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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만약 형편없이 설계되고, 구현되며, 조정된다면, 인공적인 아둔함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무엇이 필수적인가?
기술이 인간의 더 나은 사고를 돕게 설계되도록 보장하라.

AI-augmented
AI로 cybersecurity
증강된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 인재 부족이 지속되는 동안, 인지기술이 반복적 과업을 자동화하고, 반응성을 증가시키며,
사이버 전문가들이 인간의 독창성을 필요로 하는 과업에 보다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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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기

상

상해 보라. 1년에 수천 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자율주행차를. 활력 징후를 추

동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빠르게! 모호함에 대한 잠재적인 불편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각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

적 관찰해 임박한 심장마비를 경고하는 손목시계를. 실시간으로 모든 공정이 모

하며, 정보에 기반한 인사이트의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예상치 못한 무언가에 대비하며, 다차원적인 사고를 개발하

니터링되고 조정되어, 최적의 생산 능력으로 가동되는 공장을.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

고 채용함으로써 이를 시작할 수 있다. 조직은 험난한 지형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경쟁 중에 있다. 불확

팅,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의 부상과 함께,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인더스트리 4.0)에

실? 긴급함? 물론 존재한다.

의해 시작된 세계가-아찔한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염두하고, 우리는 264,000명 이상의 딜로이트 인력들이 만들어내는 인사이트를 전시하고 출간하는 방식을 개편

나는 지난 산업혁명 시기 동안에 내 경력을 가속시켜준 발전이 놀라왔다고 생각했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수상 경력에 빛나는 딜로이트 유니버시티 프레스를 딜로이트 인사이트로 개편해, 시기

었다(이메일, 인터넷, 모바일 기기를 생각해 보라). 그러나 인더스트리 4.0의 복잡성, 속

적절하고, 전 세계적으로 의의가 있는, 경험 기반의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조직들이 가장 험난한 도전-인더스트리 4.0

도, 범위는 전례가 없다. 도입 중인 기술들이 생산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운영 문제를

을 포함한-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도 창출한다. 개인과 소기업들은 이제 시장을 뒤
흔드는 발전의 주요한 혁신가들로서-공동체 기반의 창의적 실험실, 커피숍, 대학 강의실
로부터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결합하고 있다. 오늘날 격변 당하는 자들은 과거에
푸닛 렌젠(Punit Renjen)

는 격변자들이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 4.0이 추진력과 속도를 얻음에 따라, 세상의 삶

딜로이트 글로벌 CEO

과 일의 방식이 재정의되고, 재설계되며, 재발명되고 있다. 디지털과 물리적 세계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격변은 확실하다. 그러나 기회 또한 그러하다. 이는 변화의 속성이며, 비록 4차 산업혁명의 장기적 영향
이 무엇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단기적 현실은 단순하다. 기업들은 반드시 이를 준비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은 행

딜로이트 리뷰는 딜로이트 인사이트에 의해 계속해서 연 2회 출간된다. 이번 호에서, 독자들은 CXO들이 인더스트리
4.0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의 개요 글을 읽음으로써 딜로이트의 사고
의 깊이와 폭을 맛볼 수 있을 터인데, 설문조사의 전체 내용은 올해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공개되었다. 다른 기사들에서는,
맥라렌 포뮬러 원 레이싱팀의 내부로 들어가 어떻게 고급 제조기법들이 활용되는지 살펴보고, 왜 최고 마케팅 책임자의 역
할이 재정의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아보며, 어떻게 최고 경영진이 격변에 대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딜로이트의 리더들이 즐겁게 글을 쓴 만큼이나 독자들도 본고를 즐겁게 읽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 읽었다면? 안전
띠를 착용하라. 미래는 이미 여기에 와있고 흥미진진한 여행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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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 중독의 급속한 확산을 직시하기

디지털 쓰레드를 이해하기

미국에서의 마취제 중독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통계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2014년, 약물 과용은 교통사고보다
약 1.5배 더 많이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본고와 팟캐스트는 어떻게 정부기관, 지역공동체,
의료기관들이 함께 이 사악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논의한다.

인더스트리 4.0은 새로운 부류의 선구자와
혁신가들을 인도하고 있다. 딜로이트의 동영상을
통해 왜 디지털 쓰레드와 그 잠재력을 이해하는
리더들이 이 새로운 생산의 시대에서 번성할 만반의
태세를 갖출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deloitte.com/insights/opioids

우리에서 풀려난 로봇
우리는 로봇들이 반복적인 과업과 중장비들을
다루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그러나 신기술은 로봇을
창고에서 사무실로 이동시키고 있다.
로봇이 당신 옆자리의 동료가 될 수 있을까?

deloitte.com/insights/robots-uncaged

deloitte.com/insights/digital-thread

테크 트렌드 2018:
조화를 이루는 기업
각각의 격변적인 신기술들-블록체인, 인지기술,
디지털 리얼리티-에 발맞추고 이들을 조직의
특정 영역에 포함시키는 활동이 CIO가
수행 가능한 전부다. 그러나 오늘날의
심오한 변화를 이해하고 이용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이들 기술적 세력을 상보적이고,
조화롭게 작용하는 힘들로서 보는 것이다.

deloitte.com/insights/tech-trends

시간: 가장 회복 불가능한 자원
1주일에 80시간 이상을 일하고, 모바일 기기로
연결된 상태가 계속되어, 삶과 일의 균형은 없다?
이는 지속 불가능하고-즐겁지 않다. 딜로이트의 팟캐스트는
시간을 되찾기 위한 5가지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deloitte.com/insights/time

저항 불가능하게 되기:
직원 몰입을 위한 새로운 모델
무엇이 조직을 “저항 불가능”하게 만드는가?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는
직원의 니즈가 기업 리더들로 하여금 직원들과 더 낫게 관계하도록
강제하는지 탐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적수에 대항하기 위한 3D 기회
적층 제조를 매우 가치 있게 만든 똑같은 장점을 피해를
입히려 시도하는 무리들이 또한 악용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국가 안보를 담당한 이들이 이런 트렌드를
예상하고 행동을 준비할 수 있을까?

deloitte.com/insights/3d-printing-adversaries

deloitte.com/insights/becoming-irresist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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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세

계의 산업화는 증기 동력의 등장 및 기계 직조기

연결되고 정보에 보다 근거를 둔 의사결정을 수행 가능

의 발명과 함께 18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제품

한 디지털 기업을 창조하고 있다. 디지털 기업은 소통하

의 제조방식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1세기 후, 전기와

고, 분석하며, 데이터를 이용해 물리적 세계에서 지능적

조립 라인은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970년대

인 행동을 추진할 수 있다. 짧게 말해, 혁명은 스마트한 연

에는, 컴퓨터에 기반한 자동화의 발전이 기계와 네트워

결 기술을 조직 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 내재화시

크의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만들어 3차 산업혁명이 시

키고 있다.

작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혁명의 수용을 위해 조직과 리더들은 얼마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은 경제, 일자리, 심지어는 사회 자

나 준비되어 있을까?

체를 변환시키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의 광범위한 영향

그다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딜로이트는 19개국 1,500여

아래서, 애널리틱스, 인공지능, 인지기술, 사물인터넷을

명의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해 다음 핵

통해 많은 디지털 기술과 물리적 기술이 결합되어 상호

심 질문을 살펴보았다. 기업 및 정부기관의 리더들이 인더

www.deloitte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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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CXO들 중 단지 14%만이 자신들의 조직이
인더스트리 4.0의 변화를 전부 활용 가능하도록
준비되었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
직, 공동체 그리고 보다 넓게는 사회에 혜택을 제공하도록

는 광범위한 변화를 표상한다. 그렇게 방대한 뭔가를 다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다음은 딜로이트의 핵심 발견사

룰 때는, 특정한 요인들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검토하

항 중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결과다.

는 방법이 유용하며, 딜로이트는 다음 네 가지 요소에 초

	

●

점을 맞춘다.

	

●

응답자의 단지 14%만이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변화
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게 준비되었다고 굳게 확신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속적인 학습의 제공부터 새로운 인재 원

협력업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자신들의 생태계에 포함시

천의 활용, 소외되어 온 시장으로의 접근, 프로세스의 개

키기 위해 인더스트리 4.0 기술의 사용을 확대하는 조직

선과 리스크 축소를 돕는 예측적 도구의 제공, 공급사슬의

은 보다 변혁적인 이득을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딜로이

연결, 보다 민첩한 시스템의 실현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모

트가 설문한 CXO들 중 단지 20%만이 자신들의 조직이

든 사안에 있어, 아마도 그 혁명이 약속하는 바를 담아내

새로운 사업 혹은 제공 모델을 다루는데 있어 고도로 준비

지 못하는 전통적인 목표에 불과할 것이다.

된 상태라 여겼고, 15% 미만만이 스마트 및 자동화 기술
에 아주 잘 대비하고 있다 생각한다.

인재

···

많은 경영진들이 노동력의 미래에 관한 도전과제와의

다. 이는 리스크를 유발하지만, 막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경영진들은 기술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는 듯 한데, 서

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이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고객을 위하는 새로운 방법, 새로

로 다른 지역과 사회적 집단에 걸쳐 교육, 일자리, 금융에

경영진의 대다수가 자신들이 가능한 모든 일을 하는 중이

운 유형의 일자리,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 등등. 과거의

대한 더 많은 접근성을 제공해줄 거대한 균형자로 보는 듯

고, 기존의 교육시스템을 의지 가능하며, 현재 직원들을

산업혁명에서처럼, 이들 변화의 영향은 산업, 기업, 공동

CXO들은 압도적으로(87%) 인더스트리 4.0이 보다

하다. 그리고 경영진들 중 대다수가 인더스트리 4.0이 사

재훈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밝혀진 설문결과

체 전반에 걸쳐 파문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는데, 단지 사

나은 사회적, 경제적 형평성과 안전성을 가져다 준다

회를 어떻게 형성할지에 관해 기업-공공(74%) 및 민간

를 통해 드러난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걱정은 하지만 가

람들이 일하는 방식에만 아니라 생활하고 서로 관계하는

고 믿으며, 3/4는 기업이 정부 및 기타 주체들보다 미

(67%)기업 모두-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았고,

래를 형성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았다

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궁극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급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정부를 2위로 꼽았지만 1위와 격차가 컸다. 그

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역사적으로 기

딜로이트의 설문 결과는 CXO들이 이를 이해함을 보여준

러나 많은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조직이 직원들을 위한 교

술이 없애 버린 일자리보다 만들어낸 일자리가 더 많긴 하

다-그들은 인더스트리 4.0이 가져올 획기적인 변화를 이

육 및 학습, 환경적 지속가능성 또는 사회 및 지역적 모빌

지만, 이들 새로 생긴 일자리는 효과적인 노동력의 개발을

해하며, 그리고 그들은 이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

리티와 같은 문제에 대해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생

통해서 조성되어야 한다.

지만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 크게 확신하지 못

고 밝힌 상황에서도 그러하다

●

하기 위해 이를 사용함을 발견했다. 공급자, 고객, 노동자,

모든 혁명은 격변적이고, 인더스트리 4.0도 예외가 아니

력을 창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하는 중이라

	

들 문제가 인더스트리 4.0의 일부 요소들과 딱 들어맞긴

만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노동력 구성과 일련의 기

고 확신하는데, 84%가 인더스트리 4.0을 위한 노동

●

진정한 인더스트리 4.0 조직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조

씨름을 서둘러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듯 하다-단지 1/4

설문 대상 CXO들 중 단지 1/4만이 미래를 위해 필요
한 적절한 노동력 구성과 일련의 기술을 보유 중이라

	

제로 꼽았고, 생산성의 증가가 56%로 그 다음이었다. 이

하지만 설문 참여자 중 1/4 미만만이 자신들의 조직
이 교육, 지속가능성, 사회적 이동성과 같은 사회적
핵심 요인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딜로이트의 연구는 CXO들이 새로운 사업 혹은 제공 모델
을 조직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면서도, 그들이 인더스
트리 4.0 기술을 기존의 운영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
용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는 도구로만 주로 사용함을 발견
했다. 이는 직접적 및 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가치를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격변에 대한 더 나은 방어책
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

각하지 않았다. 이런 간극은 밀레니얼 세대의 기대치에서
도 나타나는데, 이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사회의 가장 큰

하며, 시간도 부족하다. 전 세계가 전례 없이 사회적 및 경

기술

제적으로 연결된 이 시대에, 크고 작은 방식으로 4차 산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인식하

4차 산업혁명은 조직적 운영, 생산성, 성장, 혁신을 개

업혁명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만약 리더들이 보다 폭넓게

지 못한다고 본다. 만일 기업이 진정으로 인더스트리 4.0

선하는 통합된 디지털 및 물리적 기술의 약속을 담고 있

생각하고 단호한 행동을 선택한다면, 그들의 조직은 인더

의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에 관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을 전에 항상 해왔던 똑같은 일을

스트리 4.0이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도록 보장하는 선도

려면, 조직은 혁신적인 변화를 기꺼이 수용해야만 한다-

단지 더 빠르고 낫게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는

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말이다.

막대한 기회를 미개발 상태로 남기게 된다.

전략

네 가지 주요 영향 영역
경영진들이 이런 변화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사
업, 생산, 이동성, 소통의 전 영역에 걸친 디지털과 물리
적 기술의 통합을 고려하면, 4차 산업혁명은 조직이 번창
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다뤄야만 하는 구석구석에 배어드

리더들이 인더스트리 4.0이 예고하는 변화를 인식한

본고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2018년 세계경제포럼 연례 회의에서 딜로이트가 공개한 글로벌 설문조
사 결과의 일부다. 공개된 보고서 전문은 deloitte.com/insights/industry-4-0-surve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해도, 많은 이들이 직접적 및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장기적인 기회보다는 전통적인 단
기적 사업 운영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설문에

푸닛 렌젠(Punit Renjen)은 딜로이트 글로벌의 CEO다. 이전에, 그는 딜로이트 LLP (US)의 이사회 의장, 딜로이트 컨설팅

응답한 CXO 중 57%가 사업적 상품의 개발을 최우선 문

LLP의 의장이자 CEO로서 일했다. 그는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거주한다.

www.deloitte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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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미래를 경주하기

생산의 미래를
경주하기
맥라렌(McLaren) 포뮬러 원(Formual 1) 팀의 운영책임자
사이먼 로버츠(Simon Roberts)와의 대화

2017년 11월 11일 브라질 포뮬러 원 그랑프리를 위해 최종 연습 중인
맥라렌 드라이버 스토펠 반도른(Stofell Vandoo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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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의 한계를 밀어붙이다
조 마리아니(이하 마리아니): 핵심적으로, 맥라렌 레이싱
은 자동차 제조업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차량이 어
떻게 조립되는가에 관해 사람들 모두가 어떤 심상을 가지
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헨리 포드 시대의 조립 라인에 대
한 흑백 이미지처럼 말이죠. 이들 차량을 조립하기 위해

탄

고 드라이버들이 급히 꺾인 도로로 차량을 몰아붙일 때 마다 관객들이 환호한다. 포뮬러 원은 지구 상에서 매우 흥

월쯤에는 경기규정에 관한 제안서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
즈음이 진행해온 연구결과 및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
할 지에 관해 우리가 생각한 바에 기반해 차체 설계를 시
작할 때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해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년 거치는 설계 및 제조 순환주기에 대해 간략히 개관

마리아니: 그러나 3월은 또한 경주 시즌이 시작되는 때입

해 주시겠습니까?

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현재의 차량이 시즌을 끝내기도

사이먼 로버츠(이하 로버츠): 대부분의 자동차 업계와 비
소섬유, 티타늄, 고무로 구성된 차체가 거의 시속 200마일에 가까운 속도로 경주로를 질주한다. 엔진이 굉음을 내

박스의 설계부터 이뤄집니다. 한 해가 진행됨에 따라, 8

전에 다음 차량을 설계하는 건가요?

교해, 우리는 보통의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이 3년에서 5

로버츠: 그렇죠. 8월에 2주 간의 의무적인 경기 중단 기간

년마다 하는 일을 매해 수행합니다. 3월부터 차량 설계를

이 있는데, 실제로 그 시점부터, 우리는 활동을 현재 차량

시작하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선도 작업인, 기어

의 작동 및 경쟁력의 유지와 내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

미진진한 스포츠들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스포츠일 것이다. 모든 차량들은 첨단 소재와 독
창적 설계의 교향곡이다. 그러나 진정한 흥분은 관객들이 몰려들고 샴페인을 터트리는 경주 당일보다 한참 전에, 그리고 경
주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다.

포뮬러 원에 대한 간략한 안내

이 모든 것은 경주 팀을 구성하는 수백 명에 달하는 설계자, 제조자, 지원 인력들과 함께 시작되는데, 경주 팀은 실상 중
간 규모의 제조업체와 다름없다. 그러나 경주 팀은 단순히 일반적인 제조업체가 아니다. 차량에서 1온스(28.35그램)의 무
게라도 깎아내고, 랩 타입을 10분의 1초라도 줄이려는 노력에서, 포뮬러 원 팀들은 적층 제조부터 디지털 쓰레드(digital
thread)까지 가용한 거의 모든 첨단 제조기법을 이용한다. 이들 기술은, 결국, 경주 팀이 기업으로서 어떻게 운영해야만 하

>>

역사 포뮬러 원은 국제자동차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FIA)이 인가한 단좌 자

동차 경주의 가장 높은 등급이다. 그랑프리 경주가 1906년에 시작되었지만, 첫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은
1950년에 개최되었다.
규정 포뮬러 원의 “포뮬러”는 모든 차량들이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기술적 및 경기 규정을 가리키는데, 차량

는지를 변화시킨다. 짧게 말해, 포뮬러 원 팀들은 주류 제조업체들이 5-10년 안에 목격할 가능성이 큰 기술적 및 관리적 변

>>

화를 오늘날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의 크기, 엔진의 성능, 안전 표준을 결정한다. 팀들은 이들 규정 내에서 혁신을 위한 자유 재량을 가지는데, 밀리

포뮬러 원 경주의 잠재적 미래와 빠르게 변하는 세계를 조금이라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맥라렌 레이싱의 최고 운영책임

초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는 승용차의 표준이 된 기술들의 창조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디스크 브레이크 및

자(COO)인 사이먼 로버츠와 대화를 나눴다. 딜로이트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Deloitte Center for Integrated

잠김 방지 브레이크, 리어 스포일러, 반자동 기어박스, 첨단 엔진 모니터링, 전륜 구동, 전자식 안정성 제어 등이

Research)의 리서치 매니저인 조 마리아니(Joe Mariani)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포함된다.
>>

경주 가장 최근 시즌은 20번의 그랑프리로 구성되었었고, 2017년 3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해 11월 아

부다비에서 종료되었다.
>>

성능 최근 포뮬러 원 차량의 성능

15,000 RPM으로 제한된 1.6리터 V6 터보차지(turbocharged) 엔진, 팀들이 마력 정보를 공개하진 않지만,
엔진은 1,000 마력 정도의 출력을 낸다고 여겨진다

●

최저 중량은 722 kg (1,592 파운드)

●

최고 속도는 330 km/h 이상 (205 mile/h)

●

0에서 100km/h 까지 가속 시간은 2초 미만-정지 시간도 거의 동일

●

차량의 출력과 다운포스(downforce)로 인해 운전자는 모서리를 도는 동안 6G(중력 가속도의 6배) 가량의 측면
부하를 경험할 수 있다-전투기 조종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www.deloitte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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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두 가지로 나누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의 프론트 윙(front wing)을 만들었을 쯤에는, 설계를

10월 초에, 우리 팀은 아마도 설계 사무소와 엔지니어링

변경했고 무언가를 작업하고 있기 때문이죠.

각각에서 50 대 50으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는 11월 말까지 경기를 치르고, 11월부터는 계속해서 재
고를 채우기 위해 오랜 발주 시간이 걸리는 부품들을 주문
하기 시작하지요.

마리아니: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빽빽한 일정에 따라 이들
부품을 만들어 서로 끼워 맞출 때, 모든 것들이 품질 표준
에 부합하도록 어떻게 보장하나요?

이들 두 지점으로부터, 그 후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

로버츠: 우리가 제작하거나 구매하는 모든 부품들은 작

항들이 설계 완료되고 공개 가능하도록 서둘러 작업하는

업 지시서에 기록되어, 완벽하게 추적 가능하지요. 모든

겁니다, 희망하기에, 크리스마스까지 말이죠.
신차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약 16,000개의 부
품을 설계하고 그 후 제조해야만 하지요. 그
후, 1월 말에는, 첫 차량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는 상당히 짧은 준비 기간입니다.
우리가 내부적 및 외부적으로, 생산 능력을 사
전에 예약해놓으면 이 모든 사항들이 차량이
출시되기 바로 직전까지 시시각각으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문자 그대로 출시 행사 바로 몇 시

"일단 우리가 차량을 만들어
시험하고 경주에 내보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 10분마다
그 차량을 변경하죠."

간 전에야 완성된 차를 받는 건 우리에게 꽤나
평범한 일입니다.
마리아니: 정말 환상적이네요, 특히 아마도 수천 대의 차
량을 느리게 설계하고 제조하는 주류 자동차 회사들과 비
교하면 말입니다. 당신들은 소수의 차량을 반드시 매우 빠
르게 만들어야만 하죠.
로버츠: 그렇죠, 우리는 오직 4개의 차체만을 만들고, 완
전히 만들어져 경주를 하게 될 차량은 단 2대밖에 없지요.
또 다른 점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차량을 만들어 시험하고 경주에 내보내기 시작하면, 우리
는 매 10분마다 그 차량을 변경하죠. 매 10분마다 새로운
CAD 도면이 나옵니다. 이건 모든 사항들을 맹렬하게 업
그레이드하는 일종의 작업입니다. 유지되어 다음 해로 이

자재와 모든 검수 결과는 작업 지시서의 개별 부품번호
에 대응 추적됩니다. 우리가 받은 금속을 출하한 공장으
로 바로 추적이 가능하고, 기계에 누가 그 재료를 적재했
는지, 언제 그 재료가 적재되었고, 언제 그 부품이 만들어
져 나왔으며, 언제 검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열처리, 인증
혹은 점검이 그에 대해 이뤄졌는지를 완성품에 대해 즉시
알 수 있지요.
마리아니: 저는 생애주기 프로세스-각각의 개별 부품에
대한 유효 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정-가 부품들이 시스
템에 들어갈 때 끝나지 않고, 경주용 차량이 주행할 때도
실제로 수집된 데이터와 함께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맞
습니까?

어지는 비율은 보통 일반적으로 약 3-10% 정도입니다.

로버츠: 맞습니다, 우리는 매우 작은 RFID 칩들을 가지고

그러나 연말에 도달할 쯤에는, 이는 0%에 가까워집니다.

있죠. 탄소섬유 부품에 대해, 겉껍질 아래에 칩을 삽입했

차량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정말로 빠르게 변화

어요. 그들은 너무 작아서 볼 수조차 없습니다. 금속 부품

하는 환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오로지 부품들을 소규모로

에 대해서는, 가능한 곳에, 접착제/레진을 사용해서 붙였

생산하는데 전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4개에서 6개의 1

습니다. 그러나 정말 작기 때문에 볼트 머리 내부에 삽입

회 생산량이 상당히 전형적인 제조 물량인데, 왜냐하면 6

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일단 부품을 완성하면, 이들을 스

사이먼 로버츠(Simon Roberts)
맥라렌 레이싱 최고 운영책임자
www.deloitte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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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처리해 부품 번호의 수명 코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의

면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대략 50,000

마리아니: 경주팀 성공의 정말 많은 부분이 직원들의 매

모든 인적 오류를 제거했습니다.

번쯤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오로지 순수하게 경기전

우 인간적인 니즈와 첨단기술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에

략 관점에 대해서만 이 정도입니다.

달려 있는 듯 합니다. 딜로이트의 최근 연구결과1는 최고

특이한 점은 우리가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판
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은

차량 자체에 있어, 우리는 또한 경주용 차량의 매우 정

의 생산성이 인간과 기계가 서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우리 자신의 경주용 차량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

교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모델을 실행합니다. 차

을 함께할 때 달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어떻

거래가 전혀 없죠. 사실, 우리 경주용 차 두 대는 실질적

량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매개 변수-모든 최신 업그

게 인간-기계 구성의 균형을 맞추거나 혹은 적절한 조합

으로 시스템에서 재고의 최종 기착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레이드, 모든 서스펜션 관련 변수-를 시험합니다. 그 데

을 찾습니까?

경주가 있는 주말에 앉아서 우리의 재고 시스템을 관찰한

이터는 전부 컴퓨터에 입력되지요. 다음으로 그 데이터

다면, 정비공들이 경주로에서 변경 작업을 할 때 부품들이

를 드라이버가 고려된 시뮬레이터에 사용하는데, 이는 우

차량에 장착되거나 제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시스템

리에게 궁극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이 금요일에 우리가 경

은 또한 어떤 부품도 유효 수명 혹은 설계 한계를 초과하

기장에 등장할 때, 최초 연습 경주에서 주변의 모든 이들

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이동 거리, 출발한 횟수, 부품

보다 항상 약간 더 나아 보인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

이 차량에 장착되었던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그런

중 하나죠.

로버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조립 측면에서, 모든 탄소
섬유, 차체, 차체 부품, 펜더 등의 작업은 상당한 수작업
공정이지요. 우리의 탄소섬유 주형은 여전히 손으로 만들
어집니다. 우리는 ATL(Automated tape laying, 역주-부
품이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컴퓨터 기반의 자동화 기기
를 이용해 탄소섬유를 주형에 넣는 작업) 기기를 전혀 가

관점에서 보면 이는 비행기와 다소 유사하지요. 우리는 그
수준을 비행기 수준으로 높이는 중입니다.

실세계의 필요에 따라 첨단기술 적용하기

마리아니: 16,000개 부품의 개별 위치와 수명의 추적은

마리아니: 제조업에서, 신기술이 그저 인간 노동자를 대

엄청난 규모의 상세 데이터처럼 보이는데요. 이들 모든 부

체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러나 그

품과 그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한대의 작은 차량에 결합시

렇게 많은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가운데서도, 맥라렌 팀

켜 최고 성능으로 작동하도록 만듭니까?

의 많은 프로세스들에는 여전히 강한 수작업 요소들이 존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곳에는 기술을 사용하
죠. 모든 대형 부품-차체, 프런트 윙, 리어 윙, 기어 상자-

재합니다. 직원들에게 요구하

“경기에서 그저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대략 50,000번쯤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는 점의 변화를 당신은 주목해
왔나요?

에 레이저를 이용해 배치와 치수가 정확한지 검증합니다.
8주 간의 코팅작업으로 차체를 완성하고 난 뒤에 세 번째
주름에 틀린 소재를 썼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배치된 상황
을 발견하는 일을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와 레이저 정보를 이용해 실수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지요.
차량의 운영과 모니터링은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연습주행 동안 대략

로버츠: 그래서 우리가 주목

최대 500가지의 차량 관련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모든 피

한 것은-왜냐하면 우리가 급

드백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경기장의 현장 상황실로 전송

히 서두르기 때문에-사람들에

되고, 다음에 영국 오킹(Woking)의 공장으로 전달되는데

널이나 혹은 예상보다 빠르게 또는 느리게 상승 또는 하

대한 우리의 업무지도 수준이

거기서는 엔지니어들이 차량의 실제 작동상황과 특정 경

락하는 채널에 대한 경고를 자동으로 표시해 알려주죠. 이

자동차 혹은 항공기 산업 생산

주로에서 특정 시점에 차량이 어떻게 작동하길 원하는가

런 작업은 인간과 자동화 간의 밀접한 협력을 요구합니다.

설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

사이의 차이에 대한 큰 그림을 데이터 조각들을 모아 구성

한 가지 사례가 기어 변속기입니다. 드라이버가 기어

하려 노력하지요.

잉글랜드 오킹(Woking)의 맥라렌 기술 연구소

변환을 요구하면, 변속기는 딱 맞물린 두 기어를 사실상

로버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심지어 경주로로 나가기

는 정도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최근에야 깨달은

전부터,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우

점은 그건 문제가 안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

하지만, 경주 혹은 예선전이 일단 시작되면, 규정에 따

동시에 움직이는데, 그 과정이 정말 빠르기 때문에, 새로

리는 지금 일본에서의 경기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

직원들의 심오한 지식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

라 단지 250가지의 센서만을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한 받

운 기어에 가해지는 토크가 증가할 때, 유압을 이용해 기

죠. 우리는 상당히 정교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가지

니다. 과거에는 이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크게 변한 점은

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여러 채널들을 결합하고 가상

어 날을 손상시키지 않고 기존 기어를 빼낼 수 있지요. 그

고 있는데 그 안에는 찾을 수 있었던 모든 드라이버와 팀

더 이상 이를 당연히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서 보다 흥미로운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당히

러나 이 과정은 물에 젖은 도로에서는 다소 문제가 생기

들, 과거 경주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에 대한 데이터

들이 뭔가 어려운 것을 발견하거나 혹은 우리가 뭔가를 잘

많은 영리한 방법들을 차량 내외부에서 사용해야만 합니

는데 그 때는 예상치 못한 바퀴 회전이 많이 일어나고, 알

등, 사람들이 생각 가능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경

못하거나 혹은 예상한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 결과, 차량의 전체 텔레메트리 시스템은 스스로를

고리즘이 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기에서 그저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하려

정말로 그것을 알아차려야 할 필요가 있지요.

살필 수 있도록 설정됩니다. 데이터가 한도를 초과하는 채

뭔가가 발생하고 드라이버가 기어 변속을 요청하면, 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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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미래를 경주하기

기는 클러치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단순히 두 기어를 ‘

고 상세한 사고 작업은 여기 공장에서 나중에 이뤄지는 것

을 사용하지요. 모든 사람들마다 역할이 있고 모든 사람들

쾅’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클러치를 작동시키고, 기어

이 최선입니다. 경주에서 그런 모습의 한가지 사례는 모든

이 자신들이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목

하나를 빼내고 다른 기어를 물리죠. 이는 우리가 “안전 변

경쟁자들의 타이어 마모도와 연료 사용량을 파악하고자

표가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업무 분담과 협

속”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몇 밀리 초가 더

노력하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주의 특정 시점에

력은 다른 많은 기업에서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사항들

걸리고 드라이버는 이를 좋아하지 않죠. 그러한 종류의 일

서 더 강하게 몰아붙일지 아니면 물러설지를 전략적으로

을 잘라내 버립니다.

이 배경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결정할 수 있죠. 이는 당신이 경주의 모든 열기와 감정이
가득한 현장에 있다면 그렇게 하기가 정

“우리는 모든 이들이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도록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지 결코 알 수 없으니까요.”
마리아니: 텔레메트리가 스스로를 살핀다는 개념과 그것
이 드라이버 및 현장 상황실의 팀원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인공지능-인간 상호작용 유형의 하나처럼 보이는데, 이는
항공 및 방위산업을 포함한 다른 산업들이 고전하는 모습
을 우리가 목격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해결책처럼 보이는군요.
로버츠: 아시다시피 우리는 AI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활
용할 수 있을지, 특히, 시뮬레이션 및 관련 작업의 최적화
에 관해 연구 중입니다. 이는 빅데이터와 마찬가지입니다.

말 어렵지만, 만약 시원하게 냉방된 통제
소에서 헤드폰을 쓴 채로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쉽지요. 들
을 필요가 있는 사안만 들을 수 있고, 필요
할 때 쓸 수 있는 수많은 컴퓨터와 연산 능
력을 주변에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속도와 유연성을 유지하기

로버츠: 저는 미래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균형을 제공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기술의 균형, 삶의 균형
말이죠. 저는 이곳의 엔지니어링 조직이, 조직적 변화에
상당히 저항함을 인식해 왔습니다. 여기의 다른 집단들보
다 더 말이죠.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 직감에 따르면, 그
들 세계의 변화-매년 바뀌는 규정 또는 그들이 작업하는

마리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술이 발전할지에 대

설계, 그들이 만드는 부품-때문에 다소간의 안정성을 위

해 조금 얘기를 나눴고, 당신의 마지막 발언은 조직이 어

해 그들이 매달리는 한가지 사안이 조직에서 그들이 앉아

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조금 말해줍니다. 그러면 맥라렌의

있는 위치인 듯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그들에게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평선 위에 뭐가 보입니까? 당

요구하고, 그들이 정말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들을 더욱더 빠르게 해줄 차세대의 대형 기술 혹은 조직

의 안정성을 주는 건 문제가 없지요. 그 점이 우리가 팀으

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로서 해야 하는 일을 방해하진 않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어 누군가가 우리
차량의 측면을 가볍게 들이받는다면, 현

마리아니: 맞아요, 그걸 발견할 때 알게 되겠지요!

로버츠: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

장의 사람들은 차량이 안전한지 확인하러
가게 됩니다. 그들은 차체 윙의 V자형 부
품에 가해지는 부하를 살펴보고 주행하기
에 안전한지를 결정합니다. 차량의 특정

조 마리아니(Joe Mariani)는 딜로이트 서비스 LP의 리서치 매니저이자 사물인터넷에 대한 딜로이트 리서치 캠페인 시리즈
의 편집자이다. 그는 비즈니스 전략부터 기술적 트렌드까지 다양한 일련의 주제에 대한 IoT의 영향을 연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다운포스가 상실될지 그렇지 않을
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모든 공기역학 데이터를 살펴
볼 시간이 없죠. 그러나 여기 사람들은 그 모든 작업을 완
료한 후에 그들에게 조언할 겁니다.

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보기

마리아니: 경주 당일과 차량 제조에서의 복잡한 과정에 대

모빌리티의 미래: 벤의 여정

해 논할 때, 이들 모든 구성요소들이 매우 상호종속적이기
때문에, 그 점이 어떻게 작업 집단들이 함께 기능해야 하

매끄럽고, 자동화된 주문형 개인화 여정은 - 모빌리티의 미래의 꿈이다. 그리고 확장된 자동차 생태계의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져

는지를 변화시키나요? 다른 산업에서는, 교차기능 팀들의

그 꿈을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하는 중이다. 딜로이트의 동영상은 벤의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의 사무실로부터 집까지의 퇴근 과

대두 혹은 작업 집단들 간의 순환이 목격되어 왔습니다.

정을 뒤따라 간다-그리고 왜 기존 기업과 격변자들이 이에 동참하기 위해 최대 속도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탐색한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속도와 유연성을 유지하기

deloitte.com/insights/bens-journey

로버츠: 우리는 모든 이들이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데이터
마리아니: 차량의 모든 센서가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생성
하고, 일부 분석은 현장에서 이뤄지며, 일부는 나중에 영
국에서 행해지는 상황에서, 경주 현장과 영국의 후방 설비
간의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하나요?

