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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제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급변하고 있다.

적층제조(3D 프린팅), 첨단소재, 스마트 기술,

자동화 기기 등이 융합된 첨단 제조업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2 동시에 사물인터넷(IoT)으로 확장된 연결성,

더욱 정교해진 데이터 수집 및 애널리틱스 역량은 정보

기반 경제(Information based economy)로의 대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사물(Physical objects)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의 도입으로 데이터는 가치의 원천이 되며 데이터의

연결성은 공급망, 제조프로세스 그리고 나아가 전체

생태계를 더욱 스마트하게 구축할 수 있게 만들었다.3

이런 흐름이 경쟁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오늘날, 제조

업체들은 투자해야 할 신기술과, 조직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기술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한다. 제조업체들은

현재의 전략적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분명한 사업

목적을 세우고, 새로이 부상하는 신기술 생태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지, 또한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활용할 지를 파악해야 한다.4

이런 임무는 이론은 쉽지만 실행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첨단 디지털 기술, 물리적 기술에 관한 과장 광고가 넘쳐

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5 마찬가지로

많은 이해관계자들도 이러한 연결성(Connectivity)이

기업과, 제조 생태계에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6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첨단 제조업에서 정보 흐름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조업과 정보영역이 제시하는 기회를 제대로 실현

하려면, 이 둘의 통합은 필수적이다. 

들어가는 말

현

“인더스트리 4.0은 내장형 시스템 생산 기술(Embedded system production technologies)과 스마트 생산   

프로세스(Smart production processes)를 연결해, 산업, 생산 가치사슬, 비즈니스 모델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신기술의 시대로 이끌 것이다.”

— 독일무역투자청(Germany Trade And Invest, GTAI)1

딜로이트가 인터스트리 4.0으로서 스마트, 커넥티드

제조를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른 몇 가지

용어들도 실제로는 같은 현상을 지칭한다.

아래의 표현들이 이런 사례들이다:

•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 

•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Connected Enterprise)

•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

•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 제조업4.0(Manufacturing 4.0)

• 만물 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 제조용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for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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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양한 원천과 장소에서 얻는 디지털 정보를 사용해

실제 제조 활동을 재구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IT)과 운영 기술(Operation

Technology, OT)을 결합해 더욱 강력한 제조 기업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인더스트리 4.0

(Industry 4.0)이라 부른다.7 인더스트리 4.0은 스마트

제조 또는 제조업4.0 이라고도 불리는데, ‘실물에서

디지털로 그리고 다시 실물로(Physical-to-digital-to-

physical)’의 이동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고에서, 우리는 제조업체들이 인더스트리 4.0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딜로이트의 정보가치고리(Information Value Loop,

IVL)의 렌즈를 통해 지능형 생산과 연결된 공급사슬에서

의 정보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흐름은

제조, 유통, 애프터마켓에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화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조 가치사슬에 정보

가치고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더스트리 4.0’ 용어와 역사, 그리고 확장되고 있는   

개념의 범위를 설명한다.

• 딜로이트의 정보가치고리 프레임워크의 본질 및

인더스트리 4.0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 사업 성장과 운영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영역을

파악하고, 또한 제조업체들이 인더스트리 4.0의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기회를 모두  

아우르는 6가지 대변화를 추적한다.

• 인더스트리 4.0의 도입에 따르는 주요 도전과제를

밝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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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Germany Trade & Invest, “INDUSTRIE 4.0—Smart manufacturing for the future,” July 1, 2014;  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Engineering, “Securing the future of German manufacturing industry: Recommendations for implementing the strategic initiative Industry 4.0,” 
April 2013; Deloitte analysis.

그림 1. 산업 혁명의 역사: 산업의 진화와 주요 발전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구세계에서 신세계로
인더스트리4.0을 정의하다

더스트리 4.0은 연결된 스마트 기술이 생산과

결합해 이를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새로운 산업 혁명, 제조업 역사에서 네 번째의

혁신적 변환이 일어날 것을 포함하고 있다(산업혁명

과정의  요약을 보려면 그림 1 참조).8

인더스트리 4.0의 정의는 2011년 하노버 메세 산업

박람회(Hannover Messe trade fair)에서 처음 소개 되었

으며, 독일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인더스트리 4.0 실무

그룹의 주제였다.9 독일무역투자청은 인더스트리 4.0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인

패러다임의 전환은 전통적인 생산 프로세스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기술 발전으로 가능해졌다. 간단히

말해, 산업 생산 기기가 더 이상 단순히 제품 생산

‘프로세스’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기기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소통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10

18세기 후반 1970년대-2000년대 2010년 이후20세기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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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무역투자청은 인더스트리 4.0이 ‘내장형 시스템

에서 가상물리 시스템으로의 기술적 진화,’ 즉 ‘내장형

생산 기술과 스마트 생산 공정을 연결하는’ 접근법으로

정의한다.11다시 말해서 인더스트리 4.0은 제조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사물이 단순히 연결되어 물리적

