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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선도적인 많은 기업들이 가장 험난한 도전과제에 대한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강력한 결과물을 딜로이트 애널

리틱스가 제공해 주길 기대한다. 신속하게. 딜로이트 애널리틱스 사업부는 고객들이 가져오는 광범위한 니즈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설계자, 사업 특화된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는 기업 및 영역 전문가들, 시각화 및 

디자인 전문가 그리고 물론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에 의해 가동된다. 우리는 깊은 지식을 가진 이런 인재들을 

전 세계에 대규모로 배치한다. 더 많은 정보를, Deloitte.com의 사업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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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프리카 격언에, 잔잔한 바다는 숙련된 선원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요동치는 

빠른 디지털 격변의 세계에서, 우리는 누가 

항해에 가장 뛰어난지 알아보길 원했다-그리고 그들이 어

떤 경험을 전해줄 수 있는지도 말이다. 기업의 AI 사용 현

황 딜로이트 2차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 우리는 상당한 

AI 전문지식과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실전배치 경험을 보

유한 첨단기술, 미디어 & 통신 산업 분야의 얼리 어댑터들

을 발견했다. 딜로이트의 분석은 더 경험 많은 얼리 어댑터

들로부터 4가지 핵심 인사이트를 발견했다. 

경쟁 압박에 직면해, 그들은 AI를 사업전략의 핵심으

로 만들어왔다. 이 기업들의 집단은 AI를 성공의 열쇠로 보

면서도 사업과 산업에 대한 변환적 영향에 관해 신중한 견

해를 가진다.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AI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지출을 가속하며, 투자에 대해 큰 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그들은 더 성숙한 실무관행을 더 높은 수준으로 채택하

고 있다. 우리가 설문한 더 경험 많은 조직들은 AI 투자 노

력의 성공을 확실히 하기 위해 광범위한 최선의 실무관행

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전사적인 AI전략을 보유하고, 훈

련에 더 강한 초점을 두며, 기술적 및 비기술적 인재 모두

를 채용하고, 실험에 대해 강한 역량을 보여주며, 다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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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예를 들어, 기업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도구, 서비스

형 AI와 같은 도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조기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전과제에 직면한다. 

경험 많은 조직들은 그들이 구현, 데이터, 관리비용과 관

련된 문제와 씨름 중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사이버보안 문

제에 대해서는 덜 걱정하는데, 아마도 그들이 사이버보안 

계획을 AI 추진계획에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이 크다.

그들은 AI가 자사의 노동력에 미치는 잠재적인 변환적 

영향을 인식한다. 경험 많은 조직들은 AI가 일자리의 역할

과 기량을 자신의 기업에서 이미 바꾸고 있다고 더 느끼면

서, 그러한 변화에 대응한다. 압도적 다수가 AI가 의사결정

을 개선하고, 일의 실적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인간과 기

술 간에 더 시너지 높은 관계를 창출할 거라고 생각한다.

AI 기술의 생산자이자 소비자 양쪽 모두로서, TMT 기

업들은 AI의 많은 활용 방안-그들 자신과 고객 모두를 위

한-을 고려하고 있다. AI의 활용사례가 계속해서 확장됨에 

따라, 기술 및 조직 관점에서 실행을 제대로 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조직은 그

들의 AI 노력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명확한 

경로를 바로 시작해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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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 새로운 여정

스
스로에게 "우리가 AI를 추구해야 하는가?"

를 질문하는 대신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

어떻게 우리가 AI를 추구해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있다. 조직들이 AI의 구현이 제공할 수 있는 잠재

적 가치를 개방하기 위한 방안을 추구함에 따라 열광과 활용 

모두가 늘어나고 있다.

열광을 뒤따른 투자 덕분에, 전 세계 AI 산업은 지난 3년 

동안 24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1 추가로 2017년

에는 거대 기술기업들이 AI에 집중하는 115곳의 스타트업

들을 인수했는데, 이는 2016년 대비 44% 이상 증가한 결

과다.2 열광적인 투자는 인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직들

은 자체 연구개발 능력의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삼

성은 자사의 AI 도입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에 연구 센터

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0년까지 1,000명

의 AI 공학자와 연구자들로 구성된 팀의 구축이 포함된다.3

이런 물결 속에서, 딜로이트는 어떻게 AI 기술이 얼리 

어댑터 기업들을 변환하기 시작했는지 이해하길 원했다. 우

리는 어떻게 그들이 AI 기술을 이용하고 어떻게 사업이 영향

을 받는지 이해하기 위해 미국에서 266명의 TMT 산업 임

원들을 설문했다(삽입글, 『방법론』 참조). 우리는 기업에 있

어 AI의 채택과 투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길 원

했다, 그들이 어떤 종류의 혜택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경험 

많은 조직들이 성공을 위해 어떤 실무관행을 사용하고 있는

지를 말이다.

방법론

어떻게 조직들이 AI 기술에 적응하고 이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획득하기 위해, 2018년 3분기에

딜로이트는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현 중인 미국 기반 기업들에 속한 1,100여명의 IT 및 사업부 임원들을 설문했다. 

이 보고서는 이 중에 TMT 기업들을 대표하는 266명의 응답자들의 부분집합을 조사한다.

모든 응답자들은 자신이 속한 기업의 AI 기술 활용에 관해 잘 알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했으며 89%는 기업의 AI

전략, 지출, 구현 그리고/혹은 의사결정에 직접 관계를 가졌다. 52%는 IT 임원이고, 나머지는 사업부 임원이었다.

