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전 세계 e스포츠 시장은

부 e스포츠가 그렇게 주목을 끄는 마케팅 크로스오

아시아 리그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중국은 증가하는

버에 특히 적합할지도 모른다. e스포츠로 진입을 시

규제로 인해 다소 느리게 성장할 것이다. 오버워치

도할 때, 방송사는 소규모의 실험을 가능케 하고 리

(Overwatch), NBA 2K,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스크 노출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그들이 제작비를

of Legends)와 같은 게임들의 새로운 북미 프랜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차이즈 리그 확장이 예상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은

더 빠르게 시도함으로써, 그들은 무엇이 먹히고 무

2019년 전 세계 e스포츠 시장의 매출이 이러한 리

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빠르게 배울 수 있다. 이 접근

그, 광고, 방송권의 확장에 의해 촉진되어 10억 달러

법은 더 나은 모델, 강력한 시장 예측, 틈새 방송에

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e스포츠 현상은 대규모이

대한 더 전 세계적인 전망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며 계속 성장 중이다. 이는 전통적인 방송사에 TV와

틀을 깨고 나와 자체적인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

프로 스포츠에 덜 몰입하는 디지털 세대인 젊은 인

스를 개시하는 요령 좋은 방송국에 있어, 온라인 비

구집단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디오 게임에 대한 이해는 자사의 콘텐츠를 중심으

자사의 프로그램 목록에 중요 e스포츠 행사를 추

로 관객을 몰입시키는 강력한 디지털 플랫폼의 개

가함으로써, 방송사는 기존 관객들이 이런 형식의 오

발을 위한 잠재적인 로드맵을 제공한다. 디지털 스

락에 얼마나 몰입할지 더 잘 알아챌 수 있다. e스포츠

트리밍 서비스를 개시 중인 방송국은 이 모험사업을

Deloitte Korea Review

그림 3.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라디오를 청취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한다
*측정값 대 라디오 청취 자가 보고, 미국, 2018년 8월.
AM·FM 라디오의 닐슨 월간 청취율 지표

딜로이트 설문조사(라디오를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18~24세

95%

52%
25~34세

98%

60%
35~49세

70%

98%

50~64세

74%

99%

출처: 닐슨,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 미국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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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라디오는 사라지지 않고, 광고 구매

가량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 광고주는 라디

자들을 위한 광고 수단 조합의 큰 부분이 될 것이다.

오 광고가 먹힌다는 점과, 모든 광고 캠페인의 일부

브랜드 구축에 있어 라디오가 두 번째로 높은 ROI를

가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다.

15

그림 4. 적층 제조(AM) 경로와 가치의 이해를 위한 프레임워크

제품 변화 수준 높음

기록했는데, 만약 광고주들이 라디오의 가치를 인정
하게 된다면 라디오가 차지할 광고 금액의 몫은 안정

3D 프린팅의 성장이 다시 지속된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대형 상장 기업들에 의한 3D

오 청취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를 청취하는 유일한 이

프린팅 관련 매출(산업용 3D 프린터, 인쇄 소재, 서

유다.

비스를 포함한)이 2019년에 27억 달러를 초과하고,

우리의 마지막 시사점은 거의 역설적이다. 전통

2020년에는 30억 달러를 능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적인 미디어의 영역에서, 인쇄 신문은 수익을 위한

(참고로, 전 세계 제조업 분야의 전체 총매출은 연간

지속적인 투쟁에 갇혀 있고, 일부 경우에는, 심지어

약 12조 달러에 달한다). 3D 프린팅 산업의 이 부분

생존 자체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고 비록 TV 광고

은 각각의 해에 약 12.5%씩 성장해, 성장률이 몇 년

수익이 적어도 약간은, 계속해서 늘고 있긴 하지만,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젊은 사람들의 TV 시청 감소(여러 국가에서 가장 젊

이러한 성장의 이유는, 3D 프린팅이 가능한 소재

은 인구집단의 TV 시청은 지난 6~7년 동안 약 50%

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혼합 소재 프린터가

줄어들었다)는 TV가 거의 확실히 앞으로 위기에 직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변화는

면할 것임을 시사한다. 라디오는 그러한 존재의 위

플라스틱에서 금속 프린팅으로의 이동이다. 1조 달

기 혹은 임박한 청취 인구 절벽과 같은 문제가 없다.

러 규모의 금속부품 제조 시장이 3D 프린터가 상대

2017년, 라디오는 전 세계 광고 지출의 약 6%(북

해야 할 중요한 시장이다. 2017년과 2018년 사이,

미는 약 9%)를 끌어들였고, 2019년에도 다시 6%

금속 프린팅의 지분은 28%에서 36%로 증가했다.

경로 4: 사업모델의 진화

•전략적 과제: 성장, 혁신, 성과의
균형
•가치 동인: 이윤, 리스크, 시간의
균형
•AM 핵심 역량
-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화
- 제품 기능의 증가
- 시장 반응성
- 복잡성 증가에 따른 비용 없음

•전략적 과제: 성장, 혁신
•가치 동인: 매출에 초점을 맞춘
리스크를 수반한 이익
•AM 핵심 역량
- 대규모 맞춤 생산
- 사용 시점에 제조
- 공급망 중간 단계 제거
- 고객에 권한 부여

경로 1: 안정 상태

경로 2: 공급망 진화

•전략적 과제: 성과
•가치 동인: 비용에 초점을 둔 이익
•AM 핵심 역량
- 디자인과 빠른 프로토타이핑
- 생산과 맞춤화된 공구 세공
- 보충적 또는 ‘보험 성격’의 능력
- 낮은 비율의 생산·전환 없음

•전략적 과제: 성장
•가치 동인: 비용과 시간에 초점을
둔 이익
•AM 핵심 역량
- 사용 시점에 근접한 제조
- 반응성과 유연성
- 수요 불확실성 관리
- 필요 재고 감축

제품 변화 없음
출처: ‘3D 기회: 실적, 혁신, 성장을 위한 적층 제조의 경로(3D opportunity: Additive manufacturing paths to performance, innovation, and
growth)’, 딜로이트 리뷰 14호

2020년 혹은 2021년에는 금속 프린팅이 3D 프린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팅의 절반 이상을 대표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또

•	도구 및 기술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라: 제조 자원

다른 요인은 속도다. 2019년 시장의 3D 프린터는,

의 현재 상태를 상세히 점검하면 기업은 모든 공

대략적으로 말해 2014년의 제품보다 다른 부분은

통점을 파악하고 어느 곳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동등하면서 2배가량 빠르다. 일부 대기업이 3D 프

할지 이해할 수 있다.

린팅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
친다.

•	기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결정하라:
제품 개발, 공급사슬 최적화, 혹은 둘 다. 일단 제

기업이 어떻게 3D 프린팅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

조업체가 현재 역량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위

는가, 혹은 해야 하는가? 물론, 단 하나만의 답은 없

에서 제시한 3D 프린팅 프레임워크 내에서 어디

다. 그보다는 3D 프린팅을 조직의 전략에 통합하는

에 자리하길 원하는지 결정하면, ‘적층 제조를 위

다수의 경로가 존재한다.

한 디지털 스레드(Digital Thread for Additive

3D 프린팅 전반에 대한 딜로이트의 5가지 핵심

Deloitte Korea Review

공급망 변화 수준 높음

방송이고, 무료며, 차 안에서 듣기 쉽다는 점은 라디

공급망 변화 없음

적이거나, 심지어 상승할지도 모른다. 라디오가 생

경로 3: 제품 진화

Manufacturing, DTAM)’를 구축하고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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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로드맵 혹은 전반적인 3D 프린팅에 대한 접

차이나 인사이드: 중국 반도체가 AI를

배우고 자국의 강력한 디지털 기업들을 지원함으로

범용 양자 컴퓨터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

근법의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것

작동시킬 것이다

써,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과 가장 첨단 제품

믿는다는 점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경영 사례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들 중 일부를 생산할 역량을 자력으로 갖췄다. 중국

•	초기 단계의 양자 컴퓨터라고 여겨질 수 있는

딜로이트 글로벌은 AI의 상업화 증가에 일부 기인

은 변화하는 거시경제의 강풍과 끝나 가는 무어의 법

무엇을 이용하는 NISQ(Noisy Intermediate

한 내부적인 칩셋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

칙의 매우 실질적인 난제로 인한 불확실성에 여전히

Scale Quantum) 컴퓨팅 시장은 2020년대에 연

•	데이터 저장과 사용에 대한 현재의 접근법과 어

국에서 제조된 반도체의 매출이 2018년 약 950억

직면해 있다. 그렇다 해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

간 수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소위 ‘NISQ’

떻게 이를 DTAM과 연결할지를 고려하라: 3D 프

달러에서 2019년 1,200억 달러로 증가해 25%의

국의 잠재력을 의심하기가 어렵다.

컴퓨터라고 불리는, 초기 단계의 양자 컴퓨터는

린팅은 일반적인 제조 공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로 딜로이트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은 3D 프린팅뿐만 아니

글로벌은 2019년,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가 AI 및 머

양자 컴퓨터: 차세대 슈퍼컴퓨터지만, 휴대용

컴퓨터보다 연산 비트에 ‘잡음이 있고(noisy)’ 덜

라 사용할 수도 있는 모든 성형 및 절삭 기술을 포

신러닝 작업에 특화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컴퓨터는 아니다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이의 향상된 연산 능력은

괄하는 디지털 스레드가 필요하다. 기업은 자사

예상한다.

주안점이 단순히 역량의 구축이 아닌, 사업적 결
과를 추진하는 데 놓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만들어질 더 강력하고 유연한 양자

유용하고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크

의 현재 제조 실무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

중국이 가장 중요한 반도체 소비국인 상황에서 수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9년 및 그 이후의 양자 컴

다. NISQ 연산의 활용이 가능한 산업의 완전한

고, 저장하며, 사용하는지를 조사하고, 다음으로

요의 증가는 전체 산업을 성장시켜 왔다. 그리고 아

퓨터(quantum computers, QCs)에 관해 5가지

범위는 불분명하지만, 생물학 및 화학 분야의 조

가능한 효과적으로 공장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를

직, 중국 제조업체들은 자국 수요 중 약 15%만을 충

를 예측한다.

직이 이의 유용함을 발견한다는 점은 거의 확실

저장하고 사용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방

족시킨다. 거시경제가 변화하고 AI의 가치가 증가하

•	양자 컴퓨터는 수십 년간, 어쩌면 영원히 고전적

하다.

식으로, 기업은 더 효율적인 DTAM을 건설할 수

는 가운데, 중국 정부와 중국의 선도적인 디지털 기

인 컴퓨터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고전적인 (전

•	양자 안전 보안 산업 또한 2020년대에 연간 수

있다.

업들은 반도체의 더 많은 중국 내 자체 공급이 그들

통적인 트랜지스터 기반의 디지털) 컴퓨터가 실

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양

•	DTAM의 생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뤄, 한번에

의 미래에 필수 요소임을 시사해 왔다. 그들은 전 세

용적인 시간 안에 혹은 실용적인 규모의 자원을

자 컴퓨터가 기하급수적인 속도 향상을 제공할

완료하는 솔루션이 아직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

계 최고 파운드리 업체의 역량에 근접하는 중국 내

사용해 해결할 수 없는 특정한 과업을 양자 컴퓨

것이 거의 확실한 한 가지 영역은 보안 및 암호

라: 기업은 DTAM의 구현과 3D 프린팅의 확대가

제조 역량을 창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와 채용

터가 수행하게 된다 해도, 이 사실이 양자 컴퓨터

학 분야다. 쇼(Shor)의 알고리즘이라고 알려진

자사의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조사해야

을 진행 중이다. 암호화폐의 성장은 언론의 주목을

가 모든, 대부분, 혹은 심지어 세계의 연산 과업

한 기법은 (충분히 큰 양자 컴퓨터로 실행될 때),

하고, 자사의 구체적인 니즈에 맞춤화된 요건을

받았고, 놀랍게도, 중국 반도체의 혁신을 고무했다.

중 10%에 대해서라도 우월성을 가진다고 의미

RSA(Rivest Shamir Adleman)와 ECC(Elliptic

구축하기 시작해야 한다.

한편, 많은 비중국 공급사들 또한 AI 칩을 중국 시장

하는 건 아니다.

Curve Cryptosystem) 같은 여러 공개키 암호

•	사람들에 관해 생각하라: 3D 프린팅과 DTAM 모

에 판매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중국이 자국의 수요

•	미래의 양자 컴퓨터 시장은 오늘날의 슈퍼컴퓨터

화 체계를 깨뜨릴 수 있다. 기업과 정부는 사건이

두는 기술자 및 조직 내 다른 이들 사이의 수용과

이상을 충족하게 될 때 해외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

시장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다. 양자 컴퓨팅 매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강력한 양자 컴퓨터의 위

채택을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변화 관리와 함

해질 수 있다. 이미 중국은 AI를 핵심 요소로 한 첨단

출은 2019년 수천만 달러에 도달하고, 2020년대

협에 대항해 지금 당장 보호를 시작해야 한다. 왜

께 채용, 훈련, 유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기술이 자국의 미래를 추진한다고 요란하게 선언해

에는 연간 수억 달러, 2030년대에는 연간 수백억

냐하면 그때는 너무 늦었을 테니까.

다른 많은 신기술들처럼,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

왔다.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고전적인 기기의 매출은
이들 각각의 해에 1조~2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작해서, 빠르게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 몇 년 동

궁극적으로, 중국에 있어 기술적인 독립은 자기

안 3D 프린팅이 로봇부터 로켓까지 모든 종류의 제

결정권에 관한 것이다. 20~30년 전만 해도, 중국은

•	최초의 상업적 범용 양자 컴퓨터가 빠르면 2030

조에서 훨씬 더 널리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

세계의 저가 제조공장 및 조립 중심지에 불과하다고

년대에 등장할 것이다. 2020년대가 양자 컴퓨팅

정성일 부사장

다.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는 어쩌면 제조업을 넘어

여겨졌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국제적 참여자라고

진보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2030년대가

더욱 심대할 수도 있다. 당신의 기업은 혜택을 볼 수

간주되었다. 그 이후, 중국은 제조업 가치사슬에서

더 큰 시장 발전을 위한 10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Leader
02-6676-3668
sungchung@deloitte.com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꾸준히 지위를 높여 왔다. 수십 년의 제조업 경험에서

비록 소수 의견이긴 해도, 일부 진지한 과학자들이

Deloitte Korea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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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의 선택
미래 통상 및 경제 관계 재정립을 위한 유럽연합과 영국의 옵션

송준걸 상무 재무자문본부 구조조정그룹

들어가며

EU와 영국 간의 관계 재정립이다. 왜냐하면, 영국과
EU 모두 관계 재정립 없이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EU) 재

서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계 재정립은 미

정분담금이 늘어나고,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래 통상 및 경제 관계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해 필수불

경제성장이 정체되면서, 영국내 EU회의론이 확산

가결하며, 여러 선택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본고에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6년 6월 23일, 브렉

서는 EU와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

시트(Brexit)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126만여 표

적으로 살펴보고,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 간의 통

차이로 EU탈퇴가 가결되었다. 2018년 11월 25일,

상 관계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영국의 EU탈퇴 방식과 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
안이 공식서명되었으나, 2019년 1월 15일 영국 하

미래 통상 및 경제 관계를 위한 대안

원의 1차 투표에서 230표차로 부결된 데 이어, 3월
12일의 2차 투표에서도 149표 차로 부결되었다.

브렉시트 이후에 EU와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

한편, 3월 14일 영국 하원은 3월 29일로 예정되어

안으로 유럽경제지역(The European Economic

있던 브렉시트를 연기하자는 영국 정부안을 가결하

Area, EEA), 관세동맹(A Custom Union), 포괄적

였다.

FTA(A Deep and Comprehensive FTA, DCFTA),

현재 시점에서 더 중요한 사안은 브렉시트 이후

Deloitte Korea Review

세계무역기구(WTO) 옵션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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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EA 옵션의 장단점
영국이 EEA에 참여하면 영국과 EFTA 기존 참가

(1) 정의

국들 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한 영국

EEA는 유럽의 양대 무역 블록인 유럽연합(EU)

의 경제 규모 및 인구가 EFTA의 다른 회원국들을 압

과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도하는 수준이어서 영국이 EFTA를 자국에 유리한

Association, 이하 EFTA)이 합쳐서 구성된 거대 유

쪽으로 지배하려고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럽단일 통합 시장이다. 1994년 1월 1일에 EFTA와

한편, EEA 참여로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대의명

EU 사이에 발효한 협정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여러

분인 ‘통제권의 환수’가 지켜지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가지 이유로 EU가 단일 시장을 완성할 때 EU의 완

있다. 왜냐하면 EEA는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이민

전한 회원 자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제3국(EFTA

통제 반대, ECJ의 관할권 인정 및 영국의 재정 기여

소속 국가들)이 유럽 시장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협

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으로, 전반적인 절충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 기능

EEA의 장점과 단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basic features)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장점

•	의사결정 참여 없음(다만, 일련의 의사결정 참여

	① 영국이 원하는 것이 ‘더 상징적인 형태의 주권

형태는 구비)
•	EU 통합기금에 대한 분담
•	EU 법률의 직접적 효과와 우선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은 없음
•	직접적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more symbolic form of sovereignty)’이
라면 EEA가 EU보다 더 나음
②E
 EA 법은 영국에 직접적인 효과 및 우선성이
없어 영국은 자국의 통상정책을 독자적으로 수
행할 수 있음

다르게 영국과 별도의 EEA 모델을 적용할 명분이 없

으로 경쟁 부족(competition deficiency)을 피할

Justice, 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대신 EFTA 법

• 단점

으며, 영국의 입장에서 ‘EEA+관세동맹’은 자체 통상

수 있다. 관세동맹의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

원이 분쟁에 대처

	① EEA 옵션 적용 시 EU와 영국 간의 국경 통제

정책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 회원국 간의 정치적·문화적 유대감을 높이는 데

• 기타 일반 안전조항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② 영국의 독자적 통상정책으로 인한 통상 편향이

(2) 영국이 EEA에 참여하기 위한 선행 요건

2. 관세동맹(A Customs Union)

발생할 가능성 존재

영국이 EEA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FTA에 가입해
야 하고, EFTA 법원과 보안감시기관의 통제를 수용하

있다.

(2) 현황
(1) 정의

(4) 대안과 예상 이슈

EU가 제3국과 체결한 중요한 관세동맹은 없으며,

관세동맹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결된 협정 중 주요한 협정은 터키와의 체결 건이

도록 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국이라는 새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EEA와

에 의한 공동의 관세가 적용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다. 관세 및 관세 협정에 국한된 경우, 회원국의 동의

운 당사자의 참여로 EEA 협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는 다른 EU와 영국 간의 ‘별도 EEA+관세동맹’이 대

구성된 일종의 무역 블록(trade bloc)이다. 참여국

없이 단독으로 EU 이사회는 가중다수결2(qualified

EEA는 혼합 협정1(mixed agreement)이기 때문에

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예

은 공동 통상정책을 수립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서로

majority voting)을 통해서 관세동맹을 체결할 수

EFTA와 EEA, EU 회원국 및 EU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된다. 왜냐하면 EU의 입장에서 기존의 EFTA와

다른 수입 쿼터를 사용하며, 공동 경쟁 정책의 수행

있어 다른 옵션과 비교 시 의사결정이 용이해지고,

1	혼합 협정(예를 들어 규제 또는 투자 문제를 다루는 무역 협정)은 EU와 제3국 간에 ‘양자 간의 권한(powers)과 역량(competencies)’에
영향을 미치거나, ‘EU 또는 EU 회원국에 국한된 권한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협정이다. 이럴 경우 EU와 EU의 모든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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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에서 입법권, 예산권, 협정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EU 이사회의 의결 방식이다. 한 국가가 한 표를 행사하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영향력을 고려해 각각 다르게 배정된 표를 합산해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1987년 7월 1일 발효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 Agreement)에 따라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고 복잡한 만장일치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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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의 국내 비준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는데, 사람들의 이동에는 단기 체류 여행을 위한 비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므로, 규제 체계의 융합

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영국에서의

있다.

자 면제 체제를 적용하고, 노동자들의 이동은 EU 회

및 조정을 위한 동적 시스템(dynamic system)

투자가 EU 내부 시장으로의 완전하고 자동적인

원국들의 소관으로 한다. DCFTA는 ‘비EEA 회원국

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접근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될 가능

(3) 관세동맹과 관련한 문제들
EU와 영국이 관세동맹을 체결하는 경우 영국은

을 EU 단일 시장에 통합하는 예’로서 영국이 가장 선
호하는 방식이다.

