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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함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이상향적 비전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가까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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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함께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도전과제 또한 의미한다.

Future of Mobility

Technology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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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을 내다보며, 선두를 유지하라

공적인 기업 리더가 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어느 시대이건 리더십은 고객을 기

쁘게 하는 제품, 서비스, 경험의 창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은 무

언가를 창조하는 경쟁자들의 지속적인 위협 하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불확실성과 고

도로 경쟁적인 환경에 직면해 중요한 사업 의사결정을 하기란 극도로 어려웠고 앞으로

도 항상 그럴 가능성이 크다. 

만일 성공적인 고객 가치 제안의 창출이 골을 넣는 것과 비슷하다면, 오늘날의 환경에서 

그렇게 하기란 움직이는 골대를 상대로 슛을 하는 것과 같다. 새롭고 더 나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첨단기술과 경쟁적인 환경에 주도되어 고객의 기대치가 변하고 있다. 

점점 더, 작년에는 성공하는 데 충분했던 무언가가 올해는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으로부터 2년 혹은 5년 후에는 쓸모 없을 게 거의 확실하다. 이는 리더가 조직이 일

을 다르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도전을 제기해서, 심지어 현재 상당한 성공을 즐기는 상황

에서도 변화를 위한 버닝 플랫폼(burning platform)을 창출하도록 강제 해야함을 의미

한다. 문제는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하는가? 시도할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이다. 

이런 수준의 선견지명을 얻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전례 없는 문화적 및 인구학적 다양성의 시대에서, 누군가의 고객을 

이해하거나 누군가의 사람들을 돌본다는 게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디지털 기술이 기업과 사회의 모든 측면

으로 스며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혁신의 추진과 효율성 개선을 돕기 위해 어떻게 디지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돕고자 목표하는 영역이다. 딜로이트 리뷰 이번 호는 진부한 이야기와 인상적인 어구의 수준을 넘어, 오늘

날 긴급한 경영상의 고민을 파헤쳐 어떻게 조직이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지금 그리고 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어지는 장에서, 다음을 포함한 주제에 관한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

조 우쿠조글루
(JOE UCUZOGLU)

CEO, 딜로이트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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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 산업에 걸쳐 조직들은 운영을 '디지털적으로 변환'하고 장기적인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경

주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적으로 성숙한'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조직이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무슨 행

동을 취할 수 있을까? 

· IT 부서를 넘어선 사이버보안. 메인프레임과 기업 IT 인프라 체계 외부에는 사이버리스크의 큰 세계가 있고, 리스크는 조직

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점점 더 스며드는 기술을 표적으로 삼는다. 어떻게 기업이 이들 리스크로부터 고

객과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 디지털 리얼리티를 규제하기. 누군가가 당신이 게시한 광고판 위에 오직 증강현실 안경을 통해서만 보이는 무례한 문구

를 디지털적으로 '낙서'해 놓았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이에 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부가?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점진적인 융합이 양쪽 공간 모두에서의 규제의 역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복잡한 격변. 우리 모두는 획기적인 신기술이 시장을 격변하고, 전체 산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리더

들이 특정한 발명으로 인해서가 아닌, 이질적인 사회경제적, 시장, 그리고 기술적 트렌드의 융합으로 인해 발생한 격변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 미래의 일터. 지난 몇 년간 개방형 사무실 배치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직원들이 항상 이를 두 팔 벌려 환영하지는 않

았음이 드러났다. 조직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물리적인 일터를 설계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장에서, 여러분이 이들 주제를 탐색하고 딜로이트 리뷰 이번 호에서 제기한 많은 질문을 탐구하길 권장한다. 변

화를 예측하고 다루는 데 있어, 다른 이들에게 뒤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날 가치 창출과 유지는 경쟁자들이 생각조차 못한 방식으로 자신을 차별화하는 데 달려있다-즉 무엇이 우월한 실적을 추

진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앞을 내다봐야 한다. 



노화의 미래

예방에 초점을 맞춘 미래의 의료에서, 노화는  

더 이상 질병이라기보다, 연장된 생명으로서 정의될지 모른다. 

어떻게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 일하고, 은퇴하며,  

돈을 지불하게 될까? 노후 의료 서비스, 정책, 혁신,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자. 

www.deloitte.com/insights/aging

기후, 비용, 그리고 선택 

딜로이트의 2019년 에너지 자원 설문조사는 1,500명 이상의  

미국 소비자들과 600곳 이상의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 관리에 관한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설문했다.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긴 했지만,  

비용과 복잡성으로 인해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어떻게 기업이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더 알아보자. 

www.deloitte.com/insights/resources

다양성을 고속 기어로 전환하기

자동차 회사들은 일터에서의 여성에 관해서라면 후진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자동차 업계의 여성들이 직면한 장애물은  

무엇이고, 기업이 자동차 업계의 인재 간극을 좁히기 위해  

무슨 절차를 취할 수 있을까?  

www.deloitte.com/insights/women-in-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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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게임의 주류화 

비디오 게임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차지하려는 전쟁에서  

TV와 영화에 걸맞은 경쟁자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30%의 미국 소비자들이 게임 구독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고 41%가 

적어도 1주일에 1번은 게임을 한다. 미디어 및  

연예오락 기업들의 전략적 계획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www.deloitte.com/insights/gaming

잠이 보약이다

잠이 비즈니스 문제인가? 물론이다. 하룻밤의 숙면은 복지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생산성과 창의성을 증진하고  

혁신의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떻게 조직이 수면을 우선하는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www.deloitte.com/insights/snooze

이번 주 경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딜로이트의 경제 팀은 전 세계 뉴스와 트렌드를 조사해  

매주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전 세계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경제적 및 사업적 고민거리를 형성하고 있는지  

최신 정보를 받아보라. 

www.deloitte.com/insights/economic-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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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업무 경험

디지털 성숙을 향해 회전하기

애자일한 기업으로 가는 징검다리

만약 벽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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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업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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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잘 짜인 서비스와 훌륭한 고객 경험을 통해 개인 생

활 속의 복잡함이 단순해졌다. 우리는 단 몇 번의 클릭이나 화면 터치만으로 다

구간 여행을 예약하거나, 선택한 기기에서 추천 동영상을 스트리밍하거나,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해 다음 날 받아 볼 수 있다. 이 모두가 제공하기 복잡한 서비스들이지만,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기는 쉽다. 우리는 개인적 삶에서의 매끄러운 디지털 경험에 익숙

해졌고,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도 또한 거의 흠 없이 완벽한 기술 기능의 지원을 받는 더 

나은 경험을 기대하게 되었다. 

오

그러나 우리가 조직에서 일할 때, 상황이 매우 다른 경우

가 많다. 우리가 직원으로서 겪는 경험은 고객으로서 겪

는 경험과 전혀 다르다. 우리는 동료들과 효과적인 연결

을 이루고 바로 생산적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

아내는 데 고생하곤 한다. 우리는 외부 세상에서 고객으로

서 누리는 직관적인 디지털 경험 대신에, 업무 지원을 받

기 위한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 없이 내부의 복잡한 조직 

구조, 프로세스, 시스템을 재주껏 사용하라고 요청받는 경

우가 많다. 실제로 70%의 직원들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같은 데이터를 여러 시스템에 입력해야만 한다고 답했다.1

이것이 왜 중요할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주 수월하게 

서로서로 그리고 조직과 관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세

상에서, 상업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 업무 경험

이 엄청난 좌절감을 유발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 업무 경험에 한몫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무 

경험의 질이 생산성과 몰입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는 문제가 된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흥미로운 

업무 경험을 제공하는 조직이 그보다 덜 흥미로운 업무 

경험을 가진 조직보다 직원들 사이에서 22% 더 높은 

몰입 수준을 이끌어냈다. 이런 직원들은 또한 덜 흥미로

운 업무 경험을 가진 조직의 직원들보다 직장에 머물 가

능성이 4배 더 높았다.2 게다가, 최고의 업무 경험을 제

공하는 조직들은 또한 다른 조직들보다 고객 만족도가 

12% 더 높았고, 3년 동안의 매출 성장률은 전체 표본

의 평균보다 2.3배 높았다.3 

좋은 소식은 조직이 디지털 업무 경험을 개선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직원의 몰입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다. 하지만 이를 잘 실행하려면, 외부 고객들에게 제공

하는 디지털 경험에 쏟는 관심만큼이나 직원들의 내부 

디지털 경험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역량, 시스템, 프로

세스에도 동일한 수준의 관심을 쏟아야 한다. 우리의 경

험으로 볼 때, 이런 정도의 집중과 투자는 불행히도 드

물다. 기업들이 고객에게 가능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

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 반면, 똑같이 매력적인 업

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그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투자

하는 곳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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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런 투자 부족으로 인한 예측 가능한 결과는 많

은 직원들이 업무 경험이 매우 성취감을 주거나 매력적

이거나 딱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 알게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딜로이트의 2019년 글로벌 휴먼 캐피털 트

렌드 조사에 따르면, 조직의 직원들이 업무 설계에 만족

하거나 매우 만족해한다고 생각하는 HR 및 기업 리더

는 응답자 중 절반 이하(49%)였다. 단지 42%만이 직

원들이 매일의 업무 관행에 만족하거나 혹은 매우 만족

한다고 생각했고, 38%가 직원들이 일 관련 도구와 기

술에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한다고 생각했으며, 또 38%

는 직원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자율성을 가

졌다고 생각했다.4

더 나은 거버넌스와 기술로 기업 서비스 

제공 혁신 

물론 긍정적인 업무 경험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제대

로 된 디지털 차원의 실행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다양한 조직들과 가진 업무 경험은 디지털 경험

이 개선을 위해 리더들이 가질 수 있는 훌륭한 기회, 아

마도 가장 큰 기회임을 시사한다. 

그러한 기회가 어디에 놓여 있을까? 다양한 종류의 업무

를 가능케 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 지에 대한 상세

사항은 산업마다 다르고, 어느 정도까지는 조직마다 다

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개선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

는 한 가지 주요 영역은 기업 조직 스스로가 자사의 직

원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다. 이 기회는 전사적 서비

스 제공 방식의 혁신만큼이나 중요하다. 조직은 기술을 

활용하고 여러 부서를 아우르는 기업 차원의 거버넌스

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기업 간의 일처리를 간소화하

고 단순화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더 큰 몰입을 촉진하고 

프런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통합된 참여 플랫폼의 비전

십여 년 전에는, 직원들이 다양한 조직 시스템, 도구, 정

보 출처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개념이 기껏해야 

이를 통해 다양한 조직 시스템에 접근하게 해주는 인트

라넷 포털(구식의 '즐겨찾기 모음') 정도로 해석되었다. 

각 부서, 특히 직원들을 지원하는 부서(IT, 인재부, 재

경부, 보안팀, 법무팀, 설비팀, 공급사슬, 조달 부서 등)

는 일반적으로 자체적인 여러 서비스 제공 구조 및 관

리 체제를 따라 부서 기능에 최적화된 일련의 자체적인 

디지털 도구와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그 결과, 근로자들

은 처리를 요청하고, 승인하고, 요청 상태를 확인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러 접점을 대면해야 했

다. 예를 들어 신입 사원은 (IT의 시스템을 통해) 노트

북을 받고, (보안팀을 통해) 출입증을 받고, (인재부를 

통해) 복리후생 제도에 등록하고, (재경부를 통해)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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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를 설정하기 위해서 네 가지 별도 시스템을 통

해 네 번의 별도 요청을 해야 했다. 만약 그 신입사원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동일한 접속 지점을 통해 간단히 

'온보딩(onboarding)' 절차를 단 한 번만 요청해서 이

후 다양한 온보딩 활동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편리했을 것이다.

 

많은 기업들의 예상되는 미래기술 발전 궤도를 감안하

면 이 문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직원들이 일상 업무의 일환으로서 접근

해야 하는 시스템의 평균 개수는 최근 8

개에서 11개로 늘었고,5 설문 근로자들

의 27%가 매주 관련 없는 이메일과 메

시지에 하루 전체를 허비한다고 추산한

다.6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조직들이 보다 

민첩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아키텍

처(microservice-based architecture)를 선호하여 전

통적인 거대한 단일 기록 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줄임에 

따라, 그들이 사용하는 백엔드 기술의 수는 사실상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이질적인 여러 백엔드 시스템의 보유가 

반드시 파편화된 프런트엔드 사용자 경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른바 '통합된 참여 플랫폼'을 만드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존재한다: 이 통합 참여 플랫폼은 

여러 시스템을 포괄 종합해 매끄러운 디지털 경험을 제

공할 수 있는 사용자-경험 층(layer)이다. 일부 선도 기

업은 오늘날 실제로 이러한 종류의 통합 참여 플랫폼을 

구현해서 브랜드와 연계된 단일한 디지털 경험을 직원, 

관리자, 서비스 제공 담당자들에게 제공한다. 이들 플랫

폼은 핵심 거래기록 시스템들을 단일한 기업 서비스 관

리 플랫폼으로 통합하려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한 

챗봇,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업용 소

셜 플랫폼과 같은 자동화 및 협업 도구들의 생태계도 포

함할 수 있다. 

잘 설계된 통합 참여 플랫폼은 직원, 관리자, 담당자가 

서비스를 요청하고 관리할 때, 원활한 디지털 경험을 가

능케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플랫폼에는 또

한 서비스 제공을 단순화하고 서비스 제공 속도와 정확

도를 전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사적 수준의 작업흐

름 도구가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은 개인화

된 지식과 콘텐츠를 사례 관리와 긴밀히 통합해야만 하

고, 정해진 서비스 수준의 준수 여부를 포착할 수 있어

야 하며, 결과를 측정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운영보고서 애널리틱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

용자가 선택한 폼 팩터(form factor)와 채널을 통해 서

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앞에서 언급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은, 디지털 경험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서비

스 제공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에게 막대한 혜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 우정공사(Australia Post)

는 최근 통합 경험 및 업무 흐름 플랫폼을 구현했는데, 

이 플랫폼은 기업 서비스에 대한 직원들의 접근과 서비

스 제공을 단순화해줄 뿐만 아니라 공사의 고객 영업 및 

서비스 담당자를 위한 교육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했고 

업무 처리 당 평균 클릭 수를 160에서 11로 줄였다.7 

더 나아가, 비즈니스 사용자들의 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해 기능별 시스템들을 연결해주는 같은 기술이 또

한 부서 내 개개인과 팀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

는 통합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 건

들을 적절한 부서, 팀 혹은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할당

할 수 있고, 작업흐름 도구를 상세한 직무 수행 지침

과 점검표가 있는 사전 정의된 시간표에 따라 이런 사

례들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절차, 지침 및 정

책 모두가 시스템 내에 문서화되어 있어 이를 참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즉시 접근할 수 있다. 대시보

드 보고서는 감독관과 관리자들이 지표를 추적하고 분

석을 수행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질적인 여러 백엔드 시스템의 

보유가 반드시 파편화된 프런트엔드 

사용자 경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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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문턱에서 

선구적인 기업들은 또한 통합 경험 플랫폼에 혁신적인 

자동화 및 협업 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기술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검토하고 있다. HR 관련 기술을 예로 들어보

자. 약 40%의 대기업이 HR과 급여 데이터를 중앙 집중

화해 HR 경험을 변환하고자 하는 희망 속에서 클라우드 

인적자본관리(HCM; human capital management) 

기술을 구현해왔다.8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HR 플랫폼을 구현하고 있을 때, 이와 동시에 중대한 시

장 변화가 이들 플랫폼을 그저 기본적인 필수 요소로 바

꿔버리고 있었다: 자동화, 소통, 협업, 서비스 관리를 위

한 새로운 보완적 기술의 발달이 바로 그러한 변화다. 

이들 새로운 기술은 소비자들이 누리는 경험 수준을 이

제 일상과 직장 전반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기대하는 높

아진 직원들의 기대치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르

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업무 자동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0곳 이상의 공급업체와 15,000곳 

이상의 판매 대리점을 포함해, 기업 내외부에서 더 효과

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추진계획에 착수했

다. 이 기업은 부서 간 단절을 타파하는 해결책을 설계

하기 위한 인간 중심적 관점을 사용해, 직원과 협력사들

이 더 협조적이 되고, 빠르게 의사 결정하며,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했다. 궁

극적으로 다양한 공급업체로부터 여러 기술이 도입되

기는 했지만, 그 모든 기술은 모든 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 플랫폼으로 통합되었다. 이런 노

력으로 지금까지 2백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었

다고 인정받았다. 

구현 시 고려사항 

이의 근본적인 속성상, 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업무 

경험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은 한 부서에만 국한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하지만 만약 조직이 이런 시행을 

전체 기술 생태계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면, 어

느 한 부서에 대한 대규모 기술 투자는 이 과정의 빠른 

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은 여러 플랫폼과 부서들 전반에 걸친 협업

을 추진하고 어느 한 부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 전체

를 위해 작업흐름과 경험을 최적화하는 기업 거버넌스 

구조를 갖춰야 한다. 만약 변환이 따로따로 이뤄지거나 

오직 하나의 핵심 기술 집합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업무 

경험이 악화될 수 있고, 조직에는 최적화를 이루지 못한 

디지털 경험, 새로운 도구의 낮은 사용자 수용, 단순히 

기존 환경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옮겨졌을 뿐인 번거로

운 프로세스만이 남을 수 있다. 

어느 부서가 주도하든, 통합된 경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중심' 접근법보다 '직원 중심' 접근

법의 채택이 중요하다-이는 플랫폼이 지원하는 프로세

스의 단계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설계하기보다 사람들

이 플랫폼을 사용할 때 원하는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기업들은 이 과업을 디

자인 사고로 접근하여 직원들의 고충과 니즈를 경청하

고, 표적 집단, 설문조사, 순수고객추천지수, 웹페이지 

추적 등의 다양한 출처로부터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인사

이트를 얻는다. '좋은' 디지털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하

기 위해, 많은 조직의 노동력에서 그 대표성이 계속해

서 증가하고 있는 '대안' 인력의 노동자들도 포함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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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경험과 직원 플랫폼 개발에 대한 호주 우정공사의 접근법은 

어떻게 조직이 직원 중심의 관점을 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양한 역할과 노동력 구분 집단을 대변하는 페르소나를 

만들 수도 있다. 이후 조직은 페르소나가 조직의 기술과 

갖는 현재 상호작용과 희망되는 상호작용을 묘사할 뿐

만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예상되는 그들의 생각, 느

낌, 우려를 묘사하는 여정 지도(journey map)를 만들

어낼 수 있다. 직원들이 인식하는 경험은 기술을 사용

할 때 그들이 닿고자 하는 부서나 서비스에 달려있지 않

기 때문에, 여러 접점에 걸쳐 일관된 디지털 경험을 계

획하기 위해서는 교차 기능적인 관점이 필수적이다. 이

러한 여정 지도는 통합된 프런트엔드 설계와 이를 가능

케 하는 기술의 구현을 안내할 수 있다. 에이비 테스팅

(A/B testing), 스프린트(sprints), 빠른 프로토타이핑

(rapid prototyping)과 같은 애자일(agile)과 디자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

은 지 빠르게 구분할 수 있다. 업무 경험을 측정할 수 있

는 지표-예를 들어, 기술 수용률이나 참여도 설문조사 

결과-는 리더들이 노력의 효과를 구현 중에 그리고 그 

후에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통합된 경험과 직원 플랫폼 개발에 대한 호주 우정공사

의 접근법은 어떻게 조직이 직원 중심의 관점을 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공사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자문자답하는 데서 시작했다. 

1.  직원들은 조직과의 효과적인 연결을 위해 호주 우

정공사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2.  직원들이 업무 방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혁

신하도록 동기부여하고 그들이 자율권을 부여받았

다고 느끼게 하려면 호주 우정공사는 무엇을 가능

케 해야만 하는가? 

3.  직원들은 업무와 개인 행정 의무의 관리에 있어 스

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가? 

이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호주 우정공사의 다양한 노

동력을 대표하는 8가지의 페르소나를 만들어내는 일이

었다. 결과적인 직원들의 니즈에 대한 이해는 이후 기

대되는 플랫폼의 미래 역할, 목표 아키텍처, 구현 로드

맵, 심지어 개략적인 비용 추정치를 포함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전략에 정보를 제공했다. 호주 우정공사는 사

용자 중심의 설계, 향상된 쌍방향성, 명확한 배치와 형

식, 중요한 콘텐츠에 대한 직접 링크에 대한 강한 초점

을 가지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창조적인 개념을 

발전시켰다. 

기업이 이러한 성격의 노력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관

리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제아무리 가장 진보된 

구현 기술을 갖췄다고 한들, 강건한 변화 관리 접근법이 

없다면 매끄러운 디지털 경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조직이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직장 내에서 기대되는 행

동을 전파하는 임무를 맡은 옹호자들과 변화 주도자들

로 이뤄진 중앙에서 관리하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

다. 핵심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

술을 경험할 때, 조직에 대한 충성도, 참여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업무 경험이 실현된

다는 점이다. 오늘날 직원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누리는 

정교한 디지털 경험으로 인해 기업들이 뛰어넘어야 할 

기준이 높아졌지만, 잠재적인 사업상 이득은 노력할만

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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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업무 경험

아서 H. 메이저(ARTHUR H. MAZOR)는 딜로이트 컨설팅 프린시플이며, 휴먼 캐피털 사업부의 디지털 리더이자  

HR 전략 및 직원 경험 부문의 글로벌 리더이다. 그는 애틀랜타에 거주한다. 

샌드라 울리에(SANDRA HOUILLIER)는 캐나다의 딜로이트 휴먼 캐피털 사업부의 디렉터이다. 그녀는 몬트리올에  

거주한다. 

모드 트렘블레이-샤를랜드(MAUDE TREMBLAY-CHARLAND)는 캐나다의 딜로이트 휴먼 캐피털 사업부의 시니어  

컨설턴트이다. 그녀는 몬트리올에 거주한다. 

재닌 주커(JANNINE ZUCKER)는 딜로이트 컨설팅 LLP의 프린시플이자 휴먼 캐피털 사업부의 HR 고객 경험 리더다. 그

녀는 마이애미에 거주한다. 

스티브 윈저(STEVE WINSOR)는 캐나다 전국 서비스나우(ServiceNow)의 리더이며 딜로이트 캐나다의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와 서비스 트랜스포메이션 사업부를 이끈다. 그는 캐나다 앨버타에 거주한다. 

디지털로 가는 여정 

디지털 기술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신제품과 서비스의 원동력이 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케하고 산업 간의 경계를 

흐리게 할 수 있다. 모든 성공적인 기업은 언젠가 디지털 기업이 될 것이다. 선도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이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딜로이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리즈를 살펴보라.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보기

www.deloitte.com/insights/digital-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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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숙을 향해 회전하기

디지털 성숙을 향해 
회전하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심인 7가지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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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으로 경쟁적인 환경에서의 혁신과 성장에 대한 지

속적인 압력은 여러 산업에 걸쳐 기업들에게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을 최우선순위로 만들어 왔다. 조직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본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쏟

고 있다. 일부는 이들 노력으로부터 상당한 실질적인 결

과를 달성했다. 다른 이들은 적은 영향만을 달성했다. 왜 

그럴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요인들을 

찾아서, 우리는 조직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에 대

해 잘 아는 1,200명의 고위 임원들을 설문 조사했다. 딜

로이트의 자체 경험과 결합된, 설문에서 얻은 발견 사항

은 긍정적인 영향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조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계획을 구조화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다시 말해, 그들은 더 디지털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 우리는 무엇이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관해 발견한 바를 상세

히 논의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  조직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에 공격적인 투

자를 계획하고 있다. 딜로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예산의 전년 대비 25% 증가가 

예상된다.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개별적인 기술의 구현 그 이

상에 관한 것이다. 그보다, 이는 광범위한 일련의 기술

과 관련된 자산과 비즈니스 역량을 요구하는데, 우리

가 디지털 중심축이라 칭한 이것이, 디지털 기업을 향

해 나아가는 기업의 전진을 도울 수 있다.

·  디지털적으로 더욱 성숙한 조직-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 노력에서 더 큰 혜택을 끌어냄을 의미-은 더 많

은 디지털 중심축의 교차-기능적 실행을 통해 많은 부

분에서 차별화를 이룬다. 다시 말해, 조직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이 더 포괄적이고 조직적일수록, 

조직이 디지털적으로 성숙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  평균적으로, 고도로 성숙한 조직의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 노력은 성숙도가 낮은 조직의 그것보다 2배가

량 더 광범위하다.

·  변환 노력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우리는 인프라 

및 인재와 같은 자산에 초점을 맞춘 기초적인 중심축

을 먼저 구현하고, 그 다음으로 한가지 사업 부서에 광

범위한 중심축을 적용해 그 부서의 체계적이고, 편재

적인 변환을 달성해야 한다. 백오피스 운영 부서에 먼

저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덜 위험하지만, 반면 고객을 

상대하는 부서에 초점을 맞추면 시장에 더 빨리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  디지털 중심축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필요조건

이지만-충분 조건은 아니다. 고도로 성숙한 조직은 강

력한 리더십과 디지털 사고방식과 같은 보완적인 '연

성' 요인의 존재로 인해 차별화되는 경향이 있다.

·  고도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성숙은 평균 이상의 재무

적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다. 고도로 성숙한 조직은 업

계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순이익과 연간 성장률을 기

록할 가능성이 성숙도가 낮은 조직보다 거의 3배가

량 높다.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노력이 때때로 이행에 실패

할까? 기업 전반에 걸친 7가지 '디지털 중심축'의 적용은 조직이 증가하는 디지

털 성숙의 혜택을 수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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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실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조직의 최상위 의제로 떠올

랐다. 미국과 유럽의 사업 및 기술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대략 3/4가 자신의 기업이 디지털 

추진계획에 착수했다고 말했다.2 그러나 노력이 반드시 

혜택으로 변하지는 않고, 많은 조직들이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계획을 실질적인 영향으로 바꾸는 데 계속해

서 고전하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 의

견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주목해야만 

한다. 우리의 목적에 있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

지털 기업이 되는 일에 관한 것이다: 데이터와 기술을 

사용해 사업 모델의 모든 측면-무엇을 제공하고, 어떻게 

그림 1

디지털 성숙을 위한 조직의 진보를 추진하는 7가지 디지털 중심축

1
2
3

4

5

6

7

유연하고 보안된 인프라

비즈니스 수요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보안과 사생활 보호 필요성의 균형을 맞추는 기술 인프라를 구현

데이터 숙달

데이터를 제품, 서비스, 운영에 내재화함으로써 데이터를 종합하고, 활성화하며, 상업화해 효율성, 매출 성장, 고객 몰입을 증가

디지털에 정통한 열린 인재 네트워크

디지털 역량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을 재조정하고, 필요한 기량 집합에 빠르게 접근하며 사업의 필요성에 기반

해 조직의 노동력을 조절하기 위해 유연하고, 임시적인 인재 모델을 통해 팀을 충원

생태계와의 교류

R&D 조직, 기술 인큐베이터,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한 외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협력으로 개선, 혁신, 성장 관련 조직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 지적 재산, 사람과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 능력을 획득

지능적인 업무 흐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고 고부가가치 활동을 위한 자원의 확보를 위해 인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 양쪽 모두의 대

부분을 구성하는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지속적으로 재조정

통합된 고객 경험

전사적으로 공유된 고객의 360도 관점을 중심으로 구축된 매끄러운 고객 경험의 제공을 통해 몰입적이고, 매력적인 환경에

서 고객 경험이 유용하고, 즐거워지며, 효율적인 디지털 및 인간적 상호작용으로 조화를 이룸

사업 모델의 적응력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매출과 수익성을 증강하기 위해 개별 제품과 서비스를 최적화함으로써 조직이 가진 일련의 

사업 모델과 수익 흐름을 확장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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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는 디지털 성숙을 조직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에 의해 산출된 사업적  

혜택의 정도에 기반해 측정했다

이를 판매하며(고객과 상호작용해) 제공하고, 어떻게 

이를 운영하는가-을 계속해서 진화시키는 조직말이다.

디지털 중심축

딜로이트의 경험은 디지털 기업이 되려면 광범위한 일

련의 자산과 역량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해주는데, 그

림1에서 나열된 이들 개념은 우리가 디지털 중심축이라 

명명한 것이다.

우리는 디지털 중심축이 선택적이기보다 조화를 이뤄 

실행될 때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점을 배웠고-이

를 본고에서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폭넓게-다수의 

기능 부서 전반에 걸쳐 적용하는 조직에게 가장 큰 혜

택이 돌아온다.3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영향을 확대하기

디지털 성숙의 추진에서 디지털 중심축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조직 전반적으로 진행 중인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에 대해 잘 아는 미국의 중견 

및 대규모 조직의 고위 임원들을 설문 조사했다. 그 설

문은 응답자들에게 조직이 어떤 중심축을 실행했으며 

그 중심축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IT, 마케팅, 영업, 재무 

등과 같은 사업 기능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는지를 알

려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또한 그들 중심축이, 만약 

존재한다면, 얼마나 큰 혜택을 제공했는지도 질문했다.  

(설문 방법론에 대한 상세 결과는 부록: 방법론과 설문 

대상 참조)

디지털 성숙은 사업의 혜택으로 측정된다

변환 추진계획은 오직 그것이 추진하는 사업적 영향만큼

만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우

리는 디지털 성숙을 측정하는 단순한 기준을 채택했다: 

조직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이 사업적 혜택을 제

공하고 있다고 응답자들이 말한 정도가 그것이다. 우리는 

다음으로 응답자들을 3가지 구분 집단으로 분류했다-낮

음, 중간, 높음-그들의 활동에서 달성하고 있다고 말한 사

업적 혜택의 정도에 따라 말이다(그림 2).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은 지속적인 과정이고, 디지털 성숙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목표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절대적인 분류 결

과라기보다 상대적인 분류 결과로서 제시한다.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으로부터의 혜택 정도

낮음
디지털 성숙도

중간값
디지털 성숙도

높음
디지털 성숙도

조
직

의
 숫

자

적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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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직의 디지털 성숙도는 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의 범위와 관계있다

그림 4

평균적으로, 성숙도가 높은 조직은  

성숙도가 낮은 조직보다 대략 2배 가량 

많은 중심축 활용을 실행했다

디지털 성숙도 수준별로 실행한 중심축 활용의 평균 수치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출처: 딜로이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임원 설문조사 2018.

더 많은 디지털 중심축의 실행

낮은 성숙도 중간 성숙도 높은 성숙도

증가하는 디지털 성숙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계획의 증가하는 범위

더
 많

은
 사

업
 기

능
의

 변
환

이 설문조사에서 우리가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에, 고

객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헤쳐나가도록 도왔

던 우리의 경험이 더해져,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을 추진하는 핵심 요인들 중 일부를 분리해 구분하

도록 도와준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단일한 처방은 존

재하지 않지만, 이들 인사이트는 구체적인 결과를 제공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계획의 설계와 구현을 안

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성숙도는 중심축이 더 많은 사업  

기능에 적용될수록 높아진다

디지털 성숙도는 조직이 디지털 중심축을 얼마나 체계

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하느냐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자산과 역량이 조직에서 더 널리 

구현되고 채택될 수록, 조직이 이로부터 상당히 긍정적

인 사업적 영향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그림 3).

성숙도가 낮은 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좁은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예를 들어, 단순히 

옴니채널 고객 상호작용을 지원하거나 콜센터를 위해 

RPA에 투자하거나할 뿐이다. 성숙도가 높은 기업은 더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딜로이트 설문조사는 성숙도가 높은 조직의 디지털 변

환 노력이 평균적으로, 성숙도가 낮은 조직의 그것보

다 두 배 정도 광범위한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4 9가

지 사업 기능 중에서 7가지 디지털 중심축 중 어떤 것이

든 적용된 기능을 골라 달라고 요청한 결과, 우리는 63

가지 가능한 중심축 활용-다시 말해, 특정 기능에 중심

축을 적용한 노력-중에서 각 조직이 무엇을 실행했는지

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성숙도가 낮은 조직은 평균적으로 

17가지 중심축 활용을 실행한 반면 성숙도가 높은 조직

35

3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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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균적으로 35가지를 실행했다(그림 4 참조). 더 중

요한 점은, 성숙도가 높은 모든 조직들이 적어도 일부 기

능에서 7가지 중심축을 모두 실행했다는 사실이다. 이

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혜택의 최대화에는 디지털 중

심축을 실행해, 조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조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준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을 우선하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포괄적이고, 조화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조직은 어느 지점에서건 시작을 

해야만 한다.

기초가 되는 중심축을 가지고 시작하기

모든 중심축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초가 되는 3가지 중심

점이 있다: 이들은 다른 중심축의 더 효과적인 실행을 가

능케 해준다. 유연하고 보안된 인프라, 데이터 숙달, 디

지털에 정통한 열린 인재 네트워크가 이들 중심축이다.

유연하고, 보안된 인프라에 일찍 투자하기

유연하고 보안된 인프라 중심축에는 사업의 수요에 따라 

용량을 유연하게 조절하며 새로운 역량을 민첩하게 개발

하는 능력을 가지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의 균형

을 맞추는 기술 인프라의 구현이 수반된다. 여기에는 여러 

사안 중에서도 클라우드 인프라의 도입, 애자일/데브옵스

(agile/DevOps) 방법론의 수용, 임기응변적으로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하고 사용하기보다 가능한 영역에서 기술 

플랫폼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체계, 그리고 사이버보안 전

략의 구현이 동반된다. IT 부서는 이 중심축의 자연스러운 

리더로서 전도사적인 정신과 조직 전반적인 채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에 착수해야 한다. 설문한 성숙도가 높

은 기업의 60% 이상이 적어도 5개 기능부서에서 이 중

심축을 구현했는데, 이는 그렇게 한 성숙도가 낮은 기업이 

15%에 불과한 점과 비교된다.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된 용어인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생

각해보자. 여기서, 우리는 플랫폼을 제품의 제조 혹은 

서비스의 제공을 쉽게 만들기 위한 협업을 가능케 해주

는 재사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 및 역량의 모든 집합이

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다측

면 플랫폼 혹은 플랫폼 기반의 사업 관점에서의 플랫폼

을 의미하지 않는다. 플랫폼 사업 모델은 매우 매력적

일 수 있지만 모든 기업에게 적합하지는 않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플랫폼 기반 사업 모델의 창조를 필

요로 하지 않는다.

데이터 숙달은 통찰을 향한 경로다

또다른 기초적 중심축은 데이터 숙달이다. 데이터 숙달

은 조직이 더 효율적이 되고 새로운 기회를 효과적으로 

추구하도록 돕는 인사이트의 발견을 위한 데이터 및 애

널리틱스의 사용이 관계된다. 데이터 숙달은 '데이터 저

수지'의 구축 혹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고위 리더

들의 권한 강화 이상의 것이다. 이는 또한 기업의 가장

자리에서의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조직적 프로세스

를 통한 구조적 및 비구조적 데이터 흐름에 관한 것이

다. 데이터 숙달의 많은 가치는 조직 전반에 걸친 프로

세스 및 사람들에게 널리 가용한 작은 인사이트를 만드

는 데서 도출된다.

