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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는 지능적인 자동화를 상상하고, 전달하며, 실행하기 위한 서비스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몰입도 높은 행사를 통해 우리는 기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도입을 위한 비전, 전략, 비즈니스 사례를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밝혀내고 탐색한다. 우리는 임원들이 자동화를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 도구, 방법론을 

정제하도록 돕는다.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이 형태를 잡아가고 그 혜택이 대규모로 현실화되어가는 지금 

딜로이트는 봇의 관리,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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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 

지능을 갖춘 자동화

2019년 5월 딜로이트는 지능적인 자동화 전략과 

직원들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는 온라인 설문에 임원들을 

초대했다. 우리는 다양한 산업에 속한 아프리카, 북남미, 

아시아와 유럽의 26개국 523명의 임원들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그들이 속한 기업들의 연간 매출을 다합치면 

2.7조 달러에 달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와 같은 자동화 

기술에 대한 시장은 매년 20%씩 성장해 2024년에는 

5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전망이다.1 

이런 성장을 반영하듯, 딜로이트의 설문 응답자들은 

자동화 구현을 성공적으로 확대한 조직의 숫자가 

2018년 이후 두 배로 증가했다고 답했다. 8%의 

임원들이 51가지 이상의 자동화를 전개했다고 말한다. 

  계 지능은 인간 지능을 보완할 수 있다. 인간은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전략적이고, 

  전술적이며, 독창적이다. 로봇은 인간이 어려워

하고 싫어하는 과업에 가장 적합하다. 방대한 데이터의 

조사와 그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 작업에는 끝없는 

반복이 수반될 수 있다. 이는 어떤 인간 두뇌라도 지치게 

만들지만, 로봇은 그렇지 않다.

이는 미래에 대한 길을 열어준다. 함께하는 시대를 

말이다. 로봇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반복과 피로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예측을 하고 분석적이고 전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이 

창조하고, 협업하며, 소통할 수 있다.

일이 이뤄지는 방식,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조합을 

사용하는 방식은 조직 구조의 지대한 변화를 시사한다. 

우리는 이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기

인간과 인공지능의 조합은 

조직 구조의 지대한 변화를 

시사한다.

인간은 로봇을 잘못 판단해왔다. 로봇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로 위협하는, 일자리 도둑

이라고 자주 여겨져 왔다. 인공지능은 인식된 로봇의 위협을 더 악화시켰다. 어쩌면 이들 

생각하는 기계가,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의 소설 속 로봇처럼, 인간은 

불필요하다고 결정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 대중문화에 의해 형성된, 로봇에 대한 우리

의 이미지는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로봇, 특히 생각하는 

로봇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닌 환영해야 할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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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대'에서의 조직을 다시 상상해보기

하지만 규모 확대의 달성은 아직 도전과제로 남아 있는데, 

프로세스의 파편화가 성공의 주된 장애물로 파악된다. 

규모의 확대를 달성한 조직은 자동화로부터 가치를 포착

하기 위한 분명한 비전, 전략, 접근법을 가진 이들이었다. 

그들은 자동화를 전사적인 도전과제로 접근했고 필요한 

새로운 역량을 정착시켰다. 그들은 자동화 기술들을 더 

많이 결합했고, 또한 자동화가 어떻게 직원들을 지원하고 

증강해주며, 수행 가능한 일의 범위를 어떻게 확대해 줄지

에 관해 더 많이 생각했다. 

다음 3년 동안, 임원들은 자동화가 직원들의 역량을 27%

까지 늘려준다고 예상했다: 설문에 참여한 523곳의 

조직에서 추가 정규직원 240만명의 노동력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생산성을 높이고 인간의 경험을 개선할 

상당한 기회를 제시하는데, 역할이 재설계되고 일이 더 

의미 있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44%의 

조직은 자동화 전략이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아직 따져보지 않았고 또한 60%는 자동화로 인해 

직원들의 재교육이 필요할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았다.

많은 조직에서 분명한 점은, 함께하는 시대에서 인간과 

기계의 통합 그리고 조직을 재구상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3년 동안 임원들은 

자동화가 직원들의 역량을 

27%까지 늘려준다고 

예상했다: 설문에 참여한 523

곳의 조직에서 추가 

정규직원 240만명의 

노동력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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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는 다수의 서로 다른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들을 

  연결할 수 있다. RPA는 정확히 프로그램된 '봇

  (bot)'을 이용해 반복적인 특정 과업을 자동화

하는데,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무시해도 될 

정도의 오류로 일관된 결과를 제공해 더 높은 품질을 

보장한다. 추가로 RPA는 직원들을 반복적 작업에서 

해방해 더 전략적인 활동 혹은 고객 중심적인 과업에 

집중시킬 수 있다. 

딜로이트의 분석은 조직이 RPA의 사용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지능적인 자동화의 배치 확대를 꾀하고 있음을 

밝혀준다. 설문한 임원의 58%가 지능적인 자동화 

여정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이들 중, 38%는 시험 단계

(1-10개의 자동화)였고, 12%는 구현 단계(11-50개의 

자동화), 8%는 대규모로 자동화를 진행 중이었다

(51+개의 자동화). 대규모로 배치 중인 조직의 숫자는 

2018년 설문결과에 비교해 2배로 늘었다. 