EU의 대외 통상정책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 정치적

성이 있다. 또한 영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EU
• 서비스 교역

회원국은 무역에 대한 국경 통제를 마련하기 위

	DCFTA가 서비스 교역과 관련해 의미가 있으려

해 영국과 상당한 공공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을

부담을 갖게 된다. 또한 영국이 EU의 기존 대외 통상

(2) DCFTA 시 고려사항

면 통합·인식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캐나

정책에 대한 계약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EU가 기

• 제한사항의 존재

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같이 발전된 형태의

존의 모든 양자 간 통상 협상을 효과적으로 삼각 체

	DCFTA는 EU의 독점적 권한이지만, 2가지 제

FTA도 서비스 교역 자유화 측면에서는 큰 효과

• 분쟁 해결

계로 만들어야 한다. 이로 인해 EU 통상정책의 제도

한사항이 있다. 첫째, EU는 투자자 보호 및 분

가 없었는데, 이는 서비스 교역의 주요 장벽이 서

	DCFTA는 특히 규제 통합 및 인식 문제를 다루는

적·정치적 복잡성이 커질 것이다.

쟁 해결 규정과 관련해 간접투자에 대한 독점적

비스 제품 및 시장의 규제 다양성에 기인하기 때

측면에서 CETA 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강력한

한편, 관세동맹은 상품 거래에만 한정되기 때문

인 협정 체결 능력이 없으며, EU 국가 내 법원

문이다. 따라서 규제의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에 EU와 영국 간의 서비스 거래에 대한 협약은 관세

을 통하지 않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EU의 관행은 관할권이 있는 분쟁해결위원

동맹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서비스 거래와 관련된

해서는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기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존의 DCFTA는 조화, 규제 조정 또는 정합화

• 경제적 효과

합 및 인식의 측면에서 DCFTA의 복잡성을 다룰

아울러, 관세동맹은 ‘통관(custom control)’이

(harmonization and regulatory alignment or

	CETA3(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

필요하지 않으나, EU는 관세가 없는 수입과 수출을

convergence)와 관련해 규제 조정이나 조정 시

Agreement)의 예를 보면 중요한 경제적 효과

안이 제시되고 있다.

통제하는 법적 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국경 통

스템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최소 표준

(‘캐나다 드라이’라고도 불림)는 예상이 된다. 그

①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4(ISDS) 조항: 민간 투자

제와 관련한 EU와 영국 간의 명확한 협의가 선제적

은 EU 회원국들의 기존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러나 CETA와 같은 단순한 FTA는 무제한 무역

자들이 최소한 DCFTA의 일부라도 준수할 수

	상기 2가지 제한사항을 해결하는 협정은 혼합 협

(frictionless trade)을 허용하지 않으며, 규제와

있게 해 주는데 이는 분쟁 관련 비용을 부담하

정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EU 모든 회원국들의

통관 관리 목적의 국경 통제도 필요하다. 만일, 영

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개인 거래자들을 보호한

비준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 많은 공수가 소요될

국이 캐나다의 사례를 따르려고 한다면 거래자

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

것으로 예상된다.

들은 복잡한 원산지국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

② 투자법원제도5(Investment Court System, ICS)

로 인해 현재 EU에 구축되어 있는 안정적인 공급

및 다자간투자법원(Multilateral Investment

으로 요구된다.

3. 포괄적 FTA(DCFTA)

(1) 정의
DCFTA는 EU와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사이

회를 제공해 WTO의 체계를 모방하고 있으나, 통

• 시장 통합하에 DCFTA 도입 가능 여부

에 각각 수립된 3곳의 자유무역지역이다. DCFTA는

	시장 통합(market integration)을 유지한 채

각 국가의 EU 연합 협정(association agreement)

DCFTA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할 사

의 일부로서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가 선별된

항이다. 영국은 이것이 가능하며, EU와 영국

분야의 유럽 단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

간 규제 체계의 차이를 점진적인 차이(gradual

고, 해당 분야의 EU 투자자들에게 EU와 같은 규제

divergence)로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

환경을 부여한다.

장하고 있다. 반면에 EU는 국내 규제의 통합만

통상의 자유무역지역과 달리 DCFTA는 관련 국

으로는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제거하기에 불충

가에 EU 단일 시장의 ‘4가지 자유’인 상품, 서비스,

분하므로, 상호 인정 시스템(system of mutual

자본 및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의 제공을 목표로

recognition)이 필요하고, 제품 및 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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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될 것이다.

3	포괄적 경제 및 무역 협정(CETA)은 캐나다, EU 및 그 회원국 간의 FTA로 캐나다와 EU 사이의 관세 98%를 철폐했다. 유럽의회는
2017년 2월 15일 이 협정을 승인했으며, 2017년 9월 2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4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 또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는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나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등 국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5	EU가 ISDS를 대체하기 위해 제시한 투자법원제도(ICS)는 임시적(ad hoc) 재판부 대신 2심 법원을 포함한 상설 법원의 설립, 조약
당사국의 재판관 임명 및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 적용 등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조정 체계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내 법원 및 국제 법원의 운영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절차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 조항에 대한 해석 권한을
조약 당사국이 갖도록 하고, 투자자들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비록 ICS의 도입만으로는 기존
ISDS 제도상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1960년대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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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슈가 존재한다.

⑧ 서비스 분야에서 내부 시장 자유화의 손실(예:

	한편, 농업 지원정책 조정과 관련해 WTO 회원국
들은 앰버박스보조금 (Amber Box Subsidies) 지
6

25

운송, 통신, 금융 서비스 등 일부만 해당)
⑨ 법 선택 및 판단에 잠재적인 간섭 요인 존재

원총계(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측정에 합의했다. 따라서 EU와 영국 간 협상
을 통한 보조금의 분리가 필요하다.

(3) 분쟁 해결
WTO 옵션하에서 영국과 EU 사이의 분쟁이 발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WTO 이행은 법적인 어

생할 경우, WTO는 WTO 규정 체계 내에서 분쟁을

려움은 적겠지만, 정치적 어려움은 더욱 광범위

해결하라고 강요할 것이다. 그 경우, EU의 내부 시

한 WTO 협상의 필요성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

장 규정 체계와 WTO의 규정 체계 간 차이로 인해

상된다.

분쟁 해결 과정에 많은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2)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통상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상 시나리오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통상 협정이 체결되지 않

Court, MIC): EU에 의해 제안된 ISDS에 대한

지고 모든 WTO 법적 의무를 계속 집행해야 한다

대안으로 ICS는 CETA에 규정되어 있다.

는 게 법적 해석이다. 따라서 영국은 아래에 대해

③E
 FTA 법원: EU와 영국에 있는 각각의 EFTA
와의 분쟁 해결 사례 및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

현재 EU 시스템의 적용으로는 분쟁 해결이 어려우

브렉시트 이후의 단계별로 나눠 각각의 가정 및

야 한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

앞서 언급한 대안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

실이 예상된다.

이 추정해 보았다.

①E
 U-영국 무역에서 완전한 관세(제품 관세의

WT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가중평균은 낮으나, 최고 관세가 있고, 식품과

① 영국 수입관세율: EU 스케줄에 따름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높은 수준임)

② 서비스 스케줄: EU와 회원국의 GATS 스케줄
EU과 영국 사이에 어떠한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는다면, 영국은 WTO의 조건에 따른 통상을 진행해

에 따름
③ 농업 지원정책: EU의 확약사항

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

② 복잡한 공급망으로 인한 관세 누적 효과
③ 통관 및 규제 목적을 위한 국경 통제 도입
④ 무역 보호 조치의 잠재적 적용(세이프가드, 반
덤핑 및 반보조금 의무)
⑤ 제3국과의 무역을 위해 EU 규제 제도를 영국

요하며, 이로 인한 실제 법 집행과 관련한 비용은 기

• 전환 관련 조정사항

존 EU 체계하에서 더욱 증가할 것이다.

	EU 탈퇴로 영국은 관세율 할당량(Tariff-Rate

의 재화 및 서비스에 완전하게 적용: 적합성 평

Quotas, TRQ)을 조정해야 한다. 할당량 제한 연

가(conformity assessment) 영역에서도 상

간 수입 물량에 차별화된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데,

호 인정(mutual recognition) 없음

4. 세계무역기구(WTO)

EU와 영국은 할당량을 분할하는 TRQ의 분리 작
(1) W
 TO 옵션 관련 영국의 법적 지위 및 전환

업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제3국과 정치적인 문

관련 조정사항

제에 직면할 수 있어 향후 무역전쟁의 빌미가 될

• 영국의 법적 지위

가능성이 있다. 만일 분할의 성격이 단순 수정이

	영국은 WTO의 회원국이므로 영국이 EU를 떠나

아니라 기존 스케줄의 수정이라고 법적으로 판

면, 영국은 자국의 통상정책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단될 경우, GATT 18조에 의거해 다자간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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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E
 U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영국 규제 체제
의 불확실성
⑦ 공공 조달의 자유화로 인한 손실

1. 전환 단계(transition phase)

(1) 가정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브렉시트 이후 전환 기
간에 대한 EU의 입장이 채택될 것으로 가정했다. 즉,
영국은 다른 회원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국에 대표
성이 없는 EU의 모든 법적 의무에 의해 계속 구속될
것이다.

(2) 시나리오
EU가 아닌 계약 당사자들은 그들의 협정이 더 이
상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타
당하다고 지적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이들 제3국의

6	앰버박스보조금은 특정 국가의 제품을 다른 나라의 동일 제품에 비해 저렴하게 만들어 국제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이다. 그러한
보조금의 예로는 전기, 씨앗, 비료, 관개, 최소 지원 가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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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무역 관계에 있어 통상과 경제 조건은 절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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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국에 본사를 둔 공장이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
하는 한 EU의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은 EU의 공동 통상정책을 계속 적용하고, 영

•	시나리오 3(WTO 옵션): 영국이 WTO 조건에 따

27

통합 시장 건설의 훼손 없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라 EU 및 일본과 무역 수행

수 없는 법적·제도적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약과 관

① 영국에 기반을 둔 일본 제조업체들은 상당한

련해 EU의 정치적 의무(political imperatives)가

국으로의 수입은 브렉시트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2) 시나리오

경쟁적 불이익(competitive disadvantages)

있는데, 이는 EU를 탈퇴하는 회원국들이 EU 내에

계속 취급될 것이며, 관련된 제3국 제품이 일단 영국

•	시나리오 1(관세동맹 옵션): 영국은 EU와 여전히

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잔류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선별(cherry pick)해서

으로 수입되면 무관세로 인해 유럽 내 시장에서 계속

관세동맹을 유지하며, EU-일본 간 FTA의 조건으

이익을 얻을 것이다.

②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수입, EU로부터의 부품

계속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브렉시트

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수입(영국이 일방적으로 자유화하지 않는 한)

이후의 옵션에 대한 선택과 협의는 순탄하지 않을 것

이 시나리오에서는 EU와 영국이 관련 제3국들과

① 영국에 기반을 둔 일본 제조업체들은 EU의 나

및 조립 차량의 EU 시장 수출에 관세가 부과될

으로 예상된다.

협의를 하고, 무역 협정을 계속 적용하기 전에 모든

머지 지역에 기반을 둔 자동차 제조업체들만

것이며, 비관세장벽은 영국-EU 거래에 적용될

당사자들이 정식 문서가 아닌 간단한 서신 교환으로

큼 일본과의 FTA 조건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것이다.

합의에 도달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얻는다.

③ 반면, EU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 규제와 EU 형식
2. 전환 이후(beyond transition)

(1) 가정

문제점들 중 어느 것도 겪지 않을 것이다.

영국도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선 영국 의회
에서 브렉시트 합의서에 대한 표결이 부결되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인 ‘국경 갈등 문제’는 아직 내
부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외에도 ‘영국
의 EU에 대한 390억 파운드의 분담금 지급 여부’,

승인 및 적합성 평가 획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국이 더 이상 내부 시장에 속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산업이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고려하

‘EU 회원국에 거주 중인 영국 국민들의 처우를 어떻

공급망(supply chain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 특히 시나리오 2·3이 미래의 투자 의사결정에 큰

게 다루고, 영국에 거주 중인 EU 국민들을 어떻게 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관세동맹이 유

룰 것인지’ 등의 여러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

EU-일본의 FTA하, 브렉시트하에서, 자동차 제조
업을 대상으로 한정해 아래와 같은 가정을 적용했다.

•	시나리오 2(FTA 옵션): 영국은 EU와 FTA를 체

지된다면, 현행 제3국과의 FTA를 유지하기 위해 영

서 이러한 쟁점들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될

①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영국에 상당한 투자를 하

결하고, 일본과 FTA를 체결하거나 체결하지 않

국을 지원하는 일은 EU의 이익이 될 것이다. 반면에

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 있으며, 특히 영국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도 생

는다.

미래의 교역 조건이 FTA나 WTO 조건에 대한 교역

영국과 EU가 각자가 처한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산량을 공급하는 대규모 자동차 조립 공장의 형

① 일본에 기반을 둔 일본 제조업체들은 EU의

으로 구성된다면, 현재 EU가 누리고 있는 무역 협정

어떤 방향으로 브렉시트를 마무리하고, 이후 미래

태로 투자하고 있다. 그 무역은 현재 무역 마찰이

10% 관세를 피하기 위해 EU-영국 FTA의 원

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영국을 지원하는 게

통상 및 경제 관계의 새로운 설정을 위해 어떤 옵션

전혀 없다.

산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EU에 도움이 될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다.

을 선택할지가 양 당사자 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

② 영국이 일본과 자체적인 FTA를 체결하지 않
는다면, (a) 영국에 기반을 둔 일본 자동차 제

계 각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결론

조업체가 관세 없이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
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고, (b) EU를 통한 관세
없는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한다.

지금까지 시장 통합과 무역 자유화라는 2가지 핵
심적인 패러다임을 통해 미래의 EU-영국 간의 무역

③ 공급망에 대한 영향은 시나리오 1과 유사하다.

과 경제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여러 옵션을 검토했

④ 반면 EU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모

다. 그러나 개념적·법적·제도적·정치적 이유로 어떤

든 혜택을 누릴 것이다. 만약 영국이 일본과 자

옵션이 선택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적인 FTA를 체결한다면, 영국에 기반을 둔

EU의 입장에서 EU를 떠나는 영국과 깊고 포괄적

제조업체들 역시 (a)를 얻게 되지만 (b)는 누리

인 무역 및 경제 관계를 촉진하고 협상하는 일은 이

지 못한다.

익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며, 영국의 경우도 마찬

Contact

송준걸 상무
재무자문본부 구조조정그룹
02-6676-1680
joosong@deloitte.com

가지다. 그러나 EU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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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공공의료 혁신의 가능성
장경국 이사 딜로이트 컨설팅 G2, Life Science & Healthcare Team

들어가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언급하며 규제 혁신의 의
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도 일단은 반기는

드디어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해 7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방

하지만 이제 막 출발선에 섰을 뿐 아직 의료 혁신

문해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

을 위한 여정은 길고 멀게만 느껴진다. 역대 정부에

신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업계의

서 끊임없이 외쳐 오던 의료 분야의 혁신은 결코 쉽

관심과 반응이 뜨겁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생

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이해관계

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가로막히지 않도

자들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

록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

는 산업적 특성뿐 아니라 명확한 정책 방향성과 이

제를 혁파하겠다”, “우리가 가진 혁신 기술을 의료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미흡해 혁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충분히 활용

신은 결국 흐지부지 되어 왔기 때문이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안전성이 확보된

본고에서는 현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 혁신 방안

의료기기가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

의 주요 내용과 쟁점들을 짚어 보고, 다른 국가들의

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공공의료 혁신 사례를 통

조했다.

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공공 보건의 증진,

그간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이 몸소 느끼고 개
선의 필요성을 외쳤던 이슈와 불만에 대해 대통령과

Deloitte Korea Review

분위기다.

그리고 의료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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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 진입이 지체되던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신규 제품에 대한 비급

기틀의 마련이 핵심 요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

혁신·첨단 의료기기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

여 등재가 빠진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신의료기

히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핵심 사업모델인

정부의 이번 정책 방향성은 규제 완화를 통한 ‘혁

허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별도의 신의료 기술 평

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더라도 건강보험

원격 의료와 소비자 의뢰 유전체 분석 등을 강력히

신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혁

가 트랙을 도입해 혁신·첨단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심사평가원에서 보험 적용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하는

규제하고 있어 관련 글로벌 혁신 기업의 활발한 시

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및 산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한 안정성이 입증된 의료기기

데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 시장 출시 시점을 놓치

장 참여 및 투자에 큰 제약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또

업 육성 방안’의 큰 틀은 규제 혁신을 위한 4가지 중

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최근 3건의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가 식약

점 과제와 산업 육성을 위한 3가지 중점 과제로 구성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등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된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주요 정책은 첨단 의료

혁신의 핵심 정책이다.

‘혁신성장’ 중심의 정부 정책 방향성

기기에 대한 별도 평가 절차 마련, 체외진단 기기 인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업계는 일단

허가 단축 및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의료기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안 되는 것만 규제하고 나

인허가 통합 서비스 제공 등이라 하겠다.

머지는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그간 짧은 개발 이력과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신의료 기술 평가 심의 등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그림 1.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

또한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의료 민영화

처로부터 국내 시판 허가를 받으며 주목을 받았으

나 개인 의료정보의 상업화를 부추기거나, 오히려

나, 이와 같이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조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

신의료 기술을 인정받지 못해 수익 모델 확보에 고

가시킨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이 깊은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번 의료 규제 혁신 정책 방향
의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산업 육성 중점 추진 과제

규제 과정의 그레이존 해소

의사·병원의 의료기기 연구 및 사업화 역량 강화

1) 의료기기 규제 절차 전 주기 통합 상담 실시
2) 규제 진행 과정의 전면 개방
3) 규제 기준, 결과 공개 절차 등 명확화 및 가이드북 개발
인허가 과정의 실질적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1) 신의료 기술 평가 ‘대상 심의 절차 간소화’
2) ‘신의료 기술 평가-보험 등 재심사’ 동시 진행 도입
3) 심사안건별 통합 심사 전담팀 운영

1) 병원: 의료기기 연구·개발(R&D)에서
사업화·창업까지 적극 참여 유도
2) 의사: 환자 진료 경험을 R&D에 적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
국산 의료기기 성능 강화, 경쟁력 확보
1) 국산 의료기기 성능 개선, 신뢰 제고 등을 통해 사용률
제고
2) 의료기기 R&D 범부처 연계 강화 및 수행 체계 효율화

혁신·첨단 의료 기술 조기 시장 진입 지원
1) 선제적 허가·심사 체계 구축
2) 조기 시장 진입 절차 마련
3) 별도 신의료 기술 평가 트랙 도입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1) ‘의료기기 산업육성법’ 및 ‘체외진단기기법’ 제정
2) 바이오 헬스 창업 전 주기 지원

4) 혁신 치료 재료 보험수가 가산
5) 소아당뇨 의료기기 보험급여 적용
안전한 의료기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 체외진단 기기 식약처 허가 절차 간소화
2) 체외진단 분야 ‘선 진입-후 신의료 기술 평가’ 전환
출처: 관계부처 합동,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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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돌 문제다.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혁신·첨

필자가 생각하는 이번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 혁

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이다. 그간 업

신 방안에 대한 매우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쟁점은

계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 오던 것이 바로 비급여 제

크게 3가지다.

도인데 이러한 비급여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행위
를 급여화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

규제 혁신 중점 추진 과제

다음으로 의료기기 규제 혁신과 문재인 케어와

1.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 혁신은 디지털 헬스케어

의 핵심 골자 아니던가. 이 점이 바로 정부의 핵심 보

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혁신성장을 이끌어 낼

건의료 정책 간 충돌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는 이유

수 있는가?

다. 정부의 비급여 전면 폐지 정책 기조하에서 혁신·

2.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문재인 케
어(보장성 강화)와 양립할 수 있는가?

첨단 의료기기는 개발 후 급여에 편입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아예 시장 출시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

3.	궁극적으로 규제 혁신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다. 또한 급여 체계 편입을 위한 심사 과정 또한 평가

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및 국민 건강 증진에의 기

해야 하는 항목이 많을 수밖에 없어 시간이 오래 걸

여가 가능한가?

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혁신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첫째는 정부의 규제 혁신 방안이 과연 목표로 하

국민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

는 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

라는 공공 중심의 의료보험 체계로 저비용·고효율을

한 의문이다. 향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어

지향하는 시스템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의료

느 정도 시장이 활성화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고비용 첨단 의료

자생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기술에 대한 급여화가 어렵고 이러한 실정상 디지

지에 대해 업계는 다소 회의적이다. 다양한 산업 분

털 헬스케어 시스템이 단기간에 건강보험의 급여 영

야와 기술이 융합되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양한 사

역에 폭넓게 도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디지

업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고 경쟁할 수

털 헬스케어 신의료 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안전성,

있는 개방형 생태계의 조성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경제성 등에 대한 입증을 오롯이 민간에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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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내 시장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자금적 부담
을 버텨 낼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공공의료 혁신의 가능성

2.	정부 주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혁신의 주체로서 정부가 역할을 한다.
3.	체계적이고 명확한 거버넌스와 역할 및 책임 설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타 국가의

정,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기틀을 마련한다.