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도록 보장하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누군가에게 영
향을 미칠지를 결코 알 수 없으니까요. 다행히도, 시즌에
는 1에서 2주마다 경주를 치르기 때문에, 경주 대회는 우

로버츠: 과업 분장의 관점에서, 간단히 말해, 발생하는 것

리를-그리고 사람들이-함께 협업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들

들은, 냉정하고 차분한 계산과 분석이 필요한 작업, 그리

이 같은 사무실에 있지 않아도, 동일한 구내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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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의 밤을 줄이자

불면의
밤을
줄이자
어떻게 리더는 디지털 시대의 책임 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가

리

더들이 경력의 사다리를 올라감에 따라, 통제
범위가 늘어나고, 조직 복잡성의 더 높은 단계

를 헤쳐나가야 하는 처지임을 깨닫게 되어, 권한 이양의

신뢰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직원들이 그러한 개인적 책임감을 느
끼지 않는다면?

기술이 성공에 무엇보다 중요해지게 된다. 효과적인 지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그 결과 뭔가가 잘못된다면?

도력이란 자신의 프로젝트를 다른 팀원들에게 넘겨주고

너무나 많은 리더들을 불면의 밤으로 자주 이끄는 흔한

그들이 성공적인 완료로 이를 이끌어 가도록 권한을 부

문제와의 만남을 환영한다. 여러 이유로 인해 직장에서

여하는 일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리더가 자신

실수가 발생하고 프로젝트가 망가지는데, 최상의 환경

의 일에 적용하는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똑같이

에서도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감을 직원

팀이 달성하리라고 리더로서 확신한다는 의미다. 또한

들에게 주입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 이 리더십 도전과제

직원들이 일의 결과에 책임을 느끼고, 프로젝트의 성공

는 오랫동안 문제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 어

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감독을 수행할 것이라

려울 가능성이 큰데, 이 문제는 인더스트리 4.0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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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Rule): 내 주변의 다른 이들이 규칙을 준수하

알려진, 4차 산업혁명에 내재된 편재적인 디지털 연결

관계-을 살펴보는데, 이들은 조직 내 책임 문화의 구축

성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에 공헌한다. 우리는 디지털 환경이 삼각형 각 변의 붕

역할의 명확성은 개인이 자신의 책임 영역과 조직에

확실히 하기 위해 말하지만, 인더스트리 4.0시대의

괴를 일으키면서, 책임감 없는 행동의 결과를 보다 확산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규칙은 명시적으로 소통되는 절차뿐만 아니라, 암시

연결성은 기업들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제시

시키는 세 가지 주요 방식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조

이 기둥은 자신의 업무가 더 큰 목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

적인 사회적 규범까지 포괄하는데, 특정한 맥락 내에서

한다. 그러나 사업의 모든 부문들-재무, 생산 설비 그리

직 수준에서의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하는데 이들 전략은

치는지 직원이 깨닫게 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옳은 일이 이뤄지도록 감독한다. 규칙은 참여의 경계를

고 외부 협력사와 고객들까지-이 연결되고, 디지털화되

관리자들이 세 기둥을 강화하는 환경을 설계하도록 도

강한 역할 명료성을 경험한 직원은 조직과의 일체감을

설정하고 특정한 맥락 내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어떻게

며 더욱 투명해질 때, 가용해진 정보의 규모를 감당하기

움을 줘, 디지털 시대의 직원들에게 책임감을 주입한다.

느낄 가능성이 보다 크고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더 많은

평가할지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공한다. 시대에 뒤처진

노력을 기꺼이 투자할 것이다.

규칙 혹은 정책에 대한 타인들의 일반적인 무관심은 조

가 어려울 수 있다.1 게다가, 걸린 판돈이 매우 큰 경우
가 많다. 광범위한 상호 연결성은 한 교점의 나쁜 결과
를 전체 생태계에 걸쳐 증폭시켜, 그 어느 때보다 파급
효과를 확대시킨다. 2

우리는 일터의 책임을 업무 관련 의사결정 혹은 과정
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을 맡는 의도적인 선택

긴 하지만, 디지털 일터의 부상에서 종종 간과되는 점은

으로 정의한다. 5 이는 행동 이전에 사람들이 내리는 의

이것이 또한 어떻게 노동자들의 일상업무 경험 방식을

식적인 선택으로, 결과에 답을 하기 위함이다. 대조적으

일반적으로 변화시키는가 하는 점이다. 이 변화 역시 중

로, 행동 이후에 일어나는 이성적인 과정은 책임을 할당

요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일터에서 디지털, 연결

하는 절차, 혹은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다.6 이들 두 가지

기술, 다른 이들에의 연결 및 헌신의 약화가 시작되면서

개념이 유사하긴 하지만, 본고는 행동 자체에 앞서 일어

많은 대인관계가 어려움을 겪어왔다.3 직업의 변화와 유

나는 의사결정 혹은 선택에 초점을 맞춘다. 이후 전반적

연한 팀 제도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지-그리

으로 살펴보겠지만, 디지털 환경은 행동에 앞서 직원들

고 무엇에 관해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여러 조직적 맥

이 책임감을 훨씬 분산하기 쉽게 만들어준다.

락에서 정의하기를 어렵게 만든다. 4 이러한 변화는 새로

몇 가지 요인들이 직원들이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운, 디지털 주도적인 일터에서의 역할과 규칙의 구분을

지려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결과는

어렵게 만들 수 있고, 따라서 많은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사람들이 규칙, 연결 관계망, 그리고 더 큰 시스템 내에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질 수 있다.

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할 때 이러한 유형의 책

짧게 말해, 디지털 기술은 역할, 규칙, 관계에 관한

임을 질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7 (자세한 사항은 26페

명확성 부족에 한 몫을 해-책임을 지거나, 혹은 최종 결

이지의 삽입글 “연구에 관하여” 참조.) 우리는 이들 결

과까지 전 과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선택을, 오늘

정적 영역을 세 가지 R이라 칭한다. 이는 납득할만한 수

날의 일터에서 보다 어렵게 만든다. 다음 장에서 설명하

준의 책임짐이 이뤄지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

듯이, 이들 세 기둥이 책임을 지는 이들을 위해 수립되

는 일련의 상호 연결된 기준이다(그림 1).

어야 한다. 이들 영역 중 단 한가지라도 명확성이 부족

연구진은 이 세 가지 요인을 개인을 최종 결과에 연결

하면 업무 관련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킬 수 있

시키는 정신적인 접착제라고 말한다. 세 가지 R은 표지

다. 따라서, 리더로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팀에 넘기기

혹은 기준점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과업에 대한 몰입

전에 규칙, 관계, 역할에 대한 강력한 명확성을 주입하

수준, 주인의식을 가지려는 의향을 판단하기 위해 자주

는 일이 일반적으로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

사용한다.

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우리는 책임 삼각형의 세 변-역할, 규칙,

11

고 프로젝트의 성공에 참여하고 있는가?

직 내에서 어떻게 일이 실제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유대의 구축: 책임을 담당하는 세 가지 R

그러나 한편 디지털 환경이 실수를 증폭시킬 수 있

서, 리더로서, 당신이 팀의 실수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

역할(Role): 나의 역할은 분명한가?

그림1. 책임의 세 가지 R

Roles (책임)

나는 관련된 다른 이들과
연결되었다고 느끼는가?

나의 역할은 분명한가?

Rules (규칙)

Relationship(관계)

내 주변의 다른 이들이 규칙을
준수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에
참여하고 있는가?

책임의 세 기둥은, 직원들이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자 하는 자발성 수준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출처: 1997년 조직적 행동에 대한 연구 19호에 실린 배리 R 슐렝커(Barry R Schlenker)의 “개인적 책임: 삼각형 모델의 응용”에서 인용
및 수정 (Personal responsibility: Applications of the triangle model,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9), 1997”: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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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관계(Relationship): 나는 관련된 다른 이들과 연
결되었다고 느끼는가?
관계는 관련된 개인들 사이의 대인 간 신뢰, 혹은 연
결 정도, 그리고 팀원들이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투자한
감정의 강도에 대해 말해준다. 간단히 말해, 다른 이들
이 당신을 지지해 준다는 믿음이다. 연구결과는 개인들
이 다른 사람들이 협조적이며 업무에서의 전반적인 성
공을 위해 힘쓴다고 믿을 때 보다 기꺼이 책임을 지려한
다는 점을 발견해왔다.12
이들 세 기둥은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관심을
업무에 쏟는지를 좌우할 수 있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결과에 대해 얼마만큼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정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명확성이 부족하거나 세 가
지 R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취약성을 느끼면 결과와 개
인의 분리가 일어날 수 있고, 삼각형의 자체 붕괴를 일
으켜 다음과 같은 익숙한 변명을 낳게 된다. 그건 내 일
이 아니야. 규칙이 여기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 리더는 역할과 규칙

불면의 밤을 줄이자

호종속적 관계를 통해 개인들을 조직 내 다른 이들과 연
결시킴으로써, 책임감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의 제공에

유대의 파괴: 디지털 환경의 책임감에 미
치는 세 가지 영향
디지털 기술의 부상은 일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지

책임의 세 기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일은 최선의

해야 하는 일을 계속해서 파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진전 상황에 대해 적시에 보고받고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확실히 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찬찬히 생각
해 보라. 디지털 환경은 이 과정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 직원들을 서로 분리시키고 누구에게 책임이

절시키고, 역할과 관계 간의 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

상황에서조차 어려울 수 있다. 조직 내에서 당신의 팀이

가상의 유대: 늘어나는 대안 노동력이 직원들을 단

만, 가끔은 직장에서 직원들의 책임감을 저하시키는 의
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디
지털 환경 트렌드를 조사해 이들이 역할, 규칙, 관계의
유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직원들의 일에 대한 책임감
수준을 낮출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들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최근 원격 근무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기술적 발전은
가상 팀의 구성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도로 생
산적이게 해준다.13 노동력 모델 또한 변하고 있는데, 전
통적인 전일제, 사무실 근무 직원 모델을 넘어 보다 대
안적인 유형의 업무를 위한 경로를 만들고 있다. 원격근
로, 계약근로, 임시직 경제(gig economy) 노동자가 노
동 인력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구성한다.14

있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적 단서를 보기 어

	

●

가상의 유대와 원격 근무의 부상

렵게 만들며, 직원들이 쉽게 발을 빼지 못하도록 가로막

	

●

자동화의 증가

와의 유대가 과거보다 취약해지고, 경험과 상호 신뢰에

는 사회적인 보호망-바람직한 행동을 권장하고 심지어

	

●

변화하는 일의 속도

기반한 유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이다.15 가

이 트렌드의 부작용은 직원들 간의 관계, 그리고 리더

압박하기까지 하는 무언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규범-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그림2. 책임의 세 가지 R에 대한 디지털 걸림돌

다음 장에서는, 디지털 환경이 업무환경을 변화시키

Roles (책임)

고 그로 인해 역할, 규칙, 관계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쳐그 결과 더 나아가 개인적 책임에까지 영향을 주는 세 가
지 방식을 살펴본다.

을 매우 명확히 하여 주인의식을 고취할 뿐 아니라, 상
자동화의 증가가

연구에 관하여

가상의 유대가 직원들 간의

인간과 컴퓨터 간의

연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역할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플로리다 대학교 심리학 명예 교수인 배리 슐렌커(Barry Schlenker)는 행동하기 전에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개인들이 높은 수
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하고, 더 오래 계속해서 노력하며, 결과에 대해 더 큰 주인의식을 느낄 확률이 훨씬 더 높음을
발견했다.8
슐렌커와 동료 연구진은 개인들이 행동에 앞서 책임감을 느끼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
을 수행했다. 세 가지 요인이 책임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지표임이 드러났다-독자성에 대한 강한 인식, 규칙의

Rules (규칙)

Relationship(관계)

명민한 이해, 다른 이들에 대한 논리적 혹은 도덕적 의무감. 우리는 이들 학술적인 실증적 발견사항을 세 가지 R모델로 해석했
는데 (그림 1), 이는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다년간의 연구결과를 업무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
슐렌커와 동료 연구진의 연구결과는 이후 실세계의 환경에서 실증되었다. 예를 들어, 클렘슨 대학교(Clemson University)의
심리학 교수 토머스 브릿(Thomas Britt)은 전장에서 군사작전 중 병사들의 정신적인 몰입도가 얼마나 강건하게 역할, 규칙, 관

변화하는 속도가 의미하는 바는 규칙이

계가 정의되었는지의 직접적 결과임을 발견했다.9 교실에서 수행된 또 다른 연구는 학생들의 실제 성적을 시험 전에 그들의 책

정기적으로 바뀔 수 있어, 의사결정의 잠재적

임감(세 가지 R)이 얼마나 강한가로 예측 가능함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조직적인 맥락에서, 한 연구결과는 직원들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향의 50% 이상을 개인적인 책임감에 대한 믿음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했다.10 이들 연구는 또한 사람
들이 행동하기 전에 느끼는 책임감의 정도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관여를 일의 성공에 쏟을지 예측해준다고 시사한다.

결과를 고려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출처: 1997년 조직적 행동에 대한 연구 19호에 실린 배리 R 슐렝커(Barry R Schlenker)의 “개인적 책임: 삼각형 모델의 응용”에서 인용
및 수정 (Personal responsibility: Applications of the triangle model,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9), 1997”: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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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팀의 한가지 측면은 물리적으로 위치하지 않는 다른

불면의 밤을 줄이자

두드러진 특징”임을 언급하기도 했다.21

익숙해져서,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경보까지 무

다.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도전과제는 책임의

시할 가능성이 커진다.24

세 가지 R을 약화시키고, 이 도전과제를 훨씬 더 어렵게

이들의 사회적 존재감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이 줄어듦

인간과 기계의 협업 트렌드가 지속되어, 서로가 공

을 보여주었다는 점인데, 이는 잠재적으로 서로 간의

생적 협업에서 상대방의 기술을 증강시키리라 예상됨에

또한 연결성의 증가는 관계를 개인과 가까운 일상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리더가 이 약화 가능성을 다루느

의무감을 약화시키고 원격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이 능

따라, 잠재적 오류에 대해 계속 경계하고 가능한 영역에

동료들을 넘어 고객, 공급자, 조직 내 다른 팀들에게까

냐가 조직의 성공에 크게 중요할 수 있고, 아마도 개인

력이 떨어지고, 믿을 만 하지 못하며, 신뢰도가 낮다고

서의 오류 발생을 방지하는 책임을 지는 일은 계속해서

지 확장시킨다. 직원들은 미약하고 광범위한 관계 전반

적인 발전과 팀의 성공에도 그만큼 중요할 것이다. 리더

더 강하게 느끼도록 만든다.16 이런 연쇄적 효과의 가능

도전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따라서, 리더가 자신의 관

의 여러 전선에서 전투를 치러야 하고, 많은 이해관계자

가 팀을 위한 책임의 세 기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심이 다른 프로젝트들에 쏠리게 됨을 깨

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빠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자신들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그림 3).

닫고 자동화가 존재하는 영역에서 팀이

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 규칙이 계속해서 변하고, 관계

과업을 관리하도록 권한 이양을 추구할

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로 확장되며, 데이터의 갱신

때, 리더는 역할 명확성과 규칙 간의 고

이 멈추지 않고, 시간이 극히 중요해 질 때, 실수가 일어

리를 강화해야 한다. 결국에, 책임을 지

나게 마련이다.25

책임을 지는 주체는 인간이지,
기계가 아니다.
한 결과는 직원들의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기 용이하다

는 주체는 인간이지, 기계가 아니다.

는 점에 대한 인식, 혹은 리더의 성공과 연계하는 감정
의 약화이다. 17

자동화의 증가: 기계에 대한 과도한 신뢰 그리고
결과와의 거리감이 역할과 규칙 간의 유대를 약화

●

의도적인 협업의 촉진

	

●

동료들 간의 상호주의 추진

	

●

디지털 리더십의 실천

게다가, 연결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조직

각각의 항목은 세 가지 R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또한 디

들을 특징짓는 제멋대로 뻗어나간 복잡한 디지털 환경

지털 기술이 이들 간의 유대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큰 특

변화하는 속도: 항상 깨어 있어라, 규칙이 변하고

은 직원들이 큰 그림을 보는

관계가 약화되는 가운데, 실시간 그리고 요구에 따

것, 또는 어떻게 그들의 의

라 즉시 결정을 내려라

사결정이 사슬을 타고 다른

정보는 멋진 것일 수 있다. 이는 보다 정보에 기반

이해관계자들이 내린 선택

한 의사결정, 과거 보이지 않던 패턴의 발견 혹은 새로

의 거미줄에 얽혀 들어가는

많은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과업들-고객 상담전화

운 기회의 발견을 위한 자산이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

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대응부터 제조업까지-이 점점 더 자동화됨에 따라, 노동

에, 이는 짐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보 흐

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들은 과거에 스스로 하던 많은 과업들로부터 점점 더

름의 증가에 대해 자주 듣게 되는데, 매일 2.5 엑사바이

과정에 관계될 때, 초반의 실

분리될 수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다 해도, 기술

트(1엑사바이트=10억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되

수 하나는 각각의 후속 의사

은 다른 인간이 제공하는 수준과 동일한 사회적 방호책

고, 동시에 1억4천만 건의 이메일이 매분 전송된다.22

결정 단계마다 더 악화될 수

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자동화에 대한 의존은 심지어 오

연결된 자산들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건수를 훨씬 능

있다. 이 항상 켜져 있는, 복

류에 대한 방어벽을 낮추기도 하는데, 다른 인간으로부

가하는 막대한 산업 데이터를 생성한다.

잡한 디지털 환경에서 실수

시킬 수 있다

	

규칙이 계속해서 변하고,
관계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로
확장되며, 데이터의 갱신이
멈추지 않고,
시간이 극히 중요해 질 때,
실수가 일어나게 마련이다.

터의 입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기계가 “책임자”

데이터는 결코 잠들지 않기에, 혹은 어쩌면 그렇기

가 일어날 때, 규칙과 관계

라고 생각한다.18 이런 경향은 자동화 편향으로 알려져

때문에, 직원들은 점점 더 항상 깨어있고 민첩성을 유지

간의 약화된 고리는 직원들

있다. 인간은 기계의 답변을 정확하다고 받아들이며, 상

하도록 기대 받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활

에게는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쉽게 해주고-리더에

충하는 정보 혹은 자신의 직감을 무시한다.19

용해서 필요할 때, 요구에 따라, 실시간으로 의사결정하

게는 처음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짚

철학적 토론이 군대에서 이뤄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고 행동할 수 있다. 현재 생성되는 정보의 규모를 고려

기 쉽게 해준다.

되는데, 군에서의 자동화 시스템 사용은 대면 요인이 제

해 볼 때, 의사결정을 인도하고 추진하는 규칙이 지속적

거된 군사작전에서의 “군사적 덕목에 대한 전통적 규범

으로 변함에 따라, 직원들의 전략적이 아닌 반응적 선택

의 불안정화”로 인해 “도덕적 탈숙련화”가 발생할 가능

을 강제하는 결핍 상태가 생성된다.23 상황을 보다 복잡

성에 초점이 맞춰진 중요한 토론의 원천이 되어왔다.20

하게 만드는 요인은, “경고 피로”라고 알려진 지속적인

정한 방식을 다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의도적인 협업: 관계와 역할 간의 고리 강화
의도적인 협업 접근법-신뢰와 주인의식을 조성하는

환경을 다시 생각하기: 디지털 시대에 책
임의 기둥을 강화하는 세 가지 방법

방식으로 팀들을 화합시키는 접근법-을 취해 리더는 직
원들이 일뿐만 아니라, 동료와 팀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예를 들어, 고도의 자동화가 현존하는

경보와 경고에 대한 둔감화로, 오류에 대한 전통적인 방

지도자로서, 권한 위임은 어려운 도전일 수 있다-특

의도적인 협업에는 공통의 대의명분과 관련된 가상 및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형편없이 대하는 경향이

어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제아무리 사소하건 간

히 사람들이 일의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보장

물리적 상호작용의 조합이 관계될 수 있다. 여기서 협업

강해짐을 발견했는데, 심지어 “비인간화가 기술 영역의

에, 모든 오류에 대해 경보가 울리는 상황에 직원들이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필요한 지원이 없는 경우에 그러하

이란 용어가 핵심인데, 개인들이 함께 일한다고 느껴,

www.deloittereview.com

29

30

FEATURE

불면의 밤을 줄이자

그림3. 강화된 책임의 세 가지 R

는 다른 이들을 파악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달성 가능
하다. 환경이 점점 더 상호의존적이 되어감에 따라,

Roles (책임)

사람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지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2. 협업적 노력을 알아주고 보상하라. 조직이 팀 구조로
전환해 감에 따라, 참여적이고 협업적인 단위 노력에

상호주의:
직원들은 조직에게 좋은 대우를
받을 때 규칙을 스스로에게
더 잘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의도적인 협업:

보다 더 의존하게 되므로, 인지와 보상을 위해 개인

서로 의지하는 직원들은 보다

적 성과지표에 단순히 의존하기보다 집단 지표를 측

연결된 관계를 창출할 수 있다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라.
3. 가능할 때마다, 문제 해결에 집단 지성의 활용을 시
도하라. 사람들을 함께 모아 자신의 일 혹은 역할보

만일 리더가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기를 바란다면,
그들을 잘 대해줘야
한다.
리자들이 그들을 어깨너머로 지켜볼 시간이 없는 경우
에도 그러하다.30

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하라. 기술의 힘을 활용해 사람
및 아이디어들을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새롭고,

Rules (규칙)

Relationship(관계)

혁신적인 방식으로 모아라.

왜 이것이 작동하는가
연구결과는 사람들이 호의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결과는 받기

디지털 리더십:
최상부에서 고안된 지속적이고
분명한 기대를 전달한다

2. 상호주의: 상호 이득은 관계와 규칙 간의 강한

보다 기꺼이 더 주려 하는 사람들의 수를 우리가 빈번하

고리를 생성할 수 있다

게 과소평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베풂은 직장에서 긍

연구결과는 조직이 직원들의 공헌을 알아주고 복

정적인 행동을 권장하고 전염성을 가진다.

지에 신경 쓴다는 사실을 직원들이 인식한다면 타인들
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시사한

리더는 구현을 위해 무엇을 시도할 수 있는가?

다.28 사실, 책임감의 인식이 직장에서의 친사회적인 행

1. 직원들과 그들의 조직에 대한 헌신의 감정을 자주 점

중요한 프로젝트 혹은 사명에 공헌하고, 서로 의존해야

격식을 따지는지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지), 생태계의 구

동보다 선행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그러한 행동의

검하라. 연간 설문조사는 일반적으로 직원들과 조직

한다. 협업은 모든 팀원들 간에 전반적인 화합의 감정을

조(예를 들어, 조직 단독인지, 고객, 공급자, 파트너, 경

여부를 예측해주기도 한다. 이는 잘 대해주는 이들에

간에 존재하는 상호 관계를 보장하기에 더 이상 충분

끌어내야 한다. 노동력이 보다 자유화되고 역할이 보다

쟁자들도 참여하는지) 그리고 네트워크의 기능적 경계

게 보은하길 원하는 인간의 성향에 기인하는데, 심리학

하지 않은데, 결과를 받아볼 쯤에는 너무 늦을 수 있

유동적이 되는 상황에서, 의도적인 협업은 정기적인 소

를 초월하는 조직적 문제의 해결을 고려해야 한다.26

자들은 이를 상호주의라 부른다. 29 상호주의에 대한 인

기 때문이다. 편리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점검 기회는

식은 다른 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강

반복적인 1대1 면담과 팀 미팅이다. 프로젝트 보고

한 동기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경우 또한 사

회의에 대한 시간 투입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긴 하지

통을 촉진하고, 몰입을 개선하며 그리고 불확실하며 빈
번히 변하는 환경에서 투명성을 높인다. 추가로, 디지털

왜 이것이 작동하는가

기술이 신뢰와 책임을 축소시킬 수 있는 만큼, 또한 팀

행동학적 연구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신뢰하는 이들

실임이 밝혀져 왔다. 리더가 직원들의 최선의 이익을 진

만, 직원들의 전반적인 참여 수준과 니즈의 점검에

들이 더 많이 소통하고, 보다 밀접하게 협업하며, 더 쉽

과 함께라면 보다 자발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정직

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끼는 많은 직원들은 조직

대한 충분한 시간 할당 또한 중요하다.

게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전달

하게 행동하려 듦을 보여준다.27 추가로, 우리가 스스

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되갚음 할 가능성이 크고, 최악

2. 전체 조직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용기

하도록 해줄 수 있다.

로를 다른 이들 및 대의명분과 동일시 할수록, 평소보다

의 경우에는 정도를 벗어난 태도로 관여하거나 혹은 프

를 가져라-리더 자신의 영역 내에 있는 소수의 이해

의도적인 협업 환경의 창조에는 일반적으로 조직 전반

더욱 동기 부여되어 결과에 책임을 지려한다.

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려는 동기를 그냥 상실하게 된

관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라. 여기에는 보다 넓

다. 따라서, 상호주의의 의미는 간단하다. 만일 리더가

은 고객 및 직원들을 지향하는 결과와 니즈를 아우르

에 걸쳐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팀들을 함께 모으는 작업
이 수반된다. 지리적인 분산, 의사소통의 유형, 팀들의

리더는 구현을 위해 무엇을 시도할 수 있는가?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기를 바란다면, 그들을 잘 대해

기 위한 광범위한 초점 이동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속성(예를 들어, 동적인지 정적인지, 적극적인지 소극적

1. 목 표 설정과정 동안 동료 책임의식을 형성한다. 이는

줘야 한다. 좋은 대우를 받는 직원들은 적용되는 규칙

말로는 쉬울지 모른다. 하지만, 기능적인 목표를 조

인지, 정기적인지 일시적인지, 원격인지 대면 방식인지,

직원들이 개인적인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동반자가 되

에 대해 강하게 책임을 느낄 가능성이 큰데, 심지어 관

직의 핵심 전략적 우선순위에 맞추고 이들 목표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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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전문분야 팀들에 의해 실현됨을 인식하고 기념하

불면의 밤을 줄이자

로써 다른 이들이 따라 갈 기회 또한 제공한다.

브렌나 스나이더만(Brenna Sniderman)은 딜로이트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의 시니어 매니저이자 주제별

기 위한 기회를 발견함으로써, 리더는 신뢰의 환경으
로 이어지는 행위의 모델화를 시작할 수 있다.

왜 이것이 작동하는가

전문가이다. 그녀는 특히 적층 제조와 첨단 제조업, 인더스트리 4.0, 사물인터넷, 첨단 기술에 관련된 교차 산업적인 주제와 트렌드에 집

3. 직
 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다수의 계층체계를 헤쳐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며 종종 다른 이들의 행동

나갈 필요 없이 손쉽게 여러 전문분야 팀들에 걸쳐

을 본받는다-특히 권위 있는 사람들의.34 많은 연구결과

일하고, 의사결정하며, 적절한 일련의 기량을 개발하

는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리더의 행동을 따라 하는지

켈리 모나한(Kelly Monahan)박사는 딜로이트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의 매니저이자 주제별 전문가이다. 그녀의

고, 변화하는 우선순위에 적응할 수 있게 하라. 이를

를 보여줘 왔다.

연구는 조직 내 인재 관련 문제와 행동경제학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루기 위해, 팀원을 다양화하고 서로 다른 기능부서
에서 개개인들을 데려와 함께할 기회를 찾고, 팀원들

리더는 구현을 위해 무엇을 시도할 수 있는가?

이 스스로, 실시간 의사결정을 하게 해주는 의사결정

1. 공 통의 목표를 위해 다양하게 구성된 노동력과 관계

권한을 설계하며, 교차 기능적 팀 활동을 보상하는

할 수 있고 기술을 잘 활용하는 디지털 리더를 고용

장려책의 제공을 고려하라.

하라. 대부분의 “디지털 리더”는 일반적으로 위대한

중한다.

티파니 맥도웰(Tiffany Mcdowell)은 딜로이트 인적 자원 사업부의 프린시펄이며 조직 전략 사업부의 국가 리더이다.
그녀는 헬스케어 산업 경영진들이 변환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직을 이끌도록 도움을 주는데 집중한다.

그윈 블랜턴(Gwyn Blanton)은 매니징 디렉터로 현재 딜로이트 미국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그룹의 6명의 팀 리더 중 1명
이다. 그녀는 딜로이트 미국 전문가들의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과 내부 소통을 책임지고 있다.

리더들에게서 인식되는 많은 속성을 지녔고, 팀원들

3. 디지털 리더십: 규칙과 역할 간의 고리를 일반

을 동기부여하고 고무하기 위해 자신들의 능력을 강

적으로 강화하는 동료들 간의 모범 사례를 설정

화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기량 또한 가지

하라

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통 특정한 맥락에서의 올바른 행

2. 디 지털 리더십 역량을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설문

동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다른 이들의 행동을 참조해

조사와 리더 평가를 사용하라. 예를 들어, 리더가 리

서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는 규칙과 관계

스크의 수용과 팀원들 간의 신뢰 구축을 얼마나 잘 권

간의 고리를 통해 분명히 나타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

장하는지, 혹은 지역적 및 시간대 차이를 포함해-다

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침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문화적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에 노력하는지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평가한다.32 따라서, 팀 내에서

에 대한 질문을 고려하라.

달리 말해, 일반적으로 당신과 함께 시작된다는 얘
기다.

Deloitte.com/insights에서 들어보기

연결된 기업들의 세계를 탐색하기
“아시다시피, 이는 매우, 매우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일부라고 생각합
니다.” 이 팟캐스트에서, 딜로이트의 브렌나 스나이더만은 인더스트리 4.0과 그리고 어떻게 기업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서

대부분 직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 중
하나는 리더의 행동과 어조와 함께 시작된다.

본고에 도움을 준 마크 코틀리어(Mark Cotteleer)와 매튜 버드맨(Matthew Budman)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일의 결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추진력을
당신처럼 팀도 느끼리라 믿고 맡기는 일은 리더로서 어
렵고-심지어 두려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프

리더는 디지털 리더십의 이용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

로젝트에 대한 책임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원들이 느끼

서 적절한 행동의 본을 세울 수 있다. 33 대부분의 디지털

기 어려울 수 있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디지털 기술의

리더는 기술 플랫폼을 명령과 자원 통제가 아닌, 여러

일터에 대한 영향은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만 할 수 있

팀들 전반에 걸친 권한의 부여와 민첩성 구축을 위한 도

다. 그러나 당신은 안심하고 쉬어도 되고-심지어 숙면

구로 활용한다. 디지털 리더는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고

을 취할 수도 있다-역할, 규칙, 관계 간의 유대 강화를

투명하게 직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기술을 실

통해서, 리더는 팀이 연결된, 디지털 조직을 헤쳐나가

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추가

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는 또한 리더 자신의 성공을

로, 디지털 리더는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를 육성해, 지

보증해 준다.

배우며 그리고 환경에 적응해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얘기한다.
Deloitte.com/insights/industry-4-0-podcast

속적으로 관련 콘텐츠와 이야기를 공유해 팀을 몰입시
킨다. 디지털 환경이 새롭게 정립된 리더십 도전과제를
분명히 제기하긴 하지만, 리더가 디지털 자취를 남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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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의 누출을 저지하기

한 리더들의 떠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향을 우려해야만 한다. 이들은 고위
리더들을 승계하도록 훈련 받아왔을
가능성이 큰 직원들이다. 그들의 이탈

직원들이 만약 디지털 기량을
개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떠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은 값비쌀 수 있는데, 지식과 기술의

리더십의
누출을
저지하기

상실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육성에 투
입된 시간과 돈의 매몰 비용 그리고
대체 인력의 모집과 훈련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면 조직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가? 잠재적 리더십 누출을 막는 한가
지 방법은 외부 모집에 집중하는 것
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간 소모적
이고 값비싼 경우가 많다. 딜로이트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전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를 1년 안에 떠날 가능성,
그렇게 해주는 회사와 비교했을 때.

지털 시대의 인재 개발에 있어, 기업은 하급 직

디지털적으로 성숙한 조직이 일반적

원과 젊은 고용인들에 대해 주로 생각한다. 그러

으로 보다 비용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적절한 인재를 얻기 위한 그들의 접근법

나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고위 리더십 역할을 담당할

은 기존 직원들의 개발과 훈련인 경우가 많다-그러나 이는 단지 교실과 가상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데

가능성이 큰, 높은 직급의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개발 니

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의 기업은 직원들이 계속해서 기꺼이 학습하고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즈에 관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딜로이트가 MIT 슬

환경의 창조를 추구하는데-조직은 학습의 문화를 지원하고, 자원을 공급하며, 권장한다. 보통 필요한

로안 매니지먼트 리뷰와 함께 디지털 변환에 관해 다년

것은 다면적인 접근법(도전적인 역할 및 프로젝트 할당과 같은)이며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기회뿐만

간 수행해온 글로벌 연구결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발전

아니라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그리고/또는 외부적으로 이끌린 성장 기회에 대한 지원 및 격려를 포함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조직을 떠나겠다는 부사장 그

한다. 이들 외부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부터 아이디어의 공유와 새로운 기량 및 경험의 습득을 위한 디

리고 이사급 직원들의 놀랄만한 의향을 보여주었다. 실

지털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의 참여까지 다양하다.

디

제로, 기회를 제공받은 동료들과 비교해, 15배 이상으

마지막으로, 어려운, 기술적인 기량에만 집중하지 말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인

로 많은 수의 부사장급 리더들이 1년 내에 충분한 발전

문학적인 소양 또한 필요로 하는데, 특히 리더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딜로이트의 연구결과는 효과적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회사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인 리더가 되고 변환적인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량은, 전향적이고, 변화 지향적인 자

확실하게도, 모든 단계에서의 발전 기회 제공이 매우

세, 그리고 기술 및 이의 사업에 대한 영향의 이해임을 가리킨다. 이들은 비기술적인 기량이고, 이의

중요할 수 있는데, 지난 2년간에 대한 딜로이트의 연구

개발과 더 강건한 디지털 기량의 구축을 위한 기회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인재 유출 가능성을

는 모든 단계의 직원들이 디지털 기량을 개발할 기회를

방지하는데 중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조직의 리더십 공급망을 강화한다.