64%는 고위급 임원-CIO및 CTO(26%)와 함께, CEO, 회장, 소유주(32%)를 포함한-이었고 36%는 고위급 아래의 

임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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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서 본 전망

딜
로이트가 설문한 TMT 조직들은 모두 AI 솔루

션을 시험 혹은 구현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 내

에서 AI 성숙도의 증가를 보여주는 징후가 있다. 

딜로이트 2017 인지 기술 설문조사에서,4 18%의 응답자들

이 자신의 조직이 11개 혹은 그 이상의 가짓수로 AI의 실전 

활용 배치에 착수했다고 답했었다. 1년 후, 그런 집단의 비

율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나, 37%에 달했다. 추가로, 자신의 

기업이 AI 솔루션 구축에 관해 높은 전문지식을 보유했다고 

말한 비율은 42%에서 47%로 증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우리는 분석을 한 단계 더 깊이 들

어가 가장 경험 많은 AI 채택자들을 살펴보길 원했다-다수의 

AI 시스템을 구축했을뿐더러 적절한 기술의 선택, 활용사례

의 파악, AI의 솔루션의 구축과 통합, 인력 충원에서 높은 수

준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기업들을 말이다. 그들은 AI 추진계

획으로부터 더 나은 이득을 보고 있는가? 그들은 AI 투자 노

력에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가? '첨단의 첨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히기 위해, 우리는 조직들을 3가지 구분 

집단으로 나눴는데, 착수한 AI 실전 배치의 숫자와 어떻게 

응답자들이 다양한 측정지표 전반에 걸쳐 자사의 전문지식 

수준을 평가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그림 1 참조):

 · 숙련자(30%)들은 AI 도입 성숙도의 첨단에 있다. 그들 

 은 많은 수의 실전 배치에 착수했고 이사회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AI 전문지식을 개발해왔으며, AI 기술과 공 

 급자의 선택, 활용사례의 파악, AI 솔루션의 구축과 관리, 

 IT 환경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의 AI 통합, AI 기술 인력의

 채용과 관리에서도 그러하다.

 · 기량자(41%)들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AI 실전 활용 시 

 스템을 개시했지만 아직 숙련된 이들만큼 성숙하진 못 

 했다. 그들은 AI 구현의 숫자와 AI 전문지식 수준 모두 

 에서, 뒤처진다.

 · 초보자(29%)들은 AI 도입에 발을 담근 상태이지만 아 

 직 AI 솔루션의 구축, 통합, 관리에서 강건한 기량을 개 

 발하진 못했다.

 숙련된 기업들은 사업의 성공에 있어 AI의 도입을 압도

적으로 '매우 중요' 혹은 '치명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숙련된 기업 임원들은 94%라는 놀라운 비율로 이를 믿어, 

기량 있는 기업의 82%, 초보 기업의 52%와 대조적이다. 

숙련된 이들은 그러한 믿음에 기반해 행동하고 있다. 그들

은 전속력으로 AI 투자와 활동에서 앞서 나가며, AI 투자 노

력에서 측정 가능한 가치를 달성하고 있다. 그들은 AI에 대

한 전사적인 구상을 그러한 구상의 달성을 위한 일련의 구

조화된 실무관행 그리고 실험에 대한 재간과 결합하고 있다

(그림 2 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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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숙련된 조직들은 가장 성숙한 AI 도입자로서, 많은 수의 AI 실전 배치와 높은 수준의 

AI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림 2

숙련자들은 AI 도입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여러 방법으로 AI에 접근하며, 

새로운 업무 방식을 구상한다

출처: 기업의 AI 현황, 딜로이트 2차 설문조사, 2018 

출처: 기업의 AI 현황, 딜로이트 2차 설문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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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포트폴리오

머신러닝. 머신러닝 기술을 가지고, 컴퓨터는 데이터의 분석, 숨겨진 패턴의 파악, 분류의 수행, 미래 결과의 예측을 배울 

수 있다. 이런 학습은 명시적으로 프로그램된 명령 없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이들 시스템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머신러닝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집합을 준비하고,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며,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기술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과 같은 첨단 및 특화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대부분의 

AI 기술은, 머신러닝과 이의 복잡한 후손인 딥러닝에 기반한다. 딜로이트의 설문조사는 머신러닝이 보통 수준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주는데, 지난 해의 57%에서 61%로 늘어났다.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NLP는 독해 가능하고, 문체 상 자연스러우며, 문법적으로 올바른 형

식으로 글에서 의미와 의도를 추출하거나 생성하는 능력이다. NLP는 가상비서와 챗봇을 위한 음성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작동시킨다. 이 기술은 또한 점점 더 데이터 집합을 조회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지난 해의 56%에서 늘어난, 66%

의 응답자들이 NLP를 도입했다.

딥러닝.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집합이며 신경망이라고 불리는 인간 두뇌의 개념적 모델에 기반한다.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신경망이 상호 연결된 다수의 계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받는 입력층, 데이터를 계산하는 

은닉층,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출력층이 그들이다. 은닉 층의 숫자가 더 많을수록(각각의 층은 점진적으로 더 복잡한 

정보를 처리한다), 시스템은 더 깊어진다. 딥러닝은 특히 음성, 화상, 동영상과 같이 복잡하고, 풍부한, 다차원적 데이터

의 분석에 유용하다. 이는 대규모 데이터의 분석에 이용될 때 가장 잘 작동한다. 신기술이 기업의 딥러닝 프로젝트 착수를

더 쉽게 만들어,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딜로이트 설문 응답자들 중, 54%가 딥러닝을 이용한다고 말해, 2017년의 

19%에서-모든 AI 기술들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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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향한 경로를 표시하기

  율성 증가를 위한 단기적 노력 및 장기적

  변환을 위한 다른 방법들을 포함해, AI 기술

  이 제공하는 가치를 향한 많은 경로가 존재

한다.7 실제로 딜로이트가 분류한 TMT 기업 3가지 구분집

단 각각은 AI가 동력이 된 변환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경험이 적

은 초보자와 기량자들은 속도에 관

해 더 낙관적인 반면, 숙련된 도입

자들은 더 절제된 기대를 보였다. 

