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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시티 모빌리티 인덱스

스마트 도시 모빌리티는 어떤 모습이고, 전 세계 도시는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고 있는가? 다가올 10년 내에
모빌리티의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해 도시가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Leader

On the Web

The end note

딜로이트 US CEO인
캐시 엥겔버트(Cathy Engelbert)의
미래의 조직 건설에 관한 견해

딜로이트 홈페이지의 하이라이트
살펴보기

성장의 추구에서 상충 관계의 수용과
활용에 관해 2012년 우리가 했던 말을
재검토한 마이클 레이너(Michael
Raynor)의 의견

IN BRIEF
첨단 차량기술에 대한 현실 점검

딜로이트의 장편 콘텐츠의 일부를 발췌한 짧은 글

자율주행과 전기차의 개념이 전 세계 소비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유토피아적 꿈을 현실화하기에 충분한가?

모빌리티의 미래를 위해 자금조달하기
주차부터 자동차 등록, 운전 면허, 그리고 대중교통까지 모든 것에 대한 요금은 오늘날 세계의
많은 정부에게 중요한 수익을 제공한다. 만약 그 돈이 고갈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긱 경제를 에누리해
생각해 보기

소매업의 거대한
분기

디지털 격변 속에서 선도를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왜 비즈니스 모델 호환성이
중요한가

생물약제학 R&D를
변환하기

만약에 당신이...틀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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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조직을 건설하기

기

업의 리더부터 학자와 언론인들까지, 요즘 거의 모든 이들이 일의 미래에 관해

만약 스마트머신이 과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지능적인 기계는 인간의 업무를 증강시킬 수 있다. 전문가 서비스에

얘기하는 듯 하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혹은 20년 후에, 일상적 업무 혹은 평생의

서, 우리는 이미 AI와 기타 기술이 인간 재능과 독창성에 새로운 추가 가치를 부여함을 목격하고 있다. 무엇이 인간의 일

경력은 어떤 모습일까? 자동화와 인공지능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로봇이 진짜로 우
리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가? 머신러닝이 종국에는 인간의 학습을 능가하고-대체할까?

딜로이트 리뷰 이번 호는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데, 우리가 업무 재설계-그리고 기술과의 협업-를 해야만 하고 그럼

그리고 이 거대하고, 임박한 변화가 기업과 경제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 모두

으로써 성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본고에서, 일터의 설계와 웰빙에 대한 새로운 연

는 타당한 걱정이며, 그리고 사회적 및 경제적 도전과제는 사실이다.

구 결과, 내부 인재 이동성의 비밀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부상 중인 새로운 계층의 여성 CIO들이 경력, 리

앞 일에 관한 수많은 예측이 존재한다. 기술이 추진하는 변화는 격변적일 수 있지

더십, 그리고 왜 IT의 미래가 여성인지에 관해 말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의 다른 기사들이 약술하듯

만, 이는 또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비즈니스의 변환을 추진하며, 가치를 여는 데

이, 우리가 목격 중인 일터에서의 변화는 또한 중요한 사회적 결과를 미칠 것이다. 기술과 이것이 가능케하는 모빌리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 미래 조직의 건설을 시작하기에 지금보다 더

는, 도시 계획부터 공공 서비스의 제공까지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좋은 시점은 없다.
우리의 노력은 널리 미치는 효과를 반드시 가지게 되는데, 조직의 모든 단계에 그리
캐시 엥겔버트
(Cathy Engelbert)
딜로이트 US CEO

을 변별력 있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할 수가 없다.

고 비즈니스 생태계를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CXO들은 재보정 및 조직

딜로이트 리뷰 이번 호가 사고를 자극한다는 점을 당신이 발견하길 희망한다. 여기서의 사고와 분석의 다양성은 우
리가 하는 일, 우리가 추구하는 경력, 그리고 우리가 창조하느라 바쁜 21세기 사회에 대해 앞으로 유망한 많은 경로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화를 해야만 할 터인데, 그렇게 해 더욱 조화로운 고위 경영진으로서 일하게 된다. 혼자
서 일의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임원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인재 모델에 관해 재고

할 필요가 있다. 인재는 점점 더 직장에 매이지 않게 되고 시장에서 새로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에 직
면해, 선도적인 조직은 새로운 종류의 인재를 끌어들이고, 협업을 구축하며, 지속적인 학습을 조성하는 열린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경력은 비선형적이다-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다.

www.deloitte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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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실타래를 따라서

실세계의 사물 인터넷

'디지털 실타래'란 무엇인가?
MIT 슬로안 매니지먼트 리뷰와 함께 제작한
이 8부작 동영상 시리즈는 비행기 부품의 구상부터
비행까지의 이동 과정을 쫓아가 봄으로써
모든 것을 설명한다.

어떻게 IoT가 농부들이 더 관개를 잘하도록 돕는가?
헬스케어에 적용 중인 소매업으로부터의 교훈은 무엇인가?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그 모든 데이터를 다루는가?
이 팟캐스트에서, 어떻게 IoT가 세상을 변환 중인지를
알아보라.

www.deloitte.com/insights/digital-thread

www.deloitte.com/insights/IoT-podcast

일터에서의 성 편향과 씨름하기
조직들은 여성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을
방지하는 데 있어 긴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그들이 여성의 승진을 방해하는 암묵적인
편향을 해결할 수 있을까?

www.deloitte.com/insights/designing-equality

새로운 인사이트의 창출을 위해 마찰을 촉진하기
마찰은 팀들이 더 나은 접근법을 찾도록 돕는 더 빠르고,
더 강건한 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어떻게
생산적인 의견 충돌을 창출해, 직원과 기업 모두가
더 빠르고, 나아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를 포함한,
9가지 경영 실무사례를 탐색한다.

www.deloitte.com/insights/cultivate-friction

글로벌 휴먼 캐피털 트렌드 2018
성공에는 단지 재무상태표 그 이상의 무엇이 존재한다.
조직이 점점 더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평가받음에 따라,
딜로이트는 사회적 기업의 부상으로 이어지는
트렌드를 탐색해 보았다.

www.deloitte.com/insights/human-capital-trends

밀레니얼: 불안하고, 비관적이며, 우려하는 이들
젊은 노동자들에게 있어, 책임감 있는 기업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와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넓어지고 있다.
2018 딜로이트 밀레니얼 설문조사는 기업 리더들이 아직
밀레니얼의 충성심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www.deloitte.com/insights/millenial-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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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시티 모빌리티 인덱스

딜로이트
시티 모빌리티 인덱스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한
전 세계의 준비수준을 측정하기

스

마트시티는 데이터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인데,

불행히도,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장기적 미래상을 설

그곳에서 시정을 담당하는 리더들은 도시의 운송

계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 기존의 이야기에 맞추기 위해

시스템을 포함해 자신들이 관리하는 지역의 환경을 더욱

이런 데이터를 무시, 오역, 혹은 왜곡하기가 너무나 쉽

정교하게 이해한다. 과거에는 규제 당국이 사용자의 니

다.1 우리는 전 세계의 교통부문 리더들과 가진 수십여 건

즈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지와 설문조사를 이용했다. 오늘

의 대화에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목격해 왔

날, 플랫폼 운영자는 훨씬 짧은 기간 내에 더 저렴한 비용

다. 그러한 미래상을 구축하기 위해, 리더들은 적절한 데

으로 더 정교한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의

이터를 수집하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도시가 내일 어

존할 수 있다. 이제, 리더들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그

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리고 기타 디지털 기술로부터 얻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

도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에서 운송이 담당하는

해 대중, 장소, 상품에 대한 지능적인 의사결정을 개발하

필수적인 실행 역할을 고려해,2 우리는 도시 당국자들이

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모빌리티 네트워크의 건강 상태 및 미래를 수용하기 위한

www.deloitte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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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시티 모빌리티 인덱스

자신들의 준비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롭고 더 나은 방

적절한 가격대의 대안, 그리고 다양한 운송 수단에 접

기 때문에, 이들 도시는 투자 대비 효과가 더욱 컸다. 뉴

외곽으로 이사함에 따른 비용 절감이 차량소유 비용 혹은

법의 개발에 착수했다. 그 결과가 DCMI(Deloitte City

근 가능한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을 제공한다.

욕과 시카고와 같이, 지리적 영역이 넓은 도시는 도시 경

값비싼 교통비로 인해 상쇄됨을 깨닫게 된다. 도시 당국

계 내에서는 더 잘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도시 외곽의 더

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지역들과 협업을 잘해

넓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잘 기능하지 못했다.

야 하며, 그리고 이를 매우 빨리 행해야 한다.

Mobility Index)로, 스마트한 도시 모빌리티가 어떤 모
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딜로이트의 비전에 기반한 의식
적인 선택 결과의 집합이다. DCMI는 사람과 상품이 이

이 세 가지 주제를 북극성으로 삼아, 우리는 각각의 구
성 요소를 좀더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동하는 방식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으로서, 여러 운송수단을 조합해 이용하는 여정, 보
도 및 자전거 도로와 같은 능동 운송 대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중교통을 살펴본다. DCMI는 경제적 번영을

우리가 배운 것: 결과 선별하기
"과거의 것은 서막일 뿐"3-운명이 아니다.

이에 대한 한가지 이유는 아마도 도시와 교외지역 사

또한 다수의 규제 당국 및 서비스 공급자들의 존재

이의 운송 관련 규제 당국과 서비스 공급자들 간, 그리고

와 혁신적 해결책을 탐색하는 능력 혹은 의향의 저하 간

공공 및 민간 주체들 간의 통합, 조화, 효과적인 관리의

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딜로이트 인덱스에서, 선도

부재인 듯하다. 도시는 보통 하나의 운송 당국을 보유하

적 혁신에는 스마트 주차 및 티켓 발부, 통합 지급결제,

며, 주변 지역들도 각자의 당국을 가진다. 그리고 다양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전기차 인프라가 포함된다. 이들 노

이의 핵심에 두고, 도시의 전체 모빌리티 환경에 대한 총

우리가 살펴본 도시 중 일부는 수백 년의 역사를 지녔

주체들 간의 협력 수준은 매우 차이가 클 수 있다. 이러

력 중 뭐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통

괄적인 관점을 채택했으며,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모빌리

다. 이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정치적 리더, 기업, 주민들

한 점이 설문한 많은 도시에서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여

근 구간 전반에 걸쳐 제공될 필요가 있고, 기관(규제 당

티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분명

이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을 반영하고 있다. 자연히, 그러

전히 갈 길이 멀다.

국)들 간의 조화와 협력이 요구된다. 데이터 통합, 거버넌

한 이미지에 의해 형성되었다.

한 환경은, 물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모두, 오늘날의 모

우리의 발견이 시사하는 바는 복수의 규제 당국을 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DCMI를 구성했는지에 대한

빌리티 환경을 형성하고, 딜로이트 인덱스의 순위에 영향

유하면 운송 시스템의 매끄러운 작동과 통합에 방해가 되

개괄적인 설명과 주요 발견사항 중 일부에 대한 토의 내

을 미친다. 의사결정 권한이 다수의 관계자에게 있는 도

지만, 기관 간 협조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낮은 수준의 통합이 모빌리티

시, 즉 파리나 워싱턴 D.C.와 같은 도시는, 미래에 대한

이다. 예를 들어, 토론토 교통 위원회는 도시 내에서의 공

의 미래를 마주하는 낮은 준비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음

화합된 비전을 명료하게 표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데

공 운송을 담당하고, 한편 복수의 소규모 당국(고 트랜짓

을 시사한다-다른 어떤 지표 이상으로 말이다. 매끄러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Go Transit], YRT/Viva, 마이웨이[MiWay] 등등)은 인

도시 운송의 창조는 서로 다른 운송 방식과 사법권 전반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많은 도시가 새로운 접

근 자치체를 맡고 있다. 이 다양한 기관들은 대개 독립적

에 걸친 조화로운 행동 능력 및 목적의 통합을 요구한다.

전 세계에 걸쳐 모빌리티에 대한 큰 그림을 개발하기

근법을 통해 환경을 극복하는 놀랄만한 능력을 보여줘 왔

으로 운영해 왔는데-수년 동안, 승객들은 여러 승차권을

위해, 우리는 오늘날 운송이 어떤 모습인가를 넘어 진정

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Columbus)시의 모

필요로 하는 지역들 간을 여행해 왔고, 몇몇 예외를 제외

으로 스마트하고, 살기 좋으며, 경제적으로 활기찬 도시

빌리티 현황에 대한 요약은 많은 미국 중소도시의 전형적

하고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는 승객들은 비용을 두 번

스마트 도시 모빌리티에 대한 딜로이트의 미래상은

에서 모빌리티가 어떠할 수 있는가를 탐구했다. 이 연구

인 모습을 보여준다. 자동차로 가득하고, 대중교통은 제

지불해야만 했다. 하지만, 도시의 리더들이 메트로링스

능동 운송과 대중교통을 강조한다. 이 점이 필연적으로

한적이지만 도시의 소소한 규모로 인해 교통혼잡 또한 제

(Metrolinx)를 설립하고 지역의 ‘빅 무브(Big Move)’ 계

의미하는 바는 자가용 차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든

한적이다. 급격한 성장과 치명적인 단점, 특히 중요한 건

획을 2009년에 수립한 이래, 통합이 단계적으로 진행돼

도시-많은 미국 도시가 그러하듯이-는 인덱스의 몇 가지
지표에서 나쁜 점수를 기록하게 될 거라는 점이다. 우리

용을 살펴볼 것이다.

도시 모빌리티 실적을 측정하기

과정에서 3가지 핵심 주제가 부상했다.
1.	성능과 탄력성. 도시 모빌리티는 효율적이어야 한다.

스, 보안 또한 감독 당국들이 보다 밀접하게 연결될수록
달성하기 쉬워진다.

자가용 차량의 도전과제

강 관련 결과에 직면한, 도시의 리더들은 콜럼버스의 운

왔다. 통합이 완료될 때, 다년간의 노력이 온타리오주 전

은 점수를 기록한 도시는 또한 교통 혼잡과 이동 시간

송 시스템을 스마트 모빌리티에 맞는 본보기로 재탄생시

반에 걸친 다수의 운송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해, 사용자

는 그러한 선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딜로이트의 분

을 최소화하고, 도로와 기타 인프라를 관리하며, 복수

키기 위해 야심 찬 전략을 공들여 만들었다. 날씨가 꼭

들이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단 하나의 카드만을 사용해

석-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의-은 자가용 차량에 대한 과도

방해되지는 않는다. 걷기와 자전거 타기는 파리, 베를린,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5

한 의존에 따른 몇 가지 유해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교통

열차의 정시 운행은 기본이다. 그러나 이 범주에서 높

의 통합된 교통 수단을 제공한다.

4

2.	비전과 리더십. 도시 모빌리티는 혁신, 이해관계자들

암스테르담-모두 북부 유럽의 도시-에서 대부분 널리 사

도시가 성장하고 확장하며 주거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혼잡, 공해, 교통사고가 이에 포함된다.6 만약 도시가 계

간의 조화, 그리고 방향성을 필요로 한다. 고성능의, 탄

용되었다. 헬싱키 또한, 최상위 순위권에 속했는데, 그 도

많은 젊은 가구에게는 교외로 이사해 도시로 출퇴근하는

속해서 성장한다면-그리고 OECD의 예측대로 2050년

시는 빈번하게 눈이 내리는 곳이다!

선택밖에 남지 않게 된다. 너무나 자주, 실용적인 유일한

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통근 대안은 자가운전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단

다면7-공공 및 민간 관계자들은 공간 활용을 최대화하고

일 당국 혹은 다수의 당국 간의 밀접한 협력이 없으면, 대

관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람과 상품을

중교통은 너무 복잡해지고 활용하기에는 시간 소모가 너

이동시키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력적이고, 포용성 있는 모빌리티 시스템의 창조는 우연
히 일어나지 않는다. 이 두 번째 주제는 도시의 미래 모
빌리티 니즈에 대해 리더들이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전
향적으로 사고하는지를 분석한다.
3.	서비스와 포괄성. 도시 모빌리티는 모든 거주자에게 접
근 가능해야 한다. 이 범주에서 모범적인 도시는 대중
교통에 대한 광범위한 도달 범위와 적절한 대기 시간,

통합이 열쇠다
런던, 싱가포르, 베를린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는 운송 실적에서 최상위권의 점수를 기록했다. 더 좁은
영역을 담당하는 시스템에 더 많은 사람이 자금을 제공하

무 크게 된다. 그러나 자가용 차량의 운전은 교통혼잡, 공

자가용 차량은 일부 환경에서는 잘 기능할 수 있고 모

해, 주차난을 가중시키며, 가구에 지우는 경제적 부담은

빌리티 환경의 중요한 일원이기는 하다. 지리적으로 확장

언급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일부 가구는 도시 중심부의

해 나가는 도시는 차량의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www.deloitte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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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도시는 점수를 매긴 도시들 중

이 제멋대로 뻗어 나가는 대도시가 따라 하기 어려울 가

복되는 운송 관련 일부 문제를 해결해주는 첨단 솔루션을

데, 데이터 공유를 가능케 하고, 사이버보안을 모니터링

지리적 확장이 가장 큰 도시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 도시

능성이 크다.

활용해서 리더로 도약할 수 있다.

하며, 민간 부문의 혁신과 참여를 장려하고, 모빌리티 공

는 자가용 차량의 운송 부담률이 보다 높고 능동 운송의

문화의 역할은 또한 사람들이 보통 상정하는 것보

리더들은 무엇이 ‘적절한’ 종류의 투자인지를 파악

지분이 낮다. 또한 그들의 전략적 계획은 도로의 개선 및

다 운송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 훨씬 더 중요하다. 비정

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하거나 기술

도로 기반 운송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

기적인 승차공유는 워싱턴 D.C.(이 지역에서는 ‘슬러깅

적 개선을 도입하는 투자가 이에 해당된다. 더 많은 서비

아직도, 개인 차량에 크게 의존하는 도시는 차량의 사

[Slugging]’이라고 알려진)와 뉴욕 같은 도시에서는 흔한

스의 추가 혹은 더 많은 도로의 건설이 도움이 될 수 있

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숙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이지만, 다른 미국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다. 비슷하게,

긴 하지만, 더 나은 통합 전략의 개발과 민간 부문의 더

서비스형 모빌리티 솔루션의 일환으로 차량공유와 승차

암스테르담은 자전거 문화로 상당히 유명하지만, 이런 현

많은 참여가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유를 통해 개인의 차량 소유 역량을 증강시켜, 차량 대

상은 다른 도시에서는 그렇게 흔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시나리오에서, 정부는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곤 하는

사람의 비율을 유지하거나-혹은 심지어 축소시키는 게 어

비슷한 지리와 인구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도 그러하다.

쩌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은 최초 단계/최종 단

그리고 ‘자동차 문화’의 중요성 및 ‘버스의 오명’과 같은

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의 대비책이 되곤 한다. 딜로

대중교통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문제가 존재한다. 도시가

이트의 연구 결과는 만약 대중교통에 도달하는 일이 문

운송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에 수십억 달러를 쓸 수 있지

제가 될 경우, 사람들은 자가용 차에 올라타고... 목적지

만, 만약 대중이 버스나 지하철 사용을 자가 운전과 비교

에 닿을 때까지 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여정의 시

해 이류 수준의 대안으로 인식한다면, 승객 수가 늘어나

작점과 종결점에 대한 편리하고 적당한 가격대의 솔루션

지 않을 것이다. 덴버(Denver)시의 사례가 그런 경우다(

창출-전면적인 서비스형 모빌리티를 통해 이상적으로 통

딜로이트 조사 대상에는 불포함).9 자동차 소유는 미국인

합된 자전거 공유, 동적 셔틀버스, 차량 호출을 생각해

의 정신에 깊이 각인되었고, 자동차제조사에 의한 수십

보라-은 개인 소유 차량에의 의존을 줄이는 중요한 단계

년 동안의 선전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10 그리고 이

가 될 수 있다.

는 중국에서 점점 더 중요한 신분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

파리는 나 홀로 차량의 수를 줄이는 데 상당한 진전을

다.11 이러한 문화적 장벽의 극복은 특히 운송 기획자에게

이뤘다. 2007년 자전거 공유 계획, 2011년 전기차 공유

난제일 수 있다. 그들은 지배적인 믿음과 타협하는 방안,

계획을 도입했고, 2013년 센 강변의 주차 개방을 중단

혹은 이를 온화하게 재형성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12

급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표준과 규칙을 수립하는
일을 수행한다.

DCMI 방법론
딜로이트는 기존 문헌의 검토 결과, 경제적 성장과의 상관관계, 딜로이트 연구팀의 분석 결과에 기반해 60가지의 고유한 데
이터 매개 변수를 선택했다. 데이터는 정부 통계 데이터베이스, 제3자 보고서, 민간 판매자,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이후 딜로이트 내외부의, 도시 모빌리티 혹은 특정 도시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질적 판단을 반
영했다.13
딜로이트는 각각의 측정지표에 1에서 5사이의 점수를 할당했는데 이는 측정지표에 속한 데이터 매개 변수에 기반한다. 측정
지표에 따라, 점수 할당에는 질적 평가를 수치로 변환하는 과정, 상대적 점수 산출을 위해 데이터를 지수화하는 과정, 혹은 두
가지 모두가 수반되었다. 우리는 일부 데이터 매개 변수와 측정지표를 한가지 주제 이상에 적용했다.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한 도시의 준비 수준을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14 딜로이트는 운송의 ‘스마트’ 혹은 ‘디지털’ 요소를 다루
는 매개 변수에 더 면밀하게 초점을 맞췄다. 특히, DCMI는 통합 및 공유 모빌티리, 미래상 및 전략, 혁신,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한 규제적 대비 수준, 사용 용이성을 살폈다. 다음으로 측정지표 점수의 평균을 계산했다. ‘5점’은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준비 수준에 가장 근접했음을 가리킨다. (그림 1 참조)

했다. 지난 15년 동안 교통량은 30% 이상 줄어들었다.8

모빌리티 환경을 다시 만들기
운송에서 문화의 역할
EU의 특성 별 전통식품 지정과 유사하게, 도시의 모빌
리티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도시의 문화 및 ‘향미’에 의해 형
성되어 자기만의 독특한 지역적 정취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지리는 모빌리티에서 막대한 역할을 차지하며, 그리
고 이는 리더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 다른 도시를 살펴볼
때 고려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널리 퍼져 나간 도시들은
능동 운송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A지점에서 B지
점으로 가야만 할 때, 대도시를 자전거로 가로지르는 일
은 그다지 실행 가능한 대안이 못 된다. 이 점과 관련해
서는 암스테르담이나 헬싱키와 같은 도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긴 하지만, 그들의 성공비결은 로스앤젤레스와 같

딜로이트의 연구에서, 우리는 모빌리티가 도시의 경

수집된 데이터는 2016년과 2017년의 자료다(신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전 자료를 사용).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한,
이들 정보는 5년이 넘은 자료가 아니다. 일부 경우에는, 추세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나, 대부분의 데이터는 최신 연도에 대한
횡단면을 보여준다.

제적 번영에 중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점이

전체적으로, 딜로이트는 40곳 이상의 도시를 조사했다(18곳의 도시에 대한 요약 결과는 본고와 동시에 출간되었다. 다음 몇

바로 모빌리티를 제대로 만듦에 따른 보상의 잠재력이 엄

달 동안 다른 도시들이 추가될 것이다). 고른 지리적 분포, 규모의 다양성(인구 및 면적), 각양각색의 경제발전 수준을 반영

청난 이유다. 문제 해결을 위한 독창적 해결책의 탐색에

하기 위해 도시들을 선택했다.

서, 모빌리티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들은 자금의 확보가

물론, 이와 같은 복합 측정치를 창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그 과정 중에 이뤄진 선택과 가정의 산물이다. 우리의 작업은 오늘

장기적인 해결책인 경우가 거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준

날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의 모빌리티가 어떻게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관

다. 그들의 성공은 순수한 투자보다는 통합과 혁신에 기

점,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번영과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공헌에 대한 관점을 지침으로 삼았다. 쉽게 접근 가능한

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복수의 운송 수단을 보유한 곳, 개인 소유 차량에 비해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에 주안점을 둔 곳, 모빌리티 네트워크를

특정 지표 전반에 걸쳐 나쁜 점수를 기록한 도시들에

가능케 하기 위해 디지털로 발걸음을 내디딘 곳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로 다른 미래상을 지침으로 삼은, 서로 다른 선택과

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변화의 속도와 기술적

가정은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덧붙여, 현재 DCMI는 궤적이 아닌, 순간의 묘사만을 제시한다. 이는 도시가

트렌드를 고려할 때, 모든 도시에게는 다음 5년에서 10
년 동안 급진적으로 도시의 모빌리티 환경을 새롭게 만들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흘러왔는지를 포착하지 않고, 어떻게 과거의 투자가 모빌리티에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평가하지
못한다. 딜로이트가 매년 데이터를 갱신함에 따라, 보다 탄탄한 큰 그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기회가 있다. 오늘날 낮은 순위를 기록한 도시도 계속 반

www.deloitte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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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시티 모빌리티 인덱스

딜로이트 도시 모빌리티 인덱스:
주제, 지표, 선택한 데이터
주제

성능과
탄력성

지표

서비스와
포괄성

미래와 스마트 시티를 향한 딜로이트의 글로벌 추진계획을 선도한다. 그는 런던에 거주한다.

예시 데이터

해리스 이샤드(Haris Irshad)는 딜로이트 MCS 유한회사의 전략 및 운영 시니어 매니저다. 그는 런던에 거주한다.

교통 혼잡

·교통 혼잡에서 소모되는 최대 시간
·혼잡도 수준

·도시 중심부까지 걸리는 운전 시간(동서남북
각 기본방향으로부터 10km 운전, 혼잡 시간대)
·버스전용도로의 길이(km)

대중교통 신뢰성

·지하철/노면전차의 연착률
·버스의 연착률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평균 시간(분 단위)

저스틴 본슈타인(Justine Bornstein)은 영국 모빌리티의 미래 사업부의 인사이트 리드 및 프로그램 매니저이며 딜

대중교통 안전성

·도로의 질
·걷기에 알맞음 정도 점수

·교통 관련 사망자 수
·교통 관련 중상자 수

로이트 MCS 유한회사의 시니어 매니저다. 그녀는 런던에 거주한다.

·운송에 대한 공개 데이터 혹은 API의 존재 여부
·도시에서 차량공유 시스템 존재 여부

·도시에서의 자전거 공유 시스템
·서비스형 모빌리티 앱의 존재 여부
·자가용 차량 의존도

·PM2.5 농도 연간 평균치
·PM10 농도 연간 평균치

·1인당 CO2 배출량
·대기 질 측정치

비전과 혁신

·도시 혁신 및 모빌리티의 미래 전략

·규제 당국의 협력과 민간 및 학계와의
공동 추진계획

투자

·지역 당국/도시 총 예산에서 운송 관련 예산의 비중

·운송에 대한 투자 수준

혁신

·전기차 보급률
·운송에 대한 공개 데이터 혹은 API의 존재 여부
·스마트 운송/모빌리티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스타트업

·IESE 스마트 시티 인덱스에서 도시의 순위
·도시 혁신 및 모빌리티의 미래 전략
·서비스형 모빌리티 앱의 존재 여부

규제 환경

·승차공유 기업의 운영 여부
·규제 당국의 수
·도시 혁신 및 모빌리티의 미래 전략

·규제 당국의 협력과 민간 및 학계와의 공동 추진계획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의 지원

환경적 지속가능성
추진계획

·운송 지속가능성 점수
·지속가능성 계획 점수
·자전거 도로의 길이(km 기준)
·전기차 보조금

·해당 연도에 CO2 배출이 적은 차량의
판매 대수/등록 대수
·버스 전용 도로의 길이(km)
·‘환경 친화적인’ 교통 수단의 지분
(대중교통, 걷기, 자전거 타기 포함)

대중교통의 공급

·지하철 노선의 길이(km 기준)
·경전철 정거장의 수
·자전거 도로의 길이(km 기준)

·혼잡 시간대 전철/지하철을 기다리는 평균 시간
(분 단위)
·버스전용도로의 길이(km)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평균 시간(분 단위)

운송의 가격 적절성

·월간 대중교통 비용($ 기준)
·리터 당 연료 비용($ 기준)
·평균 주차 비용($ 기준)
·평균 택시 비용($ 기준)

·일일 최저임금($ 기준)
·자가용차, 대중교통, 자전거 타기, 걷기 그리고 택시,
연락선 등 기타 운송 수단 별로 나눈 이동 분담률

융통성

·지하철 혹은 통근 열차의 존재 여부
·노면절차의 존재 여부
·승차공유 기업의 운영 여부
·도시에서 차량공유 시스템 존재 여부

·전용 고속버스 운송 시스템의 존재 여부
·인력거, 택시, 연락선 등 기타 운송 수단의 존재 여부
·도시에서 자전거 공유 시스템의 존재 여부
·자가용 차량 의존도

고객 만족도

·대중교통 I에 대한 고객 만족도
·대중교통 II에 대한 고객 만족도
·도로의 질

·혼잡도 수준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평균 시간(분 단위)

접근성

·운송 접근성 점수
·버스 선단에 대한 접근성(% 기준)

·열차 혹은 지하철 선단에 대한 접근성(% 기준)
·걷기에 알맞음 정도 점수

통합과 공유 모빌리티 ·여러 교통수단에 걸친 통합 발권 대안의 존재 여부

대기 질

비전과
리더십

사이먼 딕슨(Simon Dixon)은 딜로이트의 글로벌 운송 리더이며, 딜로이트 공공 부문 사업부의 파트너로, 모빌리티의

디렉 M. 팬크라츠(Derek M. Pankratz)는 딜로이트 서비스 LP의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의 시니어 리서
치 매니저다. 그는 밀워키에 거주한다.미래와 스마트 시티를 향한 딜로이트의 글로벌 추진계획을 선도한다. 그는 런던에 거주한다.

스콧 코윈(Scott Corwin), 마이크 털리(Mike Turley), 빌 에거스(Bill Eggers), 티파니 도비 피시맨(Tiffany Dovey Fishman), 마크
가드너(Mark Gardner), 마크 프라이스(Mark Price), 존 스코우론(John Skowron)을 비롯한 많은 동료들이 이 프로젝트의 개발 과
정 전반에 걸쳐 귀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었다.
워윅 구달(Warwick Goodall), 킴 메츠거(Kim Metzger), 앤디 통(Andy Tong), 앤드류 노쓰틴(Andrew Nothstine), 아난트 아
가발(Anant Aggarwal), 아브힐라쉬 콘다팔리(Abhilash Kondapalli), 아칫 자이스발(Aarchit Jaiswal), 안키타 라구반시(Ankita
Raghuvanshi), 반쉬 쿠크레자(Vansh Kukreja), 바이브하브 판데이(Vaibhav Pandey), 차이탄야 산다카(Chaitanya Sandaka)
의 인덱스 개발 및 연구에 대하 귀중한 공헌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출간 과정에 걸친 딜로이트 인사이트 팀의 노력에
도 감사드린다. 특히 카렌 에델만(Karen Edelman), 아브라 칸(Abrar Khan), 니키타 가리아(Nikita Garia), 프리타 데반(Preetha
Devan), 조아니 피어슨(Joanie Pearson), 소냐 바실리에프(Sonya Vasilieff), 알록 페파카얄라(Alok Pepakayala), 아눕 알(Anoop
R), 투샤 바만(Tushar Barman), 마히마 네어(Mahima Nair)를 언급하고 싶다.
연구 및 분석 팀: 조안나 칼릭(Joanna Karlic), 아미트 츠루(Amit Tzur), 카우스터브 두베이(Kaustubh Dubey), 아시쉬 미스라
(Ashish Mishra), 제이 박(Jae Park)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 보기

딜로이트 시티 모빌리티 인덱스
스마트 도시 모빌리티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글로벌 도시들이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딜로이트의 조사결과
전체 내용을 온라인으로 살펴보라.
·45곳 이상 도시의 개별 특성 요약 결과
·도시의 실적에 관한 상호 작용형 비교, 지역부터 인구 규모 및 경제 수준까지 모든 항목별 정렬 가능
·기사, 동영상, 팟캐스트를 포함해 글로벌 모빌리티 생태계부터 산업 이슈를 총괄하는 딜로이트의 모빌리티의
미래 관련 자료모음
www.deloitte.com/insights/city-mobility-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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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에
대한 현실 점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 현황을 평가하기

즘의 자동차 산업 관련 출간물을 펼쳐보다 보면

의 최근 연구는 자율주행차 기술 생태계에 대한 투자규모

자율주행차와 전기차가 시장에 가져올 새로운 가

가 지난 3년 동안 최소한 800억 달러에 달했다고 추정한

능성을 상세하게 다루는 기사들에 파묻히기가 십상이다.

다.1 비슷한 수준의 투자 계획이 최근 몇몇 자동차 업체

실제로, 제조사, 공급사, 기술기업들이 막대한 규모

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이들은 자사의 글로벌 파워트레인

의 자금을 이들 기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중

전략을 전기화된 미래를 향해 밀어붙이려 한다. 예를 들

이다. 이러한 R&D 추진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자율주

어, 폴크스바겐(Volkswagen)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총

행차는 운전자의 실수를 제거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획기

투자가 2022년까지 86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말했다.2

적으로 개선할 잠재력을 가진다. 그리고 전기차는 운송을

표면적으로, 이들 투자는 근거가 충분해 보인다. 딜로

위한 화석연료의 연소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환경적

이트 2018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설문조사의 최근 발견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비록 이들이 부정할 수 없는 긍정

사항은 소비자들이 완전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환영할 가

적인 목표지만, 이를 달성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

능성이 크다고 시사한다: 올해 설문조사에서 미국 소비

울지도 모른다. 사실, 첨단 차량기술에 대한 현재의 투자

자의 47%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을 거라 느끼고

추세는 모든 참가자들이 올인한 상황인 거액의 판돈이 걸

있었지만, 이는 지난해의 74%에서 크게 감소한 결과다.

린 포커 게임으로 묘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

조사에서 다룬 모든 국가에 대해 같은 얘기가 가능한데,

분 결정되지 않았지만, 테이블에 앉은 모두가 이득을 볼

한국(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을 거라 느낀 사람들의 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해 비율 54% vs. 작년 비율 81%), 독일(올해 45% vs.
지난해 81%), 프랑스(37% vs. 65%)의 예를 들 수 있

이들 기술에 할당된 자본의 규모가
급등하고 있다

다.3 하지만, 비록 설문조사 결과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의 흐름을 시사한다 해도, 이 기술의 안전
성을 의심하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소비자가 대부분의 시

차량 혹은 브랜드 간의 차별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장에서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실세계에서의 긍정적인

업계에서, 자율주행과 전기화와 같은 선도적 첨단기술은

경험과 함께 소비자들의 자율주행차 수용이 보다 호의적

지난 100년 동안에 걸쳐 성숙해온 초경쟁적인 경기장을

으로 늘어날 거라고 확실히 예상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막대한 기회를 제시한다. 대부분의

신기술의 효과적인 상업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은 이

애널리스트가 전기화된 자율주행 차량이 미래의 어느 시

들 투자 의사결정이 앞으로 막대한 이익을 산출할 거라

점에서 우리 삶의 일부가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대규모

는 조짐을 찾는 기업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에게 걱정거

로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에 대해서는 의

리가 될 것이다.

견이 분분하다. 낙관주의자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펼쳐

제조업체가 현재의 사업 모델을 이용해서는 자율주행

질 준비가 된 혁명의 가장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고 믿

기술에 대한 투자로부터 상당한 이득을 거두기 어려울 거

는다. 한편, 보다 보수적인 견해는 결합될 경우, 특히 전

라고 시사하는 증거가 있는데, 독일(50%), 미국(38%),

통적인 자동차제조사를 위협하게 될 몇 가지 역풍을 고려

일본(31%)과 같은 국가에서 상당한 수의 소비자가 이

함으로써 이러한 열광을 누그러뜨린다.

