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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학적 통찰력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는 길

직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조직도 리스크에 직면하면 망설이도록 타고난 

사람들로 구성돼있다.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한 신념에서든

미래의 손실에 대한 두려움에서든 자기 보호는 본능적

으로 기업의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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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으로 알려진 적층식 제조기법(Additive Manufacturing, AM)은 많은 전통적 제조업체에 있어 

자기보호 본능에 위배된다. 그리고 기업 다수는 이에 따라 반응하고 있다. 미래학자 조엘 오어(Joel Orr)는

AM 기술이 성숙기에 도달할 때까지 약 20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1 하지만 기술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직에서 AM의 역할은 신속한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더 빠른 설계 반복(같은 과정을

반복, 수정해 차츰 최적점에 접근하는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등의 단계를 반복하는 과정, Iteration), 

전통적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 보완 등에 한정되며 도입 이후 확대되지 않았다. 즉, AM의 활용을 

기존 방식 기반의 제조를 위한 설계에만 한정하는 것이다.2

딜로이트는 “3D 기회(3D Opportunity)” 시리즈를 통해, 설계와 제조과정을 혁신하고 부품 및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AM의 강한 잠재력을 확인해왔다.3 이전에 불가능했던 기하학적 형상, 형태, 

구조가 AM 방식으로 가능해졌고 설계와 제조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4 형태의 영역을 넘어, 

엔지니어들은 AM을 통해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신소재와 함께, 새로운 접근법, 구조, 기능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AM 사용자의 63%가 신기술을 프로토타이핑에 사용하고 단지 21%만이 

다른 제조 기술로는 불가능한 제품의 제조에 AM을 활용한다.5 그것도 AM을 사용할 경우에만 말이다. 

일부의 경우, 엔지니어들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3D프린터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3D프린터는 

구석에 방치돼 먼지만 쌓여 가기도 한다.6 현재 당신의 조직에 AM 기기가 있다면 이는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방치되어 있는가?

적층식 제조기법 프레임워크

AM의 시작은 거의 3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AM은 2가지 근본적인 방식으로 기존의 성과 메커니즘 상에 존재하던 

상충 관계를 해소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첫째, AM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줄여준다. 둘째,

AM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본은 줄이고 유연성은 증가시킨다.

자본 대 규모: AM은 생산 최소효율규모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주어진 장소에서의 

제조업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

자본 대 범위: AM 설비의 유연성은 단위자본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생산 전환과 

맞춤화에 따른 비용을 절감해 전체적으로 필요한 자본의 총량을 감소시킨다.

“자본 대 규모”의 관계 변화는 공급사슬을 재편할 수 있고 “자본 대 범위”의 관계 변화는 제품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기업에게 사업 전반에 걸친 AM 적용방안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그림 1 참조). AM 역량을 

추구하는 기업은 아래의 경로들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경로 1: 공급사슬이나 제품에서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나, 기존의 공급사슬 내에서 현재의 제품으로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AM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경로 2: AM이 제공하는 규모의 경제 특성을 이용해 자사가 제공하는 제품 공급사슬의 변화를 꾀한다.

•경로 3: AM이 제공하는 범위의 경제 특성을 이용해 자사가 제공하는 제품의 혁신 또는 성능의 향상을 꾀한다.

•경로 4: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급사슬과 제품 모두의 변화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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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한가지 원인은 전통적 제조기법(Conventional Manufacturing, CM)을 제약하는 동일한 설계 상

제약들이 AM과 관련해서도 엔지니어의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일 것이다.7 엔지니어들은 상황이 허락할 때 

새로운 설계 접근법을 채택하기 보다, 오래 사용하고 편안한 설계 패러다임으로 복귀한다. 따라서, 설계 

최적화를 위한 AM의 약속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AM의 장점이 혁신적 소재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 기능적 요건을 더욱 잘 충족해줄 새로운 기하학적 형상 또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사슬을 

실현하는 데 충분히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많은 경우, 가치창출의 기회가 상실된다는 뜻이다. 심리학과 경제학을 결합한 학문인 행동경제학은 

왜 많은 조직이 이러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량을 가진 기술을 추구하지 않는지 설명해준다.8 특히 AM의

경우, 몇 가지 행동학적 방해요인이 일부 엔지니어에게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정 변화─엔지니어들은 AM이 재구성한 설계과정에 적응해야 한다. 새로운 과정에서는 과거

다양한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수행하던 분할된 업무들이 더 광범위하고 덜 선형적인 작업으로 압축

된다.