데이터 숙달의 달성에는 조직적인 노력이 수반될 수 있

는데, 가끔은 데이터 최고책임자의 지도하에서, 데이터 

자산의 파악 및 평가 그리고 필요한 플랫폼과 역량의 구

축 혹은 취득(IT의 지원을 받아)을 수행한다. 딜로이트 

설문조사에서 성숙도 높은 기업의 88%가 데이터의 사

용에서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는

데, 이는 성숙도가 낮은 기업의 24%와 비교되는 수치

다. IT 부서는 또한 이 중심축에 대해서도 자연적인 지

휘자다. 그러나 이의 실행에는 다른 사업 기능부서들의 

광범위한 관여가 필요하다.

여정을 따라 인재를 데려가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 인재의 중요성은 부인

할 수 없다. 딜로이트와 MIT 슬로언 리뷰의 공동 연구

는 조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일반적으

로 직면하는 제1의 운영적 및 문화적 도전과제가 적절

한 인재의 발견, 훈련, 유지임을 발견했다.5 따라서, 디

지털에 정통한 열린 인재 네트워크 중심축은 조직에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인재에 대한 접근성 제공을 의도



25

www.deloittereview.com

디지털 성숙을 향해 회전하기

그림 5

디지털 여정의 초기에서, '깊이'는 '넓이'

보다 더 높은 디지털 성숙으로 해석된다

한 실무관행의 혼합물이다. 여기에는 요구되는 기량에 

대한 빠른 접근과 사업 필요성에 기반한 조직 노동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더 유연하고 임시적인 인재 모델을 

통한 디지털 역량 및 팀 구성원의 충원에 초점을 맞춘 

훈련 프로그램의 재구성이 포함된다. 성숙도가 높은 조

직이 직원들의 디지털 기량 개발 지원에 스스로가 탁월

하다고 동의한 비율은 성숙도가 낮은 기업보다 거의 5

배 이상 높았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임시의/유연한 노

동력 원천의 활용에 탁월하다는 데 강하게 동의할 가능

성은 6배 이상 높았다. 인재 기능부서가 이 중심축의 동

인이다. 인재부서는 또한 기업의 인재들이 의사 결정 방

식과 프로세스 조정 방식 측면에서 타고난 디지털 기업

의 인재들에 더 가깝게 행동하도록 넛지하기 위한 보상

과 동기를 구조화하는 데서 핵심 역할을 한다.

기초가 자리 잡히면, 기능에 초점을 맞춰  

깊숙이 들어가라

기초적인 중심축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조직이 

포괄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한가지 사업 기

능을 선택해 진행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그 기능의 

체계적인 변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중심축의 모

든 보완 역량을 적용하라는 의미다. 이 접근법은 조직이 

중심축의 실행을 위한 스스로의 능력에 자신감을 키우도

록 돕는다. 그리고 이 방법은 선구자들이 달성한 변환의 

혜택을 다른 기능 영역의 리더들이 관찰하게 해준다. 이

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로 하는 변화의 규모와 

범위를 지원하는 조직적 추진력을 구축할 수 있다.

체계적인 기능적 변환의 사례로서, 재무 기능을 생각해 

보자. 디지털적으로 더욱 성숙한 기능부서는 거래 과정

을 자동화하고(지능적인 업무 흐름), 데이터 수집과 준

비 과정을 간소화하며 첨단 애널리틱스를 이용해 실적

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데이터 

숙달), 챗봇, 인지적 대리자, 셀프서비스 도구를 이용해 

기업 사용자의 재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며 

(통합된 고객 경험), 운영인력을 기술 기반 기량으로 전

환한다(디지털 정통). 이는 또한 자금조달 접근법을 바

꿀 수 있는데, 순전히 재무적 경영 사례에 기반한 연간 

절차를 더욱 애자일한 절차로 바꾼다.

설문결과는 중심축 구현을 위한 초기 노력을 여러 기능 

전반에 걸쳐 전개하기보다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기능에

만 집중하는 방식이 기업에 더 낫다는 생각을 지지한다

(그림 5). 디지털 성숙이 노력의 수준과 상관관계가 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전반적인 노력 수준이 낮

은 일부 응답자들이 디지털 성숙도 수준이 높은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들 기업은 성숙도가 낮은 동

류 기업들보다 평균적으로 기능 당 두 배 더 많은 중심

축을 실행하는 경향이 있었다.6 기업의 디지털 여정 초

반에서, 넓게 보다는 깊이 들어가는 게 더 이득이 크다.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중
심

축

기능

기능

중
심

축

깊이 → 높은 성숙도

넓이 → 낮은 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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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능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그러면 조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고객 및 

시장을 대면하는 기능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경험

은 재무, HR, R&D와 같이 리스크가 적고 조직이 자신

감과 디지털 기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백오피스 

기능 영역부터 시작하도록 권고한다. 이전의 딜로이트 

연구에서 탐색했듯이, '사업의 심장'을 변환하기 위한 

노력은 프런트오피스 변환의 중요한 선도자다.7 그리고 

백오피스 기능의 변환에서 얻는 혜택은 의미가 클 수 있

다. 이들의 변환을 통해 상당한 효율성을 획득하고 운영

적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은 다음으로 백오

피스의 기능적 변환에서 얻은 교훈을 마케팅, 고객 운

영, 영업과 같은 시장 대면 기능에 적용할 수 있다. 디지

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이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보여주면 추가적인 열정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은 중심축들을 적용하기

체계적인 변환을 위한 기능이 선정되면, 조직은 그 기능

에 대한 디지털 중심축(관계 있는)의 완전한 보완적 적

용을, 아래서 기술한 대로 착수할 수 있다.

혁신의 가속이 가능한 생태계와 교류하기

높은 수준의 디지털 성숙과 강한 관계가 있는 중심축은 

생태계와의 교류로, 이는 조직의 개선, 혁신, 성장 능력

을 키우기 위해 기술, 지적 재산 혹은 사람과 같은 자원

에 접근하기 위한 R&D 조직, 기술 인큐베이터, 스타트

업 기업 등을 포함한 외부의 사업 파트너들과의 협업이 

수반된다. 성숙도가 낮은 기업은 외부 자원과 효과적으

로 교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들 조직의 단지 16%

만이 외부의 사업 파트너와의 교류가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강하게 동의해, 높은 성숙도를 가진 

조직의 약 85%와 대조를 이뤘다.

지능적인 업무 흐름이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다

지능적인 업무 흐름 중심축에는 인간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 양쪽 모두의 대부분을 구성하기 위한 과정의 구현

과 지속적인 재조정이 수반된다. 이는 기술과 인간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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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더 나은 결과를 산

출하도록 둘을 짝짓는다는 개념이다. 이 중심축은, 반

복적인 과업의 수행을 위한 자동화(RPA 같은)와 그리

고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도구로 직원을 지원하는 방

식을 이용한, 핵심 프로세스 및 업무흐름의 간소화를 요

구한다. 어떤 성과는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 더 가

치 높은 과업에 집중하도록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 말이다. 비록 지능적인 업무흐름의 도입이 성숙도가 

높은 조직에서 더 흔하다는 점8-이들의 70%가 이를 상

당히 많이 사용해 성숙도가 낮은 조직의 13%에 불과

한 수치와 대조적-을 데이터가 시사해주긴 하지만 기업

들이 디지털 여정에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때까지 이에 

기반한 행동을 자제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RPA와 같은 

기술은 실험을 위한 기회가 무르익었고 빠른 성공을 제

공할 수 있다.

탁월한 고객 경험이 디지털 성숙의 특징이다

통합된 고객 경험 중심축의 실행은 조직 전반에서 접근

이 가능한 고객 행동의 360도 관점을 중심으로 구축된 

매끄러운 고객 경험의 제공을 통해 고객이 몰입적이고, 

매력적인 환경에서 유용하고, 즐거우며, 효율적으로 조

화된 디지털 및 인간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

한다. 여기에는 데이터와 운영의 부서 간 단절을 타파해 

고객에 대한 총괄적인 조망을 획득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고 증강현실 혹은 음성지원 비서와 같은 새로운 디지

털 상호작용 기술의 탐색이 수반될 수도 있다. 각각의 

고객 접점을 경험 체계의 일부로 여기는 조직은 그저 고

객의 기대에만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상당한 상

업적 혜택의 가능성을 열어 젖히고 있다. 딜로이트의 설

문조사는 성숙도 높은 조직의 87%가 이 중심축으로부

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경험해 단지 17%에 불과한 

성숙도 낮은 조직과 비교됨을 발견했다. 이 영향은 많은 

형태와 형식을 취할 수 있는데-높은 수준의 고객 관여에

서부터 반복되는 더 많은 매출까지 다양하다.

사업 모델의 적응성이 새로운 기회의 상업화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사업 모델의 적응성-새롭고 변화하는 시장

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의 채택-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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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열망을 가진 기업들의 공통된 목표다. 성숙도가 높

은 기업은 디지털 사업 모델을 보유했다고 말할 확률이 

성숙도가 낮은 기업보다 거의 두배 가량 높았다.9 사례

에는 양면을 가진 플랫폼 혹은 장터, 서비스형 제품, 데

이터 또는 다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구독 제공이 포함

된다. 이런 중심축은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중심축의 탄

탄한 실행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구독 혹은 서비스

형 제품과 같은 디지털 사업 모델은 전통적인 사업 모델

보다 더 유연하고, 보안된 인프라를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들은 데이터를 핵심에 두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들

은 새로운 인재 모델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서비스에 기반한 사업 모델을 구현한 제품 기업이 조직

에게 낯선 영업 및 고객 서비스 기량을 필요로 하는 경

우가 많다.

디지털 중심축을 넘어

디지털 중심축이 필수적인 만큼, 조직은 잠재력의 실

현을 위해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

듯이, 중심축 적용을 최대로 실행했던 대부분(59%)의 

조직-많은 기능에서 많은 디지털 중심축을 실행했음을 

의미-은 디지털 성숙도에서 단지 중간 수준에 불과했

다. 결론: 중심축은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

다. 사전 연구는 리더십과 문화와 같이 형태 없는 요인

들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계획의 성공에 필

수적임을 시사한다.10

리더십이 열쇠다

적절한 리더십이 없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은 잠

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에는 변환이 우선순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조

직 전반에 걸쳐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경영진의 지원과 참

여가 요구된다. 기능부서의 리더와 팀들은 조직 리더십의 

지원이 없으면 효과적인 변환을 추진할 수 없다. 

강력한 리더십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도전과제

의 극복에 있어 설문조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된 전술

이었다. 높은 그리고 중간 수준으로 성숙한 기업의 응답자들

은 성숙도가 낮은 기업의 응답자들보다 그렇게 답할 가능성

이 상당히 더 높았다(62% 그리고 59% 대 45%)(그림 7).

그림 6

더 많은 중심축의 적용이 높은 성숙도와 관련 있지만, 그렇게 행한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단지 중간 수준의 성숙도만을 달성했다

추가적인 '연성' 역량의 적용이 왜 일부 조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행에서 더 높은 수준의 성숙도를 달성하는지를 설명해줄지 모른다

참조: 기업들을 '적은'(n=298), '중간'(n=605), '많은'(n=297) 중심축을 적용했다고 분류한 근거는 전체 표본집단의 정규 분포(25%/50%/25%)에

기반한다.

출처: 딜로이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임원 설문조사 2018.

낮은 성숙도

적은 중심축 적용 (1-17)

중간 수준의 중심축 적용 (18-43)

더 많은 중심축 적용 (44-63)

중간 성숙도 높은 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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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행동을 장려하는 디지털 사고방식

변환 노력을 영향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조

직적 속성은 '디지털 사고방식'인데, 이는 새로운 눈으

로 오래된 문제와 프로세스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방식

으로 접근하는 습관을 권장한다. 조직은 실험의 문화를 

권장하고 조직 전반에 걸쳐 사람들의 실무관행 도전과 

개선을 가능케 해 디지털 사고방식의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숙도가 높은 조직은 자

신의 조직과 보상책이 혁신과 성장을 위한 영리한 리스

크 수용을 장려한다는 데 성숙도가 낮은 조직보다 거의 

4배가량 더 강하게 동의했다(그림 8).

디지털 리더십과 문화에 대한 유용한 관점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년의 도래: 새로운 방식으로 학습하고 선도하

기(Coming of age digitally: Learning and leading 

in new ways)』를 참조하라.11

그림 7

더 많은 중간 및 높은 성숙도 수준의  

조직들이 성숙도가 낮은 조직들보다  

도전과제의 극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리더십을 꼽았다

리더십을 전술로서 파악한 응답자의 비율

그림 8

성숙도가 높은 조직이 혁신과 성장을  

위해 영리한 리스크 수용을 권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강하게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

출처: 딜로이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임원 설문조사 2018. 출처: 딜로이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임원 설문조사 2018.

강한 리더십이 당신의 조직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전과제 극복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전술이다

나의 조직의 문화 그리고/혹은 장려책은 

혁신과 성장을 위해 영리한 리스크 수용을 

강하게 권장한다

낮은 성숙도 낮은 성숙도

높은 성숙도 높은 성숙도

중간 성숙도 중간 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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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에 직면하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 중인 조직들은 다수의 

도전과제와 조우한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은 현재

의 운영 모델이, 과거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더라도, 이

제는 장애물임을 깨닫게 된다. 중심축의 광범위한 실행

은 교차 기능적 조정 및 기술 플랫폼과 같은 자산의 개

발과 공유된 사용을 요구하는데, 일부 운영 모델에서는 

이를 지원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딜로이트 설문조사에

서, 가장 폭넓게 제기된 도전과제는 적합하지 않은 모

델/구조였다(그림 9).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디지털 야망이 초점의 결여, 리

더십의 관심과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좌절됨을 알게 된

다. 종종, 그들은 필요한 기량을 가진 인재의 획득과 개

발에 고전하게 되는데, 유연한 인재 모델의 사용은 일부 

기업에게 어려운 변화를 요구한다. 변환 노력을 우선하

는 일 또한 큰 도전과제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주어진 

변화의 범위와 필요한 투자의 규모를 감안할 때 이해할 

만하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우선순위 접근법을 

조명하는 이유다.

그림 9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과거의 운영 구조/모델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방해하는  

최상위 3가지 도전과제에 속한다고 보았다

다음 각각의 도전과제를 최상위 3가지 도전과제로서 선택한 응답자들의 비율

출처: 딜로이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임원 설문조사 2018.

운영 구조/모델

과거 시스템/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

변화에 저항하는 문화

지원/조정의 부재

초점/우선순위의 부제

기량/인재의 부족

자금의 조달

역량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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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전과제를 극복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전술에는 

강력한 리더십, 

일관된 디지털 비전, 

변환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자금의 확보, 그리고 

명확한 디지털 조직/

기능의 생성이 

포함된다. 

약 40%의 응답자들이 '기존 시스템/프로세스의 업그

레이드'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최상위 3가지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모든 

조직들이 정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비즈니스 프로

세스를 이따금 진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는데, 일

반적인 도전과제에는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시스템 통

합, 사업 분석, 변화 관리가 수반된다.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계획은 이들 문제를 전면으로 끌어올리

게 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지능형 업무 흐름 및 통합된 

고객 경험과 같은 중심축을 실행할 때 그러하다.

어떻게 기업이 이들 도전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높은 

그리고 중간 수준의 성숙도를 가진 기업의 응답자들은 

특정한 전술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강한 리더십(위에서 언급한)과 일관된 디지털 

비전, 변환 계획을 위한 전용 자금의 확보, 명확한 디지

털 조직/기능의 생성이 포함된다(그림 10).

혜택 : 

디지털 성숙은 재무적 영향을 강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일부 리더의 헌신을 촉

진하는 핵심 사실: 높은 수준의 디지털 성숙도는 더 나

은 재무적 성과와 관련이 있다. 성숙도 수준이 높은 조

직의 응답자 중 약 절반이 자신들의 순이익 마진과 매출

이 업계에서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고 답해, 각각에 대해 

17%와 19%라고 답한 성숙도 낮은 조직과 비교되었

다(그림 11).12 우리는 이런 결과가 디지털 중심축이 성

숙한 디지털 조직의 새로운 기회 파악 및 획득, 새로운 

수익 흐름의 개발, 고객과 시장 수요에의 더 민첩한 대

응, 더 높은 효율의 운영을 가능케 해준다는 데서 상당 

부분 기인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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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높은 그리고 중간 성숙도의 기업은 더 낮은 성숙도의 기업보다 도전과제 극복을 위해

여러가지 전술을 지지할 가능성이 컸다

아래 각각의 전술을 최상위 3가지 전술 중 하나로 선택한 응답자들의 비율

출처: 딜로이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임원 설문조사 2018

생태계 및 외부 협력사와의 교류

강한 리더십

운영 모델, 자금 조달,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수정

빠른 성공이 가능한 추진계획에 집중

일관된 디지털 비전 및 전략의 보유

요망되는 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문화, 장려책의 생성

명확한 디지털 조직/기능의 생성

전용 자금의 확보

낮은 성숙도 중간 성숙도 높은 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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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디지털 성숙은 재무적 성과와 관계 있다

낮은 성숙도 중간 성숙도 높은 성숙도

업계 평균 연간 매출 성장률보다 상당히 높다

업계 평균 연간 순이익 성장률보다 상당히 높다

출처: 딜로이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임원 설문조사 2018

급격한 증가가 전망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투자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얼마나 많이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추정은 부정확한데 왜냐하면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 투자와 '일상적인' IT 지출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투

자는 강건하고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인 

IDC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지출이 2022년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2조 달러에 달해, 5년 동안 연평균성

장률 16.7%를 달성할거라 전망했다.13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속한 조직은 2018년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에 대해 매출의 0.6%가량을 투자했다. 이전

의 딜로이트 분석에서 보여줬듯이 IT 예산이 매출의 약 

3.3%가량을 점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14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이 일부 기업에서는 IT 예산 중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 

게다가, 기업들은 2019년에 이 지출을 크게 늘릴 계획

인데, 딜로이트 설문 응답자들 사이의 평균 증가율은 전

년 대비 25% 이상이었다. 절반 이상이 1천만 달러 이상

의 지출을 계획 중이며, 한편 2천만 달러 이상의 지출을 계

획중인 이들의 비율은 10%에서 19%로 늘어날 전망이

다(그림 12). 기업 리더들은 자신의 경쟁환경과 열망에 적

합한 수준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

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투자 금액을 이런 숫자 

및 다른 출처와 비교해 보길 원할지도 모른다.

지속적으로 디지털 기업이 되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기업을 향한 여정이다. 

이는 고정된 종착점이 아니다: 디지털 기업은 계속해서 진

화하며, 기업의 제공물, 판매 및 제공 방식, 그리고 운영 

방식의 혁신을 위해 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계

속해서 추구한다. 디지털 성숙은, 결과적으로, 종점이 아

니다. 이는 디지털 기업의 혜택을 수확하기 위해 진화하

는 역량이다.

7가지 디지털 중심축의 실행은 더욱 큰 비즈니스 혜택을 

실현하는 방법이며-혜택에는 더 강한 재무적 성과가 포함

된다. 딜로이트의 연구결과는 조직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중심축을 더 광범위하게 실행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

아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데 이 모두의 조화를 이룬 실행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직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 앞에서 우

리가 조명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상식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리더는 자신의 상

황에 어떤 경로가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여정의 진보에 대한 보상은 급격히 변하는 세상에서 더 나

은 재무적 성과와 더 큰 전략적 회복탄력성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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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지출이 다음 12개월 동안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딜로이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임원 설문조사 2018

1백만 달러 미만 1백만 달러 이상 
5백만 달러 미만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평균 투자액

(1백만 미국 달러)

조직들이 높은 비율로 다음 12개월 동안
1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2천만 달러 이상

지난 12개월

25% 증가

다음 12개월

부록 : 방법론과 설문 대상

본고는 2018년 11월에 수행된 설문조사로부터 얻은 

인사이트에 근거하는데, 설문조사는 미국에 기반을 둔 

1,200여명의 임원들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

한 자신들 조직의 접근방법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의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들은 조직의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 노력에 관해 다소간 혹은 매우 잘 안다고 답

한 이들이며, 적어도 500명의 직원들을 보유하고 연간 

전 세계 매출이 2억5천만 달러 이상인 조직에 속해 있

다. 이 표본집단은 다음의 각 산업에 속한 동일한 숫자

의 응답자들(200)을 포함한다: 

· 소비재 및 서비스

· 에너지, 자원, 산업재

· 금융 서비스 및 보험

· 정부 및 공공 서비스

·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 첨단기술, 미디어 및 연예오락, 통신

74%는 고위경영진 직함을 보유했고, 나머지는 부회장 

혹은 디렉터 혹은 동등한 직급 수준이었다.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본고에서 우리의 분석은 특이치가 되는 경

향이 있는 정부 및 공공 서비스 응답자들의 투자 및 재

무적성과 데이터를 제외했다.

디지털 성숙도를 모델링하기

설문조사의 일부는 응답자들에게 디지털 중심축의 도

입에 관해 묻는다. 각 중심축에 대해, 다음을 질문했다:

· 5점 척도의, 중심축의 실행에 대한 투자 정도

·  디지털 중심축이 적용된 사업 기능의 수로 계산된, 중

심축 적용에 대한 노력의 범위 정도. (응답자들에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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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 규모(미국  

달러)에 따른 응답자 비율

출처: 딜로이트 디지털 변환 임원 설문조사 2018

심축이 적용된 사업 기능을 최대 9개까지 선택해 달라

고 요청, 더 많이 선택할수록, 범위가 더 크다)

 · 중심축에 대한 도구 및 접근법의 사용

 · 5점 척도의, 사업에 대한 영향 정도

딜로이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이 사업적 영

향의 창출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4번째 질문

에서 포착한 모든 중심축의 종합적인 사업적 영향을 디

지털 성숙도에 대한 지표로 채택했다.

모든 7가지 디지털 중심축에 있어 질문 4에 대한 각 조

직의 응답에 기반해, 조직들을 정규분포에 따라 분류했

다. 상위 25% 점수를 기록한 회사들을 '높은 성숙도', 

중간 50%의 기업들은 '중간 성숙도', 하위 25%에 속

한 이들은 '낮은 성숙도'로 분류했다(그림 2).

라구 구루머티(RAGU GURUMIRTHY)는 딜로이트 LLP의 최고 혁신 책임자이자 최고 디지털 책임자로서, 모든 딜로이

트 사업부에 걸쳐 전반적인 혁신 노력을 지도한다.

데이비드 스카츠키(DAVID SCHATSKY)는 딜로이트 LLP의 매니징 디렉터다. 그는 딜로이트의 리더들과 고객들을 위해, 

인지 기술의 증가하는 영향력을 포함한 신흥기술과 비즈니스 트렌드를 추적하고 분석한다.

애자일 팀, 생태계, 그리고 윤리

MIT 슬로언 매니지먼트 리뷰와 딜로이트의 5번째 공동 연간 보고서는 디지털적으로 성숙한 조직이 단순히 더 많이 혁신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태계와 교차 기능적 팀을 활용함으로써 다르게 혁신한다는 점을 밝혀준다.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보기

www.deloitte.com/insights/becoming-digital

2억5천만 달러 

이상 5억 달러 미만

5억 달러 이상

10억 달러 미만

10억 달러 이상

50억 달러 미만

50억 달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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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가치 증대, 개발 기간 단축, 시장 변화에 더 기민한 대응, 직원 동기부여 

개선, 사용자 만족도 향상, 비용 절감. 이와 같은 혜택의 유혹은 IT 조직들

로 하여금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널리 알려진 애자일 방법론(agile 

methodologies)을 조사하도록 동기부여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IT 회사를 애자일한 

기업으로 손쉽게 빨리 변환한 경우는 드물고, 애자일 철학을 IT 외부 부서들로 확장하

여 진정한 '애자일한 기업'이 되기란 더더욱 어려울 수 있다. 딜로이트의 경험은 많은 

애자일 추진계획이 구현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해, 희망했던 혜택을 제공하는 데 실

패했음을 보여준다. 왜 그럴까?  

고

한 가지 큰 이유는 보통 애자일 변환에 대한 접근법이

다. 많은 리더들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또 다른 안정적인 

상태로 넘어가는 질서정연한 전환을 기대하는 사고방식

을 가지고, IT 조직 전체를 단번에 애자일로 바꾸고자 시

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이 바라는 결과를 가져오

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신에 우리는 더 성공적인 애자

일 추진계획들이 IT 조직 중 선택된 일부분에 대해서만 

그 여정을 시작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결별했음을 

자주 목격했다. 이 대안적인 사고방식은 애자일로 전환

하는 과도기 동안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불안정성과 불

확실성을 감수하며, IT 조직 전체가 적응할 수 있는 충분

한 시간을 허용한다 (요컨대 애자일 원칙을 애자일 변환 

과정 그 자체에 적용한다). 일단 IT 조직의 일부에서 애

자일한 관행이 잘 확립되면, 다른 팀들로 확장될 수 있

고, 결국에는 조직 내 다른 부서들로까지 확장될 수 있

다. 그렇게 해서 기업 전체가 IT 조직의 애자일한 방식

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게 된다.

대개 애자일 방식으로의 대대적인 변환에 시간이 걸린

다는 관찰된 사실을 피해갈 방법은 없다. 실제로, 애자

일을 이제 막 착수한 전통적인 IT 조직이 애자일한 업

무방식이 문화의 일부가 된 기업으로 변하기까지 최대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하지 말아

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 딜로이트가 구상한 4단계

의 변환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특정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각 단계를 가속

할 수 있다(그림 1). 다음은 IT 부서의 작은 시작에서부

터 전사적인 도입에 이르기까지, 조직 내에서 민첩성

(agility)을 기르기 위한 딜로이트의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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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애자일한 기업으로 가는 여정의 네 단계

애자일한 마음가짐을  
가진 직원의 수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주체

다음 단계에 더 빠르게 도달하게 하는  
촉매제

1. 전통적인 IT 적음, 손에 꼽힘 IT 부서

구조화된 운영 모델 확립

애자일 방법론을 사용하는 외부 업체에 IT 
운영 위탁

2. 이원화된 IT 일부

IT 부서 내 혁신가 및 랩 아웃소싱 업체에 애자일 방법론 사용 요구

고객 인터페이스 개발자 
및 프런트엔드 IT

애자일한 업무방식에 대한 지식을 퍼뜨리
기 위해 혁신 코칭을 사용하거나 혁신 팀
을 꾸림

3. 애자일한 IT 대부분
IT 내 나머지 상품  
개발팀

'성공 가능한 최소 변화' 접근법을 이용하여 
확대된 애자일 변환 시행

4.  애자일한  
기업

모두 뒤처진 부서들
(IT가 아닌) 다른 부서들에게 애자일한 업무
방식을 지원하는 교육과 안내 제공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1단계: 전통적인 IT 

애자일한 대안의 씨앗 심기

첫번째 단계인 전통적인 IT 수준에서 지배적인 운영 모델

은 '계획-구축-실행' 접근법을 따른다. 이 모델에 따르면 IT 

부서 내의 각 팀은 각자가 수행하고 혼자서 수행하는 특정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계획 팀은 전략, 프로세스, 거버넌

스 체제를 정의하고, 구축 팀은 폭포수 방법론(Waterfall 

method)으로 수행되는 모든 변화 추진계획을 책임지

며, 실행 팀은 IT 운영에 집중한다. ITIL(IT Infrastructure 

Library)과 같은 프로세스 프레임워크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가장 유망한 추진계획을 선정하고 지속을 위해 자원

과 예산을 제공해야 하는 관문 단계를 정의한다. 

리더들은 이와 같은 환경에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배적인 계획-구축-실행 모델과는 별개로 관리

할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 또는 그룹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애자일 접근법의 시행을 의

미할 수도 있고, 또는 조직의 나머지 부분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애자일 접근법의 도입이 가능한 

IT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집단을 파악하는 

일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아이디어는 광범위한 IT 조직 

내에 애자일의 씨앗을 심어, 애자일 방법론에 대한 경험

과 노하우를 가진 핵을 만들고 이후 IT의 다른 부분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역설적으로, 애자일을 향한 여정을 위해 IT 조직을 준비

시키는 한 걸음이 계획-구축-실행 접근법을 위한 구조

화된 운영 모델의 확립일 수 있다. 이 단계는 개발이 구

조화되지 않은 임시변통적 방식으로 일어나는 IT 조직

에게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IT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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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프로젝트를 특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대신 정해진 

프로세스를 따르는 데 익숙해지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IT 수준을 넘어 진전을 가속하기 위해 리더들

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활동은 다수의 프로젝

트를 외부에 위탁하고 그들 외주 업체들이 애자일 방

법론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조직은 구조화되

지 않은 상태에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IT 서비스

와 추진계획을 넘겨줄 수 있다. 그러면 외주 업체는 이

를 인계 받아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적용해 활동을 구조

화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합의된 지표를 모니

터링하고 만일 지표가 합의된 범위를 벗어날 경우 개입

을 하게 된다. 외주 업체의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고객

사의 직원들은 어떻게 애자일 프로젝트가 관리되는지 

배울 수 있고, 외주 업체를 관리하는 능력을 장기적으로 

갈고 닦을 수 있다. 

한 다국적 금융 기업의 경험은 전통적인 IT 조직이 어떻

게 애자일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더 유연하고, 출시에 시간을 덜 쓰며, 더 종

합적인 상품군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핀테

크 기업과 같은)의 압박 속에서, 이 기업은 상품개발 주

기를 단축하기 위해 애자일 방법론을 실험하기로 결정

했다. 회사는 애자일 방법을 따르는 외주 업체에 이미 

대부분의 IT 프로젝트를 위탁했고, 이러한 노력이 낳은 

긍정적인 결과는 자체적인 애자일 제공 모델 확립을 위

한 경영 사례를 뒷받침했다.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인도에 있는 역외 센터에서 변

환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는데, 특정 조직 단위의 IT 임원

들을 대상으로 했다. 독일 본사 직원들과 인도 직원들 

간의 문화 차이로 인해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양측

이 공통의 이해에 도달한 후에는 다르게 행동하고자 하

는 동기뿐만 아니라 애자일 원칙을 추구하는 사고방식

의 변화가 자리잡았다. 인도 팀은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애자일 방법론을 배웠고 애자일의 맥락에서 다문화 팀

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발전시켰다. 현재, 회사는 

궁극적으로는 애자일 방법론을 전 세계에 적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인도 IT 조직 전체로 애자일 관행을 확대

하고 있다. 첫 단계로서, 회사는 프로젝트 승인과 예산 

수립절차를 정비하였는데 그럼으로써 애자일을 위한 노

력도 기존의 프로젝트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2단계: 이원화된 IT

두 세계에 양 다리 걸치기

이원화된 IT 단계에서 IT 부서는 두 가지 세계에서 운

영된다. 이 단계에서 IT 조직은 종종 칸반(kanban),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 스크럼(scrum)과 같은 폭넓은 애자일 방

법론과 사고 접근법을 사용하는 몇몇 추진계획이나  

'디지털 랩(digital lab)'을 흔히 보유한다. 이들 디지

털 랩은 자족적인 독립체로서 운영되며, 전통적인 IT 

환경 밖에서 프로토타입과 최소 기능 상품(minimum 

viable product)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들의 목표는 

비즈니스에서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

루션의 제공이다. 한편, 나머지 IT 조직은 계획-구축-실

행 노선을 따라 계속해서 운영된다. 

이 단계에서는 디지털 랩과 나머지 

IT 조직 사이의 갈등이 드물지 않다. 

우선 첫째로, 디지털 랩에서 시작

된 프로젝트들의 계획과 구현 일정

이 전통적인 프로젝트와 상당히 다

른 경우가 많아 기존 IT 조직이 이를 

완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로, 

전통적인 IT 조직이 디지털 랩의 애

외주 업체의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고객사의 직원들은 어떻게 애자일  

프로젝트가 관리되는지 배울 수 있고, 

외주 업체를 관리하는 능력을 장기적으로  

갈고 닦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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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 프로젝트 관리자들을 신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데, 왜냐하면 애자일 팀의 최소 기능 상품이 점진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어떻게 최종 목표에 도달할지에 관해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자금조달 절

차 또한 디지털 랩과 나머지 IT 조직 간에 근본적인 차

이가 있다. 전통적인 프로젝트는 전체 프로젝트 기간을 

위한 선행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반면, 애자일 디지털 

랩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위해 서로 경쟁하며, 오직 가장 

유망한 개발 프로젝트만이 각 프로젝트의 점검 단계에

서 자금을 얻게 된다. 

이원화된 IT 부서가 다음 단계로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

는 한 가지 방법은 외주 프로젝트에서 외주 업체가 애

자일 방법론을 적용하도록 단지 권장만 하는 것이 아니

라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기술 기업들이 애자일 자원과 노

하우를 가진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많은 외주 업체들이 

매우 빨리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 둘째, 고객사의 

IT 직원은 업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함으로써 애

자일의 절차와 도구에 관해 배울 수 있다. 

IT 조직이 애자일을 편하게 여기도록 어떻게 디지털 랩

이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예시로서, 애자일 방법론에 

대한 경험을 얻을 목적으로 디지털 랩을 만든 한 글로벌 

보험회사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 디지털 랩은 본사의 

지시로 인한 기술적 및 문화적인 제약없이 표준화된 보

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애자일 방법론을 사용하는 수

준으로 발전했다. 실제로 보험사업 전문가들이 소프트

웨어 개발자들과 협업하게 하고, 고객 중심적인 관점을 

얻기 위해 여정 지도를 사용하며, 최종 상품의 예상되는 

고객가치에 기반해 프로젝트들의 우선순위를 지속적으

로 바꿈으로써, 디지털 랩은 본사에 의해 추진된 상품개

발 계획보다 더 유의미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더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다. 

디지털 랩을 세운 지 얼마 후 리더들은 현재 그리고 이전

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상품들의 시너지를 이용해 자산 개

발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바람에서, 회사의 모든 상품에 대

한 IT 서비스 제공을 중앙 집중화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 

랩에서 얻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고무된 IT 부서는 야심 찬 

애자일 변환에 착수해, 다수의 교차 기능적인 스크럼 팀을 

다수의 서비스 제공 지역에 설립했다. 강력한 변화 관리 

프로그램은 스크럼 팀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꾸준히 점진

적으로 업무를 모아 처리할 수 있게 해줬다.

 

이 회사는 표준화된 상품의 개발뿐만 아니라 현지의 요건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규제를 준수)을 빠르게 고려해 그

러한 상품 속에 이를 구현하기 위해 애자일 방법론을 적

용하고자 스크럼 팀을 이용했다. 이러한 노력은 성공적이

었다. 지금까지 스크럼 팀은 12가지 이상의 디지털 자산

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들 자산은 8개국에서 사용되

고 있다. 