기능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 어떤 추가 비용도 지불하지

이들 신기술에 쏟아 부어진 자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

않겠다는 의향을 보이기 때문이다.4 그리고 추가비용을

하기는 어렵지만,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

지불할 의향을 가진 이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수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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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완전 자율주행차량이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소비자 비율 (%)

했다. 최근 전망은 다음 10년의 중반까지 계속해서 연간
성장률이 1.5에서 2.5% 사이로 제한될 거라고 예상한
다.7 이러한 우려의 최전선은 미국인데, 대부분의 애널
리스트가 순환적 경기하강을 예상 중이다. 2017년 10
월 기준으로 차량당 평균 $3,472에 도달한 보조금 수준
의 상당한 상승은, 이미 시장이 인위적으로 떠받쳐지고
있음을 시사한다.8 산업이 2009-2010년의 경제적 붕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작용하는
몇 가지 요소가

를 뒤로 떨쳐 내긴 했지만, 대중시장을 상대하는 기존 업
체의 여전히 막대한 고정비가 이들을 물량 변동에 민감
하게 만들-특히 경기 하강기에-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십
년 전처럼 말이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 환경이 긴축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동차제조사가 운영 투자를 우선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
게 되어,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규모 자본투자를 정당화하
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 시나리오는 또한 이들 기술에
대한 전반적 투자의 막대한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 전통적
일본

한국

벨기에

영국

미국

인도

독일

캐나다

남아공

동남아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브라질

멕시코

자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5
EV에 대한 결과도 비슷한데, 42%의 독일 소비자와

출렁이는 수요

1/3을 갓 넘는 비율의 일본 및 미국의 소비자들이 대안

전 세계 몇몇 시장은 불경기로부터의 회복이 진행됨

적 파워트레인 기술에 대한 접근을 위해 어떤 추가 비용

에 따라 지난 몇 년 동안 기록 수준의 차량 수요를 보고

도 치를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6 이 모두가 강력히 시사

해왔다-그러나 이러한 수요는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미

하는 바는 이들 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적절한 이익을 확

국의 전년 대비 실적은 상당히 건실했었고, 시장이 여전

보하기 위해 더 본질적인 무언가-오늘날의 B2C 사업 모

히 기록 수준 근처를 맴돌고 있긴 하지만, 성장은 이제 점

델의 바로 핵심-가 변화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사실이다.

점 둔화되기 시작해, 많은 산업 분석가들로 하여금 얼마

아래서 약술한, 시장 본질의 변화는 이 점을 더욱 강화하

나 시장 동력이 남아있는지를 궁금하게 만들고 있다. 유

기만 할 뿐이다.

럽의 수요는 지난 몇 년 동안 잠정적인 교두보를 발견했
지만, 브렉시트를 둘러싼 경제적 우려는 지역의 성장 전

시장의 본질이 변화해, 판돈을 높인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작용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
는데, 이들은 자율주행 및 전기차 기술에 대한 수요와 투

망에 대해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심지어 중국조차
도 몇 년간의 중산층 확대의 큰 물결을 탄 이후에, 수요 약
화가 지속되리라고 예상한다.

자율주행 및 전기차
기술에 대한 수요와

트너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투자를 더욱

주문형 운송이라는 미지의 요인

복잡하게 만든다.

인 제조업체와 공급자들 간에 발전 중인 많은 전략적 파

출처: 2017 및 2018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설문조사

하다고 한 금액은 이 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에 장착하는

있는데, 이들은

전 세계 차량 수요는 또한 주문형 운송 서비스 모델이
더 큰 탄력을 받음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을지도 모른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움을 깨달을 수도

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사랑하

있는 상당히 달라진 글로벌 시장의 현실이다.

는 국가조차도, 딜로이트의 연구에서 소비자의 23%가

그렇긴 해도,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와 산업 격변

1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승차호출 혹은 승차공유 서비스

자 모두가 개발 중인 승차공유 선단의 다음 성장 단계를

를 사용한다고 말했고, 추가로 22%가 이들 서비스를 가

대비하는 전략은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과 함께 점점 더

끔 사용한다고 언급했다. 매우 흥미롭게도, 이 둘을 합

얽혀가고 있다.12 그러나 전 세계 일부 시장에서, 승차공

친 52%의 사용자 집단은 앞으로 차량을 소유할 필요가

유 서비스는 규제의 역풍에 맞닥뜨려 왔다. 우리는 이들

있는지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

규제로 인한 차질이 새로운 유형의 운송방식의 성장을 방

다. 인도에서는, 이 상황이 보다 확연히 드러나는데, 소비

해하는 과속방지턱에 불과할 거라고 예상하긴 하지만, 만

자의 85%가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사용해왔다고 밝

약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가 공유 모빌리

혔고, 이들 사용자의 61%는 자동차 소유의 필요성에 관

티 모델을 통해 기술을 확장하는 데 달려 있다면 규제환

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통계는 많은 국가에서 벌어

경의 불확실성은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격

지는 대규모 도시화의 증가 추세와 공유 모빌리티 선단에

변자가 분명한 우위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자본 및 자산

대한 선호로 인해 개인 차량의 소유가 급격히 줄어들 잠

규모가 작은 그들의 일반적 사업 모델은 전통적인 자동차

재적 미래를 가리킨다-이는 전통적인 제조업체, 공급자,

제조사의 막대한 기존 자산 기반과 광범위한 일련의 자본

9

11

실제로, 경차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급락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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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 인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높아진 수치다)-이는 미국의 낮은 연료비 환경에 기인한

그림 2 |

듯한데, 가솔린 가격은 갤런 당 $2.5 달러 수준을 계속해

가격적절성

다음 차량에서의 엔진 유형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 2018)

서 맴돌고 있다.16

또한 가격적절성 문제가 점점 더 미국과 같은 주요

지금까지, 미국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는 막대한 정

시장에서 커지는 중인데, 미국의 신차 평균 거래가격은

부 보조금의 사용을 통해 유도되어 왔는데, 보조금 규모

계속해서 기록적 영역 근처를 맴돌고, 2017년 10월에

는 모델에 따라, 최대 $7,500까지 늘어날 수 있다.17 하

는 $35,428에 도달해, 전년 대비 1.5% 증가를 나타

지만, 이러한 연방 세금 보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냈다.13 이에 대응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월간 차량대

국 전기차 시장은 발판을 마련하는 데 고전해 왔으며, 연

금을 가능한 한도 내에 묶어 두기 위한 방법으로서 리

간 차량 판매량에서 단지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

스와 장기 대출과 같은 금융상품의 활용을 강구하고 있
다. 에드먼즈(Edmunds)에 따르면 리스는 거의 기록적

규제에 의해 주도되는 전기차화

인 수준을 유지해, 올해 상반기 동안 신차 거래의 거의

다양한 전 세계 사법권의 정책입안자들은 공격적으로

대출기간에 있어, 미국 시장

차세대 도시 환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깨끗하고, 효

의 평균기간은 2017년 6월 기준 69.3개월에 달해 역대

율적이고, 안전하며, 연결된 운송 시스템을 포함한다. 실

최고를 기록했다.

제로,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는

1/3(31.1%)을 차지했다.

14

15

그 결과, 소비자들이 자율주행 혹은 전기 파워트레

다음 20에서 30년 안에 전통적인 가솔린 및 디젤 엔진

인을 장착한 차량의 구매를 점점 더 주저할 가능성이 큰

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이미 선언했

데, 이들 자동차는 더 전통적인 차량과 비교해 일반적으

다. 중국 또한 전통적인 가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으로부

로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바로 이 가격

터 벗어나기 위한 시간표를 연구 중인데, 많은 부분이 주

적절성 문제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차량 소유에 관해 완

요 도시를 질식시키고 있는 해로운 배기가스를 막고 수입

전히 재고하도록 촉발해, 공유 운송이 제시하는 보다 저

석유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자 하는 정부

렴한, 사용량 기반의 비용 모델을 선택하게 만들지도 모

의 욕구에 기인한다.18 인도 또한 2030년까지 완전 전기

른다. 최소한, 이는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도

차 선단의 보유를 목표해, 현대 및 스즈키(Suzuki)와 같

록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다음 몇 년 동안 기록적인 숫자

은 자동차 제조사가 인도 시장에서 다양한 전기차를 도입

의 리스 기간 종료 차량이 시장에 풀리는 상황에서, 중고

하기 위한 공격적인 계획을 발표하도록 촉진했다.19 이 모

차 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상당수의 소비

든 정부 선언이 조합되어 대부분의 시장에서 전기화를 향

자들로 하여금 '재래식' 차량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지속

한 추진을 필연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자율주

하도록 부추길 것이다.

행차에게는 아직 기업이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하는 데 사

최근 설문조사 결과(그림 2)가 다음번 차량에서 대안

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적 지시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적 파워트레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난 12개

하지만, 당분간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저어하는 태

월 동안 중국, 인도, 일본, 독일과 같은 핵심 글로벌 시장

도를 유지할 터인데 가차없는 기대치를 따라잡기 위한 기

에서 늘어났음을 보여주긴 하지만, 미국 및 일본 양국의

술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독일 소비자들이 배

소비자들은 완전 전기차량 구매를 고려하지 않을 가장

터리 전기차에 거리를 두는 주요 이유는 한 번의 충전으

큰 이유로서 높은 가격을 들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의

로 얼마나 멀리 운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다. 비

80%가 다음번 차량에서 가솔린 혹은 디젤 엔진을 여전

슷하게, 인도와 한국 소비자들은 자국에서의 차량 충전

히 더 선호했다(이는 작년 조사에서의 76%보다 실제로

인프라 부재에 대해 가장 우려한다.

남아공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

브라질

가솔린/디젤

동남아

하이브리드 전기차

독일

벨기에

프랑스

멕시코

한국

일본

배터리 전기차

이탈리아

중국

기타

참고: ‘기타’ 범주는 에탄올, 압축 천연가스, 수소 연료전지를 포함
출처: 2018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설문조사

전 세계 몇몇 국가에서, 전기충전소와 스마트 센서와
같은 첨단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쇠약한 상태인 인

소비자들을 탑승시키는 데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프라를 갱신하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는 믿기 어려울 정
도로 크다. 전통적인 투자 모델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에

안전성, 브랜드 신뢰도, 비용 모두가 이들 두 기술, 특

직면해 창의적이고, 장기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이는 전

히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차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시사점을 포함한다. 대규

주요 요소다. 예를 들어, 작년 조사에서 미국 소비자의

모 정부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유류세 수익이 존재

54%가 자신들이 신뢰하는 브랜드에서 만약 자율주행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도를 포함한

를 제공한다면 이에 탑승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이 수치

많은 국가가 모빌리티 시스템의 현대화에 필요한 공공-민

는 63%로 늘어났다.

유럽에서는, BMW, 다임러

흥미롭게도, 중국 소비자들이 자율주행차에 가장 긍

(Daimler), 폴크스바겐, 포드(Ford)와 같은 자동차 제조

정적이었는데,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

업체들이 아이오니티(Ionity)라 불리는 합작투자법인을

한 사람들의 비율은 작년 62%에서 올해 조사에서는 단

세워, 2020년까지 대륙 전반에 걸쳐 시설 한곳마다 약

지 26%로 급감했다. 이러한 차이의 한가지 이유는 중국

$233,000의 비용이 소요되는, 400여 곳의 고성능 전기

소비자들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있어 자국의 순위

충전소 네트워크의 설립을 목표한다.

가 최상위권에 속해 있음을 인식한 결과일 수 있다.23 몇

간 파트너십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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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글로벌 시장의 젊은 소비자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는 일이다. 자율주행 기능의 사용과 연결된 심각한 사고

가격은 심지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2026년까지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전기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

보다 수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Y/Z 세대 인구 집단

건 혹은 라스베가스에서의 완전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관

kwh 당 $100에 도달할 잠재 가능성이 있어,27 배터리 전

선하기 위해 설계된 고체상태 배터리와 같은 새로운 발전

의 70%는 신뢰받는 브랜드가 자율주행차를 생산할 경

계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접촉사고이건 간에, 결과는 비슷

기차를 전통적인 차량과 비교해 더 가격 경쟁력 있고, 궁

은 그저 손에 닿지 않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 투자의 창이

우 자신들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 말했

하다. 소비자들은 기술의 준비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

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만들 것이

더욱 확대될수록, 대부분의 참여자가 개발에 대한 지출을

다. 이는 X세대의 62%와 베이비부머/부머 이전 세대 소

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미국 소비자의 71%가 만약 자

다. 하지만, 이런 예측은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에 근거하

정당화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 이유 하나만

비자들의 56%와 대조적이다.

율주행차가 안전성 기록을 확립한다면 자신들이 이에 탈

는데, 이 배터리는 사고로 구멍이 날 경우 발화할 위험이

으로도, 기업은 어떤 기술투자에 판돈을 걸 수 있는지 그

그렇긴 하지만, 브랜드 신뢰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말했다(작년의 68%에서 상승).

있다. 고체상태 물질의 사용과 같은 배터리 기술의 새로

리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몇몇 힘겨운

상황에서도, 완전 자율주행차를 시장에 내놓을 거라고 소

한국(83% 대 70%), 독일(63% 대 47%)에서도 이야

운 발전은 배터리 전기차에서 이용되는 배터리의 전반적

선택을 내려야할 가능성이 크다.

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업의 유형은 작년과 비교해 변

기는 비슷하다. 이에 응답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대기

안정성 개선을 약속하지만, 이들은 또한 더 비쌀 가능성

하지 않았다(그림 3). 일본, 독일, 미국의 소비자들은 여

업 중 일부를 포함한 몇몇 기업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이 크며,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러하다.

전히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를 신뢰한다. 이는 한국, 인

문제만을 일으키며 오랫동안 자율주행 기술을 실험해 왔

마지막으로, 작동 중 연결된 차량의 수가 증가하는 상

른 영역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할 필요에 의해 가중

도, 중국의 소비자들과 대조적인데, 이들 국가는 신규 자

다. 그러나 이런 장기적 R&D 실험을 중심으로 구축된 대

황에서, 소비자들은 또한 차량이 악의를 가진 해커에 의

된다. 짧게 말해, 자동차 산업 분야의 자본 투자에 대한 누

율주행차 제조사 혹은 기존 기술 기업을 가장 선호한다.24

부분의 호의, 믿음, 흥미를 파괴하는 데는 한 번의 부정

해 침입 받을까 두려워한다.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적적 수요는 믿기 힘들 지경이라는 표현이 전혀 부족하지

이런 차이점의 한가지 이유는 보다 성숙한 시장에서 자동

적 사고로 족하다.

(American International Group)에 의해 수행된 최근

않으며, 첨단기술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관심이 어느

추가로, 배터리로 작동하는 차량의 높은 가격은 배터

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거의 75%가 차량 해킹을 걱

정도 고무적이긴 해도, 이들 중 무엇에 대해 비용을 치르

자율주행차와 같은 신기술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다

리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하락할 것이다. 실제로, 2013

정스러운 문제로 꼽았다.28 그 결과, 딜로이트의 설문조

겠다는 그들의 욕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편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기술이 실세계

년 이후 배터리 가격은 거의 50% 가까이 하락했는데,

사가 보여 주듯이 미국 소비자의 54%는 만약 정부가 제

의 환경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함을 증명하

kwh 당 $599에서 2016년 kwh 당 $273로 떨어졌다.

조사들이 사이버보안 문제를 가능한 심각하게 받아들이

차 브랜드들의 상대적인 강세와 관계 있을 수 있다.

도록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과 규제를 제정한
다면 보다 편안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완전 자율주행차를 시장에 가져다줄 거라고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업 (%, 2018)

그림 3 |

일본

프랑스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

출처: 2018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설문조사

벨기에

독일

미국

남아공

새로운 자율주행차 기업/기타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이들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은 모빌리티 서비스, 첨단
소재, 연결성, 고객 경험의 디지털 변환과 같은 다수의 다

앞으로, 다음 3가지 시사점이 업계 관계자의 마음속
최상단에 자리할 것이다.
·새로운 사업 모델이 수익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
이다. 지배적인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소
유하기 위한 골드러시에 참여 중인 수십 곳의 기업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향하는가?

인도

기존 기술 기업

중국

동남아

을 고려하라. 이 기술에 투자하는 모두가 승리하지
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오로지 현재의

전 세계 몇몇 주요 자동차 시장의 탈선을 위협하는 수

‘소비자 판매’ 사업 모델을 사용하는 확실한 기술에

요 둔화와 냉각 중인 글로벌 환경의 역풍을 고려할 때, 자

대해서만 값을 치를 의향이 있다. 최소한, 자율주행

동차 제조사, 공급자, 기술기업들이 자율주행 및 전기차

기술 투자는 그 투자를 현금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

파워트레인 개발에 현재 흘러 들어가는 자본 할당의 광적

업 모델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격변자

인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시장 합리화,

가 기존 기업의 투자를 활용할 기회의 문을 더욱 크

브랜드 분사, 혹은 운영비 절감을 통해 집중적인 투자 수

게 열어줄지도 모른다. 만약 총괄적인 사업 모델 해

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기업

법이 기술 투자에 대한 적절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

조차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해 필요하다면, 새로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창조

로, 일부 기업은 장기적 기술 투자전략보다 우선하는 더

하기 위한 헤라클레스의 과업에 대비하라. 아무리 첨

시급한 운영 문제에 고투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빠르게 깨

단이고 복잡하다 해도, 기술은 실질적으로 가장 쉬

달을지도 모른다.

운 부분이다.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기술을 주류로

·규제 당국과 정책입안자를 주의 깊게 지켜봐라. 조

이끄는 데 필요한 투자 과정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

만간 이 모든 신기술에 표준이 강제될 것이다. 역사

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무인 차량은 여전히 매우

는 여러 시장에 걸친 규제의 파편적 속성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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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차량기술에 대한 현실 점검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차 및

At the end of the day, it can be
전기차
이끄는process
데
argued기술을
that the주류로
investment
required
to bring
필요한
투자
과정이fully
아직autonomous
충분히
and electrified vehicle technology
성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into the mainstream is not yet
있다.
mature enough.

크레이그 기피(Craig Giffi)는 부의장이자 딜로이트 USA의 자동차산업 리더, 딜로이트 리서치 & 인사이츠의 매니징
프린시펄이다. 그는 클리브랜드에 거주한다.

조셉 비탈 주니어(Joseph Vitale JR)는 딜로이트 컨설팅 LLP의 프린시펄이자 글로벌 자동차산업 사업부의 리더다.
그는 디트로이트에 거주한다.

토마스 쉴러(Thomas Schiller)는 딜로이트 독일의 파트너이자 자동차 사업부 리더다. 그는 뮌헨에 거주한다.
라이언 로빈슨(Ryan Robinson)은 딜로이트 캐나다의 자동차산업 연구 리더다. 그는 토론토에 거주한다.
딜로이트 서포트 서비스 인디아 Pvt. Ltd.의 어시스턴트 매니저 스리니바사 레디(Srinivasa Reddy Tummalapalli),
시니어 애널리스트 안킷 미탈(Ankit Mittal)을 포함해 본 연구와 보고서의 작성에 도움을 준 굉장한 팀에 감사를 전한다.
또한 딜로이트 서포트 서비스 인디아 Pvt. Ltd. 소속의 스리니바사라오 오구리(Srinivasarao Oguri), 바입하브 코브라게이드
(Vaibhav Khobragade), 산켓서브(Sanket Surve), 크루티카 드위베디(Kruttika Dwivedi)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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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의 미래를 위해 자금조달하기

모빌리티의
미래를 위해
자금조달하기

대

부분의 정부는 운송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어쩌면 사람들로 하여금 차량 소유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수익에 크게 의존한다. 유류세부터 주차요금, 교

촉발할지도 모르는데, 이는 차량 판매 관련 세금과 면허

통신호 위반 벌금, 차량 구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하철

및 등록세 수익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자

및 버스 요금, 등록 및 운전면허 관련 인지세까지 모든 것

율주행차가 부상한다면, 교통신호 위반과 주차 수요의 급

이 인프라 유지, 대중교통 지원, 그리고 더 많은 일을 위

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 수익 감소 가능성의 조짐에 대해,

한 중요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은 미국에서 차량과 관련해 발생하는 수익의 현황

그러나 모빌리티의 미래가 펼쳐짐에 따라, 그러한 안
정적인 자금 출처 가 증가하는 압력 아래 놓일지 모른다.
1

과 그 수익이 2040년까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강의 추정치를 제공한다.

전기자동차의 증가는 디젤 및 가솔린 판매에서 발생하는

동시에, 전 세계 정부의 운송 관련 자금조달 필요가

세금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는

지금보다 컸던 적이 거의 없었다. G20이 후원하는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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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의 미래를 위해 자금조달하기

그림 1 |

대부분의 운송 수익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림 2 |

잠재적인 모빌리티 자금조달 접근법

미국의 차량 관련 공공부문 수익에 대한 모빌리티 트렌드의 잠재적 영향

접근법

10억 달러 기준

사례

사용량 기반
요금 청구

·런던, 싱가포르, 스톡홀름의

면허 및 비용

·시카고와 뉴욕의 주행 건당 요금

주요 고려사항

·상대적으로 큰 선투자 비용

교통 혼잡 부담금 부과

·초기 단계 동안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경우가 많음

고속도로 신탁 자금의 86%가 유류세에서 나온다.
세율은 1993년 이래 변하지 않았다.

유류세

연료 경제성의 개선과 자동차의 전기화가 2040년까지 가솔린
수요를 대략 30%까지 줄일 수 있다.

등록 및 면허세

미국에는 2억5천만 대 이상의 등록 차량과 2억1천만 명
이상의 면허 운전자가 있다.

모빌리티 데이터의
상업화

승차 호출 소비자의 대략 절반 가량이 자동차 소유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경제적 부담을 줄 위험
·수익 잠재력이 크지 않음

·비록 일부 도시와 주가 데이터와 기록에

·가치를 매기기 어려움

대한 접근에 비용을 부과하지만,

·공개 데이터와 연관된 다른 이득을 제한할 가능성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묾

·잠재적인 개인정보 및 사이버보안 우려

주차

2016년 뉴욕시는 주차비와 벌금으로 거의 1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고, 또 다른 1억1천만 달러를 교통위반 벌금에서 얻었다.

교통법규 집행

공공-민간 협력
(PPPs)

2040년까지, 도심 및 교외에서의 이동 거리 중 2/3가 자율주행차에
의한 것일 수 있는데, 이는 주차의 필요성이 매우 적다.

·델리-미루(Delhi-Meerut)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비용 지불의 연기만 이뤄짐

·토론토 사이드워크 랩스 퀘이사이드
(Sidewalk Labs Quayside) 인근 프로젝트

·협상과 실행이 복잡할 수 있음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기타(주로 통행료)
2015년 오클라호마 턴파이크(Oklahoma Turnpike) 당국은
2억 5,6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징수했다.

모빌리티 비용을 다루는 잠재적인
4가지 방법

미국에서 차량 주행 거리는 2040년에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

깨끗하며, 안전하고, 보다 공정한 모빌리티 환경의 구현
을 추구할 때의 대안에 관해 명확히 알게 해준다.

그러면 무엇이 이뤄질 수 있는가? 일부 정부는 유류
세와 같은 전통적인 재원으로부터 운송 관련 수익을 이동
출처: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 미국 인구 조사국, CIA 월드 팩트북, 미국 의회 조사국, 거버닝 매거진(Governing Magazine)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딜로
이트의 분석, 이들 추정치는 일종의 개념적인 것으로 봐야 하며, 정책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고, 운영비는 고려하지 않았다.

1. 사용량 기반 요금 청구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수의 방법을 탐색해 왔다. 다음의

많은 국가는 다리나 터널과 같은 특정 지점과의 연동

4가지 광범위한 접근법이 성공적임을 증명해왔기 때문

혹은 도로의 특정 구간에 걸친 방식이건 간에 어떤 형태

에, 일부 정부의 관심을 끌거나, 혹은 신기술과 함께 대두

로든 통행료에 관한 경험이 있다. 그러한 전통적이고, 고

벌 인베스트먼트 허브(Global Investment Hub)에 따르

위해 필요한 시설 지지대, 카메라, 차량 센서를 설치하는

할지 모른다-사용량 기반의 비용 청구, 면허 및 요금, 모

정적인 통행료 징수는 일반적으로 인프라 건설 비용을 만

면,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의해 부채질된, 도로 인프라에

데 수억 달러가 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에는, 더 동

빌리티 데이터의 상업화, 공공-민간 협력(Public-Private

회하거나 혹은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익 창출을 위해 설계

대한 전 세계의 누적된 자금 부족이 2040년까지 7.5조

적인 사용량 기반의 통행료 책정과 수요공급을 관리하고

Partnership)(그림 2). 이 4가지 모두가 장점, 한계, 잠재

되었다. 보다 최근에는, 일부 정부가 혼잡 통행료 징수-보

달러로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한다.

처리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적인 도전과제를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모빌리티

통 도시 중심부와 같은 특정지역 진입에 연관된 요금-를

그리고 모빌리티에서 떠오르는 트렌드를 활용하려면

백본(digital backbone)'-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의 설치

트렌드 니즈에 대한 마법 탄환이 존재한다고 시사하지 않

시험 중인데, 이는 런던, 싱가포르, 스톡홀름에서 목격되

새로운 지출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런던,

에 심지어 훨씬 더 많은 선투자 비용이 들 수 있다(비록

는다. 이들 서로 다른 자금조달 및 금융 기제와 연관된 상

며, 이들 지역에서는 연간 1억 달러에서 2억3천만 달러

충 관계의 이해는 공공 및 민간 분야 리더들이 더 빠르고,

사이의 순요금이 거둬진다.6 전통적인 통행료와 대조적

2

스톡홀름, 싱가포르의 경험은 교통 혼잡 부담금 부과를

3

창출되는 장기적인 수익 잠재력 또한 더 크다고 해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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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련의 조건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요금 조정이 가능한 진정으로 역동적인
사용자 기반의 요금 청구 시스템을 구상하는데,
부분적으로 이는 신기술 및 센서 그리고 보다
편재화된 데이터 덕분에 가능해졌다.

히 하는 일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도로 통행료 부과는

의 100,000달러16까지 상당히 차이가 크다. 공항 접근권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 처음 도

은 특히 가치가 클 수 있다. 많은 경우, 고정된 면허 비용

입될 때는 그러하다.12 이는 보통 외곽지역에서 도시 중

은 이동 건당 혹은 수익 기반의 요금과 결합된다.

심부로 이동하며 대안적 이동 방식에 대한 손쉬운 접근이

도시는 또한 수익을 창출하고 대중교통의 생존 유지

어려울지 모를 저소득 개인들에 대한 역진세를 표방한다

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

는 인식이 많다.13 용도 제한에 따른 수익을 범용 기금보

한 이동 건 기반 혹은 사용 건 당 요금을 탐색해 볼 수 있

다는 운송 인프라에 투입하는 게 지지 강화에 도움이 되

다. 예를 들어, 시카고는 모든 승차공유 운행에 건당 67

는데, 기존 대중교통 요금 혹은 주차비와 비슷한 수준으

센트의 비용을 추가해 2018년 약 1,600만 달러의 수익

로 요금을 묶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언제 어디
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는
또한 정부가 요금의 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
게 해주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불공정한 취급에 대한 우
려를 완화시킨다.

을 거둬서17 도시전철 구간의 유지 및 수리를 할 수 있길
희망한다.18 많은 다른 주와 도시들도 유사한 계획을 구
현 중이다.19 그러한 프로그램은 중요한 소득 원천을 제공
하는데-뉴욕의 임대 차량에 대한 새로운 요금은 연간 대
략 4억 달러 수익을 창출 가능하며20-그리고 대중교통 비
용을 민간 서비스와 경쟁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 일부 지역에서 목격된 버스와 전철의 '운행 중단'의

많은 도시가

방지에 도움이 된다.21

으로, 이들 새로운 방식 중 많은 경우가 반드시 수익 증가

금을 책정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가 될지 모른다.8 가장 포

를 목표로 하진 않는다-대신에, 이들은 특정 사용자 집단

괄적인 발전 단계는 도시 전반적인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대형 화물 차량), 지역(도시 중심부), 특정 시간대(출퇴

으로 구체화되어 물리적 인프라(도로, 철도), 운송 수단(

근 시간)를 겨냥해 교통량 관리 그리고 혼잡 및 오염으로

차량, 대중교통, 승차공유, 자전거공유), 운송 서비스 공

인한 외부 효과에 비용 부과를 추구한다.

급자(통합자, 대중교통시스템)를 통합하고 시장 정산 기

현이 간단하기는 하지만, 정부는 주의 깊게 접근법을 보

제를 통해 시스템 전반에 걸친 최적화를 창출한다.9

정해서 사용자들이 가치 있다고 크게 여기는 혁신을 억누

우리는 일련의 조건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요금 조정이
가능한 진정으로 역동적인 사용자 기반의 요금 청구 시스
템을 구상하는데, 부분적으로 이는 신기술 및 센서 그리

주요 고려사항

고 보다 편재화된 데이터 덕분에 가능해졌다. 그러한 시

통행료 부과에 대한 모든 가능한 목표 중에, 수익 증

스템은 다른 시간대 혹은 다른 도로로 운전하는 사람들마

가가 가장 어렵고 이득의 현실화까지 가장 오랜 기다림

다 다른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수

이 필요할 수 있다. 도로 통행료 부과 체계의 수립, 운영,

요 관리에 도움을 주는 데 사용 가능한 유연하고 적응성

유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하락하는 센서 가격

있는 도구를 운송 관리자에게 제공한다. 이는 또한 다른

과 증가하는 스마트폰의 편재화가 도움이 될 수 있음에

운송 수단으로 교통량을 이동시키는 데도 쓰일 수 있다.

도 불구하고). 스톡홀름은 도로 통행료 책정 시스템을 위

개인 차량을 홀로 운전하는 일이 값비싸짐에 따라, 사람

한 인프라의 수립에 2억 3,700만 달러를 썼다.10 현재는

들이 대중교통, 카풀, 자전거 주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그 시스템이 1년에 약 1억5,500만 달러를 도시에 순익

커진다. 그리고 보다 동적인 요금 책정은 도로를 넘어서

으로 안겨 주기는 하지만 말이다.11 보다 근본적으로, 도

보도를 포함하도록 확대될 수 있는데, 많은 도시가 보도

로 통행료 부과는 수익 목적과 어긋나게 작동하는 경향

관리 계획을 재검토하는 중이다.7 예를 들어, 언제 어떤

이 있다. 만일 목표가 돈을 늘리는 거라면, 요금을 지불

지역이 운송 차량에게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 버스에

하는 보다 많은 차량들이 도로로 나서길 원하겠지만-그

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상세하고, 동적인 지도 및 신기

러나 대부분의 통행료 부과 노력은 차량의 수를 감소시

술이 그 공간의 사용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서로 다른 요

킨다. 특정 도로에 대한 통행료 부과 계획의 목표를 분명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진정한 보물단지 위에

주요 고려사항
새로운 요금 혹은 면허 비용의 추가가 상대적으로 구

르거나 혹은 부당하게 새로운 모빌리티 대안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공정한 비용 구조를 수립하기 위한

앉아 있다.

그러한 서비스 공급자들과의 직접적 협업이 아마도 미래
를 향한 최선의 방법일지 모른다. 시장에 따라, 연간 라이
선싱 요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의 규모는 보통 상

2. 면허 및 비용

대적으로 소소한데,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이의 적용이

종종 여러가지 목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면허와 허가
는 오랫동안 정부로 하여금 미용업부터 주류 판매까지

가능한 주요 민간 분야 모빌리티 공급자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한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든 업종으로부터 수익을 걷도록 도와왔다. 유사하게,
지방 및 지역 정부는 모빌리티 공급자에게 시장 접근권

3. 모빌리티 데이터의 상업화

을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런던

많은 도시가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진정한 보물단

교통 공사(Transport for London)는 민간 고용 공급자

지 위에 앉아 있다. 운송 사업자는 사람들의 일일 이동에

에 대한 계층화된 라이선싱 요금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대한 고도로 상세하고 포괄적인 기록을 소유한 경우가 많

런 공급자들 중 최대 규모업체(차량 10,000대 이상)는 5

다. 도시와 지역 정부가 민간 부문 공급자 또한 활용하는

년 동안 4백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게 된다. 미국에서 승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의 탐색을 시작함에 따라,22 도시 모

차 호출 및 운송망 기업에 대한 고정 요금은, 최소 금액

빌리티의 결과적인 그림은 보다 총괄적으로-그리고 가치

인 아리조나의 1,000달러15부터 최대 금액인 버지니아

있게 성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그러한 시스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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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형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는 귀중한 정보와 접근

도출 가능한지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한술 더 떠

권을 '거저 줄지' 여부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서, 그러한 움직임은 '공개 데이터'를 향한 현재의 트렌드

들어, 누구나 가용한 공개 API를 갖춘 무료 정보 데이터

를 거스르는데, 공개 데이터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전

교환소의 설립은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자, 광고업체, 기

반적인 네트워크 효율성과 고객 만족을 증가시키는 제3

타 많은 이들을 위한 잠재적 자산인 시스템 데이터의 상

자 앱의 개발을 통해 많은 운송 기관들에게 상당한 혜택

업화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많은 유형

을 창출해 왔다.26 자신들의 데이터를 단단히 지켜온 모

의 모빌리티 데이터가 규모에 따라 이득이 커지는 경향을

든 글로벌 도시가 이를 상업화하는 데 성공적이진 못했

보인다는 사실이며, 이는 더 많이 사용, 분석, 결합될수록

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23 다양한 모델의 탐색이 가

는 모든 결정에서 주의 깊게 상충 관계를 저울질해야만

·디지털 모빌리티 플랫폼 혹은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을 포함한 기술 공급자

능한데, 여기에는 규모 기반의 비용 청구(특정 규모의 데

한다. 일부 경우, 열린 접근의 제공이 보다 분별 있고, 심

·은행, 투자 펀드, 사모 펀드, 벤처캐피탈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기업

데이터의 가치 평가는

지어 재정적으로도 이득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개 대

·여행자에게 콘텐츠 제공 혹은 목표 설정된 광고를 전개하는 기회를 볼지 모를 미디어 기업

정부는 데이터를 가로막고 접근에 비용을 청구하

으로 승객 수를 늘리고-요금 징수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접근 권한을 라이선싱
하려는 노력에서

서로 다른 자금조달 및 융자 기제의 탐색에 더해, 정부는 모빌리티 프로그램, 특히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시급한 사회적 도전
과제를 다루는 노력에 돈을 댈지 모를 누군가를 고려할 때 넓은 그물을 던져야 한다. 모빌리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
달의 맥락 내에서, 잠재적인 민간 부문 활동자에는 보통 다음이 포함된다:
·호출공유 기업, 운송망 기업, 서비스형 모빌리티 운영자 그리고 점점 더 자동차제조사를 포함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자

중교통 데이터는 운행시간표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이
를 승차 호출과 같은 다른 운송 수단과 연결시켜 실질적

까다로울 수 있고,

민간 부문을 넘어, 정부는 또한 다음을 살펴야 한다:
·보조금, 매칭 펀드, 스마트시티 투자에 대한 육성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가 혹은 지역 정부의 프로그램.

또한 대처할 필요성이 거의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시는 미국 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에서 우승했고 그 초기 상금 4천만 달러를 추가

터 보안에 관한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걱정스러운 도전과

적인 경진대회에서 5억 달러로 불릴 수 있었다.29

제가 존재한다.