경로 3: 제품 진화 

• 전략적 과제: 성장, 혁신, 성과의 균형

• 가치동인: 이익, 리스크, 시간의 균형

• AM 핵심역량

- 고객요구에 대한 맞춤화

- 제품의 기능 증가 

- 시장 반응성 

- 복잡성 증가에 따른 비용 없음

제품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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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4: 사업모델의 진화

• 전략적 과제: 성장, 혁신

• 가치동인: 매출에 초점을 맞춘 

이익, 리스크 

• AM 핵심역량

- 대규모 맞춤생산 

- 사용시점에 제조 

- 공급사슬 중간단계 감소

- 고객에 권한 부여

경로 1: 안정 상태 

• 전략적 과제: 성과 

• 가치동인: 비용에 초점을 둔 이익 

• AM 핵심역량

- 설계와 빠른 프로토타이핑

- 생산과 맞춤화된 툴링

- 보충적 또는 “보험 성격”의 기능

- 낮은 비율의 생산/전환 없음

경로 2: 공급사슬 진화

• 전략적 과제: 성과 

• 가치동인: 비용과 시간에 초점을 

둔 이익 

• AM 핵심역량

- 사용시점에 근접한 제조

- 반응성과 유연성

- 수요 불확실성 관리

- 필요재고 감축

그래픽: Deloitte University Press｜DUPress.com 

제품 변화수준 높음

그림 1. AM 경로와 가치의 이해를 위한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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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일부 엔지니어들은 AM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기술을 쓸모 없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9

•리스크─엔지니어들은 입증된 제조기법인 CM에서 미지의 영역이자 그래서 리스크가 더 높아 보이는

AM으로 변경해야 할 긴급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회의주의─여느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AM이 이미 충분히 입증된 CM에 필적할 수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팽배하다.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변화를 가로막는 인식된 장애물의 극복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10 본고는 

조직 내 타성의 영향과 이것이 어떻게 새로운 설계 패러다임의 성공적인 시행을 방해하는지 특히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행동과학에 기반한 검증된 전략을 통해, 본고는 행동적 타성의 틀을 깨고 AM기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 기법을 제시한다. 

설계 패러다임에서의 AM 활용

로토타이핑부터 공급사슬의 변화, 제품의 형태까지 제조와 생산 전반에 대한 설계의 중요성 

때문에, 새로운 설계 패러다임을 탐색하는 AM의 역할은 AM 프레임워크 내에서 넓은 적용범위를 

가진다. 

딜로이트 컨설팅은 지난 기사 “제품 설계를 위한 3D 기회: 적층제조와 초기 단계(3D opportunity for 

product design: Additive manufacturing and the early stage)”에서 AM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11 설계 자체의 본질이 무엇인가의 논의를 넘어 엔지니어들의 실제 설계 작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엔지니어들이 AM을 CM을 위한 신속한 프로토타이핑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가로막는 행동이 무엇인지 검토함으로써 경로 2, 3, 4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삽입글 “적층식 제조기법 프레임워크” 참조). 엔지니어들의 설계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행동이 담당한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행동이 다음 3가지 영역 각각에 끼친 영향을 

밝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12

전통적인 제조업 사고방식  

AM의 30년 역사 동안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은 AM의 주요 용도였다.13 AM 접근법이 엄청난 가치를 제공함

에도 불구하고, 설계의 빠른 프로토타이핑에만 AM을 이용했고 제조에는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방식만을 

이용하려고 했다. AM은 단지 검증, 실험, 개념 증명, 마케팅 및 시범 설명, 디자인 합의를 위해 각각의 

연속된 반복 설계를 빠르게 프린트하는 데만 이용됐다.14 하지만 자주 사용되는 AM의 다른 용도인 툴링

(Tooling), 지그(Jig), 고정틀(Fixture)을 경제적으로 프린트하는 것 역시 상당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15

AM이 설계와 프로토타이핑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단기적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가치를 제공하지만 각 

접근법은 하나의 공통점을 지닌다. CM이 계속해서 제조과정의 중심이며, 따라서 동일한 설계 제약사항이

여전히 많은 엔지니어들의 사고를 지배한다. 

설계 과정을 뒤집기

디지털 측면에서 최적화된 설계 패러다임은 엔지니어링 및 설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포함해, 제조 

공정에서 AM의 속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16 AM을 최종단계, 즉 최종사용 제품 제조를 위한 접근법

으로 고려하면 제조 공정을 뒤집을 수 있다.17

프



AM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에게 제조업의 일반적인 접근법인 제조를 위한 설계(Designing For Manufac-

ture, DFM)와 조립을 위한 설계(Design For Assembly, DFA)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AM을 사용해 더 다양한 형태와 설계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다. 엔지니어는 제조가능성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기능성과 성능 최적화에 주력할 수 있다.18 AM은 설계자와 엔지니어가 많은 설계 제약사항을 제거

하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기하학적 구조를 적은 추가 비용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19

