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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숙도와
재무 성과의 상관관계

Ragu Gurumurthy, David Schatsky and Jonathan Camhi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고성장의 연결 요인

그림 1

기업의 디지털 성숙을 촉진하는 7가지 디지털 중심축(digital pivot)

디지털 중심축 설명

디지털 전환의 이점

     디지털 전환으로 기업의 디지털 성숙도를 높이면 수

익성 이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 제품 품질이 

개선되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재무 성과

까지도 향상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줄이고 인재 다양성을 확대하여 기업이 사

회적 책임을 준수할 수 있게 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이와 같은 효과를 누리고자 하

는 기업은 단순한 신기술 도입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한

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 전반의 기

술 관련 자산 및 역량의 조화로운 조합이 필요하다. 본 

리포트에서는 강화해야 할 자산과 역량을 '디지털 중심

축(digital pivot)'이라 부른다. 

     딜로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다 주요 재무지표에서 산업 평균을 

상당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리포트에서는 디

지털 성숙도 수준과 우수한 재무 성과를 연결하는 요인

을 분석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디지털 전환은 효율성, 매출, 제

품·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 및 조직 구성원의 업무 몰입

도를 증대시키고, 성장 및 혁신을 촉진하여 재무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기업의 경영진들은 

디지털 중심축 중 일부가 다른 중심축들보다 상기한 이

점을 이끌어내는 데 더 많이 일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

으나,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성숙도에 도달하기 위해

서는 모든 디지털 중심축에 균형 있게 투자하는 접근

법이 필요하다.

보안 및 사생활 보호 니즈를 균형있게 충족하며 사업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용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 

분절되고 활용도가 낮았던 데이터를 제품, 서비스 및 기업 운영에 내재화 할 수 있게 통
합, 활성화 및 수익화 할 수 있는 역량. 효율성 개선, 매출 증대 및 고객 참여 확대의 목적
으로 능숙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디지털 경쟁 우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재편성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
게 적용하는 인재 육성 모델을 통해 팀을 구성하는 것. 사업 니즈에 따라 필요한 스킬셋
과 조직 내 유연 근무 인력에 대한 즉각적 접근 가능 

기업의 성과 개선, 혁신 및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 R&D 기관, 기술 인큐베이터, 스타트
업 기업 등 외부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업하여 기술, 지적 재산권 또는 인적 자원 등에 대
한 높은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

인적 자원과 기술 자원 2가지 모두가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
다 고부가가치 활동을 하는 자원을 늘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구
축해 나가는 것 

전사적으로 공유되는 360도 고객 이해를 바탕으로 끊김 없는 고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몰입도가 높고 매력적인 환경 하에서 유용하고, 즐거우며 효율적인 디지털 및 인간 상호 
작용을 만들어 가는 것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매출과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조직의 사업 모델 및 
수익원 조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유연하고 안전한 
인프라

숙달된 데이터 가공 
및  활용 역량

디지털에 능숙한 
개방형 인재 네트워크

안정적인 
생태계 협업 체계

지능형 업무 플로우
(workflow)

통일된 
고객 경험

적응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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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숙도의 의미 

본 분석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긍정적인 비즈니스 효과를 경험한 정도에 따라 디지털 성숙

도를 구분하였다. 설문조사 시 응답자들에게 기업 내에 각각의 디지털 중심축을 적용함으로써 긍정

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었는지 질문한 이후, 7개 디지털 중심축에 대한 응답을 취합한 뒤 디지

털 전환 노력에 따른 비즈니스 이익 수준의 분포에 따라 기업의 디지털 성숙도를 '높음', '중간' 및 

'낮음'으로 분류하였다. 

· 높음 - 디지털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 25% 기업 

· 중간 - 디지털 성숙도가 중간 수준인 54%의 중위권 기업 

· 낮음 - 디지털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 21% 기업 

응답자 선별 기준은 마지막 장에 수록되어 있다.

디지털 전환과 지속적인 재무 성과 개선

     분석 결과, 전 산업에서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기업 

중  순매출증가 및 순이익률이 산업 평균을 상당히 상

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디지털 성숙도가 

낮은 기업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숙'의 정의는 재무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으며, 디

지털 전환으로 긍정적인 '비즈니스 효과'를 얼마만큼 

거두었는지에 기반한다.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성숙

도로 달성된 우수한 재무 성과는 위에서 언급한 '비즈

니스 효과' 중 하나이다.  