·국제적 조직 및 사회공헌단체. 개발도상국에게, 월드뱅크(World Bank)와 같은 조직은 보조금, 융자, 기타 신용 제도를
제공해 왔다.30

4. 공공-민간 협력(PPPs)

어떠한 수익 창출
잠재력이 도출 가능한
지는 불확실한

카네기멜론대학교 및 몇몇 사회공헌단체와 협력해 차량 대기 시간을 40%, 주행 시간을 26%, 차량 배기가스를

법들이, 정부가 민간 분야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

21%까지 줄이는 스마트신호등을 설치했다.31 이는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그러한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일반적인

록 대가를 지불하는 PPP 방식을 통해 구조화되고 실행될

능력을 훨씬 넘어선 사업이다.

수 있다. PPP는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 간의 장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효율성 증가를 노린다.
된 동반자 관계(합작 투자, 특수목적회사[SPV])까지 다
양한 모델이 존재한다. 정부는 민간 자금과 기업의 전문
지식을 유치하기 위해 점점 더 PPP 혹은 다른 유형의 민
간 부문 참여에 의지하고 있다(삽입글, '자금조달 동반자

이터까지는 무료, 그 이상은 데이터 규모에 비용 연동),
고객별 비용(예를 들어, 개인 및 비영리 기관에는 무료),
특정한 유형의 접근에 대해서는 비용 청구(API와 같은)
등의 방식이 포함된다.24

찾기' 참조). 모빌리티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민간 부문은 속도, 효율성, 혁신을 위한 추진력을 가져다
주고,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선자본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NHAI(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는 델리 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델리-미루(Delhi-Meerut) 고속도로 첫 단계의 개발을

주요 고려사항

위해 민간 부문 서비스 공급자와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25

접근 권한

을 라이선싱하려는 노력에서 어떠한 수익 창출 잠재력이

·신기술에 대한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도시와 함께 협력할 의향이 있는 교육기관. 피츠버그에서, 시 당국은

여기서 논의된 많은 자금조달 접근법, 그리고 다른 방

그리고 계약적 PPP(영업권, 건설 및 운영)부터 제도화

상태로 남아있다.

데이터의 가치 평가는 까다로울 수 있고,

27

자금조달 동반자 찾기

영업권 계약에서, 그 계약자는 고속도로의 일부를 개발하
고 15년 동안 이를 운영하게 된다.28

PPP는 또한 전통적인 인프라 자금조달을 넘어 나아갈

과제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는 민간 부문

수 있다. 토론토의 퀘이사이드(Quayside) 지역에서, 사

을 끌어들이거나, 혹은 어떤 다른 기제를 통해 프로젝트

이드워크 랩스(Sidewalk Labs)와 범정부적인 워터프론

에 지출할 때 주의 깊게 폭넓은 대안을 살펴야 한다. 가장

트 토론토(Waterfront Toronto) 그룹 사이의 파트너십

근본적인 수준에서, PPP는 일반적으로 그저 정부의 지출

은 전체 지역의 재개발을 목표로 하는데, '인간 중심적인

을 뒤로 연기시키기만 하는데-선급 자본 지출을 연간 지

지역의 창조를 위해 도시 설계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불로 대체-제3자의 소득이 창출 가능하지 않는 한 그러하

사용한다.

알파벳의 자회사인 사이드워크는, 계획의 선

다. PPP는 또한 외견상 내재적인 복잡성을 가지는데, 여

자금으로 5천만 달러를 투입했고, 회사의 장기적 구상에

기에는 정부 요건 및 변화하는 기술적 필요에 맞추기 위

는 자율주행 셔틀, 적응형 신호등, 서비스형 모빌리티 앱,

해 장기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유연성의 보장과 계약된 지

로봇 기반의 도시 화물 운송이 포함된다.33

불을 맞추기 위한 장기적 자금조달이 포함된다. PPP에

32

대한 법적 장애물과 불확실성은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주요 고려사항

에 영향을 미친다.

PPP가 항상-혹은 심지어 자주-정부의 자금조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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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자금조달을 위한 전략적 접근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서로 배타적인 경우
는 거의 없고, 모빌리티 자금조달 전략을 만들 때, 정부는
어떤 정책 조합이 니즈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모빌리티의 미래를 위해 자금조달하기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모빌리티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일반적
으로 동일한 일련의 예비 단계와 함께 시작한다.
·재무적 동역학, 잠재적 리스크, 언제 비용이 발생할
것인가, 언제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할 것인가(잠재적
수익 원천을 포함)를 포함해 제안된 프로젝트가 따르
게 될 사업 모델을 이해하라. 참여자들은 또한 그 프
로젝트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 후에 어떤 외부적 융자
를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창출할지 여부를 판

미래는 전망이 밝다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한 말이다.
원을 찾을 수 있는가?

는 능력을 통해) 그리고 간접적(인접 토지의 가치증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는 전망이 밝다-

를 통해)으로 창출되는 가치를 이해하라. 정부는 특정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한 말이다. 우리는 모빌리티의 미

프로젝트 혹은 미래의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출되

래에서 참신한 자금조달과 융자 모델을 보게 될 거라 예

는 이 가치의 일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행해야 한다.

상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저 가장 유망한 접근법들 중

·예상되는 현금 흐름과 가치 포착 기회의 수준에 기반

에 일부를 겉핥기로 다뤘을 뿐이다. 사업 모델, 가치 동

해, 공공 혹은 민간 원천, 채무 혹은 지분으로부터 가

인, 자금조달 대안의 철저한 이해를 통해, 정부는 민간 부

용한 조달 대안을 결정하라.

문과의 협력으로 미래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는 창조적인

·최적의 리스크 이전을 포함해, 프로젝트가 요구되는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지불은 공공부문에 있어 지

출하라. 이는 근본적으로 제안된 계약 구조의 정의에

속적인 도전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니즈를 맞

해당한다. 정부 리더들은 ‘변경 불가’ 상태에 빠지는

추기 위한 절대로 안전한 방법은 없다. 그러나 선견지명

일을 피하기 위해 모든 합의에 유연성을 끼워 넣는 방

과 서로 다른 접근법이 내재된 기회 및 도전과제에 대한

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지역을

이해를 가지고, 도시와 지역은 더 빠르고, 저렴하며, 깨끗

다루는 계획들을 합치기가 쉬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안전하며, 보다 평등한 모빌리티를 전달 가능한 운

은 또한 수반된 정치적 및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

사이먼 딕슨(Simon Dixon)은 딜로이트의 글로벌 트랜스포테이션 리더이자 딜로이트 공공 부문 사업부의 파트너다.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은 글로벌 금융자문 공공 부문 리더이자 인프라 & 캐피탈 프로젝트 EMEA 리더다.
그는 더블린에 거주한다.

디렉 M 팬크라츠(Derek M. Pankratz)는 딜로이트 서비스 LP의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의 시니어
리서치 매니저다. 그는 밀워키에 거주한다.

스콧 코윈(Scott Corwin), 빌 에거스(Bill Eggers), 티파니 도비 피쉬맨(Tiffany Dovey Fishman), 마크 가드너Mark Gardner),
존 스코우론(John Skowron) 그리고 포르투갈의 동료들인 알폰소 마차도 아날도(Afonso Machado Arnaldo), 레나토 카레이라
(Renato Carreira), 실비아 마가리다 코엘료(Silvia Margarida Coelho), 필립 고메스 실바(Filipe Gomes Silva), 안드레 알포임 바
스콘체로스(Andre Alpoim Vasconcelos)의 지원과 공헌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방안을 개발할 수 있다.

결과를 달성하도록 보장하는 조달 및 전달 모델을 창

특정 접근법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공공 부문 리더들

매니저이며 딜로이트 MCS 유한회사의 시니어 매니저다. 그녀는 런던에 거주한다.

그는 런던에 거주한다.

단해야 한다.
·프로젝트에 의해 직접적(예를 들어 사용료를 징수하

저스틴 본슈타인(Justine Bornstein)은 UK 인사이트 리더이자 UK 모빌리티의 미래 사업부의 프로그램

송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막대한 자금
을 소요하지 않고 말이다.

다. 일부 접근법은 인식의 구축과 교육, 확장 서비스, 능
란한 관리를 요구하는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에 직면
할지 모른다. 유료 모빌리티 데이터 교환소의 설립과 같
은 다수의 자금조달 대안은 상대적으로 정교한 기술적 역
량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그 정책의 구현을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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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가장 큰 인재 조달 원천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리

더들은 만약 당신이 전략적 업무 수행을 원한다

업은 여러 지역, 산업, 기능 전반에 걸쳐 수만 명의 사람

면, 적합한 사람과 팀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을 고용한다. 하지만 채용 담당자가 그 자리에 대한 최고

있다. 그들 없이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진다. 그러나 적

의 후보자가 조직 내에서 이미 일하고 있음을 전혀 알지

합한 사람을 찾는 일은 끝없는 고된 노력이며 많은 국가

못하는 현실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 사실, 많은 기업의 문

에서 실업률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시장의 구애를

화가 다른 부서로부터 직원을 ‘가로채 오는’ 관리자들의

받는 대부분의 개인들에게 구직 시장이 활황인 상황에서

행위를 적극적으로 가로막는다. 이러한 장애물을 효과적

는 더욱 그러하다. 인재의 구인, 진급, 유지에 관한 대화

으로 극복하려면 구체적인 전술과 HR 기반의 시스템이

가 고위 경영진의 그렇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상황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모든 직급의 사람들이 개

놀랍지가 않다.

인적 성장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 내부를 살펴보도록 권장

1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왜 그렇게 많은 조
직이 가장 큰 인재 원천-자기 자신-을 간과하는가? 대기

하고-심지어 그렇게 하도록 기대 받는 문화를 리더가 구
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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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적 기회는 분명하다. 첫째, 사람들이 떠날 때 발생하

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

는 교체 및 충원 비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관건

(Twitter), 유튜브(Youtube)를 포함한 소셜 네트워크의

은 조직의 고용 평판과 직장 문화의 재형성의 기회라는

유행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기는 더 힘들어졌다. 활황

점이다. 오늘날 가장 젊은 계층의 많은 노동자들은 빠른

인 전 세계 경제, 건강한 구직 시장, 직원들의 높아지는 기

경력 구축을 원하며 도전과 빠른 승진을 제공하는 조직을

대치는 인재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그

위해 일하길 바란다. 내부적 이동성-어떻게 일어나건-은

리고 승리를 위한 대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다(45

단지 인재의 유지를 위한 방법만이 아니다. 이는 또한 전

페이지의 삽입글 "최고 인재를 찾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

문가적 성장을 추구하는 조직 외부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가?" 참조). 모든 노동자들 중 대략 절반이 현재 일자리를

강력한 매력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결과? 인재

떠날지 고민 중이고,2 만일 그 사람이 적절한 역량과 기량

시장이 당신의 조직을 모든 활동에서 야망과 성과를 지지

을 갖췄다면 쉽게 그럴 수 있다(그림 1 참조).3

하는 조직으로서 인식하게 된다. 어떤 종류의 인재를 유

그러나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다. 직원들이 조직을 떠

인하고 유지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라-조직의 내부 혹은 외

나도록 부추기는 무언가가 항상 더 많은 돈에 대한 기대

부에서건 상관 없이 말이다.

만은 아니다(비록 필연적인 역할을 하긴 하지만). 기량을
키우고 경력 경로를 구축할 기회가 또한 원인일 수 있다.

조직이 직업 이동성을 잘못 다루는 방식그리고 왜 그게 중요한가

설문조사는 모든 노동자들-그리고 특히 밀레니얼-이 조

로봇공학, 인공지능,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논의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 운영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리고 글래스도어(Glassdoor), 링크드인(LinkedIn), 페

왜 내부 채용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것은 많은 조직이 내부 채용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을 최대로 활용한다고 생각했었다6-이는 직원, 전략적 실

다고 시사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뭔가를 아는 것과 그에

행, 재무적 실적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인재 활용의 놀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다. 조직은 내

만한 실패다. 그리고 2017년, 딜로이트는 설문에 답한 밀

부로부터의 승진과 채용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혹은

레니얼의 38%가 다음 2년 내에 조직을 떠날 계획이라 말

이를 단념시키는 문화를 가진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빈

했음을 발견했다.7

자리에 적합한 사람들을 찾는 채용 담당자자가 소셜 미디
어를 통해 그들을 발견했지만, 이미 자사에서 다른 역할로
일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회사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회사 내 직원들에게 접근해 다
른 역할을 제안하지 말라는 얘기를 채용 담당자들에게 하
는 조직들이 존재한다.
이는 간단한 기계적 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예를 들
면, 더 나은 내부 채용공고 시스템의 채택이다. 보통 해결

직 내에서 성장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4 그

이 더 어려운 경우는 직무 기능으로서의 인재 획득이 경력

것이 없다면, 그들은 다른 곳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대부

관리와 학습 및 개발 기능과 함께 내부 이동성 논의에 포

분이 경력 경로를 원하고, 최고의 인재들은 기존 조직 혹

함되지 않을 때 혹은 조직이 승진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

은 다른 곳에서 이를 찾을 수 있다.

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지 않을 때다. 내부 이동성의 강력
한 문화를 창조하는 일은 단지 내부 채용공고 사이트에 일
자리를 게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모든 리더

그림 1 |

가 직원들이 다음 역할을 대비해 자신들을 준비하는 기량

실업률이 떨어짐에 따라, 자발적 퇴직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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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담당자가
그 자리에 대한
최고의 후보자가
조직 내에서
이미 일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현실은 특이한

력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015년 설문조사에서
고용주의 87%가 강력한 내부 이동성 프로그램이 직원유
지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 더 나은 후보자들을 유치한다

2.5

적은 비율의 밀레니얼만이 조직이 자신들의 기량과 경험

일이 아니다.

는 데 동의했지만, 단지 33%만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
유하고 있었다.5

인재와 전략의 연결

물론, 심지어 이러한 구조와 프로그램이 갖춰진 경우에

많은 저성과 조직에서는, 인재와 전략이 별개로 취급된

도, 많은 관리자들이 최우수 직원을 잃을까 꺼려한다. 그러

다. 많은 고성과 조직에서는, 채용과 유지 그리고 내부 이

나 인재 매점의 문화가 인재 상실의 문화로 이어질 수 있는

동성이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 조직은 의미 있는

게 현실이다.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위로 이동하는 것을 막

노력과 에너지를 인재의 성장, 학습, 몰입, 소통을 권장하

으면, 그들은 그저 다른 곳으로 떠나곤 한다. 이 문제는 모

는 경험과 기대의 창조에 사용한다. 그들은 훨씬 많은 시간

든 직급 단계에서 지속되고, 오늘날 잠재력 높은 직원을 상

을 직원의 지도와 개발, 교차 훈련의 창출에 사용하고 임무

실할 위험은 가장 젊은 노동자 계층에서 극심하다. 2016

할당 기회를 늘리며, 이력서에서 강조 가능한 종류의 역량

년 당시, 딜로이트 밀레니얼 설문조사에서, 1/3보다 약간

보다 현장의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춘다. 그 목표는 단순히

www.deloittereview.com

39

40

FEATURE

당신은 가장 큰 인재 조달 원천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개별 직원들이 보다 확실한 경력 경로를 구축하도록 돕는

뢰할 수 있겠는가? 내부 후보자는 입증된 업무 이력, 관리

공하는 일은 한가지 중요한 단계다. 또한 그들에게 자신

게 아니다. 목표는 각 직원들에게 조직 내에서 위로 올라갈

자의 평가, 검증 가능한 성취 목록을 가지고 있고, 조직의

의 경력을 그 위에 설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공하는 일

때 스스로를 차별화할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이는 확장

문화, 기대, 전략에 대한 깊은 친숙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은 또 다른 단계다(그리고 특히 중요한 점은, 그렇지 않았

된 직무성과 검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외부 후보자는, 대조적으로, 닫힌 책이다. 아무리 엄격한

으면 자신들이 조직 내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

30,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인재 채용 절차, 광범위한 면접, 시험, 조회 절차라 해도

하지 못했을 이들의 시야를 틔워 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

유지율 개선을 위해 내부 후보자들을 찾지 않는다-비록 그

13%의 일반적인 자발적 퇴직률을 기록하는

채울 필요가 있는 그 일자리에 그 사람들이 준비되었는지

문이다). 이것이 바로 왜 장기적인 투자가 개선된 고용 평

것이 보통 행복한 부수효과이긴 하지만, 수평 이동과 임무

조직에서 자발적 퇴직률을 단지 1%만 줄여도

여부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신뢰감을 제공할 수는 없다.

판, 더 높은 인재 유지율, 보다 성공적인 채용을 통해 더 강

할당 확대와 같은 업무를 통한 발전 기회는 몰입도를 최대

연간 3,29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인재 관리 및 획득에서 탁월한 조직은 단순히 몰입과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8 그보다, 이는 관계를 창출한
다. 이들 고용주는 직원들의 장기적 목표를 조직의 목적 및
실적과 밀접하게 연결하기를 원한다. 한 쪽이 발전할 때,
다른 쪽도 그렇게 된다.

내부 이동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그리고 숫자가 이를 증명한다. 내부 승진을 시킨 조직
이 새로운 채용자의 자질에 대해 32% 이상 더 만족하는

손실은 빠르게 누적되어-연간 4억 달러 이상에 달하게
되므로-자발적 퇴직을 줄이면 상당한 재무적 이익을 얻
을 수 있다.10
비용은 또한 재무적인 것을 넘어 확장될 수 있다. 퇴
직률이 높은 조직에서, 특히 고잠재력의 능력자들 사이에

력한 인재 공급 경로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다.
팜 뷰로 파이낸셜 서비스(Farm Bureau Financial

듯하다.11 왜냐하면 외부 채용자의 실적 평가 결과가 내부

Serivces)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

채용자와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는 데 보통 2년이 걸리기

곳의 인재 프로세스는 한때 매우

때문이다.12 비슷한 직위의 내부 채용자와 비교할 때, 외

반응적이었다. 채용 담당자들은

부 채용자는 근무를 시작한지 1년 안에 권고사직 혹은 해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후보자를

고될 가능성이 61% 그리고 떠날 가능성은 21% 더 높

찾기 위해 허둥지둥했다. 새로운

았다.13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의 인재 채용팀은 단순히

내부 이동성 촉진을 위한 문화의 변환은 인재 관리에

서 그러할 경우, 기업의 채용 평판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대한 보다 큰, 체계적 접근법의 일부로서 봐야 한다. 이

크며-자가 실현적일 수 있다. 이를 부정적 인재 순환주기

는 직원의 유지, 경력에 대한 야망, 내부 이동성을 촉진

라 부르자. 고용주와 고용인 간에 암묵적인 충성심이 존재

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이 최고위층에서

하지 않고, 따라서 고용주는 경력 계획과 학습 프로그램에

이를 옹호하고 조직의 문화 속에 구축하는 일임을 인식

투자하길 원치 않는다. 경력 계획과 학습 프로그램이 없기

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고방식의 전환

때문에, 고용인들은 승진에 고려될 수 있는 기량을 갖추지

이 필수적이다.

못하게 된다-그리고 내부 이동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

경영진은 인재와 조직 전반 실적 간의 긴밀한 관계를

이는 직원의 상실이, 재정적 관점에서, 중립적 사건이

부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최고의 직원들이 계속

확실히 이해해야 하고-다음으로 인재를 성장에 필수적인

라는 가정에 도전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직원이

해서 떠나게 되고, 경력 시장에서 조직의 평판에 해를 끼

고정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 인재를 실적을 위한 사전조

떠날 때, 연봉과 수당이 비용에서 사라지고 이익이 재흡

친다. 그리고 그 순환주기는 다시 시작된다.

건으로 인식하면 리더들이 인재 획득 및 관리의 모든 측면

그러면 조직은 어떻게 내부 이동성에 대한 접근법의

내부 채용 게시판의 개설을 넘어서 직원들이 발전적 기회

변환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를 3가지 차원에 걸쳐 살펴

를 통해 자신들의 경력 여정을 추진하도록 격려하는 문화

보자.

의 육성을 추구했다.14 이 접근법은 직원들이 내부적인 기
회의 문을 여는 전문가로서의 평판을 개발할 목적을 가지

내부 이동성의 문화 창조하기

수되어 단기적 절감을 낳게 됨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

내부보다는 외부 채용과 관련된 최종 비용의 절감에 집

한 절약은 다른 비용에 의해 빠르게 압도되는데, 직접적

중하는 게 항상 더 낫다. 그러려면 채용에 대해 위험 조정

및 간접적으로 모두 그러하다. 예를 들면, 경험 많은 직

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당신이 잘 아는 조직 내에서 인재

그러한 인식과 함께, 인재 개발의 전반적 문화에 필요

원이 떠날 때 생산성, 조직적 지식, 고객 관계의 상실이

를 찾는 일과 반대되는 당신이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한 투자는 필연적으로 더 큰 내부적 이동성으로 이어질 수

일어나며, 대체 인력의 채용 및 훈련에 드는 비용은 언급

채용함에 따른 위험은 무엇인가? 이는 벼룩시장에서 생기

있다. 예를 들어, 경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프로

할 필요도 없다. 이들 비용은, 산업, 조직 규모, 직위에 따

는 일과 다르지 않다. 판매자는 그 누구보다 상품에 대해

그램은 경력의 사다리를 올라온 이들을 옹호하는 데 도움

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딜로이트는 130,000달러의 연

서 항상 더 잘 안다-그리고 만약 당신이 구매자라면, 매수

을 준다-뛰어난 성과자를 보상하고 그들에게 이목을 집중

봉과 수당을 받는 평균적인 직원이 떠나면 생산성 손실

자 위험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시키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러한 프로그램은 또한

을 그저 필요한 비용이 아닌 사업 수행의 지속적 부분으로
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된다.

고 자신들의 실적, 이미지, 조직 전반에 걸친 노출 정도를
되돌아보도록 몰아붙였다. 그 결과 훨씬 풍부해진 내부 후
보자들의 인재 공급 통로가 생겼다.15 또 다른 사례는 미
네소타의 마요 클리닉(Mayo Clinic)으로, 그곳에서는 직
원들이 평생 학습자가 되고 탐험과 성장에 기반을 둔 경
력 경로를 구축하도록 격려 받는다. 관리자들은 직원들과
협업해 역량과 새로운 경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
한다. 그리고 그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경력 관련 자원에
친숙해지도록 요구받으며 그럼으로써 그런 프로그램들을
직원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 된다. 마요 클리닉의 퇴직률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비슷한 규모의 조직들에 비해 훨씬 낮
고, 30년의 재직 기간을 가진 직원들이 여러 직위를 책임
지는 일이 흔하다.16

과 신규 채용 및 훈련 비용을 감안해 109,676 달러의 손

인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고용주는 판매자의 이점

어떻게 젊은 직원들이 같은 수준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

실이 발생한다고 계산했다. 30,000명의 직원을 보유하

을 가지는데, 누구도 자사의 인재를 더 잘 알지 못하기 때

는지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고 꽤 전형적인 13%의 자발적 퇴직률을 기록하는 조직

문이다. 만약 외부 후보자와 내부 후보자 모두가 리더십

내부 이동성 문화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학습

리더들은 내부 이동성을 통해 전사적인 유지율 목표를

에 미치는 그러한 손실의 잠재적 시사점을 고려해보자.9

직위에 응모한다면, 누구의 이력서와 업무 기록을 더 신

과 임무 할당 확대를 위해 필요한 기회를 직원들에게 제

지원해야 한다. 많은 최고 성과 조직들이 명시적으로 내부

리더십의 지원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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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가장 큰 인재 조달 원천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후보자 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직원

건 간에, 이를 따라가도록 권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득 업무가 경력 관리, 승진, 직장 문화를 둘러싼 대화에서

보자의 파악된 기량 격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에 관

들이 기량을 갖추고 승진에 도움이 되는 종류의 훈련을 받

리더와 관리자들은 인재 공급경로를 내부 후보자들로 채

자주 단절되고 배제되어와서, 채용 담당자들이 빈자리에

한 대화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상상해 보라. 이는 인재

도록 확실히 하는 일과 연동시킴으로써 이들 지표를 지원

우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그럼으로써 그들은 인재

대한 최고의 후보자가 이미 조직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

획득 팀이 경력개발업무 담당 동료와 손잡고 협업하고,

한다. 채용 담당자와 관리자들은 아직은 공석이 아닌 자리

공급 및 수요 측면 양쪽 모두에 참여하게 된다.17

다는 걸 빈번히 알지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성과 HR

이어서 학습업무 담당 동료들과 밀접하게 일할 필요가 있

조직에서, 인재 획득은 이들 대화의 중심에 위치하며 따

음을 의미한다. 모든 HR 업무 협업의 최종 결과는 직원

라서 채용 담당자들은 어떤 종류의 인재가 성공할 수 있

들 자신이 조직의 가치 있는 일부분임을 느끼고 전문가적

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는 데

및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도

요구되는 절차와 기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록 돕는 것이다.

에 걸맞은 후보자들이 갖춰야 할 자질을 파악하기 위해 협
업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혹은 잠재적 능력이

인적 자원을 재상상하기

있는 후보자들을 파악하고 준비시킬 수 있다. 추가로, 채

HR 기능의 재형성을 위한 과정은 다음의 간단한 주장

용 담당자와 관리자들은 직원들의 야망을 탐색하고 그러

으로 지지될 수 있다. 내부 모집과 채용은 들인 돈에 비해

한 열망을 만족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목표는 '타개'

더 큰 효과를 낳는다. 비록 대부분의 기업이 채용 예산의

내부 인재에 대한 HR 접근법의 효과적인 변환은 조직

종합하면, 이러한 차원에 걸친 활동이 새로운 종류의

효과로, 잠재력이 높은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훨씬 더 높

단지 6%만을 내부 후보자에 쓰지만, 이들 후보자는 빈

전반에 걸친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특히 팀이 기존의 계

인재 순환주기를 위한 기반을 놓을 수 있다. 낮은 유지율,

은 단계에 도달하고,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

자리의 14%를 채운다.18 이는 후보자를 찾는 명확히 효

층 구조를 대체하는 시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팀은 잠

손상된 고용 평판, 형편없는 채용으로 이어지는

들이 따를 수 있는 본보기를 조성하게 된다.

율적인 방식이며, 조직문화 학습, 기업에 특화된 훈련 그

재적 리더들에 대한 시험장인데-단기적 파견과 집중 프

전문가 성장 프로그램의 부재 대신에,

리고 외부 채용에 연계되는 여타 선지급 비용 등의 기타

로젝트에서, 팀은 관리 경험이 매우 적은 누군가에 의해

조직은 선순환하는 인재 순환주기를

비용을 회피하게 된다.

인도될 수 있다. 이는 그들에게 리더로서 자신의 기량을

창조할 수 있다. 전문가적인

홈디포(Home Depot)는, 북미 전체에 걸친 매장에서
400,000명의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내부 이동성 노력의
중심에 바로 리더들이 위치한다. 이 회사는 최근 채용된

또 다른 실증된 이점이 있다. 내부 승진에 뛰어난 조

들여다보는 창을 제공해 주고, 스스로 빛날 수 있는 기회

성장 기회로 정의된 고용 평판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의 창조를 위한 이야기하기-

직은 인재 유치 및 유지의 다른 많은 측면에 있어서도 효

를 부여한다. 관리자와 HR 리더들은 팀 기반 구조를 이

승진과 성장을 추구하는 바로

리더와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경력 궤적을 설명하는-를 장

과적일 가능성이 크다. 딜로이트 버신(Deloitte Bersin)

용해 승진 및 추가 성장 기회 제공에 대한 내부 후보를 파

그 사람들을 유인하고-이를

려한다. 회사는 초급 직원들이 경력을 계획하고, 그 경로

의 2018년 인재 획득 산업 연구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악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빈자리를 공지

자신이 받는 돈 그 이상은

가 회사 내부에서 그들을 수평 혹은 수직이든 어디로 이끌

선도적인 인재 획득 팀들의 3/4이 내부 인재 집단을 활용

하고 내부 경력 이정표를 생성하는 일이 아니다. 직원들

아니라 해도, 그만큼은 중히

하는데, 이는 저성과 팀들의 대략 1/10 수준

의 상상력을 확장하고, 실제 상황에서 그들에게 도전하

여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과 비교되는 수치다. 그리고 이들 고성과 인

며, 그들의 생각 이상으로 자신들이 능력 있음을 깨닫게

불가분하게 연결된 문화, 리더십, HR은 내부 이동성

재 획득 팀이 내부 이동성에 전략적 접근법

지원하는 일에 관한 것이다. 이 일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

과 직원의 잔류를 늘린다. 그러나 이는 인재 획득 기능,

을 제공할 확률은 5배 가량 크다.19

는다. 그리고 HR이 선도적인 역할을 취해야만 할 경우가

학습 및 기량 발전 프로그램의 창조, 경력 서술 구축의 확

많을 것이다.

립, 직원 경험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노력을 필

내부 승진에
뛰어난 조직은
인재 유치 및 유지의
다른 많은 측면에
있어서도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전략적 접근법은 경력 여정의 제공
을 위한 직원 경험 및 강력한 역량 구축에 대

자사의 고용 관련 평판으로 고전하던 한 글로벌 소비

요로 한다. 이들 노력의 최종 결과는 자기 사람들에게 확

한 초점에 반영된다. 이는 내부 이동성 노력

재 기업은 채용 담당자가 내부 응모자에 48시간 안에 응

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조직일 수 있다. 그리고 자신

에 여러가지 시사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대

답하고 초기 심사를 72시간 내에 수행하도록 하는 새로

의 성장 과정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고성과 조직에서는 학습 및 경력 관

운 기대 수준을 설정했다-심지어 응모자가 그 역할에 크

그 기업은 자신이 무엇을 얻고 왜 그러한 행보에 확신하

리 업무를 포함하는 HR 팀이 인재 획득에 초

게 적합하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 이 단순하고, 간소화된

는지를 정확히 안다.

점을 맞춘 다른 HR업무 동료들과 점점 더 손

절차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직원들이 고용팀과 보

잡고 일하고 있다.20 이러한 발상은 인재 획

다 연결됨을 느끼고 관계하게 되었으며 공지된 역할에 대

득에 초점을 맞춘 조직들이 고잠재력, 고성

해 응모를 계속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조직의 초기 목

과 직원들의 전형적인 경력 여정을 더 잘 이

표는 궁극적으로 모든 공석의 10%를 내부 후보자로 채

해하고-조직 내부 및 외부 양쪽 모두의, 인

우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1년 만에, 채용자의 30%를 내

재 세계 전반에 걸쳐 그러한 자질을 찾는다

부에서 조달하게 되었다.21

는 점에 근거한다. 너무나 오랫동안, 인재 획

이제 내부 채용 응모에 대한 냉정한 거절을 그 내부 후

www.deloittereview.com

43

44

FEATURE

당신은 가장 큰 인재 조달 원천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로빈 에릭슨(Robin Erickson)은 버신 인재 획득, 몰입, 유지 연구 부문의 부회장이자 리더다. 그녀는 시카고에 거

최고 인재를 찾기가
왜 그렇게 어려워지는가?

주한다.

데니스 모울턴(Denise Moulton)은 버신 HR 리서치의 매니저이자 리더다. 그녀는 보스턴에 거주한다.
빌 클리어리(Bill Cleary)는 버신 인재 획득 변환 서비스의 시니어 매니저이자 리더다. 그는 펜실베니아, 다우닝턴에
거주한다.

조직의 인재 필요를 맞추기 위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간단한 이유가 있다. 노동자들이 부족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 불경기 이후의 부진에서 벗어난 선진국은 유별난 동시적 경제 성장을 경험하는 중인데,
이는 많은 국가를 매우 낮은 실업률로 이끌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확대가 이제 9년째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딜로이트는 미국-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 올해와 다음 해에 2.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 걸쳐 구직자들을 찾기가 어렵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 걸쳐 구직자들을 찾기가 어렵다
선정한 국가들에서의 실업률, 2007-2017
노동력의
비율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영국
독일
한국
멕시코
일본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 보기

리더는 태어나는가 만들어 지는가?
출처: IMF, 세계 경제 전망 데이터베이스, 2018.04

경영진과 HR은 엇갈리는 의견을 역사적으로 고수해 왔다. 사실 정답은 그 중간의 어딘가에 놓여있다. 이 팟캐스트에서
스테이시 필포트(Stacey Philpot)와 켈리 모나한(Kelly Monahan)은 어떻게 내재적 편향이 리더 선택에서 장애물이 될 수

*다니엘 바크만(Daniel Bachman), 럼키 마줌다(Rumki Majumdar), 미국 경제 전망, 2018년 1분기, 딜로이트 인사이츠, 2018.03.13

있는지에 관해 얘기한다-그리고 포괄성과 데이터 주도적인 접근법이 어떻게 이를 제거 가능한지에 관해서도 말한다.
www.deloitte.com/insights/data-driven-leader

www.deloitte.com/insights/economics에서
딜로이트의 최신 경제 분석과 전망을 읽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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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Gig) 경제를 에누리해 생각해 보기

밀

레니얼은 대안적 근로 계약을 선호해 점점 더 전통적인 노동 인구로부터 떠나고, 조직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직원들을 기꺼이 채용하고 있다.1 그러나 이런 현상이 진정

으로 양쪽에 도움이 될까? 너무나 빈번히도 많은 조직이 대안적 노동력을 더 큰 가치를 창출하
기 위한 방법으로 보지 않고,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듯하다. 그건 아마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있어 밀레니얼 대안적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동년배들에 뒤처지기 때문인 듯하
다. 그리고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상태다(하단 그림 참조).
그러면 기업이 이득을 보고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부적절한 임금은 고용주에게 또한 불
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최근 연구 결과가 계약직 직원의 임금이 정규직 직
원보다 최대 30%까지 저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긴 하지만, 다른 연구는 모든 대안적 근로자
의 43%가 긱 경제를 떠나는 이유로서 불충분한 급여를 꼽았음을 보여준다. 비용 절감을 위한 긱
경제의 활용이 대안적 근로자들의 자질과 가치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은 공정한 시장
임금을 받지 못하면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과 퇴직연금
과 같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근로유인책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안적 노동력을 활용되지 않은 가치 포착을 위한 창의적 수단으
로서 이용하는 조직의 리더들이 비용 절감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쟁자들보다 더 나은 위치를 점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동기가 뭐든 간에, 조직은 공정한 시장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기업
문화에 대안적 근로자들을 관여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의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긱(Gig) 경제를
에누리해
생각해 보기

동일한 업무, 적은 임금

일반적 밀레니얼 인구집단

대안적 밀레니얼 인구집단

출처: 청년들에 대한 국가적 종적 연구 1997 데이터의 딜로이트 분석 결과

더 많은 내용을, www.deloitte.com/insights의 『긱 경제의 밀레니얼 해석하기:
주목해야할 대안적 근로의 6가지 트렌드(Decoding millennials in gig economy:
Six trends to watch in alternative work)』에서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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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 유리 천장 박살내기

선도적인 여성 CIO들의 관점

오

늘날의 IT 노동력에서 여성들이 직면한 도전과제

책임자의 비율은 여성 CEO 및 CFO의 비율보다 훨씬 높

에 대해 쓰인 글들은 차고 넘칠 지경이다. 많은

다1-아마도 이는 기술팀이 공감, 유연성, 설득력, 자기 주

기업 리더와 이사회가 고위 경영진의 다양성을 개선하기

장, 위험 감수와 같은 리더십 기량을 조합하는 여성 고유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 빈번히도, 여성들

의 능력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2

은 기술 리더십 직위와 전반적인 기술 노동력에서 계속해
서 소외되고 있다.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경쟁력 있고 자
격을 갖춘 많은 여성들이 고위직에 올라 IT의 유리 천장

여기서, 우리는 IT 전문직 최고의 자리에 오른 여성들
로부터의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하는데, 필수적인 리더십
자질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다양하고 포괄적인 IT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지침도 포함한다.