제공받지 못한다면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보다 높음을
발견했다. 하지만 조직은 일부 현재의 그리고 전도 유망

MIT 슬로언 리뷰와 딜로이트가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해 수행한 제3회 연간 설문조사 전체 내용은 deloitte.
com/insights의 『디지털 성숙을 달성하기(Achieving digital maturity)』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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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더 스마트해지기

다 함께 더
스마트해지기
왜 인공지능에 인간 중심적인 설계가 필요한가
“지성의 광휘를 추구하던 자들은 계산하는 금속(컴퓨터)을
기반으로 이를 주조하려 노력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렸다.”
-테리 위노그라드(Terry Winogr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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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다 함께 더 스마트해지기

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우리 시대의

택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스마트한 결과를 산출할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해, 기업과 사회를 재형성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개념을 살펴본다. 많은 사람들이 매

자동화를 위한 AI

을 구현-혹은 빠르게 근접하는 중-한다는 결론에 이끌리
게 만든다.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 알고리즘은 “인간 같은

우 총명한 개인을 팀에 추가해도, 팀의 유효성-팀의 “집단적

AI는 이제 명시적 및 암묵적 인간 지식 둘 다와 관계된

암묵적 지식을 보여주지만” 오로지 약한 의미에서만 그러

차원에서, 대규모 “빅데이터”와 AI 프로젝트는 결과를 내

인 IQ”-이 감소하는 언뜻 보기에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해왔

과업의 자동화를 할 수 있다. 전자의 “교과서적” 지식은

하고 무대 뒤에서 일하는 수많은 인간들의 암묵적 지식을

는데 자주 실패한다. 문제의 많은 원인들이 익숙하지만 계

다. 비슷하게, “스마트” AI 기술도 인간 사회적 맥락에서 형

안내서와 규정집으로 문서화 가능하다. 그러한 지식을 컴

부호화한 데이터를 이용해 구성되었거나 혹은 훈련되었

속 반복된다. 기술적인 요소를 어울리지 않는 전략적 주제

편없이 설계, 구현 혹은 적용된다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

퓨터 코드화해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로

다. “머신러닝 고리 내의 인간”이란 용어는 이 과정을 함

는다. 인간적, 조직적, 사회적 요인이 필수적이다.

구현하는 작업이 점점 더 실용적이 되고 있다. 즉 소프트

축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7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이 의

가하거나 혹은 사용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정제하는 어

웨어 “로봇”을 만들어 주소 변경, 보험금 청구, 병원 청구

미를 포착하고 전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창조를 가능

려움을 과소평가하며, 알고리즘에 기반한 결과물이 원하는

서, HR 관련 양식의 작성과 같은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케 하지만, 이는 의미를 이해하거나 혹은 고안하는 것과

오류가 빈번하거나 시간 소모가 많은 작업을 수행시킨다.

는 매우 다르다.

기 시작했다. 열광은 당연하지만, 우려 또한 그러하다. 기업

에 꿰어 맞추려 하고, 가용한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과대평

사업적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장하는데 충분한 절차를 취하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지 않는다. 사회적 차원에서, 주요 뉴스들이 기술로 인한 실

AI를 인간처럼 사고하거나 혹은 인간 두뇌의 양상을 모

RPA가 낮은 리스크와 높은 경제

업 문제로 도배되고 있다. 어디서나 존재하는 디지털 기술

방하는 기계라고 간주하는 모습은 일반적이다(이런 오해의

적 수익이란 혜택을 향유하기 때

에 내장되는 AI 알고리즘이 사회적 편견을 프로그램화하

소지가 높은 시작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 43쪽의 삽입글 “

문에, AI를 통해 효율성과 비용

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가짜 뉴스를 널리 알리고, 대중의 의

과거와 현재의 ‘AI’의 의미”를 참조). 아마도 AI에 대한 보다

절감의 달성을 바라는 조직의 자

견을 반향실 마냥 증폭시키며,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고, 심

일반적인 인식은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과의 동일시일 것이

연스런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

지어 정신적인 행복을 훼손 시킬 수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

다. 빅데이터에 적용된 머신러닝이 자율주행차부터 음성지

다. 이상적으로, 이는 인간의 귀

지고 있다.

2

원이 가능한 개인비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AI 활용

중한 시간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

효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려면 AI에 대한 현실

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AI가 빅

다 복잡하고, 의미 있거나 또는

적인 개념이 필요한데, AI는 인간의 사고능력을 범용적으

데이터에 적용되는 머신러닝과 관계 있진 않다. AI의 기능

고객을 대면하는 업무에 사용 가

로 능가하게 될, 기하급수적으로 발전 중인 떠오르는 “인

적인 정의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만약 어떤 프로그램이

능하게 해준다.

공적인 정신”이라고 너무나 자주 과장된다.3 실제로는, 오

보통 생각하기에 인간의 지성으로 여겨지는 뭔가를 행한다

암묵적인 지식은 AI 자동화

늘날의 AI 애플리케이션은 수십 년 동안 개발되어 왔던 알

면 AI로 간주 가능하다.”라고 컴퓨터 과학자인 크리스 해먼

에 영향 받지 않는 듯이 보일 수

고리즘과 동일한 부류의 결과물이지만, 훨씬 더 강력한 컴

드(Kris Hammond)는 썼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를 수

퓨터 위에 구현되었고 더 대규모의 데이터 집합으로 훈련

있다. 이는 자동적이고, 직관적

행하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단지 수행할 수만 있으면 된다.

되었다. 이들은 좁은 의미에서 “스마트”하지만, 인간과 같

즉, 만일 그것이 스마트하다면, AI다, 그러나 사람처럼 스마

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스마트하진 않다. 기능적인 측면에

트할 필요는 없다.”6

서, 이들을 “사고하는 기계”로 바라보기 보다는 인간이 더

이 확장된 정의 하에서, 수표의 현금화나 HR 서식을 자

잘 사고하도록 도움을 주는 인지적 보조기구로 바라보는

동으로 채우는 일처럼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된 “로보

게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AI 알고리즘은 “정신적인 도구”이지, 인공적
인 정신이 아니다. 이는 AI의 성공적인 활용이 빅데이터와
강력한 알고리즘 이상의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
중심적인 설계 또한 필수적이다. AI의 활용은 반드시 사용

틱 프로세스(robotic process)”같이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화는 AI로 간주된다. 예측적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을 이
용해 응급실 환자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일과 같은, 데이
터 과학 상품의 통찰력 있는 활용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경
우, 알고리즘은 과거에는 오로지 인간만이 수행했던 과업

자의 니즈와 인간 심리에 대한 현실적인 개념을 반영해야

을 수행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도 인간 지능의 흉내가 수반

한다. 인간 중심 설계의 선구자인 돈 노만(Don Norman)

되지 않고, 대규모 데이터 집합에 대한 머신러닝이 적용되

의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AI는 “인간의 행위를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5

한다.”

본고는 스마트 기술이 인간 최종사용자들의 스마트한 채

지 않음은 분명하다.
해먼드의 정의와 함께 시작해, 자동화를 위한 AI와 인
간 증강을 위한 AI를 구별하는 프레임워크를 채택함이 유
용하다.

인

이러한 활용의 초인적인 우수성은
컴퓨터가 자신이 하는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인간적 지능을 구현-혹은 빠르게
근접하는 중-한다는 결론에 이끌리게
만든다.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

“노하우(know-how)”로서

작업을 통해 학습되며, 순전히 공부나 규칙을 따라서는
습득이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인간 지식은 암묵적 지식
이다. 간호사는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지 직관적으로 파
악하고, 소방관은 불타는 건물이 무너질지에 대해 육감으
로 느끼며, 데이터 과학자는 어떤 변수가 의심스러운 대
용 관계를 반영하는지를 직감한다. 그러나 인간의 암묵적
지식과 연관된 과업의 자동화를 위한 AI 활용의 역량은

자동화가 인간의 개입 필요성을 제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왜 자동화된 AI 시스템이 인간 중심적인 설계를 필요로
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목표 연관성. 데이터 과학 상품과 AI 애플리케이션은
인간 최종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도록 통찰력을 담아
설계될 때 가장 가치 있다. 예를 들어, 검색 엔진 빙(Bing)
에 “폴란드의 면적”이라고 입력하면 문자 그대로의 답변
(312,684 km2)이 다음 주석과 함께 나온다. “네바다 주와

빠르게 발전 중이다. 이에 대한 사례에는 안면 인식, 감정

거의 동일한 면적.” 수치적인 답변이 보다 정확성이 높지만,

감지, 차량 운전, 구어 해석, 문장 읽기, 보고서 작성, 학

직관적인 답변이 보통 더 유용할 수 있다.8 이는 컴퓨터 알

생 과제물 평가, 심지어 데이트 짝짓기도 포함된다. 많은

고리즘 관점에서의 “최적”이 반드시 최종사용자의 목적 혹

경우에, 새로운 유형의 AI는 그러한 과업을 인간보다 더

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최적”과 동일하지 않다는 광범

정확하게 수행 가능하다.

위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이러한 활용의 초인적인 우수성은 컴퓨터가 자신이 하

넘겨주기. 많은 AI 시스템이 긴 시간 동안 “자동 항행” 상

는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인간적 지능

태로 작동 가능하지만, 상식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

www.deloitte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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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더 스마트해지기

한 예외적 혹은 애매한 상황에서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

인 표현을 통해 챗봇을 가르친 후 24시간이 되지 않아 챗봇

분이다. 어려운 부분은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그리고 조직

대체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문

다. 인간 중심적 설계는 이런 컴퓨터에서 인간으로 “넘겨주

을 작동 중단시켜야만 했다. 알고리즘이 바람직하지 못한

적 구조의 파악이다.”

제는 본질적으로 지식과 관련된다. 복잡한 의료 진단, 드문

기”가 그래야만 할 때 발생하고,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보장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고 증폭하는 다른 사례들은 이제 어디

하지만 자동화는 단지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다. 알고

보험 리스크의 인수, 중요한 채용 결정 등과 같은 많은 의사

하기 위해 필요하다. 만약 넘겨주기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서나 존재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챗봇과 검색 엔진의 설계

리즘은 또한 인간의 인지 역량을 증강시키는데 이용 가능

결정은 충분히 안정적인 예측적 알고리즘의 개발을 가능케

어떻게 AI가 “인공적인 아둔함”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소

를 단지 속도와 알고리즘 차원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데이

하다-시스템 1인 “빠르게 사고하기”, 그리고 시스템 2인 “

해주는 충분히 풍부한 과거 데이터와는 인연이 없다. 이런

소한 개인적 경험을 사례로 들어 본다. 최근에 나는 단지 기

터 안에 부호화된 사용자의 행위와 사회적 편견까지 반영해

느리게 사고하기” 둘 다를 말이다. 일종의 인간-컴퓨터 공

경우, 불완전한 알고리즘을 의사결정의 자동화가 아닌, 인

본 상식과 지역에 대한 작은 지식만을 요구하는 이동-한 주

최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졌다.11

동 지능의 달성이 가능한데-AI에 대한 인간 중심적 접근법

간의 의사결정을 증강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준점을 산출하

을 채택한다면 그러하다.

는데 사용 가능하다.

10

14

요 대로를 운전해 가는 일-을 위해 택시를 탔다. 하지만 운

심리적 영향. 사용자의 행동이 알고리즘을 손상시킬 수

전기사는 스마트폰 앱의 안내를 따르다가(사실은 잘못 이

있듯이, 알고리즘도 그렇게 사용자의 행동을 손상시킬 수

해해서) 길을 잃었다. “낮은 확신 수준” 혹은 “높은 개입 가

있다. 두 가지 심각한 현대적 문제가 이를 조명해 보여준다.

능성”에 대한 경고 기능이 존재 했다면 기사로 하여금 알고

첫째, AI로 가능해진 연예오락 및 소셜 미디어 활용 방식이

리즘의 안내를 추종해 상식적 판단을 억누르기보다 자신의

인간의 행복을 많은 방식으로 훼손시킴이 점점 더 확실해

심리학자들은 단순한 알고리즘이 의료 진단부터 가석방

행동을 재고해 보도록 은근히 권고했을지 모른다.

지고 있다.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느라 잠

수의 재범 가능성 추정, 야구선수 스카우트, 보험 리스크의

이는 “자동화의 역설”이라 알려진 일반적인 문제를 조명

을 설치고 직장에서 산만해진다.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

인수와 같은 폭 넓은 예측 업무에서 전문가의 판단을 능가

한다.9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기술이 실패하는 예외적

은 불행하다는 감정 및 “뭔가를 놓친다는 두려움”과 연결되

한다는 점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이 분야는 1954년에,

인 경우에 사람들이 통제를 맡을 준비를 못하게 된다. 이는

어 왔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내부자들은 사람들의 정신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밀(Paul Meehl)의 저서인 『임상

우승자는 최신의 PC와 함께한 그랜드마스터가 아니라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인간이 반드시 통제를 담당해야 하는

이 중독적인 기술에 “납치된다”며 점점 더 우려한다.12

적 대 통계적 예측(Clinical Versus Statistical Prediction)』

세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이용한 아마추어 체스 선수들

의 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

한 쌍임이 밝혀졌다. 판세를 깊게 들여다 보도록 컴퓨

상황은 알고리즘이 처리 가능한 상황보다 더 적지 않은, 더
많은 기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자동화 기술은 그
러한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바로 그 기량을 서서히 약화시
킨다. 그러한 상황을 처리하도록 인간의 기량을 충분히 생
생하게 유지하는 일은 기술이 가능하게 만든 수준보다 자동

둘째, 뉴스와 댓글을 공동으로 걸러냄에 따라 의견이

점이 큰 사례가 나왔다. IBM 딥 블루(Deep Blue)가 세계 체

느리게 생각하기를 증강시키는 AI

스 챔피언 개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를 꺾은 후 몇
년 뒤에, “자유형 체스” 대회가 열렸는데, 인간과 컴퓨터 체
스 선수의 어떤 조합으로도 경쟁이 가능했다. 대회는 카스
파로프가 다음과 같이 설명한 예상치 못한 승리로 끝났다.

“거름으로 인해 과장”되고 “인식론적으로 검열된 공동체”로

젊은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은 밀을 영웅

터를 조작하고 “지도”하는 그들의 기술은 상대방인 그

이어진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 법학자 캐스 선스타인(Cass

으로 여겼는데, 그는『생각에 관한 생각(Thinking, Fast and

랜드마스터의 우월한 체스에 대한 이해와 다른 참가자

Sunstein)은 최근 출간한 책 『#리퍼블릭(#Republic)』에서

Slow)』15의 저자로, 아모스 트버스키(Amos Tversky)와의

이는 집단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잘 기능하는 민주주의

공동작업에서 인간의 정신이 증거를 논리적으로 평가하기

의 전제 조건인, 이성적인 숙고를

“기술은 쉬운 부분이다.
어려운 부분은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그리고 조직적 구조의 파악이다.”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소셜
미디어의 추천 엔진에 인간 중심
적인 설계 형식을 반영해야 한다
고 제안한다. 즉 대안적 뉴스 기사
와 작은 의견들을 즉각적이고 의
도치 않게 접하면 극단화와 집단
사고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화에 대한 의존을 축소하는 상황을 가끔 수반하게 된다. 다

는 주장이다.13 선스타인은 이를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 말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좁은 의미의 “최적 상태”는

의도치 않은 만남 및 발견에 비유해 설명하는데 이는 밀집

인간-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최적 상태”와는 다를 수 있다.

되고, 다양성 높으며, 도보 생활권인 도시 환경에서의 삶의

피드백 고리. 자동화된 알고리즘 의사결정은 훈련용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 체스의 세계에서 시사

특성이기도 하다.

보다, 직관적으로는 일관성 있지만 예측적으로는 의심스런
서술에 의존한다는 놀라운 경향을 발견했다. 리차드 탈러

들의 더 강력한 연산 능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약
한 인간+기계+더 나은 프로세스의 조합은 강력한 컴
퓨터 혼자 그리고, 보다 인상 깊게는, 강한 인간+기계

(Richard Thaler)와 같은 행동경제학자들은 인간 정신의

+더 열등한 프로세스의 조합보다 뛰어났다… 인간의

이런 체계적인 특성이 지속적으로 비효율적인 시장 및 비

전략적 지도와 결합된 컴퓨터의 전술적 예리함은 압

즈니스 프로세스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알

도적이었다.18

고리즘의 지원을 받는 의사결정의 사용을 통해 합리적 교
정이 가능하다-즉 “머니볼(Moneyball)을 실행”하는 것이

약한 인간+기계+더 나은 프로세스가 강한 인간+기계

안경이 근시안을 교정하듯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더 열등한 프로세스를 능가한다는 이 발상은 “카스파로프

16

다.

인지적 근시안을 교정한다.

의 법칙”이라 불린다. 필연적인 결과는 전문가 판단의 개선

밀과 카너먼의 작업은 많은 경우에, 의사결정의 자동화

을 목적으로 한 알고리즘의 개발과 배치를 위해 사용자 중

를 위해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야 한다고 시사한다. 지나치

심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선수에 맞게 설계된 자전

게 자신만만한 인간은 적정선을 넘어 예측적 알고리즘을

거를 가지고 이를 사용하도록 훈련 받은 선수가 더 나은 성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17 따라서 가능할 경우, 알고리즘의

적을 내듯이, 전문가의 니즈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알고

데이터에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패턴을 반영하고 증폭시

짧게 말해, 기술적으로 정교하고 자동화된 AI 시스템

설계에는 인간의 판단을 채택하고,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에

리즘을 가진, 그리고 그 사용을 훈련 받은 전문가가 더 나은

킨다. 최근의 생생한 사례로 사용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

을 이에 부합하는 인간 중심적 설계에 대한 정교한 접근법

대해서는 인간을 배제하는 방식이 최선이다. 그러나 이는

의사결정을 한다.19

상을 배우도록 설계된 챗봇(chatbot) 테이(Tay)를 들어보

없이 배치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존 실리 브라운(John

항상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절차상 공정성은 가석방을

그런 점에서, 인간 중심적인 AI 알고리즘은 의사결정자

자. 장난꾼들이 극도의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파시스트적

Seely Brown)이 선견지명 있게 말했듯이, “기술은 쉬운 부

결정하는 심사원을 재범 예측 알고리즘의 기계적 산출물로

가 결론에 도달할 때 저울질하곤 하는 정보, 목적, 제약 조

www.deloitte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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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더 스마트해지기

건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데이터는 특정 분야의 규격

한 행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지 못한

99명이 매주 수익을 정확히 보고합니다.”라고 공지한다.25

기가 익숙한 사례다. 저명한 행동학적 건강 전문가는 그러

화된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고, 데이터를 산출한 프로세

다. 이는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또한 조직이 잘못하기 매

따라서 선택 설계의 인간 중심적인 속성은 AI의 활용

한 기기가 보다 건강한 행동의 촉진자-추진자가 아니라-임

스를 이해해야 하며, 알고리즘의 설계에 사용될 환경의 현

우 쉬운 일 중 하나다. 최근 한 연구결과는 “빅데이터” 프

이 바로 경제적 혜택이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 수

을 지적했다.31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해 단순히 데이

실을 예상해 반영해야 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곤란한 예측

로젝트의 60%가 운용 가능 상태에 도달하는데 실패한다

있다.26 게다가, 빅데이터와 편재적 디지털 기술의 우리 시

터를 수집하고 정보 보고서를 산출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

변수를 피해야만 하며, 동료의 검토를 받거나 감사를 통해

고 추정했다.21

대는 선택 설계를 위한 사례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 대규

이 행동을 바꿔 끝까지 해내도록 자극하진 못한다. 보다 유

원치 않은 편향이 부주의하게 스며들지 않았음을 보장받아

모델의 운용 가능화 성공에 대한 좋은 사례로 뉴욕시의

모 인구의 상세한 행동 데이터가 점점 더 개별 사례에 적합

망한 전략은 웨어러블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동료와의

야 하고, 특정한 알고리즘적인 지표가 왜 존재하고 그것이

모든 건물을 위험도의 순서로 정렬하는데 사용되는 예측적

한 개인화된 개입을 가능하게 만든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

비교 결과, 헌신 계약, 게임화 개입, 습관 형성 프로그램과

무엇인지 설명하는 “왜”에 관한 설명(이상적으로는 직관적

알고리즘이 있다. 알고리즘 배치 전에는, 대략 건물 안전진

하는 디지털 기술에 선택 설계를 더 낫게 가미하면 몰입과

같은 넛지 전술의 목표를 설정하고, 알려주며, 개인화 해주

인 언어로 표현된)과 신뢰 수준의 측정치가 동반되어야 한

단의 10%가 퇴거 명령으로 이어졌다. 배치 후에는, 그 수

결과물 모두의 개선이 가능해진다. 건강 관련 웨어러블 기

는 방법이다.32

다. 예를 들어, 왜 그 지표가 존재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치가 70%로 상승했다.

대한 근거를 조사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심각한 질환의 존

이, “시스템 2” 의사결정을 개선하는데 예측적 애널리틱스

재 가능성을 나타내는 블랙박스 방식의 알고리즘을 받아들

가 이용됨을 보여주는 고전적 사례다. 여전히 더 많은 가

이려 하지 않을 터이다.

치를 행동경제학자들이 선택 설계(choice architecture)라

22

이는 앞 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

과거와 현재 ‘AI’의 의미

그러나 심지어 이러한 류의 알고리즘 설계 검토조차도

부르는, “넛지(nudge)”라고 알려진 개념의 활용을 통해 도

불충분하다. 전반적인 의사결정 환경-알고리즘과 인간 의

출할 수 있다.23 애매하거나 시당국의 한정된 안전검사관의

사결정자를 모두 포함하는-도 반드시 유사하게 잘 설계되

방문 필요가 확실할 정도로 (아직) 위험하지 않은 리스크를

어야 한다. 자유형 체스의 승자가 체스와 체스 프로그램에

생각해 보자. 그러한 낮은 수준의 리스크는 “자가 치유”되

인공지능 분야의 기원은 특정한 장소와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6년 여름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University)에

대해 매우 익숙하고 경험이 많아서 우승했듯이, 알고리즘

도록 유도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

서 열린 학회가 그것이다. 학회는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소집했었는데, 그는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고안해 이를 “세상

최종 사용자는 도구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충분히 상세

해 현장에서 검증되고 최적화된 넛지 편지를 이용하는 방

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갖춘” 기계를 창조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했다. 27

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가정, 한계, 데

법이 있다. 비슷하게 “최악은 밀어내고, 나머지는 넛지하

매카시의 정의는 여전히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학회 참석자들-마빈 민스키(Marvin Minsky), 앨런 뉴웰(Alan Newell), 클로

이터 특성이 명확하게 문서와 정보의 시각화를 통해 소통

는” 전략을 비위생적인 식당, 비효율적인 프로그램, 안전하

드 섀넌(Claude Shannon),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과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이 포함된-은 보다 훨씬 야심 찬 목표를

되어야 한다. 추가로, 예측을 처방으로 변환하고 언제 그

지 않은 작업장, 낭비, 부정, 남용 혹은 비용 또는 세금 규정

열망했다. 인간 사고와 언어의 완전한 형태를 컴퓨터 기술로 구현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인간의 일반적인 지능을 본

리고 어떻게 최종사용자가 알고리즘을 기각하거나 혹은 알

위반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에 도입할 수 있다.

뜬, 강 인공지능(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을 구현하길 원했다. 그들의 제의는 다음과 같다.

“AI”라는 용어가 성대한 귀환을 이루긴 했지만, 이 용어는 창시자들의 의도와는 상당히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게 되었다. 오늘날
의 AI 기술은 일반적인 지능적 사고 기계가 아니다. 이는 인간이 더 나은 사고를 하도록 돕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고리즘의 권고를 다른 정보로 보완할지를 제안하는 지침

특정한 경우, 선택 설계의 적용이 AI 프로젝트의 경제

학습의 모든 측면 혹은 지능의 다른 모든 특성들은 이론상 매우 정확하게 기술 가능하므로 이를 시뮬레이션 하는 기계

과 업무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최종사용자는 보다 통

적 성공과 사회적 수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뉴멕

를 제작할 수 있다는 추론 하에 연구를 진행한다. 어떻게 하면 기계가 언어를 사용하고, 추상적 개념을 형성하며, 지금

계학자처럼, “느리게 생각하도록” 훈련이 가능하다. 심리학

시코 주정부는 과도한 실업급여 혜택을 부정하게 받고 있

은 인간만이 가능한 문제를 풀고,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지 밝히기 위한 시도가 이뤄질 것이다.28

자 필립 테틀락(Philip Tetlock)과 바버라 멜러스(Barbara

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급여 수령자를 적발하기

Mellors)는 의사결정자들에게 인지적 편향의 회피와 확률

위해 설계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최근 채택했다. “상대적”

적 추론을 훈련시키면 예측 능력이 개선됨을 발견했다.20

이란 말이 중요하다. 가장 점수가 높은 경우가 평균 점수인

선언문 작성자들이 B.F 스키너(Skinner)의 행동주의 심리학과 논리적 실증주의 철학 사조의 전성기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정확한 알고리즘의 구축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용자 중심의

경우보다 부당한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많

야 한다. 이런 지적 분위기에서는, 인간 사고가 궁극적으로 일종의 논리적 계산이라고 자연스럽게 가정하게 되었다. 논리적으

설계 또한 필수적이다.

이 높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필연적으로) 긍정 오류(false

로 완벽한 언어로 지식을 부호화하는 어려움과 인간 심리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1950년대 이후 크게 발전해왔다.

positive)일 뿐이다. 이 반직관적인 결과는 “긍정 오류의 역

3D: 빠르게 생각하기의 증강을 위한 데이터
(Data), 디지털(Digital), 디자인(Design)

설”로 알려져 있다.24 중요한 시사점은 그저 알고리즘을 이

경제적 가치는 AI 알고리즘이 아니라, 인간 환경에 적절

보다, 주정부는 실업급여 수령자의 주1회 인증 작업 컴퓨터

하게 설계되고, 조정된, AI 알고리즘으로부터 나온다. 예를

화면에 몇 가지 넛지 팝업 메시지를 띄우는 현장 실험을 수

들어, 예측적 알고리즘의 “최종 단계 문제”를 고려해 보자.

행했다.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는 부정 수급을 절반으로 줄

어떤 알고리즘도 결과를 추진하기 위해 이에 기반한 적절

였는데, 이는 수령자들에게 “<당신의 지역>에서 100명 중

용해 지급을 중단하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시민들
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이다. 이런 단순한 전략을 채택하기

제의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만약 주의 깊게 선정된 과학자 집단이 여름 동안 작업을 하면 이들 문제 중 하
나 또는 그 이상에 대해 상당한 진보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낙관주의는 깜짝 놀랄 만하다. 그러나

민스키가 추후에 아서 C. 클라크(Arthur C. Clarke)의 소설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2001: A Space Odyssey)』를 영화화
하는 과정에서 스탠리 큐브릭(Stanley Kubrick) 감독에게 조언한 내용은 역사적 주석으로 남게 된다. 그 소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HAL으로-개념적인 사고, 상식적 추론, 매끄러운 인간 언어의 구사가 가능한 지적인 기계다. 민스키와 다른 다트
머스 학회 참가자들은 그렇게 일반적인 인공지능 컴퓨터가 2001년까지 가용해지리라 믿었다.
오늘날, AI는 일련의 기술들의 집합을 가리키는데, 매카시의 원래 정의를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해, 이들 기술은 과거에는 오직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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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더 스마트해지기

과거와 현재 ‘AI’의 의미 (계속)

간의 간극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 말을 개

할 분야를 찾고 있다면, 참여할 분야는 인간-기계 협력과

리 카스파로프에게 맡기는 게 적절할 텐데, 그의 최근 저

프로세스 구조 및 설계다.”

서인『깊은 사고(Deep Thinking)』에서 발췌한 내용은 다

인간만이 할 수 있던 특정 과업들을 더 뛰어나게 수행한다. 비록 논평가들이 딥페이스(DeepFace) 안면 인식 시스템 혹은 딥마

음과 같다. “많은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지능적인 자동화

인드(DeepMind)의 알파고(AlphaGo)와 같은 기술을 “인간 두뇌를 본떠 만든” 혹은 “인간처럼 생각한다”고 흔히 말하곤 하지

에 밀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오랫동안 흥

비유적으로 그리고 문자 그대로, 마지막 단어는 “설
계”다.

만, 그러한 발언은 사실을 오도한다. 분명한 점은 오늘날의 AI 기술-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이뤄지리라 보이는 모든 사항들-이
약 인공지능 개별 솔루션이란 점이다. 자동차 운전을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은 환자 진단에는 쓸모가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그러한 응용 프로그램은 (초인적인) 인간 사고를 구현하는 컴퓨터에 대한 대중적인 상상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제임스 구스차(James Guszcza)는 딜로이트 컨설팅 US의 수석 데이터 과학자로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기반을

딥러닝 신경망 알고리즘은 엑스레이 사진에서 종양을 파악하고, 사진에 영어 문구로 꼬리표를 붙이며, 동물의 종을 구별하고,

두고 있다.

정말로 웃는 사람과 그런 척하는 사람들을 구분한다-종종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말이다.29 그러나 이는 “종양”, “핀셔(역주-견
종의 하나)”, “웃음”과 같은 개념의 알고리즘적인 표현과는 관련이 없다. 그보다, 딥러닝 신경망 알고리즘 모델은 이미 인간이
꼬리표를 붙인 대량의 디지털화된 사진을 기반으로 훈련된다.30 그런 모델은 정신을 모방하거나 두뇌를 흉내내지 않는다. 이
들은 예측 모델-회귀 모델과 유사한-로서 보통 수백만 건의 예제로 훈련되고 수백만 개의 해석 불가능한 매개변수를 포함한다.
그 기술은 지금까지는 오직 인간만이 수행했었던 과업의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인간 두뇌의 모방이나 인간 정신을 흉
내 낸 결과가 아니다.

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보기

그러한 데이터 기반의 AI 활용이 막대한 실용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긴 하나, 맥락 인식, 인과관계 이해, 상식적 추론 역

움직일 시간이다: 인지 기술에 대한 관심에서 도입으로

량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융통성”이 없다. 중요한 시사점은 인공지능을 “블랙 스완” 시나리오 혹은 그들이 훈련 받은 상황
과 매우 다른 환경에서 의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미국 소비자들에 관한 데이터로 훈련된 신용 평점 알고리즘은 다른

인지 기술의 도입에 있어, 일부 선도적 기업들은 시험 프로젝트 단계에서 생산 활용 단계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에 대해 신뢰할만한 평점을 산출하지 못하고, 팔로 알토(Palo Alto)에서 훈련된 자율주행차는 폰디체리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 또한 이 일련의 인상적인 기술에 대한 관심에서 도입으로 나아가야 한다.

(Pondicherry)에서도 꼭 잘 작동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
Deloitte.com/insights/time-to-move

이는 “3D”라 불릴 일반원칙을 조명한다. 데이터(Data)

는 팁도 실린 데이터가 풍부한 정기 보고서를 자동적으로

와 디지털(Digital) 기술은 촉진자다. 심리적인 정보가 반

산출하기 위해 자연어 생성 도구를 이용하는 방안이 그것

영된 디자인(Design) 또한 더 나은 몰입과 결과를 추진하

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고속도로 운전 행태가 대부분

는데 필요하다. 3D 사고는 혁신적인 제품과 사업 모델을

의 또래 집단보다 위험하다는 정보의 전달은 안전한 운전

가능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차량

을 촉진하는 매우 효과적이고, 저렴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으로부터 나오는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고려해보라. 보험

이러한 전략은 보험사가 상품 중심적인 태도를 줄이고 보

사들은 보다 정확하게 개인 및 영업용 자동차 보험 계약의

다 고객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어, 기업, 보험가입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이미 이를 사용 중이다. 이 데이

자,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준다.

터는 또한 손실 방지를 촉진하는데도 사용 가능하다. 젊은

자동화 혹은 인간의 증강을 의도하건 간에, 만약 사용

남성 운전자가 만일 운전 습관의 개선을 위해 데이터로 생

자의 니즈와 정신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면 AI 시스템이 경

성된 처방을 준수한다면 비싼 자동차 보험료를 감면 받을

제적인 혜택을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수 있다. 선택 설계는 추가적인 발상도 가능하게 해준다.

이 더 높아진다. 설계는 더 나은 인간-컴퓨터 협력 방식을

넛지를 위한 또래 집단과의 비교 결과뿐 아니라 도움되

가능케 함으로써 AI 알고리즘의 산출물과 개선된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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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ugmented
AI로 증강된
cybersecurity
사이버보안
어떻게 인지 기술이 보안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는 반직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산업에서

적으로 150만 건 이상의 빈 자리가 예상된다.1 한편, 사이

0%의 실업률은 좋은 일이 아니다. 높은 이직률,

버위협은 늘어나고 있고, 사이버범죄로 인한 연간 손실액

임금 급상승, 노동자와 그들이 채워야 하는 직위 간의 기

이 오늘날 3조 달러에서 2021년까지 6조 달러까지 증가

량 불일치, 수많은 비어 있는 일자리라는 문제가 일반적으

가 예상된다. 이런 통계치는 범죄에 대항해 시민과 기업을

로 동반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의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에게 특히 골치 아픈 소

현실인 듯 한데, 그들은 점점 더 상호 연결되어가는 세상

식이다. 수요 해결을 위한 시도로서, 미국 연방정부 및 상

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한다. 적절하게 훈련되

업 조달장터는 지금부터 2021년까지 사이버보안 상품 및

고 지식을 갖춘 사이버 인력에 대한 수요는 가용한 인재

서비스에 전 세계를 상대로 1조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3

집단의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사이버보안 인력 부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최근 보고서들은 이런 상황이 사실임을 확인해주는데,

상황에서, 가용한 인재를 최대로 활용하고 공공 및 민간의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사

사이버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고안해

이버보안 분야의 실업률은 0%이고 2019년까지 전 세계

야 한다. 가장 유망한 접근법 중 하나는 인지 기술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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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와 함께 경주하기

버보안 전문가의 결합이다. 이는 업계가 직면한 무수한 활

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부 법 집행기관은 사

이런 권고안과 특정 사이버보안 인재에 대한 분명한 필

동에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가용 인재의 부족을 해결하는

이버 기량을 적극적인 업무-해킹으로 범죄조직 침투, 도

요성에 부분적으로 대응해, 미국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데 도움을 준다. 첨단 애널리틱스, 자동화, 인공지능의 사

난된 신용카드 번호의 추적, 범죄목적으로 운영되는 서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사이버보안

광범위한 역할 범주에 걸쳐 숙련된 사이버보안 인력의

용을 통해, “기술을 훈련시켜” 사이버 전문가의 업무를 최

버의 위치 파악-로 정의하는데 이는 수세적인 방어벽 운

교육을 위한 국가 추진계획인 NICE(National Initiative for

몸값은 일반적으로 높은데, 실무 수행은 정밀한 과학이라

적화하고,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며, 보안 결과물을 개선하

영, 침임 감지를 위한 네트워크 검사와 같이 많은 민간분

Cybersecurity Education) 실무그룹을 조직해, 사이버보

기 보다 예술에 가깝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그 누구보

는 핵심 인사이트의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효율성은 사

야 사이버보안 분석가들이 일상 기반으로 수행하는 업무

안 업무를 구분하고 서술하는 표준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다, 직업의 현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이버보안 인재의 재배치뿐 아니라 그들이 수행하는 과업

와는 대비된다. 게다가, 어느 한 조직의 정보보안 책임자

주려 했다. NICE 사이버보안 인력 프레임워크라 명해진, 이

의 재정렬 또한 가능하게 해, 인력 부족의 영향을 완화하

는 많은 시간을 네트워크 관리와 정보 공유 사이트의 보

표준은 기량을 7가지 범주, 33가지 전문 영역, 52가지 업무

는데 도움이 되는 보다 총체적인 접근법을 낳는다.