65%의 초보자들과 59%들의 기

량자들은 조직의 변환이 3년 내에 

일어날 거라고 믿었고 숙련자들은 

단지 45%만이 이에 동의했다. 실

제로, 숙련된 기업들 중 절반 이상

(51%)은 그들의 사업 변환이 4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거라고 보았다. 어쩌면 초보자와 기량

자들이 더 원대한 야망을 가졌거나-혹은 숙련자들이 더 회의

적이고 현실적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련자들

이 투자와 AI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은 그들이 장

기간에 걸쳐 AI 추진계획을 고수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숙련된 도입자들이 AI를 전략적 추진계획으로 바라보

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크게 AI에 투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지출을 가속하는 모습은 놀랍지가 않다(그림 3 참

조). 숙련된 기업 중 약 절반(49%)이 가장 최근 회계연도

에 5백만 달러 이상을 AI에 투자했다(기량자들의 42% 그

리고 초보자들의 28%와 대조적). 숙련자들은 또한 투자

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38%의 숙련된 도입자들이 다음 

회계연도에 AI투자를 20% 이상 확대할 거라고 말했다.

 왜 대부분의 성숙한 AI 도입자들이 그렇게 공격적으

로 투자하는가? 해답의 일부는 경쟁 압박에 있는 듯하다. 

44%의 숙련된 기업들이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위해 혹

은 호각을 유지하기 위해 AI를 이용한다고 말한 반면, 다

른 집단은 그들이 따라잡는 중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적

었다. 가장 성숙한 도입자들은 그들 또한 선진적인 AI 도

입자인 경쟁자들과의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듯 보인

다. 그들은 승부에서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데도 AI의 추

구가 필수적이라 여기는 듯하다. 동시에, 44%의 숙련된 

기업이 AI가 격차를 벌이거나 경쟁에서 크게 앞서는 데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 이렇게 엇갈리는 견해는 AI기술

효
"AI를 이용한 경쟁우위는 더 이상 프로세스

효율성의 획득에서 나오지 않고, 고객 경험의

개선에 이를 이용하는 데서 나온다-선호도의

파악, 고유한 콘텐츠의 설계, 그리고 이를

적절한 사람들에게 목표로 하는 데서 말이다."

- 아테나스아울(AthenasOwl)의 공동 창업자, 비벡 케마니(Vivek Khem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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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숙련자들은 더 많이 투자하고 투자를 가속하고 있다

49%

42%

28%

44%

1%

13%

25%

45%

49%

숙련자

+ 16%
숙련자

기량자

50만 달러 미만 5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 500만 달러 이상

+ 12%
기량자

초보자

+ 10%
초보자

다음 회계연도에 예상하는
AI 투자 변화 (평균적으로)

참조: '알지 못함'으로 답변한 소수의 응답자들로 인해 비율의 총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출처: 기업의 AI 현황, 딜로이트 2차 설문조사, 2018

을 단순히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생존 혹은 차별화 방법

으로서 활용하는 숙련자들의 강한 추진력을 조명해 준다.

 AI에 대한 투자 가속은 또한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의 투자에서 목격한 강한 이익률에 주도되고 있는지도 모

른다. 우리는 TMT 기업들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AI 기

술에 상당한 지출을 하고-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

고 있음을 발견했다(그림 4 참조). 놀랍게도, 숙련된 도

입자들 모두가 AI 투자에 대한 양의 이익률을 보고했는

데, 그들 중 절반 이상(54%)이 20% 이상의 ROI를 달성

했다. 그들은 AI 전위대에서 진정한 리더들이다. 양의 재

무적 수익률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미래 투자의 정

당화 및 추진과 훈련 및 재교육 노력에도 도움이 된다. 

 숙련된 기업들은 또한 AI 추진계획에 대한 측정지표

의 추적에 대해서도 진지하다: 약 10 중 6이 ROI뿐만 아

니라 비용 절감 목표, 고객 관련 목표, 매출 목표를 측정하

며 추적하고 있고, 절반은 생산성 목표를 위한 지표를 추적

하고 있다. 더 성숙한 도입자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성실하

게 지표에 접근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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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MT 기업들은 더 많이 투자하고 더 큰 ROI를 기대하고 있다

22%

20%

18%

16%

14%

12%

10%

적은 AI 투자/높은 수익률

산업재 및 서비스
첨단기술/미디어 및 연예오락/통신

전문가 서비스

생명과학

투
자

수
익

률

금융 서비스 및 보험

소비재

정부/공공 부문 (교육 포함)

적은 AI 투자/낮은 수익률

적은 투자 중간값

많은 AI 투자/높은 이익률

많은 AI 투자/낮은 수익률

많은 투자

참조: 이 도표의 점선은 산업 전반에 걸친, 모든 응답자들에 대한 ROI 중간값과 AI 투자 중간값을 나타냄.