을 박살냈다. 실제로, 여러 분석에 따르면 여성 기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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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 유리 천장 박살내기

경영 사례를 구축하기:
선도적 여성 CIO들의 관점

는 리더를 가진 고성과팀이 IT 인력의 유치와 유지를 도
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대한 미활용된 자원의 활용은

IT에서의 여성: 고위 경영
진으로 향하는 구멍 난 공급 관로
그림 2 |

기업에게 실적의 성장을 제공하고, 이익에 상당한 긍정적
IT의 성불균형은 공정성 그 이상에 관한 것이다. 많은

성의 존재는 더 높은 재무적 성과, 더 나은 팀 역동성, 높
은 생산성과 상관관계가 있다.3 더욱 성별 다양성이 높
은 기술팀은 또한 다수의 사업적 이점을 실증한다(그림

영향을 전달하며, 경쟁력 우위를 개선할 수 있다.

여성은 IT 관리자 역할의 단지 27%만을 차지하고 있
입문 단계

도전과제를 자세히 살펴보기:
붐비는 방에서 홀로

다.15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승진 비율로는, 여
성들이 기술적 및 비기술적 역할을 합쳐 고위 경영진에

중간 단계

서 남자들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는 데 100년이 걸린
다고 한다.16

그러한 경영 사례의 실행은 말은 쉽지만 행하기는 어
려워 보인다. 미국에서, 많은 분석 결과가 대기업 여성

1 참조).4

경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망에서 여성
들을 제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미국 기업에서,

연구 결과가 성별 다양성이 더 큰 기술팀과 리더십에 대
한 경영 사례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리더 직급에서 여

부재가 최상위의 두 가지 장벽이라고 말하는데,14 이는

고위급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능력 있고 자격
을 갖춘 많은 여성 경영진이 승진을 통해 CIO가 되어 왔

폭스 네트워크 그룹(Fox Networks Group)의 CIO

CIO의 비율이 17%에서 22%사이라고 가늠한다.6 이런

인 펌비 치마(Fumbi Chima)는 탁월한 기술 리더가 되기

낮은 수치는 교육 시스템-매우 적은 여성들만이 기술 관

위해 많은 리더십 기량과 역량을 조합한다. 예를 들어, 그

련 학위를 취득하는-에서 시작해서 고위 경영진으로 이

녀가 말하길, "나는 항상 변환 업무와 같은 어려운 역할과

어지는 구멍 난 공급 관로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지 모

힘든 프로젝트를 떠맡아 왔는데,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

른다.(그림 2 참조.) 540,000명 이상의 기술직 노동자들

었다. 사람들은 당신이 실패할거라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을 대상으로 한 2016년 벤치마크 연구는 여성의 대표성

경우 당신은 실패한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매우 회복력

이 연속된 직급 단계마다 하락함을 발견했다. 입문 단계

및 시스템 관리자의 24%, 모든 컴퓨터 및 수학 관련 직

여성의 리더십 역량은 어쩌면 진화하는 IT 팀을 이끌

이 좋았다. 당신은 매우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의 해결을

노동력의 약 27%로부터 중간 단계 관리자는 23%, 고

업의 26%를 차지했다.9 연구 결과는 채용 편향-의식적

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잘 어울리는지 모른다. 우

돕기 위해 리더십과 끈기를 가져야만 한다."5

위급 관리자는 18%, 임원급은 단지 14%에 불과했다.8

및 무의식적 모두-이 새로 학위를 취득한 여성 기술자들

리는 4명의 노련한 기술 임원들에게 그들의 성공을 도왔

의 IT 분야 채용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10

던 개인적 특성에 대해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 실제로, 고위 경영진은 아마도 다른 사업부서의 여성
임원급

미국기업들의 기술 리더십에 대한 많은 분석에서 나온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CIO 직위로의 공급 관로는 얕은 웅덩이에서 시작된

의 창출은 지속되는 기술 인재의 부족 문제와 싸우는 기

다. 예를 들어, 2017년, 여성은 미국 기업의 애플리케이

공급 관로는 천천히 채워진다. IT에 채용되는 여성들

업을 도울 수 있다-왜냐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영감을 주

션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단지 19%, 네트워크

은 어쩌면 고립감과 남성 중심의 모든 상호교류 행사에
서 열외 취급, 융통성 없는 업무 환경, 광범위한 임금 격
차를 느낄지 모른다.11 IT 문화에 대한 실망은 높은 전직

IT의 성별 다양성을 위한 경영 사례

률로 이어질 수 있다. 27%의 여성이 업무 환경에서의
불편함을 IT 직장을 떠나는 요인으로 들었다.12
많은 여성들에게, IT 경력은 가정을 꾸리거나 자녀를
키우는 일과 양립하기 어렵다. 많은 기업들이 무료 식사,

개선된 운영 및 재무적 성과

더 높은 직원 성과 평가

더 나은 프로젝트 일정 준수

더 높은 직원 성과금

낮은 프로젝트 비용

더 나은 문제 해결

성별 다양성이
높은 기술팀의 혜택

늘어난 혁신

술, 커피, 게임 그리고 다른 특전을 제공해 힘든 노동, 높
은 활력, 충성심을 북돋는다. 직원들은 장시간 근로와 밤

리고 심지어 보완적인 육아휴직 정책-노동력에서 여성

이 경력의 단절로 비춰지는 경우가 빈번하다.13 많은 여
성 기술자들은 육아휴직에서 돌아올 때마다 매번 새롭게
경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헤쳐 나가는 여성들이 승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

출처: 여성 & 정보기술 국립 센터(National Center for Women & Information Technology), 아니타 보그 인스티튜트(Anita Borg Institute)

여성들이 기술적
및 비기술적 역할을
합쳐 고위 경영진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을 새우는 마라톤 코딩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그

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을 가진 조직에서도 육아휴직
더 나은 집단 성과

데이터의 검토 결과는 여성 CIO의 비율이 여성 CEO와
CFO의 비율보다 훨씬 높음을 보여준다.(그림 3 참조.)17

성별 다양성이 큰 팀의 육성과 더 많은 여성 기술 리더

그림 1 |

리더보다 여성 기술 리더를 좀더 환영할지 모른다. 최고

우도 많다. 여성 기술자들은 여성 멘토 및 역할 모델의

수준에 도달하는 데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www.deloitte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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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세계를 경영하는가?
여성 CIO의 필수적 리더십 특성

"내가 핵물리학 석사 학위를 추구할 때, 거기에는

여성들은 특유한

경영 리더십 지위를 노리는 여성들은 리더에 대한 사회
적 기대-자기 주장과 자립심과 같은18-가 성별 행동에 대
한 기대와 잘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19
한 연구는 고전적인 딜레마를 밝혀줬는데, 보다 전형적
인 남성적 경영방식을 가진 여성들은 훨씬 덜 따뜻하다
고 인식되며, 아래 직원들은 그들의 요청을 따르기를 덜
기꺼워했다.

20

다른 연구자들은 여성들은 효과적인 리더

로 비치기 위해 섬세함과 강인함을 모두 보여줄 필요가

일련의 의사소통
기량을 고위 경영진에
제공한다.

있는 반면 남성들은 단지 강인함만 보여주면 충분함을

여성 역할 모델, 교수, 대학원생이 많이 없었다.", 콜로
라도주의 기술 장관이자 CIO인 수마 날라패티(Suma
Nallapati)의 설명이다. "나는 스스로 일어서서 목소리
를 높이고, 지식을 갈고 닦으며, 경쟁에서 최고를 유지해

공감

야 함을 일찍 배웠다. 그런 경험이 IT에서 내 미래 경력
을 형성했다."24

네트워킹

자기 주장

캐터필라(Caterpillar Inc) 글로벌 인포메이션 서비
스의 CIO이자 부회장인 줄리 라가시(Julie Lagacy)에게
기술 기량은 부차적이었다. CIO가 되기 전 재무 및 HR에
서의 배경 덕분에, 사업 감각과 소통 기량을 갖춰서 기술
전문지식은 그녀의 성공에 필수적이지 않았다. "비즈니

발견했다.21

여성 리더들이
남성 동료들을 능가하는 영역
그림 4 |

대인 기량

설득

정서적 지능
리스크를
기꺼이 취함

스 배경의 보유는 CIO로서 매우 도움이 되었는데, 나의

이러한 기대가 아마도 변하는 중인지도 모른다. 예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뷰한 임원들은 성공이란 전통적

들어, 최근 한 설문조사 참여자의 대부분이 필수적인 리

인 ‘인맥’이 없는 상태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깊은 전문

더십 특성인 지성, 혁신성, 야심, 정직성, 과단성에서 큰

지식을 개발하고, 실수를 인식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실

성별 차이를 보지 못했고, 동정심과 체계성에 있어서는

패 후에도 끈질기게 계속한 결과라고 보았다. 기술, 프로

여성들이 우위에 있다고 보았다.

젝트 관리, 문제 해결 기량을 미세 조정함으로써, 그들은

22

성격 평가 테스트, 심층 면접, 인구통계 분석을 결합한

프로그래머, 기술자, 프로젝트 관리자들과 그들만의 ‘언

또 다른 연구는 남성 리더들과 비교해, 여성들이 보다 설

어’로 이야기하고 전략과 방향에 대해 조언을 제공해 존

득력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기꺼이 위험을 수용한다

경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또한 어떻게 기술이 비즈니

고 결론 내렸다. 그들은 또한 공감, 유연성, 사회성을 포

스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와 비즈니스 및

함한 정서적 지성과 대인 기량 영역에서 남성 동료들을

IT 양쪽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능가했다(그림 4 참조).23

역할이 IT와 비즈니스의 연결을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이
다." 그녀의 언급이다. 그리고 CIO로서, 설득의 힘이 중
요한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기술이 작동해야 하는
지에 관해 자기만의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달은 다른 속성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미안

많은 고위 경영진 역할 그 이상으로 그들을 당신의 여정

한 기색없이 경쟁적이 되도록 사회화되지 않았다"고 시

과 전략에 동참시켜야만 한다."25

바난단은 강조한다. 그들은 자기 선전에 다소 불편해하

날라패티는 여성들이 특유한 일련의 의사소통 기량

는 경향이 있고, 주목을 받을 때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더

을 고위 경영진에 제공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녀는 의사

높다. "나는 여성들에게 '태양 너무 가까이 날지 않도록'

소통 능력과 공감력이 차갑고 기계적인 경우가 많은 IT

주의하라고 조언을 하곤 한다. 이는 정말로 좋은 충고는

세계에 온기를 가져오는 데 필요하다고 시사한다. "여성

아니지만 필요하다."

들은 또한 IT를 실생활 시나리오와 실세계의 해결책으로
변환하는 타고난 능력을 지녔다."
그림 3 |

매출 기준 미국 1,000대 기업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여성 임원의 비율
미국 포춘 500

미국 포춘 100

출처: 캘리퍼(Caliper)

동시에, 여성들은 보다 공감을 잘하고 동정적인 경우
가 많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인간 지향적이고, 우리 중

이들 의사소통 기량은 여성들이 조직 전반에 걸쳐

일부는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해서보다 사람들에게 더 초

성공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경력 초기

점을 맞춘다."고 치마는 말한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

에, 나는 강력한 동료 관계를 구축하는 게 얼마나 중요

해 진정으로 공감하는데 많은 남성들은 이런 점이 부족

한지를 배웠다.", 처브 보험사 그룹(Chubb Group of

하다. 나는 그것이 용납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연

Insurance Companies)의 CIO인 모니크 시바난단

민의 정이 있어야 한다."

(Monique Shivanandan)의 말이다. "나는 강력하고,

라가시는 CIO가 되기 전 다양한 비 IT 기능 영역을 거

신뢰에 기반한 관계 구축을 위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쳐가면서 비축한 자신감을 활용해야만 했다. "여성들은

데-단지 수직적으로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또한 그러

손을 높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혹은 전혀 들지 않곤

하다."26

한다. 우리는 남자들보다 도전 혹은 기회를 취사 선택하

공감 및 인정과 균형을 이룬, 자신감과 자기 주장은

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녀는 강조한다. "이는, '만약 내

이들 리더가 CIO로 향하는 길에서 매우 가치 있다고 깨

가 이를 전에 해본적이 없거나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면,

www.deloitte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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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포괄적인 IT
조직을 창출하리라고 기대 받는 경우가 많다. 포괄

진정한 개인 브랜드 구축하기

적인 문화에서, 모든 직원들은 성별, 인종, 나이,

유명한 기업 임원들은 사회적 교류, 소셜 미디어, 강연 참여, 대중매체 출연 기회를 통해 개인 브랜드를 명확히 정의하고 육성

성적 지향, 장애, 혹은 다른 특성과 관계없이 진정

해 많은 혜택을 본다. 강력한 개인 브랜드는 귀중한데 왜냐하면 IT와 기업 문화의 변화를 추진하고, 경력의 문을 열며, 중요 비

성을 가지면서 성장할 수 있다. IT에서, 이는 가끔

즈니스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팀을 고무하는 데 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악명 높은 ‘브로그래머(brogrammer)’ 문화의 순

우리가 인터뷰한 CIO들은 모두 진짜 가치, 믿음, 행위, 목적 의식을 전달하는 진정한 개인 브랜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화를 필요로 하는데, 변화에 대한 저항 때문에 어

"내 브랜드의 큰 부분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것이다"라고

려운 과업이 되는 경우가 많다.

치마는 말한다. "나는 이에 관해 말하고 글을 쓰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를 믿고 그에 관해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CIO는 평등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내게 있어, 브랜드 구축은 자연스러워야만 한다." 날라패티의 말이다. "이는 힘든 일에 관한 것이고, 당신의 손이 더러워지

규칙 위반자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는 걸 겁내지 않으며, 팀과 조직에서 진정한 리더가 됨에 관한 일이다. 브랜드는 케이크 위의 장식물 같은 것일 수 있지만, 단

보다 호의적인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 이는 IT 및

지 그것만일 수는 없다. 당신은 여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HR 리더들이 편견 혹은 괴롭힘에 대한 불만을 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성과에 기반해
승진하고, 남성들은
잠재력에 기반해

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공정하게 조사하며 이를
완화하는 데 헌신하길 요구한다. 그들은 또한 여성
나는 이를 하기에 충분하지 못해.'라는 태도다."

다 유연한 근무 계약 등이 사례에 포함된다.

이런 여성들을 위한 해독제는 자신이 부족한 지식을

"우리는 어떤 성별, 인종, 집단에 배타적이지 않은 성과

가진 사람들로 스스로를 둘러싸고 질문을 겁내지 않는

기반의 채용 시스템을 갖추길 원한다."라고 날라패티는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줄 때, 공유하는 한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두 명 모두가 매우

가지 충고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데 미안해하지 말라

뛰어난 프로그래머인 후보자들을 봤다면, 다음으로 그들

는 거였다. 중요한 점은 지속적인 학습과 답을 찾기 위한

이 또한 공감 능력 혹은 섬김의 리더십-기술적 능력을 넘

계획의 추진이다."

어서는 특성-을 가졌는지 살펴보겠다. 우리는 높은 수준
의 공감 능력과 협력적 사고방식을 보여준 여성 리더들을

멀리 내다보기:
IT의 성별 균형을 향한 여정

추구해왔고 나는 그들이 훌륭한 기량과 태도를 보여줬다
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많은 IT 조직들에게 있어 일반적인 실행 방법은 외부적

인터뷰로부터 얻은, 이들 지침은 IT 조직이 다양하고

으로 협력 관계를 맺어 차세대 여성 기술자들이 학교에서

포괄적인 IT 문화를 향한 열망을 현실로 바꾸는 데 도움

STEM을 공부하도록 관여하고, 그들의 기술 및 도구에 대

이 될 수 있다. 목표는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조직을 창

한 접근을 개선하며, 기술을 실험하고 다른 이들과 연결

조하고, 동시에 공급 관로 속 여성 기술자들의 비율을 높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창조하며, 여성의 역할 모델 및

임으로써 고위경영진 공급 관로의 틈새를 막는 것이다.

멘토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걸스 후 코드(Girls

보다 성별 다양성을 갖춘 IT 조직 창출하기. 기업은 블

Who Code)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위한 집

라인드 이력서 검토, 성별에 근거한 임금 격차 제거, 성별

중적인 코딩 과정 및 다른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27

기반의 채용 목표 설정, 여성을 배제 혹은 소외하는 IT 및

우리가 인터뷰한 CIO들 또한 성별을 넘어 인종, 민족, 장

HR 규정의 갱신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의 성별 편향을 제

애, 기타 보호받는 신분에게까지 확대된 다양성 높은 IT

거함으로써 여성 기술자들을 유치, 채용, 유지할 수 있다.

조직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다.

양성 모두에 대한 더 많은 가족 휴가, 아동 보육 대안, 보

보다 포괄적인 IT 문화 구축하기. 오늘날의 CIO는 더

들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편견을 인식하고 제거

승진한다고 한다.

하는 단계를 취할 수 있다.
관리자와 리더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통,

라고 라가시는 강조한다. "만일 내가 학교 봉사로 인해 회

협력, 일하는 직원들을 평가하기 위해 재훈련을 받아야

의에 늦으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행동으로 본

할지도 모른다. 시바난단은 어떻게 감정을 표출하는지에

을 세움으로써, 당신은 회사가 진정으로 말을 실천한다고

있어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취급을 받는 인재 평가를

사람들이 알게 만든다."

관찰한 경험을 기억한다. "여성들 중 일부는 너무 화를 내

치마도 동의한다. "이는 입에 발린 말 이상이 되어야

거나 혹은 감정적이라고 지도를 받았으나, 반면에 동일

한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당신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한 특성을 가졌다고 알려진 남자들은 강력한 리더로 비춰

연결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진정성이 있어야만

졌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감정을 드러냄은 연약함의

한다. 만약 팀이 치르는 MLK 행진(Martin Luther King

징후가 아니다-이는 열정과 돌봄의 표식이며, 당신과 일

Walk) 행사에 리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프리카계 미

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고무할 수 있다."

국인 팀원들에게 부정적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진정한

라가시는 캐터필러가 보다 포괄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리더십은 가장 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가

자 기업 차원에서 취한 조치를 자랑스러워한다. 예를 들

되는 일은 또한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사람

어, 여성 리더십 조직은 정기적으로 만나 여성 리더들의

들은 그들이 연결됨을 느낄 때 회사에 머무르고, 만약 리

공급 관로를 키우기 위한 기회를 논의한다. 회사는 최근

더들이 진정성이 없음을 알게 되면 회사를 떠날 것이다."

남성 리더들을 교육하기 위한 과정을 도입했는데, 보다

관리 및 리더십 공급 관로를 고성과 여성들로 채워라.

성별 포괄적인 문화를 촉진하고, 특히 노동인력 중 소수

여성 인재의 승진 및 발전을 위한 명확한 경로는 관리, 그

집단을 불리하게 만들고 소외시키는 행동 및 행위에 관해

리고 궁극적으로는 리더십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위한 기

논의한다. 캐터필러는 또한 긍정적인 직원 피드백을 받은

회를 늘릴 수 있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도입했다. "여성 리더로서 역할 모델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성과에 기반해 승진

이 되고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하고, 남성들은 잠재력에 기반해 승진한다고 한다.28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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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런 편향을 잠재력 있는 고성과 여성들을 경력 초반

최근 연구 결과는 여성들이 들어주고 조언하며, 후원

에 선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이런 호의

해주는 역할인 멘토와, 직접적인 관리 경험을 가지고 개

카비타 프라브하카(Kavitha Prabhakar)는 딜로이트 컨설팅의 프린시펄이자 딜로이트 US CIO 프로그램의

적인 식별은 잠재력을 가진 직원들이 발전에 필요한 자원

발과 성장을 위해 옹호해줄 의향을 가진 멘토 양쪽으로

우먼 인 테크 이니시어티브를 이끌고 있다. 그녀는 시카고에 거주한다.

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는데, 그런 자원에는 경력 체계도

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음을 알려준다.29 한 연구 결과는

크리스티 라마(Kristi Lamar)는 딜로이트 컨설팅의 딜로이트 US CIO 프로그램의 매니징 디렉터이자 익스피리언스

를 포함한 공식적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학습 및 계발

STEM 직업군에서 후원자가 없는 여성들에 비해, 후원자

계획, 공식 및 비공식 멘토링과 후원 기회, 그리고 가능

를 가진 여성들이 37% 더 급여 인상을 요청하고, 22%

하다면 글로벌 그리고/혹은 기능 부서별 경험을 위한 순

더 승진율에 만족하며, 70% 더 자신들의 생각을 지원받

환 배치가 있다.

고, 119% 더 그들의 발상이 개발되며, 200% 더 그들

멘토링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내 경력 전반에 걸
쳐,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직원으로서 나를 발

의 발상이 실현됨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발

리더다. 그녀는 덴버에 거주한다.

안자리 샤이크(Anjali Shaikh)는 딜로이트 컨설팅 CIO 프로그램을 위해 연구 및 인사이트 팀을 이끄는 시니어 매
니저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코스타 메사(Costa Mesa)에 거주한다.

캐롤린 브라운(Caroline Brown)은 딜로이트의 시니어 라이터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한다.

견했다.30

전시켜준 멘토들이 있었다." 라가시의 말이다. "나는 또

후원자와 멘토들은 많은 여성들에게 결여된 관계망을

한 개인적으로 남성과 여성들 모두를 멘토링 한다. 나는

여성 기술자들에게 제공해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보호

충실한 멘토링 관계를 창출하는 데 헌신하므로 따라서 맡

하며,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보다 많은 여성들

은 사람의 수를 제한한다-나는 그 관계가 점검표를 채우

이 리더십 수준 직급으로 승진함에 따라, 그들은 이제 다

는 활동으로 변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음 세대에게 멘토와 후원자로서 봉사할 수 있다.

인터뷰에 응해준 펌비 치마(Fumbi Chima), 줄리 라가시(Julie Lagacy), 수마 날라패티(Suma Nallapati), 모니크 시바난단
(Monique Shivanandan)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여성 리더십과 CIO 역할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대단히 통찰력 있었고, 그들의 경
험을 우리와 나눈 시간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
본고는 엘리자베스 무어(Elizabeth Moore), 키아라 오브라이언(Keara O’Brien), 앨런 키우(Allen Qiu), 제시카 시에라(Jessica
Sierra)의 헌신에 의해 가능했다. 우리는 다나 쿠블린(Dana Kublin)의 사려 깊고 아름다운 삽화와 준코 카지(Junko Kaji), 리투 토마
스(Rithu Thomas), 소냐 바실리에프(Sonya Vasilieff)에 감사한다.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 보기

디자인 사고로 직장에서의 성별 편향과 씨름하기
조직은 여성에 대한 의도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또한 여성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는 암묵적인 편향을 중화할 수 있을까?
www.deloite.com/insights/designing-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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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매업체들의 위험한 중간 지대

소매업의
거대한
분기

5년 간 매출 성장

1년 간 매출 성장

순 매장 개점 수
(2015-2017 사이의 가용한 데이터로부터)

고급
가격 기반

가격 기반
고급

평균

고급

가격 기반

평균

평균

소

매업의 종말이 도래했다는 선언이 인기다. 그

출처: 다양한 연간 보고서에 대한 딜로이트의 분석 결과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쇼핑객, 특히

밀레니얼이, 점점 더 많은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는가? 평균의 소매업체-가격 그리고 판촉의 조합을 통한 가치 전달을 추구하는 이들이 그

때문에 전통적인 소매업체들이 심하게 약화되며, 그 결

러하다. 평균 소매업체의 매출은 지난 5년 동안 단지 2%밖에 증가하지 못했다.1 그리고 이들은 매장 폐점과 파산

과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게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가격 기반 및 고급 소매업체는 2015년과 2017년 사이 동안 문을 닫은 것보다 더

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딜로이트의 연구는 소비

많은 매장을 열었다.2 이에 더해, 소비자들은 점점 더 양극단에 위치한 소매업체를 추천하는 듯한데, 이는 변화하는

자 행동을 추진하는 훨씬 많은 일련의 요인을 밝혀냈

소비자 니즈에 이들이 더 부합함을 시사한다.

고, 우울한 기사 제목들의 이면을 바라보면, 소위 말하

무엇이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시장에서 이러한 분기를 추진하고 있는가?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산업 트렌드

는 종말은 어쩌면 실제로는 부흥일지 모른다-만약 당신

에 의해 지지되는 전반적 금융 환경은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80%의 미국 소비자들에게 힘든 10년이었다. 소

이 적절한 종류의 소매업자라면 말이다.

득 기준으로 측정한 하위 40%는 비용을 부담하느라 고전해 왔고, 한편 중간의 40%는 자신들의 소득 감소를 목

우리는 1년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해 미국 소매업 환

격해 왔다.3 소득 및 순자산가치 증가는 불균형하게 최상위 소득 집단에 몰렸다. 이런 갈라짐을 그대로 반영해, 가

경을 조사했다. 공식 데이터를 연구하고, 2,000명 이

격 기반 소매업체는 제한된 가처분 소득을 보유한 쇼핑객들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고, 반면 고급 소매업체

상의 참여자들에게 설문하며, 딜로이트의 고객사, 업계

는 더 부유한 소비자들을 접대하고 있다.

소식통 그리고 자체의 산업 전문가들의 지식을 끌어다

이들 경제적 고려사항은 또한 채널 및 범주별 소비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저소득 소비자들

사용했다. 딜로이트는 스펙트럼의 윗부분에서는, 고급

이 더 부유한 소비자들보다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백화점에서 소비할 가능성이 44% 더 높음을 발견했다. 반

소매업체-고급 혹은 고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한 가

대로, 고소득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할 가능성이 52% 더 높다고 밝혔다.4 물론, 전자상거래의 성장이 계속해

치 제공을 추구하는-들이 지난 5년 동안 81%의 매출

서 매장 매출을 능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전통적인 소매업체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한가지 요인은 온라인

신장을 기록했음을 목격했다. 다른 극단의 소매업체-

쇼핑이 여전히 미국 전체 소매 매출의 단지 9%에 불과하다는 점이다.5 도전과제를 경시하지는 않아야 하지만, 소

가능한 최저 가격으로 판매해 가치를 전달하는-들은 같

매 시장의 91%를 지배하는 상황은 종말하고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은 기간 동안 꾸준한 37%의 매출 증가를 향유해 왔다.
(그림 참조).

세계 최대 소매 시장의 상태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소매업의 거대한 분기(The great retail bifurcation)』를 읽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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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기술

정보의 풍요는
관심의 빈곤을 낳는다.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1

긍정적 기술
디지털 웰빙을 위한 업무 환경 설계하기

현

대 업무 현장에 기술이 변환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료들끼리 여러 지역에 걸쳐 손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는 점은 분명하다. 많은 경우 대면 회의가 화상

있고, 동시적으로 비용, 환경 피해, 신체적인 피로를 줄일

회의에, 우편실이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타자기와 먹지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검색 엔진, 온라인 쇼핑

가 워드프로세서에 길을 내줬다. 기술은 또한 업무-그리

서비스는 우리가 생산적이 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정

고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전통적인 사무실의 경계를 넘

보를 몇 번의 클릭으로 소환할 수 있게 해준다. 온라인 지

어서 이동할 수 있게 해줬다. 디지털로 연결된 전문가들

도, GPS, 실시간 번역 서비스는 친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이 일부 업무를 카페 또는 가게에서, 집에서, 심지어 ‘휴

길을 찾고 지역민과 의사소통하도록 도와준다.

2

가’ 중에 수영장 가에 누워서 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기술적 혁명은 많은 명백한 혜택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적 삶에는 불리한 면이 있다. 특히
걱정되는 점은 디지털 기술의 몰입적-일부가 중독을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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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디지털 기술의 위험

리의 시간과 관심을 빨아들여 약화시킬 수 있다.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증가한 생산성의 혜택을 볼지 몰라도, 삶
과 일 간의 모호해지는 경계에는 수익 체감의 법칙이 뒤
따른다. 최근 딜로이트 연구 결과가 시사하듯이, 항상 접
속 중인 직원들로부터 도출된 가치는 늘어난 인지적 부하
와 줄어든 직원들의 성과와 행복과 같은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4
짧게 말해, 디지털 및 모바일 기술은 주기도 하지만-또
한 뺏어가기도 한다. 항상 연결된 직원들로 인해 가능해
진 효율성을 부족한 시간과 주의 집중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노동자 생산성, 성과, 행복에 대한 장기적 피해와
저울질해야 하는 책임이 인재 그리고 기술 리더들에게 떨
어진다. 기술 그리고 사람들을 최대로 활용하는 일은 단
순히 부담이 큰 제약 요건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이는 중
독적 행동이 아닌, 건강한 기술 사용 습관의 육성을 촉진
하는 디지털 기술의 설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조직의
리더들이 건강한 기술 습관의 채택을 권장하는 일터를 설
계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장시간의, 스트레스 가득한 나날의 노동은 한때 프
롤레타리아 계급의 삶의 특성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
늘날의, ‘항상 접속된’ 상태는 오히려 높은 사회적 지위

최근 저서 『거부할 수 없는(Irresistible)』에서, 뉴욕 대

이 부족한 과부화된 개인들에게도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

학교 마케팅 및 심리학 교수 아담 알터(Adam Alter)는

다: 시간이 바로 그 자원이다. 이는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

디지털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했다.

8

지 못하는 디지털 정보공급망이 주의를 기울이고, 좋은 의

직장이란 환경에서는, 이들 요인 중 많은 사항-다음 장에

사결정을 수행하며, 계획을 고수해야 하는 사람들의 능력

서 요약 정리된-이 직원들의 기술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리고 더 빠르게

의 상징인 경우가 많다.5 기술은 우리를 책상으로부터 물
리적으로 자유롭게 했을지는 몰라도, 근무시간 중에 일
상적으로 일어났던 자연적인 휴식 또한 제거해 버렸다.

일함으로써 그러한 방해를 벌충하려 노력할 때, 사람들은

측정과 경보

그저 더욱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13

디지털 기술은 과거에는 계량이 불가능했던 삶의 측

너무 많은 경보와 너무 많은 걸러지지 않은 정보의

면의 수량화가 가능해,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소비하는

또 다른 인지적 효과는 선택 과부화(choice overload)

지에 대해 신선한 인사이트를 산출해 준다. 개인적 차원에

다. 선택 과부화를 경험하는 개인들은 의사결정을 안내-

서, 사람들은 몇 걸음이나 걸었는지를 추적하고 좋아요 개

넛지(nudge)-해주는 명확한 환경적 신호 혹은 기본 선택

수, 친구 수, 추종자 수를 셀 수 있다. 직장에서는, 사람들

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이 매일 아침마다 수십 건의 읽지 않은 이메일과 연속된 회

사실을 종종 발견하곤 한다.14 그러한 신호와 기본 선택

반적으로 간주되는 이 제도는 사실은 더 많은 근무시간

의를 상기시켜주는 알림의 환영을 받는다. 낮 동안, 직원들

은 2008년 출간된 『넛지』의 저자들이 선택 설계(choice

으로 이어진다.7 실질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은 이메일, 문자, 인스턴트 메시지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인

architecture)라고 명명한 개념의 대표적 사례다.15 명민

런 행동이 조만간 변할 거라고 생각할 근거가 별로 없다.

한 방해를 받는다.

한 선택 설계가 없는 경우, 직원들은 보통 대안과 과업의

그리고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런 효과가 근무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인의 53%
가 주말에도 일하고, 52%는 지정된 근무시간 외에도 일
하며, 54%는 심지어 아플 때도 일한다고 한다.6 유연근
무제, 즉 더 큰 자유를 제공해주는 기술의 혜택이라고 일

이들 환경적 요인 및 문화적 규범은 기술적인 디자인

분명, 그런 많은 메시지와 알림은 필요하고 도움이 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자체적인 규칙을 적용한다. 그러

요인-일부는 의도적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에 의해

다. 그러나 다른 많은 것들이 당면한 중요 과업으로부터 우

한 임기응변의 어림법은 시간과 개인에 따라 다양하고, 역

점점 더 악화되는데, 이들 요인은 기술 사용을 충동적으

리의 주의를 흩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저해

할 및 성과 목표와 일관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16

로 만들고 습관을 형성해, 중독의 성격을 띠게 만든다.

시킨다. 널리 인용된 연구에서, 인지과학자 글로리아 마크
(Gloria Mark)와 그녀의 동료들은 사람들이 더 빨리 일함

비의도적인 vs. 의도적인 설계
기술 설계자에게는, 다른 모든 관심사를 포기한 생산성 및 수익성의 극대화가 주요 목표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9 그러
나 최종 사용자의 행복을 무시하면 이들 산출물이 기술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을 결여하게 된다. 이
는 산출물이 우리가 가진 가장 희소한 자원의 일부를 차지하도록 디자인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말이다.

쉬워진 회의 초대

으로써 업무 방해를 벌충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2배의 대

가상 회의는 조직에게 비용 절감, 지식 전수, 팀 문화 구

가가 따른다고 말한다. 개인은 더 많은 스트레스, 좌절, 시

축과 같은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17 그리고 직원들은 줄어

간 압박과 노력을 경험한다.10 동시에, 조직은 직원 성과의

든 출장과 늘어난 재택근무 기회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

저하뿐만 아니라,11 또한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할,

다. 그러나 사람들을 이런 회의에 초대하고 초대를 수락하

최적화가 덜 이뤄진 사업 의사결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

기가 쉬워진 점(특히 대개 일정에 여백이 많은 시점인, 며

은데, 이는 충실히 장단점을 저울질해 가능한 대안을 고려

칠 전에 미리 초대할 때)이 단점으로 변할 수 있다. 회의 주

하고 평가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자는 포괄성의 차원에서 지나치다 싶게 많은 참가자들

특히,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진 메시지의 끊임

을 초대하는 방향을 선택하곤 하는데, 그렇게 해서 누군가

이들 디자인 의사결정 중 일부는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데, 가장 효율적인 산물을 창조하기 위한 끝없는 추구의 부산물로서 발

없는 흐름은, 인지적 결핍을 생성해, 적절히 정보를 처리하

를 빠뜨릴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일반

생한다.다른 디자인들은 직원들이 중독될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설계자가 창조한 기능의 산물이다. 비의도적인 그리고

는 개인 능력의 저하를 일으키게 된다.12 최근 연구 결과는

적인 직원은 무언가 중요한 사안을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

의도적인 설계 두 가지 다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중독된 사용자가 그 결과다.

결핍 환경이 일종의 '인지적 세금'을 개인들에게 부과한다

움에 회의 참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른 너무

는 점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급하게 수천 달러의 자금을

나 흔한 결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로 채워진 날이고, 회

조달해야 하는 시나리오 상황에서의 저소득 계층의 주의

의 동안에 많은 발언이 이뤄지지만, 얻는 것은 적고, 달성

력에 초점을 맞춘 실험은 IQ 지수 13점 하락이라는 결과를

된 것은 훨씬 더 적다. 이는 당면한 실제 과업을 완료하기

기록했다(이는 하룻밤을 새운 뒤에 경험하는 IQ 지수 하락

에 부족한 시간, 혹은 회의의 질과 전반적 몰입을 약화시키

과 유사한 결과다). 놀랍게도, 이 현상은 다른 차원의 자원

는 다중 작업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다행히도,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고 개입-기술적 및 환경적-이 실시되면, 두 가지 모두 극복할 수 있다. 보다 원기를 북돋
는 사실은 사용자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익숙해져서 기술에 덜 신세를 지게 되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대항 조치를
채택해 스스로 더 나은 사용과 행복을 증진할 거라는 우리의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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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
자연스러운 중단 지점을 제거해버린 기술 설계는 사용
자를 생산적 관성 상태에 계속 묶어둔다.18 이러한 사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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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손상시키게 된다. 몇 가지 사례가 그 점을 확실히 보

만들기 위해, 두뇌의 보상 중추를 심리적으로 자극하도

고용주가 사용자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더 나

여준다.