R

지능을 갖춘 자동화

규모 확대를 위한 여정 
RPA에서 지능적인 자동화로의 이동

더욱 디지털화된 작업 방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직이 RPA를 도입해 규칙 기반

의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 그들은 이제 이들 솔루션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역

량을 통합해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RPA는 직원들을 반복적 

작업에서 해방해 더 전략적인 

활동 혹은 고객 중심적인 

과업에 집중시킬 수 있다. 

정의

RPA: RPA는 컴퓨터에 의한 체계화가 가능한 과업을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자동화다. 이는 '로봇공학' 혹은 '로봇'이라고 종종 

지칭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규칙 기반 프로세스의 자동화로 

정의되며, 웹기반의 애플리케이션, ERP 시스템 및 

메인프레임 시스템을 포함한 어떤 소프트웨어 

위에서도 실행 가능하다.

인공지능: AI 기술은 이미지, 문장 혹은 음성에서 

의미를 추출하고, 패턴과 이상을 감지하며, 추천, 

예측 혹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과 같이 과거에는 

인간 지능이 필요했던 과업을 수행한다. 

AI에는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및 생성이 

포함된다.

지능적인 자동화: 이는 RPA, AI 및 기타 관련 

자동화 기술의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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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능적인 자동화와 그 이상을 향한 경로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자동화의 재구상(AI, 일부 RPA와 노동력 재설계) 지능적인 자동화(RPA와 일부 AI)

과업 기반의 자동화(RPA)

종단 전반에 

대한 기회

높음낮음

낮
음

기회의 수

잠
재

 가
치

높
음

사용 사례를 

목표로 한 기회

저가치 

기회

함께하는 시대'에서의 조직을 다시 상상해보기

더 스마트한 봇을 만들기

RPA에는 대단하고 분명한 많은 혜택이 있지만, 또한 

한계도 있다. 봇은 오직 논리적인 규칙 기반의 프로세스

만 따를 수 있다. 그들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보거나 

이미지, 문장, 혹은 음성에서 의미를 추출하지 못한다. 

RPA 소프트웨어는 그 뒤에 숨어있는 논리에 대한 이해

없이 등록, 송장 발행, 데이터 전송과 같은 기능을 처리

하도록 프로그램된다.

그러한 단순 과업 기반의 자동화를 통해 많은 저가치 

기회를 전부 수확한 뒤, 조직은 이제 차세대 솔루션의 

구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자동화를 더 스마트하게 

만들고 더 많은 가치를 조직에 제공하기 위해 AI와 같은 

여러 첨단기술과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RPA 소프트웨어는 더 첨단의-혹은 지능

적인-기술의 지도하에 데이터를 종합하고 처리한다. AI가 

미가공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면, RPA는 그 결과를 

목표 시스템으로 전달한다.

지능적인 자동화의 기대 혜택

지능적인 자동화 기술을 가지고, 조직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환할 수 있는데-더 빠른 속도와 정확성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조화된 입력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입력 데이터 모두에 기반한 예측과 

의사결정을 자동화한다. 딜로이트의 분석은 3가지 

주요 혜택이 기술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준다. 

조직은 생산성 증가와 비용 절감, 더 큰 정확성, 개선된 

고객 경험의 달성을 기대한다. 

임원들은 지능적인 자동화가 다음 3년 동안 평균 22%의 

비용 절감과 평균 11%의 수익 증가를 제공한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현재 지능적인 자동화를 확대하고 있는 

조직들은 이미 지금까지의 구현에서 평균 27%의 비용 

절감을 달성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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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들은 평균 15개월의 회수기간을 기대한다. 확대 

단계에 있는 이들은 회수기간이 평균적으로 9개월에 

불과했다고 보고했다. 

 과거의 조사에 근거해, 딜로이트는 비록 많은 이들이 

상당한 장애물에 의해 방해받긴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이 

지능적인 자동화의 적용에 꾸준한 진보를 이루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지능을 갖춘 자동화

47%의 조직은 이미 RPA와 AI를 지능적인 자동화 전략의 

일부로서 결합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높은 수익 증가가 

자동화의 결과라고 말하는데, 이는 평균 9%에 달한다. 

오로지 RPA만 사용하는 이들은 단지 3% 수익 증가만을 

보고했다. 

추가적인 증거가 지능적인 자동화의 구현이 기대를 

능가하고 있다고 시사한다. 지능적인 자동화를 시험 중인 

4%

4%

9%

23%

25%

39%

44%

60%

73%

1위 2위 3위

그림 2

지능적인 자동화 채택의 최상위 3가지 혜택

생산성 증가

비용 절감

정확성 개선

고객 경험 개선

애널리틱스 개선

직원 경험 개선

지능적인 자동화 전략이 없음

부정행위 감소 및 벌금 회피

기타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n=302

지능적인 자동화 도입의 장애물

모든 도입 단계의 조직들이 최상위 장애물로 꼽은 2가지는 프로세스의 파편화와 IT 준비 수준이었다. 

일상적인 프로세스들이 책상머리 수준에서 매우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관리되는, 프로세스의 파편화가 36%의 

설문 응답자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로 느껴졌다. 인프라 및 시스템 관점에서의, IT 준비 수준은 17%의 조직들이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겼다. 