출처: 기업의 AI 현황, 딜로이트 2차 설문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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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주의하기

이
 런 혜택과 재무적 이익은 몇 가지 잠재적인 

 도전과제없이 산출되지 않는다. 조직들이 AI 

 추진계획을 가지고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려 매

진할 때 운영상 장애물과 씨름하고 있다(그림 5 참조). 더 성

숙한 숙련자와 기량자의 경우, 가장 큰 장애물에 구현과 통

합 문제 그리고 데이터에 관한 어려움이 포함됐다. 구현과 

통합이 최상위에 자리한 점은 놀랍지가 않은데, 모든 신흥기

술에 있어 구축과 통합은 복잡한 과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에 AI를 통합하는 난제가 기술이 자신들의 역할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두려움과 저항으로 인해 증폭

될지도 모른다. 진정한 AI의 통합에는 변화가 요구된다-인

간이 기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오래된 전통으로부터 

인간과 AI가 협업하거나, 심지어 시스템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변화로 말이다. 이런 전환의 완벽한 숙달이 

필수적일 수 있는데, 특히 가끔은 AI 시스템의 의사결정 방

식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림 5

더 성숙한 AI 도입자들은 AI 도입에 대한 최상위 도전과제로서 구현, 통합, 
데이터 문제를 꼽았다

각 집단이 선정한 3가지 최상위 도전과제들

구현 도전과제

45%
기업의 역할과 기능에

AI를 통합하기

45%

구현 도전과제

47%

데이터 문제

37%

데이터 문제

45%

기량 부족

43%

기업의 역할과 기능에 
AI를 통합하기

36%

구현 도전과제

38%
AI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활용사례 발견의 어려움

36%

출처: 기업의 AI 현황, 딜로이트 2차 설문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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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거리이긴 하지만, 숙련자들은 그들의 우려를 통제하고 

있는 듯 보인다(삽입글, 『AI로 사이버리스크 관리하기』 참

조). 그들의 최상위 근심거리는 보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고 기술 사용에 대한 그들의 성숙도를 반영한다. 그들이 가

장 걱정하는 점은 AI 시스템의 권고에 대한 신뢰 문제다-그

들이 잘못된 행동을 취하거나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실수를 

저지를까 두려워한다. 이는 인간과 AI가 조화를 이뤄 일하도

록 훈련시키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주의를 쏟아야 할 필요성

을 강조한다. 

 AI를 둘러싼 윤리적인 우려가 정기적으로 크게 보도되

지만, 얼리 어댑터들은 이를 가장 낮은 순위의 걱정거리로 

꼽았고, 실용적이고 시급한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춘다. 그들

은 윤리적 리스크를 잘 통제하고 있다고 믿거나, 혹은 어쩌

면 더 큰 조직들이 이런 문제를 선도해 주길 원할지도 모른

다. 예를 들어, SAP는 기업의 AI 작업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정부, 업계, 학계에서 선정한 이

들로 자문기구를 설립했다.10

 응답자들은 그들이 데이터 관련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

고 보고했다. 정확하고, 고품질의, 잘 정돈된 데이터는 AI 시

스템을 가동하는 연료다.8 조직에 대한 잠재적인 데이터 문

제에는 적절한 내외부 데이터 원천의 발견 및 접근, 이질적

인 시스템들로부터 올 수 있는 데이터의 정제와 종합, 그리

고 데이터에 편향이 없음을 확실히 하는 일이 포함된다.9 그

런 데이터의 보안과 개인정보를 방어하는 일은 또 다른 중

요한 도전과제를 제기한다.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초보자들은 구현을 최고의 도

전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고유한 몇 가지 어려움

이 파악되었는데, 거기에는 기량 부족과 적절한 AI 활용사례 

파악의 어려움이 포함된다. 그들이 성숙 곡선의 초입에 있

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응용 분야가 가장 혜택이 클지를 아

직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경쟁이 유의미함을 확실

히 하기위한 AI 기술의 사용에 압박을 느낄지도 모른다. 

 기업들은 또한 AI 기술에 관해 그들이 가진 더 광범위한 

걱정거리를 관리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그림 6 참조). 사이

버보안 취약점이 전반적으로 AI 도입자들에게 있어 최우선 

AI로 사이버리스크 관리하기

TMT 산업의 응답자들은 가장 큰 잠재적 AI 리스크로서 사이버리스크 취약성을 들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AI 기술에 

대한 경험이 적은 조직일수록, 임원들의 걱정이 더 큰 듯하다. 56%의 초보자들이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최상위 3가지 

우려 중 하나로 꼽아, 기량자의 48%와 숙련자의 단지 37%에 해당하는 수치와 대조적이었다. 또한 숙련자들은 사이버

보안 계획을 AI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통합할 가능성이 더욱 컸다.11

딜로이트의 설문조사는 AI 도입자들이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AI 관련 사이버공격의 가능성에 관해 다양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훈련 데이터의 조작, 데이터 및 알고리즘의 탈취, AI 기술을 이용한 공격이 포함된다. 

이런 걱정이 기술의 채택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34%의 응답자들이 사이버보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AI 추진계획의

속도를 늦추겠다고 말했다. 비록 AI로 작동되는 사이버공격이 아직은 일반적이지 않긴 하지만, AI 기술이 점점 더 보편화

되고 사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12

반대 측면에서는, 사이버공격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빠르게 보안 데이터의 규모가 증가하고 중요한 사이버 기량 간극이 

벌어져, 많은 조직들이 AI 기술에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다. ESG 설문조사에 따르면, 81%의 보안 담당 리더들이 보안 

애널리틱스와 운영의 개선을 위해 머신러닝을 계획하고, 관여하거나 혹은 배치를 행하고 있다.13 많은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보안기업들이, 이들 기술을 자사의 상품에 통합하고 있다. 딜로이트 설문조사에서 단지 37%의 AI 도입자들만이 

그들의 AI 투자 노력에서 사이버보안이 활용사례라고 답했지만, 이 영역의 미래 탐색 기회는 무르익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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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직들은 AI 채택으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를 걱정한다