록 설계되는데, 물리적인 약물 중독의 효과를 본떠 그렇

은 기술, 그리고 어떻게 사용자들이 기기를 사용하는가

게 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개발자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더 나은 직장 환경, 사회

수면 방해: 기술에의 중독과 항상 접속중인 업무 문화

30

태는 우리의 업무 생활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종종 수행하

는 사회적 수면 부족의 원인이 된다.

업무 몰입 시 동반

기술분야 전문가들이 자연스런 인간적 한계에 의해 사

적 규범, 기대를 전부 선택할 때 같은 종류의 행동학적 설

는데, 뭔가를 지속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인한 비효율

되는 각성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낮 동안에는 덜 피곤하

용자들이 압도당하지 않고-극복하도록 돕는 인간 중심적

계가 사람들의 기술 매개된 업무 환경에 적용될 수 있다.

성 없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연달아 과업을 수행하게

지만, 반면 모바일 기기가 내뿜는 파란색 화면의 빛에 노

인 접근법을 기술 및 업무환경 설계에 채택해야 한다.

해준다. 하지만 우리가 하찮은 과업에 몰입했을 때도, 비생

출되어 숙면에 필요한 멜라토닌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

다행히도, 인지과학 및 행동과학의 증가한 탁월함은

산적인 흐름이 생겨날 수 있다. 낮은 우선순위의 이메일이

자기강화 고리는 일련의 부정적인 건강 상태의 회피에 필

디지털 기술의 증가한 편재성과 맞먹게 되었고, 건강한

계속 온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이를 읽느라 시간을 낭비

요하다고 여겨지는, 7에서 9시간의 수면주기 유지를 더욱

행동 변화의 촉진을 위한 실용적 도구의 급성장도 이에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는 아마도 시청자

어렵게 만든다.

동반하게 되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행동과학 분야의 부

우리 모두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물인터넷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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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기술
추적, 분석, 사용 패턴의 변경

들의 관심을 붙잡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피드와 온라인 오락

물리적 단절: 기술은 사회적 행복에 더 심오한 부정적 효

상, 또는 적용된, 행동학적 '넛지'의 부상이다. 이 핵심 인

우리는 디지털이 매개된 삶을 영위함에 따라 ‘디지털 부

플랫폼에 구현된 ‘밑 빠진 설계’를 직장에서 구현한 모습일

과를 미치고 있다. 기술은 거리와 시간대를 넘어 관계를 유

사이트가 발견한 점은 상대적으로 소소한 증거 기반의 환

스러기’를 뒤에 남긴다.35 특히, 이는 직장에서 발생한다:

터이다. 자연스러운 기본값은 계속이지, 중단이 아니다.19

지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이는 가끔 이전의 좋았던 대면 관

경적 미세조정이 행동과 긍정적 결과의 대규모 변화로 이

이메일과 일정 관련 메타데이터는 대체로 아직 미개발된

계를 희생시켜 얻어진다. 기기가 항상 우리의 관심을 요

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삽입글 ‘행동과학과 애플리

풍부한 데이터 원천이다. 그리고 이제는 저렴한 전자 기

구하는 상황에서, 가족과 친구들은 종종 등한시되고-우리

케이션 설계 윤리’ 참조)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영양학적

기들로부터 '정서적 컴퓨팅'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 기

의 전체 사회적 구조가 변화된다.26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으로 덜 좋은 음식을 카페테리아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술적으로 가능한데, 이들 기기는 목소리의 어조, 얼굴 표

대한 연결이 너무 강해져서 코카인 마약으로 유발되는 보

곳 혹은 손에 잘 닿지 않는 곳에 두기. 그렇게 한다고 선택

정, 심지어 스트레스 혹은 흥분 상태 동안 얼마나 땀을 흘

상 자극에 비견될 정도다.

권이 줄지 않는다. 개인은 원하는 무엇이든지 여전히 자

리는지에 대한 데이터까지 포착한다.

25

스마트 스크린과 슬롯머신
윙윙대는 모바일 기기를 확인해보려는 욕구에 누가 저
항할 수 있겠는가? 이는 승진을 축하하는 이메일이거나 혹
은 성공적인 실험 결과에 대한 팀 메시지일 수 있다. 또는
스팸일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확인해볼 수밖에 없고,
기술 설계자는 그 사실을 안다. 이는 심리학자 B.F 스키너
(Skinner)의 연구에서 도출된 사실로, 설계자는 특정 과
업에 대한 보상들 간의 간격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고도로
효과적이고 중독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한다. 스키
너가 ‘변동비율 강화계획(variable-ratio schedule)’20이라
부른, 이 보상 변동성은 기술 설계에서 풍부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려 새로 고침을 실행하
는 많은 모바일 앱의 설계에서 구현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기를 슬롯머신에 비유할 수 있는데, 큰 보상을 노
리고 계속해서 다시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21
이 깜짝 요소의 중독적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인기 있는
많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들이 알고리즘을 변경해 더 이상
피드를 발생시간 순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에, 각각의
새로 고침은 맞춤화된 피드를 새로운 전시 방식-오래된 것
과 새로운 것을 결합해서-으로 제시하는데 그 새로운 순서
에는 명확한 운율이나 이유가 없다.22

27

불안감과 우울함: 정보 과부하는 마음을 산만하게 만
들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정신에 해가 된다. 우리 삶

32

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사려 깊은 배치가 보다 영
양가 높은 선택을 촉진하고 ‘생각 없는 식사’를 줄인다.

33

그러한 데이터의 침입적인, '빅 브라더' 방식으로의
사용을 회피하는 일은 분명히 중요하다.36 그럼에도, 개

의 시간은 한정되고 정보와 선택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인이 자신들의 기술 사용 행태를 더 잘 이해하고 규제하

FOMO(Fear Of Missing Out,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함)

도록 지원하기 위해 그러한 데이터의 사용을 고려하는 일

라 불리는 현상을 종종 낳곤 한다. 전화기와 컴퓨터가 끊임
없이 우리에게 가용한 모든 기회를 알려주는 상황에서, 일
정 중복은 드물지 않게 되고 다른 회의 때문에 어느 회의
에 빠질 필요가 있을 경우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 다른 이
들의 사회적 프로필을 살펴보는 일 또한 기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우리는 오로지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사
28

용자들로 가득한 웹사이트들을 보는데, 그들은 호화로운
29

휴가와 사회적 관계 사진을 과시하거나 승진 소식 및 다른

행동과학과 애플리케이션 설계 윤리
행동과학은 사람들의 장기적인 최선의 이익과 일치 혹
은 불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넛지하
는 데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넛지 전략을 고려하는
조직은 적용된 행동과학의 윤리적 차원을 숙고해야
한다. 선택 설계의 선구자인 리처드 세일러(Richard
Thaler)와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은 ‘자유주의

업적을 나열한다. 비교로 인해 우리의 삶이 초라해지는 게

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라는 용어를 사

아닌지 질문하기 시작하는 모습은 지극히 당연하다.

용해 그 분야를 특징지었다. 윤리적 선택 설계는 선택

고용주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술 중독 회의론자는 보통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일터 기술의 건강하지 못한 사용은 생산성 저해 이상

"그냥 전화기를 내려놔라." 그러나 의지력만으로는 충분

의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직원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복

치 않다. 기술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바라면서 되돌아오게

은 가치가 있다.37 예를 들어, 스마트미터는 개인의 앱 사
용 패턴을 보여주고, 우려되는 영역을 조명해 준다. 앱 사
용 수준과 다양한 웹사이트에 소비한 시간을 모니터링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존재한다. 기업 수준에서는, 직
원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소비한 시간을 추적하고, 다
른 직원과의 비교를 포함해 보고서를 생성해주는 다른 솔
루션도 존재한다. 그러한 비교 지표는 직원이 자신의 수
고를 동료들의 그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그리고, 적절하게 구조화된 메
시지와 함께 제공되면, 의사결정을 안내하고 또한 ‘항상

의 자유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이고, 동시

접속된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에서 근무시간의 사회적

에 개인의 장기적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인이

규범에 관한 취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한 데이터는 또

행동하기 쉽게 만든다는 점에서 ‘개입적’이다. 세일러

한 건강한 기술 사용을 넛지하기 위해 설계된 동료들과의

는 『넛지』에 사인을 할 때마다, "선을 위해 넛지하라."

비교 메시지를 맞춤화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사회

고 적는다고 말한다.34

적 증명 기반의 메시지 전달은 에너지 절약의 권고부터
세금 납부의 납기 준수 촉진까지 다양한 활용에서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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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증명되어 왔다.38 예를 들어, 1주일에 50시간 이상
일하는 어느 직원에게 1주일에 평균 45시간 가량 일하는
동료 직원들 이상으로 그녀가 일하고 있음을 알리는 안내
문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넛지는 모든 이들이 1주일에
60시간을 일한다고 인식된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그녀를
해방시키기에 충분하거나 혹은 그녀가 관리자와 업무 부
하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39

AI를 이용해 건강한 행동 촉진하기
또한 인공지능이 우리가 기술과 상호작용을 더 잘 이루
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지루한 '기초 작업'을 스스로 수행
해서, 사람들이 더 고차원적인 과업에 집중하도록 자유롭
게 해준다. 특히, AI는 디지털 업무 환경을 관리하는 데 활
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이메일 시스템은 이제 AI를
이용해 이메일을 범주별로 분류하고, 긴급한 이메일을 찾
기 쉽게 만들며 오로지 중요한 이메일만을 사용자의 스마
트폰으로 전송한다.40 구글은 또한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
얼리(Dan Ariely)와 협업해 AI를 자사의 일정 앱에 구축해
왔는데, 이 일정 앱은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긴급한 구체
적인 과업에 의해 밀려나는 경향이 있는 과업의 수행을 위
해 자동으로 '약속'을 잡을 수 있다. "이메일이 불쑥 나타나
서 '답장해줘요'라고 말하곤 하죠" 애리얼리의 말이다. "불
행히도, 생각을 위한 시간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41
다음 단계로, 기술과 관계된 부정적 행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챗봇(chatbot)을 포함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이러한 챗봇의 소프트웨어는 소셜 미디어
피드와 같은,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의 새로 고침을 막는 스
마트필터를 특정으로 한다. AI 상품이 직장에서의 불안감

기술 중독을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잠재적인 환경적 넛지 전략

생산적인 흐름을 권장하기
고용주는 회사의 이메일 및 내부 시스템 기제에 애플
리케이션에 대한 중단 지점을 포함시켜, 사용자들이 행동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도구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넛지할 수 있다. 상기 알

기술을 활용하는 상기 알림을 설계

림은 다양한 맥락에서 효과적인 넛지 전략임이 증명돼 왔

새로운 넛지 기능을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어떤 고객이 일

업무 외 시간 동안의 이메일과 업무 습관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소통-예를 들어, 대부분의 직원과

반적으로 부족한 또 다른 자원인 통신 데이터를 과도하게

리더들이 특정 시간 동안에는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 많은 스마트폰이 데이터 한도를 초과
하기 직전임을 사용자에게 경고한다. 이러한 경고는 사용

사회적 증거

자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지속
적인 사용을 재평가하도록 넛지한다. 이러한 개념을 업무

직원들이 '디지털 해독' 혹은 일/삶 균형 서약을 채택해, 업무 시간외 이메일 사용을 제한하는 데

환경에 이식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직원들로 하

헌신하도록 권장

여금 휴가 중 혹은 업무 시간외 동안 이메일 접속을 하지 않

개입 방법

도록 넛지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비슷하게 흐름의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기술
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더 나은 행동을 향해 사람들을
넛지하기 위한 개입 수단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47 예를
들어, ‘플로우라이트(Flowlight)’는 어느 지식 근로자가 현
재 '무아지경'에 빠져 있고,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동료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낼 목적으로 설계된 일종의 '신호등'
이다. 플로우라이트는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 동작뿐만 아
니라 사용자의 인스턴트 메시지 상태에 근거한다.48 비슷
하게, 쓰라이브 글로벌(Thrive Global)은 새로운 앱을 개
발했는데, 사용자가 앱을 '일이 잘되는 중' 상태로 설정하
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용자가 한창 일이 잘 풀
리는 중이며 나중에 답장할 거라고 응답한다.49

및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를 개선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가
능하다. AI로 가능해진 또 다른 챗봇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상기 알림

다.46 소비자 관련 영역에서 개념을 도출해, 일부 개발자는

간 비교는 '부드러운 개입' 선택 설계 도구의 사례로서 기

더 나아가, 한 선도적인 다국적 자동차 기업은 기술이 적용

술의 보다 생산적인 사용에 도움이 되는 업무 환경의 설계

된 프로세스와 문화적 규범을 섞어서 사용해, 직원들이 휴

를 위해 채택 가능하다(그림 참조).

가기간 중에 받은 모든 이메일을 자동으로 삭제하고, 발신
자에게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았다고 알리는 옵션을 행사

기술 및 사회적 압력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54 만약 이런 방식이 너무 과격하게

고용주의 정책 및 문화적 규범은 영구적 접속 상태 문

보인다면, 또 다른 대안은 하루 동안의 휴가 연장을 제공하

화를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 외 시간에 직원들이

여, 연속된 여러 날 동안 휴가를 다녀왔던 직원들이 이메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책 및 조직 문화

일 및 다른 비공동작업을 따라잡도록 지원해서 업무 복귀

두 가지를 모두 조율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근무 외 시간 동

를 쉽게 해주는 방안도 있다. 또 다른 간단하고 작은 선택

안 이메일 발송 혹은 회의시간 설정을 실행 측면에서 어렵

설계가 수많은 연속된 회의의 부하를 줄일 수 있다. 기본

게 혹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기본 설정 기제를 통

회의 시간을 30분이 아닌 25분으로 설정해 자동으로 쉬는

해 보강이 가능하다.

시간을 끼워 넣는 것이다.

손이 덜 가지만 잠재적으로 동등하게 강력한 설득력 있

더 나은 환경

는 기법은 동료의 압력이 가진 힘을 사회적 증거를 통해 미

공약 방책 및 사회적 지원

심리학자와 컴퓨터과학자들에 의해 설계되었는데, 인지적

앞서 언급된 아이디어들은 업무 현장 기술에 적용된 다

묘하게 채택하는 방안이다. 사회적 증거는 개인이 자신의

연구 결과는 누군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단계

행동 치료(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를 수행

양한 형태의 인간 중심적 설계를 예시로 보여준다. 하지만,

행동에 다른 이들의 행위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회

를 밟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할 경우, 끝까지 이행할 가능

할 수 있다. CBT는 개개인이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강화

또한 넌지시 시사하는 바는, 인간 중심적 설계를 업무 환

심리학의 발견에 전제를 둔다.51 사회적 증거는 사람들이

성이 높아짐을 보여준다.55 맹세와 같은 개입 방법은 이러

하는 요인을 파악하도록 지원하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대

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넛지는 선택 설

호텔 수건을 재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데서부터52 기한 내에

한 발견에 전제를 둔다. 예를 들어, 존스홉킨스 대학(Johns

안적 행동을 파악하고 권장하는 개입 기법으로서 채택되

계에 적용된 인간 중심적 설계로 비춰질 수 있다. 정보의

세금을 납부하게 만드는 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

Hopkins University)은 직원을 위한 복지 서약을 만들어

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딜로이트 연구에서 이 기법을 다

제공 및 정책, 제한, 지도 방편의 수립은 '고전 경제학'적이

임이 증명되어 왔다. 이를 염두에 두고, 기업은 직원들에

왔다. 관심있는 직원에게 30 혹은 90일 과정의 일과 삶의

루기도 했는데, 이는 감정적 복지의 개선에 있어 견실한

며 효과적인 행동 변화를 위해 영감을 받은 지렛대 역할을

게 업무 시간외에 동료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행위가 정상

조화 증진을 돕는 다양한 기회와 전략이 제공된다. 일단 참

개입 수단임이 밝혀져 왔다.

한다. 스마트한 기본값 설정, 개입 정책, 사회적 규범, 동료

이 아니며 권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릴 수 있다. 한 걸음

가를 서약하면, 그들은 고용주의 지원과 함께 삶의 변화를

43

44

5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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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지금까지, 조직은 이 접근법이 성공적임을 확인

다. 형편없이(혹은 비뚤어지게) 설계된 기술은 사람들의

해왔다. 앞서 언급한 자동응답 기제에 더해, 사전 서약을

관심을 가로채서 기술 중독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설

코너 조이스(Connor Joyce)는 인적자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인적자원 변환 사업부의 일원이다.

짜 넣을 수 있는 또 다른 활동은 '디지털 해독'으로, 딜로이

계는 또한 건강한 기술 사용습관의 육성을 촉진할 수 있

젠 피셔(Jen Fisher)는 딜로이트 복지를 위한 내셔널 매니징 디렉터다.

트 그 자신이 채택한 방안이다. 이는 매일 기술과 관련된

다. 사람들의 많은 자동적이고, 반복되는 행위는 환경적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7일 간의 프로그램이다.

요인에 의해 개시된다.57 성공적으로 긍정적인 습관을 함

56

짐 구스차(Jim Guszcza)는 딜로이트 컨설팅의 수석 데이터 과학자이자, 딜로이트 고급 애널리틱스 및

구체적인 정책 혹은 선택 설계 개입이냐에 상관없이, 무

양하는 사람들은 의지력의 지속적인 행사보다는 긍정적

모델링 사업부의 일원이다.

엇보다 중요한 목표는 직원-기술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

인 행위를 보다 힘들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방

수잔 K. 호건(Susan K. Hogan)은 딜로이트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의 연구원이다.

식으로 일터를 재배선하는 일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최상

식으로 자신의 환경을 재설계하는 데 시간을 들임으로써

층으로부터의 압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새로운 정책

이를 달성한다.

의 수립은 한가지 방안이지만, 조직의 리더가 공개적으로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건강한 습관의 형성을 오르막

이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결과적인 혜택을 소통하는 일

길이 아닌 내리막길로 만드는 방식으로 환경을 다시 상상

은 상당히 다른 사안이다.

하고 재형성하는 방식이 값어치를 한다. 일터에서, 개별

조나단 홀도우스키(Jonathan Holdowsky), 준코 카지(Junko Kaji), 라마니 모제스(Ramani Moses), 브렌나 스나이더만(Brenna
Sniderman), 존 크라우스(Jon Krause)의 본고에 대한 공헌과, 직장에서의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반응 테스트에 참여하느라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직원은 긍정적인 기술적 환경을 공동 창조하는 역할을 수

습관의 문제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조직의 리더가 그러한

기술과 사람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직장 및 그 외
에서 모두-은 의지력의 지속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인간 심
리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및 환경의 설계

디자인 노력을 진두지휘하고 무엇이 효과적인지 배우기
위해 증거 기반의 접근법을 취하며, 그리고 지속해서 이
를 개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디지털 해독: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
(그리고 고용주가 권장 가능한)
디지털 해독이 필요한가? 여기 몇 가지 접근법 사례가 있다.
월요일: 원하지 않는 모든 이메일을 구독 해제한다. 당신이 모르는 사람을 소셜 미디어에서 언팔로우(unfollow)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야심이 크다면, 스마트폰을 회색조로 설정해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기기의 매력을 떨어뜨려라.
화요일: 지난 달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앱들을 폴더로 정리해 어수선함을 줄여라. 소셜 미디어의 알림 설정을 꺼버려라.
수요일: 모바일 기기를 침실 밖에서 충전하라. 스마트폰의 시계를 대신할 자명종시계를 구입하라.
목요일: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보지마라. 저녁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으면, 스마트폰을 꺼라.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 보기

팟캐스트 들어 보기

금요일: 하루 동안 TV, 스마트폰, 컴퓨터가 없는 방에서 모든 식사를 하라.
토요일: 하루 종일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지 마라.

저자 제니퍼 피셔(Jennifer Fisher)와 콘노 조이스(Connor Joyce)가 왜 기술이 우리의 삶을 향상-규제하지 않고시켜야 하는지를 토론한다.

일요일: 8시간 동안 연속해서 스마트폰을 꺼둬라(당신이 깨어 있는 동안!). 스마트와치를 풀어 둬라.
www.deloitte.com/insights/digital-wellbeing-po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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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 전략과 책임

삶과 일의 경계가 흐려짐에 따라, 육체적, 심리적, 재정적, 정신적 건강에 초점을 맞춘 탄탄한 일련의
웰빙 프로그램 제공이 기업의 책임은 물론 직원의 생산성, 몰입, 유지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 되어가고 있다.
조직이 이 영역에 크게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딜로이트의 연구는 기업이 제공하는 것과 직원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기대하는 것 간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많

은 주요 조직이 일종의 총괄적인, 끝에서 끝으로

다.2 시간제 근로자들이 유연하지 않은 일정을 불평할 수

이어지는 웰빙 프로그램을 포함하기 위해 보상

도 있고, 한편 사무직 노동자들은 일로부터의 분리를 불

및 개발 프로그램을 제고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좋은 기

가능하게 만드는 끝없는 이메일과 메시지의 홍수를 불평

업시민의식의 책임이자 기업인재전략의 핵심 요소이기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

도 하다. 이러한 투자는 노동자, 회사, 기업 리더들의 니

간을 일하고 더 적은 휴가를 사용한다.3 그리고, 딜로이트

즈에 대응하며, 늘어나는 다수의 복지 자원과 도구도 이

의 밀레니얼 설문조사는, 30개국 중 19개국에서 설문에

에 대응하고 있다.

답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부모 세대보다 더 '행

비록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새

복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음을 보여줬다.4

로운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비즈니스의 가차없는 추세

이에 대응해, 디지털 웰빙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

는 이 문제를 더 악화시켜왔다.1 디지털 비즈니스의 속

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20억 달러 이상이 이 분야의 벤

성인 항상 켜진 상태와 24/7 업무 방식에 강제되어, 이

처캐피탈에 투자되어, 모든 건강 측면에 대한 평가, 모니

제 모든 노동자의 40% 이상이 직장에서 고도의 스트레

터링, 개선을 지원하는 온라인 동영상, 앱, 도구의 홍수

스에 직면하고 있음을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데, 이는 그

를 창출했다.5

들의 생산성, 건강, 가족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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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이 전략적 우선순위로 부상하다
기업의 복지 장터는 수십 년 전부터 직원의 육체적 건
강과 안전에 매우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날 복지의 정의가 획기적으로 확장되어 단
지 직원 건강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감정적 웰빙
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실적 신장을 목표로 하는 폭넓

이러한 혁신에 의해 추진된, 기업 복지 산업-건강 관리

그러나 웰빙에 대한 기업의 증가한 관심과 투자에도

제거를 가속하고 주변 공간의 온도를 낮추는 동시에-에

프로그램, 검사, 평가, 교육, 앱 등을 포함한-은 미국에

불구하고, 딜로이트의 연구는 기업이 웰빙 프로그램과 직

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냉방비용을 절감해주는 5,000

서만 거의 80억 달러 규모에 도달했는데, 2021년까지

원의 기대를 더 잘 연결해야만 함을 보여준다. 그림 1이

여 가지의 식물을 품고 있다. 회사의 휴가 정책에는 개인

113억 달러에 이르리라고 예상된다.6 그리고 시장의 성

분명히 보여주듯이, 직원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기

적으로 관심을 가진 자선활동을 위해 직원이 자발적으로

장에 따라, 이들 프로그램이 조직을 정의하는 데서 수행

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 사이의 많은 영역에서 상당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틀 간의 휴가가 포함된다. 기업

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리더십의 이해도 향상됐다. 예

한 간극이 존재한다.

의 국제적 사업지역 전반에 걸쳐, 렌드리스는 지속적으

직원들이 원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망라하도록

로 웰빙 추진계획을 내놓는데, 여기에는 연간 3일의 웰빙

웰빙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일이 이제는 조직이 사람들을

데이와 포괄적이고 도움이 되는 건강평가 접근법을 포함

지, 정신 건강, 건강한 식사 및 운동, 마음 챙김, 수면, 스

책임감을 가지고 대할 뿐 아니라-조직의 사회적 자본을

한 다이어트와 운동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건강 추진계

트레스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문

신장하고 매력적인 고용 브랜드를 투사하는 데 있어 필수

획이 포함된다.13

화 및 리더십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 프로그램 및

적이라는 게 딜로이트의 견해다.

은 프로그램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제 재무적 복

를 들어, 조직의 2/3가 이제는 웰빙 프로그램이 고용 브
랜드와 문화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7

도구를 포함한다.

그림 1 |

웰빙: 직원들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것 중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가

유연한 근무 일정

웰빙 혜택은 특히 젊은 직원들에게 중요하다. 많은 국

연구 결과는 학자금 대출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웰

가에서 이제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밀레니얼은,

빙 혜택 중 하나임을 발견했고, 자원 봉사와 지역 시민

자가 예방과 치료에 베이비부머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의식에 대한 기회도 그러했다. 예를 들어, 세일즈포스

비용을 지출한다.14 이는 마음 챙김을 위한 소비자용 앱,

(Salesforce)는 직원들이 일에서 목적의식을 느끼는 데

인지적 행동 치료, 개인적 및 전문가적 온라인 교습의 성

도움이 되는 7일간의 '자원봉사 휴가'를 매년 제공하며

장을 부추겨 왔는데,15 이들 모두는 또한 고용주가 제공하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9

는 프로그램으로도 가용해졌다.

8

웰빙은 다국적 식품회사인 다농(Danone)의 전반적
인 사업 전략에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데, 사업 전략은 경

원격 근무

건강에서 웰빙으로 다시 성과로 발전

제적 및 사회적 성장의 두 기둥에 기반한다. 회사의 단'케
복지를 위해 지정된
사무실 공간

어스(Dan'Cares)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중요한 건강 관

웰빙 비용에 대한
상환제도

육아 휴직 정책을 시행한다. 그 목표는 단지 직원의 웰빙

련 리스크에 대한 의료 보장을 제공하고, 회사는 글로벌

건강한 간식

직원 지원 프로그램

정신 건강 상담

복지 상담
건강 상태 모니터링
혹은 휴지 프로그램
직장 내 보육 지원

매우 가치 있음 혹은 가치 있음

출처: 11,000명 이상의 임원들에 대한 딜로이트 글로벌 휴먼캐피털 트렌드 설문조사, 2018

제공 프로그램

웰빙의 정의가 확장됨에 따라, 조직은 이제 웰빙을 단
지 직원 혜택 혹은 책임이 아닌, 비즈니스 성과를 위한 전
략이라고 본다. 올해의 딜로이트 글로벌 휴먼캐피털 트

지원뿐만 아니라, 다농 직원들을 건강 홍보대사로 자리

렌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단지 23%만이 웰빙 프

매김하는 것이다.10

로그램이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답했다.

다국적 건설, 부동산, 인프라 기업인 렌드리스

대조적으로, 43%는 웰빙이 조직의 사명과 미래상을 강

(Lendlease)는 웰빙 지원을 위한 물리적 업무 현장의 활

화한다 믿었고, 60%는 직원의 유지율을 개선한다고 보

용뿐만 아니라, 또한 웰빙을 회사의 문화에 내재화하는

고했으며, 61%는 직원 생산성과 사업 실적 이익을 개

정책 및 리더십 접근법의 개발에도 초점을 맞춘다. 회사

선한다고 말했다.

의 업무 환경은 '이웃 동네 느낌'의 탁자, 작업 벽면, 집

웰빙이 성과를 높인다는 발상을 지지하는 증거가 늘

중을 요하는 활동을 위한 강조점, 협업 및 사회적 상호작

어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생산성 상실로 인한 비용이 의

용을 조성하는 폐쇄형 공간과 독립 공간을 특징으로 한

료 및 약제 비용보다 2.3배 더 많음을 보여준다.16 고용

다.11 렌드리스 기업 본사의 두 층을 차지하는 웰니스 허

주 대응의 잠재적 범위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러한 비용

브(Wellness Hub)는 일종의 예방건강관리 시설로, 직원

은 직원이 실제로 일할 때 종종 발생하곤 한다. 다우케미

들에게 전용 공간-'상담실', '명상실', '간호인실', '응급

컬(Dow Chemical)의 연구 결과는 '보여주기식 장시간

실'-뿐만 아니라 물리적 활동과 훈련을 위해 인접 공간의

근무'의 비용이 매년 직원 당 평균 6,721달러에 달할 수

사용도 제공한다.

웰니스 허브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있음을 발견했다.17 그래서, 웰빙에 대한 초점이 이제 단

은 6미터 높이의 숨쉬는 벽으로, 이는 공기 오염물질의

지 직원의 결근을 피하는 데서, 직장에서 더 잘 성과를 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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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 전략과 책임

도록 돕는 일로 확장된 점은 놀랍지가 않다.

새로운 솔루션, 지수, 도구들
강렬한 수요와 벤처 자본의 유입에 의해 추진된, 많
은 새로운 웰빙 솔루션이 시장으로 진출해, 고용주로 하
여금 통합 앱을 통해 광범위한 직원 복지 솔루션을 제공
하게 해준다.18
예를 들어, 버진펄스(VirginPulse)는 페이스북만큼
이나 빈번히 사용되는 앱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데 이
앱의 활성 사용자는 동료들보다 65% 이상 더 몰입하
며, 퇴사율은 32% 낮고, 9% 더 높은 생산성을 제공한
다.19 딜로이트는 자사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활력을 더
잘 관리하도록 자체적으로 '바이털리티(Vitality)' 앱을
개발했고, 이제는 웰빙 지수도 제공한다. 다른 업체들도
조직의 웰빙 프로그램 벤치마크를 지원하기 위해 유사한
지수를 개발 중이다.

표1|

CEO와 CHRO들도 그러한 메시지를 깨닫고 있다.
생산성, 시민의식, 포괄성의 중요성이 커졌듯이, 웰빙의

딤플 아가왈(Dimple Agarwal)은 딜로이트 휴먼캐피탈 사업부의 조직 변환 및 인재 부문 리더다.

중요성도 의제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애트나(Aetna)의

그녀는 런던에 거주한다.

CEO인 마크 베르톨리니(Mark Bertolini)는 웰빙 프로

조쉬 버신(Josh Bersin)은 딜로이트 컨설팅의 프린시펄로, 버신&어소시에이츠를 이끌었고, 이제는 딜로이트 컨설팅,

그램의 중요성과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만약 사
람들이 집에서 식량, 복지, 건강, 그리고 특히 의료 지원
에 대한 수입지출을 맞출 수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일하
러 왔을 때 몰입하는 지식 근로자가 될 수 있겠는가?"20
결론은? 웰빙은 좋은 기업시민의식의 핵심 책임과

버신을 이끌고 있다.

가우라프 라히리(Gaurav Lahiri)는 딜로이트 인도의 휴먼캐피탈 컨설팅 사업부를 이끌고 있다.
그는 델리에 거주한다.

제프 슈왈츠(Jeff Schwartz)는 딜로이트 컨설팅의 프린시펄로, 휴먼캐피털 마케팅, 에미넌스 앤드 브랜드의

직원의 몰입, 조직적 활력, 생산성을 추진하는 중요한 성

딜로이트 글로벌 리더다. 그는 뉴욕에 거주한다.

과 전략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기업이 가장 많이 채용하

에리카 볼리니(Erica Volini)는 딜로이트 컨설팅의 프린시펄이자, 미국 휴먼캐피털 사업부 리더다.

고, 접근하고, 유지하기를 원하는 인재들 사이에서 이에

그녀는 뉴욕에 거주한다.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부차적 혹은 좁게
초점이 맞춰진 보상 목록의 요소가 아닌, 웰빙은 이제 선
도적인, 고성과 기업을 위한 기업 필수 과제로서 전면 및
중앙으로 떠올랐다.

고위 경영진이 웰빙의 촉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개인은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

CHRO

웰빙은 개인적인 사안이므로, 따라서 개인의 니즈의 진화에 따라 진화할 필요가 있다.
직원 니즈의 지속적인 맥박을 재기 위한 방법에 투자하고, 이 분야의 트렌드를 앞서가기 위해 예측적 애널리틱스의
활용을 위한 방안도 살펴보라

CIO

지속가능한 웰빙 전략의 주춧돌은 웰빙 프로그램의 홍보, 추적, 관리를 위한 기술의 통합이다.
장식적인 부가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웰빙 투자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의 목적을 무산시킬지
모를 이질적인 여러 가지 앱의 제공은 피하라.

CFO

웰빙과 생산성 간의 고리는 분명하다. 결산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웰빙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비용과 이익을 계량하기 위해 실행 팀의 다른 이들과 협업하라.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 보기
Chief
Risk Officer
Chief Marketing
Officer
개인

개인 데이터 및 관련 리스크에 대한 증가된 초점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라. 오늘날 더 많은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이 웰빙에 관해 사용되는 상황에서, 미래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를
설치하는 데 조기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018 글로벌 휴먼캐피털 트렌드: 사회적 기업의 부상

웰빙 프로그램을 기업의 고용주로서의 브랜드와 보상 전략의 핵심 요소, 그리고 조직 성과 및 생산성 전략의
중심에 위치시켜라.

오늘날의 조직은 사업 성공 그 이상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 그들은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에 책임을 진다.
2018년의 10가지 트렌드를 살펴보라.

고용주를 통해 가용한 웰빙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활용하라. 그리고 직업 관련 결정-합류, 남기, 떠나기-을 할 때
이들 프로그램을 고려하라.

www.deloite.com/insights/human-capital-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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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변 속에서 선도를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어떻게 디지털화가 일터를
변화시키는가…

디지털 격변 속에서 선도를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과 전통적인 환경에서의

디지털 트렌드를 헤쳐가기 위해 리더들이

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무엇을 더 가져야 한다고 바라는가?

증가한 비즈니스의 속도

방향성: 미래상과 목적의 제공

유연하고, 분산화된 직장 구조

혁신: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 환경의 창조

문화와 사고방식

실행: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도록
권한을 부여

직원들이 재능과 활력을 공통의 목적에 쏟도록 추진하

해야만 하는, 새로운 직위에 자리했음을 발견할지도 모

는 조직에 대한 야심만만한 미래상 및 목적 형태의 방향

른다(예를 들어, 매장 직원이 하자가 있지만 고객이 입었

성은 디지털 시대의 기업에게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변

던 옷의 반품을 받아줄지를 결정하기 전에 더 이상 관리

화의 속도가 가속됨에 따라, 명확하게 구체화된 미래상과

자와 상담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 딜로이트 설문조사

목적은 직원들이 일할 때 지침이 되는 나침반 역할을 할

에서 디지털적으로 성숙한 기업의 절반 이상은 점점 더

수 있는데, 특히 직원들이 의사결정을 위한 더 큰 자율성

의사결정 권한을 조직의 낮은 단계로 밀어내, 직원들이

을 가진 분산화된 환경에서 더욱 그러하다.

조직을 위해 창조적인 해결책을 창안하도록 권한을 부여

분산화되고, 덜 계층적인 조직적 구조를 개발하는 이

새

…그리고 어떻게 리더들이
대응해야 하는가

한다고 말한다.

롭고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은 계속해서 모든 산업에 걸쳐 모든 규모의 조직을 뒤흔들고, 많은 기업의 운영 방

유는 어쩌면 혁신을 진두지휘할 필요성일지도 모른다. 딜

물론, 이것이 타당한 판단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효과

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는 또한 현대 일터의 속성을 변화시킨다. MIT 슬로안 매니지먼트 리뷰와 딜

로이트의 연구는 이러한 구조가 협업과 실험을 격려한다

적인 인재 집단의 구축과 같이, 전통적인 계층적 비즈니

로이트 디지털의 공동 연구에서 3,300명 이상의 응답자들에게 전통적인 환경과 비교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일이 뭐가

고 여겨진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는 디지털 환경의 특

스 환경에서 필수적이던 리더십 특질의 중요성을 약화시

다른지 기술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3가지 서로 다른 속성이 모든 응답 중 거의 60%를 차지했다: 변화의 속도, 유연

징인 협력적이고 리스크 수용적인 문화와 사고방식을 조

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효과적인 리더의 특질은 속도와

하고 분산화된 일터, 문화가 그 3가지다.