정보를 디지털 영역으로 끌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분석하며 정보를 이용해 추가적인 지능적

활동을 물리적 영역으로 이끌어 실물에서 디지털로

그리고 다시 실물로의 전환을 수행하는 상태를 말한다.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을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

독일무역투자청에서는 디지털 영역과 물리적 영역12을

결합하는 가상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s, CPS)

기술을 예로 든다. 이 기술은 통상적으로 물리적 장치에

부착된 센서와 결과데이터를 수집하는 네트워킹 기술을

통해 실행되는 것으로13 사물인터넷의 개념과 매우 유사

하다.14 

딜로이트는 독일무역투자청의 개념을 받아들여,

인더스트리 4.0 개념의 가치는 사물의 물리적 조작을

가능케 하는 기술의 역할을 분명히 정의할 때 더욱 향상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조업 경영자들은 OT와 IT가

사업에 커다란 기회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공진화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OT(운영기술)는

공장의 제어시스템 및 제조 실행 시스템을 말하고, IT(정보

기술)는 회사의 전체 기능 시스템 전반에 걸쳐 동조화를

이루는 일반적 기업 기능과 역량을 일컫는다. 다양한 정보

기술이 물리적 세계와 상호 작용하여 혁신을 이끌어낸

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출발점이다.

연결성, 정보, 행동: 정보가치고리와
인더스트리 4.0

제조업이 가진 본질적 특징은 정보 창조, 소통, 행동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산출물은 물리적

제품이지만, 생산의 시작은 정보이다. 디자인 과정은

도안, 디자인 소프트웨어, 또는 물리적 사물의 스캐닝을

통한 데이터 생성으로부터 시작된다.15 이들 데이터는

디자인을 실행하는 기계로 소통되며, 디지털 영역에서

물리적 영역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상적인 제조과정에

서는 정보의 생성이라는 디지털, 물리적 순환이 유발되는

지점에서 인더스트리 4.0과 사물인터넷 개념이 겹치는

영역이 명확해 진다. 

인더스트리 4.0 개념의 가치는 

사물의 물리적 조작을 가능케

하는 기술의 역할을 분명히 정의

할 때 더욱  커진다.

딜로이트는 사물인터넷의 영향과 정보의 흐름을 이용해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포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심화

연구와 분석을 진행해 왔다. http://dupress.com/collection/internet-of-things/ 에서 전체 시리즈를 읽을 수 있으며,

정보가치고리, 정보가치고리의 여러 단계와 가치 동인의 기능, 여러 사업 부문과 시나리오에서의 응용 사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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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eloitte analysis.

사물인터넷은 인더스트리 4.0의 필수 – 아마도 가장

중요한 - 요소 이다.16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평가되면서 사물인터넷의 개념은

큰 관심을 끌었고,17 다양한 연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고품질 센서, 안정성이 높고 강력한 네트워크,

고성능 컴퓨팅(High-Performance Computing, HPC),

로봇공학, 인공지능, 인지 기술, 증강 현실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18 이 모든 기술이 합쳐져 제조업을 근본적

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결과로 나타나는 정보의 흐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사물인터넷 정보가치고리를

제시한다. 이는 조직이 정보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연속된 활동들을 포착하는 프레임워크이다

(그림 2 참조).

디지털에서 실물로의 회귀, 즉 연결된

디지털 기술에서부터 물리적 사물의

제조로 돌아간다는 것이 인더스트리 4.0

개념의 핵심이다.

그림 2. 정보가치고리

증강행동 행동

규모

리스크

시간

범위

분석

종합 전달

생성

센서

네트워크증강지능

가치동인 단계 기술

표준

정도 빈도

보안 신뢰성 정확성

대기 적시성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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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규모

리스크

시간

범위

분석

종합 전달

생성

실물에서 디지털로 다시
실물로의 연결 고리

단계 가치동인

정도 빈도

보안 신뢰성 정확성

대기 적시성

그림 3. 인더스트리 4.0이 표방하는 실물에서 디지털로 다시 실물로의 이동

Source: Deloitte analysis.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정보가치고리는 행동을 통해 시작된다. 물리적 세계

에서의 사물의 상태나 행동의 측정은 정보를 탄생시키고,

이 정보는(정보가치고리의 단계를 거쳐) 전달, 종합, 분석

되어 미래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사물인터넷의 맥락에서 정보의 가치는 규모, 리스크,

시간 관련 속성에 따라 달라진다.19 따라서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진 정보의 흐름을 창조하고 통제

하는 데 있어 전략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항상

어디서 활동하고 어떻게 승리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기타 첨단 연결 기술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의 Deloitte University Press 시리즈에서 참조할 수 있다.