3단계: 애자일한 IT

프로젝트가 아닌 제품에 집중

세 번째 단계인 애자일한 IT는 그룹 간의 협업 증가 그리

고 사전 정의된 산출물과 상품에 초점을 맞춘 사고방식의 

일반화로 특징지어진다. 일반적으로, 이원화된 IT 단계에

서 디지털 랩의 애자일한 운영의 혜택을 목격했고 이제 그 

혜택을 전체 IT 조직으로 확대하길 원하는 리더들이 이 단

계를 촉진한다. 비록 이러한 전환의 가장 큰 변화가 문화

적인 부분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또한 조직적인 면에도 영

향을 미친다. 전통적인 IT 조직이 프로세스 별로 조직되어 

특정 과업의 완수에 집중하는 여러 집단의 팀들을 모아 놓

은 형태인 반면, 애자일한 IT 조직은 상품을 중심으로 조

직되어, 모든 팀원들을 같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

는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한다. 요컨대 그들이 작업하고 있

는 상품이 이들 직원이 속한 조직체가 된다. 

상품 중심 조직으로서 운영하면 IT 조직 전반에 걸쳐 안정

적이고, 자가 조직적이며, 교차 기능적인 팀의 형성이 가

능해지는데 이는 전통적인 IT 프로젝트 팀보다 400% 이

상 더 효율적일 수 있다.1 이러한 상품 팀은 애자일 사고

방식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디지털 랩이 산

출할 수 있는 어떤 최소 기능 상품도 이어받아 더 발전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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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중심 조직의 또 다른 공통된 강점은, 조직이 점

점 더 성숙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애자일 문화를 유지

하면서도 애자일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 SAFe와 

DevOps 등의 다양한 다른 프레임워크들을 점점 더 많

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세는 단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모든 상황에 똑같이 잘 

맞을 수는 없고, 팀이 애자일의 가치와 원칙을 전적으로 

따르는 한 방법론을 선택해 추구하도록 허용할 경우 더 

효과적인 팀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따라

서, 팀은 애자일의 특징인 융통성과 결과물에 대한 초점

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스크럼, 칸반, 심지어 폭포수 

모델을 포함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서로 다

른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접근법이 더 바람직한지 결정

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그림 2를 참조하라)

다음 단계로 더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 조직은 실무 커

뮤니티 내에 조직된 변환 팀을 배치하여 IT 조직의 다양

한 개발 팀들이 배운 지식과 교훈을 공유할 수 있다. 가

장 기본적인 변화를 먼저 시행하는 최소 실행 가능 디

자인 접근법을 사용하면, 변환 팀이 함께 일하는 각각의 

새로운 그룹을 위해 도구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필요로 줄일 수 있다. 동시에 변환 팀이 각 그룹의 필요

에 따라 애자일 도입 속도를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허용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변화를 한 번에 일으키기보다 

작고 빈번하게 조정함으로써 변화를 진척시키는 '최소 

실행 가능 변화(minimum viable change)' 접근법의 

사용을 추천한다. 이는 변환 팀이 같이 일하는 각각의 

새로운 집단과 함께 접근법을 빠르게 시험하는 데 도움

이 되고, 작지만 빈번하고 점진적인 변화로 인해 더 큰 

조직으로 가치를 전달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과거 핵심 시스템 개발에 고전적인 개발 접근법을 고수

해오던 한 다국적 통신회사는 시장에 더 기민하게 대응

하기 위해 IT 조직 내부 및 더 넓은 사업 전반에 애자일 

접근법을 도입하길 원했다. 기업의 사명이 기술로 실현

되는 정보의 보급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회사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지지하는 문화와 진보된 

기술 인프라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이 회사에

서 IT 조직은 상품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수준까지 도달

했지만, 회사는 여전히 재무, 조달, 마케팅 등의 익숙한 

부서 간 단절로 인해 쪼개져 있었다. 이 회사는 사업 부

문과 IT 사이의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이들 단절된 부서

들 전반에 걸쳐 애자일 원칙의 도입을 확대하고자 했다.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객이 관련 내부 프로세스와 

그림 2

전통적인 접근법과 애자일한 접근법 중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 결정하는 데  

몇몇 요인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전통적 접근법이 

더 바람직한 경우

애자일 방법론이 

더 바람직한 경우

산출물(output)에 의존하는 시스템의 수 많음 적음

데이터(input)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수 많음 적음

필요하거나/희망하는 연간 출시 횟수 적음 많음

하드웨어 개발이나 임베디드 시스템의 정도 높음 낮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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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시스템들을 따라 조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고

객의 관점에서 묘사하는 고객 여정 지도-그리고 정해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고객 여정을 보여주는 가

치 흐름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이들 여정 지도는 서로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고객 경험이 이뤄지는 다양한 지

점에서 고객들이 어떻게 조직의 기술과 상호작용하는지

를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부서 대표자들을 몰입시키

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른 변화들 또한 기업의 애자일한 업무방식으로의 변

화를 지원했다. 재정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은 프로젝

트 기반의 자금 지원에서 최소 기능 상품의 개발을 위

한 종자돈을 제공하도록 하는 점진적인 접근법으로 이

동했다. 리더십 측면에서는 임원들이 실패도 선택 가능

한 대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성공적이지 못한 노력을 중

단할 필요를 인식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마지막으

로, 기술 아키텍처의 관점에서 이 회사는 '기술적 부채

(technical debt)'를 제거하고 조직의 장기적인 비전이 

데이터 모델에 반영되도록 확실히 함으로써, 고전적인 

방법론(주로 폭포수 모델)이 애자일 방법론과 문제없이 

공존하도록 할 수 있었다. 

4단계: 애자일한 기업

여러 부서를 아우르는  

팀 조직

애자일로의 진행 과정에서 네 번째이

자 및 마지막 단계는 애자일한 기업 단

계다. 이 단계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

이 기술 상품과 고객들의 요구 사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

력한다. 조직은 협력 강화를 위해 여

러 부서를 아울러, 끝에서 끝을 잇는 

팀을 만든다. 게다가, 고객의 개념이 

진화해왔다. 모든 당사자들은 IT 상품

을 사용하는 내부의 사업부 또는 부서

를 고객으로 여기는 대신 회사의 상품

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를 지원하도록 자신

의 방향을 설정한다.2 개발 작업은 계약상 고정된 프로

젝트 예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단계별로 자금이 지원되는 환경에

서, 프로젝트 팀은 바라던 결과를 내놓았는가 여부에 따

라 승인을 받게 되고, 계속해서 다음 단계의 자금 지원

을 신청해야 한다.3 이런 방식으로, 미리 정해졌지만 최

적의 결과가 아닐 수 있는 최종 산출물보다 가장 유망한 

중간 산출물로 자금이 돌려진다.) HR의 측면에서는, 성

과관리 또한 애자일 업무방식을 반영하는데, 직원들의 

성과는 단일 프로젝트의 결과가 아닌 다수의 애자일 개

발 노력에 대해 측정된다.4 

비 IT 부서들의 애자일 업무방식으로의 전환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해, 어떻게 그들이 애자일한 접근법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해 예시를 제공하는 템플릿 혹은 청사진

의 개발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경부에게는 

점진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기성 모델을 제공할 수 있

다. 이런 방식으로 부서들은 IT의 애자일 방법론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는 변화를 더 빠르고 쉽

게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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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애자일한 기업으로 가는 여정의 모든 단계는 서로 다른 장점과 한계가 있다. 

다른 단계, 다른 이점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몇 해가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굳이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애자일한 

기업으로 향하는 여정의 모든 단계가 혜택을 줄 수 있

다. 비록 장점(그리고 한계)이 단계마다 다를 수 있긴 하

지만 말이다(그림 3).

또한 중요한 점은 모든 팀이 아래의 애자일 선언에 정의

된 애자일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공동 문화에 충실하

는 한, 애자일 기업 안에서 서로 다른 많은 방법론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5 

·프로세스와 도구보다 개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우선한다

·포괄적인 문서보다 작동하는 솔루션을 우선한다

·계약 협상보다 모든 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우선한다

·계획의 추종보다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을 우선한다

특성 장점 장점

전통적인 IT

·계획과 실행의 분리 

·효율적인 프로세스 

·예측가능성 및 통제

·명확한 구조 및 책임

·�사전 계획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

·�프로세스 효율성이 비용  
통제를 용이하게 함

·느린 개발 속도

·계획 조정에 많은 시간 소요

·낮은 직원 동기부여

·제한된 고객 초점

이원화된 IT
·안정성과 속도 간의 균형

·서로 다른 문화의 분리

·혁신 증가 

·고객에 대한 초점 증가

·높은 갈등 가능성

·�최소 가능 상품이 전통적인 
IT에 의해 종종 거부당함

·�폭포수 모델과 애자일  
프로젝트 팀 사이의 갈등

애자일한 IT

·�IT 전체 조직을 위한  
하나의 문화

·�애자일 가치와 원칙이  
방법론과 도구보다 우선시 

·�프로젝트에서 상품 기반  
조직으로 변화

·�최소 기능 상품에 기반하는  
성공적인 상품 구현

·고객 및 직원 만족도 증가

·시장 출시 기간 대폭 단축

·�애자일하지 않은 사업 부문/
부서가 IT의 민첩성을 제한

·�상품 개발자와 최종 고객  
사이의 제한적인 상호 작용

애자일한  
기업

·�전체 조직을 위한 하나의 문화

·�끝에서 끝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품  
개발에 책임을 짐

·교차 기능적 팀

·�사업 부문/부서마다 애자일  
원칙에 적응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고객 및 직원 만족도  
더욱 증가 

·빠른 시장 출시 

·없음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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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일한 기업으로 가는 징검다리

전사 차원에서 애자일해지기란 많은 조직에 있어 단계

적인 방식으로 이뤄야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긴 여

정이다. 애자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려면 처음 두 단

계 동안은 약간의 불안정성과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리더들이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시점에는 애자일 활동의 좁은 영역이 아직 전통적인 개

발 문화와 프로세스에 둘러싸여 있다. 

비록 전사적인 애자일로 나아가는 각각의 단계가 특정

한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각 단계는 또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궁극적인 이득은 바로 기

업이 고객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하고 연계할 수 있게 해

주는 애자일 방법을 통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

는 잠재력이다.

카스텐 브로크만(CARSTEN BROCKMANN)은 딜로이트 컨설팅 GmbH 전략 및 운영 금융 사업부의 시니어 컨설턴트

다. 그는 베를린에 거주한다. 

크리스티안 나겔(CHRISTIAN NAGEL)은 딜로이트 컨설팅 GmbH 기술 전략 및 아키텍처 사업부의 시니어 컨설턴트

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한다. 

스테판 칼(STEPHAN KAHL)은 딜로이트 컨설팅 GmbH 기술 전략 및 아키텍처 사업부의 매니저이다. 그는 뮌헨에 거

주한다. 

안드레아스 비어만(ANDREAS BIERMANN)은 딜로이트 컨설팅 기술 전략 및 아키텍처 사업부의 디렉터로 이 조직의 

엔터프라이즈 민첩성 서비스 제공을 이끌고 있다. 그는 독일 함부르크에 거주한다. 

CIO 내부자: 기술의 역할을 재구상하기 

기술 그 자체는 성공적인 변환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 비즈니스와 기술 전략을 합쳐야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보기

www.deloitte.com/insights/tech-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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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벽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내일의 업무 현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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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벽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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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환경은 당신 안의 ‘최고’ 혹은 ‘최악’을 끌어낼 수 있다.”

- 어비셰이크 라트나(Abhishek Ratna) 

린 설계 방식의 사무실. 자연 채광. 휴게실에 비

치된 타원형 운동기구. 많은 기업들이 일련의 많

은 혜택을 실현하게 된다는 희망 하에, 리모델링된 업무 

공간에 크게 투자하면서 업무 환경의 재설계에 '올인'하

고 있다: 더 나은 인재 유치와 유지, 협업 개선, 더 뛰어

난 창의성, 높은 생산성 등…희망하는 혜택의 목록은 계

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나 일부 회사가 깨달았듯이, 이런 

이득을 실제로 수확하기란 벽을 허물고, 개인용 사무실

을 없애며, 채광창을 설치하는 일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열렬한 얼리어댑터들이었던 몇몇 조직은 이제 예상 밖의 

단점을 발견하거나 투자한 만큼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다

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지, 해결할 수 있다면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울지 궁

금해한다.1

조직이 현 업무 공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또는 업무 

공간을 처음부터 제대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까? 본고에서는 행동과학 이론과 조직 문헌을 바탕으로, 

리더십의 긍정적인 의도와 신중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왜 

종종 문제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조직

이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

해 어떻게 업무 공간에 관해 재고하고 재설계할 수 있는

지 고려하기 위한 실용적인 지침을 독자에게 남겨둔다. 

되돌아보며: 무엇이 바뀌었는가? 

업무 공간 재설계의 현재 트렌드를 살펴보기 전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노동 인구와 일 그 자체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살펴보자. 그 진화 방식이 아마도 물리적

인 업무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형성해왔을 것

이다.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초를 되돌아봤을 

때, 한가지 분명한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

의 일상 업무에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이 근본적으로 존

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2 기술은 무수한 방식으로 일

을 변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경우 일의 수행

을 위해 특정한 물리적인 장소로 가야 할 필요를 제거해

버렸다. 이렇게 일과 장소가 분리되면서 대부분의 기업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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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보다 먼 지역에서 노동자들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더 넓은 인력 시장에서 직원과 인재를 구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는 노동 인구의 다양성 증가에 공헌하였다. 오늘

날의 노동력은 50년 전과 비교해 문화적으로나 지리적

으로나 더 다양한데, 부분적으로는 첨단기술의 확산 때

문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인구 특성이 변했기뿐만 아

니라 여성들의 노동 참여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3 

또한 근무시간과 복장에 관한 직장 규범이 변화했다. 노

동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6시까지 일

하는 것은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다. 더 많은 시간제 

근로자, 긱(gig) 노동자, 계약직 및 프리랜서 등이 인력 

자원에 유입됨에 따라 인력 계약과 마찬가지로 근무 시

간이 더 유연해졌다.4 직장에서의 복장 또한 변했다. 심

지어 한때 수트와 넥타이 같은 비즈니스 정장 외에 다른 

복장의 착용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월가의 기업에서

도 복장이 변화해왔다.5

업무 공간을 최신으로 유지하기: 

개방적인 배치 vs 칸막이 구조 

일이 무엇이며 그리고 일이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이러한 변화와 노동 인구

의 욕구 및 니즈의 동시다발적인 진화를 감

안할 때, 기업이 일과 노동자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진화 방안을 파악하

기 위해서 업무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점은 놀랍지 않다. 

전 세계의 직장에서 일어난 만연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개방형 사무 공간의 생성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에 68%의 사람들이 벽이 낮거나 혹은 

아예 벽이 없는 사무실에서 근무했다-“그리고 이 수치는 

의심의 여지없이 증가했다”, 2019년 초 패스트컴퍼니

(Fast Company)에서 게재한 기사의 무덤덤한 언급이

다.  그러나 이는 과연 긍정적인 트렌드였을까? 

열린 설계식 사무실의 목적 중 하나는 동료 간의 접촉과 

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다.7 그러나 이전의 

가설과는 달리 최근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

런 유형의 사무실을 좋아하지 않으며,8 이런 사무실에서 

반드시 협력과 생산성 향상 목표가 달성되는 것도 아님

을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열린 설계식으로 전환한 두 

다국적 기업의 동료 간 상호작용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

면 열린 설계 배치는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냈다. 한 

회사의 열린 설계식 사무실에서는 대면 상호작용의 양

이 이전의 칸막이 구조 사무실이었을 때에 비해 70% 

이상 감소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증가한 것은 직

원들이 보내는 이메일과 인스턴트 메시지의 양이었다. 

심지어 사무실을 가로질러 상대방을 바로 볼 수 있음에

도 이메일과 메시지의 빈도가 56%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두 번째 회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개방형 

설계가 적용된 층으로 사무실을 옮긴 이후 대면 상호작

용은 3분의 2가 줄었고, 이메일은 22~50% 정도 증가

했다. 게다가, 이 중에 적어도 한 회사는 열린 설계식으

로 바뀐 후 생산성이 하락했다.9

연구진은 직원들이 사생활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해 개

방형 사무실에서 이를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

해 이메일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고 상정함으로써 위의 

발견을 설명했다.10 그러나 이메일만이 개방된 사무실

에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개방형 사무실에서 가까이 자리한 동료나 주변

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로 인한 주의산만을 방지하기 위

해 큰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착용한 직원들을 흔히 볼 수 

있다-또한 아마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다른 이

들에게 보내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열린 설계식 배치에 대한 일반적인 대안인 칸막이 공간

전 세계의 직장에서 일어난 

만연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개방형 

사무 공간의 생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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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통은 훌륭한 근무 환경이라고 여겨지지 않지만, 일

부는 열린 설계식 사무실과 비교해 칸막이 공간이 그나

마 덜 나쁘다고 평가한다.11 칸막이 공간이 개인 사무실

과 열린 설계식 배치 사이의 '행복한 절충안'이라고 여

겨질 수 있긴 하지만, 이 또한 그만의 단점이 있다. 사무

실에 비해 칸막이 공간은 일반적으로 더 시끄럽다. 그리

고 열린 설계식 배치에 비해 칸막이 공간은 직원들을 자

연광으로부터 차단한다. 하지만 칸막이 공간은 직원들

에게 업무 공간을 사진, 상장, 기념품 등을 가지고 개인

적으로 꾸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12 따라서 사람들

은 칸막이 공간에 자체적인 (혹은 그들 자신만의) 개성

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공간을 그들 자신의 연장선으

로 만들 수 있다. '진정한 자아'를 직장에서 드러내는 행

위는 단지 직원들의 개인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또한 그

들의 성과에도 유익하다고 밝혀졌다. 자신의 진정한 모

습을 드러낼 수 있는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더 생산적이

며, 장기적으로 더 성공적이기 때문이다.13

그러나 회사가 영구적인 칸막이 공간 할당제에서 벗어

나, 호텔링(hoteling)-이용에 앞서 자리나 사무 공간을 

예약하는 방식-이나, 핫데스킹(hot desking)-업무 공

간의 선착순 사용-으로 나아가게 되면, 업무 환경에 개

인의 손길을 더하는 일은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훨

씬 더 어려워진다.14 이런 점에서 현재 다국적 기업의 

30%가 핫데스킹을 사용하고, 45%가 2020년까지 이

를 실행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5 평

균적인 사무직 근로자가 하루의 8시간을 직장에서 보낸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 공간의 개인화를 포기하라

고 강요하는 처사가 직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

른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단지 사생활 보호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수요, 공급, 그리고 광학 

필요나 수요에 따라 쉽게 재구성할 수 있는 공간, 가구, 

도구, 기술 기반의 적응형 사무실 또한 완벽한 해답은 

아니다. 칸막이 공간을 위해서든 개방형 사무실의 업무 

공간을 위해서든, 호텔링이나 핫데스킹 역시 해답이 아

니다. 이들 전략을 채용한 사무실은 먼저 몇 가지를 제

대로 다룰 필요가 있다. 첫째, 수요와 공급을 맞출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빡빡한 마감 시간 내에 일을 끝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조용한 공간을 필요로 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미팅과 협업을 위한 회의실

을 필요로 할 것인가?) 둘째, 호텔링에 있어,16 방을 예

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선착순인가? 만약 그렇

다면 어떻게 기업이 '만일을 대비해' 방을 예약하는 독

점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가? 장소가 부족하다면 누가 

우선권을 갖는가? 누가 그렇지 못한가? 

기업의 리더들은 또한 사무실 배치와 공간 예약 절차가 

보내는 메시지를 이해해야 한다. 사무실 배치와 예약 절

차가 일부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암

시하는가? 예를 들어, 핫데스킹은 마치 자신이 기계에

서 대체 가능한 톱니바퀴 같다고 직원들이 느끼게 만들 

수 있다. 더 높은 직급의 직원들에게는 사무실이 제공

되고 더 낮은 직급의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2계

층 시스템이 사용될 때, 행동경제학 이론17은 이런 관행

이 사무실이 없는 이들에게 그들이 덜 중요할 뿐만 아

니라 다른 이들이 그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분명한 메시

지를 전달한다고 밝혀준다. 높은 직급의 직원들에게 할

당된 많은 사무실들이 비어있는 반면, 개인 사무실이 없

는 직원들이 사적인 (혹은 회의용 크기의) 공간이 필요

하지만 가용한 공간이 없을 때 이런 부정적인 느낌은 그

저 악화되기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핫데스킹은 잠재적

으로 직원들의 심리에 삼중의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직

원들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경영진에게 자신들이 중요

하지 않다고 느끼고, 상대적인 의미에서 다른 이들보다 

덜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의무

를 최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원을 관리하지 못하는 회사의 무능함에 답

답해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함정 파헤치기

그렇다면 왜 좋은 의도로 시작된 사무실 재설계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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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벽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저조한 성과를 거둔 경우가 많았을까? 조직 및 행동과

학 문헌과 우리의 관찰을 바탕으로, 많은 회사들이 사무

실 공간을 재설계할 때 마주하게 되는 세 가지 흔한 함

정을 아래에 제시한다. 

함정 1: 성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업무 공간의 변화를 단

번에 끝내는 활동으로 취급. 최근 딜로이트의 연구는 일

부 조직의 리더들이 '반짝거리는 새 물건'에 얼마나 쉽

게 유혹될 수 있는지를 강조해 보여줬다.18 사람들이 새

로운 편의시설, 구성, 형식을 받아들이는 데 개방적인 

회사들에게 박수를 보내긴 하지만, 리더들은 러닝머신

이나 카페 스타일의 탕비실 설치와 같이 유행에 근거한 

단기적인 업무 공간 재설계를 성급하게 결정하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 유행이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

더들은 그러한 변경의 성공 여부를 추적하고 효과가 없

다고 판명될 경우 손쉬운 원상 복구가 가능하도록 확실

히 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리더는 쉽게 옮길 수 없

는 파티션이나 쉽게 재조정할 수 없는 회의실같이 지나

치게 ‘고정’된 설계는 피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업무 공간 재설계는 어느 한 시점의 변화가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회

사가 업무 공간에 빈번히 투자할 여력이 없다면, 무언가

가 유행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지 여부

에 대해 판단하는 일처럼,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시간을 들이거나 혹은 모든 변경을 작은 규모로 하는 방

식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요

인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혁신과 기존 일상, 업무 습관, 

인프라 간의 양립 가능성, 유연성 혹은 맞춤화할 수 있

는 능력, 기존의 사무실 편의시설 혹은 형식 이상의 상

대적 강점, 유사하거나 혹은 유사하지 않은 집단 혹은 

하위 문화 사이에서의 도입 여부 등. 이들 모두는 리더

들이 오래가지 않는 열풍과 더 오래 지속되는 현상을 구

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19

함정 2: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함. 일

부 리더들은 더 나은 업무 환경을 만드는 데 열중한 나

머지, 과정의 시작 전과 과정 전반에 걸쳐 의견을 모으

는 일을 잊거나, 그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 중 일부에게

만 의견을 물을 수도 있다. 물론 매일 그 사무실에서 일

을 할 정규직 직원들에게 미래 디자인에 관해 피드백을 

제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만약 업무 공간이 

가상 근무자들의 더 잦은 사무실 방문을 권장하도록 설

계되었거나 긱 혹은 계약직 직원들에게 일할 공간을 제

공할 목적이라면, 리더들은 이들 집단에게도 또한 의견

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새로운 공간에서 고객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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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이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면, 리더들은 고객의 

의견 또한 구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조직에서 다문화 

노동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업무 공간을 계획하고 설

계할 때 업무 스타일과 규범에 대한 문화적 혹은 하위 문

화적 차이점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 

함정 3: 새로운 업무 공간의 특징과 장점을 명확하게 설

명하지 못함. 모든 변화 및 실행 전략과 마찬가지로, 원

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실행 전략을 갖추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리더들은 또한 새로운 사무실 구성과 회사가 

변화를 만듦으로써 무엇을 이루고자 노력하는지에 대

해 대내외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정확한 메시징 전략 또

한 필요하다. 계획과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거

나 희망하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잘 짜

인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기도 한다. 많은 기업에서, 자

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공간을 의도

된 대로 사용해야 하는지가 직원들에게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직원들이 새로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혼란해할 때, 팀들은 예전 사무실에서 일했던 방식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종종 공간을 '갈아엎는' 경향이 있다.

 

효과적인 업무 공간 재설계를 위한 지침 

조직은 어떻게 긍정적인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일반적인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다음은 리더들이 재

설계를 하는 의도가 업무 공간의 현실이 되도록 보장하

기 위해 계획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다. 

1.  사람들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이유에 따라 설계 선

택에 우선순위를 매겨라. 사람들은 많은 다양한 

이유로 사무실에 온다(그림 1). 모든 업무 환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목적을 지원한

다. 직원들에게 사무실은 자기 일을 하는 곳이지

만 또한 협업하고, 어울리고, 관계를 만드는 곳이

기도 하다. 조직의 채용을 담당하는 임원과 고객

을 마주하는 임원들에게 사무실은 브랜딩 도구로

서,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인재를 끌어당기는 자석

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

요하며 따라서 더 비중이 주어져야 하는가? 서로 

다른 요구를 동등하게 잘 충족시킬 접근법을 찾는 

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리더들

의 최우선 순위와 첫 번째 단계는 왜 사람들이 지

금 사무실에 있고 왜 사무실에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여야 한다. 그런 다음 공간을 어떻게 구

성할지에 관한 의사결정에 이러한 모든 이유를 요

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업무 공간 재설계 전략, 계획 및 진행 상황을 소통

하라. 일단 리더가 업무 공간의 재설계 전략을 수

립하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메시징 또는 

소통 전략으로 이를 보강해야 한다. 이러한 소통은 

진행 계획을 설명하고 변화, 과정, 혜택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상세사항

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고마워할 가능성이 크다. 

직원들은 소비자들처럼 진정성과 투명성을 귀하게 

여긴다.20 이는 또한 리더들이 기대치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3.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측정 전략을 개발하라. 

업무 공간의 재설계는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에 부

응하기 위함이며, '단번에 끝내는' 과정이 아니라 

반복적이어야 한다. 즉 혁명 대 진화인 셈이다. 업

무 공간 재설계 전략은 무엇이 효과가 있으며 어디

에 추가적인 수정이나 변경(혹은 심지어 이전 상

태로의 복귀)이 필요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

법을 포함해야 한다. 데이터는 이용자 만족도 조

사, 트래픽 흐름 관찰,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인터

뷰 등 여러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회사는 또

한 사용자 행동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추적하

기 위해 센서와 다른 기술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벽

들이 말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리더들이 공간

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가늠하고 일반적

인 고충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21 이

는 개선이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밝히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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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벽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4.  장려책을 사용하여 시도를 권고하고 새로운 습관

을 형성하라. 단지 만들었다고 해서 직원들이 이

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리더들은 이미 사무실에 있

는 직원들을 위해 새로운 사무실 공간 형식의 시험

을 권고하는 전략과 장려책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재설계 전략의 일부가 원격 근무자들이 건물에 자

주 들어오도록 장려할 목적이라면 리더들은 통근

자들을 위해 주차비를 지불하거나 심지어 통근 시

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

공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관찰을 통해 배우고 

윗사람들을 모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더들

은 고위 관리자들에게 새로운 열린 공간에서 일하

거나 그러한 장소에서 팀 회의를 주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벽은 말을 한다-그리고 많은 얘기를  

들려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기업의 물리적인 공

간 또한 그러하다. 사무실 공간은 각기 다른 기능과 직

급의 다양한 근무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드러

내준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예약하는 절차는 조직의 

그림 1

사람들은 사무실에 각기 다른 많은 이유로 사무실에 들어온다 

최적의 환경

개인 업무

개인 공간, 편안한 의자, 테스크탑 PC에  

대한 접근성

하이브리드 업무  
(개인 업무 및 협업)

개인 및 공유 공간의 혼합

내부 네트워킹 기회

라운지처럼 둘이서 혹은 작은 집단이 토론하기  

좋은 매력적이고 캐주얼한 공간

고객 미팅

더 크고 미적으로 보기 좋은 공간; 식음료에 대한 

접근성; 다양한 플랫폼으로 조정 가능

지역 봉사 활동이나  
시장 공략 활동

기업의 이미지와 연계된 브랜드 공간

일대일 미팅

1인 및 소수의 손님을 위한 편안하고  

다목적인 업무 공간

협업

더 큰 공간, 화이트보드, 웨비나(webinar)를 위한 

화면, 포스트잇, 화상회의 및 영상회의 연결

훈련 혹은 학습 기회  
(대내외)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지원하는 편안한 공간

대외 네트워킹 기회

조직의 브랜드와 가치를 반영하는  

매력적인 공간 

IT 지원

IT 전문가에 대한 빠르고 즉각적인  

접근성

팀 미팅

접근 가능한 협업 및 의사소통 기술을 갖춘  

적절한 크기의 회의실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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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가치, 역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조직의 사무

실 설계와 기능 또한 조직의 리더십이 서로 다른 이해관

계자들을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적게) 소중히 여기

는지 밝혀준다. 따라서 사무실 환경은 기업의 알려진 가

치와 문화를 더욱 굳건히 하거나 혹은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사무실은 거기서 일을 하거나 방문하는 사

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혹은 의욕을 꺾을 수 있다. 

리더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직장 문화와 물리적인 업무 

공간 설계가 연계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업무 공간이 

일과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그 반대가 아니라) 존재한

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업무 공간을 재설계하는 노력의 착수는 리더들에게 회

사의 이야기, 역사, 가치, 문화, 인재 목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미묘하지만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엄청난 기

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행하는 조직에게, 벽이 말

해주는 것은 그들의-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귀에 음악

이 될 것이다. 

본고에 대한 카렌 에델만(Karen Edelman), 스티븐 해링턴(Stephen Harrington), 준코 카지(Junko Kaji), 아브하 쿨카니 키쇼어

(Abha Kulkarni Kishore), 네기나 루드(Negina Rood)의 공헌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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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벽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수잔 K. 호건(SUSAN K. HOGAN)은 딜로이트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의 연구원이다. 그녀는 애틀랜타에 거

주한다. 

존 럭커(JOHN LUCKER)는 딜로이트 & 투쉬 LLP의 리스크 및 재무자문 프린시플이며, 글로벌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 

& 모델링 마켓 리더 그리고 딜로이트 애널리틱스의 리더다. 그는 코네티컷, 하트포드에 거주한다. 

로비 로버트슨(ROBBIE ROBERTSON)은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 딜로이트 시드니 디지털 컨설팅 사업부의 파트너이며 

뉴 사우스 웨일스에서 딜로이트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사업부를 이끌고 있다. 그는 시드니에 거주한다.

플레비 샤퍼(FLAVIE SCHÄFER)는 딜로이트 캐나다 휴먼 캐피털 사업부의 전 파트너이다. 그녀는 몬트리얼에 거주한다.

업무 환경 재설계 

일터가 건설되는 방식-물리적으로, 가상으로, 그리고 관리적으로-은 직원 생산성, 열정, 혁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사례 연구를 살펴보라.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보기

www.deloitte.com/insights/work-environment-re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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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하고, 
준비되었으며, 

자신감 있는 

019 딜로이트 프라이빗(Deloitte Private)의 비공

개 기업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계 곳곳의 경기 둔화 조짐으로 인해 먹구름이 

드리우는 현 경제 상황에서도, 전세계 대부분(74%)의 

비공개 기업들은 다음 2년 동안 자사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자신하거나 매우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한 대부분의 비공개 기업은 또한 내년에 자사의 매

출, 이익, 생산성, 자본 투자가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그

리고 49%가 정규직 인력의 증가를 예상했는데, 2017년

에 비해 약간 상향된 수치다. 

심지어 응답자들이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을 파악했

을 때도 그들의 전반적인 자신감이 드러났다. 응답자들이 

집단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위험은 무역 장벽, 사이버 공

격 가능성, 원자재 가격이었다. 무역 장벽은 아시아 태평

2

비공개 기업들은 다가오는 도전과제에  

준비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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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하고, 준비되었으며, 자신감 있는

양 지역 응답자들에게 특히나 우려 사항이었는데, 이들 중 30%가 무역 장벽을 향후 12개월 동안 

성장을 저해하는 높은, 혹은 매우 높은 위험이라고 인식했다. 

경쟁 위협 또한 비공개 기업 임원들의 머리 속에 선명히 자리하고 있다. 설문 응답자의 절반이 전통

적 혹은 비전통적 경쟁자에 의한 격변을 적어도 중간 수준의 위험으로 보았고, 약 5명 중 1명은 이

를 고위험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많은 비공개 기업들이 스스로 시장을 격변하고자 목표하고 있다. 

응답자 10명 중 약 4명이 격변을 이용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고, 1/3은 격변에 집중하는 전담 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반면 응답자의 1/5 이상이 회사가 격변에 거의 집중하지 않거나 이를 앞서가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의 경쟁 우위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했을 때, 응답자들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높은 

생산성, 비즈니스 모델 혁신, 기존 시장의 성장 등을 꼽았다. 또한 많은 비공개 기업 리더들은 강한 

기업 문화를 비즈니스 성과에 필수라고 본다. 응답자의 77%가 자사의 성공에 문화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했고, 35%가 그 의견에 강하게 동의했다. 

다가오는 해가 기업 문화를 보존하는 비공개 기업들의 능력을 시험할지 지켜보는 일이 흥미로울 텐

데, 단지 기업 결합에 대한 전반적으로 높은 기대감뿐만 아니라, 또한 내년에 자신이 속한 회사가 기

업 공개를 최소한 고려라도 해볼거라고 믿는 응답이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속한 기업이 향후 12개월 이내에 주식을 공개하는 도상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수

치는 세 지역에서 모두 일관되게 나타났다. 

딜로이트 프라이빗의 2019 비공개 기업 리더 설문 조사에 대한 더 많은 인사이트를 

『비공개 기업에 대한 글로벌 관점: 변화하는 시장 속의 민첩성

(Global perspectives for private companies: Agility in changing markets)』 보고서에서 읽어보라. 

www.deloitte.com/insights/deloitte-private-global-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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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혁신: 건재하고 원활하다

신이 디지털 미래에 대한 관념과 밀접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유럽은 연구, 디지털화,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부족으로 인해 도태될 위험에 처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럽 16개국에 걸친 760개 회사

의 혁신 관련 의사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딜로이트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견해가 유럽의 혁신에 

관해 상응하는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88%의 응답자가 향후 2년 동안 혁신 예산을 늘릴 계획임을 발견했다. 또한, 92%의 응답자가 신기술의 

발전을 혁신의 주요한 방아쇠로 보았다. 이런 기술에 대한 강조는 그들의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응답

자들이 이미 투자해온 기술 중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69%), 클라우드 컴퓨팅(62%), 사물인터넷(53%)이 상위권

을 차지했으며, 한편 미래에 투자할 최상위 기술로는 인공지능(43%),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38%),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36%), 블록체인(36%)이 꼽혔다. 