직이 채택할 수 있게 한다.

민첩성이 필수적인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차원의 의미

이들 차이점 중 어느 것도 기술적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대신에 디지털화가 일의 속성 그 자체를 바꾸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실행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

를 가질 수 있고, 실행은 보다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보

있음을 가리킨다-이는 결국 새로운 선도 방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경영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의 연

는 일이 리스크의 감수가 지지되고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

다 협력적으로 일하며, 의사결정을 내리고, 리스크를 감

구는 직원들이 탁월하도록 돕기 위해 경영진이 채택 가능한 3가지 핵심 행동을 밝혀냈다: 방향성의 제공, 혁신을 가능

받았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문화의 생성임을 의미하는 경

수하는 직원의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보통, 효과적인 디

케 하기, 실행의 촉진이 그것이다.

우가 많다. 분산화된 업무 환경에서, 직원들은 전통적으

지털 리더는 이 새로운 환경을 이해하고 직원들이 빛나도

로 상위 계층으로 전달되던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자신이

록 도움을 주는 환경을 창조한다.

MIT 슬로안 매니지먼트 리뷰와 딜로이트의 설문조사 전체 내용을 www.deloitte.com/insights의
『디지털 성년이 되다(Coming of age digitally)』에서 살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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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차세대 대박인가 아니면 그저 반짝이는 새로운 무엇일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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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 계속해서 '차세대 대박'을 찾고 있는데, 이

의 리스크 감내 수준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정보

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혁신을 둘러싼 홍보가 얻는 혜택,

내재적인 부정확성과 윤색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음

는 기술 , 관리 방법론 , 혹은 최신의 인적자원

로 무장하고, 리더는 이제 혁신을 수용할지 여부뿐만 아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속도, 우리의 삶을 바꿀지 모를 방

(그리고 자주 눈감아줌)에도 그러하다.10

접근법 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신 경제'에서 이런 현상

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를 조직에 성공적으로 도입

식 측면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다.7 과도한 약속과

둘째, 과대 선전은 더 많은 사람들을 시류에 편승시키

은 계속해서 가속되는 듯 한데, 기업은 빠르게 변하는 고

가능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관련 요소에 대한 더욱 미묘

그에 미치지 못한 실현의 과정은 가트너(Gartner)가 이

는 방법임이 오랜 시간에 걸쳐 증명돼 왔다. 이는 새로운

객 요구에 맞춰야만 하고, 자신을 보다 빈번하게 재발명

한 이해는 그들이 과대 선전을 가라앉히고 어떤 비즈니스

를 설명하기 위해 20년도 더 전에 만든 프레임워크로 잘

제품, 서비스 혹은 제안11을 채택할 가능성과 속도를 촉

하거나 혹은 진화해야 하며, 더 빠르고, 더 낫고, 반짝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것이 도움이 될지(그리고 그렇지

알려져 있는데, 이는 어떻게 초기의 과대 선전이 더 수수

진하는데, 어째서 혁신을 개발하는 기업이 전파성, 입소

는 솔루션을 가장 먼저 제공함으로써 경쟁자들을 쓰러뜨

않을지)에 대한 기대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한 기대치와 신기술의 실제 제공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보

문, 관측성을 늘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대한

여준다(그림 1).8

이유이기도 하다.

1

2

3

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물론, 무엇이 차세대 대박이 될지를 둘러싼 과대 선

혁신이 기업과 사회에 크게 혜택이 되기는 하지만, 과

전, 또는 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 그리고/혹은 외부적으

대 선전이 동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세대 대박의 혜

로 강제되는 무언가에 의한 영향을 회피하기란 쉽지 않

택을 수확하기 위한 탐색에서, 개인들은 새로운 제품, 서

다. 하지만 혁신의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의 채택

비스 혹은 아이디어를 둘러싼 언론의 관심이나 홍보에 길

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진짜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데

을 잘못 든 자신의 처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들은 어쩌

있어 필수적이다.

면 혁신을 둘러싼 과대 선전에 너무 초점을 맞췄는지 모
른다. 혁신이 실제로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지 혹은 그들이 다루는 사업적 니즈와 맞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말이다.4

과대 선전과 부풀려진 기대치
과대 선전은 일반적으로 ‘홍보, 특히, 요란하거나 억지

이는 이해할만하다-그리고 완벽히 인간적이다. 그러

로 꾸며낸 유형의 판촉 목적의 홍보’로 정의된다.5 사람들

나 행동학적 요인의 이해가, 과대 선전과 같은, 혁신에 대

이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새로운 개

한 잘못된 전략적 의사결정을 피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

념 혹은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과 토의는 유용하고 가치를

렇게 하려면 언론의 표제 기사를 넘어 혁신의 잠재적 수

창출할 수 있다. 이는 개발자들이 새로운 개념6을 더 잘

명과 채택의 정도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이 정보를 조직

개선하고 그들이 개발해가면서 혁신을 정제하는 데 도움

여러 가지 요인이 과대 선전, 혹은 혁신이 무엇을 할 수

셋째, 과도한 홍보는 아마도 아이디어에 대한 감정적

있는가에 대한 과도한 약속이 성행하도록 부추긴다. 첫째

혹은 금전적 투자를 이미 한 사람들에 의해 조장될지도

는 혁신의 증명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추상적 잠재력에 대

모른다. 이는 왜냐하면 그러한 에너지의 투자가 사람들이

해 개발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만든 순수한 열정과 낙관주

인지적 불협화음, 혹은 심리적 불편함을 다루는 데 도움

의다. 낙관주의와 과신은 모험사업가9와 얼리 어댑터들

이 되기 때문인데, 그들은 증명되지 않은 반짝이는 새로

의 흔한 개인적 특질이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기대인 경

운 무언가를 수용한다는 자신의 결정에 관해 그러한 감정

우가 많은 과대 선전에 관해 창조자 혹은 전달자들을 비

을 가질 수 있다.12 또한 이는 일반적으로 혁신에 대한 흥

난하기 쉽지만, 사회 또한 잘못이 있다. 우리는 확신을 가

분을 자극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

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격려하고, 갈채를

해 보다 수용적으로 만들고, 심지어 다른 이들이 새로운

보내며, 심지어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예언에는

것을 시험해보도록 부추기기까지 한다.

그림 1 |

가트너의 과대 선전 주기

과대 선전, 윙윙대는 소음, 반짝이는
새로운 무언가에 유혹을 받기 쉽다.
각각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의사결정자는 더 잘 그리고 보다 빈번하게
당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대치

80

혁신 촉발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

환멸의 저점

깨우침의 경사면

생산성의 안정기

시간

출처: 가트너, 『연구 방법론(Research Methodologies)』, 2018.05.17에 접속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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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선전의 묘한 매력이 있는 유혹의 소리를
설명하기

새 줄을 서도록 동기 부여할 수 있다.14 어떻게 이들 줄서는
행태가-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 혹은 게임기에 대한-크
게 보도되는지를 눈여겨 본적이 있는가? 이는 사회적 증거

신제품 혹은 개념에 대한 과도한 약속이 대중의 지지,

(Social Proof)라는 행동경제학적 개념을 활용한다. 즉 사

수용, 열광을 얻는 데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

람들이 자기 자신의 행동에 참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유가 있다. 우선, 과대 선전은 새롭다는 그 이유 자체로 인

상적으로는 유사한 혹은 '바람직한' 집단-의 행동을 살피

해 사람들의 새로움에 대한 매혹-단순히 전에 본적이 없

는 경향이다.15

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발상, 사람 혹은 사물에 개인들

희소성을 이용한 긴급한 느낌의 생성을 넘어, 과대 선

이 산만해지거나 이끌리는 경향13-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전은 또한 혁신이 성숙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수용하도록

다. 이러한 매혹은 많은 요인에 의해 추진되는데, 거기에

다른 이들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손실 회

는 더 나은 해결책에 대한 약속, 현재 자리잡은 무언가에

피(Loss Aversion) 개념의 활용에 기인하는데, 그 개념은

대한 환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첫 번째가 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긍정적 잠재력의

흥분, 또는 사업에 자기 자신의 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욕

도출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줄이는 데 더 신경을 쓴다는 사

망 등이 포함된다.

실이다.16 손실을 회피하도록 행동을 유도함은 마케팅 계

지나치게 과장된 혁신을 계속해서
수용하는 리더는 직원들이 저하된 사기,
늘어난 혼란과 냉소주의라는 형태의
반짝이는 새 물건에 대한 ‘피로’를
경험하게 만들 수 있다.
과대 선전의 위험을 피하기

은 전문가들의 '모든 가정에서의 3D 프린터'라는 예측은
시기상조였다.

과대 선전은 또한 몇 가지 의사결정 편향을 유발하는 능

책 혹은 소비자 의사결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기

과대 선전이 혁신의 수용을 너무 오래 지체함에 따라

력이 있는데, 이들 중 여러 가지가 그림 2에 요약되어 있

업 고객은 신기술 혹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용해야 한

상실할지 모를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의

다. 이들 편향은 개인들이 혁신을 너무 빨리 혹은 편향이

다는 압박과 긴급성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혁신의 긍정적

사결정자는 과대 선전의 메시지에 너무 많은 자본을 투자

된 혁신을 계속해서 수용하는 리더는 직원들이 저하된 사

없을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수준으로 수용하도록 이끌 수 있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욕구에 의해 추진된다기보다는, 기

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현명하게 염두에

기, 늘어난 혼란과 냉소주의라는 형태의 반짝이는 새 물건

다. 예를 들어, 제한된 가용성을 강조함으로써, 조직은 희

회를 놓치거나 느림보로 인식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더

둬야 한다. 그러한 부정적 측면 중 일부에는 달성되지 못

에 대한 ‘피로’를 경험하게 만들 수 있는데-특히 그들이 유

소성에 대한 인식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 사이

영향을 받는다. 이 새로운 기술의 수용이 장기적으로는 올

한 기대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족 위험이 포함된다. 만약 과

효성이 입증된 방법론을 포기하거나 잠재력을 실현할 기

에 제품의 인식된 가치와 구매의 긴급성을 더 크게 부풀린

바른 선택이었음이 증명될지도 모르지만, 초기의 결정은

대 선전된 혁신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얼리 어댑

회가 주어지지 않은 최근에 도입된 공정을 버려야만 했을

다. 새로운 제품을 소유하는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기술을 둘러싼 혜택 및 관련 기준의 사려 깊은 평가보다

터들을 가트너의 과대 선전 주기에서 '환멸의 저점'으로 칭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19

고객들이 제품을 대량으로 선주문하거나 매장 밖에서 밤

는 기회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 이는 기대불일치 이론과 일치
하는데,17 이 이론은 물건에 대한 만족은 객관적이라기보

그림 2 |

이 어떤 혜택 혹은 기존 솔루션 대비 약간의 우위를 가진다
덜할 가능성이 크다. 추가로, 기대 기간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기술의 혜택이 약속된 과대 선전에 결국은
부합한다 해도, 진정으로 혁신적인 결과물이 실패로 간주

사회적 증거 편향

손실 회피 편향

될 수도 있는데 그저 열매를 맺는 데 걸린 시간이 예상보다
길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그렇게 된다.

한정된 수량의 항목에
더 큰 가치를 부과

과대 선전 전략: 한정 혹은
불확실한 가용성을 강조

다른 이들의 행동과 영향이
자신의 결정을 인도하도록
허용하는 경향

과대 선전 전략: 누가 지금
혹은 이미 혁신을
채택했는지를 강조

정적 결과는 제품 그 자체를 넘어 확장된다. 지나치게 과장

과대 선전을 넘어 나아가기

다 주관적-기대에 좌우되는-임을 시사한다. 심지어 신기술

어떻게 과대 선전 전략이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에 작용하는가

고 해도, 만약 기대가 너무 컸다면, 그 제품에 대한 만족이

희소성 편향

과대 선전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 발생한 또 다른 부

긍정적 잠재력에 비해 부정적
잠재력을 더 크게 우려

과대 선전 전략: 리스크의
평가를 잠재적으로 도외시하는
동시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

과대 선전은 또한 개개인을 혁신에 대한 환멸로 이끌
수도 있는데 이는 혁신의 적용 가능성 범위에 대한 과도하

몇 가지 기준이 새로운 제공물이 과대 선전을 초월해
열망하는 목표 시장에 확산될 가능성, 이러한 수용 혹은
도입이 일어나는 속도, 혁신이 지속적일지 혹은 그저 지
나가는 유행일지를 증명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결합되
어, 이들 기준은 리더가 무엇이 여기 계속 머무를지, 그리
고 무엇이 약속하는 바에 미치지 못할지에 관해 보다 정
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도입의 속도와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

게 부풀려지고 종종 비현실적인 기대치로 인한 결과다. 예

확산 과정에 대한 연구, 최근의 발견 사항, 시장 관측

를 들어, 적층 제조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활용해, 혁신이 도입될지-그리고 얼마

업적 활용에 있어 격변적임을 보여줘 왔고, 제품 개발, 설

나 빠를지에 관해 염두에 둬야할 몇 가지 고려사항을 여

계, 공급사슬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하지만 많

기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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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선전에 속다

호환성과 복잡성. 혁신이 얼마나 잠재적 사용자들의 기

상대적 이점. 역사는 개인들이 행동을 바꿀 의향이 있

페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사의 재료 제품 브랜드를 효과

존 통상적 관행, 규범 및 습관 그리고 환경에서 동시적으로

음을 보여주지만, 그 변화가 심대할 때는 보다 많은 시간

적으로 인지시켰다. 유사하게, 인텔 또한 '인텔 인사이드

일어나는 다른 트렌드와 호환성을 가지는가? 어떻게 이것

이 걸린다. 사람들이 변화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Intel Inside)' 캠페인을 통해 자사의 프로세서에 대한 브

이 기존 자산 혹은 인프라와 함께 작동하는가? 그리고 정

요인에는 혜택의 규모 혹은 정도, 부정적 변화의 영향에 대

랜드 인지도를 높였다.

확히 얼마나 복잡한가? 혁신은 바퀴를 재발명할 필요가 없

한 두려움, 변화로 인한 인식된 전반적 위험이 포함된다-이

시험가능성 및 인지된 위험. 차를 시험 주행해보거나 휴

다. 빠르게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은 이해하기 쉽고 동시에

모두를 고려하면 행동 변화에 따른 상대적인 이점이 추가

가용 건물에서 무료로 주말을 즐긴 누구나가 증언을 해줄

사용이 간단하다. 이들은 기존 실무를 재발명하기보다 향

적인 노력의 값어치를 하는지 확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품은 받아

상시킨다. 소비자들은 이의 사용에 관해 고심할 필요가 없

는 기존 제품을 더 저렴하고, 단순하며, 빠르고 혹은 더 편

들여지거나 구매될 확률이 더 높다. 같은 법칙이 혁신에도

리하게 만드는 것처럼 직관적일 수

적용된다. 잠재적인 '차세대 대박'을 평가할 때, 전적으로

있다.21 그러나 상대적 이점의 정도

수용하지 않아도, 그 기술을 시험할 기회가 존재하는지를

가 제한된다면 어떨까? 사물인터넷

고려하라. 이는 채택을 고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혁

개인화 혹은 맞춤화. 한가지 방식이 모든 경우에 적합한

(IoT)이 많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져

신가들이 구매하기 전에 시험해보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가능한 영역에서 맞춤화 혹은 공동

왔긴 하지만, 어느 한 분야에서의 성

이해해서, 기존의 혹은 가치 있는 목표 고객에게 그 혁신에

창작의 유연성을 포함해 사용자들을 도와 '과대 선전'을 그

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주방

완전히 투자 혹은 통합하기 전에 시험 또는 베타 버전을 제

들에게 진정으로 귀중한 무언가로 바꾸는 게 도움이 될 수

에서의 활용이 그러하다. 스마트 냉

공한다. 실제로, 안경테 제조사 와비파커(Warby Parker)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공급

장고가 일부 혜택을 제공해주긴 하

의 성공 중 많은 부분이 안경테를 집에서 착용해 보도록 한

지만, 소비자의 반응과 IoT 냉장고

프로그램에 기인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5가지 안경테를

의 제한적인 판매량은 미미한 추가

선택하면 무료로 우편을 통해 받아본 후 반납하도록 해, 시

적 가치가 이 새롭고, 약간 개선된,

험 가능성을 유도하고 인지된 위험을 줄였다.

혁신은 바퀴를
재발명할 필요가 없다.
빠르게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은 이해하기 쉽고

심지어 혁신이 채택된다 해도, 이의 가능한 수명에 대
한 결정적인 질문이 존재한다. 그냥 지나가는 유행이 될 것
인가? 혹은 보다 중요한 무엇일까? 앞부분에서 언급한 기
준에 더해, 아래서는 혁신의 잠재적 수명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 혹은 지표로서 파악된 기타 고려 사항
을 설명한다.32

과대 선전은

27

인지된 위험. 혁신을 시험해볼 수 있는 능력은 전면적

을 고무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함을

인 채택에서 발생할지 모를 잠재적 위험 혹은 미지수를 줄

시사한다.22 반면에, 단순히 물리적

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손실 회피는 개개인이 자기 행동

단추를 눌러 소비자들이 상품을 재

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신경쓰기는 하지만, 잘못된 결정으

주문하게 해주는 아마존 대시 버튼

로 인한 부정적 잠재력에 훨씬 더 많이 무게를 둔다는 점을

고, 그리고 이는 급격한 행동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만

(Amazon Dash Button)은 효과적이었다. 각각의 단추의

말해 준다.28 이 점이 바로 혁신 채택의 확률과 속도가 발

약 이들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혁신이 채택될 가능

가격은 5달러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임을 나타

생 가능한 부정적인 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저해될 수 있는

성은 낮다. 예를 들어, 냉장 보관할 필요가 없는 유제품은

낸다.

이유다. 이론적으로, 자율주행(자동운전) 차량이 더 안전

23

혁신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들

26

훨씬 비싼 상품을 채택하도록 가정

동시에 사용이 간단하다.

를 취하건 간에-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게 필수적이다.

25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준다.
그러나 전부를

흥하지 못했는데-실질적인 혜택을 고객들에게 제공함에도

관찰 가능성 및 소통 가능성. 쉽게 관찰 가능한 혁신은

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차량보다 덜

그러했다. 이들 제품을 수용하려면 잘 상하지 않는 우유라

빠르게 퍼질 가능성이 큰데, 왜냐하면 이런 노출이 그에 대

비쌀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사고 혹은 다른 위험이 그러

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제품을 냉장

해 배울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속성상 관찰

한 인식을 흐릴 수 있다.29 심지어 자율주행 차량이 관계된

고보다는 식료품 저장소에 보관해야 했다. 이는 왜 기업이

가능성이 떨어지는 신제품에 있어, 개발자와 마케터의 도

사고의 비율이 일반적인 차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해

정기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기존 브랜드 명으로 소개하는

전과제는 이를 더 가시성 있거나 또는 대화의 일부로 만드

도, 인지된 위험은 소비자들이 그 기술을 채택할지에 있어

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P&G는 스위퍼

는 일이다. 이는 특히 제품의 구성요소(재료 제품 브랜드

주요한 요인이 될듯하다.30 의사결정자가 걱정하는 위험은

(Swiffer) 제품 라인에 후속 제품에 대한 확장명을 추가하

같은)인 경우 더욱 도전적인데, 여기서 높은 인지도는 교

물리적 위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가치가 있다. 그

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어떻게 분류

육적인 광고 혹은 공동 브랜딩과 같은 노력을 통해 얻을

보다, 인지된 위험은 많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몇 가지 예

자는 사용자들이 기기의 색상 선택부터 액세서리 추가 그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고, 이름을 가지고, 이들

수 있다. 독일 화학기업인 바스프(BASF)는 "우리는 당신

를 들면 재무적, 사회적, 심리적, 진부화, 성능 등과 같은

리고 배경화면, 화면 배치, 벨소리 그리고 수백 가지의 기

혁신적 가정용품이 어떤 특정 청소용 제품을 대체하는지

이 구매하는 많은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위험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채택을 위해 혁신의 위치를

타 선택사항의 맞춤화까지 모든 것을 하도록 허용한다. 적

를 파악하게 해준다.

더 나은 구매를 하게 해주는 많은 제품을 만듭니다"라는 캠

설정하고 과대 선전을 피할 때 '위험'-그 위험이 무슨 형태

층 제조의 경우, 개개인의 고유한 치수와 니즈에 맞게 의료

20

24

31

말해주지는
않는다.

www.deloittereview.com

85

86

FEATURE

과대 선전에 속다

기기의 맞춤화가 가능하다. 3D 프린팅된 보청기, 인공 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지침

그림 3 |

혁신 점수표

절, 치과 교정기구는 단지 3가지 사례일 뿐이다.
현재 혁신을 포용 중인 하위문화. 혁신이 반짝 성공인지

과대 선전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준다. 그러나 전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요인은 혁신을 포용하는 하

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이는 혁신을 수용할지 하지 않을

위문화다. 고려할 요인은 하위문화의 순전한 크기, 이의 중

지, 언제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예를 들어, 어느 정도

요성 혹은 시장, 분야, 혹은 산업 지배 수준, 성장 추세, 주

수준으로)에 대한 보다 총괄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류사회와의 연결 정도(비주류 vs. 핵심 활동자) 등이다. 예

저 한가지 요인이어야 한다. 아래는 고려해야 할 다른 요

를 들어, 최근의 딜로이트 연구 결과는 비G7 국가의 기업

인들에 대한 요약뿐만 아니라, 또한 리더들이 반짝이는

이 G7 국가의 상대 기업에 비해 금융 분야에서 신흥 기술

새로운 무언가에 유혹을 받을 때 명심해야 할 다른 고려

을 보다 빨리 포용하는 듯이 보인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사항이다.

33

들 다양한 신흥 기술의 잠재적인 유지력을 예측하기 위해
이러한 얼리 어댑터의 규모, 성장 추세, 상호연결성을 좀더
깊게 파볼 가치가 있을지 모른다. 예를 들어, 산업 부문에
서 IoT의 수용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그 기술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준다. 유사하게, 일부 경우에는 과대 선
전처럼 보이는 현상이 실제로는 잘못된 청중으로 인한 결
과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증강현실은 일반

1. 혁신 점수표를 사용하라
그림 3은 무엇이 차세대 대박이 될지-혹은 그러지 않
을지-고려할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한다. 리
더는 어떻게 잠재적인 차세대 대박을 현재의 솔루션 그리
고 수용된, 혹은 수용되지 않은 과거의 혁신과 비교할지를
고려할 때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 환경에서는 저항에 부딪쳤지만, 산업 환경에서는
성공을 발견했는데 거기서는 유지보수, 훈련 그리고 기타
영역에서 점점 더 사용되며, 실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2. 너 자신을 알라-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자신의 감수 수준을 알라
잠재적인 차세대 대박의 특성을 저울질하는 데 더해, 의

기저의 현상 VS.
부수적 효과에 초점 맞추기
혁신을 평가하는 의사결정자들에게 한가지 잠재적인

사결정자는 얼마나 혁신이 조직의 사명, 미래상, 문화, 구
조에 잘 들어맞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응시할 수 있다. 문화의 측면에서, 기업들 간 차이
가 큰 한가지는 리스크에 대한 감수 수준이다. 가능한 리
35

도전과제는 부수적 효과보다는 일어나는 실제 트렌드
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가끔은 실제 현상보다,
초기의 관심을 받는 부수적 효과가 지나치게 과대 선전
되거나 이해하기 쉽다(소비자 영역에서 최근 사례로는

업 영역에서,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을 혁신으로 취급하
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더 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현
상의 한가지 구성요소일 따름이다. 이러한 점이 의미
하는 바는 비트코인의 성공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판단
하기 위해 이의 장점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기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OK

Excellent

바람직한 채택(확산)의 특성
호환성(반복 업무, 생활 양식, 인프라, 트렌드)
복잡성: 인지적 노력과 행동 혹은 요구되는 변화
실험가능성

스크에 대비해 잠재적인 혜택을 저울질할 때, 의사결정자
는 자신의 리스크 감수 수준을 넘어 기업뿐만 아니라 기타

관찰가능성/소통가능성

이해관계자들의 리스크 감수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상대적 우위

증강현실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에 대비되는 ‘포켓몬고
[Pokémon GO]’에 대한 흥분이었다).34 유사하게, 기

Poor

3. 성공을 정의하고 기대를 관리하라
동시에, 리더는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이 성공을 정의하

잠재적 위험

수명에 대한 고려

고 혁신에 대한 그들의 기대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해

유연성, '개인화', 맞춤화

해야 한다. 명확한 기대치와 성공의 척도가 없는 곳에서,

현재 혁신을 수용하는 하위문화

의사결정자는 대신에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기
대를 관리할 수 있다.

추가적인 고려사항
부수적 효과 vs. 주요 기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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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언급되고 이뤄졌을 때,

존 럭커(John Lucker)는 딜로이트 & 투쉬 LLP의 자문 프린시펄이자, 글로벌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 마켓 리더이며,
딜로이트 애널리틱스의 미국 리더다. 그는 코네티컷, 하트포드에 거주한다.

혁신은 과대 선전을 창출하지 않는다.
기대를 부풀리고, 결과를 과도하게
약속하며, 발전이 제공해야할 실제

수잔 K. 호건(Susan K. Hogan)은 딜로이트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의 연구자다.
그녀는 애틀란타에 거주한다.

브렌나 스나이더만(Brenna Sniderman)은 딜로이트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의 시니어 매니저다.
그녀는 필라델피아에 거주한다.

우리의 초기 가정에 통찰을 제공하고 도전해준 둘리샤 쿨라수리야(Duleesha Kulasooriya)와 스와티 가그(Swati Garg) 그리고
네지나 루드(Negina Rood)의 본고에 대한 공헌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잠재력을 과대 선전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4.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라

을 맞춰야 한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새로운 무언가를 탓
하지 말고-전략, 의사결정, 비즈니스 및 기술 구현 및 통합,

망설이는 자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는 드물다. 그보다
는, 금융 서비스와 같이 확고한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점
점 더 신기술을 둘러싼 과대 선전을 경계하고 있고, 어떻게
이들 기술이 기존 운영 모델과 백오피스 운영에 영향을 미
칠지를 더 우려하고 있다.36 혁신의 시류에 생각없이 편승
하기 전에, 예를 들어, 많은 리더들은 특정 집단 혹은 조직

변화 관리, 그리고 어떻게 성공을 측정하고 성공 지표를 정
제하는지의 관점에서 프로세스의 재검토를 고려하라. 모
든 것이 언급되고 이뤄졌을 때, 혁신은 과대 선전을 창출하
지 않는다. 기대를 부풀리고, 결과를 과도하게 약속하며,
발전이 제공해야할 실제 잠재력을 과대 선전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일부 내에서의 시험 및 실험을 위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37
과대 선전, 윙윙대는 소음, 반짝이는 새로운 무언가에
유혹을 받기 쉽다. 각각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의사
결정자는 더 잘 그리고 보다 빈번하게 당장의 문제에 초점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 보기

돈은 소용없다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혁신시킬 수 있는가? 새로운 전략,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직원들 앞에서 흔드는 방식은, 실제로는 역효과를 낸다고 증명될 수 있다. 행동학적 연구는 혁신을 위해 직원들의 동기에
효과적으로 불을 붙이는 방법을 알려준다.
www.deloitte.com/insights/nothing-for-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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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즈니스 모델 호환성이 중요한가

거래 유형 별 M&A 결과

왜 비즈니스 모델
호환성이 중요한가

다양화

가치사슬 확대

중국 진출 완료

소유권 확대

핵심사업 확장

비즈니스 모델 조화 수준

낮음

성공적

불확실

높음

성공하지 못한

출처: 거래 유형의 정의에 대해서는, 할란 어바인(Harlan Irvine), 가간 차왈라(Gagan Chawla), 마리안 제이라(Maryan Zeira),

인

테드 신쉐이머(Ted SinSheimer)의 『균형을 찾아서: A&D 거래에서 비즈니스 모델 호환성의 관리(Finding equilibrium: Managing business model

수 합병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 항공우주 및 방위(Aerospace and Defense) 산업에서, 이

compatibility in A&D deals』, 딜로이트 인사이트, 2018.2.7 참조

는 아마도 대부분의 리더가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그 무엇일지 모른다: 비즈니스 모델의 호환성이 그것이다. 딜

로이트의 연구결과는 이것이 거래의 성공에 매우 큰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조화에 대한 고려 실패가
M&A를 통한 다변화를 추구하는 미국 A&D 기업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2007년부터 2017년 3월까지 228건의 A&D 인수합병 거래를 조사했는데, 미국에 기반을 둔 인수자의
5,000만 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를 포함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모델 호환성을 검사했는데-인수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대상의 그것과 비슷한 정도, 혹은 어떤 차이점에 대해 조정이 이뤄진 정도를 따졌다.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호환성이 M&A의 성공과 가장 강력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는데, 심지어 소송, 유가, 국방 예산보다도 더 그러했
다(그림 참조).
지금, 우리는 A&D 기업이 자신과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조직을 인수하지 않아야 한다고, 혹은 성공적으로 할 수 없
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물론 기업은,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여러 기업과 관여하는 일을 선택할 수

M&A의 성공에서 전형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수자와 피인수자의 비즈니스 모델 간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의향이다.
이를 위해, 특정한 사업 모델의 지원을 위한 기업의 능력 평가에 정직해야 하고, 고위 경영진을 위한 초점 영역으로서 비
즈니스 모델의 호환성을 구체적으로 다뤄야 한다. 어떻게 인수한 기업을 호환성의 정도를 감안해 통합하고 운영할 것인
가 하는 계획에 적절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라. 그리고 통합의 실행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략적 이해, 의사결
정 권한, 시장에 대해 작동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을 위한 운영적 자유를 제공하라-그것이 대상을 주요 사업에 완전
히 통합하던, 완전히 분리된 사업부로 설정하건, 혹은 그 중간의 무언가로 함을 의미하건 간에 말이다.
비즈니스 모델의 평형을 향한 경로는 자신이 경쟁을 선택한 시장에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무슨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데 달려있다-그리고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 시장에 적합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M&A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파괴할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

있고 감행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은 거래를 평가하고 실행할 때 차이점에 대해 사려 깊게 계획하고 대처 방안을 고려해
야 한다. 그리고 리더는 매수 주체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종속 기업들에게 '당김(pull)'을 종종 행사해, 주요 기업이 채
택한 모델, 혹은 이의 약간의 변형이 이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결과를 낳게 됨을 인지해야 한다. 그 점이 왜 거래에
서 관계자들의 '모범 실무'를 채택한다는 얘기가 환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다. 매수 회사의 접근법이 모두에게 기본
값이 되는 경우가 많다.

M&A 거래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영향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균형을 찾아서: A&D 거래에서 비즈니스 모델 호환성의 관리
(Finding equilibrium: Managing business model compatibility in A&D deals)』를 읽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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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정부를
건 설 하 기
만약 주정부의 서비스가 아마존같이 작동한다면 어떨까?

당

신이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했고 실업급여를 신

소, 연락처뿐만 아니라, 주정부가 당신의 소득세 신고서

청하길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주정부의 웹 포털

에서 포착한 전 고용주의 상세사항까지 보여준다. 이들

에 로그인하면, 당신을 이름으로 환영한다. 화면 왼쪽의

항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퇴사일을 입력하자, 당신이

메모는 7월에 해야 하는 운전면허 갱신을 상기시켜준다.

할 일은 모두 끝났다.

또 다른 메모는 작년처럼 주립공원의 숙박시설을 예약하
길 원하는지 물어본다.
이들 항목을 일단 건너뛰고, 당신이 요구사항을 입
력하면 즉시 실업급여 신청화면으로 이동된다. '급여 신

처리가 완료된 시점에서, 시스템은 다음으로 혹시 당
신이 주정부의 건강보험 거래소로 이동하기를 원하는지
를 물어본다, 실직으로 인해 새로운 보험이 필요한 상태
일 경우에 말이다.

청' 단추를 클릭하자 팝업창이 나타나 당신의 이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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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설문결과는

제공하는 서비스 간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들

왜 행동 변화가 어려운가

기업과 같은 수준의 매끄러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
해, 주정부는 동등한 수준의 원스톱 쇼핑을 제공하

정부 서비스에

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용케 하

운영과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한 많은 정부 프로젝트가 사용자들의 채택을 유도하는 데서 고전한다. 문제는? 아마도 개

는 강건한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정부

발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자들의 니즈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고려하는

대한 만족도가

플랫폼은 과거 거래에 기반해 '사용자를 알고', 사

데 실패한 경우가 많다.

한 서비스 혹은 찾는 답변과 연결하기 위해 콘텐츠

다. 이는 프로그램 설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최종사용자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프로그램은 인간 정신이 작동하

8년 연속으로

전반에 걸친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는 방식과 공명하는 데 실패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다. 딜로이트는 정부 공무원과 그들이 봉사하려 노력하는 시민과 기업들

용자의 니즈를 예상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를 적합

오늘날 대부분의 주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60년 이상 동안 행동과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주 비합리적으로 행동함을 발견해왔

사이에 나타나는 기술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3가지 주요 행동과학 주제를 파악했다.

데, 대개는 그들이 디지털 기술을 조직하고 관리하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는 방법 때문이다. 서로 소통할 수 없는 데이터베

1.	인지적 과부하. 우리는 빠른 추세로,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서 생활한다. 제한된 물리적 및 인지적 자원을 가진 상황에서,

이스들, 제한된 정보 공유, 과도하게 복잡한 규정

사람들에게 단지 '한 가지만 더'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너무 과도한 요구가 될 수 있다. 행동과학은 왜냐하면 인지적

과 규약이 그 원인이다. 2017 센터 포 디지털 거

추론 능력은 유한하며 쉽게 고갈되기 때문이라고 이를 설명한다.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고려 사항을 주게 되면 그들이 자주
무의식적으로, 특정 단계와 과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많은 상업 온라인 서비스가 이러한 종류의 고객 경

번먼트(Center for Digital Government) 설문조사는

험을 제공한다-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빠르

가장 중요한 장애물 중 몇 가지를 파악했다. 기존의 시스

2.	블랙 박스. 앞단 혹은 뒷단의 과업이 모호할 때, 사람들의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 앞단에서, 리더가 왜

고, 마찰 없는 거래 처리를 당연하게 여긴다. 터보택스

템, 자격을 갖춘 직원의 부재, 형편없는 조달 절차, 보안

변화가 이뤄졌는지를 직원들에게 소통하는 데 실패하면,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데서 가치를 찾지

(TurboTax)가 편리한 입력을 위해 사용자의 세금신고

문제, 부적절한 자금조달, 현재 직원의 실무 등등.5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유사하게, 만약 직원들의 동의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전체 변화는 어떻게 직원들이 일을 효과적으로

서 양식을 미리 채워주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해서 아무

시민들이 원하는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주정부

행하는가에 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 뒷단에서, 만약 사람들이 긍정적 결과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행동을 취할 가치가 없

도 놀라지 않는다. 그러면 왜 대부분의 주정부는 비슷

는 3가지 중대한 요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고 느낄지 모른다. 예를 들어, 만약 시민들이 지방자치 당국이 그 문제 처리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거라고 느끼지 못한다

한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는가? 시민들은 확실히 원하는

1.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기기에서나 접근 가능

면, 도로 위의 구덩이와 같은 문제를 왜 신고하겠는가?

