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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 Message

전세계적으로 금융업계는 전례 없는 격변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의 여파,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

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단연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비즈니스 생태계의 구축입

니다. 이에 발맞추어 금융업계 또한 다양한 혁신에 앞장서는 이때,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은 금융업의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딜로이트 인사이트 금융산업 특집호 –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리포트는 금융업계가 더 높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은

행 서비스의 심도 깊은 변화를 위한 은행 간의 협력 방안, 디지털 뱅킹의 현황을 파악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

하기 위한 인사이트,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과 끊이지 않는 변화의 시기에 굳건한 조직 문화를 결성하기 위

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금융 고객사에 보다 나은 금융산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2

년 6월부로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내 KR Deloitte One FSI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통합 금융산업 조직을 출

범하였습니다. 회계감사 및 세무자문 뿐만 아니라 Digital Transformation, ESG, IFRS 17 및 변동성 관

리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KR 

Deloitte One FSI는 금융 고객의 가치에 부합하는 통합 금융 서비스를 통해 한 발 앞선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격변의 시기 금융 고객사의 성장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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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작업의 속도를 높여라,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라

그림 1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은 적절한 지배구조 체계를 필요로 한다

출처: The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0 survey of financial services firms.

디지털 전환 작업의 속도를 높여라,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라
금융업의 더 높은 목표를 실현하라

Monica O'Reilly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COVID-19에 대

한 대응책을 세우던 시기에 금융 서비스 기업들은 전반적인 운영 절차에 변화

를 시도하였다. 기업들은 변화를 피할 수 없었다.

많은 기업들은 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었다.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가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여

정의 다음 단계에 접어들었다. 성장을 위해 금융 서비스 기업들은 팬데믹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필요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한편 단순히 재무적인 것이 아닌 보다 광범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여름 딜로이트가 금융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49%가 소속 기업이 COVID-19의 영향을 받아 디지털 전환의 속도

를 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 47%는 소속 기업이 지배 구조 및 보

고 체계를 재정비하였다고 응답했다(그림 1). 그러나 이 두가지 변화를 모두 

시행한 기업은 23%에 불과하였다. 이는 곧 대다수의 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배구조나 보고 체계를 재정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관련된 지배구조의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디지털 전환이 사회적 책임

을 다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까? 아마 가능은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의 달성 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디지털 통제와 보고의 변화 속도를 앞지른다면 
운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

지배구조 및 보고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

이전에 딜로이트에서 발간한 “금융업의 미래: 더 높

은 목표” 에서 금융산업의 미래는 “지구와 인류의 미래

를 수익만큼이나 중요시하는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에 금융기관의 미래가 좌지우지 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불평등이 더 감소하고 부의 재분

배가 더 많이 이루어 질 때까지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며, 보다 학습된, 평등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

상에서 금전적인 부분 뿐 아니라 인류를 위한 이익 모두

가 창출될 것임을 의미한다.”1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디지털 전환은 고객, 임직원, 

경영진, 규제기관, 사회, 주주를 비롯한 각 이해관계자 

집단에서 다르게 해석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목

표 달성을 위해 금융기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절차

들에 대해 각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47%

1    Monica O’Reilly et al., A higher bottom line: The future of financial services, Deloitte, 2021.

49% 23%

01
Chapter

대다수의 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배구조나 보고 체계를 
재정비하지않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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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작업의 속도를 높여라,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라

고객
Customers

금융서비스 기관이 사용의 편의,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운영 

환경을 디지털화 하면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2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은 차별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한편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더 나은 상품과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디지털 전환은 한발 더 앞서 나가야 

하는 일이다.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디지털 전환은 고객들이 데이터에 대한 

향상된 투명성과 통제권, 데이터 보안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은 

신뢰를 형성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용 평가, 소셜 미디어, 위치 정보, 웹 브

라우징 정보와 같은 분산된 데이터를 결합하는 작업을 수반하게 되며 이를 통

해 각 개인 맞춤형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기업이 제공하는 

내용이 과도하게 개인적인 경우, 고객들은 이를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 딜로

이트가 시행한 금융기관 고객 대상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달간 사생활 보

호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 이상(57%)이었다.3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들은 고객들

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활용

함으로써 고객이 나타내는 우려에 대응하였다. 

사회적 책임은 기업들이 고객을 평가하고, 리스크를 측정하고, 상품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고객들은 기업들이 내린 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고객들은 만일 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파악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한다.4 만약 평가 모델에 입력된 데이터가 제 3

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라면, 고객들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만일 오류

가 있다면 이를 정정하는 편을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을 반영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 형성 및 데이터 정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광

범위한 관점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에 

보다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할 것이다. 

임직원 및 경영진
Employees and Management

임직원과 경영진은 협동하여 디지털 측면에서 보다 진보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운영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유

지하는 동시에 디지털화된 미래에 맞는 시스템과 절차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 보안, 사기, 평판 위협, 전략 리스크와 같은 운영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객 투명성 제고 및 데이터 변환

을 위한 방안들을 도입 시 신분 위조나 사기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

운 통제 시스템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리자 및 직원들은 가상 환경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딜로이트가 발간하였던 이전 자료에서 언급하였던 것

과 같이, “가장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미래 비전이 전사적으로 통일

되게 하는 것이다.”5 따라서 운영 모델에 변화가 생겼다면 경영진은 이러한 변

화와 디지털 전환에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일된 클라우드 및 사이버 보안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프로

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통합적인 전략은 새롭게 등장한 전략보다 탄

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6 디지털 리스크 모니터링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디지털 리스크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사회 수준의 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하였다. 이 위원회는 정기적인 감사 수행 

요청, 경영진 보고 사항 정정,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

트를 수행한다.7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수행한다는 평판을 얻은 기업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 경쟁 우위를 갖게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 낼 것인데, 인재가 바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열쇠이기 때문이다.8 

2  Deloitte, Last mile of the customer service experience: The next battleground in retail banking, November 14, 2020.

3 Timothy F. Cercelle and Omer Sohail, Redesigning customer privacy programs to enable value exchange, Deloitte 
 Insights, November 9, 2020.

4 Evert Haasdijk and Marjolein Vlaming, “A call for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in artificial intelligence,” Deloitte, 
 accessed June 14, 2021.

5 Anne Kwan, Maximilian Schroeck, and Jon Kawamura, Architecting an operating model: A platform for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Deloitte Insights, August 5, 2019.

6 Deborah Golden et al., An integrated cyber approach to your cloud migration strategy: Why cloud migration programs 
 should consider a cyber-forward cloud strategy, Deloitte Insights, March 2, 2021.

7 Punit Renjen, Building the resilient organization: 2021 Deloitte Global Resilience Report, Deloitte Insights, 2021.

8 Deloitte Insights, “The essence of resilient leadership: Business recovery from COVID-19,” Deloitte Review, Issue 27, July 
 2020.

고객들은 기업들이 내린 

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사이버 보안, 사기, 
평판 위협, 전략 리스크와 
같은 운영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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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
Regulators

금융기관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규제 요건을 지속가능 및 사회적 책임 측

면에서 충족하기 위해 준법규제 기능을 디지털화해야 한다. 기존의 체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담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디

지털 전환에 선제 대응을 함으로써 기업들은 거버넌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체 현상을 피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벌금, 소송, 혹은 평판 위협을 최소

화 시킬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반영한 준법규제 기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요구 

조건을 프론트라인(frontline) 부서의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준

법규제 팀은 규제 변화에 대한 초기 평가 및 추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프론트라인 부서는 변화 도입 체계 안에서 긍정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9

이러한 협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제도 미준수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10 

그러나 딜로이트가 전세계 리스크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

르면, 58%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중대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33%만이 

통제 테스트가 프론트라인 부서 운영에 내재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11 아

직도 통제 체계를 프론트라인 부서 운영에 성공적으로 반영하기에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회적 책임은 기업들이 고객을 평가하고, 리스크를 측정하고, 상품 가격

을 책정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과도 연관성을 가

지고 있다. 고객들은 기업들이 내린 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를 바

란다. 예를 들어, 고객들은 만일 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파악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한다. 만약 평가 모델에 입력된 데이터

가 제 3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라면, 고객들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만일 오류가 있다면 이를 정정하는 편을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을 반영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 형성 및 데이터 정확

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에 보다 확신을 갖는 데 도

움이 되기도 할 것이다. 

또한 준법 규제 기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레그

테크(RegTech)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이 전략적으

로 활용된 솔루션이 개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

체론적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12 레그테크 솔루션

을 도입할 때 개별적 접근을 취하는 것은 낮은 상호

작용 및 산출물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다. 

레크테크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  싱가포르의 

United Overseas Bank(UOB)는 자금 세탁 방

지 프로그램에서 실제 자금 세탁 사례 탐지율을 

5% 개선하고, 오류 발생률을 50%까지 낮추었

다.13 UOB는 싱가포르 기반의 레그테크 스타트업

인 Tookitaki와 협력하여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에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14 이러한 인공

지능 활용을 보다 책임감있게 수행하기 위해 UOB

는 산출 모델 관리, 데이터 보안 요소, 시스템간 상

호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원을 추가로 채용

했다.15

기존의 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책

임이 반영된 디지털 전환은 지속가능한 준법감시 

및 의무를 재정의 하기 위해 대내외적 요소를 고려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9 Heather Loewenthal, Simon Thorpe, and Steven Luu, The State of Compliance Survey 2020, Deloitte, 2021.

10 Deloitte, “Digital compliance for key business processes,” November 6, 2018.

11 J. H. Caldwell, A moving target: Refocusing risk and resiliency amidst continued uncertainty: Findings from the global risk 
 management survey, 12th edition, Deloitte Insights, February 1, 2021.

12 Deloitte, The future of regulatory productivity, powered by RegTech, 2016.

13 Radish Singh, “The future of financial crime compliance,” Deloitte, 2016.

14 Ibid.

15 Ibid.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반영한 준법규제 기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요구 조건을 프론트라인

(frontline) 부서의 업무

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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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재무 시스템 안정성에 진보된 디지털 시스템이 주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인공지능 시스템 간의 

소통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문제 상황을 포착하고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와 안전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22 인공지능 블랙박스 의사결정 로직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여 상호 연결된 기관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경감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도 하다. 시스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리스크는 

다음의 요소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 집단 행동: 각기 다른 시스템이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의 신호에 

따라 움직일 때 특정 사건을 기점으로 발생한 시장의 움직임이 증

가할 수 있다.