자동화를 시험 중인 조직들은 또한 지능적인 자동화에 대한 비전과 야심의 부재를 핵심 장애물로 보았고, 한편 구현의 

속도는 자동화를 구현 혹은 확대 중인 조직에게 훨씬 더 중요했다. 

떠오르는 중요한 트렌드는 조직에 인재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예를 들면 최고 기관(Center of Excellence, 

CoE)의 설립에 필요한 인재가 그러하다. 이는 시스템 통합자와 같은 제3자 벤더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킨다. 

딜로이트는 지속적인 비용 압박(부분적으로 디지털 격변에 의한), 클라우드로의 이전, 인재 부족 및 급격하게 변하는 

상품 및 벤더 생태계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체 역량의 구축에서 서비스형 자동화의 구매로의 이동이 일어난다고 

예상한다. 

이에 동반해 CoE의 역할 변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능형 자동화의 '가능자'에서 디지털 자산의 '거래소' 혹은 '

내부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일부는 이를 넘어 지능적인 자동화의 힘을 입은 운영 개선의 '지휘자'가 되었다. 

이는 중요한 트렌드인데 예를 들어, RPA 벤더들에 의한 오픈 마켓의 생성에도 반영되었다.



7

게다가, 구현 및 확대 단계의 조직들은 또한 지능적인 

자동화(71%)와 전사적인 지능적 자동화 전략(49%)에 

대한 명확하고 인정된 비전과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지능적인 자동화를 구현 혹은 확대 중인 조직은 

직원들이 솔루션 구현을 위한 역량과 기량을 보유했다고 

확신했다. 

함께하는 시대'에서의 조직을 다시 상상해보기

성공하는 지능적인 

자동화 전략의 구축

지능적인 자동화가 제공하는 이익을 감안할 때, 조직들이 

이의 구현과 확장에 굼뜬 듯 보인다. 구현을 진행할 수 

있기 전에 중요한 장애물을 반드시 확실하게 처리해야 

하긴 하지만, 딜로이트는 시험 단계에 있는 조직과 확장 

단계에 있는 조직 간의 분명한 차이에 주목했다. 

특히, 지능적인 자동화를 확대 중인 조직의 임원들은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가치를 포착할 지에 관해 분명히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78%가 그렇다고 말했다. 

솔루션을 시험 중인 기업의 경우 단지 50%만이 같은 

주장을 했다. 

알 수 없는 회수 기간

지능적인 자동화 프로젝트를 개시한 조직들 중 놀랄 

정도로 많은 수가 회수 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있었다. 

시험 단계의 조직들 중, 절반 이상(54%)이 회수 기간

을 추정하지 않았다. 솔루션을 구현 혹은 확대 중인 

조직들 중 1/3(35%)도 마찬가지였다. 

4%45%46%
4%

10% 62% 28%

30% 48% 23%

9% 49% 39% 3%

n=302

강하게 동의

*'자동화 여정을 아직 시작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응답자 제외

동의 동의 안함 강하게 동의 안함

시험 단계(1-10 자동화)

확대 단계(51+ 자동화)

구현 단계(11-50 자동화)

시험, 구현, 확대 모두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그림 3

지능적인 자동화로부터 어떻게 가치를 포착할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한다는 데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은 조직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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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을 갖춘 자동화

확대 중인 조직은 또한 표준의 통제를 담당하는 CoE와 

함께, 숙성된 프로세스의 정의, 표준 및 프로세스 관리를 

창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구현 및 확대 

단계에 있는 조직 중 약 65%가 이 마지막 명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대조적으로 시험 단계의 

조직은 단지 32%에 불과했다. 

자동화를 확대 중인 조직을 구분해주는 다른 측면은 

고도로 협조적인 IT부서였는데, 필요한 기술, 인프라, 

사이버보안을 제자리에 갖췄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민첩하고,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팀을 보유했다. 또한 적절한 거버넌스, 프로젝트 관리 및 

기술을 크게 강조하고 있었다. 

강하게 동의

*'자동화 여정을 아직 시작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응답자 제외

동의 동의 안함 강하게 동의 안함

시험 단계(1-10 자동화)

확대 단계(51+ 자동화)

구현 단계(11-50 자동화)

시험, 구현, 확대 모두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그림 4

거버넌스, 프로젝트 관리 및 기술을 제자리에 갖췄다는 데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은 

조직의 비율

6%42%43%8%

18% 57% 25%

30% 48% 23%

13% 47% 36% 4%

n=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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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성숙한 프로세스 정의, 

 표준 및 프로세스

 성숙한 프로세스 정의, 표준 및 프로세스가 

 백오피스 직원 역량의 더 높은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를 갖춘 조직은 평균 19%의 백오피스 직원 역량 

 향상을 기록해 그렇지 못한 조직의 12%와 비교되

 었다.

05. 가치 포착 방안에 대한 

 명확한 이해

 지능적인 자동화로부터 가치를 포착하는 방안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더 많은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다. 명확한 이해를 가진 임원들은 그들이 

 속한 조직이 평균 21%의 비용 절감을 이뤘다고 

 보고한 반면,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은 15%의 

 비용 절감을 보고했다. 하지만, 가치 포착 방안을 

 명확히 이해한다고 말한 임원들도 상당히 큰 수익 

 증가를 보고하지는 못했다(6% 대 4%). 