혁신을 추진하는 접근법 측면에서, 설문조사는 응답자들에게 그들이 속한 회사가 널리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에서 기

술한 10가지 유형의 혁신 중 하나 이상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질문했다.1 5가지 혹은 그 이상의 혁신이 결합되면 기업

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혁신이 강화된다. 반면 4개 혹은 그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략에 빈틈이 있으며 회

사가 혁신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딜로이트의 설문조사는 유럽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탄탄한 혁

신 접근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곳 중 한 곳이 혁신의 10가지 유형을 모두 사용하고, 단지 10%만이 4개 이

하를 사용한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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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혁신: 건재하고 원활하다

유럽 회사들이 무엇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딜로이트의 조사 결과는 유럽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미래 혁신  

계획에 고려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핵심 활동을 제시한다.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는 함정을 피하라. 성공적인 혁신은 적절한 기술뿐만 아니라 적절한 인력과 적절한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 

·�혁신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이해하라. 이미 10가지 유형의 혁신을 모두 사용하고 있지 않는 유럽 기업들에게  

상당한 개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기량을 우선시하라. 유럽 기업들은 대학과 교류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중요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 문화를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필수 요소로서 변환하라. 변화에 대한 문화적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뒷받침하는 사고방식과 인센티브를 조직 전반에 걸쳐 널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생태계 혁신의 힘을 사용하라.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에 발맞춰 나가며, 시장 도달 범위를 

확장하고, 상호보완적인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데 큰 잠재력이 있다. 

유럽 기업들이 혁신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통념과는 달리, 유럽 기업 의사결정권자들의 88%가 향후 

2년 안에 혁신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더 많은 내용은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유럽의 혁신: 유럽 기업에 대한 딜로이트 설문 조사 및 

디지털 기술이 혁신을 전략적으로 향상하는 방법(Innovation in Europe: A Deloitte survey on European 

companies and how digital technologies can strategically enhance innovation)』을 읽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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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ng artists

사이버, 모든 곳에 사이버: 당신의 사이버 전략 또한 모든 곳을 다루는가? 



62 CYBER



63

www.deloittereview.com

63

www.deloittereview.com

사이버, 모든 곳에 사이버: 당신의 사이버 전략 또한 모든 곳을 다루는가?

사이버, 모든 곳에 사이버
당신의 사이버 전략 또한 모든 곳을 다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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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기에, 기술의 연결 능력은 사람들의 업무 방식과 생활 방식을 변환하고 있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물결을 일으켰다. 디즈니월드 파크(Disney World 

Parks)를 생각해보자. 관객들의 상상력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으로 유명한 디즈

니월드는 더 몰입되고 즐거운 경험을 관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손목밴드를 센서 기술, 클라우드 컴퓨

팅, 인공지능을 결합해 만들었다. 이 손목밴드는 디즈니월드가 운영을 개선하고 방문

객들을 더 잘 접대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예를 들어 행사 기획자들이 실시간으로 대기

열 병목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준다(손님들이 긴 대

기열에서 기다릴 때 그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디즈니 캐릭터쇼를 배치).

2

그 기술은 호텔 숙소의 개인별 맞춤화와 놀이공원 캐릭

터들과의 이름 기반 상호작용과 같은 개인화된 고객 경

험의 창조를 용이하게 해 준다. 그리고, 특히 이 손목밴

드는 보안을 가장 중요한 설계 요소로 삼아 제작되어 디

즈니월드가 손님들을 위해 물리적 및 디지털적으로 안전

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손목

밴드는 지문 및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과 같은 다중요소인증(multifactor identification) 체

계와 연동되어 공원 입장과 공원 내 구매를 통제한다. 

그리고 매일 수천 명의 손님들을 접대하는 행사장 내

에서, RFID 기반 손목밴드는 보안 요원들이 가족과 헤

어진 미아를 빠르게 파악하고 재회하게 해주는 데 도움

을 준다. 

혁신적인 연결 경험의 구축을 위해, 기업은 강력한 사이

버보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1 센서를 장착한 기기 하나

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 마다, 각 연결 지점에서 새로

운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나타난다. 더욱 큰 규모로, 연

결 기술은 점점 더 국가의 전력망, 공장, 행사장, 통신 및 

운송 인프라 기능의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 취약점은 오늘날 모든 곳에 존재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이들 취약점이 미래에는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 취약점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해서, 

전사적인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기업 전략이 반드시 뒤따

라 실행되지는 않는다. 500여명 이상의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문제에 대해 질문한 2019년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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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트 사이버보안의 미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90% 이상이 클라우드로의 이전, AI 기반의 제품, 서비

스형 소프트웨어(SasS, Software as a Service)와 같

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에 사이버보안 예산 중 

10% 미만만이 할당되었다고 시사했는데-이 모든 영역

은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점점 더 일반화되는 영역이다.2 

이 리스크는 사이버 보안사고로 인한 고전적인 의미의 

가치 파괴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이버 취약점이 조직의 

활동을 가로막을 가능성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훨씬 더 

클 수 있다. 사이버범죄의 무서움과 이의 후속되는 악영

향은 기술을 더 낫게 사용하려는 조직의 노력에 그림자

를 드리워, 혁신을 질식시키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을 늦추게 된다. 비록 디지털 및 연결 기술이 모든 

산업의 조직들을 위한 혁신의 비옥한 토양이긴 하지만, 

만약 그 토양이 탐색하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인식될 경

우 이의 잠재력이 개척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임원들이 이러한 현실과 씨름하고 있다. 

기업의 AI 추진계획에 대한 최근의 글로벌 설문조사에

서, 가장 많은 49%의 응답자들이 '사이버보안 취약점'

을  최우선 우려사항으로 꼽았다.3 미국의 임원들을 대

상으로 한 더 이전의 설문조사에서도 또한 30%의 응

답자들이 사이버보안 우려점의 대응을 위해 

AI 추진계획의 속도를 늦췄고, 또 다른 20%

는 사이버보안의 영향으로 인해 그러한 추진

계획을 아예 시작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보여주었다.4

이런 점이 왜 오늘날 사이버보안이 순전히 리

스크관리 문제가 아닌, 핵심 비즈니스의 가능

자인지를 보여준다. 조직이 디지털로 가능해진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보안을 디지

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우선순위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

다. 기술적 혁신이 기업의 시장 성과를 뒷받침하는 시

대에서, 사이버보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조직이 혁신, 그

리고 결과적으로 실적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위치를 점

하게 될 것이다. 역으로, 잘 조정된 사이버보안 프로그

램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제품과 서비스가 거대한 재무, 

평판,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개발 속도가 느려지고 시

장 진입이 지연될 확률이 커질 것이다.

좋은 소식은, 사이버보안을 근본 요소로 삼아 비즈니스

의 재설계를 꾀하는 이들에게, 일련의 새로운 기회가 등

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이것이 거의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영역이긴 하지만, 오늘날 조직은 자신의 사이버

취약점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평가하며, 보안대책을 갖

춰 기술을 사업 성장을 위한 안전한 혁신 공간으로서 만

들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더 이상 그저 IT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는, 사이버보안이 정보 보호의 수단으로서 비춰

졌었다-재무 데이터, 지적재산(IP), 개인 식별정보 등

등.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보안은 전통적으로 정보의 관

리와 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정보기술(IT) 부서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조직적 위치를 찾았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연결된' 환경에서, 

사이버보안의 영향은 IT 부서를 넘어 나아간다. 사이버 

적대세력은 연결 기술이 적용된 모든 곳을 공격할 수 

있다-해킹 지점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이건, 해상의 시추 

시설이건, 혹은 사람 몸속의 심장 박동기이건 간에 말이

다. 그리고 이는 사이버를 단지 정보 보호 문제가 아닌 

기업 내외부에서 시스템과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필수 

요소로 만든다. 게다가, 연결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사

용 사례의 확산-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부터 의료용 인공

장기, 조립라인의 로봇까지 모든 것-은 심지어 단일 기

업 내에서도 사이버보안 취약점 혹은 보안 솔루션 전반

사이버보안을 근본 요소로 삼아 

비즈니스의 재설계를 꾀하는 이들에게, 

일련의 새로운 기회가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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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친 일관성을 기대하기가 비현실적임을 의미한다.

이들 요인은 조직의 사이버보안 전략에 대해 두 가지 중

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   사이버보안 이해관계자들 숫자의 증가. IT, 운영 기

술(operational technology, OT), 그리고 최종사

용자가 모두 관계된 상황에서, 사이버보안은 경영

진의 최상층부 전반에 속한 임원들이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하는 사안이 되어야만 한다. 이는 더 이상 조

직의 하층부에서 다룰 수 없고, 고위 경영진에게 제

시되어 광범위한 사업부 전반이 사이버에 안전한 조

직 창출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

어야 한다. 점점 더 길어지는 사이버보안 이해관계자

들의 목록에 포함된 개인들에는 공급사슬 최고책임자

(CSCO, chief supply chain officer), 혁신 최고책임자

(chief innovation officer), CMO(chief marketing 

officer), COO(chief operations officer), CRO(chief 

risk officer),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정보

보안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가 있고, 추가로 조달 관리자, 설비 관리자, 공

장 관리자 그리고 심지어(특히) 현장의 직원들도 포함

된다. IT 부서 내부의 CISO에서 시작해 CISO로 끝나

는 사이버 거버넌스 모델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   표준화가 적용되지 않음. 겉보기에, 대부분의 IT 보안 

솔루션은 상당히 표준화되었고,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획일적이며, 방화벽은 아직 폭넓게 작동한다-산업이

나 사용 사례에 관계없이 말이다. 하지만, 병원이 로봇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은 스마트공장이 그렇게 하는 방

식과 매우 다를 수 있다. 오늘날, 사이버범죄와 싸우는 

조직은 IT, OT 그리고 고객 제품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이 모두가 교차 조직적인 프레임워크가 없는 

경우가 많은 자신만의 미묘한 특성을 가진다. 이런 점 

때문에, 각 사이버보안 솔루션은 모든 솔루션을 독특

하게 만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맞춤화를 필요로 한다.

이들 원칙을 인식하는 사이버보안 전략은 혁신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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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속하는-틀어막지 않고-보안 강화를 위한 접근법을 

조직이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해관계자 도전과제: 사람들을 강화하기 

사이버보안이 모든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버보안

에 대한 인식을 모든 곳에 주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

이버보안이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일의 일부가 되어

야만 함을 의미한다. 사이버 환경의 융합은 이해관계자

들 간의 책임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다. 사이버보안은 더 

이상 온전히 CISO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보다, 이는 교

차 기능적인 노력이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 

CMO를 예로 들어보자. 전형적인 CMO의 경우, 고객

에 대한 호소력 및 브랜드 가치의 구축에 매진하지만 사

이버보안은 새로운 영역이다.5 그러나 CMO는 계속해

서 자신의 노력을 디지털화하고 기술을 통해 고객 경험

을 향상시키려 시도한다. 이를 매끄럽고 안전하게 수행

하기 위해 CMO는 반드시 사이버 전문가들과 그들의 

전문지식을 고객 대면 추진계획의 개발 과정에 포함시

켜야만 한다. 

CMO는 포함될 필요가 있는 많은 사람들 중 단지 한 명

에 불과한다. 어떻게 사이버보안이 거의 모든 이들의 역

할에 관계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제품 개발의 주요 단계

를 생각해보자. 

·   혁신. 혁신 최고책임자는 신제품 개발 추진을 위해 정

기적으로 첨단기술을 살펴본다. 만약 사이버보안이 적

절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들 혁신은 시작하기도 전

에 중단될 수 있다. 혹은 더 나쁘게는, 심각한 사이버보

안 취약점을 가진 채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도 있다. 

·   조달. 공급사슬이 점점 더 디지털 공급망으로 전환됨

에 따라, 선형 공급사슬이 교차 연결된 생태계로 변환

된다.6 CSCO는 기업이 요구하는 보안 표준을 제3자 

벤더들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

다. 일례로,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있어 일반적인 문

제다. 차량의 정보오락 단말 장치는 다수의 부품으로 

구성되는데-내비게이션 기술, USB 드라이브, 스마트

폰 통합 역량 등-이는 일관적이지 못한 보안 규약을 가

진 서로 다른 공급사들로부터 조달될 수 있다. 

·   제조. 오늘날의 융합 환경에서, 공장 관리자의 역할

은 단순히 인간과 물리적 기계장치 간의 활동 조정

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장 관리자는 로봇, 센서 기

술, 심지어 증강현실 기술(예를 들어, 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를 지원하는)까지도 업무 흐름에 통합하고 있

다.7 이들 각각의 기술이 새로운 연결 종점을 생성하

는데, 각각의 종점은 자신만의 고유한 사이버보안 고

려사항을 가진다. 

·   최종 제품 지원. 고객이 구매하는 최종 제품은 앞의 3

단계가 완료된 최종 단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고려가 꼭 제품의 판매와 함께 끝나지는 

않는다. 많은 유형의 제품들을 출시 이후에도 계속해

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데이터 및 기능

에 대한 안전 보장이 수반될 수 있는데-특히 고객 대면

용 챗봇(chatbot)과 같이 자동화된 기능이 그러하다. 

불행히도, 실무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교차 기능적인 

협업은 드물게 일어난다. 앞서 언급한 사이버보안의 미

래 설문조사에서, 조직 전반에 걸쳐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과 준비 태세를 촉진하기 위해 핵심 비즈니스 기능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사이버보안 연락 체계를 통합 구

축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단지 30%밖에 되지 않았다.8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한 가지 큰 원인은 고위 경영진에서 

많은 CISO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일지 모른다. 설

문결과는 또한 CISO가 조직도에서 낮은 위치에 자리한 

경우가 많음을 강조하는데, 계속되는 사이버보안의 중

요성 증가가 그 역할의 격상을 요구함에도 지위가 낮았

다. 예를 들어, 설문에 응답한 거의 80%의 CISO들이 

CIO나 CSO에 보고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CISO들이 

CEO와 대면할 기회를 늘리려고 노력(그럼으로써, 조

직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접근도)하고 있음에도 그러했

다.9 이는 사이버보안 인식에 대한 진짜 문제를 제기한

다. CISO의 영향력이 조직 체계의 밑바닥에 파묻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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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는, 나머지 고위경영진 전반에서 사이버보안을 

인식하는 사고방식을 함양하기가 쉽지 않다.

그림 1은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사이버보안을 인

식하고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기능

부서의 임원들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차를 나열

해 보여준다.

표준화 도전과제: 기술 발전에 발맞추기 

조직의 집단적 야심이 성장해 첨단기술을 기업 전반과 

소비자들의 수중으로 밀어붙임에 따라, 조직의 사이버 

환경은 IT, OT 그리고 소비자 대면 제품과 서비스를 포

함하도록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이버보안을 

전반적으로 반드시 관리해야만 하는 기술 인프라와 시

스템의 다양성은 계속해서 늘어났고-더욱 긴밀하게 통

합되어왔다. 하지만 조직이 IT, OT 그리고 제품 환경을 

통합해 감에 따라, 조직은 각각의 환경이 자기만의 고유

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가지게 되어 표준화된 보안 솔

루션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정보 기술: 1차 전선

앞서 언급했듯이, 연결된 센서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

래하기 전에는 거의 모든 사이버보안 관련 사안이 온전

그림 1

기업 전반의 리더들이 어떻게 비즈니스에 사이버보안을 구축할 수 있는가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혁신
혁신 최고책임자(Chief Innovation Officer)

·신제품과 서비스를 구상하면서 사이버보안을 논의에 포함시킨다.

·�사이버보안 리스크뿐만 아니라 제3자 벤더들이 자신들의 솔루션에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보호장치를 파악한다.

조달
공급사슬 최고책임자(Chief Supply Chain Officer)

·�종종 통합 시스템을 통한 다수의 공급자들과의 조정 작업을 필요로 하는 조직의  

디지털 공급망 구축과 관리에 IT 및 사이버보안을 지도하고 지원해주도록 요청한다.

·�안전한 공급사슬 프로세스와 절차를 계약 조건과 단서를 통해 공급사슬 파트너들에게

까지 확장한다.

제조
공장 관리자

·�로봇, 자동화된 프로세스, 인공지능과 함께 작업할 때 사이버위협 감지 및  

방어책을 이에 통합한다.

최종제품 지원
영업 | 마케팅 | 고객 지원

·고객 데이터의 보호가 필요한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의 관리에 IT를 관여시킨다.

·프로세스의 보안 침해가 이뤄지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RPA와 제품 설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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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IT 부서의 영역에 속했고, IT 부서는 조직의 중요 기

술자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주도했다. 이들 자산은 주로 

핵심 IT 시스템(예. 서버,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과 정

보(예. 지적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재무 및 고객 데

이터)로 구성되었다.10

클라우드 컴퓨팅, 첨단 AI, 센서 기술의 도래와 사용 확

산은 IT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직의 사이버 전선을 기업 

경계 너머로 확장했다. 새롭고 더 민첩한 경쟁자들은 더 

거대한 IT 조직들이 보안 솔루션의 우선순위를 조정하

고 재설계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했다. 금융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기존 대형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시장 진입자

들과 경쟁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에는 절대 볼 수 없었

던 금리 수준을 가진 모기지 대출을 승인하는 등의 방

식으로 기술을 사용해 서비스 제공 모델을 바꾸고 있다. 

발전 속도에 발맞추면서 이를 가속하기 위해, IT 부서

는 외부 협력사와 공급자들에게 자신들의 정보 통제권

을 양보하고 있다. 각 협력사는 IT 솔루션의 개발 과정

에서 새로운 '구성 요소'를 선보인다. 따라서, 이제 모든 

IT 솔루션은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

스로 구성될 수 있다. 

운영 기술: 책임의 새로운 영역

이의 핵심 업무로서, OT는 제조 운영 전반에 걸쳐 물리

적 장비와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산업혁

명 이후부터 최근까지, OT 장비는 전통적으로 IT 부서

와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이를 바꾸고 

있다. 자동차 스마트공장을 생각해보자. 공장은 센서를 

사용해 공장의 습도 수준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습도가 

너무 높으면 생산 공정을 재조정한다.11 이를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 IT와 OT 시스템을 다양한 수준에서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접

근법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만약 센서 측정값의 보안

이 침해당한다면 전체 공정의 중단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이버보안의 제조 공정으로의 통합이 새로운 역량의 

개방을 도울 수 있다-그러나 이를 등한시하면 생산 공정

을 더 큰 리스크에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제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례

로서, 많은 병원들이 점점 더 MRI 장비와 같은 의료 기

기 및 의료 기술과의 연결성을 늘리고 있다. 수요가 공

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상황에서, 많은 병원들이 단

지 MRI 장비 한 대만을 운영하지 않는다. 센서 기술은 

장비의 가동 중단시간과 가용성에 대한 더 나은 시야를 

병원에 제공함으로써 병목 완화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다른 모든 연결 기기와 마찬가지로 의료장비-MRI 기계 

포함-는 사이버공격에 취약하다.12 주의 깊은 사이버보

안 설계와 구현이 없다면, 이들 기기는 수술 절차가 MRI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와 같은 민감한 시점에 가동 

중단을 일으킬 수도 있다.

소비자 제품: 연결성이 새로운 사이버보안  

고려사항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중요한 사이버 전선은 소비자 환경이다. 많은 

조직이 첨단기술을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본

다. 기업이 가진 막대한 규모의 소비자 정보에 더해, 웨

어러블과 연결 기기의 확산은 IT, OT 그리고 제품 환경 

간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왔다. 

헬스케어 산업이 또다시 사례를 제공한다. 오늘날 많은 

환자들이 인터넷 연결된 제품과 직접 상호작용한다. 예

를 들어, 이제 일부 심장박동기는 원격 감시를 가능케 

해주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출시된다. 심장박동기의 무

선 기술은 모든 문제를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경고한

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더 많이 

관여하고, 더 오래 생존하게 된다.13

하지만, 만약 기기가 보안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다

면, 제3의 공급자로부터 해킹 장비를 구매한 사이버 적

대세력이 환자 치료에 정보를 공급하는 데이터에 원격

으로 접근해 조작을 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원격 제품이 원래 의도했던 강력한 혜택이 무

효화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고려가 자율주행

차와 같은 앞으로 다가올 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이버, 모든 곳에 사이버: 당신의 사이버 전략 또한 모든 곳을 다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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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작동을 위해, 각각의 차량에는 1억 줄 이상의 코

드로 작성된 독점적인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14 사회 

전체가 자율주행으로 나아감에 따라, 그러한 차량의 설

계자들은 각 기술 혁신의 장점을 악의를 지닌 누군가가 

이를 해킹할 가능성과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 비록 자율

주행 규제당국이 아직 차량 기술에 대한 사이버 표준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규제당국이 선택을 강요

당한다면 곧 마련될 규제가 사이버보안보다는 탑승객의 

안전과 운영 효율성을 우선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자

율주행차가 이상적인 환경하에서는 안전하게 작동할지

도 모르지만, 한 건의 사이버공격이 안전하게 동작하는 

차량을 공공의 위험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

IT, OT 그리고 소비자 제품 환경의 융합은 소비자들에

게 더 잘 봉사하기 위한 혁신의 관점에서 이익을 창출

한다-그러나 또한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제품을 취

약하게 만드는 복잡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게다가, 연결

된 제품들의 막대한 다양성이, 이들의 개발 과정에 관여

했을 수 있는 제3자들을 급격히 늘리고, 모든 경우에 적

합한 솔루션의 고안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들 요인은 

제품 개발 전 과정에 사이버보안을 내재화할 필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새로운 전선을 헤쳐 나가기 

환경과 이해관계자들 전반에 걸쳐 펼쳐진, 사이버보안

의 범위는 방대하고, 복잡하며, 조직화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확대되는 사이버보안 환경은 조직적 성장을 책

임지는 신중한 전략과 기업 문화를 필요로 한다. 비즈니

스의 진화는, 사전적 그리고 대응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하기 위해 책임자들이 지속적으로 실무, 규약, 훈련, 계

약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실시간으로 조직

의 사이버리스크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위협 환경을 항

상 관찰하는 자세가 지속적인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선

도적인 실무관행이다.

혁신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육성하는 솔루션을 개발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동시에 작용하는 3가지 경로가 있다. 

경로 1: 조화된 거버넌스 모델의 수립

사이버공격을 수행하는 드는 비용은 최소 34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한 사고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15 그러나 사이버공

격이 조직의 기술 혁신 욕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약화 효

과가 잠재적으로 더욱 값비쌀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이

유 때문에, 기업 이사회는 점점 더 사이버공격의 재무

적 비용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보안이 분기별 

이사회의 논의 주제에 포함되는 경우는 49%에 불과하

고, 이사회가 이 문제를 매달 다루는 경우는 단지 4%

밖에 되지 않는다.16 하지만, 규제 당국이 이사회가 사

이버보안 사고와 쟁점에 대해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책

임을 요구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런 관행이 바뀔지도 모

른다. 조직의 전략 수행능력 전반에 미치는 사이버의 침

습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이사회가 기업

의 사이버보안 현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핵

심 리스크 지표(key risk indicator)의 제공을 경영진에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경각심 향상과는 별도로, 임원들이 조직 전반

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

법은 일관적인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의 지원을 받고 

핵심 사업전략과 연계되는 통합 거버넌스 모델의 수립

이다. 그러한 통합 모델은 IT, OT 그리고 제품 환경 간

의 단절 해소를 추구하는데 그럼으로써 보안이 각 영역

의 경계를 넘어서 고려되고 끊김없이 실행될 수 있다. 

딜로이트는 석유 및 가스 산업 분야의 한 대기업이 이

를 구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17 연결성의 달성이 어려

운 원격지에 위치한 정유공장의 설비 갱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다양한 사이버보안 전문가와 비즈니

스 리더들을 함께 모아 전반적인 사업목표, 정유공장의 

인력과 그들의 기술적 역량, 그리고 제약사항(예. 부족

한 인터넷 연결성)을 이해시켰다. 사이버보안 조직을 대

화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업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고양하고 적절한 전문지식을 업무 설계과정에 바로 내

재화할 수 있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비즈니스 니

즈에 깊이 파고듦으로써, 보안 간극을 파악하고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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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에 더 부합하는 방어책을 재설계할 수 있었다. 

또한 사이버 전문가와 비즈니스 리더들 간의 협업은 양 

집단 모두가 사이버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

게 해줬고, 비즈니스 리더들이 과거 사이버보안 설계의 

탐색에서 경험이 부족했던 영역에서 조직적인 지식 간

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한 노력은 유망한 결과를 낳았다. 첫째, 회사는 자

사의 많은 연결성 문제가 구식의 방화벽 설정에 기인했

음을 알아차렸다. 사이버보안 프로세스를 재설정하고 

표준화함으로써, 회사는 연결성을 개선하고 혼란을 줄

일 수 있었다. 둘째, 프로젝트 리더들은 많은 인력들이 

격식대로 문서 형식과 점검표에 의존하고 있음을 파악

했다. 그래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고려를 효과적으로 직

원들의 업무에 내재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결과 기

록과 같은 작업을 정유공장의 정기 점검표에 추가해 강

력한 보안 규약을 직원들이 준수하도록 촉진했다. 이런 

노력이 기업 리더들에게 주는 가치는 자명하다. 성공적

인 첫번째 통합 이후에, 회사는 그 과정을 100곳 이상

의 정유공장과 전사의 현장 운영 전반에 걸쳐 반복하기

로 결정했다. 

경로 2: 학습하는 커뮤니티의 육성

점점 더 개방된 환경에 의존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은 정보 그리고 정보를 지원하는 기저의 기술적 인프

라 모두를 공유하기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조직 내 그

리고 조직 간의 단절을 타파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

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단 한 번만 거치는 조직은 

거의 없다. 많은 기업들이 몇 가지 변환을 동시에 진행

한다. 이는 집단 전반에 걸쳐 사이버보안 지식과 정보를 

퍼뜨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디지털 변환 덕분에, 과거에는 상호작용이 거의 없었던 

부서들 간의 협업이 이제는 필요해질 수 있다. 특히 사

이버보안 부서는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스

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사이

버보안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개편을 위해 

마케팅 부서와 협업하거나 고객관계관리 플랫폼의 개

사이버, 모든 곳에 사이버: 당신의 사이버 전략 또한 모든 곳을 다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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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위해 영업부서와 협업해야 할 수 있다. 지식 공유

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이버보안 조직-다년 간의 사

이버 경험으로 무장한-은 조직 전반에 걸쳐 더 나은 통

합을 이루고 사이버보안 학습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디지털 변환은 또한 조직이 외부의 파트너 및 경쟁자들

과 상호작용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방식을 바꾸고 있

다. 이는 조직이 점점 더 제품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외

부의 관계자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에 

서로를 경쟁자로만 바라보았던 기업들이 공급자 관계를 

넘어 심지어 특정 영역에서는 동반자가 되는 모습을 목

격하고 있다. 

그러한 많은 새로운 동반자 관계가 자동차 산업에서 형

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은 스

마트폰 통합 소프트웨어의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이

를 개발하는 첨단기술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

한 열린 환경은 여러 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사이버

보안 실무관행과 교훈의 공유를 위한 길을 닦고 있다. 

ISAC(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s)-

사이버보안의 향상에 전념하는 회원사들이 주도하는 조

직-의 등장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산업 협력 증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들은 회원사들을 위해 보안 위협 

정보와 함께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

를 공유하는 포럼을 제공한다.18

기업 내외부 모두에서 학습하는 협력사들의 커뮤니티를 

확장함으로써, 조직은 오늘날 늘어나는 새로운 보안 위

협에의 대처에 도움이 되는 견고한 보안 실무관행의 채

택율을 높일 수 있다. 

경로 3: 조직의 사이버보안을 목록화 하기 

아마도, 이제 우리는 사이버 취약점이 조직과 (잠재적

으로) 조직의 제품 전반에 걸쳐 내재화되어 있음을 확인

했을 것이다-일반적으로 부주의나 사고로 인해서가 아

니라, 그저 조직과 제품 간의 상호연결성 때문에 그러하

다. 자연스런 후속 절차는 중요 자산의 목록화, 리스크

의 파악, 그리고 그러한 사이버 취약점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파악을 조직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해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작업의 대부분은 조직 전반의 

리더들이 잠재적인 사이버위협이 만약 존재하는지 그리

고 존재한다면 어디에 있는지를 각각의 자산을 헤쳐가

며 확인할 필요가 있을 '근접전'으로 귀결된다. 좋은 소

식은 강력한 거버넌스와 학습 커뮤니티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확실한 첫번째 단계는 조직의 핵심 자산들의 문서화이

다. 여기에는 어디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 공급

사슬 내 어디에서 단일 장애 지점이 발생했었는지, 어

떤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기가 어

떤 네트워크와 서버에 연결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

된다. 물론, 기술의 급격한 확산은 이 작업을 매우 힘겹

게 만들 수 있다. 노력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리더

는 '최우선 자산'의 파악부터 시작할 수 있다. 조직에 경

쟁 우위를 제공하고(예. 지적 재산), 조직이 새로운 효

율성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거나(예. 창고 로봇), 혹은 안

전이 매우 중요한 자산(예. 이식된 의료기기)이 이에 해

당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하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조직들

에서 리더들은 사이버보안의 관리를 위해 서로 다른 접

근법을 적절히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확립

된 B2C 조직은 제품과 공급사슬에 노력을 집중하기 원

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성장 중인 스타트업은 이와 다

른 사이버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클 터인데, 아마도 직

원의 접근권 관련 규약을 만들고 선도적인 사이버보안 

실무관행을 직원들에게 훈련시키는 일을 우선할 가능

성이 가장 크다. 많은 스타트업에 있어, 이들 영역은 기

업을 특히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주의 

영역이다.19 스타트업이 성장함에 따라, 조직의 성숙도

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증, 접근, 모니터링, 위협 정보

에 대한 공식적인 사이버 프로그램을 수립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범위와 규모가 늘어남에 따

라, 사이버보안 목록 작성이 주기적인 행사라기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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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작업 프로세스가 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신기술 통

합이 새로운 보안 고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을 위한 능력을 보호하기 

기술은 오늘날 조직이 수행하고 만드는 거의 모든 것에 

스며들고, 기술이 생성하는 연결성은 사이버보안이 반

드시 지속적이고 편재적인 관심사여야 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사이버보안을 향한 강력한 접근법에는 조직 

전반에 걸친 동료, 외부 협력사, 그리고 가끔은 심지어 

경쟁자들과의 협업, 혹은 적어도 조정이 수반된다. 그러

나 이런 작업의 수행이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그 이득

은 상당하다. 혁신을 위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된다. 만

약 조직의 사이버보안 실무관행이 막강하다는 점을 알

게 된다면, 조직의 리더는 기술 혁신을 추구할 힘을 부

여받았다고 느낄 수 있고, 그러한 기술적 혁신이 일으킬 

수 있는 사이버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깨달

음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긴급 과제가 무엇인지는 분

명하다: 조직 경계의 내외부 전반에 걸친 효과적인 사이

버리스크 관리체계의 구현은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서의 사이버위협을 중화하고 기술을 조직 자신과 고객

들의 더 나은 이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조직이 계

속해서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닉 갈레토(NICK GALLETTO)는 글로벌 및 캐나다 사이버리스크 서비스 리더다. 그는 토론토에 거주한다. 

에드 파워스(ED POWERS)는 미국 딜로이트 리스크 및 재무자문 사이버리스크 서비스 리더다. 그는 뉴욕시에 거주한다. 

팀 머피(TIM MURPHY)는 딜로이트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의 연구원이자 분석 과학자다. 그는 밀워키에  

거주한다. 

이사회가 기업의 기술 전략과 함께 하는가?  

기술에 정통한 이사회는 어떻게 기술이 공격과 방어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지 이해한다. 이 안내서는 기업의 이사회가  

기술에 더욱 정통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단계를 제공한다.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보기

Visit www.deloitte.com/insights/tech-saavy

사이버, 모든 곳에 사이버: 당신의 사이버 전략 또한 모든 곳을 다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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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더 많이 
베팅할수록, 그들은  

더 많이 시청한다
TV 스포츠 시청에 대한 '도박 효과'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은 남성들이 TV로 많은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고, 그들이 여성들보다 더 많이 스포츠를 보거나 도박을 한다는 

2018년 글로벌 딜로이트의 TV 시청 및 도박 행태에 대한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놀랍지 않

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은, 18-34세 사이 남성들에게 TV 스포츠 시청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그들 중 일부가 얼

마나 자주 도박을 하는지-그리고 더 많은 TV 스포츠 시청과 도박 빈도 간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딜로이트의 연구결과는 2019년 TV로 스포츠를 시청하는 18-34세 사이 북미 남성들의 60%가 또한 스포츠

도박에도 돈을 건다고 시사한다. 더 중요한 점은, 그들이 더 자주 돈을 걸수록 더 많이 TV 스포츠를 시청한다는 사실

이다(그림 1). 

스포츠 도박 빈도와 스포츠 TV 시청 간의 이 분명한 양의 상관관계는 단지 학구적인 관심사만은 아니다. 스포츠 TV 시

청을 많이 하는 남성들의 '도박 효과'는 TV 스포츠 방송사와 도박 산업 모두에게 수익 기회가 존재함을 의미할 수 있다. 

사고 실험으로서, 2025년 한 젊은 남성이 TV로는 풋볼 경기를 보면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

자. 그는 아무 때나 경기에 돈을 걸고, 금액을 조정하며, 실패한 도박을 환매하고, 개별적인 플레이 혹은 통계 결과에도 

돈을 걸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맞춤화되어 있다. 그의 도박 행태 및 관심사에 기반해 맞춤화된 광고도 제공될 

수 있는데, TV 시청은 100% 실시간으로 이뤄질 것이다. 방송사 혹은 도박 사이트는 그렇게 몰두하는 시청자가 보는 

광고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박/동영상 스트림에서 창출되는 이익에 대해 일부 지분을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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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더 많이 베팅할수록, 그들은 더  많이 시청한다

보유하거나 혹은 전부 소유해서 일반적인 TV 방송보다 더 높은 마진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등장할까? 젊은 남성들이 이를 사용할까? 그들이 실시간 TV 스포츠 경기의 시청률을 높이게 될까?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는 데 돈을 걸겠다. 

더 많은 내용을 www.deloitte.com/insights의 

『스포츠 TV에 미래가 있는가? 그렇다는 데 돈을 걸어라(Does sports TV have a future? Bet on it)』에서 읽어보라. 

그림 1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스포츠 도박이 더 많은 TV 스포츠 시청을 촉진한다

2018년 미국과 캐나다 모든 TV 스포츠 시청자들의 도박 빈도와 주중 요일에 따른 TV 스포츠 주간 평균 시청시간

미국 캐나다

참조: 설문한 1,062명 미국 TV 스포츠 시청자들 중에서, 129명이 적어도 1주일에 1번, 186명은 적어도 1달에 1번, 266명은 적어도 반년에 1번, 362명

은 적어도 1년에 1번, 486명은 '항상', 653명은 현재 하지않고, 563명은 절대 하지 않았으며, 13명은 모른다고 말했다(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음). 설문한 

964명 캐나다 TV 스포츠 시청자들 중에서, 111명이 적어도 1주일에 1번, 178명은 적어도 1달에 1번, 257명은 적어도 반년에 1번, 280명은 적어도 1년

에 1번, 418명은 '항상', 621명은 현재 하지않고, 534명은 절대 하지 않았으며, 12명은 모른다고 말했다(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음)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 미국 및 캐나다 데이터, 2018년 8월.

