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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의 성공은 결코 쉬웠던 적이 없으며, 오늘날에는 논쟁의 여지없이 그 어
느 때보다 더욱 어렵다. 리더가 직면하는 변화의 순전한 규모-격변적인 경쟁자

부터 신흥 기술, 경제적 및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그리고 진화하는 소비자
와 직원들의 기대치까지-는 더욱 위압적이고, 매일 처리해야만 하는 정보의 규모도 마찬
가지다. 모든 것들이 동시에 변하는 듯 보이는데, 리더가 직면한 의사결정은 관여해야 할
지 말아야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관한 결정이다. 그리고 언제. 그리고 어
디서. 그리고 누구와 그럴지를 결정해야 한다. 딜로이트 리뷰 이번 호는 소음을 뚫고, 4
차 산업혁명, 모빌리티의 미래, 일의 미래, 인적 자본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 딜로
이트가 조사해 온 큰 도전과제와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신선한 통찰의 제공을 추구한다.
『어떻게 리더들이 4차 산업혁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에서, 딜로이트 글로벌 CEO 퓨
닛 렌젠은 인더스트리 4.0에 관한 딜로이트의 최신 설문조사 결과의 맛보기를 제공한다
졸리온 바커
(JOLYON BARKER)
클라이언트 & 인더스트리
글로벌 매니징 프린시플
딜로이트 UK

(전체 결과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공개되었다.) 요약하면, 인더스트리 4.0을 추
진하는 기술이 전 세계적인 새로운 운영 체계를 촉진할 잠재력을 가지긴 하지만-경제
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우리는 많은 고위 임원들이 그들 생각보다 덜 준비된 상태임
을 발견했다. 그렇지만, 일부 기업은 성공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포용하고 있는데-본

문에서 그들의 비밀을 공개한다. 『인더스트리 4.0의 역설』은 전략, 공급사슬, 인재, 혁신에 대한 깊은 고찰을 제공한다.
『인더스트리 4.0 세계에서의 세무관리』는 어떻게 규제당국과 기업 리더들이 협력해 더 빠른 투자 의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격변이 일상이고 미래가 곧 닥칠 듯이 보이는 한 가지 영역은 어떻게 상품과 사람들이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는
가에 관한 모빌리티다. 『모빌리티의 미래를 규제하기』에서 디렉 M. 팬크라츠, 윌리엄 D.에거스, 켈리 누탈, 마이크 털리는
자율주행차, 공유 모빌리티, 그리고 그 이상에 관한 혁신과 공공의 선 간의 균형을 잡는 데 있어 정부의 중심적 역할을 점
검한다. 크레이크 기피, 댄 리트만, 케빈 웨스트콧, 스티브 슈미트는 『어떻게 첨단기술이 모빌리티를 재형성하는지를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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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서 미래에 대한 실용적인 일견을 제공하는데, 증강현실을 통해 어떻게 신흥기술이 우리가 차를 구매하고, 운전하
는(혹은 안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게 해준다. 그리고 『LA에 살
면서 운전하기』에서는 교통체증의 동의어인 대도시로 들어가는데, 로스앤젤레스 교통국 총책임자인 셀레타 레이놀즈가
차량을 위해 건설된 도시가 21세기 모빌리티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밝힌다.
『일이란 무엇인가?』는 일 자체의 재정의를 제안한다. 딜로이트 센터 포 엣지의 대표인 존 하겔과 동료 매기 울은 인공지
능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이를 하는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기계와 인간
은 동반자이지, 경쟁자가 아니라는 오랫동안 우리가 고수해 온 믿음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견해는 MIT 집단
지성 센터의 창립 책임자인 토머스 말론과도 공명을 이루는데, 그는 짐 구스츠자와 제프 슈와르츠에게 어떻게 집단들-인
간의 집단,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집단 모두에 있어-이 총합이 부분의 단순합보다 큰 '슈퍼마인드'를 창출하기 위해 결합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한다.
물론, 조직은 개인들이 효과적으로 협업 가능한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아직도 즐겁게 일하고 있지 않나요?』에서
티파니 맥도웰, 쉐바 에테샤미, 카일 샌델은 일과 놀이의 결합의 혜택-그리고 경쟁 우위를 살펴본다. 캐롤린 오보일, 수잔
K.호건은 『직원들을 소비자처럼 대우해 교류하기』에서 소비자들과의 관계가 기술에 의해 변환되어 온 기업들이 어째서 비
슷하게 직원들과 더 낫고, 깊은 관계를 구축하지 않는지를 질문한다. 그리고 금융위기 10년 후에, 『어떻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노동력에 영향을 미쳤는가』 기사에서 이코노미스트 럼키 마줌다, 패트리샤 버클리는 어떻게 전 세계 노동시장이 변
해왔고, 그것이 기량 간극을 축소하려 고전 중인 기업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은행의 디지털 변환에서부터 기업 투자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방안 그리고 마케터가 소비자들을 분류하는 새로운
방법에 이르기까지, 딜로이트 리뷰 이번 호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쁘게 할 도전과제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지
도를 제공한다. 우리는 본고가 통찰력 있고, 유용하며, 도발적임을 당신을 발견하길 희망한다-그것이 전 세계적인 사고 선
도자의 역할에 대한 딜로이트의 견해이며,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하는 게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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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T PREDICTIONS
첨단기술, 미디어, 통신 산업의 미래에는
무엇이 기다리는가? 라디오와 TV와 같은 익숙한
현상에서부터 최첨단 양자컴퓨터까지,
올해의 예측은 급격한 변화 와중에서
연속성의 전망을 이야기한다.

www.deloitte.com/insights/TMT-predictions

하루 동안의 모든 일들: 어떻게 당신의 시간을 사용하는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가? 크게 말하자면:
일하고, 자고, TV를 본다. 미국인 시간 사용 설문조사의 데이터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조명해, 정책입안자,
경제분석가, 기업들에게 귀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www.deloitte.com/insights/24-hours

비행 택시를 호출하시겠습니까?
비행 차량의 세상이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심리적 장벽이 극복해야할
가장 큰 도전과제일 수 있다. 개발자와 운영자들은
상승된 모빌리티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공중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유용하고 안전하다고
소비자들을 확신시켜야만 할 것이다.

www.deloitte.com/insights/TMT-pre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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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더 나은 건강을 향해 넛지하기
행동경제학 원칙은 소비자 행동을 추진하기 위해 점점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넛지 전략이 더 나은 의료
의사결정과 개선된 환자 치료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미테쉬 파텔 박사가
최근 넛지 홍보행사에 관해 이 팟캐스트에서 설명한 것처럼 말이다.

www.deloitte.com/insights/nudgeapalooza

인재 간극을 메우기
노동자들이 가진 기량과 고용주들이 필요한 것
간의 간극을 메우는 만병통치약은 없지만, 정부와
기업 간의 다양한 협력적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 가지 가능한 전략을 살펴본다.

www.deloitte.com/insights/closing-the-talent-gap

고등교육의 미래(들)
자금 압박에 직면한 대학교들이 교육의 적절성에 대해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여기 이해관계자들이 효과적이면서
가격 적절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5가지 혁신적 방법이 있다.

www.deloitte.com/insights/future-of-high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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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의 디지털 변환을 가속하기

은행에서의
디지털 변환을
가속하기
전 세계 디지털 뱅킹 소비자 설문조사의
발견 사항

은

행 산업은 디지털 군비 경쟁 중에 있다. 2018년,

Moynihan)은, 최근 디지털 은행 역량에 대한 투자가 고

전 세계 은행들은 창구에서의 디지털 뱅킹 역량

객 만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3

향상에만 123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했다.1 많은 소매 은

그러나 만족은 상대적이다. 애플, 아마존, 구글과 같은

행에 있어,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이-훨씬 더 중요하지는

선도적인 기술 브랜드들이 디지털 교류에 대한 모범 표준

않다 해도-지점과 ATM보다 중요해졌다.

이 되어감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은 이제 주거래 은행과

전 세계 은행들은 어떻게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의 감정적 연결보다 더 강한 교류를 이들 브랜드와 가진

고객 획득과 만족에 이득이 되는지를 이미 깨닫고 있다.

다. 만약 은행들이 따라잡길 원한다면, 이러한 감정적 연

예를 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현

결을 만들기 위해서 제공하는 디지털 경험을 가공해야만

재 모바일 채널을 통한 예금 유치 규모가 지점을 통한 것

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끈끈한 상호작용과 더 수익성

보다 크다. 이 은행의 CEO인 브라이언 모이니한(Brian

높은 고객들로 변환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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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센터 포 파이낸셜 서비스는 은행의 디지털
교류 현재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17개국에 걸친 17,100

털 서비스의 제공 확대와 향상을 넘어 초점을 확장할 필
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믿는다.

명의 은행 소비자들을 설문 조사했다. 우리는 디지털 거
래를 주목하면서, 응답자들에게 얼마나 자주 그들이 서로
다른 채널과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질문했다. 우리는 또한
디지털 뱅킹 역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와 인식을 포착
하고, 미래에 그들이 추가적인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사
용할 가능성도 살펴봤다.
설문결과는 고객 상호작용의 서로 다른 단계들을 중
심으로 한 조직의 재구성이 디지털 뱅킹의 차세대 전선이
될 거라는 딜로이트의 믿음을 뒷받침한다. 특히, 이는 총
체적인 몰입을 추진하기 위해 5단계-도입, 고려, 활용, 학
습 및 적응, 서비스 제공-에 걸친 디지털 서비스의 통합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는 설문결과가 은행이 진정으로
효과적인 디지털 조직으로 스스로를 변환하기 위해 디지

은행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이다
딜로이트 센터 포 파이낸셜 서비스의 전 세계 은행 고
객 설문조사는 우리가 다른 딜로이트 연구에서 목격한
발견 사항을 확인해줬다: 소비자들의 주거래 은행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높다.4 전 세계 표본집
단 소비자 중 거의 2/3가 주거래 은행에 대해 완전히 만
족 혹은 매우 만족했다. 하지만, 만족도는 국가마다 달랐
다(그림 1).
예를 들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인도와 인도
네시아의 소비자들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의
소비자들보다 은행에 대해 더 만족했다. 유럽에서는, 노
르웨이와 네덜란드의 소비자들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설문조사와 방법론에 관하여
딜로이트 센터 포 파이낸셜 서비스는 2018년 5월 전 세계 디지털 설문조사를 통해, 17개국 17,100명의 응답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17개국에 대해 연령대와 성별 집단의 최소 규모 한도를 설정했다. 설문조사는 주거래 은행과의
다양한 거래 활동 및 신상품 가입을 위한 소비자들의 채널 선호도, 은행에 대한 감정적 연결 수준, 그리고 기타 태도 및
인식을 포함해 소비자들의 디지털 교류를 조명했다.
전 세계 표본 집단 내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진 서로 다른 구분 집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13,912명의
적격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채널 사용에 대한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했다.5 우리는 특히 한가지 알고리즘이 통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함을 발견했다. 클러스터 분석을 위한 입력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이 얼마나 빈번히 은행 채널을 사용하는가: 은행 지점, ATM, 고객 지원센터, 온라인 뱅킹 서비스, 모바일 뱅킹 앱
·응답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에 접속할 때 어떤 채널을 선호하는가: 거래(현금 인출, 청구서 납부), 정보(잔액 조회, 은행상품
문의, 계좌 상세정보 갱신), 문제 해결(거래 관련 분쟁, 신용/직불카드 분실 혹은 도난 신고), 상품 신청(대출 신청)
그 결과는 소비자들 사이의 디지털 태도와 행동에 관한 분명한 차이를 밝혀줬다. 전 세계에 걸쳐, 소비자들은 뚜렷한
3가지 구분 집단으로 나눠졌다: 전통주의자(traditionalists), 온라인 수용자(online embracers), 디지털 모험가(digital
adventurers)
보고된 설문 데이터에는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았고, 결과의 해석이 설문조사에 포함된 표본 집단에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도록 당부의 말을 전한다.

은행에서의 디지털 변환을 가속하기

그림 1

비록 만족도와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국가들 전반에 걸쳐 균일하진 않다
'극도로/매우 만족' 그리고 '추천할 가능성이 높음/매우 높음'으로 말한 응답자 비율(각각)
만족도

추천율

전 세계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스페인
중국
싱가포르
브라질
독일
프랑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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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비자들보다 더 은행에 만족감을 표했다. 대서양을

들에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애플, 구글, 아마존,

건너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면, 미국과 캐나다의 소비자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디지털

들은 일반적으로 유럽의 비교 대상들보다 주거래 은행에

서비스 공급자들이 목록의 최상위를 차지했다. 소비자들

대해 일반적으로 더 만족했다.

은 이들 선호 브랜드가 디지털로 추진되는 탁월한 소비자

그 결과는 소비자들 사이의 디지털 태도와 행동에
관한 분명한 차이를 밝혀줬다. 전 세계에 걸쳐, 소비자

경험을 통해 질적 수준, 편의성,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거래 은행을 능가한다고 느낀다.

들은 뚜렷한 3가지 구분
집단으로 나눠졌다: 전통
주의자(traditionalists),
온라인

수용자(online

embracers), 디지털 모험
가(digital adventurers)
보고된 설문 데이터에는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았
고, 결과의 해석이 설문조
사에 포함된 표본 집단에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주
의하도록 당부의 말을 전
한다.

소비자들은 이들
선호 브랜드가 디지털로
추진되는 탁월한 소비자
경험을 통해 질적 수준,
편의성, 가치를 제공하는 데

비록 본질적으로
거래 중심이긴 하지만,
디지털 도입률은
긍정적이다
딜로이트의 설문조사는 또
한 소비자들이 주거래 은행과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교류를
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있어 주거래 은행을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디지털

능가한다고 느낀다.

하게 상호작용 중인데, 이는 매

뱅킹 채널을 통해 상당히 빈번

이러한 패턴은 소비자

우 긍정적인 전개다. 비록 여전

들이 주거래 은행을 옹호

히 은행 고객들은 지점과 ATM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반영된다. 설문조사에서 거의 2/3

을 약간 더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온라인과 모바일 채널

의 소비자들이 주거래 은행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추천하

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 86%의 소비자들이 주거래 은행

겠다고 말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들은 더 높은

접근을 위해 지점과 ATM을 이용하고, 82%는 온라인

비율로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소비자들보다 주거래 은

뱅킹을, 71%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다. 그러나, 더 중요

행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 점은,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국가에 걸쳐 디지털 채

하지만 이들 질문은 감정적 몰입을 대략적으로 측정할

널이 지점과 ATM보다 더욱 빈번히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뿐이다. 이는 고객 만족도의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지 않

(그림 2). 이는 은행에게 분명히 기회를 제시한다. 만약

는다. 은행이 자신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용

그들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면, 고

할 때, 은행은 고객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관해 면

객 몰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밀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끈끈한 관

하지만, 국가별 상세 비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예외를

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연결된 소비자들은 매

밝혀준다. 특히, 일본은 단지 6%만이 1달에 5번 이상 모

우 만족한 소비자들보다 35% 더 귀중하다.7 딜로이트의

바일 뱅킹을 이용하고 7%만이 온라인 뱅킹을 사용해 다

설문조사에서, 6가지 긍정적인 기술어구를 사용해 주거

른 국가들과 뚜렷이 구분된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완전

래 은행을 최고 등급으로 평가한 최상위 25%의 응답자

히 놀랍진 않다: 2016년 설문조사는 일본의 인터넷 사용

들은 또한 주거래 은행의 금융상품을 더 많이 보유했다.

자 중 70%가 물리적 매장에서 지불을 위해 현금을 사용

6

이런 점이 중요하긴 하지만, 딜로이트의 설문조사는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8 사람들이 디지털에 능숙하다고

또한 은행이 이러한 감정적 연결의 구축에서 다른 브랜드

알려진,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 모두9, 또한 이 범주에 속

은행에서의 디지털 변환을 가속하기

그림 2

응답자들은 모바일과 온라인 채널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전혀 사용 안함

1달에 1번 이하

1달에 2-5번

1달에 6-9번

1달에 10번 이상

은행 지점

ATM

고객 지원 센터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 앱

참조: 반올림으로 인해 총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했지만, 같은 정도는 아니었다.

동일했는데, 특히 여러 검증 및 문서화 단계가 필요한 대

그럼에도, 설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더 많은 은행

출이 그러했다(그림 3). 흥미롭게도, 소비자들은 카드(신

거래 상호작용이 ATM과 지점을 통해서보다는 온라인과

용카드 및 직불카드)와 기본적인 거래성 상품(결제 계좌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뤄진다는 게 전반적인 경향이었다.

및 보통예금 계좌)을 신청할 때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 대

이는 좋은 시작이다. 개선된 브랜드 인식을 향한 첫 단계

지점의 사용에서 선호도가 비슷하게 나뉘었다.

는 고객과의 가능한 많은 대면 활동이다.

그리고 비록 극소수의 은행만이 무담보 조건의 소매

디지털 채널의 사용 빈도가 긍정적인 조짐이긴 하지

대출 혹은 소기업 대출을 고객들이 디지털 수단을 통해

만, 상호작용의 양과 질에 관해 여기서 구분해야 할 중요

신청 가능하도록 허용했지만, 비은행 핀테크 기업들은 이

한 점이 있다. 딜로이트의 설문조사는 디지털 채널이 자

를 거의 10년 동안 허용해 왔으며, 일부 은행이 뒤를 따

금 이체, 계좌 상세정보 정보 갱신, 잔액 확인과 같이 온라

르고 있다.10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매 은행들은 대출

인 뱅킹을 통해 적어도 15년 동안 가용했던 정보성 및 거

신청 처리를 위해 여전히 인간 중개자와 번거로운 비디지

래성 서비스에 주로 국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털 문서를 요구한다.11

많은 소비자들이 복잡한 서비스 혹은 자문 서비스를

게다가, 은행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당기기' 접근법

위해서는 여전히 디지털 채널보다 전통적인 채널을 선

대 '밀기' 접근법의 대결 구도가 감정적으로 몰입되는 디

호한다. 주거래 은행에게 불평을 제기한 응답자들 중에,

지털 상호작용의 생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오늘날의 소

42%는 고객 지원 센터를 이용했고, 26%는 지점을 이

비자들은 니즈의 충족을 위해-계좌 상세내역을 살펴보거

용했으며, 단지 32%만이 디지털 채널(온라인 혹은 모바

나 혹은 자신들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여전히 은

일)을 이용했다. 신규상품을 신청하는 경우 또한 경향이

행 플랫폼으로 오지만 은행은 그들의 니즈에 반응만 하는

www.deloittereview.com

13

14

FEATURE

그림 3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복잡한 서비스 혹은 자문 서비스를 다룰 때
전통적인 채널을 선호했다
응답자들은 신규 상품을 구매하려 어디로 가는가?
은행 지점

고객 지원 센터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 앱

거래성 상품
당좌예금 계좌

보통예금 계좌

직불카드

대출 상품
신용카드

개인 대출

모기지/모기지 차환

주택 담보 대출

자문 상품
자산 관리/증권 계좌

경향이 있다. 반면, 핀테크 기업들은 '밀기' 전략을 통해

디지털-감정적 연결

소비자들과 디지털로 교류하는 더 나은 방법을 보여줘 왔
는데 그러한 전략은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에 기반한 맞춤
화된 지능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거나 그들에게 가까운
마트에서의 할인 혹은 적립금 제공을 알려주는 방법도 포
함한다.12 비록 은행이 안전한 방식으로 모바일 기기가 정
보를 기억케 함으로써 로그인 과정을 편하게 만드는 중요
한 단계를 확립해 오긴 했지만, 은행은 고객 계좌의 비정
상적인 자금 이동에 관해 고객에게 경고를 제공하는 등의
'밀기' 전략을 더욱 발동할 수 있다.13

디지털 교류를 더 깊이 살펴보고, 고객 구분 집단 전반
에 걸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클러
스터 분석을 수행했다. 거의 14,000명에 달하는 전 세계
응답자들14에 대한 이 조사는 세 가지 고객 구분 집단에서
의 디지털 사용과 감정적 몰입 사이에 존재하는 양의 상
관관계를 확인해 줬다. 우리는 이들 집단을 전통주의자,
온라인 수용자, 디지털 모험가라고 이름 붙였다.

은행에서의 디지털 변환을 가속하기

· 전통주의자는 표본 집단의 28%를 차지했다. 그들

주로 모바일과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다. 하지만, 더

은 대부분의 은행 거래를 지점과 ATM으로 하는 가

많은 모험가들이 모바일 기기로 이를 수행하는 방식

벼운 디지털 사용자다. 이들 응답자 중 거의 절반이

을 편하게 느끼고, 선호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모험

ATM을 이용해 은행 잔고를 확인한다. 1/5은 지점

가의 48%는 개인 간 자금 이체를 온라인으로 하고

을 이용했다.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

44%는 모바일 앱에서 하는 반면, 온라인 수용자의

는 전통주의자들 중에, 1/3은 ATM을 이용했고 다른

52%는 P2P 이체를 온라인으로 하고 37%는 모바

1/3은 지점을 이용했다.

일 앱으로 하는 걸 선호한다.

		

전통주의자의 거의 1/4은 주거래 은행 접속을 위

		

디지털 모험가들은 또한 많은 금융상품을 보유하

해 결코 온라인 뱅킹을 사용한 적이 없다. 모바일 앱

지만, 온라인 수용자들보다 훨씬 더 빈번히 거래한

의 사용을 꺼리는 정도는 심지어 더 높았다-44%가

다. 이 구분 집단에 속한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 사

주거래 은행 접속을 위한 모바일 앱의 사용을 전혀

용자들의 절반 이상이 1달에 10번 이상 이들 채널에

하지 않았다. 이 구분 집단에 속한 온라인 및 모바일

접속해 왔다. 디지털 모험가들의 상당 비율이 현금

뱅킹 사용자들 중, 단지 1/10만이 이들 채널을 1달
에 10건 혹은 그 이상 사용했다. 전통주의자들은 또
한 다른 구분 집단보다 현금 및 신용카드와 같은 금
융상품을 더 적게 보유했다.

·온라인 수용자들은 43%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
했다. 그들은 전통주의자들보다 주거래 은행과 디지
털로 더 많이 교류했지만, 잔액 및 거래 조회, 자금
이체, 요금 납부와 같이, 은행들이 온라인으로 완벽
하게 만들기 위해 수년을 소비해온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모바일 앱
채널보다 온라인을 더 선호했다.
그들은 전통주의자들보다 더 많은
금융상품을 보유했고 주거래 은행
과 더 빈번히 거래를 가졌지만, 항

디지털 모험가들은 주거래 은행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도와 옹호
(추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를 보여준다.

상 그렇지는 않았다. 온라인 수용
자의 약 20%는 1달에 10번 이상
온라인으로 은행에 접속했고, 25%는 1달에 10번

카드와 당좌계좌와 같은 단순한 상품의 신청에 있어

이상 모바일 앱에 접속했다.

지점 방문보다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의 사용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비록 개인 대출의 신청에서 단지

·디지털 모험가들은 표본 집단의 28%를 구성한다.

32% 이하가 온라인을 그리고 11% 이하만이 모바

다른 구분 집단에 비해 밀레니얼이 모험가들의 가장

일 앱 사용을 선호하긴 했지만, 각각의 경우, 온라인

많은 지분을 차지한다. 온라인 수용자들처럼, 이 집

수용자의 25% 및 7% 그리고 전통주의자들의 단지

단은 계좌 조회, 자금 이체, 요금 납부를 하기 위해

17% 및 6%에 불과한 비율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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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비자 구분 집단마다 감정적 몰입 정도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
전통주의자

온라인 수용자

디지털 모험가

감정적 연결(자기 은행을 완전히/매우 잘 설명)
내 주거래 은행은 상품과

내 주거래 은행은

서비스의 질로

나에 대해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나를 놀라게 한다'

필요로 하는지 안다

내 주거래 은행은 내가 상품과

내 주거래 은행은

서비스를 쉽게 선택하도록

상품/서비스 계약 조건과

만들어 준다

수수료에 관해 투명하다

내 주거래 은행은 같은 유형의

내 주거래 은행은 나의 경험을

상품과 비교해 나에게

개선 혹은 더 큰 가치를 제공할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한다

방법을 정기적으로 찾는다

만족도
(극도로/매우 만족)

추천도
(추천 가능성이 매우 큼/가능성이 큼)

56% 63% 67%
53% 63% 68%

		 가장 뚜렷하게, 디지털 모험가들은 주거래 은행에

이다. "은행과 소비자의 관계가 진정으로 끈끈한가?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도와 옹호(추천할 가능성

만약 이들 선호받는 브랜드가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이 매우 높은)를 보여준다.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디지털 모험가들의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대비

은행과의 감정적 교류 정도를 살펴봤을 때, 흥미로운
반전이 나타난다. 비록 디지털 모험가들이 절대적인
수치 측면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은행 고객

구분 집단의 특성은 국가마다
균일하지 않다

들이긴 하지만,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와 주거래 은행

우리는 또한 위에서 기술한 구분 집단이 설문조사

간의 교류 수준 격차는 6가지 매개변수 중 5개에서

에 포함된 17개국에서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분석했다

매우 컸다. 만약 은행의 가장 만족하고, 더 열심인 듯

(그림 5).

보이는 소비자들이 은행 서비스에 대해 선호 브랜드

예상대로, 국가 별 구분 집단을 살펴봤을 때, 디지털

들에게 그렇듯이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은행에게는

뱅킹이 뒤처진 일본의 응답자들은 75%가 전통주의자였

여기가 자문을 해 봐야할 지점

다. 다음으로는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순이었는데, 각

아직 갈 길이 멀다.

15

은행에서의 디지털 변환을 가속하기

그림 5

고객 구분 집단의 국가 간 비교
전통주의자

온라인 수용자

디지털 모험가

브라질

영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스페인

싱가포르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미국

스위스

독일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참조: 반올림으로 인해 총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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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표본 집단에서 41%, 38%, 35%가 전통주의자 범주

디지털 채널(온라인 및 모바일 모두)의 사용을 늘릴 가능

에 속했다. 수십 년이 된 탄력성 높은 지점 인프라가 선진

성이 크다. 한편, 물리적 장소에 디지털 셀프서비스 화면

경제권에서의 높은 전통주의자 구성비를 설명해줄 수도

을 추가하거나 가상으로 은행 담당자와 연결할 수 있게

있다. 하지만,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 전통주의자의 구성

해주는 방식은, 소비자들의 지점 사용 가능성을 높일 것

비가 높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추가적

이다(그림 6). 디지털에 현실을 현실에 디지털을 두는 방

인 분석이 필요하다.

식은 분명히 은행이 디지털 변환 노력에서 반드시 취해야

네덜란드가 온라인 수용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63%),

할 경로다. 다음은 몇 가지 제안이다:

중국(58%), 스위스(56%), 싱가포르(53%), 노르웨이

모든 고객들을 위해 보안 대책을 강화하라. 세 구분

(53%)가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 대부분에서의 높은 인

집단 모두에서, 더 강력한 디지털 보안은 고객들이 미래

터넷 연결성이 그들의 디지털에 대한 의존 수준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유럽에서의 디지털 실
적과 경쟁력을 측정한, 2017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지수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조사에서 최상
위 4개국에 포함됐다.16
조사한 17개국 중에서, 브라질이 전 세계 평균과 비교
해 디지털 모험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영국과 인
도는, 각각의 표본 집단에서 디지털 모험자들이 46% 그
리고 42%를 차지해, 더 높은 만족도와 높은 디지털 사용
수준이 밀접하게 연결된 전 세계적인 이야기를 반영한다.

더 많이 디지털에 현실을 그리고
현실에 디지털을

에 디지털 채널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보안 우
려는 특히 전통주의자들에게 극심하다. 실제로, 이는 왜
일부 전통주의자들이 주거래 은행 접속을 위해 결코 온라
인 혹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다.
생체 인증과 같은 도구를 이용한 보안 강화는 중요하다.
이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ANZ 은행의
고객은 음성 ID 기술을 사용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추가
인증없이 1,000달러 이상을 지출할 수 있다.18 은행은 그
러한 보안 기능을 더 분명하게 광고하고 서로 다른 구분
집단별로 안내를 차별화해야 한다.
전통주의자들에게 디지털의 편리함을 강조하라. 많
은 전통주의자들이 디지털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 한가
지 큰 이유는 그들이 그저 장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디서나 가능한 뱅킹(온라인) 혹은 이동 중 은

디지털 채널은 조직을 고객들에게 감정적으로 연결해

행 거래의 편의성(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인식 개선이 중

주는 효과적인 관문을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선호

요하다. 디지털 채널의 사용을 꺼릴지 모를 베이비부머

하는 브랜드인 기술 기업들은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와 고령층을 고려해 보자. 2016년, 미국의 캐피털원 은

보유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감정적인 연결을 육성하기 위해

행(Capital One Bank)은 비영리기관인 올더 어덜츠 테

디지털과 물리적 환경을 통합하고 둘 다를 전략적으로 통

크놀로지 서비스(Older Adults Technology Services),

합하는 탁월한 작업을 수행한다.17 아마존의 디지털 기량

그리고 디지털 학습 플랫폼인 그로보(Grovo)와 협력해,

은 고객이 빠르게 제품을 발견, 연구, 구매할 수 있게 해

교육 프로그램인 "제자리에, 준비, 은행 거래."를 개발했

주고, 동시에 기업의 공급사슬이 가장 효율적으로 상품

다.19 그 프로그램은 고령층에게 계좌의 경보 설정과 같

을 배달하게 해준다. 물리적인 것과 가상/디지털과의 결

은, 온라인 뱅킹의 기초를 교육시키기 위한 짧은 온라인

합이 우월한 고객 경험의 핵심이다: '디지털에 현실을 그

동영상과 실시간 수업으로 구성됐다.

리고 현실에 디지털을' 두는 일 말이다.

은행이 더 많은 디지털 기능을 지점에 추가함에 따라

딜로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만약 은

(현실에 디지털을), 지점 전문가들은 이들 소비자에게 청

행이 보안을 강화하고, 실시간 문제 해결을 더 제공하며,

구서 지불, 자금 이체, 혹은 현금카드(50% 이상의 전통

더 많은 정규 은행 거래가 디지털로 처리되도록 해준다면

주의자들이 한 개도 소유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신청
을 포함한 간단한 거래를 위해 디지털 화면 혹은 태블릿

은행에서의 디지털 변환을 가속하기

그림 6

디지털 vs. 물리: 무엇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가?
소비자들은 만약 다음 기능들이 제공되면 모바일 앱으로 은행 거래를 더 할 가능성이 크다
모바일 앱을 더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혹은 "매우 크다"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

52%

44%

44%

더 강력한 데이터 보안

모바일 앱에서 정기적 은행 거래를

더 많은 실시간 문제 해결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소비자들은 만약 다음 기능들이 제공되면 지점에서 은행 거래를 더 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 지점을 더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혹은 "매우 크다"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

36%

34%

가상 원격 서비스를 통해 담당자와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함께하는 연장 서비스 시간

디지털 화면 셀프서비스

을 사용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는 캠페인을 강화

를 추구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일단 전통주의자들이 지점 기반의 디지털 도

다른 이유들 중에, 수용자들의 모바일 뱅킹 사용을 제

구 사용에 더욱 편안해지면, 담당자들은 다음으로 그들이

약하는 한가지 요인은 온라인 뱅킹 포털과 비교되는 앱의

모바일 뱅킹에 익숙해지게 해야 한다. 그들이 은행 모바

제한된 기능성일 수 있다. 온라인 수용자들의 모바일 뱅

일 앱을 내려 받도록 도와주기가 쉬워야 하는데, 92%의

킹 사용 의향을 늘리기 위해, 은행은 모바일 앱을 더 직

전통주의자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보유했다는 점을 고려

관적이고 더 포괄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면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좋은 사례가 아이폰이다.21 10년 이상 동안, 각

온라인 수용자의 몰입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단

아이폰 신제품은 포괄적인 기능성이 결합된, 직관적이고

순화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의 역량을 확장하라. 작년

우아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시장 점유율

에, 우리는 모바일 기기가 다른 채널들의 중심 채널로서

을 달성해왔다.22 추가로, 일부 은행이 제 살 깍아먹기를

지점을 대체할거라 예측했다.20 지금, 온라인 수용자들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온라인 포털에서의 모바일 앱의 교

모바일 뱅킹 앱의 사용보다는 온라인 뱅킹을 훨씬 더 편

차 홍보는 더 풍부하고, 더 다재다능한 사용자 경험의 창

안해한다. 은행은 이 구분 집단의 모바일 앱 사용 활성화

출을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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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을 디지털 모험가들을 위한 실험적 채널로서 변환

융상품 구매 경험을 단순화하고 풍부하게 해줄 가능성

하라. 디지털 모험가들은 이미 은행의 디지털 채널에 관

이 크다.

한 열혈 사용자들이다. 그들은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더

마지막으로, 채널의 단절을 타파하라. 지점, ATM, 온

많은 것을 기대하는데, 이를 그들의 선호 브랜드와 주거

라인, 모바일, 콜센터 모두가, 구글 홈과 아마존 알렉사

래 은행 간의 감정적 연결 격차에서 목격할 수 있다. 이

(Alexa)와 같은 제3자 디지털 비서와 함께, 연결될 필요

구분 집단과 함께, 은행은 모바일을 끈끈한 경험을 구축

가 있다. 옴니채널 경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매료는 현실

하기 위한 차별화 요소로 이용해야 한다. 비록 디지털 모

이다. 딜로이트 설문조사에서 70%의 소비자들이 채널

험가들이 은행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모바일 앱을 온라인

전반에 걸친 일관된 경험이 주거래 은행 선택에서 극도로

웹사이트만큼 선택하긴 하지만, 그들은 모바일을 주로 청

중요 혹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은행은 반

구서 납부 혹은 잔고 확인, 기본적인 금융상품 신청과 같

드시 모든 채널에 걸친 끊김 없는 데이터 흐름을 가져야

은 거래성 서비스 용도로 사용한다.

만 한다. 채널 전반에 걸친 소비자 상호작용의 360도 시

여기서, 은행은 챗봇(chatbot)을 참고용 지원 도구로
위치시키거나 혹은 소비자들이 모바일 앱 내에서 은행 담

야를 확보하면, 시스템은 더 끈끈한 감정적 관여를 구축
함으로써 값어치를 할 것이다.

당자와 직접 연결하도록 해줄 수 있다. 이들은 좋은 출발
점인데, 왜냐하면 이들 구분 집단이 디지털 뱅킹 채널에
서의 더 많은 실시간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실
제로, 모험자들 사이에서의 열광은 고객 서비스 방안이
부족한 앱으로 인해 약화될 수 있다.23
디지털 전용 은행의 출범도 고려해보라. JP모건 체이
스(JPMorgan Chase)는 밀레니얼을 목표로 한, 모바일
전용 은행인 핀(Finn)을 출범했다.

디지털 변환을 가속하는 경우
물론, 이들은 광범위한 권고이며, 그러므로, 모든 국가
의 서로 다른 소비자 은행 시스템, 경험, 문화에 일괄적으
로 적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에 따른 이런 차이와 미묘함에도 불구하

독립 브랜드로 홍보

고, 우리는 공통된 핵심 주제를 인지했다: 소비자들이 은

된 핀은, 소비자들이 젤(Zelle) 지급결제 시스템을 이용

행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는 진화가 필요하고, 고객들은

해 예금을 하고, 지불을 이체하며, 앱을 통해 핀의 현금

그러한 진전이 지금 시작되길 기대한다. 다음과 같은 시

카드를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 은행은 소비자들이 단순

나리오를 그려보자: 소비자들은 카페를 닮은 은행 지점에

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도록 돕는 다수의 기

서 시간을 보내거나 일을 하면서, 소셜 미디어 앱을 가지

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잔돈을 저금하세요

고 그렇게 하듯이 은행의 모바일 앱과 함께 완전하고 즐

(Pocket Your Pennies)" 기능은 고객의 당좌계좌를 통

겁게 상호작용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는 대신 은행 앱을

한 구매에서 남은 모든 잔돈을 보통예금계좌로 이체한

통해 카드 분실/도난을 신고한다. 이들은 단지 먼 미래의

다.

가능성이 아니다. 많은 고객들이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에

25

24

추가로, 규칙 기반의 '자동저축' 기능은 은행의 전

통적인 반복 예금 서비스에 새로운 차원을 제공한다. 주

게 기대하고-알게 되는 그러한 종류의 경험이다.

말여행을 위한 자금 마련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친구들과

진보가 전개되어 갈 때, 인간적 상호작용은 중요성을

함께 저축액이 1,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30달러를 소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소비자의 금융 여정에서 기

비할 때마다 5달러를 저축하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념비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추가로, 은행은 그저 더 똑똑한 계좌 개설 기능을 제공

디지털은 은행 브랜드에 대한 감정적 연결을 향상시키기

함으로써 디지털 모험가들이 디지털 채널의 사용을 확대

위한 소비자들의 일상적 상호작용 개인화의 핵심에 자리

하도록 고무할 수 있다. 웹사이트와 앱에서 자동으로 양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모바일이 은행의

식을 채워주고, 인증을 쉽게 해주며, 전자 서명 혹은 지

디지털 변환 전략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 스캔을 허용하는 기능과 같은 대안이 소비자들의 금

추가로, 지점, ATM, 온라인 뱅킹 포털, 모바일 앱이

은행에서의 디지털 변환을 가속하기

앞으로 서로 다른 구현 방식을 택해, 디지털에 더 많은 실

신, 지갑을 포착하기 위해, 은행은 디지털 변환을 가속하

생활을 그리고 실생활에 더 많은 디지털을 주입할 가능성

고 각 채널을 재조정해 고객이 가진 모든 니즈에 봉사할

이 크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아마도 일부 채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직 이런 수준의 변환만이 은행의

이 다른 채널보다 더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만

소비자들과의 감정적 유대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선호

약 모바일 앱이 소비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지원 도구로서

브랜드 목록에서 최상위 자리를 안겨줄 것이다.