CM의 경우 설계 및 제조 각 단계의 역할이 명확한 편이다. 개별화된 업무들과 확장된 설계 작업흐름은 

전문성과 다양한 설계 제약에 기인한 여러 번의 반복 작업으로 인해 나눠진다(그림 2 참조).20 AM에서는 

이러한 역할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설계가 제조가능성 및 비용 조정을 위한 몇 번의 

중단 과정만을 거쳐 컴퓨터 모델에서 프린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그 결과 작업흐름 전체 단계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21 이렇듯 설계 과정은 높은 수준의 전문화, 개별 작업으로 분절된 많은 작업들, 여러 

고려사항이 수반된 과정에서 제조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훨씬 적은 수의 설계 단계만을 가진 압축된

협업적, 집약적인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그림 3 참조).22 

기능적 사고에서 문제 해결로의 이동

러한 변화로 인해 설계 엔지니어에게 온전히 성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CM의 전통적인 설계 

패러다임을 벗어나 사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제조 방식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시야의 확장도 요구된다. 제조가능성과 비용을 고려하는 데 있어, CM을 기본적인

제조법으로 가정하는 대신 제품의 성능에 가장 적합한 제조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3 일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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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 2. “확장적이고 전문적인” 설계 및 제조 공정

관념화 및 개념 설계

설계/제조 요건

설계 투입

예비 개념 설계

개념 설계 렌더링 

설계 매개 변수, 

예비 사양의 수립

예비 설계 검토

제조를 위한 상세 사양

비판적 설계 검토 

•상세 배치 계획

•전문성에 따른 엔지니어링 검토 및 분석

•내부의 신속한 프로토타이핑 

•경제적 분석 

•1차 제조 도안

•조립 도안

•상세 도안의 개발

•툴링

•금형 구성, 테스트

•부품 설정

•1차 부품 QA 테스트 

•QA 계획

•부품 구성

•제조 및 하위 조립

•전체 조립

•QA

프로토타입 테스트, 

신속한 프로토타이핑

설계 평가

오프 툴(Off-tool)혹은 

오프 몰드(Off-mold) 샘플

최종 설계

제조 계획

생산 검토

구성 및 조립

제조 평가 및 테스트

사양, 매개 변수 
및 설계 

프로토타이핑 및 
물리적 물체 검토 

제조

그래픽: Deloitte University Press｜DUPress.com 

출처: Deloit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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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은 최종 제품이 최적의 성능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24 어떤 경우에는, CM이 

보다 비용 또는 에너지 효과적이고 전반적으로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적합한 방법을 파악

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는 우선 2가지 선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조직에서 AM은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설계 요건 내에서 AM과 CM 모두를 고려하고 최적의 접근법을 선택하는 일은 사고방식에 있어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다. 특히 경력의 많은 기간을 전통 공정에 따라 작업해왔던 엔지니어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또한 엔지니어들이 원래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무수히 많은 고려사항과 설계 제약에 또 

다른 선택지를 추가하게 된다(삽입글 “DFX와 설계 요건의 급증” 참조). 

“확장적이고 전문적인” 설계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은 일반적으로 유체공학, 전기공학, 열공학 등등의 개별 

전문 분야나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25 각 전문 분야는 그 분야의 특정한 기능을 위한 최적화를 목적으로 

설계를 수정하고 또한 동시에 제조가능성도 고려한다(그림 2 참조).26

AM은 설계과정을 “압축되고 협업적인” 과정으로 변환시켜 엔지니어들이 문제 해결이라는 더 큰 이슈에 

집중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교차 기능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27 전문성이 강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항상 쉽게 가질 수 있는 관점은 아니다.28 이렇듯 AM이 경계와 전문 분야를 아울러 

매우 복잡한 제조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엔지니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엔지니어들이 작업 

방식을 조정하도록 몰아붙인다(그림 3 참조).29

우리는 이러한 사고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조직과 개인에게 설계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은 어려운 과제다. 행동과학은 기업이 조직을 둔화시키는 타성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3. “압축되고 협업적인” 설계 및 제조 공정

설계

설계/제조 요건

설계 투입

개념 설계

프로토타이핑 

성능의 감정 및 평가

설계 검증 및 검토

시범 생산

대량 생산

•제조 공정 설계 및 분석

•1차 부품 QA 테스트

•QA 분석 및 계획

•대량/대규모 생산 증대

•QA 테스트 및 분석

제조

그래픽: Deloitte University Press｜DUPress.com 

출처: Deloit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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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을 고수하기

지니어들(혹은 그 누구라도)이 새로운 설계 패러다임으로 사고하도록 독려하는 조직적 변화를 

촉진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 및 조직의 양쪽 차원에서 인지편향은 새롭고 낯선 방법론의 수용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편향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며 전문성이 깊이 관여될 때 극복하기 더 