디지털 전환이 만드는 차이

     더 높은 디지털 성숙도와 우수한 재무 성과 간의 연

관성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디지털 중심축에 

설명되어 있는 역량을 구축하면 재무 성과 개선에 기여

하는 여러 가지 사업적 이익이 따라오게 된다. 특히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다 모든 디지털 중심축으로부터 효율성, 매출 증

가, 제품·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 조직 구성원의 업무 

몰입도, 성장 및 혁신  측면의 이점을 얻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두 배에서 세 배나 높음을 보여준다.

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디지털 성숙도 수준별)

주: 응답자가 제공한 수치와 산업 평균을 비교
출처: 딜로이트 분석

순매출증가 순이익률

낮은 성숙도

중간 성숙도

높은 성숙도

15%15%

31%31%

43%45%

그림 2

상대적으로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기업은 산업을 선도하는 순매출증가 및 순이익률을 기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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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중심축 확보를 통한 혁신 사례>

성장 및 혁신

     상기한 다섯 가지 요인 외에도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기업의 우수한 재무 성과는 이들이 디지털 투자의 이점으

로 혁신과 성장을 중요시하는 경향의 결과일 수 있다. 디

지털화 수준이 높은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매출 증가, 고객 니즈 대응, 고객 

만족 등 성장 지향적인 부분을 지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디지털화 수준이 낮은 기업은 비용 절감, 효율 개선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성숙

도가 높은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R&D 및 혁신에 활용

하여 개발한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의 매출을 언급하

는 경향이 있는 반면, 디지털 성숙도가 낮은 기업은 신제

품 및 서비스 출시 시의 비용 절감을 디지털 전환의 주요 

이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영업 및 마케팅 영역에서도 디

지털 성숙도가 높은 기업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객 생

애 가치(CLV, customers' lifetime value) 개선에 주목

한 반면 낮은 기업은 고객 유치 비용 절감을 언급하는 빈

도가 높았다(그림3).

디지털 전환이 각 항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디지털 성숙도 수준별)

낮은 성숙도 중간 성숙도 높은 성숙도

R&D·혁신

영업·마케팅

신상품·서비스 출시
비용 절감

고객 유치 비용 절감

비용 중심적 관점

30%

16%13%

21%22%

9%

신상품·서비스 매출
증가

고객 생애 가치 증가

성장 지향적 관점

13%

26%29%

23%25%

41%

1  Sooraj Shah, "How Guardian Life's shift to AWS enabled it to go agile, cut costs and partner with insuretech start-ups,
 "Diginomica, January 7, 2019. View in article

2  Wired, "How Chipotle delivered what customers crave: A fresh digital experience with new ways to order," accessed 
 February 12, 2020; Chipotle, "Chipotle announces third quarter 2019 results," news release, October 22, 2019; Chipotle,  
 "Chipotle announces third quarter 2018 results—EPS nearly doubles, as sales comp accelerates, and restaurant margins  
 expand to 18.7% versus Q3-2017," news release, October 25, 2018. View in article

3  Ola, "Rolls Royce: Internet of Things in aviation," HBS Digital Initiative, November 22, 2015. View in article

4  Margi Murphy, "Singapore Airlines inks 5-year deal with Rolls Royce for fuel efficiency data analytics,"Computerworld, 
 June 30, 2015. View in article

효율성

보험 대기업 가디언 종신보험(Guardian Life)은 인프라 구축 덕분에 보다 애자일(agile)한 운영과 비용절
감 효과를 얻었다. 동사는 2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공용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2018년 11월에 마지막 데이
터 센터를 폐쇄하였다. 가디언 CIO에 따르면 데이터 이전 이후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용이 20~30% 절감
되었고, 클라우드 도입으로 데이터센터 관리에 투입하던 IT조직의 시간과 자원을 새로운 프로그램 시험 및 학
습에 사용하게 되면서 더욱 애자일(agile)한 제품개발 접근법으로의 전환이 용이해졌다. 또한, 최신 클라우
드 기반 인프라에서 실행되는 새로운 툴과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더욱 쉽게 시험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1

매출 증가

레스토랑 체인 치폴레(Chipotle)는 고객 취향에 맞춰 더 쉽게 주문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업그레이드 
하였는데, 그 이후 2분기 동안 디지털 매출이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고, 총 매출 대비 디지털 매출 비중
은 2018년 3분기의 11.2%보다 크게 증가하여 2019년 3분기에는 18.3%를 차지하였으며, 총매출과 개
별 매장 매출 또한 증가하였다.2 추가로, 매장에 온라인 구매자 전용 조리 라인 및 픽업 전용 존(zone)을 도
입하여 온라인 주문 경험을 개선하였다. 즉, 오프라인 환경 개선으로 디지털 개발 효과를 더욱 제대로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제품 · 서비스 