• 사물인터넷: http://dupress.com/collection/internet-of-things/

• 적층제조: http://dupress.com/collection/3d-opportunity/

• 애널리틱스: http://dupress.com/collection/analytics-emerging-technologies/

• 인지 기술과 인공지능: http://dupress.com/collection/cognitive-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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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4.0의 개념은 정보가치고리의 ‘행동’과 

‘생성’ 단계의 연속 단계에서 사물인터넷을 통합하고

확장한다. 즉, ‘실물에서 디지털로’, ‘디지털에서 실물로’의

이동은 제조공정 특유의 과정이다(그림 3). 디지털에서

실물로의 회귀, 즉, 연결된 디지털 기술에서부터 물리적

사물의 제조로 돌아간다는 것이 인더스트리 4.0 개념의

핵심이다.20 우리는 여기에 분석의 주안점을 두었다.

인더스트리 4.0은 사물인터넷과 관련 물리 기술과의

통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실물에서 디지털로 다시

실물로의 순환구조를 완성하는 기술, 즉 애널리틱스,

적층제조, 로봇공학, HPC(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인지 기술, 첨단 소재, 증강 현실21 등이 포함된다.

제조업계의 리더들은 제조업 가치사슬의 다양한 부문

에서, 활용하기로 한 기술에 근거하여 개선된 운영 전략을

개발하고 핵심 비즈니스 목표를 실현할 기회가 있다.

표1은 인더스트리 4.0의 실물에서 디지털로 다시

실물로의 개념을 담고 있는 기술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인더스트리 4.0 기술22

제품 영향 잠재적 IT/OT 응용

실물            디지털

• 센서와 제어

• 웨어러블

• 증강현실

디지털

• 신호의 종합

• 최적화와 예측

• 시각화와 사용시점(POU) 배송

• 인지 기술과 고성능 컴퓨팅

디지털            실물

• 적층제조

• 첨단 소재

• 자율 로보틱스

• 디지털 디자인과 시뮬레이션

Source: Deloitte analysis.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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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더스트리 4.0 핵심 사업 목표 정리

생산성 향상

리스크 완화
• 원재료 가격과 공급가능성 보장

• 보증과 리콜의 효과적 관리

• 지형적 리스트 완화

• 자산 활용 극대화와 비가동시간의 최소화

• 직간접적 노동 효율성 증대

• 공급망 비용과 동기화 관리

• 일정과 계획의 안정, 정확성 보장

수익 증대

신규 수익 창출

• 신규 제품과 서비스 창출

• 해외 시장 및 신흥 시장에서 사업확대

• 매력적인 인수, 합병 기회의 포착

• 핵심 사업의 성장을 위한 원천 발견

• 애프터마켓의 수익 흐름 확대

• 고객에 대한 이해와 통찰 심화

• 고객 통합과 채널 강화

Source: Deloitte analysis.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보가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과 함께, 물리적 관점

에서 제조업의 가치창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 제품과 서비스의 형태로 가치를 창출하면서 제조업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이는 연속적인 일련의

단계를 통해 기업이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하고,궁극적

으로 고객에 제품을 판매하고, 배송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정보가치고리와는 달리 제조업의 가치사슬은

일반적으로 선형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물리적 사물의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인더스트리 4.0 기술로 이러한

가치사슬을 강화시킴으로써 제조업 가치사슬은 여전히

선형적이지만 가치사슬 전반을 보다 역동적인 구조로

만들 수 있다.

디자인, 설계와 개발에서 제조, 판매, 애프터서비스로

이어지는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비즈니스 성과는

IT와 OT의 결합을 통해 나타난다. 폭넓게 말하면 우리는

제조업이 수행해야 할 두 가지 지상과제를 포착했는데,

사업의 운영과 사업의 확장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지상

과제 내에서도 네 가지 핵심 사업 목표가 존재한다. 생산성,

리스크 완화, 수익 증대, 신규 수익의 창출이 그것이다.

수 많은 하부 목표들은(표 2의 사례 참조) 관리자들이 가치

창출을 위해 선택하는 전술적 접근법들을 정의한다.

일부 사업 목표는 인더스트리 4.0 기술로 손쉽게 달성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기존 전통적인 기법으로도 가능하다.

디지털과 실물을 결합해
사업 목표를 이루다

정

사업의 운영

사업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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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더스트리 4.0의 변환적 활동과 이해관계자들

 

 
 

 

Source: Deloitte analysis.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제조업체의 전술적 초점에 따라, 제조업의 가치사슬

안에서 다른 기회가 생겨난다. 사실 사업의 운영과 확장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영역에 해당한다. 운영과

확장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가치사슬 내에서도

먼저 관심을 둘 영역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제조업 가치사슬의 첫 단계는 R&D와 디자인

이다. 이 영역에서 인더스트리 4.0 기술로 디자인 주기를

가속화하고 개선하여 시장 출시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디자인을 더 스마트한 제품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인더스트리 4.0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관계자들은 디자인 엔지니어들이다. 가치사슬의 반대

방향 끝에서는 신규 수익 창출이나 수익 증대와 같은

사업 확장이 인더스트리 4.0 적용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

개선이나 신규개발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치사슬의

중간단계, 즉 기획, 공장 운영, 지원 등은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들 연결

기술의 각각의 사용은 자체적인 정보가치고리를 포함

하고 있는데, 이 내부에서 제조업체가 최적의 결과의

산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각각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의 파악이 중요하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룰 예정이다.