숙련자 기량자 초보자

응답자들이 선정한 3가지 최상위 도전과제들

AI에 근거해 잘못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림

사명에 필수적인 혹은 생사를 가르는 상황에서의 AI 시스템의 실패

규제 미준수 리스크

AI의 실패로 인한 고객 신뢰의 훼손

AI의 사이버보안 취약성

AI 시스템에 의해 취해진 의사결정 혹은 행동의 법적 책임

AI의 윤리적 리스크

46%
37%

48%

45%
45%

36%

42%
41%

27%

40%
34%

29%

35%
44%

39%

24%
32%

28%

37%
48%

56%

출처: 기업의 AI 현황, 딜로이트 2차 설문조사, 2018

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높은 수치다. 조

직이 AI 투자 노력을 잠재적으로 탈선시킬 가능성 있는 이 

모든 사안들을 숙고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계획하며 대비하

는 게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이들 잠재적 리스크를 인식하는 듯 

보인다-50%가 AI 추진계획과 연관된 잠재적 리스크에 관

해 매우 혹은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했다. 동시에, 86%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조직이 이들 리스크에 다소 혹은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느꼈다-조직이 모든 잠재적인 리스크를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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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경로를 선택하기

 련된 도입자들이 AI를 매우 다양히 실험하긴

 하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강한 조직적 전략

 에 의해 지도를 받는다: 58%가 AI 도입을 위

한 총괄적이고, 상세하며, 전사적인 전략을 가졌다고 말해-

기량자의 33% 그리고 초보자의 23%와 비교되었다. 이들 

덜 성숙한 집단에서, 전략은 부서 수준에서만 존재하는 경향

이 있다. 포브스 인사이츠(Forbes Insights)의 임원 설문조사

에서, 응답자들은 AI에 대한 전략적 구상이 그 기술의 성공

적인 통합에 가장 중요한 단일의 공헌요인이라고 답했다.14

숙련된 도입자들은 또한 그들 조직의 AI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비전을 보여주는 다양한 활동에 착수하고 있다. 여

기에는 어떻게 AI 프로토타입을 완전한 실전 활용으로 옮길

지에 대한 전사적 프로세스의 개발과 AI 옹호자로서 고위 임

원의 임명이 포함된다(그림 7 참조). 하지만, 기껏해야 숙련

된 기업들 중10중 6만이 이러한 활동을 보고해, 여전히 발

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숙

"데이터 상품을 구축하려 노력할 때, 탁자에 둘러앉아 추상적으로

마법같은 구상을 떠올리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프로토타입을

만들 필요가 있다-이는 처음에는 조악할지도 모르지만, 논의되는

사안에 관해 다른 이들이 감을 잡고, 무엇이 가능한지

이해하게 해,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의 신뢰를 쌓게 된다."

– 판도라(Pandora)의 데이터 과학 총책임자, 청취자, 시드하쓰 패틸(Siddharth Pa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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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숙련자와 기량자들은 새로운 전략적 구상을 가리키는 실무에 관여한다

숙련자 기량자 초보자

AI 프로토타입을 완전한 실제 이용으로 옮기기 위한 확립된 전사적 프로세스

AI에 대한 구현 로드맵의 개발

전사에 걸쳐 AI 옹호자로 일할 고위 임원의 임명

선호하는 AI 제공 판매업체의 선택

전사적인 AI 최고 개발부서의 설립

출처: 기업의 AI 현황, 딜로이트 2차 설문조사, 2018

54%
56%

48%

53%
44%

36%

49%
42%

36%

49%
42%

23%

62%
6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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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히 많은 대안들

  I 기술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AI 애

  플리케이션의 구축과 배치가 쉬워지고 있기 때

  문이다. 개발자들을 위한 역량을 갖춘 더 풍부한 

도구와 함께, 서비스형 AI는 더 좋아지고 저렴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선투자 비용이 줄어들고, 전문 인재의 필요성

이 감소하며, 리스크가 최소화된 상황에서,  AI 역량을 가지

고 실험을 하고 폭넓게 솔루션을 배치할 수 있다. 그런 한가

지 사례로 코딩없이 딥러닝을 더 

간단하고 더 접근성 있게 만들려는 

목표를 가진, 스타트업 기업인 로

브(Lobe)를 최근 인수한 마이크로

소프트로가 있다.15

 서비스형 AI의 활용은 숙련자

와 기량자가 실험을 활성화하는 핵

심 방법이다(그림 8 참조). 기업들

은 클라우드를 통해 첨단의 AI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접

근할 수 있어, 자체 인프라를 구축

하고 맨땅에서부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줄어

든다. 최근 딜로이트 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은 AI와 같은 첨

단 혁신 역량의 획득에 있어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직접 

설치 솔루션보다 2.6배 더 선호하고, 이런 역량의 자체 구축

보다는 외부 서비스를 3배 이상 더 선호한다고 한다.16

 주요 클라우드 공급자들은 모두 이제 데이터 준비, 음성

의 문자 변환, 문자의 음성 변환, 자연어 이해, 이미지 분석

을 포함해 서비스로서 다양한 AI 역량을 제공한다.17 복잡

한 알고리즘을 배워야만 할 필요가 없는 챗봇과 대화형 인

터페이스의 구축,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 및 훈련을 위한 서

비스도 있다. 클라우드 기반의 딥러닝 서비스는 고도로 막

대한 연산 요건의 주문형 처리를 위한 특화된 프로세서에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18 서비스 기반의 솔루션은 기업에

게 최신의 첨단기술에 대한 빠른 접근을 제공한다. 실제로, 

서비스형 AI의 눈뭉치처럼 커지는 인기는 48%라는 놀랄 

만한 전 세계 연간 성장률로 증명된다.19

 숙련된 회사들이 AI에 접근하는 가장 유망한 방식은 또

한 가장 쉽기도 하다: 지능적 역량을 내장한 기업용 소프

트웨어의 사용이 그것이다. 이들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

인 경우가 많고 CRM, ERP, HR과 같은 사업 기능에 특화되

었다. 예를 들어, 세일즈포스의 아인슈타인은 머신러닝을

A

"AI를 구축하는 AI는 이제 현실인데, 딥러닝

신경망을 빠르고 자동적으로 구축 가능한

도구는-훈련된 데이터 과학자가 구축에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렸던 일을 몇 시간만에 달성한다."