모든 시청자

적어도 1년에 
1번 도박

적어도 1달에 
1번 도박

현재 도박 안함

적어도 1주일에 
1번 도박

항상 도박

적어도 반년에 
1번 도박

도박 안함

주중 토요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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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그리고 

인재 간극의 축소

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제 관련 최상위 걱정

거리는 3개의 짧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다. 일

자리, 일자리, 일자리.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

다. 오늘날, 구직자들보다 더 많은 빈 일자리가 있는데-이

는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드문 현상이다.1 불행히도, 

이들 구직자 중 많은 이들이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새로운 도전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기량, 기량, 기량.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기량이 부족할 때, 기업은 빈 자리

를 채우기 위해 급히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리

고 비록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3.8%로 국가 역사상 최저 

수준이긴 하지만,2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 직업에 고용

되어 있다. 따라서, 기량 발전이 개인, 기업, 그리고 경제 

전체적으로 중요하다.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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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그리고 인재 간극의 축소

따라서, 노동력 개발 및 인재 부족이 미국 정부 리더들의 최상위 고민거리로 남아있는 점은 놀랍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50개주 주지사들 중 42명이 노동력 개발을 주정부-연방정부 협력에 있어 최우선 사안

으로 꼽았다.3 연방 차원에서, 2018년, 백악관은 노동력 문제 대처를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미국 노동

자들을 위한 국가 위원회와 미국 노동력 정책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4

정부가 인재 간극을 좁히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 고려할 수 있는 5가지 전략이 있다.

1.    훈련 제공을 개선하기 위해 증거 기반의 전략 사용하기. 주정부는 구직자들이 취업 기량을 갖추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방정부는 WIOA(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노

동력 혁신 및 기회를 위한 법)를 통해 이들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는데, 이 법은 또한 그 영향에 

대한 주정부의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들 보고서를 통해 제공된 증거의 분석 결과는 주정부가 어떻게 

노동력 훈련 노력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WIOA 데이터에 대한 딜로이트의 분석은 맞춤화된 훈련, 즉 고용주의 특정한 요구사항

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화된 프로그램,5이 고용과 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3년과 2015년 사이, 맞춤 훈련 참여자들 중 약 55%가 프로그램 수료 1년 후에 고용되었다. 추

가로, 참여자들은 비참여자들보다 1년에 16,500달러 더 많은 수입을 벌었다.6

  주정부는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 성공적인 훈련 접근법을 파악하고 확대하며 인구계층별로 훈련을 맞

춤화할 수 있다. 

2.   평생교육에 집중하기. 페이스케일(PayScale Inc)의 201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모든 고용주

들의 절반 가까이가 대학 졸업자들이 직장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7 더 중요한 점은, 졸업자들

의 4년제 학위가 그들을 첫번째 직업에 대해 준비시킨다 해도, 신기술 변화로 인해 신규 졸업자들이 

경력 전반에 걸쳐 기량 재습득을 필요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립 및 국립대학은 성인 학습자들

의 적응을 돕기 위해 현재 모델을 재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은 학생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교

육과정에 들락날락 할 수 있게 해주는 '구독형 대학'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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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하게, 직업 훈련 정부 프로그램을 고령 구직자들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오늘

날, 55세 이상의 WIOA 프로그램 참여자 중 단지 29%만이 프로그램 수료 1년 후에 구직에 성

공했는데, 이는 25-44세 사이 참여자들의 41%와 비교되며, 개선을 위한 기회가 있음을 시사

한다.9 

3.  가용한 일자리에 집중하기. 노동력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만병통치약 접근

법을 채택하기보다 기업들이 구하는 기량-즉, 특정 산업의 특정 직업-에 더욱 초점을 맞춘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주의 즉각적인 취업 개선(Employment Advancement Right Now) 프로

그램은 지역의 고용주 커뮤니티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일부 경우, 서로 다른 산업의 

즉각적인 비즈니스 니즈를 충족하는 기량을 갖춘 일자리에 준비된 직원들의 창출을 목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받은 이들 중 81%가 일

자리를 찾았다.10

4.  '중간 기량' 일자리를 위한 수습제도를 고려하기. 미국에서 수습제도는 주로 배관, 용접, 절삭과 

같은 기계 관련 종사자들에 국한되어왔다. 하지만, 수습제도는 실험실 기술자 및 심지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사이버범죄 분석과 같이 새롭고, 고도로 기술적인 직업에도 가치 있을 수 있다. 

  전통적인 4년제 대학 학위가 일부 직업에는 필요할 수 있으나, 중간 기량 일자리를 2년제 학위 

및 어느 정도의 관련 업무 경험을 가진 개인들에게 개방하면 기업이 더 큰 노동력 자원을 활용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인트루이스시의 비영리기관인 MC2는 퇴직자, 전직 

교사, 참전 군인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지역의 사이버보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수습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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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내용을 www.deloitte.com/insights의 

『인재 간극을 좁히기: 노동자들을 재교육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5가지 방법(Closing the talent gap: Five ways 

government and business can team up to reskill workers)』과 

『노동력 개발 과정을 재발명하기(Reinventing workforce 

development)』에서 읽어보라. 

정부, 기업, 그리고 인재 간극의 축소

5.  중매자 역할을 수행하기. 노동력 생태계에 서로 다른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에 

존재하는 구멍이 시스템의 효과를 낮출 수 있다. 정부는 구

직자, 학교 및 교육기관, 고용주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

하고 그렇게 해 모든 관계자들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게 

만듦으로써 이러한 구멍을 메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킬

풀닷컴(skillful.com)이라 불리는 한 일자리 검색 플랫폼

은 마클 파운데이션(Markle Foundation)이 마이크로소

프트, 링크드인, 그리고 콜로라도 주정부와 협업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고용주들과 교육자들을 연계해 콜로라도주

의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기량을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

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12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가 개인들이 정보에 기반해 훈련을 받고 경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요구되는 기량에 대응하는 훈련 

과정을 나열해주는 '산업 변환 지도'를 만들었다.13 

이들 전략은 미국 정부가 기량 간극을 좁히는 데 도움을 줘, 

개인들이 일의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또한 기업

들이 기업 자신 및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재에 접근하도록 보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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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명의 이상향적 전망에 딴지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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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년 동안, 인간은 주로 전원 생활을 하던 종족이었다. 사냥, 채집, 그리고 종

국적으로는 목축과 농업에 대한 수요에 주도되어, 인구 밀도가 낮게 유지되었다. 

대도시는 분명히 교환을 위한 핵심 중추의 역할을 했다-우르, 테베, 바빌론, 아테네, 로

마, 장안, 테노치티틀란 등등-그러나 이들 도시는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1 

2

둘 하고 반 세기 전, 산업혁명이 전개되어 감에 따라, 그 

이야기는 변하기 시작했다(그림 1). 다양한 경제적, 정

치적, 기술적 세력이 융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시

로 끌어들였다. 사이드워크 랩(Sidewalk Labs)의 CEO

인 댄 닥터로프(Dan Doctoroff)가 강조했듯이, 증기기

관, 전력망, 자동차는 "장거리에 걸쳐 사람과 상품을 도

시로 모았으며 (그리고) 전에는 불가능했던 규모로 도시

의 산업화를 가능케 했다."2 인류의 전원 지대에서 대도

시로의 대규모 이동은 인간 역사를 정의하는 기점이 되

었다. 2010년, 처음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 전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많아 졌고, 치솟는 

인류의 도시화는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3 

이런 거대한 변화에는 막대한 기회와 도전과제가 동반

되어왔다. 도시는 창의성, 혁신, 경제적 성장의 엔진이

었다. 도시는 상업의 중심지이며,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를 배양해왔다. 그러나 도시는 

음식 제공, 주거, 보호, 고용, 그리고 사람 및 상품의 운

송과 연관된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일련의 문제에 직면했

고 동시에 점점 더 몰려드는 시민들에게 공평한 접근권

을 제공해야 하는 문제에도 봉착했다. 기존의 인프라와 

제한된 예산의 제약 하에서, 많은 도시 지역이 늘어나는 

인구와 증가하는 화물의 규모에 발맞추기 위해 고전하

고 있는데, 이는 교통혼잡의 증가, 삶의 질 저하, 경제적 

잠재력 상실, 부정적인 보건 위생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

우가 많다. 오늘날 많은 도시의 윤곽은 대개의 경우 수

십 년 전 대중교통 체계가 처음 확립되었을 당시와는 크

게 달라 보인다. 한때 공장이 있었던 많은 인근 지역에 

이제는 젊은 가족들이 거주한다. 옥수수를 재배하던 농

장 지대에서 이제는 외곽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들 지역에 봉사하는 운송망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예측하지 못한 교통 및 승객

들을 처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4

보다 최근에는, 부분적인 대응을 통해 이러한 많은 도전

과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련의 모빌리티 관련 혁신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등장하고 있다. 많은 도시인들이 이

들 확장된 일련의 운송 대안-차량공유, 승차공유, 자전

거공유, 전기스쿠터, 그린벨트 및 보행자 통로,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몰려들어, 많은 경우 기존의 낡고, 불편

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운송체계를 대체하고 있다. 공유 

자율주행 모빌리티, 연결된 인프라, 스마트시티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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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과 함께, 더 빠르고, 저렴하며, 깨끗하고, 안전하며, 

더 접근성 높은 도시 복합운송 생태계에 대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 보인다.5 

하지만 이런 구상의 실현에는 일련의 일회성 해결책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새로운 모

빌리티 서비스가 복잡성과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추가하

는 동시에 가격 조정이 느리게 이뤄지는 기존 운송수단

(예. 공공 버스)으로부터 수요를 흡수해, 현재 운송체계

의 알력과 비효율성을 오로지 더 악화시키기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투명성, 상호운영성, 조정 능력, 통제력의 

촉진을 위한 도시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오

늘날의 운송체계에 덧입힘으로써 단기간 내에 더욱 효율

적인 결과를 얻는, 파레토 개선(Pareto-improving)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모빌리티 운영체제(mOS, 

mobility Operating System)가 바로 그것이다.6 이것

이 없다면, 기획자들이 10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와 생태계 전반에 걸친 참여자들의 투자

로 인한 이득을 파악하는 데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도시의 모빌리티 도전과제 

전 세계에 걸쳐 상황이 매우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세

계의 대도시들은 시민들의 모빌리티 니즈 충족에 대한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인구 증가, 도시화, 연계가 이뤄

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운송체계, 그리고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에 의해 불붙은 교통 혼잡과 기타 교통 

관련 도전과제들이 도시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인구는 1950년대 이래 꾸준히 증가해왔다(그림 

2).7 오늘날, 대략 40억 명의 사람들이 도시지역에 거주

하는데, UN은 그 숫자가 2050년까지 60억 이상에 달

그림 1

산업혁명 이후부터 도시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최대 규모 거주지의 인구,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후 2000년까지

출처: 크리스토퍼 체이스-던 등(Christopher Chase-Dunn et al.), 『고르지 못한 도시 발전: 청동기 후기 이후 가장 큰 거주지들(Uneven urban 

development: Largest settlements since the late Bronze Age)』, IROWS 워킹 페이퍼 #98, 2015년 8월 자료에 근거한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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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계 인구는 꾸준히 도시화되고 있다

전세계 도시와 전원 인구, 1950–2050

19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0%가 

도시에 살았지만

2050년까지 

그 비율은 50%로 

증가할 것이다 

출처: 유엔 경제사회국, 인구부서, 세계 도시화 전망: 2014년 개정판(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2015

세계 인구(10억 명)

도시 전원



87

www.deloittereview.com

모빌리티 운영체제를 항하여

할 것으로 예상한다-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2/3에 해당

한다.8 대부분의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유지

하고 있지만, 500곳 이상의 도시에는 적어도 1백만 명 

이상이 거주한다. 2030년까지, 1천만 명 이상의 인구

를 가진 41곳의 '메가시티'가 생길 수 있다-중국과 인도

에만 그러한 도시가 이미 11곳이 있다.9 놀랍지 않게도, 

분석가들은 이에 비례하여 도시 내 모빌리티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 승객의 이동거리가 거의 2배로 증가한다고 전망된

다(그림 3).10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공 인프라와 운송 

체계는 그러한 성장을 그저 따라갈 수가 없다. 이미 미

국의 지상 인프라 지출에 대한 자금 부족 규모가 1조 달

러에 달한다고 추정된다.11 주요 정책 및 기술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2050년까지 대략 1,500만 마일의 추

가적인 포장도로와 30,000 제곱 마일의 주차 공간이 

전 세계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12 

이미, 많은 도시들이 과부화되고 비효율적인 도로와 운

송체계와 연관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대부분의 혼잡

한 도시에서, 운전자들은 매년 100에서 200 이상 사

이의 시간-1주일 전체 노동시간의 2에서 5배-을 교통

체증에 소모한다.13 악화되는 인프라가 미국 GDP에 미

치는 누적적 영향이 2025년까지 4조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14

교통혼잡은 도시의 모빌리티 관련 도전과제 중 가장 가

시적인 증상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단 한 가지 문제만

은 아니다. 약 3,000곳의 도시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

르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거의 80%가 공

기오염-대부분이 자동차 매연에 기인한15-에 노출된다

고 한다-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초과하

는 수준으로, 다양한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졸증, 

폐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16 OECD 국가들에서만, 

2010년 7백만 년 이상의 수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단축되었는데, 오염물질의 약 50%가 도로 운송에서 

발생했다.17 통근 활동 그 자체가 나쁜 건강 결과와 연

관된다.18 그리고 연구결과는 교통에 대한 접근이 도시

에서 빈곤 탈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임

을 시사한다.19

모빌리티의 미래를 활용하기 

대부분의 도시에서, 뉴욕시의 '대건축가' 로버트 모세

스(Robert Moses)의 구상을 되살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저 더 많은 도로를 만든다면 

문제를 완화하는 것만큼이나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20 

예산이 부족하고 공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도시는 전체 

운송체계 전반에 걸쳐 어떻게 처리량-기존 운송체계를 

통하거나 혹은 더 많은 교통량을 생성하지 않고도 추가

적인 용량을 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과 

상품을 이동시키는 일-을 더 높일 수 있

는지 파악해야만 한다. 이는 전체 운송

망의 상당한 현대화와 '시스템들의 시

스템'으로서 모빌리티의 총체적인 관리

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의 체

계는 최적화된 상태와는 한참이나 거리

가 멀다고 여겨진다. 수요공급의 불균형

과 관련된 막대한 비용이 존재한다. 새

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더 유연하고 쉽

게 조정 가능한 가격책정,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해 오늘날의 시스템에 존재하는 

많은 부정적인 외부성에 대처하는 새롭고 더 효율적인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존재한다. 

많은 민간부문 활동가들이 기존 운송망의 비효율성과 

간극을 이용하려 듦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관련 서

분석가들은 이에 비례하여 

도시 내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 승객의 이동거리가 거의 

2배로 증가한다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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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 승객들의 이동거리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교통수단별 도시 승객 이동거리 (10억 마일)

출처: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ITF 교통 전망 2017(파리, OECD 출판국, 2017)

승용차 철도버스 모터사이클 비동력장치

비스와 솔루션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시장의 필요성

에 대응해, 이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는 도시 문제 

전반을 다룬다. 교통 효율성, 공공 안전, 상업, 지속가

능성, 접근성, 평등, 건강 및 복지. 카네기멜론 대학교

(Carnegie Mellon University) 정보시스템 및 공공

정책부문 하인즈 칼리지(Heinz College)의 학장인 라

마야 크리쉬난(Ramayya Krishnana)이 강조하듯이,  

"기술은 변화해왔고 계속해서 모빌리티 서비스의 빠른 

혁신을 가능케 한다. 정부도 정책을 혁신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은 개인적인 

비용-편의성 상충관계에 기반해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

다."21 지난 몇 년 동안 이동 계획 및 동적 경로 조정, 차

량 대 차량 및 차량 대 인프라 연결성 그리고 스마트 인

프라, 도킹형 및 비도킹형 자전거, 전기스쿠터, 마이크

로트랜짓(microtransit), 승차호출을 포함한 새로운 방

식의 모빌리티, 통합 발권 및 지급결제에서 상당한 발전

이 목격되어 왔다. 

전망이 밝긴 하지만, 이들 새로운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

한 "가장 큰 도전과제는 정책과 규제 체계를 제대로 만

들어 우리가 디스토피아적 전망이 아닌, 유토피아적 비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다"라고, MIT의 

총괄 디렉터인 존 모아벤자데흐(John Moavenzadeh)

는 강조한다.22 조화되지 않고 고립된 개별 솔루션의 배

치는 많은 시스템 전반적인 혜택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

성이 크다-"승객 없는 자율주행차가 출퇴근 시간 동안 

세탁물을 회수하러 보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23 실

제로, 자율주행차와 기타 솔루션의 추가가 도시의 모빌

리티 난제를 완화하기보다 악화시키는 상황도 가능하

다. 예를 들어, 뉴욕시에서 승차호출이 증가한 결과, 버

스 승객이 줄어들고 지하철 연착은 증가했는데 연착의 

1/3은 과도한 승객들로 인한 결과였다. 긴급한 현대화

가 필요한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과 자산으로 인해 문제

가 더 악화된다.24 새로운 모빌리티 교통수단은 기존 대

중교통과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데, 일부 경우

에는 대중교통의 사용을 축소시키거나 가장 니즈가 긴

급한 대중에게 봉사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25 뉴욕에

서, 승차호출을 통한 이동 중 50%는 만약 이 서비스가 

없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뤄졌을 텐데, 이런 결과

는 승차호출 차량의 대수 제한과 새로운 혼잡세 부과 제

도를 촉발하는 부분적인 이유가 되었다.26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  

모빌리티 운송체제  

가장 성가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흥 기술의 진정한 

활용을 위해, 도시는 기존 인프라를 초월하고, 표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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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빌리티 운영체제: 디지털 모빌리티 플랫폼의 핵심 요소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상호운영성을 추진하며, 핵심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가

치 창출을 가능케 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포괄적

인 통합 시스템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도시는 

mOS가 필요하다. 물리적 인프라(도로, 철도), 운송수

단(자가용 차량, 대중교통, 승차공유, 자전거공유, 전기

스쿠터 및 새로운 형태의 마이크로모빌리티 등), 그리고 

운송 서비스 공급자(개인 운영자, 운송망 기업, 종합자, 

공공 운송체계)를 한데 묶고 시장 정산체제를 통해 시스

템 전반에 걸쳐 처리량을 더 늘리고 최적화를 창출하는 

통합 플랫폼 말이다(그림 4). 

이 플랫폼은 사물인터넷 기술, 빅데이터, 인지적 애널리

틱스의 발전을 결합해 수요와 공급을 더 효율적으로 연계

하며, 동시에 도시 생활의 개선을 위해 운송 자원을 최적

화하며 개인적 선호에도 대응한다. 핵심적으로, 이의 실

행은 다음을 수행하는 동적 신경중추에 의해 가능해진다. 

도시 관리 및 정책

전체 운송체계 전반에 걸친 정책 지침과 감독

모빌리티 운영체제

이질적인 물리적 운송체계들을 관장하고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모빌리티 수요

전체 운송 생태계로부터의 모빌리티 수요

운송 공급

도시의 운송 차량 및 자산의 공급

도로 사용 비용청구

모빌리티 시장 최적화

이동 계획 앱
자전거공유

마이크로트랜짓

화물 운송

자율주행차

자가용 차량

물류 및 배송

승차공유

대중교통

P2P 차량 대여

스마트주차

실시간 이동 데이터

인프라 관리 모빌리티 관리

실시간 교통관리장려책(할인, 교통 할인권 등)

도시와 시민의 참여

기초 플랫폼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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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무선중계기, 그리고 도시 전역에 걸친 전자 거

래를 통해 생성되는 다양한 유형의 모빌리티 관련 데

이터를 위한 중앙 데이터 교환소를 제공

· 교통수단 전반에 걸친 네트워크 용량에 대한 가시성 

창출

· 서로 다른 형태의 모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사용 현

황을 교통수단 및 장소별로 제시

· 미래 목적에 보다 적합하게 운송체계를 조정할 수 있

도록 수요공급에 대한 과거 분석을 가능케 함

· 사용하는 교통수단의 선택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시장 주도적인 장려책을 도출. 실질적으로, 이는 

적게 활용되고 아마도 더 느린 경로를 사람들이 이용

하거나, 혹은 이동 시간을 가장 붐비는 시간대가 아닌 

때로 변경하도록 할인을 제공함을 의미

· 도시를 위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A지점에서 B

지점으로 매끄러운 이동을 위한 광범위한 일련의 선

택을 제공함으로써 교통 서비스 기업과 승객들을 위

해 시장을 확장하는 거래 플랫폼 제공

· 최대 및 최소 수요를 평탄하게 만들어, 처리량을 더 

늘리고 운송체계의 최적화 도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의 역량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

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도시 운송 관리자는 전체 모빌리티 네트워크에 대한 실

시간 관점을 획득할 수 있는데, 시스템이 차량 및 인프

라 기반의 센서(예. 차량 흐름을 감시하는 GPS 기반의 

도시버스 추적기와 스마트 신호등)와 시민들의 디지털 

발자취(예. 스마트폰으로 작동하는 위치 정보 및 교통수

단별 전자적 요금청구 내역)를 포함한 다수의 원천에서

의 데이터를 소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보를 활용해, 

시스템은 이후 도시가 수요공급의 평형을 맞추고 교통

량 처리를 촉진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주로 교통수단 및 

지역 간의 가격 보정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프레이밍(framing)과 사회적 증거와 같은 행동학적 넛

지(nudge)의 활용(예를 들어, 비슷한 경로로 출근하는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강

조해 보여줌으로써)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27

시스템은 예측적 애널리틱스를 수행하기 위해 그러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양한 상황(예. 교통량 최

대 시점 혹은 중요한 스포츠 경기 행사)하에서 교통 체

계의 용량과 활용 정도를 모델링한다. 이들 데이터는 또

한 더 장기에 대한 시나리오 평가에도 이용될 수 있는

데, 도시의 리더들이 인프라, 정책, 운영 관련 선택에서 

내재된 상충관계를 이해하고 그러한 선택의 결과가 도

시와 시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게 

해준다. 이는 더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해주

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경전철 혹은 동적인 셔틀버스

에 투자하는 방안 중 뭐가 더 나은지, 그리고 어디에 그

러한 자산을 배치하는 게 나은지 알게 해준다. 이는 또

한 모빌리티의 대안적 구성의 영향을 동적으로 시뮬레

이션할 수 있게 해주는 고급 계획도구이기도 하다. 

감독기관의 총체적인 역할은 계획과 운영 성과의 감독 

그리고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과 관련된 분산화된 시스

템의 감독이 주가 될 터인데, 이는 정부가 정보 대칭성,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비용에 관한 규칙과 정책을 설

정한 주식거래소를 통해서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한 자

리에 모이는 방식과 비슷하다. 시스템은 또한 도시 당국

이 중요한 인프라 및 기타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필요

로 할 때, 줄어드는 세수를 벌충할 수 있는 귀중한 수익

원을 창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민간 부문 서비스 공급자는 하루 중 서로 다른 시간대

에 배치되는 차량 선단의 규모를 최적화하고 '빈 이동거

리'(승객없이 이동한 거리)와 비용을 줄이면서, 새로운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랫폼이 

관리하는 통합 지불 시스템은 여러 교통수단을 포괄하

는 단일 지불 처리를 활성화해, 모빌리티 공급자 전반에 

걸쳐 요금 회수를 단순화한다-지금까지, 요금 회수는 많

은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앱에서 걸림돌이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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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모빌리티 플랫폼은 장려책의 조정을 통해 

수요공급의 평형을 맞추고 교통량의 처리를 촉진할 수 있는데, 

주로 교통수단 및 지역 간의 가격 보정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프레이밍(framing)과 사회적 증거와 같은 

행동학적 넛지의 활용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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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스템과 이에 필수적인 데이터 정산소는 승차권 

없는 이동 및 이동거리에 따른 지불과 월간 구독을 포함

한 다양한 지불 방식을 가능케한다. 

그렇긴 하지만, 기존 운송망의 비효율성을 활용하는 능

력은 많은 민간부문 모빌리티 공급자들의 사업 모델에

서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승차공유 기

업은 전통적인 택시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승차자와 운전자 간의 연결을 약속한다. 한편 

주문형 공유 버스나 셔틀 버스는 고정경로 버스에 비해 

더 많은 유연성을 추가해준다. 교통수단 전반에 걸쳐 최

적화를 이루는 통합 플랫폼은 이러한 접근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참여 의향을 제약하게 

된다. 도입을 강력히 권고하기 위한 장려수단이 필요하

게 될 가능성이 큰데, 특히 구체적인 이득이 아직 실체

화되지 않은 초기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최종 사용자들은 모든 가용한 운송수단 전

반에 걸쳐 이동을 계획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단일 

인터페이스를 향유할 수 있다. 통합 플랫폼은 MaaS를 

지원해 각각의 여행자가 그것이 가격, 속도, 복합운송, 

혹은 다른 기타 특성이건 간에 각자의 우선순위에 맞춰 

자신의 여정을 맞춤화할 수 있게 해준다.29 그리고 사용

자들은 줄어든 교통혼잡, 더 빠른 이동, 개선된 모빌리

티 접근에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모빌리티를 위한 만국 공통어를 향해서 

모빌리티는 도시를 선진적으로, 매력적으로, 지능적으

로, 반응성 높게,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필

요한 모든 사안에서 두드러지게 중요하다. 도시의 가장 

긴급한 도전과제에 대처하고 모빌리티의 흥미진진한 발

전을 최대로 활용하는 데는 도시 운송의 작동방식에 관

한 신선한 생각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운

송수단의 관리를 넘어 대신에 모빌리티를 '시스템들의 

시스템'으로서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서 시

작된다. 극소수의 도시 정부만이 21세기 모빌리티 네트

워크의 완전한 잠재력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mOS를 성공적으

로 구현하려면, 지방자치체는 전통적인 운송 정책과 자

금조달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 몇 가지 고려해야할 중요

한 도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어떤 결과가 최적화되어야 하는가? 참여자들의 목표가 

다양할 거라는 점은 거의 확실하고, mOS의 핵심 목표

에 대해 동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능란한 협상이 필요

할 가능성이 크다. 일련의 설계 원칙을 구체화하면 상

충관계를 분명히 하고 mOS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30

· 정치적 리더십이 존재하는가? 참여에 동기를 부여하고 

도시 운송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을 추진할 의향과 능

력을 가진 도시의 리더십이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수요공급 관리를 위해 가용한 수단에는 무엇이 있는

가? 모빌리티 공급자와 시민들을 위한 장려책을 조정

함으로써 말이다. 

·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 공유, 분석할 것인가? 어떤 법

적, 보안적, 사생활 보호 관련 우려사항을 반드시 다루

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더 큰 처리량을 최적화하기 위해 

어떻게 도시계획 과정을 수정해야 하는가? 그저 더 많

은 인프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도시의 도전과제는 

기존 자산과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 그리고 점점 더 최

대 수요 시점의 특정 니즈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서비스

의 유연한 배치가 필요하다.

· 어떤 관리 기제가 필요한가? "기술은 제약 요인이 아

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라마야 크리슈난의 말이

다. 그보다, 도시를 위한 사려 깊고 데이터 주도적인 '

운영 모델'의 창출이 중요한데, 이는 모빌리티 관련 외

부성에 더 잘 대응하고 한 명의 리더보다 더 영속적이

어야 한다.31

· 누가 돈을 내는가? 자금 조달이 지속적이고 위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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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운영체제를 항하여

도전과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의 투자를 촉

진 혹은 확보하는 방법의 파악이 도시를 원래 그렇게 

활기찬 중심지로 만들었던 발전과 유사한 사회적 혜

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현에 핵심이 될 수 있다.

· 사람과 상품의 이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모든 

mOS는 어떤 방식으로든 상품의 이동에 책임을 져

야한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은 

도시로 들어오고, 나가며, 주변에서 움직이는 화물교

통의 상대적 중요성과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모빌리티에 대한 로제타 스톤

2세기 전, 나폴레옹 군대의 한 병사가 고대 세계의 대도

시였던 이집트의 멤피스에서 유물을 발견했다. 2000년 

전의 돌에는 왕가의 칙령이 이집트 상형문자와-결정적

으로-고대 그리스어의 두 가지 형식으로 새겨져 있었다. 

로제타 스톤으로 알려진 그 물체는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해 완전히 새로운 지식의 영역을 현대 세계에 열어

주는 열쇠가 되었다. 

유사한 가교-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돕는-가 오늘날 복잡한 도시 지역에서 모빌리티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한 곳에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1세기의 도시는 막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했다. 도시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의 운송 니즈를 충족시키

기 위한 도시의 능력이 혹독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심

지어 예산에 제약이 없다 해도, 그저 더 많은 도로의 추

가는 답이 될 수 없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는 더 큰 

약속을 제시하지만, 조화의 부재로 인해 문제가 개선되

지 않고 더 악화될 수 있다. 

모빌리티의 미래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는 최근

의 주목할 만한 기술적 혁신을 활용해 운송망의 많은 교

점과 복합 운송체계 전반에 걸친 가시성, 상호운영성, 

최적화를 가능케 하는 공통 플랫폼을 창출해야 한다. 새

로운 연결 서비스들을 관계와 대화의 주제로 삼는 일이-

사용자, 제3자 공급자, 그리고 도시 자체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협력하는데 도움이 되어-부상하는 모빌리티 생

태계의 혜택을 실현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스콧 코윈(SCOTT CORWIN)은 딜로이트 컨설팅 LLP의 매니징 디렉터이며 딜로이트 모빌리티의 미래 사업부를 이끌

고 있다. 그는 뉴욕에 거주한다. 

아난트 디나마니(ANANT DINAMANI)는 딜로이트 컨설팅 LLP의 프린시플이자 딜로이트 모빌리티의 미래 애널리틱스 

및 솔루션 팀의 리더다. 그는 텍사스, 오스틴에 거주한다. 

디렉 M. 판크라츠(DEREK M. PANKRATZ)는 딜로이트 서비스 LP 센터 포 인티그레이티드 리서치의 시니어 리서치 매

니저다. 그는 덴버에 거주한다. 

모든 집에 헬기 착륙장?  

도시 공중 운송을 현실로 만들려면 도시가 어떤 인프라를 갖춰야만 할까? 공중으로 부양한 모빌리티의 미래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읽어보자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보기

www.deloitte.com/insights/elevated-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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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명의 

이상향적 전망에 

딴지걸기 

래 운송체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시나리오는 평범한 소비자들을 자가용 차량의 

보유와 화석연료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주는 통합되고, 전기화된 공유 모빌리티 

네트워크의 장점을 모든 이들이 온전히 향유하게 된다는 초긍정적인 전망에 초점을 맞

춘다. 이러한 잠재적 미래의 혜택은 부인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미래 운송이 어떤 모

습일 수 있는지 개념을 제시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

이 남아있다. 

미

그리고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문제는 소비자들의 채택 여부다. 예를 들어, 실제

로 자율주행차를 구매하거나 공유 운송을 사용할 사람

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그 비율이 모빌리티를 대규

모로 변환할 만큼 충분히 클까? 그러한 기술과 행동이 

오늘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미래에서 국부적인 현상에 

불과하게 되는 경우도 가능할까? 

본고에서, 우리는 2019년 딜로이트 자동차 소비자 설

문조사의 결과를 이용해 모빌리티의 미래에 기반이 되

는 4가지 자동차 관련 트렌드-차량 자율성, 전기화, 연

결성, 공유 운송-를 전 세계 소비자들의 눈을 통해서 살

펴본다. 우리의 전반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과연 이

를 사용할 누군가가 있기나 한지 물어보는 걸 잊고 기술 

개발에 너무 몰두한 산업 참여자들이 간과했을지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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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명의 이상향적 전망에 딴지걸기 

상당한 도전과제들이 남아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자율주행차에  

급제동을 걸고 있는 듯 보인다 

작년 설문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사항 중 하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인 태도인데, 자율주

행차가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소비자 비율의 급락

이 이를 보여준다. 이는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폭넓은 언론 홍보를 통해 다양한 자율주행차 추진계획

과 실세계의 시험운행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설문에서는 크게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

가 일어났다.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

람들의 비율은 더 급격히 줄어들기보다,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거의 완전히 멈춰버렸다(그림 1).

명백한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 인식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긍정적인 강한 기세를 사라지게 

만들었는가? 해답은 처음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붙들았

던 바로 그 언론 보도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율주행차가 

관계된 극소수의 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보도가 대중의 

인식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큰데, 한국, 미국, 인도, 중국 

소비자들의 거의 2/3가 자율주행차가 관계된 사고에 대

한 언론 보도가 기술에 관해 더 주의 깊은 태도를 취하

게 만들었다는 데 동의했다. 

소비자들은 또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길 원했다. 대부

분 국가에서 소비자들은 압도적인 비율로 '상당한 수준

의 감독'을 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이 시장에 자율주행 기술을 가져올 거라고 믿

는 소비자들의 비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 기존 제조사

들에 대한 신뢰가 전통적으로 상당히 견고했던 독일에

서조차, 그 비율은 2017년의 51%에서 33%로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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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작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다는 데 동의한 소비자들의 비율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설문조사

미국 일본 한국 독일인도 중국

2019 2018 2017

졌다. 이는 아마도 부분적으로, '디젤게이트' 추문의 결

과로서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시달렸던 오명에 기인

했을 것이다.

딜로이트의 설문결과는 사람들의 기대가 기존 첨단기술 

기업들로 향하고 있음을 밝혀주는데, 아마도 바로 이러

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경향은 자율주행 기능 개

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되고, 모빌리티 공간의 격변을 바라는 새로

운 산업 진입자들에게는 뜻밖의 행운이 된다. 실제로, 

예를 들어 데이터 통신 및 프로그래밍 산출물에 대한 정

부 표준의 설정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자율주행차 

산업을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기화가 글로벌 모빌리티에 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문결과는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화된 파워트레인을 다

음 번 차량에 대해 가능한 대안으로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2). 하지만, 비록 전기차(EV)의 전 세계

적인 성장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시장에 따라 다소 다르

게 전개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1

· 중국은 국내의 공해 우려에 대처하고, 수입 원유에 대

한 국가 의존도를 낮추며, 글로벌 모빌리티의 다음 시

대에서 리더십의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EV 성장을 추

진하는 정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 EU-15 지역에서 디젤차량의 비중이 2011년 56%

에서 2017년 45%로 하락했다.2 더 최근에는, EU의 

디젤차량 비중이 2017년 1분기 43%에서 2018년 

1분기에는 37%로 급격히 떨어졌다.3 노르웨이, 영

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심지어 

다음 2-30년 동안 일반 휘발유 및 디젤연료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 북미의 전기차 도입은 낮은 연료 가격, 느슨해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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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많은 소비자들이 다음 차량에 대해 전기화된 파워트레인을  

기꺼이 고려하고 있다

출처: 2019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설문조사

미국

인도

독일

한국

일본

중국

휘발유/디젤(ICE) 하이브리드 전기(HEV) 모든 배터리 작동 전기차(BEV) 기타

출 기준, 빡빡해진 세금환급 정책으로 인해 뒤처질 가

능성이 크다.