힘들다. 엔지니어들에게 AM 도입이 창출하는 기회와 완화된 제약의 관점에서 다르게 사고하라고 요구

하는 일은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행동경제학 및 경영 연구자료는 엔지니어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일하라고

요구받을 때 직면하는 내적 도전에 대해 한 줄기 빛을 밝히고 있다. 관리자는 변화를 방해하는 동인이 

무엇인지 이해함으로써 조직 전체가 AM을 수용하도록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엔

변화를 막는 편향

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모든 결정은 기본 옵션을 가지고 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현상유지는 강력한 편향이며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간은 익숙한 

행동 경로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34 연구결과는 사람들이 현재 상태에 불만을 느낄 때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을 시사한다.35 하지만 우리가 현 상황에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라도 만족하면 변화는 

더 쉽게 방해받는다.

AM을 도입할 때, 엔지니어들은 AM이 제조과정과 생산현장뿐 아니라 자신의 직업 그리고 잠재적으로 

생계에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해 회의와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불행히도, 개인들이 현상유지 편향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많은 기업들이 조직적 타성의 무게에 눌려 힘겨워 하고 있다. 조직은 환경

변화에 발맞추는 데 필요한 속도를 갖추고자 사회적 구조 내에서 적절한 모멘텀을 형성하길 어려워한다.36

이로 인해 기업의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혁신적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직면

하고도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형성된다.37

의

DFX와 설계 요건의 급증

물론 AM이 설계 패러다임 변화의 최초 사례는 아니다. 설계 엔지니어들은 일반적으로 DFA와 DFM을 사용하는데, 

이제 설계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DFA와 DFM(합쳐서 DFMA이라고 지칭)도 그 이전 단계의 기술인 생산성 공학

(Productivity Engineering, PE)과 가치 공학(Value Engineering, VE)의 연장선으로 개발됐다.30

종합하면 PE와 VE는 비용 억제를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이 2가지 접근법이 설계 및 제조 주기의 마지막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부분적으로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한다.31 즉, 이 방식들을 사용하면 비용과 제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설계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때 엔지니어들이 이미 완성된 설계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과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반면 DFMA는 엔지니어들이 설계과정 동안에 조립과 제조 관련사항을 고려하도록 해, 설계 사고와 공정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제품의 기능과 역량에 맞춰 균형점을 찾는 일은, 제품이 제대로 기능하고 관리 가능한 

비용으로 생산될 수 있게 해준다. 비용은 설계를 선택하고 제조방식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제약이다.32

하지만 PE/VE와 DFMA 모두 주요 설계 고려사항으로 제조 비용을 강조하면서 엔지니어의 선택 폭을 제한했다. 

제조업이 발전함에 따라 설계 요건이 급증하고 복잡성도 증가했다. 엔지니어는 제품 수명 말기의 분해, 재활용 가능성,

부품 재활용 및 기타 환경적인 문제 등의 더 총체적인 수명 주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공장 문턱을 넘어 더 멀리까지 

내다 봐야 한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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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타성은 집단이 현상 유지를 위해 집합적으로 과거 업적에

집착할 때 발생한다. 그러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하게 된다.38 이는 잘 정립된 조직을 시장의 혼돈(Disrup-

tion)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데, 이들과는 반대로 보다 빠르고

기민한 경쟁자들은 타성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개인과 조직을 타성에 젖게 하는 근본적인 힘, 이를테면 아래서 

자세히 논의할 매몰비용 및 손실회피 같은 기저에 깔린 영향력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피하기가 어렵다.39 이는 상당한 리스크를 

제기하는데, 타성에 빠진 기업은 재무적 실적이 하향세로 돌아

서거나 경쟁사에 비해 너무 뒤처져 그나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따라잡기가 힘들어질 때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형 서점 체인이었던 보더스(Borders)가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받은 타격이 이 시나리오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1995년 아마존(Amazon)은 소비자가 서적을 구매하는 방식을 뒤집으며 시장에

진입했다. 이에 대응해, 보더스는 디지털 판매를 아마존에 외주로 위탁하고 대신에 물리적 매장과 재고 

확장에 투자했다.40 많은 전문가들은 보더스가 “시장의 주요 변화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고” 물리적인 

매장을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핵심 경직성(Core rigidity)”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41 이 전략으로 이뤘던

과거의 성공 때문에 보더스는 이를 계속 성공 전략으로 보았고, 매몰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며, 시장 

딜로이트 행동경제학 및 경영학 시리즈

행동과학은 개인 혹은 집단의 의사결정에 있어 

어떻게 심리적, 사회적, 감정적 요인들이 종종 

경제적 인센티브와 충돌하고 이를 압도하는지를 

연구한다. 본고는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내리는 선택에 대한 행동과학적 원칙의 영향력과

결과를 연구하는 연재기사의 일환이다. 