공공의료 혁신 사례
▶ 영국 NHS의 ‘디지털 헬스케어 테스트베드’

NHS 주도로 5개의 헬스케어 테스트베드와 2개

33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 사물인터넷(IoT) 테스트베드를 구성해 프로그램

NHS는 우선적으로 노인과 만성질환자, 그리고

별로 필요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신질환자를 주요 목표로 삼아 사업을 추진 중이

이들과 연계·협력해 IoT, 데이터 애널리틱스 등의 디

며, 지속적인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한 검증을 거쳐

지털 기술을 헬스케어에 접목하며, 이에 대한 실증

향후 다른 영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에 실제 적용하
▶ 호주 ADHA의 ‘마이 헬스 레코드’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의료

영국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산하에 디

규제 혁신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공공의료

지털 헬스케어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프로그램 운영

이와 같이 영국의 NHS는 정책적인 지원자보다

호주는 정부 주도로 수립된 명확한 디지털 헬

혁신을 추진하고 있을까?

및 감사 전문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디지

는 적극적인 사용자의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디지

스케어 비전과 목표하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앞서가고

털 헬스케어 관련 정책 및 추진 계획은 NHS(National

털 헬스케어 도입 필요성에 대한 영역을 정의하고,

ADHA(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를 통

있는 영국, 호주, 핀란드 등 선도 국가들의 경우 디

Health Service)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체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해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설계하

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공공의료 혁신의 관점에서

계적이고 명확한 거버넌스하에서 NHS는 디지털 혁

이를 통해 검증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고 호주 전역에 걸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의 발전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이 보인다.

신 기술을 활용해 영국의 공공보건과 의료 서비스가

인 도입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의 중심축으로서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뚜렷한 방향성

한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IBM, 필립스 등 다수의 글로벌 혁신 기업과 함께 다양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설계해 추진

한 디지털 헬스케어 테스트베드(Digital Healthcare

한다.

Testbed)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2. 영국 NHS의 디지털 헬스케어 계획

SNS 및 온라인 디바이스를 통한 셀프-건강관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병 사전 예측 & 조기 관리

만성질환
예측

•참여 기업: 구글 베릴리, 머크
•만성질환 데이터 및 환경·사회·경제적 데이터를
분석해 만성질환 위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예측
•의사가 원격 의료로 이들의 증상과 징후 관찰 후
생활습관 조언, 치료제 처방

시티 케어
이노베이션

그림 3. 호주의 국가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

•참여 기업: 오리온 헬스 등 12개 업체
•치매 환자 대상 개인 간(P2P) 소셜 네트워크 앱 운영
•낙상 방지 기기 및 운동 측정기 등 온라인 도구를 통해
환자들의 셀프-건강관리 및 독립적 생활 지원

온라인을 통한 사전관리 및 위기 발생 시 응급 케어

정신건강관리
및 응급 케어

웨어러블 기반 모바일 셀프-건강관리 지원

당뇨
디지털
관리

•참여 기업: 휴렛팩커드
•당뇨병 환자 대상 웨어러블 센서 및 소프트웨어와
연결기기를 통한 모바일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환자는 적시에 셀프 건강관리 가능

기술 연계
건강관리

출처: ‘NHS의 혁신적 의료기술 시험 프로젝트’,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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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필립스
•노인 및 만성질환자 대상 교육과 원격 의료를 통해
입원 대신 가정에서의 셀프-건강관리 지원

•참여 기업: 액센추어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시민 대상으로 온라인 위험
평가 서비스 제공
•위기 발생 시 응급 케어 서비스를 제공

2

3

4

모든 국민이 올바른
건강관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한
개인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인과 환자가 혁신적
기술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민들의 국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권리를
보호한다.

2. 안전하게 교환될 수 있는 헬스케어 정보

전략적 우선순위

만성질환
환자
모니터링

•참여 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 IBM 등 15개 업체
•각종 만성질환자와 장애인, 치매환자 대상 가전제품
센서로 움직임과 식사 등 생활 패턴을 모니터링
•원격 진료를 통해 적시 치료를 제공해 이들의 독립적
생활 지원

셀프케어

1

1. 필요 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한 헬스케어 정보

교육 및 원격 의료를 통한 셀프-건강관리 지원
가전제품 센서 활용 환자 모니터링 & 적시 치료

안전하고 원활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및 서비스를 통해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혁신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다양한 툴을 제공한다.

비전

아래 베릴리(Verily: 구글 라이프 사이언스의 자회사),

주요 테마

1.	정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을 통해 명확

3. 의료 현장에서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이해와 의미 전달이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
4. 처방전 및 의약품 정보에 대한 더 높은 접근성 및 가용성
5. 의료 접근성, 품질, 안전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방식의 치료 모델

환자, 보호자의 정보기술(IT) 디바이스를 활용한
셀프-건강관리

6.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기술을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센서, 웨어러블, 모니터 등 IT
기기를 제공해 홈 헬스케어 지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에게도 대상 서비스 제공 지원

7.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번영
출처: ‘호주의 국가 디지털 헬스 전략(Australia’s National Digital Health Strategy)’, ADHA,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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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호주 정부는 국가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 및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공공의료 혁신의 가능성

35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설계 시 다음과

정책의 설계 및 추진에 앞서 전 국민의 관심과 동의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

이끌어 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일반 시민, 업계 종

•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사자, 지역 커뮤니티 단체, 의료 전문 기관 등 다양한

• 국민 중심(수요자 중심)의 설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및 소통의 과정을 거쳤다. 호주

• 질병 중심(만성질환 및 전염병 관리)

전역에서 수백 번의 포럼과 워크숍, 웹캐스트 및 타운

• 결과 중심의 모델 설계(정밀 의료, 신의료 등)

홀 미팅을 진행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

• 공통된 사회적 합의 도출

해 국가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의 토대를 형성하는

이러한 원칙하에 ADHA는 지속적인 대국민 소통

4가지 핵심 주제와 정부 차원에서 2022년까지 달성

및 홍보를 통해 2019년까지 전 국민 서비스 가입을 목

해야 할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또한 구체적인

표로 국가의료정보통합 플랫폼인 ‘마이 헬스 레코드

호주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자유롭고 안전하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의료정보통합 플랫폼

(My Health Record)’를 구축하고 운영 및 관리하

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민

‘마이 헬스 레코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 있다.

간 기업도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림 4. 호주의 디지털 헬스 현재와 미래 타임라인

‘마이 헬스 레코드’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주기에

허용했다. 또한 2018년에는 전 국민의 유전자 정보

걸쳐 국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genome data) 관리 및 규제를 위한 ‘유전자법’을

통해 자유롭고 안전하게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

국회에 상정하고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는 기

공받고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국민 개개인 스스로 이

구인 국립유전자센터(National Genome Center)

용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

를 개소했다.
이처럼 핀란드는 그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 핀란드 정부의 ‘가상 병원 2.0’

출처: ‘호주의 국가 디지털 헬스 전략(Australia’s National Digital Health Strategy)’, ADHA,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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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관리해 온 방대한 양의 국민 보건의료 데이터를

핀란드는 1950~1960년대부터 전 세계 최초로

활용해 국가 주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인 ‘가상

국가 차원에서 환자 의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병원(Virtual Hospital)’을 도입, 의료 서비스의 접

관리해 왔으며, 특히 암 정보를 보관하는 기록소도

근성 향상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품

1970년대에 설립·관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정부 주

질의 제고를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도의 환자 의료 기록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 정신과 진료 부문에서 시범적으로 최초

이를 기반으로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환자 의료

도입된 가상 병원은 2014년부터 헬싱키대학병원을

기록 전자 문서화(electronic medical record) 비

포함한 핀란드 내 5곳의 대학병원 내 20개 진료 부

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부인과, 소아과, 심장내과, 종양내과 등)으로 확

또한 2013년 인체 시료(human biological samples)

대 적용되며 ‘가상 병원 2.0(Virtual Hospital 2.0)’

를 활용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뱅크법(Bio

으로 진화했다. 또한 가상 병원을 통한 진료비 전액

Bank Act)’을 제정·시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

을 국가가 부담해 향후에도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

차원의 바이오뱅크를 구축했다. 구축된 바이오뱅크

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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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을 주도적으로 기획해 이를 구현 가능한 민간의 경
쟁력 있는 산학연 파트너가 생태계 내에 자연스럽게

의료 분야의 혁신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우리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사용자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다. 기존 의료계 내에 해결되

의 관점에서 개발에 성공한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 도

지 않고 산적해 있는 의료법 개정, 의료보험 수가

입해 정부 주도로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이

체계 개선 등과 같이 민감하고 어려운 이슈가 즐비

다. 이렇게 하면 현재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추진되

하다.

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나

하물며 의료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이종 산업 및

실증 사업과는 차별적인, 정부가 주도하는 명확하고

새로운 개념의 혁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구현되는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정책 목표의 효율적이고 효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공공의료 혁신은 전 세계

적인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적으로도 아직 그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더 깊이 고민하고, 얼

이처럼 핀란드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

새 술은 새 부대에…기존 법·제도의 정비보다는

마나 더 많이 시도하느냐에 따라 첫 성공 사례의 주

새로운 법적 기틀을 마련

인공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이제까지 산업의 육성 및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다. 하지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촉진자’의 역할에 집중했

만 데이터 관련 법령만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다면, 국민의 삶의 질, 건강,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최소 3가지가 넘는

보건의료 정책은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정부 주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법을 통한 개방형 생태계

다. 또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기술이 활용되

도의 정책 목표 수립 및 방향성 제시를 통해 혁신을

조성

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속성상, 규제 개선 및 혁신을

이끄는 ‘혁신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다분히 ‘의료 분야 규제를

위한 기존 관련 법·제도의 정비는 정부 정책을 추진

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보험 체계가 사보험

완화해 줄 테니 민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 기

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의료 혁신을 위한 명확한 전

중심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규제 혁신을

술을 개발하고 도입해 의미와 가치가 있는 제품과

위해 정부 또한 다양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검토·추

략 방향성을 제시하고, 민간이 이를 달성하고 구현

통한 민간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R&D)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창출해 내라’는 방향

진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슈와 의견 대립 등으로 인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및 사업모델을 개발해 제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동시에 의료 데이터 통합처

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 의료수가 체계와 관련 법·

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

공하는 혁신 파트너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한다면

럼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불가피한 영역의 경우 정

제도 체계하에서 민간 주도의 혁신은 달성 가능성이

부 주도로 정책을 추진하는 병행 전략을 취하고 있

낮은 게 현실이라 하겠다.

는 배경에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장기간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해 공공의료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에 걸쳐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법·제도적 인프라도
자리한다.

▶ 미국 NIH의 ‘올 오브 어스’ 프로그램

따라서 기존의 법·제도나 규제를 뜯어 고치고 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공공의료 혁신’이 우리

정하는 방식보다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신기술 및

국민들의 실생활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
해 본다.

다. 예를 들어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발

따라서 영국이나 호주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도

신사업모델 도입을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

표한 ‘프리-서트(Pre-Cert)’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

접근 방식과 관점을 전환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

는 접근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법률에

어 관련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해서 민간의 사업 참

한 공공의료 혁신 가능 분야를 정부 주도로 먼저 정

우선하는 특별법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상의 규제 등

여와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정밀의료계획(Precision

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방향성과 세부 정

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포괄적인 근거 법률의 제정

Contact

Medicine Initiatives, PMI)의 핵심 요소로서 미국 국

책들을 설계하는 하향식 접근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을 통해 정부 정책 추진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틀

장경국 이사

민의 각종 의료 데이터를 수집·통합·분석하기 위한

있다.

을 마련하고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

‘올 오브 어스(All of Us)’와 같은 프로그램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Deloitte Korea Review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담하는 기관
을 신설 또는 지정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실제 적용

하는 것이다.

딜로이트 컨설팅 G2,
Life Science & Healthcare
Team
02-6676-3742
kyochang@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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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조사,
‘모빌리티에 대한 현실적 접근’
김태환 상무 딜로이트 컨설팅 Strategy & Operations Group

모빌리티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향

가질 수 있을지, 이를 위해 무엇을 극복해야 할지에

후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분주

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최근 딜로이트 컨설팅이 전

하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기

세계 20개국 2만5,000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업, 정보기술(IT) 기업형 자동차 회사로의 전환을 선

수행한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연구 결과, 자동차 및

언하면서 지난해에는 동남아시아 최대 승차 호출

IT업계의 노력과 투자업계의 뜨거운 반응과는 별개

서비스 업체인 그랩(Grab)과 협력해 전용 전기자동

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및 새로운 형태의 운송수단

차의 호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시무식에서

을 과연 누가 쓰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태

는 스마트 모빌리티, 차량 전동화, 자율주행 및 커넥

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즉 소비자의 진정한 수

티비티 기술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발표하

용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임을 시사하는 결

고 관련 조직도 확충했다. 또한 국내 차량 공유 대표

과가 확인되었다.

업체 쏘카는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로부터 5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의 관

자율주행차 안전에 대한 급격한 태도 변화

점에서 현재 내연기관 중심인 자동차 산업의 변화

Deloitte Korea Review

는 확실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커넥티드카, 자율주

지난해 조사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에 대한 우

행차, 좀 더 효율적인 전기차의 주류 편입은 자명해

려가 전년 대비 급감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이러

보인다.

한 낙관 추세의 급격한 둔화가 관찰되었다. 아직 자

하지만 이러한 청사진과는 별개로 아직 우리 주변

율주행차를 주변에서 실제로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

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소유가 주류다. 또한 카카오

에서 최근 우버, 테슬라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가 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갈등 구도를 보더라도 모빌

스컴을 통해 전해지면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진 것으

리티의 낙관적 미래가 과연 언제쯤 가시적인 실체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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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율주행차 안전성 우려 감소 추세 급감
81%

79%

74%

72%
64%
57%

50%

50%

47%

62%

54%
49%

48% 47%

47%

45%

25% 26%

미국

일본

2019

2018

한국

인도

독일

중국

2017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설문조사

동시에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민간에 맡겨 두기보

신뢰를 잃은 반사 효과로 인해 구글, 우버와 같은 IT

다 안전 기준에 대한 정부의 좀 더 책임 있고 적극적

또는 모빌리티업계가 안전에 관한 더욱 포괄적인 대

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최근 디젤게

안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점

이트로 소비자 신뢰에 타격을 입은 독일 자동차 회사

이 관찰되었다.

전기차: 중국·유럽 중심의 성장 vs 충전

전기차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관찰되나, 전기차 배

시간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

터리의 충전 시간, 주행 거리와 안전 등에 관한 우려
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일본

기존 선진국 중심의 자동차업계를 앞지르고 수입

소비자의 선호도가 지난해 38%에서 올해 46%로

원유 의존을 해결코자 하는 중국, 환경 규제에 따라

증가한 것처럼 수소전기차, 전기·휘발유 하이브리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동차 제조업계가 소비자

내연기관 차량 감축을 추진하는 유럽을 중심으로

차량이 당분간 대안으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자율주행차 개발과 사용에 대해 기대하는 정부 개입의 정도

그림 3. 비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선호도 증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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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음

어느 정도 필요

출처: 2019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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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필요

35%

가스·디젤(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44%

완전 전기차(BEV)

12%

9%

기타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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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차량: 정보 노출과 보안에 대한

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등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모빌리티 서비스: 여전히 마이너리티,

독일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압도적으

우려, 여전히 낮은 지불 의향도

데 반해, 중국과 인도의 경우는 낙관적 견해가 이들

Y세대를 공략하라

로 많고, 한국의 경우 오히려 그런 소비자가 더 늘어

국가보다 2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나 정기적인 이용자 비중이 전년도 19%에서 5%로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또한 흥미

소비자들은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있는 대안 경로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우버나 그랩뿐

급감했음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주

롭다. IHS 마킷(IHS Markit)의 조사에 따르면 커넥

제공, 안전 주의 경고 등 커넥티드 차량의 눈에 띄는

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 합

로 이용하는 고객들의 구성을 보면 주로 1980~1994

티드 차량의 규모가 2015년의 전 세계 약 2,400만

혜택은 인정하지만, 다른 부가적인 서비스를 포함

리적 가격과 편리성으로 인해 최근 타다, 쏘카 등 승

년 사이에 출생한 현재 20·30대인 Y세대의 비중이 압

대에서 2023년에는 7,200만 대 수준으로 증가할

해 전체적으로 커넥티드 차량의 서비스에 대한 지

차 공유, 승차 호출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도적이다. 베이비부머와 X세대의 뒤를 있는 Y세대는

것으로 예상되나, 커넥티드 차량의 혜택에 대한 기

불 의향은 낮았는데, 미국의 경우 30%가량은 전혀

딜로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이러한 서비스는

정보기술이 고도화된 세상에서 디지털 원어민으로

대감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차량 운행

의향이 없고, 지불한다고 해도 총합 500달러 이상

주류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자가

나고 자랐기 때문에 ‘항상 연결(always connected)’

및 위치 정보, 운전자 상태 정보 등의 정보 노출에

은 지불할 의향이 없다고 파악되었다.

차량 운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미국과 독일뿐만 아

된 라이프스타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X세대가 다

니라 한국, 중국, 일본의 소비자들 역시 이들 대체 수

소 이기적으로 비칠 만큼 자아실현과 개성 표출에 집

단을 전혀 사용치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가끔 이용할

착하고 대중문화에 열광했던 반면, Y세대는 사회적

뿐이다.

공동체 의식과 진정성에 더 가치를 두며, 낙천적 성

대한 거부감과 정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미국

그림 4. 커넥티드 차량의 혜택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 소비자의 비율

모빌리티 서비스의 총아로 부각되어 온 그랩과 같
은 승차 호출 서비스에 대한 태도만 보더라도 일본과

향이 더 강해 저축보다는 소비,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인도

그림 5. 승차 호출 서비스 이용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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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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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세대별 승차 호출 사용자 중 자동차 소유에 대해 회의적인 소비자의 비율

자동차가 소유가 아닌 사용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60%

모빌리티의 미래가 제시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의
친환경성, 커넥티드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의 효율성, 모빌리티

53%

51%

45%

46%

44%

서비스의 장점은 다른 세대보다는 Y세대의 성향에 부합한다.

38% 39%
34%

이러한 Y세대가 주류로 편입될 때까지 그들이
새롭고 통합된 이동수단을 더욱 다양하게,
그리고 자주 시도해 보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

17%

일본
베이비부머·그 이전 세대

35%

32%

인도
X세대

31%

20%

미국

29%

31%

33%

17%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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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Y·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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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소유가 아닌 사용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엄청난 규모로 축적 중인 차량 데이터로부터 부가

모빌리티의 미래가 제시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량의 친환경성, 커넥티드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의

정보 생성은 1차적으로 자동차에서 이뤄지지만, 안

효율성, 모빌리티 서비스의 장점은 다른 세대보다는

전한 전송 및 축적, 축적된 정보의 가공 및 분석, 신

Y세대의 성향에 부합한다. 이러한 Y세대가 주류로

규 서비스 제공의 전 과정을 독점하려 하기보다 각각

편입될 때까지 그들이 새롭고 통합된 이동수단을 더

의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참여자들과 상생하는 생태

욱 다양하게, 그리고 자주 시도해 보도록 하는 게 매

계를 구성해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 나가기 위한 노력

우 중요할 것이다.

이 요구된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호감이
정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업계는 지속적인 기술 개
발에 전념하겠지만,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기
관이 주도적으로 합리적인 안전 기준을 업계에 제시

Contact

해야 하며, 업계 또한 첨단 기술의 기능성보다는 사

김태환 상무

용성과 안전성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딜로이트 컨설팅
Strategy & Operations Group
02- 6676-3756
taehwankim@deloitte.com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자동차업계가 선도해 온 커
넥티드 차량의 경우 소비자의 지불 의향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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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 도입에 따른 리스회계처리 영향 검토

리스는 많은 기업에서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기
업의 리스 활동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충분한 이

47

IFRS 16을 각 과거 보고 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전 리스회계 모

다만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 적용 시 기준서에서

IFRS 16 도입에 따른
리스회계처리 영향 검토

형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리스를 금융리스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회사가 계약이 리스인지, 리

아니면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

스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IAS 17과 IFRIC 4에

게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했다. 종전 모형은 리스 거

따라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가정하며, 종전 기준하에

래를 항상 충실하게 표현하지는 못했다. 특히 리스

서의 오류를 IFRS 16 전환 시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경과 규정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실무적 간편

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었다.