다음 10년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전

망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 숫자는 현재 도로에 나와 있는 

12억 대 이상의 화석연료 차량에 비해 여전히 한줌에 불

과하다.4 기대수명이 10년 이상인 상황에서, 이들 전통

적인 차량은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동안 지배적인 차량 

유형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딜로이트의 설문

결과는 대부분 국가의 소비자들이 배터리 전기차(BEV)

의 주행거리, 충전시간, 안전성을 계속해서 우려하고 (점

점 더 근거가 없어지고 있지만) 있음을 보여준다.

대신에, 사람들은 과도기의 해답으로서 하이브리드 전

기차(HEV)를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소비

자들의 HEV에 대한 관심은 작년 38%에서 올해 46%

로 높아졌다.5 

늘어난 연결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지출하도록 만드는 일이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업계는 전 세계 커넥티드 카의 판매가 2015년 2,400

만 대에서 2023년 7,250만 대로 증가할 거라고 추정

한다.6 

하지만, 서로 다른 시장의 소비자들은 차량 연결성의 증

가를 서로 다르게 인식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인도에

서는 일본과 독일보다 2배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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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이 상당한 혜택으로 이어질 거라는 데 동의한다. 하

지만, 설문한 미국 소비자들은 절반 미만(47%)만이 그 

생각에 동의했다. 

차량 연결성에 대한 우려를 부채질하는 요인 중 하나

는 파워트레인의 성능 및 운영 통계 정보부터 위치 정

보와 승차자의 건강 상태까지 모든 정보를 추적하는 센

서들의 늘어난 숫자와 다양해진 유형이다. 모든 유형의 

데이터 수집을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지지하진 않는다. 

미국 소비자들의 63%는 외부의 관계자들과 공유되는 

포착된 생체 정보에 관해 걱정한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40%의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럼에도, 교통

혼잡 추적과 도로안전 경보와 같은 연결성 기능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높은데, 이는 적어도 1/3의 소비자

들에게 있어 모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측면과 강하게 연

계된다-최소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일 말이다. 

소비자들이 첨단 연결 기능을 사용하는데 기꺼이 돈을 

지불하려 들까? 그 대답은 '아마도'란 말로 반향을 일

으킨다. 독일에서는, 43%의 소비자들이 커넥티드 카

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다른 

40%는 600유로까지는 지불하겠다고 했다. 비슷한 이

야기가 미국에서도 전개되는데, 1/3의 소비자들이 더 

많이 지불하지 않겠다고 했고 다른 42%는 500달러 이

상은 지불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소비자들(72%)이 더 많이 지불하겠다

고 답했지만, 그들의 상방 한도는 단지 5만 엔(약 450

달러)에 불과했다. 인도(50%), 중국(43%) 소비자들

은 각각 25,000루피와 2,500위안(약 350달러)을 지

불하겠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혁명이 견고하게 자리잡은  

소비자 행동에 도전하고 있다

소비자 행동에 관한 몇 가지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다. 

(1) 소비자들은 기꺼이 타협하려 들지 않는다 (2) 그들

의 사용 패턴이 바뀌기는 어렵다 (3) 그들은 공유를 싫

어한다. 예를 들어, 설문결과는 56%의 미국인들이 카

풀 서비스에 관심이 없고, 독일 소비자들은 차량을 매

일 사용하고 싶어한다(현재 47% 그리고 3년 전에는 

46%)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에게 한 여정에서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환승은 어

쩌다 가끔 있는 일에 불과했다: 39%의 미국 소비자들

은 단일 여정에서 절대로 서로 다른 교통수단들을 결합

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반면 1/3의 

일본 소비자들은 그들이 적어도 1주일에 1

번은 그렇게 한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58%

는 이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밝

혔다. 

심지어, 새로운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운송 모델의 전형으로서 자주 취급되는 승차

호출 서비스조차, 지난 몇 년 동안 흥미로운 

변환을 경험했다(그림 3). 2017년, 23%의 

미국 소비자들이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승

차호출을 사용했고, 또 다른 22%는 이를 가

끔 사용했다. 시간을 빠르게 돌려 2019년 

설문결과를 보면, 정기 사용자의 비율은 절

반으로 줄었고, 한편 이따금 사용하는 사람

들의 비율은 두 배로 증가했다. 중국과 인도도 다르지 

않다. 이는 기존 및 신생 승차호출 기업들 모두에게 걱

정거리가 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경쟁자들이 소비자 접

차량 연결성에 대한 

우려를 부채질하는 요인 중 하나는 

파워트레인의 성능 및 운영 통계부터 

위치 정보와 승차자의 건강 상태까지 

모든 정보를 추적하는 센서들의 

늘어난 숫자와 다양해진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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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승차호출이 정기적인 행위에서 비정기적인 행위로 바뀌고 있다

승차호출 사용 빈도

출처: 2019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설문조사

일본

독일

미국

한국

중국

인도

사용 안함 드물게 1주일에 1번 이상

점과 통합 지급결제 수단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함에 따

라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창출할 기회의 창이 빠르게 닫

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문제의 해결은 상당히 간단할 수 있는데, 

만약 자동차 제조사와 다른 새로운 모빌리티 참여자들

이 MaaS 모델의 개발에 현재 수준의 투자를 유지할 수 

있다면 말이다. 설문결과는 젊은 소비자들이 나이 많은 

소비자들보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용에 더 관

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매우 큰 비율로 차량 소유

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

이 새로운 통합 운송 솔루션을 더 자주 시험 삼아 사용

해보도록 젊은 소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그

러한 행동이 모빌리티가 작동하는 방식이 될 때까지 그 

행동을 고착화하는 데 열쇠가 될지 모른다.

전 세계 자동차 생태계 전반에 속한 기업들은 다음 요

점들을 주의 깊게 고려함으로써 더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주춤한 상황을 감

안할 때, 정부가 선도적인 규제를 제공해야 한다. 자

율주행차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중요 표준의 제정이 안

전성 우려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업계가 기술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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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에 대한 융합을 이루면서 동시에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차량 전기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 세계

적인 전반적 변환이 일어날 때까지 수십 년이 걸릴 가

능성이 크다. 엄격한 환경 규제와 매력적인 세금 장려

책을 통해 전기차 도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강력

한 노력이 많은 시장에서 전기차가 굳건한 발판을 마

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데이터 보안과 비용에 대해 널리 퍼진 우려를 감안

할 때, 소비자들은 향상된 연결성 역량에 대해 자동

차 제조사들에게 제값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 통합 모빌리티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앞

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몇 가지 기본적인 인간 행동 패

턴에 도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젊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모빌리티 행동을 그들의 일상 생활에 내재화하도록 권

고하는 방식이 통합되고, 전기화되며, 공유된 모빌리

티의 미래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일지 모른다. 업계 참

여자들이 그러한 변환이 일어나기에 충분히 긴 시간 동

안 버틸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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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지피(CRAIG GIFFI)는 딜로이트 USA의 부의장이자 자동차 산업 리더이다. 그는 클리블랜드에 거주한다. 

조셉 비탈 주니어(JOSEPH VITALE JR.)는 딜로이트 컨설팅 LLP의 프린시플이자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산업 사업부의 

리더이다. 그는 디트로이트에 거주한다. 

라이언 로빈슨(RYAN ROBINSON)는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사업부를 지원하는 리서치 리더이다.  

그는 토론토에 거주한다. 

무엇이 비행 택시의 운행을 가로막는가?   

우리의 일상 통근이 하늘로 이뤄지기 전에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 장벽에 대해 알아보자.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보기

www.deloitte.com/insights/mobility-ele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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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비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들이 항상 원했던 것을 여전히 꽤나 많이 원한다고 짧게 답

할 수 있다-그러나 그들은 이를 얻기 위해 변화하는 시장 및 경제적 환경을 헤쳐 나가야만 하는데, 이는 때때로 

소비자들이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촉발한다. 

현대 미국 소비자들이 대체로 이전 세대들과 동일한 물건에 여전히 지출한다는 사실은 놀랍게 다가올 수 있다. 30년 동

안의 소비자 지출항목 비중에 대한 분석은 여러 범주-음식, 주류, 가구, 외식, 주거-전반에 걸친 지출 변화가 1-2%에 

불과해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음을 밝혀줬다. 

그래서, 사람들이 30년 전과 똑같은 품목을 구매하고 있다면, 변화에 대해 널리 퍼진 인식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미

국 소비자 인구 구성, 소비 패턴, 태도, 선호도에 대한 딜로이트의 1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으로 변한 것은 소비자

들이 직면한 경제적 제약과 광범위한 경쟁적 시장에서의 여러 요인들이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인종, 민족성, 교육, 소득, 교외-도시 거주지역과 같은 속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다. 이들 

인구통계적 영향력은 파편화의 증가로 이어져, 소위 '평균적인 소비자'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니즈를 가진 소비자들

의 구분되는 하위집단들로 변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주로 기술 발전 덕분에, 새로운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진입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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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 급격히 낮아져, 더 목표 대상이 분명해진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틈새시장을 창출하는 많은 소규모 기업들의 부

상으로 이어졌다. 

소비자 행동을 추진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오늘날 많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더욱 커진 경제적 압박인데 이는 소득의 

고르지 못한 분배와 의료 및 교육비와 같은 비재량적 지출의 비용 상승이 결합한 결과에 기인한다. 특히, 밀레니얼이 

재정적 압박에 처했는데, 많은 밀레니얼들이 금융위기 동안 혹은 직후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그 결과, 그들은 결혼과 자녀부터 주택 보유까지 인생의 주요 이정표 사건을 미루게 되었는데 자신들의 재정 상황을 '

만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제의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점-훌륭한 제품, 경쟁적인 가격, 그리고 편의성-은 오늘날에도 연령과 

소득 집단 전반에 걸쳐 여전히 중요하다. 자주 회자되던 핵심 가치 및 개인화와 같은 '밀레니얼'의 속성은 구매 결정시 

중요성 기준에서 최하위에 불과했다-심지어 밀레니얼 사이에서도 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변화하는 소비자를 변화하는 환경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

다: 이는 유통업체와 소비자 제품 제조사들이 경쟁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인식할 필요가 있는 진실이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반대로, 소비자들의 근본적인 재배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 소비자들은 증가하는 경제적 압력과 

늘어나는 경쟁적인 대안들의 결과물이다.

더 많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들이 변하고 있다...그러나 아마도 당신의 생각과는 다를 것이다

(The consumer is changing, but perhaps not how you think)」 전문을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읽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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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혁신적인 
생물약제 제품을 

출시하기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국은 생물약제 및 의료제품에 있어 빠르게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가 되었다. 빠른 규제 승인과 

확대된 시장 접근성이 중국을 혁신적인 의료제품을 출시

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든 주요 변화에 속한다. 그

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중국에서의 상업적 출시 결과에 실

망하고 있다. 성공한 이들은 준비와 계획을 일찍 시작했

는데-중국의 역동적인 체제를 깊이 이해해 흡수하고, 강

력한 조직적 역량을 구현했으며, 신속한 접근법을 개발

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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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혁신적인 생물약제 제품을 출시하기

중국의 빠르게 움직이는 헬스케어 산업 환경과 독특한 시장 특성은 제약 기업이 서구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출시 

전략을 가지고, '중국적 관점'을 채택하길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 접근과 변제 전략을 재고하기. 2017년 이후, 중요한 가격협상 신규 기제를 포함한 정책 변화를 따라, 중국은 수

많은 외산 약품을 승인해왔다. 제약 기업은 판매 가능한 물량 그리고/혹은 가격 사이의 잠재적 상충관계에 직면할 수 

있지만, 어떤 규제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중국에서 약품에 대한 정부의 변제 절차는 이제 더 빨리 이뤄질 수 

있고, 더구나 국가 의료보험 당국과 민간 보험사는 환자들의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험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품 출시에 성공하길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러한 변화를 계속 파악해서, 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대안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더 정교한 방식으로 브랜드 기회를 평가해야 한다.

디지털 생태계를 이해하기. 스마트 기기와 기타 디지털 앱 및 도구의 광범위한 도입이 신제품 출시 방식과 환자들이 신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백신 제조사는 온라인으로 백신 관련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지

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업을 시작했다. 이제 디지털 역량이 성공적인 제품 출시를 위해 중요하다. 더욱 많은 기업

들이 시장 형성 활동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빅데이터'로 더 깊은 고객 인사이트를 포착하거나, 제품 이상의 가치를 부

가하는 고객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디지털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다. 

중국 규제 환경을 다시 파악하기. 과거에는, 해외 약품이 중국에서 승인을 득하는 데 평균적으로 5에서 7년이 걸렸다. 

그러나 최근 중국 식품의약국의 규제 개혁은 이제 혁신적인 의료 제품의 마케팅 승인 절차를 가속하고 있다. 개혁 사항 

중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중국 내 조사절차의 잠정적 면제와 빠른 승인 과정이 있다. 수정된 절차를 이해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력 우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기업은 지역 당국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지역 규제당국과의 관계

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팀을 배치해서, 각 규제 승인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헬스케어 환경에서 민첩해지기. 성공적인 출시에는 빠르게 진화하는 중국 헬스케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지속적 요인에는 중국의 신세대, 미국-중국 무역협상, 심화되는 의료 개

혁, 그리고 변화하는 의료보험 환경이 있다. 딜로이트의 경험으로 볼 때,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그러한 중국에서의 불

확실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내부 구조 혹은 체계적인 출시 체계를 아직 확립하지 못했다. 더 민첩한 협업 체제를 

구축한 후에, 기업은 계속해서 변하는 시장에서의 출시와 제품 수명주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나리오 기반의 전략

적 관리와 같은 향상된 역량을 구현해야 한다. 

더 많은 내용을 담은 중국의 생물약제 시장에 대한 전문 기사 시리즈를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읽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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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을 디지털화하기

디지털 시대를 위해 고객 사생활 보호를 재구상하기

어떻게 디지털 리얼리티 세계를 규제하기 시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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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을 

디지털화하기
복잡한 격변의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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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 동역학은 특정한 기술적 혁신으로 인한 단순한 격변으로부터, 기술적 및 비

기술적 트렌드의 융합에서 초래된 복잡한 격변으로 변화하고 있다. 복잡한 격변

의 파악을 위해, 기업들은 다음을 질문할 수 있다: 격변이 새로운 기술의 발명으로 인한 

결과인가, 혹은 기술은 단지 한 가지 요소일 뿐이고 여러 요소들의 조합으로 인한 결과

인가? 그러한 격변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를 위치시키기 위해, 비즈니스 

리더들은 미래에 기회를 상업적으로 활용할(혹은 그러지 않을) 진정한 옵션을 스스로

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격변의 핵심적 실행 트렌드를 파악하고 투자해야 한다.

격

전 세계 건설 산업은 막대한 규모인데, 전체 매출액이 2017

년 기준으로 1,098,569백만 유로(약 1,402조 원) 이상이

며 주식 가치는 거의 501,948백만 유로(약 641조 원)에 달

한다.1 다른 많은 산업의 회사들처럼, 건설사들은 '격변적인 

기술'을 꺼려한다: 기술의 채택이 사업 방식 혹은 전체 산업

의 운영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술말이다. 한가

지 예를 들자면, 건설업의 잠재적인 격변자로서 홍보되어

온 3D 프린팅이 대표적이다.

우리가 『당신의 다음 번 미래: 격변적 변화의 상업적 활용』

에서 논했듯이,2 한가지 어떤 특정한 기술이 건설업 자체를 

뒤흔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보다는, 트렌드의 융합이 확

립된 기존 기술을 새롭고, 격변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

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특정한 기술적 혁신으로 인

한 단순한 격변에서, 기술적 및 비기술적 트렌드의 융합에

서 초래된 복잡한 격변으로의 변화-를 많은 산업에 걸쳐 목

격할 수 있다.

다음 이야기는 복잡한 격변 중 하나다. 이의 주인공인, 유니

타이즈드 빌딩(Unitised Building)은 과거에는 개발이 불가

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장소에 초고층 건물을 짓는데 회사가 

이용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회사, 그리

고 비슷한 기업들이, 확립된 기존 기술과 기법을 새로운 방

식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다르게 구조화하여 그렇지 않았으

면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 새로운 

접근법이 첫번째 프로젝트를 넘어서는 혜택을 가진다고 여

겼기 때문에, 회사는 접근법의 발전과 성숙에 도움이 된 투

자를 유치했고, 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잠재적인 격변이 실제 격변으로 구

체화되는 지점에 도달했을 수도 있는데, 특히 그 접근법이 

적어도 한 지역사회의 기대-규제 당국이 이를 규제 속에 포

함시켜 구체화하기를 고려하는 기대-를 바꿨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건설사들의 시장 접근이 차단되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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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를 연구할 목적으로, 우리는 건설에 대한 좁

은 정의를 사용하는데, 이는 주거용, 상업용, 혹은 혼

합 사용 목적의 3층 혹은 그 이상의 고층건물에 대한 

건설만을 의미한다. 저층건물, 개별 주택, 교외 아파

트의 건설은 제외한다. 또한 인프라 프로젝트, 도로, 

그리고 경기장과 같은 독특한 건물도 배제한다.

그림 1

수변전설비 바로 위에 자리한, 이 멜버른 현장에 대한 제약이 많은 개발업체들을  

좌절시켰다

출처: 오픈스트리트맵(OpenStreetMap)

도전적인 현장, 새로운 접근법

건설 산업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는 어떻게 비생산적

인 현장-현재 건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장-을 생산

적인 부지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다. 필요는 

긴급하다: 사회가 도시화되어감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제

한된 토지를 전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땅이 개

발됨에 따라, 과거에는 건설이 곤란했거나, 심지어 불가

능했던 현장도 곧 바람직한 현장이 된다.

그러한 현장 중 하나가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에 있

었다. 도시의 중심 업무 지구(CBD) 중앙부에 가까운 러

셀 플레이스(Russell Place)에 위치한 최고 등급의 자

투리 부동산이었다. 수많은 개발업체들이 건설할 의향

을 가지고 이를 취득했으나, 모두가 현장을 다시 넘겨버

리는 결말을 맞고 말았다.

문제는 CBD의 상당 부분에 전기를 공급하는, 현장 바

로 아래에 위치한 수변전설비였다. 작은 진동이라도 변

전소의 장애를 일으켜, 많은 기업들에게 정전을 유발할 

수 있었다. 이는 많은 건축 제약으로 이어졌다. 첫째, 오

직 현장의 공중권만이 가용해, 주차장 혹은 설비를 위한 



112 TECHNOLOGY AND SOCIETY

지하실의 건설을 불가능하게 했다. 둘째, 필요한 건설장

비와 함께, 현장에 건설되는 모든 건물의 하중에 대해 

무게 제약이 가해졌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진동이 변전

소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건설 기간동안 허

용되는 지상 진동의 정도는 최소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2008년경, 이전에 호바트(Hobart)의 뮤지엄 오브 올

드 앤 뉴 아트(Museum of Old and New Art)와 멜

버른의 유레카 타워(Eureka Tower)와 리퍼블릭 타워

(Republic Tower)를 설계한 건축가인 논다 카트살리

디스(Nonda Katsalidis)가 현장의 공중권을 취득했다. 

카트살리디스는 얼마 동안 그 현장에 관해 생각해 왔

는데, 현장의 엄격한 제약 내에서 빌딩을 건설하게 해

줄 접근법을 구상해냈다. 그 접근법은 중층부터 고층

까지의 건물 건설을 건설 문제라기보다 제조 및 조립을 

위한 설계(design formanufacture-and-assembly, 

DFMA) 문제로 취급하는 방식이었다.

제조를 위한 설계(design for manufacture, DFM)은

제품을 제조하기 쉬운 그런 방식으로 설계하는 확립된 

기법이다. 그 기법에 대한 카트살리디스의 특별한 비

결은 건물을 일련의 규격화된 단위로 나눌 수 있게 하

는 설계-말하자면, 건물의 단위화-로 이들 단위는 제

조 후에 현장으로 운반되어, 빠르게 조립된다. 이 절

차는 현장 제조를 수반하는 많은 건설 체계가 사용하

는 이케아(IKEA) 비슷한 접근법이라기보다 레고 듀플

로(LEGO® Duplo)에 더 가까운 방식이다. 빠른 건설

을 위해 건물의 구성요소-예를 들어, 벽-들을 조립하기

보다, 완성된 단위들을 쌓아올림으로써 건물 자체를 조

립한다.

그러한 접근법의 실행에는 조명 기구, 전력 공급원, 세

탁기, 경첩, 문, 문버팀쇠의 수준으로까지 상세하고 정

확한, 전체 건물의 디지털 모델-강력한 건물 정보 모델

(Building Information Model, BIM)이 요구된다. 모

델링 절차는 건물 단위들 간의 연결을 수 밀리미터의 오

차 내로 조정해, 완성된 단위들을 쉽게 끼워 맞출 수 있

도록 보장한다. 단위별로 나눠진 디지털 모델은 단위를 

그림 2

리틀 히어로(Little Hero)의 단위화된 건축물은 모든 현장 요건을 준수했고- 

완성에 단지 4주만이 걸렸다

출처:힉코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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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라인에서의 기계와 인간의 활동 모두를 지도

하기 위해 필요한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이용된다. 완성

된 단위들은 현장 배송 전에 배선, 배관, 가구 배치가 마

무리되는데, 이들은 표준적인 복합수송 컨테이너 내부

에 들어가도록 설계되었고-운송의 단순화를 위해 표준 

컨테이너 연결 장치로 고정된다.

이 접근법은 러셀 플레이스 현장의 요건을 위해 맞춤 제

작된 듯 보였다. DFMA 제조 과정이 콘크리트보다 강

철을 선호하기 때문에 완전히 조립된 건물은 대부분의 

비슷한 크기의 건물보다 가볍다. 이의 조립에 필요한 유

일한 중장비는 건물 조립 단위를 들어올리는 크레인이

고, 크레인은 현장 자체가 아닌 현장을 면한 도로에 위

치하게 된다.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대부

분의 작업이 생산라인의 다른 곳에서 완료된다. 그 결

과는 건물 그리고 현장의 제약 내에서 잘 작동하는 건

설공정이다.

단위화 건설을 위한 유니타이즈드 빌딩

카트살리디스는 이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위해 2008년

에 유니타이즈드 빌딩(Unitised Building)3을 설립했

다. 회사는 건설업체 힉코리 그룹(Hickory Group)4과 

협력해 디지털 모델의 개발과 조작에 필요한 도구와, 건

물 단위 자체를 건설하기 위한 생산라인 모두를 만들었

다. 협력업체들은 도구와 생산라인 모두의 제조를 위한 

기성 제품을 찾을 수 있었고, 한편 필요한 제조업 전문

지식 인력도 지역의 차량 제조업 쇠락으로 인해 쉽게 구

할 수 있었다.

러셀 플레이스 현장은 유니타이즈드 빌딩의 모듈 방

법론으로 건축된 건물을 최초로 맞이하는 장소였다. 

2010년에 완성된 빌딩인, 리틀 히어로(Little Hero)는 

1개 그리고 2개의 침실을 가진 63 세대의 아파트 및 복

식 펜트하우스 주거 공간인데, 이 모든 세대는 7개의 소

매점, 카페, 식당들 위에 자리한다. 단위화된 공정은 현

장의 모든 제한 규정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

통적인 접근법과 비교해 건설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

했다. 8층짜리 건물이 세워지는데 단지 4주가 걸렸고, 

비용은 전통적인 공정의 그것과 비슷했다.

무엇이 단위화 건설을 차별화하는가

조립식 건물의 개념은,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

만 카트살리디스와 유니타이즈드 빌딩에 의해 선구적으

로 추진된 단위화 건설 접근법과, 건설 현장 외부에서의 

조립식, 모듈형 건설에 대한 초기 접근법 간에는 3가지 

그림 3

단위화된 건물은 전통적인 건축 방식과

구분되지 않는 고층빌딩을 만든다

출처:힉코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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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는 중층부터 고층까지의 건물에만 집중한다는 점

이다. 조립식 건물을 짓고자 하는 이전의 거의 모든 노

력은 단일 거주용 혹은 기업을 위한 저층(1에서 4층) 건

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었다. 카트살리디스의 단위화

된 접근법은 3층 혹은 그 이상의 건물 건축을 지원한다 

(실제로, 건물 단위를 들어 올리려면 크레인이 필수라는 

점이 3층 미만의 건물에 있어 단위화 접근법을 비경제적

으로 만든다).

다음은 카탈로그에서 선택하도록 고객을 제약하기보다 맞

춤 건물의 건설이 가능한 단위화 접근법의 능력이다. 이전

의 조립식 건물 접근법은 건물을 제품으로 취급했다: 고객

이 목록을 살펴보고 그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가장 일치하

는 건물을 선택하거나, 혹은 기업(마치 패스트푸드 체인처

럼)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카탈로그에 추가하기 위

해 제조업체와 협업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단위화 건설공

정은 건축가의 설계를 출발점으로 삼거나-심지어 건축가

가 자신의 설계를 적용해 단위화 공정을 수정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단위화 접근법은 현장에서 함께 '딱 맞물리

는' 일련의 모듈화된 단위 구조물의 조립 작업을 수반한

다. 이는 뼈대를 조립하고, 구조를 채우며, 서비스를 통

합하기 위해 더 많은 현장 노동력이 필요한, 다른 조립식 

건설 시스템들의 '조립부품 일체' 접근법과 대조적이다.

산업의 탄생

리틀 히어로를 통해 인상적으로 개념 검증을 이루긴 했

지만, 단위화된 건물이 더 널리 채택되려면 더 많이 더 

유용해져야만 했다. 다른 많은 격변들처럼, 이는 잠재

력이 없는 새로운 기법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의 잠재

력이 기업과 고객들이 전통적인 접근법보다 이를 더 선

호할 만큼 충분히 크냐는 점이었다. 그리고 다른 격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대답은 광범위한 니즈를 

전통적인 공정보다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이의 능력

에 달려있었다.

단위화된 건물이 더 널리 가용해지려면, 특정 문제에 대

한 특별한 해결책으로서 시작된 기법이 많은 문제에 대

한 범용적인 해결책으로 진화해야만 했다. 리틀 히어로

에 사용된 용적 측정 공정은, 이의 틈새 용도에서 성공

적이긴 했지만 제약이 있었다. 예를 들어, 방들이 단일 

모듈 단위의 내부에 딱 들어맞도록 강제되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것이 용인되는데, 건물 단위의 한쪽 

끝에 주거 공간, 중간에는 부엌을 위치시키고, 그리고 

공동 공간이 위치한 다른 쪽 끝에 모든 서비스 설비를 모

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조건은 더 범용적인 

채택을 가로막게 된다. 또한 리틀 히어로의 건설 과정에

서 각 건물 단위의 내장 작업은 공장에서의 제조과정 동

안 완료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려면 미장공 및 도

장공과 같은, 일부의 동일한 장인들을 현장 외부의 제조

공정과 현장에서의 설치과정 모두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장인들의 기술을 공장과 건설현장 양쪽 모두가 아

닌, 한쪽에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결론을 짧게  말하자면 이들 두 문제, 그리고 뿐만 아니

라 채택에 대한 다른 장애물도 해결되었다. 전통적인 건

설공정으로 가능한 어떤 중층 혹은 고층건물도 건설할 

수 있는 모듈 방식의 DFMA 건설공정이 개발되었다.  

단위화된 건물이 더 널리 가용해지려면, 

특정 문제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으로서 시작된 기법이 

많은 문제에 대한 범용적인 해결책으로 

진화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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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다수의 건물 단위에 걸쳐 쪼개서 배치할 수 있고, 

건물에 아트리움과 같은 큰 빈공간을 포함시킬 수 있다. 

작업흐름 또한 개선되었는데, 장인들이 제조공정 및 설

치과정 모두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졌다. 결과적인 건물

은 더 전통적인 공정으로 만들어진 빌딩과 구별할 수 없

다. 예를 들어, 그림 3에서 왼편의 건물-라 트로브 타워

(La Trobe Tower)-는 DFMA 건축 공정인 힉코리 빌딩 

시스템5으로 건설된 44층 건물인데, 오스트레일리아에

서 가장 높은 조립식 건물이다. 오른쪽의 건물은 전통적

인 접근법으로 건설 중이다. 라 트로브 타워는 전통적인 

건물보다 30% 더 빨리 완공되었다.

채택을 가로막았던 장벽의 축소와 함께, 2010년에 리틀 

히어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이후 급성장한 산업으로 발

전했고,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산

업협회인 프리팹AUS(PrefabAUS)가6 2013년 설립되

어 업계 참여자들의 공통 도전과제 대응과 해결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연구 및 훈련기관인, 조립식 주택 

첨단제조를 위한 ARC 센터(ARC Center for Advanced 

Manufacturing of Prefabricated Housing)7 또한 2015

년 멜버른 대학에 설립되었는데, 2020년까지 150억 호

주 달러 규모의 조립식 주택 건설 분야 창출을 목표로 한

다.8 비즈니스 빅토리아(Business Victoria)가 힉코리 빌

딩 시스템의 성공을 치하해 힉코리 그룹을 2015년의 제

조업체로 선정한 그 시점에서 산업 또한, 성년에 도달했다

고 말할 수 있다.9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좋은 생각이 한 장소 혹은 한 번

만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고, 단위화 건설 또한 마찬가지

다. 많은 건설사들, 그리고 많은 제조업체들이 제조업 

기법을 건축에 통합하는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중국에 기반을 둔 브로드 서스테이너블 빌딩(Broad

Sustainable Building)10은, 더욱더 짧은 기간 내에 더 

높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모듈화 건설 체계를 이용함

으로써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 회사는 30층 건물을 15

일만에, 220층 건물을 단지 90일만에 건설했는데,11 유

튜브에 그 과정의 저속촬영 영상을 올렸다.12 미국과 유

럽의 양쪽의 기업들 또한 단위화 체계를 개발 중인데, 

성공 여부는 엇갈리고 있다.13

단위화 건설의 혜택

최신의 단위화 건설공정은 전통적인 건설공정보다 저

렴하고, 빠르며, 안전한 동시에, 결과적인 건물을 전통

적인 공정을 통해 건설된 건물과 구분할 수 없다. 이 접

근법이 저렴하고 빠른 이유는 건축과정에서 낭비가 적

기 때문이다. 작업의 대부분이 건설현장을 괴롭히는 날

씨로 인한 지연 혹은 자재 낭비의 관리 문제에 민감하지 

않은 통제된 환경에서 이뤄진다. 현장 작업 또한 더 효

율적인데 모든 작업흐름이 현장 작업 전에 가상현실에

서 모델화되고 시험되기 때문이다. 한편 일단 현장에서

는 전형적인 단위화 건설공정이 매 8분마다 새로운 단

위를 들어 올려 제자리에 위치시킬 수 있다-그리고 건

설 단위들을 조립해 새로운 층이 일단 완성되면, 그 아

래층의 방수도 완료된다. 대부분의 수작업이 통제된 환

경에서 이뤄진다는 점과, 건물이 조립되는 동안 건축물

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은 단

위화 건설을 전통적인 건설보다 더 안전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단위화 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없다.) 단

위화 건설의 또 다른 혜택은 더 큰 지속가능성이다. 단

위화 공정이 콘크리트보다 강철 같이 재활용 가능한 소

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해체하는 건물에서 얻은 건축자

재의 재사용이 높은 비율로 가능해지고, 동시에 또한 지

오폴리머(Geopolymer)와 같은 더 환경 친화적인 소

재의 활용도 가능해지는데,14 이 소재는 화로에서 구워 

가공해야 할 필요가 있어 전통적인 건설공정에 통합시

키기가 더 어렵다. 단위화 건설은 특정 건설 프로젝트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 외에도, 수출을 위한 새로운 접근

법도 가능케 한다. 왜냐하면 그 공정의 기반인 지적 재

산(IP)-건물 건축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공학지식을 부

호화하는 범용적인 매개 변수 모델, 그리고 특정한 건물

의 설계를 위한 디지털 모델-에 원격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완성된 건설 단위를 수출하거나, 매개변수 및 

건설 모델 자체를 수출하기보다, 회사는 모델의 소유권

을 유지하면서 단지 그 모델이 산출하는 작업 지시만을 

수출하고, 원격지의 계약 제조설비 및 건설현장에서의 

기계와 노동자들의 작업을 지도하는 방식이 가능해진

다. 모델은 IP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엔지니

어링 인재가 위치한 장소인, 국내에 유지된다. 설계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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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당국, 제조시설, 시설의 기계와 노동자들, 그리고 

설치 팀이 원격으로 모델에 접근한다-그것이 인쇄된 도

면과 지시서, 태블릿 위에서 작동하는 인터랙티브한 디

지털 프레젠테이션, 혹은 몰입적인 가상현실 혹은 증강

현실 경험이건 간에 말이다. 사실상, 이는 공정을 기계와 

사람들로 이동시키기보다 기계와 사람들을 공정으로 이

동시킨다.15 이러한 시나리오에 직면한 정부와 과세 당

국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건축회

사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 

직원, 자재, 부품, 혹은 건축자재, 그리고 어떤 IP도 해외

로 보내지 않고, 모든 중요한 가치 창출 작업이 국내에서 

이뤄진다면 '수출'되는 건 무엇인가?

디지털화를 넘어선 단계

이 지점에서, 왜 단위화 건설의 개발이 표준적인 건설 

기법의 개선을 위한 신기술의 단순 적용과는 다른 종류

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건축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실무관행을 정제하고 새로운 

기법과 소재를 통합하며, 드론, 로봇, GPS 추적기와 같

은 기술을 이용해 건설공정을 간소화하고 자동화한다. 