진화한다면, 이는 콜센터의 필요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
아마도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얻은 핵심 결론은 고객의
만족도가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결국에, 고객의 가슴, 정

발 시리나스(VAL SRINIVAS)는 딜로이트 서비스 LP, 딜로이트 센터 포 파이낸셜 서비스의 은행 및 증권 연구 리더다.
그는 뉴욕에 거주한다.
앵거스 로스(ANGUS ROSS)는 딜로이트 컨설팅 LLP 디지털 변환 리더십 팀의 일원이다. 그는 뉴욕에 거주한다.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 보기

자금 조달이 비은행 온라인 대출업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차지하다
비은행 온라인 대출업자들은 대출 생태계에서 늘어나는 참여자들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증가는 도전과제 없이
이뤄지지 않았다. 딜로이트와 렌딧(LendIt)의 공동 설문조사는 자금 조달 비용이 이들 대출업자의 주요 걱정거리임을
발견했다.
www.deloitte.com/insights/nonbank-l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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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의 행태:
숨겨진 영향력을 이해하기
기술 및 사회적 변화에 의해 생성된 일단의 편향이 세대의 생활양식 선택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기

업들은 밀레니얼을 분석하는 일을 결코 싫증내지 않는 듯 보인다: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구매하며,
어디서 소비하는지를 말이다. 결국, 1980년과 199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미국에서만 6,600만 명이 존

재해, 인구, 노동력,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한다.1 그리고 모든 개인들은 독특하고-독특하게 다르긴 하지만-밀레니
얼을 밀레니얼로 만들고,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특정한 특성이 존재한다. 의문점은 다음이다: 그
들의 선택과 행위를 더 정확히 예측하게 해주는 무언가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 행동경제학의 관점을 통해 그들
을 바라보면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한가지 밀레니얼의 특질은 그들의 기술에 대한 친숙함-그리고 의존이다. 결국, 그 세대는 그들의 존재 대부분 동안
삶에 기술이 있었고, 따라서 이를 단지 '있으면 좋은' 무엇이라기보다, 없으면 그들의 삶이 불완전해지는 무언가로 바
라보는지도 모른다. 밀레니얼의 삶에서 있을 법한 이러한 기술의 지속성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의사결정 편향은 소유 효
과(endowment effect)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개인이 이미 소유한 무언가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시사한다.2
밀레니얼이 또한 구매보다는 대여 혹은 공유를 선호하는, 공유 경제의 주요 동인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3 몇
가지 경제적 요인이 이런 경향을 추진할 수 있다. 첫째, 이 세대는 거대한 불황이 상당한 인상을 남겼을지 모를 세대인
데, 장기적인 책무가 수반되는 값비싼 구매에 대한 회피 성향을 주입당해왔다.4 둘째, 미국의 밀레니얼은 또한 상당한
학자금 대출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5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손실 회피(loss aversion) 행동 편향-비슷한 혹은 심지
어 약간 더 큰 이득을 희생시켜가면서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그들의 의사결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지 모른다는
사실은 놀랍지가 않을 것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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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들은 독특하고-독특하게 다르긴 하지만-밀레니얼을 밀레니얼로 만들고,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특정한 특성이 존재한다. 의문점은 다음이다:
그들의 선택과 행위를 더 정확히 예측하게 해주는 무언가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
행동경제학의 관점을 통해 그들을 바라보면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리뷰 경제(review economy)'의 열정적인 참여자들이다. 그것이 음식점이든 혹은 데이트
이건 간에, 밀레니얼들은 의사결정을 안내받기 위해 사회적 증거(social proof)에 의존하는 듯 보인다.7 다른 세대들
또한 이를 행하긴 하지만, 이 세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징은 기술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편안함과 투명성이다. 그리고, 선택 과부화에 짓눌리기는커녕, 많은 밀레니얼이 '가장 인기 있는' 혹은 '가장 높이
평가받은' 대안을 알아내기 위해 기술에 의존한다-다시 말해, 기본 선택(default option) 말이다.8 그리고, 물론, 이러
한 검토를 위해 그들은 소셜 미디어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밀레니얼이 지목되어온 한가지 사안은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그들의 욕구다.9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이는 두
가지 미래 사건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 더 가까운 성과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가리키는, '현재 편향(present
bias)'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0 그들은 또한 '경험 추구자(experience seeker)'라고 불리는 데-이는, 그들
의 즉각적인 만족이 어쩌면 예를 들어, 장기간 동안 영속되는 내구재보다는, 연예오락, 외식, 여행과 같이 즉각적으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경험'에 대한 지출의 형태에서 올 수 있다는 의미다.11 하지만, 소비지출 데이터에 대
한 면밀한 검토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줬는데-실제로 그들은 전체 지출의 일부로서 의료, 보험, 연금에 저축하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그저 오늘에 대해 소비하기보다는, 내일을 위해 저축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12 그리고 그들이 경
험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해서, 실제로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다.13
분명히, 요소들-기술적, 경제적, 상황적, 행동적-의 혼합이 많은 밀레니얼의 사고방식과 소비 의사결정을 형성해왔
다. 그럼에도, 그전의 모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밀레니얼은 그들이 사는 시대의 부산물인 특정한 특성에 의해 정의된다.
이러한 특성의 이해가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관해 귀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떻게 경제적 그리고 행동학적 통찰이 기업이 밀레니얼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를 설명한 전체 기사인, 아크루 바루아(Akrur Barua)와 수전 K. 호건(Susan K. Hogan)의

『무엇이 밀레니얼의 정신...그리고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가?(What weighs on millennials' minds...and wallets?)』를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읽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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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소비 모델의
확장을 위한 5단계

많

많은 기존 기술 기업들이 사업의 일부 혹은 전
부에 FCM(Flexible Consumption Model)

을 채택하기 위해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서비
스로서'의 제품에 대한 접근권 구매의 결제와 배송 방
식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기는 어
렵지 않다. 오직 그들이 소비한 만큼만 지불하는 고객
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FCM의 잠재
적인 사업적 혜택에는 예측 가능하고, 재갱신이 가능한
수익 흐름, 추가적인 판매를 위한 정보 제공에 도움을
주는 고객의 소비 패턴에 대한 더 깊은 통찰, 그리고 공
통의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로 고객을 접대하는 능력을
통한 더 낮은 운영 비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전통적인 조직을 FCM으로 변환하는 데는
조직의 운영 모델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의 획기적인 변
환이 요구된다. 왜 그럴까? 전통적인, 제품 중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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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모델과 달리, FCM은 제품의 수명주기보다는 고객의 니즈와 기회를 중심으로 행동을 조직한다. FCM
의 가치사슬은 순차적이지 않고, 상호 연결돼 있다: 기업은 고객들과 언제든 어느 단계에서나 교류할 수
있는데, 동시에 발생하는 다수의 고객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고객 경험
을 제공하기 위해 팀들이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기제를 포함한 운영 모델을 필요로 한다.
FCM의 구현을 추구하는 기업을 위한 한 가지 접근법은 '서비스 운영 모델'의 채택으로, 이는 단지
기업의 시장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 기업의 내부 운영 또한 내부 혹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간주하는 방식을 수반한다. 다음 5가지 단계는 기업이 이런 변
화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다:
경영진의 지원을 받는 변환 실행 부서를 설립하라. 기업은 고위경영진에 대한 직접 접근권을 가진 변
환을 이끌 고위 리더를 파악해야 한다. 이 리더는 그러한 노력을 수행할 전담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데,
기업의 서로 다른 영역들 간의 종속성, 그리고 서비스 운영 모델의 서로 다른 영역들에 대한 영향을 이
해하는 특정 주제 전문가들의 교차 기능적 집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일련의 서비스로 운영 모델을 분해하라. 다음의, 중요한 단계는 각 서비스의 독립적인 관리와 추적을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운영 모델을 일련의 서비스로 분해하는 일이다. 실행을 가능케 하는 서비
스의 완전한 집합이 기업이 시장에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각각에 대해 파악돼야 한다.
각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수준을 결정하라. 여기서, 표준화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자 하
는 유혹에 반드시 저항해야만 한다. 서비스의 표준화 수준을 결정할 때 서비스가 지원하는 제공물의 맥
락에서 각 서비스를 별도로 고려하는 방식이 필수적이다.
각 서비스를 운용하라. 우리는 기업이 각 서비스에 대해 이의 전반적인 관리자로서 행동하게 될 서비
스 소유자를 임명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서비스 소유자는 중앙의 변환 팀과 협력해 서비
스의 구성 요소, 이의 소비자(들), 필요한 입력 정보와 요건, 예상되는 결과(들), 그리고 이의 실적 지표
를 파악해야 한다. 소유자는 또한 서비스가 기존 조직 내에 혹은 FCM 사업(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포함하기 위해 특별히 생성된 별도의 구조 내에 자리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비스 수명주기 관리 체계를 설립하라. 일단 서비스가 수립되면, 서비스 소유자는 서비스의 소비자
들과 협업해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새롭게 필요한 모든 역량을 파악하고 개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
다. 비슷하게, 서비스의 소비자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않는 역량은 궁극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
FCM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조직 운영은 전통적인 사업 모델의 운영적 필요와는 매우 다르다. 만약
전략적 의사결정이 FCM과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면, 서비스 운영 모델의 적용이 시장에서 기업의 효과
적인 FCM 실행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더 많은 내용을 담은, 아비 아로라(Abhi Arora), 고팔 스리니바산(Gopal Srinivasan), 아이작 칸(Isaac Khan)의

『유연한 소비를 향한 변화:어떻게 '서비스형' 사업 모델이 작동하도록 만드는가
(The shift to flexible consumption: How to make an 'as a service' business model work)』 전문을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읽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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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 : 기업 지출의 공동체 영향을 측정하기

사회적 자본:
기업 지출의
공동체 영향을
측정하기
도시들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뛰어들고 있지만, 그러한 지출의 사회적 영향은
불확실한 채로 남아 있다.
딜로이트의 새로운 측정 모델은 이의 변화를 추구한다

www.deloittereview.com

27

28

FEATURE

한

대기업이 미국의 중간 규모, 지방 도시 외곽에

유치하려 경제적 융자와 장려책을 통해 맹렬히 노력한

제조 및 배송센터 개설을 계획한다. 센터가 위

다. 종종, 경제적 성장이 추가적인 사회 및 공동체의 혜

치하게 될 지역은 그 투자가 가져다줄 경제적 기회를 기

택을 지원할거라는 암묵적인 가정이 존재한다. 많은 이

대했고, 기업 유치에 성공했는데, 어느 정도는, 수백만

들이 경제적 투자가 빈곤 감소와 세금 기반 확대와 같은

달러 규모의 세금 우대책의 제공으로 인한 결과였다. 왜

기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지역사회를 지원해, 지역사회

냐하면 모델이 센터가 소개해 줄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

가 경찰, 소방, 학교, 공공 업무 자금 조달을 더 잘할 수

리로 인해 지역 경제가 혜택을 입을 거라고 보여줬기 때

있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기업 투자

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넘어, 빈곤, 주택 소유,

가 순수한 선이라는 데 항상 동의하지는 않는다. 반대하

교육적 성취, 공공 보건, 시민 참여와 같은 지역사회의

는 시민들은 주어진 투자가 주거 비용을 상승시키고, 교

우려에 대한 센터의 사회적 영향은 미지수로 남아있다.

실을 더 붐비게 만들어 교육 결과에 해를 끼치며, 수반

투자가 긍정적인 사회적 배당금을 지불할 것인가? 이를

되는 난제(재산 범죄 같은)의 증가를 가져오는 '도시화'

말해주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

로 이끌고, 환경 악화를 가속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특정 지역에 관해, 정의된 측정지표를 이용해-기업

양측 모두가 일반적으로 강경한 자세를 취하며, 지역

투자의 가능한 사회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기

사회도 아마 극명하게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 어느 정도

업, 지역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영향의 이해관계자들에

까지는, 공청회가 시민들이 희망과 우려를 표명할 장소

게 제공하는 가치를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딜로이트

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계속된 진행 또는 투자를 가로

의 SIMM(Social Impact Measurement Model, 사

막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우려를 해소하거나 혹은 그

회적 영향 측정 모델)은 대규모 자본 투자로부터의 어떤

들의 희망을 검증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다. 궁극적

결과가 가능한지-혹은 이의 부재에서 무엇이 일어나거

인 의사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단은 고통받을 가능

나 또는 일어나지 않을지를 정확히 예측한다. 이 머신러

성이 있고, 지역사회의 분열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닝 모델은 투자의 사회적 영향을 미국 카운티(county)

자본 투자의 사회적 영향을 수량화하는 능력은 시민,

수준에서 투자 이후 4년 동안 추정하는데, 아동 빈곤과

기업, 정부, 그리고 기타 이해 집단이 데이터를 논쟁에

독해 능력부터 카풀 이용과 인구 이주까지 다양한 142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토론을 증거 기반의 발판

가지 사회적 측정지표를 분석한다(삽입글 『인과 관계 추

위에 올려 놓을 뿐 아니라, 또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

론하기: SIMM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참조). SIMM은

고 부정적인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할 기

어떠한 구체적인 투자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뿐만 아

회를 조명해 준다. 기업에게는, 먼저 자본 투자 여부를

니라, 왜 특정 장소가 다른 곳보다 더 큰 혹은 더 작은

고려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지도해 주고, 그

개선을 보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들이 투자와 사회적 영향 목표 간의 조화를 평가하는 데

다. 이는 기업, 지역사회 리더, 정책입안자들이 더 정

도움을 주며, 현실적으로 기대한 결과에 비교해 목표를

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고-더 큰 공공

조정하도록 해줄 수 있다. 정부는, 자신이 담당한 부분

의 선을 지원하도록 그들 사이의 더 나은 조정을 가능

에서, 경제적 발전을 위한 장려책을 제공할지 여부 그리

케 할 수 있다.

고 이를 어디에 할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
리고 경제적 측정지표를 모두 고려해, 장려책의 측면에

열띤 논쟁에 빛을 비춰 보기
기업들은 매년 미국 전역에 걸쳐 많은 대규모 자본
투자를 수행하는데-많은 지방 정부들이 그러한 투자를

서 특정한 투자 제안에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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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관계 추론하기: SIMM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SIMM이 투자를 사회적 측정지표 변화의 유일한 원인으로서 분리해 다루지는 않지만, 투자와 기타 기여 요인들 간에 인과
고리를 생성해준다. 모델은 카운티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시작해, 각 카운티에의 기업 투자에 대
한 딜로이트의 고유 데이터를 142가지 사회경제적 속성에 관해 공개된 가용 데이터와 결합한다. 다음으로 이들 속성은 4년
에 걸쳐 서로 연결되는 카운티 짝-경제적 투자를 받은 카운티와 그렇지 않은 카운티-을 찾기 위해 사용되는데, 그 기간의 시
작 시점에서 가능한 한 비슷한 카운티들을 골라 짝으로 연결한다. 짝으로 묶인 카운티들이 기준 시점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사회적 측정지표의 변화로 인한 어떤 차이도 경제적 투자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추론의 근거는 많은 요인들이
사회적 측정지표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투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인이 양 카운티에 비슷하게 작
용한다는 가정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웨인(Wayne)과 볼티모어(Baltimore) 카운티는 142가지 사회경제적 속성 전부에 걸쳐 높은 수준의 통
계적 유사성을 보여줬다. 양 카운티에 대한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두 곳 모두 이들 사회적 측정지표의 비슷한 변화를 경험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볼티모어 카운티에 대한 투자가 2010년 모두 중단된 반면, 웨인 카운티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
었다. 따라서, 2010년과 2014년 간 볼티모어와 웨인 카운티에서 사회적 측정지표의 모든 차이는 웨인 카운티에 대한 투자
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SIMM 추정은 그저-추정일 뿐이다. 이는 정보 수집, 분석 수행, 그리고 도출된 인사이트의 자본 할당 및 프
로세스 계획에의 활용에 대한 확립된 방법론을 보완하기 위해 의도되었다. 이것이 제공하는 바는 재무적 투입을 사회적 결과
와 연결하는 계량적이고 통계적으로 엄격한 방법론으로 이전에는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방식이다.

의사결정을 추진하기 위해
인사이트 생성하기

곤율에 적거나 아예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경향이 있
다-1인당 투자 금액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
지만, 이들 같은 시골의 가난한 카운티에서, 투자는 성

SIMM의 적용은 투자가 특정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

인 빈곤율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성인의 의존도를 더 조

칠 수 있는 방식을 이미 밝혀주고 있다. 동일한 산업에

밀한 가난한 카운티에서보다 더 낮출 가능성이 크다. 다

의 동일한 규모의 투자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시 말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빈곤율이 거의 비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 밀도가 중요한 경

슷할 때, 자본 투자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아

우가 종종 있다: 텍사스, 트래비스(Travis) 카운티와 같

이들이 더 혜택을 보고, 시골에서는 어른들이 더 혜택을

은 시골의, 부유한 카운티에 대한 5억 달러 투자는 캘

보는 경향이 있다.

리포니아, 오렌지(Orange) 카운티와 같이 더 인구 밀

차이는 단지 서로 다른 유형의 카운티들 사이에서만

도가 높고, 부유한 카운티에 대한 같은 규모의 투자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장소에 관계없이 인구 집단의 특

다 전반적인 사회적 영향이 적다고 추정된다. 유사하게,

정 부분집합에 대한 서로 다른 투자 유형과 투자 규모

투자는 루이지애나, 올린스 패리쉬(Orleans Parish)와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미국 어디서든 큰 규모로 이뤄진

같은 도시의, 가난한 카운티에서 아동 빈곤에 의미 있

투자는 더 젊고, 더 교육받았으며, 더 이동성이 높은 독

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들 카운티에서 가장 가난

신자들을 유인해, 그 결과 카운티의 인구 통계, 가족 구

한 아이들은 또한 읽기와 수학 점수 학업 성취도에서 혜

성, 일자리 조합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비슷하게,

택을 볼 수 있다. 반면, 아마도 반직관적이겠지만, 똑같

우리 모델은 정보 및 통신 기술, 전자, 비즈니스 서비스

이 낮은 소득 수준을 가진 더 시골인 카운티에 대한 동

산업의 교차점에 있는 모든 카운티에서 이뤄진 대규모

일한 규모의 투자는 수학 혹은 읽기 점수 혹은 아동 빈

투자가 전문직, 과학, 기술 서비스 직업에서 일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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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비율을 11~35%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한편, 환

본 할당을 수행하는 기업 임원들과 경제적 장려책을 고

경 기술과 재활용 분야의 교차점에서의 투자는 제조업

려하는 지역정부 공무원들에 더해, 지역사회 개발, 도시

일자리에서 일하는 인구의 비율을 단지 2-16%만 증

계획,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이들도 어떻게 지역사회가

가시킨다.

재무적 투자를 흡수하고 사회적 결과로 '해석'할지를 예

모델은 또한, 반대일 경우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도 불

상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또한 대

구하고, 자본 투자의 사회적 효과가 제로섬(zero-sum)

형 자본 투자의 잠재적 혜택을 증폭하기 위해 어떤 종류

이 아닌 듯하다는 점을 보여준다-이는, 한 카운티에서

의 사회적 결과를 지역사회가 우선 순위로 설정해야 할

사회적 결과의 개선이 이웃 카운티의 사회적 결과를 희

지를 결정하는 데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삽입글, 『투자

생시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웃 카운티

에 관해 묻고-답해야 할 질문들』 참조). 이런 종류의 인

와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모델의 사회적 영향 변수 142

사이트는 강력한 지역 기반 초점을 가진 비영리기관과

가지 중 단지 7개(4.9%)만이 이웃 카운티의 기업 투자

재단에 특히 귀중할 수 있다.

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

광범위한 사람들을 위해 정보를 요약하기

게다가, 미래 투자에 더해, SIMM은 가까운 과거(최
대 5년전까지)에 이뤄진 투자에도 적용 가능해 기업이
이전의 결정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투자에서 사회적 영

이러한 유형의 예측이 모든 종류의 의사결정자들에

향 목표를 정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알기 쉽다. 자

모델은 기업이 과거와 미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투자에 관해 묻고-답해야 할 질문들
지역사회 개발자, 도시 계획가, 정책 입안자
•어떤 외부 투자도 없는 상황에서, 3~4년 이후 지역사회의 사회적 '건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자본 투자가 이러한 전망을 어느 정도까지 바꿀 것인가? 투자의 규모가 사회적 지표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자본 투자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카운티의 명확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유사한 투자로부터 다른 곳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일부 지역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투자를 '신진 대사'시키기 위한 이런 차이나는 규모를
생성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장소 선정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고려 중인 다양한 카운티에 대해 동일한 경제적 수익을 가정할 때, 어떤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혜택이 가장 클 것인가?
•기업의 자본 투자가 자사가 표명한 사명 및 사회적 목표 성명과 일관되는가?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지역사회에 특화된 일련의 투자를 수행해왔다. 이들 투자의 사회적 '수익'은 무엇이었는가?
수익이 기대한 것보다 큰가, 동일한가, 작은가?

투자의 시사점을 고려하는 지역 정부
•내 지역사회가 이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혜택 중 일부는 무엇인가?
•투자를 지역사회에 유치하기 위해 이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장려책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어느 지점에서 장려책이 더 이상 지불할 가치가 없어질 것인가?
•그러한 투자에 따를 수 있는 사회적 도전과제 중 일부로서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
이들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회적 자본 : 기업 지출의 공동체 영향을 측정하기

줄 수 있다. 추가로, 특정한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거

가 가용해질 때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분석을 확장하면

버넌스 측정지표에 대한 보고 요건이 변하면(EU와 아

상당한 추가적인 정보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 점이 중요

시아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일처럼), 기업은 합리적이고

한 이유는 투자와 일부 유형의 지표 간의 간극이 4년보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

다 훨씬 길다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업 성

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분석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

취 측정지표는 빈곤 감소 혹은 고용률 지표와는 다른 시

치는 데도 유용할 수 있는데, 특히 지역에 대한 초점을
가진 이들에게 그러하다.

점에서 최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SIMM은 제한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경
제적 그리고 사회적 결과물 간의 강한 관련성을 보여준

다음은 무엇인가

다. 더 나은 데이터-더 광범위한 요인들, 더 상세한 지
역적 정보, 더 큰 적시성, 여러 사법권에 걸친 더 공통

현재 구체화된 상태에서, SIMM은 카운티에서의 자

된 데이터 표준의 개발-는 더 나은 인사이트, 그리고 더

본 투자와 142개 사회적 측정지표에 대한 그 카운티에

나은 기업 그리고 민간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서의 사회적 결과 간의 연결 고리를 수립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개발과 장소에 기반한 변화에 강한 흥미를 가

SIMM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된 현재 가용한 데이터 이

진 이들은 이제 연합을 구축하고 행동을 계획하는 데 도

상으로 사회적 데이터에는 더 많은 차원이 존재한다. 초

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뿐만 아니라, 민간의 행동에 기업

기 발견이 유망해 보이긴 하지만, 이는 공공 보건 혹은

의 관심을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가지게 됐다.

시민 참여의 측정치와 같은,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한 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막 이 분야에서 분석의 가

른 지표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이 접근법을 더욱 발전시

능성을 발견했을 뿐이다. 더 많은 작업으로, 더 많은 것

킴에 따른 잠재적 혜택이 존재함을 가리킨다. 장기간에

을 이룰 수 있다.

걸친 잠재적 변동을 탐색하기 위해 더 많은 장기 데이터

스티브 엘리스(STEVE ELLIS)는 딜로이트 컨설팅 LLP의 과학 기반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과학자 리더다.
그는 필라델피아에 거주한다.
토니 지스펠드(TONY SIESFELD)는 딜로이트 모니터 인스티튜트의 디렉터다. 그는 보스턴에 거주한다.
다린 뷰엘로우(DARIN BUELOW)는 딜로이트 컨설팅 부동산 및 지역 전략 사업부의 프린시플이자 국가 리더다.
그는 시카고에 거주한다.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 보기

시민 의식과 사회적 영향: 사회가 거울을 받치고 있다
오늘날 이해관계자들은 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고, 좋은 기업 시민 의식에 대한
그들의 기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려는 노력에서, 선도적인 조직들은 시민 의식을 전략 및
정체성의 중심 부분으로 만들고 있다.
www.deloitte.com/insights/social-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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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
높은 기업을 위한
위기관리

조

직은 10년 전보다 더 자주 위기에 직면하며,
위기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것이 작년에 딜

로이트가 설문한 500명이 넘는 위기관리 임원들의 공
통된 의견인데, 그들의 일은 리더십의 추문부터 자연재
해까지 극단적인 사건들의 조직적 영향을 관리하는 작
업이다. 딜로이트의 설문조사는 전 세계 조직의 80%
가 지난 2년 동안 적어도 1번은 위기관리 팀을 가동해
야만 했음을 발견했는데, 사이버 그리고 안전 사고가
개입을 필요로 했던 사건들의 목록 상단에 자리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대부분(84%)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

회복탄력성 높은 기업을 위한 위기관리

위기관리 계획을 갖췄다고 말하긴 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설문 결과는 5가
지 핵심 인사이트를 도출했다:
1.	위기의 경험은 조직이 이를 피하도록 가르쳐 준다. 설문한 조직 중 거의 90%가 위기 이후에, 대부분 내부적으로,
이를 되돌아보는 절차를 수행했다. 이러한 조사로부터의 주요 인사이트는 조직이 전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준비
수준을 검사함으로써 위기를 피하도록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이었다: 리스크 환경의 이해, 문제가 위기로 번지
는 상황을 방지하는 작업, 실체화된 위기에 대한 대응과 이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경험에서 배워 이전보다 더 강해
진 모습으로 나타나기 등
2.	리더는 위기관리를 위해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위기의 극단적인 압박 하에서 자신의 전방위적인 역량을 보여주
도록 리더를 도와주면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소통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의 실행을 지원할 수 있다. 고위 리더들
은, 만약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할당하길 원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의제와 점검 목록과 같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위기관리 도구 또한 리더가 기본적인 사항을 다뤘는지 걱정하기보
다 앞에 놓인 도전과제에 집중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같은, 효과적인 위기 리
더십에 필요한 기법을 연습하고 갈고 닦아야 한다.
3.	준비 수준을 능가하는 자신감. 위기관리 역량에 대한 기업의 자신감이 항상 이의 준비 수준에 걸맞진 않는다. 예를
들어, 응답자의 거의 90%가 기업의 추문을 다루는 조직의 능력에 관해 자신감을 피력했다-하지만 단지 17%만이
그러한 가정을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시험해왔다. 우리의 권고는 분명하다: 조직의 강점과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부
분을 빠르게 드러내 주는, 위기상황 시뮬레이션의 수행이 위기관리 프로그램의 표준적인 부분이 돼야 한다.
4.	준비가 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인다. 이는 만약 고위 관리진과 이사회 구성원들이 위기 계획의 작성에 관여
하고 위기상황 시뮬레이션에 참여한다면 특히 사실이다. 그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계획이 그들과 상관 있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이 '그들을 밤에 깨어 있게 만드는' 사안들을 다루고, 미디어에서 거론
되는 위기를 추적하며, 한 번의 타격으로 끝나는 재정 및 평판에 대한 영향을 약술해주는 사례 연구를 만들어야 한
다. 추가로, 조직은 특히 이사회를 위한 위기관리 계획을 갖춰야 하는데, 이사회가 경영과는 매우 다른 역할을 수행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5.	제3자는 문제의 일부이자-그리고 해결책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위기 계획에 협력사와 기타 외부 조직들을 포함시
킨다. 기업은 위기를 관리할 때 어떤 외부 조직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여
기에는 변호사, 홍보 회사, 사이버방어 조직의 전문가, 혹은 위기 조언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 추가로, 위기를 촉발
하거나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 공급자, 합작투자 파트너, 재판매업자, 유통업자, 그리고 기타 다른
모든 주체들도 위기 준비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비록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위기관리 역량을 과대평가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자만할 때가 아니다. 한 설문 응
답자가 간단명료하게 지적했듯이 말이다: "세계는 점점 더 글로벌화 되어왔지만, 더 안전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러한 경향은 역전될 수 없다."

더 많은 내용을 담은, 피터 덴트(Peter Dent), 로다 우(Rhoda Woo), 릭 커드워쓰(Rick Cudworth)의

『더 강하고, 더 적절하며, 더 나은: 회복탄력성 높은 기업을 위한 위기관리』 전문을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읽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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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나이를 넘어
살펴보기

많

은 마케팅 전략이 폭넓은 세대별 소비자 구분에 맞춰져 있다: 베이비부머, X 세대, 밀레니얼, 그리고 이제는
Z 세대. 하지만 소비자들은 스스로를 고유하게 인식하고, 그들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넘어 다양한 요인들에 기

반해 돈을 쓴다. 이는 소비자들에 대한 전형적인 관점을 채택하는 마케터들이 단지 마케팅 비용을 낭비할 위험뿐만 아
니라, 잠재적으로 형편없는 소비자-브랜드 관계를 형성하고 기회를 상실할 위험에 처할지도 모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은 태도와 행동의 혼합을 일으키는 세계화, 혁신, 기술, 소셜 미디어 혁명의 동일한 격변적 세력에 모든 세
대가 노출되는 시대에 특히 두드러질 수 있다.
딜로이트의 연구는 소비재 구매자들에 있어, 나이는 진정으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평균적인 소비자
는 쇼핑 행태, 채널 선호도, 기술 선호도 그리고 혁신, 브랜드, 편의성, 건강 및 복지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여러 요인들
의 조합에 기반해 구매 의사결정을 한다. 그것이 왜 우리가 소비재 마케터들에게 소비자의 행위와 경향을 인식하고 그
에 맞춰 서로 다른 소비자 구분 집단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라고 권고하는 이유다.
그러나 어디가 가장 수익성 높은 구분 집단이고 어떤 소비자 경향, 혹은 공통점이 가장 중요할까? 우리는 소비재 기
업들이 포괄적인 브랜드 성장(그림 참조)을 위해 신경써야 할 4가지 구분 집단을 제안한다. 이들 구분 집단은 세대를
관통하는데, 태도가 나이에 의해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리킨다. 이는 마케터들이 포화된 시장에서 가용한 기회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고객의 선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책임감 있는 야심가(Responsible Go-Getters)는 인구의 46%를 차지하며, 주로 밀레니얼과 X 세대를 구성한다.
그들의 균형 잡힌 책임감 있는 태도, 평균 이상의 소득, 전반적인 열의, 구매 행태,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고려
할 때 그들은 소비재 기업에게 가장 귀중한 구분 집단이다. 책임감 있는 야심가들이 제품 혹은 브랜드에서 가치를 보게
되면, 브랜드에 충성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들의 평균 이상의 구매력과 가치 탐색에 대한 관심은 그들을 마케팅 조
직에게 매력적인 목표로 만든다.

소비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나이를 넘어 살펴보기

합쳐 보기: 소비자 구분 집단별 구매 잠재력
안목 있는 성취가
·가장 부유한 집단, 소비재에 가장 많이 지출
·품질에 대한 높은 기대치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과 결부된 구매력으로 인해 마케팅 조직에게
가장 매력적인 목표

소비재에 대한 평균 연지출

열망자
·소비재에 대해 평균 수준으로 지출
·경력의 초기 단계에 위치
·그들의 구매력이 그들의 열망을
따라잡는다고 가정할 때, 그들은 혁신과
기술에 대한 길을 선도할 수 있다

책임감 있는 야심가
·평균 이상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가치 추구에 흥미를 가짐
·균형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며, 가치를 보게 되면
브랜드에 충성할 가능성이 더 큼

실용주의자
·소비재에 대해 적은 수준으로 지출
·인생의 소득 절정기에서 2009년 경기
침체의 타격을 입음
·구분 집단의 규모로 인해 마케팅 잠재력
측면에서 약간의 우위를 보유
평균 연소득

안목 있는 성취가(Discerning Achievers)는 인구의 19%를 대표하며 대개 베이비부머를 구성한다. 그들이 아마도
소비재에 가장 많이 돈을 쓸 텐데 왜냐하면 가장 부유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품의 품질, 영양, 환경 친화성에
관해 높은 기대치를 가진다. 특히, 그들은 또한 혁신적인 제품을 구매할 실질적인 여력을 가진 집단이다. 이러한 태도를
전략에서 다룰 수 있는 마케터들은 이 수익성이 좋은 구분 집단을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두 구분 집단, 열망자(Aspirationalist, 인구의 13%이며 평균 소득 이하인)와 실용주의자(Pragmatists, 인
구의 22%이며 평균 소득인)는 소비재를 평균 혹은 그 이하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 열망자들이 혁신적인 제
품의 시험에 의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위치에 자리하진 못한다. 실용주의자들은 보수적이고, 가격에
민감하며, 현상 유지에 다소 안주한다.
모든 기회를 포착 가능한 만병통치약 같은 마케팅 전략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마케터들이 자신만의 고유
한 목표 구분 집단을 개발하는 데서 혜택을 얻을 수도 있지만, 딜로이트가 제안하는 범주는 기업이 추종 가능한 한 가
지 방법론을 제공해 브랜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정제에 도움을 줘, 잠재적으로 수익성과 고객 몰입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기업이 오로지 세대별 마케팅에 기반했다면 보통 목표로 삼지 않았을 손대지 않은 소비자 구분
집단으로의 확장을 위한 사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더 많은 내용을 담은, 커트 페더(Curt Fedder), 슈웨타 조시(Shweta Joshi), 자가디쉬 우파드히아야(Jagadish Upadhyaya)의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이를 넘어서(Millennials and beyond)』 전문을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읽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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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리더들이 4차 산업혁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리더들이
4차 산업혁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인더스트리 4.0은 세계화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한다.
그러나 딜로이트의 최신 설문조사는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구현 중이긴 하지만, 많은 고위 임원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준비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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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전, 딜로이트의 첫 설문조사는 4차 산업혁명

리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리더들을 구별하는지에 대

에 대한 민간과 공공 분야의 준비 수준을 평가

한 파악이 목표였다. 다음은 우리가 발견한 사항 중 일

해 '희망과 모호함 사이의 긴장'을 관측했다. 우리는 임

부다:

원들이 인더스트리 4.0이 가져올지 모를 심오한 사업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지만, 혜택
을 보기 위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확
신하지 못함을 발견했다. 4차 산업혁명은 더욱더 세계
화된 세상을 가능케 하는데, 그곳은 첨단기술이 새로운
기회를 추진할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소통이 전면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세상
이다(인더스트리 4.0의 상세한 정의에 대해서는, 63페
이지의 『인더스트리 4.0이란 무엇인가?』 참조). 그러나
어떻게 리더들이 적응해야 하는가? 딜로이트의 새로운
설문조사는 많은 이들이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
만 사실은 여전히 필요한 만큼 준비되지 않았음을 시사
한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리더들이 인더스트리 4.0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춰가고, 점점 더 그들 앞에 놓인
도전과제를 인식하며,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더 현실적
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 하다는 점이다.

1. 임
 원들은 세상을 개선하는 데 진정한
헌신을 표명한다
리더들은 조직의 연간 실적을 평가할 때, 재무적 실
적과 고객 혹은 직원의 만족도에 앞서 '사회적 영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작년, 3/4의 응답자가 자
신의 조직이 사회적 영향을 염두에 두고 제품 혹은 서비
스를 만들거나 바꾸는 절차를 취한다고 말했다. 많은 이
들이 새로운 수익과 성장의 전망에 동기부여를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추진계획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창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리더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2. 임
 원들은 오늘날의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고전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난 일련의 신기술에 직면해, 리

딜로이트의 최신 설문조사는 19개국 2,000명 이

더들은 선택해야 할 대안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인지했고,

상의 고위 임원들에게 질문하면서, 엄선된 인터뷰도 동

일부 경우, 그들은 자신의 노력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

반 진행했다. 어떻게 리더들이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고

는 전략적 비전을 결여한 상태다. 조직적인 영향 또한

있는지, 어디서 그들이 가장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 그

리더들이 인더스트리 4.0을 헤쳐가려 노력할 때 도전과

어떻게 리더들이 4차 산업혁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제를 제기한다. 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기업이 명확하게

리더의 4가지 유형

정의된 의사결정 과정을 따르지 않으며, 조직적인 단절
이 효과적인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지식을 개발하고 공
유하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작년 설문조사에서 표출된 전반적인 모호함은 더 분
명하고, 더 조절된 관점으로 안정되어 리더들이 4차 산
업혁명이 가져오는 많은 차원-그리고 뒤이은 도전과제

3. 리더들은 격변을 추진하기 위해 대담한 투자를
하기보다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첨단기
술을 사용하는 데 계속해서 더 초점을 맞춘다

를 더 잘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사회적 및 윤리적

비록 기술에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보고 있

의 해결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수많은 문제 가운데

지만, 다른 이들은 투자를 향한 첫 걸음이 어렵다는 점

서, 우리는 앞으로의 경로를 건설하고 있는 리더들의 부

을 깨닫고 있다-심지어 디지털 기술이 더 큰 전 세계적

분집합을 발견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영향, 명확한 비전 및 협력적인 조직의 중요성, 장기보
다는 단기 기술 투자에서의 상충관계, 그리고 인재 간극

인 연결을 낳고 새로운 시장과 지역화된 경제 내에서 새
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도전과제에

1.	사 회적 초인(Social Supers): 일부 리더는 선행을 통

는 단기적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중 그리고 부족한 이

해 어떻게 잘해나갈 수 있는지, 사회 혹은 환경을 더

해, 사업 사례, 리더십 구상이 포함된다. 리더들은 신

의식하는 제품 그리고/혹은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변

기술에 내재된 윤리적 함의를 인식하지만, 그러한 도

경해 새로운 수익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전과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업은 거

왔다. 사회적 초인들은 사회적인 추진계획이, 대개

의 없다, 그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입안은 고사하고

수익성에 공헌하고 그러한 계획이 사업 모델의 근본

말이다. 게다가, 정부와 기업 리더들은 어떻게 인더스

이라고 믿는다. 사회적 초인들은 또한 의사결정에 관

트리 4.0 기술을 규제해야 할지에 관해 계속해서 씨름

해 더 큰 엄격함을 보여주고 자신들의 노동력이 4차

하고 있다.

4. 기량 도전과제는 더 분명해졌다. 그러나 임원
들과 밀레니얼 직원들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작년에, 대부분의 리더들(86%)은 자신의 조직이 인
더스트리 4.0을 위한 노동력을 창출하기에 충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올해는, 더 많은 리더들이 늘어
나는 기량 격차를 인식함에 따라, 단지 47%만이 자신
들의 노력을 확신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두배나 많
은 리더들이 자신의 조직이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기

작년 설문조사에서
표출된 전반적인 애매모호함
은 더 분명하고, 더 조절된
관점으로 안정되어 리더들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보다 기존 직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가능한 일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동화 기술이 인간을 대

많은 차원-그리고 뒤이은

체하기보다, 증강할 것이라는 데 있어 작년보다 더 긍정
적이었다. 그러나 딜로이트 글로벌의 연간 밀레니얼 설

도전과제를 더 잘 인식하게

문조사 결과는 어떤 기량이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이의
개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 리더와 직원들(특

됐다.

히 젊은이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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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에 준비됐다고 믿는다.

2.	데 이터 주도적인 결단자(Data Driven Decisives):
어떤 임원들은 자신이 분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가졌
고 데이터 주도적인 인사이트를 사용한다고 말할 가
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들은 인더스트리 4.0과 연관
된 기회를 활용하는 데 있어 조직을 이끌어갈 준비가
됐다고 말할 확률이 다른 설문한 리더들보다 거의 2
배가량 크다. 데이터 주도적인 결단자들은 또한 격변
적인 기술에 투자하고, 신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관해
우려하며, 인더스트리 4.0에 필요한 기량에 접근하
도록 현재 직원들을 훈련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3.	격 변 추진자(Disruption Drivers): 우리는 시장과
경쟁자를 뒤흔드는 기술에 투자하고, 의도한 사업 결
과를 달성 혹은 능가하는 기술 투자를 모두 단행한다
고 응답한 임원들을, 격변 추진자라고 부른다. 이들
리더는 인더스트리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더 자
신하고(45% vs. 32%) 자신의 조직이 인더스트리
4.0과 연관된 기회를 활용하는 데 준비되었다고 더
확신하며, 의사결정에 더 총체적인 접근법을 취한다.

4.	인 재 옹호자(Talent Champions): 미래를 위해 노
동력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 현장의 다른 이들보다 더

이들 인격은 전염성을 가진다.

노력하는 리더들은 인재 옹호자들이다. 그들은 자신

리더들이 이들 경로 중 어느

그들이 올바른 노동력 구성을 보유했으며, 일의 미래

하나로 시작할 수 있지만,

는다. 약 2/3가 사회적으로 주도된 추진계획을 통해

이 어떤 일련의 기량을 회사가 필요로 하는지 알고

를 위해 직원들을 훈련시킬 책임을 받아들였다고 믿

새로운 수익 흐름을 창출할 수 있었는데, 설문한 다

그들은 자신의 접근법을
정의하려 여전히 노력 중인
이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다수의 성격을 체화하곤 한다.

른 모든 이들의 비율인 50%와 비교된다.
고무적으로, 이 설문조사 결과는 이들 인격이 전염
성을 가짐을 보여준다. 리더들이 이들 경로 중 어느 하
나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접근법을 정의하
려 여전히 노력 중인 이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다수의
성격을 체화하곤 한다. 이들 리더는 앞으로의 경로에 대

어떻게 리더들이 4차 산업혁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한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선을 행하기 위한 헌신을 공

이러한 특성을 가진 리더들이 분명히 두드러지긴 하

유한다. 그들은 기술 투자에 관해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

지만, 작년 이후 리더들이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며 노동력의 개발도 선도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조직

많은 차원들-그리고 뒤따른 도전과제들을 더 잘 인식하

은 상대방 기업보다 빠르게 성장 중이며(연간 5% 이상

는 듯 보인다. 이런 투명성이 이제 진보를 일으킬 거라

의 차이로), 그들은 인더스트리 4.0 세상에서 기업을 이

는 게 우리의 희망이다.

끄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확신한다.

본고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 및 정부의 준비 수준에 대한 딜로이트 글로벌의 두번째 연간 설문조사 결과
의 일부다. 전체 결과는 1월 22일에서 25일까지 스위스, 다보스-클로스터에서 열린 2019년 세계경제포럼 연
차 총회에서 공개되었다. 공개된 전체 보고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라.
www.deloitte.com/insights/industry-4-0-survey.

푸닛 렌젠(Punit Renjen)은 딜로이트 글로벌의 CEO다. 그는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거주한다.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 보기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하기
제조업 디지털 선구자들의 분명한 특질은 무엇인가? 선도하는 조직에 대한 딜로이트의 연구는 디지털 성숙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보여준다.
www.deloitte.com/insights/digital-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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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의 역설

인더스트리 4.0의
역설
디지털 변환을 향한 경로의 단절을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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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더스트리 4.0은 디지털 변환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이의 조직에 대한 중요성을
증가시켜왔다. 인더스트리 4.0은 디지털과 물리적 기술-인공 지능, 사물인터넷,

적층 제조, 로봇 공학, 클라우드 컴퓨팅 및 기타 등등-을 결합하고 연결해 더욱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더 유연하고, 반응성 높으며, 상호 연결된 기업을 추
진한다. 1
이런 4차 산업혁명은 무한한 기회를 가진 듯 하며-그

그들이 직면하는 주요 도전과제 중 일부와 그리고 어떻

리고 기술 투자에 관해서도 무한한 대안을 가진 듯 보인

게 그들이 디지털 변환을 중심으로 기술적 및 조직적 전

다. 조직이 디지털 변환을 추구할 때, 그들은 선택의 범

략을 구성하는지도 살펴봤다.

위를 좁히기 위해 여러가지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정확

설문결과는 미래 투자에 대한 흥분과 야심 찬 계획

히, 무엇을 변환하길 희망하는지,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

의 혼합-뿐만 아니라 기업의 계획과 행동 사이의 일련의

지, 그리고 어떤 첨단기술이 전략적 필요성에 가장 잘

단절을 밝혀줬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디지털

부합하는지를 말이다. 추가로, 디지털 변환은 아무 것

변환이 거의 모든 조직에서 구체화 중이긴 하지만, 전

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다. 그보다, 진정한 디지

략, 공급사슬 변환, 인재 준비, 투자 동인을 둘러싼 역설

털 변환은 일반적으로 조직에 대해 심오한 시사점을 가

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디지털 변환에 대한 의지가

진다-전략, 인재, 사업모델, 그리고 심지어 기업이 조직

강하게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조직들이 대체로 여전히

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2

혁신과 사업모델의 변환을 위해 인더스트리 4.0 기술로

딜로이트가 기업들이 디지털 변환을 가능케 하기 위
해 어떻게 인더스트리 4.0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

가능한 기회와 현재의 운영 개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경로를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

려 노력함에 따라, 우리는 11개국 361명의 임원들을

전략 역설. 거의 모든 응답자(94%)들이 조직에 있

대상으로 글로벌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이의 정의가 확

어 디지털 변환이 최고의 전략적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

장돼 오긴 했지만,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에 뿌리를

만, 단지 응답자들이 이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듯

두고 있다(인더스트리 4.0의 상세 정의에 관해서는 63

보인다고 해서, 꼭 그들이 디지털 변환에 의해 가능해진

페이지의 『인더스트리 4.0은 무엇인가?』를 참조). 따라

전략적 가능성의 영역을 완전히 탐색한다는 의미는 아

서, 글로벌 설문조사는 제조업, 발전, 석유 및 가스, 광

니다. 사실, 훨씬 적은 이들(68%)만이 이를 수익성을

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 초점을 맞췄고 디지털 변환에

위한 방안으로 보았다.

서 그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는지-혹은 투자

공급사슬 역설. 임원들은 공급사슬을 현재 및 장래

를 계획 중인지-를 조사했다. 그러한 투자를 수행할 때

의 디지털 변환 투자에 관한 최상위 영역으로 파악해,

인더스트리 4.0의 역설

공급사슬 추진계획이 최우선 순위임을 보여주었다. 하

물리-디지털-물리 고리를 중심으로. 연결된 자산으

지만, 공급사슬 관련 임원들과 고위경영진 외부에서 실

로부터의 정보를 완전히 활용하고 이를 이용해 정보에

제 일상적 사업 운영을 지도하는 이들-즉, 아마도 디지

기반한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능력은 인더스트리 4.0의

털 기술의 실행에 관해 가장 '피부로 느끼며' 관여하는

완전한 실현에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조직들이 아직은

이들-은 디지털 변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의견을

이를 실무에서 완전히 실행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낼 기회가 없는 듯 보인다.

딜로이트의 연구 결과는 제조업, 석유 및 가스, 발

인재 역설. 인더스트리 4.0에 관한 딜로이트의 이전

전 및 유틸리티, 광업에 속한 임원들이 4차 산업혁명이

연구와 일치하는 점은, 임원들이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

창출하는 기회를 인식하고 있으며-디지털 변환을 그러

기 위한 적절한 인재를 보유했다고 상당히 자신하며 답

한 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귀하게 여기고 있

했다는 사실이다-그러나 또한 인재 문제가 골치 아픈 도

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전과제를 제기한다는 점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실제로,

단절은 임원들이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관

단지 15%의 응답자만이 직원 기량 집합의 구성을 획기

해 충분히 확신하지 못함을 시사하며-심지어 그들이 미

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동시에, 임

래에 더 상당한 투자를 계획 중임에도 그러하다. 그들이

원들은 적절한 인재의 발견, 훈련, 유지가 최고의 조직

조직을 점점 더 디지털화 되어가는 시대에서도 운영할

적 및 문화적 도전과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상호 연결된 기업으로 변환하려 노

3

혁신 역설. 임원들은 디지털 변환 추진계획이 주

력할 때, 임원들은 더 연결된, 반응성 높은, 지능적인 운

로 생산성 개선과 운영상 목표에 의해 추진된다고 답

영을 구현할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고-4차 산업혁명의

했다-본질적으로, 주로 같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첨단

약속을 진정으로 구현할 경로를 발견하게 된다.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이전의 딜로이트
연구를 지지하는 증거가 되는데, 진정으로 변환적인 기
회보다는 단기 사업 운영을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최소
한 초기에는-을 중심으로 한 폭넓은 패턴을 시사한다.4
하지만 혁신적인 기회는 풍부하며-무시해서는 안된다.
혁신에 대한 욕구 증가와 내부적인 전략 초점과 같은 다
른 요인들에 의해 추진된 조직도, 동등한 규모의 투자
수익을 보고했다.