그림 4는 인더스트리 4.0과 연관되어 우리의 연구로

부터 포착된 여섯 가지 변환적 활동을 보여준다.

이들 변환의 각각의 양상을 파악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관계자와 프로세스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잠재적

사업 가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용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23

사업의 운영

기획: 변화를 예측하고 실시간 대응

공장: 운영과 IT간 디지털 연결고리 생성

지원: 애프터마켓 운영을 자동화, 확대

제품: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의 생성 및 증강

고객: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 통합

엔지니어: 혁신과 디자인 주기를 가속

사업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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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장)
인더스트리 4.0을 응용해 수익구조를 구축하라

조업 가치사슬의 양극단에서 인더스트리 4.0

기술은 사업확장을 가능케 한다. 특히 R&D와

디자인, 판매와 배송, 지원 단계에서 실물에서 디지털로,

디지털만, 디지털에서 실물로의 다양한 연결은 엔지니

어링, 고객과의 상호 소통, 제품 그 자체에까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24

제품: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의 창조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제품은 기술 영역 전반에 영향을

받는다. 센서, 웨어러블 등 IT의 사용 및 적층제조, 첨단

컴퓨터 수치제어, 로봇공학과 같은 첨단 제조업 기술과

같은 OT의 사용으로 제품은 다면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표 3).

실제로 제조업체들은 이미 첨단 OT(적층제조 등)와

첨단 IT(스캐닝, 내장 센서 등)를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기존 제품은 개선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일례로 의료용 임플란트 제품의 대량 맞춤화에 OT와

IT가 사용되고 있다. 의료용 임플란트는 많은 개인이

필요로 하지만 각 제품이 고유한 기하학적 구조와 상황에

맞게 제조되어야 한다. 월터리드 국립 군사의료센터

(Walter Reed National Military Medical Center)의

3D 의료센터(3D-MAC)에서는 각 환자의 신체구조를

스캔해 인공기관을 제조한다. 적층제조기법을 이용해

개인에게 정확하게 맞춘 장기의 제조가 가능하다.25

제

표 3. 인더스트리 4.0 기술

제품 영향 잠재적 IT/OT 적용방안

기존 제품의 스마트화

제품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센서와 연결성의 추가.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의 연결 가능.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제품에

첨단 소재 추가.

스마트 기술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제품 혹은 서비스로서 제공

기존사업 운영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

연결된 제품/기업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과

판매. 개인 최종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데이터 번들 개발.

완전히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

비용 효과적 대량 맞춤화 개발. 첨단 제조 기술을 통해 새로운 혹은

하이브리드 제품 혁신 가능. 새로운 서비스 포맷과 비즈니스 모델의 창조.

Source: Deloitte analysis.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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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객 혁신을 위한 잠재적 인더스트리 4.0 애플리케이션

고객 영향 잠재적 IT/OT 애플리케이션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
그리고 판매 지능화

고객 정보를 위한 데이터의 사용. 재고와 고객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가격 전략 개발. 예비 부품에 대한 고객 수요 예측을 위해 애널리틱스 사용.

애프터마켓 경험 개선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고 가동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산 상태, 부품,

시스템 고장 추적에 데이터 사용. 신속한 성과/운영 애널리틱스 실행.

센서 사용 앱을 통한 사용자 경험 개선.

성능과 유통 최적화
재고관리 효율화를 위해 적시에 적절한 상품과 딜러의 연결을 위한

데이터 사용. 사용, 실적, 상품 위치 원격 추적. 상품의 유통 최적화.

Source: Deloitte analysis.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스포츠용 맞춤 헬멧의 제작도 OT와 IT의 적용이 가능

하다.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구조화 소재부의 연구원들은 풋볼 헬멧의 보호기능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선수 두상을 3D 스캔

으로 촬영해 개인 측정치에 맞는 헬멧을 제작할 수 있다.26

내장 센서가 충격을 감지하고 앱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발신하는 새로운 데이터 제품을 창조해내고 있다.27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기업간 환경에서도 구상할 수

있다. 이 영역에서는 스캐닝/디지털 디자인, 디지털

제조, 필드 센서가 산업용 제품에 대한 가치 제안을 바꿀

수 있다. 실제로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의

전력과 수력 부문은 디지털 트위닝(Twinning)을 실행해

전력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전력망 등에 부품을 공급

하고 있다. 센서, 제어장치, 신호의 집적, HPC 등을 이용해 

이 회사는 발전소 내 물리적 조작장치를 실시간으로

조절하기 위한 실시간 디지털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

중이다.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력 발전소’ 모델은

발전소 운영자들이 조작장치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력을

최적 상태로 조절하고, 기기 보수를 위한 시기를 결정

하며, 발전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28

고객: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과
통합되다

지능형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업체는 고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고객 경험은 물리적 사물뿐

아니라, 고객과 사물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투명성을 향상

시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기업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애널리틱스-에

의하여 좌우된다(표 4).