• 알고리즘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한 명

의 경쟁자가 빠져나가는 순간 인위적으로 자산 가격을 부풀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한 행위가 장려되거나 아

예 시장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정보의 부재: 충격 상황 이후 인간이 행동하지 않는 경우 인공지

능 시스템은 이를 무관심으로 해석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계

속해서 매도를 실행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명령이 부재할 때 발

생하는 충격을 증대시킬 수 있다.23

규제 요건과는 별개로, 기업들은 시나리오 모델링, 인간의 참여, 상황에 대

한 행동 분석 등을 통해 시스템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포착하고 

경감할 수 있다.24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을 달성한 금융기관은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25 이는 사회적으

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사회
Society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은 금융 소외 계층의 포

함, 공정성, 지속가능성, 디지털 전환 계획 단계에서 재무 시스템의 안정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즉, 기업들은 선행을 실천하는 긍정적인 기관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디지털 전환은 임직원,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에서 발

생하는 각종 왜곡을 예방하여 금융 소외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것에 집

중한다.16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임

직원 대상의 편견 방지 교육 필수화, 데이터의 질적, 양적 수준에 대한 관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재무 시스템 전반에 걸쳐 왜곡이 발생하고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17 왜곡을 제거하고 재무 결정 시 리스크

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기업들은 사회적 평판을 높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SG 등급을 개선할 수도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들은 친환경 사업 지원, 친환경 에너지 사용, 탄소배

출 감소 혹은 상쇄, 보다 극심한 기후 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도입 등과 같은 다

양한 움직임을 취할 수 있다.18 웰스파고(Wells Fargo)는 2019년 기업 운영

에 탄소 중립을 도입하였고, 금융 활동에 있어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

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19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투명성 증대를 위해 공시

와 관련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또 다른 부문은 바로 다양성과 평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날 사회에서 각 개인의 시작점이 모두 다르

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정함을 따르는 기업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듣고, 투자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

다.20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기업들은 아마도 불균형을 형성한 근본을 전

략적으로 무너트리고 보다 나은 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21

22 Ibid.

23 O’Reilly et al., A higher bottom line.

24 Ibid.

25 Deloitte, Seek and you may find: How CFOs can manage sustainability risks and create long-term value, 2017.

16 Bob Contri and Rob Galaski, “Understanding the strategic and regulatory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financial 
 services: Navigating uncharted waters,” Deloitte, 2019.

17 Ibid.

18  Ibid.

19 Marcus Bost, Christina Brodzik, and Devon Dickau, “Becoming an equitable enterprise,” Deloitte, October 5, 2020.

20 Contri and Galaski, “Understanding the strategic and regulatory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financial services,” 
 Deloitte, 2019.

21 Ibid.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계
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투명성 증대를 위해 공시

와 관련된 기준을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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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의 범위와 목표는 일반적인 보고 및 지배구조 상의 업그레이드 

이상을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제대로 된 수준의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려

면 금융 기관은 딜로이트가 제시한 데이터가 내포하는 것 이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무궁무진하다.

COVID-19 팬데믹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은 상당한 발전을 달성했다. 

금융기관은 이제 이러한 발전을 발판삼아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디지털 전환 노력이 단순히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효용을 발생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주
Shareholders

주주들은 단순 손익계산서의 항목 그 이상의 것까지도 관심을 기울인다. 가 

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들은 높은 윤리 기준과 영업 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곳들이다. 주주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면 

적합한 투명성을 갖추고 식별된 주요 리스크를 공시할 것을 기대한다. 주주들

이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함으로써 기업들은 보다 높

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26

이제 대다수의 주주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성과 뿐 아니라 윤리 및 회

복 탄력성 관점에서 운영 리스크를 고려할 것을 기대한다.27 예를 들어, 만약 

디지털화가 오프쇼어링을 의미하고, 오프쇼어링으로 인해 기업들이 외국에서 

부패, 인권 침해, 혹은 불평등한 노동 착취를 행사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비

용 절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28

주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미국 증권거래소는 ESG 보고체계에 대한 제안

을 하고 있다. 더 많은 주주들이 단순 재무 성과보다 더 다양한 기준들을 통해 

투자를 평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취하는 추가적인 측정 방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믿을 수 있는 외부 감사인 혹은 평가 기관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치

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주의 눈에 기업의 성공은 이제 기업이 발생시키는 순

(net) 긍정 효과를 나타내는 인증된 지표에 달려있다.

26 Ibid.

27 Ibid.

28 Ibid.

주주의 눈에 기업의 성공

은 이제 기업이 발생시키

는 순(net) 긍정 효과를 

나타내는 인증된 지표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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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효율성 그 이상을 추구하는 협력 관계

딜로이트는 1960년부터 유럽에서 존재해 온 200개가 넘는 은행 간 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다.3

조사에 따르면, 80%의 은행 간 협력 사례는 경쟁력이 낮은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

를 이룸으로써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협력 관계는 종종 공익

을 위한 사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협력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오늘날까지도 유효

하게 작용하며, 최근 등장한 은행 공동 ATM이 이를 증명한다. 2020년 벨기에 조피

코(JoFiCo)와 네덜란드의 겔드마트(Geldmaat)가 협력한 것이 바로 그 사례이다.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가 증가하는 세상에서 개별 은행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

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러한 은행 간의 협력은 고객들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높

여주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비용의 효율성만으로 은행 간 협력의 동인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협

력을 이끄는 두번째 주 요인은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존재해야 작동하는 

양면 시장(two-sided market)에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함이다. 비용 효율성과 양

면시장에서의 고객 유인은 은행 간 협력을 견인하는 요인의 70%를 차지한다.  

노르웨이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인증 솔루션인 뱅크아이디(BankID)4가 두

번째 요인을 설명하는 예시이다. 공급자인 은행기관이 솔루션을 지원하고, 수요

자인 국민들이 편리함을 누리게 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 솔루션의 활용도는 

매우 빠르게 높아졌다. 벨라루스 국가들이 활용하는 지불 솔루션인 페이코니크

(Payconiq)도 이러한 예시 중 하나이다.

은행 간 협력의 또 다른 동인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함이며, 전체 협력 중 

30%를 차지한다. 종종 이러한 협력은 비은행 부문이나 핀테크 인수를 통해 추진된

다. 디지털을 활용한 고객 만족 시스템이 이러한 트렌드의 좋은 예시이다. 2014년

부터 업계에 등장한 이 트렌드는 가장 최근에 나타났다.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네번째 동인은 규제 준수와 관련된 비용 및 리스크를 줄

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발생하며, 특히 고객확인절차(KYC) 및 금융 범죄 분야와 연

관되어 있다. 북유럽의 고객확인절차 시스템인 인비뎀(Invidem)5의 목표는 안전 

및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금융기관과의 최초 거래 시 소요되

는 기간이 단축된다는 효용을 얻을 수 있다.

은행 간 협력
은행 서비스의 변화를 앞당기다

Kasper Peters, Gerry Pelgrims  

갑작스레 등장한 네트워크

은행은 수십년 동안 산업 생태계 내에서 동종업계 다른 기업, 감독 기관 등과 협력해왔다. 

딜로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에서만 200개가 넘는 은행 간 협력 사례가1 30개국에

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그러나 은행 간 협력이라는 주제는 은행과 핀테크 사이의 관계나 애플, 구글 또는 알

리바바와 같은 빅테크 업체와의 관계보다 훨씬 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은행 간 협력은 업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2014년 이후, 우리는 관련 업

계 생태가 두배 이상 증가하는 고요하지만 엄청난 혁명을 목격하였다.

본 고에서는 은행 간 협력의 동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각 국가의 업계 성숙도를 점

검하며, 은행 간 협력과 빅테크간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딜로이트는 이러한 협력이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은행 

서비스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02

1 An interbank ecosystem is defined as a collaboration between at least three banks, potentially involving players from 
 other industries and/or public authorities, in order to produce goods or services for B2B or B2C clients, even outside 
 traditional financial services products. Basic supplier or commercial relationships with only two parties were excluded.

2 All figures related to interbank ecosystems originate from Deloitte’s proprietary Interbank Ecosystem Repository for 
 Europe, 2020.

3 Deloitte Database on European Interbank Ecosystems, 2021.

4 BankID is a digital identity solution used by all the banks in Norway, public digital services and an increasing number of 
 enterprises in a wide range of sectors. More than 4 million Norwegians have a BankID. See also: www.bankid.no

5 Invidem is a shared KYC compliant service to prevent financial crime and facilitate business relations in the financial  
 market in the Nordics. See also: www.invidem.no

유럽연합의 기관들은 
미국이나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은행 간 
협력에 대한 전략적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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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은행이 추진한 협력 사례들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편 은행 간 협력 사례는 2014년 이후 거
의 두배로 급증해오고 있다
1960-2020년 유럽 내 은행 간 협력 누적 사례

모바일 결제 가치제공 서비스 오픈뱅킹 규제준수 인증 신용

대금결제 및 현금서비스 금융 시장 및 증권 IT 서비스 기타(예: 교육 플랫폼, 실험 사업 등)

참고: *은행 간 협력 증가의 연간 절대평균
#X: 확인된 현재도 유효한 은행 간 협력의 사례
출처: 딜로이트 내부 분석 – 유럽 내 은행 간 협력 데이터

은행 간 협력 사례는 196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 10년간 두배로 성장했다.

은행 간 협력 사례는 총 10개의 분야로 구분 가능하며, 대금결제 및 현금서비스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 간 협력의 성장세는 다음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 (WAVE 1 및 2)으로, 예시로는 ATM의 등장, 인터넷의 성장, 모바일 결제 기술의  
등장등이 있다.