연구에 관하여
기업들이 디지털 변환을 가능케 하기 위해 어떻게 인더스트리 4.0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딜로이트는 북남미,
아시아, 유럽의 11개국에서 361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2018년 봄 GE 디지털과 공동 주관
한 설문조사는 포브스 인사이트(Forbes Insights)에 의해 수행되어, 항공 및 방위, 자동차, 화학 및 특수소재, 산업재, 금속
및 광업, 석유 및 가스, 발전 및 유틸리티 산업 분야의 응답자들로부터 인사이트를 포착했다. 모든 설문 응답자들은 디렉터
이상의 직급이며, CEO(4%), CFO(13%), COO(9%), CDO(5%), CIO(7%), CTO(5%), CSCO(4%), 사업부서장(5%),
EVP/SVP(7%), 부회장(11%), 이그제큐티브 디렉터/시니어 디렉터(9%), 디렉터(21%)로 구성됐다. 모든 임원들은 연매
출 5억 달러 이상의 조직을 대표하며, 절반 이상(57%)이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가진 조직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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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변환에 대한
방어 위치

인

더스트리 4.0 기술은 기술적 역량과 조직적 범

CEO들은 심지어 더욱 냉담한 견해를 가졌는데, 단

위 모두에서 계속해서 진화 중이다. 동시에, 클

지 50%만이 수익성 유지에 있어 디지털 변환이 중

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이들 많은 기

요하다고 답했다.

술의 비용이 점점 더 적절해지고 그에 따라 모든 규모의
조직들에게 접근 가능해지고 있다. 5

이런 사고방식-운영 투자를 위한 디지털 변환에 집

이런 더 큰 역량과 낮은 비용의 결합은 아마도 디지

중하고,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강조하는-은 대부

털 변환에 더 호의적일 환경에 공헌해왔다. 그리고, 실

분의 리더가 운영 개선을 전략적 성장과 연계할 수 있지

제로, 딜로이트의 연구 결과는 디지털 변환에 대한 임

만, 이를 꼭 R&D 기반의 신제품 혹은 사업모델에 따른

원들의 긍정적인 견해가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바를 반

매출 신장과는 연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심지어 임원

영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문항이 그들의 관점과 가장 일

들이 운영 개선을 통해 상당한 시간 및 비용 절약을 낳

치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응답자의 94%가 디지털 변

는 디지털 변환을 실행할 때조차, 그들은 아마도 이를

환이 조직에 대한 전략적 최우선순위라는 데 동의했다.

더 높은 이익으로 지능적으로 변환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단지 응답자들이 이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

대신에, 이는 사업의 성장보다는, 보호를 의도한 '방어

해하는 듯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꼭 디지털 변환에 의

적' 투자로 비춰질 수 있다. 딜로이트의 『4차 산업혁명

해 가능해진 전략적 가능성의 영역을 완전히 탐색한다

이 여기 있다-당신은 준비되었는가?』 연구는 이런 사고

는 의미는 아니다. 딜로이트 설문결과는 일부 리더가 기

방식을 보충 설명해주는데, 많은 이들이 격변의 '근원'

술 변화의 급격한 속도뿐만 아니라, 이에 동반되는 새로

이 되기보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찾기

운 규칙과 도전과제를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점을 발견

때문이다.6

했을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는 이 점이 몇 가
지 방식으로 입증되었음을 목격했다:
·오늘을 위한 예산 책정. 디지털 변환에 있어, 대부
분의 응답자들이 운영 및 IT 예산의 상당히 많은 비

방어적인 사고방식을 초월하기 위한
도전과제

율을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반면 미래 R&D

10년보다 조금 더 전에는, 애널리틱스가 떠오르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만을 투자하고 있다고

트렌드였다.7 이제는 빅데이터, RPA, 센서 기술이 조직

말했다. 평균적으로, 기업들이 디지털 변환 추진계

들이 도입을 추구하고 있는 끝없이 확장 중인 기술 및

획에 대해 운영/IT 예산 중 30%(중간값)를 투자하

역량 목록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 8 이런 환경에서,

려 계획하지만-이에 대한 R&D 예산의 비율은 단지

조직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11%에 그쳤다.

도구를 결정하고, 우선 순위를 설정하며, 투자하는 일은

·수익성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강조. 이들 기술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조직들이 꼼짝하지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지 질문했을 때, 단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데, 자신들의 기술 사용을 현재 위

68%의 응답자만이 그렇다고 동의했다. 실제로,

치의 방어 및 유지에 국한시킴으로써 경쟁 압박을 피하

이는 제시된 모든 질문 중 동의율이 가장 낮았다.

고 있다. 선택 과부화의 행동학적 개념은 이러한 사고방

인더스트리 4.0의 역설

식에 신빙성을 부여한다.9 이는, 우리가 선택 가능한 너

당 부분이 사용중인 듯 보인다(60% 이상이 현재 그 기

무 많은 경로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새로운 선택도 아

술을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더 새로운, 미래 상태

예 미뤄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개념이다. 방어적 사고방

기술(클라우드 컴퓨팅같은)을 기존 플랫폼(ERP 및 데

식을 넘어서 나아가기 위해, 임원들은 몇 가지 주요 도

스크탑 PC 도구와 같은)에 통합해 이의 역량을 활용할

전과제를 직시해야 할지 모른다: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제시한다.

조직적 타성에 붙잡히다. 딜로이트의 최근 연구인 『4

추가로,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관한 신선한 접근법

차 산업혁명이 여기 있다-당신은 준비되었는가?』도 또

을 보유한 격변적인 경쟁자들의 등장은 더 확립되고, 오

한 많은 조직들이 타성에 붙잡힌 상태로 남아있고, 거

래된 조직들을 뒤에 남겨놓을 수 있다.11 그렇기 때문에,

기서 디지털 변환을 위한 미래 계획은 그들의 현재 목

조직은 이러한 방어적인 위치에서 미래 상태 기술을 기

즉, 그들은 첨단기술

존 도구와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는 더 선행적이고, 공

표를 긴밀히 반영함을 보여줬다.

10

을 새로운 사업모델과 제품을 구축하기 위해 배치하기

격적인 활용으로의 전환을 원할지도 모른다.

보다 주로 현재의 제품과 서비스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여전히 공통된 초점을 찾는 중. 응답자들에게 최상

서 간주했다(이 개념을 혁신 역설에서 더 살펴보겠다).

위 3가지 조직적 도전과제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을

딜로이트의 분석에서, 우리는 많은 조직들이 기존 시스

때, '적절한 인재의 발견, 훈련, 유지'가 목록의 최상위

템의 향상을 위해 투자 중임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대

를 차지했다(그림 1). 어떤 개인에게나 기술 변화의 속

부분 조직들이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해 데스크탑 PC

도에 발맞추는 일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할 만하다(상세

생산성 도구(87%)와 ERP(전사적 자원 계획) 소프트웨

한 논의는 인재 역설 부분을 참조). 적절하게 준비된 풍

어 애널리틱스(85%)를 사용했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

부한 인재 집단을 갖추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울

에 의해 향상된 일반적으로 오래되고 익숙한 조직적 도

수 있다. 게다가, 시장 변화에 적응하고 앞으로의 최선

구다. 물리적인 로봇(24%)과 센서 기술(26%)과 같

의 경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일은 상당한 난관을 이

은 다른 도구들은 더 새로우며-상당히 적게 활용된다.

룬다. 두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된 도전과제는 어떤 전략

확실히 실행에 있어 실용적인 접근법이긴 하지만, 구

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부적인 정합의 부재'였

시스템 개선과의 과도한 연동에는 위험이 따른다. 클라

고, '새로운 사업모델의 부상'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

우드 컴퓨팅 역량과 빅데이터 플랫폼은 응답자들의 상

었다. 이들 세 개념은 연결되어 있다: 적절한 사람들의

그림 1

디지털 변환의 추구에서 조직이 직면하는 최상위 3가지 운영적, 문화적,
환경적 도전과제는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당신의 조직이 디지털 변환 추진계획을 추구할 때 직면하는 가장 일반적인 운영적, 문화적,
환경적 도전과제는 다음 중 무엇인가?

35%

32%

27%

적절한 인재의 발견, 훈련, 유지

어떤 전략을 추구할지에 대한

새로운 사업 혹은 제공

내부적인 정합의 부재

모델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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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사람들의 배치없이혹은 어떤 전략이 올바른가에

1. 운 영 개선을 넘어 점진적으로 나아가기. 디지털 변환
은 개선된 제품 혹은 서비스의 형태를 취해 매출 성
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12 이는 사업모델의 즉각적인
점검을 요구하지 않고 그보다는 현재 제품과 서비스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새롭고,

의 진화를 필요로 한다.
2. 장 기적으로 투자하기. 단기적 목표의 추구에서 장기

익숙하지 않은 사업모델을

적 기회를 도외시하지 말라.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에
는 그 영향이 즉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변화를 수

추구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는

행하려 하는 의향이 필요한데-이는 많은 조직에게 어
려운 일이다. 실제로, 많은 디지털 변환 노력이 괜찮

않다 해도, 어려울 수 있다.

게 시작해서, 정체기에 도달한 후, 실패로 끝난다. 사
업은 단지 점진적인 개선만 이룬 채 일상으로 돌아가

배치없이-혹은 어떤 전략이 올바른가에 대한 명확한 합

는데, 연구 결과가 변환적 혜택이 발생하는 데는 시

의 없이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사업모델을 추구하는 일

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시사함에도 그러하다.13

은, 불가능하지는 않다 해도, 어려울 수 있다.

3. R&D 추진계획에 쓰일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기술적 복잡성이 리스크를 불러온다. 인더스트리

하라-뿐만 아니라 예산도. 이런 방식이 가장 일반적

4.0으로의 전환은 많은 조직들에게 낯설고, 더욱 미묘

일 수 있는 한가지 영역은 공급사슬인데, 이 지점에

한 리스크에 맞서도록 요구한다. 기술 관련 도전과제에

서 우리는 조직에 대한 미래 초점의 증가를 목격한다

관해 설문했을 때, 응답자들은 사이버보안(37%), 지적

(더 상세한 논의는 공급사슬 역설을 참조). 여기서,

자산 리스크(27%)를 두 가지 최상위 문제로 꼽았다.

다수의 디지털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기회가 존재

이들 문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한다.

이들이 새로운 수익 흐름-그리고 새로운 잠재적 위협에
의 직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의 대안적 사용을 추구
하는 일이 그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지 모른다.

작게 시작해서 '방어적인' 지출을 넘어 확장하면 새
로운 조직적 역량을 개방하고 혁신을 향한 경로를 따라
조직을 움직일 수 있다. 실행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성

디지털 변환에 관해 전략적으로 사고하기

공 위에 연이어 구축하면 미래 사업모델을 위한 길을 닦
을 수 있다-동시에 조직이 기술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해

지금은 흥미진진한 시대다. 조직이 디지털 변환을 최
상위 전략적 목표로 포용하는 시대에 빠르게 도달하는
일은 작은 성취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잡성과
기회 모두의 증가가 뒤따른다. 비록 조직이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기존 운영을 위해 배치함으로써 거의 확실
히 이득을 볼 수 있긴 하지만, 디지털 변환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의 완전한 범위를 실현하고 전략을 추진하
기 위한 무수히 많은 경로가 존재한다. 디지털 변환 전
략에 대한 '방어적'인 접근법을 넘어 나아가기 위해, 조
직은 다음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

줄 수 있다.

인더스트리 4.0의 역설

공급사슬 역설
높은 우선순위, 낮은 이해관계자의 관여

우

리가 흔히 인더스트리 4.0과 결부하는 디지털

지 않으며-공급사슬 리더를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여시

시대 훨씬 이전부터, 공급사슬은 산업 조직의

키지 않을 수 있다.

생명선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수십여 년 동
안, 공급사슬은 점점 더 세계화되고 복잡해졌는데, 많
은 부분이 첨단의 디지털 및 물리적 기술 덕분에 가능해

디지털 조직에서 공급사슬의 역할

졌다. 이들 기술은 또한 공급사슬이 덜 선형적이고, 더

딜로이트의 설문결과는 공급사슬이 디지털 조직에

상호연결되며, 변화에 더 반응적인 무언가로 진화하도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시사한다. "미래 [디지털]

록 해줬다. DSN(Digital Supply Network)으로 알려

투자에 있어 무슨 기능을 우선시하는가"라고 질문했을

진, 이 새롭고, 네트워크화된 공급사슬은 이해관계자들

때, 전체 응답자 중 62%가 이를 선택해, 공급사슬이 전

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거래하는 방식을 재형성해왔다.

반적인 최우선 답변으로서 떠올랐는데-계획, 제품 설계

DSN의 부상은 공급사슬이 더 전략적으로 중요한 조직

를 앞섰고, 스마트팩토리를 큰 차이로 앞질렀다. 최고경

의 구성요소가 되도록 만들었는데-이는 더 정보에 기

영진 임원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간극은 심지어 훨

반한 의사결정과 더 유연하고, 반응적인 조직을 가능

씬 넓어졌다.15

케 했다.

14

디지털 변환에 대한 토의에서 공급사슬이 중요한 역

하지만, 조직의 현실이 디지털로 연결된 공급사슬

할을 한다는 또 다른 징후는 대부분의 조직이 실제로 디

의 새로운 전략적 역할과 혁신을 추진하는 이들의 잠

지털 변환 노력을 진행하는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 지표

재력을 과연 따라잡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남는

에서, 공급사슬은 고위경영진 응답자들에게 가장 높은

다. 어떤 면에서는, 딜로이트의 설문결과
가 디지털 공급사슬에 대한 투자의 전략
적 필요성을 확인해 주는 듯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는, 설문결과가 또한 공급사슬
이 특별히 강력한 혁신의 동인으로서 비
춰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게다가,
설문결과는 CSCO(Chief Supply Chain
Officer, 공급사슬 최고 책임자)-공급사
슬 전략 및 일상 운영의 표면적 리더-가
디지털 변환 투자 의사결정의 형성에서
보통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만을 수행함을

조직은 디지털 변환 노력에서
공급사슬을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이를 디지털 혁신의 동인으로서
간주하지 않으며-이의 리더를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여시키지 않을 수 있다.

밝혀줬다.
따라서 충격적인 간극이 존재할지 모른다: 조직은
디지털 변환 노력에서 공급사슬을 상대적으로 중요하

점수를 받았고 전체적으로는 세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
록했다(표 1).

다고 여기지만 이를 디지털 혁신의 동인으로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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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슬에서 공급사슬과 운영/생산 간의 밀접한 기능적

표1

공급사슬은 디지털 변환 노력이 진행 중
인 영역에서 최우선 항목들 중 하나다

관계를 감안할 때 이런 반응은 특히나 놀랍다.

현재 어디서 디지털 변환 노력을 진행 중인가?

우선한 응답자들도 이보다 단지 약간 높은 수준인 38%

전체 응답자 중 단지 34%만이 공급사슬을 혁신의
동인으로 본 반면, 미래 디지털 투자에 있어 공급사슬을
만이 같은 응답을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하위집단이 미래 공급사슬에 대한 디지털 투자를 이미

총 응답자 비율

계획
영업

강조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더 높은 비율이 기

67%

대됬을 수 있다. 게다가, 미래 디지털 투자에 대해 공급

64%

으로 바라보는 전체 응답자들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각

사슬을 우선한 이들도 운영/생산을 혁신의 선도적 동인
각 59% 대 57%).

공급사슬

63%

그러면 공급사슬 디지털 투자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
와 혁신의 원천으로서 공급사슬의 중간 수준에 불과한

마케팅

62%

작업 현장 생산

60%

물류 입/출고

60%

제품 설계

58%

다. 이는 놓친 기회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DSN의 출현

고객/현장 자산 지원

58%

문이다.16

스마트설비

58%

인재/HR

58%

지위 사이의 간극은 왜 존재하는가? 대부분의 조직이
공급사슬을 디지털 변환 추진계획의 핵심 요소로서 우
선하는 듯 하지만, 그들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이의 잠
재력을 아직 완전히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우
리가 혁신 역설 부분에서 더 깊이 살펴볼 발견 사항이
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혁신적인 기회를 가능케하기 때

CSCO의 기이한 실정
현대적 공급사슬의 점점 더 커지는 전략적 역할은
임원진에 새로운 자리를 추가해왔다. 이 새로운 역할

참조: 위의 비율은 최상위 두 가지 항목의 선택에 근거(1-5 척도에서,

은 조금씩 다른 명칭으로 불릴 수 있는데, CSCO(Chief

'4'와'5'를 선택한 경우를 합친 결과)

Supply Chain Officer)라고 알려진 경우가 많다. 공급
사슬 리더에게 간주되는 책임에는 일상적인 공급사슬

공급사슬은 혁신의 동인으로
여겨지지 않음

운영의 전술적 관리와 어떻게 공급사슬을 더 큰 디지털
조직에 적합하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전략적 비전 모두
가 포함된다.

지금의 높은 순위 그리고 계획된 디지털 변환 자본투

조직의 고위 직급에서 CSCO(혹은 동등한 직위)의

자 실행에도 불구하고, 공급사슬은 혁신의 중심으로서

존재는 첨단 연결기술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해 왔다. 한

인식되지 않는 듯 보인다. 가장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4년에는 포춘 500 기업 중 단

직능이 무엇인지에 관해 응답자들의 생각을 질문했을

지 8%만이 공급사슬 전체를 책임지는 단일 임원을 뒀

때, 공급사슬은 34%로 중간 집단에 속해-정보기술 그

었다. 2016년까지, 그 수치는 68%로 증가했다.17

리고 운영/생산보다 훨씬 뒤처졌다. 총괄적인 제조업 가

응답자들의 디지털 변환 우선순위와 활동에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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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의 순위가 두드러진다는 이런 외
견상의 증거를 감안할 때, CSCO 또한
디지털 변환 기술에 대한 어느 투자 의
사결정에서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함
이 합리적일 터이다. 하지만, 설문결과
는 그렇지 않다고 시사한다.
전체 응답자들 중 단지 22%만이
CSCO가 주요 의사결정자이거나 혹은
의사결정 과정에 고도로 관여한다고

DSN은 공급사슬의 종단 간 투명성을
지도할 수 있는 진정으로 혁신적이고변환적인-기술의 사용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말했다. 실제로, 응답자들은 CSCO에
게 어느 다른 고위경영진 임원보다도 낮은 순위를 매겨,
각 사업 영역의 비고위경영진 리더들과 비슷한 등급으

그렇다면, 왜 이런 외견상의 역설이 존재하는가? 몇
가지 가능성이 대두된다:

로 보았다. 상당히, 또한 공급사슬 임원들 스스로가 자
신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자라고 인식하는 듯 보인

·CSCO는 새로운 역할이다. 고위경영진의 상대적으

다. CSCO라고 파악된 15명의 응답자 중 아무도 CSCO

로 새로운 일원으로서, CSCO는 아마도 더 확립된

가 중요 의사결정자이거나 혹은 의사결정 과정에 고도

다른 직책들이 향유하는 업무 대표성을 아직 가지

로 관여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지 못했을지 모른다-그 역할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추가로, 디지털 변환 투자 의사결정에서 각자의 개

공급사슬에 대한 디지털 투자가 최우선순위라 해도

인적인 관여 수준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말이다. 이런 이유로, CSCO를 포함해, 일부 임원

CSCO들은 다른 고위경영진 임원들보다 자신들에게 훨

들은 어쩌면 CSCO 역할이 무엇인지 혹은 이의 권

씬 낮은 순위를 매겼다. 고위경영진 응답자(CSCO 제

한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외)들 중 90%보다 약간 더 많은 비율이 개인적으로 의

인정하지 못하는지 모른다.

사결정에 고도로 관여하거나 혹은 중요 의사결정자라

·공 급사슬에 대한 관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디지털

고 말했다. 비고위경영진 응답자 중에서는 37%가 그

시대에서, 공급사슬은 그 어느 때보다 조직의 전반

렇게 답했다. 하지만 단 1명의 CSCO도 그렇다고 말하

적인 사업 전략에 통합된 상태다.18 그러나 관념이

지 않았다.

현실에 뒤처진 경우가 많고, 고위경영진 중 일부는
어쩌면 어떻게 공급사슬이 최근 몇 년 동안 혁신을

공급사슬 역설

위해 무르익은 영역으로 진화해 왔는지를 아직 완
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공급사슬의 어

여기에 공급사슬 역설이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공

중간한 상태가 명백해지는 동안에 말이다. 그러한

급사슬이 미래 디지털 투자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역할

관념 문제-그것이 존재하는 정도까지-는 또한 조직

을 담당하는 듯 보이고, 응답자들이 디지털 배치 추진

의 전략적 계획과 관계된 문제에서 CSCO의 목소리

계획을 이미 진행 중인 곳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선택됨

를 듣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사슬이 혁신

·CSCO처럼, 비고위경영진처럼. CSCO는 디지털

의 강력한 동인이라고 널리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리

기술 투자 의사결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고 CSCO-전체 공급사슬을 책임지는 단일 임원-는 디

듯 보이는데, 미래 디지털 투자에서 열쇠라고 여겨

지털 투자 의사결정에서 단연코 가장 적게 관여하는 고

지는 영역에 CSCO가 일상적으로 관여함에도 그러

위경영진 임원이고, 전체 임원들 중에서도 가장 적게 관

하다. 이는 어쩌면 심지어 더 큰 역설의 일부일 수

여한다.

도 있다: 아마도 디지털 기술의 구현을 가장 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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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다고 여겨지는 이들-즉, 고위경영진 외부에서

한다. 그러한 행동은 전문가들이 자신이 내리는 의

실질적인 일상 사업 운영을 지도하는 이들-은 기술

사결정의 더 큰 전략적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가장 적게 관여한다고 답했다.

목표가 조직의 더 큰 전략적 목표와 조화되는 공급
사슬의 문화로 변환될 수 있다.

공급사슬의 승격과 역설의 축소
딜로이트의 설문결과는 미래 디지털 투자 우선순위
에서 공급사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또한 공
급사슬이 혁신의 강력한 동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CSCO의 발언권이 적다는 점도 강조해 보
여준다. 조직은 이런 단절의 조정을 위한 몇 가지 단계
를 취할 수 있다:
·공급사슬의 증가하는 전략적 중요성-그리고, 추가
로, 이를 운영하는 이들을 검증하기. 딜로이트의 설

·디 지털 공급사슬망에 내재된 디지털 주도적인 혁신
을 위한 기회를 활용하기. 대부분의 조직이 디지털
변환을 위한 투자에서 공급사슬을 최상위 영역으로
서 우선순위를 설정하지만, 이를 혁신을 위한 영역
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훨씬 낮다. 그러나 DSN은 공
급사슬의 종단 간 투명성, 지능적인 최적화, 그리고
유연하고, 지능적인 의사결정을 지도할 수 있는 기
술의 진정으로 혁신적이고-변환적인-사용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19 실제로, 그러한 사용은
단순한 기회를 넘어 확장된다. 디지털 시대에서, 이
는 필수과제다.

문결과는 공급사슬의 중요성이 디지털 기술의 구
현에서 두드러진다고 시사한다-현재 그리고 앞으
로도 말이다. 기업은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
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직은 공식적으로
CSCO의 지위를 승격시키고 CSCO-그리고 고위경
영진 외부에서 디지털 기술의 구현과 운영을 피부
로 느끼면서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이들-에게 의사
결정 발언권을 부여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사고하도록 미래 CSCO를 훈련시키기.
CSCO는 공급사슬 조직의 보호와 육성에 초점을 맞
춘다. 만약 기업이 전략적인 CSCO를 원한다면, 공
급사슬 조직이 전략적으로 사고하도록 훈련시켜야

위의 그리고 다른 절차들이 조직이 공급사슬 역설이
제기하는 불일치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급사슬 연결성에 대한 투자로부
터 더 많은 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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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역설
최적화와 미지의 영역 간의 균형

조

직이 디지털 변환 계획 투자를 추구할 때, 스스

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혁신을 미래의 일부로

로가 갈림길에 처했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 우

만드는 게 성공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선 현재 프로세스에서의 더 큰 효율성 추구에 초점을 맞

않음이 어쩌면 뒤처짐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춘, 대부분의 조직은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주로 이미
실행 중인 일을 개선하는 데 이용한다. 다시 말해, 조직
의 디지털 변환 추진계획은 주로 생산성 및 운영 목표에

디지털 변환 투자의 동인

의해 추진된다: 현재 목표를 달성한다. 하지만 더 빠르
고, 더 낫게 말이다.

디지털 변환에 있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기업이 혁신보다는, 주로 현재 프로세스의 개선에 의해

이는 타당한 목표다: 인더스트리 4.0이 주도하는 혁

추진된다고 밝혔다(표 2). 실제로, 대략 두 배 가량 많

신을 추구하기 위해 미지의 영역을 통한 새로운 길을 열

은 응답자들이 혁신에 대한 욕구, 경쟁 압력, 심지어 고

기 전에, 조직은 먼저 굳건한 기반을 구축하고 자신을

객의 요구에 의해서보다 생산성 및 운영상의 목표에 의

앞으로 추진시켜줄 적절한 인재를 발견하며 훈련시키

해 추진된다고 답했다. 추가로, 이러한 경향은 둔화되는

길 원할 수 있다. 하지만, 기회는 또한 혁신 속에 존재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내년에 디지털 변환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을 가진 이들은 더욱더 운영상 목표
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이들의 비율은 52%

조직의 디지털 변환 추진계획은 주로

에 달해 단지 보통 수준의 투자 증가(45%)

생산성 및 운영 목표에 의해 추진된다:
현재 목표를 달성한다.
하지만 더 빠르고, 더 낫게 말이다.

혹은 동일 수준 유지를 계획(36%) 중인 이
들보다 많았다.
이런 접근법-혁신으로 이동하기 전에 현재
활동의 간략화부터 시작-은 산업 전반에 걸쳐
유효한 듯 보이고 이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한
특정 산업들에만 국한되지 않은 듯하다. 실제
로, 딜로이트의 전 세계적인, 교차 산업적 연

다. 딜로이트의 설문결과는 높은 ROI가 생산성에 대한

구인 『4차 산업혁명이 여기 있다-당신은 준비되었는가?

투자만큼이나 혁신에 대한 투자로부터 얻어질 가능성이

』는 많은 임원들이 인더스트리 4.0 변환에 있어 가치 창

크다는 점을 발견했고-많은 조직이 생산성 그리고 운영

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보다는, 계속해서 전통적인 사업

주도적인 추진계획으로부터 혜택을 봄에도 불구하고 혁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20

신 주도적인 디지털 변환 계획을 손대지 않고 내버려 둘

심지어 디지털 변환으로부터 상당한 ROI를 실현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로, 인더스트리 4.0 주도적인

조직에 속한 이들조차 생산성 및 운영상 목표에 의해

새로운 역량에 대해 그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투자 내역,

주도되었다고 답했고-오히려 일반적인 응답자들보다도

혹은 투자 고려 내역과 결부된-응답자들의 성숙도 수준

더욱 그러했는데, 이는 아마도 디지털 변환을 위해 이러

자체 보고 결과는 임원들이 더욱 디지털화된 발전된 미

한 초기 영역에 초점을 맞추면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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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디지털 변환은 혁신을 위한 욕구보다는 현재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한 욕구에 의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조직에서 디지털 변환 추진계획을 추진하는 최상위 요인은 무엇인가?

생산성 목표(예. 개선된 효율성)

50%

운영상 목표(예. 줄어든 리스크)

47%

고객의 요청

36%

내부 전략 초점

29%

경쟁 압력

29%

혁신에 대해 증가한 욕구

23%

직원의 요청

19%

이해관계자의 관여/요구

19%

공급자의 요청

19%

협력사의 요청

15%

규제 압력

13%

참조: 응답자들은 디지털 변환 추진계획을 추진하는 요인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해달라고 요청받았다.

는 상당한 이익을 산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 추진계획만큼이나 상당한 ROI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

하지만, 관점의 변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밝혀주는

음을 시사한다. 분명히, 인더스트리 4.0으로의 전환을

듯 보인다: 혁신에 의해 추진된 이들이 디지털 변환으로

현재 프로세스의 개선부터 시작함은 건전한 접근법이

부터 상당한 ROI를 달성할 확률은 운영 및 생산성 목표

며 미래 혁신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생성할 수 있다. 게

에 의해 추진된 이들과 거의 동일했다. 생산성 목표에

다가, 그렇게 하면 조직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의해 주도된 이들 중 57%가 상당한 ROI를 실현했고,

에 대해 명확한 지도를 작성하고, 인접 영역을 조명하

운영상 목표에 의해 주도된 이들은 56%, 혁신에 의해

며, 혁신을 위해 정보에 기반한, 더 목표 설정된 경로를

주도된 이들은 51%였다.

생성함으로써 혁신을 위한 핵심 기회를 조명할 수 있다.

이는 존재하는 혁신 기회가 운영 및 생산성 주도적

이미 이런 종류의 진보가 성공한 모습을 목격할 수

인더스트리 4.0의 역설

있는데, 일부 제조기업이 먼저 그들의 자산이 이미 생
성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투자 및 기회
에 대해 어떤 공백 영역이 존재하는지 알아냄으로써 스
마트팩토리의 변환을 시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21
하지만, 혁신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혁
신은 경쟁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방식으
로 스스로를 차별화하도록 조직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

앞으로 3년안에, 응답자의
57%가 센서화를,
56%는 물리적 로봇을,
50%는 RPA를 계획 중이다.

이다.22
래를 준비하고 있다.

성숙도와 미래 혁신

증가한 데이터 규모에 대비하기. CMMS(Compu
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s, 전산

조직들은 사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역량을 구축하
고 확대하는 서로 다른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응답자들
은 운영 주도적인 기능에 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성숙
도를 보고했다: 공급사슬(32%), 계획(31%), 마케팅
(30%)이 다수의 공장에 대한, 확장된 솔루션의 가장
높은 수준을 보고했다.
하지만, 생산성 혹은 혁신을 추진하는 경향을 가진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성숙도가 낮았다: 공장 현장 생산,
제품 설계, 스마트설비, 고객/현장 자산 지원 등이 그런
사례다. 이들 영역은 일반적으로 첨단기술과 역량을 대
규모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들은 과거에는
아마 연결되지 않았던 많은 다양한 물리적 자산과 시스
템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23

화된 설비 관리 시스템)와 클라우드 컴퓨팅 역량을 응답
자의 2/3가 사용 중이지만 다음 1에서 3년 내에 거의 모
든 이들이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모바일 현장 관
리, 데이터 시각화, 대규모 데이터 관리를 위한 빅데이
터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이는 연결성을 향한 움직임과
늘어난 데이터 규모를 처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준비가
이뤄짐을 시사한다.
데이터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고-더 사용성 높
게 만들기. 첨단기술은 투자 우선순위로 남아있다. 하
지만 인재 역설에서 주목했듯이, 사용자 경험 및 사용
자 인터페이스 담당자의 구인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는
또한 기술의 사용성을 향한 초점의 이동을 시사한다. 따
라서, 대부분의 조직은 디지털 변환적인 역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

기술의 현재 활용그리고 미래 투자 계획

비하고 있다.
첨단기술에 대한 높은 투자 계획. 일부 새로운 기술
이 상대적으로 목록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첨

어떻게 조직이 기술을 활용하느냐에 대해, 대부분

단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시각화 스캐닝, RPA, 센서,

의 초점이 보다 '전통적인' 기술에 놓여 있는 경향이 컸

물리적 로봇-이들에 대한 투자 계획은 많아서, 디지털

는데, 이는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기 전에 디지털 변환

변환의 목표가 아마도 미래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

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주제의 반복이다. 하

한다.

지만, 동시에 더 발전된 연결 역량에 대한 투자가 미래

채택에 있어 산업별 차이. 산업별 데이터를 조사한

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앞으로 3년안

결과는 몇몇 주목할만한 차이점을 밝혀줬다. 예를 들

에, 응답자의 57%가 센서화를, 56%는 물리적 로봇

어, 제조업의 응답자들은, 다른 산업의 상대방들보다 현

을, 50%는 RPA를 계획 중이다. 이는 혁신을 향한 움직

재 많은 기술의 사용 수준이 낮다고 답했다: 81%가 데

임이 혁명이기보다는, 지속된 진화의 일부로서 금방 일

스크탑 PC 생산성 도구를 사용한다고 답해, 광업과 석

어남을 시사하며, 응답자들은 그 어느때보다 연결된 미

유 및 가스 업계 응답자의 94% 이상과 비교됐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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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가 CMMS를 이용한다고 답해, 광업과 발전 및 유

·생 산성과 운영에 투자하는 (아마도 반응적인) 경향

틸리티 업계 응답자의 75%와 대비됐다. 하지만, 제조

성을 인식하라. 관찰된 높은 만족도를 감안할 때,

업자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센서 사용을 보고했다. 발

이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운영 주도적

전 및 유틸리티 업계 응답자들은 현재 빅데이터 플랫폼

인 디지털 변환이 성공을 낳을 수 있긴 하지만, 검증

(68%), 첨단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62%), 클라우드

된 사안의 지속적인 진화에만 집착하면 기회를 손

컴퓨팅(72%), 모바일 현장 관리(72%)의 높은 사용율

대지 않은 채 방치할 수 있다.

을 보고했다. 이들 기술의 사용은 아마도 각 산업의 다

·어 떻게 기반이 되는 투자가 진정한 혁신을 위한 기

양한 복잡성을 반영한 결과일 텐데, 그것이 제조업의 분

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생각하라. 근본적인 운영상

산화 속성 혹은 광업과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원격 모니

목적을 위한 디지털 변환의 강력한 기초는 혁신에

터링 필요성이건 간에 말이다.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변

대한 핵심 여백 공간을 계속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환적인 혁신을 향한 단일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반 투자에서 얻은

은 자신이 속한 산업의 복잡한 니즈에 가장 적합한 기술

인사이트를 이용해 혁신을 위해 더 정보에 기반하

을 채택할 수 있다.

는, 목표 설정된 경로를 생성하라.
·움 직여라-왜냐하면 다른 이들도 계획 중이기 때문

혁신 역설을 정복하기
조직들이 디지털 변환적인 기술의 채택을 조직 내
에서 추구함에 따라, 혁신에 대한 잠재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큰 상황이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기업이 현재 운영
및 프로세스의 개선과 미래 발전을 위한 강력한 기반의
구축을 의도하는 활동에 의해 추진되며-그리고 그 활동
을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들이 디지털
변환을 계속할 때, 조직은 단지 현재 프로세스의 개선보
다는, 혁신의 추진을 위한 기술 사용이 강력한 성장 전
망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혁신을 디지털 변환 전략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조
직은 다음을 행할 수 있다:
·미지의 것에 편안해져라. 운영과 프로세스가 중요
하긴 하지만, 혁신 주도적인 디지털 변환적 기술의
활용도 강력한 ROI를 산출할 가능성이 동등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혁신 공간에 기회가 존재할 수 있
다. 조직은 단지 기술의 강력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또한 진정으로 혁신적인
새로운 접근법과 우선순위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다. 더 혁신적인 영역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
숙도와, 이와 결부되어 첨단기술의 활용을 위해 도
구에 투자하는 더 높은 수준의 계획은, 많은 조직들
이 디지털 변환의 성숙 궤적을 따라 더 멀리 나아가
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기대하는 역량에 투자를 계획
중임을 시사한다. 투자에 실패하는 이들은 뒤처질
위험이 있다.
·더 큰 ROI를 향한 로드맵을 구축하라. 당신이 속한
산업 내에서의 디지털 변환의 맥락과 인더스트리
4.0 기술의 활용뿐만 아니라, 또한 조직을 더 높은
ROI의 미래로 추진하기 위해, 이미 수행한 기술 투
자도 고려하라.
리더는 조직의 성장을 추구할 때 많은 선택지를 가
진다. 손끝에 위치한 수많은 디지털 변환의 대안을 고려
하는 과정에서, 혁신이 목록의 최상위에 자리해야 한다.

인더스트리 4.0의 역설

인재 역설
기술적으로 발전한, 직관력은 제한된

디

지털 변환의 시대에서, 개인들이 진화하거나,

그들이 속한 조직에서의 인재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

혹은 최소한, 조직이 실행을 고려하는 기술에

친다. '고급 사용자'와 초보자들을 구분하건 혹은 높은

발맞추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모습은 아마도 그다지

ROI를 가진 조직과 그 분야의 다른 조직들을 비교하건

놀랍지가 않을 것이다.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와 딜로이

간에, 이들 기술의 인지된 접근성이 계속해서 인재 인식

트의 2018 디지털 비즈니스 글로벌 임원 설문조사 및

에 영향을 미치는 듯 보인다.

연구 프로젝트는 이런 감상을 강화해 주는데, 설문 응답
자의 90%가 최소한 연단위로 자신들의 기량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 보았고-그들 중 절반은 그런 개발을 연중
계속되는 지속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했다. 24

'고급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하기
1970년대 중반, 개인용 컴퓨터(PC)는 하드웨어와

이런 '개발에 집중하는' 분위기에서의 운영은 우리

코딩의 기술적 미묘함을 즐기는 취미가들의 몫이었다.

설문조사의 첫번째 발견 사항을 매우 놀랍게 만든다:

이들은 기술적으로 명민한, 열광자들의 틈새 집단이었

361명의 응답자 중에, 85%가 자신의 조직이 '디지털

다. 컴퓨터가 더 직관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환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노동

(GUI, Graphical User Interface)를 제공하기 시작하

력과 기량 집합'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자, PC는 좀 더 개인화되었다.26 소규모 기업부터 교실

매우 높았다. 그러나, 좀 더 파고들어 참가자들에게 어

까지, 채택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떤 운영 및 문화적 도전과제에 조직이 가장 일반적으로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이야기도 어쩌면 컴퓨터의 초

직면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적절한 인재의 발견, 훈련,

기 여정과 궤를 같이하는지 모른다. 딜로이트의 분석에

유지가 제1의 도전과제로 거론됐다(응답자의 35%).25

서, 우리는 인재 관점을 이들 디지털 기술과의 자가 인
지된 상호작용에 따라 분리해 보았다(

디지털 기술의 인식된 접근성이 계속해서

그림 2). 그 결과는, 상당히 극단적인데,

인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듯 보인다.

할수록, 그들이 조직의 현재 인재 상태

더 많은 응답자들이 이들 기술을 사용
에 대해 만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밝혀줬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이러한 반응을 나란히 놓고 보면 흥미로운 역설이 나

매일 이들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이들(그림 2에서 '5'

타난다. 어떻게 개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바로 그 노동

로 표시된)은 자신의 조직이 적절한 인재를 보유했다고

력과 기량 집합을 갖췄다고 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인재

92%가 생각했지만, 반면 디지털 기술과의 상호작용이

를 찾고 훈련하는 일이 제1의 도전과제라고 압도적으로

적거나 없는 이들(그림 2에서 '1' 또는 '2')이 보는 인재

말할 수 있는가?

와 육성 사이의 간극은 가장 컸다(단지 43%만이 현재

해답은 이들 디지털 기술의 인지된 접근성에 놓여

적절한 인재를 보유했다고 믿음).27

있을지 모른다: 개인들이 이들 기술을 다루기 위한 자신

자신의 기술과의 관계를 통해, 임원들은 이들 기술이

들의 개인적인 상호작용과 능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스스로 다루고 실행할 수 있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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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가-어쩌면 더 직관적인 설계의 작은 도움을 받아-라고

기술 구현의 실패가 기술이 작동하지 않아 그러는 경우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조직 내부의 가장 큰 인재 필요

는 거의 없고 그보다는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려 들지 않

성을 평가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남을 목격했다. 응답자

거나, 혹은 사용하기 너무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어 실

들에게 어디에 인재가 가장 필요한지 질문했을 때, 압도

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28 이와 같이, 조직은 자사의 폭

적으로, 사람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지적했다.

넓은 운영 전반에 걸쳐 디지털 변환 역량을 제공하며-그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인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리고 사람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기꺼이 사용하도록

인식한 응답자들 중 거의 17%가 이를 위해 예산을 잡

확실히 할 수 있다.

지 않았다(다음으로 필요성이 높았던, 기계 수준에서의
통제 장치보다 1.85배 높은 수치). 실제로, 응답자 중
단지 1/3만이 조직이 이미 충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성장을 유지하는 데는 인재가 필요하다

설계 인력을 갖췄다고 믿었다. 이는 다른 3가지 인재 유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는 데 더 성공적인

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 개

조직일수록, 적절한 인재를 보유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발, 기계 수준에서 통제 장치, 이들 영역은 최소한 46%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변환을 통해 상당히 높

의 응답자들이 충분한 인재를 보유했다고 응답했다.

은 ROI를 달성한 조직을 그 분야의 나머지 조직들과 비

인재 문제를 넘어서, 개인들은 또한 접근성을 더욱

교했을 때, 인재에 대한 걱정이 성공과 함께 늘어나는

높여주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바라는 듯하다. 예를 들

듯 보인다는 점이 목격됐다. 적절한 인재의 발견, 훈련,

어, 인재 역설에 대한 딜로이트의 논의에서, 우리는 많

유지가 도전과제라고 응답한 설문대상자들 중에, 39%

은 응답자들이 점점 더 데이터 시각화 기술과 빅데이터

가 디지털 변환을 통해 상당한 ROI를 달성했다고 보고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임을 목격했는데-이들

해, 보통 혹은 낮은 수준의 ROI를 보고한 이들의 31%

기술은, 인사이트의 이해와 이에 기반한 행동을 쉽게 만

와 대조적이었다.

들어주는 디지털 기술이다. 우리는 사용자 설계 인재에

만약 더 높은 ROI가 더 큰 디지털 변환 성숙도를 가

대한 강조와 결합된, 초점 영역으로서 기술의 가용성을

리킨다면, 다음 진화는 사용자를 위한 접근성일 수 있

향한 상대적으로 분명한 전환을 목격했다. 연구결과는

다. 실제로 쌓여가는 많은 문헌들이 더 나은, 더 직관적

그림 2

그들의 일상 역할에서 기술이 필수적인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또한
그들의 조직이 적절한 인재를 보유했다고 더 확신한다
일상적으로 디지털 변환/인더스트리 4.0 주도적인 기술을 사용 혹은 사용을 관리하는 데
얼마나 개인적으로 관여하는가?
나의 조직은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노동력과 기량 집합을 보유했다.
1 혹은 2: 이들 기술은 나의 일상 역할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다

43%
3

78%
4

87%
5: 이들 기술은 나의 일상 역할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92%

인더스트리 4.0의 역설

17%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인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응답자들 중
거의 17%가 이를 위해 예산을 잡지 않았다- 이는 다음으로 필요성이
높았던, 기계 수준에서의 통제 장치보다 1.85배 높은 수치다.

인 설계가 이러한 역량을 열어주는 '최종단계'라고 시
사한다.

29

딜로이트의 2018년 『4차 산업혁명이 여기

은 직원들은 이의 혜택에 관해 어느 정도의 의구심
(혹은 혼란)을 가지고 반응할지 모른다.