수집된 소비자 정보는 가격 결정,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등을 좀 더 지능적으로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례로

독일국영철도사(Deutsche Bahn AG)는 유럽화물철도

연합으로, 광범위한 철도 모니터링 센서를 고객의 철도

예매와 결제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하고, 교통 및 수용

여력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더해, 고객의 수요와 실시간

상황에 맞춤화한 지능형 가격결정 모델을 구축했다.29

우버(Uber) 또한 운전기사와 고객에게서 정보를 수집해

가격 인상폭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구동하는데 사용

한다. 역동적 가격 책정 모델을 통하여 수요가 많을 때

가격을 상향조정하는 형태이다.30

IT와 OT는 잠재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개선을 이끌 수

있고, 자산을 좀 더 지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데이터는 양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보를

제조업체나 파트너 업체로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 앱을 통하여 고객에게 회신하는 형식으로 사용자

경험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일례로, 제약회사

에서는 흡입기 제품 라인에 스마트 모니터링 센서를

통합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환자와 담당의사 모두에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통찰력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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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객 혁신을 위한 잠재적 인더스트리 4.0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영향 잠재적 IT/OT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의 시장화 시간 단축
새로운 제품 개발과 공급망에 대한 의존성 축소를 위한 시제품 개발과 제조

능력을 사용. 클라우드 기반 개발 도구 사용해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디자인과 제품 지능화
연결고리 향상

디자인 흐름 예측과 수정에 데이터 사용. 총 소유 비용과 공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품사용을 모의 실험. 제조가능성에

기반해 디자인 옵션을 평가.

엔지니어링의 전반적 효과 증대32
가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품을 디자인하고 시험한다.

디자인 촉진, 개선을 위해 지적 자산의 공유를 위한 오픈 소스 허용.

Source: Deloitte analysis.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엔지니어: 혁신과 디자인 주기의
가속화

제품 개발과 디자인은 제조업 가치사슬의 출발점이다.

다양한 인더스트리 4.0 기술, 특히 적층제조와 첨단

제조기법과 같은 OT 기술 및 CAD, 시뮬레이션과 같은

IT나 디지털 도구 등이 등장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제조

공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표 5).

긴급한 시제품 생산을 위한 적층제조(3D 프린트)와

같이 디지털에서 실물로의 제조기술을 사용해 디자인

과정뿐 아니라 최종 제품의 생산주기를 단축하여 공급

능력을 높일 수 있다.33 포드(Ford)사의 추정에 따르면

자동차 디자인 과정에서 신속한 시제품화(Prototyping)를

통해 공정을 몇 주나 앞당길 수 있으며, 적층제조 시제품

공법이 전통적 기기 도구를 통한 공법보다 4주에서 6주의

시간을 절감해 시장에 자동차를 출시하는 기간이 수개월

앞당겨 졌다고 한다.34 첨단 제조 기술의 사용은 최종 조립

공정에 근거해 디자인 옵션을 평가하므로, 엔지니어들이

제조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다.35

인더스트리 4.0 기술은 디지털 디자인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엔지니어링의 전반적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 이는

가상제품 개발과 테스트의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

존 디어(John Deere)는 증강 현실을 이용해 고객이 초기

디자인 컨셉을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회사의 엔지니어들은 JD 7760 목화 추수기 내의 공조

하부시스템 설계에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디자인 주기가 27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되었고, 디자인

비용이 10만 달러 이상 절감되었다.36

이러한 도구는 오픈 소스 혁신의 형태로 지적 자산의

공유를 통해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개선할 수

있게 한다. 로컬 모터스(Local Motors)는 고객과 열렬한

팬들로부터 크라우드 소스를 통해 디자인을 공모하고,

디자인 경연대회를 열고, 고객들이 자동차 디자인에

깊게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업은 지적 자산에

대하여 매우 열린 태도를 취하고, 혁신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접근법을 유지한다.37

농기계 전문기업 존 디어

(John Deere)는 증강 현실을 이용하여

고객이 초기 디자인 컨셉을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도록함으로써,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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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운영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이용해 생산성을 증대하고

리스크를 줄이다

인더스트리 4.0 기술은 운영 개선에도 사용될 수 있다.

가치사슬의 ‘기획’‘조달’ ‘제작’ 단계에서 다양한 실물에서

디지털, 디지털에서 실물 연결을 통해 기획, 지원, 공장

운영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

기획: 변화를 예측하고 실시간
대응한다

생산 기획에 있어 제조업체들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많은 불확실성을 맞닥뜨린다. IT와 OT는 이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다(표 6).