품질

롤스로이스(Rolls-Royce)는 항공기 엔진의 센서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하여 자사 엔진을 사용하는 항공
사들이 연료비를 낮출 수 있게 하였고, 엔진을 임대 및 구독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3 최근 
롤스로이스는 아시아의 한 항공사로부터 자사 엔진으로 구동되는 130개 이상의 항공기에 대한 5년 서비스 
계약을 수주했는데,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엔진 사용량, 부품교체 및 수리 서비스 시점을 효율
적으로 파악하고 이로부터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4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엔진의 정상 구
동 여부를 평가하고 언제 어떠한 수리가 필요한지 예측할 수 있게 되어 항공기의 안전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고객 만족

한 다국적 의류 브랜드는 모바일 앱과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쇼핑 경험을 성공적으로 통합하였는데, 우수고
객 프로그램과 함께 회원별로 차별화된 제품을 추천하여 일관된 고객 경험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과의 관
계를 강화하고,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비중을 높일 수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회사의 모바일 앱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사는 최근 25년 만에 가장 높은 고객 만족도를 기록
하였다. 

조직 구성원의 

업무 몰입도

한 제조업체는 신규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들을 재교육 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였다. 상호작
용이 가능하고 애널리틱스 기능이 탑재된 툴을 활용하면서 직원들이 새로운 직무와 커리어를 탐색할 수 있
게 되었고, 회사 조직 구성원 전반의 업무 몰입도가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3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성장과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이점을 강조한다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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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된 데이터 가공 및 활용 역량

안정적인 생태계 협업 체계

적응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

지능형 업무 플로우(workflow)

통일된 고객 경험

디지털에 능숙한 개방형 인재 네트워크

유연하고 안전한 인프라

주: 백분율은 상기한 이점 별로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얻은 영향 전체 중 각 디지털 중심축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기업이 디지털 전환으로 얻은 매출 증가의 23%는 숙달된 데이터 가공 및 활용 역량에 대한 투자의 결과다. 
출처: 딜로이트 분석

비용 효율성

매출 증가

제품·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

조직 구성원의 업무 몰입도

22% 25% 16% 13% 10% 11% 3%

22% 24% 15% 14% 10% 11% 3%

23% 28% 17% 11% 9% 9% 4%

23% 26% 15% 13% 11% 9%3%

20% 27% 18% 11% 11% 9%3%

디지털 중심축의 투자 효과

     어느 디지털 중심축에 투자했을 때 투자 효과가 가장 높

을까? 본 리포트의 조사 결과는 7개 디지털 중심축 중 2

개, '숙달된 데이터 가공 및 활용 역량'과 '지능형 업무 플

로우(workflow)'가 효율성, 매출 증가, 제품·서비스 품

질, 고객 만족 및 업무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따르면 상기 두 중심축의 영

향력이 전체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한 반면, 나머지 중심축

들은 그 비중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하지만 기업들이 나머지 디지털 중심축들은 무시한 채 

이 두 중심축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

다. 작년 딜로이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능한 한 더 많은 

디지털 중심축을 여러 사업 부문에 도입한 기업일수록 높

은 수준의 디지털 성숙도를 달성함과 더불어 더 큰 사업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숙달된 데이터 가공 및 활용 역량'과 '지능형 업무 플

로우(workflow)'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의 영

향을 측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므로 경영진이 그 효과

를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다. '숙달된 데이터 

가공 및 활용 역량'에 사용되는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의

사결정을 지원하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지능형 업무 

플로우(workflow)' 구축을 위한 자동화는 효율성 및 비

용 구조를 직접적으로 개선한다. 한 연구에서는 재무제

표 작성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업은 생산성이 33% 

향상되고, 오류가 37% 감소하며, 월간 결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평균 4일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5 반면, 디지

털 중심축 중 '유연하고 안전한 인프라'나 '통일된 고객 

경험' 등은 사업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측정하기

가 비교적 어렵다. 그러나 측정이 쉽지 않은 중심축들도 

여전히 디지털 전환 성공의 핵심 요소다. 디지털 세계에

서 반드시 갖춰야 할 융통성과 보안을 담보하는 '인프라', 

B2B 또는 B2C 고객의 80%가 제품 및 서비스 만큼 중시

한다고 밝힌 '고객 경험' 등의 가치를 고려하고, 모든 중

심축에 균형 있게 투자를 배분하여야 디지털 성숙과 비즈

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재무 성과를 넘어서는 디지털 전환의 이점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재무 성과를 개선시킬 뿐만 아