 그들이 완전한 혜택을 수확할 만큼 충분히 야심 

 차지 못했을 수 있다. 

06. 비용 절감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 

 과격한 단순화 

 전략의 주요 목적이 비용 절감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 과격한 단순화라는 데 동의할 확률은 

 확대 중인 조직이 더 높았다. 약 73%가 그렇게 

 행한 반면, 시험 단계의 조직은 단지 61%만이 

 같은 입장을 취했다.

설문 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조직이 지능적인 자동화로

부터 분명히 이득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밝혀주었다. 

그러한 조직은 다음 6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다: 

01. 지능적인 자동화를 위한 

 전사적 전략 

 일반적으로 전사적인 전략을 가진 기업이 추가적인 

 노동력 역량, 비용 절감 및 수익 증가의 측면에서 

 더 큰 이익을 보고했다. 그들은 평균 24%의 비용 

 절감과 8%의 수익 증가를 이뤘는데, 반면 전사적 

 전략이 없는 조직은 평균 14%의 비용 절감과 3%

  수익 증가에 그쳤다. 

02. RPA와 AI의 

 결합

 이 접근법이 조직의 수익 증가를 돕는 가장 강력한

 요인인 듯 보인다. 두 가지를 결합한 조직은 평균 

 9%의 수익 증가를 보고한 반면 그렇지 않은 조직

 은 단지 평균 3%에 불과했다. 자동화를 확대 중인 

 조직의 거의 절반(45%)이 RPA와 AI를 결합한 

 반면, 시험 단계의 조직은 단지 20% 그리고 

 구현 중인 조직은 36%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 

03. 기술, 인프라, 

 사이버보안

 필요한 기술, 인프라, 사이버 보안을 갖춘 협조적인 

 IT 부서를 가진 조직이 비용 절감에 더 효과적이었다.

 그들은 평균 21%의 비용 절감을 보고해 이러한 

 기능이 부족한 조직의 13%와 대조를 이뤘다. 

함께하는 시대'에서의 조직을 다시 상상해보기

지능적인 자동화의 성공을 위한 

6가지 핵심 요인

자동화를 확대 중인 

조직의 거의 절반(45%)이 

RPA와 AI를 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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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을 갖춘 자동화

지능적인 자동화의 가치 
기계를 보다 인간처럼 만들기

지능적인 자동화의 힘은 AI와 결합된 RPA가 단순 작업 이상의 혁신적인 활용을 가능케 

할 때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에서 분석과 맥락을 감안한 의사결정

으로 나아갈 때 말이다. 하지만, 상당 수의 설문조사 응답자들(48%)이 아직 AI를 포함

한 지능적인 자동화 전략을 생각하거나 구현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또 다른 36%는 

AI를 전략에 포함시켰지만, 대규모로는 아니었다. 단지 11%의 조직만이 현재 인공지능

을 포함한 솔루션을 확대 중이다. 

현장에서 얻은 교훈

환자 우선순위의 지능적인 결정

환자 수요관리에서의 도전과제 대응을 돕기 위해, 딜로이트는 한 영국 대형병원의 소화기 내과와 협업해 일반의가 

의뢰한 진료 요청 건의 우선순위 설정을 개선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했다. 

그 목표는 AI를 이용해 전자의료기록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파악해서, 서비스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더 효율적인 처리, 

지능적인 분석 및 개선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가 소화기 내과로 들어오는 일반의의 진료 의뢰 건을 읽어내는 데 

사용되었다. AI 솔루션은 의뢰 건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큰 우선순위 결과, 위급성 정도, 그리고 진료 혹은 검사 대상인지 

여부를 제시했다. 두 가지 RPA 솔루션이 이용되었다: 하나는 전자 의료기록을 끌어와 AI에 입력하고 다른 하나는 AI가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를 갱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다. 

만약 AI가 결정을 내렸다면, RPA는 그 결과를 진료 예약 시스템에 입력한다. 

딜로이트는 두 분류 모델을 결합한 방법론을 적용했다-'AI-I'는 위급성 정도를 예측하고 'AI-II '는 진료 결과를 예측한다. 

예측 문제를 둘로 나눔으로써, 우선순위 설정 결과를 한 단계로 예측하는 단일 모델과 비교해 정확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AI 모델링 내에서, 형식 제한이 없는 문장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 특성 엔지니어링(Feature 

engineering)이 사용되었다. 이후 특성 엔지니어링에서 추출한 특징에 근거한 의사결정에는 분류 기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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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대'에서의 조직을 다시 상상해보기

AI 위급성 분류자(AI-I) AI 진료 결과 분류자(AI-II)

진료 규칙

우선순위 

설정 결과

위급성 암

위급성 없음

첫번째 모델은 

일반의 의뢰 문서를 '읽고' 

각각에 대해, 

환자의 위급성을 추론한다

두번째 모델은 

일반적인 진료 혹은 

절차상 검사가 될 수 있는, 

환자가 다음 치료 단계로 

밟아야 하는 진료에 대한 

결과를 예측한다

복잡한 의뢰 건은 

임상의가 수작업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진료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안전망으로서 

진료 규칙이 

추가된다   

내시경 결장경 및 내시경

기타 범주

긴급 통상적
일반 

GI 진료
결장경

특성 엔지니어링은 용어 빈도-역 문서 빈도(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를 이용했다. 