데 말이다.
소비자 설문결과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8년
연속으로 하락했음을 보여준다.1 최근의 갤럽(Gallup)
설문은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경제 다음으로, 정부에 대
한 불만족을 두번째로 가장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꼽음

한, 고객의 관점에서 개발된 종단 간 디지털 경험
2. 적절한 데이터와 서비스에 대한 정부 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고유하고, 균일한 디지털 ID
3. 정부 기관이 주정부 기업 전반에 걸친 데이터 공유를

식한다. 딜로이트의 주정부 및 지역정부 공무원에 대한

미 개발해온 행동과 습관을 고수한다. 이는 아마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봉급 인상 후에도 퇴직연금 납입액을 늘리지 않
는가에 대한 이유일 것이다-'경로를 유지하기'가 인지적으로 더 용이하다. 기술 도입에 있어, 단기간에는, 새로운 방법을 배
우기보다 일을 수행하는 과거 방식을 고수하는 게 일반적으로 더 쉽다.

가능케 해주는 기제
실패한 디지털 도입은 기술 그 자체와는 크게 관계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이 쾌히 새로운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을 보여준다.2
게다가, 많은 정부 당국자가 이런 불만을 전적으로 인

3.	관성의 힘. 행동학적 통찰은 사람들이 보통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취한다는 점을 밝혀 준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이

행동학적 장애물은 만약 정부 프로그램 관리자가 사람들을 기술보다 우선시하는 행동과학에 기반한 설계 원칙을 활용해서 참여

왜 디지털 서비스를 변환하는가?

디지털 정부 설문조사에서, 73%가 조직의 디지털 역량

모든 상품 및 서비스 대규모 공급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민간 부문에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3 또 다른

정부는 통합된 디지털 업무흐름 없이는 훌륭한 대민 서

최근 설문조사에서, 주정부 IT 직원과 의사결정자들은

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시민들은 온라인 유통업체, 은

더 나은 디지털 역량을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을

행, 여행 예약 사이트에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뛰

파악했는데, 여기에는 의료 및 인적 서비스, 차량, 고용,

어난 디지털 서비스를 정부에게 원한다. 이는 그들의 삶

공공 보건, 라이선싱, 갱신, 허가 등이 포함됐다.4

을 더 쉽게 만든다. 정보 검색 혹은 양식 기입을 위해 사

분명히, 오늘날 주정부 및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서

람들이 써야만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신들의 삶을 사

비스와 아마존, 이베이,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이

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 시민들은 점점 더 온라

의식에 불을 붙이면 극복할 수 있다. 진짜 변화는 일반적으로 삶을 편하게 만들고, 최종사용자를 더 큰 목적의식으로 채우며, 먼
저 왜 새로운 행동방식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나은 시야를 제공하는 설계를 통해 일어난다.

기술 도입과 인간 행동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www.deloitte.com/insights의
『어떻게 넛지 이론과 디자인 사고가 정부 IT 프로젝트 성공을 도울 수 있는가
(How nudge theory and design thinking can help your government IT project)』에서 읽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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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통업체로부터 받는 것과 똑같은 서비스를 정부에게

디지털 변환은 또한 시민들을 '넛지(nudge)'할 새로운

원하고-기대한다. 그러한 기대를 맞추는 데 실패하는 일

기회를 제공하는데-더 광범위한 사회적 목표를 촉진하

은 형편없는 정부 서비스와 동의어가 될 수 있다.

는 방식으로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잘 설계된 디지털 정부 서비스는 또한 시민들에게 새

효과적인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어느 정부는 더 높은 자

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당신이 집 난방비를 보조해주는

발적 납세 준수를 권고하고, 퇴직연금 부정 수령을 단념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

케 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 훈련에 참여하게 했

적인 정부 서비스 포털로 들어가면, 아마도 난방비 지원

다.7

을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뉴멕시코주 노동력 솔루션 부서는, 예를 들어, 행동학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고객 중심적인 환경으로 들어갔다

적 전술을 이용해 실업급여 신청자들을 정직하게 반응하

면, 그 시스템은 난방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또한 식

도록 넛지했다. 시스템이 일상적 양식 혹은 범위에 맞지

료품을 구매하는 데 혹은 진료 예약에 가기 위한 교통편

않는 답변을 감지하면,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

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고 있다.

조하는 팝업 메시지를 띄웠다. 관리자들은 수십 가지 서

일단 당신이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시스템

로 다른 메시지를 실험했는데, 신청자들이 매주마다 증

은 이미 제공받은 정보에 근거해 몇 가지 다른 기회를 제

명 절차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공하거나 심지어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승인을 해

지 빨리 알게 됐다. 더 스마트한 시스템의 가동 1년 후

놓을 수도 있다.

에, 부정 지급은 50%로 떨어졌고 회수되지 않은 과다

하지만, 디지털 변환은 또한 정부 자신에게도 득이 된
다. 자가 서비스하는 디지털 도구는 정부 조직이 콜센터,

지급은 거의 75%가 줄어, 주정부는 700만 달러에 가까
운 금액을 절감했다.8

현장 사무소, 기타 노동집약적인 고객 서비스 운영에 더
적은 자원만을 쏟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높아지는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고객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때만 사실이다-그들이 도

다시 말하지만, 많은 정부 관리들이 현재 서비스가 대

구가 사용하기 쉽고 효과적임을 발견할 때만 그러하다.

부분의 고객이 원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안다.

고객을 이해함으로써, 정부 당국은 고객이 결코 사용하

다음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5 회계연도를 위한 미 연방

지 않을 기능과 도구에 돈을 쓰는 걸 피할 수 있다. 그렇

정부 예산안에서 말한 내용이다.

다. 잘 설계된 디지털 서비스는 정부의 자체 목표 달성
을 돕는 방식으로 고객들이 공공 부문과 관여하도록 권
고한다. 2012년, 뉴질랜드 정부는 '베터 포 비즈니스
(Better for Business)'를 결성했는데, 이는 10개 정부
기관의 조직체로서 정부와 기업이 교류하는 일을 더 쉽
게 만들기 위해 정책과 서비스 설계의 개선에 협력했다.
2020년까지, 베터 포 비즈니스는 기업이 정부와 상대하

정부 조직이 콜센터, 현장 사무소,
기타 노동집약적인 고객 서비스 운영에
더 적은 자원만을 쏟을 수 있게 해준다.
트 설문조사에서, 78%가 디지털 역량은 직원들이 시

말한 이들은 거의 없었다. 다시 말해, 고객이 그들 마음

민들과 더 잘 협업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82%는 고객

속에 자리한 경우가 많긴 하지만, 서비스 설계에 관여하

경험 개선과 투명성 증대가 그들 조직 디지털 전략의 핵

는 경우는 드물었다.13

심 목표라고 답했다.10 그리고 일부 정부는 이러한 요구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좋은 디지털 정부는 좋은 정부

에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어, 코네티컷주의 오픈체크

와 동의어다. 아마도, 이러한 깨달음이 8개 주의 자극받

북(OpenCheckbook)은 재정적 투명성 개선을 위해 정

은 주지사들이 각자의 2016년 ‘주지사 시정 보고’ 연설

부 지출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에서 개선된 디지털 시민 서비스를 중요한 목표로 언급

11

불행히도, 정부 관리들이 디지털 역량과 고객 서비스

한 이유일 것이다.14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때조차, 많은 이들이 그들의 지식
을 행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 딜로이트와 MIT의 슬로

디지털 변환의 3가지 기둥

언 매니지먼트 리뷰(Sloan Management Review)가

어떻게 주정부가 디지털 변환을 향해 일할 것인가?

수행한 2017년 연구에서, 공공 부문 응답자의 80% 이

앞서 강조한 대로, 우리는 그들의 성공이 3가지 필수 요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대응하는 정부를 누릴

상이 디지털 비즈니스가 조직적 성공에 중요하다고 말했

소에 의존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1) 종단 간 디지털 경

자격이 있다. 시민과 기업들은 정부 서비스가 잘 설

다. 그러나 42%는 또한 그들 조직에 명확하고 일관성

험 2) 고유하고, 균질한 디지털 ID 3) 주정부 기업 전반

계되고 [그리고] 효율적이길 기대한다...지난 15년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이 없다고 말했고, 58%는 그

에 걸친 데이터 공유. 이들 각각은 상업 부문에서 개척

동안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일부 중요한 진전에

들 조직을 느린 채택자 혹은 비참여자라고 묘사했다.12

되어왔는데, 이는 입증된 전략을 정부가 차용할 수 있

지 않으면 메시지가 빗나가게 된다.
디지털 변환은 또한 임무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

자가 서비스하는 디지털 도구는

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연방정부 서비스가 시민과

NASACT(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uditors,

기업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했고, 시민, 기

Comptroller and Treasurers) 회원들에 대한 딜로이트

업 그리고 정부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과 비

의 2015년 설문조사는 또한 정부 관리들이 공격적으로

용을 유발했다.9

디지털 전략을 추구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응답자의 1/4

자신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주정부의 능력은

미만만이 시민의 요구가 그들 조직 내에서 디지털 변환

효과적인 고객 경험을, 기업, 시민, 그리고 자신의 직원들

의 주요 동인이라고 말했다. 고객 요구에 대응해 디지털

에게 전달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고객이 디지털 서비스가

서비스의 제공을 추구하는 정부 기관에서조차 이들 서비

너무 복잡하거나 불편하다는 점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이

스를 공동창출하기 위해 고객들과 중요하게 교류한다고

를 부정확하게 혹은 드물게 사용하거나-혹은 사용을 아예

는 데 드는 비용의 25% 절감과, 선도적인 민간 기업들

정부 관리들은 또한 디지털 역량이 탁월한 고객 서비

이 얻은 결과와 비교 가능한 핵심 성과평가의 달성을 목

스 제공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70개국 이상

표로 한다.6

에서 1,200여명의 정부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딜로이

게 해준다.

종단 간 디지털 경험

www.deloittereview.com

97

98

FEATURE
거부할지도 모른다.
균일한 환경. 테마 파크를 생각해 보자. 입장객이 정문

디지털 주정부를 건설하기

대응한다.16 오늘날 BECU 회원은 늘어나고 있고, 회원들

들의 니즈-정부 구조의 제약이 아니라-가 기술적 및 설계

문 대응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이 두 가지 사업에 고객

의 셀프 서비스 거래 처리 규모 또한 그러하다.17

의사결정에 정보가 돼야 한다. 정부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피드백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할 때 이런 원칙을 따랐

초점을 유지하기 위해 구축한 상품을 실제 사람들과 함께

다. USCIS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니즈를

지속적으로 시험해야 한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고객 페르소나와 고객 여정의 지도

을 일단 통과하면, 공원의 모습과 느낌에 둘러싸이게 된

최고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같이, 매끄러운 디지

다. 입장객은 모든 곳에서 동일한 상징과 특징적인 색상

털 서비스 환경은 사용자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맞이

을 보게 된다. 입장객은 입장 팔찌를 가지고 원하는 모든

하지 않는다.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대신에, 다음

이는 정부가 고객 서비스와 고객 경험 간의 차이를 이

탈것을 이용한다. 공원 전체에 걸쳐, 입장객은 안내를 제

을 묻는다.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그리고 사용자를

해하도록 요구한다. 고객이 책을 구매한다고 생각해보자.

텍사스주의 HHSC(Health and Human Services

공하는 똑같은 지도를 발견하게 된다. 공원 직원들은 동

이를 달성 가능한 곳으로 데려가 준다. 투표자 등록을 원

그 경험은 고객이 구매를 고려할 때부터 시작돼 책을 읽을

Commission)는 또한 대규모 고객 연구를 수많은 연방

일한 제복을 입고서 입장객의 질문에 답한다.

하는가? 당신이 이를 처리하는 기관의 이름을 기억할 필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만약 그 책이 좋았다면, 친구들

및 주정부 보조금 자격요건을 통합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요가 없어야 한다. 시스템이 당신을 적절한 장소로 데려

에게 추천한다. 반면에, 고객 서비스는 실질적인 거래에만

모바일 버전 설계에 사용했다. 설계자들은 스마트폰 사진

가 줘야 한다.

좁게 초점을 맞춘다. ‘그 책이 재고가 있는가?’ ‘판매직원

으로 검증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신청자들이 유

이 친절한가?’ ‘계산대에 기다리는 줄이 생기는가?’

용하다고 여기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을 단순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Victoria)주는 일종의 '테
마 파크'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이다. 서비스 빅토리아

화를 사용해왔다.20

(Service Victoria)라 불리는, 이 중앙 조직은 다양한 서

하나의 매끄러운 환경을 창조하는 목표는 확실히 리

로 다른 정부 기관이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더십 도전과제를 대부분의 주정부에 제기하는데, 이들은

정부 기관이 속도와 정확성과 같은 자신만의 프로세스

히 실행하는 대신, 그들은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 신청자

위해 생성되었다. 빅토리아주 거주민의 65%가 주정부

여전히 대부분 고립된 채로 운영되고, 기관들 간의 거버

지표에 주로 초점을 맞춰 성과를 평가할 때, 그들은 오도

들과 대화했다. 거기서, 그들은 대부분의 보조금 신청자

와 전자적으로 상대하기를 원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넌스는 제한적이다.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고객 서비스에 대한 편협한 개선

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했지만, 그들의 기기에는 고급 기능

은 고객 만족을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고

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들은 또한 신

객 만족은 경험의 전체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청자들이 어떻게 가진 스마트폰을 최대로 활용하는지 알

2017년 중반 시점에서, 고객들은 모든 정부 처리업무 중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Queensland)의 사람들에

에서 단지 1%만을 디지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게, 서비스 '몰(mall)'은 원스탑 숍(One-Stop Shop)으

그러나 이는 서비스 빅토리아와 함께 바뀔 것이다. 프로

로, 정부의 일처리가 다른 온라인 거래를 닮기를 기대하

정부가 고객 경험의 개선을 추구할 때, 고객 피드백

젝트의 8,100만 호주달러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

는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이

을 얻기 위해서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 시험되지 않은 가

"많은 사용자들이 개인용 컴퓨터 대신에 모바일 기기

갱신, 출생 및 사망신고, 낚시 면허 취득과 같은 활동을

서비스는 2014년 40가지 디지털 서비스를 가지고 시작

정을 경계하라. 예를 들어, 만약 모바일 앱을 만들기 위

에서 볼일을 보는데 익숙해져서, 수준 높은 사용자가 되

지원하게 될 신기술 인프라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되었다. 현재는 400가지 이상을 제공한다.18 퀸즐랜드는

해 서두른다면, 앱 피로와 같은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었다."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HHSC 행정 부국장 스테

2017년말까지 서비스 빅토리아의 이름 아래서 일련의

시민들에게 어떤 디지털 서비스를 원하고 서비스가 어떻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바일 웹 경험을 선

파니 무스(Stephanie Muth)의 말이다. 그러한 통찰로

첫번째 디지털 서비스를 시작하길 기대 중이다.15

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으레 질문해 왔다. 고객의 요

호한다. 유사하게, 온라인 은행이 그랬던 것처럼, 사용

무장한, 디자인 팀은 첫 몇 달 만에 300,000번의 다운로

매끄러운 경험. 시민들은 조직도에 관심이 없고, 누가

청에 대응해, 예를 들어, 퀸즐랜드는 "한번만 우리에게 말

자 계정을 생성하는데 크게 투자할 계획이라면, 대부분

드가 이뤄진 앱을 만들어 냈다.21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지 찾느라 애쓰면서, 한 기관의 웹

하세요"라는 주소 변경 서비스를 추가했는데, 이는 여러

의 온라인 소매 거래가 ‘비회원’ 방식으로도 완료 가능함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데 시간을 쓰기를 분

서비스에 걸친 기록을 갱신하기 위한 단일 양식을 채택했

을 알아야 한다.

명히 원치 않는다. 그들은 몇 번의 간단한 단계를 통해 질

다. 고객들은 또한 단일한 도구를 이용해 불만이나 피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설

다음 몇 가지 물건을 찾아 온라인 소매점을 살펴본다

문에 대답을 얻거나 일처리가 완료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백을 어떤 기관에도 보낼 수 있는데, 어떻게 관련 정부 공

계자들의 현장 파견이다. 실제로, 고객 경험에 관한 어떤

고 상상해보자. 책,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스마트폰용 새

필요한 각각의 물건 때문에 서로 다른 가게를 방문하느라

무원에게 닿을 수 있는지를 알 필요가 없다.19

전체 학문 분야(디자인 사고와 인간 혹은 사용자 중심적

케이스. 당신의 로그인 절차와 경험은 상대적으로 매끄럽

고 있다는 점을 배웠다.

전사적 신원 관리 창조

지쳐버린 쇼핑객들과 같다. 월마트, 혹은 더 편하게는 아

고객 경험은 고객 서비스 이상이다. 세상에서 가장 통

설계라고 알려진)가 민족지학적 연구와 행동과학에서 탄

다. 그러나 책을 찾은 후에 신발 쪽으로 이동하면, 처음에

마존 혹은 오버스톡닷컴(Overstock.com)을 방문할 수

일되고, 매끄러운 서비스도 만약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

생했다. 디자인 사고는 페르소나, 서비스 여정 그리고 호

당신이 절대로 등록한 적이 없었던 양, 새로 등록하라는

있는데 왜 온 시내를 돌아다니겠는가?

지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 구축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사

의적 혹은 비호의적 인식이 증폭될 수 있는 지점을 가리

요청을 받는다. 살짝 짜증이 난 채로, 당신은 등록 양식

시애틀 근교에 자리한 신용조합인, BECU는 고객 경험

용자들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주정부 디지털

키는-'중요한 순간'의 이해를 추구한다. 그 무엇도 고객이

을 채우고 계속 진행한다-케이스를 검색할 때 똑같은 일

을 염두에 두고 자사의 모든 4가지 사업 분야를 포괄하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그 서비스를 사용할 사람들의

맞닥뜨리는 무언가-최고, 최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

이 발생할 때까지. 그리고 이후에 지불을 하고 떠나려 시

디지털 전략을 개발했다. 소매, 소상공인, 자산관리, 담

니즈를 탐색하고 정확히 집는 일이 되어야 한다. 사용자

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얻은 인사이트를 대체할 수 없다.

도할 때도 또다시 그래야 한다. 지불을 완료할 때까지, 당

보대출이 그 사업분야다. BECU의 새로운 디지털 구상은

가 시민 혹은 정부 직원이건 간에, 정책수립자는 처음부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신은 등록과 신원 인증을 4번이나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회원 경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시장의 니즈에 보다 정확히

터 설계 과정에 실제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용자

는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웹사이트 최적화 프로젝트와 질

상하게도, 그때마다 절차는 조금씩 다르다. 상품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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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뻐한다 해도, 전체적인 경험에 대해 짜증이 났음을

데, ID 카드가 건물마다, 혹은 지역마다 따로 관리되기 때

해,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컴퓨터에서 기업 설립을 등록

에 있어 시민을 식별하고 인증하기 위해 BC 서비스 카드

깨닫게 된다-그리고 이러한 번거로움을 무릅쓰게 만든 그

문이다. 이러한 단절은 최소한 좌절감을 일으키고 최악의

하고, 국가 선거에 참여하며,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

를 사용한다. 이 칩 카드는 단지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도.

경우에는 장애를 초래한다.22

서에 서명할 수 있다. 이는 매끄럽고 효율적이고, 시민들

접근만을 제공했던 초기의 ID를 대체한다.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경험은 온라인 쇼핑객에 있어 드문 일이지

민간 부문 기업 또한 이런 단절 관련 일부 도전과제에

은 결코 같은 정보를 두 번 요구받지 않는다. (실제로, 에

접근권을 얻기 위해, 사용자는 카드를 카드리더기에 대는

만,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누군가에게는 익

직면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를 전사적 신원관리를 통해

스토니아 법률은 정부가 중복된 요청을 하는 행위를 금

데, 리더기는 칩의 고유한 ID를 이용해 사용자를 서비스

숙한 일이다.
대부분의 정부는 제멋대로 뻗어 나가는 누더기 시스
템에 의존해 사람들을 식별하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

해결해 왔고, 그런 장애물을 과거의 유물로 만들고 있다.

지한다.)

23

을 카드리더기로 바꿔주는 앱 또한 제공한다.25 2016년

끈질긴 잔여물은 주로 공공 부문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몇몇 정부는 인증관리를 위한 더 나은 표준으
로 향하는 길을 선도 중이다.

미시간 주의 마이로긴(MILogin)
미시간 주에서, 마이로긴 신원 관리 시스템은 사용
자들이 개인 정보를 포함한, 주정부의 정보와 여러 정

대부분의 정부는 제멋대로

공급자와 함께 검증한다.24 BC 주정부는 안드로이드 폰

7월 기준으로, 지방 정부는 약 3-4백만 개의 BC 서비스
카드를 배포했다. 정부는 2017년말까지 450만 명의 모
든 BC 거주민들 손에 카드를 쥐어 주길 원한다.26

에스토니아의 엑스-로드(X-Road)

부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에 한번의 로그인으로 접근

에스토니아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

할 수 있게 해준다. 시스템은 제3자의 검증을 받은 신

장 앞선 디지털 정부를 보유하고 있다.

원 증명, 강력한 암호, 다중 인증 체계와 같은 도구를

아일랜드에서는, 수천 명의 사용자들이 보안된 온라

1991년에 독립을 되찾은 국가로서,

사용해 사용자의 신원을 보호하는데, 각 애플리케이션

인 신원 시스템인 MyGovID를 통해 광범위한 정부 서비

의존해 사람들을 식별하고

이 나라는 정부의 많은 IT 시스템을 처

을 소유한 정부 기관에 의해 결정된 특정 요건을 준수

스에 접근할 수 있다. 일단 등록하면, 사용자는 면담 예

음부터 새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에

한다. 마이로긴은 MDHHS(Michigan Department of

약, 구직자 지원 서비스, 개인 세무 서비스와 같은 다수의

그들에 대한 정보를

스토니아는 정부의 거의 모든 측면을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함께 시작됐는데, 이

정부 기관에 걸친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며, 신원을 재검

온라인 세상에 맞출 수 있었다. 정부는

기관은 주정부의 DTMB(Department of Technology,

증하거나 기본 사항을 재입력 할 필요가 없다. 등록은 간

엑스-로드라 불리는 데이터 교환 시스

Management and Budget)에 사용자들의 신원을 한

단하고 추가 보안을 위해서는 다중 인증체계가 관계된다.

템에 의해 전부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장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 이 전략이 모

모든 시민들을 위한 유일한 디지털 신원 플랫폼으로 시작

디지털 신원 관리를 위한 고도로 강건

든 주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가치를 인식하고, DTMB는

된, MyGovID는 최근 공공 부문에 대한 아이리쉬 월드

스마트 카드와 생체인증까지

한 모델을 제공한다.

그 요청을 범정부기관적 프로젝트로 전환했다. 2017년

클래스 혁신상(Irish World Class Innovation Award)

엑스-로드의 주춧돌은 에스토니안

9월 기준으로, 60,000명 이상의 주정부 공무원과 도급

을 수상했다.

모든 것을 사용한다.

ID 카드로, 이러한 종류 중에 가장 정교

업자, 100,000명 이상의 미시간 시민, 700,000곳 이상

하다고 널리 여겨진다. 에스토니안 ID

의 사업체들이 계정을 등록했다. 마이로긴 사용자들은 이

는 사진과 생체인증 데이터를 통합한

제 여러 정부기관의 170가지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에 접

또 다른 가입 양식에 주소를 다시 칠 필요가 절대 없다

뻗어 나가는 누더기 시스템에

관리하는데, 암호부터

마이고브아이디(MyGovID)

범정부기관적 마스터 데이터 관리

물리적 문서, 그리고 디지털 식별자 두

근 가능한데, 여기에는 규제를 받는 고도로 민감한 개인

고 상상해 보라. 만약 정부 기관이 동일한 시스템과 공유

하는데, 암호부터 스마트 카드와 생체인증까지 모든 것

가지 다로서 기능한다. 이 카드는 신원을 검증하고 4자리

의료정보를 담은 약 20가지의 메디케이드(Medicaid) 소

된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시간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많은

을 사용한다. 동시에, 오직 정당한 사람들만이 접근권한

개인 식별 숫자(PIN)로 보호되는 디지털 서명을 제공하는

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다. 미시간주는 궁극적

과업이 사라진다. 고객은 '계정 사용'과 비슷한 경험을 정

을 가지도록 데이터에는 식별 표지가 붙어야만 한다. 불

내장 칩을 특징으로 한다. 모든 에스토니아 국민은 직접 혹

으로 마이 브리지스(MI Bridges)-MDHHS 보조금 애플

부와 가지게 된다. 요구를 받고 고객에 의해 허용될 때 정

행히도, 이들 요소는 최종 사용자에게 편리하거나 논리적

은 원거리에서 강력한 신원 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

리케이션 접근을 위해 사용되는-에 대한 로그인 또한 마

보와 전자적 산물이 한번 제공되고 공공기관들 간에 공유

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합쳐지는 경우가 드문데, 사용자가

고 자신이 누구인지 쉽게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혹은

이로긴의 일부로 만들 계획이다. 이는 마이로긴을 사용하

되지만, 사적정보 상태는 견지된다. 이는 대부분의 상업

시민, 기업 혹은 심지어 공무원 자신이거나 관계없이 그

민간 부문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는 시민을 2백만 명에 가깝게 늘릴 수 있다.

적 조직에 있어 사실상의 표준이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러하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정보를 몇 번이나 재입력

다른 국가에서는 아마도 은행 혹은 세무서 방문을 필

하지 않고는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없다. 공공기관 직원들

요로 할 업무 처리도 안전하게 온라인 상으로 수행 가능

은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건물에 종종 못 들어가곤 하는

하다. 단지 ID 카드와 PIN만을 신원 증명 수단으로 사용

고객들은 이를 기대한다.

BC 서비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모든 디지털 정부 서비스 접근

만약 주정부가 동일한 모델을 따른다면, 단일의 디지
털 식별자를 가진 시민은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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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을 취득하며,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고, 사업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해 개조된 플러그 앤 플레이(plug-

램을 이용한 공통의 접근법을 통해서 각국의 기존 시스

체를 등록하며, 국가적 선거에서 투표하고, 동일한 정보

and-play) 모델의 정부 차원의 변형이었다. 코드와 데이

템을 연결한다.

를 반복해서 입력할 필요 없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에

터가 혼합된 크고, 무거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대

수많은 주정부와 지방 사법권 또한 NIEM 표준을 채택

서명할 수 있다.27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과거에 수집한

신에, 이 정부 기관은 더 영구적인 '데이터 저수지'를 활

해 광범위한 분야의 정보와 활동을 조직화한다. 예를 들

데이터가 화면상의 양식에 미리 채워진 상태로 나타나,

용할 수 있는 더 작고, 가벼운 모듈화된 코드의 개발을 선

어, 메사추세츠주는 NIEM을 이용해 범죄 조직과 조직의

시민들은 단지 과거 데이터를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

택했다. 데이터와 코드의 분리를 통해, 브레이가 깨달은

활동 관련 정보를 주정부 및 지역 법 집행기관들 간에 공

운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점은, FCC가 코드를 '재조합'해서 더 손쉽게 의회의 요구

유한다. 뉴욕시는 한편,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민들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더 나은 데이터 공유 기제

를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한 시스템의 유지비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31

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IT 서비스의 중앙 집중화가 수

는 훨씬 적었고 동시에 기관을 훨씬 더 민첩하고 반응성

반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기관이 통합된 일련의

있게 만들었다.29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된다-그러나 이는 유일하게 가
능한 방식이 아니다. 또 다른 방식은 중앙 데이터 저장소

첫 단계는 시민 및 공무원 모두에 해당되는, 정부 서
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설계하는 전통적인 방법론은 정부
기관 주체와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다. "목표 달성을 위
해 어떤 디지털 프로세스가 필요한가?"라고 이들 방법론
은 묻는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대신에,
다음을 물어야 한다. "무엇을 고객이 원하고, 그들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가?"

미시간

상업적 조직은 이를 항상 행한다. 그들은 고객 관점

마이로긴에 더해, 미시간 주는 통합된, 시민 중심의

국가 정보 교환 모델

디자인 사고 원칙의 사용

서비스 플랫폼을 창출하기 위해 다른 절차를 취하고 있

에서 경험을 다시 상상하기 위해 디자인 사고를 이용한
디지털 고객 경험의 이해와 개선을 가차없이 추구한다.

를 만들어 그로부터 모든 기관이 자체 활동을 위해 필요

NIEM(National Information Exchange Model)은

다. 이들 중에는 데이터 협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계획

디자인 사고는 민간 부문에서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할 때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방법일 것이다. 혹은 정부가

9/11 공격 이후 생겼는데, 법 집행 기관과 국토 안보 기

도 있다.32 2014년, DTMB는 '개방 우선' 데이터 정책을

예를 들어, JC 페니(JC Penny)는 연말 명절 기간이 12주

서로 다른 시스템들 간 데이터 공유를 가능케 해주는 API

관 간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미국 국방성의 추진계

기업들 간 데이터 공유 육성을 위해 개발하기 시작했다.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이 시기를 위한 새로운 스마트

를 통해 연결 고리를 생성할 수도 있다.

획으로 시작한, NIEM은 국토안보부 그리고 다음으로 보

그 정책에는 모든 주정부 기관들에 걸친 마스터 데이터의

폰 앱의 제공을 결정했을 때 이 기법을 사용했다. 경험 많

대부분의 정부 기관들은 여전히 통합 데이터 관리의

건복지부가 합류한 이후 공동의 접근법으로 변했다. 본질

파악, 각 주정부 기관에서 데이터 관리자의 지정, 데이터

은 창조적 디자이너, 개발자, 디지털 유통 전문가를 포함

초기 단계에 있다. 여기 몇 가지 선도적 사례를 살펴보자.

적으로, 이는 보통 단절된 상태인 부서들 간의 정보 공유

공유에 드는 시간과 자원의 50% 절감도 포함된다. 정책

한 컨설턴트 팀과 협업해, JC 페니는 고객 기반을 굳건히

를 위한 규약이다.

수립과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기 위해 주정부의 데이터 및

염두에 둔 채, 지속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탐

애널리틱스의 사용을 가능케 할 관리 구조의 수립 작업

색했다. 10월에 공개된 새로운 앱은 사용하기 쉬운 상품

연방정부 통신 위원회

"아무도 진정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었는데,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심지어 연방의 법 집행 기관 커뮤니티 내에서도 그러했

완전 통합된 IT 플랫폼을 향해 점진적 단계를 밟고 있다.

다." NIEM을 창립한 전 국방부 CIO였던 반 히치(Van

2013년, 207가지의 기존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 중 많

Hitch)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정보 공유를 위한 주요

은 것이 구식이 된 상황에서, FCC는 빗발치는 대중의 온

방법이 모든 관련 기관의 구성원들로 대책 위원회를 구

라인 댓글과 의회 지적사항의 집중 포격을 간신히 견딜

성하는 거였다."30

수 있었다. 모든 시스템을 교체하려 노력하기 보다, FCC

그 핵심에 있어, 중요 데이터 필드-'사람', '위치', '활

는 단기적으로 시스템들 간 정보 공유 방법을 찾았고, 그

동', '항목' 등-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법권과 부서 전

동안 IT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통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

반에 걸쳐 채택 가능한 메시지 유형 또한 정의한 NIEM

을 확보했다.

은, 빠르고 광범위한 데이터 접근과 공유를 가능케 하는

"그 아이디어는, 기존 시스템에서 나온 모든 데이터를

규약이다. 이는 법무, 운송, 국토 안보, 사회복지와 같이

보유하는 단일의 공통 데이터 플랫폼을 갖추고, 장기적

NIEM을 사용하는 분야별로 특화된 개별 장들과 수천 가

으로는, FCC를 위한 재사용, 재조합이 가능한 프로세스

지의 데이터 필드를 가진 데이터 사전과 같다.

의 제공을 위해 상업적 클라우드 플랫폼의 모듈식 요소를

모든 50개 주, 최소한 16곳의 연방 기관, 심지어 많은

사용한다는 거였다." 2013년말에 이 추진계획을 개시한

외국 정부도 NIEM 표준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NIEM

이 시작되었다.

33

춤화된 상품 추천 기능을 포함했다.36

브리티시 컬럼비아

복적이며, 사람들이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문제 혹은 구축

데이터 공유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 공통 표준의 개발에

중인 서비스 뒤에 자리한 인간적 니즈에 대한 실 세계의

착수했다. 지역의 데이터 관리자 임무 지침은 각 부처의

연구에 근거한다. 그들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

데이터 관리자들로 구성된 데이터BC 위원회에 의해 개발

를 도출하고 상당한 분량의 스케치, 프로토타이핑, 테스

되었다.34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또한 데이터 주도 혁신을

트를 수행한다.37

위한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는 정부 기관이 연구, 분석,

미국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내

기타 추진계획에서의 사용을 위해 안전하게 정부 데이터

18F는 연방 기관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데,

에 접근할 수 있는 중앙 저장소다.35

시작될 때부터 디자인 중심적인 접근법을 채택해왔다.
그들은 프로토스케칭(protosketching)이라는 기법을

디지털 변환을 위한 로드맵
목표가 명확한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에 도달해야 하

FCC 팀은 사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모듈화된 코드 부

에 대한 데이터를 조직화하는 통합 시스템의 구축에 골

는가? 로드맵은 각 주마다 달라지겠지만, 5가지 전략적

분을 활용해 공통 데이터 플랫폼과 상호작용했다. 이는

머리를 앓는 일을 피하게 해줬다. 엔지니어들은 프로그

원칙이 그 여정의 안내를 도울 수 있다.

전 FCC CIO 데이비드 브레이(David Bray)의 말이다.

디자인 사고의 원칙에 따라 수행된 작업은 고도로 반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은 지방 부처와 기관들 간의

은 캐나다와 미국이 그들의 공통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

28

검색, 목록, 필터 기능, 빠른 이동 및 용이한 구매 경로, 맞

사용한다. 3시간 혹은 그보다 적은 시간 동안, 디자이너
와 개발자는 종이 위에뿐만 아니라 코드로도 대강의 스케
치를 만든다. 프로토스케치가 불완전하거나 완전히 사용
불가능하다 해도, 이는 살펴보고 데이터, 설계, 기능 문제
에 대한 토의를 격상시킬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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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과 고객에게 제공한다.38

디지털 주정부를 건설하기

범정부 기관적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한 선도적

려 노력하는 주정부에 있어, 웹사이트로는 충분하지 않

할 수 있다. 주정부는 정부 기능 전반에 걸쳐 신원을 관리

영국의 GDS(Government Digital Services)는 18F

정부 중 하나는 영국으로, GDS(Government Digital

음을 보여준다. 일련의 모바일 앱도 충분치 않다. 다양

하는 방법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은 각

의 접근법을 그대로 따라 해, 10가지 디자인 원칙을 통한

Studio)를 2011년에 설립했다. GDS는 곧 내각의 부서

한 독립적인 정부 기관 서비스로 이끌어 주는 포탈도 충

고객에 대한 단일 시야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여

자신의 이상을 분명히 설명했다.

로 진화했고 다른 정부들에 영감을 주어 자신들의 실무에

분하지 않다.

러 기관과의 업무 처리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구축된다.

1.	니즈와 함께 시작하라(정부의 니즈가 아니라, 사용자의 니즈).

기반한 조직을 형성하게 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디지

많은 경우, 각각의 서비스 기관은 자체 웹사이트를 보

상업 조직에서, 최고 마케팅 책임자(CMO)는 보통

2. 적게 하라.

털 서비스(Digital Service)와 18F, 오스트레일리아의 디

유하는데, 자신만의 모습과 느낌 그리고 자체적인 백엔드

종단 간 고객 경험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정부는 이 기능

3. 데이터를 가지고 디자인하라.