법을 적용하기 전에 우선 IAS 17과 IFRIC 4에 따른

IFRS 16하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모든 리스(단기
홍성철 이사 Audit QRM

판단이 올바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리스와 소액리스 제외)에 대해 자산과 부채를 인식
해야 한다. 따라서 IFRS 16의 도입은 리스이용자의

판매 후 리스

자산과 부채를 더욱 충실하게 표현하고 공시 강화
와 함께 리스이용자의 재무 레버리지와 자본 사용

IFRS 16 기준서의 문단 C16은, 기초자산의 이전

액을 더 투명하게 보여 줄 것이다. 한편 국제회계기

이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IFRS 15의 요구사항

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최초 적용일 전에 체결

Board, IASB)는 IFRS 16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에

된 판매 후 리스를 다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

대해서는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 사항

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리스의 식별’과 관련된 경과

에서 사용한 문구를 대부분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규정과 마찬가지로 판매 후 리스의 경우도 종전 기준

IASB는 IFRS 16으로 전환 시 유의적인 원가가 발

에 따른 판단이 올바르다고 가정하는 것이지, 종전

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며 이에 많은 경감 규

기준하에서의 오류를 IFRS 16 전환 시 인정하겠다

정과 실무적 간편법을 기준서에 포함하기로 했다.

는 의미는 아니다.

다음에서 IFRS 16의 경과 규정을 적용할 때 고려해
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리스의 식별
IFRS 16 기준서의 문단 C3에 의하면 실무적 간편법
으로 최초 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

다음 사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
히 살펴보자.

<사례 1> 기업 A는 2018년 1월 1일에 기업
B에 건물을 판매하고 30년간 리스하기로 했
다. 기업 A는 리스 기간 종료일에 건물을 100
억 원에 재매입하기로 했다.

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즉, IAS 17과
IFRIC 4를 적용해 이전에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 대해
서는 IFRS 16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전에 리스로 식별
되지 않은 계약에는 IFRS 16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례 2> 기업 A는 2018년 1월 1일에 기업 B
에 건물을 판매하고 30년간 리스하기로 했다.
기업 A는 리스 기간 종료일에 건물을 리스 기간
종료일의 시장가격으로 재매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은 회사가 문단 C5(1)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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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 도입에 따른 리스회계처리 영향 검토

표 1. IFRS 16의 경과 규정
관련 문단
아래 방법 중 하나를 모든 리스에 적용한다.

내용
• (1)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 모든 리스(IAS 17하의

(1) IAS 8에 따라 각 과거 보고 기간에 소급 적용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IFRS 16에 따라 비교

(2)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인식하도록

정보를 재작성해야 하며, 다른 경감 규정은

소급 적용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IFRS 16 문단 C5>

같이 최초 적용일에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은 적용

49

종전 기준인 SIC 27의 문단 5에서는 기업이 약정

존재하고 해당 자산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시장에

대상 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

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 약정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그 자산을 사용할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는 금융부채와 금융자산

권리를 향유한다면, 이는 IAS 17에 해당하는 리스에

을 인식하고 IFRS 9을 적용해 회계처리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않음을 개별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 기준하에서는

리스이용자

<사례 1>의 경우 기업 A가 판매 후 리스 거래가 발생
하기 전에 건물의 내용 연수 전체 기간 동안 자산을

리스제공자의 경우 전대리스와 관련한 경과 규정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판매 후 리스 거래가 발생한

을 제외하고는 전환 시점에 어떠한 조정을 할 필요가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후에도 그러한 권리를 보유하므로 이 거래의 실질은

없고 최초 적용일부터 IFRS 16을 적용해 회계처리

리스에 대해서는 일부 경감 규정과 실무적 간편법에

담보부 차입 거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례 2>의

한다. 그러나 리스이용자의 경우 전환 시점에 선택

경우 재매입 가격이 시장가격이므로 기업 A가 건물

가능한 경과 규정이 많이 존재하는데, 관련 경과 규
정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가능하다.
• (2)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으며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 측정과 관련해 별도

대한 선택권이 존재한다.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인식하도록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인식 면제 규정은 각 리스별로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보상을 보유한다고 볼 수

소급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종전에 운용리스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이용자는 리스 인식 면제

분류했고 IFRS 16에 따른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규정을 어느 리스에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인식

없으므로 판매 후 리스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한다.

해당해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전환 시점에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어떠한 조정도 할 필요가

어떠한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없으며 최초 적용일부터 IFRS 16을 적용한다.

<IFRS 16 문단 C9(1)>

반면 IFRS 16에서는 자산의 이전을 자산의 판매

지금까지 IFRS 16의 경과 규정 중 리스의 식별,

로 회계처리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IFRS 15의 요구

판매 후 리스, 그리고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에 대

사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므로 기업 B가 건물을 통

해 살펴보았다. 회사는 앞에서 언급한 경과 규정뿐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인식하도록

실무적 간편법은 각 리스별로 최초 리스 기간이

제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매 후 리스로 회계처리를 해

만 아니라 IFRS 16에서 언급하는 모든 경과 규정의

소급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종전에 운용리스로

12개월을 초과해도 단기리스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IFRS 15의 문단 B66에서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최초 적용일에 적용할 경과 규

분류했고 최초 적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리스 기간이

하고 있다.

기업이 자산을 재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고

정을 결정해야 한다.

종료되는 리스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객이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더라도 자산의

있다.
<IFRS 16 문단 C10(3)>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인식하도록

각 리스별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

득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고객

소급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종전에 운용리스로

있다.

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분류했던 리스의 리스부채 측정과 관련해 실무적

(1) 특성이 상당히 비슷한 리스 포트폴리오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IFRS 16 문단 C10(1), (5)>

단일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사후 판단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리스
기간을 산정할 때 계약이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을 포함한다면 사후 판단을 사용한다.

IFRS 15의 문단 BC425에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산을 고객
으로부터 일반적인 시장가격에 재구매하기로 동의
한다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인식하도록

각 리스별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익 대부분을 획득하는 고객의 능력이 이론적으로 제

소급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종전에 운용리스로

있다.

분류했던 리스의 사용권 자산 측정과 관련해 실무적

(1) 최초 적용일 직전에 IAS 37을 적용해 리스가 손실

약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자산을

Contact

부담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손상

통제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내용도 고려해

홍성철 이사

검토 수행을 대신할 수 있다.

야 한다.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IFRS 16 문단 C10(2), (4)>

(2)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 자산 측정치에서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IFRS 16하에서는 <사례 1>과 <사례 2> 모

Audit QRM
02-6676-2119
suhong@deloitte.com

두에서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재매입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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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 원칙
이재웅 이사 리스크자문본부 정보보안 서비스 그룹

Introduction

이용자의 데이터 처리 목적, 데이터 보관 기간, 그
리고 개인화 광고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관

글로벌 추세는 자국 데이터 보호 및 관련

련된 정보가 여러 문서에 분산되어 제공되므로, 사

규제 강화

용자가 전체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러 차례 관련 링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데이터 활용을

크 및 버튼을 클릭해야만 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

접목한 서비스 개발 등 기업 데이터 활용

해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개인정보 항목에

경쟁 심화

대해서는 보관 기간을 고지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
했다.

EU GDPR 첫 번째 제소 및 벌금 부과 사례
2019년 1월 21일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

processin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사

관 CNIL(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

et des Libertés)은 구글에 5,000만 유로의 벌

서 개인정보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금을 부과했다. 2018년 5월 25일 시행된 유럽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명료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Regulation [EU], GDPR)의 필수 원칙인 투명성

구글은 다양한 서비스(구글 검색, 유튜브, 구글

(transparency)과 정보 제공(information), 그

홈, 구글지도 등)를 통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리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절차와 관련해 EU

를 ‘개인 맞춤 광고’에 활용하고 있으나, 각각의 서비

GDPR의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스에서 어떤 항목의 데이터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CNIL은 조사를 통해 구글에서 2개 유형의 법률
위반을 확인했다. 첫째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Deloitte Korea Review

둘째는 구글이 ‘개인 맞춤 광고(ads personalization

어떠한 방법을 통해 사용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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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EU GDPR 시행 당일 오스트리아의 비영리

이번 제소 건은 GDPR 제정 시 강화된 ‘정보 주체

단체인 NOYB, 프랑스 인터넷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

의 권리 보장’에 관한 위반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본

인 LQDN(La Quadrature Du Net)이 GDPR 위반

질적으로는 구글의 위반 사례 중 첫째에 해당하는

혐의로 구글을 제소한 건에 대한 결정으로 GDPR 위

‘투명성’ 위반과 사실상 같은 사안인 듯 보인다.

반 혐의로 벌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1의 NOYB 개인정보 접근 요청에 대한 업체별

그림 1.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GDPR의 전문(recital) 26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cital 26
Not applicable to anonymous data
The principles of data protection should therefore not apply to

회신 결과에 따르면 많은 회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출

anonymous information, namely information which does not relate to

Privacy is None Of Your Business)’라는 슬로건

처, 이용 목적, 수집·이용한 개인정보의 항목 및 조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or to personal data rendered

을 바탕으로 2017년에 설립된 단체인데 기업의 무

합, 보관 기간 및 개인정보 파기 시점, 개인정보 제공

분별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의 활

여부 등에 대해 정보 주체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This Regulation does not therefore concern the processing of such

동) 및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목표로 한다.

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본 사례의 각 회사가 처리

anonymous information, including for statistical or research purposes.

이 단체는 EU GDPR 시행 당일 구글뿐만 아니라 인

하는 개인정보 활동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고지한 내

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을 제소했으며, 추가로

용대로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합리

2019년 1월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티파이, 아

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NOYB는 ‘내 사생활은 당신과 상관없어(My

53

anonymous in such a manner that the data subject is not or no longer
identifiable.

출처: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본문 발췌(https://eur-lex.europa.eu)

마존 프라임, 애플뮤직 등의 글로벌 기업을 정보 주

필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조직의 개인정보

부서에서 실제 처리하고 있는 운영 현황이 상이해 적

한다. 우선 GDPR에서는 유럽연합(EU) 내 회원국

체의 개인정보 접근 요청에 대한 GDPR 법 위반으로

처리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담당

절한 조치 및 관련 절차 개선 등을 수행했던 기억이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지만, 제3국으

제소했다.

자가 이해하고 있던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과 현업

있다. 조직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이용자에게

로의 데이터 역외 이전은 강하게 규제한다. 제3국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내부 현황을

EU 회원국과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는 GDPR과 동등한 수준의 법제도와 함께 이를 관

표 1. NOYB 개인정보 접근 요청에 대한 업체별 회신 결과에 따른 제소 내역
okay

리·감독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갖춰야 한

partly

missing

데이터 활용을 위한 GDPR의 법적 근거 마련

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제3국이 EU 집행위원회의

GDPR은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데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적합 승인을 받

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

은 후에, EU 회원국과의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도록

다. GDPR은 익명정보(anonymous information)

규정되었다. 현재까지 적정성 결정을 획득한 국가는

80.2억 유로

에 대해 당 법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적용하지 않

스위스,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등 총 12개 국

영국

2,000만 유로

음으로써 통계 및 연구 목적 등을 위한 익명정보의

가이며, 일본은 최근 적정성 결정에서 ‘적합’ 승인을

30일

오스트리아

요구되지 않음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명처리

받았다.

넷플릭스

27~30일

네덜란드

4.15억 유로

사운드클라우드

응답 없음

독일

2,000만 유로

응답
지연 정도

회사 소재지

최대 벌금액3

아마존 프라임

다운로드2

룩셈부르크

63.1억 유로

애플뮤직

다운로드2

아일랜드

DAZN

응답 없음

필름잇

응답 여부

원본
데이터

데이터 이해
가능성

배경 정보1

2

스포티파이

다운로드

스웨덴

1.63억 유로

유튜브

다운로드2

미국

38.7억 유로

(pseudonymization)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데

중국, 베트남 등은 자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이터의 안전한 보호와 함께 데이터의 활용을 어느 정

및 중요 데이터는 자국 내에 저장·보관하도록 하는

도 보장하는 의도를 가진다고 해석된다.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해 자국 내 데이터 보호를 강
화하는 규제를 새롭게 시행했다. 일본, 인도 등은 국

국가별 자국 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외 이전을 제한하는 원칙을 포함하는 등 자국의 데이

1. 배경 정보: 개인정보 수집 출처, 제공받은 자와 제공 목적, 보관 기간 등.
2. 다운로드: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기능 제공.
3. 최대 벌금액: 2017년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산정한 값.

정비 현황

터 보호를 위해 법제도를 제·개정하면서 익명처리된

출처: NOYB 홈페이지(https://noyb.eu/access_streaming/)

본격적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전쟁의 시작을 의미

Deloitte Korea Review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한 GDPR의 시행은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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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별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보호법 제·개정 현황

국가

EU

법령 및 규정

•EU 역내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EU 시민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한
GDPR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4% 또는
2,0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미국
(CA)

CCPA
(소비자프라이버시법)

미국
(연방)

CLOUD
(클라우드법)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국외 이전 익명정보
제한
활용

주요 내용

사이버보안법
(네트워크안전법)

사이버보안법

개인정보보호 법안

제정 및 시행일

○

○

2016.5.24. 제정
2018.5.25. 시행

•미국 캘리포니아 내에서 수집·이용한
소비자 정보
•익명화 정보는 적용 제외

○

○

2018.6.28. 채택
2020.1. 시행 예정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메일, 문서, 기타 통신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법안을 지지

｜

○

2018.3. 법안 승인

•중국 내 수집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는 중국에 저장
•데이터 국외 이전 시 안전평가 등 규정화

○

•자국민 데이터의 현지 보관 의무 규정
•중국의 ‘사이버보안법’과 유사(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현지화)

○

•GDPR를 모델로 작성되었으며, 인도의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으로 제정 추진
•국외 이전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 규정화
•익명화 정보는 적용 제외

○

개인정보보호법

•자국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익명화 가공정보 개념 도입

개인정보보호법

•GDPR 수준의 강력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분류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 개정안 제시

｜

｜

2017.6. 시행

2019.1.1. 시행

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마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5년부터 이와 같은

을 제정했다. 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개

법안을 제정해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법적 근

념 정의 확대, 가명처리 등 비식별 정보와 관련된 개

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었

념 정의,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 개인정보 처리

다. 그러나 이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자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
하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

한국의 상황

해 자신의 개인정보 판매를 거부하는 옵트아웃(opt○

2018.8.27. 초안

out)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경제규모로 봤을 때 2018년 기준

○

○

2017.5.30. 시행

세계 5위권 국가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미국에서 가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EU와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위한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시급

장 인구가 많고, 구글, 애플 등 초대형 글로벌 정보기
한국

○

▵

2011.9.30. 시행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술(IT) 기업 및 많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 스타트업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의 성지인 실리콘밸리가 위치해 있다. 따라서 향후

을 시행할 당시 형사처벌이 규정된 강력한 규제 법

많은 미국 기업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대응에 상당

안으로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현재까지도 한국의

한 변화가 예고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개인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가 존재하나,

또한 미국은 일명 클라우드법(CLOUD Act)으로

정보보호 규제 법안으로 평가되며, 법적 요건과 큰

연방 차원의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마련되

불리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틀에서 GDPR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개인정보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CCPA),

어 있지 않다. 이는 미국이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기

법률(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보호 대책을 요구한다. 다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업의 성장을 우선시하고 데이터 보호는 자율 규제

Act)’을 2018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며, 도널

법제도에 대해 EU의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 결과 개

법(CLOUD) 등 법제도 정비

에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23일 이를 승인했다.

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감독기관으로서 지

서는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비즈니스인 ‘데이터 브

해당 법률은 미국의 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저장해

위가 부적합하다고 결정되어 EU와 한국 간 자유로

로커’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관리하고 있는 통신 내용, 트래픽 데이터, 가입자 정

운 데이터 이전 근거는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다.

미국의 대응 현황

미국의 대표적 기업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팀쿡은 2019년 다보스포럼에서 연방 차원의 포괄

최근 미국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과 관련된

보 등에 대해 정부기관이 ‘데이터가 저장된 실제 위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 중 GDPR의 적용을 받

적인 개인정보보호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을 제·개정하고 있다. 먼저 소비자 개인정보

치에 관계없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

는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데이터 이전에 대한 근거를

미국에서는 뉴욕 및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state)에

보호와 관련해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소비자

로써 역외 데이터에의 접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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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 이후 9번

Flows of Personal Data)’에서 제시된 8대 원칙이

의 개정이 이뤄졌고, 추가 개정안이 제안 중이다.

다. GDPR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도 OECD

‘개인정보보호법’은 규제 위주의 법제도로 운영되어

프라이버시 8대 원칙을 준용해 수립되었다. 2013년

왔는데, 가명처리된 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대한 법

이 지침이 개정되었으나, 8대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

적 근거와 개인정보의 범위와 관련해 정의하기 어려

지되고 있다. 이 기본 원칙은 개인의 권리 및 자유에

운 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

관한 데이터 처리의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으므로,

에 따라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데이터의 윤리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이를

이 제안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고려해야 한다.

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
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GDPR에서는 7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첫째
원칙인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lawful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은 정보 주체와 관련된 사항으

기업의 대응 전략

로 기본 원칙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
는 기본 원칙으로 여겨진다. 앞서 소개한 구글 등 글

4차 산업혁명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데이터의

로벌 기업의 제소 사례도 가장 중요한 이 기본 원칙에

윤리적 활용과 보호정책의 성공에 좌우

해당하는 준수 의무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
에서도 내부적으로 수립한 기본 정책이나 원칙, 표준

1. 데이터 활용 및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등은 쉽게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다시 한 번 OECD

원칙을 이해했는가?

8대 기본 원칙과 적용받는 법령을 기준으로 각 원칙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OECD

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8대 원칙의 이해 필요
•GDPR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첫 번째 –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기본에 충실한 조직의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기준 수립 필요

2. 조직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항목 및 범위가
명확하게 식별되어 있는가?

표 3. OECD 프라이버시 8대 기본 원칙
OECD 프라이버시 원칙

설명

1. 수집 제한의 원칙
(collection limitation)

개인 데이터의 수집에는 제한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얻어져야 하며, 정보 주체의 적절한 인지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데이터 품질 원칙
(data quality)

개인 데이터는 사용 목적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purpose specification)

개인 데이터의 수집 목적은 수집 이전 또는 수집 당시에 명시되어야 하며, 개인 데이터의 이용은
명시된 수집 목적 또는 수집 시 목적, 목적 변경 시 명시되는 목적과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

4. 이용 제한의 원칙
(use limitation)

개인 데이터는 명시된 목적 이외로 공개되거나 접근 가능하거나 사용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b)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

5. 안전성 확보의 원칙
(security safeguards)

개인 데이터는 손실 또는 권한 없는 접근, 파기, 사용, 수정 또는 공개에 대해 적절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openness)

개인 데이터와 관련해 개발, 실행,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공개 방침이 있어야 하고, 그 방법은
정보관리자의 신원 및 주소를 비롯해 개인 데이터의 존재와 성질, 정보의 이용 목적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개인 참여의 원칙
(individual participation)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정보관리자로부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관리자가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권리
(b) 다음과 같이 자신에 관한 정보와 통신할 수 있는 권리
(ⅰ) 적절한 시간 내
(ⅱ) 유료라면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ⅲ) 적절한 방법으로
(ⅳ) 개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형식으로
(c) (a)항, (b)항에 따른 요청이 거부된 경우, 그 사유를 알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d) 자신의 정보와 관련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가 수락된 경우, 그 정보를
삭제·정정·완성·수정할 수 있는 권리

8. 책임성의 원칙
(accountability)

정보관리자는 상기 원칙들에 대한 실행 조치를 준수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출처: ‘OECD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번역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9.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범주의 변화에
대응 필요
•‘개인정보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상세한

데이터의 윤리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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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현황 파악이 중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다뤄진 국가별 컴플

고객사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가 개인

정보 등이 개인정보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왔다. 최근

정보냐 아니냐에 대한 질의를 상당히 많이 받아 왔다.

에는 통신정보 중 모바일 기기와 관련된 고유식별자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 활용의 강조로 인해 기존

(UUID, IMEI 등), 브라우저 유형 및 설정, 기기 유형 및

에 저장되던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다시 검토하거나

설정, 운영체제(OS), 통신사명, 전화번호를 포함한 모

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가

이러한 데이터를 결합해 유의미한 데이터로 사용하려

바일 네트워크 정보, 애플리케이션 버전 번호와 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8대 원칙을 정확게 이해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시도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서 사용되거나

인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한 웹 비콘(web beacon),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생성되는 신규 데이터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에 정의

픽셀, 광고 태그, 쿠키 등의 광고 기술 데이터, 검색

OECD 프라이버시 기본 원칙은 1980년 9월 23일

다고 정의하는데, 여기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

한 개인정보 범주 내의 데이터 항목이 달라지고 있다.