유럽 및 유럽 내 국가들에 대한 규제(WAVE3)는 업계 전반적으로 정형화된 솔루션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상업적인 노력(WAVE4)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은행 간 협력과 빅테크: ‘협력적 경쟁’의 
다양화

빅테크와의 협력은 다양한 국가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특

히 모바일 전자 지갑을 통한 결제 시장의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페이나 구글페이와 같이 지불결제 분

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은행은 이러한 협력 

관계를 깊이 다지는 것에 다소 주저하는 듯 하다. 은행의 

경영진은 지불결제 부문에서 빅테크와 협력을 공고히 하

는 것이 결국에는 은행의 입지를 위협하는 트로이의 목마

같은 존재가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은행 간 협력은 은행이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빅

테크와의 협력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빅테크는 전세계적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대한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 직접 

시장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빅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은

행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보완하고 빅테크의 넓은 고

객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페이코니크(Payconiq)나 유

럽연합 지불결제 동맹(European Payments Initiative)

가 이를 나타내는 좋은 예시이다.

반대의 사례도 있다. 빅테크가 은행 간 협력에 참여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은행은 규제나 리스크 관

리, 은행 상품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빅테크 기업들은 아직 이러한 전문성

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다. 

한편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UX, 클라우드, 슈퍼컴퓨팅, 

데이터 분석과 같은 기술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빅테

크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에 더 깊게 관여하게 되면서 글로

벌 수준의 대형 은행들과 협력하는 사례가 특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과 빅테크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경쟁자 관계에 있

다. ‘협력적 경쟁’6이라 불리는 이들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흥미로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다양한 협력 사례

유럽 내 국가에서 은행 간 협력을 분류하는 체계와 규모

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태리, 폴란드, 포르투갈과 

벨기에는 유럽 내 협력 사례의 2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수의 협력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원가 및 

규제의 차이, 각 국가의 규제 기관 및 은행 연합의 대응 

강도, 은행 부문의 혁신 수준, 각 은행 기관 경영진의 신

뢰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5개의 요인

의 수준이 심화되거나 높을수록 은행 간 협력 관계가 형

성될 가능성이 높다. 

엄청난 성장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행 간 협력 시도들은 상당한 투자가 무색하게 빛을 보지 못하는 경

우도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례들은 수년 간 지속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은행 간 협력이 실패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은행 간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이 취하는 효용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경우 
(예: 공동 ATM 네트워크에 A은행은 10%의 지분을 차지하는 반면 B은행은 35%를 차지하는 경우)

비즈니스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기업 내부의 전략이나 투자 시기와 상충되는 상황 발생

경영진 간의 신뢰 부족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은행 간 협력

6 Co-opetition: Co-operation between competing companies, where they simultaneously engage in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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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태리, 폴란드, 포르투갈과 벨기에는 가장 많은 수의 은행 간 협력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참고: 전체 국가에서 추진중인 협력 사례의 총합계(214)는 이전에 보고된 205건보다 많으며, 이는 몇몇 국가에서 존재하였던 일부 협력 사례들이 현재는 다른 국
가에서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 P27의 경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에서 존재한다).
출처: 딜로이트 내부 분석 – 유럽 내 은행 간 협력 데이터

유럽 내 은행 간 협력 사례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유

는 매우 복잡하지만 다음이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각 은행의 비용 및 수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은행이 겪는 압박 정도에 따라 비용을 억
제하기 위해 협력 더욱 관심을 기울이거나 관심이 없을 수 있다.

규제기관의 압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압력이 높을수록 협력 사례가 증가한다.

각 국가 은행연합이 은행 간 협력을 주도하는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혁신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혁신의 수준이 높을수록 협력이 증가한다. 

이외에도 타 산업 부문 대비 은행 부문의 상대적 중요성, 세금혜택(예: 과거에 이태리에서 
세제 혜택이 있었음), 인구 규모, 외국 투자자의 관심 정도, 은행 산업 내 신뢰 수준 등에 따
라 달라진다. 

최근 들어 은행 간 협력의 초기 단계에 공공기관이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

요해지고 있다. 2020년 공공기관은 해당 년도에 시작된 은행 간 협력 중 

절반에 가까운 사례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유럽연합의 기관들

은 미국이나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은행 간 협력에 대한 전략적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글로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 유럽연합 지불결제 동맹이 이를 

증명한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제적 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은행 간 협력 체계

의 확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확인된 전체 은행 간 협력 사례 중 10

건만이 유럽연합 (혹은 글로벌) 수준의 범위 확대를 달성하였다. 규제, 법

률, 조세제도의 차이가 협력체계 확장을 방해하는 중심 요인들이다. 그러

나 한편으로는 전(全) 유럽 수준의 은행 간 협력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통합된 유럽 은행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증권거래나 무역 금융과 같이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협력 체

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부문에서만 국경을 초월한 사례가 등장할 수 있

었다. 유럽 11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무역 금융 플랫폼

인 위트레이드(We.trade)가 몇 안되는 예시 중 하나이다. 

만약 은행이 유럽연합 수준의 성공적인 은행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목표 및 상호 운용이 가

능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또한 규제기관은 상호 운용 요건을 최대한 조기

에 반영해야만 한다. 

이태리

상
위

 2
5%

2
5

%
 이

상
 중

위
2

5
%

 이
하

 중
위

하
위

 2
5

%

19
폴란드 15

포르투갈 14
벨기에 14

독일 12
네덜란드 11

영국 11
헝가리 10
스페인 10
프랑스 9

불가리아 9
헝가리 8
덴마크 7
스웨덴 6

노르웨이 6
유럽 6

오스트리아 5
라트비아 5

룩셈부르크 5
스위스 5

체코 4
아일랜드 4

핀란드 4
세르비아 4

슬로베니아 3
리투아니아 3
크로아티아 2
에스토니아 1
슬로바키아 1

루마니아 1

4개의 국가가 EU 전체 은행 간 협력의 3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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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간 협력: 은행 서비스의 변화를 앞당기다

은행 간 생태계의 미래: 확장 및 통합

딜로이트는 아직 매우 초기 단계인 7개 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은행 간 협력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 범죄에 대한 규제 기관의 관심 

증가와 규제 미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증가로 인해 이 분야

에서 은행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 범죄자들이 체계 내

에서 가장 취약한 은행 기관이나 국

가에 침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 관계는 전(全) 유럽 수준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유럽 전체 수준에

서 거래 및 고객 정보를 통합함으로

써 금융 범죄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

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및 디지털 소외계층 포용의 목

표는 딜로이트의 은행 간 협력과 관

련된 데이터 베이스에서 단 2%만

을 차지하고 있다. 개별 은행이 소

수 고객층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에 

투자하고 혁신하는 것은 쉽지는 않

은 일이다. 그러나 은행 간 협력을 

통해 특수한 수요를 가진 고객들을 

위해 인공지능이나 음성인식을 활

용해 사용의 편의를 고려한 앱이나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개발하는 것

은 서비스 확대의 강력한 촉매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비

용의 규모는 상당하다. 투자 와 관련

된 정책들은 더욱 투명해져야 하며, 

ESG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출

과 같은 전통적인 소매 은행의 활동

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규제기관

은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 정책에 건

물 에너지 사용량 등을 고려할 것

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가능하다

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계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는 에너지 

성능 인증(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에 대한 공동의 데이

터 베이스를 개발하여 지속가능성

과 관련된 절차를 반복적으로 행하

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E-정부는 상당한 발전

을 이루었으나 시민, 중소기업, 대

기업을 위한 엔드 투 엔드(end-to-

end)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은행, 공증, 그 외 기타 

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 

소규모 기업을 설립하였으나 더 많

은 업무들이 이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딜로이트는 주로 통신사 혹은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12

개의 은행 인증서 서비스를 분석하

였다. 경쟁 대상인 빅테크가 만든 

인증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

문에 상호 운용성과 유럽 전체 수준

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목표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인증서와 밀접한 연관을 갖

고 있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비용

은 특히 소규모 은행이 규모의 경제

를 실현하려 함에 따라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매우 적은 

성공 사례만이 존재했다. 

미래는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의 원

동력으로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인

공지능이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은행은 레거시 시스템의 한계나 데

이터 활용 문화의 부족으로 인해 빅

테크에 비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시 외부 데이터 활용에 

익숙하지도 않다. 데이터 허브는 이

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여

기서의 목표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중앙화하고, 은행간에 사물 인터넷

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같은 비은행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다. 향후 은

행이 독자적인 데이터 제공 서비스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금융범죄 지속가능성 디지털 인증서 및 사이버 보안 금융 및 디지털 소외계층 포용 운영의 단순화 데이터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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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은행 간 통합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은행 CEO들은 경쟁해야만 한다는 생각과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현실 인식, 2개의 

목표 사이에서 고민한다. 그러나 은행업은 변혁의 시기에 놓여있고, 은행은 상호간 

혹은 빅테크와 협력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하고 시도하는 것에 몇 년간을 허비할 시

간이 없다. 

협력에 빠르게 편승하고, 다른 분야와 공공기관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은행업계는 은행과 고객 모두의 발전과 이익을 가져다주고 전체적으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비슷하게 유럽 연합 내 협력 체계에서 지불 결제 및 현금 서비스 분야의 통합도 예

상된다. 현금 사용량이 확연하게 감소하면서 ATM 네트워크의 통합이 필요해졌다. 

ATM의 활용은 향후 5년간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발생하는 비용 손실을 

막기 위해 은행 간 협력이 불가피해졌다. ATM 네크워크의 통합 확장이 해결 방안

이 될 수 있다. 현재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네덜란드는 ATM 통합 사업에 참

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참고: 민간 부문에서 통합 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 모바일 지불 결제 분야에서 모든 국가 주도의 지불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은 극명하다. 일부

는 유럽 연합 혹은 글로벌 기업에 통합되는 전략을 취해야 할 수 있다. 

딜로이트가 300개 이상의 은행을 대상으로 수행한 2020년 

은행 업계 성숙도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디지털을 잘 활

용하는 은행은 뱅킹 앱 내에서 은행 업무 이상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예: 기차 티켓 예매, 할인 쿠폰 제공 등). 규모나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시장에서 뒤쳐진 기업들은 소위 ‘화이트 

레이블(White Label)’ 방안을 활용하여 선도 기업들을 쫓아

가야 할 수 있다. 이 또한 은행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각종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은행 간 협력의 통합이 일

어날 것으로도 예상된다. 오늘 날 국가 내부의 은행 간 협력 

체계를 일맥상통하게 하기 위해 통합된 체계 아래에 다양한 

협력 사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결제 

서비스 및 인증 서비스 빕스(Vipps),  뱅크아이디(BankID)와 

뱅크아셉트(BankAxept) 간의 합병은 서로 다른 분야의 협력

의 예시이다. 또 다른 예로는 포르투갈의 은행 간 합작 투자인 

SIBS 가 있다.