안에 사용할 수 있고, 반면 어떤 다른 조직의 동일한 직책

역할로 분류했다.7 공통된 용어가 있으면, 어떤 기량의 공급

사이버보안을 다루는 전통적인 수단에 도전하기 위한

의 누군가는 물리적인 보안 업무 혹은 심지어 법 집행 활

이 부족하고, 어떤 전문 역량이 인지적 시스템의 인사이트

노력에서, 공공 및 민간 조직은 인재에 대한 접근법을 재

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업무 책임에 대한 이들 서로 다른

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떤 과업이 자동화 가능한지

고하고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사이버 인사이트를 도출

관점은 사이버보안 기술과 인력 부족을 기술할 때 혼돈으

파악하고 소통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하기 위해 인지 기술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접

로 이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책무에 대한 잠재

근법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목표가 설정된, 예

적인 자원 불일치를 낳아, 사이버 환경에서 가장 영향력이

방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보다 안전한 사이버환경을 가능

큰 영역의 보호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능력을

케 해준다.

약화시키게 된다.
2010년 보고서에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이 모든 게 하루 동안의 일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사
이버보안 직무기술서의 개요를 기술할 필요성과 산업 전

사이버보안 인재 부족 문제 해결에 뛰어들기 전에, 한가

반에 걸친 조정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결과는

지 기본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는 무슨

미국 연방정부가 “사이버보안 역할 및 기량에 대한 기초

일을 하는가? 그 대답은 충분히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적인 분류체계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해서, 요구되

분야가 너무나 커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사이버보안 전문

는 노동력 기량과 인증 및 자격증 요건 간의 조화를 보장

가는 광범위한 전문분야, 기량, 업무 기능을 포괄하는 두루

하고,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표준적인 직업 분류법을 개

뭉실한 용어로서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소프트웨

발하도록 권고했다.4 이 접근법의 활성화를 위해, 보고서

어 개발 혹은 디지털 포렌직에 초점을 맞춘 깊은 기술적 기

는 최종적으로 백악관의 행정지도에 통합될 여러 사이버

량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다른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 컴플

보안 역할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제안했다. 이는 또한 경영

라이언스, 혹은 고객서비스와 같은 그 직업의 법률적 및 관

진 설문조사, 대학 졸업자 모집 전략, 인력 부족의 파악과

리적 측면에 특화 했다. 그리고 혼자서 학습해서, 다수의 인

해결을 위한 법 제정을 권고했다.

사이버보안 일자리의 특성 정의는 조직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화된 기술적 솔루션을 파악하고 고안하
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안 네
트워크 관리자의 정의된 직무 중 일부는 일반적으로 네트
워크 구조에서의 보안 취약점 식별, 원치 않는 통신 트래
픽의 우회, 예상된 네트워크 활동의 특성 기술 등인데-이
모든 과업들은 데이터 애널리틱스 및 자동화로부터 도출
된 인사이트를 통해 막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위협 분석

따르면 8개국의 사이버보안 전문가들 중 82%가 사이버보
안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고, 71%가 인력 부족이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피해를 일으킨다고 믿으며, 76%
가 사이버보안 인재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다음에 동의한다. 10명중 9명
이 기술인재 부족을 보완하는데 기술이 도움을 주고, “솔루
션이 외주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무는 자동화” 및 다른
인지 기술에 적합한 업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9 여기서 다
시 말하지만, 기량의 정의와 분류를 위한 프레임워크가 유
용할 수 있다. 인지 기술이 빠르고, 명민한 인간 의사결정을
지원 가능한 업무 역할과 기술적 솔루션이 가장 적합한 업
무 역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이버보안 인재 부족의 해
결이 가능해 질 수 있고-혹은 적어도 간극의 최소화가 이뤄
질 수 있다.

가의 비정상적 통신 모니터링, 보안 감사인의 무선 연결 검
색, 네트워크 기술자의 악의적인 패킷 차단 중 무엇을 지원
하건 간에, 인지 기술은 기존 인력의 업무부하를 개선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일단 사이버보안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

인지 기술의 역할
그러면 인지 기술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이 인재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인지 컴퓨팅은 다음과

는 모든 활동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이뤄지면, 인지 시스템

같이 정의된다. “규모에 따른 학습을 수행하고, 목적을

으로 무엇이 해결 가능하고, 무엇이 인간의 재능을 필요로

가지고 추론하며,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이 가능

하며, 얼마나 많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지 판단하

한 시스템.”10 인지 기술은 인공지능, 문장 및 음성 처리,

기가 훨씬 쉬워진다.

자동화 및 로봇공학, 머신러닝을 포함한다. 이의 활용은

궁극적으로, 공통점이 있긴 해도, 모든 조직과 정부기관

일반적으로 3가지 주요 분야로 구분된다. 고객 혜택의

가지기 위해, 미국은 전문화된 보안 기량을 갖춘 인력이

은 니즈와 보유 자원 면에서 고유하다. 분야, 지역, 직책 전

개선을 위한 상품에의 활용, 조직의 업무 흐름과 운영의

대략 30,000명 가량 필요하다고 한다-현재는 1,000명

반에 걸친 인재 도전과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없다. 따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에의 활용,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

이버보안 전문가 또한, 서로 다른 기량과 책임을 가지는 경

정도 밖에 없다.5 그리고 인력 부족은 고도의 기술적 인재

라서, 인재 부족이 가지는 특별한 영향에 대한 개념을 잡기

정에 도움을 주는 인사이트 도출. 11

우가 많다. 이런 분명한 차이는 사이버보안 인력의 양과 질

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력 부족에는 보안 코드 작성, 보

위해, 각 조직은 각자의 사이버 보안 직책에 할당된 책임과

예를 들어, 선도적인 투자회사의 한 임원은 자사의

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안된 네트워크 구조의 설계, 네트워크 방어 및 사건 발생

과업에 대해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 정보를 손에 쥐

사이버보안 분석가들이 보안 경보를 조사하는 과정 중

후 복원용 소프트웨어 도구 개발을 위한 틈새 기량을 보유

고서, 조직은 인지 기술이 인재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

점검 목록을 확인하는데 30에서 45분을 소모한다고 말

한 이들도 포함된다.6

지 탐색을 시작할 수 있다.

했다. 게다가, 그 작업이 단조롭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증을 취득했지만 그러한 기량을 적용한 “현장” 경험은 부족
한 실무자들이 있다. 야구의 각각의 포지션이 특정한 재능
을 요구하듯이-투수와 포수의 역할 교체가 불가능하듯-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점은, 공공 및 민간 조직이 사
이버보안과 사이버 관련 기량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큰 차

한 정보기관 당국자가 밝히길 사이버공간에서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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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건너뛰기 시작했고, 그 결과 사건에 대해 덜 엄

름을 슈퍼 컴퓨터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하

더 많은 인지 기술을 다른 여러 산업들에 통합시키려는

구분이 가능해 진다는 점일 것이다. 네트워크 내부와 주

격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자동화하자,

면 거의 실시간으로 고급 위협을 감지하고, 네트워크에

노력을 둘러싼 우려와 근심이 종종 있어 왔다. 잡화점에

변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경보의 규모는 인력 부족 문제

조사는 40초 내에 완료되었고, 분석가들은 개선에 집

대해 가장 가능성 높은 유형의 공격을 파악하며, 더 강

서 자가 계산대를 도입했을 때, 계산원들은 더 이상 자

가 없다고 해도, 사람이 상세하게 조사하기에는 그저 너

중하도록 자유로워졌다. 최종 결과는? 분석가의 생산

력한 인증 절차를 위해 네트워크의 패턴과 사용자 행위

신들이 필요 없어질까 봐 두려움에 떨었었다. ATM이

무나 방대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첨단 애널리틱스와 머

성이 3배로 증가했고, 자동화된 프로세스의 통합 이전

를 밝혀내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기기의 관리를 개

출현하고 광범위하게 채택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은행

신러닝의 지원을 받아,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보다 빠

에는 세 명이 필요했던 일을 각자 혼자서 수행하게 되었

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분석가들이 더 적은 시

창구직원들이 과거의 유물이 되기 일보직전이라고 생각

르게 문제의 원인을 집어내고 심지어 사고 발생 전에도

다.12 이는 회사의 인재 부족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유지

간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뿐 아니라, 가장 시급한 문

했었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식료품점 계

해결할 수 있다. 데이터에서 도출된 인사이트와 숙련 인

에도 도움이 되는 듯이 보인다-직원들은 이제 지루한 점

제에 업무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산원 14과 은행 창구직원15의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

력과의 결합은 인재 부족의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특

중요한 점은, 그러한 기술적 발전은 또

질적으로 증가했고, 누구도 더 이상 쓸모 없게 될 위험

히 강력한 조합이다.

한 빅데이터 집합의 처리를 통해 얻은

에 처한 듯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인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간의 문제해결 능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과업에 쓰이는 시간은
조직에서 가용한
기량과 자원의 낭비다.

예측적 사이버 애널리틱스를 고려해보자. 이 기법은

인사이트를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전문가의 세계에서, 이러한 종류의 과업

슈퍼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사용해 극도로 거대한 규모

일련의 특정한 기량을 갖춘 정통한 사

자동화는 일반적으로 환영받는다. 이미 인재 공급이 부

의 데이터 집합을 면밀히 조사해 악의적인 코드, 비정상

이버보안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사이

족한 상황에서, 인간의 문제해결 능력이 그다지 필요하

적인 패턴, 바로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기타

버위협이 변화하는 세상의 상징이듯

지 않은 과업에 쓰이는 시간은 조직의 가용 기량과 자

네트워크 위협을 파악한다. 이들 인사이트가 자신의 네

이, 그러한 위협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원을 낭비시킨다.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직들이

트워크에 대한 조직의 지식과 결합되면, 사이버보안 전

인재 또한 진화하는 보안 환경에 맞춰

잘못된 또는 오류로 인한 보안 경보를 조사하는데 약

문가들은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네트워크가

변하고 적응해야 한다. 인지 기술은 이

21,000 시간을 소비해 연간 평균 130만 달러의 비용

가장 취약점을 가진 공격 유형의 특징을 기술하고, 관련

들 전문가의 노력의 방향을 돌려, 그럼

이 든다고 한다.16 이들 경보는 인지 시스템으로 처리 가

된 취약성의 해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런 방식

으로써 그들의 시간과 기량을 최고로

능한데, 시스템은 추가적인 조사가 타당한 경우에만 사

으로, 인간-기계 조합은 더 적은 시간에 더 나은 결과의

활용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버보안 인력에게 통보한다. 유사하게, 컴플라이언스

산출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인지 기술은 두 가지

보고, 보안 점검목록, 표준적인 네트워크 관리 과업 또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지 기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

주요한 방식으로 사이버보안 인재 부

한 자동화로 관리 가능해, 추가적인 시간 및 비용 절감

나는 조직이 일반적인 반응적 태도 대신에 선제적인 접

족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첫째, 인

이 이뤄진다. 그리고 관련 규모, 예산, 책임의 범위를 고

근법을 취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위협이 어디서 발생할

력 과부화와 부족으로 인해 지속되고,

려할 때, 연방정부의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이버보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에 대한 예측과, 사전 방지가 가능

다뤄지지 않는, 혹은 낮은 우선순위의

안 관련 예산의 절감 규모는 상당히 막대할 수 있다.17

하게 됨에 따라, 보안의 패러다임이 변하게 된다. 인지

사이버보안 문제를 인지 기술의 적용

조직의 사이버보안 인력이 특정한 과업에 소모하는

기술은 또한 내부의 위협, 보안 침해된 직원들의 자격증

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그리고 둘째

시간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조직은 그러한 활동에 소

명 파악, 침입의 빠른 탐지를 가능케 하는 행동학적 애

로, 인지 기술은 더 명민한 의사결정을

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파악해 자동화로 인한 혜택의 규

널리틱스에 공헌할 수 있다. 그리고 머신러닝은 네트워

검 목록 확인이 보다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업무로 교체

위한 정보 제공에 도움을 주는데 이는 인공지능 및 고급

모를 판단할 수 있다. 추가로, 조직은 어디서 인력의 부

크의 실시간 학습을 가능하게 해 악의적 혹은 비정상적

되자 보다 만족했다.

기법의 활용을 통해 가능하며, 고급 기법 중 데이터 애

족이 가장 뼈아프게 느껴지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일련의 규

널리틱스는 보안 관련 도전과제에 대한 전향적이고, 예

그 결과, 인지 기술의 통합으로부터 절약되는 시간과

칙 혹은 인간의 지시에 근거한 피해 경감 활동을 즉시

측적인 접근법을 가능케 한다.

인력을 가장 필요한 곳에 현명하게 재배치 할 수 있다.

실행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인지 기술의 힘을 진정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은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채택해서 극도로 많은 양
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조사할 수도 있었다. 어떤 추정치
는 “20,000여개의 기기(노트북, 스마트폰, 서버)가 존

쌍방향 데이터 분석, 사전 발견, 위협의 특성 정의

재미없는 일상적 업무로부터의 이동

사이버보안 인력을 확장하기

는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홀로 할

재하는 중간 규모의 네트워크가 매초마다 5기가비트 이

반복적, 일상적, 관리적 업무를 위한 자동화 및 유사

아마도 반복적인 과업의 자동화보다 더 큰 인지 기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 역량을 확장시켜 주는데 심

상의 데이터 그리고 24시간 동안 50테라바이트의 데이

한 도구의 활용 증가를 우려하는 논의는 가끔 “로봇이

술의 혜택은 대규모 데이터 집합의 분석을 통해 그렇지

지어 가장 뛰어난 인력들에게도 그러하다. 이들 도구

터를 전송”함을 보여줬다. 13 그러한 대규모의 데이터 흐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공포와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않았으면 아마도 간과되었을 인사이트의 파악과 패턴의

를 가지고, 사이버보안 인재들은 보다 정확하게 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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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고 훨씬 적은 시간 내에 대부분의 문제를 해

이 변한다. 업무흐름이 변한다. 사무실 구조와 관계가 변한

점과 개선 영역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데이

가져야 한다. 리더는 정기적으로 다음을 질문해야 한다.

결할 수 있다.

다. 그리고 인재 고용, 훈련, 유지와 관련된 절차도 변한다.

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적절한 기량을 갖춘 인력을 보유했는가? 적절한 사항들

이들 진화는 사이버보안 운영의 수요를 맞추고, 인재 부족

있다. 이 접근법은 인력 필요성을 예측하고, 조직 내에

을 자동화하고 있는가? 인간에게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

을 벌충하며, 최신 기술의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서 어떤 기량이 가용한지, 그리고 인지 기술로 어떤 영

도록 하는가?

인지적 조화
빡빡한 정보 기술 및 사이버보안 기술인력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전략적 접근법이 인지 기술의 통합과 사이

역의 증강이 가능한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기계를 상대로 적의를 불태우기

버 인재의 재배치를 위해 취해져야 한다. 조직은 직면한 위

자연스럽게도, 이들 요건이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보다 기계와 함께 기꺼이 경주하려 한다. 그들은 자동화

협을 통해 정보를 얻어 사이버보안 서비스에 대한 내부 수

기업과 연방 기관은 가용 인재에 관해 지속적인 대화를

에 일자리를 잃게 될지 여부보다는, 기계의 채택으로 인

요를 측정하고, 가장 필요한 기량의 집합에 대한 인재 지원

해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걱정한다.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식

인지 기술은 암호의 재설정과 피싱 이메일에 포함된
악성 하이퍼링크의 비활성화와 같은 기계적인 보안 업
무를 관리 가능하고, 오직 추가 검토 대상인 특정한 사

인지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위협 환경

건만을 분석가에게 전달한다. 인지 기술은 네트워크가

조직이 추가적인 사이버보안 직원을 채용하거나 현

공격 받을 때 이를 감지하고 기계적인 빠른 속도로 반

재 직원들을 재배치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위협 환경과

응해 영향을 축소시킨다.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머신러

관련 취약성 데이터를 살펴봐야 한다. 미국 연방기관은

닝 알고리즘은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네트워크에 대한

빈번하게 공격 대상이 되어왔는데, 사회보장번호, 지문

위협을 식별하고 취약점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추천할

정보, 보안승인검사 자료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개인 식

수 있다. 이들은 법적 및 규제적 요건에 관한 다량의 문

별 정보를 보유하기 때문이다.18

서를 살피고 직원들이 수작업 컴플라이언스와 관리 업

통신기업은 서비스 거부 공격(DoS)에 직면해 왔으

무에 쓰는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파

며, 특히 사물인터넷 기기의 확산과 함께 더 심해졌다.

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와 기능의

유통기업과 은행은 신용카드 번호 혹은 재무거래 데이

자동화를 통해 네트워크의 방어가 인적 오류에 일시적

터의 절취와 관계된 사이버 범죄의 희생자가 되어왔다.

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보장한다. 사이버보안 전문

병원은 점점 더 해커가 몸값을 받을 때까지 의료정보를

가의 시간과 재능은 인지 기술과 짝을 이룰 때 최고로 활

인질로 잡는 랜섬웨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

용된다(옆 페이지 그림 참조).

고 피싱 공격은 첨단의, 지속적 위협의 통로가 되는 가

간단히 말해, 사이버보안에 이용되는 인지 기술은
일자리를 뺏는 존재가 아니라, 일자리의 재분배자이다.

사이버보안 전문가의 업무

으로 조직화되었음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지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너무 많은 시간을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소모해,
이미 공급이 부족한 귀중한 시간과
재능을 낭비한다.

인간의 독창성을 필요로 하는 과업에
시간과 재능을 집중시킬 수 있다.

!

암호 재설정

!

새로운 인사이트를 파악하고,
사전적인 보안을
가능하게 한다

계정 잠금

방화벽 경고

!

자동화가 일상적
과업을 처리한다.

사건 경보

장 일반적인 공격 유형이며 모든 분야의 기업 네트워크
에 대한 전체 성공적인 공격의 95%를 담당해 왔다.19

이들 역량은 직원을 채용하거나 떠나게 할 필요 없이

어떤 데이터가 가장 해커의 목표가 되는 지와 그들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인력 부족의 해결을 가능케 해

네트워크 침입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알면 사

줄 뿐 아니라, 또한 절차를 개선하고 의사결정의 엄밀

이버보안에 들이는 노력과 보안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

성을 높여준다.

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접근법의 진화

인재 전략

전형적인 근무일은
일상적인 과업으로 채워져 있고,
한편 핵심 인사이트와 사건은
과중한 업무에 파묻힌 인력들을 스쳐
지나간다.

!

기계와의 협력이 인간의 재능을
강화하고, 보다 빠르게
과업을 완수한다.

조직은 핵심 사업 및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에 들이는
인재 부족 해결을 위한 인지 기술의 통합 효과가 고급 애

것과 동일한 분석적 엄밀성을 사용해야만 하고 고용, 훈

널리틱스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특정 과업 및 활동의 자동화

련, 유지 전략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

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직 또한 변화시킨다. 운영

해, 조직은 보유한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고 인력의 강

일상적, 반복적 과업

데이터에서 도출된 인사이트에 기인한 활동

인간과 기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과업

네트워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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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증강된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경험 있는 인력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유지에도 도움이

한가지 방법은, 하위 직원들부터 임원진에 이르기까지

기술은 부족한 사이버보안 인력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고

을 채용하거나, 신규 졸업자를 일정 시간에 걸쳐 훈련

된다. 직원들이 자신의 재능에 더 적합한 일에 몰입하게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의 생각과 의견을 통합시키는 것이

인재를 보다 복잡하고 보람 있는 업무로 재배치하는 자유

및 준비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고급 애널리틱스와 자동

됨에 따라, 이직률이 떨어지고, 외부 인재를 찾고 유치

다. 일단 그들이 완전히 통합되고 권한을 부여 받으면,

를 조직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안 및 인재 목표

화가 현재 인력의 업무 부하를 줄여주기 때문에 조직은

하는데 필요한 노력이 줄어든다. 추가로, 인지 시스템은

조직은 사이버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

의 충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당한 사전 숙고와 의도적인

기존의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누가 재훈련이 가능한

각 개인의 업무 부하 중 특정 부분을 재배치 가능하게 해

를 점할 수 있다.

행동을 요구할 것이다.

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재훈련 비용은 엄

주어 보다 복잡한 문제들의 해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청나게 경쟁적인 시장에서 경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

일일 업무를 조정해줄 수 있다.

사이버보안 전문직에 대한 인재 부족 현상이 존재하지

도전과제를 상대하기

려 노력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더 나은 추가 가치로 이
어진다. 이에 더해, 실무자들은 사이버보안 인재에 대한

만, 공공 및 민간 조직이 채용 가능한 미국 혹은 글로벌 노
동력은 부족하지 않다.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인지 기술

내부 절차와 구조

공공 및 민간 분야 조직이 직면한 사이버보안 위협은 그

을 최고로 통합해서 활용 가능한 조직은 풍부한 숨은 인재

업계의 수요가 1년에 11%씩 증가 중이지만, 미국 대학

새로운 기술, 인재 알선, 그리고 상존하는 사이버보

들이 안전하고, 경계하며, 회복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

들 및 새로운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된 접근법을 발견할 수 있

들이 그 연간 증가율 중 단지 5%밖에 충족시키지 못함

안 위협은 많은 조직들로 하여금 최고 선임 사이버보안

한다. 이 목표는 사이버보안 인력 부족 문제의 확산으로 인

을 것이다.

을 지적한다.20 인재 재배치를 통한 내부 자체 고용의 장

전문가들의 역할을 재고케 할 것이다. 많은 기업에서,

해 어려워졌다. 하지만 다른 산업들이 보여주었듯이, 인지

점은 바로 명확해 보인다.

최고 정보책임자, 최고 기술책임자, 인적자원 부서 간의

그러나 재배치할 인재는 어디에 있는가? 기량, 소

단절이 존재하는 듯 하다. 추가로, 이들 고위직은 임원

질, 선호에 대한 계획적인 맞춤 없이 단순히 인력을 이

수준 직급에 상대적으로 새롭게 추가된 자리이고 그들

데보라 골든(Deborah Golden)은 딜로이트 자문 사업부의 프린시펄로, 다양한 산업을 포괄한 20년 이상의 정보기술,

동시키면 조직, 사명, 노동력의 유지에 해로운 영향을

의 요구를 정당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직적 내력 없이

보안, 개인정보 관련 경험을 보유했다. 그녀는 연방 정부,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금융산업의 사이버 리스크 서비스 전문가다.

미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사이버보안 전문가 경

자원과 우선순위를 놓고 경쟁해야만 한다.

력은 빠르게 진화 중이며 많은 영역이 전문화를 요구한

사이버보안 리더십에 관한 이 다면적인 도전과제 중

다. 조직은 개별적으로 맞춤화된 경력발전계획을 개발

에 한 부분은 운영 관리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결정하

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이버보안 인력과 함께 가장 큰 성

는 일인 경우가 많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누구에게

공을 거두게 된다.

보고해야 하는가? 정보 담당 최고책임자, 리스크 담당

은행 창구직원과 ATM의 등장 얘기로 돌아가보자,
은행은 사람들이 단순한 거래에 기계를 이용하기 시작

중령으로, 해군에서는 주로 사이버 정책과 신호 정보를 다뤘었다.
본고에 도움을 준 샤론 챈드(Sharon Chand), 데이브 위코프스키(Dave Witkowski), Tim Li(Tim Li)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최고책임자, 최고 운영책임자 중 누구인가? 일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자 창구업무가 진화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현금 취

숙련된 사이버보안 직원의 채용과 유지에 연관된 어

급 기술은 창구직원이 가져야 할 덜 중요한 기량이 된 반

려움 중 일부는 산업 혹은 개별 조직 안에서의 내부적 문

면, 은행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더 많은 인간적 상호작용

제에 기인하는데, 특히 구조 및 책임과 관계될 때 그러

을 요구하는 보다 복잡한 거래와 질문을 내놓게 됨으로

하다. 이를 제대로 하려면, 조직은 숙련된 직원을 조직

써 대인관계 기량은 더욱 중요해졌다.22 일부 창구직원

내에서 적절한 권한과 영향력을 부여해 적절한 직위에

들은 이 새로운 역할에 잘 준비되어 있지 못했지만, 은

배치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분야에 적절한 사람

행은 이 대체된 창구직원들이 세부사항 지향적이고, 숫

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을 채용, 유지,

자에 능하며, 빠르게 학습하고, 장시간 집중이 가능하다

훈련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는 점-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직책과 같은 일부 사

사이버 보안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기술적인 일이기

이버보안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동일한 기량-을 인

때문에, 일부 전통적인 이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 보

식했다.23 그 결과, 일부 은행은 과도기의 창구직원들을

일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보안 도전과제, 기회, 목표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해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이는 직

가 조직의 사업 의사결정에 통합되지 않는다면, 안전하

원들과 은행 양쪽 모두가 윈-윈 하는 결과다.

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조적 지원과 책

인재 재배치는 직원들을 빈 일자리에 맞춤 연결시킬

테드 존슨(Ted Johnson)은 딜로이트 센터 포 거번먼트 인사이트의 방위 및 국가 안보 리서치 매니저이다. 그는 미해군 퇴역

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보기

AI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정부에 절약해 줄 수 있을까?
인지 기술이 정부기관 종사자들의 생각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최소한 아직까지는. 그러나 바로 지금,
AI 기반의 프로그램은 정부기관이 보다 중요한 과업을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백만 노동 시간을 해방하며, 더 낫고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준다.
Deloitee.com/insights/ai-in-gov

임소재가 불충분해질 수 있다. 이런 전형을 진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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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되는데 도움이 필요한가?

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조직들에게 최고의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인간이며, 특히 대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제공해 왔던 표준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고객들의 의향이 약해진 상황에
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 인간 고유의 잠재력을 여는데 있어 아마도 우리들 자신이 최악의 적일 수 있다. 도전에 나서
고, 경계를 확대하며, 더 나은 아이디어와 보다 창의적인 접근법의 개발을 위해 다른 이들과 연결을 가지

인간이 되는데
도움이
필요한가?

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대에서, 4,500여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딜로이트의 설문결과는 51%가 혁신을 위해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답한 반면, 41%는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이 행동을 가로 막았다고 답했음을 보여 줬다. 49%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불편하다고 말
했고, 54%는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의사결정이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52%는 규칙은 깨지기 위해 만들
어졌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고, 43%는 매일 무엇이 예상되는지 알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이들 응답이 시사하는 바는, 노동력의 상당 부분에 있어, 규칙-절차와 정책의 형식을 취한-과 징
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직업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리스크 수용과 즉흥적 대응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학습과 혁신을 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급격히 변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업환경에서 자신들이 점점
더 주변화됨을 발견하는 시대에서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은 노동자들이 최근 10여 년 동안의 경제에 대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불안에서 창조성으로의 이동을 결정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선택권을

해 어떻게 느끼는 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표준화와 원가 절감에 계속 집중하면서 노동자들이 부적절하고 비효과적인 방어적

불안”이란 말이 적당하겠다. 점점 더 경쟁이 심해지고,

인 태도를 취하도록 몰아 붙일 것인지, 혹은 틀에 박힌 일을 없애고, 인간의 역량을 자유롭게 하며, 노동자

상호 연결되어 가는 세상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요구

의 열정을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해 가용한 기술의 활용에 집중할 것인지를 말이다. 딜로이트는 노동자의

하고, 여러 조직에 걸쳐 많은 노동자들을 보다 기계같이

열정이 세 가지 속성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한다. 탐구, 연결, 헌신이 바로 그 구성 요소들이다. 단지 미국 노

일하도록 몰아붙인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가속적 발

동력의 13%만이 현재 세 가지 속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만, 기업은 노동자들이 규칙을 따르는 자동인형

전은 그저 새로운 압박을 한 겹 더 추가하는 듯 보이는

에서 창조적인 문제해결사로 변신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러한 노동자들은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데, “항상 대기 상태”로 인해 삶과 일의 균형이 악화되고

자 어려운 도전을 추구하고 다른 이들과 연결을 꾀한다. 리더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많

기계가 표준화된 과업에서 사람들을 능가할 뿐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부가가치 있는 일에서도 점점 더 나아짐
으로 인한 잉여화의 위협 때문이다.
좋은 소식은 전부 나쁜 소식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
는 점이다. 딜로이트는 세상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불안

본을 보여 따르게 하라. 단지 조직적인 것만이 아닌, 개인적인 변화를 이루도록 헌신하라. 자신에게 물어보라. 무엇

●

이 나로 하여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위해 발돋움하지 못하게 가로막는가?
초점을 제공하라. 전문화와 분화적 고립은 직원들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관점의 획득, 혹은 심지어 도

● 

전과제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 새로운 도전과제에 관해 무엇이 중요한지 혹은 흥미로운지 직원들이
인식하도록 도와라.
환경을 창조하라. 직원들이 다른 이들과 협업하고, 도전을 추구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성과 측정방법을 재고하라.

● 

의 경제에서 인간의 고유한 속성인 창의성, 호기심, 상

더 높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노력을 치하하고, 가장 용감한 자 말고는 리스크를 취하지 못하게

상력, 사회적 지능으로 정의되는 경제로 변하는 초기 단

가로막는 진짜 저해 요소를 제거하라.

계에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기계가 (아직) 복제 할 수
없는 속성이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가치 창출을 위

미래의 노동력을 어떻게 구축 가능한지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deloitte.com/insights의
『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해주어라(If you love them, set them free)』에서 읽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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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경영진은 전통적으로 외부 환경과 내부 조직의 교차점에 앉아, 혼돈을 관찰한 후 이
를 명확하고 행동 가능한 명령으로 해석해냈다. 필수 정보를 위한 이 “신경 중추”
에 자리한, “흔들리지 않는” CEO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은 단단하고, 뚫고 들
어갈 수 없는 인물로서, 성공적으로 외부의 역경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런 이미지가 진정으로 현실과 일치했는지는 논란거리지만, 한가
지는 확실하다.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오늘날 격변에 흔들
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특이한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회사를 이끄는 능력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필
요로 한다-리더가 끊임없는 격변에서 길을 찾고, 상황에
맞춰 계속해서 행동을 수정하도록 요구한다.
가속되는 시장의 세력과 증가하는 환경적 복잡성
은 기업이 혼돈의 발생 이전에 경보를 받지 못하고, 그
후에 복구 기간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
한다.(격변의 속도에 대해 더 살펴보려면, 66페이지의
삽입글 “격변을 원근법으로 조망하기”를 참조) 이런 환
경을 배경으로, 리더는 단순히 질서를 혼돈에 주입하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오늘날의 CEO는 모호함에 대한
열정까지는 아니라 해도, 고도의 내성을 육성하여 조직을
변환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압력을 유지하고-동일한 사고
방식을 다른 이들에게 주입할 필요가 있는 듯 하다. 불안정
한 세상에서, 오늘날의 리더는 가차없는 경쟁에서 앞서기 위
해 조직의 역량을 새롭고, 가끔은, 예상치 못한 영역으로 확장하
고자 하는 유연성, 민첩성, 자발성이 필요하다.

흔들리지 않는 CEO가 가능할까?
왜 오늘날 최고의 리더들은 확고부동하지 않고 유연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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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CEO의 5가지 특성

터뷰 대상자들을 선정했다. 모든 기업들은 포춘(Fortune)

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비용 절감에 통달하도록 만들어

250 기업에 포함되는데 필요한 기준을 충족했고 표준적인

긴장과 내부 분쟁을 관리하려 들기보다(지금까지 주로
사용되어온 동시 추구의 실무 방식), 그들은 완전히 통

이 변화하는 CEO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고 직책에 대

재무적 지표의 관점에서 동종 기업들과 맞먹거나 능가했
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 질문에 답을 하려는 시도였다. 오늘

한 미래의 요구에 부합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기량을 밝히

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내일의 격변

성에 대해 얘기했다.

기 위해-딜로이트는 은행, 제약, 첨단기술, 천연자원, 식품

을 피하기 위해서는 CEO와 조직에 무엇이 요구될까?

합된 조직 내에서 활용과 탐색 간의 긴장을 조성할 필요

2. 감정적 강건함의 함양
“리스크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취해야만 하며 동시에
어떻게 이를 억누를지, 그리고 만약 일이 확대되어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지를 파악해야죠. 만약 옳은 결정이라
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스스로를 추스르고 말합니
다, ‘좋아, 뭔가 다른 걸 할 시점이군.’”

그들은 이들 대립되는 요소를 모든 절차, 구조, 문

– 어느 건설 관리업체 CEO

가공, 의료 제공, 유통, 제조를 망라한 여러 산업에 속한 24

우리의 토의는 CEO의 머리와 가슴을 일별하게 해주었

화 전반에 걸쳐 내재시키고자 하는 도전의 중요성을 강

곳의 거대하고, 복잡한, 글로벌 조직의 CEO들을 인터뷰했

다. 우리는 자신들이 해석한 격변을 막아낼 수 있도록 더- 잘

조했고, 어떤 사업부에는 활용을 전담시키고 다른 부서

CEO는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보

다.1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조직-만약 그런 기업이 존재한

하고, 더 많이 하고, 혹은 다르게 일하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에는 실험만을 맡겨 뽑아내려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다 생산적인 결과를 추진하고, 큰 도박을 걸었을 때 실패

다면-을 이끄는 CEO들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지

바랐는지를 알고 싶었다. 드러난 결과는 격변에 대한 회복

고 말했다.