니라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게 하여 주주 및 투자

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 기업

들은 단순히 투자자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에만 치중하

지 않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도 참여하는 추

세다.6 2019년에는 181명의 미국 기업가들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 Table) 협약에서 투자

자 뿐 아니라 주주, 고객, 직원, 그리고 지역 사회에 이익

을 환원할 것을 서약하였다.7 2017년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기업 경영진의 2/3 이상(69%)이 인재 다양성

을 추구한다고 답하며 2014년의 59% 대비 상당한 증가

세를 보였다.8 또한 2019년에는 87개의 다국적 기업들

이 파리기후협약에 동참하며 환경 지속가능성 목표를 위

해 협력하기로 서약하였다.9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변화 대응에 도움이 된다. 최근

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UN의 지속가능

한 개발을 위한 20가지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

축될 것으로 예상하였다.10 

공정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구매를 담보하기 위한 확인 작업

소기업이나 소수자 집단이 운영하는 벤더사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사회적 약자 고용을 위한 업무 디지털화 및 재설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성을 확보하는 채용 및 인력 관리 방안 수립

29%

42%
41%

37%

41%
40%

48%

56%
48%

43%

65%
56%

낮은 성숙도 중간 성숙도 높은 성숙도

출처: 딜로이트 분석

5  Oracle, Emerging technologies: The competitive edge for finance and operations, February 2020. View in article

6 Rebecca M. Henderson, "More and more CEOs are taking their social responsibility seriously," Harvard Business Review, 
 February 12, 2018. View in article

7 Business Roundtable, "Business Roundtable redefines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to promote 'an economy that serves 
 all Americans'," August 19, 2019. View in article

8 Juliet Bourke et al., Diversity and inclusion: The reality gap—2017 Human Capital Trends, Deloitte Insights, February 28, 
 2017. View in article

9 Oliver Balch, "1.5C pledge from 87 global companies fuels hope of bending emissions curve at Climate Week," Ethical 
 Corporation, September 22, 2019. View in article

10 Global Enabling Sustainability Initiative and Deloitte, Digital with purpose: Delivering a SMARTer2030, 2019. View in article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한 개별 디지털 중심축의 상대적 중요성

디지털 기술을 사회경제적 공정성 추구를 위해 활용하는 응답자 비율 (디지털 성숙도 수준별)

그림 5

인재 다양성은 일부 기업의 디지털 전환 목표 중 하나이다

그림 4

숙달된 데이터 가공 및 활용 역량과 지능형 업무 플로우(workflow)가 사업 성과에 가장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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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일수록 이러한 기조가 두드러졌으나, 디지털 성

숙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에도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해 디

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딜로이

트와 MIT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지배구조 및 윤리 규정이 기업에 요구

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응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건전한 지배구조와 윤리규정을 통해 

기업들은 평판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실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어 더욱 빠른 의사 결정

이 가능해진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환경 지속성과 인재 다양성 개선

에 활용하는 것은 직접적인 재무 성과로도 이어진다. 탄

소 배출량이나 자원 소비량 감축이 비용 절감 효과로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운송 기업 머스

크(Maersk)는 선박에 설치한 센서의 데이터 분석을 통

해 속도와 항로를 최적화 함으로써 지난 2년간 연료비를 

13% 절감하였다.17 또한, 과거 딜로이트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인재 다양성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

켜 기업 혁신 및 리스크 식별 역량이 높아졌고 간접적인 

영향으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18 

     기업들은 이미 재무 성과 및 이윤 확대 이외의 목적으

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몇몇 기업들은 

인재 다양성 추구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5). 온라인 부동산 거래 업체 질로우그룹(Zillow 

Group)은 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 공고를 젠더 

중립적인 내용으로 수정함으로써 여성 지원자의 비율을 

약 12%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았다.11 인력과 관련한 분

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인재 다양성 정도를 측

정하고, 관련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12 

     디지털 전환을 통해 환경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여

러 사례가 있다. 테스코(Tesco)는 영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측정과 탄소 배출 경감 목표 달성을 위해 

AI 분석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13 미국의 건설업계는 고

체형 폐기물의 25~40%에 육박하는 건설 폐기물을 드

론을 활용하여 줄여 나가고 있고,14 농업 부문에서는 제

초 작업을 로봇화하여 농가의 제초제 사용량을 기존 방

법 대비 20배 감축하였다.15 

     이번 분석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대다수가 환경 지

속가능성 추구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6).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여전히 활발한 디지털 전환 투자