이는 단지 핵심 단어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단어들이 문서 기반 전체와 비교해 주어진 문서에서 얼마나 빈번히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자동으로 학습해 단어들을 '벡터 공간(vector space)'에 지도화한다. 

그러면 각 용어를 숫자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기준선 분류 모델은 지원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k-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과 같은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했다. 이는 또한 의뢰 문서의 우선순위 분류 결과를 파악하는 단어 

표현의 패턴을 찾기 위해 합성공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깊은 신경망 모델의 일종)을 이용했다. 

의료적으로 주도된 개념 검증 및 시범 사업의 성공 덕분에, 이 AI 모델은 이제 고객 진료 리스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거버넌스와 통제 모델 하에서 두 환자 집단의 우선순위 설정을 자동화하는데, 암이 의심되는 위급한 진료 의뢰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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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을 갖춘 자동화

RPA와 AI를 결합 중인 조직은 또한 지금까지의 자동화 

결과로서 높은 수익 증가를 보고했는데, RPA만을 

사용하는 이들과 대조를 이룬다(8.5% 대 2.9%). 

그들은 또한 백오피스와 핵심 비즈니스 운영 모두에서 

직원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다. AI와 RPA를 별도로 

사용하기보다 통합함으로써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의 

도출과 경쟁력 개선을 이룬다고 임원들이 믿고 있음은 

분명하다.

지능적인 자동화를 구현하고 확대 중인 조직들이 

RPA와 AI를 결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비슷하게, AI를 지능적인 자동화 전략의 일부로서 통합 

중인 이들이 자동화의 배치가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넘어선다고 답할 가능성이 크다. 

얼리어댑터들과 

긍정적인 이익

5%47%48%

46%32%

61%25%

55%18%

45%18%

21%

15%

27%

37%

n=142

이미 구현

*'현재 초점은 RPA 혹은 다른 유형의 자동화 기술' 이라고 답한 응답자 제외

다음 3년 내에 구현 구현 계획 없음

전문가 시스템/규칙 기반 시스템

예측적 알고리즘 혹은 
기타 머신러닝 기반의 솔루션

기대 초과

RPA와 AI를 결합

고객 경험 개선

정확도 향상

향상된 분석

RPA 단독

RPA와 AI를 결합 RPA 단독

RPA와 AI를 결합 RPA 단독

기대 초과

기대 초과

기대 충족

기대 충족

기대 충족

딥러닝

자연어 처리 혹은 생성

컴퓨터 비전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그림 6

조직이 기계 지능을 사용할 확률이 가장 높았고, 

컴퓨터 비전을 사용할 확률은 가장 낮았다

그림 5

RPA와 AI를 결합한 자동화는 RPA 단독 배치보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제공한다

26% 21%

52% 42%

35% 21%

61% 67%

16% 8%

5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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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대'에서의 조직을 다시 상상해보기

잠재적인 해결책은 경영진과 직원들의 훈련에 더 많은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사용 사례와 개발 로드맵의 

구축을 가능케 하는 기술의 더 나은 이해로 이어진다.

AI 구현의 장애물

지능적인 자동화 전략의 일부로서 현재 구현 중인 가장 

인기 많은 AI 솔루션은 예측적 알고리즘 혹은 머신러닝 

기반의 솔루션, 전문가 혹은 규칙 기반 시스템과 자연어 

처리 혹은 생성(NLP/NLG)이었다. 딜로이트는 딥러닝이 

특히 더욱 중요해지면서 이 상황이 변할 것으로 예상한다. 

약 18%의 응답자는 이미 딥러닝을 구현했고 55%는 

그렇게 할 계획이다. 

AI를 지능적인 자동화 전략의 일부로서 포함시킨 조직은 

구현의 가장 큰 3가지 장애물로서 적절한 사용 사례의 

파악, 데이터 문제(예. 개인정보 혹은 품질), 인재 

가용성과 역량을 들었다. 

임원들은 사용 사례의 파악이 어려운 이유가 기술과 

관련된 '유행어'들이 혼란스럽고 많은 기술 정의가 

겹치는 듯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조직에 자체 

전문지식이 부족할 때, 전문 용어들을 쳐내고 아이디어를 

달성 가능한 개념으로 구체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정의

예측적 알고리즘 및 기타 머신러닝 기반의 솔루션: 데

이터로부터 학습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의사결정과 예

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딥러닝: 개념의 체계를 학습하거나 표현하기 위해 모델 

매개변수의 연속된 층을 사용하는 머신러닝의 특정 유

형. 음성 및 이미지 인식이 대표적인 사례

자연어 처리 혹은 생성: 컴퓨터가 인간 언어를 분석 혹

은 생성하도록 돕는 시스템. 고객 이메일의 자동화된 

분석 혹은 챗봇 같은 대화형 기술이 대표적인 사례

컴퓨터 시각: 디지털 이미지 혹은 영상을 분석해 의사

결정 및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분류 결과 혹은 고차원

의 설명을 생성하는 기술

전문가 시스템/규칙 기반 시스템: 서로 다른 상황에서 

무엇을 행하거나 어떻게 결정할지를 말해주는 일련의 

규칙(인간 전문가에게서 도출한)으로 지식을 표현해주

는 시스템

*'자동화 여정을 아직 시작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응답자 제외

적절한 사용 사례의 파악

인재의 가용성과 역량

데이터 문제(예. 개인정보 혹은 품질)