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이전시(Digital Transformation

인프라를 가진다. 어떤 중앙 조직도 범기관적인 추진계획

을 어떻게 복제할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부서들 전반에

4. 이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어려운 일을 하라.

Agency), 그리고 제안 중인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

을 개시하고 표준을 설정하거나, 혹은 정부 기관들이 더

걸친 조정을 위한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 인구 조사국

5. 반복하라. 그 후 다시 반복하라.

(Digital Service)가 있다.40 홍콩, 싱가포르, 태국도 유사

나은 고객 서비스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협업하게 만드

을 포함한 몇몇 연방 기관은 이미 고객 경험 최고책임자

6. 이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한 기관을 설립했다.41

는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를 임명했다.

스마트 조직이 디지털 스튜디오를 개발할 때, 그들은

그러한 환경은 파편화되고, 혼란스러운 고객 경험을

가끔, 자체 디지털 스튜디오가 관리 역할을 담당하

8. 웹사이트가 아닌,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하라.

모든 부서와 기관에 이들 자원을 가용하도록 만드는 경우

생성한다. 시민이 주정부의 의료부서 웹페이지에 방문할

는데, 정부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정책 및 인프라를 개

9. 획일적이지 말고, 일관성을 가져라.

가 많다. 예를 들어, 뉴욕시는 도시 기관들에게 디자인 사

때, 그곳의 시스템은 그 동일한 사람이 최근에 장애인 복

발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GDS는 어떻게 정부가 데

10. 개방하라. 이는 상황을 더 낫게 만든다.39

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몇몇 디지털 스튜디오와 총괄

지 관련 정보를 찾아서 다른 페이지에 방문했음을 알지

이터를 수집, 관리, 채택하는지를 관장하는 데이터 집단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42

못한다. 그리고 그 시민의 그 페이지에 대한 경험은 의료

을 만들었다. 이런 업무에는 공통의 데이터 인프라를 구

부서의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알

축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포함되는데, 추진계획은 API를

려주지 않는다.

가지고 정부 전반에 걸쳐서 데이터를 기능 부서들에게

7. 맥락을 이해하라.

디지털 설계에서 탁월한 조직을 볼 때마다, 프로젝트
의 모든 단계에 사용자의 초점을 주입해서 구축했음을 발
견하게 될 것이다. 사용자 니즈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가
지고, 그들의 니즈 그리고 사업적 목표를 충족시키는 디
자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주정부 디지털 스튜디오 설립
주정부는 디지털 구상을 지휘하는 중심점을 갖춰야 한
다. 많은 상업 조직들-그리고 일부 정부 리더들-은 창조
적인 '디지털 스튜디오'를 개발해 디지털 변환의 중심에
두어 왔다. 스튜디오는 웹 개발, 디자인 사고, 프로토타이
핑 역량을 제공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체 산업이 돌연히 생겨났다. 이
는 상호적, 창조적 접근법의 디자인 사고를 지원하는 모
델이다. 그래서, 만약 이 접근법을 채택하려 한다면, 스튜
디오와 작업할 필요가 있다. 외부 업체와 계약하거나, 전
부 다 내부적으로 구축하거나, 혹은 혼합 접근법을 취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핵심 부분만은 내부 집
단에서 만드는 걸 권고한다. 이 디지털 스튜디오는 혁신

제대로 된 관리 수행
딜로이트의 연구결과는,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

디지털 서비스의

가용한 공유 서비스로 만들 수 있다.

가용하게 만든다. GDS는 또한 데이터 리더스 네트워크

이는 시민들이 디지털 정부에 대해 불평할 때 반복적으

(Data Leaders Network)와 조정 위원회를 만들어 정

로 들먹이곤 하는 문제를 창출한다. 웹사이트가 형편없

부 데이터의 관리와 공유를 위한 정책과 관리 구조를 개

이 조직화되고, 검색 기능이 쓸모 없는 정보를 내놓으며,

발해왔다.44

답변들이 형편없이 정리되고 불명확하며, 서로 다른 사이

변환을 추구하는

트 혹은 동일 사이트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상충되는 정
보를 제공한다.43
그러는 동안, 주정부는 증가된 효율성으로 인한 이득

정부는 전체 탈바꿈을

을 놓치게 된다. 분리 고립된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다
른 부서의 동료들이 같은 고객이 관련된 문제에 관해 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그리고 시민들이 업무

한 번의, 거대한

처리를 위한 디지털 셀프 서비스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주에서는, 공무원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전화 혹은 대면
방식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써버려, 운영비용

도약으로 완료할

이 증가한다.
정부가 이들 역량을 위한 디지털 스튜디오를 내부적
혹은 계약 기반으로 생성하든 간에, 완전한 이득을 수확

을 위한 촉매와 작업을 위한 훌륭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스튜디오의 기량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기관들에게

이런 조정되지 않은 접근법은 좌절감의 재료가 된다.

필요가 없다.

하기 위해서는 관리 구조를 재고해야만 한다. 다른 관리
구조를 가지고, 주정부는 시민들이 디지털 서비스 사용

반복적 접근법의 채택
디지털 서비스의 변환을 추구하는 정부는 전체 탈바
꿈을 한 번의, 거대한 도약으로 완료할 필요가 없다. 디
자인 사고가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권장하듯
이, 고객 중심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향한 여정은 작은 단
계별로 진행 가능하다. 소규모로 변환을 시작한 후 키우
는 방식이 가능하며, 아마도 가장 실용적이다.
진정으로 좋은 고객 인사이트를 가지고 시작하라. 고
객들은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지
를 말해줄 것이다.
고객에 대한 가치 및 구현의 복잡성과 같은 요소에 기
반해 경우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런 후 목록의 꼭대기
부터 시작하는데, 상대적으로 구현하기 쉽지만, 사용자
에게 진정한 차별화를 약속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

을 시도할 때 그들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장애물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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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정부를 건설하기

하라. 한가지 성공을 달성하면,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동
의를 얻는 데 더 손쉬운 시간을 가지게 된다.

는 정책 개선이 될 수 있다.
IPONZ(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윌리엄 D. 에거스(William D. Eggers)는 딜로이트 센터 포 거번먼트 인사이츠의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다. 그는 버

예를 들어, 비즈니스USA(BusinessUSA)의 목표는 정

Zealand)는 스스로를 세계 최초의 100% 디지털 지적

지니아, 알링턴에 거주한다.

부 지원 서비스와 기업 간의 디지털 연결로, 단절된 기관

재산(IP) 관리청으로 변환시켰다.46 기업은 특허를 출원

스티브 허스트(Steve Hurst)는 딜로이트 US 공공 부문 사업부의 매니징 디렉터다. 그는 뉴욕에 거주한다.

들 간의 연결부터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이 포털을 단 90

하고, 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자신들의 연락처 상

일만에 출범시켰는데,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포

세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기업과 IPONZ 직원들은 단

털이 사용자 피드백을 산출함에 따라, 프로젝트 팀은 계

일한 '인박스(inbox)'를 통해 개별 사안들을 추적한다.

속해서 개선을 지속했다.

공유된 창은 그 과정을 기업에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

디지털 추진계획에 대한 비밀은 고객 경험 관점과 필

게 만들며, 동시에 거래 비용을 절감해준다.47 단순히 관

요한 기술 및 관리체계에 관해 '북극성'과 같은 명확한 구

리하기 보다 IP를 검토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상을 가지는 것이다. 그곳이 목표하는 방향이며, 공개를

IPONZ 직원들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반복할 때 마다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신청 건의 98% 이상이 15 영업일 내에 응답을 받고, IP
의 승인 혹은 기각 의사결정의 99%가 확정된다.48

ROI 찾기
디지털 변환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의 지원을 확보하

여기로부터 거기에 도달하기

는 일은 어려울 수 있는데, 전통적인 측정지표가 이에 대

디지털 시대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주정부가

한 경영 사례를 항상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유통 사

디지털 변환의 각각의 3기둥(매끄러운 종단 간 경험, 균

업에서,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 때, 그들의 즐거움은 금전

일한 디지털 신원, 전사에 걸친 데이터 공유)을 실행하

적 이득으로 변환된다. 정부 서비스의 경우, 항상 그렇지

는가에 달려 있다. 반복을 통해 구축되고, 엄밀히 시험되

는 않다.

며,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대응해 운영되는 시스템에 의

성숙한 조직은 일반적인 민간 부문 실무관행을 이용해
투자에 대한 디지털 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는다. 몇

해 힘을 받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잘 설계된 디지털 서
비스는 진정으로 변환적일 것이다.

년 전, 아마존은 프라임 배송 서비스, 킨들(Kindle) 태블

이런 종류의 혁신이 주정부에서 일반화될 것이다. 그

릿, 미디어 서비스와 같은 혁신에 크게 투자하기 시작했

열쇠는 좋은 설계, 데이터 공유, 개인화, 적응의 역량을

다. 이들 프로그램은 적은 마진과 암울한 이익을 산출했

최대로 활용하는 데 있다. 가장 디지털적으로 능란한 주

다. 그러나,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Jeff Bezos)가 설

정부는 자신의 사업 목표를 사용자 중심의 경험 설계 및

명했듯이, 이들 서비스의 배경 전략은 고객 초점 및 성공

현재 기술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맞물려 미래를 상상할

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 기반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전

것이다. 그들은 애자일(Agile) 방법론을 채택하고, 워터

자책 매출이 아닌 킨들의 사용량을 성공을 측정하기 위한

폴(Waterfall) 방식의 굼뜬 속도에서 벗어남으로써 미래

최고의 지표로 고려했다.

45

디지털 변환은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ROI를
일부 제공한다. 정부가 디자인 사고를 이용해 고객 경험

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지속적인 피드백과 애
널리틱스 주도적인 인사이트의 문화를 가지고 미래를 운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 보기

애자일(Agile)이 정부를 만날 때

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을 개선하려 할 때, 이는 단지 고객 대면 프로세스뿐만 아

정부가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유동적인 애자일 방법론과 규칙 주도적인 정부 기관은

니라, 이를 지원하는 백엔드 프로세스까지 리엔지니어링

잘 섞이지 않는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딜로이트의 연속된 보고서는 그 문화적 간극을 연결하는 방법을 탐색한다.

한다. 그 결과는 더 잘 설계된 일련의 업무흐름과 IT 시스
템, 혹은 정부 실무관행을 시민들의 니즈와 더 잘 정렬하

www.deloitte.com/insights/agil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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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약제학 R&D를 변환하기

디지털 기술의 대규모 채택에 대한 예상 시각표
유용성을 아직 탐색 중
·블록체인		

·디지털 비서와 음성 인식

·가상/증강 현실

가까운 시기에 채택
준비 완료

생물약제학
R&D를

·전자 동의 절차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포착된
환자-보고 결과
·리스크 기반의 사이트 모니터링
·기술 기반의 약물 치료 준수 솔루션
·다수의 데이터 출처를 이용한
임상실험 설계의 실행가능성 평가

다음 단계 후보군

고급 기술

·전자 기록(모든 발견사항, 관찰,
혹은 기타 실험 활동의 전자적 기
록 및 통합)

·합성 및 가상환경 실험
·기타 연구결과 및 데이터로부터
비구조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인공지능

·임상실험 설계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하고 목표 환자 발견을 위한
전자의료기록 및 환자 기록의 마이닝

·실험 데이터를 다듬고 분석하는
인지 기술

·일부 반복적 활동의 업무흐름 자동화
·부분적 가상 실험

·완전한 가상 실험

·2차 종점으로서 디지털 바이오마커
(biomarker)

·1차 종점으로서 디지털 바이오마커
·보다 복잡한 의학적 기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연어 처리

·환자 안전성 서술 기록 생성을 위한
자연어 처리

현재

지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난 10년 동안, 생물약제학 기업들은 치명적인 질병을 관
리 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변환시키고, 의학적 치료의 수준

출처: 딜로이트 센터 포 헬스 솔루션의 산업 관계자와의 인터뷰와 딜로이트 고객들과의 경험

을 높이며, 환자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돌파구적인 치료법을 내놓
아 왔다. 그러나 동일한 이들 많은 기업이 연구 개발에 대한 그들의

우리의 걱정거리는 생물약제학 기업이 총괄적인 디지털 임상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점이

고위험, 고비용 접근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시인한다. R&D 부

다. 뒤처짐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통합 접근법과 포괄적인 디지털 R&D 전략이 필요한데, 이는 새로운 역량, 새로운 일

서는 혁신적인 약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환자, 서비스 공급

련의 기량, 새로운 협력관계를 요구한다. 그리고 인터뷰와 고객의 경험에 근거해, 우리는 심지어 얼리 어댑터조차 고급

자,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며, 시장 출시 비용과 시간을 줄이라는 압

기술의 완전한 활용을 시작하려면 아마도 10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수적으로 추정한다(그림 참조).

박에 처해있다.

그 점이 바로 왜 지금이 시작해야 할 시점인가에 대한 이유다. 우리는 이 일이 복잡하고, 자원 집약적이며, 긴 사업

디지털 기술은 다수의 데이터 출처로부터의 귀중한 인사이트를

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디지털의 확장된 채택으로 향하는 경로는 분명하지 않고, 난제로 뒤덮여 있

통합하고, 파격적으로 환자 경험을 개선하며, 임상 실험 생산성을

는데, 여기에는 미성숙한 데이터 인프라와 애널리틱스, 규제 고려사항, 내부적인 조직적 및 문화적 문제들이 포함된다.

향상시키고, 시험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규모를 늘리고 질을 높임으

그러나 그 결과는 변환적일 수 있다. 얼리 어댑터인 생물약제학 기업은 환자, 더 깊은 통찰, 개발 중 제품의 더 빠른

로써 임상 개발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생물약

반복주기에 대한 더 나은 접근과 관여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헌신과 약간의 운을 가지고, 환자들의 삶을 급진적으로

제학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개선하는 데 익숙해진 조직은 자신들의 예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딜로이트가 임상 개발 생태계 전반에 걸쳐 43명의 리더를 인터뷰한
결과 채택 수준의 차이가 광범위함을 발견했는데, 심지어 가장 발전
된 조직들조차 대개 임상 개발의 서로 다른 영역에 걸쳐 단순히 기
술을 시험하는 수준이었다.

생물약제학 산업을 위한 디지털화의 잠재력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www.deloitte.com/insights의 『디지털 R&D: 임상 개발의 미래를 변환하기
(Digital R&D: Transforming the future of clinical development)』를 읽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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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아웃/줌인(Zoom out/Zoom in)

줌 아웃 / 줌 인
예측을 불허하는 세계에서의 전략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

변

화와 실적 압박이 오로지 가속되기만 하는 상황

획을 기본 뼈대로서 여전히 충실히 유지하고 있다. 일부

에서, 지금이 우리가 전략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기업은 늘어나는 불확실성을 처리하기 위해 계획 단위를

지를 재평가해야 할 시점일 수 있다. 전통적인 접근법은

3년으로 변경했고, 소수의 기업은 장기 전략계획을 완전

점점 빨라지는 변화의 속도 그리고 수익 감소를 일으키

히 폐기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거나 목표를 완전히 빗나가게 만드는 리스크를 설명하지

시간 단위에 관계없이, 경영진들은 점점 더 전략에 대

못한다. 다행히도, 앞으로의 도전과제에 대처 가능한 보

해 반응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건이

다 유망한 방법이 있다.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이를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

5년 단위 계획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기 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5년 단위 계

해서다. 많은 이들이 이동 전략을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
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다. 유연성과 속
도가 성공의 열쇠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많은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넓게

www.deloittereview.com

111

112

FEATURE

줌아웃/줌인(Zoom out/Zoom in)

확장된 일련의 추진계획을 다루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

이 접근법은 두 가지 매우 다른 기간 단위에 병렬적으로

다 자신들을 얇게 분산시켜 버렸다. 심지어 최대 규모의

초점을 맞춰 둘 사이를 반복한다. 한 단위는 10에서 20

기업들조차 새로운 추진계획들의 숫자가 가용한 자원을

년으로 줌아웃 기간이다. 다른 단위는 6에서 12개월로

훨씬 넘어선다는 깨달음과 씨름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줌인 기간이다.

이들 추진계획이 속성상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

많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취하는 통상적인 접근법-5

다는 점을 깨닫는 중인데, 이는 자원의 제약뿐만 아니라

년 단위 전략적 계획-과의 핵심적인 차이에 주목하라. 줌

단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계획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아웃/줌인 접근법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1에서 5년 단위

그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다. 딜로이트는 지난 반세기

의 기간을 살피는데 거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 그들

동안 미국의 모든 상장기업들의 실적을 추적해 왔는데

이 믿는 바는 만약 10~20년 기간과 6~12 개월 기간을

총자산이익률(ROA)을 측정한 결과, 모든 상장기업들의

제대로 다룬다면, 나머지는 스스로 풀리게 된다는 확신

평균 실적은 1965년 이후 75% 이상 하락해 왔다.1 전

이다.

략의 목표가 장기적으로 최소한 현재의 재무적 실적을

빠르게 학습하고자 하는 열망이 전략에 대한 이 접근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는 현재의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

법을 추진하는 요인이다. 이들 기업의 리더십 팀은 그들

음을 알리는 불행한 증거다.

이 양쪽 기간 지평에 관해 배운 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

많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취하는
종래의 접근법-5년 간

다. 이는 가장 성공적인 디지털 기술기업들 중 일부가 지

위급 팀들이 광범위한 대안적 미래들을 상상해보려 자문

난 수십 년 동안 추구해온 접근법에 기반한다. 서로 다른

하고, 가장 현실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미래에 관해 집

여러 이름으로 통하는 이 접근법을, 딜로이트는 줌아웃/

중하는 훈련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 회의가

줌인(Zoom Out/Zoom In)이라 부른다.

끝나면, 모든 이들이 일상의 업무로 복귀하고, 아무것도

2가지 기간 단위에 걸친 핵심 질문

들어진다. 줌아웃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흥성하기 위
해 회사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필
요가 있을지를 생각해보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제기한다.
이는 우리가 무슨 사업에 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

전략적 계획-과의
핵심 차이점을

정의할 수도 있는 무언가에 의해 나중에 기습당하게 되는

해가 부추기는 점진주의로 향하는 경향에 맞선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사소해 보이지만 시장을 근본적으로 재

위험을 줄여줄 수도 있다.
이 접근법은 또한 너무 많은 추진계획에 걸쳐 우리 자

주목하라

신을 얇게 분산시키는 경향에 맞서 강력히 저항한다. 또
한 단기적으로는 미래의 기회로 향하는 움직임을 가속하
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추진계획에 집중하도록 강제

또한 이 접근법이 시나리오 계획 혹은 시나리오 개발
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을 주목하라. 많은 대기업의 최고

로 바꾼다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기가 힘

본적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해 보도록 촉구하고 단기적 견

수 있도록 접근법을 계속 정제한다.

다행히도, 반응적 전략과 점진적 조치라는 대안이 있

득시키게 된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하급수
적 변화의 시사점을 이해하고 초점을 10에서 20년 단위

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세상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대안적 접근법

사업환경이 오늘날과 상당히 비슷할 거라고 스스로를 납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도발적이라
해도, 그러한 훈련은 이론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미래
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
를 제시하지 못한다.

한다. 그리고 그러한 추진계획에 적절한 자금이 확실히
지원되도록 강제한다.

변화하는 접근법

줌아웃/줌인 접근법에서는, 다음 6개월에서 12개월

이 접근법은 수평적 초점과 수직적 초점 모두를 확장

동안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파급효과가 큰 2가지 혹은 3

하도록 요구한다. 접근법은 기업의 특정한 맥락에 따라

가지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리더십이 조정을 완료하고 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림 1은 접근법에 대한 상위 수준의

들 계획에 적절한 자원 투입이 보장될 때까지 회의가 끝

개요를 보여준다.

나지 않는다. 이론적 훈련이었던 사안이 정말로 현실이

줌아웃. 일반적으로 첫째 단계는 리더십 팀의 지평

줌아웃

되고, 장기에 대한 필수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단기적

확장이다. 부분적으로 여기에는 디지털 기술 성능의 기

• 지금으로부터 10년에서 20년 후에 관련 시장 혹은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

으로 기업이 무엇을 다르게 행하느냐에 대해 명확한 시

하급수적 발전에 의해 주로 형성된, 가속하는 변화 추세

• 그러한 시장 혹은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10년에서 20년 후에 어떠한 종류의 기업이 될 필요가 있는가?

사점이 생긴다.

에 대한 인식 강화의 구축이 포함된다. 모든 경영진들이

줌인
• 장기적 기착지를 향한 우리의 움직임을 가속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다음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추구할 수
있는 2가지 혹은 3가지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 이들 2가지 혹은 3가지 추진계획이 큰 영향을 미칠 거라 보장 가능할 만큼 충분한 자원이 할당되는가?
• 의도한 영향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최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6개월에서 12개월 후 종료 시점에서 사용 가능한 지표는
무엇인가?

이러한 발전에 대해 최소한 어느 정도 인식하기는 하지

단기를 넘어서

만, 사람들을 안락한 구석자리 사무실에서 끌어내어 기

전략에 대한 이 대안적 접근법은 여러 이점을 가진다.

술 혁신의 중심지(실리콘밸리, 텔아비브, 선전과 같은 장

이는 경영진들을 분기별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추진되는

소)로 ‘학습 여행’을 보내는 방법이 그들로 하여금 이미

단기적 사고에서 끌어내며 사람들을 안전 구역에서 강제

진행 중인 사건들을 보다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가속하

로 몰아낸다. 다음을 생각해보라. 만약 사람들이 5년 기

는 변화의 실질적인 사례를 목격하도록 만드는 데 종종

간 단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5년 후 자신의 회사, 그리고

도움이 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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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아웃/줌인(Zoom
out/Zoom in)
Zoom out/zoom
in

미래에
공유된
견해가
형태를
As the대한
shared
view
of the
future

줌아웃/줌인 전략 접근법
Zoom out

반영 및 정제

implications for the business.

고영향

행동을 취하기

추진계획

위해 자원

정의하기

동원하기

반영 및 정제

성공을

takes shape,
focus
shifts
to
잡아감에
따라, the
초점은
사업에
대한

Zoom in

시사점으로 이동한다.

the

in scope. Even if the chosen zoom-in initiative
may take longer to deliver its full impact, the key
자원 확보가
가능해지는
중요하지within
않은 실적
is분의
to identify
a meaningful
milestone
this
활동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shorter time frame to demonstrate progress. For
example,
in bringing
major
줌인
추진계획을
개발하는a 데
있어,new
여기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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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관점의 추진과 내

은 아니지만, 단기 우선순위에 대한 경영진의 선택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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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all
back
to initiatives
more
력을 가지게 될 단 하나의 단기적 추진계획을 결

부에서 외부를 내다보아 미래를 전망하려는 경향에 저

움이 되도록 핵심 트렌드 및 기회에 관해 충분히 명확할

정한다. 결국, 여정을 가속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

세계를 모니터링한 관점을,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추

항함이 중요하다.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진화 가능성에

필요가 있다. 미래를 인간의 영향력을 넘어선 것으로서

적 이익의 창출이 핵심이다.

구하는 줌인 추진계획에 대한 관점 양쪽 모두를 반영하

서부터 시작하라. 그들의 진화하는 충족되지 못한 니즈

바라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다른 글들을 통해 특

•기
 업이 다음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중단할 경

기 위해 정기적으로 뒤로 물러서야 한다. 그들은 일반적

를 이해하고, 이후 그러한 니즈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해

정한 미래의 가능성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전략의 형성을

우 나머지 2가지 분야의 추진계획에 제공할 대부

으로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줌아웃/줌인 접근법을 발

미래를

위해 요구될

구상하기

사안에
집중하기

A. 구상

B. 초점

C. 정의

D. 동원

산업의 장기적
(10~20년) 방향
성에 대한 공유된
견해 종합하기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 기업이 어떻게
보일 필요가 있는지
를 결정하기, 어디
서 활동하고
어떻게 이길지를
구체화하기

장기적 목적지를 향한
경로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 6에서 12개월 동
안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2에서 3(그 이상
은 금물)가지의 추진계
획 파악하기

핵심 추진계획에
맞춰 임계질량에
도달한 자원이 존재
하고 성공을 측정하는
분명한 지표가 확립
되었는지 확실히 하기

다음 단계는 10~20년 후 미래에 대한 공유된 견해를 중

소함으로써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파악하기 위

심으로 리더십 팀 내부의 방향성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

해 역방향으로 작업하라. 추가로, 외부 자원의 활용에 초

런 맥락에서, 시나리오 계획 기법은 확실한 역할을 담당

점을 맞춰라. 기업의 역량을 활용하고 가치를 시장에 전

한다. 이는 앞으로의 중요 불확실성에 의해 형성된 대안

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생태계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

적 미래를 상상하게 함으로써 시작에 도움을 준다. 이 단

해 노력하라.

계에서 성공의 열쇠는 지금으로부터 10~20년 후에 그

대안적인 미래에 대한 상상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

들이 어떤 사업에 속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핵심 가정

런 전략적인 접근은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가 무엇인가

에 관해 경영진에게 도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에 대한 공유된 견해를 중심으로 방향성을 구축하는 데

의 선동자를 안으로 들이는 데 있다.

달려 있다. 이 공유된 견해는 미래에 대한 상세한 청사진

이 전략적 접근법을 추구하는 기업의 리더십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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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아웃/줌인(Zoom out/Zoom in)

전시키기 위한 정기 회합을 개최하는데, 이는 줌인 추진

것이다.’ 미래에 대한 견해는 전략을 추진하지만, 그러

계획의 결과를 평가할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성에 의해

한 견해는 경제적 실적을 개선할 가능성이 큰 더 단기적

존 하겔(John Hagel)은 딜로이트 센터 포 엣지의 공동 의장이며,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한다.

추진된다. 그러나 한해 동안의 많은 리더십 회의에는 지

인 초점의 달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미

존 실리 브라운(John Seely Brown)은 딜로이트 센터 포 엣지의 독립 공동 의장이다. 그는 캘리포니아,

속적 기반으로 접근법을 시험하고 정제하기 위한 줌아웃

래가 어떠할지에 관해 더 명확한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및 줌인 기간 양쪽 모두에 대한 토론이 포함된다.

단기적 격변에 대한 취약점을 줄이게 될 절차를 취하는

이 전략 접근법은 미래에 대해 학습하고 어떻게 거기

데 있어 보다 나은 위치를 점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실

에 도달할 것인가에 관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적을 내지 못하는 사업의 일부를 버리는 어려운 결정에

러한 학습은 지속적인 반영과 정제를 필요로 한다. 하지

있어서도 그러하다. 적절하게 수행된다면, 전략에 대한

만 목전의 압력이 그러한 노력을 쉽게 회피하도록 만들

이 접근법은 단기 경제적 실적을 크게 개선할 잠재력을

수 있다. 그러한 유혹에 저항하라.

가지게 된다.

이 접근법에 대한 잠재적 반대

앞으로의 기회

경영진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모든 노력에 반대해 실

폭시키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미래를 준비하

반적인 반대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고 더 나은 단기간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말이다.

‘미래는 너무 불확실하다.’ 우리의 이야기가 미래 예

동시에 이들 2가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가장 유망한

측이 쉽다는 말로 해석되기를 결단코 원치 않지만, 우리

미래의 기회를 향한 움직임을 가속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는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점점 더 필수적이 되어 간다고

게 중요한 단기적 효과를 제공하는 더 큰 잠재력을 보유

시사한다. 만약 우리가 명확한 방향성을 결여한다면, 가

하게 된다. 아마도 전략은 위치 혹은 움직임보다는 궤적

속되는 변화의 추세에 소모되어 버릴 위험이 있다. 특정

에 관한 것일 터다. 종착지에 대한 감을 가지고 그 종착

한 기술적 및 인구통계적 트렌드와 같이 타당한 예측이

지에 도달하기 위해 움직임을 가속시키고자 전념한다.

'투자자들은 단지 단기적 결과만을 원한다. 미래를
가지고 나를 산만하게 만들지 말라.’ 여기 역설이 존재한

이 접근법은 기업 전체에 대해 사용 가능하다. 다변
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또한 사업부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다.

다. 투자자들이 분기별 실적에 초점을 맞춘다 해도, 지금

그러나 이는 단지 기업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모든 기

의 수익에 수배에 달할 수 있는 미래의 수익에 대한 예

관, 그리고-모든 개인이-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이 접근

상은 대부분 대기업들의 주가를 상승시킨다. 기업이 중

법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의 줌아웃 기회는 무엇인가?

요한 미래의 기회에 관해 충만한 상태이고 그러한 기회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줌인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

를 다루는 방향으로의 실질적인 단기적 진전을 더 많이

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들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까

보여주게 되면, 주가가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할 가능성

지, 우리는 점점 더 과도한 요구를 하는 세상에 의해 뒤

도 커진다.

흔들릴 위험이 있고 스스로를 너무 얇게 분산시킴에 따

‘전략에 대한 이 접근법의 어떤 단기 경제적 영향도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원금 회수에 오랜 기간이 걸릴

이 접근법에 대한 듀리샤 쿨라소오리야(Duleesha Kulasooriya), 앤드류 디 마(Andrew de Maar), 블라이쓰 아로노비츠(Blythe
Aronowitz), 매기 울(Maggie Wooll)의 공헌에 감사를 표한다.

줌아웃/줌인은 2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결합하고 증

체화하는 자연스런 회의주의가 존재한다. 가장 일

가능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데 열쇠가 있다.

팔로 알토에 거주한다.

라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 보기

최고에서 점점 더 나아짐으로 이동하기
끊임없는 격변의 세계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키나 한가? 우리는 그렇다고 믿으며-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현업 업무집단에 기반한 경로와-새로운 가치 창조에 초점을 맞춘-사업 실무관행의 채택을 제안하는데-이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더 나아지고, 빨라지도록 지원함을 목표로 한다.
www.deloitte.com/insights/best-to-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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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렸다면?
기

만약에 당신이...틀렸다면?

일반적인 의사결정 편향을 극복하기

자본 의사결정

낙관주의적 편향
(Optimism bias)

이것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추정에 대한 과도한 확신

·실제 결과와 대비해 예측 결과를 추적

·예측의 좁은 범위

·의사결정 과정에서 입증되지 않은
'증거점'들을 제거

·데이터 항목보다 서술을 선택

전문가 편향
(Expert bias)

업 리더들은 신상품 출시, 장비 투자, 기업

·단일 의사결정자에 의존
·개인 혹은 집단의 과거 실적을 '추종'

인수의 이점 평가와 같이 큰 판돈이 걸린 의

사결정을 가다듬기 위해 일반적으로 자본계획 절차
에 의존한다. 주주, 채권자, 직원들은 경영진이 이 책

범위한정 편향
(Narrow framing)

어떻게 이에 대처할 것인가

·의사결정을 위해 한가지 속성에만
초점을 맞춤

·일련의 다양한 자격 있는 개인들로부터
권고를 취합
·과거 실적을 추종하지 말라
·관련 있는 지표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건별로 보다는 종합적으로 자본
의사결정을 수행

무를 진지하게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제대로 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뭔가가 리더와 조직들이 최고의 결정을 내

금융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기반이 되는 자본보다는 의사결정을 추진할 과업을 담당한 사람들에 의해 더 추진된

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데, 크고 작은 편향이

다. 이를 염두에 두고, 조직은 어디에 자본을 사용할지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그 의사결정을 해야할지를 고려해야 한

그것이다. 회사 조직도 전반에 걸쳐 사람들이 자주 기

다. 우리는 리더들에게 다음 2가지를 질문해 보도록 권고한다:

본값으로 취하는 뿌리 깊은, 강력한 주관적 사고는 판

·어떻게 제안서를 제출할 것인가? 범위한정 편향과 전문가 편향을 피하기 위해, 일련의 다양한 직원과 부서로부터

단을 흐리고, 부정적으로 결과물을 왜곡하며, 형편없

자본 지출 제안서를 받는 방안을 고려하라. 제출 포트폴리오의 확장은 하나의 렌즈만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가능성을

는 선택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어떤 조직이건

줄일 수 있다.

간에, 편향을 만약 점검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자본

·어떻게 제안서를 평가할 것인가? 현혹되기 쉬운 이야기를 논리 정연하고, 일관성 있는 지표로 교체하는 방안을 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려하라. 그렇게 하면 (희망하건대) 광범위한 제안서들 전반에 걸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의사결정 과정 동안

어떻게 해야 기업이 이 영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

의 많은 잡음을 줄일 수 있다.

까? 여기 보다 더 최적의 자본계획 의사결정을 내리
는 데 사용 가능한 몇 가지 행동과학적 기법이 있다.
편향의 축소가 어떻게 자본계획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을,
www.deloitte.com/insights의 『자본 편향: 자본 의사결정에서 인적 오류 줄이기
(Capital bias: Reducing error in capital decision-making)』에서 읽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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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우리가 했던 말 }
"모든 수사적인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혹은(or)의 압제가 매우 우수한(good) 기업에서 진정으로 탁월한
(exceptional)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구할 때 가장 훌륭한 벗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역량 있는 적수에게
우위를 점하려면 상충 관계의 수용 그리고(and) 활용이 필요하고, 매우 면밀하게 파악된 극히 소수의 방법을
통해서만 우위를 추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다른 차원에서는 빈번히 약점을 수용하면서 말이다."

『앞으로 당김 대 따라잡기: 상충 관계와 탁월한 수익성을 위한 탐구(Pulling ahead vs.
catching up: Trade-offs and the quest for exceptional profitability)』에서 인용
마이클 레이너(Michael Raynor)와 뭄타즈 아메드(Mumtaz Ahmed), 2012.7.1 출간

{ 지금 우리의 생각 }

핵

심 인사이트는 유효하다. 물론, 일부 조직은 제

언제 성장에 비용을 들일 가치가 없는지를 결정하는

약을 깨뜨리고 평균을 초월한 수익성의 시기를

일은 미묘하고, 도전적이며, 어려운 판단을 요구한다. 어

보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차별화와 저비용을 동

려운 선택에서 지속가능한 이익의 씨앗을 발견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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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단

가능성이 있다. 그로부터 도망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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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일탈일 뿐이다. 이론적으로, 잘 작

이를 깊이 이해하면, 사업의 첫 번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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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시장에서는, 경쟁에 항상 따라잡

는 장기간에 걸친 수익성, 지속가능성, 실

히게 되고, 기업은 스스로가 선택을 해

행가능성의 유지라고 결론 내리게 될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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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함을 깨닫게 되며-또다시 '혹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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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해야만 한다. 전략은 그 '혹은'에 관

의 원천이었던 전략적 초점을 희석할 필요

한 것이다.

가 있는데, 독자 생존성과 귀중한 전략적

성장의 추구가 병적이 되어갈 때 이

고, 더 큰 시장을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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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꺼이 희생해야만 할 수도 있다.

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장을 추구
하는 방향으로 당겨진다고 느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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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의 보존을 위해 쉬워 보이는 성장을

는 기업이 상충 관계를 무시하도록 이
하는 기업은 자신이 상충 관계를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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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이것 아니면 저것이 될 필요가
마이클 레이너
(Michael Raynor)

없기를 바라는 건 일반적이다-예를 들어,

매니징 디렉터,
딜로이트 모니터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발견한 사실은,

믿는다. 그들은 더 큰 시장을 상대할 수

성장 혹은 이익 간 양자택일처럼 말이다.
대개, 당신이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하는

있다-단지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뿐이다. 일반적으

처지에 놓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다. 혁신 추구의 광휘

로 그들은 결국 이득이 없고 궁극적으로는 가치를 파괴

를 좋은 전략이 요구하는 어려운 결정을 회피하는 핑계

하는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

로 사용하지 마라.

This publ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its and their affiliates are, by means of this publication, rendering
accounting, business, financial, investment, legal,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This publication is not a substitute for such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nor should it be
used as a basis for any decision or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its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publication.
© 201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