은행 서비스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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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뱅킹의 모멘텀 구축

Ryan Alderman, Jonathan Valenti 

디지털 뱅킹이 가져온 새로운 패러독스

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뱅킹이 활성화되는 전례없는 촉매제로 작용

하였다. 대부분의 은행 지점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면서, 

일반 은행의 고객들은 셀프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채널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크기에 관계없이 디지털 뱅킹의 사용이 치솟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웰

스파고 은행의 경우 원격 예금 건수가 35% 증가하고 송금 건수는 50% 증가하였다.1 게

다가 많은 고객들이 처음으로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특히 장년층에서 이것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는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디지털 뱅킹 사용

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이러한 디지털 상의 접촉이 고객과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만들

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사실, 딜로이트의 서베이 결과에 따르

면 디지털 뱅킹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객들은 일상적인 거래는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지만 고객의 니즈가 사회, 경제, 문화, 기

술 트렌드에 따라 변화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들이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는 

지점 방문, 폰뱅킹, 모바일 뱅킹 등  
사용하는 채널에 관계없이 고객들은 
즉각적인 만족, 향상된 편의성, 유연

성 뿐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

고 있다.

03

1 Laura Noonan, “Covid nudges US bank customers into digital era,” Financial Times, December 15, 2020.
2 Michael Dimock, “Defining generations: Where millennials end and Generation Z begins,” Pew Research Center, January  
 17, 2019.

Chapter

본 서베이에 대하여

딜로이트의 금융산업본부는 2021년 3월 디지털 뱅킹 서베이를 진행하였다. 서베이는 3,000명의 미

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리서치 기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은행 서비스 이용 인구를 대변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에는 가중치가 반영되었다. 이 리포트에서는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을 5개 세대로 분

류한다: Z세대(18-23세), 밀레니얼세대(24-39세), X세대(40-55세), 베이비부머(56-74세), 그리고 75

세 이상2

서베이는 고객의 디지털 은행 사용 행태에 대한 인사이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본 서베이에

서는 디지털에서만 운영되는 은행과 빅테크, 주거래 은행에 대한 인식과 충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면 서비스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팬데믹 이후, 고객들은 즉각적인 만족, 향

상된 편의성, 유연성 뿐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즉, 지점 방문, 폰뱅

킹, 모바일 뱅킹 등 고객들이 사용하는 채널에 관계없이 단 하나의 요소가 여전히 

고객들에게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바로 ‘휴먼 터치(Human touch)’이다.

인간적 접촉에 대한 수요로 인해 은행 지점으로의 발걸음이 행해지게 되며, 

특히 대면 접촉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에서 이런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

실상 은행 지점은 은행의 전체적인 매출 성장과 고객 관계 강화에 계속해서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은행은 디지털과 사람 중심의 소비자 경험을 

융합하여 디지털 뱅킹 모멘텀을 활용해야 한다. 

모바일 뱅킹으로 인해 고객들이 계좌를 확인하고, 공과금을 납부하고, 송금

을 하거나 ATM에서 인출하는 과정이 편리해졌지만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은행, 디지털 기반의 경쟁사, 그리고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

스에 접근하는 것 또한 용이해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존의 은행 운영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위

험하다. 딜로이트의 서베이 결과를 통해서도 도시 거주 인구나 정규직에 근무하는 

고객들은 새롭게 등장한 은행을 활용하는 데 보다 적극적임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디지털 뱅킹 경험을 재정비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확장하는 동시에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은행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객 경험을 개인화하는 것에

서부터 고객이 인식하는 보안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까지 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매

우 다양하다. 한편 고객들이 지점에서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지, 디지털 뱅킹을 선

호하는지에 관계 없이 은행 고객 경험에 사람 중심의 기술을 대입하는 것은 다른 과

제들 만큼, 아니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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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술과 인간적 경험이 융합된 은행 
서비스 경험

본 서베이 참여자의 1/3은 팬데믹 이전 대비 디지털 뱅

킹 채널의 사용이 훨씬 증가하였다는 것에 동의하였다.3 

많은 은행들이 디지털 뱅킹 사용자 및 디지털 신규 고

객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팬데믹 기간 동안 챗봇 서비스인 에리카

(Erica) 사용자가 7백만 명에 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4

디지털 사용량의 증가는 은행의 비용 감소 뿐 아니

라 핵심 매출 부문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분기 유에스뱅크(US Bank)의 대출 상품 판

매 61%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수치이다.5

지난 몇 년간 고객의 모바일 뱅킹 사용을 권장하기 위

해 애써왔던 은행은 고객의 디지털 수용량 증가에 기뻐

하고 있다.6 그러나 팬데믹이 지나간 세상에서 디지털 

모멘텀은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

조사 참여자들은 공과금 납부, 송금, 예금 업무와 같

이 간편한 업무에 대해서는 디지털 채널의 편리함을 계

속해서 선호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그림 1). 심지어 베

이비부머 세대까지도 온라인 뱅킹을 사용하는 것에 편

리함을 느끼고있으며 이들이 찾는 은행 서비스가 단순

한 것들이 대부분임에 따라 이러한 사용 행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조사에 참여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절반은 송금 업무 시 온라인 채널을 선호한다고 응답하

기도 했다.

한편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 응답자들은 연장자 계층 

대비 “언제나,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모바일 은행 앱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현금수표 

서비스 업자, 송금 서비스 업자와 같은 대체 금융 서비

스를 이용하는 금융 소외 계층 또한 기본적인 금융 서비

스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고 이들 대다수가 젊은 계층

이기 때문에 모바일 뱅킹을 선호한다. 

디지털 뱅킹은 편리함의 상징이지만 사람 중심의 기

술 및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져 왔다. 

결과적으로, 다수가 디지털 환경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쉽지 않다고 믿어왔다.7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적 접촉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

다. 이것의 예시로는 고객에게 은행원이 화상으로 원격 

지원을 하는 것 등이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밀레니얼 세대 및 X세대 응답자의 ¼

은 모바일 뱅킹 앱이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원격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고객들은 간단한 은행 업무에 대해서는 디지털 채널을 선호하지만 인간적인 대면 접촉이 필요한 
경우 은행 지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선호하는 채널은 COVID-19 팬데믹 이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지점 고객서비스 센터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 앱

참고: 응답자들이 1개 이상의 선택지를 선택 가능하였으므로 전체 비율의 합계는 100%가 아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선택지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능
했다. 
출처: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1 Digital Banking Consumer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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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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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ose who strongly agree to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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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yler Mondres, “ABA Data Bank: Mobile banking adoption accelerates,” ABA Banking Journal, October 30, 2020; Disha 
 Gupta, “6 Companies leading digital banking (and what you can learn from them),” Whatfix, November 20, 2020.

7 Jim Marous, “More digital banking experiences means humanizing the tech beast,” Financial Brand, December 17, 2020.

Z세대 
1997~2007년생

14~25세

X세대 
1966~1982년생

40~56세

밀레니얼 세대 
1983~1996년생

26~39세

베이비부머 
1947~1965년생

57~75세

노년층 
1946년 및 그 이전 출생

76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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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지털과 사람 중심의 기술을 융합하는 모든 

노력이 똑같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늘어난 고객 서비

스 센터 수요, 지점 폐쇄 등과 맞물려 온라인·모바일 앱

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챗봇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완벽

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챗봇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한정되어 있고 소비자의 요구와 문의가 점점 더 복잡해

짐에 따라, 챗봇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적절하게 제공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몇몇 은행에서 고객의 

챗봇 사용이 높아진 것이 확인되었지만8, 여전히 갈 길

이 멀다. 조사참여자 중 챗봇을 사용해 본 사람들 중 많

은 이들이 챗봇이 인간 대비 지식 수준이나 공감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챗봇과의 대화를 위해 긴 대기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상품 문의에 챗봇을 

사용한 응답자 중 82%는 향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챗봇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46%는 지점을 방문할 것

이라고 응답하였다.9 챗봇 및 다른 디지털 상의 상호작

용에 사람 중심의 경험을 탑재하고 고객들이 직면한 문

제에 더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뱅킹 활

용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디지털 채널만큼 편리하지는 않지만 은행 지점 

채널의 경우 개인화된 친밀감과 공감대를 제공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령대가 있는 고객일수록 

주택 담보 대출이나 신용 보증 신청, 재무 상담과 같이 

보다 복잡하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업무

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질문이 가능한 은행 지점을 방

문하려는 성향이 있다. 35%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재무 

상담을 위해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대

답한 한편, 8%만이 동일한 서비스를 위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뱅킹을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은행 지점에 대한 선호는 연령대가 있는 고객

층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조사에 참여한 밀레

니얼 세대의 1/3은 재정 상담 업무를 위해서는 지점 방

문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들은 밀접한 상호작용이 필요한 업무 마저도 디지털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밀레

니얼 응답자 중 30%는 재정 상담 업무를 위해 디지털 

채널(온라인 혹은 모바일 앱)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젊은 층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물리적 채널과 

디지털 채널을 모두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은 결합된 고

객 경험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제 고객

들에게 있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

으로 자리 잡았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자면 고객이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정보를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상에서 

접하고, 현재 금리를 확인하기 위해 챗봇과 상담한 후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고객 상담

센터와 통화하고 대출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은행 지

점에 방문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채널로 

옮기는 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들

은 매번 본인 인증을 해야 하고 같은 정보를 다시 제공

해야 한다. 자연스레 이러한 절차로 인해 기대 이하의 

경험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이나 고객의 희

망과는 다르게 이러한 상황은 자주 발생한다.10 은행의 

기술 시스템이 물리적 – 디지털 채널 간 데이터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통합되어 고객

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채널 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젊은 고객층의 이탈
새롭게 등장한 리스크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 접촉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

에 혹자는 고객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은행 서비스에 만

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은

행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

였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72%가 지난 해 은행 서

비스에 만족하였거나 매우 만족하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8년 딜로이트가 수행한 글로벌 디지털 은행 서베

이에 따르면, 미국 내 응답자 76%가 주거래 은행의 서

비스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11 

은행들은 사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한편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발전을 이루었다.12

그러나 모든 고객들이 동일하게 만족을 나타낸 것은 

아니었다. 젊은 응답자들은 X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 

고객 대비 주거래 은행에 만족하는 비율이 훨씬 낮았으

며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

림 2). 이는 은행에게 있어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젊은 

고객들의 경우 계좌의 수도 적고 은행과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는 데 있어 소모되는 

비용이 크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젊

은 층이 빅테크나 핀테크를 통한 경험으로 인해 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마도 대다수는 단순히 금융 상품을 취득하거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통합된, 지능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는 믿을만한 금융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13

그림 2
젊은 고객층은 은행 서비스에 보다 낮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거래 은행을 변경할 리스크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1 Digital Banking Consumer Survey.