를 리스크로서 받아들이는 능력을 보여줄-그리고 회사 내

않았다. 그러나 조직적 특성과 산업의 다양성을 고려해 인

력을 육성하는데 중요하다고 파악된 20가지 요인들과, 그

인터뷰 대상자들이 빈번하게 언급한 이러한 긴장

에서 함양할-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를 감정적 강건함이

리고 특히 중요했던 5가지 특성이었다. 확실히 하자. 우리

은, 중요한 외부 이해관계자들-특히 애널리스트들과 주

라 부른다. 이는 잠재적 리스크와 장애물에 대한 냉철한

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이들 요소를 모두 혹은 대

주들-에 의해 강화되었는데, 이들은 단기 수익률을 원하

평가와 높은 이상의 추구를 위한 담대함을 결합하는 덕목

부분 드러낸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이들 요소를 갖추는 일

면서도 CEO들이 장기적으로 일하고, 리스크를 취하며,

으로서 리더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인터뷰한 CEO들이 강

이 쉬웠다고 시사하지도 않았는데 CEO들이 개인적 그리

혁신하기를 기대한다. 확실히, 안정적인 수익성과 위험

조하기를 이상에 의해 추진되는 행동이 중요하지, 말이 중

고, 특히, 제도적으로 직면해야 했던 도전과제들을 고려할

한 발전 양쪽 모두에서 탁월하다는 역설적 능력-과격한

요한 게 아니라 했다.

때, 변화에 대한 장애물은 제도 안에 깊이 내재된 경우가 많

혁신에 불을 붙이는 기회를 추구하는 동시에 기존 역량

허쉬푸드(Hershey Foods)의 전 의장이자 CEO였던

흥하는
서
에
속
변
격
가
CEO
5가지 방법

았다. 그러나 우리가 인터뷰한 리더들은 이들을 필수적인

을 최적화하는 능력-은 공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쉬운 일

리처드 짐머맨(Richard Zimmerman)을 생각해 보라, 그

열망으로 보았다.

이 아니다.3 실제로, 기존 기업이 경쟁에서 앞서길 원한

는 리스크를 잘 고려해서 수용했으나 실패한 직원들을 위

다면, 현재 운영의 개선 그리고 끊임없이 떠오르는 새로

한 “늘어난 모가지의 숭고한 결사단”상을 제정했다. 페덱

1) 동시 추구의 포면용서 동시에 수리하는 법을

1. 동시 추구의 포용

운 개척지의 탐험을 영원히 계속해야만 한다.

스(FedEx)의 프레드 스미스는, 수십 년에 걸쳐 더 나은 고

터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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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동시에 이를 개
조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현재의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 수천만 달러를 미래를 위한 잠재력에 쏟아 부어
야 합니다. 현재의 효율성에 대한 투자와 미래의 차세대 대형 아
이디어 구축 간의 적절한 균형이란 무엇일까요?”

– 어느 제약회사 CEO
요기 베라(Yogi Berra)의 유명한 격언이 있다. “길
에서 분기점에 다다르게 되면, 선택하라.” 한가지 길 이
상을 추구하겠다는 결정-현재뿐만 아니라 위험한 미래
에도 동시에 집중한다-은 특별히 과격하다고 보이지 않
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터뷰한 CEO들은 다른 종

동시 추구는, 이들 양쪽 측면을 전사에 걸쳐 통합시

객 서비스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수

키는 “비결”과 함께, 우리가 파악했던 흔들리지 않기 위

용한 직원들을,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영웅으로 대접해왔

한 5가지 속성 중 지배적인 특성이었다. 우리가 발견한

다. 이와 같은 상징적인 움직임은 문화를 형성하는 보상책

점은, 나머지 4가지 요인들이 자기 나름의 중요한 방식

으로서 위험한-그러나 잘 고안된-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

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이들은 또한 동시 추구를 강화하

도 있는 아이디어의 필요성을 전파한다. 이런 방식으로,

는데 모든 분야에 걸쳐 동시 추구가 가능한 조직을 어

CEO는 다른 이들이 따라 할 본보기를 설계하고 권고한다.

떻게 달성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관계 있는 재능, 감정적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CEO들은 감정적 강건함이 혁

특색, 집중된 태도, 명확한 사고, 그리고 고객에 대한 깊

신가의 딜레마에 대한 매우 강력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

은 통찰의 원천을 가져옴으로써 그렇게 만든다.

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혼돈을 조직에 가져오고 그러한

모호함과 혼돈을 편하게 여김은 개인의 성격 및 기질

실패-어느 수준에서의-가 불가피함을 완전히 이해함으로

과 관계 있지만, 이는 고정된 특성이 절대 아니다. 인터

써 부분적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끌어가는 법을 학

뷰한 많은 CEO들이 탐색과 활용을 동시에 살피는 이중

습해왔다. 명확히 하자면, 이들 리더는 혼돈을 위한 “혼

관점을 어떻게 장기간에 걸쳐 개발해 왔는지 강조했으

돈”을 지지하지 않지만, 실패 가능성을 수용하는 문화를

며 그리고 동시 추구에 대한 친숙함과 능력이 성장함에

강하게 옹호한다.

2

류의 동시 추구를 생각하고 있었다. 가차없이 그리고 동
시에 실험과 활용을 수행해야 하는 급박하고, 지속적인
필요성이 그것이다.
탐색과 리스크 수용을 위해 미래에 초점을 맞춘 조
직 차원의 비밀 실험실을 설립하는 동시에 다른 부서들

따라, 어떻게 그들이 이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설명했다.

이런 특성은 우리의 인터뷰 중 일부 가장 감정적인 측면
의 배경에 자리했었고,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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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패턴, 주제, 관계, 결과를

흔들리지 않는 CEO가 가능할까?

개인적인 정당성을 지원하는 건강한 자존심을 유지하

야 한다.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항상 나에게

께 공유와 토론을 위한 모임을 주재한다. 초보자의 마음

추적함에 따라, CEO들의 가슴(머리에서보다 더 많이)

면서 동시에 다른 의견의 가치도 존중하는데, 심지어

쉽게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나는 항상 답을

가짐의 주제는 종종 인재 및 문화에 관한 논제와 이웃해

에서 나오는 이들 목소리를 “들었고”, 이 특성은 자연스

반대할 때도 그러함. 그들은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말이다. “그러나

자주 등장하는데 CEO들이 그러한 태도가 그들뿐만 아

럽게 자리를 찾아갔다.

상대적으로 편안한 모습을 보이고 사업이 보다 전쟁같

몇 가지 중요한 인생 경험이 내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니라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느껴질 때도 평화로운 느낌을 발산.

깨닫게 만들었다. 나는 호기심을 갖고, 호기심을 표출하

마지막으로, 이들 CEO는 그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안

며,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기꺼이 보여주

다는 점에 성공이 달려 있음을 이해한다. 그들은 미래를

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예측하기 위한 고정적인 패턴 인식 공식에 의존할 수 없

언제 CEO가 감정적 강건함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말

●

할 수 있는가? 이는 리더들이 다음과 같이 행동할 때다.
그들이 직면한 세상에 대해 열려있으면서도 명확한 견

3. 초보자의 마음가짐을 장려

해를 가지며, 어떻게 이를 바꾸길 원하는지에 관해서

“내가 아는 일부 다른 CEO들중, 몇몇이 실제로 자신들의 노하
우에 의해 억눌린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은 자신이 모르는 사안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죠. 그
들은 뭔가를 보고 자동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혹은 저
런 방식으로 할거야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하
는 방식이니까.’”

– 어느 기술기업 CEO

●

도 동등한 수준으로 명확한 구상을 가짐. 그들은 미래
에 초점을 맞추며 조직의 목적에 대해 모호하지 않음.

“초보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나,
전문가의 마음에는
거의 없다.”

선종(선불교)의 초심(初心)의 대한
개념은 “초보자의 마음가짐”이다. 스즈키
순류(Shunryu Suzuki)의 말에 의하면,
“초보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존재
하나, 전문가의 마음에는 거의 없다.” 이
말은 CEO들이 계속해서 제기하는 한 가
지 도전과제를 포착한다. 세상을 이에 대
해 많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관점으로

말과 행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일관되게 뒷받침되는 고

바라보는 일. 이러한 자세는 전통적으로 그들에게 기대

도로 내적이며, 감정적인 신념을 보유. 그들은 목적지

되는 바가 아니고-CEO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도 아

향적인 말을 실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신뢰

닐 터이다. 그러나 회의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됨.

려고 노력하기 보다, 응답자들은 모든 사안을 알지 못하

일이 잘못되었을 때의 어려운 순간들을 받아들여 “현

는 누군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태도의 중요성을 반복해

실에 기반을 둔 대담함”을 가지고 이를 인식. 그러한

서 강조했다. 그들은 질문을 하고 진정으로 탐구심을 가

●

●

순간들을 상징적으로 활용해 조직에 절박하게 행동해

지는 태도(심지어 그들이 잘 아는 사안에 대해서도)가

야 할 이유로서 주입.

훨씬 편안하고 결과도 훨씬 좋음을 발견했다.

실수에서 상대적인 위안을 찾음. “이를 노력해야만 한

참여자들은 보다 몰두해서 들어야 함과 들은 것을

다,”고 말하며 특정 방향으로의 자신감을 전달하면서

사전 판단을 배제하고 고려해야 함을 얘기했는데, 그리

도 한편으로는 실패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

고 여기에는 새로운 질문을 하는 법-진정한 호기심에서

음.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그들은 언제 행동하지 않아

우러나온 질문,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CEO라면 제

야 하는지도 명확히 인지.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모

기할법한 질문에 담긴 편견을 피하는 법도 포함된다. 대

르는지를 인식하며, 회의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부분은 또한 패턴을 찾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는

아닐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데-숲 속에 서있는 나무들만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능력을 보여줌.

또한 어디에서 숲이 시작되는지에 대해 보다 궁금해해

●

우리가 이 개념을 고려했을 때, 세일즈포스(Salesforce)

다는 점을 안다. 우리는 그들이 의심을 표현하고, 질문

의 CEO인 마크 베니오프(Marc Benioff) 4가 직원들이 민

을 던지며, 가설을 검사하는 방식의 실용성과 호기심이

첩함을 유지하고 현 상태가 계속된다고 기대하지 않도

본질적으로 역설적인 역동성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

록 상기시키기 위해 취한 노력을 떠올렸다. “저는 혁신

했다. 결국, 조직 차원의 목적-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영

의 정신을 존경합니다.” 베니오프의 말이다. “가끔은 그

향을 받기도 하는-을 이해하려는 바로 이 지속적인 노력

정신이 저를 통해 나타나고 가끔은 누군가를 거쳐서 나

이 CEO의 활력을 유지해준다.

오게 되죠. … 저는 초보자의 마음가짐을 함양하고자 노
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업계에서 일어났던 다른 모든

4. 파괴적인 주지츠(일본의 무술)의 터득

일들(많은 일들이 있습니다)을 놓아버리려 노력하면서,

“내가 특히 잘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패턴을 파악하
는 겁니다. 내가 찾는 ‘신호’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불협화음의
데이터 한 조각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일단 제가 이를 포착하면,
그 깜박 신호는 제 집착이 됩니다.”

‘좋아, 이제 무엇이 일어날까?’ 궁금해하면서 귀를 기울
입니다. 진지하게 듣지요. 내 자신을, 혹은 진정으로 다
른 이들을, 혹은 아마도 내가 보기에 대단한 기업들을,

– 어느 글로벌 투자은행 CEO

우리가 인수한 회사에 있는 위대한 혁신가들을, 우리
회사에 있어왔던 내부의 혁신가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를 5천만 달러에 인수 가능했

베니오프는 매년 휴가를 내어 혼자서 새로운 아이디

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는가? 나머지는

어들을 심도 있게 고려한다-이들 중 어떤 것도 기존 상

역사가 되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라, 세 번이

품 혹은 세일즈포스 생태계의 요소 혹은 조직적 강점의

나 넷플릭스는 격변적 위협을 경쟁력으로 전환해왔다. 처

단순한 반복 개선에 기반하지 않는다. 그는 완전히 새로

음에는 비디오테이프와 DVD를 우편으로 대여해 오프라

운 격변적인 아이디어를 상상하는데,
많은 것들이 조직적인 선례가 없거나,
혹은 조직적인 준비가 상정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그저” 조직적인 반복 개
선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사안들이다.
초보자의 마음가짐 개념의 핵심은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천진함에서

CEO는 그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는 점에 성공이
달려 있음을 이해한다.

오는 호기심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의
향과 능력이다. 베니오프는 연례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인 모델을 뒤흔들었다. 두 번째는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해

공유하는데, 사업의 번잡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제

우편에 기반한 자사의 사업을 잠식해 버렸다. 세 번째로는

약 없는 가능성을 꿈꾸고, 이를 일기에 기록하며, 다른

콘텐츠로 가치가 이동함을 인식하고 자체 콘텐츠 제작에

이들로 하여금 같은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그들과 함

투자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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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CEO가 가능할까?

그리고 아직도 넷플릭스는 여전히 전쟁에서 승리하

호화폐(비트코인 같은)의 창조를 통해, 글로벌 금융 중

람들이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셀카 촬영하도록 유

거한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보다 상세한 시야에 대한 분명

지 못했다. 아마존과 다른 업체들은 계속해서 사업 모델

심지의 역사적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도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천 건의 사진 이미지를 가

한 약속을 제시하긴 하지만, 이 난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

을 갱신 중이며, 그리고 만약 넷플릭스가 모퉁이 저편

암호화폐의 도입을 가로막으려 노력하기 보다(과거에

지고, P&G는 표적 집단 연구나 설문조사로는 수집을 꿈

책과는 거리가 멀다. 딜로이트가 인터뷰한 CEO들은 고객

을 계속해서 주시해 회사를 뒤흔들 수 있는 바로 그 세

기존 경쟁기업의 CEO로서 시도해왔을 가능성이 큰),

꿀 수 없는 소비자 행위에 대한 인사이트를 획득했다. 한

이 자신들의 사업과 가지게 되는 완전한 경험에 초점을 맞

력을 파악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리스크에 직

오늘날 자리잡은 금융기관들의 사실상 모든 CEO들이

가지 발견 점은 오후4시에서 6시 사이의 급격한 양치질

추는 경향을 보였다. 그들은 다수의 전선에서 기꺼이 고객

면하게 된다.

블록체인 모델을 활용하려 노력 중이고, 이에 대항하지

증가인데, 이는 셀카를 촬영하는 인구집단 구성원들이 상

전쟁을 치를 의향이 있을 뿐 아니라-모두가 이에 집착하고

않고 있다. 이는 고도로 규제된 산업의 기존 대기업들에

쾌한 호흡으로 즐거운 시간을 준비하는 시점과 관련이 있

있다. 이를 수행하려면 고객이 의식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관해 사람들이 예상한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

다. 이 관찰결과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항들은, 소셜 미

고객의 니즈와 반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파괴적인 주지츠의 달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일은 CEO
가 격변을 다스리고자 열망하는 일과 똑같다. 위협적인
격변을 인식하고, 이를 구성 요소들로 분해하며, 이들
구성요소 중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선택하고,
그런 후에 이들 격변적인 요소를 스스로의 경쟁우위로
서 “탈취”하는 방법을 찾는다.
외인성 세력에 대한 패턴의 보다 정확한 조기 인식의
필요성은 설문 응답자들의 주요한 주제였다. 격변적인

디어 캠페인을 하루 중 언제 시작하는가부터 제품의 재개

5. 궁극적인 최종 사용자 민족지 학자가 되기
“[고객]은 이제 의견을 표명하고, 불만족을 등록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편의성을 요구하는 수단을 보유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고객을 격변 그 자체의 주요 원천으로 바라봅니다. 고객의 머리
속에 들어갈 수 없다면, 저는 죽은 거나 다름없죠.”

– 어느 의류업체 CEO

위협을 활용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에 대한 파악이다.

발 혹은 새로운 확장 제품의 개발 방법에 이르기까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어떻게 수
정 혹은 홍보할지에 관한 다른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영향
을 미친다.5
P&G의 CEO였던 A.G. 라플리(A.G. Lafley)는 수십
년 전에, 최종 사용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의 위력

이들 모두를 조합하기
“물론, 미래는 어두컴컴하지요. 저는 분기별 실적 수치를 충족시
켜야 하고, 인재 문제의 큰 그림을 이해해야만 하며, 무슨 사업에
참여할지 선택을 해야만 하고, 가능한 곳마다 규제 형성에 영향
을 미치려 노력해야만 합니다…우리는 이 모든 사항들에 통달해
야만 하지요, 밤낮으로 말입니다. ”

– 어느 화학기업 CEO

설문에 답한 CEO들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수집과 정제

기업이 고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은 비밀이

을 처음 배웠던 때를 회상했다. 그는 P&G의 타이드(Tide)

에 끈질기게 초점을 맞추는데, 다른 이들에게 호기심에

아니다. 그러나 인터뷰에 참여한 CEO들은 고객의 니즈와

세탁 세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지하실에서, 여성들에게

우리의 대화는 미래의 포춘250 CEO들에 대한 견

대한 본보기를 보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관련성을 가질

태도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제품의 효과성, 사용편의성, 포장에 대해 물어봤다. 그들

해를 변화시키면서, 현재에 대한 시사점을 가지게 했다.

수 있는 불협화음 데이터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최종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인사이트를 획득해, 고객들의

은 호의적으로 반응했지만, 그러나 그가 눈치챈-그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단단하고, 뚫고 들어갈 틈이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 데이터가 싹을 틔우는데 필요한

가장 미묘한 습관, 욕망, 무의식적인 걱정거리를 발견해

관찰함으로써-점은 단 한 명의 여성도 손으로 상자를 뜯

없으며, 전지(全知)적인 모습으로 특징지어지는 CEO

비옥한 토양은 초보자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장 신뢰받는 승리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 또한 얘기했다.

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어째서? 그들은 만일 그렇게 한

에 대한 과장된 전형적인 모습에 동의하고 있었음을 깨

이후에 패턴의 힘을 활용하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회

과거 10년 동안,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기술은 완전히

다면 손톱을 부러뜨릴 거라고 답했다. 대신에, 각각의 고

달았다. 이 전형적인 CEO상은 교향악단의 지휘자와 유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의 힘을 강화해왔다. 오늘날의 고객

객은 자신만의 도구를 가지고 타이드 세제상자 옆의 선반

사한데, 연주자들의 집단 가운데서 조화를 추구하고 사

설문에 참여한 CEO들에게 동등하게 중요한 점은 불

은 온라인에 상주하고, 사교적이며, 고도로 연결되었고,

에 앉아서 판지에 구멍을 냈다. 장도리, 나사돌리개, 또는

전 결정된 악보에 엄밀히 집착한다. 하지만, 실제 CEO

협화음을 내는 무질서하고 과도한 정보의 우선순위를

상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이는 나쁜 일이 아니다. 완

지하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무거나 이용해서 말이다.

들과의 인터뷰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가

설정하고 해석하는 과업에 다른 이들을 참여시키려는

전한 고객 경험의 미묘함에 대한 집착은 CEO들에게 익숙

고객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회 방법을 당연하다고 여겼

자신들의 노력이다. 그들은 이들 세력의 속성과 방향성

한 것이고, 그들은 이를 달성하는데 훨씬 큰 능란함이 필

고 문제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포장에 관한 말

첫째, 우리는 모호함에 대한 열정까지는 아니라 해

을 파악하려는 탐색에서 셰르파의 역할을 수행해, 앞으

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이런 점은 그들이 고객들을 보

그리고 글로 표현된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이어서,

도, 높은 내성을 다른 이들에게 주입하려는 CEO들의 강

로 향하는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많은 다른 등산가들

다 면밀하게 관찰-새로운 방식으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고객의 행동을 관찰하고 나서야 관찰자는 그렇지 않다는

한 열망에 영향을 받았다. 이 점에서, 그들은 그저 다른

을 함께 데려간다.

데 고객들이 검색 혹은 공유하고, 시험해 보거나 혹은 구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플리가 강조했듯이, 회사의 누군가

이들이 혼돈을 상대적으로 편히 느끼도록 해주는 조직

그러나 파괴적인 주지츠는 단지 격변의 탐색 그 이상

매할 때 관찰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고객들이 원

가 제품이 이용되는 방식을 실제로 경험해봐야만 개선을

을 창조하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아마도 그들로 하여금

을 다룬다. 위협 활용의 나머지 절반은 이들 위협을 자

하는 것을, 빠르고 쉽게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위한 여지가 있는지 실제로 이해할 수 있었다. 고객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라고 명령할 것이다. 우리는 내부로부

신의 이점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예를 들

한다. 이는 마케팅 과정의 시작점부터 탁월한 판매 후 서

그가 생각하기에, 무엇을 원하고 혹은 원치 않는지를 항상

터 “미세 혁명"의 영구적인 흐름을 안무하기 위해 그들

어, 일부 은행은 규모의 우위와 규제적인 규정의 득세를

비스까지, 종단 간을 연결하는 고객 경험의 민족지학이

분명히 표현하지는 못한다. 오직 그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 스스로에게 가지는 기대 수준에 충격 받았다. 이 개

활용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한

나 다름없다.

방식을 관찰해서만 그들이 표현하지 못할 수 있는 니즈를

념은 우리의 동료인 존 하겔(John Hagel)의 “거대한 변

완전히 이해 가능한 때가 있다.6

화(Big Shift)”에 대한 견해와 일치하는데, 거대한 변화

를 가로채기 위한 기회의 발견이 가능해 진다.

가지 사례는 분산화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다음 사례를 살펴 보자. 크레스트(Crest)의 모회사인,

부상으로, 이는 광범위하게 채택된, 완전 분산화된 암

P&G(Procter and Gamble)는 제3자 업체를 이용해 사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대규모 소비자 인구집단에 근

지는 4가지 대안적 주제를 제시한다.

는 지속적이고, 빈번하며, 가차없는 격변에 의해 특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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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살펴보기

대폭발 VS 거대한 변화

과거 75년의 사업 환경을 바라보면, 손쉽게 구분 가능한 3가지 시대를 보게 된다.

대폭발
산업 특화적 격변

첫 번째는, 우리가 “안정기(Stability)”라 부를 시기로, 오래 지속되는 사업 모델과 생산성의 지속적이지만 느린
점진적 개선으로 특징지어 진다. 산업은 기반 기술의 급격하고 짧은 파열적 혁신과 상대적으로 긴 안정기를 경
험한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 기간 동안의, 전화와 내연기관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가 뒤따른 기

두 번째는, 우리가 “대폭발(Big Boom)”이라 부를 시기로, 컴퓨터 연산의 광범위한 등장이 목격되었다. 기존의
지배적 활동자들의 사업 모델은 다른 사업 모델을 가진 새로운 참가자들이 점점 더 빈번히 등장함에 따라 과거

경제적 성과

술적 도약이었다.

의 유물이 되었다. 예를 들어, 유통업은 온라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현상의 뒤에 자리했던 순풍은 대략
적으로는 설명 가능하나-상세하게는 예측이 불가능한-기술 변화의 출현이었다. 대폭발 기간 동안, CEO들에게

격변 이전의 사업 모델

격변적 사건

격변 이후의 사업 모델

최적화에 집중하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그리고 격변은, 발생했을 때, 준비되지 않은 조직의 덜미를 잡아, 종말
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시간 (개별 기업의 생존 기간)

세 번째는, 이에 대해 우리의 동료 존 하겔이 “거대한 변화(Big Shift)”라는 용어를 이 시대의 도래를 초래한 소

거대한 변화

셜 비즈니스의 등장에 대한 인식에서 창안했는데, 이 시대는 모든 산업에 걸친 지속적이고, 빈번하며, 가차없는

시간에 따른 격변
(다수의 산업)

격변으로 특징지어진다.7 디지털 인프라의 막대한 변화는 더 큰 생산성, 투명성, 연결성을 가져왔다. 이들 변화

격변은 다소 드문 편이다

는 추후 활용되고 결합되어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했고, 생태계는, 결과적으로, 필요한 자본의 투자 규모를 더욱
격변은 획기적인 사건

축소시켰다.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다수의 상호 연결된 산업에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진적인 격변의

기존 기업들은 격변을
전략적 사고의 일부로서
고려하지 않음

복합적인 효과는 계단 형태라기 보다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경사 형태의 실적 곡선을 창출했다.8 이 새로운 구조
에서 (그림 1), 시장은 모든 가치사슬 요소들에 걸쳐 상호작용하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변화 추세와 여러
산업의 심화되는 효과에 의해 뒤흔들린다. 역설적으로, 거대한 변화 시대의 증가한 격변의 빈도가, 거의 배타적
으로 최적화에만 집중하던 투자자의 태도를 탐색과 혁신에도 관심을 늘리도록 변화시켜, CEO들이 조직을 변환
시켜 격변을 헤쳐나가 생존하고 흥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게 해주었다.

기존 기업들은 그들의
경제적 생존 능력에
미치는 격변의 예상되는
영향을 우려

:

격변은 방대한,
상호 연결된 생태계들의
모든 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

경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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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업들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격변의 지속적 흐름의
계속되는 압력에 놓이게 된다고 예상
산업 시대까지
(그리고 포함하는)

대폭발

거대한 변화

시간 (전체 시장의 생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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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진다(보다 상세한 사항은 삽입글 “격변을 대국적인

그보다, 변화에의 대응은 일반적으로 전사에 걸친 많

한 보다 광범위한 사고 방식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

의 더 뛰어난 숙달과, 그리고 미세 혁명의 꾸준한 흐름

견지에서 살펴보기”를 참조).

은 상호종속적이고, 상호강화적인 전략적 행동의 발생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시사하는 바는 CEO의

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적응성 높은 조직 설계가 필

을 필요로 한다.” 9

보다 새로운, 떠오르는 역할 내에서 역설적인 요소들

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조직이 CEO로부터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비유는 교향악단 지휘자가 아닌

지금 필요한 무언가는, 켈리에 따르면, 고위경영진

재즈밴드의 리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리더는 혁신을

v3.0으로의 이동인데, 이는 v1.0의 일반적인 관리 효

확대하려는 충동을 느끼지만, 충분히 빨리 일어나게 만

율성과 v2.0의 기능적 전문지식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벤자민 핀지(Benjamin Finzi)는 딜로이트 CEO 프로그램의 공동 관리 매니저다. 딜로이트 뉴욕 그린하우스의 창립자이자

들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좌절감을 느낀다. 그

이 접근법 하에서, 고위경영진 v3.0은 팀의 일원으로서

전 리더로서, 그는 CEO들과 그들의 리더십 팀을 위한 수백 가지의 몰입적인 “실험실” 경험을 설계하고 실행했는데, 거기서 그는 고객의

들이 실제로 창조-효과적으로-하려 노력하는 것은 새로

완전히 관여하게 되고, 고위경영진의 목표 달성 과정에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사업전략의 원칙을 행동과학 및 디자인사고와 결합했다.

운 역할 유형이다. 교향곡과 달리, 재즈를 특징짓는 혁

서 다른 이들을 돕게 된다.

마크 립튼(Mark Lipton)은 뉴욕의 더 뉴 스쿨(The New School) 경영학과의 대학원 교수로「성장을 지도하기: 어떻게 통

신은 융통성 없는 계층 구조보다는 동료들 간 연결 구

셋째, 데이터 분석결과는 의문점과 가능성 양쪽 모

조에 보다 가까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밴드의 리더로

두를 환기시킨다. 만약 이들 5가지 요인이 어떻게 CEO

찰력이 기업이 똑바로 나아가게 해주는가(Guiding Growth: How Vision Keeps Companies on Course (Harvard Business School

서, 그들은 다른 이들을 압박해서, 자신만의 권한 영역

들이 격변을 헤쳐가도록 인도하는가를 설명해주는 통

Press, 2003)」의 저자다. 그는 또한 딜로이트 CEO 프로그램 명성 협의회의 상급 참석자이다.

을 가진 각자가, 훨씬 더 서로 협력하게 만든다-이는 그

계적으로 중요한 원인 변수임이 밝혀진다면, 그럼 이들

들이 논했던 동시 추구의 유형과 함께 사실처럼 들리는

특성과 행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무엇이다.

무엇인가? 그들 경력 중 어떤 변곡점에서 경영진은 안

빈센트 퍼쓰(Vincent Firth)는 딜로이트 컨설팅 US 전략 서비스, 모니터 딜로이트의 매니징 디렉터다. 딜로이트 CEO 프로
그램의 리더로서, 퍼쓰는 새로운 전략적 역량을 구축하고, 조직을 재설계하며, 전략을 개발, 정렬, 구현하기 위해 리더들과 함께 일한다.

분명히, 궁극적 중재자인 강력한 리더에 대한 니즈

식처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이들 속성 중 하나 혹은

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은 아마도 전통적인

그 이상을 개발하기 시작할까? 이 개발을 가속하는 방

모든 공헌에 대해, 스콧 코윈(Scott Corwin), 이몬 켈리(Eamonn Kelly), 브루스 츄(Bruce Chew), 존 하겔(John Hagel), 돈 데로스비

기업보다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지금 우리가 목격

법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제 조직의

(Don Derosby), 메가 반살(Megha Bansla), 스콧 버클리(Scott Buckely), 케이코 호엔(Keiko Hoen), 앤드류 블라우(Andrew Balu),

하는 무언가를 더 반영하는 듯하다. 그들은 꾸준히 일

리더 역할을 준비중인, 젊은 세대들이, 이들 영역에서

앤드류 아담스(Andrew Adams), 로라 맥코프(Laura McGoff), 준코 카지(Junko Kaji), 레지나 마루카(Regina Maruca), 조나단 홀

을 재발명하고 그리고 신선한, 새로운 접근법을 추구하

더 뛰어날까? 보다 넓게는, 왜 이들 요소가 그토록 드

길 원한다.

물게만 오늘날의 CEO들에 의해 실천될까? CEO들을

우리의 동료인 이몬 켈리(Eamonn Kelly)는 가속되

과거의 운영 방식에 가두는 중요한 제도상의 압력은 무

는 격변의 속도에 직면한 고위 경영진의 느린 진화에 대

엇이며, 어떻게 이들 압력을 CEO들 스스로가 극복할

해 깊은 의구심을 표해 왔다. 1920년대부터 시작해, 고

수 있을까? 심지어 더 넓게는, 설사 CEO들이 이들 요

위 경영진은 빠르게 규모를 확장하고 주주와 규제당국

인을 성공적으로 채택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들이 아직

에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켰었는데-

도 낡은 일처리 방식에 집착하고 공격적으로 모든 변화

이는 켈리가 고위경영진 v1.0라고 칭하는 모습이다. 다

노력을 거부하는 광범위한 조직 내의 강력한 면역 체계

음 진화는 고위경영진의 훨씬 큰 기능적 전문화가 수반

를 극복할 수 있을까?

되었는데(v2.0), 이는 다수의 전략에 걸친 조정과 일관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악한 5가지 속성은 새롭고

성을 달성하는 데 문제를 일으켰다. “고위경영진의 기능

보다 미묘한 리더십 모델을 위한 기초를 닦는다. 5가지

적 깊이에는 대가가 따랐고, 특히 조직이 빠르게 움직이

고립된 요소라기 보다, 이들 특성이 조직화된 전체로

는, 복잡한 변화를 앞서 가기 위해 고투함에 따라 더욱

서, 부분의 단순합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

그러했다.”라고 켈리는 말한다. “조직은 많은 요소들이

점 더 목격하게 된다. CEO의 역할이 조직 내 상충되는

동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외

도전과제들의 해소에서 안정성의 보장이라는 방향으로

부적 변화가 발생할 때-예를 들어, 업계 판도를 바꿀만

믿음이 바뀌고 있다. 10 이와 반대로, 만약 그 역할이 미

한 혁신의 등장, 혹은 규제적 환경의 변화-기업 내의 오

세 혁명의 꾸준한 흐름을 창출하도록 요구한다면, 이

로지 한 기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는 복잡한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능력에 관

다수의 딜로이트 동료들이 본고에 공헌해주었다. 인터뷰의 실행부터 개념적인 의견의 제공, 데이터 분석, 편집 지도, 프로젝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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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기

마케팅 최고책임자는 모든 고위경영진 중에 평균 임기가 가장 짧다.
어떻게 그들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설명한다.

19

세기 중반은 “과학적 의사”의 새벽이 도래함

씻지 않는-관행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오늘날 보기에 명

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항

백한 결론에 도달했다.

상 환영 받지는 못했는데, 의사 이그나스 젬멜바이스

그러나 1846년, 세균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대

(Ignaz Semmelweis)가 다음과 같이 주장했을 때 그

략 14년 전인 시점에서, 젬멜바이스는 왜 손 씻기가 산

가 깨달았듯이 말이다. “손을 씻으시오.” 젬멜바이스는

모의 건강에 필수적인지 소통할 수단이 없었다. 이의 중

두 산부인과 병동의 실무 현황을 분석하는 책임을 맡았

요성을 해명하기가 불가능했고, 정책을 제정할 권한도

었는데, 한곳은 의사들이 관리했고, 다른 한곳은 산파들

없었으며, 그리고 형편없는 의사소통 기술(그는 권고에

이 관리했었다. 그는 충격적인 경향을 발견했다. 의사들

귀 기울이지 않는 의사들을 자주 비난했다)의 방해를 받

이 관리하는 병동의 산모 사망률이 5배나 높았다. 몇 가

은 젬멜바이스는 매우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변화

지 가설을 시험한 후, 젬멜바이스는 의사들이 분만을 감

를 실행할 수 있기 전에 해고되었다.

독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해부를 수행하고-손을 그 후에

마케팅은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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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그대로는 말이다. 그러나 마케팅 최고책임자들은

이 모든 사안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마케팅을

예산 및 전략 계획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나, 고

기반으로 한, 이 새로운 책임 중 많은 업무가 운영 관련 사

조직의 성공 혹은 실패에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이 점이

정의하는 모든 요인들이 변화해 왔다면, 지금이 CMO

객 중심적 기업의 일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

항으로 취급되어, CMO의 전략적 동반자로의 승격을 정당

젬멜바이스와의 유사성이 공명하는 지점이다.1 그가 손

역할 자체를 재정의할 때가 아닐까?