비용

기타

비즈니스 가치의 측정 및 증명의 어려움

정보 보안과 데이터 거버넌스 우려

데이터 과학자와 최종사용자 간의 소통 부재

파트너/벤더와의 협력 문제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그림 7

사용 사례의 파악과 데이터 문제가 AI 구현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n=142

26%

21%

14%

13%

9%

6%

6%

4%

1%



14

함께하는 시대 
인간-기계 시스템

지능을 갖춘 자동화

게다가, 거의 2/3의 조직이 자동화의 결과로 인해 재훈련

이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될지를 고려해보지 않았다. 

심지어 대규모로 자동화를 이룬(51가지 이상의 자동화) 

조직조차 이에 관해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53%가 

자동화 전략의 결과로 인해 직원들이 재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아직 따져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I는 인간 노동력의 생산 역량을 증가시킨다. 

  설문한 조직의 90% 이상이 AI가 직원들의 

  역량을 늘려줄 거라 기대했다. 평균적으로, 

그들은 다음 3년 동안 백오피스 역량의 26% 향상 그리고 

핵심 비즈니스 운영 역량의 17% 향상을 기대한다. 

생산성 증가를 위한 지능적인 자동화가 제시하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44%의 조직이 인력의 역할과 과업, 그리고 

과업이 수행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아직 

따져보지 않았다. 

A

거의 2/3의 조직이 

자동화의 결과로 인해 

재훈련이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될지를 

고려해보지 않았다.

인공지능은 이제 성년을 맞았다. 딜로이트는 이를 '함께하는 시대'라고 부른다: 인간이 

자동화에 의해 지원을 받고 강화되는 세상이다. 자동화의 힘은 조직이 일하는 방식을 다

시 생각해볼 수 있는 힘이다. 그러나 이는 조직이 AI가 제공하는 도구를 이해하고 이들 

기술을 흡수하고 채택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다.

노동력을 자동화의 충격에 

대비시키기



15

함께하는 시대'에서의 조직을 다시 상상해보기

1-10% 41%+

44%

8%

0%
6%

13%

30%

0%

1-10% 11-20% 41%+

60%

10%

2%5%8%
12%

3%

이를 따져보지 

않았다

인력의 비율

인력의 비율

변화 없음

이를 따져보지 

않았다

변화 없음

그림 8

자동화의 구현 및 확대를 진행 중인 응답자들 중, 지능적인 자동화의 결과로 인해 역할, 과업, 작

업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 인력의 비율 

그림 9

자동화 시험, 구현, 확대를 진행 중인 응답자들 중, 지능적인 자동화의 결과로 인해 다음 3년 동안 

재교육이 필요한 인력의 비율

*'자동화 여정을 아직 시작하지 않음' 그리고 '시험 단계(1-10 자동화)'라고 답한 응답자 제외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n=101

n=302

설문 응답자들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9.5%의 노동자들이 지능적인 자동화 때문에 역할 혹은 작업 방식의 변화를 

목격했다.

설문 응답자들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29.4%의 노동자들이 지능적인 자동화 구현의 결과로 인해 다음 3년 동안 

재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11-20% 21-30% 31-40%

21-30%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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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의 '유럽에서 노동력의 목소리(Voice of the 

Workforce in Europe)' 설문조사는 65%의 노동자들이 

미래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고급 IT 기량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발견했다.3 하지만, 재훈련이 

제공되는 곳에서는 적극적인 청취 및 비판적 사고와 같은 

프로세스 기량, 창의성 및 문제 해결과 같은 인지적 능력, 

그리고 의사결정 및 시스템 분석과 같은 시스템 기량에 

재훈련의 초점이 맞춰진다. 새롭게 자동화되고 디지털화

된 조직에 중요하다고 고용주들이 파악한 기량과 직원들

이 미래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량 간에는 분명히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인간에 초점을 맞춰 재구상하기 

많은 면에서 기술은 임원과 조직들을 앞질렀고, 인적 

요소가 이를 따라잡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자동화가 

일터에서 더욱 일반화됨에 따라, 일에 다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조직이 '인간적 경험'을 해결할 

기회도 존재한다.2 

예상되는 노동역량 증가를 활용하기 위해 지능적인 

자동화를 도입하는 조직의 계획에는, 역할 정의의 변경을 

포함해 인간 노동력이 기계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기반한 재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38%의 조직

은 아직 역할이 바뀐 직원들을 재교육하지 않고 있다. 

딜로이트는 심지어 조직이 재훈련을 제공하는 곳에서도, 

재훈련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했다: 

일단 기술을 구현하고 난 후에 대처해야할 무언가로 치부

된다. 노동력 재훈련과 이에 필요한 자원은 지능적인 

자동화 도입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는 미래 인간-

기계 협업의 성공에 핵심이다. 