있다-당신은 준비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거기서 임

·디 자인을 위한 채용. 더 나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

원들은 이들 기술을 대부분 운영 목적으로 적용한다고

계가 직원들이 이들 디지털 기술과 더 잘 관계하게

밝혔지만, 인더스트리 4.0 사회의 구축-그리고 노동력

해주는 채널로서 작동할 수 있다. 추가로, 설계가

의 구인에는 더 나은, 더 사용자 친화적인 인간과 기계

더 직관적일수록, 일반적으로 더 큰 기술적 기량을

사이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더 광범위한 접근법을 필요

가진 새로운 인재를 찾을 필요성이 줄어든다. 많은

로 한다.

30

설문 응답자들이 사용자 디자인 관련 인재에 대한

높은 ROI를 가진 이들 조직은 어쩌면 인재를 조직의
디지털 기술을 새로운 정교화 수준으로 상승시키고 유

예산을 할당 받지 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는 특
히 중요하다.

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는지 모른다. PC의 발달 기

·성 공의 유지에는 인재 개발에의 지속적인 투자가

간 동안처럼, 더 나은 디자인은 이미 자리한 기술적 역

필요하다. 만약 접근성이 도입에 있어 핵심이라면,

량이 발휘되도록 해줄 수 있다. 최근 GE는 제트엔진과

리더는 이들 향상된 기능의 사용과 상호작용을 위

MRI 기기와 같은 제품이 이제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가

해 사람들이 적절한 도구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

되고, 지식의 흡수와 사용의 용이성이 성공적인 도입에

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접근성과 디

중요해짐에 따라 디자인을 강조해왔다.

31

자인에서의 이러한, 고무적인 경향은 기량 집합과
직원들의 완전한 변화를 선택하기보다는 이들 기술

명확한 인재 그림
사실, 더 낫고, 더 많은 기량을 갖춘 인재에 대해 항
상 존재하는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욕구 증가가 이들 역량에의 더 나은 접근성
을 원하는 수요를 조직 전반에 걸쳐 증가시키고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임원들이 일선의 리더십과 직접
협업함으로써 이들 디지털 역량의 개방을 도울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을 토의하는 데 있어, 인재의 다음

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훈련과 인재에 대한 투자
가 조직에 더 유용함을 시사한다. 이들 선행투자는
조직 전반에 걸쳐 이들 기술의 도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말이다.
접근성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조직은 기존 직원들을
더 잘 이용하고 기량을 향상시켜 인더스트리 4.0 기술
과 상호작용하며 완전한 역량을 개방할 수 있다.

3가지 측면을 고려하라:
·이들 역량을, 직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구축
하라. 이들 기술은 기업 사용자들을 위하기보다는
협력해서 함께 구축했을 때 가장 잘 작동하는 경향
이 있다.32 디지털 통합과정에 완전히 몰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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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디지털-물리 고리를 중심으로
현재 인더스트리 4.0 역량의 모습

기

업의 리더가 디지털 변환에 관해 얘기할 때, 그

딜로이트의 디지털 변환 설문결과는 무엇이 조직

들은 자주 '인더스트리 4.0'이란 용어를 연달

의 디지털 변환 노력을 추진하는가와 그리고 어떻게 그

아 사용하곤 한다. 실제로, 이들 두 개념은 같이 간다고

들이 이 고리를 헤쳐 나가고 있는가에 관한 더 깊은 이

주장할 수 있다. 딜로이트는 인더스트리 4.0을 영속되

야기 모두에 대해 통찰을 제공한다: 연결기술로부터 도

는 순환주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물리적 활동의 추진

출된 데이터의 실제 생성, 사용, 그리고-가장 중요하게

을 위한 서로 다른 많은 원천 및 장소들로부터의 디지

는-그에 기반해 행동하는 능력에 관해 말이다. 물리-디

털 정보의 통합이라고 설명해왔다. 이 순환주기 전반에

지털-물리 고리의 각 단계를 완전히 활용하는 이런 능력

걸쳐,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접근은 물리적 그리고 디지

은 인더스트리 4.0의 완전한 실현에 필수적이다-그리

털 세계 간의 상호작용과 정보의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고 많은 조직들이 아직 실무에서 이를 온전히 실행 불가

흐름에 의해 추진된다. 이런 흐름은 3단계의 반복적인

능할지도 모른다.

연속을 통해 일어나는데, 종합적으로 물리-디지털-물리
(PDP, Physical-Digital-Physical) 고리로 알려져 있다
33(그림 3).

고리를 여행하기그러나 항상 여정을 끝내진 않는다

첫 단계인, 물리-디지털에서, 정보는 물리적 세계에
서 포착되어 디지털 기록을 생성한다. 그 데이터는 이후
디지털-디지털 단계에서 분석되어 의미 있는 인사이트
를 도출한다. 마지막 단계인, 디지털-물리 단계에서, 그
러한 인사이트는 물리적 세계에서의 행동과 변화를 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PDP 고리의 첫 단계를 설치했
고, 많은 이들이 2단계를 갖추긴 했지만, 훨씬 적은 이
들만이 마지막의, 가장 중요한 단계를 활용할 수 있다분석한 데이터에 기반해 행동하는 능력말이다.
물리-디지털. 응답자들의 90% 이상이ERP(enter

극한다. 그 결과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그로부터 학습
이 가능한 더욱 유연한 시스템이다.

prise resource planning),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물리적 세계로 마지막에 도약해

시스템 혹은 이메일과 같은 비거래

되돌아가는 단계가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에서 적어도 일부 데이터를 수집한다

진정한 '인더스트리 4.0'으로 분류되는

한 현장 기반(57%) 혹은 설비 기반

프로세스다. 이 점과 관련해, 응답자의

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고, 한

적 내부 시스템을 통해 물리적 세계
고 말한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또
(58%)이건 간에 어떤 유형의 IoT로
편 51%는 예측 모델 결과를 활용하

절반을 약간 넘는 비율-54%-이 스스로가

고 있었다.
디지털-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하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디지털-

인더스트리 4.0의 역설

인더스트리 4.0이란 무엇인가?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은 디지털 기업 및 디지털 공급망에서의 물리적 세계 맥락 내에서 디지털 연결성을 통합하고 확장한
다. 이는 물리-디지털-물리(PDP) 고리로 알려진 계속되는 순환주기에서 제조, 유통, 성능의 물리적 행동을 추진한다(그림 3).
인더스트리 4.0 기술은 사물 인터넷 및 애널리틱스, 적층 제조, 로봇 공학,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및 인지 기술, 첨단 소재,
증강 현실을 포함한, 서로 다른 많은 물리적 및 디지털 원천과 장소에서 나온 디지털 정보를 결합한다.
이 순환주기를 통한, 데이터 및 지능에 대한 실시간 접근은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세계 간의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정보 및 행
동의 흐름에 의해 추진된다. 많은 제조업체 및 공급사슬 조직들이 이미 PDP 고리 중 일부를 갖췄는데, 다시 말해, 물리-디지
털 그리고 디지털-디지털 프로세스를 보유했다. 하지만, 인더스트리 4.0의 정수를 구성하는 핵심은 디지털에서 물리적 세계
로의 도약-연결된, 디지털 기술이 물리적 세계의 행동으로 이어지는-이다.

그림 3

물리-디지털-물리 고리 및 사용되는 기술들

2. 분석 및 시각화
기계들이 정보 공유를 위해
서로 대화하여, 다수의
원천에서 얻은 실시간 데이터의
고급 애널리틱스 및 시각화를
가능케 함

디지털
물리
1. 디지털 기록의 확립
물리적 세계에서 정보를 포착해
물리적 운영과 공급망에 대한
디지털 기록을 생성

3. 움직임의 생성
알고리즘과 자동화를 적용해
디지털 세계의 의사결정 및
행동을 물리적 세계의
움직임으로 변환
출처: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Center for Integrated Research

더 많은 정보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 인더스트리 4.0』과 『인더스트리 4.0과 제조업 생태계: 연결된 기업들의 세계를 탐색하
기』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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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단계-하는 일에 있어 응답자들 사이에 자신감이

리 4.0'으로 분류되는 프로세스다. 이 점과 관련해, 응

충만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보유한 이들은 얼마

답자의 절반을 약간 넘는 비율-54%-만이 실시간 의사

나 이를 잘 이용하는가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했

결정을 위한 데이터 사용에 관해 역량을 갖췄다 평가했

다. 70%가 비거래적인 시스템을 극도로 효과적으로 활

고, 한편 45%는 그들이 현재 역량을 갖추지 못했지만

용한다고 믿고 있었다. 동시에, 하지만, 단지 50%만이

이를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많은 조직들이 이 역

ERP와 PLM 시스템을 극도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고

량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인더스트리 4.0 여정의 최

생각했는데-이는 이들 도구를 사용하는 비율인 91%로

종 단계를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욕구를 품고 있음

부터의 주목할만한 비율 하락이다.

을 시사한다.

하지만, 역량이 더욱 발전하고 확장되어 연결된 자

흥미롭게도, 디지털 변환 추진계획으로부터 상당한

산을 포함해가는 동안, 자신감은 하락했다: 41%가 설

ROI를 거뒀다고 보고한 응답자들뿐만 아니라, 디지털

비 기반의 IoT를 극도로 효과적으로 이용한다고 답했

변환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늘릴 계획을 가졌다고 밝힌

고, 한편 40%는 현장 기반의 IoT에 대해, 39%는 예

이들도, 의사결정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는 능력을 이

측 모델에 대해 같은 말을 했다. 데이터 이용에서 자신

미 갖췄다고 말할 가능성이 큰데, 디지털 변환에 투자한

들의 효과성을 '다소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이들이 더욱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이득을 볼 수

이들 3가지 역량 각각에 대해 41%, 39%, 38%로 평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4).

가해-많은 임원들이 여전히 연결된 시스템으로부터의

이는 기업이 디지털 변환에 더욱 관여하고 역량을 구

데이터에 친숙해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

축함에 따라, 이의 혜택을 실현하고-전문지식을 더 늘리

는 도중임을 시사해준다.

기 위해 투자를 지속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디지털-물리. 물리적 세계로 마지막에 도약해 되돌
아가는 단계가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진정한 '인더스트
그림 4

디지털 변환 추진계획으로부터 상당한 ROI를 실현했다고 보고한 응답자들과
변환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늘릴 계획이라고 한 이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컸다
당신의 조직이 의사결정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로부터의 인사이트를 가능케하는
디지털 기술을 갖췄는가?
그렇다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량을 구축하는 과정 중에 있다

전체 응답자

54%

45%

디지털 변환 추진계획으로부터 상당한 ROI를 실현해온 이들

63%

37%

64%

36%

디지털 변환 투자의 상당한 증가를 계획 중인 이들

참조: 1% 미만의 응답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량을 구축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다."를 선택

인더스트리 4.0의 역설

고리를 돌아다니기

비슷하게 응답했는데, 성공이 성공을 일으킴을 시
사한다. 그러나 이는 또한 시작한 조직과 기다리는

조직에 대한 디지털 변환적 기술의 영향은 오로지

중인 조직 간의 간극이 앞으로 오로지 벌어지기만

늘어나기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연결 기술은 조직이

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하는데, 성공을 목격한 이들

사업 전반에 걸쳐 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에의 접

이 그 위에 구축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먼저 정보를 생성할 수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인사이트를 도출하고-그러한 인사이트에 기
반해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인더스트리 4.0의 완전한
활용을 위해, 조직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필 요하게 될 인재를 고려하라-고리를 추진하고 고
리가 생성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해하기 위
해 그렇게 하라. 선도적인 인재가 인더스트리 4.0
기술의 구현뿐만 아니라 또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반응적인 행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기술 투자를 위한 로드맵으로서 PDP 고리의 완성

·동 시에, 당신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도구를 보유하

에 집중한다-특히 그 마지막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깨달아라. 절반 이상의 응

연결된 시스템들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에 기반해 행

답자들이 이미 마음대로 활용 가능한 도구를 보유

동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하라. 그 결과는 더욱 유

하고 있다: IoT 데이터 수집, ERP 시스템, 소셜 미

연하고, 적응성 높은 조직이 될 수 있다. 틀림없이,

디어 청취, 예측 모델링 등 말이다. 조직은 아마도

데이터를 창출하고 분석 가능한 능력은 매우 귀중

우선 기존 역량 위에 구축을 원할 수 있는데, 이는

하다. 그러나 조직은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이 실제로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더 목표 설정

데이터를 활용하게 해주는 기술, 인재, 역량을 탐색

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고 투자해야 한다.

인더스트리 4.0의 부상이 가져온 변화에 발맞추기

·투자가 인더스트리 4.0의 성공을 일으키고 시작하

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PDP 고리를 안내판 삼아 이

지 않은 이들이 뒤처질 수 있는 리스크를 증가시킨

해하고 활용함으로써, 리더는 조직을 위한 가치를 창출

다는 점을 인식하라. 디지털 변환 투자에서 상당한

하기 위해 어떻게 연결기술을 활용 가능한지를 더 잘 이

ROI를 기록했다고 보고한 임원들이 PDP 고리를 완

해할 수 있다.

성하고 정보에 기반해 행동하는 능력을 보고할 가
능성이 훨씬 크다. 상당한 투자를 계획 중인 이들도

역설을 파훼하기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변환적인 변화를 향한 경로

인

더스트리 4.0은 현실이며 점점 더 현대 산업 조

오한 일은 아마도 종종 예측하지 못한(혹은 예측 불가

직의 거의 모든 구석에 자리해가고 있다. 딜로

능한) 무언가를 드러내는데, 일단 투자활동의 초기 물

이트의 설문결과는 리더들이 디지털 변환의 약속에 둔

결이 자리 잡히고 열광이 다소 수그러들면 그렇게 된다.

믿음을 확인해 주는 듯 보인다-인적 자본과 재무적 자본

앞 장에서, 우리는 일부 단절, 혹은 역설을 조명하

의 측면 모두에서 말이다. 그러나 디지털 변환처럼 심

고자 했는데, 이들은 조직이 디지털 변환 추진계획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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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때 나타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역설은 디지털 조직의 현재 위치와 자
리하길 원하는 위치 간의 일부 간극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들 역설은 또한 조
직이 운영에서의 공백 영역을 인식하
고 디지털 변환 투자로부터 잠재적으
로 더 많은 가치를 도출할 기회로서 비
춰질 수 있다.

이들 역설은 또한 조직이 운영에서의
공백 영역을 인식하고 디지털 변환 투자로
부터 잠재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도출할
기회로서 비춰질 수 있다

인더스트리 4.0의 경로를 성공적으
로 횡단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없다. 그리고 다른 역설

·디지털 변환은 인재에 극심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보다 필히 더 긴급한 단 하나의 역설도 없다. 그러나 딜

새로운 디지털 조직이 철저하게 자신의 인재 필요성

로이트 연구의 발견 사항은 몇 가지 마지막 고차원적인

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함은 지상 과제인데, 여기에는

의견을 제시한다:

기존의 인재들이 어떻게 자신의 역할이 재형성될 수

·디지털 변환은 핵심 조직 전략 및 목표에서 따로 떨
어진 일부 추상적인 노력이 아니다. 일단 착수되면,
이는 조직의 중심이 되어, 기업의 모든 측면을 건드
린다-수익성부터 공급사슬 관리와 조직 자체의 바
로 그 기풍까지 말이다. 디지털 변환은 그저 뭔가를
더 빠르게 혹은 더 저렴하게 행하기 위한 수단을 잠
재적으로 훨씬 뛰어넘는다.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 포함된다.
·디 지털 조직의 문화는 포괄적이어야 한다. 조직 전
반-모든 수준에서-에 걸친 모든 일련의 사람들이 디
지털 변환을 추진하고 이의 실행 가능성을 매일 확
인한다. 그들의 목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디지털 변환이 아마도 조직에 가져올지 모를 변화도
진화할 터인데, 어쩌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디지털 변환에는 유일한 정의가 없다. 이는 궁극적

럴지 모른다. 이는 인더스트리 4.0을 구성하고 디지털

으로, 어떤 기업이 고유하게 이로부터 만들어 내고

변환을 추진하는 기반기술 그 자체가, 계속해서 빠른 추

이로부터 달성하길 희망하는 그 무엇이다. 디지털

세로 진화함에 따라 예상된 결과다. 그러나 거의 확실해

변환은 조직의 필요에 봉사한다. 어떤 두 디지털 변

보이는 점은, 진화가 어떻게 진행되건 간에, 인더스트리

환 추진계획도 똑같지 않다.

4.0의 시대가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이다.

인더스트리 4.0의 역설

마크 코틀리어(MARK COTTELEER)는 딜로이트 서비스 LP의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의 리서치 디렉터다.
그는 밀워키에 거주한다.
앤디 대처(ANDY DAECHER)는 딜로이트 사물인터넷 사업부를 이끌고 있다. 그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한다.
팀 핸리(TIM HANLEY)는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 유한회사(딜로이트 글로벌)의 글로벌 산업재 & 건설 분야 리더이자
딜로이트 미국(딜로이트 LLP)의 시니어 파트너다. 그는 밀워키에 거주한다.
조나단 홀도우스키(JONATHAN HOLDOWSKY)는 딜로이트 서비스 LP의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의
시니어 매니저다. 그는 보스턴에 거주한다.
모니카 마토(MONIKA MAHTO)는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와 제휴하는 딜로이트 서비스 인도 Pvt. Ltd.의
리서치 매니저다. 그녀는 인도, 뭄바이에 거주한다.
티모시 머피(TIMOTHY MURPHY)는 딜로이트 서비스 LP의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의 시니어 매니저다.
그는 밀워키에 거주한다.
빈센트 룻거스(VINCENT RUTGERS)는 딜로이트 컨설팅 네덜란드의 파트너다. 그는 암스테르담에 거주한다.
브렌나 스나이더만(BRENNA SNIDERMAN)은 딜로이트 서비스 LP의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의
시니어 매니저다. 그녀는 필라델피아에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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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여기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계속되는 경제적 확장과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에 직면해, 미국 제조업은 다음 10년 동안 노동자 240만명의 부족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어떻게 제조기업들이 이 예상되는 기량 간극에 대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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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더스트리 4.0은 여러가지 혜택으로 인해 기업

·제 품에서 데이터 주도적인 서비스로의 변화

과 정부 모두에게 빠르게 전 세계적인 우선순위

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재공업화를 가능케 하

본고에서 기술된 각각의 인더스트리 4.0 시나리오

고, 개발도상국에게는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다. 하

가 기업 임원과 정책입안자들 모두에게 일련의 고유한

지만, 이러한 혜택을 실현하려면 사업 모델의 심대한 변

조세 도전과제를 제기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특정한

환이 필수적이다: 규모의 경제에서 주문형 제조로, 표준

정책 질문은 모든 시나리오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된다:

화에서 대량 맞춤화로, 선형의, 반응적인 공급사슬에서
시장 변화를 예상하고 대응할 수 있는 빠르고, 연결된
조직으로 말이다. 1
우리가 이런 변화2의 경제적, 사업적, 사회적 영향
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조세 정책에 대한 인더스트리
4.0의 영향은 여전히 무시된다. 현재 국제조세 시스템
의 기반은 2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세기
전에 구축되었고, 3차 혁명이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지 조금만 갱신돼 왔다. 역사적으로, 조세 시스

·직접세. 역사적으로, 현재의 이전가격 규제 및 접근
법은, 주체들의 역할과 그들 간의 상품 판매가 명확
히 정의된 전통적인 선형적 공급사슬을 다루기 위해
발전되어 왔다. 공급사슬의 중앙집중화가 완화되고
더욱 상호연결됨에 따라, 공급사슬의 어디에서 가치
가 창출되고, 어떻게 혹은 어디서 그 가치에 과세되
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체가 그 과세를 책임져
야 하는지를 고려하는 일이 중요해질 것이다.

템은 20세기의 산업을 정의해온 비용 최적화 전략을 반

·간 접세. 조직은 새로운 영업소(예. 고정 사업장)를

영하기 위해서 발전되어 왔다.3 이의 사례는, 투자에 대

전 세계적으로 생성해야 하는지 여부, 공급되는 무

한 세금 장려책부터 복잡한 공급사슬을 대상으로 하는

언가의 속성(예. 상품 혹은 서비스), 그리고 이것이

이전가격 규제까지 다양하다.

조직의 전 세계 부가가치세(VAT) 규정 준수에 의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

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온다. 새로운 산업 전략은 비용이 아닌, 매출에 기반을

VAT 목적에 있어, 대부분의 서비스는 서비스 수령

둔다. 그리고 그 매출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나오며,

인이 위치한 곳에서 공급된다고 간주되는데, 이는

공급사슬은 주문형 경제에 직면해 더 간결해지고, 맞춤

데이터의 생성과 데이터 분석이 별도의 장소에서

화되며, 유연해진다. 지금의 국제조세 시스템은 예측적

수행될 때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유사하게, 상품

유지보수,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가 일상을 지배하는

및 서비스 모두의 공급과 관련된 규칙은 서로 다른

시대에 그냥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컴플라이언스와 보고 의무를 일으킨다.

전통적인 제조업 비용 절감 전략 모델을 중심으로 한
국제조세 시스템이 어떻게 데이터 중심의, 연결된, 스스
로 적응하는 네트워크를 다룰 수 있을까? 규제당국이 조

·고 용세. 노동자들이 인더스트리 4.0 생태계에서 새
로운 역할과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발견함에 따라,5
조세 고려사항이 사용 사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세 시스템을 인더스트리 4.0에 맞추고-이의 성장을 육
성하도록 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새로운
산업 모델이 필요로 하는 것과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조
세 정책입안자들의 능력 간의 이런 간극이 기업들에게
해가 될 여러 과세 위험을 유발한다.4
본고는 앞으로의 도전과제의 규모를 반영한 3가지
서로 다른 인더스트리 4.0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적시 공급 생산 방식에서 주문형 제조로의 변화
·애프터마켓 지원의 부상

조세 규제는, 결국 조정될 것이다. 변화는 느리고 한
지역과 다른 지역 간에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인더스트리 4.0 기술이 사업의 운영을 변화시키
는 구체적인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정책입안자와 임원
들 모두가 조세 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조정될 필
요가 있게 되는 방식을 고려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인더스트리 4.0 세계에서의 세무관리

'적시 공급 생산'에서
'주문 생산'으로의 변화

을 수도 있다. 판매자가 마지막 순간이 될 때까지 선택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각에 대해 과
세정보를 갖춰야만 한다.8 따라서, ERP 시스템은 반드

재고관리는, 오랜 세월동안, 제조업의 성공을 결정하

시 판매자들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과세정보를 처리할 수

는 핵심 요인이 되어왔다. 1980년대에, 재고비용을 최

있어야만 하고-그러한 정보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감사

적화하고 진부화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린 제조방식

돼야만 한다.

의 칸반 방법론이 자동차 산업에서 개발되었다. 이 방법

원천으로부터 직접 조달. 일부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

론은 예상 납기일에 대한 제조 및 배송 전략과 연동되었

지긴 하지만, 공급사슬은 또한 다른 부분에서는 단순화

는데, 재고 감축과 동시에 정시 배송을 목표로 했다. 적

되고 계층이 사라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를

시 공급 생산을 위한 이 일정 시스템의 사용은 널리 확산

위해 공장 혹은 공급자에게 바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되어 완제품 및 부분 제조된 제품 모두에 관해 기업이 지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소비자 사업 분야에서

역 기반으로 재고를 배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는 일반화되었는데, 커피 캡슐, 위스키, 쿠키와 같은 제

이 접근법에서, 공급사슬 관리는 핵심 성공 요소가

품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가용해졌다.9 이는 제조업체

되었다. 반제품 및 완제품 모두에 관한 재고의 지역적

가 물리적 기반이 없는 국가로도 배송을 보낼 수 있어,

중앙집중화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뿐만 아니라 중앙집

그 결과 부가세 납세의무가 증가함을 시사한다. 비거주

중화된 주문 처리 및 재무적 흐름의 중앙집중화, 그리

자 VAT 납세자에 대한 절차는 복잡하고, 현금흐름 부담

고 촉발된 연속적인 기업 간 판매가 정교한 이전가격

을 일으킬 수 있다.

에 연결되었다. 이 선형적인 프로세스에서, 과세는 중
앙집중화된 구매 센터와 고객 근처의 유통업체를 통한,
공장에서 고객으로의 연속적인 기업 간 판매의 뒤를 따

애프터마켓에서의 이중과세 위험

라 이뤄졌다. 현재 국제조세 시스템은, 상품의 이전가격

인더스트리 4.0은 제조기업이 초기의 물리적인 제품

이 조세정책과 세무감사에 필수적인 이 세계에서 여전

판매로부터 애프터마켓 지원 및 유지보수 서비스 형태

히 살아있다.

의, 반복되는 수익 모델로 초점을 옮기도록 해준다.13 연

주문 제조는 조달 복잡성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인

결된 제품은 제조기업에게 지속적인 데이터 흐름을 제

더스트리 4.0은 이런 예측 가능하고, 선형적인 공급사

공하는데, 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제조기업은 수요

슬에 순응하지 않는다. 그보다, 이는 고객의 선호, 행동,

의 예상을 시작하고 예측적 유지보수와 같은 역량을 가

수요 데이터에 기반한 주문 제조와 연결된 시스템을 장

능케 할 수 있다.14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는 보완적 제

려하고 보상한다. 따라서, 공급사슬, 생산, 수요가 더욱

품과 서비스를 통해 추가적인 가치-그리고 반복되는 수

복잡해지고 파편화된다. 제품은 서로 다른 다양한 공급

익 흐름-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판매 완료는 따라

자들로부터 조달받을 수 있게 되고, 상품은 서로 다른

서 더 이상 상업화 과정의 끝이 아니고, 다시 반복되는

다양한 국가들로 배송되고 그들로부터 배송받을 수 있

사업 흐름을 향한 첫번째 단계가 된다.15

게 되며, 맞춤화는 점점 더 지역 혹은 심지어 개인 수준
에서도 기대를 받게 된다.

7

하지만, 현재의 국제조세 시스템은 주로 더 이전 시
대의 상업 활동 순환과정을 다룬다. 역사적으로, 기업

조달 받을 판매자가 누구인지가 항상 미리 알려지

은 새로운 시장 혹은 수익 기회를 사전조사를 통해 연

지 않을 수도 있고, 자격을 갖춘 일련의 판매자들 중에

구하는 경향이 있고 영업 자회사의 설립을 결정하기 전

서 마지막 순간에 선택될 수도 있는데, 이들 각각의 판

에 대리인을 통해 시장의 규모를 시험해왔다. 전통적으

매자는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해 서로 다른 간접세 법규

로, 직접 과세는 보통 비슷한, 선형적인 분류 단계를 따

에 종속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일부 거래와 상품 흐름은

라왔다: 이는 탐색 활동에 대한 무과세부터 시작하는데

관세 의무를 질 수도 있는 반면, 다른 경우는 그러지 않

왜냐하면 이런 활동이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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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의 가장 심오한 특성들 중

전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주도적인 사업
모델의 탐색일 수 있다.

하나는 값비싼 자산인 경우가 많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제조업 서비스 사
슬은 상대적으로 이원적이었다: 제조업

물리적 상품의 판매로부터

체가 물리적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 기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판매로의 진화다.

업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제는 더 이
상 그렇지 않다. 인더스트리 4.0은 제조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을 변화시킨다: 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대리인의 마진에 제한된 부분과세
를 진행하고 유통 활동에 대한 완전과세로 마무리된다.
인더스트리 4.0 기술은 기업이 시장조사보다는 애프
터마켓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과세
규제당국은 디지털 경제가 이런 전통적인 표준을 더 이
상 따르지 않고, 과세 관할권과 데이터에 대한 가치 귀
속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왔다.16
각 사용자 국가의 과세당국은 자국 영토에서의 과세를
확실히 하길 원하는데, 이런 점이 인더스트리 4.0 역량
에 관한 그들의 관점을 제약할 수 있다.

업이 공급사슬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이
제는 기술,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프라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과
거에는 값비쌌던 제품을 서비스 모델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의 한가지 사례는 롤스로이스의 파워
바이더아워(Power-by-the-Hour) 구조다. 이 모델에
서,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공급 물자를 만들지 않고, 대
신 자산을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대여하고, 자산의 성능
을 모니터링하며 사전적인 서비스와 유지보수를 제공한
다-그리고 일부 경우, 데이터 시스템에 대해 이에 상응
하는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운영 관련 의사결정

제품에서 서비스로: 복잡한 가치 평가

을 위해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준다.21 인더스트
리 4.0 연결성의 시대에서, 이런 유형의 모델은 아마도

인더스트리 4.0의 가장 심오한 특성들 중 하나는 값

그저 늘어나기만 할 텐데-서비스 역량의 범위 및 상응하

비싼 자산인 경우가 많은, 물리적 상품의 판매로부터 데

는 제품과 서비스 모두에서 그렇고, 생성되고 분석될 수

이터가 중심인 서비스 판매로의 진화다.

19

이는 애프터

있는 데이터의 규모 면에서도 그럴 것이다.

마켓과는 다르고, 그 조직에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말해, 어떤 유형의 서비스 모델에서도,

제공하며, 단순히 제품 판매에 서비스를 더한다기보다

자본 지출은 운영 비용이 된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

인더스트리 4.0 세계에서의 세무관리

서, 비선형적인 수익과 비용 기능의 선형적인 것으로의

다: 어디서 소득이 과세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소득이

변환은 더 큰 예측 가능성과 더 적은 재무적 비용을 가

과세되어야 하는가? 어떤 세금이 소득에 적용되어야 하

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혜택에 있어, 서비스로의

는가? 과세되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인적 자본에

전환에는 몇 가지 도전과제가 결부된다: 운영적, 문화

대한 세무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적, 재무적으로 말이다. 일반적인 제조기업은 다음과 같

분명히, 제품과 서비스는 오랜 기간 동안 조세 체계

은 세무 관련 질문을 유발하는, 서비스 세계에서의 재무

의 기반이었다. 롤스로이스는 자사의 파워바이더아워

상태표 관리의 새로운 현실에 맞춰 적응해야만 할 것이

서비스를 50년 이상 동안 제공해 왔다.22 하지만, 인더

주문형 제조에 대한 세무 시사점: 질문과 고려사항
직접세. 그들이 더 유연하고 상호연결된 공급망에서 운영을 할 때,10 기업 리더와 정책입안자들은 다음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각각의 조세 관할권들이 공급사슬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 조세 및 이전가격 법규
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공급망이 덜 중앙집중화되어가고, 데이터가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수집되어 감에 따
라, 어디서 가치에 세금이 부과돼야 하는가? 가치는 데이터 자체에 존재하는가, 데이터의 상업화에 그러한가,
혹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에 존재하는가? 만약 집단의 많은 부분이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 공헌한다면, 이
들 간의 이익 할당을 위해 어떤 방법론을 사용해야 하는가? 데이터의 속성, 규모, 가치가 매일 변한다면 이 방법
이 실용적이긴 할 것인가?
간접세. 소비자로 직접 연결되는 공급사슬을 가지고, 제조업체는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거래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VAT 관련 이자와 벌금에 노출시키게 된다. 적층 제조에 관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상품이 존재하는가 혹은 일단 인쇄된 실물 제품이 있는 장소만을 고려해야 하는가?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진 추가
적인 관할권들에서, 세무 팀이 유동적인 공급자 집단을 다룰 때는 올바른 세무 처리를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상
당히 더 복잡해진다. 실시간 주문 제조는 또한 제조기업이 적절한 세무처리에 관해 더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가져온다.
과세당국은 실시간 주문 제조로 인해 발생한 도전과제를 인식해왔고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e-서비스의 공급자로서 기능할 수 있을 거라고 발표했다. 따
라서, 상품이 판매된 각 회원국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기보다, 부가세가 자동적으로 올바른 당국에 보고되는 방식
으로 단일 부가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다. 기업에 대한 더 낮은 컴플라이언스 비용 및 관리 부담과 함께, 매년 유
럽연합 전반에 걸쳐 70억 유로(80억 달러 이상)로 추정되는 추가적인 VAT 수익이 창출될 것이다.11 하지만, 미래
에 그러한 방식이 제조기업들이 고려 중인 모든 소비자 직접 판매에 적용된다고 당국이 보장할 수 있을까?
고용세. 첨단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기량을 갖춘 적절한 인재를 찾는 일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미래 공급사슬
거점의 선택은 점점 더 인재의 가용성에 의해 주도될지도 모른다.12 동시에, 가상현실 그리고/혹은 증강현실 기
술이 원격 상호작용을 활성화해, 지역을 넘나드는 직원의 이동 필요성을 감소시켜 관련 고용세 보고 요건을 완
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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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 4.0은 서비스 기반 제공 모델의 상당한 확장을

수 있다. 실제로, 조세 체계는 인더스트리 4.0 맥락 내

일으켰다. 조세 체계가 서비스 기반 거래에 대한 법규

에서 서비스형 상품 사업모델에 발맞추기 위해 여전히

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떤 법규를 적용할지 확정하

노력 중이다. 2018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

기 위한 적절한 분류 방안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려울

지털 경제의 과세와 관련된 일부 도전과제를 다루기 위

애프터마켓에 대한 세무 시사점: 질문과 고려사항
직접세. 오늘의 제품 판매가 내일의 보완적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추진할 때, 어떻게 애프터마켓 판매가 과세
되고-누가 그 세금의 납부 책임을 지게 될까? 추가로, 제품 판매의 일부가 판매 후 서비스에 기인하는가, 혹은 그
반대가 맞는가? 애프터마켓 서비스가 최초 판매의 부속물로 간주되어, 따라서 유통 지점에서의 과세가 가능할까?
이 질문은 특히 제품 판매와 애프터마켓 판매가 서로 다른 관할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관련성이 클 텐데, 고객
이 제3의 장소에서 데이터를 산출하고, 데이터는 또다른 장소에서 분석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어디서 서비스가
과세되는가? 더욱 복잡한 문제로서, 판매 후 서비스에 중요한 데이터 그 자체와 이의 분석에 어떻게 가치를 매기고
과세할 수 있는가? 특히 만약 그 분석이 자동화되고 인간의 입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말이다.
게다가, 만약 한 요소가 판매 후 서비스의 원인이고, 그래서 서비스가 의존하는 지적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이라면, 내포된 라이선스 및 로열티의 지급은 데이터가 수집되는 국가에서 원천징수 대상일지도 모른다. 이 경우,
이중과세의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관할권들이 IP의 자격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전 세
계적으로 일관된 접근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중과세 협약과 폭넓은 국제조세 기구는 지금까지 이러한 발
전에 보조를 맞추는 데 실패해 왔다.
간접세. 애프터마켓 공급이 별도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암시적인 요인에는 관계된 공급자들의 수, 구입되는 무언가에 대한 일반적인 고객의
인식, 계약 조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포함된다. 소비자의 인식과 같은, 이들 고려사항 중 일부는 주관적일 수 있
고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적 측면에서, 과세당국은 이런 어려움을 인식해 왔으며 이에 대해 행동을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에 제안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공정 과세'는, 어떻게 기업이 직접세 목적을 위해 회원국에서 상당한 디지털 존
재감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새로운 법규를 제안했다.17 하지만, 간접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명히 정립된
방식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세. 애프터마켓 고객 기반이 세계화됨에 따라, '긱(gig) 경제'-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자가고용
기반으로 애프터마켓의 유지보수 또는 지원과 같은 업무 혹은 서비스의 일부를 주문형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의
부상이 유의미해졌다.18 고용세의 관점에서는, 개인들의 고용세 자격 그리고 정확한 PAYE/NIC(Pay As You Earn/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역주: 미국의 소득세, 국가보험 원천징수 제도) 처리 적용을 중심으로 도전과
제가 발생한다. 아직 여전히 초기이긴 하지만, 과세 관할 당국이 조세 정책과 체계의 개발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와 과세당국 모두가 반드시 전개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인더스트리 4.0 세계에서의 세무관리

한 두 가지 입법안을 제기했다. 첫번째 추진계획은 법

경제권이 사용하는 주요 과세유형 전반에 걸쳐 도전과

인세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기업이 디지

제가 남아 있다.

털 채널을 통해 사용자들과 상당한 상호작용이 이뤄지
는 곳에서 이익이 신고되고 과세된다. 두번째 입법안은
사용자 참여를 통해 주된 가치가 생성되는 곳에서 디지
털 서비스를 포착하기 위한 새로운 간접세의 도입을 의
도한다.23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업화된

서비스형 제품에 대한 세무 시사점: 질문과 고려사항들
직접세.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산 및 상품과 관련된다. 따라서, 어디서 가치가 도출되
는가에 대한 질문이 세금에 관한 핵심 사항이 될 것이다. 애프터마켓의 경우처럼, 주요 난관은 어디가 과세 대상인
가에 대한 결정일 것이다: 데이터가 위치한 곳, 혹은 데이터의 질이 높아지고, 분석되고, 사용되는 곳. 현재, 과세를
위해 어떻게 가치를 쪼개느냐에 대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위험이 더욱 높다.
이런 난제는 가치를 둘러싼 더 큰 질문을 촉발한다, 다시 말해, 고객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전체의 가치는 무엇인
가? 이의 가치는 알고리즘에 의한 분석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데이터의 그것보다는 적지만, 만약 그 데이터가 소
유자 고유의 IP 혹은 제3자의 IP에 의해 처리된다면 그 가치가 바뀔 것인가? 이는 규제당국이 더 정확한 과세 계획
을 가능케하기 위해 그 과정의 각 단계에 가치를 할당해야만 함을 의미한다. 추가로, 서비스 흐름은 IP의 데이터 처
리에 의존한다. 이런 이유로, 모든 보수의 구성 부분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진 로열티에 해당할 수 있다. 애프터마켓
의 경우처럼, 이중과세 협약은 이러한 전개 국면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서비스 제공업체가 납부해
야 하는 세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공제하는 능력은 불확실한 상태다.
간접세. 간접세, 특히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복잡하다. 서비스 소득을 IP 보수와 서비스 보수로 나누는 일은 상
당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질문을 촉발할 수 있는데, 특히 서비스 공급자가 고객의 국가에서 물리적 실체가 없을 때
더 그러하다. 복수의 그리고 상충되는 납세 의무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업이 자사의 의무를 계속 파
악해야 하긴 하지만, 과세당국 또한 공급원의 변화가 자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수의 중요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만 한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노출을 감안할
때 서비스화로 향하는 경향을 우려하면서 맞이할 수 있다.20
고용세. 서비스화의 부상이 인간 노동자의 가치와 중요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직원의 이동성과 유랑주의도 늘
릴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엔지니어와 영업직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는 개인 소득세, 사회 공헌세, 그리고 심지어
세법보다 훨씬 더 파편화된 노동 및 이민법 준수에 관한 복잡한 질문을 촉발한다. 이런 컴플라이언스 도전과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고용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직원들이 이동하는 국가에서 고용주에게 납세 의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다루는 이동성 정책의 설계가 어려운 세금 문제로 인해 이동 노동자의 활용이 방해받고,
고용주가 숨은 세금에 의해 타격을 받는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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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 세계적인 사업 모델을 파편화된,
종종 보호주의적인 국가 조세법규와 조화시킬 수 있는
세무 관리체계의 설계는 인더스트리 4.0의 성공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기업과 과세당국 모두에게 말이다.
산업 및 규제당국 모두가 앞을 내다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업은 조세에 관한 확실성을 기다릴 여유
가 없다. 인더스트리 4.0이 여기 도래했고, 변화를 따라
잡기 위해 투자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사회와 경제 모두를 위한 혜택을

그러므로, 과세당국과 기업 리더들은 규제와 전략적 성

맞아들이며-그리고 이중과세에 대한 새로운 노출을 초

장 계획을 개발하고 구현할 때 진행 중인 변화의 규모

래한다. 하지만, 이의 혜택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를 이해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통합된 전 세

는, 전 세계 조세 체계와 규제당국이 그러한 변화에 반

계적인 해결책을 창조하기 위해 가능한 영역에서 협력

드시 발맞춰야만 하는데, 이는 필요하게 될 국제적 조정

할 수 있다. 예측적 유지보수와는 다르게, 알고리즘은

의 수준을 고려하면 굉장한 도전과제다. 이 측면에서 진

아직 조세 도전과제에 대한 예측과 해결책을 도출하지

보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최근 100곳 이상의 국가들이

못한다. 그러나 계획과 빠른 행동이 규제당국과 기업 리

지역의 세법 체계 내에 최소한의 표준을 생성하기 위해

더들이 일어나는 변화를 예상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전 세계적으로 조화된 노력에 착수했다.24 더 공동으로

줄 수 있다.

조직화해 변화가 이뤄질 수록, 전 세계적인 조세정책의
일관성도 더 커지게 된다. 스마트한 규제를 통해 기업에
게 확실성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국가는 4차 산업혁명에
서 선호를 받을 것이다. 새로운, 전 세계적인 사업 모델
을 파편화된, 종종 보호주의적인 국가 조세법규와 조화
시킬 수 있는 세무 관리체계의 설계는 인더스트리 4.0
의 성공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기업과
과세당국 모두에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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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의 미래를 규제하기

모빌리티의 미래를
규제하기
정부는 혁신과 공공의 선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승

차공유, 자전거공유, 전기차. 자율주행차. 마이

로봇 택시를 위해 지하철을 포기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

크로트랜짓 셔틀(Micro-transit shuttle), 전

이 증가한다. 그런 세상에서는 지역 사회가 운송의 사막

기스쿠터, 트럭 집단주행, 드론 배송. 이러한 발전과 더

이 된다. 그런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

많은 사안들이 자동차 발명 이후 운송의 가장 격변적인

보 중 일부-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이동하는지-가 위

변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 결과는 상품과 사람들이 오

태로워질 수 있다.

늘날보다 더 빨리, 더 저렴하게, 더 깨끗하게, 더 안전하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는 책임은 모빌리티

게 이동해 개인 여행자, 정부, 기업, 사회 전체에 혜택이

분야의 많은 참여자들에게 있는데, 새로운 기술과 서비

되는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다. 그러나 이는 또한 입증

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규제

되지 않은 기술이 안전을 개선하기보다, 악화시키는 세

당국과 정책입안자들도 담당해야 할 고유하고, 중요한

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개별적인

역할이 있다. 동시에 다른 이들도 칭찬할만한 의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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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사회적 혜택을 위해 분투할지 모르지만, 공공의 선

칙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실제로, 이들은 상호 보완적

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능력-그리고 책임-은 궁극적

인 경우가 많다.

으로 정부에게 있다.

물론, 지역적 환경이 모든 사법권에서 구체적인 규제

모빌리티의 미래를 규제하는 일은 복잡한 도전과제

를 형성할 것이다. 모빌리티의 미래에 의해 제기되는 다

이고, 그러한 환경에서는, 먼저 원칙을 가지고 시작하

른 많은 문제들처럼, 모든 문제에 적합한 단 하나의 방

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딜로이트는 신흥 기술의 규제

식은 없다. 우리의 의도는 더 많은(혹은 적은) 규제를 옹

를 위한 5가지 지침을 개발해왔고(그림 1), 본고는 이

호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일부 경우에, 우리의 원칙을

들 지도원칙을 모빌리티의 미래가 제기하는 핵심 규제

적용하면 더 가벼운 규제 족적을 남길 수 있다. 우리의

도전과제 중 일부에 적용하는데, 여기에는 자율주행차

목표는 혁신을 육성하고, 경제적 번영을 일으키며, 안전

및 다른 새로운 운송수단의 안전성과 기능성의 보장, 데

성을 개선하고, 운송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

이터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약의 수립,

움이 되는 방식으로 규제 당국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복

교통 혼잡의 해결과 접근성의 보장이 포함된다. 이들 원

잡한 문제에 접근하도록 돕는 도구의 제공이다.