     조사 대상 기업들은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디지털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상당히 확대할 계획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디지털 

전환 투자를 평균 15%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

해 응답자들이 같은 질문에 투자를 평균 25% 늘릴 계

획이라고 답한 것에 비하면 감소했으나, 15% 역시 작

지 않은 수준이며(그림 7), 이는 기업들이 여전히 디

지털 전환을 투자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기업의 IT 투자 둔화로 이

어지고 있다는 최근의 분석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감안

하면,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 증가율 둔화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포레스터(Forrester)

는 정부와 기업의 IT 관련 지출이 2018년 5%, 2019

년 4.5%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3.8% 증가할 것

으로 예측했다.19 기업을 대상으로 IT 서비스 및 장비

를 공급하는 업체들 또한 수요 둔화를 말하고 있다.20

     한편, 디지털 성숙 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응답자들이 

내년 디지털 전환 투자 계획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

는 '사이버 보안 및 클라우드 인프라'와 '데이터 애널리

틱스'라고 답했다. 이 중 사이버 보안이 가장 중요한 과

제로 인식되었는데, 디지털 성숙도 수준이 낮은 기업은 

다른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사이버 보안부

터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디

지털 자산, 역량 및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수

록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하는 대상과 필요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림 7

응답자는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향후 12개월 동안 디지털 전환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다 

디지털 전환 투자(백만 달러), 
2018년 및 2019년 비교

출처: 딜로이트 분석

2018년 응답자

25%
전년 대비 증가율

($10.9 → $13.6)

2019년 응답자

15%
전년 대비 증가율
($11.3 → $13.0)

과거 12개월의 디지털 전환 투자

향후 12개월의 디지털 전환 투자

11  Oliver Staley, “The simple steps Zillow took to become a more diverse employer,” Quartz, June 26, 2018. View in article

12  Business Wire, "Claro Workforce Analytics releases new talent market visualization platform to help companies improve  
 employee retention and hire diverse talent faster," June 4, 2019; Workday, "Reporting and analytics," accessed February  
 12, 2020; Mark Feffer, "Visier's new analytics package targets diversity numbers," HCM Technology Report, May 10, 2019.  
 View in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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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딜로이트 분석

천연자원 소비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낮은 성숙도

중간 성숙도

높은 성숙도

53%58%

62%63%

69%67%

환경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응답자 비율 (디지털 성숙도 수준별)

그림 6

디지털 성숙도가 낮은 기업들까지도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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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46%

67%
53%

클라우드

26%

59%
44%

데이터 애널리틱스

27%

57%
43%

디지털 사업 모델

22%

57%
39%

프로세스 자동화

22%

57%
39%

디지털 숙련도

23%

54%
40%

일관된 고객경험

21%

55%
39%

데브옵스(DevOps)

21%

49%
35%

개방형 네트워크

19%

46%
36%

비즈니스 생태계

16%

50%
35%

낮은 성숙도 중간 성숙도 높은 성숙도

출처: 딜로이트 분석

출처: 딜로이트 분석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미만

26%

50억 달러 이상

10% 2억 5천만 달러에서 5억 달러 미만

29%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미만

35%

응답자 선별 기준

     본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 미국 기업 경영진을 대

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들에게 소속 기업의 디지털 전

환 접근 방식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본 리포트

는 이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조사 대상

의 선정 기준은 종업원 500명 이상이고 연매출 2억5

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그림 9는 1,200개 조사 대

상 기업의 연간 매출액 분포를 보여준다. 

     응답자 집단은 소속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동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경영진으로 구성되었는데, 응답자

의 절반 이상(51%)이 C-레벨의 고위 경영진이며, 

22%가 부사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이고, 27%는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이다. 응답자 집단은 다음

6개 산업당 200명씩 동일한 숫자로 구성되었다.

 ·  소비재 및 소비자 서비스

·  에너지, 자원 및 산업재

·  금융 및 보험 

·  정부 및 공공 서비스 

·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  첨단기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및 통신

향후 12개월 동안 투자 시 각 디지털 과제를 '최우선 순위'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

그림 8

디지털 성숙도에 관계 없이 사이버 보안이 향후 12개월 간의 투자 계획에서 최우선 순위로 
선정되었다

매출액 별 비중

그림 9

응답자 소속 기업의 연간 매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