총합적으로, 이들 기사, 인터뷰, 보고서는 편향과

인지적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조직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력을 제한해주는 대응 방안을 개발

하는 첫 걸음임을 보여주고 있다. 웹사이트

http://dupress.com/collection/behavioral-in-

sights/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닻 내림 현상(Anchoring)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웨스턴유니온이 타성을 극복한 반면 보더스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3가지 핵심 

결정 포인트는 이들 사례의 이해뿐 아니라 타성을 초래하는 현상유지 편향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과거의 성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다음 의사결정을 과거의 성공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타성의 인지는 현재

효과적인 방안이 미래에는 아닐 수 있다는 건전한 두려움에서 시작한다. 웨스턴유니온은 전신이 점점 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했다.47 하지만 보더스는 미국 서점체인 업계 2위로서 오프라인

사업에서 거둔 과거의 성공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산업에 불어든 변화의 바람을 무시했다.48 과거에 닻을 내리면

미래에 항해 경로에서 이탈할 수 있다. 

•소비자 충성도를 과신하지 않는다. 보더스는 소비자가 매장 내 경험을 계속 요구하고 온라인 쇼핑을 무시할 것이

라고 믿고, 최고의 충성 고객조차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편리함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하지만 

웨스턴유니온은 글로벌 통신 업계의 기존 규범에 의문을 제기했고, 송금 사업을 추구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공격적인

처분을 선택했다.49

•행동을 미루지 않는다. 변화는 변화를 낳는다. 그리고 자주 변화할수록 변화가 쉬워진다.50 이처럼 변화의 문화를

형성하면 적응과 변혁의 지속을 향한 의지가 강화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이다. 현상유지 경로에 오래

머물수록 인간의 뇌는 이익보다 손실 가능성에 집중하며 행동을 단념시킨다.51 보더스는 디지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미뤘고, 마침내 행동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이미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스스로 형성한 후였다.52 웨스턴유니온은 

송금 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미루지 않았고 일단 진출한 후에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게 디지털 투자를

시행하고 협력관계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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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변화를 외면했다. 사실 아마존이 시장에 진입하고 12년 후인 2007년에라도 보더스는 오프라인 

매장들의 일부를 인터넷과 연결시켜야만 했다.42 하지만 이 기업은 디지털 다운로드가 증가하는 그 시점에 

CD와 DVD 품목을 늘려 리스크를 더욱 키웠고, 그 결과 2009년 매출 29% 하락을 초래했다.43 변화하는 

산업에 적응하기보다 현상유지에 집착하고 사실상 시장 변환의 전개에 무지했던 이 결정은 결국 2011년 

보더스를 파산으로 이끈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비록 조직의 타성은 극복하기 어렵지만,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웨스턴

유니온(Western Union)이 이를 입증해준다. 원래는 선도적인 전신통신 사업자였던 이 기업은 장거리 

전화와 팩스의 등장과 확산으로 시장 경쟁에 고전하고 있었다.44 웨스턴유니온은 기존의 경로를 유지

하기보다 전략을 수정해, 국제 송금 사업에 진출했다. 글로벌 통신 기업으로서 기존 역량을 활용하고 

가장 편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데 역점을 뒀다. 그 결과 이 기업은 2014년

56.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45 하지만 웨스턴유니온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글로벌 통신 사업에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디지털 채널의 설립, 중소기업 대상의 B2B 시장 진입, 규제가 심화되는 환경에서 

국경 간 사업을 성장시킬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등 시장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전략들을 

탐색했다.46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인과 조직이 선택의 순간에 신기술과 설계 패러다임의 도입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영향 요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가지 인지적 오해, 즉 매몰비용과 손실회피의 오판으로 인해 집단은 종종 타성에 빠진다. 

매몰비용을 가중하기   

매몰비용은 두려움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개인은 현상유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써 과거 

방식에 이미 투자한 시간과 자원을 사용한다.53 익숙하고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방법에 이미 투자한 조직의 

경우, 새롭게 시작하는 데 따른 비용이 보통 잠재적인 편익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 결과는 전진하지 못한

보더스의 예처럼 엄청난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변화가 반드시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기업이 새로운 접근법을 선택

한다고 반드시 기존 방식을 180도 전환해야 할 필요도 없고 특정 방식에 투자했던 자원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AM은 CM을 직접 대체한다기보다, CM의 장점을 추가해주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 

AM이 분명 최선의 옵션이 아닌 사례도 많이 있으며, 규모, 범위, 비용 등 기타 요소로 인해 CM이 가장 

적합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54 그보다는 두 방식이 상호보완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AM이 CM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엔지니어는 CM으로 불가능한 영역에서 AM이 혁신적인 설계를 개발