그림 1

신흥 기술을 다루기 위한 5가지 규제 원칙

적응성 있는 규제
'규제하고 잊어버리기'에서 반응적이고, 반복적인 접근법으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sandbox)
샌드박스와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접근법의 원형을 만들고 시험하기

결과 기반의 규제
형식보다는 결과와 실적에 집중

리스크에 가중치를 둔 규제
한가지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규제에서 데이터 주도적인,
분할된 접근법으로의 전환

협력적인 규제
생태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일련의 참여자를 참가시켜 규제를 국가적 및 국제적으로 정렬

모빌리티의 미래를 규제하기

3가지 핵심 모빌리티 도전과제를
앞서 가기

따라-다수의 기업들이 다음 몇 년 내에 제한적인 상업적
출시를 계획 중이다2-규제 당국은 어떻게 이들 차량이
공공도로에서 대규모로 운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

일부 예외가 있지만, 국가, 지방, 지역 수준에서의 규

을 돌릴 필요가 있다(그림 2)

제 당국은 모빌리티의 미래를 이의 잠재적 기회 및 영향
의 완전한 범위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오지 않았

핵심 규제 문제

다. 당장의 도전과제-빠르게 증가하는 승차공유 서비스

자율주행차는 규제 당국에게 골치 아플 잠재 가능성

에 대처하고 혹은 제한적인 자율주행차 시험을 위한 장

이 있는 일련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소 설정과 같은-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부는 내일

취해졌던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의 모빌리티 환경을 선제적으로 형성할 기회를 놓칠 위

지 모른다. 물론, 가장 중요한 우려 사항은 차량이 승객

험을 초래한다.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및 다른 도로 사용자들에게 안전한지를 보장하는 일이

데이터에 입각하고 근간이 되는 일련의 원칙에 기반한

다. 그러나 무엇이 '충분한 안전'을 구성하고, 어떻게 이

더 전향적이고 총괄적인 접근법은 규제 당국이 더 효율

를 알 수 있는가? 그러한 차량에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적이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인 모빌리티 체계를 보장하

과 같은 동일한 설계와 엔지니어링 표준을 적용하거나,

는 지도원칙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에

혹은 더 엄격한 (혹은 느슨한) 무언가를 적용해야 하는

서, 우리는 3가지 핵심 모빌리티 문제에 관련된 광범위

가? 정책입안자들이 초기 단계의 자율주행차가 오늘날

한 규제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의 사용자들에게 제기하는 위험과 미래 승객들에게 발
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안전 이점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

1.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기능성

가? 우리가 아는 한, 어떤 기관도 자율주행차가 일반 대

많은 규제 당국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율주행차

중에게 가용해지기 위해서(개인적 소유 혹은 공유 방식

량을 시험하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시범사업을 행할

으로)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는 상세한 일련의 요건을 발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의 수립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자

표하지 않았다.

율주행차의 발전 현황과 성급하게 특정한 일련의 규칙

그렇다 해도, 그러한 표준의 부재가 자율주행차의 발

을 확립하길 꺼려하는 많은 이들을 고려할 때 이는 지

전 및 도시 거리에의 배치를 지연시키지는 않을 듯하다.

극히 타당한 처사다.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이 진화함에

많은 경우에, 자율주행차는 단지 전통적인 차량과 똑같

그림 2

자율주행차량 규제의 진화
분석된 대부분 국가의 현재 상태

규제 체계 혹은
금지가 없음

시험을 위한
제한적 혹은
제안된 규제 체계

공공도로
밖에서의 시험을
위한 규제 체계

공공도로 및
실 세계 시나리오
에서의 시험을
위한 규제 체계

자율주행차량의
확대된 배치를
위한 규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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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안전성 표준(충돌 안전성 같은)만을 충족시키면 된

예를 들어, 미국에서 연방규정집 49권, 항목 500번은

다. 프랑스의 도로 안전 당국은 상업적으로 가용한 자율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과 기타 자동차 관련 항목을 포함

주행차가 아마도 단지 일반적인 운전자 자격 시험을 통

하는데, 거의 1,000가지의 규칙을 담고 있다-그중 2/3

과할 필요가 있을거라고 시사해 왔는데-이는 센서 및 AI

는 결코 수정된 적이 없다. 평균적으로, 어떤 특정 규칙

로 추진되는 차량과 인간 운전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착

이 생성되거나 갱신된 후 20년이 지났다(그림 3). 그러

각한 듯 보이는 기준이다. 공식적인 지침이 부재한 상

한 복잡성에 더해, 이들 규칙의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

황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차를 다음 몇 년 안에

로 추가적인 규칙의 '부모' 역할을 하는데, 낡거나 제거

출시하려는 공격적인 계획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중인

된 규칙의 존재가 자동차 규제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

데, 4 이 점이 효과적인 규제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새로

쳐, 상충되는 혹은 비논리적인 요건을 생성할 수 있다.5

3

운 지도원칙의 수용을 필수적으로 만든다.

과정이 아닌, 결과에 초점을 맞춰라. 결과에 초점
을 맞추면 규제 당국이 AV 정책을 둘러싼 가장 까다로

규제 접근법

운 문제들 중 일부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비록 무엇

재논의 및 재수정을 자주하라. 적응성 높은 규제가

이 '결과'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수도 있

모든 자율주행차 안전성 규약의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긴 하지만.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는 통계적으로 특정한

실세계 운전 환경에서의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할 때, 예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억 마일을 주행할 필요

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 자율주행차 운영을 위한 포괄적

가 있을 수 있다-심지어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수십억

이고 구속력 있는 법규를 만들어 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마일이 필요하다.6(직관에 반하지만, 자율주행차가 덜

고 증명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이 반복적이고, 적응

충돌할수록, 안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은 주행거리

성 높은 접근법의 채택을 중요하게 만든다. 역사적으로,

가 필요하다.) 한가지 해결책은 실제 세계와 시뮬레이션

이는 자동차 관련 규제에 있어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된 주행 거리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7 자율주행차 시

그림 3

미국 자동차 규제는 중요성이 매우 커져왔지만 거의 갱신되지 않았다
'중요성'은 각각의 규정에 대한 인용횟수를 포착한, 페이지 순위에 기반한다.

상대적 중요성

모든 규정

평균 페이지 순위로 측정된

자동차 규정

1회
3회
5회

962가지 규정
* 각 규정이 생성된 이후
이뤄진 개정 횟수

2회
0회

출처: 미국 연방규정집에 대한 딜로이트 분석 결과

4회

모빌리티의 미래를 규제하기

험 분야의 리더 중 하나인 웨이모(Waymo)는, 2017년
에만 27억 마일의 시뮬레이션된 주행을 기록했는데, 이
는 자사의 실제 도로 평생 주행거리보다 300배 이상 많
은 수치다.8 시뮬레이션이 달성 가능한 사안에 제한이 있
긴 하지만, 규제 당국은 민간 부문 및 학계와 협력해 자
율주행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전성 기록에 어떻게 이런
주행거리를 고려해야 할지(아마도 할인된 비율로)를 결
정할 수 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기준을 공동개발하라. 협력
적인 규제가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몇몇 자율주행
차 개발자들은 센서와 의사결정 알고리즘(논리 혹은 학
습 기반이건 간에) 모두에 대한 여력 제공을 목표로 구
체적인 안전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모빌
아이(Mobileye)의 책임-민감성 안전(ResponsibilitySensitive Safety) 모델은 자율주행차 안전의 공식적인
수학적 모델을 위한 기초를 제안
한다.9 이들 노력의 구축과 정제는
규제 당국이 기준과 업계의 모범

여러 주체들 중에 정부는 모든 단계에서

실무 사례가 서로 일관되도록 보
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

이해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스마트하고,

러 주체들 중에 정부는 모든 단계
에서 이해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민첩한 규정의 형성에 중요한 그들의 의견을

스마트하고, 민첩한 규정의 형성
에 중요한 그들의 의견을 수집할

수집할 수 있는 최선의 위치에 자리한다.

수 있는 최선의 위치에 자리한다.
가능한 곳에서 조화를 이뤄라.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규제 제도들을 긁어모은 결과물은,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위해 샌드박스 접근법을 채택하고

한 국가 내의 서로 다른 주 또는 지역 간 혹은 국제적 국

있는데, 특정 지역, 그리고 자율주행 시험을 진행하는 전

경 전반에 걸쳐서 건 간에, 혼란의 씨를 뿌리고, 개발자

세계 수십여 곳의 도시에서 일부 기준을 면제하고 있다.10

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일으키며, 기술 발전을 늦출 수 있

상대적인 리스크를 고려하라. 시험 환경은 결국 후속

다. 규제 당국은 여러 사법권 전반에 걸쳐 자율주행 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리스크 조정된 접근법에 정보를 제

스템들 간의 상호운영성을 보장하는 공통된 표준의 채택

공할 수 있어, 당국이 특정한 운전 환경 및 '극단적'인 경

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여러 주들 간 상거래이건

우와 관련된 어려움의 정도를 더 잘 이해하고, 상황에 기

혹은 유럽 전반에 걸친 상품 및 인력 이동의 형태이건 간

반해 맞춤화된 규제를 만들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차량,

에,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교통량 수준이 높은 지역에

보행자, 자전거 사용자들이 뒤섞이는 복잡한 교차로의 혼

서 특히 중요할 가능성이 크다.

잡 시간대는 자율주행 허용 이전에 명확해진 더 높은 안

시험하고 학습하라. 규제 샌드박스는 중요한 역할을

전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 통제된 시범사업과 규제 샌드

할 수 있는데, 특히 자율주행 기술의 성숙에 따른 단기

박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어떤 상황이 가장 복잡하고 위

및 중기적으로 그러하다. 전 세계 많은 규제 당국이 이미

험한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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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안전성과 기능성: 사례로 선도하기
·미 교통국의 자율주행차량 정책은 적응성 있는 규제 사례를 제시하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 진화하는 3가지 집
합의 지침을 발표해왔다.11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정책의 설계에 있어 반복적인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교통국은
2017년의 초기 정책을 계속해서 정제해왔고, 가장 최근에는, 정책 관점에서, '운전자'가 사람일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했다.12
·높은 인구밀도와 확장을 위한 공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싱가포르는 자율주행차의 시험을 위한 진보적인 규제를
도입해왔다. 2017년, 이 나라는 '자동화된 자동차'와 '자동화된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교통법을
수정했다. 규제가 기민함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존 법규는 단지 5년 동안만
유효하며, 정부는 그보다 빨리 이를 개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입법가들은 심지어 자율주행차 시험을 방
해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핵심적으로, 규제 환경을 더욱 단순화해서, 자율주행 시험이 단일한 감독 기
관인, 육상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 하에 속하게 되어, 다른 국가들의 국가, 지방, 지역 법규를 긁어모
은 결과물을 회피했다. 당국은 적극적으로 민간 부문 그리고 연구기관들과 협력해 자율주행차 및 버스의 시범사
업을 활성화했다.14

2. 데이터 보안과 사생활 보호

으로 징발되어 굴러다니는 무기로서 이용되고,16 스마트

방대하고 다양한 대규모 데이터는 자율주행 차량과 거

신호등이 침해되어 도시의 거리를 완전히 중단시켜버리

의 모든 중요한 새로운 다른 모빌리티 기술들을 뒷받침한

는 데 이용되거나,17 혹은 몸값이 지불될 때까지 랜섬웨어

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런 데이터를 수집, 공유, 분석 그

가 자율주행차의 작동을 가로막는 악몽같은 시나리오를

리고 이에 기반해 행동하는 능력은 오늘날보다 더 빠르고,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저렴하며, 깨끗하고, 접근성 높은 매끄러운, 복합 운송 모

덜 주목받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으로서, 규

빌리티 시스템을 창조하는 데 필수적인 (충분 조건은 아니

제 당국은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허용된 사용을 고심해

어도) 조건이다. 보안과 사생활 보호 문제는 모빌리티의

야 한다. 기술이 점점 더 사람들의 이동을 중재하고 감시

미래에서 크게 다가오는데, 대부분의 전 세계 규제 당국이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점점 더 그 어느때보다 쉽게 사

인식하는 현실이며 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람들의 삶의 초상을 완전하고 상세히 구성할 수 있다. 앱

정책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고전함에도 그러하다.

을 통해 접근 가능한 운송 관련 정보를 가지고, 모빌리티
공급자는 사람들이 일을 위해 언제 어디로 통근하는지 뿐

주요 규제 문제

만 아니라 또한 주말에 누구와 함께 여행하는지, 혹은 최

모빌리티의 미래에서 데이터의 필수적인 역할은 긴밀

근에 병원 혹은 약국에 방문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잠재

히 연결된 두 가지 도전과제를 제기한다. 첫번째는 떠오

력을 가진다. 이런 많은 문제는 어떻게 소셜 미디어 기업

르는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이

과 기술 플랫폼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느냐에

들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다. 자율주행차 및 연결된 차량,

대한 폭넓은 대화로 인해 익숙해졌다. 그러나 모빌리티에

V2E(vehicle-to-everything) 통신, 여러 운송수단 전반

대한 개인정보의 활용은 추가적인 복잡성을 더할 수 있는

에 걸쳐 더욱 커진 연결성과 연관된 증가하는 실질적인 사

데 왜냐하면 단지 사용자들의 디지털 생활뿐만 아니라 그

이버리스크가 존재한다. 자율주행차의 전체 선단이 가상

들의 물리적인 환경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5

모빌리티의 미래를 규제하기

잠재 가능성 때문이다. 광고로 지원되는 사업 모델은 인

히 중요하게 만든다-그리고 이는 규제 체계의 널리 받아

터넷 시대의 주요 산물이다. 광고주가 승차호출 서비스의

들여진 목표 중 일부에 대한 재고를 의미할 수 있다. 예를

(아마도 숨겨진) 후원 업체로서-사람들의 여정이 자사의

들어, 많은 산업 참여자 및 관측자들은 서로 다른 지역 전

새로운 매장을 지나도록 재구성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선

반에 걸쳐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 카에 대한 표준 및 규제

호하는 대안이라고 사용자 자신의 데이터가 제시하는 경

체제를 짜깁은 결과가 부상함을 한탄하고 이를 막으려 노

18

로를 무시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력해왔다. 미국에서, 이는 왜 연방 차원에서의 규제 혹은
입법 활동을 독려하는지에 관해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

규제 접근법

는 이유 중 하나였다.19

규제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 통념에 도전하라. 새로운

하지만 그러한 다양성은 사이버보안에 있어 실질적으

모빌리티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해 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로 혜택이 될 수 있다. 다수의 자율주행 운영 시스템 혹은

규제 당국은 위협의 성격이 아직 매우 초창기인 분야에서

지역 특화된 디지털 모빌리티 플랫폼과 서비스형 모빌리

확정적인 규정의 수립을 당연히 주저한다. 이런 점이 적응

티 애플리케이션이 전반적인 시스템의 탄력회복성을 개

성 높고, 결과 및 리스크에 비중을 두는 규제의 수용을 특

선하고 사이버공격으로부터의 피해를 축소할 수 있다. 의

데이터 보안과 사생활 보호: 사례로 선도하기
·미국에서, NHTSA는 2016년 1월 차량 사이버보안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자 토론을 촉진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감독에서 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 공공 원탁회의를 소집했다. 참석자에는 17곳의 자동차제조사, 25곳의
정부기관, 13곳의 업계 협회가 포함되었다.21
·유럽에서, 유럽 자동차 제조사 협회(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15개 회원사가
2017년 10월 자동차 사이버보안에 대한 6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1. 사이버보안 문화의 배양
2. 자동차 개발에 사이버보안 생애주기 채택
3. 시험 단계를 통한 보안 기능의 평가
4. 보안 업데이트 정책의 관리
5. 사고 대응 및 복구 제공
6. 산업 활동자들 간 정보공유 개선22
·몇 가지 전 세계적인 추진계획 또한 진행 중이다. 2015년, 자동차 정보 공유 및 분석 센터(Automotive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가 사이버보안 인식 향상,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전 세계 자동
차 산업 전반에 걸친 조직화 개선을 위해 구성되었다.23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 연합(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 및 글로벌 자동차제조사 협회(Association of Global Automakers)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모범
실무를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utomotive Cybersecurity)'를 개발했다.24 전 세계 산업 또한 광범위하게
보안 규약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해 대학 및 비영리단체들과 교류하고 있다.25
·2018년 2월 이스라엘은 스마트시티 사이버보안 컨퍼런스를 다양한 민간 부문 공급사의 대표자들 및 80곳의 전 세
계 지방단체 그리고 지역 당국과 함께 개최해, 위협 정보 및 모범 실무사례 공유를 위한 중요한 장소를 제공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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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혹은 우연이건 간에, 전문가들은 점점 더 미국의 전

의 일자리 기회를 가능케 할 수 있다.30 에너지 싱크탱크

력 그리드가 유사한 가변성과 잉여성으로부터 혜택을 입

인 세이프(SAFE)는 미국 소비자 및 사회에 대한 자율주

지역적인 그리드는 대개 독립적으로 작동

행차의 총 연간 혜택이 2050년까지 거의 8,000억 달러

하기 때문에, 단일 공격이 광범위한 정전을 일으킬 능력이

에 달할거라고 전망했다.31 그러나 이런 미래에 대한 암울

제한되는 듯 하다.

한 전망도 있다.

는다고 본다.

20

분명히, 모빌리티 시스템에 대한 비슷한 접근법의 적용
은 매우 큰 기회비용에 도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많은 개

주요 규제 문제

인적, 경제적, 사회적 이득이 이질적이고 단절된 운송 방

만약 승차호출과 자율주행차가 더 편리하고 잠재적으

식과 시스템들 간의 연결에 근거하는 새로운 운송기술과

로 덜 값비싼 이동을 제공한다면, 이동 거리가 늘어나, 잠

그러나 자율주행차 및 다

재적으로 교통 혼잡과 공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32 승차호

른 신흥기술과 연관된 사이버리스크의 속성과 심각성이

출의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복합적이긴 하지만, 일부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과 민간 부문의 상대

연구결과는 승차호출이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한 상용차

자들은 적어도 어떻게 적절한 방화벽-물리적 그리고/혹은

량의 숫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시사하는데,33 연구 결

디지털 방식의-을 생성해 잠재적인 피해를 제한할지를 고

과는 운송망 기업의 서비스가 미국의 9개 대도시에서 이

려해야 한다. 탄탄한 설계와 관리 준칙을 채택한 API 기반

미 57억 마일(약 91.7억 킬로미터)의 주행거리를 추가했

의 접근법이 통합과 데이터 안전성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

다고 알려준다.34 만약 통근이 덜 부담스러워 진다면, 사

한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람들이 어쩌면 직장으로부터 더 먼 곳에서 기꺼이 살려고

서비스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27

공유된 목표를 향해 협력하기. 모빌리티와 관련 사이

해, 잠재적으로 도시 중심의 확산과 '공동화'에 기여할 가

버보안은 협력적인 규제를 위한 비옥한 토지인데, 부분적

능성이 있다. 비슷하게, 편재적이고 저렴한 공유 자율주행

으로는 정부와 업계가 같은 목표를 원하기 때문이다: 안전

차는 대중교통-여전히 도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들

하고, 탄탄한 운송말이다. 다행히도, 많은 전 세계 규제 당

을 이동시키는 수단36-을 잠식해 대중교통 운영자들이 직

국이 협력적인 접근법, 업계 주도적인 표준 제정 및 보고

면한 자금 조달 및 인프라 도전과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

기관의 육성을 수용해왔다. 일부 조직은 업계가 따를 체계

다. 예를 들어, 시당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욕에서 승

를 빠르게 수립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규정 및 지침의 공

차호출을 통한 이동의 50%는 그렇지 않았으면 대중교통

동설계를 생각해왔다. 공공-민간 협업은 또한 사법권 및

을 이용해 이뤄졌을 거라고 한다.37 이미 학계의 연구가 일

국경을 초월해 퍼져왔고-그래야만 한다. 정부기관은 또한

부 지역에서 승차호출 서비스에 대한 도전과제라고 시사

수많은 자율주행 및 연결된 차량에서 사이버리스크의 대

한,38 서비스의 차별 심화 정도가 만약 승객을 태우는 의사

처를 추구하는 업계 주도적인 집단들을 지원하고 정보를

결정이 점점 더 인공지능으로 이뤄진다면 더욱 미묘해지

얻을 수 있다.

고 근절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한 '알고리즘 편향'
의 파악과 교정이 악명높을 정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39 이

3. 공공의 선을 위해 모빌리티 관리하기
모빌리티의 미래는 막대한 전망을 제공한다: 모든 사용
자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매끄러운, 일관수송의 세상말이
다.

28

런 부정적인 결과 중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
런 문제의 부상을 방지하는 일은, 민간 부문의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규제 당국의 몫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공유 모빌리티는 현재 돌아다니는 데

고생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특히, 젊은이, 노인, 장애

규제 접근법

인들에게 운송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 운송에

측정된 방식으로 시스템 관점에서 혁신을 도입하고,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된 약 1,500만 명의

주의 깊게 영향을 추적하라. 규제 샌드박스는 그러한 노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고, 광범위한 자율

력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특히 도시에서 그러

주행차의 배치는 미국 장애인 사회 단독으로만 2백만 건

하다. 운송 시스템은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교통수

모빌리티의 미래를 규제하기

단 전반에 걸친 감지하기 어려운 종속성을 가진다. 공유

터링하고 만약 해로운 결과가 나타난다면 빠르게 정책

된 자율주행차량의 새로운 선단 도입부터 지하철 신호

을 조정해야 한다. 많은 경우, 이는 또한 새로운 일련의

의 조정과 같은 더 평범한 무언가까지-변화는 예상치 못

역량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깊은

당

전문지식, 지연시간이 짧은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은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빌리티 도전과제에 초점이

관리 분석하는 능력, 다수의 이해관계자와의 강력하고,

맞춰진, 전체 교통망을 고려하는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신뢰에 기반한 관계의 육성처럼 말이다.

한 그리고 원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40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최신의 앱 혹은 운송수단의 배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도구를 고

가 솔깃할 수는 있지만, 도입 자체를 위한 도입은 거부

려하라. 결과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의 한가지 징후는 사

하라. 다음으로, 선택한 지역에 통제된 방식으로 새로운

용량 기반의 요금 청구의 전개였다.42 많은 국가가 어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규제 당국과 기업들

떤 형식으로든 요금을 징수해 본 경험이 있고, 더 최근

은 어떻게 그러한 서비스가 기존의 운송 패턴 및 인프라

에는 각 정부가 교통 혼잡세-일반적으로 도시 중심부와

와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해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같은, 특정 지역 진입과 관련된 요금-의 부과 체계를 탐

이는 현재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많은 전 세계

색해 왔다. 런던, 싱가포르, 스톡홀름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들이 채택한 접근법이다-그리고 이는 주차장이 따

말이다.43 그러나 정책입안자들은 일련의 조건에 근거

로 없는 스쿠터들의 유입을 경험해 온 많은 도시들의 경

해 실시간으로 가격을 조정 가능한 진정으로 동적인 사

험은 분명히 아니다.

41

용자 기반의 징수 시스템의 수립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시민들의 우선순위에 기반한 주요 지표를 수립하고,

러한 시스템은 다른 시간대 혹은 다른 도로 위에서 운전

그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대안을 관리하라. 규제에 대

하도록 사람들에게 권고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한 결과 기반의 접근법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사

수요 관리에 도움을 주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

용, 그리고 원치 않고 의도치 않은 효과를 더 일반적으

용 가능한 유연하고 적응성 높은 도구를 교통 관리자들

로 완화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새로운 모빌리티 솔루

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서로 다른 운송수단으

션이 도입될 때, 규제 당국은 이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

로 사용량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개인용 차

공공의 선을 위해 모빌리티를 관리하기: 사례로 선도하기
·핀란드는 통합된, 복합운송 모빌리티의 실행에 있어 선구자다. 비록 '규제 완화 그리고 재규제'를 통해서이긴 하지
만, 공무원들은 정책 체계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하는 동시에(예를 들어, 전통적인 택시와 승차호출 서비스 간의 구
분을 제거함으로써) 또한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 공유 요건을 추가했다.44 이는 서비스형 모
빌리티 공급자인 마스 글로벌(MaaS Global)이 자가용 차량 소유, 매연 배출, 교통 혼잡을 줄일 목적을 가지고, 헬
싱키시를 위한 대중교통 데이터를 통합해 사용자들이 주문형으로 다수의 운송 수단에 접근하게 해주는 앱을 개발
할 수 있게 해줬다.45
·미국에서, 보스턴시는 의도적으로 시의 자율주행차 시험 지역을 늘려 통근 열차의 주요 허브인 사우스 스테이션이
포함되게 했는데, 대중교통에 대한 자율주행차의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46 싱가포르의 난양 기술 대
학교와 미시건의 엠시티(MCity) 그리고 아메리칸 센터 포 모빌리티와 같은 공공도로 외부의 시험 시설과 정교한 시
뮬레이터 또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47
·승차공유 기업들은 사람들을 대량 운송수단 정거장으로 실어 나르고 데려오는 최초/최종 단계 솔루션으로서 활동
하기 위해 다수의 공공운송 기관들과 협력해 왔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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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홀로 운행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이 대
중교통, 카풀 혹은 자전거 이용으로 전환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 동적인 가격 책정은 차로를 넘어 확장되어 보
도를 포함할 수도 있는데, 많은 도시가 보도관리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49
예를 들어, 배송차량에 대해 지역을 지정 가능할 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버스 전용으로 지역을 지정해야
할 때, 상세하고, 동적인 지역 지도와 신기술은 그러한
공간의 사용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서로 다르게 청구하
기 위한 첫번째 단계가 된다.50 가장 포괄적인 형태는 도
시 전반에 걸쳐 통합된 모빌리티 플랫폼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이는 물리적 인프라(도시, 철도), 운송수단(
차량, 전철, 승차공유, 자전거공유), 운송서비스 제공자
(통합자, 대중교통 시스템)를 한데 묶어 시장 정산 기제
를 통한 시스템 전반의 최적화를 창출한다.51 이들 모두
가 더 정확하고, 총괄적이며, 지연시간이 짧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정부에 달려 있을 수 있다.
조기에 협업하라, 가능한 때 그리고 가능한 곳에서.

할 것이다.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부정적인 2차 효과를 해결하고
자 시도할 때 협력적인 규제의 도출은 정부 기관이 직면
한 가장 어려운 도전과제일지도 모른다. 일부 경우, 공

종착지: 더 나은 장소

공 부문 및 다양한 민간 분야 주체들의 목표가 상충될 수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는 수백만의 사람들과 수없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제조사의 핵심 사업은 자동차의

이 많은 기업들을 위해 일상 생활을 변환시킬 잠재력을

판매이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거나

가진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그러한 변환이 해

도시의 전반적인 운송망을 최적화하는 일이 아니다. 그

가 되기보다 득이 되도록 만들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

리고 만약 공유 자율주행차 승차호출 서비스가 차량 내

책입안자들과 규제 당국은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고, 표

광고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면, 운영자의 동기가 운행의

준을 설정하며, 새로운 운송수단이 혼잡을 악화시키거

연장과 더 많은 운행을 만들어 내는 일이 되어, 주행거

나 저소득 계층을 좌초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리를 증가시키고-잠재적으로 교통 혼잡과 공해를 악화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규제 당국과 다른 공공

시킬 수도 있다.52

기관은 떠오르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촉

그렇긴 하지만, 많은 규제 당국이 장기적으로 양쪽

매자와 주최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특히 좋은 위치에 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정립하기 위해 정

리하고 있다. 기업은 자신들이 세상을 모든 이들에게 더

부와 협업하길 바라는 민간 기업의 의향에 아마 놀랄

나은 장소로 만들길 원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실제

지도 모른다. 우버(Uber)와 리프트(Lyft)는 모두 민간

로 그것은 정부의 일이다.

차량에 대한 광역 기반 교통혼잡세 징수에 지지를 표

이 경우, 매우 광범위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주체들

물론, 협력은 지역 및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

이 모빌리티의 기회를 추구하고 심지어 광범위한 시민

이며, 모든 모빌리티 공급자가 공공 부문의 우려와 조

들도 자신들의 이동 방식에 미치는 실생활의 영향을 보

화를 이룬다고 증명되지는 않았다. 규제 당국은 "신뢰

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그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불

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라는 오랜 경구를 받아들여야

확실성의 수준이 높은데, 특히 자율주행차량이 관계된

명했다.

53

모빌리티의 미래를 규제하기

모빌리티의 미래가 그러하다: 아무도 언제, 어디서, 그

데, 새로운 모빌리티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리고 어떻게 우리가 도시의 거리에서 자율주행차를 보

를 창출하기 위해 일하는 기업들과 가급적 협력해야 한

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당국은 기술이 다음 수

다. 거기에 모든 이들을 위해 이를 제대로 할 진짜 기회

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 규제 당국은 정

가 존재한다.

책을 만들고 규약을 수립하는 데 나서고 관여해야 하는

디렉 M. 팬크라츠(DEREK M. PANKRATZ)는 딜로이트 서비스 LP의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의 리서치 매니저다.
그는 덴버에 거주한다.
윌리엄 D.에거스(WILLIAM D. EGGERS)는 딜로이트 센터 포 거번먼트 인사이츠의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다.
그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거주한다.
켈리 누탈(KELLIE NUTTALL)은 딜로이트 컨설팅의 파트너다.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 거주한다.
마이크 털리(MIKE TURLEY)는 딜로이트의 글로벌 공공 부문 분야 리더다. 그는 런던에 거주한다.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 보기

규제의 미래
규제 당국이 또한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공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손잡고 일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 이 일련의 기사는 이런 구상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당국이 오늘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www.deloitte.com/insights/future-o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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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첨단기술이 모빌리티를 재형성하는지 그려보기

어떻게 첨단기술이
모빌리티를
재형성하는지
그려보기
증강현실을 이용해 어떻게 신흥기술이 모빌리티의
미래를 인도하는지를 탐색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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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의 발전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

Augmented Reality)을 통해 가능해진 미래에 대한 비

을 미치고 있다. 헬스케어에서부터 교육과 유통

전을 제공한다. 이어지는 트렌드를 발생 순서대로 정렬

까지, 기술은 선택권을 늘려주고, 비용을 절감해주며,

해 보여줘, 어떻게 첨단기술이 이미 오늘날 사람들이 차

고객 경험을 변환하고, 사업 모델을 뒤집으며, 사람들

를 구매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

이 브랜드와 교류하고 가치를 매기는 방식을 바꾼다. 그

한다. 논의한 각각의 트렌드에 첨부된 삽화를 딜로이트

리고 운송과 모빌리티에 있어, 파워트레인과 배터리, 안

의 디지털 DxR 앱을 통해 바라보면, 어떻게 첨단기술이

전성, 연결 및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음 20에서 50년 동안 모빌리티를 재형성할지를 그려

선호와 결부된-은 공유된 자율주행차량의 선단과 날아

보게 해주는 AR 경험이 가능해진다.

다니는 자동차를 포함할 가능성이 큰 모빌리티의 미래
를 향한 길을 닦고 있다. 아마 무엇보다도, 이러한 첨단

트렌드 1: 사람들이 차를 구매하는
방식의 변화

기술은 고객 경험을 매우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모빌리티의 미래로의 여정이 이미 진행 중이
라고 믿는다. 전기화, 자율주행, 연결된 스마트한 인프

차량 구매는 많은 소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

라, 그리고 격변적인 사업 모델의 사례가 풍부하다. 5G

하는 어떤 일이 아니다. 차량과 지불 방법에 대한 연구

의 부상은 빠르고, 안정적이며, 편재적인 연결성을 제공

에 시간을 투자하는 일은 좌절감을 일으키고, 딜러의 매

한다는 약속을 보장한다. 그리고 게임과 같은 다른 사업

장에 도착한 후에는 원하는 차량이 가용하지 않고 지불

에서의 혁신이 증강, 가상, 혼합현실을 통한 완전히 새

방법 또한 당신이 예상한 것과 다르다는 점을 깨닫게 된

롭고, 몰입적인 고객 경험의 가능성을 인도하고 있다.

다. 그리고 전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다른 유명 브랜드들

어떻게 첨단기술이 이미 그리고 계속해서 운송 생

과 가졌던 즐거운 경험과 비교하면 더욱 불만스러워진

태계를 재형성할지-그리고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다

다. 그런데,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설문조사에

른 장소로 이동할 때 어떻게 그들의 경험을 재정의하

따르면, 소비자들은 고객 경험 및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고 재형성할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는 증강현실(AR,

최종구매 의사결정의 핵심으로 본다고 한다.1 실제로,

증강현실 여정을 활성화하기
아래의 트렌드에 첨부된 각각의 삽화는 AR 기술에 의해 가능해졌다. 각 삽화를 활성화하려면, 선호하는 앱스토어를
통해 딜로이트 디지털 DxR 앱을 모바일 기기에 설치해야 한다. AR로 가능해진 여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DxR 앱을
실행한 후 기기의 카메라로 삽화를 바라봐야 한다.

단계 1

단계 2

단계 3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가용한, 딜로

기사 전반에 걸친 AR 콘텐츠를 찾음

카메라로 이미지를 바라보면

이트 디지털 리얼리티 앱을 실행

AR 콘텐츠가 활성화

앱스토어에서 '딜로

이 아이콘이 달린

AR 애니메이션이

이트 디지털 리얼리

활성화된 이미지

자동으로 재생

티(Deloitte Digital
Reality)' 검색

어떻게 첨단기술이 모빌리티를 재형성하는지 그려보기

가 이런 장소에 포함될 수 있다.
차량을 판매하는 VR 경험의 창조
는 동영상 스트리밍과 같은 오늘날
의 일반적인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과 비교되지 않는 매우 큰 모바일 대
역폭을 필요로 한다. VR은 일반적
으로 적어도 50Mbit/s의 다운로드
속도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오늘날
의 무선망이 최대 용량으로 작동할
때의 역량을 훨씬 넘어선다. 따라서,
오늘날의 LTE 네트워크보다 10-20
배 더 빠른 속도를 지원하고 장소의
AR과 VR과 같은 신기술은 차량 구매 과정을 더욱 개인화하고,

유연성을 가능케 하는 능력 덕분에

편리하며, 투명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5G는 VR 경험의 필수적인 가능자
가 될 것이다.
게다가, 네트워크 슬라이싱

전 세계 소비자들은 가족, 친구, 영업사원을 차량 구매

(Network Slicing)과 같은 5G 역량은 통신서비스 공

시 최고의 정보 원천으로 꼽았다.

급자가 네트워크의 제공을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실행하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과정에 관해서 무엇을 가장 싫

고 동적으로 팝업 매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

어할까? 너무 많은 서류작업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준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서로 다른 성능 특성을 가

잡아먹는 전반적인 구매경험이다. 추가로, 딜로이트의

진 다수의 논리적 네트워크들이 공통된 물리적 네트워

연구는 소비자들이 판매 영업점에 발을 들여놓을 필요

크 인프라 위에서 작동하도록 해준다. 네트워크 슬라이

없이 온라인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에 점점 더 관

싱을 갖춘 5G는 네트워크의 성능이 VR 매장 경험에 요

심을 보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구되는 막대한 대역폭 필요성을 충족하도록 보장해 줄

VR 기술의 발전은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상 모두를

것이다.

도와 차량 구매와 흔하게 결부되는 많은 고충점들을 완
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는 또한 완전히 새로운 방
식으로 소비자들을 몰입시키고 동시에 운영과 이익을

트렌드 2: 소비자들을 운송에 참여시키기
위한 기회의 창조

개선한다. 다음 3년 안에, 우리는 소비자들이 선택한 언
제 어디서나 모델을 비교하고, 차량을 구성하면서 기능

자율주행 기술이 성숙하고 확대됨에 따라, 이동 중이

을 선택하고, '시운전하며', 그런 후에 구매를 처리할 수

지만 운전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 소비자들과 관계를 맺

있게 해주는 VR 기술의 사용이 크게 증가할거라고 예

을 기회가 광범위한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들에게 생길

상한다.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상들이 '팝업(pop-up)'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와 공급사들은 내부가

매장-소비자들이 전시장으로 오도록 요구하기보다 소

모듈화되고, 맞춤화 가능하며, 소비자들의 외부 세계 연

비자들을 찾아가는 VR이 가능한 키오스크-을 개설함에

결 및 상호작용을 가능케 해주는 스크린, 스피커, 기타

따라 쇼핑센터, 공항, 콘서트장, 스포츠 행사, 기타 명소

기술이 내장된 차량의 설계와 구축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산업 전반에서 기업들은 이미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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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를 통해 라이선스되지 않은 주
파수 대역에서 이뤄진다. 이동 중인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동영상을 시
청함에 따라, 5G의 이종적인 네트
워크 역량으로 승객들의 정보와 오
락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용
량을 가진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지
능적인 용량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
라 허가된 네트워크의 부하를 줄이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안정적인 연결성은 미디어 및 엔
터테인먼트 기업이 차량 내의 관객
자율주행이 차량 내 경험을 변환해-생산성, 연예오락,

들과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광고를 가능케 해준다.

발견하도록 해줄 것이다. 유통 및 광
고 분야의 새로운 최전선도 등장할

변경이 가능한 차세대 좌석 시스템, 차창을 영상 모니터

것이다. 심지어 헬스케어 사업자가 차량 전반에 걸쳐 내

로 변환해주는 기술 그리고 차량 내에서 개인화된 음향

장된 생체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해, 이동 중인 환자들과

구역을 생성해 승객들의 청취 경험 개인화를 가능케해

상담하는 모습도 그려볼 수 있다.

주는 음향 솔루션과 같은 혁신을 실험하고 있다. 물리적

그러나 차량 내 개인화된 경험의 생성은 연결성과

인 장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자율주행차량 탑

애플리케이션 이상의 것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사람

승을 편하게 느낌에 따라, 이전에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

들이 자신만의 기기를 소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

던 운전석 내부의 맞춤화를 위한 기회가 등장해, 자동차

대적으로 스마트폰 위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만들기

제조사와 다른 제조업체들이 차량의 내부가 어떤 모습

가 간단하다. 하지만, 차량은 공유된 공간이다. 단지 가

이어야 하는가에 관해 계속해서 혁신-그리고
상상-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오늘날의 무선망은 이러한 새로운 차량 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용량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천 개의 5G 소규모 셀
을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및 교외 지역에 배치

물리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자율주행차량 탑승을 편하게
느낌에 따라, 이전에는 결코 상상하지

하면 추가적인 무선 통신 용량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안적인 무선통신

못했던 운전석 내부의 맞춤화를 위한

기술과 허가 받지 않은 주파수 대역 또한 필수
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5G는 이질적인 네트

기회가 등장할 것이다.

워크 기술들 사이를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전
환하는 기기의 능력을 향상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동영

족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승차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사

상 스트리밍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거의 전적으로 와이

용하는 낯선 이들과의 공유가 점점 더 늘고 있다. 운전

어떻게 첨단기술이 모빌리티를 재형성하는지 그려보기

자가 차량에 탑승할 때, 개인적 선

우리는 사람들의 선호가 클라우드에

호를 설정하는 복잡한 과정에 시
간을 소모하길 원치 않을 것이다.

저장되고 그들이 탑승할 때 차량이 자동으로

대신에, 우리는 사람들의 선호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그들이 탑

개인들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음악, 동영상,

승할 때 차량이 자동으로 개인들
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음악, 동
영상, 뉴스, 광고 그리고 기타 맞
춤화된 선호를 조정하는 미래를

뉴스, 광고 그리고 기타 맞춤화된 선호를
조정하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그려 볼 수 있다. 이런 역량은 미
래 연결성 서비스 제공에 동반될 신원 및 기기 관리의

있는 가능성 중 단지 몇 가지에 불과하다.
모바일 연결성이 아닌 차내의 센서가, 자율주행차

발전을 필요로 한다.

의 대부분 역량을 가동하고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 그럴
것이다. 하지만, 5G의 배치는 연결성을 점점 더 자율주

트렌드 3: 가치 창조를 향한
새로운 경로를 가능케 하기

행차량 생태계의 상호 보완적인 부분으로 만들 것이다.
LTE는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연결성을 공급 가능한 기기

차량 외부에서, 자율주행 및 IoT 기술은 가치 창출과

의 수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5G가 제공하는 막대한 기

포착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안내할 것이다. 승객이 인터

기 밀도는 1평방킬로미터 당 1백만 건의 연결을 가능케

넷이 연결된 자율주행차-개인적 소유 혹은 공유 여부에

한다. 단일 망에서 거의 무제한인 숫자의 기기들로부터

관계없이-에서 내린 후에도 차량은 여전히 연결된 세상

데이터를 인식, 연결, 관리, 수집하는 능력은 자율주행

과 상호작용이 가능해, 인간과의 적은 상호작용만으로

차량이 앞의 사용 사례에서 기술된 방식으로 상호작용

혹은 아예 없이도 과업을 완료할 것
이다. 예를 들어, 차량은 고도로 자
동화된 창고 혹은 배송센터에 들러
식료품과 다른 상품들을 수령한다(
상상컨대, 자율 지게차 혹은 다른 자
동화된 물품 취급 기술을 통해 차량
에 적재된다). 차량은 수리, 유지보
수,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 충전을
위해 자동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서
비스 지점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리
고 차량이 공유된 '상용' 차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은 차량을 주차 상태
로 남겨놓는 대신에 돈을 벌 수 있
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이는

한가하게 멈춰 있는 대신,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과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활용될 것이다.