57% Z세대 20%

62% 밀레니얼 28%

75% X세대 16%

82% 베이비부머 6%

85% 75세 이상 1%

연령대 별 주거래 은행에 대한 만족도 연령대 별 주거래 은행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

"만족한다" 혹은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다소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

8 Bank of America, “70% of Bank of America clients engaging digitally for more of their financial needs.”

9 Deloitte Digital Banking Survey.

10 DJ Haskins, “Banking in the new normal: Removing silos from your digital experience,” Financial Brand, June 15, 
 2020.

11 Val Srinivas and Angus Ross,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in banking, Deloitte Insights, October 9, 2018.

12 J.D. Power, “Pandemic put lenders to ‘Digital test,’ J.D. Power finds,” press release, May 26, 2021.

13 Bill Streeter, “Four ways banks must change before millennials & Gen Z will love you,” Financial Brand, October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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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하나 이상의 파트타임 업무에 종사하는 

긱 워커(gig worker)의 경우 정규직 종사 고객 혹은 은

퇴 고객 대비 주거래 은행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일정하지 않은 소득과 부족한 저축 금액

으로 인해 신용도를 확보하기 쉽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는 금융 활동에 대한 우려가 긱 워커의 만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의 긱 워커가 팬데믹 기간 동안 주거래 은행이 제공

한 재정 지원(예: 저금리, 대출 유예, 조정 등)에 만족하

지 않거나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정

규직 종사 고객 대비 2배(9%) 높은 수치이다.

결론적으로, 은행 고객들은 기존의 은행 시스템 외의 

다른 옵션에 보다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밀레니얼 세

대 응답자의 29%는 디지털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는 것

에 개방적이거나 매우 개방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베

이비부머 세대는 5%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금융소외계층 고객의 경우 디지털 은행에 예금

을 예치하겠다는 비율이 비소외 계층 대비 3배 높게 나

타났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은행에 대한 고객 만족

도가 작년도에 크게 감소했지만 기존 은행보다는 여전

히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이탈이 우려되는 고객층(주거래 은행을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다소 그

렇다” 라고 대답한 고객)은 디지털로만 운영되는 은행이

나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은 빅테크 기업에 보다 개방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이러

한 선호는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며, 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경험 때문인 것으로 추측

된다(그림 3). 젊은 고객층은 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혁

신적인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16

그림 3
이탈이 우려되는 젊은 고객층은 디지털 은행이나 빅테크에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 밀레니얼

참고: Z세대와 밀레니얼의 “이탈 우려 고객층” 및 “충성 고객층” 응답자들은 디지털 은행 혹은 빅테크 기업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혹은 “다소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다.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1 Digital Banking Consumer Survey.

고객 행동 고착화 및 고객과의 관계 강조

따라서 미국의 은행들은 2가지의 상당한 어려움을 직면

하고 있다. 디지털 은행을 선호하는 고객 행동의 고착화

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젊은 고객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 상호

작용에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물리적, 디지털 환경 

모두에서 은행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조

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고객의 잠재된 니즈를 

이해하고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주도적인 역

할을 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고심하여 비대면 채널 

활용의 전환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은행

이 고려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인간적 요소를 활용하라

오늘날 고객 상호작용에 인간적 요소를 더하는 것은 고

객 참여를 위해 필수적이며, 은행 지점과 디지털 채널 

모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딜로이트의 서베이

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에도 은행 지점이 수행하는 역할

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젊은 세대와 중장년

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

으로 나타났다. 은행 지점은 집을 구매하거나 은퇴를 준

비하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함에 있어 

인간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보다 깊고 개인화

된 고객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다.17 은행 지점이 통폐합되고 있지만, 복잡한 상

품 판매, 재정 상담, 고객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보다 

친밀함을 강조한 형태로 지점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고

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객의 문제를 지능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고객의 디지털 경험에 인

간적인 요소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의 범위를 이해하고 접근 방식

을 적응하도록 AI 모델을 교육함으로써 훨씬 더 개인적

이고 인간적인 디지털 채널 상에서 고객과의 상호작용

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한편, 임직원 교육을 통해 소비자

가 셀프 서비스 채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러한 채

널의 용이성과 편의성을 소비자에게 교육하면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인간적인 연결을 형성하는 것은 것은 또한 챗봇과 같

은 디지털 채널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이며, 은행들은 이 점에서 다른 산업으로부터 영감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철도 사업인 암트렉

(Amtrack)은 챗봇 자동 예약을 통해 수익을 30% 증가

시켰을 뿐만 아니라, 연간 500만 건의 고객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1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18

경험의 개인화

모바일 앱을 통한 위치 기반 서비스 또는 스트리밍 서

비스 가입 할인 등과 같이 고객의 수요가 있는 보상을 

통해 이탈이 우려되는 고객들이 주거래 은행을 고수하

도록 장려해야 한다(그림 4).

이것은 젊은 세대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

요하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사실일 수 없다. 딜로

이트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본 은행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응답자 중 약 2분의 1

은 보다 적절한 고객 보상이 따른다면 현재 주거래 은

행을 고수할 것이다.

게다가 경험의 개인화를 통해 디지털 은행 서비스 

관련 고객 행동의 고착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스포티파이가 고객 경험 개인화에 주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음악 스트리밍 기업은 최근 각 이

용자가 연간 청취한 음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Only 

You” 기능과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개인화된 플레이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Blend”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였다.19

이탈 우려 고객층

향후 디지털 은행에
예금을 개설할 가능성

향후 디지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

향후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은
빅테크 기업을 이용할 가능성

충성 고객층

14 Steve Cocheo, “Trendwatch: Banking services and the gig economy,” Financial Brand, February 12, 2020.

15 J.D. Power, “Direct banks hit by pandemic headwinds continue on path to digital transformation of retail banking 
 industry, J.D. Power finds,” press release, April 1, 2021.

16 DJ Haskins, “Banking in the new normal: Removing silos from your digital experience,” Financial Brand, June 15, 
 2020.

17 Allison Netzer, “How millennials and Gen Z could reinvent the banking industry,” Forbes, February 3, 2021.

18 PYMNTS.com, “As chatbots turn 50, their use and development is still growing,” July 14, 2021.

19 Sarah Perez, “Spotify rolls out new personalized experiences and playlists, including a mid-year review and a blended 
 mix with a friend,” TechCrunch, June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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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림 5

이탈 우려가 있는 고객층의 경우 상품 및 경험이 개선된다면 주거래 은행을 고수할 것이다

모바일 뱅킹 앱을 자주 사용할수록 주거래 은행에 대한 젊은 고객층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탈 우려가 있는 고객이 주거래 은행을 유지하게 만드는 요소들

모바일 뱅킹 앱 사용 빈도에 따른 고객 만족도

참고: 주거래 은행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다소 그렇다”라고 대답한 이탈이 우려되는 고객들만이 응답자에 포함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1 Digital Banking Consumer Survey.

참고: 1. 샘플은 Z세대와 밀레니얼 응답자만을 포함한다 2. 모바일 뱅킹 사용 빈도가 높은 고객: 매 2주마다 적어도 한번은 모바일 뱅킹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 모
바일 뱅킹 사용 빈도가 낮은 고객: 지난 한 해 동안 한달에 한번 정도 모바일 뱅킹을 이용;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 지난 한해 동안 모바일 뱅킹을 사용
하지 않은 고객을 각각 의미한다. 3. 각 비율은 주거래 은행에 대하여 “만족한다” 또는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다.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2021 Digital Banking Consumer Survey.

이러한 타 산업의 예시에서 영감을 받아, 은행은 광범위

한 상품 포트폴리오로 고객을 압도하는 대신, 거래 및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고유한 요구와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큐레이션하는 것을 고

려할 수 있다.20

즉 데이터가 모든 수준의 개인화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또한 은행이 엄청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서비스, 상품의 개인화는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일부 은행의 경우 레거시 

시스템과 서로 다른 시스템 간 호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어

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21 클라우드 플랫폼은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은행 서비스의 

개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2

채널 간 정보 교환 부족 해소: 

다양한 채널 간 은행 서비스 경험의 통합이 필요하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이탈이 우려되는 고객 중 5분의 1

은 주거래 은행의 채널 전반에 걸쳐 일관된 경험을 선호

한다고 응답했다. 은행은 소비자를 360도 관점에서 관

찰할 수 있도록 모든 채널에 걸쳐 데이터를 원활하게 제

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모바일 뱅킹 앱은 이러한 상호 연결된 경험의 

중심에 위치해야 하며, 은행 직원과의 원격 상담이 용이

하도록 해야 하며, 앱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ATM 

거래를 하며, 식료품 구입, 의류 쇼핑, 청구서 지불과 같

은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은

행 앱 내에서 구독 서비스를 관리할 수도 있어야 한다. 

모바일 앱이 소비자에게 모든 일상의 도움을 제공하는 

도구로 발전한다면, 콜 센터의 필요성도 최소화할 수 있

다. 은행은 서비스에 만족하는 고객층을 통해 이러한 서

비스 제공의 결과를 알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뱅킹 앱을 자주 사용하는 젊은 소비자들이 주거래 은행

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그림 5).