한 단어, 시청한 동영상, 구매 활동과 위치정보 등의

제정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 데이터의 국경 간 유

아볼 수 있는 데이터의 범주가 모호해 ‘개인정보보호

지금까지 일반적인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통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OECD Guidelines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

인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연락처, 주소 등부터 신용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다. 따라서 필자는 많은 고객사 담당자로부터 해당

정보, 의료정보, 신체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 가족

Deloitte Korea Review

수많은 데이터가 특정 개인과 관련된 개인정보로 활
발하게 활용되는 추세다.
조직은 새로이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또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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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합이 기존에 정의된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 원칙

3.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조직의 권한이

않는다면 CPO는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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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적절히 부여되어 있는가?

내부통제 운영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를 검토

•사고 발생 시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역할로

의 많은 CPO가 직면하는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된 개인정보의 활용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CPO의 역할 및

기반 마련은 필수

해야 한다. 만약, 조직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범주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조건적인 데이터
보호 정책을 고수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이지만, 이

규정하는 것은 지양
•독립적 기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는 데이터 활용 전략의 실패를 자인함과 다름없다.

권한과 관련된 조직 내 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
한다.

데이터 활용과 보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

반면, GDPR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으

의 경쟁력과 존폐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임이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의 성격, 범위, 상황, 목적,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로 ‘DPO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만을 위해 조항 1개

명확해 보인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

적용된 최신 기술,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

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를 온전히 할애해 규정한 듯하다. 여기에는 조직에

해 국가별로 제·개정되는 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데

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 및 심각성 등의 위험도

보호책임자(Chief Privacy Officer, CPO)를 지정

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

이터의 윤리적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에 대한 명확한 식별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인

하도록 요구하며, GDPR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조

리 및 통제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

원칙과 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가

정보 처리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서비스

직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담당관(Data Protection

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성큼 다가와 있다. 또한 각 산업에 따라 처리하

또는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생명주기(수집,이

Officer, DPO)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보호하는 효과적인 내부

는 개인정보의 종류, 중요도와 민감도에 차이가 일부

용, 보관, 제공, 파기 등) 전반에 걸쳐 파악해야 하며,

나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사례를

통제를 갖춘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있겠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개인의 인권과 생명에 영

국내외에서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영향평가(data

보면 해당 조직의 CPO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위한 3차 방어

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윤리적이고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방법론이나 점검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가 많다. 그러나 GDPR에서 규

선 모형(IIA)’의 참고가 권고된다. 3차 방어선 모형은

안전한 활용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구를 활용한 진단이 권고된다.

정하는 DPO는 본인의 업무 실행과 관련해 어떠한

조직 내에서 각 직무에 대해 3가지(1차 현업, 2차 관

최근 <서치>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가 딸의 이

이렇게 식별된 데이터 처리 현황에 따라 적절한 보

지시도 받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 작업과 관련한

리 및 감독 기능, 3차 내부감사 기능) 방어선의 역할

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스팅 기록, 통화 기

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정보의 접근 및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보장받고 있다.

을 정의하고, 각 역할의 책임을 정의한다. 이러한 역

록, 문자 메시지, 채팅 기록, 시청한 동영상 및 접속한

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활용 목적, 상황, 처리하는

그리고 DPO가 업무 수행을 이유로 해임 또는 처벌

할을 통해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

웹사이트 기록, 폐쇄회로TV(CCTV) 등의 로그를 활용

데 적용된 기술 및 위험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 내부의 임직

직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돕는다.

해 실종된 딸을 찾는 과정을 굉장히 인상 깊게 느꼈다.

의 활용에 관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

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조직의 DPO로 지정할

를 마련해야 한다.

수도 있다.

DPO는 3차 방어선에 해당하는 ‘내부감사 기능’

반면에 특정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온라인상에 기록

역할에 해당하는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관리 및

되어 우리의 사생활이 극단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시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해당 데이터의 활용이 개인

일반적으로 CPO는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또는 경

감독 기능의 역할도 수행하는 직무로 정의되나, 우

나리오와 그 가능성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보 처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반드시 검증하고,

영진의 관리 아래 개인정보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

리나라의 CPO는 2차 방어선에 해당하는 ‘관리 및

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보호 가치와 비례한다는 사

필요할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고지하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업 부서 및 IT, 정

감독 기능’의 역할에 해당해 경영진을 지원하는 역

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고 동의를 획득하는 등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보보호, 준법부서 등 타 기능과 효과적으로 협업해

할에 가깝다. 조직은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과 보

윤리적으로 활용해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치를 적절히 취해야 한다.

야 한다. 따라서 경영진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위

호를 위해 CPO에게 내부감사 기능에 해당하는 독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 처리 흐

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구 등을 운영하는 방식을 활용

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해당 역할을 효과적으

름 및 처리 기술 등에 대한 데이터 보호 담당부서의

해 조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

로 수행하도록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Contact

상세한 현황 파악이 데이터 활용을 허용받고, 보호

기도 한다.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뿐만

이재웅 이사
리스크자문본부 정보보안
서비스 그룹
02-6676-2918
jaewoonlee@deloitte.com

대상을 정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그러나 조직의 소통 및 협업 체계가 효과적으로

아니라 새로운 컴플라이언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하는 필수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보호 담

운영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내부통제와 관련된

기 위해 관련 전문가 집단 및 규제기관 등과 협력하

당부서의 권한 및 역할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지원이 적시에 제공되지

는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도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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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재구축하기
AI 시대에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피터 에반스 그린우드 외 2인

좋은 일자리의 창출
일, 일꾼, 일자리에 대해 현대 사회가 가진 많은 불안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자동화의
최종 단계를 목격하고 있으며, 기계가 마지막 남은 몇 가지 과업마저 빼앗아 감에 따라
인간이 물러날 곳이 없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다.

Deloitte Korea Review

과거에는 자동화하기에 너무 미묘하고 복잡하다

3가지 계층에게 혜택을 전달한다. 노동자에게는 개

고 여겨졌던 암묵적 지식의 포착과 과업의 자동화를

인적인 발전과 직무 만족을 제공하고, 조직에는 직

위해 인공지능(AI)이 사용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원이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 및 추구해야 할 기회

논쟁이 최근 급격히 늘어났다. 이제 계량화와 기계화

의 발견을 통해 혁신을 일으키며, 공동체 전체에는

가 불가능한 인간 고유의 경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

번영하는 조직과 노동자들을 보유하게 됨에 따른 경

가? 만약 그렇다면, 기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하찮

제적 이득의 수확을 안겨 준다. 이것이 바로 좋은 일

은 과업을 제외하고 인간에게 남은 일은 무엇인가?

자리의 창출이 노동자의 몰입과 만족을 충족시킬 뿐

이러한 우려의 핵심에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

만 아니라 생산적이며 지속 가능한 조직을 가능케 하

람들의 욕구가 존재한다. 지나친 치열함이나 스트레

는 이유다. 또한 좋은 일자리는 더 큰 공동체의 가치

스가 없으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과 능력을 최

와 규범과도 조화를 이루는데, 공동체가 더 행복한

대로 활용하는 일자리 말이다. 그러한 일자리는 노

시민들과 더 높아진 생활수준에 불만을 표할 리 없기

동자에게 동기, 참신함, 다양성, 자율성, 삶과 일의

때문이다.

균형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에서 노동자

AI의 거침없는 발전이 좋은 일자리를 구성하는 학

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노동 계약이 공정하다고 여긴

습, 창의성, 의미를 전부 자동화해 없애 버리는 위협

다. 결정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행동을 통한 학습을

일까? 확실히 일부 사람들은 단지 그러한 결과 때문에

통해 노동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술을 비난해 왔다. 오늘날의 표제 기사들은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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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보다는 문제가 중요하다

챗봇(chatbot)에 관해 생각해 보자. 이는 사용자
가 대화 혹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
램으로 일반적으로 제품 지원 혹은 쇼핑 지원에 사
용된다. 영화 <스타트렉>의 우주선 엔터프라이즈호
의 컴퓨터도 챗봇이고, 많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가
일자리만 인간에게 남겨 주거나 특정 직업을 완전히

주장한 바 있지만, AI를 과업 건별 기반으로 이용하는

상 비서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조(Zo)도 그러하

제거해 버리는 결과를 낳는 기술적 혁신에 대해 우려

방식이 이의 적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아닐

다. AI를 사용하면 챗봇이 특정한 입력에 대해 단일

를 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는 기술 발전이 심

지 모른다는 흥미로운 증거가 있다. 일을 과업과 프

하고 전형적인 반응을 하도록 제한하는 대신, 다양

화함에 따라 일자리가 고용주들이 비용 압박에 대응

로세스 측면에서 개념화하고, 그러한 과업과 프로세

한 자극에 관해 다양한 반응을 제공하도록 해 준다.

해 업무 일정을 훨씬 더 짧은 시간 간격으로 분할한

스를 자동화하는 데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은, 산업 시

입력 받은 내용을 인식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성하는

결과이자, 직원들이 더 많은 날을 더 오랜 기간에 걸

대에는 적절했을 수 있다. 그러나 AI가 인간의 (일부)

이러한 유연성은 AI 기반 자동화의 특징으로, 전 세대

쳐 일하도록 요구하는 그다지 관련 없는 과업들의 집

행동을 흉내 내는 능력 측면에서 과거 세대의 기술과

의 기술과 AI를 차별화한다. 이런 유연성 때문에 AI가

합으로 변해 버릴까 봐 두려워한다. 기술의 단조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가장 잘 사용할 수

활성화된 시스템은 디지털 행동, 즉 특정한 자극에 대

운 발전이 기업의 더 많은 기능을 자동화해 감에 따

있도록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진화해야 한다.

한 반응으로서 특정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무언가를

라 관리자들이 일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하

이 글에서 우리는 AI 기반의 사려 깊은 사용이, 인

는, 끝에서 끝까지 이어진 프로세스인, 일련의 과업

간을 쓸모없게 만들거나 잡무 담당으로 격하시키는

우리는 챗봇이 일련의 디지털 행위를 구현한다고

인간은 세상을 파악하기 위해 맥락에 의존한다.

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된다. 인간의 노동은 최소화

방식과는 거리가 멀며, 의미를 만들고 맥락에 기반

생각할 수 있는데, 즉 어떻게 사용자의 서로 다른 표

예를 들어, “비가 온다고? 정말 대단한데”라는 말의

해야 할 비용으로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 결과가 관

한 결정을 하는 인간 고유의 힘을 가능케 할 뿐만 아

현, 발언에 대응할지를 구현한다. 한편, 서로 다른 입

의미는 발언한 상황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

료 제도에서의 절차적 업무 및 지식 업무, 그리고 부

니라, 그러한 힘을 필요로 하는 의미 있는 일을 창조

력에 서로 다른 반응을 제공하는 챗봇의 능력은 비지

다. 대화의 맥락을 참조하는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상 중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의 서비스 업무

하는 막대한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

능적인 자동화 시스템보다 더 나은 유용성과 적응성

풍부한 행동에 대한 중요 공헌 요인이다(챗봇의 단

전반에 걸쳐 좁게 정의된 단조롭고, 불안정한 일자

제로, 만약 우리가 AI의 숨겨진 잠재력을 깨닫고 오

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순한 행동과 상반되는). 사람들은 언어적 혹은 비언

리다.

늘날 경험 중인 지속적인 낮은 생산성 증가의 시대에

또 한편으로는, 챗봇이 보여 주는 행동은 상당히

어적 신호, 과거 경험, 지난 혹은 현재 사건에 대한

여기서 문제는 기술이 아니다. 그보다는, 기술을

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사회적 생물로서 인간의 강

단순한데, 대화 계획에서 미리 준비된 반응에 국한

지식, 미래 사건에 대한 예상, 상대방에 대한 지식,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점에 부합하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필수적일 수 있

되거나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수준에 따른 한계를

다른 이들의 상황에 대한 공감 혹은 문화적 선호도

기술의 이용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AI

다. 그러나 AI가 자신의 약속을 실현하려면, 사람들

가진다. 그보다 더, 챗봇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문화

(사람들이 이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건 아니건 간에)

는 특정 과업을 인간이 역사적으로 수행해 왔던 것

이 반드시 일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일이 조직화되

적 맥락을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인한 제약을

에 맞춰 반응을 조정할 수 있다. 대화의 맥락은 또한

이상으로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은 그럼으로써

는지에 관해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취해야만 한

받는다. 이것이 바로 챗봇과 AI가 활성화된 시스템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한다. 실제로, 결론에 도달

한때 그러한 과업을 책임졌던 인간을 대체할 수 있

다. 이는 AI 고유의 유연한 역량을 고려하고, 공유된

일반적으로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원인

하는 행동 혹은 물어 봐야 할 더 나은 질문이 존재함

다. 하지만 AI를 이런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인간과 지능적

이며 AI가 인간의 모든 일자리를 ‘빼앗지’ 못하는 중

을 깨닫는 행위는 다른 행동을 촉발하기 위해 필요한

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전에도 우리가

기계를 서로의 동반자로 취급하는 관점이다.

요한 이유다.

자극을 제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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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해 작동하는 행동을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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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은 맥락을 활용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다. 그들

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그들이 문제를

은 오직 솔루션에 명시적으로 통합된 외부 정보만을

헤쳐 나가고, 계량화하며,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고,

참조할 수 있다. 그들은 일반적인 지식 혹은 문화에

(희망하건대) 해결책을 찾도록 해 준다.

대한 풍부한 이해가 없다. 심지어 대화의 앞부분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위급 상황에서 전화할 지원

참조하는 능력에도 문제가 있어, 앞선 행위가 나중

센터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고자 한

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게 만든다. 결과적으

다. 각각의 고객에게 봉사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 줄

로, 챗봇의 행위는 명시적인 요청에 반응해 정보를

어들면 지원센터는 더 많은 고객들에게 봉사할 수 있

제공하는 행동처럼 단순하고, 기능적인 종류가 되는

다. 동시에, 우리는 서비스 수준의 하락을 원치 않는

경향을 가진다. 이러한 행위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

다. 실제로, 우리는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이상적으

이 아니며, 몰입에서 유발되는 더 복잡한 행동을 가

로는 장기적인) 더 적절한 해결책을 찾도록 사회복

로막는다.

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절약한 시간의 일부

챗봇의 전형적인 사용 방식은 AI 기반의 자동화를

를 사용해 서비스의 가치를 개선하길 바란다. 이는

‘잘못’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경우에

또한 센터가 실패를 뒷수습하기만 하는 운영에서 벗

공통점을 가지는지 파악하지 못하며, 새로운 지식의

대한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 준다. 즉, 일반적으로 사

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이런 운영 서비스 수요

발견과 개발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못한다. 비슷

람이 수행하던 과업을 자동화해 사람을 불필요하고,

의 일부는 지난번 접촉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센

한 문제를 앞의 챗봇 사례에서도 보았는데, 일선에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경우다. 기술의

터의 무능력으로 인한 결과다.

서 인간을 제거한 결과 노숙자 문제를 부추기는 요인

AI와 인간의 혼합이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려면, 인간과
디지털 행위자가 순서대로
일하기보다는 함께 일하는

한도 내에서 그저 단순한 행위만을 자동화하고, 챗

만약 우리가 기술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고 그 결

들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사회복지사들이 이해할

봇을 인간의 대체물로 취급함으로써 상호작용을 가

과 효율성이 개선된다면(더 많은 고객들에게 봉사),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수요가 아닌, 과거의

치 있게 만드는 더 복잡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행위

센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고(더 장기적인 해결책

수요에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낳게 되었

를 제거해 버린다.

과 더 적은 실패 뒷수습), 고객을 위한 결과물의 가치

다. 만약 우리가 행동과 이해 간의 이러한 고리를 끊

구성하는 과업들의 끈으로

를 증가시키게 된다(근본적인 니즈와 제공된 서비스

어 버린다면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정확

생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간의 더 나은 일치).

해지겠지만(기계 작동이 개선됨에 따라) 알고리즘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상보적

한계를 넘어 진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행위들의 집합으로서

챗봇은 유머나 빈정거림을 인식하지 못하고, 애
매한 암시를 해석할 수 없으며, 소소한 대화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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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을 프로세스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상호작용에

만약 우리가 인간을 대체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기

익숙한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요소와 그 이상을 기대

계를 이용해 반복적인 과업 중 일부를 자동화함으로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디지털 행위가 인간의 행

하는 상황에 챗봇을 투입해 왔다. 사용자들이 챗봇

써 인간을 증강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인간 증강 전략

위와 혼합되어 정확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고, 동시

에 좌절하고 챗봇의 도입이 실패로 끝나는 상황은 놀

을 조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례인 종양

에 비정상을 식별하고 새로운 지식을 구축할 수 있도

들의 끈으로 생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에

랍지가 않다.

학에 관해 생각해 보자. 컴퓨터는 이미 의료 영상에

록 인간을 위한 공간을 창조해, 고립된 상태에서 디

집중하는 상보적 행위들의 집합으로 구상할 필요가

더 생산적인 접근법은 디지털과 인간 행동의 결

서 인간보다 더 신뢰성 높게 암을 인식할 수 있다. 우

지털 혹은 인간의 행위가 각각 창조한 해결책보다 더

있다. 행위 기반의 일은 공유된 화이트보드를 둘러싼

합이다. 일련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노숙자가 될

리가 과업들 간의 인수인계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인

우수한 해결책을 낳게 되는 방식으로 일이 구성되어

채 서 있는 팀으로서 개념화가 가능한데, 각자가 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도전 과제를 생각해 보

간과 기계를 전형적으로 통합하면, 단순히 기계한테

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만약 AI와 인간의 혼합이 더 높

직펜을 들고, 보드에 나타나는 새로운 자극(문장 혹

자. 이러한 사람들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업 기

이미지 분석에 대한 책임을 넘기고, 사람은 더 ‘복잡

은 성과를 달성하려면, 인간과 디지털 행위자가 순

은 기타 표시)에 반응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수행하

반의 인터페이스(웹사이트 혹은 상호작용 음성 대응

한’ 자동화되지 않은 과업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서대로 일하기보다는 함께 일하는 방식을 찾을 필요

고, 동일한 보드에 각자의 결과를 그려 내는 팀의 모

가 있다.

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과업 기반의 일과 대조해 보

시스템)를 사용할 처지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이들은

하지만 컴퓨터는 이 특정한 종양에 있어 무엇이

행위 기반 인터페이스의 풍부한 상호작용을 필요로

비정상적인지, 혹은 다른 비정상적인 종양들과 무슨

Deloitte Korea Review

이를 위해 우리는 일을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과업

구상할 필요가 있다.

면, 과업 기반의 일은 일꾼들이 한 줄로 서서 양동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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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재구축하기

이어받는 모습과 비슷한데 ‘일’은 한 일꾼에서 다른

다루기 위해 산만해지기보다 오직 포착된 사실관계

일꾼으로 넘겨져 미리 정해진 최종 목적지로 전달되

에 수정이 필요할 때만 개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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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기업·사회를 위해 좋은

고, 각각의 일꾼은 일이 지나갈 때 자신의 행동을 수

디지털 행위자는 비즈니스 규칙 혹은 정책을 부

행한다. 과업 기반의 일은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호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긴급 거주 제공에

환경에서 특정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생성하

대한 고객 자격 요건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AI는 우리가 어떻게 일을 구성하는가에 관해 달

도록 해 준다. 반면, 행위 기반의 일은 복잡하고 변화

존재한다면, 비즈니스 규칙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

리 생각하도록 해 준다. 제품 및 특화된 과업으로부

하는 세상에서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효과적

공유된 맥락 정보에서 이를 표명할 수 있다. 그러한

터 일을 구성하기보다 문제 및 행위로부터 일을 구성

만약 일을 문제 중심으로 조직하고 문제 해결을

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표명은 가용성을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서비스들과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 자문가

위해서 AI와 인간의 행위를 결합해 고객에게 더 큰

행위 기반의 일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는 해결

접촉하는 일련의 ‘긴급 거주 제공 검색 행위자’의 활

와 상담하는 개인들은 금융상품의 구입을 최종 목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면, 이는 기업에 더 큰 가치를

해야 하는 문제에 관해 알려진 점, 그리고 인간과 디

동을 촉발시킬 수 있고, 사회복지사에게 일련의 잠

로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행

전달할 수 있는 유사한 잠재력을 가지게 되는데, 어

지털 행위자 모두가 활동 가능한 사항에 관해 포착

재적 해결책을 제공하게 된다.

복한 은퇴의 확보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떻게 일자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부분적

덕분에) 고객의 니즈를 더 깊이 이해해, 그 결과로서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해 내는 공유된 맥락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 앞의 지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연결 혹은 로보틱 처리

수 있다. ‘행복한 은퇴’는 어떤 모습일까? 그러한 생

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신기술과 관련된 생산성

원센터 사례에서 시작점은 음성-문자 전환 행위자를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를

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입이 필요한

혜택의 대부분은 새로운 생산 기술의 초기 발명과 도

통해 전사된, 지금까지의 대화를 글로 옮긴 기록이

통해 더 큰 서비스에 대한 접촉이 이뤄질 수도 있다

가? 투자할 현금을 찾아내고 인생의 경로에 놓인 (금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이는 행동을 통한 학습

될 수 있다. ‘고객-인식 행위자’의 무리는 통화자가 다

(B2B 통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많은 긴급 거주

융적)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기 위해 오늘날 소비와

으로부터 산출된다. 채탄 막장의 광부들은 문제를

시 전화한 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모

제공 서비스들이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접촉은

저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파악하고, 공유하며, 해결하고 기법을 발전시켰다.