-IBM의 선임 연구원, CTO, 왓슨의 수석 설계자, 루치 푸리(Ruchir P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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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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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6%

3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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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60%
54%

40%

72%
61%

48%
1.5x

2.2x

1.7x

1.8x

1.5x

예를 들어,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과 배치에는 일반적으로 

숙련된 데이터 과학자의 수주 혹은 수개월의 노동이 들어간

다. 하지만, 자동화된 머신러닝은 '평범한' 개발자가 솔루션

을 며칠만에 만들어내도록 해준다. 숙련된 도입자들은 이제 

상업적 혹은 오픈소스 도구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자동화된 

머신러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다른 이들보다 더 크다.21

과거 영업 데이터에 적용해 어떤 영업 전망이 가장 종결될 

가능성이 큰지를 예측한다.20 이들 시스템은 꼭 AI 전문가일 

필요가 없는 직원들에 의해 바로 사용될 수 있고, 정기적으

로 업데이트되어 기술이 더 발전된다.

 심지어 기업이 맞춤 솔루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때도, 

개발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의 활용이 가능하다. 

기업의 AI 활용 현황 딜로이트 2차 설문조사에서 얻은 인사이트

그림 8

숙련된 도입자들은 AI 획득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숙련자 기량자 초보자

AI를 갖춘 기업용 소프트웨어 숙련자 vs 초보자

자동화된 머신러닝

오픈소스 개발 도구

서비스형 AI

데이터 과학 모델링 도구

출처: 기업의 AI 현황, 딜로이트 2차 설문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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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준비시키기

  적절한 인재와 기량이 AI 도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숙련자들이, 전반적으로 더 큰 

  성숙성을 가지고, AI를 이해하는 직원들을 육

성하는 데 일부 성공을 거둬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련자들은 여전히 다른 집단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심각한 AI 기량 간극을 보고한다. 숙련자들의 거의 

절반이 AI 추진계획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혹

은 심각한 기량 간극을 보고해, 단지 1/4에 불과한 기량자 및 

초보자들과 대조적이다. 이는 숙련자들이 더 많은 AI 프로젝

트를 착수했기 때문에, AI 관

련 기량의 필요성을 더 극심

하게 느끼는 듯 보인다. 

 기업들은 AI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해 광범위한 기량

이 필요한데, 각자의 여정에

서 서로 다른 지점에 위치한 

집단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기량을 필요로 한다(그림 9 

참조).22 숙련된 도입자들이 

찾는 제1의 역할은 소프트

웨어 개발자들이다. AI 결과

를 해석하고 이에 기반해 행

동을 취할 수 있는 비즈니스 

리더와 AI가 가져오는 조직

적 변화에 사람들이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전략을 실행하는 

변화관리 전문가들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따랐다. 이는 숙련

된 도입가들이 AI 솔루션의 사업에의 완전한 통합에 관심을 

쏟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량자 집단은 여전히 AI의 기술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

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프로젝트 관리자들을 주로 찾고 

있다. 그리고 초보자들은 새로운 종류의 AI 알고리즘과 시

스템을 만들기 위해 AI 연구자들을 찾고 있다. 덜 성숙한 도

입자들은 모든 AI 프로젝트를 AI 전문가들을 이용해 맨땅에

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

은 바로 배치 가능한 AI 기능을 갖춘 기업용 소프트웨어뿐

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잘해나

갈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그들이 현재의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AI가 이미 AI에 정통한 회사에서 상당한 노동력 변화를 

일으키고, AI의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더 많

은 기업들을 휩쓸게 된다는 데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숙련자의 10중 6이 AI가 자신의 기업에서 일자리 역할과 기

량을 상당히 변화시켰다고 보고한 반면, 기량자는10중 4 

부

"데이터와 애널리틱스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분석가의 기능을 바꾼다. 그들은 

이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 

리더들과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지금 이는 

또한 더 흥미로운 일이다-그저 데이터의 철저한 

검토에 관한 게 아니다. 분석가들은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대화를 활성화할 수 있다."
-IBM의 선임 연구원, CTO, 왓슨의 수석 설계자, 루치 푸리(Ruchir P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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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가장 성숙한 AI 도입자들은 기량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인재뿐만 아니라 
비기술적 인재도 찾고 있다

기업의 AI 활용 현황 딜로이트 2차 설문조사에서 얻은 인사이트

숙련자 기량자 초보자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필요한 최상위 2가지 기량

소프트웨어 개발자

AI 결과를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며/행동을 취하는 비즈니스 리더

변화 관리/변환 전문가

AI 연구자

프로젝트 관리자

특정 주제 전문가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

데이터 과학자

참조: 설문 기반=자신의 기업에 AI 프로젝트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보통의/중요한/극도의 기량 간극이 존재한다고 말한 이들. 표본 크기=186.