수요 예측과 기획단계에서 IT(예를 들어, 센서, 신호 종합,

최적화, 예측)를 사용하면 가치사슬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데이터는 패턴을 파악하고, 움직임을

추적하며,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원하는지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이로써 기업은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PVC 파이프 제조기업인 릿지라인 파이프(Ridgeline

Pipe Manufacturing)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고객 수요와,

짧은 생산 주기에 대응한다. 이 기업은 보이지 않는 변화에

대응하면서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해 이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으며,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 신속

하게 대응하고, 생산제품 교체를 위한 라인변경 시간도

단축할 필요가 있었다. 오래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폐기물, 비용, 경직성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

하자,38 자동화 생산 제어장치가 제조 설비를 관리하면

서 기계의 성능과 진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39 유연

생산 플랫폼을 도입하여 성과를 거두었다.40

공장: OT와 IT 간의 디지털 고리 생성

아마 지능형 공장만큼 인더스트리 4.0에 내재된 실물

에서 디지털로의 변화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분야는

없을 것이다. 인더스트리 4.0은 공장에서 증강현실,

센서와 제어장치, 웨어러블, 사물인터넷 등의 실물에서 

표 6. 계획 혁신을 위한 잠재적 인더스트리 4.0 애플리케이션

계획 영향 잠재적 IT/OT 애플리케이션

수요 감지와 계획
지속적 수요 패턴 모니터링을 위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수요 계획을 위해

공급망을 통한 제품 이동 추적. 고객 필요에 따른 제품 보충 사전 제안.

공급 계획과 공급자 변화

OEM 공급망에서 판매자가 재고를 모니터링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함.

공급자의 수용 능력과 리드타임에 대한 이해 증진. 외부 시장 정보를

이용해 가격 결정 과정 개선.

외부(Outbound) 네트워크 최적화
전방향 네트워크 내 재고 추적. 예측하지 못한 사건 발생시 실시간으로

배송 차량의 루트를 변경. 고객이 정확한 위치의 배송 상황 추적 가능.

Source: Deloitte analysis.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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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로의 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이동과 생산 추적,

품질 관리 모니터링, 툴링 주기 관리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생산 현장에서 인더스트리

4.0은 공장의 가동 효율성, 생산 자산 정보화, 적극적

동기화와 흐름을 제고시킬 수 있다(표 7).

인더스트리 4.0 기술은 근로자들에게는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 탄광 설비 제조

업체인 조이 글로벌(Joy Global)은 원격조정 추출기에

7,000개의 센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매우 깊은 수직

갱도에서도 채굴작업이 가능해졌다. 이런 작업은 사람이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42 이와 유사하게 보잉

(Boeing)은 위치기반 시스템을 이용해 작업자의 위치를

찾아내고, 작업자가 사용하는 안전 도구의 상태를 평가해

작업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있다.43

노동 생산성과 안전성 이외에도 IT/OT는 생산자산

정보를 변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터사이클을 제조하는

할리 데이비슨(Harley Davidson)은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 생산 공정의 결함을 찾아낸다. 펜실바니아주 요크

공장의 스마트 시스템은 설비 상태를 모니터해 자동으로

대응한다.44 또한, 일정 범위 이외의 측정치가 포착되면

기기를 자동으로 조정해, 오작동을 막는다.45

사전 품질 관리를 피하는 것 이외에도, IT는 적극적인

동기화와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는 공장 제어 네트워크를 구동하여, 센서를

사용해 공장의 습기를 측정하고, 실물에서 디지털로의

정보 주기에 기반해 생산 현장의 물리적 행동을 지시

한다. 한 장소의 습도가 너무 오르면 차체를 습도가 덜한

장소로 자동으로 옮겨, 중복적 도색 작업을 피하고 휴지

시간도 줄인다.46

지원: 애프터마켓 운영의
자동화와 축소

부품이나 제품이 개발, 제조, 배송, 판매되고 나면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이용해 최소한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표 8).47

실패 뒤에 숨은 원인을 파악하면 제조업체는 증상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쉬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은 110MW증기

모델 터빈이 자주 고장을 일으켜 운영 중 정기적인 보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 기기에 대해 1년간 보수

관련 데이터와 누적 데이터를 수집해 모두 검토했다. 

표 7. 공장 혁신을 위한 잠재적 인더스트리 4.0 애플리케이션

공장 영향 잠재적 IT/OT 애플리케이션

노동 생산성과 효과 제고
제작과 조립 관련 생산력 향상. 노동 효율성 추적. 근로자 이동과 생산성

모니터링. 근로자와 설비의 안정성 실시간 모니터링.

생산 자산 정보화
결함 포착을 위한 사전 감지와 품질 관리 사용. 공장 기기류의 예측적

유지보수. 툴링 주기 관리.