Z세대 밀레니얼

개인화된 
서비스 및 경험

인간적 요소

데이터 보안

고객 소통

재무정보 서비스

모바일 뱅킹 앱 기능
및 고객 경험

모바일 뱅킹 사용 빈도가
높은 고객 

모바일 뱅킹 사용 빈도가
낮은 고객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진  서비스 및 보상 제공

제공하는 상품 개선

현재 처한 재정 상황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제공

개인 신상 및 정보에 대한 보호

일관된 투명한 소통

재무 목표 달성에 도움

재무적 지식이 풍부해지도록 고객에 교육이나 방안 제공

항시 은행 직원과 원격으로 소통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

모바일 은행 앱의 기능 개선

모든 채널에서 일관된 고객 경험 제공

42%

40%

34%

32%

33%

31%

69%

41%
38%

71%

47%
44%

26%

28%

26%

21%

20 Richard Kibble, Margaret Doyle, and Alexandra Dobra-Kiel, “The future of retail banking,” Deloitte, November 2020.

21 Lynda Kershaw, “Don’t let legacy application challenges hold back your digital transformation,” Finextra, March 11, 2021.

22 Finextra, “Personalisation and customisation with data in the banking and payments industry,” October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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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뱅킹의 모멘텀 구축

데이터 보안 보장

데이터 보안은 가벼운 모바일 뱅킹 사용자(지난해 한 달

에 한 번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한 사용자)를 곤경에 빠

뜨리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한편, 개인 데이터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보호되는지, 어떤 부분이 비공개인

지와 같이 고객 개인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

지고 있다.23

복잡하게 상호 연결된 은행 채널 간의 보안은 낮은 채

널 간 연결성 만큼이나 취약하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래밍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5G 및 데이터 공유를 포함

한 지속적인 기술 발전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

고 있다. 은행에 기술을 공급하는 업체 혹은 핀테크 기술 

파트너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은행의 보안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출이 우선 순위를 점하게 

됨에 따라 은행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24

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소비자들의 "보안과 사생활에 

대한 인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설문 응답자 

중 3분의 1은 은행이 모바일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면 

더 많은 모바일 앱을 사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

탈이 우려되는 고객들 또한 은행이 자신의 신원 및 정

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경우 주거래 은행을 고수할 것이

다(그림 4).

은행은 디지털 뱅킹 운영 환경의 보안 및 개인 정보 보

호 기능을 소통하기 위한 캠페인을 설계하고 디지털 뱅킹

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진실함과 정직함의 소통

이탈이 우려되는 고객들 중 3분의 1은 수수료 및 금리와 

같은 은행으로부터의 일관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환영할 것이다(그림 4). 젊은 소비자들은 이를 더욱 중

시한다. 이탈이 우려되는 Z세대 소비자 중 47%는 은행

이 일관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함으로써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 또한 금융 경험에  

"인간적 요소"를 더하여 디지털 및 물리적 채널 전반에 

걸쳐 고객과 소통하고 신뢰를 창출하는 것의 일부이다.

한 마케팅 연구 조사에 따르면, Z세대는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보다 "솔직함"과 같은 속성을 훨씬 더 중

시한다. 25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디지털 전용 은행과 핀

테크가 전통적인 금융 기관보다 높은 고객 선호를 얻게 

되는 부문 중 하나일 것이다.26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이탈이 우려되는 고객의 마음

을 사로잡는 것은 작지만 영향력 있는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세세한 항목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보다 고객과

의 소통에 있어 명확성을 강조해야 한다.

고객 교육을 통해 금융 웰빙 강화

이탈이 우려되는 응답자 중 4분의 1은 재정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교육 리소

스 및 솔루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그림  4).

또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응답자 중 약 3분의 1은 은행이 단기 및 장기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 서비스 및 재무 관리 방안(예: 부채 관

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모바일 앱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를 표

했다. 은행은 금융 웰빙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것은 

소비자들이 금융에 정통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융 관련 교육은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소셜 미디어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는 젊은 고객층에 어필하기 위해 은행은 

보다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보다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실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뱅크 오브아 메리카는 2019년 마이애미에서 개최한 

“보다 나은 금융 습관은 보상을 제공한다“27 는 행사에서 인플루언서를 초청하여 

특히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자금 관리에 관한 지식을 공유했다.28

또한 은행은 저축 및 예산 책정, 주택 소유, 건물 신용 및 은퇴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리소스를 다루는 전용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29

많은 은행이 금융 관련 정보 공유에 투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이용자들 사이의 저축률 증가와 같은 소비자의 금융 복지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

한 지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투자 수익을 측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23 Timothy F. Cercelle and Omer Sohail, Redesigning customer privacy programs to enable value exchange, Deloitte 
 Insights, October 2020.

24 Yalman Onaran, “Financial firms’ cybersecurity spending jumps 15%, survey finds,” Bloomberg, August 4, 2020; Julie 
 Bernard and Mark Nicholson, Reshaping the cybersecurity landscape, Deloitte Insights, July 24, 2020.

25 Rajarshi, “How current aced banking for millennials Gen Z: Masterclass in growth and influencer marketing,” MoEngage, 
 June 27, 2021.

26 Ibid.

27 Ibid.

28 Steve Cocheo, “Financial marketing via Instagram influencers gaining traction,” Financial Brand, March 5, 2020.

29 Bank of America, “Better Money Habits,” accessed July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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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뱅킹의 모멘텀 구축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디지털 뱅킹의 발전

디지털 뱅킹은 진화의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고 있다. 소비자들은 디지털 뱅킹 기

능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며, 처음 사용하는 이들도 적어도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뱅킹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게다가, 은행 

지점은 전국에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디지털"에서 "선

택에 의한 디지털"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선택을 행사할 것이지만, 디지털 뱅킹의 

사용은 단순한 거래 활동에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은 이러한 디

지털 뱅킹 행위를 더욱 고착화하기 위해 디지털 경험에 인간적 요소를 더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 뱅킹은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이탈이 우려되는 젊은 소비자들을 사로잡

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디지털 뱅킹은 소비자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개인화하고 

그들의 금융 웰빙을 향상시키는 중심에 놓여 있다. 

은행은 소비자에게 보다 책임 있는 금융 행위를 교육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도구와 자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소비자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과 같이 복잡한 상호작용

이 필요한 순간을 위해 인간적인 공감대 형성과 같은 요소들을 잃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고객들이 "선택한 채널"을 사용하면서도 일관되고 의미 있는 은행 경험

을 얻을 수 있는 유연성은 향후 은행과 소비자 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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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디지털 조직을 위한 논의

에 올라타 사고 현장으로 가 승객들을 안정시키고 다

른 대체 이동 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의 휴식 시간이다. 게다가 다른 사고 현장

에 들른 동료가 해당 지점까지 몇 분이면 이동한다고 

그룹 채팅방에 공유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휴식을 방해 

받을 필요가 없다. 사고 상황이 모두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다시 커피를 마시고, 휴

식 시간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자율주행 버스는 아직은 미래의 일처럼 보이나, 앞에

서 설명한 예시는 현재의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

는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상징적인 요소들을 제공한다.2

사고 대응반, 원격 운전자 및 경로 관리자, 수리공 등

의 필수 직무를 포함한 이 대중교통 관리팀은 디지털 

기술로 하나가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며, 어디에 필요

한 업무이며, 누가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가를 결정하

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

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팀의 내재된 특성

은 디지털 기술과 이를 둘러싼 규칙 및 업무 방식을 통

해 결정된다. 

이렇게 구성된 팀이 생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알맞은 기술과 교육을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

으로 충분함을 추측할 수 있다. 기술 도입과 활용, 특

히 직원들이 알맞은 기술을 활용하고 이에 대한 활용

법을 숙지하게 하는 것은 업무 환경을 극대화하는 전

략의 핵심 요소이다.3 최근에는 인공지능, 셀프 서비

스, 이러닝 등을 통한 임직원 지원 업무 및 업무 흐름

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험이 보여주는 이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업무의 디지털화는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팀의 생산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증가

하고 더욱 다양해지기도 한다. 업무 방식은 업무 자체보

다 결과에 초점을 두고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업무 환

경에서 필요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지식과 역량을 필요

로 하고 있다.4 이에 알맞게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직의 전략 또한 진화해야 한다. 

기업은 업무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 내의 구성원, 팀

과 팀, 그리고 조직 내의 팀과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단순한 수단과 기술 이상의 것을 

형성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준비된 디지털 조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생태계, 장소 생태계, 휴먼 생태계, 이 3

개의 주요 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업들이 지원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The Deloitte Centre for the Edge has used this scenario, or variations of it, in previous essays that this essay builds on. 
 See Peter Evans-Greenwood, Sue Solly, and Robbie Robertson, Reconstructing the workplace: The digital-ready 
 organization, Deloitte Insights, July 12, 2021; Peter Evans-Greenwood, Alan Marshall, and Matthew Ambrose, 
 Reconstructing jobs: Creating good job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loitte Insights, July 18, 2018.

2 This dynamic team-of-teams nature of modern work is discussed at length in Jessica Watson et al., Building the peloton: 
 High-performance team-building in the future of work, Deloitte Insights, July 1, 2020.

3 NTT’s 2021 Global workplace report data shows that technology adoption and utilization—ensuring employees have  
 the right technology as well as the know-how to use it to collaborate effectively—are the top areas of focus in enabling  
 workplace strategies. See Alex Bennett et al., 2021 Global workplace report: Connecting your hybrid workforce, NTT, 
 accessed January 4, 2022.