불행히도, 기술에 대한 이들 투자는 오직 점진적인 개선

만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신기술의 기존 건설

공정에의 통합은 건설공정 자체를 변

환하지 못했다-그런 공정은 피라

미드의 건설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때 세

계 최초로 영구적인 대규

모 건축물을 만들기 위

해 측량, 설계, 계획, 

관리, 건설실무가 함

께 융합되었다. 건

축 회사의 제품은 

건물이 아닌, 건

설공정이다. 결

과적으로, 건설

사의 운영 모델

은 항상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건설공정을 중심으로 구

축되었고, 건설사로서의 가치는 공정 자체에 사용되는 

서로 다른 기법들보다는 공정의 정교성에 달려있다.16

더 큰 기회는 기존 건설공정의 단순한 개선이 아닌, 활

동으로서의 건설에 대한 새롭고 과감한 다른 접근법들

의 탐색에 있다. 기존 건설 실무를 단순히 디지털화-실

무를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아날로그 방

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기보다 운영 모델의 기초

를 완전히 다른 기반으로 이전함으로써 건설을 디지털

화할 필요가 있다.17 건설공정에서의 과업들을 조직화

하고 수행하는 대신, 단위화 건설에서의 운영 모델은 건

물에 대한 정보 관리에 기반해,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

는 과거 방법론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교체한다. 이는 새

로운 방식을 통한 건설공정의 조정을 가능케 할 뿐만 아

니라, 또한 공정을 융통성 있게 만들어-결과적으로, 새

로운 운영 모델의 창조를 가능케 한다.

디지털화는 기존 사업 프로세스(그리고 기술)의 재조정

을 가능케 한다. 예를 들어, 건물 자체보다는 건물의 디

지털 모델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

다.18 혹은 건축 작업을 오직 야간에만 진행해도 될 만

큼 건설공정을 충분히 빠르고 조용하게 만들어(시끄러

운 활동을 건설 현장에서 공장으로 이동), 주변 거주자

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들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적절한 시점에의 적절한 기술

하지만, 기술들의 새로운 조합만으로 격변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에, 잠재적인 복잡한 격변을 실제 

격변으로 발동시키는 방아쇠는 사회적 혹은 경제적 환

경의 변화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위화 빌딩에 대한 초

기 진입장벽은 재정 지원을 위한 적절한 리스크 모델의 

부재였다. 기존에 확립된 리스크 모델은 전통적인 건설

공정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지난번 지불된 대금이 건설 

현장에서 생산적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견

적사의 검증에 의존해 각각의 대금 지급이 이뤄진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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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을 디지털화하기

지만, 단위화 접근법은 제조 공정의 시작을 위해 상당한 

지분의 선금 지급을 필요로 하고, 반면에 실제 조립은 

매우 빠르게 이뤄져 건설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적산 

작업이 별로 없다. (초기의 단위화 건설 프로젝트는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적어도 일부 자금을 자가 부담했

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장에서의 작업량 검증과 

같은 적산 실무와 리스크 모델이 진화해 새로운 건설 공

정에 통합되었다.) 단위화 건설과 같은 복잡한 격변을 

잠재 가능성에서 실제 격변으로 바꾸는 한가지 가능한 

계기는, 지역사회의 기대 변화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공정을 요구하는 더욱더 많은 고객들이라는 형태로 일

어날 수 있다. 혹은 간접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규제 당국이 새로운 운영 모델에 유리하도록 규제

를 변경하는 경우다. 후자의 경우가 단위화 건설의 경우

에 발생한 듯 보인다.

2017년, 힉코리는 접근이 곤란한 멜버른의 CBD 현장

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건물 단위를 들어올려 설치하

는 데 필요한 크레인이 좁은 차도를 가로막아, 지역 거

주민의 건물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문제를 헤쳐나가

기 위해, 회사는 오직 밤에만 건축을 하겠다고 제안했

다: 통상의 업무 시간이 아닐 때만 건물의 전체 층을 들

어올려 위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해, 낮동안에는 도로를 

자유롭게 비워둔다. 도시 위원회와 주민들은 건설작업

이 이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야간에 이뤄질 만큼 충

분히 조용할 수 있다는데 회의적이었다. 접근법을 증

명하기 위해, 힉코리는 하룻밤 동안 시험 건설을 진행

했는데, 회사가 근처 주민들에게 이를 사전 공지했음에

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건설 작업이 이뤄졌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위원회와 거주민들이 건물 단위

의 야간 설치가 가능함을 확인하자, 건설

이 허가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영향은 힉코리의 전

통적인 경쟁자들에게 미칠지 모른다. 건설

작업이 인근 지역에 미친영향이 매우 적었

기 때문에 위원회는 멜버른 중심 상업지구

에서 모든 미래의 중층 및 고층 건설에 대

해 비슷한 야간건설 방식의 의무화를 고려

하고 있다. 이 규제는 모든 신규건축이 단

위화 건설공정을 통해 이뤄지도록 암묵적

으로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더 통상적인 접근법을 가지

고는 야간의 소음규제 요건을 충족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전통적인 접근법도 오로지 야간작업으

로만 공기를 맞추는 게 가능할 만큼 충분히 빠르지 못

하고, 야간 인건비는 이를 비경제적으로 만들 것이다. 

규제조치 하나만으로, 전통적인 건설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복잡한 격변을 다루기

모든 격변은 특별한 격변 요인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가

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격변을 앞지르는 방법은 그 격변

요인의 조기 파악(그리고 투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복잡한 기술적 환경에서는,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우

리는 단일 격변 요인으로 인한 단순한 격변에서 더 복

잡한 형태의 격변으로의 이동을 목격하고 있는데, 다양

한 기술적 및 비기술적 요인들이 결합해 새로운 운영 모

델의 창조와 확산을 가능케 한다. 단위화 건설공정이 그

러한 경우다.

격변 요인이 주도하는, 단순한 격변으로부터 복잡한 격

변으로의 변화는 모든 산업의 기업들에게 상당한 시사

점을 가진다. 복잡한 격변은 예측하기 어렵고, 심지어 

일찍 인지하더라도, 모니터링하고 이해하기가 더 힘들

다. 예를 들어, 미래의 단위화 건설 운영 모델이 정확히 

더 큰 기회는 기존 건설공정의 단순한 

개선이 아닌, 활동으로서의 건설에 대한 

새롭고 과감한 다른 접근법들의 

탐색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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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상일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지는 않다 해도, 어

려운 일이다. 선택 가능한 확립된 많은 기술들이 존재하

고 이들을 결합해 비슷한 혜택을 가진 미래의 운영 모

델을 생성할 수 있는 똑같이 생산적인 많은 방법들이 있

다. 격변의 시점은 특정 기술의 발전에 달려있지 않다. 

이는 우리가 발을 담글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추적 가능

한 기술 발전의 S곡선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모

델의 최종 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건물 자

체보다 어떻게 디지털 건설 모델이 공인을 받을 수 있

는지와 같은-또한 지역사회와 협상해야 하는 무언가이

고, 산업의 수렴에 대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올바

른' 해답도 없다. 결과적으로, 기술 혹은 규제요건의 특

정한 미래 상태를 파악하고 추적하기는 불가능하다. 또

한 격변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

는데, 오래된 운영 모델에서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은 매

우 갑작스러울 수 있고, 신기술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

요에 의해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업이 이런 종류의 복잡한 격변을 앞서

갈 수 있는가? 만약 (잠재적인) 복잡한 격변을 파악하고

자 한다면, 먼저 이를 (잠재적인) 단순한 격변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산업 혹은 하위 부문을 형성하는 트렌드를 

비판적으로 평가해 이를 행할 수 있다. 그 트렌드가 신

기술, '새로운 수학'의 발명으로 인한 결과인가? 혹은 

요인들의 융합으로 인한 것인가?

AI에 대해 생각해보자. 딥러닝과 같은, AI에서 생겨난 많

은 '격변적' 기술들은 오랜 내력이 있다: 그 분야에서 최

근 발전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수

학'은 한참 전에 시작되었다. 만약 우리가 이들 기술에 기

인했다고 여겨지는 성공들을 살펴본다면 이들 많은 성공

의 촉발 요인은 기반 기술의 개선이라기보다 환경적 트

렌드들이 융합한 결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통계적 기계번역의 수학적 기초는 40년대 후반에 수립

되었다.19 비록 그 접근법이 2000년대 중반에 캐나디안 

한사드 말뭉치(Canadian Hansard corpus)20와 유로팔

(EUROPARL)21(역주: 각각 캐나다의회, 유럽의회 의사

록을 전자화한 문서로 기계번역 등 언어 연구에 널리 이

용됨)이 전자적으로 가용해질 때까지 실용성이 없긴 했

지만 말이다. 유사하게, 최근의 자율주행차 발전은 새로

운 AI 알고리즘보다는, 컴퓨터 프로세서의 가성비 개선, 

그리고 이와 함께 새로운 센서(라이다[LIDAR]와 같은) 

및 센티미터 수준으로 정확해진 디지털 지도의 발전에 

더 기인한다. 또한 격변 뒤에 자리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잘 형성되었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것이 특정한 기

법을 참조하는가,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연관

이 없을 폭넓은 기법들의 집단을 참조하는

가? 예를 들어, AI는 그렇게 하지 않

았다면 연관이 없을 온갖 종류의 

개념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포

장 용어다.

이는 우리에게 3단계 

시험 방법을 제공한

다. 첫째, 그 잠재적 

격변에 진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오랜 이력을 가진 

것이기보다)가 관

계되는가? 둘째, 

이의 결과라고 일

컬어지는 성공이 

기법의 최근 발전

에 기인하는가(환경

적 트렌드들의 융합

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

라)? 마지막으로, 격변의 

뒤에 자리한 아이디어가 단일

의, 잘 구체화된 아이디어인가(그

렇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많은 아이디

어들을 포함한 종합적 개념인가)? 만약 3

가지 모두에 대한 답변이 '그렇다'라면, 그 잠재적 

격변은 특정한 기술적 발전에 의해 주도된 단순한 격변

일 가능성이 크다. 분명한 사례로 전신과 팩스를 들 수 

있다. 반대로, 만약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라면, 그 잠재적 격변은 환경적인 트렌드

의 융합에 의해 추진되는 복잡한 격변일 가능성이 있다. 

AI, 블록체인, 사이버, 이들 모두는 오직 상당히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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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야 상업적으로 중요해진 사례들이다.

복잡한 격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격변의 뒤에 자리한 

환경적 트렌드의 융합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 경쟁력 우위와 

능력의 원천에 관해 오래 고수되어왔던 가정에 대해 의문

을 제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위

화 건설은 건물을 위한 새롭고 더 생산적인 

기초를 생성하기 위해 제조와 조립을 

위한 매개변수 모델 및 설계를 활

동으로서 이용하는데-이는 전

통적인 건설사들이 이전에

는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

했던 역량이다.

우리의 예측이 정확

한가는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기반이 되는 

환경적 트렌드들

의 파악과 어떻게 

그들이 서로 상호

작용해 가치를 창

출할지, 뿐만 아니

라 어떻게 그들 트렌

드가 기존의 산업 실무

관행과 상호작용을 일으

켜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

을 생성할지를 이해하는 일이

다(적절한 리스크 모델의 부재가 

단위화 건설을 가로막았던 경우와 같

은). 예를 들어, 만약 AI를 복잡한 격변으로 

간주한다면, 머신러닝과 같은 특정 AI 기법에 초점

을 맞추기보다 동일한 근본적인 환경적 트렌드들에 빚

을 진 다른 AI 기법들을 고려하도록 시야를 확장해야 한

다. 역사가 70년대 초반의 STRIPS(Standard Research 

Institute Problem Solver)22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

획 엔진 기술을 생각해 보자. 이는 관련된 과업들의 순서

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다. 기계번역

과 머신러닝과 같은 기법이 실험실에서 등장할 수 있게 

해준 환경적 트렌드들은 또한 기업이 주의 깊게 설계되었

지만 융통성 없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계획 엔진에 의해 

세밀하게 만들어진 동적으로 생성된 최적의 프로세스로 

교체할 수 있게 해줬다. 이는 기업의 전략 및 운영 모델의 

많은 측면에서 광범위한 깊은 시사점을 가지는데, 프로세

스의 일사천리 진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단순

화와 대규모 맞춤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복잡성 

증가 사이의 상충관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격변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격변

의 핵심 가능자를 파악하고 이의 전문지식 구축에 투자

할 필요가 있다. 단위화 건설의 경우, 핵심 가능자는 제

조 및 조립을 위한 매개변수 건설 모델과 설계의 개발이

다. AI를 이용한 계획작업 사례의 경우, 완전한 비즈니

스 API 집합의 개발 및 문서화가 핵심 가능자일 수 있는

데, 그렇게하면 모든 프로세스 과업을 프로그램 방식으

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량에 대한 투자는 실

질적인 대안으로서 취급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기회

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 개선 활동이라기보다, 미래의 기

회를 상업적으로 활용할(혹은 하지 않을) 진정한 선택

권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다.

실질적 대안의 창출은 기업에게 일단 격변이 실체화되

면 운영에 필요할 기량 집합과 전문지식을 개발할 여지

를 제공한다. 이들 기량 집합과 전문지식이 없다면, 기

업은 혼돈에 처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들 기량 집합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기업

은 격변을 추진하거나 혹은 빠른 추종자가 되는 대안을 

확보할 수 있다. 진정한 대안은 다음 질문을 자문케 한

다: 복잡한 격변이 실체화되었을 때 이를 빠르게 상업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의 보유, 혹은 격변의 더 빠

른 실체화를 일으키는 대안이 미래의 기업에게 어떤 가

치가 있는가?

본고의 사례 연구로 돌아가서, 건설회사들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건설 정보 모델을 실험해 왔다-그러나 많은 

기업들에게, BIM에 대한 투자는 현장 생산성 증진을 위

한 도구로서 여겨졌다. 단위화 건설을 개발하기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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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도약은 이 디지털 모델이 건축 사업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건축의 디지털화

는 BIM을 개발의 강제화가 필요했던 했던 무언가에서 건

설사의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무언가로 바꾸었고, BIM 

도입의 초점이었던 유지보수, 사용, 위기 관리에서의 연

동성 혜택은 이제는 그저 부산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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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에반스 그린우드(PETER EVANS-GREENWOOD)는 딜로이트 센터 포 엣지 오스트레일리아의 펠로우다.

로버트 힐라드(ROBERT HILLARD)는 딜로이트 오스트레일리아의 최고 전략 및 혁신 책임자다. 

피터 윌리엄스(PETER WILLIAMS)는 딜로이트 센터 포 엣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최고책임자이자 딜로이트 오스트레일

리아 혁신위원회의 의장이다.

산업용 부동산 시장의 미래  

요인들의 융합이 산업용 부동산 영역을 재형성해, 역풍과 불확실성을 생성하고 있다. 부동산의 황금시대가 종언을 고하려 

하는가? 시장의 리더들이 새로운 환경을 예상하고 적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절차들을 알아보자.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보기

www.deloitte.com/insights/industrial-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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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를 위해 
고객 사생활 보호를 

재구상하기
금융 서비스의 컴플라이언스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를 위해 고객 사생활 보호를 재구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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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은 우리의 자유를 급격히 늘려주고 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수준의 사생활 침해 또한  

가능케 하고 있다."1

- 전자 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사생활 보호에 관해 스마트해지기

고객의 사생활 보호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논쟁을 초래

하는 주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생활의 모든 측면

에 관한 데이터를 포착하는 도구와 기술이 확산되어왔

기 때문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는 자신에 관한 정보

의 통제권이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한다.2 그리고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에 관해 면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한 우려가 또한 고객 데이터가 언제나 핵심 자산

이었던 금융 서비스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

래전에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를 움직이는 석유가 되었

고, 금융기관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거시적 및 미시적

으로 사용해왔다. 

유럽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과 같은 최근의 규제 강화, 그리고 첨단기술의 발전에 

비춰볼 때, 고객 사생활 보호는 더욱 복잡한 도전과제

가 되어가고 있다-자신의 정보가 위험에 처한 개인들, 

그 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용을 기대 

받는 기업들, 그리고 소비자 보호의 임무를 부여받아 

상황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는 규제당국 모두에게 말

이다.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규제당국이 사생활 보호에 전례 

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고 새로운 규제를 수립하기 시작

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최신 규제인 

GDPR은 EU 시민들에게 광범위한 개인 데이터 보호를 

제공한다. GDPR 하에서, EU 소비자들의 정보를 취급

하는 모든 기업-금융기관을 포함해-은 소비자들의 데이

터를 수집하려면 명백히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하고 데

이터 침해를 즉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치러야할 위험이 있다. 소비자들은 

또한 '잊힐 권리'를 가지는데, 이는 요청에 따라 혹은 데

이터가 더 이상 원래의 비즈니스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현재 관리 중인 개인정보를 기업이 삭제하도록 요

구하는 조항이다.3

한편 미국에는 GDPR과 같이 모든 사안을 망라하는 규

제가 없다. 미국 연방규제는 적용 범위가 더 좁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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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일반적으로 특정한 유형의 데이터만을 보호하

거나 혹은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된다.

미국 광고주 협회(Internet Association)4와 인터넷 협

회(Internet Association)5와 같은 일부 상업집단은 기

존 법률을 짜깁은 누더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GDPR과 

같이 모든 사안을 망라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사생활 보

호 법률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로비스트들 또한 목소리

를 높이기 시작했다. 2018년 미국 상공회의소는 '소비

자와 기업들 모두에게 확실성과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

해' 연방정부 차원의 사생활 보호 프레임워크를 도입하

도록 의회에 요청했다.6

그 사이, 연방차원의 단일 규제 부재는 주정부들이 자

체적으로 사생활 보호 법률을 제정하도록 만들었다. 예

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2018년 여름 소비자 사생활 보

호 법안을 통과시켜, 주소 및 전화번호와 같은 전통적인 

식별 정보부터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나 가상 개인비서

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비전통적인 데이터 원천까지 모

든 형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권한을 소비

자들에게 부여했다.7 델라웨어8와 버몬트9와 같은 다른 

주들도 최근 자체적인 사생활 보호 법률을 제정했다. 소

비자들이 개인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요구함

에 따라, 많은 이들이 기존의 사생활 보호 규제에 익숙

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들이 이를 뒤따

를 수 있다.10 

이런 규제 불확실성에 더해, 오늘날의 디지털 혁신 또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생활 보호의 개념을 재형성하

고 있다.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디지털 기술의 빠른 침

투가 이뤄진 결과 아날로그 시대에 맞춰 고안된 사생활 

보호체계가 오늘날 얼마나 근본적으로 제한적인지가 드

러났다.11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무슨 정보

가 개인적이라고 간주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의 사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수행되어야 하는지-은 새

로운 디지털 기술 및 기술이 생성하는 새로운 데이터와 

함께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사생활에 대한 보편적이고 단일한 정의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실제로, 사생활을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은 오늘날 사생활이란 개념 자체

가 '혼란스러운 개념',12 '당황스러울 정도로 정의하기 

어려운',13 '본질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많은 개념'14이라

고 강조한다. 이런 난맥상은, 부분적으로, 사생활이 단

지 사회적 가치이자 '달성되어야 할 선'일뿐만 아니라 

또한 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리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또한 데이터 소유권(이는 누구의 데이터인가?)과 데이

터 관리책임(누가 고객의 데이터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도 있다.15 이들 도전과제 모두가 

쉬운 해답이 없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직면하게 될지 모를 사생활 보호 

문제의 폭과 복잡성은 그저 상상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는 지금도 개인적이라고 간주되는 그러한 대부분의 인간 

상호작용이 다른 이들이 수집, 발굴, 공유하도록 노출될 

수 있다. 정말로,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의 전문가 토론

에서 논의되었듯이 사생활이 '사치품'이 될 수 있을까?16 

그 어느 때보다 데이터 중심적인 이 세상에서의 사생활 

보호에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할 수 있다. 본고에서, 우

리는 다음 난제들을 논의할 것이다:

· 이 빠르게 진화하는 시대에서 사생활 보호를 재구상

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금융기관이 사생활 보호 규제를 저촉하거나 소비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고객과 서비스 공급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어떻게 새로운 데이터 원천

과 신흥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까?

· 어떻게 기업이 컴플라언스를 넘어 사생활 보호관리를 

경쟁력 차별화 요인으로 만들 수 있는가? 

오늘날 사생활 보호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업계가 진화하는 사생활 환경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

기 위해 더 강건하고, 포괄적이며, 실용적이고, 전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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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 프레임

워크는 전술적인 동시에 전략적이어야 한다-시간의 시

험을 견뎌내고 계속해서 미래 기술 혁신에 적응하는 프

레임워크여야 한다. 

아래의 프레임워크는 장소의 사생활부터 관계의 사생활

까지 서로 다른 7가지 사생활 유형을 파악한 세 연구자-

레이첼 L. 핀(Rachel L. Finn), 데이비드 라이트(David 

Wright), 마이클 프라이데왈드(Michael Friedewald)

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았다. 본고를 위해, 우리는 그들

의 유형 분류체계를 수정 확장해 현재 금융 서비스 업

계가 직면한 사생활 관련 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1

사생활의 8가지 유형

사생활의 

유형

출처: 레이첼 L. 핀(Rachel L. Finn), 데이비드 라이트(David Wright), 마이클 프라이데왈드(Michael Friedewald)의 작업에 기반해 딜로이트가 수정한 사

생활의 8가지 유형, 서지 굿워쓰(Serge Gutwirth), 로날드 린스(Ronald Leenes), 폴 디 허트(Paul de Hert), 이브스 파울렛(Yves Poullet)의 『사생활의 7

가지 유형(Seven types of privacy), '유럽의 데이터 보호: 성년기(European Data Protection: Coming of Age)』, (도르드레흐트[Dordrecht]: 스프링어

[Springer], 2013). 저자들은 사생활의 7가지 유형을 상정했지만, 우리는 '데이터와 이미지'에서 이미지만 남기고, '개인의 사생활'을 '전통적인 식별자'와 

'생물학적인 데이터'로 나누는 방식으로 그들의 프레임워크를 수정해 이를 금융서비스에 더 적합하게 만들었다. 

전통적인 
식별자 

 생물학적 
데이터 

행위와 
활동

이미지
개인적인 
의사소통 

관계/집단 
사생활

사상과 
감정 

위치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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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를 위해 고객 사생활 보호를 재구상하기

(그림 1). 그림 2는 이들 8가지 유형에 대해 더욱 상세

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들 8가지 범주는 오늘날 사생활의 다차원성을 조명해 

보여준다. 이는 금융 서비스 부문의 리더들이 자신이 속

한 조직이 정보를 수집, 저장, 가공, 공유, 보호하는 방

식에 관해 다르게 생각하고, 더 폭넓게 생각해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금융 서비스 인증을 위한 얼굴, 음성, 홍채 인

식의 사용을 예로 들어보자.18 이들 기술로 얻은 데이터

를 위치정보 혹은 소셜미디어에 쓴 글과 같은 다른 개인

그림 2

사생활의 8가지 유형을 이해하기

출처: 딜로이트 센터 포 파이낸셜 서비스

전통적인 
식별자 

사상과 감정

생물학적 
데이터

위치와 장소 

행위와 활동

이미지

개인적인 
의사소통

관계/
집단 사생활

이름, 주소, 생년월일, 인종, 성별,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인구통계적 데이터를 

포함해, 업계가 일상적으로 수집해온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모든 

표준적/전통적 정보

기업 혹은 브랜드에 대해 표출된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에 관한 고객의 

의견이며, 또한 마케팅에서는 사이코그래픽스(psychographics)라고 알려짐

물리적 특징(예. 얼굴 모습, 홍채, 음성, 걸음걸이), 물리적 및 정신적 건강, 

유전자정보를 포함한 신체적 기능 및 특성

개인 혹은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정보

쇼핑, 금융 거래, 금융상품 구매, 인터넷 사용 습관, 그리고 금융과 관련 없는 

기타활동과 같이 공공, 반공공, 개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위

개인 공간 혹은 공공 공간에서 개인, 비행기/드론, 위성, 로봇 장비에 의해 

촬영된 이미지

고객과 금융기관 그리고 기타 주체 사이의 의사소통-이메일, 소셜미디어, 

전화를 통한 방식뿐만 아니라 쿠키를 통한 웹 브라우징 행위도 포함

정치적 소속, 개인적 취미, 업무 관련 집단, 종교 집단을 포함해 고객이 속하거나 

관계가 있는 집단 및 하부집단들



128 TECHNOLOGY AND SOCIETY

정보와 결합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니즈와 선호

를 해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사생활 보호 맥락에서 

볼 때, 그러한 데이터의 사용에 관한 기대는 무엇인가? 

개인정보의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결합된 개인

의 특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지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가? 

그러한 조사는 오늘날 디지털 세계에서의 사생활에 대

한 더 풍부하고, 미묘한 이해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신흥기술의 사생활 영향

새로운 데이터 원천은 조심스럽게  

활용되어야 한다

다음 몇 년 안에, 금융기관들이 발전 중인 기술의 사용

을 고객 서비스를 위해 점점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 웹 검색 및 소셜미디어 활동의 검토와 같이 이미 일

반화된 활동에 더해 가상비서, 개인용 및 상업용 센서, 

드론을 활용할 것이다.

많은 경우,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는 사

실을 알고 있다-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보

험료 할인을 대가로 보험사가 자신의 운전습관을 원격

으로 모니터하도록 허용하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직접적인 데이터 수집과 그러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소비자들에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는 부분적으로 표준적인 사생활 보호 정책이 일반적으

로 형식에 구애받는 법적 용어를 채택하고, 기업이 고

객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때 행동학적 성향을 보기 위

해서 쿠키를 사용해 웹 활동을 추적하거나 소셜미디어

를 확인한다든지와 같은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19 

만약  투자자문사가 고객들의 자선활동 혹은 화석연료 

반대 집회 참가에 관해 수집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사회

적 책임 투자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 그들이 소셜미디어에 쓴 글, 위치정보, 웹 활동 기록

을 조사한다면 과연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고객이 

금융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점성술 웹사이트에 방문했

다는 사실을 투자상담사가 알고 있다면 그들이 불편하

게 느낄까? 고객이 카지노나 경마장에 자주 방문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은행이 스마트지갑의 소비 패턴을 점검

한다면 신용카드 고객은 이를 신경 쓸까? 

만약 금융 서비스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

매한다면-예를 들어, 웨어러블 모니터로 

얻은 개인 건강 데이터-사생활에 대한 추

가적인 우려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 

소비자들은 이를 위한 데이터 마이닝의 정

도가 '고지에 입각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

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데이터 기업에게 

자신의 온라인 기록에서 특정한 디지털 흔

적을 지원달라고 소비자들이 요청할 수 있

는 GDPR에 성문화된 '잊힐 권리'를 주장

하는 소비자와 사생활 보호 옹호자들의 더 많은 사례를 

보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그러한 데이터

를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을 제시한다면 그들이 

데이터 활용에 동의할지 모른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더 중요한 도전과제는 

사생활 보호 규제의 범위 내에서 기존 및 신흥기술에 의

해 생성된 모든 데이터의 사용을 어떻게 최적화할지 여

기업의 주요 도전과제는 

사생활 보호 규제의 범위 내에서 기존 및 

신흥기술에 의해 생성된 모든 데이터의 

사용을 어떻게 최적화할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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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 금융기관이 오로지 컴플라이언스 문제에만 초점

을 맞출 수는 없다. 심지어 그들이 모든 법적 요건을 충

족시킨다 해도, 점점 더 많아지는 원천으로부터의 데이

터 마이닝이 소비자 혹은 입법자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다는 점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기술들이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클 것이다

우리는 이미 편재화된 상태이거나, 혹은 그렇게 될 가능

성이 큰 도구와 기술을 분석해 이들이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파악했다. 

잠재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에 완전히 무관한 영역이 없

어 보이긴 하지만(그림 3), 침해 위협의 수준은 채택된 

기술과 도구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다. 

딜로이트의 분석은 일부 기술이 다른 기술보다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시사한다. 웹 

활동과 소셜미디어의 모니터링에 이의가 제기될 가능

성이 가장 컸다. 상업용 센서, 웨어러블, 가상비서, 드

론도 상당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가진 다른 기술이었

다. 아마도 생체 인증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가장 낮

은 기술일 것이다. 

그러나 사생활 유형별로 살펴볼 때,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우려를 일으키는 유형은 위치와 장소, 의사소통, 사

상과 감정, 관계와 집단이었다. 딜로이트의 평가에 근거

할 때 행위와 활동의 모니터링 또한 난제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시대를 위해 고객 사생활 보호를 재구상하기

그림 3

사생활의 유형에 따른 기술/도구의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

출처: 딜로이트 센터 포 파이낸셜 서비스

전통적인 
식별자 

이미지행위와 활동 생물학적 
데이터

위치와 장소사상과 감정 개인적인 
의사소통

관계/
집단 사생활

상업적 센서

가상 비서

생체 인식

소셜미디어

웨어러블

위치정보

웹 활동,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드론

우려 수준 : 낮음 중간 높음



130 TECHNOLOGY AND SOCIETY

사생활 보호는 맥락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는가에 대한 우려 이상으

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맥락에 관한 것인 경우

가 더 많다-왜, 누가, 언제, 어디서에 관해 말이다. 예

를 들어, 기업은 많은 이들이 '오싹함 요인(creepiness 

factor)'라고 칭한 활동에 대해 민감해야 하는데, 고객

들은 개인의 온라인 활동에 기반한 개인 특성정보 생성

이나 상황에 딱 맞는 마케팅처럼 기업이 고객들에 관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너무 침입적이라

고 느낄 수 있다.20 기업은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알아야 하고 그 선이 기

업의 사생활 정책 중 어디에 있는

지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 선이 어디 있어야 할

지를 어떻게 금융기관의 리더들이 

결정할 수 있는가? 여기 생각해 볼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드론은 투자 

혹은 모기지 대출 목적으로 부동산의 상태

를 평가하거나, 보험금 청구 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

한 은밀하게 누군가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그 사람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무엇을 

하는지(행위와 활동)를 녹화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비슷하게, 위치정보 

기술 혹은 웹 활동 모니터링(사용자

가 스마트폰 화면 혹은 키보드를 어

떻게 누르고, 스크롤하며, 입력하

는지를)이 부정행위와 같은 활동

을 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

만,21 또한 누군가의 위치 패턴

이나 온라인 습관을 추적하는 

일과 같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고객 데이터의 또 다른 풍부한 원천인 웨어러블은 보험

사가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 할인을 받는 대신 건강 상

태를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이미 사용하

고 있고,22 그리고 은행이 매끄러운 지불처리 혹은 신원 

인증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23 그러나 기업은 또한 웨어

러블의 데이터를 고객이 체육관보다 패스트푸드 음식점

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확인하는 데도 쓸 수 있는

데, 누군가는 이를 너무 과하다고 여길 수 있다. 걸음걸

이의 분석은 신원을 인증하고 사기행위를 방지하는 또 

다른 방법이지만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추정하는 데

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선을 넘는 행

위가 될 수도 있다. 

더욱 논란이 되는 쟁점은 고객에 관한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 서로 다른 

신흥기술들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다. 예를 들

어,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의 생체 

데이터를 소셜미디어에 쓴 글과 

교차 참조해 대출 신청자의 리스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을 위해 광범위한 도구와 기술이 사용

된다고 사생활 보호 정책에서 넌지시 언급

하긴 하지만,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의 일부

로서 왜 그리고 어떻게 다수의 데이터 원천

이 상호 연결되는지 혹은 그런 분석의 잠

재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경우

는 설사 있다해도 거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금융기관은 

소비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필수적

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극단적

으로 나가야만 할 필요가 없다. 소

셜미디어 글쓰기에 대한 모니터

링이 어떻게 최근 공중그네를 

타거나 혹은 스카이다이빙을 

한 사진을 올린 대출 신청자에게 위험 표시를 붙일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한 투

자 선택에서도 덜 리스크 회피적이거나 혹은 다른 한편

으로 생명보험사가 보장하기에는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대출자, 보험사 혹은 심지어 투자자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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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잠재적으로 귀중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최근 뉴욕의 규제당국은 보험료 산정에 도움이 되는 소

셜미디어에 올린 글들뿐만 아니라 다른 비전통적인 데

이터 원천을 보험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 

다만 보험사들이 그러한 데이터가 인종, 성별, 살색, 혹

은 성적 지향에 기반해 불공한 차별을 야기하지 않는다

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러하다.24 대부

분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사적이긴 하지만, 쉽게 가용한 

정보에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

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소비자들이 인지하게 된다면-단지 자신들

의 소셜미디어 포스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만

이 아니라, 그러한 모니터링이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면-이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2016년 수행된 딜로이트의 설문조사에서, 단지 

15%의 소비자들만이 자신의 웹 활동 기록을 서비스 공

급자들과 기꺼이 공유하려 했고 단지 12%만이 소셜미

디어에 쓴 글을 공유하고자 했다.25 그러나 만약 금융기

관이 데이터의 원천과 이를 수집하려는 이유를 전부 공

개하고, 가치 방정식을 명확히 소통한다면, 사생활에 대

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또 다른 연구는 18-34세 사이 응답자의 약 2/3, 

그리고 35-54세 사이의 거의 절반이 만약 이를 통해 보

험료가 낮아진다면, 보험사가 소셜미디어, 스마트홈, 심

지어 건강 모니터링 기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꼼꼼하

게 살펴보도록 허용할 의향이 있음을 발견했다.26 그러

나 만약 그러한 모니터링이 더 높은 보험료로 귀결된다

면? 그러면 가치 방정식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는 금융기관과 소비자들 양쪽 모두가 고려해야 할 그 

무엇이다. 

한편, 비전통적인 고객 데이터의 인기 증가와 확장적

인 속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데이터 원천이 실제로 차별

화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지 또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 

금융서비스에서 IoT 기술의 잠재적 기회 및 함정에 대

한 딜로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으로 

생성된 모든 데이터가 유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들 새로운 데이터 유형 중 몇 가지를 가지고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어떤 데이터가 예측

적 속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그에 맞춰 분

석 모델을 갱신하기 위해서 말이다."27 한 가지 사례가 

사용량 기반의 보험인데, 그러한 경험상의 주행 데이터

가 신용점수 혹은 나이와 같은 대용 지표들보다 더 나

은 보험가입 심사와 보험료 책정 결과를 산출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말해, 소비자들이 대가로 어

느정도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받는다면 금

융서비스 공급자들의 데이터 사용을 덜 꺼

리게 될지 모른다. 금융기관은 사생활에 

대해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데, 고객들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를 공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능한 이

익과 수반되는 리스크의 수준을 비교해 상

세히 설명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여줌

으로써 가능하다.

빨라진 생명보험 언더라이팅의 사례를 들어보자. 여기

서 보험 가입 신청자들은 거슬리는 의료검사를 반드시 

거치지 않고도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28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의료정보 기관, 처방기록 데이터베이스, 자

동차 운행 기록에서 얻은 데이터에 접근해 사전확인을 

수행한다. 만약 보험사가 발견한 데이터에 만족하면 보

단지 15%의 소비자들만이 

자신의 웹 활동 기록을 

서비스 공급자들과 기꺼이 공유하려 했고 

단지 12%만이 소셜미디어에 쓴 글을 

공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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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가입을 승인할 수 있지만 제3자의 데이터에만 근거

해 지원자를 거부할 수는 없다.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어떤 사람의 보험 가입을 승인할지 그리고 만약에 그럴 

경우 보험료를 얼마나 받아야 할지 결정하기 전에 더 많

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종합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와 보험구매자 모두에게 명확한 가치 제안과 함

께, 정보 공개와 투명성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살아가면서 남긴 디지털 흔적이 무

엇이건 간에,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삶에 금융기관

이 침입하지 않길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연결

된 경제에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어떤 방식으로든 불리

한 입장에 처하게 될까? 예를 들어, 운전의 실시간 모니

터링을 거부한 소비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추가 보험료

가 부과되는 지경까지 사용량 기반의 자동차보험이 확

대될까? 보험사가 소비자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하

는지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다. 앞으로 그

러한 시나리오에 소비자 그리고 규제당국은 어떻게 반

응할까?