행동 동기화와 흐름

생산 공정 중 역동적 경로 설정을 위한 기술의 이용. 엔지니어적 변화의

효과를 작업장에서 극대화하기 위해 가상 시뮬레이션 구축.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대비.41

Source: Deloitte analysis.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실패 뒤에 숨은 원인을 파악하면 제조

업체는 증상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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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기술자들이 근본 원인보다는 품질관리 차원

에서 증상만을 고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분석을

통해 쉬나이더는 기기 정지를 일으켰던 ‘증상’ 인 베어링의

진동에 열팽창이라는 근본 원인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쉬나이더는 예측적 유지보수로 수백만 달러를 절감했고,

설비 휴지 시간도 훨씬 단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8

또 다른 예측적 애널리틱스의 예로는 캐터필러

(Caterpillar)가 있다. 이 기업은 업테이크(Uptake)라는 

회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기기류에 설치된 텔레메틱스

장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함으로써 오작동을

예측하고 예방적인 수리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 양사는

고객에게 새로운 데이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분석능력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기회를

갖게 되었다.49

현장에서 고장에 대응할 때, 웨어러블과 증강현실을

이용해 원격지의 기술자들이 현장 사용자들에게 보수

절차를 하나씩 익히도록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산업

장비 제조기업은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운영비용의 증가와 기기의 잦은 가동중단을 포함한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 새로운 제조 시설에 숙련 인력이 부족

하다는 점이 문제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 기업은

멀리 떨어진 전문가가 현장운영자와 함께 장비를 보면서,

단계별 지도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글래스,

즉 웨어러블 기술을 시험적으로 도입했다. 이런 개선을

통해 품질관리의 향상에 기반한 전반적 제조 공정 리스크

감소까지 함께 이뤄졌다.50

표 8. 공급 혁신을 위한 잠재적 인더스트리 4.0 애플리케이션

공급 영향 잠재적 IT/OT 애플리케이션

생산성과 현장 수리 품질 향상
원격 현장 지원(see what I see) 가능. 훈련을 위해 디지털 오버레이

증강 현실 이용. 상품 매뉴얼 위해 디지털과 모바일 기술 결합.

부품, 제품, 서비스 오류 예측

현장 기술자들을 위해 적절한 도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첨단 애널리틱스

사용. 일반적 문제 포착과 디자인 적용을 위해 고객 데이터 이용.

최종 사용자 스마트 트레이닝 실행.

해당 오류에 적시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때로는 미리 대응

지원-네트워크 배분 계획을 위해 데이터 이용. 여분 부품 재고의 비율

최적화. 3D 프린트 여분 부품과 도구.

Source: Deloitte analysis.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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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을 내다보며

더스트리 4.0을 실행하거나 실행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IT와 OT의 관리와 통합에 있어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문제 중 일부는 회사 차원에서만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문제는 더 광범위한 산업 생태계

전체에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연결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

•

인재와 인력—기업 차원에서IT와 OT를 인더스트리

4.0의 사용을 통해 결합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계획, 실행, 유지할 수 있는 인재

부족 현상을 종종 겪게 된다.51 연결 시스템으로

생성된 데이터의 유형과 규모에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비구조화 데이터와 빅데이터 도구를 다룰 수

있는 훈련된 엔지니어의 수가 점차 늘고 있기는

하지만 예측되는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52

이러한 문제는 현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리더

들이 전통적 방식의 제조업에 오랜 경험을 쌓은

반면 첨단 제조에는 여전히 불편함을 느낀다. 이들은

소재의 속성이나 작동기재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고,

소재를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에도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법의 도입에 소극적인 경우가

생길 수 있다.53 우리는 리더들이 인더스트리 4.0의

응용을 고려한다면, 인력 개발에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인력 개발에는 외부 기관,

고등학교, 기술 대학, 대학 등과 제휴관계를 맺고

첨단 디지털과 물리적 제조 기술에 정통하며 매력을

느끼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방법도 있다.

표준과 상호작동성—광범위한 생태계 전반의 관점

에서 볼 때, 인더스트리 4.0 활용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은 각 기업의 고유 기술이며, 이는 통합에 걸림

돌이 될 수 있다. 상호작동성이 없으면 인더스트리

4.0 기술의 완전한 도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54 업계 콘소시움, 산업 협회, 정부기관이 경쟁적

으로 표준 설립을 위해 작업 중이기는 하나, 어느

표준이 우월적으로 사용될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

하다.55 관리자들은 파트너들과 함께 인더스트리

4.0 투자로 거두어들이는 가치 극대화를 위해 변화

하는 표준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데이터 소유권과 통제—가치사슬을 통해 점점 더

많은 관계자들이 연결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생태계

내에서는 생성된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며, 적절한

프라이버시, 통제권, 보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다.56 이러한 질문은 제조

업체와 공급업체가 점점 더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면서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된다. 공급망에서 최종

유통업체와 고객에 가장 가까운 공급업체와 판매사

들은 자신들만의 특정 영역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혹은 그 이상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정보가 상품 개선, 부품의 사용, 공급망 내의

효율성 증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특히 가치가

높다. 관리자들은 데이터 소유권과 사용과 관계된

계약을 체결할 때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데이터의 플로우에 있어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발견

하고 제어하는 것이 가치 창출과 획득에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확률이 크다.57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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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데이터 소유권과 더불어 보안 또한 인더스

트리 4.0의 실행에 중요한 문제로 자주 거론된다.58

복잡한 암호로 된 알고리즘은 장치의 보안은 개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력 소모는 더 큰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안과 전력 소모 간의 교환관계는 그 배치