4 Ibid.

디지털 기술로 하나되는 팀

분주한 카페의 소음 속에서 파란 빛의 정장을 차려입은 여성이 홀로 조용히 커피를 마

시고 있고, 그녀의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 PC가 놓여져 있다. 지금은 그녀의 휴식 시간

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자율주행 버스 노선의 실시간 운

행 현황이 나타나는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개별 버스의 위

치,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경로 변경, 팀 동료들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보고 있는 

동시에 무선 이어폰을 통해 그녀의 팀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1

그녀의 휴식을 멈추게 한 것은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 업무와 삶의 균형을 유지하

고자 재택에서 원격으로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교통 사고의 혼란 속에서 버스를 원

격으로 조정해야 하는 일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녀는 스쿠터

준비된 디지털 조직을 위한 논의

Peter Evans-Greenwood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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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된 업무로 인해 생산성의 조건이 
새롭게 탄생하였다

디지털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기술을 통해

서 수행할 수 있으며, 팀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

를 다루고(또는 실존하는 사물을 다루는 경우도 증가하

고 있다),5 협력하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많은 이들은 디지털 업무를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로 인해 사무실을 떠나 디지

털 상으로만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업무 방식으로 받아

들이기도 한다. 디지털이 없었더라면 물리적 공간이 필

요했을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었

다. 디지털 업무로의 변화는 거의 항상 사람들이 일하

는 장소의 변화와 연관 지어져 왔다. 이러한 초점은 팬

데믹 이후의 업무 환경에 대해 고용주가 생각하는 방향

성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직원들은 집에서 근무해야 

하는가,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하는가, 아니면 집과 사

무실을 오가며 근무해야 하는가? 이를 바라보는 직원들

의 시선은 다르게 나뉘어진다. 선택권이 주어지는 경우, 

약 30%의 직원들이 원격근무를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30%가 사무실 근무, 30%가 두 장소를 혼합한 업무 방

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6

그러나 어느 곳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고민은 디지털 업무가 창출해 낼 수 있는 보다 많

은 기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업무를 통해 

사무 공간을 해체하고, 업무를 보다 생산적이고, 성취

감을 줄 수 있게 하며, 공정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7 업

무 장소의 제한을 없애는 것이 디지털 업무의 장점이지

만, 디지털 업무의 모든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단순한 업

무 장소의 선택 그 이상의 업무 장소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한편 디지털 기술 집중도로 인해 효율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성은 필수가 되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업

들이 기존의 형태를 벗어난 다양한 팀과 업무를 구성함

으로써 디지털 기술은 업무와 관련된 휴먼 생태계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3개의 주요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조직 내 부서

는 서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 가에 대한 합의를 갖추어

야 한다. 조직은 이러한 합의가 효율적일 수 있도록 지

원이나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

나 특정 시점을 지나면 조직 차원이 아닌 부서 자체적으

로 상호 믿음을 형성하여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에 도달

하여야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체적인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

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동성, 불확실성, 모호함, 혼동성

의 증가이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절차나 과제 보다는 문

제나 결과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이다.8 종종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보통은 

실무진이 경영진보다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해

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5 Real-world objects such as forklifts, for example; see Chris Baraniuk, “The forklift truck drivers who never leave their  
 desks,” BBC News, October 20, 2020.

6 Voice of the employee feedback from NTT’s 2021 Global workplace report points to a clear gap between employee 
 work style preferences and what organizations are driving. Close to 79.1% of organizations say their employees would  
 prefer to work from company premises than from home, when safe to do so. But it’s not as simple as that. The 
 feedback data indicates a general “30-30-30” split in work-location preferences—when given the choice, approximately 
 30% of employees would prefer to work remotely, 30% from company premises, and 30% want to alternate 
 between the two (figure 17, p. 32). Salary excepted, employee choices are most heavily dictated by work/life balance 
 and flexibility, commute times, and the company’s brand values. And, despite employees wanting more flexibility, the 
 majority of organizations are planning to return, or have returned, to their prepandemic operating models: Nearly two 
 in three organizations say they have returned (31.8%) or will return (33.0%) to their workplaces as they were before the 
 pandemic (figure 18, p. 33)

7 Evans-Greenwood, Solly, and Robertson, Reconstructing the workplace.

8 See Figure 1 in Susan Cantrell, “Beyond the job,” People + Strategy Journal 44, no. 3 (2021): pp. 32–39.

게다가, 실무진은 자신과 팀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개

인적인 욕구는 생산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팀원이 거주하는 

곳을 알고 있고 언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대면 미팅 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소모적인 출퇴근길이나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찾기 

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기업들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각 부서에 전적으

로 선택권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생산성과 업무 방식을 논할 수 있도록 권

한을 높여주는 것이다. 중앙 통제와 부서의 자율성 간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반드

시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균형은 각 조직, 혹은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41준비된 디지털 조직을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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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의 초반에서 등장한 사건 관리 직원이 휴식시간

에 타블렛과 이어폰을 끄고 개인 이메일을 확인하였

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지점 가까이에 동

료가 없었다고 가정해 본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버스 

경로를 조정하는 경로 관리자와 같이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건 관리자에게 연

략해야 하는가? 경로 관리자는 사건 관리자의 개인 번

호로 연락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사건 관리자는 

문자나 전화 연락을 받아야만 하는가? 대중교통 관리 

부서가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가? 혹은 그렇

지 않다면 이 상황은 지침을 깰 만큼 위급한 상황인가? 

(물론 이는 애초에 사건 관리자에게 휴식 시간을 짧게 

끝내고 업무를 할 것을 묻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의 휴먼 생태계에서 별도로 다

루어질 예정이다.)

디지털 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업무를 뒷받

침하는 기술과 방식들을 탐색하는 데 있어 이러한 문

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만일 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그

리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들로 구성되어 이를 활용하는 

모두가 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관성 있는 디

지털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다.9

모두가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 각종 필요와 

업무에 따라 해당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리고 어떤 상황이 “규칙”을 깰 수 있는 것인지를 이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치와 외부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가 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효율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조직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2021년 NTT가 임원진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4.6%만이12 

디지털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할 때 업무 효율이 향상된다고 응답했다.13

한편 회사가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는 56.1%가 동일한 응답을 했다. 즉, 직원 5명 중 2명만이 디지털 상에서 업무

를 수행할 때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협업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14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서 종합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팀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상호작용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고심하여 팀을 구성한다. 디

지털 부문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협동심이 부족한 직원들로 구성된 팀의 경우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동의 협의를 위해 타협할 의지가 없거나 타협하지 않고 싶어할 수 있다. 반면

에, 디지털 부문의 역량은 부족하지만 협동심이 높은 직원들로 구성된 팀은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더욱 중요

한 것은 이러한 협동심 높은 팀이 지식과 모두에게 효과적인 디지털 업무 공간을 공유하고자 하는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 디지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요소들을 도입하도록 장려한다. 간단한 예로, 조직은 동료와 연락하

기 위해 이메일, 문자 또는 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적절한 상황을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각 기

술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교육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전체적으로는 근로자들이 협상 기법 및 협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과 함께 디지털 

업무 공간을 다른 팀과 협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터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팀의 디지털 역량

이 향상될 수 있다. 

딜로이트가 수행한 팬데믹 기간 동안의 업무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이해가 있음으로써 디지털 업

무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팀의 디지털 생태계가 보다 

일관될수록, 각 구성원이 집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더 

성공적으로 작동한다.10

디지털 생태계는 조직적, 지리학적, 정치적, 문화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서는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에서 제공하는 

트랜잭션 플랫폼, 포털, 애플리케이션 및 협업 플랫폼

과 같은 여러 "기업 디지털 세계"를 일관된 하나로 통

합해야 한다. 그러나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디

지털 환경이 점점 더 분열되고 있고, 기관들이 공공 인

터넷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통합된 체계

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직 내에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팀은 서로 

다른 시스템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기 때

문에 각기 담당 분야를 결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

면 유의미한 통찰력과 조직의 지식들이 공급업체 및 

파트너 플랫폼에 묻히거나, 이메일 대화로만 남아 버

릴 수 있다.

또한 팀 구성원에게 있어 개인 디지털 세계의 일부, 

즉 개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나 업무에 활용되는 

기술을 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응집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조직의 보안 정책이 개인 

9 Workers can be considered as navigating three types of digital workspaces: their personal workspace, which they view 
 the broader digital world through, the corporate workspace of company portals and applications, and multiple 
 individual team workspaces for the cross-functional and cross-organization teams that they are part of. See Peter  
 Evans-Greenwood, Rosemary Stockdale, and Tim Patston, The digital-ready workplace: Supercharging digital teams in 
 the future of work, Deloitte Insights, May 27, 2021.

10 Ibid.

11 The negotiations required to form a shared digital workspace can be either implicit or explicit. For instance, a Route 
 Coordinator may draft an incident report online and send a link to the document to team members for additions. 
 This makes it easy for contributors to click on the link and edit the document directly, rather than taking the extra 
 step of downloading the document onto a local device and emailing back their changes to be merged (often a 
 problematic process). Because it’s so easy, sharing and editing documents online becomes the default without its ever 
 having been discussed. At other times, the negotiation must be intentional. If a team spans several different 
 organizations—the Incident Responder in the city transportation authority, the Route Coordinator at a tech solutions 
 provider, and so on—explicit conversations are often needed to decide how to work across disparate platforms.

12 NTT’s 2021 Global workforce report, p. 34.

13 This figure is higher for leaders (64.1%) and organizations that have defined and agreed upon their future workplace 
 strategy (61.6%). It’s significantly lower for nonleaders (27.3%) and organizations that have not defined and agreed 
 upon their future workplace strategy.

14 NTT’s 2021 Global workforce report,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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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인지해야 한다. 모든 직원들이 동일한 기술과 제품을 사용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여러 플랫폼과 시스템이 등장하

고 있는 현재의 디지털 생태계에 알맞지 않다. 보다 나은 

접근 방식은 플랫폼을 보다 광범위한 디지털 생태계의 일

부로 간주하고, 각 팀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을 중

단하는 것이 가능한 “부품형”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작업자는 협력 조직이 호스팅하는 

디지털 작업 공간으로 조직의 내부 기능 일부 또는 전부를 

내보내거나 협력 조직의 작업물을 작업자의 공간으로 가

져올 수 있어야 한다. 

• 많은 팀원이 조직을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이 외부의 팀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디지털 업무를 위해 팀 내에 외부 협력자가 존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부 직원이 다른 조직에서 호스팅하

는 공유 작업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팀이 여

러 조직에 걸쳐져 존재하는 경우,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작

업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명확한 대화가 필요하다. 

• 기술 지원을 위해 개입한다. 팀 차원에서 일관된 디지털 환

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시도하다가 손을 뗀다면, 

이제는 조직 차원에서 이 기술 활용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때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조직적, 기술적, 규제적인 제한으

로 인해 선호되는 접근 방식을 활용할 수 없을 때 팀에게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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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논하면 대다수는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건물과 

같은 물리적인 장소를 떠올리곤 한다. 버스 운전기사의 

사무실은 그들이 운전하는 버스 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업무가 물리적인 것이 아닌 디지털 

환경에서 진행된다면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까? 앞의 예

시에서 등장한 원격 운전기사들은 버스가 실제로 물리

적 공간에서 운행되고 있는 동안 집 안의 한 공간을 차

지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버스를 

운전하는 일은 버스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또는 기사가 

앉아있는 책상 앞인지, 혹은 버스와 기사가 만나는 디지

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지연된 버스 운행으로 인해 화가 난 승객을 달래는 것

과 같은 일부 업무들은 대면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최선

일 것이며, 업무자는 업무 공간에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업무가 물리적인 공간에 존재하지 않고 업무자

와 물리적 공간을 연결하는 디지털 세상에 존재한다면, 

업무가 업무자에게로 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업무를 하는 공간은 업무자가 가장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업무 공간을 실

질적인 장소가 아니라 업무자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업무 공간은 제

약 조건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다. 