하고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55 이를 실행하기 위해 우선 모든 제품 혹은 부품 

설계에 내재된 기능적인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설계에서 제조와 조립의 실행가능성을 고려해 절충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밀 조사한다. 엔지니어는 성능 개선이 잠재적 트레이드 오프를 무릅쓸 가치가 있는지 

자문해 AM 방식으로 전환할 때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보다 최적화된 성능의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리고 기억하자. 변화가 변화를 낳는다. 이렇게 AM 대 CM의 비용-편익 분석을 시행하는 비교적 작은 

변화가 보다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엔지니어가 AM을 기존 아이디어의 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려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사고가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조직이 과거에

내린 투자에도 불구하고, 두 방식을 모두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삽입글 “닻 내림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 수행” 참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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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에 휘둘리기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은 종종 비합리적이고 참조 사례에 의존적이다. 사람들이 특정한 선택의 가능한 

결과를 평가할 때 기존의 준거점과 비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심지어 그 준거점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거나 최선의 행동 경로로 여겨지지 않더라도 말이다.56 다시 말해 의사결정의 결과는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그보다는 현재 상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손실회피는 

내재적으로 모든 변화에 대해 위험을 느끼게 하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타고난 경향을 부추긴다.57 실제로 

행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에 2배 더 민감하다.58 보더스가 전자상거래를 자사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비교하면서 이런 경향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다. 보더스는 오프라인 매장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사업을 도입해 생성될 수 있는 전반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대신, 업계리더로 자부한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이 겪을 예상 손실에 초점을 맞췄다. 

손실회피 경향은 예측 가능하지만 비합리적인 관심 집중으로 이어져, 엔지니어는 AM을 설계과정에 통합해

예상되는 득보다 명확하게 기술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상실할 것을 염려한다. 즉 다른 사람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학습하면서 지식의 관리자로서의 자신의 위상이 격하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미 검증된

성공적 설계에 의지할 수 없고, 다년간의 경험과 힘든 업무를 통해 습득했던 풍부한 지식이 소용없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59 이렇듯 인간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행동 경로보다 현상 유지에 집착하려는 선천적 

경향을 가진다.60

손실회피는 AM을 더 많이 도입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로 다른 기능에서도 발생한다. 이 편향은 특히 의사

결정의 결과가 비교적 불확실하고 전환 비용이 발생할 때 심화된다.61 AM 역시 다른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조직이 진행하기 전에 일련의 리스크를 평가해야 하며 트레이드 오프가 수용할만하다고 평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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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오프 개념은 설계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엔지니어는 항상 트레이드 오프를 행한다. CM이 그 

대표적 사례다. 사출성형 같은 공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 분할선, 게이트마크(Gate mark), 발구배(부품을 

금형에서 분리하기 쉽게 추출 방향으로 주어진 각도, Draft angle)가 설계에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DFM 혹은 DFA를 위해 최적의 형태와 기하학적 구조가 절충되어야 한다.62 하지만 이 같은 트레이드

오프는 설계와 제조 공정에서 “알려진 지식(Known knowns)”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재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도 AM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중 하나다.

소재 데이터는 드물 수 있는데, 다양한 온도와 실제 환경에서 견디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재 데이터는 노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파악하기 위해 장기간 추적 조사

돼야 한다.63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가 없다면 엔지니어는 낯설고 구조적 완결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소재를 

이용한 AM 설계를 더 불편해 할 수 있다.64 개인 및 조직은 소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잠재적인 손실 

가능성을 회피하고 의도치 않게 AM의 이점을 무시하게 된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위 3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하는 조직은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잠재적 손실 가능성 그 이상을 보았다. 불확실성의 두려움을 제치고 검증되지 

않은 신소재를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AM을 사용해 CM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을, 기능이 보강된 로켓 

추진기용 라이너(Liner) 신제품을 생산했다. 라이너는 로켓 엔진 연소실의 부품으로 극한의 조건을 견뎌야

한다. 연소실 내벽에는 2,760°C의 온도로 불타는 추진제, 외벽에는 용융 방지를 위해 절대영도보다 약 

38°C 높게(약 -212°C 이하) 유지돼야 하는 수소가스가 있다.65 이러한 추진기에 대한 니즈는 존재했지만,

기존의 제조기술은 이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었다. 물론 이전의 추진기도 제 기능을 했지만, 최적의 통

기성을 위해 요구되는 복잡한 내부적 기하학적 구조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의 효율성을 

달성할 순 없었다.66 이처럼 NASA는 새롭고 시도되지 않은 접근법의 사용에서 유래하는 불확실성보다 

최적의 기능성이라는 니즈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최선의 접근법으로서 AM을 수용했다. 