출처: 기업의 AI 현황, 딜로이트 2차 설문조사, 2018



19

노련한 탐험가들: 경험 많은 TMT 조직은 어떻게 AI를 탐색하는가

가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대략 절반이 그러한 기량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없다고 답한 점을 주목했다.24 TMT 

산업의 AI 도입자들이 노동력 훈련을 심각하게 접근해 행동

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다(그림 10). 숙련된 

조직 10중 7이 새로운 AI 솔루션 생성을 위해 개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또한 그 솔루션을 전개하기 위해 IT 인

력을 훈련시키고 있다. 숙련된 조직은 비기술적 인력 또한 

공격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2/3가 직원들이 기업 내에서 

대안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훈련 중이고, 거의 2/3가 직원들

에게 AI를 어떻게 자신의 일에서 활용할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초보자는 10중 2만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 잠재적인 

격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AI 기술이 직원과 새로 

추가된 인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믿는다.23 숙련

된 임원들이 특히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다: 92%가 AI가 직

원들을 강화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데 동의

했고, 96%는 AI 직원의 업무 성과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거

라 믿었으며, 90%가 인간 직원들과 AI가 서로를 증강해, 

새로운 업무 방식을 증진시킬 거라고 말했다.

 최근 딜로이트 인적 자본 트렌드 보고서는, 인간이 기계

와 함께 일하는 세상에서 필요한 기량에 대한 명확성이 증

그림 10

숙련자들은 인간이 AI와 나란히 일하는 세계를 위한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숙련자 기량자 초보자

AI 솔루션 배치를 위한 IT 인력의 훈련

기술적 노동력

전체 노동력

새로운 AI 솔루션 생성을 위한 개발자의 훈련

모든 직원들에 대한 AI 인식 교육

기업 내 대안적 역할에 대한 훈련

자신의 일에서 AI 활용을 위해 직원들을 훈련

출처: 기업의 AI 현황, 딜로이트 2차 설문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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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모두가 손을 모아 돕기

A
  I 기술 접근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져, 점점 더 

  쉬워짐에 따라, 단지 이의 보유만으로는 경쟁 우

  위를 부여받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실행과 통합이 더욱더 경쟁의 지상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많은 조직들이 AI 여정을 그저 시작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더

욱 앞서가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비슷한 질문과 씨름하고 

있다. 우리가 AI 솔루션의 구축, 구매, 혹은 개발을 위해 협업

해야 할까? 그리고 적절한 균형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가

진 것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가-혹은 광범위하고 더욱 

잠재적으로 변환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그래야 하는가? 어떻

게 우리가 기량과 훈련의 필요성을 관리할 것인가? 우리 사

업이 AI 기술의 성숙에 맞춰 진화할 수 있을까? 

 TMT 기업이 더욱 기술적으로 정통하고, AI에 더 많이 

투자하며, 더 AI가 주입된 상품을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

에, 무리로부터 스스로를 차별화할 기회가 있다. 하지만, 그

들은 또한 값비싼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 안내를 제

공하고 선도적인 실무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딜로이트는 경

험 많은 TMT 조직들이 어떻게 AI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조사

해왔다. 우리는 숙련된 도입자들이 다음을 행한다는 점을 

배웠다:

 · AI가 점점 더 사업전략에 중요해진다는 점을 인식

 · 얼마나 빨리 AI가 조직을 변환할 것인가에 대해 더 실용 

 적인 관점을 가짐

 · 더 많이 투자하고 투자를 가속

 · 강력한 조직 전반적인 AI 전략을 채택, 프로토타입을 완

 전한 실전 활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탁월

 · AI 기술을 더 높은 수준으로 활용

 · 구현과 통합에서 어려움을 경험

 · 기량 간극에 고전하고 AI 결과물의 해석에 뛰어난 비즈

 니스 리더를 구함

 · 직원에 대한 AI의 긍정적 영향에 확신을 가지고 노동력

 의 훈련에 관해 적극적임

 그들의 선도적인 위치에서도, 숙련자들이 AI 투자 노력

을 진화시켜갈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게다가, AI 추진

계획에 그리 오랫동안 함께하지 않은 경험이 부족한 조직들

은 선도 집단의 실무관행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AI 도입자들은 그들이 선택한 AI 활용사례의 범위를 더 

늘리고 더 창의적이 될 것인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오늘

날, 조직들은 IT 최적화와 자동화 및 효율성의 추진부터, 품

질 통제와 고객 서비스 개선, 신제품의 창조와 신규 시장의 

추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 

 전망이 얼마나 광범위하건 간에, AI로 가능해진 사업과 

산업의 변환은 초기 단계이고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

다. 비록 과대선전에 휩쓸리고 기회를 놓칠까 걱정하기 쉽

지만, AI 도입자들은 기술과 인재 모두에 대한 장기적 관점

의 채택에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단기 목표뿐만 아니

라 장기에 대해 잘 정의된 전략의 보유가 필수적이다. 조직

은 손쉬운 기성 AI 솔루션 채택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변환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내부적인 AI 개발 역량의 

구축 간에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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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자들을 위한 제안

 · 더 다양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여러가지 유형과 규모를 가진 AI의 구현에 따른 전략적 리스크 수준을 

 관리하라.

 · AI 프로젝트의 가속과 확대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창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기량 간극을 극복하라.

 · 조직의 AI 전략을 재검토하고 발전시켜라. 더 큰 경험은 AI에 대한 빠른 출발을 의미한다. 하지만, AI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이 빠르게 변화해, 다음 주자들에게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 낡은 방식에 고정되는 우를 피하라.

 · AI 시스템의 권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라. AI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과신을 주의하라.

기량자들을 위한 제안

 ·  AI의 전략적 사용을 가속하고 경쟁자들의 노력과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라-차별화를 위한 작은 여지가 남아 있다.

 ·  실행 탁월성을 추구하라. 많은 선도적인 조직들이 총괄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진전을 측정하고 있다. 운영 규율의 

 개선과 추적을 고려하라. 기술을 넘어 프로젝트와 변화 관리에 관해 더 생각하라.