기업은 자택, 사무실, 혹은 두 공간을 결합한 장소 등 다

양한 옵션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양한 옵션들을 직원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다양

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업무인 

경우, 회사 사무실의 개별 공간, 자택, 공용 오피스 내의 

개인 공간 등에서 업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부 

디지털 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뜻밖의 기회를 앗아간다는 단점

이 있기도 하다. 디지털 상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진화하고는 있지만, 실제 대면 상호작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많은 C레벨의 경영진이 물리적 장소보다 업무에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장소 생태계에 접근하고 있다. 2021년 NTT 

조사에 따르면, C레벨 경영진 49.1%가 업무 공간은 더 이상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며, 직원들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라고 응답하였다.15

조직 내 부서들이 효율적인 장소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조직의 업무 성격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가이드라인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된다. 유연성과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은 충돌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접근 방식은 문화

와 업무 방식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영진은 특정 미팅이 반드시 대면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릴 수 있지만 시간과 장소는 각 부서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 다양한 업무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임직원이 다양한 위치에서 업무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기

업은 도시 곳곳에 거점 오피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른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서로

의 업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도 하다. 기업은 자택 또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의자나 책상을 제공할 수도 있다. 

• 직원들이 가장 효율적인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 장비 등을 정비해야 한다. 컨설턴트가 고객사 

근무 시 휴대 가능한 개인 랩탑을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것의 예시이다. 원격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집

에서 정류장 뿐 아니라 위성 오피스까지 편히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 또한 좋은 예이다. 

일부 상황에서는 기업의 보안 정책 등으로 인해 랩탑을 휴대하거나 VPN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재택 근무 시에도 직원

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업무는 앞의 예시에서 나온 것과 같이 카페 같은 공간이 

보다 적합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선호도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업무는 인간의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업무 경험 또한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갖

게 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일부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분리된 자택이나 사무실 공간을 선호하는 반면 일부는 

분주한 카페나 개방된 업무 공간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

다.

업무 이외에 개인이 맡은 역할 또한 가장 생산적인 장

소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에 나온 예시 속 카

페의 경우 해당 직원이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려는 장소

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 원격 운전자가 업

무를 수행하는 집 안의 별도 공간은 그가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로 관리자가 

업무를 하는 버스 정류장은 그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에서 가까운 길 모퉁이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원격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일이 반드시 원격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업무가 물

리적, 디지털 공간 모두에서 수행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

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은 각각의 장단

점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사무 공간에서 직원들

이 서로 소통하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물리적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또

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물론 화상 채팅 등을 통해

서도 관계를 다질 수 있지만 보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서는 대면 접촉이 보다 효율적임에 대다수가 동의할 것

이다. 

15 NTT’s 2021 Global workforce report,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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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항상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

으며, 디지털 기술은 2개의 중요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첫번째로, 디지털 자동화를 통해 반복적인 단순 

업무를 기술에 일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업무가 보다 흥미로워졌지만, 모

든 문제와 기회가 동일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형화된 방식을 따르는 것 보다 협동하여 유연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두번째로, 소통 기술

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다양하며 소속, 지역, 문화를 

오가는 소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를 통해 다양

한 역량과 관점을 망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모두가 조화

롭게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기도 하였다.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업무를 보다 작

은 규모로 나누어서 유연성을 제고한 것이다. 이렇게 소

규모로 나뉘어진 업무는 업무의 성격과 직원 개인의 역

량, 관심사, 유휴인력 여부를 고려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각 근로자에 배정된다. 팀은 잘 형성된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각은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업무가 종료되면 팀은 다시 흩어진다. 적어도 이론상으

로 이러한 방식은 복잡함이라는 대가를 치뤄야 하지만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직원의 역량과 관심사

어렵기 때문에, 업무와 직무에 대한 팀의 이해 정도에 따라 업무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과 결정권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결과에 만족하거나 이러한 방식이 반드시 효율적일 것임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방식이 

최적의 해결 방안이 아닌 경우 일부는 여전히 잘 하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직원들은 아마 처음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업무를 다

시 조정하는 것을 원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은 휴먼 생태계와 관련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특수성과 일반성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배구조와 보고 요건 체계 하에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본 고의 처음에 등장한 예시에서 버스 노선 관리 팀의 월별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노선 관리자에게 할당될 수 있다. 한편 버스 원격 운전과 같은 일부 작

업의 경우 업무 담당자가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다. 하지만 팀의 구성원 누구나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배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혹은 관

련된 지식과 기술)를 다른 동료들과 쉽게 나누어 수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팀이 이러한 매개 변수 내에서 역할과 책임을 협상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해야 한다. 특정

인이 할 수 있는 업무와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

분할 수 있다. 각 담당자는 자신이 책엄져야 할 부분과 팀 전체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명

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직원들은 자신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에 직면하였을 때, 다

른 팀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는 집단 지성의 한 예로, 직원들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 명시적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및 기타 기회를 만든다. 팀은 자신이 담당하는 작업의 일부 측면을 협

상할 수 있고 협상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일관된 디지털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은 예이

다. 무리하게 업무에 뛰어들기보다는 팀 구성 시(또는 새로운 구성원이 합류할 때, 또는 팀 구조나 책

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가 공동 작업을 위해 사용할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에 대해 충분한 시간

을 가지고 협의해야 한다.

가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배정하는 

업무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16

두번째 접근 방식은 단순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심이 

아닌 전반적인 문제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범위를 넓

히는 것이다. 

기업들은 직원들과 각 부서에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

로 마무리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주는 동

시에 달성해야 하는 특정 목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새

롭게 개발해야 하는 가치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업무

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점과 기회를 도출하며 고객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

게 된다. 

다양한 업무 방식을 고려할 때, 두번째 접근 방식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무를 정형화된 과

제와 직무로 구분하는 것은 특히 오늘날 기업들이 마주

한 문제 상황들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단 하나의 “최적화

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17 즉, 이상적으로 업무를 

최소 단위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업무 과

제 간의 의존성으로 인해 세분화는 더욱 복잡할 것이다. 

문제와 기회를 중심으로 정의된 업무가 단순한 과제 

중심으로 정의된 업무보다 더 유동적이고 예측하기가 

16 In practice, fractionalizing work can create less flexibility, rather than more. This is something we have seen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IT) world, with the rush to service-oriented architectures (SOAs) and (more recently)  
 microservices. Both of these movements attempted to create a more flexible IT estate by breaking the functionality it 
 provided into a catalogue of (small) services, enabling the services to be reorchestrated to quickly create new processes, 
 new functionality. This anticipated flexibility was never realized though. While SOAs and microservices enabled one 
 service to be replaced with another that was functionally identical, the dependencies between services would 
 commonly prevent them from being reorchestrated. We can see a similar dynamic with fractionalized human work, 
 with the need to negotiate between manager and worker to clarify the task, and between workers to manage 
 dependencies, constraining our ability to freely fractionalize work.

17 Variance in work, worker, and workplace means there is often no single approach to prosecuting a task that is ideal in 
 every instance. The best approach will depend on the particular nature of the work, the skills and abilities of the worker, 
 and the affordances (and constraints) of the workplace they find themselves in, and is likely something that the worker  
 will need to discover for themselves. This is similar to the idea (and problem) of motor abundance where there are  
 typically multiple (redundant) approaches to coordinating an action. Coupled with variance in the environment and our 
 own bodies, this means that there is typically no single best technique for prosecuting a task. See Mark L. Latash, “The 
 bliss (not the problem) of motor abundance (not redundancy),” Experimental Brain Research 217, no.1 (2012): pp. 1–5.

휴먼 생태계
T h e  h u m a n  e c o s y s t e m

주요 생태계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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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디지털 조직을 위한 논의

건강한 팀과 건강한 업무 협의는 일의 미래를 굳건하게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의 미래는 변화는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변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

다. 이는 실수이다. 작업의 디지털화는 물리적 거리를 붕괴시켰고 결과적으로 업무는 

혼자서 처리하던 방식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협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일의 

미래는 팀워크이다. 그리고 업무의 생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팀의 안녕을 중심에 두

어야 한다. 

팀은 일의 중심이다. 문제, 기회,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지

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팀워크에서 비롯된다. 그런 다음 업무를 구분하고 누가 이

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파악하여 가상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혼합을 가장 잘 사용하

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 또한 팀의 역량에서 도출된다. 정형화된 절차는 오늘날 우

리가 경험하는 동적인 환경보다는 정적 환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미래의 작업에서 조직의 역할은 팀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확장 기능을 만

드는 것이다. 직원들이 외부의 협업자를 수용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부인에게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

다. 직원들이 효율적인 장소 생태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과 정책을 제공

함으로써 성과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건강하고 다양한 인간 생태계를 건설하는 것은 개인에게 중요한 순간들에 대

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고,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인간 참여와 건강한 팀을 만드는 연

결된 경험으로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 필요한 기술과 필요한 리소스와 지원자를 모두 갖추도록 

팀을 구성하고 리소스를 조정한다. 조직은 모든 직무에 

담당자가 있고 팀이 모든 직무에 대해 충분한 역량을 가

질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해야 한다. 팀들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적절한 도구, 지식 또는 자원이 없다면 현실의 제

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개인이 편안함을 느끼는 기술이나 책임에서 멀리 벗어나

도록 요청받는 직원과 팀원들을 지원해야 한다. 모든 직

원, 모든 팀에는 한계점이 있다.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을 계속하도록 자주 혹은 오랫동안 압박을 받는 경우 

개인의 업무 생산성은 저하되고 인력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다. 업무 공간에 대한 분석, 직원 복지, 넛지 기술 등

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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