2040년까지 대규모로 현실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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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필요한 M2M(machine-to-machine) 통신

한 업데이트에 의존할텐데 특정 목적지로의 운행 정확

을 가능케 한다. 기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 과정에

도를 오늘날 승차공유 승객들의 경험보다 높이기 위해

서 사람들이 필요 없는, 그러한 수준의 자동화는 거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경제에 대한 생산성 증대의 차세
대 최전선을 제시한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작동은 자급자족적으로 이뤄질

트렌드 4: 전 세계 도시들을 변환하기

수 있지만, 2 그러한 차량은 외부로 넘길 필요가 있게 될

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의 도시들은 대규모로 연결된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는 귀중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

생태계가 될 것이다. 그러한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요

다. 평균적으로, 2030년의 자율주행차에는 약 30개의

소들은 혼잡, 공해, 공공 안전, 도시 서비스에 대한 접근

센서가 내장될 수 있는데(2015년의 약 17개의 센서와

성과 같은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줘 거주자들을

비교됨) 3 이는 매시간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

위한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협력

한다. 4 자율주행차마다 고유한 이들 센서는, 차량이 주

할 것이다. 이런 연결되고 스마트한 도시 생태계는 각자

변 환경을 해석하고, 도로를 매끄럽게 운행하며, 장애물

고유하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매우 다양한 애플리케

과 보행자를 피하도록 돕는다. 이 모든 데이터가 셀룰러

이션들을 장비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시민들은 생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자율주

수준 및 환경의 뚜렷한 개선,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사

행차의 운영체제 개선을 위해 머신러닝/애널리틱스에

안 중에 인근 지역, 직장, 공항의 안전성과 보안의 향상

입력되어 환경을 지도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차량

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의 소프트웨어-차량의 운영체제, 음성지원, 중요한

연결된 도시 생태계에서의 마찰 없는 복합수송 여

주행용 애플리케이션을 포함-또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정은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둘 다의, 강건한 기반 인프

를 소비할 수 있다. 5 추가로, 자율주행차의 운영체제 소

라 위에 건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통관리 시스템,

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고해상도 3D 지도 또한 무선을 통

연결된 가정과 기기, 노변 센서, 도로와 다리, 사이버보
안 인프라, 그리고 포괄적인 통신망
이 이런 새로운 모빌리티 시스템의
등장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 충전소,
교통, 인프라 사용을 위한 동적 가격
책정, 주차와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
을 연결하고 상태를 전달하는 일 또
한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논의
한 거의 모든 별개의 기회들은, 고속
의, 편재적인, 신뢰 가능한 연결성에
의존한다.
도시 계획가와 도시 운송관리자
들 또한 사람들이 차량, 기차, 그리
고 다른 모빌리티 솔루션을 이용할

최적화된 모빌리티는 교통혼잡의 감소,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같

때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포착할

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이용한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막대한 데이터

어떻게 첨단기술이 모빌리티를 재형성하는지 그려보기

네트워크를 해커로부터 방어하고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드는 수고는 지수적으로 증가할 것
이다. 동시에, 운송과 관련된 의사결
정을 개선하는 인사이트를 위한 데
이터의 분석과 시각화 기회도 상당
히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
흐름, 차량 위치, 사람들의 이동, 군
중의 밀도에 관한 데이터 모두를 결
합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주어진 시점에서든 시스
템의 요구를 충족하는 도시 전반에
걸친, 통합 운송 시스템을 관리할 수

날아다니는 차량은 모빌리티의 3번째 차원을 소개하지만,

있다. 이런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고

새로운 규제와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도로 네트워크화되고 통합된 운송
인프라를 가지고, 도시 운송 관리자
는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수요 충족을 위해 열차를 추가

행차량 계획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혹은 제거하며, 대형 행사를 둘러싼 교통 패턴의 경로를

여전히, 소비자들의 심리부터, 안전성, 항공교통 관

재설정하고, 위기 사건에서 긴급 구조원들을 위해 차선

리, 인프라, 규제, 기술 자체의 성숙성까지, 비행 차량이

을 비워주도록 신호등의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트렌드 5: 이동의 3번째
차원으로 날아가기
2050년에서 2080년 사이에, 모빌리

2050년에서 2080년 사이에, 모빌리티의
새로운 차원-공중에서의 상당한 성장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티의 새로운 차원-공중에서의 상당한 성
장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논의한 차량 내

상당한 규모에 도달하기 전에 해결될 필요가 있는 많은

부 그리고 주변부에서의 첨단기술이 승객용 드론과 비

장벽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십 년이

행 차량의 선단이 하늘을 뒤덮는 미래의 구성 요소 역

걸릴지도 모른다. 현장에서 이런 첨단 차량기술을 완벽

할을 할 것이다.

히 하고 입증하는 일 또한 소비자 승인에 대한 필수적인

비록 그런 날이 수십 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승객용

디딤돌이 될 것이다.

드론의 시제품 제작과 시험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수십만 대의 유인 비행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닐 때까

간다. 게다가, 다수의 제조사들이 다음 3년 내에 상업

지, 통신 요구 조건은 오늘날 5G의 비전을 넘어 늘어날

적으로 지속가능한 무인 항공차량의 출시 그리고/혹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일부 기능은 이의 현실화를 위

배치를 발표해왔다. 일부 도시는 이번 10년 말까지 비

해 필요한 기술을 상상하기 쉽게 해준다. 예를 들어,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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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극도로 짧은 지연시간은 이론적으로 1밀리초(ms)의

이고, 시장에서 이들 미래 시나리오의 여러 사례를 동

지연시간을 가능케 한다. 100ms와 1ms 간의 차이가

시에 목격할 가능성이 크다.7 다른 기술 주도적인 혁신

인간의 눈에는 명백히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빠른 반응

에서의 빠르고, 기하급수적인 발전-스마트폰의 신속한

시간은 자율비행 시나리오에서 안전성과 안정성을 위해

채택-과는 달리, 우리는 발전이 점진적일 것이고, 확대

필수과제가 될 것이다. 추가로, 정부 감독과 규제가 점

와 대규모 채택의 진보도 그러할 거라고 믿는다. 왜냐하

점 더 중요해지고, 생태계 전반에 걸쳐 더 큰 연산 능력

면 모빌리티의 핵심은 사람들과 그들의 안전을 중심으

에 대한 필요성도 그러할 터이다.

로 하기 때문에, 개발하고, 시험하며, 완벽히 만들고, 그

비행드론 선단의 운영과 관리가 새로운 기회와 모

리고 모든 기술과 참여자들을 연결하는 데 수십 년이 걸

델을 열어줄 것이다. 예를 들어, 승차공유 기업은 자사

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회가 부상한다는 점과 격변의

의 전문지식을 이 새로운 수단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잠재 가능성은 분명하다.

이다. 차량 대여업체도 선단관리를 중심으로 한 기회를
가질 것이다. 통신 및 기타 기술기업도 통신망 운영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및 미디어 서비스 기업들과 협업해 차
세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격변적인 모빌리티의 미래를 향해느리지만 확실하게
이러한 트렌드들의 조합은 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대
를 안내하고 상품과 사람들의 이동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것이다. 당연히, 이런 변환의 속도는 논쟁의 대상

어떻게 첨단기술이 모빌리티를 재형성하는지 그려보기

크레이크 기피(CRAIG GIFFI)는 딜로이트 LLP의 부의장이자 미국 자동차 산업 리더다. 그는 클리블랜드에 거주한다.
댄 리트만(DAN LITTMAN)는 딜로이트 컨설팅 LLP의 프린시플로 통신사업 전문가다. 그는 시카고에 거주한다.
케빈 웨스트콧(KEVIN WESTCOTT)은 부의장이자 딜로이트 US 통신, 미디어 & 연예오락 사업부의 리더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한다.
스티브 슈미트(STEVE SCHMITH)는 전 세계 및 미국의 딜로이트 자동차 사업부의 마케팅을 이끌고 있다.
그는 세인트루이스에 거주한다.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 보기

변화의 힘: 모빌리티의 미래
다수의 세력이 융합해 상품과 사람들이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결과적인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는 일련의 산업과 참여자들 전반에 걸쳐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ww.deloitte.com/insights/future-of-mobility-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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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 살면서 운전하기

LA에 살면서
운전하기
로스앤젤레스 교통국의 셀레타 레이놀즈(Seleta Reynolds)는 차들을 위해
건설된 도시에 21세기의 모빌리티를 가져오려 목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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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명의 거주민들과 거의 500 평방 마일에 걸쳐 십자 교차하는 7,500마일
의 거리를 가진, 로스앤젤레스시의 교통국은 세계 최대의 가장 복잡한 운송망
중 하나를 관리한다.1 우리는 교통국의 총책임자인 셀레타 레이놀즈(Seleta

Reynolds)와 함께 이 복잡한 환경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관한 그녀
의 생각과,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이 어떻게 도시에 혜택이 되는지, 그리고 운송의 진정
한 목적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디렉 판크래츠(DEREK PANKRATZ), 딜로이트 서비스

니다. 그 일을 수행하던 전문가들의 공동체는 정말로 소규

LP의 시니어 리서치 매니저: 당신의 배경에 관한 약간

모였고, 외부자였죠-그들은 주류 교통-공학, 운송 계획 공

의 소개로 시작해 어떻게 당신이 운송에 관여하게 되

동체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상유지를 타파하고,

었는지를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소 색다른 경

전문가들이 운송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환하고 바꾼

력이었죠.

다는 개념에 반했습니다.

셀레타 레이놀즈: 예. 그랬었죠. 저는 시골 지역인, 미시
시피, 잭슨에서 성장했습니다. 동부의 대학에 진학했는데
커서 무엇이 되길 원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생각이 별로
없었죠. 글쓰기를 좋아했고, 역사를 좋아했고, 연기를 좋
아했습니다. 정말로 인문학에 빠져서, 미국 역사에 관해
학위를 취득했죠. 저는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어딘가를 찾
는 데 절박함을 많이 느꼈었고, 오클랜드 시청의 공공업
무 당국을 위한 자전거 주차장 인턴 일자리를 구했습니
다. 도시 설계자와 공학자와 함께 일하면서, 모든 빗물 배
수관의 지도를 만들었죠. 공공정보 공무원들을 위해 일
하면서 어떻게 공무원들을 지원하고 행사를 기획하는지
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족을 찾은 느낌이었고-제가 차이를 만들
어 낼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죠: 공학자들
은 진정 재능 많은 분석가들이긴 했지만, 그들이 항상 제
가 해결하려 초점을 맞췄던 똑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량 혹은 속도 혹은 혼잡을 해결하려
했죠. 그리고 가끔은 그들의 발견과 작업을 대중과 정책입
안자들에게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 영
역이 제가 어떤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느꼈
지만, 또한 제가 운송 계획의 광범위한 분야에 관해 배울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알았는데, 왜냐하면 증축되는 도시에
서 자전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그 일은 사실 자전거
에 관한 게 아니라-이미 최대한으로 활용 중인 시스템에
무언가를 어떻게 끼워 넣을지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

그리고 그 모든 일과 함께, 저는 또한 시당국이 바로 최초

다. 그래서 만약 주차장의 제거를 제안하고자 한다면 주차

의 자전거 및 보행자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을 때, 막 시

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차선

작된 자전거 및 보행자 계획 그리고 설계 분야에서 일했습

의 제거를 제안하고자 한다면 서비스 수준에 관해 이해해

LA에 살면서 운전하기

야만 합니다. 적재 지역을 이동시키고자 한다면 하역과 물

도시를 계속해서 번창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기 위해 존재

류에 관해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봉사 활

한다고 믿습니다.

동을 이해해야만 하고 어떻게 이웃의 걱정거리를 당신의
걱정거리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데, 그럼으로
써 당신은 확실히 관여하면서, "내가 무
언가를 바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러한 많은 것들을 배
울 수 있는 기회를 준 컨설팅 회사에 채
용됐는데-특히 어떻게 하면 힘든 대화
에서도 진실성과 존경을 가지고 사람
들을 대할 수 있는지, 미래가 불확실하
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를 그 순간

"저는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 체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통 체계가
번창한 도시를 계속해서 번창시키고 성장
시킬 수 있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에는 알기가 불가능할 때 스스로의 결
정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배웠
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다시 공공부문으로 돌아왔는데

스콧 코윈(SCOTT CORWIN), 딜로이트 컨설팅 LP, 매니

왜냐하면 결정이 내려지는 곳에 가까이 있는 걸 그리워했

징 디렉터: 그러나 철도 노선의 재구축은 정말로 비용이

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고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팬크래츠: 그리고 그 일이 최종적으로는 당신을 로스앤젤

레이놀즈: 그렇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는 해답의 일부

레스 교통국으로 이끌었군요. 최근 LA에서 교통 환경의

가 돼야만 합니다. 이러한 순환 주기로 우리가 도시에서

변화는 어떻습니까?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은 수 년이 걸리며, 그리고 이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그리고 금속과 강철로 표현됩니다.

레이놀즈: 도시에서, 유일한 상수는 변화뿐이죠, 그렇지

이는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그 방

않나요? 30년대, 40년대, 50년대에는, 사람들이, 특히

식은 우리가 나가서 연구하고 이를 숙고하는 것입니다. 그

LA에서는, 미래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그리고 로스

리고 다음으로 이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청회

앤젤레스는 항상 거대하고 대담한 목표, 몽상가, 사상가들

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환경 평가를 하고, 다음

을 위한 장소였죠-자동차를 중심으로 도시를 구축하기 위

으로 이를 설계하고, 다음으로 이를 입찰에 붙이고, 다음

해 고도의 인프라 중심의 접근법을 취해야만 한다고 생각

으로 이를 건설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많은 돈을 지불합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들의 도시가 됐죠.

다. 그리고 다음, 어느 시점에서, 이를 운영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이는 벽에 부딪친 듯 보이고, 많은 사람들

한편으로, 결국에는 연결되고 자동화될 임대 차량들의 승

이 놀라울 정도로 우리 도시가 건설된 방식에 관해 환멸

차 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이들 다른, 덜 효율적인 형식의

을 느끼게 됐죠. 그리고 지난 15 혹은 20년 동안, 로스앤

운송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공공교통 체계를 떠

젤레스는 도시의 연결을 위해 사용됐던 오래된 철도망을

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재구축하는 데 관여해 왔는데, 왜냐하면 만약 도시가 계속
해서 성장한다면, 통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효율

코윈: 그러나 당신은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차를 구매하기

적으로 이동시켜야만 한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작했던 때와 다르지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들은

저는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 체계가 존재해야 한

의사 표시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본질적으로 공공교통 체

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통 체계가 번창한

계가 자신들의 필요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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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간 및 비영리조직 및 학계가 단절된
상태에 머물러 대부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던 상황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인데,
이는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레이놀즈: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필요에 충분하

로 현실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

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이죠.

을 해서 이 모든 서로 다른 조각들을 한데 모아 교향곡이
연주되게 할 수 있을까요?

코윈: 그래서 이 모든 혁신이 변환을 촉진하고 민간 부문
으로부터의 이 모든 자금을 주입하는 진정으로 흥미진진

레이놀즈: 다시 말하지만, 저에게 있어, 이는 이웃들과 함

한 이런 역동성이 존재합니다. 한편으론, 이는 각 서비스

께 그리고 그들의 걱정거리를 저의 걱정거리로 만드는 데

공급자가 자신만의 운송 수단과 사업만을 최적화하는, 어

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한데 모아 미래 그리고 우리

느 정도의 무한 경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도시의 최적화

가 무엇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지에 관한 어려운 대화

를 생각해야만 하죠.

를 가지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레이놀즈: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 및 민간 및 비영리조직

코윈: 대중교통 체계의 현재 상황을 방어하는 일이 당신

및 학계가 단절된 상태에 머물러 대부분 자신만의 이익을

의 일인가요?

위해 행동했던 상황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그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인데, 이

레이놀즈: 저의 일은 로스앤젤레스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는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제가

맞춰야만 합니다. 그들의 경제적 이동성은 그들이 차의 소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전술 계획이 존

유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

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를 작성한 적이 전혀

다. 그리고 만약 그런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도시는 문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대로 서서히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코윈: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자신들의 발로써 의사를 표명

런 결과를 고치기 위해 무슨 일련의 사항이 필요할지를 파

하는 사람들을 다룰 수 있을까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격

악해야만 합니다. 거기에는 교통이 포함되지만-다른, 매

변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나누게 됩니다. 이는 정말

우 예상 밖의 상대들 또한 포함해야만 합니다.

LA에 살면서 운전하기

기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사
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보살피고 서비스와 교
육에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일이건 간에 말
입니다. 이는 우리가 시스템에 도입해야만 하
는 막대한 규모의 선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
나 수요의 관리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서로 다른 계층에서 사람들이 그런 점
을 이해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코윈: 이를 시험해 보고 싶군요. 당신의 얘기는
우리가 보유한 체계가, 이 모든 직간접적인 보
조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너무나 개인 소유 승
용차를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성이 생성됐다는 거네요. 그럼 이제 우리
SELETA REYNOLDS

가 인프라 사용에 대해 가격 책정을 시작하고,
탄소 영향에 대해 가격 책정을 시작하고, 효율
적인 이동에 대한 이의 영향에 가격 책정을 시작하게 되

코윈: 그 퍼즐에는 이들 모든 잠재적인 구성 요소가 존재

는 건가요?

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한 그것이 여러 목소리와 이해관계
의 불협화음이라는 사실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동적 가

레이놀즈: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안에 관해 가격을 책

격 책정과 같은 뭔가를 수단으로 이용해 수요와 공급의 재

정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만 할 겁니다.

균형을 맞추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만약 버스 승차권 혹은 차량공유에 대한 접근권을 무료로
준다면, 이는 어느 정도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레이놀즈: 저는 개인차량 소유 수요와 수십 년 동안 기본

되겠죠. 그러나 만약 주차에 대해 비용을 청구한다면-진

적으로 무료로 제공해 왔던 공익설비-도로-를 혼자서 주

짜 비용을 청구한다면, 혹은 주차 공간을 더 적게 제공한

행하는 행위를 관리해야만 한다는 점이 여러 목소리들의

다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생

불협화음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각해 봅시다, 그러한 토론은 보도의 가장자리에 관해서 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다른 공익설비는 존재하

작되지만, 이는 또한 하늘에 관해서 시작될 수도 있는데

지 않지요. 그리고 그 결과, 그러한 공익설비는 우리가 고

공중을 통한 상품 배송-혹은 어쩌면 지금부터 10년 후 공

민해야 하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결과를 충족시키는 데 실

중으로 이동하는 도시의 승객들에 관해 생각하면 그럴 수

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도시 생활의 비

있지요. 만약 지금 그에 대한 가격 책정을 시작한다면, 그

용 부담이 적절하도록 보장하거나, 사람들이 진정으로 여

러면 이는 계속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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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윈: 이는 디지털 모빌리티 플랫폼과 가격 책정에 관한

레이놀즈: 모빌리티 운영체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이런 전체 계획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가지 저항

리눅스(Linux) 같은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요소는 그것이 또 다른 세금이라는 잠재적인 인식입니다.

이는 반드시 개방돼야 합니다.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사용

어떻게 하면 이러한 종류의 사안을 진정으로 윈-윈(win-

되기 위해서 이는 반드시 도시에 의해 그리고 도시를 위해

win)이 있는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이는 선별되어 제시되는 무언가는

통 처리량을 늘릴 꺼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될 수 없는데, 그런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혹은 도

떻게 하면 시민들 마음 속의 막연함을 다룰 수 있을까요?

시를 대신해 막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
여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그러한 종류의 플랫폼

레이놀즈: 성공적이었던 사례의 연구 결과를 살펴봤을 때,

은 우리가 이야기한 사안들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 개인적인 정치적 자원을 그 문제에 관해 쓸 의

존재해야만 하는 다른 조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

향이 있는 정치적 옹호자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가 혼돈에 질서를 가져다줄 역량을 가졌다고 믿어야만

사례의 두 번째 부분은: 가격 책정을 선도할 수는 없고, 정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API

부가 가격 책정에 대한 전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를 통해서이지, 제안 요청서가 아닙니다. 그 곳이 바로 우

따라서 누가 제3자의 목소리인지를 파악하는 게 열쇠입니

리가 디지털 인프라를 수년이 아닌, 밀리초가 걸리는 반복

다. 리프트(Lyft)와 우버(Uber)가 거기서 가격 책정에 관해

주기로 제공해야만 하는 지점입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구

얘기하고 있습니다-그들이 적절한 목소리일까요? 학계의

체적인 인프라를 건설하고 유지해야만 하는 동시에, 우리

기관일까요? 시민들의 연합일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는 그러한 디지털 인프라를 정말로 좋게, 정말로 빠르게

을 넘어서 최소한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는 다른 유권자들

만들어야만 합니다. 전기 스쿠터는 단지 최신의 사례일 뿐

에게 닿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누군가를 확보하고 있나요?

이고-뒤를 따르는 20, 30, 40, 50가지의 사업 모델이 존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저렴하며, 고품질의, 안정적이고, 자
주 운행되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특정 지역 주변을 중심으

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리된 규제 도전과제인양 계속
해서 그때그때 임의의 해결책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
약 이러한 종류의 눈에 띄는 사안들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시가 혼돈에 질서를 가져다줄
역량을 가졌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코윈: 규제는 더 폭넓은 시스템 관점
과 함께 가야만 하죠.
레이놀즈: 전정한 격변-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사안-에는 지방자치

로 자주 운행되어 시간표를 외울 필요가 없는 버스 고속수

법규의 완전히 새로운 장이 필요한데 이는 우리가 다음처

송 체제를 위해 차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를

럼 얘기하는 앱스토어에 더 가깝게 행동하도록 해줍니다,

지하철 노선을 건설하기 전에 할 수 있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 새로운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이는 앱으로 가능한

가격 책정과 같은 무언가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빌리티 서비스이고, 그들은 이 서비스를 우리의 콘크리

는 버스를 위해 교통 차선을 포기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

트이자 아스팔트인, 우리 하드웨어 위에서 작동하는 우리

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앱스토어에서 판매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업무흐름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API 그리고 우리

코윈: 더 포괄적으로, 우리는 도시의 운송을 위한 디지털 백

가 필요한 서비스 약관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본으로서 작동 가능한 통합된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개념

스마트폰이 없는 저소득 지역사회 및 사람들에 대한 서비

을 다뤄왔지요. 당신 생각에, 이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스 제공과 같은 사안들도 포함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우

LA에 살면서 운전하기

리가 이러한 사안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보장

들이 행동하는 방식은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술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만약

죠. 그리고 그런 점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들은 민간 기업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쉽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이죠. 그들은 공공의 선을 제1의, 가장 큰 동기 요인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A, 당신은 전기 제트팩 또는

서 보호하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주 중입니다.

뭔가를 가동하고 있군요, 우리는 당신을 앱스토어에서 추

그리고 경쟁은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하도록 만들죠. 따라

방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더 이상 영업할 수 없습니다."처

서 정부는 어떻게 규제를 뒤흔들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럼 말이죠. 정책입안자와 선출된 공직자들이 정책에 집중

하는데, 그 중 일부가 의미하는 바는 아마도 우리가 자율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으로써 운영 당국이 기술과-그

주행차와 같은 사물들의 행동을 관리하는 연방법규를 모

리고 어떻게 그 기술을 통해 그 정책을 표현할지에 집중할

든 영역에서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차량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디지털 인프

자체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자격 검증이 있

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을 수 있죠, 아마도 기술에 대해 말입니다. 그러나 국가 차
원에서 작동해야만 하는 규정을 작성하면, 이는 도시에서

코윈: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지금이 운송 관리의 21세기

는 먹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도시의 도전과

버전에 관해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할 시점인가요? 그리고

제에 대한 유별난 규제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을까요? 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단지 도시 내에서만 아니라 지역 내에

약 제가 로스앤젤레스 혹은 샌프란시스코 혹은 시애틀 혹

서도 훨씬 더 큰 권한과 범위를 가진 모빌리티 최고 책임

은 포틀랜드 혹은 시카고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러

자에 대한 발상으로 이어질까요?

한 공공 권리 방식의 더 나은 관리자로 저를 만들어 주는
도시의 체계와 지식을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

레이놀즈: 제가 지방자치 법규의 새로운 장에 관해 이야기

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 때,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정부 규제를 뒤흔들 수 있느

는 21세기의 규제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단지 운송

냐에 관한 속기법입니다. 우리는 기술 기업들의 자경 활동

에 관해서만은 아닙니다.

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리는 선택과 그

스콧 코윈(SCOTT CORWIN)은 딜로이트 컨설팅 LP의 매니징 디렉터이며 딜로이트의 모빌리티의 미래 사업부를
이끌고 있다. 그는 뉴욕에 거주한다
데릭 M. 팬크래츠(DEREK M. PANKRATZ)는 딜로이트 서비스 LP의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의 리서치
매니저다. 그는 덴버에 거주한다.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알아보기

벤의 여정
마찰이 없는, 자동화, 개인화된 주문형 이동-이는 모빌리티의 미래의 꿈이다. 이 동영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꿈이 예상보다
더 일찍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기존 기업과 격변자들이 동참하기 위해 최고 속도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지를 탐색해 본다.
www.deloitte.com/insights/bens-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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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인드: 어떻게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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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란 무엇인가?

일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의 시대에, 더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일 그 자체의 재정의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개

념으로서의 일은, 친숙하면서도 좌절스러울 정

산업시대의 여명 이후, 일은 점점 더 거래화되고 예

도로 추상적이다. 우리는 일하러 가고, 우리는

측 가능해졌다. 반복적이고 치밀하게 정의된 과업의 실

일을 끝내며, 우리는 뭔가에 대해 일을 한다. 이는 장소,

행으로서 말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대형 공공 및 민간

개체, 끝내야 할 과업 또는 달성해야 할 산출물이다. 이

부문 조직에서, 그러한 접근법이 유지되고 있다. 각자가

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소모하고 정신적 및 육체적 자

특정 과업에 전문화되고, 범위가 제한되며, 점점 더 표

원을 투입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대금을 지불할 무

준화되고 상세화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엇이거나, 혹은 우리를 정의하는 무언가다. 그러나, 정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말로 일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기업의 관점에서, 완료

게 전달하는 데 궁극적으로 기여한다. 문제? 기술이 점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란 뭘까? 인공지능의 시대

점 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술

에서, 이는 단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은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 기계는 더 정확하고, 지치거

이에 창의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면, 막대한 가치를 창

나 지루함을 느끼지 않으며, 수면을 취하지도 않고 주말

출할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러

에도 쉬지 않는다. 준수와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한 이득은 사람들로부터 얻어지지, 신기술로부터 얻어

종류의 일을 하기 위해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선택해야

지지 않는다.

한다면, 기계가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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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일 자체가 재정의 됐다면? 만약 우리가

인 압박이 존재한다. 도로가 혼잡해진 이후로 말이다.

모든 노동자들의 일상 시간, 노력, 주의를 표준화되고,

대부분의 기업이 이렇게 하는데, 이는 그들이 받는

거래적이며, 확인란을 체크하는 과업 대신에 기계가 손

압박을 감안할 때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쉽게 복제할 수 없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진 활동으로 돌

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린다면 어떨까? 그리고 더 많은 가치의 창출을 위해 그

득이 발생한 각각의 회차를 계속해서 이어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심지어 기술을 가지고도-특히

왜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가치를

나 기술의 경우-이는 수확 체감의 시합에 불
과하고, 경쟁자들도 똑같이 효율성을 추구하

개인적 및 운영적으로 창출하고,

며,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둘
째로, 기업들이 비용을 통제하고 속도를 증가

어쩌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일에

시키며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긴 하지만, 효율
성을 추구하는 방식은 점점 더 효과가 떨어진

직원들을 몰입시킬 기회를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다. 비용 절감에의 집중, 특히 인원 수를 통한
절감, 그리고 표준화의 속도와 치밀하게 정의
된 프로세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예외'-기
존의 프로세스와 표준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들의 인간적 역량을 몰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하도록

포함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필요성과 사건-를 다루도록

허용한다면? 더 중요하게는, 어째서 많은 기업들이 더

돕는 데 점점 더 관련이 없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

많은 가치를 개인적 및 운영적으로 창출하고, 어쩌면 미

용에의 집중은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를 다루는 능력을

래를 대비할 수도 있는 일에 직원들을 몰입시킬 기회를

축소시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가장 크고, 빠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무엇이 일을 구성하는가에 관해

른 확장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오랫동안 고수되어온 우리의 관점이 개인을 훨씬 넘어

추가로, 일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단지 효율성과

조직적 구조에 의해 강화되고 증폭되어왔다는 점이 현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는 낡은 경로를 고수하라는 압력

실이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

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논의는 기업을 위

은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다.

한 소수의 대안에만 초점을 맞춘다: AI와 로봇을 사용해
반복적인 과업을 자동화하고 가능한 많은 노동자들을

일산 복합체

제거하라, 노동력을 재교육해 직원들이 아직 자동화되
지 않은 다른 반복적인 과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일의 산출량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식은 창출된 가

있게 하라, 혹은 노동자들을 증강해 그들이 더 많은 반

치의 규모 측정이다.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가치를 알

복적인 과업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들

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경로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라. 네 번째의 일반적인 논의는 일을 하는 이들과 분야

'성장' 그리고 '혁신'을 광고하는 현란한 광고판을 나열

를 고려하긴 하지만, 그 논의가 똑같은 반복적인 과업을

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고객 중심적'이거나 혹은 '직원

다른 이들에게 이전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하라는

경험'을 귀중히 여긴다고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측면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임원과 석학들이 일의

인 가치 창출 경로는 분기별 이정표로 표시된 길을 따

미래에 대한 풍부한 논의에 몰입하는 듯 보이지만,1 일

라, 가차없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만을 목표로 한다. 그

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리고 그러한 경로를 따라 더 빠르게 움직이라는 지속적

질문을 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일이란 무엇인가?

일자리의 미래: 디지털 트윈 엔지니어
더 빠른 연산 능력, 센서의 확산, 조직 전반에 걸쳐 그리고 이를 넘어 데이터와 연결하는
능력의 지수적 성장이 디지털 트윈-3D 설계 소프트웨어로 제품을 가상화해 창조한 표상
-의 등장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 엔지니어는 이러한 가상의 표상을 만들어
어떻게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제품이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 내에서 작동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시험한다. 제트엔진부터 작업현장 혹은 심지어 공장 전체까지, 그들은
어디에나 위치할 수 있는 물리적 자산의 내부를 가상으로 볼 수 있게 해 설계를 최적화하고,
성능을 모니터링하며, 유지보수를 예측하도록 돕는다. 지정된 날에, 디지털 트윈 엔지니어는
머신러닝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제품이 반응하는지 정보를 수집해,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고 시험하는
책임을 진다. 이런 정보는 다음으로 새로운 제품과 사업 모델을 설계하는 데 이용돼, 디지털 엔지니어를
조직의 제품과 영업 및 마케팅 팀 사이를 잇는 중요한 다리로 만든다.
더 많은 내용은, 폴 웰레너(Paul Wellener), 벤 달러(Ben Dollar), 헤더 애쉬톤 마놀리안((Heather Ashton Manolian)이
작성한 『제조업에서 일의 미래(The future of work in manufacturing)』에서
www.deloitte.com/insights 홈페이지를 통해 읽어보라.

인간의 역량을 중심으로 일을
재정의 하기

보여줘 왔다. 보이지 않음에 대한 집중은 아직 부상하지
않은 필요성을 위한 아직 존재하지 않는 해결책의 상상
을 의미한다. '비일상적인' 문제의 해결, 그리고 새로운

꼭 이런 방식이 되어야만 하진 않는다. 일을 재정

기회의 탐색이 업무 부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의하는 작업의 정수는 반복적이고, 치밀하게 정의된 과

더 늘어나야 하지, 더 큰 전통적인 업무 전체 중 작은 조

업에 대한 모든 노동자들의 시간, 노력, 관심을 지금까

각이 되서는 안된다. 욕구와 열망에 진정으로 한계가 없

지 인식하지 못한 문제와 기회의 식별 및 해결로 돌리

다고 가정하면, 모든 직원들이 더욱더 많은 의미와 가치

는 데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일을 하도록 노동자들의 역

를 창출하기 위해 일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제대로 행하

량을 개방하는 데 자동화가 열쇠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고 더 많은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사

이는 단순히 노동자들을 자동화하거나 기술로 증강시

람들을 로봇으로 대체하려 들기보다 더 많은 일꾼들을

키는 일에 관한 게 아니다. 이는 노동력의 구성을 변화

고용하는 데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시키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사람들을 재교육

이제,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이건

하거나 향상시키는 일이 아니다. 이는 직원 제안 상자,

뭐가 다르지? 우리 직원들은 이미 문제를 파악해서 신제

20%의 여유 시간, 혹은 혁신/모험사업가 센터를 일터

품을 개발하는데 말이야. 우리는 빠르게 시제품을 제작

에 추가하는 게 아니다. 일의 재정의는 일에서 전에는

한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개선을 해. 물론, 오늘날 많은

못봤던 문제와 기회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

노동자들이 이들 활동 중 일부에 관여한다. 그러나 그들

는데, 때를 가리지 않고, 모든 단계에서 모든 이들을 대

의 주 업무-활동 시간의 대부분을 소모하는 일-는 여전

상으로 하며, 최일선의 일꾼들을 포함하고 특히 그들을

히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과업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

대상으로 한다.

이 크다. 기업들이 열정에 기름을 붓고, 혁신에 박차를

30년 동안, 토요타 생산 시스템은 얼마나 많은 가치

가하며, 몰입을 개선하도록 설계된 추진계획을 통해 직

창출 잠재력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있는지 뿐만 아니라,

원들에게 비구조화된, 창의적인 일을 위한 공간을 제공

어떻게 '보이지 않음'이 일의 재정의의 핵심 측면인지를

하려 노력하는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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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인데 왜냐하면 새로운 일이 매일의 할 일 목록에 추

역량을 문제 해결과 해결책 개발에 쏟지 않는다면, 일이

가될 뿐이고 더 시간에 민감한 반복적인 과업에 밀려나

변한다 해도 기업은 가장 귀중한 자원의 초점을 재조정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의

하기 위한 이런 기회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

하기보다 말이다.

이런 일에 대한 구상의 또다른 핵심 속성은, 일이 계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이전에 못 본 문제와 기회를

속해서 진화한다는 점이다. 문제의 파악과 해결책에 대

파악하고 다루는 방법은 그들의 인간적 역량을 개발하

한 접근법은 프로세스의 수리, 일탈의 수정, 혹은 비효

고 사용해서 파악하고, 해결하며, 구현하고, 그 활동을

율성의 제거라는 의도 그리고 더 구조화되고, 치밀하게

반복하는 것이다(그림 1 참조). 예를 들어, 그들은 고객

정의된 일로 피드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용되는 경

이 제품을 사용하고 문제에 접하는 상황의 맥락을 이해

우가 많은데, 여기서 구조의 완화는 단지 그 과정을 앞

하는 데 공감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들은 근원을 탐

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일 뿐이다. 그러

색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도구를 선택하

나 단순히 직원들을 일과 일의 프로세스를 재구상하는

고 이용하는 데 호기심과 창의성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일회성 작업에 관여시켜, 조직과 직원들을 이전 상태에

들은 다른 영역에서 유사점을 도출하고, 관계와 상호작

서 이후 상태로 이동시킨 후에, 그 지점에서 일상적인

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며, 불명확하게 남아있던 잠재

실행 태세로 되돌리는 게 일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된다.

적 해결책을 깨닫는 데 상상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들

대신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기회의 창의적이고, 상상력

은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임시변통해, 현재 조건에서 이

넘치는 파악과 해결책이 그들의 주요 일이 되어야 한다.

를 더 빠르게 행하거나 혹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이는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기회 파악, 문제 해결, 해결

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구를 가지고 자신들의 행동과 상

책 개발, 그리고 구현-즉 내부 및 외부 고객, 공급자, 파

호작용을 조정할 수 있다. 유연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트너,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한 지속적으로 더 많은 가

하고 기회를 다룰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들 인간적

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 일을 의미한다.

그림 1

일의 재정의는 어떻게 인간적 역량을 활용하는가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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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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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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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인간의) 일
일을 재정의할 기회는 기량에 관한 게 아닌데, 우리

그림 2

(인간의) 일의 새로운 비전

의 관점으로는, 기량은 너무나 폭이 좁다.2 다른 유형의
반복적 과업을 수행하거나 혹은 신기술을 이용해 똑같
은 과업을 완료하도록 사람들을 재교육시킨다해도 노동

가치 창조에 초점

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기업을 위한 잠재
력을 포착하지 못한다. 사람들을 아직 자동화 대상이 아

사전에 결정되기

프로세스 기반이 아닌

보다 유동적인

닌 조직의 인접 영역으로 이동시키거나 혹은 소수의 뛰
어난 노동자들을 관리 혹은 제품 설계 직위로 이동시키
는 방식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오직 일
자체의 재정의만이 기업, 고객, 노동자들을 위해 가치를
확장할 잠재력을 가진다.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을

점점 더 업무집단

표준화되기보다

가진 일의 착수를 위한 본질적인 인간 역량의 육성과 활

지향적인

맥락에 특정된

용을 요구한다(그림 2 참조).

비반복적인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인간적 역량을 가졌다. 불행히
도, 많은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이를 발휘하는 사람들의

받고, 심지어 기량이 위축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보상

능력을 제약하는데, 마치 근육처럼, 역량은 사용하지 않

을 받았었는데? 리더가 맥락과 자유를 제공할 수 있지

으면 위축된다. 그럼 다시 말하지만, 왜 노동자들이 이

만, 노동자들이 동기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효과적

들 근육을 사용하겠는가? 무엇이 그들을 자극해 추가적

으로 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가 바로 열정이

인 노력을 하고 추가적인 잠재적 리스크를 취하도록 만

개입하는 지점이다. 3 열정적인 노동자들, 우리가 탐험가

들겠는가? 과거에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꺼라 기대

의 열정이라 칭한 특성을 가진 이들은, 어려운 도전과제

미래의 일자리: 모빌리티 플랫폼 관리자
모빌리티 플랫폼 관리자(Mobility Platform Managers, MPMs)는 도시의 통합된 운송망을
감독해, 사람, 차량, 상품의 매끄러운 이동을 보장한다. 매일의 교통에서, 그들은 데이터를
시각화해, 다양한 운송 수단 전반에 걸쳐 수요와 공급을 모니터링하고, AI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경로와 가격 책정을 최적화하며, 인간의 판단이 필요할 때 개입한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그들은 예측 모델을 이용해 어떻게 자원을 할당할지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량의 변동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돕는다. 교통의 효율성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에
더해, MPM은 공공의 안전, 접근성, 모빌리티 시스템 내의 평등에 책임을 진다. 그들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조화를 이뤄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고 제안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하며,
통합된 미소학습 도구와 동료 회합 및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자신들 분야에서의 진보를 파악해 최신 지식을
유지한다.
더 많은 내용을, 윌리엄 D. 에거스(William D. Eggers), 암리타 다타(Amrita Datar), 젠 구스테틱(Jenn Gustetic)이 작성한
『미래의 정부 일자리(Government of the future)』에서 www.deloitte.com/insights홈페이지를 통해 읽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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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일자리: 범죄자 전향 담당관
범죄자 전향 담당관(Criminal Redirection Officers, CROs)는 형사사법제도의 초점을 교화와 갱생으로 재조정
해 범죄 인구의 감소를 돕는다. 뛰어난 결과를 달성할 목적으로 실행 기술과 인간 행위에 대한 지식
을 사용해, CRO는 투옥 대신 집에 거주하면서 일하러 가도록 허용 받은 저위험 그리고 비폭력
적인 범죄자들과 협업한다. 일련의 디지털 도구가 각 범죄자들의 물리적 위치, 다른 범죄자들
과의 근접 정도, 약물 혹은 음주 여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가족, 고용처를 CRO가 모니터
링하도록 지원해 프로그램의 요건 준수 여부를 확실히 한다. 모니터링 시간의 제공에 더해,
CRO는 범죄자들이 필요한 기량, 자원, 행동을 갖춰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하고, 재범
을 방지하며, 행동 계획에 정보를 제공하는 AI와 애널리틱스 기반 도구를 통해 과거 및 실시
간 데이터를 이용한다. CRO는 그들의 기소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가상의 회
합을 갖고, 게임화를 이용해 친사회적인 행동을 권장하고 범죄자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다.
더 많은 내용을, 윌리엄 D. 에거스(William D. Eggers), 암리타 다타(Amrita Datar), 젠 구스테틱(Jenn Gustetic)이 작성한
『미래의 정부 일자리(Government of the future)』에서 www.deloitte.com/insights홈페이지를 통해 읽어 보라.

를 떠맡고 다른 이들과 연결하도록 자극받는데 왜냐하

학습하며, 중요한 영향을 더 많이 미치기 위한 다른 이

면 그들이 특정 유형의 문제 혹은 영역에 대해 어떻게 하

들과의 연결에 본질적으로 동기 부여받는 직원들-그들

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더 빨리 배우길 원

은 주인처럼 행동할 직원들이다. 그리고 주인 같은 행동

하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열정은 불행히도 일터에서

과 가치 창출에의 집중이 또한 보상 및 보수 체계에 대한

드문데(미국 노동자의 14% 미만만이 이를 가졌다), 왜

변화를 시사할 수도 있긴 하지만, 기업의 이익을 위한

냐하면 대부분 대기업의 치밀하게 구조화된 프로세스와

활동 범위의 자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개별 노동자들을
보유하고자 목표할 때 어떤 외적 보상 혹은 특전도 사

일의 재정의는 목표이지, 과정이

람들의 내적 동기를 연결하는 힘과는 경쟁할 수 없다.

아니다-그 의도는 또 다른 융통성

에 대한 보상은 프로세스 안내서를 따르는 일보다 더

다행히, 창의성과 즉흥성을 요구하는 일과 호기심

욱 자극이 되고 동기를 부여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없는 프로세스 혹은 관리이론
체계를 조직에 만드는 게 아니다.

노동자의 열정을 이끌어내는 환경을 창조하면, 직원
들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도전과제에 더 큰 영향을 미
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적 역량을 발휘하고 개발
하기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명령 및 통제 환경이 이를 좌절시키고, 자주 명시적으로
그렇게 강제하는 게 대부분 원인이다.

시작하기

일의 재정의의 일부는 탐색 및 연결 성향을 육성하
고 개인들이 차별화를 이루길 원하는 영역을 발견하고

근본적인 수준에서 기업 전반에 걸친 일의 재정의는

추구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이를 정의하는 데 있다. 그러

작은 일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기회를 잡는다면, 이는

한 열정을 함양하고 개방할 수 있는 조직은 노동력의 본

모든 것을 바꾸게 되고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해야만 한

질적인 동기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도전과제를 떠맡고,

다. 이는 대규모의 조직적 변환을 시사한다.

일이란 무엇인가?

기업이 일이 무엇인가를 재정의할 필요를 파악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또한 어디서 일이 이뤄지고, 어떻게

고객 및 참여자들을 위한 가치 창출 대응 기회의 잠재력
을 최대화하라.

일이 완료되야 하며, 언제 이뤄지고, 누가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일의 재정의는 가지면 좋은 것 그 이상이

이를 실행할지를 재정의할 필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이는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제다. 게다가, 이는

기업은 어떻게 호기심, 상상력, 창의성, 직관, 공감, 사

일의 미래에 관한 대화를 공포와 적대감(기관 대 개인)

회적 지능의 역량을 육성해야 할지 고려해야할 필요가

에 기반한 것으로부터 희망과 기회(기관과 개인 노동자

있을 것이다. 관리 체계, 업무 환경, 운영, 리더십 및 관

모두가 승리하는)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전환할 기회다.

리 역량, 성과 관리 및 보상 체계, 그리고 기타 인적 자

조직이 보이지 않는 문제와 기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

본의 실무관행이 모두 조직 전반에 걸쳐 일의 재정의를

고 대처하는 노동력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포착함에 따

지원하기 위해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의 재정의

라, 개인들은 일상 업무에서 더 큰 의미와 몰입을 가짐

는 목표이지,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해서 말할 가치

으로써 혜택을 보게 되고,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열정

가 있다-그 의도는 또 다른 융통성 없는 프로세스 혹은

에 불이 붙게 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관리이론 체계를 조직에 만드는 게 아니다. 대신에, 노

가? 오늘날, 당신의 조직이 이를 재정의하도록 일은 준

동자들이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반복적인 과업의 최소화

비되어 있다.