데-이 모든 요인들은 전사적인 사고방식을 가짐에 따라 전

화할 이유라기 보다 전술적인 추가 업무라고 여겨졌다. 오

형적으로 동반되게 된다(그림 1 참조). 대신에, 많은 CMO

늘날의 고객 중심적인 환경에서는, 단순하게 모든 과업을

들이 보다 전술적인 영역으로 격하된 듯이 보인다. 딜로이

고객과 관련된다 여겨, 따라서, CMO의 책임이라 치부하

트의 설문조사에서 CMO의 40% 이상이 브랜드 형성과 캠

기 쉽다. 이는 CMO의 업무를 과부화(전략적 권한 부여가

페인 실행 활동을 수행한다고 말했지만, 단 6%의 CMO만

누락된)시킬 뿐만 아니라 CMO를 “만능이지만 아무것에도

이 모든 글로벌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매출 확대 업무에 적

통달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 위험이 있다.6

씻기가 왜 중요한지 설명할 수 없었듯이, CMO(Chief
Marketing Officer)는 마케팅 활동과 재무 실적 간의

기대와 현실 간의 불일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젬멜
바이스가 의사들의 실무 관행을 분석하는 중요한 과업
을 맡았지만 정책을 제정할 권한이 없었듯이, CMO는
직책이 필요로 하는 전략적 권한 없이 경영진에 앉아 있
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젬멜바이스가 어떻게 동료들로
부터 지원을 이끌어낼지 몰랐듯이, 많은 CMO들이 마
케팅 조직을 넘어 영향력-그리고 가치-의 확대를 가능
케 하는 부서 간 협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최종 결과는 CMO들이 모든 고위경영진 역할 중에
가장 짧은 평균 재임기간을 가진다는 사실인데, 인식된
실적부진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혹은 좌절해서 떠
나기 때문이다. 2 많은 조직들은, 그들 입장에서는, 실현
되지 않은 가치로 인한 기회비용을 치르게 되는데, 전사
에 걸친 활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려 할 때 CMO
들이 겪는 어려움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상당할
수 있다. 어느 포트폴리오 분석은 CMO가 최고 경영
진-기업 전반적인, 고객 중심적 초점을 보통 보여주는에 속한 기업들의 주식이 CMO에 대한 강조가 없는 기
업의 포트폴리오보다 주주들에게 훨씬 높은 장기 이익
을 안겨줌을 보여준다.3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R&D 비용과 광고비를 사용한 조직들에게서는 더 확대
되어 나타났다.
그러면 왜 많은 CMO들이 고전하는가? 기업 입장
에서, CMO 직책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며, 실제로
1980년대에 들어서야 고위경영진의 위치로 부상했음
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후 30년이 지나, 마케팅
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다른 여러 사안들 중, 마케터
와 광고업체 간의 관계가 진화해왔고,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대로 이용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소비
자들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소셜 미디어의 부상은 정보
제공, 고객 확보, 그리고 고객 상실(그리고 평판)에 대한
새로운 경로를 촉발시켰다.

좋은 소식은 많은 조직들이 CMO가 전사적인 역할을 담
당해야 하고, 순수한 전술적인 일에 대해서는 덜 집중할 필
요가 있음을 인지한다는 점이다. 그 한가지 이유는, 정보 시
대에 힘입어, 소비자들이 소비자-기업 관계에서 더 많은 힘
을 꾸준히 확보해간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 증가다. 많은 조
직들에 있어, 밀어내기 마케팅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대
신에, 조직은 고객들의 니즈와 가치를 더 잘 이야기하는 메
시지를 가지고 고객들을 몰입시켜, 거래적 관계보다는 지
속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이 고객 중심적인 과제를 이끌기 위해 CMO보다 더 나
은 위치를 점한 이는 없는 듯하다. 그리고 많은 마케터들이

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밝혔다.5
이 지점까지, 우리는 CMO의 역할을 브랜드와 캠페인

CMO가 스스로를 돕도록 도움 주기

관련 업무의 실행으로 종종 단순화해 왔다. 그러한 단순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망각되는 점은 전술적 과부하로 인한

딜로이트가 발견한 점들은 CMO를 재정의해야 할 잠재

부담이다. 보다 많은 도구와 기법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마

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이는 CMO가 전사적 사고방

케터의 무기고에 추가됨에 따라, 많은 CMO들이 소셜 미디

식과 역할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대부분의 고위 임원들

어 캠페인의 실행부터, 시장 조사, 디지털 마케팅, 직접 마

이 스스로 깨달아야 함을 명확히 보여줬다. 그러나 실제로

케팅, 광고, 대중 홍보까지 무수히 많은 책임이 자신들의 몫

그러한 변화를 이루는 일은 어려울 수 있고, 우리는 그 일

으로 추가되었음을 목격해 왔다. 브랜드와 마케팅 계획을

이 두 단계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CMO들은 다른

앞으로 나서고 있다. CMO 협의회(CMO Council)와 딜로
이트의 최근 연구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CMO들이 브랜
드와 마케팅 계획의 관리로부터 활동을 확대해 고객의 가슴

그림1 | CMO의 성공을 추진하는 최상위 3가지 요인

과 정신에 다가가는 전사적인 수익 동인으로서 활동하도록
점점 더 요청 받아왔음을 보여준다.4
그러나 초창기의 과학적 의사의 경우와 같이, 이 새로
운 일련의 기대는 모호함과 함께 다가올 수 있다. 더 많은

고객데이터와 애널리틱스를 어떻게 사용할지 앎
전사적 비즈니스 사고방식
이사회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대변

CMO들이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초대받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게 만드는 데 고전하

양적인 영향을 보여줌

고 있다. 그 이유를 조사하고-CMO들이 스스로를 강화할

고위경영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선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딜로이트는 CMO 역할 내외부

마케팅 기술의 이해

의 다양한 고위경영진들과 40건 이상의 구조화된 인터뷰

강력한 지도력과 동기 부여 기술

를 수행했다.
우리는 CMO 역설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CMO들은 조직에서 전사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역할을 수

기업 성장 추진계획에서 핵심 역할
직접적인 영업/고객 대면 경험

행하리라 기대 받지만, 효과적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책

예산 및 전략 계획 수립에서 중요 역할

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인터뷰 대상자들 중 절반

디지털 역량으로 인재 관리

이 전사적인 사고방식이 CMO의 성공에서 중요한 요인들

고객 중심 기업의 일원이 됨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훨씬 적은 비율의 인터뷰 대상
자들이 CMO가 기업의 성장 추진계획에서 목소리를 내고,

1순위 요인

2순위 요인

3순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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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들과(그리고 CEO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중요한 변

수 있다. 그리고 조직이 더욱 파편화될수록, 조직의 니즈

사이트와 기술적 이해력으로 무장해

화를 이루기 위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야만 한다. 이는, 그

와-CMO의 기회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조직이 더 커질

가고 있지만, 그들이 같은 수준으로

결과, 자신들의 지위 강화 및 보다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도

수록, 단절이 더 심화되고, 더 소수의 사람들만이 고객에

활용을 확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움이 되는 더 큰 권한, 책임, 자원의 확보를 위한 논거 강화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 BMW 그룹의 디지

다.8 대신에, 그들은 브랜드와 캠페인

에 도움이 될 것이다.

털 비즈니스 및 고객경험 사업부 부사장은 말한다. “마케

을 중심으로 한 노력만을 배가 중이

팅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객의 소리가 되고,

다. 예를 들어, CMO들 중 34%가 이

에 따르면, 세 가지 영역이 두드러진다.

그들의 입장을 취하며, 그리고 이를 조직의 나머지 부분에

들 역량을 캠페인 관리 플랫폼에 적

1.	가차없이 고객 전문지식을 추구하기. 스스로를 고객 전

전달하는 역할이다.”

용 중이라고 답한 반면, 단 10%만이

CMO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우리의 연구결과

만약 고객들이 조직의 중심에
자리한다면, 따라서 마케팅도
그러해야만 한다-기대뿐만
아니라 실제에서도 말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가 중요할 수 있다.

이를 생애주기 관리 혹은 고객경험 관리 플랫폼에 적

해 고객들이 이를 수행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전체 고객 여정의 이해. 많은 마케팅 조직들이 이미 방

용 중이라고 말했다. 잠재적으로 더 큰 문제는, 광범

들에게 전반적으로 보다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

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

위한 조직적 추진계획과의 직접적인 연계 없이 새로

는 디지털 경험을 설계했다.10 웹사이트에 대한 이들

2.	마케팅이 의미가 통하도록 하기. CMO는 마케팅 인사이

를 이용하는 CMO가 고객을 충분히 이해해-단지 마케

운 역량에 너무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CMO가 전략적

변화 중 일부에는 보다 상세한 차량 추천 도구, 신뢰

트를 고위경영진 동료들의 언어로 번역해, 즉 재무적, 전

팅 부서뿐 아니라 기업의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도 차

차원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CMO의 동료들에

성 및 안전도 등급의 추가, 사전 설정된 조건과 일치

략적, 영업 지향적 혹은 인재 관련 언어로 번역해 자신의

별화된, 고객 중심적 접근법을 알아낼 수 있을까? 많

게 줄 수 있다는 점이다.9 이를 타파하기 위해, CMO

하는 새로운 매물 등장 혹은 가격 변동에 기반한 맞춤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있다.

은 이들이 애널리틱스가 답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

는 각각의 새로운 인사이트 혹은 얻은 역량을 조직 전

이메일 알림을 고객이 설정하는 기능이 포함되었다.11

3.	“중심 두뇌” 사고방식을 수립하기. 마케팅에서 강력한 데

나 그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옳다. 마케팅이 광범위

반에 걸쳐 고객 도달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기회로서

 그리고 이들 인사이트가 기술적 문제 개선에만 제

이터 애널리틱스 역량에 대한 필요성 증가에 관해 많은

한 조직에 제공 가능한 진정한 가치는 데이터 주도적

고려해야 한다.

한될 필요가 없다. 대신에, 고객 인사이트로 무장한

이야기가 있어왔고 마땅히 그럴 만 했다. 그러나 이로 인

인 인사이트다.

조직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전략 실행. 분석적인 인사

CMO는 이 새로운 영향력을 조직 전반-현장 영업부

해 마케터들이 전통적으로 보다 가치 있게 여겨온 창조

 많은 마케터들이 이미, 적절한 데이터 수집 도구와

이트를 손에 넣으면, CMO는 더 나은 종단 간 고객 경

서부터 최상부 이사회까지-에 걸친 전략적 추진계획

적인, 우뇌적 기량을 CMO가 평가절하하도록 미혹되지

애널리틱스를 가지고, 조직이 고객들이 뒤에 남긴 디

험을 구축하기 위해 조직의 다른 리더들에게 접근할

의 진행에 사용 가능하다. 결국, 고객 전문가 말고 누

않아야 한다. 오로지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만 CMO는

지털 부스러기를 사용해서 그들의 경험에 대한 전체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게 된다. 어쨌든 간에, 다른 기능

가 더 고객 지분을 확보하는 일에 대해 잘 알까?

인사이트 및 행동 가능한 지침을 조직에 제공 가능한데,

적인 그림을 꿰 맞출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부서들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와 관계없이, 고객 관

이는 전향적, 전략적 사고방식을 필요로 한다.

일부는 이 절차를 고객 가치 애널리틱스(Customer

점은 대부분의 경우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마케팅이 의미가 통하도록 하기

Value Analytics, CVA)라고 칭한다.7 다방면에 걸친



가차없이 고객 전문지식을 추구하기

데이터(모바일, 소셜, 순추천고객지수와 같은 고객태

해 공유하면 유기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CMO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고객들과 그들의 니즈에 대한 심오
하고, 깊은 이해를 보유해 어떻게 그들과 관계하고 봉사해야 할
지를 아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데이터와 애널리틱스에 대한
지식이 관계된다.”

도 지표, 센서 기술)를 결합해 고객의 여정을 획득 단

우리가 인터뷰한 어느 인적자원 최고책임자(Chief

“CMO가 신뢰 받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그들은 고위경영진의 다
른 임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만 한다.
CMO는 CFO와 이익 및 손실에 관해 그리고 CIO와 기술적 니즈
에 관해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만 한다.”

계서부터 유지 단계까지 지도화할 수 있다. CMO가

Human Resources Officer, CHRO)가 설명했듯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단계는 고객의 여정이 마케팅

“CMO는 전략적 계획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만

이 아닌 다른 기능부서들에 속한 조직의 일부와 접점

일 사업 전략을 통해 고객 기반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인사이트와 협력 관계는 필요하긴 하지만 항상 그것만

을 가짐을 인식하고- 그러한 접점이 고객 경험을 만족

전략이 없는 거나 다름없다.” CMO는 조직 전반적인

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우선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시키는데 이들 기능부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밝히

협력관계를 북돋아 전략 내에 고객이 깊이 각인되도

마케팅 리더는 고위경영진 전반의 동료들의 언어로 얘기

기 위해 애널리틱스 도구를 적용하는 일이다.

록 확실히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해야 하고, 마케팅 개념과 인사이트를 다른 이해관계자들

 불행히도, 데이터와 기술이 일반적으로 고객에 대



예를 들어, 마케팅 데이터 분석결과가 중고차 유

의 목표와 조화된 용어로 통역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한 CMO의 이해를 개선해주긴 하지만, 너무나 자주

통업체 카맥스(CarMax)의 고객들이 주차장을 조사

행할 수 있는 마케팅 리더는 조직의 전반적인 장단기 목표

CMO들은 이 새로 발견한 인사이트를 더 크게 적용

하는 방식보다 쌍방향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 차량 선

에 공헌할 준비를 더 잘하게 될 뿐 아니라, 최고 경영진의

하지 않고 있다. CMO 협의회와 딜로이트의 공동 설

택을 정교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주었

지원도 확보하게 된다.

문조사 결과는 더 많은 마케터들이 보다 큰 고객 인

을 때, 회사의 CMO는 최고 정보책임자(CIO)와 협업

문가로 자리 매김 함으로써-그리고 그 전문지식의 혜택
을 조직의 다른 기능에 제공해서-CMO는 전술적 책임과
전사적인 전략적 영향력을 교환할 수 있다.

– 제이미 몰다프스키(Jamie Moldafsky),
웰스 파고(Wells Fargo)의 CMO
만약 고객들이 조직의 중심에 자리한다면, 따라서 마케
팅도 그러해야만 한다-기대뿐만 아니라 실제에서도 말이
다. 다행히도, 이는 CMO가 앞서갈 수 있는 수단을 일반
적으로 보유한 영역이다. 역할을 변환하길 원하는 CMO
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위치를 활용해 스스로를 전사에
걸쳐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고객 전문가로 격상시킬

     ● 

     ● 

이러한 연결을 수립하고 공통 목표의 성공을 위

– 어느 금융기관 CMO

고객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더 좁은 길을 의미하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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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사실 고도로 영향력 있는 마케팅 부서를 보유한 기

량으로 구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CEO에게 “X의

이는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과 마케터의 영업 절차

업들은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약한 기업들보다 일관되게

실행은 우리의 시장점유율 선도를 굳히는데 도움이 될 터

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객에 대한 전문지식을 영업부서의

높은 단기 총자산 이익률과 장기 주주가치를 달성해 왔다.

인데 왜냐하면 고객들이 경쟁사보다 우리를 선택할 것이

목표에 활용하는 능력의 실증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들

“중심 두뇌” 사고방식을 수립하기

(더 자세한 사항은, 삽입글 “CEO 고려사항: 장단기 균형

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CMO의 목표는 어떻게

은, 먼저, 영업부서에 연락을 취해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맞추기”를 참조.)12

마케팅 목표가 동료들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가를 가능

하며, 자신들의 팀이 영업 경험을 가진 개인들을 보유하도

한 가장 명확한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고, 이는 훨씬 더 매

록 확실히 해야 한다.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라. 모든 것을 다하려 노
력하지 마라. 기술적 기량과 전략적 사고방식 둘 다를 가진 최고
의 인재들로 팀을 구성하라. 결국에는, 인재가 전부다. 훌륭한 팀
없이, 당신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CMO는 자신의 고객
인사이트와 목표를 마케팅 목적 그 자체가 아닌 고위경영

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

유사하게, 만약 CMO가 고객 추진계획을 영업이익

합시킨 복제 가능한 프로세스다.

– 99센트온리스토어(99 Cents Only Stores)의
전 회장이자 CEO, 스테판 곤티어(Stephane Gonthier)

진 동료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수단으로서 자리매

딜로이트의 연구결과는 영업과 재무 항목이 CMO가

과 주주가치-CFO와 CEO의 만국 공통어-와 같은 재무적

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X의 실행은 당신의 부서가

이야기해야 할 특히 중요한 두 가지 “언어”임을 지적한다.

인 결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CMO의 의제는 소 귀에 경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선언하는 대

“CMO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영업부서와의 협업이다.” 어

읽기가 될 위험이 크다. 특히 만약 CEO가 CMO에게 매

마케팅은 역사적으로 우뇌, 창조적 기능을 중심으로

신에, CMO는 최고 영업책임자에게 “X의 실행은 판매 증

느 전직 CEO의 말이다. “영업사원들은 종종 ‘마케팅은 고

출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권한을 부여한다면, CMO는 마

접근이 이뤄져 왔고, 많은 마케터들이 시장에 대한 직관적

가에 도움이 될 터인데 왜냐하면 고객들이 우리 상품을 더

객에 대해 하나도 모른다.’라고 말하곤 한다.” 현실은 마케

케팅 예산이 파악 불가능한 활동이 되지 않는다고 이사회

감각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애널리틱스의 중요성

많이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고 재무책임자에게 “X의

팅이 고객에 대해 알지 못한다기보다, 마케팅이 인사이트

를 확신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분석이 없으면, 신뢰가 훼

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CMO들은 이런 보다 전통적인 기

실행은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터인데 왜냐하면 고객이 대

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더 가깝다.

손된다.

량을 희생시켜 숫자와 데이터에 집중하려는 유혹에 빠질

마케팅 활동을 재무적인 언어로 번역하기는 쉬운 일이

수 있다. 우리는 시계추가 어느 한 쪽으로 쏠려서는 안된

아닌 경우가 많다. 이는 주의 깊은 사고, 계획, 그리고 다

다고 경고한다. 좌뇌의, 기계적인 마케팅 기능을 지지해

시 말하지만, 조직적인 협업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맥

서 마케터들이 일궈온 감정적인 연결을 완전히 쓸어버리

주회사인 밀러쿠어스(MillerCoors)의 CMO와 CFO는 전

길 바라지 않는다. CMO의 도전과제이자 기회는 창조적

CEO들은 종종 마케팅 투자로부터 단기 결과를 추구한다. 이는 브랜드 자산과 고객 관계는 현금 흐름을 실현하

체 관리업무 역할을 마케팅과 재무부서 간의 소통에 전념

불꽃의 손실 없는, 개인적 그리고 팀 내부에서의, 데이터

기 전에 준비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장기적인 노력임을 주장하는 마케터와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 CEO

하는-마케팅 재무, 고

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위 관리자를 둔다. 이

다년 간의 조사를 통해, 저널 오브 마케팅(Journal of Marketing)은 마케팅 투자의 장단기 관계에 대한 인사이

직책은 CFO에 직접

트를 제공했다.13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수집된 데이터에 관한 분석은 장기 추진계획에 대한 마케팅

보고하면서 CMO에

지출-브랜드 자산 그리고 고객 관계 구축과 같은-이 어떻게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단기 투자-홍보 활동 같은-

도 부속 보고하는데,

가 어떻게 총자산 이익률(ROA)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었다.

고위 재무부서와 마

CEO 고려사항: 장단기 균형 맞추기

장단기 간 타협이 강제된 마케팅 부서들은 비슷한 수준의 조직적 재무 성과를 보였다. 단기 수익성에 우선 순위
를 둔 조직들은 더 높은 수준의 ROA를 달성했지만 장기적 주주가치를 희생시킨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장기적
으로 고객 및 브랜드에 투자한 조직들은 주주가치가 증가했지만 ROA는 단기적으로 하락했다. 장단기에 대한 투
자는 주의 깊은 균형잡기 활동인 듯이 보이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케팅 팀 양쪽 모두에
속한다. 결과는? 마
케팅 재무팀의 분석
가들은 마케팅이 깊
이 몸에 배여-그들의

만약 CMO가 고객 추진계획을
영업이익과 주주가치CFO와 CEO의 만국 공통어와 같은 재무적인 결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CMO의 의제는 소 귀에 경 읽기가
될 위험이 크다.

이 분석결과는 CEO에게 주의할 점을 알려준다. 공격적인 단기 보상 추구는 장기 마케팅 자산을 소진시킬 수 있

노력을 데이터 및 애

다. 아마존은, 고객에 대한 “가차없는” 집중을 기업 관리방식에 대한 성명에서 강조한 후에 즉시, 이런 장기 투자

널리틱스를 통해 재

에 대한 요구를 강화했다. “단기적 수익성에 대한 고려보다 장기적 리더십에 대한 고려에서 대담한 투자 의사결

무지표와 목표에 연

정을 내려라.”14

동하게 되었으며-그래서 그들 개개인의 마케팅에 대해 책

이 연구결과는 완화적인 제3의 시나리오 또한 발견했다. 탁월하게 강력한 마케팅 부서(동종 기업 대비 마케팅 투

임을 지는 “작은 CFO”로 취급된다. 비록 조직적 목표는 다

CMO는 마케팅 팀의 관리를 위해 광범위한 전문지

자 규모로 측정)는 이런 상충 관계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를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협업적 접근법은 공유된 목적

식과 의견의 유통을 가능케 해주는 몇 가지 절차를 취할

의 달성을 위해 전 조직에 걸쳐 일련의 고유한 기량을 결

수 있다. 좋은 시작점은 마케팅 조직 내에서 보유한 기량

주도적인 사고 방식의 육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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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를 재정의하기

에 대한 목록 정리이다. 예를 들어, 비자(Visa)의 새로운

할 때 서로의 힘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다가, 마케팅 기능 자체가 전술적 세부사항에 집중하는 점

합해, CMO는 이사회의 자기 자리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 CMO가 전사적인 시야를 가지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자신의 책임과 지식이 요구하는 전략적 조언자가 되기 위해

있다. 그들에게 그런 점이 기대됨에도 말이다.

고객 인사이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마케팅의 속성은 변

CMO가 부임했을 때, 그녀는 부서의 목표 및 목적과 관련

또한, 다양한 종류의 의견이 표출되어 CMO의 추진

있는 다수의 항목에 걸쳐 팀의 강점과 기회를 평가했다.16

계획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환경의 육성이 중요하다. 이

이는 어디에 간극이 존재하는지 CMO가 파악할 수 있게

들 새롭고, 때로는 상충하는 관점들이 성장하기 위한 공

좋은 소식은 이런 상황이 영구적인 상태가 될 필요가 없

해주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준다-채용, 내부 개발,

간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라. 1961년 피그만 사건 이후, 미

음을 사람들이 확신한다는 점이다. 고객 애널리틱스와 조직

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보좌관들

적 동반자 관계를 이용하고, 고위 경영진과 명확하게 의사소

CMO의 도전과제이자 기회는

중 일부가 말하지 못한 의구심을 가

통하며, CMO 역할의 좌뇌적 및 우뇌적 측면을 솜씨 있게 혼

창조적 불꽃의 손실 없는, 개인적

있다고 느꼈음을 알게 되었다.17 그

졌지만 의견 표출을 자제할 필요가

결과, 케네디는 남동생을 선의의 비

그리고 팀 내부에서의, 데이터

판자로 활동하도록 임명해 다른 생

주도적인 사고 방식의 육성에 있다.

했다.

그리고/혹은 다른 부서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말이다.

화해 왔다. 이제는 CMO의 역할을 재시작할 때다.

각들이 번성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

다이아나 오브라이언(Diana O’Brien)은 딜로이트 US의 CMO다.
제니퍼 빈스트라(Jennifer Veenstra)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딜로이트 컨설팅의 디렉터로
딜로이트 CMO 프로그램을 이끈다.

티모시 머피(Timothy Murphy)는 딜로이트 센터 포 인터그레이티드 리서치의 연구원이다.

재시작을 할 시간

다른 중요한 단계는 양적 항목과 질적 항목 간의 시너
지 활성화다. 많은 조직에 있어, 이는 기술적, 분석적 기술

한편으로는, CMO에게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할

을 가진 사람들과 전통적인 마케팅 기량을 보유한 사람들

수도 있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적 권한부여, 방향성,

을 의도적으로 묶어 팀으로 구성함을 의미한다. 그 목표는

혹은 소통의 부족은 그들의 역할 정의를 흔히 모호하게 만

사람들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마케팅 도전과제를 해결

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유동적인 상태에 머물게 한다. 게

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보기

고위경영진 합류를 환영합니다! 준비 되셨나요?
고위경영진 임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다. 일부는 내부에서 승진했고, 다른 이들은 외부에서 채용되었다. 일부는 며칠 만에 준

어떻게 CMO가 역할을 재설정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비했고, 다른 일부는 몇 주 혹은 몇 달의 준비 기간을 가졌었다. 일부는 공기업에, 일부는 가족 소유 기업에, 일부는 정부기관에 자
리를 잡았다. 이 모든 차이점은 모든 임원들의 여정을 독특하게 만든다-성공을 위한 마법의 공식이 존재하는가?

가차없이 고객 전문 지식을 추구하기
·디지털 부스러기를 활용해 고객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려라

Deloitte.com/insights/executive-transitions

·전략적 연합을 형성해 고객 인사이트를 조직 전반에 깊이 배어들게 하라

마케팅이 의미가 통하도록 하기
·재무 팀과 협업해 마케팅 활동을 KPI(핵심성과지표)와 조화시켜라
·전통적인 홍보를 넘어서 마케팅 범위를 확장하라

“중심 두뇌” 사고방식을 수립하기
·강점과 간극의 파악을 위해 현재 보유 기량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라
·다양한 역량과 의견이 번창하기 위한 공간을 창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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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 지출의 수수께끼

미

국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고 흔히 말하곤 한다. 그래서 “쇼핑객들이 물건보다 경험을 선택하
며, 이는 유통업체에게 나쁜 소식이다”1와 같은 표제 기사가 지구에서 가장 큰 소비자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걱

정거리인 점은 놀랍지 않다. 비록 소매 점포들이 수년 동안 온라인 쇼핑의 부상에 맞서 싸워왔지만,2 미국인들 소비 방식의 광
범위한 변화는 모든 이들-전자상거래를 포함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 탓할 대상을 찾을 때 흔히, 밀레니
얼 세대 같은 소비자가 일반적인 표적이 되곤 하는데, 예를 들어, 이들은 순간을 즐기기 위해 물질주의를 배격한다고 일반적
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들이 상품이 아닌, 경험의 구매를 진정으로 추구할까? 미국의 선도적 소비지표들 중 하나인 소비자 지출 조사
(Survey of Consumer Expenditure)는 불황이래 평균 소비자 지출이 건강한 추세로 성장해 왔음을 보여주는데, 2015년 최
신 데이터에서는 4.6% 증가를 기록했다.3 그러나 주요 소비지출 항목-주택, 식료품, 의류,자동차-을 살펴봤을 때 평균 소비자
지출에서 실제로 이들의 지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락해 왔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사람들이 경험에 대한 투자로 이동하였
음을 의미하는 게 틀림없다. 그런가? 꼭 그렇진 않다.
“경험”으로 여겨지는 주요 항목들(여행, 연예오락, 외식, 여가 같은 항목)을 살펴본 결과는 최근에 미국인들이 이에 대한 소
비를 늘리거나 유지했지만, 여전히 지난 10년 간 평균값에 비해서는 낮음을 보여준다(그림 참조). 비슷하게, 밀레니얼 세대가
경험으로 소비를 전환 중임을 확증해 주는 증거도 없다-모든 연령집단이 대략적으로 비슷한 소비 패턴을 보인다. 이 모든 사항
이 의미하는 바는,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지 않지만, 경험으로 이동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인들은 경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하지 않는다
평균 소비자 지출 점유율(%)

미국
소비자
지출의
수수께끼

외식

연예오락
출처: 소비자 지출 조사; 해버 애널리틱스(Haver Analytics);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그러면 대체 미국인들은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는가? 의료와 보험 및 퇴직연금에 대한 비용에 지출한다.4 이들 항목이 전통
적으로 강력했던 소매 부문으로부터 모든 연령대의 소비자들을 몰아내는 듯하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노후화하는 미국 인구
에 대한 직접 의료비용 지출 증가부터 금융위기가 퇴직연금 계좌에 미친 영향까지 말이다. 그러나 결론은 밀레니얼 세대의 책
임은 없다는 사실이다. 가구 지출 패턴의 변화는 사실 그렇게 큰 수수께끼가 아니다. 미국인들은 그저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와
퇴직 후 삶에 대한 지불 필요성에 맞닥뜨렸을 뿐이다.
미국 소비자 지출 패턴에 대해 Deloitte.com/insights의 『소비자들의 “경험”으로의 빠른 이동: 진실 혹은 오류?
(The consumer rush to “experience”: Truth or fallacy』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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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가지 강력한 사실들

13년, 콴타스 항공은 28억 호주달러

포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9 이러한 특성

라는 기록적인 손실을 공시했다.1 이는

이, 조이스에 따르면, “우리가 험난한 시기를 헤

그 항공사의 98년 역사에서 최악의 실적이었는

쳐나가게 해줬습니다10…다양성은 더 나은 전략,

데 기록적으로 높은 연료비, 2010년의 엔진 문

더 나은 리스크 관리, 더 나은 토론 [그리고] 더 나

제로 인한 A380 항공기들의 운항 중단, 2011

은 결과를 창출했습니다.”11

년의 쓰라린 연속적 노동조합 쟁의 후에 전체 항

조이스의 통찰은 다양성과 포괄성(Diversity &

공기 선단에 내려진 3일 간 운항정지 처분 등으

Inclusion, D&I)이 사업 실적에 얼마나 중요한지

로 인한 결과였다. 국가 전체에 걸쳐, 오스트레

에 관해 증가한 인식을 반영한다. 실제로, 딜로이

일리아 대표 항공사의 운명을 둘러싼 예측은 매

트의 2017년 글로벌 휴먼 캐피털 트렌드 보고서

우 암울했다.

의 일환으로 설문 조사한 10,000여명의 리더들

2017년으로 빠르게 가보면, 이보다 상황이 더

중 2/3가 다양성과 포괄성을 사업에 “중요하다”

달라졌을 수가 없다. 콴타스는 8억5천만 달러

혹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했다.12 그럼에도

의 기록적인 이익을 달성했으며,3 영업이익률을

불구하고, 조이스의 발언과 같이 명시적인 공헌

12%로 높였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

을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 CEO의 성공 이야기

상을 수상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신

에서 다양성과 포괄성이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뤄

뢰받는 대기업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고용주로

지는 경우는 드물다. 도전과제는 다양성과 포괄

꼽혔고, 글로벌 항공사 동종 기업들 및 ASX100

성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영향력 있는 행동으로

지수(역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최상위 100 상장

해석하는데 자리하며-그리고 지금까지의 접근법

기업들로 구성된 주가지수)에서 최상위 1/4에 포

에 관해 대담한 대화를 필요로 한다.

2

4

5

6

7

함되는 주가수익률을 기록했다.

8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본고는 다양성과 포괄

변환은 과다하게 사용되어온 용어지만, 콴

성에 관한 8가지 강력한 사실을 제시한다. 이는

타스의 경우에는 완벽히 들어맞는다. 어떻게 이

대략 전 세계 50여곳에 달하는 조직들과 함께한

런 일이 일어났는가? 회사의 2017년 투자설명

딜로이트 협업의 정점이며, 1백만명 이상 직원들

회 내용은 잘 통제된 운영 및 재무관리 분야에 대

의 발자취를 대표한다. 본고에서, 딜로이트는 새

한 교과서처럼 들리고, 뿐만 아니라 직원, 고객,

로운 영역으로 진입한 7가지 주요 연구결과의 발

주주에 대한 초점에 관해서도 그러하다. 하지만

견사항에 근거해, 사고의 다양성, 포용적 리더십,

CEO 알란 조이스(Alan Joyce)에게 있어, 이 극

고객 다양성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었다.13 우리의

적인 전환은 근본적인 환경을 반영한 결과일 따

목표는 가능성으로 리더들을 고무하고 염원과 현

름이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환경 그리고 매우

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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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강력한 사실

1. 사고의 다양성은 새로운
개척지다

그림 1 | 사고의 다양성의 가치

“가장 혁신적인 기업은 또한 반드시 가장 다양해야만
합니다.”라고 애플은 말한다.14 “우리는 일반적인 측정지표

1.
사고의 다양성은 새로운 개척지다

2.
포괄성 없는 다양성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3.
포괄적인 리더는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

4.
중간 관리자들이 중요하다

러한 관점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앱 개발자들, 공급사들 그
리고 기술 분야에서의 미래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의 다양

행동을 재형성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형성하라

6.
실체적인 목표는 야망을 현실화한다

7.
내부와 외부를 일치시켜라

리스크

한 견해를 포괄합니다. 왜냐하면 사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식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기 때문입니다.”15
애플의 인사이트는 조이스의 의견과 궤를 같이 한다. 이

출처: 줄리엣 버크(Juliet Bourke), 어떤 두 가지 머리가 하나보다 더 나은가? 어떻게 다양성이 높은 팀이 돌파구적인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영리한 의사결정을 내
리는가 (Which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How Diverse Teams Create Breakthrough Ideas and Make Smarter Decisions), 호주 기업 관리자 협
회(Australian Institute of Company Directors, 2016).

는 인구통계적 동등성을 넘어서 궁극적인 성과-사고의 다
인 팀원들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17 인구통계적 다양

사람들의 공통된 복잡성을 반영한다.19 셋째, 인지적 다양성

이는 성별 및 인종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이 중요한 관

성은, 특정한 인구통계적 집단의 구체적인 지식과 관계망을

에 대한 초점은 인구통계적 평등-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이

심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조직은 여전히 일터에서

팀이 활용 가능하게 해준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개인적 행동

사고의 다양성을 향한 진전 수준을 알려주는 가장 유용한 시

차별이 없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이 완전한

과 집단적 역동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 인구통계

각적인 지표라는 점을 인식시킨다.

잠재력을 발휘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

적 다양성은 인지적 다양성을 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실은, 최적화된 사고의 다양성은 모든 인재들을 위한 공

예를 들어, 인종적 다양성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성적 균형은

평한 운동장 없이는 달성 불가능하며, 그리고 분명히 그 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를 넘어선 지평선이 존재한다.
우리는 사고의 다양성을 활용하는 일터의 창조가 목표라

5.

혁신

그 이상을 바라보는 총괄적인 다양성 관점을 취합니다. 그

18

대화의 화자 전환을 활성화 한다.

문에 관해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고 본다. 왜? 연구결과는 사고의 다양성이 창조성의 샘물이

사고의 다양성은 3가지 이유로 인해 강력하다. 첫째, 이는

며, 혁신을 약 20%가량 향상시킴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다양성을 위한 논거에 관해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서술을

집단이 리스크를 식별 가능하게 해, 최대 30%까지 감소시

창출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모든 이들이 그 안에서 공유된 목

켜 준다. 그리고 동의와 신뢰를 창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표의 일부이며 관련된다고 느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

실행을 매끄럽게 해준다(그림 1).16

준다. 둘째로, 이는 사회적 혹은 인구통계적 정체성의 단지

딜로이트의 연구결과는 매우 기본적인 공식을 파악했

한가지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보다 정확하게

다. 다양성 + 포괄성 = 더 나은 사업 결과. 간단히 말해, 포

그러면 리더들은 어떻게 이런 인사이트를 실용적으로

2. 포
 괄성 없는 다양성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만들고, 또한 인구통계적인 다양성을 도외시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림 2 | 포괄적 문화의 사례

해답은 양쪽 모두를 계속 지켜보는데 달려 있다. 딜로

포괄적 문화를 가진 조직은:

이트의 연구결과는 높은 실적을 올리는 팀들이 인식적 다
양성 그리고 인구통계적 다양성이 모두 높음을 밝혔다. 인

8.