움직이지 않는 대상, 저지할 수 없는 힘에 대응하기

과 같은 기술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타성을 극복하는 일은 비단 오늘날의 엔지니어와 설계

자에게만 해당하는 독특한 도전은 아니다. 직원들의 전형적인 업무 절차를 뒤집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지난 수십 년간 시행되고 그 결과가 문헌으로 기록돼왔다.67

실증적 증거에 따르면, 직원들이 변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려면 강한 동력이 필요하다.68 타성을 향한 자연

스러운 경향 때문에,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이 변화가 현명하고 필요한 선택이라는 명분을 강화할 수 있다.

결국 불편함은 효과적인 변화 동인인 셈이다. 조직 변화 연구의 권위자이자 저자인 존 코터(John Kot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건물에 불이 난 듯 보인다면 평상시처럼 행동하기는 어렵다.”69 환경적 영향력이 현재의

패러다임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화재를 일으키거나, 혹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은 후에 

변화를 강요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관리자는 선제적, 효과적으로 변화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기존의 제조 패러다임을 넘어 AM 채택을 지속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행동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관리자가 자신의 편향을 평가한다. 현상유지 편향을 초래하는 인지적 동인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리더도 동일하게 직면할 수 있다. 

리더로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기 전에, 관리자 본인이 AM을 제조 공정에 통합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편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본다. 편향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 및 인정하는 것이 

편향 극복의 첫걸음이다.7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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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목적을 수립한다. 리더는 AM 도입이 긴급한 사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을 

준비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현상에서 벗어날 명분을 강화해줄 환경적 변화, 이를테면 더 간결한 공급

사슬, AM 기법을 포함한 신세대 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미래상을 구상하는 것이다. 또한 AM 도입 지연에 

수반되는 매우 큰 잠재적 기회비용을 대략적으로 평가하면, 행동을 취하는 편이 경영 차원에서 합리적

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행동의 결과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강력한 비전과 

함께, 행동하지 않은 결과로 무엇을 할 수 없게 될지에 대해 설명하면, 얼리어답터들 사이에 AM 도입이 

긴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AM 채택의 명분을 만드는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딜로이트

리뷰(Deloitte Review) 15호 기사, “생산을 위한 3D 기회: 적층 가공 방식(AM)의 사업성(3D Opportunity 

for production: Additive manufacturing makes its [business] case)”을 참조한다.71

변화의 지지자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AM의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한다. 혁신은 종종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하는 영리한 사람들로부터 일어난다. 하지만 문제는 조직 내에서 이처럼 영리할 뿐 아니라 새로운 

혁신에 대해 열정적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것이다. 관리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이용해 기술을 향한 열정이 가장 크고 신기술 채택에 대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원을 식별할 수 있다(혁신 도전과제의 다른 측면에 대한 인사이트를 위해 본고의 다른 기사 “돈이 전부는

아니다: 혁신과 동기에 대한 행동학적 견해 [Nothing for Money: A behavioral perspective on inno-

vation and motivation]”를 참조한다.) 

일단 이러한 직원을 파악하고 나면 이들에게 AM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하다. 스컹크웍스(미국 록히드마틴의 실험적 프로젝트를 위한 개발조직, Skunkworks) 형식의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1940년대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은 독일 항공기와 겨룰 수 있는 혁신적 제트 전투기를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최초로 스컹크

웍스 팀을 조직했다. 이런 프로젝트 구성이 혁신 개발에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구글과 IBM 등 많은 

기업들이 오늘날도 이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72 스컹크웍스 프로젝트에서는 선별된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 방해를 받지 않고 과감한 혁신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협업한다.73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팀에게 고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일반적으로 혁신을 질식시키는

조직의 관료주의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74 이러한 프로젝트의 산출물은 AM 도입에 회의적인

시선을 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필수적 증거를 산출할 수도 있다. 

관리 가능한 단계 및 정확한 솔루션을 구비한 행동계획을 형성한다. 연구 결과는 직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작고 실질적인 목표가 성공 가능성을 높여줌을 시사한다. 회의론자들에게 적용을 하기 전에, 

신기술의 열성 옹호자들과 열린 사고를 가진 최초 지지자들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AM 기술의 배치를 

진행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 변화의 속도나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AM 도입 

과정 전반에 걸쳐 작은 성과들로 지속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한번에 과도하게

정보가 제시되면 이에 압도될 수 있고, 때문에 현상유지를 고수하게 된다.75 변화 계획을 작고 실행 가능한

단계로 분할하면 AM 도입을 촉진할 수 있다. 