지능을 갖춘 자동화

새롭게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된 조직에 

중요하다고 고용주들이 

파악한 기량과 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량 간에는 

분명히 인식의 차이가 있다.

슈퍼 일자리를 위한 재훈련

딜로이트의 '2019 글로벌 휴먼 캐피털 트렌드(2019 Global Human Capital Trend)'에서, 조직들은 RPA와 AI 기술의 

도입에 따라 사실상 모든 일자리가 반드시 변해야만 하고, 미래의 일자리는 더 디지털화되고, 더 여러 분야에 전문적이며, 

더 데이터와 정보 주도적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화를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 조직은 일의 새로운 인간적 차원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맞춰 일자리를 재설계해야만 한다. 

보고서는 여기에 새로운 '슈퍼 일자리'의 생성이 수반될 거라고 결론 내린다. 

슈퍼 일자리는 여러 전통적인 일자리들의 일과 책임을 결합하는데, 기술을 이용해 수행되는 일의 범위를 확장하며 

증강하고 더 복잡한 일련의 전문영역, 기술적 및 인간적 기량을 포함한다. 이들 역할은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일할 때 

생길 수 있는 상당한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활용할 것이다. 

미래 노동력의 윤곽은 아직 천천히 드러나고 있지만, 지능적인 자동화의 혜택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AI와 머신러닝과 

같은 보완적인 혁신의 물결 또한 구현이 이뤄짐에 따라, 이 문제는 조직에게 더욱 큰 긴급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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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대'에서의 조직을 다시 상상해보기

신기술 전달을 위해 필요한 기량의 부족이 지능적인 

자동화의 확대를 가로막는 최상위 3가지 장애물 중 하나

임을 1/3 이상의 임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기량 

부족은 이제 막 자동화 여정을 시작한 조직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시험 단계에 있는 조직들 중 59%가 전략의 

실행에 필요한 노동력의 역량과 기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이런 간극을 메우기 위해 외부 인재를 채용하기가 

어렵다. 인구통계적 트렌드가 가용 인재 집단을 축소시키고

있다. 2028년까지 유럽에서는 오늘날보다 노동 인력의 

수가 최대 8백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다. 최근 십여 년간의 

낮은 출생률과 인생 후반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력에 합류하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사실이다-특히 유럽국가에서는 더 그러하다. 

한편, 노동력의 상당 부분이 은퇴연령에 가까워지고 있다. 

유로스태트(Eurostat) 데이터에 따르면, EU15 국가에서, 

2017년 모든 근로자 중 16%가 55세에서 64세 사이였다

고 한다-거의 2,500만명에 달하는 개인들이다.5 

이 빡빡한 인재 시장에서, 조직은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가진 노동자들을 충분히 외부에서 조달하길 기대할 수 

없고 반드시 내부에서 사람들을 키워야만 한다. 우리는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역량 

원천을 목격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아직까지 잠재력이 

완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지능적인 자동화의 제공을 위해 

인재에 접근하기

자동화의 충격에 성공적으로 직원들을 대비시키고 미래의 

일자리를 파악하며 적절한 기량이 가용함을 보장하려면, 

조직은 단순히 기존 업무기술서의 재작성에 그쳐서는 

안된다. 대신에, 일은 다음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 실행되는 활동과 과업이 아닌, 직원들이 해결하는 

  결과와 문제

 · 사람들이 감독하는 하급자들이 아닌, 그들이 교류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팀과 관련자들

 ·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에 대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을 자동화하고 직원들을 강화하는 도구와 기술

 · 일상의 (실시간인 경우가 많은) 업무 흐름에 개발, 

  학습,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통합4

미래의 일자리를 파악하며 

적절한 기량이 가용함을 

보장하려면, 조직은 단순히 

기존 업무기술서의 재작성에 

그쳐서는 안된다.

현장에서 얻은 교훈

웨스트팩(Westpac)은 미래 노동력 계획의 기반으로서 

'평생 기량(Skills for Life)'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호주 최초 은행이자 가장 오래된 은행인 웨스트팩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시스템

들을 통합함으로써 고객들을 위한 매끄러운 경험을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웨스트팩은 이들 기술이 없애는 일자리만큼이

나 많은 일자리를 생성할 거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는 회사의 강건한 40,000명의 

인력에게 일반적인 기량과는 다른 일련의 새로운 

기량을 요구한다.

인지 기술에 의해 대체되거나 혹은 가장 크게 증강될 

역할을 파악한 미래 노동력의 모델링 결과를 따라, 

웨스트팩은 미래의 노동력이 인지 기술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 필요할 기량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효과적인 의사소통, 

개인적인 회복력 기량이 포함된다.

이 미래 노동력의 모델링 결과 빠른 변화와 강화된 

불확실성의 환경에서 성공하도록 직원들을 준비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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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얻은 교훈

북아일랜드의 경제부(Department for the Economy, DfE)와 함께, 딜로이트는 수요가 많은 기량을 육성하고 

북아일랜드의 고용을 신장시키기 위해 로봇공학 학교의 설립을 선도했다.