식적 다양성은, 교육적 및 기능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사람

한정된 개선 프로그램이 아닌,
문화의 재설정을 수행하라

미한다. 복잡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6가지 서로 다른 정신적

들이 문제해결에 사용하는 정신적 사고체계의 다양성을 의

사고체계 혹은 ”접근법”으로부터의 입력을 필요로 한다. 증
거, 대안, 결과, 사람, 과정, 리스크가 그들이다. 실제로, 6가
지 전부에서 동등하게 뛰어난 사람은 없다. 따라서 보완적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능가할 가능성이 2배더 높다

높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3배 더 높다

혁신적이고 기민할 가능성이
6배 더 높다

더 나은 사업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8배 더 높다

출처: 줄리엣 버크(Juliet Bourke), 어떤 두 가지 머리가 하나보다 더 나은가? 어떻게 다양성이 높은 팀이 돌파구적인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영리한 의사결정을 내
리는가 (Which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How Diverse Teams Create Breakthrough Ideas and Make Smarter Decisions), 호주 기업 관리자 협
회(Australian Institute of Company Director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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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최정점에서,
포괄성은 “자신 있고
영감을 받은”
느낌으로 표현된다.

로 한다.

포괄성은 사람들이 그들 고유의 진정한 자신이 다른 사람들

성 혹은 소속감을 가질 때 경험된다.

포괄됨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이의 최정점에서, 당황하게 되거나 보복 받는다는 두려

이 느낄 때 포괄성은 표현된다. 분명히, 이들 요소는 사고의

다(그림 2).20

다양성이 떠오르게 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21

이러한 통찰은 추진력을 얻고 있는데, 다양성과 포괄성

사실은 오로지 조직의 목표가 분명할 때만 조직이 포괄

을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 별도의 개념으로 자리매김시키는

성의 동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행동을 취하며, 결과를 측정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포괄성”의 정의가 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적인 해석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고, 많은 조직들이 이것

사소통을 하기 쉽고, 발전을 확실하게 평가하기가 불가능
하며, 리더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다양성 측정치를 집계하
는데 실패하게 된다.

팀 실적의 증가

움 없이 목소리를 내는 일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그리고

괄성이 없는 다양성은 두 가지가 결합될 때보다 가치가 적

포괄성에 대한 공유된 이해가 없으면, 사람들이 잘못된 의

팀의 실적

에게 가치 있게 여겨진다 느끼고, 동시에 집단에 대한 연결

성장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사람들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불확실해 하는 듯이 보인다.

그림 4 | 포괄적 리더십과 팀의 실적

다음 요소는 “가치 있게 여겨짐과 소속감”과 관계된다.

3. 포괄적인 리더는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
딜로이트의 연구결과는 리더(고위 임원 혹은 관리자)의
행동이 고도로 포용된다고 느끼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

포괄성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딜로이트

원 간의 비율 차이를 최대 70%까지 늘릴 수 있음을 보여준

의 연구결과는 전체론적인 정의가 서로 관련 있지만 별개인

다.22 이 효과는 소수집단 구성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

4가지 요소들로 구성됨을 밝혀냈다 (그림 3).

난다.23 게다가, 포용된다는 개인의 느낌 증가는 인식되는

첫째, 사람들은 “동등하고 예의 바르게” 다뤄질 때 포용

팀의 실적(+17%), 의사결정의 질(+20%), 협력(+29%)

된다고 느낀다. 편애 없는 참여가 포괄성의 시작점이며, 그

의 증가로 전환된다(그림 4).24 이들 숫자가 충분히 인식될

리고 이는 차별 없음과 기본적인 예의에 대한 주의를 필요

때까지 잠시 멈춰보라. 이 경이적인 차이는 리더의 그림자

그림 3 | 포괄성의 과학: 딜로이트의 포괄성 모델

포괄적인 리더
의사결정의 질

공정성, 존중, 가치, 소속감.
정신적 안전. 그리고 열망

팀 협업의 증가

출처: 포괄적 리더십의 6가지 대표적 특성과 인식된 실적 성과에 대한 600명의 채점자에 의해 평가된 105명의 리더들에 대한 딜로이트 오스트레일리아의
분석에 근거

의 위력을 반영한다.

다.

무엇이 고도로 포괄적인 리더를 그렇지 않은 리더와 구

분명히, 이들 특질은 단지 사람들에게 “친절한” 태도, 혹

분하는가? 딜로이트의 연구는 6가지 대표적 특성을 파악했

은 무의식적인 편향에 대한 단순한 인식보다 훨씬 더 큰 무

는데, 이들 모두는 서로 연관되고 상호 강화하는 관계에 있

엇이다. 우리는 포괄적인 리더십이 광범위하며 훨씬 더 의

다(그림 5)

도적이고 노력이 필요한 절차라고 본다. 본질적으로, 다양

1. 헌
 신: 그들은 다양성과 포괄성에 깊이 헌신하는데 왜냐

성의 포괄은 적응을 의미한다. 리더는 반드시 자신들의 행

하면 그것이 개인적 가치와 조화되기 때문이며, 그리고

동과 주변환경을 변화시켜 다양한 인재, 아이디어, 고객, 시

다양성과 포괄성의 사업적 효용성을 믿기 때문이다. 그

장의 니즈에 맞춰야 한다.

25

들은 자신들의 헌신을 진정으로 분명히 표현하고, 현상

사실은, 게임의 규칙이 변화해 왔고, 과거의 “영웅” 형

에 용감하게 도전하며, 변화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진다.

태의 리더십은…진부화 되었다는 점이다. 맥락이 훨씬 더

2. 용
 기: 그들은 자신의 역량에 대해 겸손하며 다른 이들의

다양해 짐에 따라, 포괄적인 리더십은 이제 성공에 필수적

공헌을 요청한다.

이다.

3. 편
 향의 인지: 그들은 시스템 내의 결점뿐만 아니라 자신
의 맹점도 인식하며, 다른 이들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려
열심히 일한다.

공정성과 존중

가치 있게 여겨짐과
소속감

안전과 개방성

자율성과 성장

출처: 버신 바이 딜로이트(Bersin by Deloitte), 높은 영향력의 다양성과 포괄성: 새로운 성숙도 모델(High-impact diversity and inclusion: The new maturity
model), 2017; 줄리엣 버크(Juliet Bourke)와 버나뎃 딜리온(Bernadette Dillion), 웨이터, 저 포괄성이 내 수프에 포함되어 있나요? 사업 실적 개선을 위한 새
로운 조리법(Waiter, is that inclusion in my soup? A new recipe to improve business performance), 딜로이트 오스트레일리아와 빅토리안 균등 기회 및
인권 위원회(Victorian Equal Opportun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2012

4. 중간 관리자들이 중요하다

4. 호
 기심: 그들은 열린 사고방식을 가진다. 그들은 다른 이

“아, 중가 관리자 난제.” 2007년 연구 논문의 저자가 쓴

들에 대해 깊이 궁금해 하고, 사전 판단 없이 들으며, 이

말이다. “밑바닥 직원들은 활기를 얻었고, 임원들은 빛을 목

해를 추구한다.

격해 왔으나, 이런 하방 및 상방 탄력은 대부분 조직의 중간

5. 문
 화적으로 총명함: 그들은 다른 이들의 문화를 배려하
고 필요에 따라 적응한다.

허리에서 끽 소리를 내며 멈추게 된다.”26
이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으나, 다양성과 포용성의 맥락

6. 협
 업: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사고의 다

에서, 중간 관리진은 역사적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해

양성이 융성하도록, 팀의 응집력과 같은 환경을 조성한

온 집단이다. 많은 임원들이 학습하고, 심사숙고하며,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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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포괄적인 리더의 6가지 대표적 특성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 페르소나는 깊이 헌신하는 이들

하게 함으로써 다른 관점을 취해보도록 도움을 준다.

부터 방해공작을 벌일 수 있는 이들까지 다양하다(그림 6).

5. 조직의 가치가 유지됨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려

인지

호기심

그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정보가 전달되고, 경험이 형성되

운 의사결정을 내려라. 포괄성은 “아무거나 괜찮다”의 완

왜냐하면 편향이 리더의
치명적인 급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경험이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며, 경계가 세워지는 방식에 대해서 한가지 방식이 모든 경

곡한 표현이 아니다.

우에 들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고위 리더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간 관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 방식들이 포함된다.
1. 이
 야기를 하는 방식을 사용해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움직

포괄적인
리더의 6가지
대표적
특성
용기

문화적 지성

왜냐하면 불완전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일이 개인적인
리스크 수용과 관계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문화적 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기 때문에

헌신

협업

왜냐하면 진로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양한 사고를 하는 팀이
부분의 단순합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할 시간을 제공 받아온 반면, 중간 수준의 관리자들에게는

가 기업을 위해 선택한 고도로 잠재력 높은 추진계획이 무

명령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해결되지 않은 의문을

엇이건 간에, 중간 관리자 팀의 실적이 이의 성공 혹은 실패

남기는 변화관리 프로세스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관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27

리자들이 느끼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분명히, 조직은 중간 관리자들과 교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점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한참 절제된 표현이다. 변

그렇게 할 때, 중간 관리자들을 하나의 단일 대중으로 대하

화가 최상부로부터 주도될 필요가 있지만, 중간 관리자 집

는 방식 또한 멈춰야 한다. 딜로이트의 연구결과는 6가지

단은 조직의 다양성과 포괄성 전략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분명한 전형, 혹은 “페르소나(Persona)”를 파악했는데, 변

MIT의 조나단 번(Jonathan Byrne)이 목격했듯이, “CEO

화를 구현할 과업을 부여 받은 개인들은 이와 관계를 맺고

5. 행
 동을 재형성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형성하라

이고 다양성과 포괄성 의제의 목적에 관여케 하도록 도

훈련은 노동력의 다양성 증가를 위한 가장 인기 높은 해

움을 제공하라. 예를 들어, 고위 리더들이 자신들의 개인

결책이다. 연구결과는 미국의 중간 규모 기업들 중 거의 절

적인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다.

반이 다양성 훈련을 의무화하고, 거의 모든 포춘500 기업

2. 중
 간 관리자들이 기본을 이해하도록 확실히 함으로써 근

들이 이를 수행함을 보여준다.29 놀랍지 않게도, 다양성 훈

거 없는 믿음과 오해에 대처한다-예를 들어, 평등함과 공

련의 효과성은 면밀한 조사를 받아왔고, 일부는 긍정적인

정함의 차이에 대해 소통한다(그림 7)28

영향(다양성 표현의 증가)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평

3. 질
 문이 활성화되고 우려가 표면화되도록 열린 대화를 가

가절하(반발과 심지어 전형성의 활성화를 예로 들며)한다.

져라. 고위 리더들은 이들 대화에 호기심과 용기를 가지

다양성 훈련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형태와 규모를 가진

고 참여해야 한다-이 두 가지는 고도로 포괄적인 리더의

다. 교육적 vs. 경험적, 자발적 vs. 의무적, 고양감을 느끼

대표적인 특성이다.

게 하거나 vs.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등. 최선의 형태(자

4. 중
 간 관리자들을 영향력 있는 역할 모델과 다른 강한 경

발적, 경험적, 고무적, 실용적)에서, 훈련은 인식을 높이고,

험에 노출시켜라. 고실적을 올리는, 다양성 높은 팀에 참

과거에는 말하지 못했던 믿음을 표면화하며, 일상 기반으

여시키거나, 반 정형화된 사례를 보여주거나, 멘토링 기

로 다양성과 포괄성을 토의하기 위한 공유된 언어를 창조

회를 제공하거나, 소수자의 입장에 처하는 경험을 제공

한다. 이들 목표는 변화의 여정에서 긍정적이고 중요한 첫

하라. 이들 전술은 관리자들을 다른 누군가의 입장에 처

걸음이다.

그림 6 | 다양성과 포괄성에 적용되는 전략적 변화의
딜로이트의 6가지 페르소나

반대자

미인식자

방해공작원으로,
말과 행동을 통해
고의적으로
다양성과
포괄성 목표를
훼손

어떻게 다양성과
포괄성이 자신
혹은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우려

미결정자 : 불안

미결정자 : 피로

다양성과
한때
포괄성에 대해
다양성과 포괄성에
깜깜해, 이에 대해 관해 열을 올렸으나,
읽거나 들어본
진전이 없어서
적이 없거나
지금은 관여하지
기억하지 못함
않음

지지자

헌신자

다양성과
포괄성을
선호하나, 목표
달성은 다른
누군가의
일이라고 생각

다양성과 포괄성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인적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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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장단기적인 평등함 vs. 공정함

대비 증가가 이뤄졌다. 추가로, 12개월 후 소수집단 후보자

팩(Westpac)은, 그저 다양성 결과만을 측정하지 않고, 연

들의 고용률도 3% 증가했다.

간 직원 설문조사를 이용해 개별 “인력 리더”들이 다양성 사

사실은, 시스템의 재설정이 행동의 재훈련보다 더 중요

91

고가 이뤄지는 일터의 창조에 헌신하는지를 시험한다.36 미
국에서, 설비 및 식품 관리기업 소덱스(Sodex)는 다양성과

하지는 않다고 해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포괄성 역량을 회사의 성과관리 절차에 포함시켰고, 관리

6. 실
 체적인 목표는 야망을
현실화한다

자 평가점수의 40%를 포괄성 행동에 할당했다.37
셋째, 실체 있는 목표는 오직 중요 의사결정자들이 책임
을 질 때만 효과 있다. 목표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리더

다양성과 포괄성에 관한 한, 장기적 목표, 상세 목표, 할

들은 다양성과 포괄성이 사업 우선순위로서 중요하다는 점

당만큼 큰 논쟁을 일으키는 사안은 없다.

33

한편으로, 구체적인 다양성 목표의 설정
은 여성 및 기타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증가
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론 중 하나임이 확인
되어 왔다. 반면에, 상세 목표 vs. 할당에 관
해 논쟁을 초래하는 주장, 역차별에 대한 비
난, 잘못된 행동을 동기 부여한다는 두려움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본다고
가정된다. 그들은 평등하게 다뤄진다.

개개인들은 경치를 똑같이 감상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지원을 받는다.
그들은 공정하게 다뤄진다.

불균등의 원인이 해결됨으로써
세 사람 모두가 어떤 지원 없이도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적인 장벽이 제거되었다.

이 목표 설정 노력을 둘러싸고 발생해 왔다.
우리는 실체 있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본
다. (목표에 관해,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자
체적인 판단에 따라 조직이 설정한 측정 가
능한 지표이며,34 이는 교조적인 할당과는

하지만, 행동 변화에 있어서, 훈련은 단지 배경 설정만

정자들이 편향에 보다 취약한 지점이다. 예를 들어, 의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다 더 완전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행

사결정이 자유재량에 달려있고 검토가 의무적이지 않을

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조직이 시스템을 조정할 필요가 있

때 그러하다.

다는 사실이다.

3. 기본 설정의 변경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학적 넛지

어째서? 첫째, 편향은 완전히 제거되기 보다는 오직 축소

(nudge)를 도입하라. 2013년, 통신회사 텔스트라

만이 가능하고, 무의식적인 편향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둘

(Telstra)는 “모든 역할의 유연화(All Roles Flex)”를 도입

째, 편향은 일의 체계 그 자체에 내재될 수 있어, 다양성이

했는데, 이는 유연성을 일부 일자리에 대한 특별한 조정

최적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일으킨다. 시스템을 재설정하기

이 아닌 모든 일자리의 시작점으로 만들었다.

위한 전략은 편향의 해결을 용이하게 만들고 보다 포괄적이
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창출한다.30
시스템 재설정을 위한 4단계가 존재한다.

4. 영향을 추적하라. 주기적으로 다양성과 포괄성 데이터를
검토해 이뤄진 변화의 효과성을 평가하라.
북미 10대 은행 중 하나인, BMO 금융그룹이 이들 단계

1. 인재 수명주기의 누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에 기반한 추진 계획을 의사소통 및 교육 캠페인과 함께 도

사용하라. 이의 수행을 위해, 조직은 채용부터 퇴직까지

입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첫째, 캠페인을 시작한지

직원들의 프로필을, 포괄성 경험에 대한 데이터와 연결

첫 몇 달 만에 인력 관리자들의 83.5%가 자발적으로 추진

해 살펴볼 수 있다.

계획의 학습 과정을 완료한 기록을 달성해, 프로그램의 가

2. 인재 수명주기를 따라 취약한 순간을 파악하고 재설계

치를 보여주었다. 둘째, 직원들의 포괄성 (+2%) 및 직장에

하라. 이들 순간은 인재와 관련된 특정 절차에서 의사결

서 “목소리”를 냄(+2%)에 대한 인식이 전례 없는 전년도

분명히 구분된다.) 하지만, 그 영향은 4가
지 조건에 달려있다. 소통, 범위, 책임, 강화.
첫째, 리더는 실체 있는 목표가 무엇을 의미
하고 그리고 의미하지 않는지에 관해 확고
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IBM 오스트레
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전 관리 이사였던, 앤

다양성은 과도하게 강조되고
포괄성의 강조는 부족할 뿐 아니라,
책임, 인식, 보상 관련 폭넓은
생태계에 대한 강조도 부족하다.
사실은, 적절하게 설정된
실체 있는 목표 없이는, 야심은
그저 덧없는 소망일 따름이라는
점이다.

드류 스티븐스(Andrew Stevens)는 다음
과 같이 말한다. “[목표]는 여성에게 일자리 혹은 승진을 보

을 신호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장하지 않는다. 목표가 하는 일은 능력 있는 여성이 능력 있

마지막으로, 실체 있는 목표는 광범위한 인식 행동 및 보상

는 남성과 동등하게 고려될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과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 강력한 사실은 MARC(Men

의사결정자들이 친숙한 기본 인재집단을 넘어 더 넓은 범위

Advocating Real Change, 진정한 변화를 지지하는 사람

로 후보를 탐색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이뤄진다.

들),38 30% 클럽(30% Club), 다양성&포괄성을 위한 CEO

35

둘째, 실체 있는 목표는 단지 다양성만이 아니라, 포괄

행동(CEO Action for Diversity&Inclusion), MCC(Male

성 측정치도 포함해야만 한다. 만약 다양성만이 유일한 측

Champions of Change, 변화의 승리자인 남성) 같은 글로벌

정치라면, 조직은 전체 이야기의 절반을 놓치게 된다. 선도

추진계획들의 성공의 뒤에 자리한다-이들 각각의 추진계획은

적인 조직들은 이 점을 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인 웨스트

구성원들의 연공 서열과 영향력을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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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으로, 조직의 형편없는 다양성 및 포괄성 실적에 관해

만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로이즈 뱅킹 그룹(Lloyds

로막는가? 우리의 경험은 조직들이 필요한 변화의 깊이를

마도 더 그럴 수 있다. 저항은 일반적이다. 현재 성공을 구

리더들의 책임이 거론될 때 난처함을 느끼게 된다.

Banking Group)의 2016년 영국의 광고 분석결과는 많

빈번히 낮게 추정하고, 다양성과 포괄성에 대한 규제 준수

가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이 실력에 기반한다 믿을 가능성이

우리는 실체 있는 목표가 자주 대충 설정되고 형편없

은 소수집단들이 광고에서 덜 반영되고 있음을 발견했는

지향적 혹은 표제적인 접근법을 채택함을 시사한다.49 대

크고,50 현재 상태의 변화를 위협으로 느끼게 된다. 결과적

이 소통된다고 본다. 다양성은 과도하게 강조되고 포괄성

데, 단 47%만이 그들이 정확하게 그려진다고 느꼈다.45 유

부분의 조직에 있어, 변화는 문화의 재시작을 필요로 한다.

으로, 더 큰 포괄성을 위한 변화는 다른 많은 사업 우선순위

의 강조는 부족할 뿐 아니라, 책임, 인식, 보상과 관련된 폭

사하게, 2017년 딜로이트의 연구결과는 소수집단 고객 둘

이는 단순한 과업이 아니다. 문화적 변화는 목적과 관

보다 아마도 더 큰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는

넓은 생태계에 대한 강조도 부족하다. 사실은, 적절하게 설

중 한 명은46 자신들의 고객 니즈가 지난 12개월 동안 자주

계없이 어려운 일이지만, 포괄적인 문화가 목적이라면 아

정된 실체 있는 목표 없이는, 야심은 그저 덧없는 소망에 불

충족되지 않았음을 느낀다고 밝혔다.47

과하다는 점이다.

둘째, 고객들이 권한이 증진되었음을 느끼고 있으며, 그

유와 소비를 통해 지지하는 바와 함께, 침투성이 높은 매력

의무

구결과로 밝혀진 점은 지난 12개월 동안 최대 50%의 고객

를 시작했다. 난청 환자인 무하렘(Muharrem)이라는 남자

들이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으로-이는 조직

의 하루 일상을 중심으로 제작된 이 광고는, 무하렘의 이웃

들이 평등함을 지원했기 때문이며 관련 쟁점이 동성결혼,

들이 처음으로 수화를 통해 그와 관계를 맺는 새로운 세상

성, 장애, 나이, 문화에 관한 것인가와는 관계가 없었다. 구

을 보여주는데, 그런 세상이 그가 지역공동체에 연결되었

매자들은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집단에서만 생

음을 더 크게 느끼게 해준다는 내용이다.42 2017년, 덴마

기지 않는다(예를 들어 삼성 광고에서의 난청 환자들 같은).

크의 TV2는 전형적인 차이점에 근거해 사람들을 선으로 그

구매자들에는 평등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개인적 가치에 호

린 네모 구역에 물리적으로 분류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이

소한다고 느끼는 누구나가 다 포함되었다.

제 공유된 공통점을 이해하는 단일의 큰 집단의 모습으로

많은 조직들이 고객 다양성보다 직원 다양성을 우선하

마무리되는 광고를 가지고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All

고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 모두 동등하게 사업의 성공에 중

that we share)”43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같은 해, 나이

요하다. 게다가, 고객들은 조직이 아마도 깨달은 것보다 다

키(Nike)는 “평등(Equality)”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행했

양성과 포괄성을 지원할 준비가 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

는데, 이 광고는 만약 다양한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평

의하라. 이는 공허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다. 진정성이 결여

등할 수 있다면, 그들은 “어디서나 평등할 수 있는데” 왜냐

된 광고는 유혹하길 원하는 바로 그 고객들로부터 부끄러

하면 “가치가 색깔을 무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메시

움을 당할 것이다.

규제 준수적

초점

2015년, 삼성은 “듣는 손(Hearing Hands)”이라는 광고

명이 보았다. 왜 이들 광고가 건조한 땅 위에 쏟아진 물과

8. 한정된 개선 프로그램이 아닌,
문화의 재설정을 수행하라

같은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의문은 설득력 있는 두 가지 점

우리의 마지막 사실은 가장 포괄적이며 그리고 앞의 7가

의 광고를 봤고, TV2 덴마크는 450만명, 나이키는 500만

을 강조한다.

지 모든 사실을 뒷받침한다. 대부분의 조직들은 완전히 포

동등한 기회/
긍정적 행동 목표의
준수

계획적
특정 인구집단
(예. 여성)의 대표성을
늘림

법무/HR/D&I 팀

HR/D&I 팀

·대개 동질적인 노동력

·사업 사례가 분명히
설명됨

·다양성을 관리가 필요한
문제로 간주

지를 전파한다.44
이들 각각의 광고는 입소문을 탔다. 1,900만명이 삼성

전환점

운동

을 가진 평등의 메시지도 소통한다. 딜로이트의 2017년 연

무게 중심

7. 내부와 외부를 일치시켜라

일반적으로 더 적은 지원만을 제공 받는다.

그림 8 | 딜로이트 다양성 및 포괄성 성숙도 모델

리고 이에 의지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들은 소셜 미디어 공

·전래되어온 사교 단체/
파벌 및 기타 수동적인
배타성의 존재

예증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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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주로 사후 반응적.
얼마간의 추가적인 관심을
다양한 인재 채용에 둠

·다양성을 인구통계적
수치와 지켜야 할 목표값
측면에서 바라봄
·멘토링, 무의식적
편향 훈련, 직원 자원
집단 및 행사와 같은
임기응변적 그리고/
혹은 독립적인
추진계획

리더-주도적
체계적인 문화적 장벽을
해소해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한 경기장 제공

비즈니스 리더

·D&I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와 사업
전략과의 연결
·D&I는 CEO와 경영진의
개인적 우선순위
·체계적인 문화적 장벽이
드러남
·문화 변화를 위한 전략이
생성되고 늘어나는 저항이
관리됨
·리더/매니저들의 헌신,
포괄성 역할 모델,
행동/결과에 대한 책임

첫째, 고객 다양성과 포괄성이 대체로 간과되는 경우가

괄적이 되기 위해 문화를 변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직

많았고, 대부분의 관심은 직원 다양성에 집중되었다. 그리

들 중 압도적 다수(71%)가 미래에 “포괄적” 문화를 보유하

고 고객 세분화가 고려될 때, 이는 사람으로서 고객이 누

기를 열망하지만, 설문결과는 실제 성숙도 수준이 매우 낮

·인재 시스템 재시동

구인가 보다 고객의 재무적 특성 측면에서 더욱 고려되었

음을 발견했다.48

·가차없이 진전을 모니터링

다. 그 결과, 서비스와 상품이 고객에 대한 전형적인 관점

통합적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위해 차이를 활용

전체 조직

·노동력은 인구통계적 및
인지적으로 다양
·의미와 목적에 대한
공유 의식 (예. 사고의
다양성)
·조직의 모든 측면으로의
통합-예. 행위, 구조,
시스템
·유연성의 주류화
·높은 성과, 다양한 사고를
갖춘 팀에 초점을 맞춤
·외부적 브랜드와
내부적 브랜드와의 일치

무엇이 이러한 의향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의 전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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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포괄성 혁명

그러면 포괄적인 문화로 향하는 길은 어떤 모습일까?

계에서, 다양성과 포괄성은 혁신, 고객 경험, 일터의 설계와

5. 절차와 실무를 재설정함으로써 행동 변화를 넛지하라

행위의 재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리더는 앞으로

딜로이트의 연구결과는 4단계의 다양성 및 포괄성 성숙

같은 직원 및 기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완전히 통합된다.

6. 책임, 인식, 보상을 강화하라

나와 그 변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이들 사실을

7. 다양한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수용하면 모범적 전형들이 경험해온 결과물을 내놓는데 도

도를 파악했다. (1) 규제 준수적 (2) 계획적 (3) 리더-주도

사실은, 조직이 한정된 개선 프로그램을 넘어서 다양하

적 (4) 통합적 (그림 8).51 1단계는 다양성이 관리가 필요한

고 포괄적인 문화의 창조에 적절한 수준의 노력과 자원을

문제라는 믿음에 기반하고, 행동은 일반적으로 외부적 의

투자할 때까지 중요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 혹은 불만에 관한 반응으로서 취해진다. 2단계에서는,
다양성의 가치가 인식되기 시작하는데, 이 단계는 흔히 풀
뿌리 추진계획(직원 자원 집단과 같은), 행사 계획, 기타 HR

우리가 제시한 사실은 현재의 실무 관행에 도전을 제기

움이 될 터이다. 약속된 혁명을 산출할 것이다.

하는데, 실무 관행은 다양성 지표, 행사, 훈련에 크게 무게
가 쏠려 있다. 우리는 최종 목표의 재정비, 문화의 재시동,

8가지 강력한 사실,
7가지 강력한 행동

직장은 이들 이질적인 압력이

찰스 디킨스의 말을 빌자면,52 지금은 다양
성과 포괄성을 옹호하기에 최선의 시간이기도

줄리엣 버크(Juliet Bourke)는 딜로이트 휴먼 캐피털의 파트너이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다양성 및 포괄성 컨설팅 사업부
를 이끌고 있다. 그녀는 시드니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버나뎃 딜론(Bernadette Dillon)은 딜로이트 휴먼 캐피털의 디렉터이다. 그녀는 영국, 런던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드러나고 훨씬 많이 논의되는

하고 최악의 시간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보

장소로서 부상해 왔다.

너지가 고조된 상태다. 리더들 중 38%가 이제

중간에 낀, 전 세계 직장의

자라고 말하고,53 글로벌 추진계획의 형성은 광

리더들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커
뮤니티는 평등에 관한 분열을 초래하는 논쟁의

Z세대가 노동력에 합류하고 입문 단계 일자리의 속성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하면 조직이 Z세대를 끌어들이고 몰입시킬 수 있는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항해

수렁에 빠져 있다(예를 들어, 성, 인종, 종교와

방식으로 이들 일자리를 재설계하며 미래 인재의 공급선을 개발할 수 있을까?

다 포괄적인 일터의 창조를 향해 전 세계의 에

는 CEO가 다양성과 포괄성 의제의 주요 지원

범위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있어 이들 문제의

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보기

Z세대의 일원인, 에밀리를 만나 봅시다

관계된 논쟁).
직장은 이들 이질적인 압력이 드러나고 훨씬

하기에는 그들에게 장비가

Deloitte.com/insights/gen-z

많이 논의되는 장소로서 부상했다. 중간에 낀,

불충분하다 느낀다고 말한다.

전 세계 직장의 리더들은 우리에게 이런 소용
돌이치는 바다를 항해하기에는 그들에게 장비
가 불충분하다 느낀다고 말한다. 사업 사례를
믿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불확실하다고 느끼면

주도적 활동(멘토링 혹은 무의식적 편향 훈련과 같은)들로

서, 리더들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그리고 무엇을 말하지 않

특징지어진다. 1과 2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식 고취 이상

아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그리고 무엇

의 진전은 제한적이다.

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보다 중대한 문화적 변화는 3단계-진정한 변환점-에서

이들 8가지 강력한 사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7가지

시작되는데 CEO와 다른 중요한 비즈니스 리더들이 개입

강력한 행동을 제안한다.

해, 현상에 도전하고, 포괄성에 대한 장벽을 해소한다. 포괄

1. 진보가 문화의 재시동을 수반하게 됨을 인식하라

적인 행위에 대한 역할 설정과 조직 체계의 정렬과 적응을

2. 이야기를 포괄성과 사고의 다양성으로 확대함으로써 공

통해(예를 들어, 포괄적 행위의 보상 및 인식과의 연계), 그

유된 목적과 의미를 창조하라

들은 직원 행동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창조

3. 포괄적인 리더십 역량을 구축하라

한다. 소통은 투명하고, 눈에 보이며, 강화된다. 그리고 4단

4. 중간 관리자들을 여정에 동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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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입장에서 걸어보기

교에서 고전하는 세 아이를 둔 저소득층 어머니에 대한, 표준적인 자선 대책은 일종의 교육적인 개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러나 FII(Family Independence Initiative)와 함께 일하는 어머니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녀가 느끼는지를 질문 했을 때, 그
녀의 응답은 충격적이었다. 아이들 중 한 명은 천식을 앓았는데, 그 아이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 그녀는 다른 아이들을 버스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 줄 수가 없었다. 그 결과, 모든 아이들이 수일 동안 결석을 하게 되었다. 필요한 것은 교육적 지원이 아니
었다. 그녀는 차가 필요했다.
이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그 어머니는 유리한 할부 조건을 협상한 후에 차를 구입했고, 아이들의 출석률과 성적
은 개선되었다.1 그러나 이 사례는 수혜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이 도
움을 주고자 하는 이들의 입장에 처해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명백해 보인다. 결국, 고객 관점에 대한 깊은 이해의 추구는 민간 분야에서 오랫동안 표준적인 방식이었고, 디자인 사
고의 기초이다. 그러나 딜로이트 모니터 인스티튜트(Monitor Institute by Deloitte)는 많은 사회복지 기관들이 수집한 정보
가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2 한
가지 이유는 아마도 기존의 보상 구조가 자선활동 자금 제공자의 데이터 소유와 통제를 강화하기 때문인 듯하다. 이런 사실
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암묵적 가정인 “자금 제공자가 가장 잘 안다.”에 더해지면, 불공평을 영속화시키는 권력 역학이 생
겨나게 된다.
다행히도, FII와 실무에서의 비슷한 빛나는 사례들로부터, 사회복지 분야는 공평함을 촉진하고 조직이 구성원의 관점을 고
려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어떻게 모니터링, 평가, 학습에 접근해야 하는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단지 약점뿐만 아니라, 강점에 대해 데이터를 모아라. FII의 핵심 철학은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강점을 통해 동기부여 받

●   

는다는 믿음이다. 그 결과, FII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 단순히 전통적인 자산과 결손 정보만을 수집하지 않고, 니즈를 강조하
는 경향을 보인다. 조직은 또한 가정들에게 전통적인 자금 지원자들에 의해 간과되기 쉬운, 비공식적인 아이 돌보기 협조 합
의와 자금대부 모임과 같은 사회적 및 문화적 자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걸어보기

구성원들로부터 배운 교훈을 프로그램 설계와 발전에 통합하기 위한 지속적인 절차를 개발한다. FII에서의 핵심 운영 의사

●  

결정-상업적 플랫폼을 이용하기보다 기술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여 가족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의사결정 같은 사항은 가족들 스스로에 의해 추진되었다.
구성원들이 서로 배우게 해준다. FII는 데이터를 가정들에게 재반영해 그들이 장기적으로 스스로의 데이터에서 배울 뿐만 아

●  

니라, 국가 전체에 걸친 다른 가정들의 트렌드에서도 배우게 해준다. 조직은 또한 가정들이 재정적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
서 직면한 도전과 발견한 해결책을 공유하도록 서로 연결해 p2p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모니터링, 평가, 학습에서의 사회복지 분야의 더 많은 혁신에 대해,
deloitte.com/insights의 「측정을 다시 상상하기(Reimagining measurement)」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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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에서 고객 사로잡기

첫 만남에서

고객 사로잡기
행동학적 요소와 성격 신호를
고객 관계 개선을 위해 활용하라

사

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구매한다. 이는 일

하게 정의하려 시도하는 도구 및 방법론에 친숙할 가능성

반적으로 사실이지만, 특히 더욱 그러한 분야는

이 크다.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Myers-Briggs Type

B2B 판매이며, 여기서는 신뢰에 기반한 관계 구축이 오랫

Indicator)는, 이들 진단도구 중 거의 확실하게 가장 유명

동안 성공적인 영업의 기초가 되어왔었다. 하지만, 사업 의

한 도구로, 심리학자 칼 융(Carl Jung)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결정의 속도가 가속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영업 담

1900년대 초에 개발되었다.1 오늘날, 이 분야에는 DiSC부

당 임원이 이들 관계를 개발할 기회가 줄어들고-시간도 훨

터 FIRO-B, 소셜 스타일스(Social Styles), 스트렝쓰파인더

씬 부족해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어떻

(StrengthFinder)까지 대안들이 넘쳐난다. 절차와 목표는

게 하면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당장 확보할 수 있

모두 비슷하다. 행위의 지속적 패턴, 동기부여 동인, 사회적

을까?