팀은 도입 과정에서 초기에 실패를 경험하고 그 결과 사람들간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간에 리더는 처벌 없이 실패를 허용하고 성공 소식은 신속하게 소통해 회의주의자

들이 얼리어답터의 성공을 증거로서 목도하도록 한다. 또한 행동계획은 안정성과 변화 사이의 균형, 즉 

AM이 CM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아니라 CM을 보완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유념하고 시스템의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회의주의자들 사이에서 스트레스와 긴장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 

AM 생태계 전반에 걸쳐 관계를 형성한다. AM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많은 조직들은 이를 위해 AM 

생태계의 여러 참가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업 방법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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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을 예상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외부와의 비경쟁적인 협력관계를 개발하는 것이다.76 이러한 전략적

동맹은 내부적 불확실성을 낮추고 지원과 확신을 제공하며 자연적인 손실회피현상을 완화해, 신기술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해주는 외부적 “지식 네트워크”의 역할을 한다.  

특히 AM에 있어, 조직은 AM의 지금까지의 업적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미 외부 

협력관계를 탐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립 적층식 제조기법 혁신 협회(The National Additive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인 아메리카 메익스(America Makes)는 AM 역량의 발전을 위해

경쟁사를 포함한 AM 생태계의 구성원이 협력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이 기관이 표방한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는 개별적으로 획득한 경험을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77 이 방식으로, 

전체 시스템은 그 어떤 조직이 홀로 달성하는 수준 이상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아메리카 메익스에 대한 

설명과 AM 산업에서 역할은 삽입글 “문제 해결을 위한 AM의 가능성 확대” 참조). 

제조업의 변화

층제조는 설계와 제조에 새로운 대안들을 제공해 엔지니어들의 가능성을 확대해주고 있다. 과거 

전통적 공정에서는 불가능했던 기하학적 구조와 소재 사용이 이제 적층제조로 가능해졌다.79

설계자와 엔지니어는 CM으로 확립된 기능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접근법, 구조, 기능을 더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다. 최적화된 설계, 향상된 기능, 효율 개선 등 AM이 제시하는 기회는 크다. 기하학적 구조와

소재 그 이상으로 AM은 설계 패러다임을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킨다. 많은 경우, 설계자는 생산 인건비, 

소재 비용을 포함한 비용 모델 그리고 툴링과 같은 전통적인 제약에 제한을 받고 있다.80

하지만 동시에 AM은 엔지니어가 잘 알고 있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엎고 일정수준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설계과정에 주입해, 설계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전통적인 

제조법을 간소화하는 데 사용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AM을 적용하지 않으며, 새로운 설계 패러다임은 

탐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실제로 변화에 대한 편향이 AM이 제시하는 새로운 설계와 엔지니어링 

기회의 완전한 탐색을 가로막고 있다.81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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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편향은 극복될 수 있다. 리더십은 AM 채택을 향한 강력한 목적 수립, AM 채택이 임계치에 

도달하도록 조력해줄 변화 지지자 파악, 관리 가능한 단계로 구성된 AM 행동계획의 작성, AM 생태계 

일부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 외부의 탐색을 수행해 조직이 AM의 도입을 더 온전히 탐색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DR

브레나 스나이더만(Brenna Sniderman)은 Deloitte’s Center for Integrated Research의 협력기관인 
Deloitte Services LP의 시니어 매니저로, 그녀의 주요 연구분야는 제조업의 첨단기술 활용과 이러한 활용이
사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켈리 모나한(Kelly Monahan)은 Deloitte’s Center for Integrated Research 협력기관인 Deloitte 
Services LP의 매니저로, 주요 연구 분야는 행동경제학이 조직의 인재와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이다. 

존 포사이드(John Forsythe)는 Deloitte Consulting LLP의 디렉터로, 고객인 대형 조직의 리더십과 지속
가능한, 문화 기반의 전사적 변화의 추진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AM의 가능성 확대

AM의 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방안으로서, 아메리카 메익스는 미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와 

협력해 상업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AM 사용법을 연구하고 있다. 아메리카 메익스와 미 국방부는 리드타임과 재고비용 

절감, 지속가능성이 증가된 새로운 설계, 물체의 제조를 위한 부품의 기하학적 구조 확대 등에 대한 AM 로드맵을 

개발하고 있다. 

로드맵과 더불어 아메리카 메익스는 실용적인 학습 경험을 증진하는 교육, 워크샵, 사례연구 등을 지원해 근로자의 

준비수준과 기술도입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협회는 기능성과 복잡성 개선을 위한 AM을 

이용한 설계 관련 정보와 추가로 맞춤화 기법을 제공한다. 이런 증거 기반의 학습 기회는 새로운 설계 가능성뿐 아니라

AM의 속도를 입증해주며, 기업이 설계 주기에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78 아메리카 메익스는 AM의

설계 가능성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가자들의 생태계를 활용해 실재적인 지식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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