니터링한다.

컴퓨터와 컴퓨터의 연결을 통해서보다는 메시지(이

투자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객에

방직기는 특히 좋은 사례인데, 이를 생산에 도입함

이는 음성-지문 혹은 말씨 유형의 인식을 통해 이

메일 혹은 문자)를 통해 책임 관리자에게 전달될 수

게 제공하는가? 금융 자문가, 고객, 그리고 로보어드

으로써 생산성을 2.5배로 향상시켰지만, 뒤따른 행

뤄질 수 있다. 고객은 AI가 이해하기 충분할 정도로

있다. 심지어 공감의 자동화도 가능한데 AI를 이용해

바이저(robo-advisor)가 그들의 공유된 문제를 디

동을 통한 학습으로써 20배의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심지

고객 목소리의 스트레스 수준을 판단하고, 스트레스

지털로 표현한 공통의 사안을 중심으로 협업해 무엇

이 일어났다.

어 자신의 일련번호를 제공하거나 알려진 전화번호

의 정도를 간단히 시각적으로 수치화한 정보를 사회

이 ‘행복한 은퇴’인지, 결과적으로 필요한 투자 목표,

창조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인간과 발견되어야

로 전화를 걸어올 수도 있다. 혹은 사회복지사가 AI

복지사에게 제공해 외부 서비스에 고객을 대신해 얘

소득 흐름 등을 점진적으로 정의한다. 이는 일을 (고

할 문제 간의 연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가 그러기 전에 통화자를 인식하고 끼어들 수도 있

기해 주는 등의 추가적인 도움을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객이 알지 못하는) ‘투자 매개변수를 요청’하고 다음

토요타(Toyota)가 고도로 기계화된 공장이 효율적

다. 여하튼, 고객의 상세 정보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지 여부를 그들이 판단할 수 있게 돕는다.

으로 (고객이 원치 않거나 목표에 대해 수단으로써만

이지만, 개선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행한 일이다. 인

이 사례가 강조해 보여 주듯이 과업보다 문제를

원하는) ‘보험의 추천’ 및 ‘투자 권고의 제공’ 과정으로

간이 재도입된 후 기계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고,

중심으로 일을 구조화해 제공되는 우월한 가치는 세

취급하는 방식과 대조적이다. 금융 자문가의 일은 풍

전문 지식을 발전시키며, 결과적으로 생산 공정을

대화가 펼쳐짐에 따라 디지털 행위자는 자연어를

상의 의미를 파악하고, 유별나고 새로운 것을 포착

부한 인간적 행위의 제공(투자가의 학생에 대한 교육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

이용해 대화에서 주요 사실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하며, 이 특정한 상황에서 뭐가 독특한지를 발견하

자 역할)이며 은퇴 목표(투자 목표)를 설명하고 수립

들 노동자로부터의 통찰은 크랭크 축 생산 과정에서

고객이 부양 아동을 언급하는 경우다. 이런 사실은

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우리 인간의 능력에 의

한다. 동시에 로보어드바이저는 사안의 변화에 대응

의 낭비를 10% 줄였고 생산 라인을 짧게 만드는 데

인간 및 다른 디지털 행위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존한다. 인간과 기계를 가르는 선은 한쪽 혹은 다른

해 최적의 투자 전략으로 이를 갱신함으로써 간단한

도움을 주었다. 차축의 생산도 개선되고 차체 부품

강조되고, 실시간으로 경신된 대화 요약본이 생성된

쪽에 고유한 지식 및 기량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없

알고리즘적 목표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힘을 합친

의 비용도 절감되었다.

다. 사회복지사는 강조된 사실관계를 수용·취소하거

다. 그 차이는 인간이 지식을 창조하는 사회적 과정

인간과 로보어드바이저는 혼자서 가능한 것보다 (디

이런 개선은 우연이 아니다. 인간의 감각을 최대로

나 수정을 선택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인간의 초

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기계는 오직 이미 발견된 것

지털 행위자의 능력과 범위 덕분에) 더 많은 대안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개개인에게 또는 일반

점은 대화에 맞춰지고, 그들은 상담 건 관리 시스템을

만을 적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탐색하고, (인간 자문가의 맥락에 대한 지식과 질문

적으로 기업에도 좋다. 왜냐하면 행동을 통한 학습

공유된 맥락, 즉 공유된 디지털 화이트보드를 채우
기 위해 상담 건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불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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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행위를 중심으로 일과 일자리를 구조화하는

질 수도 있다. 심지어 그 업무를 분할해 더 많은 버스

방식이다. 단순한 행위를 자동화하는 데 AI를 사용할

들의 원격 운영을 책임지는 내근 ‘운전기사’를 만들

수 있어 기사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고, 한편 이동 및 고정 운전기사는 물리적 존재를 필

그 결과 인간-버스 조합은 더 생산적이 된다. 여기서

요로 하는 사고만 담당하도록 제한하는 방식도 가능

질문은 어떤 문제와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

하다. 예를 들어, 학교 혹은 지역사회 버스가 이동 중

택해야 하는가다.

원격 동영상 모니터링 기능을 보유하고, 정거장에

버스 운전을 하는 데 필요한 단순한 행위들이 자

위치한 인간 직원으로 보완될 수도 있다.

동화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자율주행 버스는 핸들을

각각의 버스가 자체 운전기사를 보유해야 한다는

조정하고, 장애물을 피하면서 차선을 준수하고, 속력

요건을 깨뜨리면 우리에게 즉각적인 생산성 이득을

및 다른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도로교통법’을

제공하게 된다. 만약 10명의 기사가 25대의 자율주

준수할 수 있다. 또한 그 버스가 경로와 일정표를 따

행 버스를 관리할 수 있다면, 동력 방직기의 경우에

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만약 서비스가 충분히 빈번

서 그랬던 것처럼, 생산성 증가가 2.5배로 일어나는

하다면, 경로 위 버스들의 집합은 한 무리처럼 행동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더 생산적

할 수 있는데, 특정 시각에 버스 도착을 시도하기보

이 됨에 따라 기업에도 좋은 일자리가 된다. 이렇게

다는 간격을 유지하고 매 5분 정도마다 각 정거장에

하려면 이동·고정·원격 기사 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

버스 도착을 보장하기 위해 속력을 조정한다.

요한데, 서로 다른 업무 선호를 충족시키는 3가지 다

일을 문제 중심으로 조직하고

운전기사들을 잉여로 만들까 걱정하기보다 자율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AI와 인간의

행차가 오로지 인간과 인간의 행위만이 다룰 수 있

방직기의 경우처럼, 이러한 단순한 행위의 자동

른 ‘버스 운전기사’ 일자리가 창출된다. 노동자, 기업

행위를 결합해 고객에게 더 큰

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도

화가 의미하는 바는 버스(혹은 방직기) 작동을 위해

에도 좋은 일자리를 말이다. 행동을 통한 학습을 활

전적인 날씨(폭우 혹은 극단적으로 눈부신 날) 때문

기사가 계속해서 대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1대

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있어 이들 일

에 개입해서 제어권을 가져가는 기사가 필요할 수 있

의 버스를 운전하기보다 기사는 이제 버스들의 무리

자리로 인해 이해관계자로서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

다. 사고, 도로 공사, 응급 상황 같은 예상하지 못한

를 ‘운전’할 수 있다. 운전기사는 각각의 버스가 어디

장되면,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기량을 활용할 수 있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면, 이는
기업에 더 큰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유사한 잠재력을 가지게

사건은 어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야 할지를 결정하

있는지, 얼마나 일정 계획에 맞추고 있는지 모니터

게 되고, 행동을 통한 학습이 제공하는 생산성 개선

되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는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구급차를 위해

링할 수 있고, 시스템은 고장, 혼잡, 변화한 도로 상

이 가능해져 노동자와 기업에 좋은 일이 된다.

구성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공간을 만드는 동안 빨간 신호등을 위반하는 게 용

황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입을 제안한다. 기

이들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혹은 AI에 대한

부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되는가?) 일시적으로 이동된 정류장부터 도로 작

사는 너무 어려운 상황(아마도 표시 및 신호 문제가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존 버스 운전

업으로 인해 수정된 경로까지 다양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도로 작업 같은 경우)에서 특정한 버스를 인도

기사와 동일한 숙련된 기량을 요구한다. 교통을 이

경로가 수정될 경우도 있다. 인간의 존재가 법적으

하거나 인간적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다루기 위

해하고, 고객을 관리하며, 사고와 다른 일상적인 도

로 요구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들을 지켜

해 개입할 수 있다.

전 과제에 대응하는 일 말이다. 또한 새로운 버스정

으로 생산성을 개선하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보게

보거나 사고 발생 시 자동차를 대변하는 일이 그러한

되듯이 이는 또한 사회 전체에도 좋을 수 있다.

경우다.

이들 버스 모두가 동일한 노선에 있을 수 있다. 이

류장에서 어디에 주차해야 할지 버스를 훈련시키

동하는 운전기사가 사고를 관리하거나 고객의 불만

는 일(처음에는 수동으로 이를 수행함으로써), 원

버스 운전기사를 생각해 보자. 예측 가능한 미래

챗봇의 경우처럼, 단순한 행위를 자동화한 후 인

(혹은 고객들 간 의견 불일치)을 다루기 위해 필요할

격으로 버스 무리를 관리하는 일(사고에 대응해 경

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과 함께 전문가들은

간을 제거하면 원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더 생산

때마다 버스들 사이를 넘나들면서, 노선 위에 연속된

로와 간격을 조금 조정함으로써)과 같이 그다지 힘

머지않아 일자리를 잃게 될 버스 운전기사들을 어떻

적인 접근법은 버스 운전기사가 다뤄야 하는 문제들

4~5대의 버스를 책임질 수 있다. 혹은 기사가 다수

들지는 않지만 일부 새로운 기량이 필요해질 것이다.

게 해야 할지 걱정한다. 하지만 자율주행 버스가 버스

을 찾아낸 후, 이들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의 경로에서 지역적 구역 내에 위치한 버스들을 책임

그렇지만 운전기사는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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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문해력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서술

범위가 충분치 않아 운이 없는 많은 사회의 구성원들

8시간의 법제화를 수립하고 이

한 세상은 문서 주도적인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럼

을 대중교통의 사막(운행이 빈번한 대중교통 수단으

새로운 관계를 지지하는 사

에도 불구하고, 수동에서 자율주행 버스로의 변화

로부터 80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남겨 놓는다. 서

회적 제도를 발전시키는 일

러한 미래는 계속해서 버

는 기존 버스기사들의 대규모 잉여화를 시사하지

비스를 더 빈번히 제공하기 위해 버스망을 재작업하

이었다. 일자리로 침입해

스 운전기사, 채굴 엔지니

않는다. 많은 이들이 그 전환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고,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대

오는 새로운 ‘공유경제’ 일

어, 기계 조작자, 금융 자

것이고, 다른 이들은 일부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며,

중교통의 사막을 제거할 수 있다.

자리와 AI는 우리가 비슷

문가, 그리고 사회복지사,

한 지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돌봄 업무에 고용된 이들을

소수는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할 것

그 결과는 같은 숫자의 일자리를 가진, 과거와 비

로서 그러한 일자리가 어떤 모
습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슷한 가격의 더 공정하고 공평한 서비스가 될 수 있

시사하는데, 지금은 많은 기업

그러면 다음 질문은 그 생산성 이득으로 무엇을

다. 이는 삶을 변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안정

들이 생존하길 원한다면 나쁜 일자

해야 하는가다. 단순히 버스 요금을 낮춰 그 혜택을

적인 버스 서비스는 고객의 애용도를 높여 더 많은

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상황이

기존 고객들에게 넘겨 줄 수도 있다. 종종 대중교통

버스 노선을 창출하고, 기존 버스 노선에서의 더 빈

다. 이들 나쁜 일자리는 경제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

서비스에 보조금을 제공하듯이 절약한 비용 중 일부

번한 서비스를 제공해 더 많은 버스 ‘기사들’의 채용

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수익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

사람들은 은퇴 자금을 위한 금융상품을 원하지

를 지역사회에 돌려 줄 수도 있다. 또 다른 선택은 대

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로, 이는 산업혁명 동안

다. 우리의 이전 글에서뿐만 아니라 본고에서도 우

않는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행복한 은퇴다.

중교통의 변환으로 더 포괄적이고 평등한 대중교통

방적기의 활용에서 목격된 패턴이다. 개선된 생산성

리는 이들 나쁜 일자리가 AI에 의해 창출된 기회의

로보어드바이저의 세상에서, 모든 가치는 고객의

시스템을 창조하는 일이다.

은 의류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더 넓은

활용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행복한 은퇴(그리고 결과적으로 투자 목표, 소득 흐

이다.

필요로 할 것인데, 새롭고 유
별난 것을 알아채고, 세상을 이해
하며, 그럼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게 우
리 인간의 성향이기 때문이다.

버스는 신뢰할 수 없는 유형의 운송수단으로 비춰

계층이 더 고품질의 의류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줬고,

우리의 기술과의 관계는 변해 왔고, 그 결과 우리

름 등)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협업하는 금융 자

진다. 어떤 버스들은 하루 중 일부에 오직 시간 단위

수요 증가와 방직공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가 어떻게 일을 구상해야 하는가도 변화할 필요가 있

문가와 고객 사이의 대화에서 생성되지, 사전에 정

로만 운행되어 일정이 드문드문하고, 어떤 경우에는

했다. 자동화는 노동자,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를 위

다. 산업혁명 이전에 일은 주로 수작업 기반이었다.

의된 매개변수에 기반한 투자 전략의 기계적인 창

전혀 운행되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운행 노선의 도달

해 좋은 일자리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람들은 기술과 도구적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사

출과 구현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AI를

회적 규범과 제도는 수작업 기반의 일을 지원하기 위

최대로 활용해 AI가 약속하는 생산성(결과적으로

해 설계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움직이는 생산 라인

삶의 질)의 개선을 실현하고, 운영 효율성을 위한 기

의 발전이 분기점이 되면서 일은 과업 전문화의 기반

회를 제공하려면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선택할 필

이 되었고, 제품, 과업,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

요가 있다.

요한 기량을 중심으로 구축된 일을 지원하기 위해 새

•	사회적 문제의 식별자 및 해결자로서 우리의 인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일자리를 형성할 수 있을까?

로운 일련의 사회적 규범과 제도가 개발되었다.

간 본성을 최대로 활용하는 일자리

미래의 일의 속성에 관한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

기술사에 정통한 역사가인 멜빈 크란츠버그(Melvin

AI의 도래와 함께 우리의 기술과의 관계가 다시

는다. 분명히, 그 일은 오늘날과는 다르겠지만 어떻

Kranzberg)는 이를 그의 4번째 법칙에서 다음과 같

변하고 있고, 이 자동화는 과업보다 행위의 포착으

게 다를지는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다. 일자리가 없

이 표현했다. “비록 기술이 여러 공공 문제에서 주요

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만약 산업

는 미래, 혹은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낙원 같은 예측

요인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비기술적인 요소들이 기

시대의 자동화가 이전에 인간을 위해 정의되고 고립

•	행동을 통한 학습을 지원해 노동자의 개인적 발

은 십중팔구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 신기술의 발전

술정책 의사결정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된 과업들의 복제물이었다면, 그럼 이 후기 산업시

전, 조직의 개선, 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제공하는

대의 자동화는 이전에는 인간에게 고유했던 행위들

일자리

이 사회가 취하는 형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움직이는 조립 라인의 발전에 의해 처음 생긴 일

사실이지만, 이는 일방통행이 아닌데, 사회의 선호

자리들은 분명히 당시의 사회 기준에 따라 받아들여

가 어떤 기술을 추구하고 기술의 어떤 잠재적 활용

질 수가 없었다. 사회를 위한 해결책은 고용인-고용

인간적, 그리고 디지털 행위를 함께 묶어 미래의

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주 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범, 예를 들어 표준근로시간

일자리를 구성하는 많은 방법이 있다. 우리는 공동체

Deloitte Korea Review

의 잘 정의되고 고립된 복제물일 수 있다.

• 조직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	사회적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고용주-고용자 관
계를 가지는 일자리

그러면 우리는 이런 미래의 일자리가 어떤 모습을 하
길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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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겸장 리더십
흔들리지 않는 CEO의 핵심

벤저민 핀지 외 2인

흔들리지 않는 최고경영자(CEO)에게 있어 양수겸장을 위한 능력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달성하기 어렵다. 어떻게 CEO가 자기 자신 및 자신이 이끄는 조직 모두에서
양수겸장을 육성할 수 있는가?

격변은 양수겸장을 낳는다

증가에만 거의 초점을 맞췄던, 금융시장과 이사회는
이제 CEO가 현재의 사업모델을 최적화하면서 동시

CEO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이 획기적으로 진

에 다음 사업모델을 찾도록 기업을 고무하길 기대한

화해 왔음을 직접 체험해 알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

다. 그 과정에서 CEO는 단순히 이따금 기념비적인

까운 과거에서는, 격변이 급진적이긴 했지만 단편적

사건을 헤쳐 가도록 기업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이었다. 그러나 유동적이고 디지털로 연결된 오늘날

항상 정확한 민첩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격변에서 길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기존 기업을 무너뜨린 신흥 기

을 찾고 고위 경영진과 조직도 똑같이 행하도록 권한

업이 다시 새로운 경쟁 위협에 처해 무너지는 상황이

을 부여하고 영감을 불어넣어야 하는 도전 과제에 직

연속되면서 격변은 예외라기보다는 일반화되어 가

면한다.

고 있다.

Deloitte Korea Review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성공적인 CEO 또한 그렇

이러한 격변의 연속된 흐름은 투자자의 태도와 기

게 진화해 왔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칭한

대를 변화시켜 왔다. 한때 효율성 향상을 통한 이익

그런 CEO가 됨으로써 가차 없는 격변의 도전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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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전한다. 처음에 보고서 ‘CEO가 흔들리지 않을 수

그렇다 해도 진정한 양수겸장은 흔하지 않다. 이는

균형이 이뤄지도록 확실히 한다. 그리고 이는 단절

정도, 유형, 방법론에 따라 자신들만의 개별적인 방

있는가?’에서 기술된, 이 영역에 관한 딜로이트 CEO

CEO가 불안정한 균형 잡기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을 회피하고 기업의 모든 단계 및 사업부에서 활용

식으로 이를 표현하는 게 허용될 수 있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연구는 24명의 노련한 고위 임원들에게

성공적으로 이 리더십 유형을 빚어낸 리더는 불확실

과 탐색에 대한 양 갈래의, 동시적인 집중을 가능케

‘치밀함과 느슨함’ 문화는 조직이 대오를 너무 엄격

근본적인 질문을 했다. “어떻게 CEO가 오늘날의 격

성, 모호성, 양가성, 긴장, 그리고 심지어 갈등을 수용

하는 면밀하게 만들어진 조직적 설계 내에 실체화

히 맞추지 않고도, 전체 사업을 같은 방향으로 이끄

동적인 시장에서 흔들림을 피할 수 있는가?”

한다. 그들은 불편함으로 편안함을 이끌어 낸다.

된다.

는 방식으로 다수의 하부문화를 밀접하게 결합하도

이 연구가 파악한 흔들리지 않는 CEO의 내재적

이것이 열쇠다. CEO의 효과적인 지도가 없으면

인 속성 중에 양수겸장을 하는 능력이 아마도 가장

조직적인 불편함은 조직적인 함정(점점 더 한쪽에만

사고방식: 경쟁하는 긴장 상태를 수용하는 강력한

중요하고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듯하다. 그러나 어

초점을 맞추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양쪽에 대

구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떻게 CEO가 자기 자신 및 자신이 이끄는 조직에서

한 잘 정립된 접근법이 없으면 기존 사업모델의 최대

양수겸장의 CEO는 모호함을 감내할 뿐만 아니

그러면서도 그 목적을 추구할 때 지속적인 변화를 수

양수겸장을 육성할 수 있는가? 다음에서 우리는 양

활용이 새로운 탐색을 몰아낸다. 또한 반대의 경우

라 이에 매력을 느낀다. 팀 내에서 경쟁하는 초점들

용하는 방식으로 감정적으로 매력적인 독자성을 수

수겸장을 조직문화의 중심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

도 마찬가지다. 안정된 기업은 획일성에 끌리게 되

혹은 사고방식들 간의 긴장을 길들이려 노력하기보

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사의 독자성을 오로지 특

CEO가 채택할 수 있는 이 능력의 개발에 대한 3가지

고, 많은 이들이 다른 것에 우선하는 한 가지 철학에

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연마하기 위해 이를

정 고객 집단 혹은 솔루션에만 두는 기업은 미래 격

핵심 원칙을 알아보고자 한다.