선호도와 같은 성격 특성에 근거해 개인들을 집단화함으로

대기업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성격 유형을 빠르고 정확

써 인간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한다. 대개 자주, 조직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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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팀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그림 1 | 비즈니스 케미스트리 유형

주기 위해 이들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개별 기업의 통제된 환경 밖에 있
는 누군가의 성격을 평가할 수 있을까? 영업담당 임원은
고객에게 테스트를 받으라고 요청할 수 없다-혹은 어쨌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자. 지적으로 창의
적인, 추진자들은 이론보다 실험을 선호
한다. 그들에게, 사업은 단지 사업일 뿐
이다. 그들은 잡담에 대한 아량이 부족

든, 아마도 그러면 안된다! 딜로이트에서, 우리는 이 문제

하고, 그들의 주장을 전하기 위해 상대

를 연구해 왔고 대응 방안으로써 자체 도구를 개발하여, 비
즈니스 케미스트리(Business Chemistry)라 칭했다. 이는
여전히 개인들을 4가지 주요 유형-추진자(driver), 보호자

(guardian), 통합자(integrator), 선구자(pioneer)-으로

은 고객들, 혹은 특정 산업 종사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영업담당 임원이 고객의 비즈니스 케미스트리 유

수다스럽거나 서술적이지 않을 수 있다. 추가로, 일부 기

형을 파악했으면, 그 고객의 유형에 맞도록 어떻게 상호작

업들은 온라인 인물정보의 내용에 관해 엄격한 지침을 적

용 방식을 조정해야 하는가? 그림 3은 비즈니스 케미스트

용한다. 따라서, 사전조사가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리 연구와 영업담당 임원의 경험 둘 다에 기반한 일반적인

정보에 너무 의존하지는 말라.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한다.

모든 관계에 있어, 진짜 행동은 첫 번째 실제 만남으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은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

방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을 두려워

시작된다. 성공적인 영업담당 임원은 조심하는 차원에서

는 수준을 넘어서, 결정자들의 비즈니스 케미스트리에 대

하지 않는다.

실수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중간 지점”에서 시

한 이해는 또한 무슨 인지적 편향-언뜻 보기에 합리적인

작해서 대화 과정에 걸쳐 어떻게 고객의 업무 방식이 스스

판단에서 벗어난 체계적인 일탈4-이 그들이 의사결정 할

로를 드러내는가에 따라 그 유형에 자세를 맞춘다. 딜로이

때 작용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행동과학 연구에서 도출

현실주의자. 세부사항 지향적인, 보호자
들은 체계의 제공과 리스크의 최소화에

분류하지만2(그림 1 참조)-또한 행동학적 요인과 맥락적 신

탁월하다. 그들은 증명되지 않은 아이디

트 영업담당 임원의 현장 경험 피드백에 기반해, 그림 2에

한, 고객들이 빠질 수 있는 일반적인 몇 가지 의사결정 편

호의 통합을 위한 도약판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이런 방식

어의 추구를 꺼리며 보통 의사결정 전에

서는 어떤 사람이 무슨 비즈니스 케미스트리 유형인지 파

향뿐만 아니라, 각각의 편향에 어떤 유형이 취약할 가능성

으로, 외부를 통한 내부 분석법을 제공할 수 있는데, 분석법

철두철미하게 숙고한다.

악하기 위해서 무슨 신호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몇가지

이 높은지를 다음의 표에서 보여준다.

은 인재관리 평가와 팀 구축 관련 고려사항부터 어떻게 이
런 지식이 구매자-판매자 관계와 같은, 조직 간 관계를 개선
할 수 있는가 까지 활용 분야를 확장시킨다.
무엇이 어떤 사람을 반응하게 만드는가를 빠르고 정확하
게 예측 가능함은 지속적인 관계의 구축에 필수적이다. 본
고에서, 우리는 그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 본다. 그리고 우리
가 비즈니스 케미스트리를 작업의 기반으로 사용하긴 하지

연결자. 공감과 미묘함에 숙달한, 통합

적절하게 대응하기:

나다. 그들은 모든 이들의 의견을 고려

그들이 위치한 곳에서 만나기-그들 방식대로

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접근법을 사회화하는 경우가 많다.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짧게 말해, 우리는 어떻게

의 탐색과 현재 상황을 재정의할 때 가

한 사람의 비즈니스 케미스트리 유형을 행동학적 요인과 맥

장 뛰어나지만, 체계와 세부 사항으로

락적 신호에 기반해 빠르게 판단하고, 각 유형에 가장 일반

인해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출처: 킴 크리스포트(Kim Chrisfort), CFO 인사이츠: 비즈니스 케미스트
리의 힘(CFO Insights: The power of Business Chemistry), 딜로이트,
2013에서 발췌

보여줄 것이다.
링크드인,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도구, 그리고 기업 웹

“중심 두뇌” 사고방식을 수립하기
“온라인에서 드러난 특성은 개인에 [대해] 많은 점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무엇에 관해 얘기 하는가를 말이죠. 만약 그들이 무슨 일
을 하는가 보다 그들의 열정에 관해 더 많이 얘기한다면, 그들은
선구자/통합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일에 관한 얘기가 더 많
다면, 추진자/보호자일 가능성이 크겠죠.”

– 딜로이트 영업담당 임원3

사이트의 인물 정보는 학력 및 전문가적 성취와 같은 배경
정보를 드러내 주고, 또한 성격과 선호하는 상호작용 방식
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그들의 요약 정보가 엄격하게 일
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가 혹은 외부적인 관심사도 언

“저는 발표 내용을 빠르게 수정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생각하
는 그들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근거해서 말이죠-만약에 선구자
라면, 이는 긴 여정이 될 겁니다…만약 추진자라면, 짧고 달콤한
내용이 되겠지요.”

“만약 내가 누군가를 전에 만난 적이 없다면, 링크드인에 뭐라
고 써져 있건 간에,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가서, 그저 빠르게 적
응합니다.”

– 딜로이트 영업담당 임원

– 딜로이트 영업담당 임원

고도로 적응력이 높은, 선구자들은 여러
환경에서 흥할 수 있다. 그들은 가능성

사소통 방식을 맞춤화하고 제안된 해결책의 틀을 잡는지를

방향성을 바꾸기 위한 의향: 행동 사고방식

자는 문제의 광범위한 맥락 이해에 뛰어

만, 이들 기법은 다른 도구들과 독립적(혹은 결합해서)으로

적인 인지적 편향을 이해하며, 어떻게 이 지식을 이용해 의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행동 사고방식은 사람이 행동을 요청 받을 때 위치하게

그림 2 | 각각의 비즈니스 케미스트리 유형에 대한 행동 및 맥락적 신호
행위
추진자
·앞서 걸음
·굳은 악수
·눈 마주침
·빠르게 말함
·잡담 없음
·시간 엄수
·짧 은 회의를 선호,
항상 정시에 끝내거나
심지어 빨리 끝냄

보호자
·뒤에서 걸음
·빠르고 짧은 악수
·자가-훈련된 완벽주의자
·건조하고, 재치 있는 유머
·신중하고, 진지함
·의사결정에 시간을 들임

통합자
·함께 걸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악수
·확장된 접촉
·친 밀하고 흥미 있어 하며,
차분함
·외교적
·집 단 회의, 의견 일치를
좋아함

선구자
·자유롭게 걸음
·열정적인 악수
·말 이 많고, 가만히 못
있으며, 초조해 함
·카리스마적, 몰입적
·관계 지향적
·창의적

급하는가? 정보가 상세한가 혹은 요점만 짚는가? 또한 이
그들 사무실에 무엇이 있는가? 환경적 신호

메일 의사소통을 살펴보라. 예를 들어, 만약 이메일이 짧
고 직접적이라면, 그들이 추진자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

어떤 사람과의 첫 번째 상호작용이 가상 혹은 실제 대면

만, 그 사람의 나이나 속한 산업에 따라, 이메일 및 온라인

이건 간에, 고객을 미리 알기 위한 많은 방법이 존재한다.

요약정보는 기만적일 수 있다. 일부 사람들, 특히, 나이 많

·지 도, 전장의 지도,
연출된 가족 사진
·값비싼 가구

·틀 에 끼운 학위증서,
많은 도표
·모 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음

·가 족 사진, 미술품, 풍경화,
생기 있는 화분
·모 든 것들을 조화시킴!

·지 저분함. “격언” 같은 것들,
화분, 꽃(그러나 죽었을
가능성이 큼)
·책 상 위의 문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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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각각의 비즈니스 케미스트리 유형별 행동 수칙

하라: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라. 짧게 하라. 과업과 결과에 집중하라. 문제를 해결하라. 대안을 제공하라.
과업을 계속하고 시간을 엄수하라(일찍 도착하고, 정시에 끝내라)
하지 마라: 잡담을 나눠라. 복잡한 도표 혹은 긴 파워포인트 자료를 사용하라. 자기 비하적 태도를 취하라

하라: 정확하고 신중하라. 과업에 집중하라. 상세 사항, 도표, 파워포인트, 분석,
그리고 또한 데이터 출처와 인용을 제공하라
하지 마라: 격의 없이 대하라. 서두르고, 경박하게 행동하라.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행동학적 개념은 어떤 유형의 정보

선 마주침, 시간 엄수, 굳건한 악수, 수식어구의 제한된 사

를 고객이 신경 쓰는가에 대한 파악이다. 이 정보에는 중

용) 여부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통합자는 무엇

심적 신호라 불리는, 이뤄지는 의사결정 및 해결책에 중심

이 탁자 건너편의 사람들을 반응하게 만드는지를 알아내

이 되는 요인들, 혹은 주변적 신호라 알려진, 전달 내용과

는데 보다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들의 관심사, 열

는 크게 관계가 없는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주변적 신

정, 그리고/혹은 서로 알거나 같이 일한적이 있는 사람들

호는 비언어적일 수 있고(예를 들어, 판매자의 악수 혹은

이 그 대상이다. 혁신적인 사고에 대한 선구자의 선호를

시선 마주침), 혹은 메시지의 내용과는 크게 관련 없지만

고려할 때, 그들은 주변적 신호에 관심을 가지고 동조할

이의 형식에 보다 관련된 언어적 소통(예를 들어, 관계 구

가능성이 보다 크다. 그들이 초점을 맞추는 신호가 당시에

축에 소비된 시간,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 토의의 핵심

는 별로 관계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브레인스토

에 도달하기 위해 취한 경로)일 수 있다.

밍 과정에서 그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고

하라: 진지하라.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질문하라. 가치 제안은 집단에 좋은 무언가여야 한다.
합동으로 시각표와 계획을 수립하라. 들어라!

심리적 연구결과는 사람들이 정보 유형 두 가지 다에

려되지 않은 상궤를 벗어난 해결책으로 이끄는 원석으로

의해 설득됨을 시사한다: 이뤄지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으

서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는 영업담당 임원이 신중

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거나 극도로 치열하라. 매우 강하게 몰아 붙이거나 밀착하라.
빠르게 의사결정 하라.

로 관련된 정보, 그리고 관련이 없거나 혹은 상관없어 보

하고 철저한지를 신호하는 요인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정보.7 영업담당 임원의 도전과제는 어떤 주변적 신

(예를 들어, 상세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하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질문할 시간을 제공하라. 그들이 회의/대화를 주도하도록 허용하라.
인내심을 가져라. 관계를 개발하라. 대화와 브레인스토밍을 장려하라. 격려하라
하지 마라: 너무 많은 상세 사항을 포함하라. 그래프, 도표를 사용하라

호가 각 비즈니스 케미스트리 유형에 중요한가에 대한 파

고객 관계 구축에 있어, 어떤 측면에 언제 초점을 맞춰

악이다. 추진자는 중심적 신호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특

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또한 중요하다. 이는 주요 의사

히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주요 사항들만을 고수하고 별 관

결정자의 선호(추진자에게는, 핵심적 신호가 먼저고, 잡

계 없는 사항들은 피하고 싶어하는 듯이 보일 수 있지만,

담 혹은 주변적 신호는 아마도 후순위다. 선구자의 경우

그들이 다른 요인들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에

는, 그 반대다), 만남의 유형 혹은 절차 상의 단계(일부 단

되는 정신의 틀이다. 행동 사고방식은 두 가지 단계가 있

영업담당 임원은 이들 서로 다른 작업 방식에 맞춰 어

게 있어, 관심을 끌 수 있는 주변적 신호는 영업담당 임원

계는 사업 시작에 관련되고, 다른 단계는 관계 구축과 보

다. 계획적(deliberate) 및 실행적(implemental). 개인

떻게 업무를 조정해야만 하는가? 추진자와 거래할 때는,

의 능력과 자신감을 감지 가능한가(예를 들어, 적절한 시

다 관련된다), 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이해관계자들이 각

이 계획적 사고방식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생각

빠르게 실행 가능한 대안적 옵션과 함께 “바로 실행 준비

에 대해 보다 수용적이다. 보호자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

된” 해결책을 가지고 나서라. 보호자와 일할 때는, 제안된

기 전에 계획적 사고방식 단계에 오래 머무를 가능성이 크

해결책이 그들의 이상 및 우선순위와 맞춰질 때까지 이를

다. 반면, 추진자는 빠르게 계획 단계를 지나 실행 단계로

재검토하고 수정을 반복할 준비를 하라. 통합자와 함께 할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딜로이트 연구결과가 고객

때는, 초기의 만남에서 바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을 실행 단계로부터 계획 단계로 되돌릴 기회가 있음을 시

대비해야 한다. 그들에게 있어, 다음 단계들은 다른 이해

사하지만, 추진자의 단호한 속성을 고려해볼 때, 그들을

관계자들로부터의 추가적인 동의 획득뿐만 아니라, 최종

뒤로 되돌리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선구자

승인 전에 다른 이들과의 협업 또한 필요할 수 있다. 선구

는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

자에게는, 브레인스토밍 회의-가능한 많이-가 절차의 핵

지만, 직감을 따르고 상황 변화에 따라 쉽게 선회하는 성

심 부분이 될 수 있다.

5

6

중심적 및 주변적 신호들: 내용 VS. 형식

에 계획 단계에 오래 머물 수 있다. 하지만, 통합자는 또한

“결국에, 승리를 위한 능력은,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는지, 그들이
우리를 같이 일하기 편하다고 느끼는지, 정시에 실행하는데 우
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을 바꿀 수 있다.

– 딜로이트 영업담당 임원

가장 확고한 추진자라면 이를 부정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전통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배경, 사는 곳,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산

고, 판매자는 방문하는 개개인들의 업무 유형 뿐만 아니라, 또한 조직의 전반적인 문화도 이해하려 애써야 한다. 뉴욕과 중서부

이 크다. 보호자처럼, 통합자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기 전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에 근거해 생

"제 고객 중 하나는 가정 장례식 서비스 회사입니다. 거기서는, 모두가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극도로 참을성이 있고, 천천히
얘기합니다. 다른 고객은-기술 스타트업인데-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업 분야 등등의 영향. 이들 구석구석 배어드는 생태계는 우리의 사고, 의견, 행동,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9 이 점을 명심하

향을 고려해보면 그들은 단계 사이를 왔다갔다할 가능성

단계 사이를 보다 유연하게 왔다갔다하는 성향을 보일 수

어떤 사람도 섬이 아니다

지역을 비교할 때 서로 다른 유형이 각각에 이끌리듯이,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서로 다른 산업은 서로 다른 유형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기술 스타트업이 “선구자적”인 정신을 가지는 것처럼, 산업이 특정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 기업
내에는 보호자와 추진자와 같이, 다른 “숨겨진” 유형이 없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요령 좋은 고위 임원은 자신을 여러 유형의 사
람들로 둘러싸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 딜로이트 영업담당 임원

www.deloitte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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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에서 고객 사로잡기

단계에 포함되느냐에 관련이 클 수 있다.

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신경 쓰는 리스

다. 각각의 개인이 원하는 바는, 지원 자료와 다음 단계들

내부 의사소통과 조화가 중요하다. 고객이 선호하는 업

만약 그것이 망가지지 않는다면, 고치지 말라:

크는 이들만이 아니다. 고객들이 무엇을 피하려 하는지에

의 측면에서, 다양하다. 추진자는 다른 사후 행동을 요청

무 방식의 이해가 중요하긴 하나, 자신의 팀의 강점과 기

현상유지 편향

대한 이해는 거래의 성사에 귀중할 뿐만 아니라, 시기 적

할 가능성이 통합자보다 크다. 영업담당 임원은 반드시 각

량에 대한 이해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는 관계 구축과 의

“이중에 많은 사안들이 안락함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당신이 하
기에 무엇이 가장 편안한가요? 이는 당신이 이미 망가뜨린 편안
한 의자에 앉는 것과 같죠…그것이 새로운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
시 받았을 때 사람들이 적용하는 동일한 사고방식입니다.”

절한 방식으로 이를 마무리하는데도 가치 있음을 증명할

사람과 관계를 구축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니

사결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팀의 능력을 활용할 기회를

수 있다. 영업담당 임원은 어떤 리스크가 각 이해관계자를

즈가 다뤄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의사결정의 일부라고 느

제공하고, 다른 팀원들이 고객에 대해 알려진 점을 활용하

밤중에 깨어 있게 만드는지를 이해하고 알아내기 위해 적

끼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후속 활동을 맞춤화해야만 한다.

고 원점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도록 도와준다(혹은 고객과

– 딜로이트 영업담당 임원

의 최초 접촉이 만들어낸 어떤 인상이나 영향을 무효화 시

절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일을 실패하면 다음과 같

또 다른 일반적인 의사결정 편향은 현상유지 편향으

은) 적절하지가 않군요.” 이런 발견은 행동과학 분야의 문

로-어떤 종류의 변화를 착수하는 대신에 현재 일의 상태

“저는 회의에 제가 아는 누군가가 참석하느냐에 맞춰 팀원들 중
사람들을 선택해 데려가고, 그들의 보호자에 맞춰 제 보호자를
조정합니다.”

헌들과 일관되는데, 문헌은 인지된 리스크가 클수록, 새로

를 고수하고자 하는 성향이다. 이 편향은, 예를 들면, 어

– 딜로이트 영업담당 임원

운 혁신의 채택이 느려진다고 시사한다.11 보호자가 가장

떤 불만족한 고객이 대안의 고려를 선택하지 않고, 동일한

리스크 회피적이고, 추진자는 주로 성과 리스크(해결책이

판매자, 상품, 혹은 서비스를 유지할 때 작용한다. 우리의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를 신경 쓰며, 통합자는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현상유지 편향에 빠지는 경우가 특

대개 사회적 리스크(다른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 승인하

히 보호자의 경우에 빈번하며 그들이 새로운 대안을 고려

지 않을 가능성)를 가장 우려하고,12 선구자는 리스크 회피

하게 만들려면 일치단결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도가 가장 낮다. 그러나, 심지어 선구자와 거래할 때 조차,

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고객들에게 현재의 공급자

비즈니스 의사결정이 고립되어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

가 하는 일 중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몇 가지를 공유해달라

물다. 판매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영업담당 임원은 그들

는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라. 그런 후에, 이들 고객에게

이 어떤 그리고 모든 핵심적인 리스크들을 처리하고 있음

공급자가 해주기를 바라는 다른 일들이 무엇인지에 관해

을 확실히 해야만 한다.

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음, 이건 우리에게 (지금 당장

8

켜준다). 누군가의 강점, 약점, 성향의 이해가 중요하다.

은 팀원들-의 영업담당 임원에의 동반, 혹은 특정 만남에

한 영업 전문가가 설명한대로, 가끔 거기에는 한 팀원-혹

그림 4 | 각 비즈니스 케미스트리 유형별
최상위 세가지 인지적 편향 및 제안된 대응 전략

질문해 도전을 제기하라. 이는 다른 기회에 대한 문을 열

성과 리스크:

리스크 회피 (높음):

사회적 리스크 및 분쟁 회피:

리스크 회피 (낮음):

어줄 수 있다. 영업담당 임원들은 무엇이 변화를 피하게

해결책의 신뢰성과 검증된

리스크의 최소화와. 긍정적

제안된 해결책이 어떻게 다양한

해결책의 긍정적 잠재력(가치)

실적을 상세히 설명하라(참고

잠재력의 비교, 투자수익률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지와 합

에 집중하라. 리스크에 대한 우

자료를 제공하고, 실례를

초점을 맞춰라. 빈번한 프로젝

의를 얻어 왔는지를 보여줘라.

려를 최소화하는데 너무 고민

들어가며 경험을 보여줘라)

트 점검과 상황 점검 회의를

그 해결책은 다른 당사자들과의

하지 말라.

제공하라

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드는지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통해 더 깊이 파고
들 필요가 있다. 보통, 잠재적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
가 그 원인이며, 이는 우리의 인지적 편향에 대한 최종 숙
고로 이어진다.

리스크 VS. 보상
“저는 통합자가 항상 의사결정을 팀에게 이양하고, 그 후에 ‘우리’
가 이를 수행했다고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반면에 추진자는 리스
크를 취하고 리스크 수용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4백만 달러
를 썼고 ‘내’가 큰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선구자도 비슷합니다…
선구자의 힘이 강할수록, 리스크를 취하려는 의향도 커집니다.”

– 딜로이트 영업담당 임원

손실 회피가 시사하는 바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경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그리고 나 또한 나의 길을 간다.
딜로이트는 성격과 업무 방식 평가에 절대 오류가 없
다고 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독특하고, 가장 철저

중심적 및 주변적 신호:

현상유지 편향 (낮음):

한 분석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자극과 편향에 의해 우

핵심을 고수하고, 관계없는

현상유지 편향:

중심적 및 주변적 신호:

상궤를 벗어나고 현재 상태를

리 모두가 휘둘린다. 그러나 딜로이트는 비즈니스 케미스

사항들을 피하며, 수식어구의

기존 절차, 모델, 운영, 인프라,

관계 및 협업 활동을 수반하

깨뜨리는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트리가 사람들의 행동학적 경향을 파악하는 강건한 방식

사용을 최소화하고 능력이

예산 수립 체계에 해결책이

는 개인적 및 전문가적 사례를

제안하라. 격변적인 해결책을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어떻게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제공하라. 다른 이해관계자들

제안해도 안전하다.

시선을 마주쳐라

강조하라

이 그 해결책을 수용했음을 소

임을 발견해 왔다. 이들 발견 사항과, 딜로이트 영업담당
임원들의 통찰, 그리고 행동경제학을 이용해 그림 4에서
제공하는 가르침은, 우리가 인식하기에 각각의 유형이 가

통하라.

중심적 및 주변적 신호:

행동 사고방식(실행적):

행동 사고방식(계획적):

장 빠지기 쉬운 최상위 3가지 인지적 편향-그리고 대응에

“실행 준비된” 해결책과

진화하는 우선순위와 나란히

행동 사고방식(계획적):

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는 방향

이용 가능한 전략을 보여준다.

대안을 보유하라

할 수 있도록 제안된 해결책을

초기 회의에서 결정에 도달하리

으로 나아가서, 주제에서 벗

수정할 준비를 하라

라 기대하지 말라. 다음 단계는

어나라.

마지막 몇 가지 생각들을 제시한다.

기꺼이 브레인스토밍을 수행

아마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지의 달성보다는 나쁜 결과의 회피에 대해 더 우려한다는

엄격한 일대일 비즈니스 관계의 시대는 지나갔다. 최종

점이다. 그러나 고객들이 어떻게 나쁜 결과를 정의하거나

적으로는 “열쇠를 쥔” 한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긴 하지

라, 다른 이들과의 협업을 필요

혹은 현저한 리스크를 인식할까? 재무 혹은 성과 리스크

만, 점점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

로 할 수 있다.

부터의 추가적인 동의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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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에서 고객 사로잡기

로버트 로손(Robert Rosone)은 매니징 디렉터이자 딜로이트 그로쓰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사업부의 리더로, 중견기업과

“시대가 변하고 있다.” 합의와 협업적 의사결정의 역할 증가

개인 소유 조직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뉴저지주, 파시패니(Parsippany)에 거주한다.

“저는 합의로 향하는 문화적 트렌드를 알아챘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누군가를 면접할 때 여러 사람들을 참여시킵니다. 단지 인
재부서와 주요 인물들만이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면접에 팀원들을 동반하지요. 지금 의사결정을 지켜보면, 그들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통합 중 입니다-그래서 모든 이들이 더 큰 목소리를 가지게 되지요.”

– 딜로이트 영업담당 임원

러스티 로(Rusty Lowe)는 딜로이트 서비스 LP의 딜로이트 그로쓰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사업부의 고객 영업담당 임원이다.
그는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거주한다.

수전 K. 호건(Susan K. Hogan)은 딜로이트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의 연구 매니저다. 그녀는 조지아주 아틀란
아마도 선구자가 더 많은 리스크를 기꺼이 취하려 들고, 추진자는 성과에 정확히 초점을 맞출지 몰라도, 딜로이트의 전문가들은
고객들과의 만남에서 통합자의 특성이 점점 더 떠오름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고위경영진의 일원들이 전반적으로 보다 협조적

타에 거주한다.
론 골드만(Ron Goldman), 그렉 호스(Greg Hawes), RJ 르뮤(RJ Lemieux), 스튜어트 뉴턴(Stewart Newton), 게일 프록터(Gayle

이 되어가는 전략적 트렌드와 일치한다.14 그리고 최근 연구결과는 CFO가 단순한 “운영자” 그리고 “관리자”와 대비되는, “촉매

Proctor)의 귀중한 인사이트와 본고의 연구 방향에 영감으로 작용한 존 럭커(John Lucker)의 앞선 저명한 연구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자” 및 “전략가”가 되도록 매진해야 함을 시사한다.15 따라서 오늘날, 오로지 협상가로서만 일하는 대신, 분명히 추진자인 CFO

카렌 에델만(Karen Edelman), 로리 갤러거(Lori Gallagher), 게리 깁슨(Geri Gibbons), 준코 카지(Junko Kaji), 모니카 마토(Monika

가 “변화하거나” 또는 팀에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유연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Mahto), 에밀리 모레아노(Emily Moreano), 디렉 판크라츠(Derek Pankratz), 셀레나 레즈바니(Selena Rezvani), 헴나브 바리아
(Hemnabh Varia), 수잔 빅버그(Suzanne Vickberg)의 공헌과 지원에도 감사를 전한다.

서 임원을 대신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저는 제 자신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객의 업무 방식, 편향, 선호를 이

을 압니다.”, 한 영업담당 임원의 말이다. “저는 감정적으

해하는데 시간을 들임으로써, 그 과정이 보다 순탄해지게

로 파악이 쉬운 사람입니다-제가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이

된다. 고객의 업무 방식에 대한 이해는 관계 생애주기 전

알아 차리죠, 이로 인해, 일부 경우, 만남의 역동성을 망칠

반에 걸쳐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고객에 과도하게 영향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관계 관리자는 언제 자신의

미치거나 설득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서는 결코 안된다. 그

부재가 존재보다 더 영향력 있는지를 안다.

보다는, 이 정보를 앎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소통, 상호작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고객과의 즉각적인 연결을 통한

용, 가치로 이어지리라는 희망이다. 지속적이고, 강력하

순조로운 관계의 시작이 중요하다.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

며, 신뢰하고, 서로 간에 혜택이 되는 동반자 관계의 창조

이, 실수가 생기게 되고, 일이 항상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가 최종 목표로서 남아야 한다.

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보기

피드백 괴물이 당신의 사무실에서 날뛰고 있는가?
피드백 주고받기는 인재관리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과업들 중 하나다. 잘 이뤄지면, 구축된 건강한 업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잘못되면, 이는 해결을 희망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딜로이트의 기사와 팟캐스트는 행동학적 전술이 실수
회피와 보다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에 있어 관리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탐색한다.

Deloitte.com/insights/feedback-mon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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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단계의 선도자

구

매객들이 물리적 매장을 버리고 온라인으로 이동을 계속하는 상황은 비밀이 아니다. 하지만 상품의 배송을 둘러싼 대
부분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은 점점 더 매장 구매에서 바라는 것과 비슷해지는 듯이 보인다. 그들은 상품을 더 빨리 원

하고, 그러한 특전을 위한 비용 지불은 꺼리며,1 항상 구매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바라고,2 만약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
지 않으면 기꺼이 떠나려 한다.3 유통업체에 대한 요구 증가는, 결과적으로, 보통 운송망의 부하를 가중시켜, 최종 배송 도전과
제를 푸는데 있어 양쪽 업계 모두가 고려해 볼만한 여러 참신한 접근법을 탐색하도록 촉진한다.
디지털화. 경로 효율성의 측정과 예방적 정비의 효과성 증가를 통한 배송시간 축소는 개별 기사들의 운전방식에 대한 조사

● 

와 그것이 타이어 마모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길을 내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프레시터프(FreshTurf)는 고객과 운송업체들이 택배를 출하부터 스마트 보관함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추적 가능하게 해주
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공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5

의 사람들이 2일 배송에 대한
어떤 추가 비용 지불도 꺼리고 있다.
출처: 딜로이트, 2016 홀리데이 설문조사, 『유통업의 종소리』, 2016

최

종

단

계

의

새로운 도시화 공급망 개념. 스마트 보관함을 얘기하자면, 이는 고객이 나중에 찾아갈 수 있도록 상품의 임시 보관이 가능한

● 

접근성 좋고 안전한 장소로서 배송 최종지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그리고 일부 보관함은 이동이 가능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배송 인력과 만날 수 있어, 배송 업무들 간의 시간 간격을 최소화하고, 배송원들이 더 짧은 시간에 적은

선

도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마칠 수 있게 해준다.
자산 공유. 차량 공유 및 승차 공유가 전통적인 개인 이동 모델에 도전하고 있듯이, 영업용 차량들의 더 많은 공유가 배송업

● 

체들의 운영 방식을 재형성할 수도 있다. 배송자, 운전자, 고객들에게 실시간의 운송용량 및 수요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투명한, 실시간 플랫폼은 자산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시장 상황을 보다 반영한 가격 책정이 이뤄지도록 만들 수 있다.6 시애
틀 기반의 콘보이(Convoy)와 같은, 일부 스타트업들은 이미 이런 아이디어를 구현 중이고, 기술이 성숙함에 따라, 자산 공
유는 운송 포트폴리오의 더 큰 부분이 될 수도 있다.7
대안적 차량. 개선된 안전성과 더욱 뛰어난 연료 효율성의 약속이 의미하는 바는 전기 트럭이 한정된 거리를 극복할지도 모

● 

른다는 점인데, 지금까지는 혼잡한 도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드론은 또 다른 가능성이다-한 중국 기업은
드론을 배치해 하루에 500여개의 소포를 도시와 시골 지역에 배송한다.8 거의 모든 것들이 시도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중국
의 다른 운송업체들은 자전거 팀을 이용해 최종 배송을 처리한다.9
	고객들은 점점 더 온라인 쇼핑의 장점-편의성, 선택 범위, 가격 경쟁력-을 원하지만, 상품 도착까지의 기다림과 같은 어떤 단
점도 원치 않는 듯 보인다. 배송이 판매자 책임의 핵심 부분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대치의 변화는 운송업체들이
트럭에 배송 물품 그 이상을 싣고 있음을 보통 의미한다-그들은 조직의 평판을 배송하고 있다.
운송 부문이 직면한 도전과제의 포괄적인 분석에 관해서는,
deloitte.com/insights의 『화물 운송의 미래(future of freight)』를 읽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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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우리가 했던 말 }
“기업들이 망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른다. 많은 기업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공시하고 있지만, 장기적
인 트렌드는 그들이 고전 중임을 시사한다. 절대적 이익…은 덜 중요하다-최소한, 이익이 매출보다 빠르게 혹
은 느리게 증가하는지 감을 잡기 위해 이익을 전체 매출과 비교해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심지어 그런 분석도
기업 활동의 핵심적 요소를 간과한다. 사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산 말이다. 궁극적으로, 기업은 사업을 유
지하기 위해 이들 자산에 대해 상당한 이익을 거둘 필요가 있다.”
“성공 혹은 고전: 사업 실적의 진정적 척도로서 총자산 이익률(ROA)”,
존 하겔(John Hagel), 존 실리 브라운(John Seely Brown),
타마라 사모일로바(Tamara Samoylova), 마이클 루이(Michael Lui), 2013년 10월 30일

{ 지금 우리의 생각 }

세

상이 진화하는 방식과 기업이 대응하는 방식 사이

으로 운영되어 왔다. 공격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더욱

의 간극이 더 커지고 있다. 그것이 왜 우리가 기업

큰 규모로 효율성을 추구한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러

들이 망가졌다고 쓴 이유이며, 단지 압박을 받는 상황 하

한 접근법이 실질적으로 더욱더 비효율적이다. 그들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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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들은 근본적으

리가 확장 가능한 학습이라고 부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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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는 세상에서도 계

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어떻게 하면 기

편 집 인 : 김점표

속해서 매우 전통적인 비즈니스 접근법을

업의 모두를 도와서 더 빨리, 함께 학습하

이용하고 있다.

고, 실적을 보다 신속하게 개선하며,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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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의 측면에서가 아닌 가치 증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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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이를 행할 수 있을까?

기법을 적용해 주주들을 악화되는 실적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자사주 매입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다. 이는 모든 것

부터 배당금 확대, 재무상태표에 부채 추

을 변화시키는데, 사업의 조직화 방식, 운

가까지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말이다. 그

영 방식 측면에서 그렇고, 추구하는 전략

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사업의 근본을 직

의 종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자발적으

시하고 왜 실적이 악화되는지를 알아내야

존 하겔(John Hagel)

로 뒤로 물러나 모든 질문들 중 가장 근본

만 한다. 우리는 기업의 근본적인 실적 측

딜로이트 센터 포 엣지의
공동 의장

적인 몇 가지를 던져봐야 한다. 우리는 무

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재무적 지표가 총자

슨 사업을 하는가?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

산 이익률(ROA)이고, 미국의 모든 상장기

는 무엇인가? 이 새로운 세상은 사업의 근

업들의 ROA 하락이 상당히 심각하며 10여년 동안 지속

본적 변환을 위한 헌신을 요구한다. 모든 것은 재평가되

되어 왔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어야만 한다.

전통적인 기업들은 확장 가능한 효율성 모델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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