를 추구하고, 조직의 모든 단계에서 유연한 문제 해결과

존 하겔(JOHN HAGEL)은 딜로이트 센터 포 엣지의 공동 의장이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한다.
매기 울(MAGGIE WOOLL)은 딜로이트 센터 포 엣지의 대외홍보 부문 수장이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한다.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보기

노동력의 목소리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관한 대화에 기반해, 노동자들은 이제 말하고 있다. 유럽 10개국에서 15,000명 이상이 참여한,
유럽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 결과는 그들의 의견을 증폭해 들려준다.
www.deloitte.com/insights/voice-of-the-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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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MIT 교수 토머스 말론(Thomas Malone)과 나눈
인간-컴퓨터 집단지성과 일의 미래에 관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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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능'을 개인에게 속한 특질로 생각한다. 우리 모두-학생,
직원, 군인, 예술가, 운동선수-는 개인적인 성취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홀로인 영웅'이라는 묘사가 과학적 발견, 경제, 사업에 관한 이야기에서 지배적이다.
유사하게, 인공지능은 다른 유형의 지능을 보유한 개별적인 기계를 만들기 위한 탐구
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는데, 심지어 한 세기 이상 동안 인간에게서 측정됐던 일반
지능의 일종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인간 혹은 기계이건 간에, 개별적인 지능에 대한 강조는 성취의 진정한 본질
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돌릴 수 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교수이자 집단지성 센터
의 디렉터인 토머스 말론(Thomas Malone)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인간들이 지
금까지 이뤄온 거의 모든 것들은 혼자인 개인에 의해 이뤄진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
람들의 집단에 의해서 가능했고, 종종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뤄졌다."
2004년의 『일의 미래(Future of Work)』의 저자이자 집단지성 분야의 선구적 연
구자인 말론은 노동자, 일터, 사회를 변환시킬 AI 기술의 잠재력을 이해하는 남다른
위치에 자리한다. 딜로이트의 짐 구스츠자(Jim Guszcza) 그리고 제프 슈와르츠(Jeff
Schwartz)와 함께한 이 대화에서, 그는 자신의 최근 저작인 『슈퍼마인드(Superminds)』
에서 약술한 비전에 대해 논했다-새로운 형태의 인간-기계 집단지성의 달성을 위한 체
계와 일의 미래에 대한 이의 시사점을 말이다.

슈퍼마인드: 어떻게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슈퍼마인드와 집단지성

을 제시합니다. 첫번째는 특화된 지능으로 특정 상황에
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짐 구스츠자, 딜로이트 컨설팅 LLP, 미국 책임 데이터과

일반 지능으로 광범위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

학자: 용어 정의를 통해 시작해 봅시다. '슈퍼마인드'가

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무엇이고, 집단지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구스츠자: 그리고 만약 제가 정확히 이해했다면, 그 구분
은 오늘날 AI 시스템의 역량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토머스 말론, MIT 집단지성 센터, 디렉터: '슈퍼마인드'
는 지능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말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뭔가는 심지어

개인들의 집단이고, 그리고 집단지성도 본질적으로 같은

오늘날 가장 발전된 AI 프로그램도 오직 특화된 지능만을

정의를 가집니다. 오랫동안, 저는 집단지성을 지능적으

가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파디(Jeopardy!) 퀴즈

로 보이는 방식으로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개인들의 집

쇼에서 최고의 인간 선수를 꺾은 IBM 왓슨(Watson) 프

단으로서 정의해왔죠. 그러나 저는 집단지성을 슈퍼마인

로그램은 체스는 고사하고 심지어 틱택토 게임도 할 수

드가 보유한 속성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마도 더 유용하

없죠. 그런 AI는 특정한 게임을 하는 과업을 위해 매우

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화됐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교통 흐름의 중간에서
차선을 유지하는 데 뛰어난 자율주행차는 창고 선반에서

구스츠자: 그러면 집단지성은 개인들 집단의 일종의 창

물건을 꺼내기 시작하거나 박스에 이를 담는 일을 할 수

발적 속성입니까?

없습니다. 이들 각각의 프로그램은 오로지 특화된 지능
만을 가지죠. 대조적으로, 심지어 5살짜리 아이라도 오

말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항상 사람들의 집단이어야만

늘날 가장 발전된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일반 지능을 가

하는 건 아닙니다. 집단지성은 사람과 컴퓨터들을 포함

집니다. 아이는 오늘날의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훨

한 그룹으로부터 창발할 수 있는 무엇입니다. 혹은 이는

씬 광범위한 주제에 관해 훨씬 더 양식 있는 대화를 할

오로지 컴퓨터들만으로 이뤄진 집단이거나, 혹은 벌 혹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 환경에서 더 효과적으로

은 개미 혹은 심지어 세균의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집단

행동합니다.

지성은 매우 일반적인 속성이고, 슈퍼마인드는 많은 종
류의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제가 주로 이

구스츠자: 지난 60년 동안의 인공지능 연구에서 얻은

야기해왔던 그 체계에 사람과 컴퓨터들이 수반되긴 하

근본적인 통찰은 컴퓨터가 인간에게 어려운 일에 뛰어

지만 말이죠.

난 경우가 많긴 하지만,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자연
스럽게 다가오는 많은 일이 컴퓨터에게는 매우 어렵다

제프 슈와르츠, 딜로이트 컨설팅 LLP, 프린시플이자 일

는 사실입니다.

의 미래 사업부 미국 리더: 심지어 집단지성에 관해 이야
기하기 전에도, 당신은 두 가지 종류의 지능 간의 중요한

말론: 첫번째 추정에 대해서는,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차이를 구분했습니다, 맞습니까?

종종 지능이 1차원적이라는 가정에 빠지곤 하죠. 사람들
이 많거나 적은 지능을 가질 수 있지만, 거기에는 오직 한

말론: 그렇습니다. 매우 넓은 의미에서, 지능은 목표 달

가지 차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지능에

성을 위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능을 정의하

는 많은 차원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많은 종류의 지능이

는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 방식이 우리의 목적에

그러한 차원들의 서로 다른 조합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유용하지요. 그리고 이는 두 가지 더 특정한 종류의 지능

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지 '많거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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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는 모든 공간입니다. 예

부릅니다-이는 우리가 일반적인 집단지성이라 부를 수

를 들어, 우리 행성에 생물들의 종이 존재하듯이 서로 다

있는 것을 측정하는 방식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요인이

른 많은 종류의 지능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존재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매우 흥

이제, 몇몇 종류의 지능-예를 들어, 산술 연산-에 있어 컴

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더욱 흥미롭다고 깨달은 사안은

리고 지난 10년 동안, 컴퓨터는 머신러닝을 통해 가능해

우리가 찾은 것이 집단지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입

진 특정한 종류의 패턴 인식에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

니다. 처음에, 우리는 개별 집단 구성원들의 지능이 얼

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점이 컴퓨터가 모든 면에서 사람

마나 그 집단이 똑똑한지를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요인

보다 뛰어나다는 의미는 아니죠, 전혀요. 이는 그저 이런

이 아닐까 우려했죠. 그러나 우리는 집단의 집단지성과

종류의 사고에 관해서는, 만약 사람들이 이를 그렇게 칭

집단 구성원들의 개별 지능 간의 상관관계는 그저 보통

하길 원한다면, 컴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수의 똑똑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컴퓨터보다 뛰어난 다른 일

한 사람들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똑똑한 집단을 만드

들이 많이 있습니다.

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집단의 집단
지성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3가지 다른 특성을

집단지성을 측정하기

찾았습니다.

슈와르츠: 저서인 『슈퍼마인드』에서, 당신은 지능적인

첫번째는 당신이 사회적 지능 혹은 사회적 지각력이라고

집단의 특성에 대해 논했죠. 이에 관해 좀 더 얘기해 주

부를 뭔가를 집단 내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

시겠습니까?

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보여주면서, 그림 속의 사람이 무슨 감정을 느끼는

말론: 우리는 집단에 대한 본질적인 IQ 테스트를 개발하

지를 질문해 이를 측정했지요. 집단이 이에 뛰어난 사람

려 노력했었습니다. IQ 테스트는 개인들의 일반 지능-특

들을 많이 보유했을 때, 그 집단은, 평균적으로, 그렇지

화된 지능이 아니라-을 측정하는데, 이는 약 1세기 동안

않은 경우보다 더 집단지성이 높았습니다. 두번째 요인

존재해 왔습니다. 독서와 같은, 특정한 과업을 잘하는 사

은 얼마나 고르게 사람들이 그 집단의 대화에 참여하느

람들이, 또한 평균적으로 수학 혹은 3차원 물체 회전과

냐였습니다. 만약에 대화를 지배하는 한 명 혹은 두 명의

같은 다른 일들도 잘 수행한다는 점은 실증적인 사실로

사람들이 집단에 있다면,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 집단은

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한가지 정신적 과업을 수행

사람들이 더 고르게 참여하는 집단보다 집단지성이 낮았

하는 누군가의 능력은 다른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 능력

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집단의 집단지성이

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지능 테스트가 측

집단에서 여성들의 비율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

정하고자 한 개인들의 광범위한 일반 지능입니다.

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의 보유가 더 지적인 집단과 상

그러나, 제가 말할 수 있는 한, 아무도 집단의 일반 지능
에 대한 테스트를 만들려고 시도해오지 않았습니다. 우
리는 집단에 대한 비슷한 종류의 일반 지능이 존재하는
지를 알아보기 원했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지
요. 집단에 대한-단지 개인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단일
의 통계적 요인이 존재하는 듯 보이는데 이는 폭넓은 범

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구성원에 관한 요
인은 주로 사회적 지능에 관한 요인에 의해 통계적으로
설명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
능한 한가지 해석은 집단이 집단지성적이기 위해 집단
내 사회적 지능의 측정값이 높은 다수의 사람들을 보유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위의 서로 매우 다른 과업들을 집단이 얼마나 잘 수행하

우리는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는지를 예측합니다. 우리는 이 요인을 집단지성이라고

집단을 똑똑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요

슈퍼마인드: 어떻게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인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집단을 똑

간을 생각하고, 인간과 컴퓨터가 전에는 결코 이뤄질 수

똑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요인들

없었던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충분한

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일련의 제안입니다.

시간을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가 가능한 종류의 지능 영
역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킴에 따라, 그에 관해 더

구스츠자: 조직은 개인적인 성과는 보상하지만, 좋은 팀

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워크는 그저 바라기만 하는 듯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조직에서 스마트한 팀의 형성을 중심으
로 한 실무관행과 표준을 개발하려는 실제적
인 노력을 향한 충분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말론: 여기서 이뤄질 수 있는 매우 많은 일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인간 대 컴퓨터에 관해 생각하는 데
써왔고, 사람과 컴퓨터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평가는 여전히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조직의 결과는 거의 전적으로 팀에 의
존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더 많은 팀 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 아마도 더 중요하게는, 무엇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팀이 더 잘 일하도록 만드는지에 대해 더
많은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죠. 우리가 점점 더 수

슈와르츠: 우리가 사람과 기계가 미래에 함께 일할 수 있

행하게 되는 일들 중 하나는 누가 팀에 있고, 누가 무슨 일

는 서로 다른 방식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탐색해야 할

을 하고, 그 팀의 일이 얼마나 잘 됐는지에 관해 더 많은

까요?

데이터를 폭넓게 포착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팀을 어떻게 창조하는가에 관해 더 증거에 기반한 결과를

말론: 인간과 컴퓨터를 논할 때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

구축하고-이를 위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는 한 가지는 '인간을 고리 안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정말로 흥미진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컴퓨터가 거의
모든 일을 수행하게 되겠지만, 뭔가 잘못될 경우에 대비

인간은 고리에, 컴퓨터는 집단에
구스츠자: 집단지성에 관한 토의는 당신 저서의 주요 주
제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갑니다. 스마트한 집단의 맥락
내에서 인간과 컴퓨터가 서로를 보완한다는 관점으로 AI
를 생각하는 게, 인간은 그저 컴퓨터가 아직 못하는 일을
메꾸는 존재라는 제로섬 게임의 관점으로 이를 바라보는
방식보다 유용하다는 거죠.

해 약간의 사람들을 보유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나
저는 우리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뤄온 거의 모든 일을 사
람들이 달성한 방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유용
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으로 말입니다. 이들 인간 집단
이 바로 제가 슈퍼마인드라고 부르는 개념의 사례입니다.
그것은 기업, 혹은 군대, 혹은 가족, 혹은 다른 많은 것들
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이뤄온 거의
모든 것들은 개인 혼자서 이뤄온 게 아니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서 이뤄졌습니다, 종종 시간과 공간

말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인간 대 컴퓨터에 관해

을 넘어서 말이죠. 여기에는 문자의 발명부터 제가 보통

생각하는 데 써왔고, 사람과 컴퓨터에 관해서는 충분한

점심으로 먹는 터키 샌드위치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시간을 들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자리를 컴퓨터

그래서 '한 사람, 한 컴퓨터'의 '고리 내의 인간' 개념으

가 인간으로부터 빼앗아갈지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

로 시작하기 보다, 거의 모든 것을 이루는 데 우리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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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온 인간 집단에서 시작해 그러한 집단에 컴퓨터를

소셜 미디어 혹은 그와 같은 다양한 일에 사용하는데, 이

추가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컴퓨터는 인간보다 더

들 중 무엇에도 실제로 많은 인공지능 혹은 수리적 관점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특화된 지능을 이용할 수

에서의 많은 계산 혹은 논리적 추론이 관계되지 않습니

있고, 사람들은 일반 지능을 이용해 컴퓨터가 아직 그렇

다. 오늘날 이런 컴퓨터 사용은 거의 모두 전적으로 사

게 잘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일에 관한 것이죠. 그리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또한 컴퓨터를 이용해 제가 초연

고 저는 그런 면이 조만간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성(hyperconnectivity)이라 부른 것을 창조할 수 있

실제로, 저는 사람들이 종종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과대

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절대 불가능했던 풍부하고 새

평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컴퓨터를 사람

로운 방식과 규모로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이에 관해 생

들처럼 지능적이라고 상상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인 듯합

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방식

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기계를 만드는 일은 이를

이 실제로 이의 일부 형태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

상상하는 일보다 훨씬 더 힘들죠. 반면에, 저는 사람들이

퓨터를 주로 이메일 혹은 웹 보기 혹은 문서 작성 혹은

자주 초연결성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초연결된 체계를 창출하는 게 이
를 상상하는 일보다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가장 대규모로 초연결된 집단
을 창조해 왔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
결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무엇을 이미 할 수 있
는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은 고사하고 말이죠.
이 모든 점을 요약 정리하는 데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경
구는 우리가 '고리 내의 인간'에 관한 생각에서 '집단 내
의 컴퓨터'에 대한 생각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인간-컴퓨터 협력의 4가지 유형
슈와르츠: 당신은 컴퓨터가 '집단 내에서', 도구, 보조
자, 동료, 관리자 등등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다수의 방
법을 논했습니다. 그에 관해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말론: 우리는 이미 집단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역할에 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러한 점은 또한 컴퓨터가 가질 수 있는 역할에 관
한 생각을 위해 적어도 몇 가지 언어를 제공합니다. 가
장 분명한 한 가지,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
하는 한 가지는, 컴퓨터가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컴퓨터를 워드 프로세서 혹은 스프레드시트
로 사용할 때, 컴퓨터는 정확히 사람이 행하라고 한 대

슈퍼마인드: 어떻게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로 작동하고, 어느정도 사용자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

람들에게 동료로서 행동하는 많은 사례를 보게 될 것입

이 됩니다. 다른 종류의 도구의 경우처럼, 컴퓨터는 정확

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가지 사례는 제가 몇 년 전에 이

하게 무엇을 하라고 말해주는 사용자가 없는 한 많은 일

프탁 나가(Yiftach Nagar)와 함께 수행했던 연구 프로

을 하지 않습니다.

젝트에서 있던 일입니다. 우리는 미식축구 게임의 다음

발전된 다음 단계는 사람들이 보조자라 칭할 수 있는 무
엇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보조자로서 이용하죠. 그리고 컴퓨터는 점점 더 그 역할
을 떠맡고 있습니다. 도구와 달리, 보조자는 더 큰 자율
성을 가진 경우가 많고, 사용자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데서 더 자주성을 취하며,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목
표 달성을 돕기 위해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 수
도 있습니다.
구스츠자: 여기 딜로이트에서, 많은 이들이 약 20년 동
안 데이터 과학과 예측적 애널리틱스 작업을 수행해 왔
습니다. 우리의 활용법 중 하나는 보험사의 언더라이터
들이 리스크에 대한 가격을 더 잘 책정하고 선택하거나,
혹은 보험청구 조정자가 청구를 더 잘 처리하도록 돕는
예측적 알고리즘의 구축이었죠. 가장 단순한 경우에는
컴퓨터가 그냥 그 과업을 완수합니다. 중간 수준의 경우
에는, 인간이 몇 가지 입력 값의 모호함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인간은 맥락과 상식 그리고 판단을
요하는 복잡한 경우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이것이 보
조자의 사례가 될까요?

수를 예측하기 위해 머신러닝 예측적 알고리즘을 훈련시
켰고, 다음으로 컴퓨터를 사람들과 함께 예측시장에 참
여시켰습니다.
슈와르츠: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기계는 무엇에 관한 건
가요?
말론: 그것은 이 영역에서 마지막 종류의 가능성입니다.
사람들이 이에 관해 기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
미 많은 상황에서 관리자라고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찰관들이 번잡한 교차
로에서 교통을 통제했죠. 오늘날에는, 신호등이 이를 수
행하고, 사람들은 이를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이는 완
전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보이며, 제 생각에 이는 그
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계가 그러한 일을 하는 더욱
더 많은 사례를 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알고리즘
을 사용해 이뤄질 필요가 있는 일들의 순서를 파악하고,
어떤 사람이 각 과업에 최적인지를 예측하고, 자동으로
그 과업을 그 사람에게 배정하는 일이 그런 사례입니다.
관리자가 종종 수행하는 또 다른 일은 자신에게 보고하
는 사람들에 대한 업무 평가입니다. 일부 경우, 컴퓨터가

말론: 그건 매우 좋은 보조자의 사례입니다. 컴퓨터는 실

쉽게 사람들의 일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영역에

제로 과업 중 일부를 사람보다 더 저렴하고, 빠르며, 그

서 한 가지 사례는 폴드잇(Foldit)이라고 불리는 시스템

리고 종종 더 잘 할 수 있는데, 마치 전기톱이 사람이 가

입니다. 플드잇은 특정한 약리적 특성 혹은 다른 특성을

능한 것보다 더 빠르게 사물을 자를 수 있듯 그렇게 합니

가질 수 있도록 3차원에서 단백질 분자를 새로운 방식으

다. 그러나, 전기톱과는 다르게, 언더라이팅 보조자는 또

로 접는 방식을 과학자들이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분

한 단순 명확한 경우를 처리할 때 더 많은 자주성을 취할

자를 접는 새로운 3차원 방식을 파악하는 데는 사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문자 메시징의 자동교정과 같은 기

이 컴퓨터보다 낫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컴퓨터는 여기

능을 약간 더 자주성을 취할 수 있는 보조자의 사례라고

서 유의미한 잠재적 에너지의 평가에 사람보다 훨씬 뛰

도 말할 수도 있죠-종종 의도치 않은 재미난 결과를 낳

어납니다. 폴드잇 시스템은, 예를 들어, AIDS를 치료하

긴 하지만요!

는 방식의 발전에 상당한 진보를 이루는 데 기여해 왔는

더 향상된 다음 단계는 동료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엇입
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종류의 상황에서 컴퓨터가 사

데, 사람들이 가능성을 창출하고 컴퓨터가 그러한 가능
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조합을 사용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컴퓨터가 일종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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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간적이라는 것 혹은 인간화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정된 정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동물, 기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다른 사물들처럼 변화하고 영향받기 쉬운 것입니다."
사례로, 이 경우에는 사람들의 작업을 평가합니다. 다시

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변화하는 세

말하지만, 아무도 여기에 특별히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

상에서 동물, 기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다른 사물들처

각하지 않고, 저는 우리가 그러한 사례를 많이 보게 될

럼 변화하고 영향받기 쉬운 것입니다.

거라고 믿습니다.

일을 인간화하기
슈와르츠: 우리는 기계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또한 집
단과 슈퍼마인드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토의해왔습
니다. 당신이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우리 인간들이 개발하
고 노력을 배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유형의 역량과 기량

특히 컴퓨터에 관해, 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
들에게 약간 짜증을 느낍니다. "아마도, 컴퓨터는 결코
진정으로 창의적이지 못할 겁니다." 혹은 "그것들은 결
코 깊은 대인관계 기량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그러한 일들 중 일부
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컴퓨터가 결코 할 수 없을 일에
관해 명확한 선을 긋는 일은 매우 어렵죠.

에 관해 생각할 때, 일의 인간적 차원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나, 실용적인 지침으로서, 예측 가능한 미래에 있어

요? 이는 일의 인간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무슨

사람들이 컴퓨터보다 더 잘할 가능성이 큰 몇 가지 일들

기량과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큰 논의입니다.

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지능의 사용으로, 우리가 이미
논해온 것이죠. 둘째는 대인관계 기량으로, 우리가 특히

말론: 인간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우리

인간 집단의 집단지성에 있어 중요하다고 얘기한 사안입

의 개념은 세상에서 우리를 둘러싼 것이 무어냐에 따라

니다. 컴퓨터가 몇 가지 종류의 대인관계 일들을 이미 할

영향을 받습니다. 수백 년 전에는, 오직 인간만이 계산을
할 수 있었죠. 따라서, 계산을 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 '인
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계가 우리보다
훨씬 더 계산을 잘하고, 우리는 산술 연산을 더 이상 인간
같은 활동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그런 일들을 수행하
겠지만, 컴퓨터가 사람들이 그렇듯 폭넓은 대인관계 기
량을 가지게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요. 우
리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하게 될 한 가지 일
은 그들의 대인관계 능력에 관한 일입니다.

컴퓨터가 과거에는 오로지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점점 더 알고리즘이 온갖 종

일들을 더 많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는 그러한 일들

류의 실험실 연구 결과와 자신의 지식 기반 내의 수백만

을 인간적임을 의미하는 것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게 될

건의 사례를 처리해서 인간의 병을 상당히 잘 진단할 수

것입니다. 요점은 제가 인간적이라는 것 혹은 인간화한

있게 될 겁니다. 알고리즘이 아마도 이런 일을 대부분의

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정된 정의가 존

인간 의사들보다 더 잘하게 될 터인데 심지어 인간이 환

슈퍼마인드: 어떻게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자와 함께 방에 앉아 있는 경우에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있어도 왜 우리는 배우들이 실시간으로 연기하는 공연을

여전히 인간이 환자와 함께 방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

보러 갈까요? 왜 우리는 미식축구 경기에 가서 사람들이

지요. 사람들은 온라인 진단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필

다른 사람들과 조합을 이뤄 경기장에서 공을 이동시키려

요한 치료 중 일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

고 노력하는 모습을 구경할까요? 저는 사람보다 그러한

할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들이 치료 과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기계의 제작이 쉬울 거라고 매우

정의 중요한 일부인 인간적 접촉과 공감을 제공하기 위

확신하지만, 기계가 다른 기계들을 상대로 미식축구를

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그리고 다른 많은 종류의 일에

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

서, 사람들의 대인관계 기량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생

는 미식축구의 관람처럼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

각하는 이상으로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니다. 저는 그들이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자

컴퓨터가 인간에 가까워 질때까지 아마도 얼마간 시간이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항상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걸릴 세 번째 차원은 특정한 종류의 물리적 기량으로, 복
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작업

조직에 대한 시사점

입니다. 모든 사항이 매우 분화되고 무미건조하며 매우
반복적인 조립 라인에서 잘 작동하는 로봇은 이미 존재

슈와르츠: 공공기관과 기업 리더들이 이를 조직 운영에

하지요. 그러나 필요한 물리적 기량에 관해 생각해 봅시

반영하고자 할 때 그들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다. 예를 들어, 배관공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요. 싱크대
밑에 있는 특정한 종류의 찬장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파

말론: 슈퍼마인드는 우리 세상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달

악해야 하고 그 아래 있는 서로 다른 형상의 병과 깡통

성해온 주체입니다. 세상의 모든 회사는 슈퍼마인드입

들 그리고 다른 온갖 잡동사니들을 어떻게 이동시켜야

니다. 모든 민주 정부는 슈퍼마인드입니다. 모든 군대,

할지 알아야 하며, 이상한 형상의 파이프들을 피해 어떻

이웃, 과학적 커뮤니티, 클럽도요. 당신이 물건을 사고

게 움직여야 할지를 파악해야 하고 어쩌면 기묘하고 오

파는 모든 시장도 슈퍼마인드죠. 슈퍼마인드는 적어도

래된 방식의 건물에서는 뭔가에 도달하기 위해 벽의 일

사람들이 존재한 기간만큼 존재해 왔는데, 사람들이 이

부를 잘라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종류의 복잡하고

를 인식하게 될 때, 그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걸 깨닫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 기량이 가능한 그런 기계가 머지

습니다. 우리가 이룬 거의 모든 것들이 슈퍼마인드에 의

않아 등장할 것 같진 않아요.

해 이뤄졌지요.

이것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계속해서 사람이 필요하게

책에서, 저는 5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 슈퍼마

될 곳에 대한 3가지 사례입니다. 일반 지능, 사회적 지

인드를 논했습니다: 계층, 시장, 민주주의, 공동체, 그리

능, 물리적 지능 말이죠. 저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람들

고 제가 생태계라 부른 것이 그들이지요. 어떤 종류의 슈

이 기계보다 더 잘하는 그러한 일들을 더 많이 포함하게

퍼마인드가 서로 다른 종류의 상황에 관해 유효한지를

되는 방식으로 점점 더 인간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의 많은 사회적 문제에 관해 생각

그러나 컴퓨터와 물리적 로봇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하는 잠재적으로 매우 강력한 방식입니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우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슈퍼마인드들의 상호작용의 결

도 이는 적어도 수십 년 후의 일이겠죠. 그러나 설사 그

과로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있습

러한 날이 온다고 해도, 저는 우리가 사람들이 해주기를

니다: 법은 계층적인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데, 이는 어떤

원하는 어떤 일들이 여전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면에서 광범위한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선

우리들과 어울려 주는 그런 일 말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거 절차에 의해 선택됩니다. 공동체, 민주주의, 계층적

사실 원하는 아무 때나 TV에서 고품질의 연기를 볼 수

정부 사이의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어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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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슈퍼마인드에 의해 무엇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관해
더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가짜 뉴스 문제에 대응하길 원한다면, 시장이
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이는
지금까지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았죠), 정부 계층이 이를
규제하도록 할 수도 있고, 혹은 공동체 기반의 평판에 의
존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광범위하게 존경받는 조직
이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서로 다른 뉴스 출처의 신뢰
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슈와르츠: 그리고 당신은 기업 수준에서 비슷한 일련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말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기업에서 대부분
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지배계층에 의해 이뤄지죠, 그러
나 어떤 의사결정은 일종의 민주주의에 의해 더 잘 이뤄
질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는 관리자들에 의해 이뤄지지
만 정말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의 투표로 더 잘 이뤄질 수
있는 의사결정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만들어야 하는가 같이, 관리적인 계층에 의해서보다 일
종의 내부적 시장에 의해 더 잘 이뤄질 수 있는 의사결
정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를 깨닫건 그렇지
않건 간에, 기업에서의 많은 의사결정은 공동체에 의해
이뤄집니다-공동체의 규범이 관계된 일종의 비공식적인
합의죠. 사람들은 종종 이를 조직의 '문화'라고 부릅니
다. 그러나 저는 '공동체'가 이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용

"슈퍼마인드는 적어도
사람들이 존재한 기간만큼

어라고 생각하지요. 다시 말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이
런 방식은 이런 서로 다른 종류의 슈퍼마인드들을 어떻
게 가장 잘 설계하고 조합하느냐에 관해 생각하는 체계
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존재해 왔는데, 사람들이

아마도 가장 간단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시

이를 인식하게 될 때,

이런 깨달음은 우리가 다음에 관해 생각하게 해주는데

그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걸

리고 b) 어떻게 우리의 슈퍼마인드를 더 똑똑하게 만들

깨닫습니다."

을 어떻게 기업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지 생각하는 데 써

사점은 각 기업이 슈퍼마인드라는 바로 그 착상입니다.
a)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상태에 있는가 그
수 있는가에 관해 말이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많은 시간
왔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의 척도는 주로 제조업 경제에

슈퍼마인드: 어떻게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서 중요한 사항들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개발되어왔죠.

어떻게 슈퍼마인드와 협업할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가 점점 더 지식 기반 경제라고 부르는 것을 향해 이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점을 이미 알고 있지

동할 때, 생산성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여전히

만, 이는 우리에게 그에 관해 생각하는 더 체계적인 틀

측정할 겁니다. 그러나 점점 더 중요해지는 다른 많은 사

을 제공합니다.

항들은 아마도 생산성이 아니라, 지능으로서 생각할 때
더욱 유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 지능적인 기
업, 더 지능적인 조직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슈퍼마인
드의 착상은 우리의 회사, 이와 관계된 시장 등을 이해
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이는 관리자들이 우
리가 슈퍼마인드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어떻
게 슈퍼마인드를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
는 데 유용합니다.

다른 하나는, 어쩌면 더 개인적일 텐데, 개인으로서 우
리는 모두 많은 강력한 슈퍼마인드의 일부라는 관점입
니다. 그리고 이들 모든 슈퍼마인드는 하나의 거대한 전
세계적인 슈퍼마인드의 일부죠. 그래서 개인으로서 우리
의 운명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의 운명은 진정으
로 우리의 전 세계적인 슈퍼마인드가 내리는 선택에 달
려 있습니다. 우리의 전 세계적인 슈퍼마인드가 단지 영
리하기만 할 뿐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내리도록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래야 하지요. 그렇게 하기 위

슈와르츠: 더욱 멀리 넓혀서 보자면, 일의 미래에 대한
슈퍼마인드의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어떤 가
치가 우리 생각에 가장 현명한지-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슈퍼마인드를 지원하고

말론: 개인들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

형성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 첫째는, 만약 세상에서 뭔가를 달성하기를 원하고 그
에 관해 현실적이라면, 원하는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짐 구스츠자(JIM GUSZCZA)는 딜로이트 컨설팅 LLP의 미국 데이터 과학자다. 그는 산타 모니카에 거주한다.
제프 슈와르츠(JEFF SCHWARTZ)는 딜로이트 컨설팅 LLP의 프린시플이며, 인적 자원 마케팅, 대외 명성,
브랜드 분야의 딜로이트 글로벌 리더이자 일의 미래 부문의 미국 컨설팅 리더다. 그는 뉴욕에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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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간과 컴퓨터가 함께 더 잘 사고해야 하는가
일부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모두 대체할 수 있다고 두려움의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더 가치 있는 접근법은 기계와 인간 지능이 상호보완적이며, 각자가 자신의 강점을 제공한다는 관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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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즐겁게 일하고 있지 않나요?

직원들을 소비자처럼 대우해 교류하기

어떻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노동력에 영향을 미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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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즐겁게
일하고 있지 않나요?
선도적인 기업들은 일과 놀이의 결합에 분명한 경쟁 우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아직도 즐겁게 일하고 있지 않나요?

역

사적으로 일은, 그냥, 일이었다. 이는 꼼꼼하게

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놀기를 좋아하며,

측정되고 평가되는 효율성에 관한 것이었고, 휴

이런 특성을 일터에 도입하는 게 실적에 실질적으로 해

식 혹은 동료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나누는 짧은 시간은

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이다. 그렇지만, 매우 최근까지

금기로 여겨졌다. 이런 분위기는 1960년대와 1970년

도, 긍정적이고, 사회적인 업무 환경은 필수적이라기보

대에 다소 완화되어, 담배를 피거나 음료를 마시는 휴식

다는 단지 '가지면 좋은' 뭔가에 불과했는데, 왜냐하면

시간 동안 교류가 이뤄졌지만, 심지어 이런 상호작용에

직원들이 머무르는 진짜 이유가 안정성, 혹은 급여, 혹

도 느슨해지거나 혹은 즐길 수 없게 만드는 뻣뻣한 격식

은 명망이라고 기업들이 여겼기 때문이다.

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는 사실임을 아는 사항을 기업

최신의 사회적인 격변이 등장한다. 기술이 개인과

의 리더들이 깨달은 지는 2,3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

기업의 역량을 지수적으로 변화시키는 세상에서는, 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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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들이 더 큰 협상력을 가진 경우가 종종 있고 물질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를 바꿀 수 있도록 기업이 채택할

적 보상 이상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고용주들을 의도적

수 있는 수많은 전략이 존재한다.

으로 찾곤 한다. 많은 이들이 원격 근무를 하거나 혹은
유연한 근무 일정을 수립하길 원하고, 가장 중요한 목
표였던 경력 안정성에 대한 욕구는 새롭고 유용한 기량
을 얻거나 혹은 진부한 환경을 벗어나 더 나아지기 위해
빈번하게 일자리를 바꾸는 관행으로 변해왔다. 유사하
게, 몰입도 높은 환경을 가진 기업을 위해 일하는 설렘

그전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변했는가?
일에서의 즐거움을 위한 기풍을 만드는 데 있어 사업
적 기회를 창출해 온 3가지 변화가 존재한다.

이 오래되고 명망 높은 조직의 전통적인 매력을 찬탈하
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일이 어떻게 여겨지는가에 대한

심리적 계약의 변화

이러한 지각변동이 현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 무엇

일터의 경험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인, 즐거움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를 이끈다. 일터의 즐

학계에서 심리적 계약이라 부르는, 고용주와 고용인 간

거움은 일종의 경쟁우위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

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2 수십 년 전

은 정확히 무엇일까?

에는, 많은 고용인들이 재무적인 성과가 좋고 고용인들

이는 일회성 행사 혹은 수법보다 더 큰 무언가에 관

이 열망하는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승

한 것이며-즐거운 환경의 진정한 내재화에 관한 일이다.

자'를 위해 일하는 데 만족했다(어떻게 일터가 진화해

지원해주는 경영진과 신뢰받는 리더십에 의해 뒷받침되

왔고-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그림 1 참조). 오

는 육성 환경에서 의미 있는 일의 창조는, 점점 더 흥성

늘날,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기업의 성공은 단지 재

하길 원하는 조직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요소가 되

무 실적 이상의 지표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어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 경로를 밟기 시작

러면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재미와 몰입적인 경

했으며 이미 일부는 노동자들이 몰려들고, 경쟁자들이

험은 고용주가 단지 실적만이 아닌, 자신의 사람들을 신

부러워하는 그러한 종류의 고용주가 되었다. 그러나 사

경 쓴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 우리는 이러한 변

람들이 일하는 방식의 본질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그

화가 더욱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연

결과, 그들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큰 부분인 일을 그들이

결된 일터가 점점 더 직원의 유인, 선택, 유지와 관련된

그림 1

일터는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과학적 관리의 시대

인간화의 시대

몰입의 시대

개인 실적과 생산성에 대한
명시적 측정을 이용해,
일터에서 사회화에 대한 시간을
거의 혹은 전혀 남겨놓지 않음

개인들이 일에서 물러나 서로
젊고, 기술 주도적인
교류할 수 있는 흡연 휴식시간의 세대에 의해 주로 추진된
증가와 같은 일터에서의
사회화의 유행
부드러운 분위기의 필요성 증가

직장의 즐거움 시대
증폭된 사회적 기업이
즐거운 조직 분위기를 포함한
경쟁우위로 이어짐

아직도 즐겁게 일하고 있지 않나요?

전통적인 프로세스에 녹아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
하고 있다.

노동력 인구구성의 변화
직원들 사이에서 일터에 대한 기대의 많은 변
화는 노동력 인구 구성의 큰 변동에 기인한 결과
일 수 있다. 2016년, 40대 미만의 사람들이 직
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가 되어, 미
국 노동력의 35%를 담당하게 되었다.3 밀레니얼
이 고용주에 가지는 달라진 니즈와 기대에 관해
많은 글들이 쓰여져 왔는데, 그러나 가장 많은 얘
기를 해주는 정보의 편린은 아마도 다음일 것이
다: 사상 처음으로,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뒤떨어질 거라 생각한
다. 이는 기업 행동의 핵심 전제와 이를 지도하는
사회적 및 경제적 원칙에 대한 많은 적극적인 의
문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많은 시장에서, 밀
레니얼의 64%가 부모들보다 경제적으로 덜 부
유할거라고 믿고 69%가 덜 행복할 거라고 말했
다.4 어떻게 기업이 이 늘어나는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 직원들을 고무하고 자긍심을 주입하
는 기업 사명의 제공과 병행해, 기업은 몰입, 사
회적 기회, 즐거움을 육성할 수 있다. 우리는 즐
거운 분위기의 창조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의
미가 일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근본적인 동인임
을 배웠다. 5

고위경영진 임원들의 85%가 협업
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평했지만, 직원들의 73%는
리더들이 설사 한다고 해도,
매우 드물게 프로젝트나 전략적
추진계획에서 협력한다고 말했다.

일 자체의 변화
신기술과 점점 더 복잡해지고, 난잡해지는

진계획에서 협력한다고 말했다.6 이는 의문을 일으킨다.

사업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과 함께, 조직적 경계를 넘어

어떻게 고위 리더들 스스로가 협업을 행하지 않으면서

영향을 미치고 도달하는 게 개인들에게 중요해졌다-IT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협업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연

문제는 더 이상 온전히 IT 부서 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구 결과는 협력적 환경의 주요 동인은 즐거운 업무 환경

개인들과 특히 리더들은 어떻게 다양한 부서들이 상호

의 육성임을 보여준다.

작용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
를 반드시 길러, 체계적인 접근법을 육성해야 한다. 실
제로, 고위경영진 임원들의 85%가 협업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평했지만, 직원들의 73%는 리더들이
설사 한다고 해도, 매우 드물게만 프로젝트나 전략적 추

어떻게 즐거움이 인재를 유인하고,
개발하며, 유지시켜 주는가
직원의 기대, 인구구성, 일 자체가 지난 3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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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왔지만, 인재 관리는 고집스럽게 고착화된 경우가

촉발, 지원한다.'8 우리는 몇 가지 이유로 이 정의를 좋

많았다. 새롭고, 열린 협업 및 성장의 환경에서, 인재 관

아한다. 첫째, 이는 특정한 행동보다 즐거운 일터의 환

리의 '낡은 규칙'-직원의 기회가 상당한 조직적 제약에

경을 정의한다. 직원 경험은 문화를 형성하는 일련의 사

의해 구속되는-이 인재, 조직적 성장, 생산성을 질식시

건의 집합이며, 입력 칸을 채우는 일과 비슷하게 느껴지

킬 수 있다. 새로운 규칙 변화(그림 2에서 상세 설명)를

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이는 또한 의도를 언급한다.

수용한 기업은 경쟁자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인

일터의 즐거움은 예를 들면, 일에서 가지는 재미를 귀중

재의 유인, 유지, 개발을 위한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히 여기는 리더를 통해 조직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우

한 가지 공통 요소는 즐거운 분위기의 창출과 육성에 대

리는 의도적인 문화적 가치로서 재미를 수용하는 기업

한 집중으로-그런 분위기에서는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

들이 더 성공을 이루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는데 왜냐

의 제공을 통한 사회적 연결의 수립과 강화가 조직적 우

하면 그것이 광범위한 조직적 열망으로 알려졌기 때문

선순위가 된다.

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의가 일터의 즐거움의 혜택을

그러나 '일터의 즐거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솔직하게 언급하고 즐거움이 태도 그리고 행동 모두에

이에 대한 정의와 체계가 넘쳐나지만, 일반적으로, 즐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합이

운 업무 환경은 '긍정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태도와 생산

야말로 일터의 즐거움을 차별화할 수 있다.

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즐겁고 기쁜 행동을 권장,

한 가지 사례가 미국의 온라인 유통업체인 자포스

그림 2

일터는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과거 규칙

새로운 규칙

재무적 안정성과 기업의 명망이 인재 유인과
유치의 핵심 동인이다

후보자와 직원들이 직장 선택 기회를 저울질할 때
사회적 연결성의 문화와 즐겁고, 몰입되는 경험을 찾는다

직원들은 고객에 봉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확보를 기대한다. (예. 도구, 자원, 방향성)

직원들은 경력의 중요한 순간에 내재된 빛나는 지점에서,
고객으로서 대접받기를 기대한다(예. 입사, 역할 변경, 퇴직).

기업은 구인, 학습, 보상, 몰입 그리고 기타
HR 서비스 전반에 걸쳐 별도의 HR 리더들을 가진다

기업은 완전한 직원 경험에 대해 책임을 지는 누군가를
보유하는데, 그 책임자는 직원의 여정, 경험, 몰입, 문화에
집중한다

직원들이 함께 모이는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사회적
행사를 가능케 하는 상대적으로 균질한 노동력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연결성 제공이라는 도전과제를
제기하는 서로 다른 가치와 기대를 가진 다양한 노동력

부서와 기능이 대개 단절되어, 서로 간의
협업 필요가 드물다.

리더와 직원들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조직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팀들과 연락해야만 한다.

아직도 즐겁게 일하고 있지 않나요?

(Zappos)인데, 이 회사의 10대 핵심 가치에는 재미('

때보다 어려워졌다. 조직은 혜택 및 핵심 직무 책임과

재미와 약간의 기묘함을 창조')와 긍정성('긍정적인 팀

같은 전통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후보자들이

과 가족 정신의 건설')이 포함된다.9 자포스는 또한 3일

합류하게 될 환경을 강조하는 방식의 가치를 인식하고

간의 문화훈련 행사를 통해 어떻게 그런 가치를 기반으

있다-일부는 심지어 응모자들이 기업 문화에 대해 감을

로 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데, 이는

잡을 수 있게 기존 직원들과 이야기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 동시에, 기업은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CEO 토니 셰이(Tony Hsieh)와의 대화로 끝이 난다.10

자사를 일하기 즐거운 장소로서 그리는데, 기업의 역사,

조직의 기초에 재미와 긍정성을 내재화한 후에는, 물

비전, 가치를 설명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내부적

론 성공적인 기업들이 직원들의 몰입을 위해 사용하는

관점을 제공하려 노력한다. 입사 절차는 기업의 가치를

행사와 활동이 있다. 우리는 일부 조직이 인재의 유인,

표명하고 직원들을 성공으로의 경로에 자리 매김할 독

개발, 유지를 위해 일터의 즐거움을 이용한다는 점을 발

특한 기회를 제시한다.

견했는데(그림 3 참조) 사람들이 조직에 합류하기를 원

예를 들어, 보노보스(Bonobos)는 새로운 채용인들

하고, 떠나는 걸 꺼리게 만드는 문화를 육성해 그렇게

을 전체 조직에 이메일로 공지하도록 채용 관리자들에

한다-이는 중요한 경쟁우위다.

게 요청하는데, 신입사원의 사진 및 약력과 함께, '두 가
지 진실과 한 가지 거짓'이라는 퀴즈 게임도 포함시킨

인재의 유인

다. 직원들은 새 직원에 대한 3가지 문장 중에 무엇이 거

저실업, 직원들의 높은 기대치, 수많은 구인 웹사이

짓인지를 고르도록 권장 받는다. 온라인 유통업체인 와

트의 시대에서, 유망한 인재의 관심을 끌기는 그 어느

비파커(Warby Parker)에는 '런치 룰렛'이라는 행사가

그림 3

즐거움 및 인재 수명주기
유인

개발

유지

특전 및 보상

입사
지원, 면접,
제안 수용
역할/기업을 조사

업무 환경
고객과의 연결
성장 및 발전

기업 문화의 경험

실제 세계 사례

실제 세계 사례

실제 세계 사례

스타벅스는 대학 장학금 지급 및
온라인 프로그램, 그리고 '빈 스톡(Bean Stock)'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 주식 획득 같은 혜택을
통해 개인들을 유인한다.