규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다. 기존의 낡은 시스템에

인더스트리 4.0을 적용하면, 구 시스템에는 이런

방식의 연결을 위한 설계가 없으므로 보안 리스크가

증가될 수 있다. 기업은 보안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그들의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키고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을 경계해야 하며, 피해를 제한하고

운영을 복구하는 회복력을 갖춰야 한다.59 따라서

관리자들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사전 대응태세를

취해야 한다. 인더스트리 4.0의 적용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보안 문제의 해결 시기는 후속조치가 아닌

선행과제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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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런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이 기업의 제조 공정과 공급망에 점점 더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 정보의 흐름, 첨단 기술과 소재,

즉 인더스트리 4.0을 구성하는 IT와 OT의 사용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되며,

공급망, 생산, 비즈니스 모델 또한 혁신적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IT와 OT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하나를 빼고 하나만 적용할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인더스트리 4.0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이 둘은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IT와 OT의 결합이 진화하면서, 제조업체들은 현재

위치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위치를 고민해야

한다. 이 결정은 해당 기업이 수집, 분석하여 행동의 

기반이 될 정보의 유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정보가치

고리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기업은 사업

운영, 확장, 혹은 두 가지 모두를 바꾸고자 할 때, 어떤

정보 유형이 가장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정보의 효과적 사용은 사업의 확장과 운영과 같은 핵심

사업 목표에 도움이 될 것이며, 가치사슬과 여러 관계자

들을 아우르는 변혁도 가능하다. 인더스트리 4.0의 실현을

위한 길은 실물이 디지털에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반대

작용이 일어나는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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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와 C&IP 소개

National Industry Program(NIP)
딜로이트 산업별 전문 인력이 국내 및 글로벌 환경에 맞는 심도 깊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딜로이트는 전 산업을 6개 산업과 2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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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재, 유통 및 제조산업 소개

Consumer& Industrial Products(C& IP)
딜로이트는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소비재, 유통 및 제조업 융합과 재편의 변화에 대응하는 고객사의 미래지향적

전략수립과 실행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딜로이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특정산업

및 지역 특화된 사업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360° Thinking" 관점에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딜로이트는 회계감사, 세무자문 외에도 원가절감, 재고관리, M&A 자문 및 실사, 디지털 전환전략 등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Advisory Service를 제공합니다. 음식료, 의류 및 패션, 관광∙숙박∙레저 등을 포함한 소비재 및 유통

산업과 자동차, 철강, 화학, 전기전자, 산업재 등 제조업 전반에서 검증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딜로이트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조업 부문 리더

홍  창  식  전무

Tel : 02)6676-1517
Mobile : 010-3745-9760
E-mail : chahong@deloitte.com

소비재 산업 부문 리더

이  상  근  전무

Tel : 02)6676-1328
Mobile : 010-9453-0140
E-mail : sangklee@deloitte.com

유통산업 부문 리더

이  재  훈  전무

Tel : 02)6676-1134
Mobile : 010-5390-9135
E-mail : jaehoonlee@deloitte.com

관광, 숙박 및 레저산업 부문 리더

이  응  석  상무

Tel : 02)6676-2042
Mobile : 010-8762-1059
E-mail : eslee@deloitte.com

National Industry Program leader

김  태  형  부대표

Tel : 02)6676-2410
Mobile : 010-4119-3990
E-mail : taehyangkim@deloitte.com

소비재, 유통 및 제조업 부문 리더 

김  준  철  전무

Tel : 02)6676-3170
Mobile : 010-2229-6825
E-mail : junckim@deloitte.com

자동차 산업 부문 리더

배  정  희  전무

Tel : 02)6676-3604
Mobile : 010-5225-5863
E-mail : junbae@deloitte.com

화학산업 부문 리더

길  기  완  전무

Tel : 02)6676-1585
Mobile : 010-2600-1400
E-mail : kkil@deloitte.com

Contacts

24





About Deloitte University Press 
Deloitte University Press publishes original articles, reports and periodicals that provide insights for businesses, the public sector and 
NGOs. Our goal is to draw upon research and experience from throughout our professional services organization, and that of coauthors in 
academia and business, to advance the conversation on a broad spectrum of topics of interest to executives and government leaders.

Deloitte University Press is an imprint of Deloitte Development LLC. 

About this publication  
This publ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its and their 
affiliates are, by means of this publication, rendering accounting, business, financial, investment, legal,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This publication is not a substitute for such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nor should it be used as a basis for any decision or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its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publication.

Cover art by Eva Vasquez

About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its network of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y.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for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legal structu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nd its member firms. Please see www.deloitte.com/us/about for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legal structure of Deloitte LLP and its subsidiaries. Certain services may not be available to attest clients under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public accounting.

Copyright © 2016 Deloitte Development LLC. All rights reserved. 
Member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Follow @DU_Press

Sign up for Deloitte University Press updates at DUPres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