만 중심을 맞춘 사고방식과 실무 관행을 개발한다.

이용한다. 그들은 운영 효율성의 불꽃을 지피는 한

변의 높은 위험에 처해 있고, 빠르게 새로운 시장에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이중 책무에 의해 생성된 긴장을

편 큰 도박을 하고, 현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래를

진입하고 비생산적인 오래된 시장을 기꺼이 포기하

탈출하려 한다.

계획하며, 잘 정돈된 효율성을 창출하면서도 동시에

려는 기업보다 더 취약하다.

양수겸장을 이해하기

그 효과는 예측이 가능하다. 현재 역량의 최적화

록 해 준다.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양수겸장한 기업의 비
전과 문화가 사람들에게 공통된 목적을 제공하지만,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기도 하는 역설

본질적으로 양수겸장은 현재 사업모델의 운영 최

는 즉각적으로 이익을 급등시킬 수도 있지만, 최적

적화를 통해 지금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시에

화 하나만으로는 결국 정체를 조성해 기업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양수겸장을 한 CEO는 역설적인 사

리스크를 선구적으로 취해서 그 사업모델을 재정의

움직이는 시장과 기술적 변화에 취약하게 만든다.

고방식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이를 분명히 구체화하

2014년 1월, 제너럴모터스(GM)는 위기에 처했

할 기회를 탐색하는 능력이다. 기업이 양 전선에서

역으로, 운영 탁월성에 대해 상응하는 초점 없이 사

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양수겸장을 조직의 활용 및 탐

다.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게 만든

잘해 나갈 때, 빠르고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경험할

업모델의 혁신을 추구하면 한때 기업이 선도했던 시

색 사업부 전반에 걸쳐 공통된 비전과 가치로 확립한

불량 점화장치 리콜의 후유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위치에 자리하게 된다.

장에서 발판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실행을 더 잘 준

다. 이런 구상 내에는 활용과 탐색 2가지 모두가 기

못하던 기업은, 관료주의적 마비로 인해 고생하고 있

비한 기업들에 따라잡히기 때문이다.

업 목표의 중심인 이야기를 명확하게 정당화하는 매

었다. 기업은 활용 혹은 탐색(2가지 모두가 성장을

력적인 전략적 의도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성

일으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혀진)의 기회를 찾는 데

공적으로 소통될 때 이 비전은 기업의 다양한 하위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듯한 문화에 젖어 있었다.

양수겸장은 어떻게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지 재
정의 가능한 리스크를 수용하고 동시에 현재의 사업
모델에서 운영상 비효율성을 없애며 선도적인 실무

양수겸장의 3가지 원칙

관행을 구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CEO에 의

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한다.

리더십: 양수겸장으로 이끄는 고위 경영진 팀을
구축하기

화를 밀접하게 결합하고 정보 및 자원 공유를 향상시

여기서 메리 바라(Mary Barra)가 등장한다. 첫

키며, 신뢰를 구축하는 공유된 조직문화를 창출하는

날부터 바라는 기업문화에 딴지를 걸었고, 고위 임원

데 도움을 준다.

7명을 축출했으며, 점화장치 문제에 책임을 지겠다

해 예증된다. 놀랍지 않게도, 혁신적인 새로운 모험

양수겸장의 CEO는 조직 전반에 걸쳐 활용-탐색

사업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현재 효율성의 최대화를

의 긴장 관계를 3가지 영역에서 문화적으로 내재화

추구하는 일은 양쪽 전선 모두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될 때까지 엮어 넣는다. 이는 CEO의 개인적 사고방

CEO와 나머지 고위 경영진이 모두 적극적으로

고 주장했고, 내향적인 측정지표에 기반한 시스템을

함과 연관된 긴장의 한가운데에 양수겸장한 CEO를

식의 중심 부분을 형성하고, CEO는 다음으로 이를

고취해야 하는 이런 공유된 문화는 ‘치밀한’ 동시에

해체했으며, 공개 토론이 결합된 고객 중심의 책임

위치시키는 경우가 많다.

조직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행동과 소통을 위한 확

‘느슨’해야 한다. 자율성, 진취성, 리스크 수용, 개방

시스템을 실행했다.

이 분야의 학계 연구는 양수겸장의 리더십이 초기

장적 구상으로 풀어낸다. 이는 전체 고위 경영진의

성과 같이 혁신을 위해 필요한 공통된 규범이 조직

바라는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GM의 무능력을

단계의 기업, 그리고 기존 기업의 결과를 개선해 기업

리더십에 대한 CEO의 접근법에 스며드는데, CEO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고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일하는 고위 리더십 팀

의 실적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는 리더십에서 필요한 긴장이 인식되고 능동적으로

서로 다른 부서와 집단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혁신의

을 구성했다. 팀을 선택하는 데 있어 그녀의 철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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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는 혁신 부서를 대부분의 핵심 사업

다음과 같다. “당신은 의제로 올릴 반대 견해를 원해

조직적인 설계 전략을 통해 탐색과 활용을 동시에 시

혹은 모든 핵심 산업에 내재시켜 맥락적 양수겸장이 존재할 수 있게 해

야 한다. 당신이 도전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도한다. 이 접근법에서 기업 활동은 단절되어 관리

준다. 이는 ‘활용가’와 ‘탐색가’ 사이에 필요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좋은

집단을 한곳에 모으면, 이를 올바르게 해결할 가능

된다. 각 집단(그리고 보통, 각 집단의 구성원들)이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위험은 만약 자본 및 자원에

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 새로운 고위 경영진은 협

특정 역할을 이행하면서 팀은 상대적인 고립 속에

업을 통해 리스크를 취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구축했

서 운영된다. 그리고 이 접근법은 특히 안정된 시대

고 공격적으로 승차 공유, 자동화, 전기자동차 역량

에서 잘 작동할 수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신제

과 같은 기회를 추구했다. 이 모든 일을 수행하는 동

품을 혁신하고 설계하는 특수목적 팀, 매주 오하이

시에 회사라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적화를

오에서 점검을 선도하는 관리진, 그리고 캔자스에서

지속했다. 성장과 이익이 뒤따랐고, GM은 이제 갱신

이 모두를 매우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생산설비를 보

된 조직 전반의 가치 제안을 추구하는 도상에 있다.

유한 어느 조직이 어쩌면 진정으로 활용과 탐색을 수

대한 협상이 최고 경영진이 알지 못한 채 일어나면, 현재 사업의 필요성이
하부 조직 수준에서 혁신을 굶기는 일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슷한 도전 과제에 직면한 바라와 다른 CEO들

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은 활용가와 탐색가들(질서와 최적화를 추구하는 이

그러나 상대적으로 실행이 간단하긴 하지만, 구

들뿐만 아니라 주어진 것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 양

조적 양수겸장은 빠른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

쪽 모두로 스스로를 둘러쌈으로써 고위 경영진에서

록 기업을 준비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이는 현장

균형을 창출한다. 아마도 가장 귀중한 자원은 스스

영업사원의 신선한 인사이트를 가로막고, 생산 담당

로 양수겸장을 취해 경영진의 역할에 역설적인 사고

자들의 디자인 인사이트를 좌절시키며, 한 부서에

방식을 가져올 수 있는 고위 경영진 임원일 것이다.

서 다른 부서로의 의사소통 흐름을 늦추는 경향이 있

CEO는 사업부 내의 탐색과 활용을 달성하기 위한

다. 일부 적당한 혁신적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순 있

전략을 명확하게 보유한 각 고위 경영진 임원을 보상

지만, 진정으로 변혁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하지 않는

함으로써 자신의 직속 팀에서 더욱 양수겸장의 가치

경향이 있는데, 통합적 창의성이 부재하거나 창의성

를 고취할 수 있다. CEO는 협업을 개선하고, 비생산

이 특수 개발 업무와 핵심 운영 사이의 간극에서 살

적인 갈등을 회피하며, 서로 다른 관점의 건설적인

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게다가, 치열한 내

토의를 권장하기 위해 전체 조직에 걸쳐 이 전략을

부 토론을 벌이는 조직에 대한 변환적 가치는 결코

끊임없이 소통할 필요를 증폭해야 한다. 고위 경영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진에서의 공동-운명 보상 시스템이 CEO가 이 접근

더 민첩한 많은 조직들이 채택한 대안은 맥락적

법을 매력적이고 행동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하는 데

양수겸장이다. 이는 최적화와 탐색이 모든 개인과

도움을 줄 수 있다.

팀 내부에, 고위 경영진부터 생산 라인까지 존재하
는 접근법이다. 맥락적으로 양수겸장을 한 기업 내

조직적 구조: 조직의 설계에 양수겸장을 내장하기

에서는, 실행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탐색

양수겸장은 단지 사고방식에 관한 것만은 아니

책무를 가진 다른 이들과 협력 혹은 대립을 통해 상

다. 또한 고위 경영진에서 멈추지 않는다. 양수겸장

호작용한다. 많은 양수겸장한 CEO들이 채택한 이

은 기업의 핵심 설계에 내장되고 모든 팀, 집단, 사업

구조는 전체 기업이 모든 단계와 모든 기능 전반에

부에 주입되어야만 한다.

걸쳐 2가지 방식 사이를 손쉽게 넘나들게 해 주는 역

일부 기업은 우리가 구조적 양수겸장이라고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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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자에 대한 위험: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해서 고객 대면 및 기업 상대 직원들이 더 책임감을

최적화

가지도록 만들었다. 최적화를 동기부여하기 위한 시

새로 설립된 기업은 운영적 규범을 훼손시키면

스템을 만들면서도, 그는 회사의 급격한 성장을 책

서까지 성장을 강조하는 풍조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

임졌었던 혁신을 향한 동력의 상실을 원치 않았다.

다. 이런 리스크의 희생자가 된 스타트업은 처음에

이를 위해서 CEO는 잘 계획된 추진 계획 기반으로

는 성공적으로 고속 성장하지만 더 효율적일 수 있

리스크를 취했던 팀, 심지어 그들이 결국에는 실패

는 다른 이들에게 시장 기반을 내줄 수 있다. 그러면

했더라도 팀을 치하하는 공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

그런 기업의 CEO는 과거 성공적인 결과를 산출했던

써 상징의 힘을 활용했다. 그는 실패에 책임이 있는

같은 종류의 혁신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라는 압

이들을 주류에서 소외시키기보다 이벤트성 행사에

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CEO는 제한된 실행

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경험에서 배운 사안을 다

역량을 가진 경우가 많고, 또한 실행 역량의 강화에

른 이들에게 전파하도록 책임을 맡겼다. 그는 리스

집중하는 데 필요한 내부적인 전문 지식을 적게 보유

크를 위한 리스크가 결코 자신의 사전에 없을 거라고

했을 수도 있다.

분명히 했지만, 그러한 상징적 행동을 통해 실패한

2012년에 스타트업으로 시장에 진출한 한 식품

이성적인 리스크는 집단적 학습을 위한 독특한 기회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는 혁신 부서

개발을 목표로 한 또 다른 일련의 행동을 지원해야

기업의 진화를 살펴보자. 그 기업은 7년 동안 위험할

를 제시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탐색과 활용 사

를 대부분의 핵심 사업 혹은 모든 핵심 산업에 내재시

한다. 이들 일련의 행동은 장기적으로 혁신 초점에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 10억 달러 이상의 시장

이의 긴장은 기업 문화의 뚜렷한 특징이 되었다. 역

켜 맥락적 양수겸장이 존재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서 효율 초점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거나 그 반대로

가치에 도달했다. 그러나 2016년까지 이 빠른 확장

설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러한 긴장

‘활용가’와 ‘탐색가’ 사이에 필요한 상호작용을 촉진하

이뤄질 수 있는데, 이는 조직의 포트폴리오가 어느

은 기업의 운영에 막대한 압박을 가해 왔다. 마진은

을 이해함으로써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 개

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위

주어진 시점에서도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함을 의

극히 낮았으며, 실행에서 오류를 허용할 여지가 거

편되고 정제된 전략은 유익했다. 이제, 이 기업은 게

험은 만약 자본 및 자원에 대한 협상이 최고 경영진

미한다. 포트폴리오는 또한 조직에 상호 보완적 초

의 없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생산 시설은 단지 12

임에 복귀한 듯 보인다.

이 알지 못한 채 일어나면, 현재 사업의 필요성이 하

점을 가진 자산(혹은 조직)의 인수를 통해 균형이 유

개월 만에 2,000%가 넘는 충격적인 증가율로 직원

부 조직 수준에서 혁신을 굶기는 일이 허용될 수 있다

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수 조직의 초점이 더 높

들을 채용해 수많은 노동력 및 실적 문제를 유발했

기존 기업에 대한 유혹: 모든 잘못된 장소에서

는 점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CEO는 탐색과 활용 사

은 효율성에 맞춰져 있다면 반대로 인수 대상의 초점

다. 한편으로는, 수작업을 자동화하려는 험난한 시

혁신 찾기

이의 창조적 긴장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의 설치를 고

은 혁신이 될 수 있다.

도가 많은 고객들을 떠나게 만든 일련의 실수와 실책

기존 기업에 있어 최적화와 실험 간에는 서로 다

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과거에 성장을 위한 중요 동

른 긴장이 작용한다. 기존 기업의 CEO는 최신의 혁

력원이었던 마케팅으로부터 중요한 자원이 빼내져

신에 끌리는 경향이 많은데, 특히 최적화에서 그러

다른 용도에 투입되었다.

하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중반 많은 CEO들이 제

려해야 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혁신 부서가 CE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또 다른 방식은 최고

양수겸장한 CEO의 행동

경영진의 비전을 좇기 위한 적절한 자유재량과 자원
이러한 원칙을 따르는 일이 항상 쉽지는 않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고객을 효과적으로 접대하기

조를 최적화하고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 6시그마부

이는 CEO가 전략적 차별화에 대해 모순되어 보이는

위한 정확성을 가지고 운영을 관리하며 동시에 고객

터 카이젠까지 각각의 최신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탐색과 활용 사이의 갈등은 또한 포트폴리오 접

2가지 접근법을 반드시 동시에 관리해야 함을 의미

을 기쁘게 하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초점을 맞췄었다. 이들 규율 잡힌 접근법은 과거 최적

근법의 채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기업은 생존의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CEO의 행동이 기업의 연

전형적인 양수겸장 전술을 갖춘 새로운 CEO가 이사

화를 위한 프레임워크가 거의 없던 기업들에 주목할

원천인 현금 창출(혹은 단기적 현금 창출 지원)을 위

령, 그리고 어떻게 기업이 과거에 성공을 달성했는

회에 합류했다. 그는 고객 만족도를 거의 실시간으

만한 긍정적 영향을 미쳐, 실적을 향상시키고 주가 상

한 일련의 행동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동시

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까? 두 극단적 사례를

로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도구와 지표를 도입했다.

승을 촉발했다. 실제로,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 시스

에 별도로 기업은 새로운 제품, 서비스, 사업모델의

살펴보자.

그리고 인적자원(HR) 팀이 성과관리 시스템을 조정

템을 실전에 적용한 많은 기업들이 짧아진 프로세스

을 혁신 부서에 제공하도록 혁신 부서가 보고하는 사
업부에 그러한 기대를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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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줄어든 제조 불량, 낮아진 비용, 향상된 제품

수용의 요소,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불확실성을 줄

확립된 비즈니스의 필요성이 거의 항상 모험적인

있는 CEO에 의해 설계된다. 오로지 CEO가 효과적

품질 및 고객 만족도, 줄어든 낭비, 과잉 재고의 감소

이기 위해 관리 가능한 실수를 필요로 한다.

사업부의 필요성을 눌러 버리게 된다. 각각의 행

으로 그렇게 할 때에만 기업은 경쟁적인 격변에 단

동 유형에 대한 명쾌한 목표와 지표를 수립하면

순히 반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 및 의도적으로

이런 경향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사의 사업모델을 향상시킬 수 있다.

를 경험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들 기업 중 많은 곳
에서 실적이 예상치 않게 떨어지기 시작해 우수한 수

양수겸장을 위한 CEO의 점검표

익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양수겸장이 최적화와 혁신 사이의 긴장 관리와 모

시간이 지남에 따라 6시그마와 같은 공식적인 프

격변에 직면해 회복력을 관리하고 빠르게 변하는

든 조직 단계에서의 채택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어

로세스를 통한 최적화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 리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CEO가

떻게 이들 긴장이 관리되고 활용되는지는 궁극적으

크를 가진 실험을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기업이 근

양수겸장에 대해 더욱 강건한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

로 사업 전반에 걸쳐 양수겸장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본적으로 새로운 제품 혹은 공정을 창출할 수 있는

다고 제안한다. 고려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다.

추진 계획을 꺼리게 만든다는 점이 점점 더 확실해졌

•	탐색 및 활용 행위 모두에 필요한 총괄적인 비전

다. 차세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

을 정의함으로써 양수겸장한 전략적 열망을 중

한 독창적인 창의성은 ‘혁신’을 새로운 잠재적인 비

심으로 고위직 팀을 몰입시킨다.

즈니스 모델의 창출보다는, 효율성의 근원에 적용하

•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아우르지만, 전향적인 사

고자 하는 이해할 만한 유혹과 리스크 회피 성향이

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권장하는 사업 전반에

강한 조직문화에 의해 질식되었다. 혁신이 문서상

걸쳐 감정적으로 매력적인 독자성의 확립을 목

핵심 가치로 남아 있긴 했지만, 관리자들은 효율적

표로 하라. 이는 직원들의 활기를 북돋고, 경쟁

인 지표의 달성에서 크게 성공하느냐에 따라 보상을

하는 의제들의 공존을 고무하며, 창의성을 요구

받았기 때문에 이들 목표를 유지하기 위한 반복적인

한다.

노력에만 동기부여가 이뤄졌다. 한때 상징적이었던

•	고위 경영진의 내부에서 혁신 부서의 니즈와 핵

많은 혁신가들이 이제는 낙오자들이라는 조롱을 받

심 사업의 니즈 간 창조적 긴장감을 유지하라. 최

고 있다. 과거 그들은 호의적인 시장에 신제품을 계

상층부에서 혁신 전략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는

속해서 소개했었지만, 지금은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

게 특히 중요하다. CEO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의

하는 신제품이 없는 고도로 효율적인 생산기계가 되

가장 고위 임원들 간에 치열한 전략 논의가 이뤄

어 버렸다.

져야 한다. 갈등이 조직의 하층으로 번지면 기업

끝없이 계속되는 최적화의 위험은 학습에 필수

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영역 싸움으

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실수를 저지를 여지를 거

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어려운 논쟁은 고위 경

의 남겨 놓지 않는다는 데 있다. 엄격한 단계별 원칙

영진 수준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당신은 양수겸장한 CEO인가?
다음 각각의 문장에 “그렇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CEO와 기타 고위
경영진 임원들이 조직에 양수겸장 의제를 밀어붙이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
1. 	새로운 전략적 정보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리 조직에 대해 우리가 가진 공유된 가정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어떻게 새로운 정보가 활용과 탐색 간 균형에 영향을 미칠지 토론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 	고위 경영진을 넘어 기업 전반의 모든 관리자가 활용과 탐색 간 균형을 잡는 일에 내재된 ‘긴장’을 논의할
수 있고, 기꺼이 그래야 하며, 기대감으로 흥분한다.

탐색
3. 	우리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사고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는 동시에 품질 개선과 비용 절감에
전념하도록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이 책임을 지게 한다.
4. 	우리는 정기적 및 체계적으로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고객을 찾고 접근하는데, 우리의 현재 제품 혹은
서비스가 그들의 니즈에 맞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렇게 한다.

과 절차를 가진 단계별 검수 시스템은 실패를 용납하

•	고위 경영진 임원들(궁극적으로 모든 직원들)에

지 않는 듯 보인다. 이런 시스템의 메시지는 실수를

게 긴장, 그리고 심지어 갈등을 파괴적이지 않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피해야 한다는 뜻인데, 잘못된

상호 신뢰와 생산적인 관계에 이르는 방식으로

활용

생각이고 환원주의적인 오류일 수 있다. 제프 터프

다루는 법을 가르친다.

6. 	우리는 우리가 고객의 니즈를 더 잘 이해하게 됨에 따라 기존 제품 및 서비스에 개선을 도입한다.

(Geoff Tuff)와 스티븐 골드바흐(Steven Goldbach)

•	분명하고 차별화된 목표를 정확히 설명하고, 활용

가 저서인 <폭발시키다(Detonate)>에서 논했듯이,

과 탐색의 서로 다른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표

비즈니스 혁신은 잠재력으로부터의 학습 및 리스크

와 뚜렷한 목적을 적용한다. 그냥 내버려 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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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상업화한다.