 ·  내외부 자원의 균형 잡힌 활용을 통해 AI 구현을 계속해서 개선하라.

 ·  개발자와 연구자들의 고용뿐만 아니라 또한 AI의 힘을 최고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리더와 변화관리 

 전문가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

초보자들을 위한 제안

 ·  AI에 대해 경험한 이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경험에 기반해 구축하라. 경쟁을 건너 뛰기 위해 이런 위치를 활용하라.

 ·  경험 획득 목적의 AI 활용을 위해 서로 다른 방안을 탐색하라(예를 들어,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자체적인

     구축을 위해 오로지 기술 인재의 채용에만 집중하는 대신에 말이다.

 ·  고립된, 부서 수준의 AI 전략을 더 광범위한 조직 전반의 지침으로 증강하라. AI를 단지 발맞추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경쟁우위의 차별화 요인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라.

 ·  장기를 위해 강력한 데이터 기초의 건설을 확실히 하라-플랫폼, 팀, 프로세스, 그리고 사업 의사결정자와의 통합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들 팀은 단지 사업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사이버보안이 왜 최우선 우려 사항인지를 이해하라.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이버보안을 처음부터  

   AI 구현에 통합하라. AI가 일으킬지 모를 새로운 노출과 고유한 리스크 문제를 탐색하고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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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he following are full descriptions of the skills/capabilities listed in Figure 9:

	 	 	 •	AI	researchers—to	invent	new	kinds	of	AI	algorithms	and	systems

	 	 	 •	Software	developers—to	build	AI	systems

	 	 	 •	Data	scientists—to	analyze	and	extract	meaningful	insights	from	data

	 	 	 •	User	experience	designers—to	improve	the	user	experiences	of	AI-related	products/services

	 	 	 •	Change	management/transformation	experts—to	implement	strategies	for	effecting	change,	and	to	help

      people adapt to AI

	 	 	 •	Project	managers—to	plan	and	execute	AI	projects

	 	 	 •	Business	leaders—to	interpret	AI	results,	make	decisions,	and	take	appropriate	actions

	 	 	 •	Subject-matter	experts—to	infuse	their	area	of	expertise	into	using	AI	systems

23. According to a recent study by the World Economic Forum, developments in automation technologi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create 58 million net new jobs by 2022. See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
    report 2018, September 17, 2018.

24. Dimple Agarwal et al., The rise of the social enterprise: 2018 global human capital trends, Deloitte Insights, March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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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미칼 록커(MICHAL (MIC) LOCKER)는 딜로이트 컨설팅 LLP의 첨단기술, 미디어 & 통신(TMT) 산업 사업부의 매니징 디렉터다. 

그녀는 TMT 기업에 대한 변환 프로그램 컨설팅에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운영 모델 설계, 프로세스 재발명, 운영비 절감, 

제품 간소화, 기술 투자에 초점을 맞춘다.

제프 로욱스(JEFF lOUCKS)는 첨단기술, 미디어 & 통신(TMT) 딜로이트 센터의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다. 담당한 역할에서,

그는 기업이 기술적 변화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들에 관해 연구하고 글을 쓴다. 디지털 사업 모델과 변환

에 관한 수상 경력을 가진 사고 리더로서, 로욱스는 특히 조직이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가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 관심이 

많다.

수잔 헙퍼(SUSANNE HUPFER)는 첨단기술, 미디어 & 통신(TMT) 딜로이트 센터의 리서치 매니저이며, 기술 분야 전문가다. 

그녀는 기술 트렌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하고 행동 가능한 인사이트를 비즈니스 및 IT 리더들에게 제공

한다. 딜로이트에 합류하기 전에, 헙퍼는 20년 이상을 기술 분야에서 일했는데 담당한 역할에는 소프트웨어 연구와 개발, 전략 

컨설팅, 저술이 포함된다.

데이비드 자비스(DAVID JARVIS)는 첨단기술, 미디어 & 통신(TMT) 딜로이트 센터의 리서치 매니저이며, 딜로이트 서비스 LP 

소속이다. 그는 첨단기술 산업에서 10여년 간의 경험을 쌓았고 신흥 사업과 기술 문제 그리고 장기적 변화의 잠재적 영향에 

집중하는 열정 넘치는 전문가이자 교육자다.

기업의 AI 활용 현황 딜로이트 2차 설문조사에서 얻은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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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작성에 대한 폴 살로미(Paul Sallomi)의 전문지식, 지원, 지도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사야타니 마줌더(Sayant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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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미디어 & 통신(TMT) 
딜로이트 센터에 관해

속도, 민첩성, 그리고 숨겨진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선도자들과 느림보들을 구분하는 세상에서, 지연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이 아니다. 첨단기술, 미디어 & 통신 산업(TMT) 딜로이트 센터는 조직이 리스크를 감지하고, 트렌드를 이해하며, 어려운 선택

을 헤쳐가고, 현명한 행보를 하도록 돕는다.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의 채택에는 보통 리스크가 수반되지만, 우리의 연구는 고

객이 현명하게 리스크를 취하고 생각없이 무리를 추종하는 위험을 피하거나-혹은 갓길에서 지켜보도록 돕는다. 우리는 핵심

을 관통해 기업이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센터의 연구로 무장한 TMT 리더들은 효

율적으로 대안을 탐색하고, 기회를 평가하며, 새로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구축, 구매, 대여, 혹은 협력 중 무엇이 우위를 가

지는지 결정할 수 있다. 센터는 딜로이트 LLP의 광범위하고 깊은 지식과-이의 실용적인 TMT 산업 경험에 지원을 받는다. 딜

로이트의 TMT 특화된 인사이트와 세계 수준의 역량은 고객이 우리의 연구가 탐색한 복잡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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