이들 새로운 형식의 데이터를 다루고 그러한 도발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 정책, 통제를 갖추지 

못한 금융 서비스 기업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에 기존 정책이  

적절한가?

금융기관 사생활 보호  

정책의 현재 상황

다음 장에서, 우리는 현재 금융

서비스 기업이 신기술과 비전통

적 데이터가 제기하는 사생활 도

전과제에 대응하는 데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

리는 은행, 투자자문, 보험, 부동

산 분야 대형 금융기관 12곳의 

무작위 표본에서 추출한 사생활 보호 정책을 분석해 무

슨 데이터가 수집되고, 어떻게 이 데이터가 저장, 공유, 

보호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사생활 보호 정책이 갱

신되는지 알아냈다. 

무슨 데이터가 수집되는가?

보편적으로, 표본에 속한 모든 기업들은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한(그러나 이에 국

한되진 않고) 전통적인 식별자를 수집했다. 보험사의 업

무 속성 및 데이터가 리스크의 선별과 보험료 책정 그리

고 보장범위의 결정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감안할 때, 

보험사가 수집한 데이터가 특히 가장 광범위했다. 개인 

식별 정보에 더해, 표본에 속한 보험사들은 또한 사업

부문에 따라 의료기록과 운전기록을 수집했다. 표본으

로 뽑힌 모든 회사들은 또한 브라우저 유형, IP주소, 앱 

사용 정도를 포함한 웹사이트 분석 데이터를 추적했다.

어떻게 데이터가 수집되는가?

우리가 분석한 금융기관들은 주요한 데이터 수집 방법

이 '자발적으로 공급된 혹은 공개된' 소비자 데이터를 

통한다고 주장한다-예를 들어,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거

나 대출 혹은 보험 가입 신청을 위해 소비자들이 수기 입

력한 데이터말이다. 분석된 모든 기업은 또한 웹데이터 

수집과 추적을 위해 쿠키와 웹 비컨(beacon)을 이용했

다. 일부는 데이터 브로커와 같은 제3자의 자원으로부

터 데이터를 수집한다. 

어떻게 데이터가 사용되는가?

우리의 분석에 포함된 모든 금융기관들은 소비자 데이

터의 사용이 일상업무 목적과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주

장했고, 대부분이 데이터 사용 방식이 법으로 허용된다

고 강조했다. 대부분은 또한 데이터가 계좌관리, 부정행

위 방지, 마케팅과 같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사용된다고 언급했다. 

데이터가 공유되는가? 그리고 고객이 빠져나갈 

수 있는가?

전반적으로, 표본에 속한 모든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든 데이터를 공유했다. 대부분이 데이터가 '서비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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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위해 가족 회사 및 자회사 내에서, 혹은 사업부들 

간에 공유된다고 명기했다. 그들은 법이 요구하거나 허

용할 경우 제3의 공급사들과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다

고 밝혔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들은 데이터

가 마케팅 혹은 광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데이터 공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떻게 데이터가 보호되는가?

대부분의 기업이 업계 표준을 따라 '물리적, 전자적, 절

차적 보호를 유지한다'고 말한다.

소비자들에게 정책 변경이 공지되는가?

법이 요구하는 대로, 보험사는 매년 소비자들에게 갱신

된 사생활 보호 정책을 전달한다. 나머지 기업들은 그들

이 마음대로 사생활 보호 정책을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고 언급한다. 일부는 소비자들에게 변경을 공지하는 반

면, 다른 기업들은 정책 갱신에 대해 정기적으로 회사의 

웹사이트를 참조하라고 조언한다. 

얼마나 자주 정책이 갱신되는가?

조사한 대부분의 사생활 보호 정책은 1년 안에 갱신되

었었다. 보험사인 한 기업은 2013년 이후로 온라인 사

생활 정책을 갱신한 적이 없었다. 

금융기관들이 사생활 정책 공개와 관련해 충분히 

나아가고 있는가?

앞선 프레임워크에서 간략히 기술한 사생활의 8가지 요

소 중 무엇이 표본 기업들의 정책에서 언급되었는가? 우

리는 기업들의 사생활 정책에 대한 2차 텍스트 분석을 

수행해 그림 2에서 기술한 사생활 유형과 관련해 어떤 

지표가 추적되는지 파악했다. 

언뜻 보면, 그 결과는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표본의 

어떤 기업도 사생활의 8가지 유형을 설명하지 않았고, 

어떻게 그들이 참조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논란의 여지

없이 피상적이었다. 여기 그 이유가 있다:

· 첫째, 정책은 사생활 보호가 이원적인 수준에서 운

영된다고 시사한다-기업이 기존 법률을 준수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그리고 최

신 기술발전으로 인해 

등장한 사생활 보호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못

한다.

· 둘째, 우리 분석에 포

함된 모든 기술을 분명

하게 언급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 

· 마지막으로,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혜택이 무엇인지

는 고사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혹은 왜 수집되고 공유

되는지를 고차원에서의 세부사항 이상으로 설명한 정

책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우리는 금융 서비스 부문-은행, 보험, 투자자문-

의 사생활 보호 정책이 매우 비슷해 회사들 간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는 또한 현재의 사생활 보호 

정책이 그저 컴플라이언스 요건 충족을 위한 '요식 행

위'에 불과함을 시사한다. 

은행 부문의 예를 들자면, 표본에 속한 모든 은행들은 

무슨 데이터가 어떻게 그리고 왜 공유되는지에 관해 똑

같은 표준 문구를 가진 자료표를 제공했다. 이에 더해, 

정기적으로 사생활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두 

곳의 투자자문사를 제외하고는, 표본의 사생활 보호정

책 대부분이 전향적이지 않았고 기술 발전과 새로운 데

이터를 고려하지 못했다-놓쳐버린 기회다.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로운 형식의 데이터가 등

장함에 따라, 금융기관은 어떻게 사생활 보호 실무를 조

정해야 하는가? 전통적인 형식의 소비자 데이터를 현재

의 금융 사생활 보호법이 다루기는 하지만, 신기술의 융

합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그렇지 못하다. 포괄적이고 전

향적인 미국 연방정부의 표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정책이 책임지지 않고, 더 중요하게는, 기업

의 책임이 강제되지 않는 벌어지는 데이터 간극이 존재

하는 듯 하다. 따라서, 기존 사생활 보호 정책의 현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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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이어야 하며, 새로운 데이터 출처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색해야 한다.

태가 어쩌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사생활 보호 관련 역풍

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미래를 내다보기: 고객 사생활 보호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

우리는 금융기관이 고객 사생활 보호를 더욱 확장적이

고, 적극적이며, 전략적인 방식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제

안한다. 짧게 말해, 기업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시야를 넓혀라: 여러 유형의 사생활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도구와 기술을 다루기 위해 피상적인 

점검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라. 첫 단계로서, 금융기

관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이어야 하며, 새로운 데이

터 출처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

떻게 진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소비자의 태도, 기술

적 혁신, 규제 제약의 관점에서 탐색

해야 한다.

· 현재의 사생활 보호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하라. 오늘날의 정책은 규제적 제

약을 해소할 목적의 단순한 공시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에, 기업

은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 충분한 투명

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정책을 이용

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추가로, 금융기관은 소비자들이 어떻

게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들 상세

사항을 정책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생활 보호에 대해 

모든 지속되는 불안감의 완화를 도울 수 있다.

· 수집하고 구매한 데이터의 충실한 관리자가 되라. 기

업은 더욱 총괄적인 사생활 보호관리 체계의 수립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의 품질 통제, 정확성, 관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내부적으로 수집한 데이터

와 제3자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체계적인 점검이 포

함된다.

· 민감한 정보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 과학 기법

의 탐색. 예를 들어, 금융기관은 소비자들의 개인적 

혹은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해 무작위 잡음을 추가하

거나 합성된 데이터 집합을 생성할 수 있다.33

· 신흥기술과 새로운 데이터 원천을 긍정적으로 이용

하라. 금융기관은 데이터가 공급자 그리고 소비자 양

쪽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기업

이 새로운 데이터 원천과 분석적 방법을 탐색할 때 

고객들을 고리 내에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

은 가치 제안을 소비자들에게 솔직히 공개하고 설명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사생활 보호 최고 책임자가 새로운 사생

활 보호 관리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야 한다. 만약 그러한 직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금

융기관이 사생활 보호 관리를 이끌 누군가를 임명함

이 마땅하다. 

모든 사안이 정리되었을 때, 금융기관은 기본적인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또한 개인정보의 존엄성에 

관한 소비자들의 감성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감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할 수 있고 사생활의 다

양한 유형과 부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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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에 대한 고객의 인식이 불변이고 설득이 불

가능하다고 가정하기보다, 금융 서비스 기업은 고객들

이 개인 데이터의 가치를 보는 방식을 재형성할 수 있

다. 기업은 소비자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분명

하게 소통하고 대가로 맞춤화된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 

더 나은 가격 책정, 혹은 서비스 제공 대기시간 단축과 

같은 무언가를 줌으로써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이들 단계가 금융기관이 지속적이고 빠르게 변하는 기

술 혁신으로 특징지어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새롭고, 더욱 전략적인 접근법으로 무장

한 금융기관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더 효과

적으로 사생활 보호를 관리하고, 스스로를 차별화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더 효과적으로 고객에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를 더욱 잘해야 한다.

발 스리니바스(VAL SRINIVAS)는 딜로이트 센터 포 파이낸셜 서비스의 은행 및 자본시장 리서치 리더다. 그는 뉴욕에 

거주한다.

샘 프리드먼(SAM FRIEDMAN)은 딜로이트 센터 포 파이낸셜 서비스의 보험 리서치 리더다. 그는 뉴욕에 거주한다.

티파니 램지(TIFFANY RAMSAY)는 딜로이트 센터 포 파이낸셜 서비스의 시니어 마켓 인사이트 애널리스트다. 그녀는 

뉴욕에 거주한다.

금융기관의 사이버보안 

금융기업들은 사이버보안 및 비즈니스 위협을 앞서가기 위해 노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딜로이트와 FS-ISAC(금융 서비스  

정보 공유 및 분석 센터, Financial Services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의 최신 설문조사는 가장 강력한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나머지와 차별화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준다. 

www.deloitte.com/insights에서 더 읽어보기

www.deloitte.com/insights/cyber-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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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디지털 리얼리티 세계를 

규제하기 시작할 것인가
기업과 정부는 증강현실 개발을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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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식당을 찾으면서 길거리를 걸어간다고 상상해보라. 거닐면서 실시간으로 

식당 평가를 보기 위해 당신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안경을 착

용한다. 횡단보도에서, 광고판을 힐끗 쳐다보니 방금 막 쇼핑 목록에 추가한 세탁세제

의 움직이는 광고가 눈에 들어온다. 안경을 위로 올리자, 실제 물리적인 광고판은 자동

차 광고임을 보게 된다. 세제 광고는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으로, 증강현실에서 디지털

적으로 덧입혀진 결과물이다. 

당

다음 구역에서, 당신은 괜찮아 보이는 태국 음식점을 

발견한다. 비싸지 않고, 조용하며, 평가도 좋다. 그러

나 곧, 당신은 입구 옆의 벽에 식중독에 관해 항의하는 

낙서가 몇 건 써져 있음을 인지한다. "왜 벽에서 저걸 

안 지우는지 궁금하군"이라고 당신은 생각한다. 그러

나 안경을 다시 빠르게 올려보니, 벽은 진짜지만 낙서

는 단지 디지털 세계에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다. 식

당측은 이를 지울 수 없다-사실, 심지어 낙서를 볼 수조

차 없을지 모른다. 

이런 새로운 상황이 SF소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진짜 현실이며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 증강현실(AR) 

사용은 비주류 혁신가와 게이머들로부터 점점 더 주류

로 이동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10억 명의 사용자

가 예상된다.1 이런 빠른 성장과 함께, 업계는 어떻게 

현재의 규제를 이 새로운 가상의 시나리오에 적용할지

에 관해 방법을 여전히 더듬어 찾고 있다.2 물리적 물

체와 디지털 정보가 실제 세계의 장소에 대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기술적 인프라 위에서 서로 층

을 이뤄 점점 더 같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며, 보완을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해, AR은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시각적으로 합쳐, 공간적 웹(spatial Web) 혹

은 웹 3.0(Web 3.0)이라 불리는 새로운 공간을 정의

하고 있다. 

기업에 있어, 이는 제품, 서비스, 광고, 그리고 게임부

터 학습 그리고 자체 콘텐츠를 생성하는 사용자 커뮤니

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서로 다른 경험을 위한 길을 

열어준다. 이는 수많은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

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여러가지 실생활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 두꺼운 유지보수 안내서를 뒤적거리기

보다, 직원들은 AR을 이용해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부

품과 관련된 사양을 살펴볼 수 있다-현재 일부 사용 사

례에서는 효율성 증가가 최대 34%에 달한다고 한다.3 

세관 공무원은 혹시 어떤 밀수 위험이 있어 검사가 필

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선적 컨테이너에 관한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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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볼 수 있다.4 자동차 사고현장에 도착한 응급 구조대

는 긴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고, 부상자를 꺼내

기 위해 특정 차량 모델의 어디를 잘라야 할지도 판단

할 수 있다.5

AR이 확장되고 계속해서 잠재력을 달성하려면, 기업과 

정부 모두가 어떻게 현재의 규제를 공간적 웹에 적용할

지에 관한 질문에 반드시 대처해야만 한다-그리고 추가

적인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지 여부에 관해서도 그러하

다. 개인들도 AR에 대한 규제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기

업은 이를 어떻게 상업화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민

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R을 이용하는 기업과 이를 규제하는 정

부 사이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기회에는 실제 도전과제가 따른다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실제 위험과 규제적 

도전과제가 존재한다.  

자산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과제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융합됨에 

따라, 자산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

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미 몇몇 법적 분

쟁으로 이어졌다. 물리적 공간을 다르게 

묘사하고,6 공공 자산을 훼손하며,7 사

적 자산을 침해하고 불편함을 초래한다

8-이들 모두가 AR 개발자와 관련 당사

자들 간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다. 예

를 들어, 밀워키 주에서는 수천 명의 게

이머들이 모바일 AR 게임을 하기 위해 

떼를 지어 밖으로 나왔고, 그 과정에서 공원을 훼손했

다.9 또한, 근처 지역의 거주민들은 쓰레기 투기, 교통 

혼잡, 밤늦은 시간의 활동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10 이

는 밀워키 카운티가 만약 게임에 공원 지역이 포함될 

경우 AR 개발자가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조례를 통

과시키도록 촉발했다. 하지만, AR 기반의 포커 게임 

개발사인 캔디랩(Candy Lab)은 이 조례가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카운티를 고소했다.11 연

방 지방법원의 판사는 기업의 손을 들어줬고, 카운티

는 원래 조례의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데 동의

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이런 모든 분쟁에 대해 영구적인 단

일한 해결책을 제공하진 않는다.12 이는 표현의 자유

에 기반해 결정되었고, 따라서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

다. 특히 광고나 기업 간 활용에 관한 경우인 경우 더

욱 그렇다.13 이 사건과 AR을 둘러싼 다른 앞선 선례들

이 증강현실 공간의 점유에 관한 더 큰 문제의 작은 일

부분을 명확히 해줬을 수 있지만, 미래의 AR 솔루션은 

의심의 여지없이 지적자산, 사생활 보호, 안전성을 둘

러싼 많은 새로운 윤리적 도전과제를 제기하게 될 텐

데, 여기에는 더 광범위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다.14 

사생활과 저작권에 관한 질문

AR 환경이 더욱 광범위하게 채택됨에 따라, 개인들과 

그들의 주변 환경에 관해 더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기록될 것이다. 이는 누가 그 데이터를 소유하고, 어떻

게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는지를 둘러싼 많은 사생

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AR을 탑

재한 안경이 주변환경을 촬영하는 동안 개인들에게 촬

영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가?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융합됨에 따라, 자산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미 몇몇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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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가상의 증강 공간에서 

자신에게 '표식'이 붙었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손님들에게 즉시 퍼지는 벽면에 직접 쓰인 글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저작권 문제 또한 끼어들고 있다. AR의 많은 가치가 문

장, 이미지, 그리고 기타 인공물을 현실에 덧씌워 정보

를 맥락화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데-이는 재생산 및 

변경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할 가

능성이 있다. 한 가지 사례로, 어느 앱 개발자는 유명한 

영화 속 악당의 모습 위에 가상으로 공인의 얼굴을 덧입

힐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하는 앱을 만들었다.15 영화 포

스터 자체는 전혀 변경되지 않았지만, 앱 내에서 원래

의 포스터가 어디까지 복제가 이뤄졌는지 여부, 거기에 

어떤 상업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앱이 공정

한 사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포함해 많

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이런 역량이 어떻게 시

민 개인에 대한 존중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이는 많은 국가에서 규제 당국

이 완전한 파악을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인 문제다-심지어 

오늘날 주로 웹에 기반한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에서도 그러하다.16 

평판에의 위협

최근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85%의 응답자들이 온라인 

리뷰를 읽는다고 말했고, 57%가 4개 이상의 별을 받은 

업체를 선호해 이용한다고 말했다-웹에서의 나쁜 평가

는 오늘날 사업체들에게 타당한 걱정거리다.17 AR의 경

우, 이는 더 어려운 난제가 된다. 반드시 찾아서 봐야만 

하는 웹 기반의 코멘트와는 달리, AR의 경우 사용자의 

의도적인 검색이 없어도 그러한 코멘트가 자동으로 나

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업체는 가상의 증강 공간에서 

자신에게 '표식'이 붙었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가 손님들에게 즉시 퍼지는 벽면 위에 직접 쓰인 글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AR에서 그러한 글

귀의 즉시성과 물리적 실재성은 보는 사람들의 눈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18 이러한 AR 코멘트의 

막대한 영향력은 더 큰 악의를 가진 이들을 또한 유혹할 

수 있다. 이미 온라인 게시판이 사람 혹은 업체에 대한 

복수나 경쟁력 우위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더욱 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부정적인 평가를 지워주는 대가로 업체에게 돈

을 뜯어낼 목적을 가진 누군가가 부정적인 허위 리뷰를 

게시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19 

수익 흐름에 대한 위험

AR에서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혼합은 광고 및 

상업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업체는 보기 좋게 구성된 콘텐츠를 물리적 공간에 

추가하기 위해 제3자 AR 디자이너와 긴밀히 협업함으

로써, 매장이 위치한 장소에서 증강현실 경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AR 경험이 방문을 유도하는 수단으

로써 기능할 수 있는데-기존 장소의 경험을 향상시키거

나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방식으로-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거나 혹은 오랜 고객들

의 더 빈번한 방문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공간과 AR 경험 간의 이런 공생 관계가 

빠르게 기생 관계로 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

인 명소나 기업 로고가 증강현실의 표지로 무단 사용되

거나 조직 외부 누군가의 요구나 필요의 충족을 위해 변

형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잘해도 제3

자가 기존의 물리적 광고물 위에 자신의 광고를 덧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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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설치물의 투자이익을 적극적으로 약탈하는 상황

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 문화적 명소가 요란

한 디지털 광고판으로 변해 버릴 수 있다. 에펠탑 혹은 

루브르 박물관이 수백 건의 경주용차 광고 혹은 로고들

로 뒤덮인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런 경우, 물리적 장소

의 소유주는 증강현실에서 얻는 혜택이 거의 없고 심지

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기술 방어책: 오늘날 무엇이 가능한가?

우리가 본 대로, AR은 부동산 가치에 의도치 않은 여러 

영향을 미치고 평판과 수익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

러면 업체가 어떻게 고객들이 바람직한 경험만을 얻도

록 보장할 수 있을까? 증강이던 아니건 간에 말이다. 그

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공간적 웹에서 눈에 보이는 원

치 않는 경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

지오펜싱(Geofencing): 장점과 단점

아마도 가장 분명한 해결책은 순전히 기술적인데, 물리

적 장소의 소유주에게 '권리'를 할당해 소유주의 현장 

부동산 내에서 표시되는 증강 경험을 그들이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오늘날의 웹에서 도메

인 이름의 현재 체계와 같이, 이 전략은 사업체의 소유

주가 지오펜싱 기술을 통해 사업체의 물리적 장벽 내에

서 표시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의 접근법: GPS 혹은 IP 주소

이런 지오펜스 방식의 접근법이 합리적이고 문제에 대

한 빠른 해결책으로 보이긴 하지만, 기술적 그리고 현실

적인 도전과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특정 위치 내에서 

사람이 움직일 때 3차원적으로 변하는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오피스 빌딩의 층별로 서로 다른 

소유주들과 같은, 복수 소유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

가? 혹은 하루 중 시간별로 다르게 활용되는 행사 공간

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은 처음에는 간단하게 보였던 해결책을 

둘러싼 막대한 복잡성의 실례를 보여준다.

설사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기술적 문제

가 여전히 존재한다. 사용자들에게 제시되는 대부분의 

경험을 단일 프로토콜이 통제하는 웹과 달리, 물리적 공

간에 대한 통제는 훨씬 더 복잡할 것이다. 층을 이룬 콘

텐츠,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기타 아직 볼 수 

없는 기술을 전통적인 웹 기술과 프로토콜을 통해 제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형지물을 동작 표지로서 사용할 수 있

는데, 앱은 이를 통해 기기가 위치한 장소와 상관없이 

증강현실 경험을 발동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앱은 위

치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 일례로, 에펠탑과 같은 이미

지를 인식해 파리와 관계된 콘텐츠를 발동시켜, 효과적

으로 모든 지오펜싱 프로토콜을 회피할 수 있다.

더욱 복잡한 솔루션은 장소의 지오펜싱과 '핸드셰이크 

프로토콜'-연결 수립을 위해 두 기기 간에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이 혼

합 접근법에서는 기기가 앱을 사용하고자 할 때 단순

히 기기와 사용자의 어떤 인증서뿐만 아니라, 또한 기

기의 보고된 위치를 AR 애플리케이션 공급자의 권리

와 대조해 검증한다. 뉴저지에서 이미 시험 중인 유사

한 솔루션은 도박용 앱을 위해 사용되는데 디지털 도박

꾼이 합법적으로 주의 물리적 경계 내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전략은 사용자의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

해 GPS 위치 확인과 Wi-Fi 네트워크 위치 추적을 포함

해 다양한 확인 방법을 활용한다.20 하지만 상당한 발

전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법은 완벽하지 않으며 위치를 

검증하는 바로 그 방법론에 따라서 속임수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진화하는 접근법: 물리적 공간을 위한  

디지털 주소

기타 솔루션들은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는데, 오늘날 

웹 상의 IP 주소와 매우 비슷한 엄격하고, 복제 불가능

한 분류 체계를 물리적 공간에 적용하려 시도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점포의 전면 공간이 고유의 숫자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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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가능해져, 경쟁자들이 그 장소에서 AR 경험을 발동

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점포 위

에 위치한 아파트는 다른 식별 번호를 가지게 되어, 또 

다른 일련의 AR 경험의 실행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분

류된 3D 공간은 누가 어디서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는

지와 각 공간 내에서 존재 가능한 AR의 유형을 규제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위치정보와 블록체인 기술을 조합해 사용하는 프로토

콜도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다. 버시스(Verses)와 같은 

조직은 웹 프로토콜 전문가들을 모아 위치정보-블록체

인 조직과 팀을 이뤄 지구를 지도화하고 3D 공간 및 시

간 프로토콜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시작했다.21 

이 프레임워크는 이론적으로 실세계 환경의 구획화와 

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허가 할당을 가능케 해줄 것이

다. 하지만, 이 또한 만능 해결책은 아닌데, 모든 물리적 

공간을 고유하게 식별해야 하는 도전과제가 상당히 막

대하기 때문이다. 

기술이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역량은 여전히 개발 중에 있고 혼자서는 문

제를 해결 수 없다.

AR 기술의 진화에 따른 규제 수행

분명히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있긴 하지만, 모든 기술의 

초창기에는 규제당국과 기업이 협업해 부정적인 결과 

및 외부성에 대한 방어와 혁신의 고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 현재 웹 역량의 지속적인 혁

신과 등장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증강 기술은 지금과 같

이 초기에는 폭넓게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시간이 흐른 

후에 자율 규제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변환적 기술에서 얻은 긍정적 및 부정적 교훈을 살

펴봄으로써, 과거와 같은 실패를 회피하려 시도할 수 있

다. 규제의 미래에 관한 딜로이트의 지난 연구는 비슷한 

많은 복잡한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규제당국이 떠오르

는 AR 기술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핵심 주제를 발견했다. 

기존 규제의 검토와 이해

새로운 규제를 개발하기 전에, 정부와 기업은 모두 현재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제, 규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일부 경우, 기존 규제가 신기술의 가장 큰 위협을 이미 

적절히 방어하고 있을 수 있다. 다른 경우, 신기술이 근

본적인 역학 관계를 변화시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해질 

수 있다-소형 드론이 확산되었을 때 과거 '모형 비행기'

의 사용을 관리해왔던 기존 규제에 대한 개정이 강제되

었듯 말이다.22 AR과 같은 기술에 있어, 정부가 다양한 

기존 정책의 포괄적인 검토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

다. 검토와 재고가 필요할 가능성이 큰 일부 정책에

는 부동산법, 사생활 보호 규제, 저작권 및 지적재

산권이 포함된다.23  

규제에 대해 유연한 접근법 채택

다른 신흥 기술처럼, AR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

는 방식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유연한 접근법의 채택이 규제 당국의 기술 

변화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접근법은 

피드백 고리의 반복적 과정에 의존하는데, 

여기서의 결과물은 그러한 규제의 수정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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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디지털 리얼리티 세계를 규제하기 시작할 것인가

헌해 이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피드백 고리는 규제당국이 정책을 벤치마크와 비

교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개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규제당국과 기업은 그러한 피드

백을 얻기 위해 많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도

구에는 정책 연구소의 설립, 규제 샌드박스(Sandbox)

의 설치, 정책 수립의 크라우드소싱, 그리고 자율 규제

와 민간 표준설정기구를 통한 거버넌스 절차에 대리 권

한 부여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전미 고속도로 교통

안전 위원회(NHTSA)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을 만

들기 위해 반복적인 접근법을 채택했는데, 이는 기술 기

업 및 자동차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를 시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해, 궁극적으로 2017년 크게 개정된 권

고안을 낳게 되었다.24 

연성 법률의 도입 권고

연성 법률 기제-행동 강령, 표준, 권고안과 같이 직접적

으로 강제되지 않는 도구-는 더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또다른 도구를 제공한다. 조약 및 법령과 같은 경

성 법률의 요건과 달리, 연성 법률에는 권고안, 업계 자

율규제 독려, 최선의 실무관행, 행동 강령, 제3자 인증 

및 인가가 포함될 수 있다. 연성 법률은 규제당국이 기

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데, 경성 법률

과는 달리 규제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AR 공간 내 상당한 내용들이 여전히 개발 도

중에 있기 때문에, 연성 법률의 사용은 규제당국에게 대

응을 위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진화하는 기술이 어

떤 방향을 취하건 간에 말이다. 

기업과 규제당국은 해결해야 할 문제의 범위를 정의하

고, 대응 과정에서 업계 표준과 행동 강령을 개발함으로

써 연성 법률의 적용을 위해 협업을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인터넷은 정부기관과 업계에 의해 만들어진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과 같은 표준 위에 구축되었다. AR도 비슷하

게 발전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산

하 표준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and the Standards Association, IEEE-

SA)와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는 AR/VR 기술 발전을 위해 기기 

제조사, 서비스 공급자, 기술 개발자, 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AR/VR 표준화에 대한 

합의 도출을 추구하고 있다. 표준들 중 하나는 가상현실

이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환경 안전성에 대한 시

험과 품질 보증에 초점을 맞춘다.25 이런 플랫폼은 규제

당국과 AR 개발자를 한 데 모아 AR 규제 체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잠재력이 있다. 

표준들을 조정하고 효과적으로 협업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와 같은 다

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모델의 생성을 고려할 수 있다. 

ICANN은 웹 주소 표준체계의 창출과 정책 개발을 도운 

전 세계에 걸친 사람들로 구성된 비영리 협력기구다.26 

AR에 대한 ICANN 같은 기구가 AR 경험을 위한 공간 

주소를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아 안전한 AR 경

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샌드박스에서 규제 접근법을 실험

기술의 사용에 많은 관계자들의 재정, 평판, 혹은 기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AR과 같은 기술은, 제안된 규제

의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위험

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AR 개발자들이 아이

디어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이를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샌드박스는 혁신가

들이 모든 표준적 규제를 따를 필요없이 제품, 서비스, 

혹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통

제된 환경이다.27 이는 정부와 기업이 기술 실험에서 협

력하게 해주는 동시에 제안된 규제의 효과도 시험할 수 

있게 해준다. 협업을 통해, 정부와 업계 참가자들은 AR

에 기반한 새로운 상품, 서비스, 사업 모델에 대한 적절

한 규정과 규제를 개발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가상통화 개발자들, 그리고 핀테크 규제

당국이 채택해온 샌드박스 방식은 혁신을 고무하고 또

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

다.28 예를 들어, 영국의 금융행위 감독기관(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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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 Authority)은 2016년 6월 최초의 핀테크 규

제 샌드박스를 개시했다. 이 샌드박스는 핀테크 시장참

여자들이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갖춘 안전하고 활

성화된 환경에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타당할 경우 일부 규제 요건에서 

면제된다. 샌드박스의 첫 운영 1년 후에, 샌드박스 시

험을 완료한 1차 집단에 속한 기업의 90%가 더 폭넓

은 시장 출시를 위해 활동을 계속했고, 40% 이상이 샌

드박스 시험 동안 혹은 이후에 투자를 유치했다.29 홍콩 

통화당국 또한 비슷한 샌드박스를 개시했는데, 이는 증

강현실에 기반한 핀테크 상품을 개발하는 혁신가들과의 

관여를 추구한다.30 

이런 규제 도구는 정부기관이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이 

이뤄지기 전에도 기술에 대한 통제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시사점 또한 존재한다. 이들 

도구의 협업적 속성은 기업이 그저 최종적인 규제만을 

앉아서 기다릴 수 없음을 시사해준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정부기관과 관계를 가져야 할 필

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은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 

증강 공간의 소유권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여주는 명확

한 답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와 기업 모두가 

AR 혜택의 실현을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되진 않는다. 

· 지금 시작하라. 다른 신흥기술의 경우처럼, 기업과 사

회를 뒤흔들 AR의 잠재력을 저평가하지 않아야 한

다. 처음부터 정부와 기업이 광범위하게 참여해야만 

우리가 AR의 장점을 홍보하고, 깊은 영향을 고려하

며, 너무 늦기 전에 최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도

록 희망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차-기능적/교차-기관적 AR 실무진을 소집하라. 

AR 기술의 영향은 분명히 폭넓을 것이다. 그리고 이

를 전부 파악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AR의 모든 기술적, 경제적, 영향을 다

루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업해야 

한다. 기업은 AR 기술의 잠재적 기회와 도전과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과업을 맡길 수 있는 소규모 

팀을 조직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 조직

해야 한다. 여기에는 IT 부서의 인원이 포함되어야 하

지만, 이를 훨씬 넘어 상품, 마케팅 및 PR, 영업, 고객 

서비스 팀과 핵심 사업부서도 포함해야 한다. 이 기술

이 부상할 때, 조직의 큰 부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공간적 웹에서의 부

정적인 리뷰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부터 혁신과 사

업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합리적인 표준의 개발을 위

한 정부 규제당국과의 협업까지 말이다. 

· 외부 파트너십을 권장하라. AR 기술을 이해하고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중요한 경제적 그리고 정책적 

문제다. 정부와 기업 모두 그들이 AR의 진화를 따라

가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하는데, 서로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학계 및 스타트업 커뮤니티와 같은 생태계 파

트너를 통해서도 말이다. 정부는 이러한 연결을 이용

해 정책 연구소, 규제 샌드박스, 정책수립 크라우드

소싱, 그리고 자율 규제와 민간 표준설정기구를 거친 

대리권 제공을 통한 정책수립 과정에 업계 참가자들

을 초대해야 한다.

불확실성과 기술의 복잡성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한 장

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AR을 포기한다면 기업은 

기술의 혜택을 놓치게 되고 정부는 시민에 대한 기술

의 영향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상황이 명약관화해질 것

이다.31 

기업 혹은 정부 혼자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과거의 

기술 변환에서 배운 교훈의 이해와 깊은 협력을 통해서

만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AR 규제

의 진화를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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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NOTE

{ 이전에 우리가 했던 말 }

" CMO(Chief Marketing Officer) 직책의 부상은 웹이 중요해지고 디지털 시대를 안내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뤄졌다. 디지털 시대에는, 고객 중심 문화의 도약이 있었다. 마케팅은 결코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 

이제 기업은 반드시 진정으로 매일 그리고 매시간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응해야만 한다." 

"매드맨에서 슈퍼우먼으로: 강화된 소비자의 시대에서 

필연적인 마케팅 최고책임자(CMO)의 부상", 2012년 7월 1일

{ 지금 우리의 생각 }

늘날의 CMO는, 고객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선호도, 습관, 행동에 관한 2012년보다 훨씬 

많고 풍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데이터는 CMO를 고객에 대한 

전문가로 만들 수 있다. 그들은 고객과 

함께 무엇을 할지에 관해 조직의 나머

지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다. CMO의 

역할 중 많은 부분이 고객과의 접점 전

반에 걸쳐 조직이 탁월한 경험을 지속

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실히 하는 

일인데, 이는 고객 서비스, 온라인 혹

은 매장 구매, 혹은 고객에 대한 조직

의 브랜드와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협

력사 생태계의 조정을 통해서 이건 간

에 관계없이 수행된다. 매우 자주, 이

는 CMO가 권위보다는 영향력을 통해 일이 이뤄지도

록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모든 고객 접점

의 모든 측면을 소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고

객들이 가지길 원하는 경험의 분위기와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우리가 발견한 좋은 소식은, 나머지 고위 

경영진들이 일반적으로 CMO가 사업 전

략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CMO는 그러한 신뢰를 

활용해 고객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

는 방식으로 조직이 어떻게 경쟁에서 앞

설 수 있는지에 관한 대화를 선도해야 한

다. 이런 방식으로, CMO는 사업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오

제니퍼 빈스트라 
(Jennifer Veenstra)

딜로이트 CMO 프로그램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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