7. 	우리는 기존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늘리는 방법을 찾고, 지속적으로 내부 프로세스의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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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건물 운영과 미래 일터

그 물체의 상태, 성능, 행동에 관한 데이터를 소통·해

의 융합이 건물 소유주, 운영자, 거주자들에게 그 중

석하는 능력을 심어 주는 일과 동의어가 되어 왔다.

심에 자리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로 연결

스마트시티를 예로 들면, 주차 미터기에서부터 가로

된 스마트 공간을 창조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

등 및 쓰레기통과 같은 다양한 물리적 자산을 연결한

인간 중심의 스마트한 디지털 일터의

업 리더들은 사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디지털 변환

인프라가 포함된다. 딜로이트의 스마트시티 연구는

창조를 위한 4가지 고려사항

을 반영하는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의 창조에 점

초기의 정의를 스마트시티 2.0 버전으로 확장해 왔

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성공한 이들은 직원

는데, 이는 단지 연결된 인프라뿐만 아니라 시민들

의 채용 및 유지, 운영비용 절감, 운영상 위험의 완화

을 위한 더 높은 생활수준의 목표까지 포괄한다. 스

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경쟁자들을 앞설 수 있다.

마트시티 2.0은 데이터(data), 디지털(digital), 디

스마트빌딩

폴 웰레너 외 3인

자인(design)의 3D를 사용해 시민들의 경험과 도시

스마트빌딩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로 연결된 스마트한 공간의 창조를 가능케 함에 따라
기업은 인간을 스마트빌딩의 중심에 두게 할 4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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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결정을 향상한다.
거의 같은 방식으로 스마트빌딩은 논리적·물리적

세상이 ‘스마트’한 것들로 넘쳐나고 있는데, 스마

으로 근접한 스마트한 물건들의 집단을 포괄하려 시도

트란 용어는 생명이 없는 물체에 네트워크 연결성 및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스마트빌딩은 사용자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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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최적

스마트빌딩이 제공하는
4가지 뚜렷한 역량

화된 건물, 운영 자동화를 지능적인 공간 관리와 결
딜로이트의 스마트빌딩 프레임워크는 건물 내의 물리적 자산, 연결된 공간 전반에 걸쳐
기초 구조를 생성하는 디지털 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적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결합으로

합한 디지털로 연결된 구조물이다. 스마트빌딩은 여
러 산업을 포괄하며 오피스빌딩, 공장, 쇼핑몰, 병원,
대학 캠퍼스, 경기장, 공항, 군사기지, 거주용 건물을
포함한다. 이들 사용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된 실타

스마트빌딩의 물리적 구성 요소

래는 인간인데, 이들 모든 공간에서 인간들은 서로

Ⓐ 	HVAC(Heating, Ventilating and Air

만나 상호작용을 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 조명
Ⓒ 센서

기능을 수행하며, 디지털로 향상된 경험으로부터 이

건물 내의 물리적 자산, 연결된 공간 전반에 걸쳐 기

Ⓔ 관문

초 구조를 생성하는 디지털 자산, 그리고 마지막으

디지털이 중요한 기둥이 된다

•로봇
•얼굴 인식
•생체 접근 통제

공간

어

쓰레기

절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사용 사례로 구성된다(그림 1 참조).

지원하기 위해 진화해 왔고, 작업 집단에 필요한 물
리적 공간을 바꾸고 있다. 와이파이(Wi-Fi)와 무선

왜 스마트빌딩이 중요한가?

통신망은 사무실 전반은 물론 사무실을 넘어선 이동
성을 지원하며, 직원 생산성과 운영을 개선하는 핵

스마트한 디지털 빌딩은 여러 산업과 사용 사례를

심 서비스, 정보, 인사이트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연

망라하지만, 모두가 기본적인 동일한 역량을 제공할

•제어 소프트웨어

수 있다. 이는 인간들을 연결하고, 설비와 운영에 대

무엇이 스마트빌딩에서의 연결성을 가능케 하는

•사이버 보안

한 더 나은 제어를 제공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협업

가? 이는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가시성을 창

하기 위한 방법을 지원하고, 소유주가 공간, 에너지,

조해 노동력이 공간과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

•인공지능(AI)

물, 직원들을 포함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해 준다.

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어 건물

•와이파이(Wi-Fi)

이들 4가지 역량 각각은 측정 가능한 다수의 혜택을

내부 실시간 위치 서비스를 사용하면 물리적 공간 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제공하는 스마트빌딩 전략을 창출하는 기반을 형성

에서 사람들을 연결해 ‘오늘 내 동료가 어디에 앉아

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있지?’,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지?’,

Ⓘ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머신러닝

Ⓙ 가상 비서

연결된, 디지털 일터에 인간을 데려오기

Ⓚ 방 예약
Ⓛ 사용량 기반의 관리
Ⓜ 위치 인식
Ⓝ 스마트 주차

없는 접근을 제공한다.

‘지금 카페테리아가 붐비나?’와 같은 질문에 답을 얻

개별 선호에 맞춤화된 사용 사례

Deloitte Korea Review

에너지

Ⓗ 클라우드 저장공간

•다중 인증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설비

로 물리적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결합으로 가능해진

Ⓖ 디지털 자동화
•AR·VR

인간

득을 얻는다. 딜로이트의 스마트빌딩 프레임워크는

Ⓓ 물리적 출입 통제
Ⓕ 에너지 계량기

이동성

제

Conditioning): 난방, 환기, 공기 조절

협

결

업

가능해진 사용 사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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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그림 1. 딜로이트의 스마트빌딩 프레임워크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증진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연

86

을 수 있다. 추가로 보안된 무선 인쇄와 통화 회의를
위한 원터치 접속 같은 서비스도 연결된 디지털 일터

오늘날의 일터는 입방체 모양의 ‘농장 우리’와 과

에 의해 가능해졌다.

도하게 큰 대회의실의 시대로부터 획기적으로 변화

오늘날의 빡빡한 직업 시장에서 연결된 디지털 일

해 왔다. 사업의 세계화, 원격 업무, 공동 작업과 같은

터는 고용주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트렌드의 도약에 따라 기술 또한 분산된 노동력을

된다. 탁월한 수준의 직원 경험과 인간적 안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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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를 차별화할 수 있게 해 주기

집단들 전반에 걸친 소통과 협업을 육성하는 일터를

있는데, 제어탑은 실시간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머신

센서와 스마트 기기를 구현해 설치한 기업들은 3년

때문이다. 실내 길 찾기, 디지털 광고판, 스마트 키오

만든 결과 신제품 개발 주기가 빨라지고 매출이 증가

러닝과 AI를 활용해 건물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보정

동안 최대 70%의 에너지 절감을 이뤄 왔다.

스크, 무선 충전, 안내 서비스가 연결된 일터를 통해

했음을 파악했다. 추가적으로, 직원의 몰입 수준은

한다. 심지어 어떤 업무 공간 혹은 화장실 설비가 사

공간 활용과 에너지 절약에 더해 자원 낭비 관리

모두 가능해지고 고용주를 별도로 분리시켜 준다.

일터가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지원할 때 일반적으

용되어 왔고 청소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간단한 기

도 스마트빌딩 기술을 통해 최적화가 가능한 자원 절

실제로 강력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은

로 증가한다. 인간은 모임, 마찰, 상호작용을 허용하

능조차 측정 가능한 비용 절감을 낳을 수 있다.

약의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딜로이트 네덜란드

없는 조직보다 7% 더 생산성이 높을 수 있고, 직원

는 장소에 대해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가진다. 예를

들의 몰입도가 높아지면 이에 상응해 직원의 유지율

들어, 실시간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디지털로 통합된

이 최대 87%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무실 가구를 이용해 새로운 차원의 직원 몰입을 강
화하는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협력을 지원하기
설비 제어를 최적화하기
노동력 관리, 혁신, 인적 자원 전문가들은 동료들

의 스마트빌딩인 에지(Edge)는 빗물을 모아 화장실

자원 절약을 개선하기

에서 재사용한다. 낭비 방지의 다른 사례에는 스마
트 쓰레기통과 로봇화된 분류 체계가 포함되는데,

기업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오늘날 글로벌 비즈니

이는 설비의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여 준다. 무선인

스 시장에서 좌우명이 되었다. 여러 산업 전반에 걸

식(RFID) 추적 기능과 채움 수준 감지 센서는 쓰레

쳐 기업은 자사의 환경, 건강, 안전(Environment,

기통의 채움 수준을 감지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

Health and Safety, EHS)과 고객, 주주, 규제당국

한 소재를 추적할 수 있다. 이는 낭비 관리 서비스에

간의 협업을 향상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파

최초의 스마트빌딩은 일반적인 건물 운영의 자동

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노력을 부호화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생성되는 쓰레기

악해 왔다. 업무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충돌’,

화를 가능케 했는데, 특히 기후 제어와 건물 출입 보

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스마트빌딩은 지속가

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즉 동료들 간의 우연한 만남과 계획되지 않은 상호작

안이 주된 활용이었다. 스마트빌딩의 이런 측면은

능성과 EHS 프로그램의 중심 구성요소가 될 수 있

용의 생성이 실적을 개선한다고 시사하는 데이터를

10년이 넘는 기술적 진화의 혜택을 보유했고, Wi-Fi,

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업 환경에서 낮은 공간 활용

스마트빌딩 구현을 위한 최선의 접근법은

보고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IoT, 클라우드 애널리틱스, 모바일 기기와 같은 오늘

률은 낭비의 최대 원인 중 하나인데, 지난 10년 동안

무엇인가?

협업을 촉발하는 만남을 일으키기 위해 사무실 배치

날의 첨단기술을 완전히 활용할 태세를 갖췄다. 스

직원 1인당 평균 공간이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

를 재조정하고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의 조합을 실험

마트빌딩의 설비 관리는 물리적이면서 디지털이기

하고 그러하다. 산업 보고서는 직장의 자리 중 평균

직원 몰입, 비용 절감, 에너지 효율성 등을 추진하

해 왔다.

도 한 일련의 서비스와 복잡한 조직화를 이뤄 왔다.

적으로 단지 56%만이 활용되고, 나머지 44%는 공

기 위한 스마트빌딩의 활용과 관련된 기회를 고려할

오늘날 스마트빌딩이 제공하는 기술은 완전히 새

여기에는 최고 수준의 사이버-물리적 보안 및 접근

석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심지어 최고로 바쁜

때, 많은 기업 리더들이 스마트빌딩 기술의 채택에

로운 수준의 협업을 가능케 한다. 물리적으로 근접

통제와 함께 공간, 온도, 조명과 같은 환경의 최적화

계절과 시점에도 최대 30%의 자리가 대부분의 시

매우 열성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개별적인 노

한 동료 직원들을 위해, 스마트 보드와 스마트 회의

측면이 포함될 수 있다. 오늘날 이는 시설 운영자가

간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다. 실제 점유율을 반영하

력이 만들어 내는 일반적인 몇몇 함정을 피하기 위해

실은 협업을 육성하고 협업의 결과물을 포착해 준

공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화할 수 있게 해 주는

기 위해 사무실 공간의 사용을 파악하고 사무실 입지

스마트빌딩을 중심으로 한 전략의 수립이 중요하다

다. 추가로, 화상 회의 및 가상 만남의 벽은 물리적으

일련의 서비스와 역량 전반에 걸친 제어 능력을 향상

를 줄이기 위해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면 낭비, 운영,

(삽입글 <스마트빌딩 설계 시 피해야 할 일반적인 함

로 떨어진 동료들을 더 창조적인 상호작용을 촉발시

시킨다.

자원 소모와 관련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 참조). 효과적인 전략은 정보기술(IT), 운영, 인

킬 수 있는 환경으로 연결해 준다. 그리고 출석한 동

건물 운영의 제어 최적화와 관련된 혜택은 잘 문

에너지 절약은 사업의 소유주에게 또 다른 관심

적 자원, 기업 부동산, 보안과 같은 기능적 영역 전반

료들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연결된 일터의 능력은 특

서화되어 있고, 스마트빌딩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인

영역이며, 환경의 지원과 비용 절감이라는 이중의

에 걸친 일련의 총괄적인 요건을 정의해야 한다. 이

히 스마트빌딩의 장점이다. 가상 디지털 비서와 무

한 일부 결과를 밝혀 준다. 설비 운영의 최적화와 개

혜택을 제공하는 영역이다. 연결된 건물 기술은 에

는 또한 이들 요건에 기반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팀

선 콘텐츠 공유와 같은 도구를 층층이 쌓아 올리면

선은 난방, 냉방, 조명, 유지보수와 관계된 청구서의

너지 소비에 대한 감사를 더욱 잘 조직화해, 공급자

을 식별하고, 실시간으로 체계를 수립하며 개념 검

협업이 더욱 쉬워진다.

주요한 절감에서 시작해 다양한 비용의 만회로 이어

들이 더 나은 에너지 조달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는

증 및 실제 구현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수행하기 위

이 모든 협업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혜택

진다. 예를 들어 연결된 조명 시스템을 채택하면 평

사용량 평가를 수행하고, 소비를 절감할 기회를 파악

해 요구 조건에서 사용 사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

으로 이어진다. 일부 기업은 연간 직원 생산성의 증가

균적으로 5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는 빌딩

하며, 재생에너지와 마이크로 그리드를 포함한 대안

다. 이 모든 일이 스마트빌딩 추진 계획을 최대로 활

를 보고했다. 어떤 이들은 기업의 기능 부서와 업무

운영을 위한 디지털 제어탑의 생성으로 달성할 수

적 에너지 원천을 제안하도록 해 준다. IoT가 가능한

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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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부상이 사무실 건물, 공장, 유통 시설 등의 내

대화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91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구조화할 수

스마트빌딩 설계 시 피해야 할
일반적인 함정

부에서 차세대 역량 및 디지털 서비스를 가능케 해

•	기술 리더: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이버보안 책

있는데, 사용자의 여정을 구성하는 연결된 사용

왔다. 다수의 핵심 기술이 스마트빌딩을 위한 토대

임자, 네트워크 인프라 및 정보 백본을 관리하는

사례의 집단을 채택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경우가

•	명확한 전략 혹은 혜택 없이 기술 혹은

를 만들어 왔는데, 여기에는 IoT, 클라우드 인프라,

책임이 있는 기타 IT 리더가 이를 담당할 수 있다.

많다. 이는 개념 검증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솔루션에 돈을 소모한다.
•	솔루션에서 인간의 니즈를 고려하지

데이터 애널리틱스, 머신러닝, AI가 포함된다. 또한

•	개념 검증을 구현하기: 이는 사업 우선순위에 기

동등하게 중요한 사안은 스마트빌딩에서 매우 중요

아마도 스마트빌딩 팀의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반해 측정 가능한 가치를 전달하는 사용 사례들

•	절감 비용을 측정하지 못한다.

한 IT와 운영 2가지 영역의 수렴이다. 정보가 주도하

측면은 추진 계획의 목적, 범위, 시각표에 합의를 이

을 포함해야 한다. 개념 검증은 일반적으로 몇 가

•	다목적 인프라를 설치하지 못한다.

는 디지털 일터의 동력이 되는 IT 인프라 또한 점점

룰 수 있도록 추진 계획 사업 목표의 대표자들과 실

지 계층을 수반하는데, 사용 사례의 기술적 구조,

더 연결된 건물 자동화, 사이버-물리 건물 보안, 그리

행 기능부서 간의 협력을 확실히 하는 일이다.

개발 및 시험을 위한 ‘샌드박스’, 그리고 결과로부

않는다(예: 설비의 니즈만을 살핀다).

•	종합적인 사이버-물리 보안 시스템을
창출하는 데 실패한다.
•	목적이나 사업적 목표의 파악 없이
데이터를 수집한다.
•	공간 절약보다는 에너지 절약에
집중하도록 선택한다.
•	미래 기술 발전에 대한 유연성 구축에

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수단을 포

고 건물 자체의 기타 운영적 측면을 위한 핵심 토대
가 되어 가고 있다. 스마트빌딩 전략은 기술의 모든

스마트빌딩과 프로젝트 기반의 접근법을

함한다. 일단 개념 검증이 작동되고, 만약 솔루션

측면을 포괄해야 하는데, 이는 딜로이트 스마트빌딩

사용하기

이 확장되어야 한다면 이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

프레임워크의 일부인 물리적, 디지털, 서비스 3가지
범주로 묶을 수 있다(상세 사항은 그림 1 참조).

하기 위해 결과를 포착하고 분석을 수행하라.
일단 리더들이 스마트빌딩에 대한 전략의 틀을 어

•	확장된 구현을 시작하기: 이 단계는 확장을 실행

떻게 세울지 고려하기 시작하면, 추진 계획을 진행

하기 위해 필요한 다수의 기타 활동을 필요로 하

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론이 있다. 하

게 된다. 같은 시점에서 팀은 스마트빌딩 전략을

스마트빌딩을 가능케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인프

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스마트빌딩 추진 계획들 전반

되돌아보아 두 번째 프로젝트로 개시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업 목표의 맥락에서 스마트빌딩 추

라와 사업 목표의 파악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팀이

에 걸쳐 반복적으로 잘 작동해 온 프로젝트 기반의

사용 사례의 다음 집단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방

진 계획의 틀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추진 계획이 갈

이들 추진 계획의 광범위한 도달 범위를 반영하기 위

접근법이다. 이 방법론을 가지고, 스마트빌딩 팀은

식으로 스마트빌딩 추진 계획의 개발, 시험, 배치

수 있는 방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리더는 연결, 협

한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스마트

사업 목표와 조화를 이룬 사용 사례의 1차 집단을 파

단계를 지속적으로 단계화해 자원 제약에 대응할

업, 제어, 절약의 관점에서 중요한 역량을 파악해야

전략 팀의 구성은 사용 사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

악하고 이들 사용 사례를 계획, 시험, 확장하기 위한

수 있다.

하고, 전략 내에서 이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예

지만, 이들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대표하고 이의 성공

프로젝트를 개시한다. 아래는 리더가 취할 수 있는

를 들어, 추진 계획을 일터 전략의 관점을 통해 접근하

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공통 역할이 존재한다.

몇 가지 단계에 대한 제안이다.

실패한다.

팀을 고르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기

면 연결과 협업 역량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리더는

스마트빌딩은 명민한 건물 소유주와 운영자들에
게 상당한 규모의 전망과 잠재력을 지닌다. 스마트

어떻게 사람들이 건물 혹은 공간을 사용하길 원하는

•	부동산·설비 리더: 프로젝트의 범위에 따라 상업

•	현재 상태와 요건을 이해하기: 스마트빌딩의 구

하게 연결된 기기와 편재적인 연결성의 부상은 사용

지 검토하고 이들 요건을 지원하는 스마트빌딩 기술

용 부동산 기능부서 혹은 건물 자산의 관점을 대

상과 사업 및 기능적 목표를 확고히 하기 시작한

자들에게 탁월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건물(사무

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경험을 통해 틀이 잡힌 요건

표하는 설비 관리자가 될 수 있다.

다. 비즈니스 니즈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실, 유통 매장, 공장, 병원 등)을 비용 효율적이고, 반

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유사하게, 만약 리더가 건물 운

•	운영 리더: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최고운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사업 및 IT 이해관계자들

응성 높은 환경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회를 창출했

영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 스마트빌딩 기술을 사용한

영책임자(COO), 최고지속가능책임자(Chief

과 조화를 이루는 팀을 구축하며, 프로젝트를 위

다. 스마트빌딩의 잠재력을 파악한 비즈니스 리더는

건물 및 운영 자동화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한 제어, 절

Sustainability Officer, CSO), 최고인사책임자

한 요건을 수집한다.

줄어든 간접비부터 기업의 더 큰 지속가능성과 더

약에 초점을 맞춘 역량을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Chief Human Resource Officer, CHRO), 혹은

•	미래 기회와 관계된 간극 분석을 수행하기: 팀이

나은 인재 유지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거둘 수 있다.

심지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이를 담당할 수

요건 및 현재 역량에 기반한 사용 사례의 목록을

이 진화하는 시장의 추세를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있다. 이 자리는 스마트빌딩 추진 계획의 운영상

만들 수 있도록 현재와 미래 상태 요건 사이의

사안은 스마트빌딩 전략의 수립을 시작하는 일일 수

목표를 대변하고 IT 담당 상대방과의 기술, 운영

간극을 파악한다. 사용 사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기술이 담당하는 역할을 이해하기
스마트빌딩은 정의 그대로 기술이 전부다.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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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of Industry Leaders
딜로이트의 산업별 전문 인력이
국내 및 글로벌 환경에 맞는 심도 깊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딜로이트는 전 산업을 6개 산업과 21개의 하위 부문으로 분류하고 산업과 하위 부문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딜로이트만의 차별화된 Industry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인사이트를 갖춘 전문가들이, 분야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풍부한 노하우 전달을 통해 고객이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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