구글은 직원들이 구글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 할당 프로젝트에
주간 근무시간의 20%를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지메일(Gmail)과 애드센스
(AdSense)는 이 20% 시간을 통해
개발된 프로젝트라고 알려졌다.

파타고니아(Patagonia)는
직장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핑 및
스키를 통해 대자연과 교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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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환경을 창조하는 방식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무엇이 먹히는지를
보기 위해 그저 아이디어를 마구 남발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활동이 즐거움의 환경을 지원하는지에 관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이에 따라
미세조정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애널리틱스를 사용한다.
있는데, 교차 기능적인 연결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에

예를 들어, 베스트바이(Best Buy)는 자사의 유통 매

서 서로 다른 부서에서 직원들을 무작위로 뽑아 회사 돈

장에서 어떻게 독특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지에 관해 직

으로 점심을 즐기게 해준다.11 직원을 유인할 때, 기업이

원들로부터 피드백을 추구했는데, 이는 '경험 매장'의

사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의 수에는 한계가 없는데,

개설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그곳에서 고객들은 고도로

채용 전 및 이후 단계 모두에서 그러하다.

몰입적인 환경에서 최신의 기술을 시험할 수 있다.12 사
우스웨스트 항공이 완전히 새로운 보잉 737 Max 기종

인재 개발

을 선단에 도입했을 때, 기체에는 승무원이 훨씬 더 편

일단 직원들이 즐거운 입사 절차를 경험하고 조직이

하게 고객들을 접대할 수 있게 해주는 세번째 조리실이

잘 어울린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성장 기회를 찾기 시작

포함되었는데, 이는 설계 단계에서 직원의 의견을 추구

할 가능성이 크다. 이 단계를 다뤄온 기업은 전문적 및

한 결과를 통해 얻어진 개선이었다. 13 레고가 매년 제공

개인적인 학습과 성장 모두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

하는 '플레이 데이'는, 직원들이 그저 레고 제품을 가지

하는데, 우리는 고객 경험의 관점을 통한 발전 기회의

고 놀기 위해 휴가를 내는 날이다.14 이 모두가 조직이

조성이 기업의 더 폭넓은 목표에 대한 개인 혹은 팀의

몰입적이고, 재미있고, 즐거운 방식으로 직원들을 고객

일을 연결하는 데 필수적임을 발견했다.

경험과 연결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직원들
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들의 영향력 영역을 확장하
는 사례들이다.

인재 유지
즐거운 환경을 창조하는 방식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무엇이 먹히는지를 보기 위해 그저 아이디어를 마구 남
발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슨 종류의 활동이 즐거움의 환
경을 지원하는지에 관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이에 따
라 미세조정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애널리틱스를 사용한
다. 단순히 개별 직원들에게 "즐겁게 일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기보다, 기업은 펄스 서베이(pulse survey)
를 이용하고 질적인 피드백을 요청해 직원들이, 집단으
로서, 무엇을 찾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분석 가
능한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외
부적인, 공표된 가치와 나란히 하는 즐거움의 문화 창출
을 향해 집단적으로-"우리가 즐겁게 일하고 있는가?"라
고 묻는-15의도적인 초점 변화로 향한다.16

아직도 즐겁게 일하고 있지 않나요?

뉴 벨기에 브류잉 컴퍼니(New Belgium Brewing

로써, 조직은 즐거움이 팀, 리더, 그리고 조직 전반에 영

Company)가 자사의 2인자를 '즐거움 책임자'로 임명

향을 미치도록 도울 수 있다(그림 4 참조). 그리고 물론,

했을 때, 회사는 무엇이 뒤따를지에 대해 명확한 개념

이 모든 단계들은 상호 종속적이고, 그저 가장 약한 고

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17

그러나 그 고위 리더

리만큼 강할 뿐이다.

인, 브라이언 캘러한(Brain Callahan)은 이후로 물리
적 업무 환경에 즐거움을 주입하는 일을 지원해왔으며,

개인

콜로라도에 기반을 둔 기업의 본사는 이제 재미와 사회

일이 '무엇'을 전달하는가에 대한 목표, 자원, 기타

적 교류의 공간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암벽 등반 훈련

기제는 어쩌면 직원들의 직접적인 통제 밖에 존재할 수

장, 탁구대, 미끄럼틀을 자랑한다.18 이는 단지 기존 인

도 있지만, 모든 개인들은 조직적인 기대의 달성을 '어

재의 유지를 도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원의 유인에도

떻게' 구성할지에 관한 방안에 목소리를 낼 힘이 있다.

영향을 미친다.

종종 일자리 조성(Job Crafting)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런 개념은, 그들 스스로의 관점을 통해 일터를 즐겁게

일터에 재미를 내재화하기

조성함으로써 개인들에게 일에서의 개인적 경험을 개
선할 기회를 제공한다. 직원들은 이런 변화를 의미 있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360도 전반에 걸쳐,

게 추진하고 얼마나 자신들이 즐기는지에 영향을 미치

재미가 조직적 우선순위가 되어야한다고 선언하기는 쉽

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자

다. 어려운 일은 실행이고, 기업 분위기의 창조와 유지

신들의 의사소통을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전달하

를 위해 각 차원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면서,

기, 스스로의 과업을 어떻게 실행할지를 결정하기, 그

즐거움을 가능케 하려면 조직의 서로 다른 계층을 사용

들이 수행하는 일의 가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몰입하

할 필요가 있다. 개인 차원에서의 책임의식을 육성함으

기 등이 있다.19 이 모든 전술의 사례는 더 광범위한 팀

그림 4
FIGURE 4

모든 단계에서 재미를 내재화하기

Embedding fun at all levels

개인
The individual

The리더
leader

Embed
Enable
better
ways
to
경험 및 self-awareness
자발적 행동에의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
behaviors
on a regular
with이루기
each other
반영을
위해 정기적
기반으로 connect
서로 연결을
위한
basis
in order
to 내재화
reﬂect
through
interactive
자가 인식
행위를
더 나은 방식을
실행on experiences and
activities—perhaps
아마도 일과 동안의
self behaviors
through breaks
휴식 시간을 통해서
during the day

팀
The team
Encourage
teams상황을
to
팀이
압도당해버리는
focus
on관리
small,
피하기
위해
가능한
manageable
작은 목표에 goals,
집중한and
후,
gradually expand the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ircle to achieve bigger
점차 범위를 넓히도록 권장
goals in order to avoid
getting overwhelmed

조직
The organization
Empower
individuals
협업 공간, 사회적
유대에
in
the organization
by
초점을
맞춘 정책, 향상된
infusing
fun
and
기술을 통해 즐거움과
happiness through
행복을 주입함으로써
collaborative space,
조직 내의 개인들을
policies that focus on
강화 and
social bonds,
enhanced technologies

www.deloittereview.com

141

ON THE COVER

142

과 조직 계층에 즐거움을 구축하는 강력한 시작점이다.

을 개선할 수 있다. 그들은 본을 보여 이끌 수 있는데(그
래야 한다!)-홍보 대사가 됨으로써, 리더는 즐거움과 일

팀

사이의 균형을 추진하며 일에서의 재미와 즐거움을 장
팀은 개인들의 조직체가 더 큰 집단에 대한 공헌자임

려하고 수용하는 환경을 건설할 수 있다. 신뢰를 육성하

을 보여주는 훌륭한 방법인데, 특히 팀이 즐거움과 유머

고 열린 소통의 선을 유지하면 일터의 재미와 즐거움을

를 개인들이 편하게 표현하도록 허용할 때 더욱 그러하

촉진할 수 있고, 이는 팀의 융합과 협력에 필수적이다(

다. 이런 일터에서의 신뢰감-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또한 전반적인 직무 만족에도). 리더는 모든 이들이 더

은 팀에 의해 생성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해

진정한 자신과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긍정적인 사고방

진다. 협력은 팀을 뭉치게 해주는 접착제이고, 팀이 잘

식 체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더 큰 신뢰 환경의 창조

기능할 가능성은 직원들이 일터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

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됨을 편하게 느끼고, 진실성, 관용, 신뢰, 인간성을
보여줄 때 지수적으로 높아진다. 이는 궁극적으로 즐거

조직

움의 문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기 동기부여

가능할 때마다, 조직은 프로세스에 즐거움을 끼워 넣

에 의해 가능해진, 긍정성은 또한 일터에서의 즐거움의

을 수 있다. 직원들의 생일 혹은 재직 기간같은 특정한

강한 사회적 측면을 육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정표를 인식하고, 사회적인 활동 및 다른 기념 행사
를 치룰 수 있다. 조직은 또한 일상 업무와 직접적인 관

리더

련이 없는 게임, 경진대회, 기타 행사의 채택을 통해 즐

리더들은 팀을 더 광범위한 조직과 연결하고, 어떻

거움의 환경을 고무할 수 있다. 즐거움과 행복의 개념은

게 일터에서의 즐거움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

매우 주관적이고, 문화는 하룻밤만에 변할 수 있는 뭔가

치는 책임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리더는 개인들이 특

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긴 하지만, 직

정한 과업에서 성취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원의 행동을 통해 즐거움을 고무하는 환경의 창조는 일

공해, 그 결과 조직에서의 즐거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그 결과, 잠재적으로

아직도 즐겁게 일하고 있지 않나요?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즐거움에 대한 적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에 대한 구
체적인 특전 혹은 보상은 어떨까? 자아성찰, 실적, 창의

당신은 무엇에 직면했는지 알고 있다-일의 세계가 변

성 간에는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화하고 있다. 직원의 기대가 진화하고 경쟁이 증가하는

때문에, 조직은 재밌는 구상의 도출을 위한 혁신적 엔

시대에서 조직이 그저 생존을 넘어 흥성하려면, 직원 경

진의 생성을 고려하고 광범위한 직원 집단에게 이러한

험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환경의 창출을 위해 재미를 수용

사람들이 공동 배치된 곳에서

해야 한다. 선도적인 조직은 예상을 하고 선제적으로 변

는, 사람들이 터 놓고 상호작용하고 어쩌면 가상으로 같

화해, 재미의 다양한 측면을 일에 끼워 넣기 위한 길을 닦

이 일할지 모를 다른 이들과 교류하는 공간의 창조가 중

는다. 즐거움을 조직 문화를 뒤흔들기 위한 방안으로서

요한데, 업무 환경의 차별화된 물리적 배치를 통해 이를

고려하라-아마도 이의 불꽃에 놀라게 될지 모른다.

구상을 요청할 수 있다.

20

이룰 수 있다(폐쇄된 칸막이 공간 대 다수의 의자를 갖
춘 열린 공간의 대형 탁자). 근본적으로, 조직은 개인들
이 즐기는 방식을 포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영향과 산출
물의 추적을 위한 기제를 창출해 조직이 무엇을 귀중히
여기는지를 모든 이들이 알게 해야 한다.

티파니 맥도웰(TIFFANY MADOWELL)은 딜로이트 컨설팅 인적 자본 사업부의 프린시플이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코스타 메사에 거주한다.
쉐바 에테샤미(SHEBA EHTESTAMI)는 딜로이트 컨설팅 인사이트 스튜디오의 매니저다. 그녀는 애틀랜타에
거주한다.
카일 샌델(KYLE SANDELL)은 딜로이트 컨설팅 인적 자본 사업부의 컨설턴트다. 그는 덴버에 거주한다.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보기

소규모 피트니스 스튜디오에서 얻은 교훈
기업은 소규모 피트니스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유연하고 친밀한 환경의 설계를 통해 직원의 몰입과
일터의 성공을 개선할 수 있다.
www.deloitte.com/insights/boutique-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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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소비자처럼 대우해
교류하기
기술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를 변환해왔다.
그런데 왜 더 많은 조직들이 직원들과 더 잘 교류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지 않을까?

거

의 모든 이들이 디지털 변환에 초점을 맞춘 듯 보인다.1 그리고 형태와 범
위는 조직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능적인 업무흐름의 구현, 데이터의 관리,

플랫폼 접근법의 채택, 매끄러운 경험을 통해 얻는 잠재적 혜택은 점점 더 명백해
지고 잘 이해되고 있다. 이는 특히 소비자들에게 적용된다. 추천 기능은 웹사이트
의 버팀목인데, 정보로 우리를 강화해줄 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의 고객 경험을 개
선해주고, 매출과 만족도를 증가시켜 주며, 몰입과 충성도를 육성해준다. 2 유사하
게, 넷플릭스와 같은 조직은 광범위한 데이터 집합을 활용해 대중의 니즈를 더 잘
충족시키는데,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를 영화와 TV 드라마의 추천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대중이 원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아는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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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그렇게 한다.3
이 모든 사안은 질문을 하게 만든다. 만약 기술이 고

을 사용해, 기업은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진단
해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객들과 기업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변환시켜 왔다면,
노동력과의 관계에 대변혁을 일으키는데 기술이 더 많

변환된 고객 경험

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 노동자들은 기본적
마케팅 절차와 동일한 여정을 공유한다: 그들은 기회를

우리가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 자주 듣

고려하고, 잠재적인 기업들을 평가하며, 조직을 위해 헌

고, 그보다는 더 적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술

신적으로 일하고, 그후 기업이 그들의 신뢰와 충성을 얻

의 악영향에 대해서도 종종 듣지만, 그럼에도 주목할 만

거나, 혹은 그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선다. 하지만,

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오늘날 우리의 정보 및 서비스

만약 디지털 전략이 철저하게 실행되지 않는다면, 조직

에 대한 접근은 극도로 쉽고 매우 빈번한데, 온라인 유통

과의 더 깊은 관계가 고무되기 보다는, 많은 경우 반대

의 성장이 대표적 사례다. 비식품 항목의 온라인 판매는

현상이 일어난다. 기술을 일터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

5년 전의 11.6%에서, 2017년 12월에는 24.1%로 급

이 경험의 개선보다는 불안과 염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통신 기술은 극도의 피로, 외로움, 고립
의 감정에 원인이 되는 '상시 접속된' 환경을 창출한다.

증했는데,6 이는 군중을 피하고 주차를 할 필요가 없어짐
에 따른 편리함의 증가, 그리고 구매결정 지원을 위해 제
품, 서비스, 가격에 대한 더 큰 통찰을 가능케
해주는 매끄러운 정보 접근과 궤를 같이한다.

기술이 쇼핑과 원격 근로와 같은 일의

기술이 쇼핑과 원격 근로와 같은 일의 수행
을 쉽게 만들어 주긴 하지만, 인간은, 의도적

수행을 쉽게 만들어 주긴 하지만,

으로, 관계를 갈구하는 사회적 존재다.7 기술

인간은, 의도적으로, 관계를 갈구하는
사회적 존재다.

은 다수의 소통 경로를 열어, 가용한 관계의
속성과 범위를 재정의했다. 예를 들어, 영상
기술은 상호작용의 질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더 깊고 더 개인적인 관계의 융성을 가능케
했다. 고객-기업 관계에서, 이 동일한 더 풍

회사는 마케터가 개인 전체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

부하고 폭넓은 소통망은 그렇지 않았으면 불가능 혹은 실

해 공부하듯이 직원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 불안, 고갈,

현이 어려웠을 개인들과 다른 솔루션 공급자들 간의 귀중

외로움이 개인적인 고려사항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한 연결을 가능케 했고, 또한 일상적 브랜드와 그들의 모

만,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업 리더 및 인적 자원 리더들
에게 의미 있는 전문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이 바람직
하지 않은 마찰, 몰입 수준의 저하, 낮은 생산성으로 이
어질 수 있다. 좋은 소식은 전략 리더들이 더 큰 직원 몰
입의 조성을 위해 채택 가능한 많은 것들이 바로 그들
눈 앞에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자 모범 실무관행과 인간
중심의 설계로부터 노동자들의 경험을 개선하고 일터에

기업과의 관계를 구축했다.8
이는 또한 소비자-기업 관계를 향상시켰는데 제품
및 브랜드와의 상호작용과 제품 혹은 제품 경험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발언을 고객들이 할 수 있게
했다는 측면에서 그러했다. 최근 사례에는 젖소를 등장
시킨 광고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공동 창조한 칙필레

서 기술의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디지

(Chick-fil-A),9 보드게임에 포함될 새로운 조각을 결정

털 변환 기법 및 전략의 파악과 도출이 가능하다.4 추가

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사용한 모노폴리(Monopoly)

로, 노동자들이-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모두가 똑같은

의 경우가 포함된다.10 공동 창조가 소비자의 참여와 브

니즈 5를 가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예측적 분석의 능력

랜드 가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신제품 혁신 아

직원들을 소비자처럼 대우해 교류하기

이디어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경쟁우위를 창

인간에게는 상상력, 창의성, 호기심,

출한다는 점이 밝혀져 왔다.11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의 가장 빛나는 장점
은 과거에는 연결되지 않았던 인구 집단에서 공
동체 구축을 촉진해온 이의 방식이다. 사람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신과 같은 다른 이들-그
들이 공유하는 점이 흥미, 취미, 혹은 희귀 질환
인지와 관계없이-을 발견했고 네트워크와 지원

그리고 감정적 및 사회적 지능과 같은
인간에게 고유한 측면을 중심으로
일터에서의 역할을 재정의할 고유한
기회가 존재한다.

집단을 형성했다.23 비슷하게, 소비자들은 브랜
드와의 관계 구축을 넘어 이제는 다른 제품 사용
자들로 구성된 브랜드 커뮤니티를 구축해, 비슷

성 있고, 진실된, 공감을 통한 의사소통이다. 여기 긍정

한 사고방식을 가진 열정적인 이들 브랜드 옹호자들과 함

적인 메시지가 있다. 일의 많은 반복적 혹은 재미없는

께 기념할만한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한다. 기술은 거리와

측면을 대신하기 위해 기계가 점점 더 노동력에 통합

시간의 제약을 제거해왔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상상력, 창의성,
호기심, 그리고 감정적 및 사회적 지능과 같은 인간에

기술 관련 불안감을 극복하기
이들 소비자 기반의 실무를 이용해 노동자들과의 더
나은 관여를 밀어붙이기 전에, 기업은 성공을 방해할지
모를 한 가지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 기술에 대한 불안감
이 그것이다. 이는 사회적 차원13에서 그리고 많은 노동자
들에게서14 집요하게 계속되는데,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간접적으로는, 기술이 일자리를 변화시키거나
없앨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통해서 그러하고,15 직접적으
로는 '항상 접속된 상태인' 사회의 부상을 통해 그러하다.

게 고유한 측면을 중심으로 일터에서의 역할을 재정의
할 고유한 기회가 존재한다.12 이는 인간적 요소, 혹은
인간적 기량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물
론, 이런 메시지를 이메일 소통으로 전달하기란 불가
능에 가깝다. 하지만, 진정성과 투명한 소통-제품의 좋
고, 나쁘고, 추한 면을 공유하거나 제품을 현실적인 관
점으로 보여주는-을 포용한 마케터는 이의 혜택을 입증
할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을 대신해 계속해서 메시지 전
달에 착수하고 마케팅을 해줄 수 있는 소비자들을 발견
해왔다. 18 긍정적인 직원 경험에 공헌하는 요인에 대한
딜로이트의 연구결과는 투명성과 정직이 일반적으로 필
수적임을 가리키는데, 조직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 또한

간접적인 불안감: 로봇이 나를 대체해 버린다고!

그러하다. 19 오늘날의 가상 환경에서는, 많은 노동자들

연구결과는 현재 제시된 기술을 이용해, 업무를 구

이 여러 장소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데, 리더는 강력한

성하는 활동 중 적어도 30% 이상을 기술적으로 자동

영상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메시지에 담긴 분위기와 에

화할 수 있는 일자리의 비율이 전체 직업의 60%에 달

너지를 직원들이 듣게 만들 수 있다. 웹캐스트 혹은 사

이런 격변의 잠재 가능성과,

전 녹화된 영상은 직원들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최적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적응 능력에 대해 느낄지 모

일 수 있다. 중요한 요점은 진정성이 진짜로, 그러니까,

를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이

진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기업의 포괄적인 철

될 수 있다. 이런 스트레스 중 일부는 피할 수 없긴 하지

학이 자사의 운영과 상호작용의 모든 구조에 통합되어

만, 조직은 더 나은 소통을 통해 이 중 일부를 완화하는

함께 해야 한다. 온라인 유통업체인 자포스는 자사의 서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말이다.

비스 철학을 조직의 모든 측면에 엮어 넣음으로써 고객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16

불안감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진정

그리고 직원들과의 진정성에 대한 평판을 창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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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춰온 대표적 기업이다.20 회사의 고객센터 팀

다. '지금 구매' 버튼부터 '재구매' 상기 안내까지 쿠키

구성원들은 광범위한 자율성과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받

를 사용해 지능적으로 광고를 유망한 구매자들에게 전

아 상급자의 감독없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그

달해서, 유통업체는 구매 과정에서 마찰과 절차를 제거

러한 사례에는 자포스의 비용으로 고객의 친척에게 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군에서 인기 많고 높이 평가받

유를 기원하는 꽃다발을 보낸 경우와, 대단히 긴 통화를

는 항목에 대해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소비

지속한 경우(한 통화는 심지어 10시간을 넘어 지속됐

자들을 손쉬운 대안으로 안내하려 시도해, 구매 의사결

다!)가 포함된다.

21

정을 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줄이게 된다. 고용주도 정보

일단 메시지가 다듬어지고 개발되면, 기술은 이를 직

에 대한 손쉬운 접근을 제공하고, 비슷한 기본 선택 옵

원들에게 전달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소비자

션들을 제시하며, 그리고 입사교육 과정, 지식 및 데이

브랜드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아침의 이메일을 통해 사

터 접근, 통상적인 거래 절차와 같은 직원들과의 가장

람들과 교류하고(보통 15% 할인을 제공!) 소셜 미디어

일반적인 상호작용 접점을 간소화하는 능력을 가능케

피드를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항상 반복하고 강화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일터의 의사소통은 한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한 번

둘째, 조직은 직원의 자체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기

만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마케터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다. 유통기업들이

고수되어 온 믿음은 잡다한 것들을 뚫고 나가, 인식을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게시판들이 유기적으로 자생했듯

생성하고, 행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한 메

이, 고용주는 '공식적인' 정보 원천을 직원들이 주도하

시지를 적어도 3번은 전달-이상적으로는 서로 다른 형

는 콘텐츠로 보강할 수 있다. 아마도 관련성이 큰(그리

식으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22 회사가 똑같은 내

고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경험 중 특정

용의 메시지를 여러 번 다른 형식으로 내부소통 전략에

측면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 조언을 제안하며, 질문

담는 건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다.

에 답할 최적의 위치에 자리한 이들이 바로 직원들이라
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주가 직원들이 그렇게 하기 위

직접적인 불안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보라고!

한 토론의 장을 개설하는 게 현명하다. 일부 기업이 부
정적인 피드백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기업은 비판이

일상 수준에서, 기술은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동료

필연적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열린 토론의 장-회사의 진

들에게 가용해야 하고 모든 시간내내 일해야 한다고 느

정성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증가시키는 혜택을 부가

낄 수 있는 상시 접속의 문화를 생성해왔다. 이는 불안

해왔던-을 주최함으로써 자사의 인재 경험에 대한 자신

과 소진 모두로 이어질 수 있다. 2016년 미국 종합사회

감을 보여줘야 한다.

조사(General Social Survey)에 따르면, 20년 전과 비

마지막으로, 긍정적이고 귀중한 인재 경험의 제공

교해 사람들이 항상 피곤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두배로

을 통해 기력의 소진을 완화할 수 있는데, 성장과 발전

늘었고,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 때문에 자주 또는

에 관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명확히 표현하는 구체적인

항상 피곤하다고 말해-같은 기간 동안 32%가 증가했

니즈를 활용하라. 기업은 예측적 애널리틱스를 이용해

다. 해결책은 종종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경계의 생성에

고객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특정한 니즈와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데-알림 끄기, 새로운 소식 확인 제한, 화

대응하는 맞춤화된 메시지로 그들을 정밀 조준할 뿐만

하지만, 소비자 분

아니라, 추가적인 매출과 서비스를 위한 기회를 파악한

면 사용시간의 제거 등이 그 예다.

23

야는 다른 전략을 제공한다.

다.24 유사하게, 고용주는 정보를 발굴해(인재 설문조사

첫째, 첨단의 디지털 솔루션을 용이성, 단순성, 생산

뿐만 아니라 운영 데이터에서) 직원의 선호와 니즈를 이

성에 초점을 맞춰 적용함으로써 관리적 과업에 쓰이는

해하고 개인화된 인재 경험을 전시해 보여준다. 예를 들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매출의 극대화를 위해, 많은 유통

어, 조직의 새로운 부분에서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거나

조직들이 온라인 프로세스를 놀라울 정도로 단순화했

할당된 업무를 개시하는 직원들은 성공을 위한 준비를

직원들을 소비자처럼 대우해 교류하기

돕기 위해 그들에게 전달되는 학습 과정, 학습 자료, 팟
캐스트 같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자료는 또한
회사가 기력 소진 위험에 처한 직원들 혹은 이를 유발
하는 프로세스 및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행복이 약
화되거나 혹은 그들이 떠나기 전에 개입하도록 돕는다.

직원들을 소비자처럼 대우해 교류하기
대부분의 조직은 대외 관계 구축에 필수적인 도구들을
이미 보유했다-이를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단지 다
른 방식의 사고가 필요할 뿐이다. 여기 고용주가 불안감
을 완화하고, 몰입을 개선하며,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내부 조직의 디지털적 변환을 시도할 때 고려 가능한 몇
가지 광범위한 활동이 있다.
·소속감. 그것이 전문가적인 관심 혹은 개인적인 열정
이건 간에, 공유된 관심에 유기적으로 기반한 온라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융통성을 제공
하는 방안을 고려하라. 고용주는 어떻게 공동체를 지
도하고 고무할지에 관해 소비자 마케팅 전략을 활용
할 수 있는데,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출시 카운트
다운' 추진계획과 같은 행사는 새로운 콘텐츠를 이용
해 새로운 게임의 출시를 중심으로 흥분과 공동체를
생성한다.25 이 자기 주도적이고, 유기적인 공동체의
개념은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환경에서, 직원
들이 일터에서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느낄 가
능성이 커져, 더 높은 수준의 몰입과 실적으로 이어
진다.
·연결. 기술을 활용해 직원과 팀들 사이의 연결을 방

개인들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발전과 역량의 증가
를 개선할 수 있다.

해하는 지리와 시간대의 장벽을 제거하라. 소셜 미디

·진정성. 연결은 의미 있을 수 있다...혹은 피상적일

어로부터의 긍정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친구들이 전

수 있다. 기업의 가치관 표명이나 잠재적으로 논란

세계에 걸쳐 더 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이 되는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립은 더 의미 있는 연결

지에 관해 종종 초점을 맞춘다. 기술은 동료들이 시

의 창조를 향한 단계가 될 수 있다. 인기 있는 한 스

간과 공간을 넘어 더 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포츠의류 업체가 논란 많은 스포츠 스타를 자사의 광

직장 동료들에 대한 더 강한 유대감과 충실함을 생성

고에 등장시키기로 한 결정이나, 대규모 식당 체인이

하고 그들이 원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게

일요일 영업 중지를 계속하는 다년 간에 걸친 정책을

해준다. 부수적인 이익으로서, 이들 지속적인 유대

생각해 보라. 그러한 움직임이 양극화를 초래할 수

는 또한 팀 전반에 걸쳐 더 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있긴 하지만, 그것이 창출하는 충성심과 몰입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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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직 내

듯이, 의미 있는 크고 작은 순간-승진, 입사 후 첫 90

에서 완전히 포용됨을 느끼고 몰입하는 직원들을 진

일, 혹은 프로젝트의 완료 같은-에서 직원의 성취에

정으로 원하는 기업에게, 진정한 양방향 공유 환경의

대해서도 같은 방안을 고려하라. 기술은 매끄럽고,

제공과 고무는 중요하다. 너무 자주-적어도 역사적

즉각적이며, (적절할 경우) 공개적으로 직원에 대한

으로-직원들은 회사의 방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

인정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서로를 알아주

나 자신의 발언에 물을 탈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많

고 감사를 표하는 일이 쉬워진다면, 아마도 더 많은

은 이들이 또한 실제 진행 중인 사실보다 기업의 홍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성 발언으로 융단폭격을 받는다고 느낀다. 조직은

·상세 목표 설정. 페르소나(예. 관리자, 유망주, 신규

분명히 대외 의사소통을 점검하고 다듬어야 하지만,

채용자, 임원, 임시 고용 노동자)의 개발을 통한 직원

평이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내부적

들과의 더 나은 연결에 있어 현재 일부 기업에 의해

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말이다.

대단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26 일대일 관계

·깊은 관계. 기술을 이용해 음악과 영상과 같은, 더 생

는 여전히 요구되며,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

생한 매체를 가지고 소통을 풍부하게 만들어라. 전통

업이 소비자들과의 상세 목표 설정 전략-소비자들이

적인 광고가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형태의 의사 전

마케터가 가장 가까운 친구들보다 자신을 더 잘 안다

달에 기반을 내주고 있듯이, 직원들은 비전통적이고

고 느낄 정도로-을 수용했듯이, 회사는 기술과 예측

보다 상호작용적인 형태의 업무 의사소통을 이메일

적 애널리틱스를 활용해 개인 혹은 팀들을 더 잘 이

혹은 간결한 인스턴트 메시지에서 벗어난 환영할 만

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

한 변화라고 여길 수 있다. 음성 및 화상 대화는 사회
적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켜, 직원들이 더 깊은 개

끝맺는 말

인적인 관계를 서로 형성하게 해, 관계에 의미와 깊
이를 부여하고, 외로움을 줄여준다.
·광범위한 상호작용. 무심함과 외로움과 같은 가상 세
계의 또다른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와 불안감에 대한
대응을 돕기 위해, 조직이 직원들에게 제공하길 원하
는 광범위한 경험의 간접적인 실행자로서 기술이 작
동하게 하라. 소비자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걸 좋아하

기술은 계속해서 사용될 텐데, 고용주에게는 외부적
으로 그렇게 하듯 내부적으로도 기술의 혜택을 포용하고
통합할 기회가 있다. 디지털이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
를 변환해 온 방식으로부터의 모범 사례는 그러한 여정을
안내할 잠재력이 있어, 몰입, 행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
사의 성공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야할 몇 가
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첫째, 기업이 기술과 연관된 불안감을 제거하지 않으

기술은 계속해서 사용될 텐데,
고용주에게는 외부적으로

면, 아무리 가장 대단한 디지털 변환 전략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27 둘째, 메시지 전달 전략은 구현 전략만큼이나
중요하다. 추가로, 기업은 내부 소통에 외부 소통과 같은

그렇게 하듯 내부적으로도

수준의 고심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셋째, 경험은 모든 경

기술의 혜택을 포용하고

야 한다-소비자들에 대한 것과 똑같이 말이다. 그리고 마

로에 걸쳐 디지털이 혼합된 물리적인 기회와 함께 존재해

지막으로, 조직은 선택과 개인적 선호의 중요성을 이해해

통합할 기회가 있다.

야 한다. 직원들에게 디지털 변환을 억지로 떠맡기지 않
고 이를 향해 안내해야 한다-그들에게는 선택과 인도가

직원들을 소비자처럼 대우해 교류하기

필요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그들이 가져야 한다.

함께, 노동력 사회적 계약의 변화-은 기업이 디지털 기술

영속적인 변환에는 시간이 걸린다. 기업과 소비자 간

에 의해 제시된 기회를 수용하고 우리 모두가 삶의 큰 부

의 혁명적인 몰입은 하룻밤만에 일어나지 않았고, 일시적

분을 소비하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심리적 계약을 다시 작

문제와 난관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주-직원 관계의

성할 수 있게 해준다.

근본적 속성이 변화한다는 데에 대한 인식-그리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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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노동력에 영향을 미쳤는가

어떻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노동력에
영향을 미쳤는가
기량 간극의 축소에는 노동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특히 젊은 사람들과 여성들에 대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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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는 종종 '일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기

백한 시사점뿐만 아니라, 더 특정하게는, 개발도상국에

술이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있는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들 국가가 전 세계 젊은 인구 집단

지를 일반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나 노동력 공급의 구성

의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개발도

요소-일을 하는 실제 사람들-는 관심을 덜
받는 듯 보인다. 전 세계 노동시장은 전 세
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어떻게 변해 왔는
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가장 큰
20개 경제권인, G20의 노동시장을 조사
했는데, 정책 추진계획 및 개입에 의해 자
주 목표가 되는 두 가지 노동력 범주에 초
점을 맞췄다. 청년층과 여성 계층이 그 범
주들이다. 우리가 발견한 점이 무엇이냐
고? 양 집단에서 고르지 못한 진전이 있

젊은 남성과 여성 간의 실업률
불균형은 놀라울 정도다-그리고 이는
교육, 일의 속성 변화, 다양성에 대한
진보와 관련된 광범위한 국가별
경향에 기인한 듯하다.

었는데, 이는 앞으로 노동력 수요가 어떻
게 충족될 수 있는가에 관해 잠재적으로
우려할 만한 일부 시사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상국들은 이들 새로운 진입자를 더 잘 흡수할 수 있었는

정책입안자와 기업들이 이런 새로운 현실에 맞는 더 효

데 대부분이 자국을 최저가의 제조자로서 세계에 선전할

과적인 정책과 계획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고려해야함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을 의미한다.

인건비 우위는 입문 수준 역할의 속성이 더욱 발전됨에
따라 약화되고 있다. G20 국가 중에서 브라질과 남아프

지속적인 청년층의 실업
2007년 시작된 금융위기의 몇 가지 지속적인 결과
중에, 청년층의 실업이 G20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
에게 가장 도전적인 문제였다.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성
장에 가속도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실업의 회
복은 이들 대부분 국가에서 위기의 영향을 반전시키기에
는 너무나 미미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G20 국가
의 2/3에서 문제는 더욱 악화됐고(그림 1), 대부분의 유
럽연합 국가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청년층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근본적인 변화
는 대부분의 입문 수준 일자리 역할의 속성이 변했다는
점이다. 경력 사다리에서 중요한 이들 아래 단계를 채우
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이일 가능성이 큰데, 이들 자리

리카 공화국은 2017년까지 10년 동안 치솟는 청년층 실
업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각국의
전반적인 실업률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러시
아에서 청년 실업률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
우리는 또한 청년 실업자들 사이에서 넓어진 성별 간
극을 발견했다. G20 중 6국가-이중 5국가는 개발도상
국-가 2017년 상당히 높은 여성 청년층 실업률을 기록했
다. 한편, 선진국은 대개 남성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았다(
그림 1). 이의 장기적인 시사점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젊
은 남성과 여성 간의 실업률 불균형은 놀라울 정도다-그
리고 이는 교육, 일의 속성 변화, 다양성에 대한 진보와 관
련된 광범위한 국가별 경향에 기인한 듯하다.

여성들에 대한 고르지 못한 진보

는 역사적으로 기본적이고 반복적인 기능을 구성해왔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더 폭넓게 들여다보면,

그러나 기술이 과업을 자동화함에 따라 '입문 수준'의 정

충격적인 경향이 발견된다: 노동력 포괄성을 향한 고르

의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청년층에 대한 명

지 못한 진보가 지속된다는 사실 말이다. 조직 내에서 포

1

어떻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노동력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림 1

청년 실업은 2007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가장 큰 증가는 개발도상국의
여성층에서 일어났다
2007 여성 실업률

2007 남성 실업률

2017 성별 실업률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터키
영국
미국
출처: 월드뱅크 데이터, 해버 애널리틱스(Haver Analytics) 출처, 국제노동기구, ILOSTAT 데이터베이스,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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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성의 가치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많은 조직이 성별, 연

이런 고르지 못한 진보는 그럼에도 서비스 분야를 향

령, 배경, 경험, 관점의 측면에서 오늘날의 노동력을 다양

한 근본적인 변화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점점 더

화하기 위한 강력한 움직임에 공헌하고 있다.2 그러나 노

여성의 채용을 늘리고 있다. 2017년까지 10년 동안 사

동력 참여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G20 국가에서 남성 대

우디 아라비아를 제외하고 모든 G20 국가에서 서비스 분

비 여성의 비율 증가가 단지 소소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야에 채용된 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했는데, 미국은 그 분

실제로, 상대적인 여성 참여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국가

야의 모든 고용 여성 비율이 60% 미만인 유일한 선진국

는 터키뿐이고, 반면 인도는 상당한 하락을 보였다(그림

이다(그림 3). 몇몇 요인들이 서비스 직업에의 여성 참여

2). 다른 주요 경제권에서, 진전의 수준은 복합적이다.

를 추진하는데, 거기에는 소통 및 대인관계 기량을 구하

그림 2

대부분의 G20 국가에서 여성 노동력의 참여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노동력 중 여성의 비율, 2007년 및 2017년. 원의 크기가 여성 대 남성 고용률의 변화를 나타냄.
2007

2017

여성 대 남성 비율의 양의 방향 변화

여성 대 남성 비율의 양방향 음의 방향 변화

EU
러시아
영국
캐나다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터키

한국

이탈리아
멕시코
사우디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아르헨티나

출처: 월드뱅크 데이터, 해버 애널리틱스(Haver Analytics) 출처, 2018년 5월

호주

어떻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노동력에 영향을 미쳤는가

기 힘든 상황에서 두 영역 모두 여성들이 선천적인 비교

병 그리고 집안일과 같은 많은 서비스 일자리는 자동화

우위를 가진다는 점이 포함된다. 또한, 의료 및 개인 간

가 어렵다.3

그림 3

더 많은 여성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2007

2017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미국
중국
러시아
멕시코
한국
일본
남아공
브라질
이탈리아
EU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영국
아르헨티나
사우디

출처: 월드뱅크 데이터, 국제노동기구, ILOSTAT 데이터베이스, 2018년 5월. 고용은 급여 혹은 이익을 위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활
동에 관여하는 노동 연령대의 사람들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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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량 간극을 줄이기

외-성인 인구의 절반 미만이 적어도 상위 과정의 중등 교
육을 완료하는데, 전체 G20 국가의 3/4에서 그렇게 하

노동시장에 대한 이들 변화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상당히 적었다. 이런 불균형-일

일자리가 서비스 분야로 이동하고 많은 산업이 더 발전

터에서 성별 다양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방해할 가능성

된 기량을 요구함에 따라, 기업은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

이 큰-은 특히 청년층에서 극심하다. 2013년 이래로, 대

의 집단이 축소되는 위험에 처했다. 열쇠는 기업의 니즈

부분의 G20 국가는 교육, 고용, 훈련 영역에서 젊은 여

와 가용한 인재 사이 간극의 극복에 있는데, 학생들의 노

성들의 비율이 높지 않다고 보고해왔는데, 그 차이는 개

동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동적인 기량을 개발하

발도상국에서 눈에 띄게 컸다.

는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불일치가 악화되
는 경우가 많다.

정책입안자들이 교육에 대한 접근과 교육의 질을 개
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야 하긴 하지만, 기업 또한 이
런 간극을 좁히는 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일자리가 서비스 분야로 이동하고 많은

야 한다. 첫째, 기업은 직원 채용뿐만 아니

산업이 더 발전된 기량을 요구함에 따라,

문화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

기업은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의 집단이
축소되는 위험에 처했다.

라 일자리 할당, 직원 개발, 전반적인 조직

을 재평가함으로써 입문 수준의 일자리를
재설계할 수 있다.4 둘째로, 기업이 종종 더
많은 실무 훈련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직
원들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투자를 계획하
긴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더 빨리 시작될

실제로, 교육적 성취는 국가마다 매우 고르지 않은

수 있다. 기업은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상황이다. G20 국가 중 개발도상국-러시아와 남아공 제

위해 훈련 및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할

어떻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노동력에 영향을 미쳤는가

당할 수 있고, 전 세계적인 지원 활동을 보유한 기업은 학

여기는 문화를 촉진할 수 있다. 문제는 노동시장이 금융

생들이 경력 경로를 구상하도록 돕고 그들의 업계 진출에

위기 이후 10년 동안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에 의

도움되는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대학에서

해 휘둘려, 변해 왔는지 여부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총

그들을 참여시키고 관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체적인 대응이다.

직원들의 고유한 기량, 경험, 관점 때문에 그들을 귀중히

럼키 마줌다(RUMKI MAJUMDAR)는 딜로이트 서비스 LP의 이그제큐티브 매니저이자 이코노미스트이며 인도
벵갈루루에 거주한다.
패트리샤 버클리(PATRICIA BUCKLEY)는 딜로이트 서비스 LP의 이코노믹스 매니징 디렉터다. 그녀는 버지니아,
로슬린에 거주한다.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보기

우리는 더 가난한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가?
미국 밀레니얼 가구는 나이 많은 가구보다 더 적은 자산과 더 낮은 소득을 가지는데, 이는 걱정스러운 문제다.
기술이 생산성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다.
www.deloitte.com/insights/wealth-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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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NOTE
{ 이전에 우리가 했던 말 }
"다음 몇 년 안에, 유연근무 계약은 개인들이 변화하는 일과 개인적 요구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20세기
후반 근무방식의 대안으로서, 중간 과정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간주될 거라는 게 우리의 예측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진행 중인 노동력 변화에 대한 더 큰 규모의 구조적 대응이다."

"대규모 경력 맞춤화: 기업 격자 조직을 구축하기",
캐시 벤코(Cathy Benko), 앤 와이스버그(Anne Weisberg), 2008년 8월 1일.

{ 지금 우리의 생각 }

만

약 과거 시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일부로부터

9시에서 5시까지 머무는 장소에서 동적이고, 점점 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유연성이

가상화되는 일터에서 사람들이 수행하는 그 무엇으로

란 얼마 안되는 소수에 관한 문제에 불

재정의되었는데 그런 일터에서는 기술이

과하지 않나? 실제로, 유연근무 계약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이 이뤄지는지에

은 광범위하게 '여성의 문제'로 여겨졌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가능케 한다. 또한

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더 큰 유연성의

부상한 사안은 동시대의 경력 여정의 부

긴급한 필요를 처음 지적했을 수 있지

침에 관한 이해인데 그럼으로써 개인들

만, 그들이 기업이라는 석탄광산의 우

은 장기적으로 일에 삶을 맞추고 삶에 일

화 속 카나리아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을 맞추기를 요구하는 인생 문제-예를 들

한 가지 방식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어, 노년층 부양-를 다루기 위한 유연성

산업 시대의 일터는 더 다양해진, 디

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부터, 이는 점점 더 당신의 경

지털 시대의 노동자들의 점점 더 다양
해지는 요구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다.
오늘날, 질문은 더 이상 '왜 우리가
유연한 일터가 필요하지?'가 아니라,
그보다는 '대규모로 유연성을 제공하

캐시 벤코
(CATHY BENKO)
딜로이트 컨설팅
LLP의 전 부의장이자
매니징 프린시플

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다. '일'은 사람들이

력, 당신의 길이 될 거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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