타냐 텔포드(Tanya Telford)는 빠르게 변하는 로봇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경력을 개척하고 있다. 전직이 임원 비서였던 

그녀는 RPA와 데이터 시각화 기량 보장 학교의 최초 입학생 중 한명이다. 이제 컨설팅 분야에서 일하면서, 그녀는 

고객들이 로봇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저는 로봇공학 학교에 대한 광고를 보자마자 그 기회에 달려들었죠." 그녀의 말이다. "저는 항상 기술에 관심이 있었지만 

대학에서 이를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새롭고 흥미로운 분야에 대해 재훈련 받을 기회를 가지면서, 동시에 

핵심 컨설팅 기량을 배우는 일은 정말 멋졌죠." 

2018년 1월에 문을 연 이 학교는 전문가 인재의 공급을 보장한다. 11주 동안의 강의는 기량 보장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북아일랜드 경제부가 자금을 대는 고용 추진계획이다. 

벨파스트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 기반을 둔 학교는 인접한 딜로이트 UK CoE의 지원을 받은 딜로이트 벨파스트 딜리버리 

센터에 의해 맨 처음부터 설립되었다.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시장이 정확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대학교, DfE, 딜로이트 실무자들과 긴밀히 협업했다. 

학교를 설립한 팀을 이끈 콜린 마운스테판(Colin Mounstephen)은 "목표는 단지 기량을 갖춘 신입생의 확보가 아니라, 

북아일랜드의 졸업생들에게 이 수요가 많은 영역에서 고품질의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기량, 지식, 경험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콜린의 덧붙이는 말이다. "우리는 벨파스트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와 협업해 모든 배경의 

사람들을 훈련 및 재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벨파스트 팀은 이제 복잡한 RPA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분석가들을 

보유했고 또한 다수의 성공적인 공공부문 프로젝트와 함께 그 영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벨파스트 딜리버리 센터는 혁신적인 인재개발 접근법 덕분에 명성을 얻어왔다. 로봇공학 학교는 이를 더 공고히 했다.

재교육을 결합하는 일이 지능적인 자동화의 대규모 

실행에 열쇠가 될 것이다.6

최근, 노동자들과 많은 조직들 간의 관계가 변해 왔는데, 

이는 서로 다른 기업-노동자 계약과 구성의 다양화를 

가능케 했다(상근, 비상근, 계약직, 긱[gig] 일자리).7 

조직은 자동화의 구현 및 확대 작업 동안 고도의 기량을 

갖춘 노동자들에 대한 단기적 접근을 제공해주는 '대안적인 

노동력'을 더 잘 활용해야 한다. 

조직은 미래의 일자리에 직접 연결되는 학습 콘텐츠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하이브리드 

일자리와 '슈퍼 일자리'를 포함한 특정 역할에 필요한 

기량을 갖추도록 도울 수 있다. 리더십은 직원들이 여유 

시간의 일부를 학습에 사용해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을 

밝힐 필요가 있다. 

나이든 노동자들은 35세 미만의 노동자들보다 노동력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 평생 학습과 이들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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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역할이 자동화의 결과로 인해 변해감에 따라 

그들이 기술에 더 협조적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능적인 자동화와 새로운 작업 방식에 친숙해짐에 따라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많은 일반적인 근거 없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딜로이트는 직원들이 지능적인 자동화에 대해 보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반드시 활용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량을 적절히 갖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동화는 

직원들이 상상력, 창의성, 호기심, 감정적 및 사회적 

지능과 같은 인간 고유의 측면을 중심으로 일터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할 기회를 제공한다.9

직원들은 자동화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인다

74%의 설문 응답자들이 기술 변화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 이해관계자인 직원들이 지능적인 자동화 전략에 

대해 협조적 혹은 고도로 협조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기술 관련된 불안감, 특히 자동화가 일자리를 변화시키거

나 제거한다는 인식이 매우 팽배하다고 알려진 점을 

감안할 때 매우 긍정적인 결과다.8 

이해관계자들의 지지 수준에 대한 인식은 조직의 자동화 

여정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시험 단계 조직(1-10개의 자동화) 임원들의 

32%가 직원들이 비협조적이라고 말해, 구현(11-50개의 

자동화) 혹은 확대(51+ 자동화) 단계의 단지 12%에 

불과한 비율과 비교되었다. 

2%24%61%13%

16%54%28%

16%67%17%

13%57%28%

12%55%32%

9%60%29%

2%

2%

1%

1%

매우 협조적

*'자동화 여정을 아직 시작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응답자 제외

협조적 비협조적 매우 비협조적

IT

직원

전체 프로세스 오너 

그리고/혹은 지속 개선 부서

관리자와 팀 리더

고위 경영진

기능부서 리더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그림 10

이해관계자 집단별 지능적인 자동화 전략에 대한 지원 수준

n=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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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얻은 교훈

웬디 헐튼(Wendy Hulton), 로열 메일 그룹(Royal Mail Group)의 프로세스 단순화 및 자동화 책임자

로열 메일의 우리는 변화하는 시장에서 큰 기본 비용과 어려운 수익 도전과제에 직면했다. 9가지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뒤를 이어, 프로세스 단순화와 자동화의 확대를 통해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처음에 자동화 기회에 집중했지만, 프로세스의 단순화와 표준화를 통해 더 효과적인 결과를 달성하고 비용 절감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빠르게 깨달았다.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는 프로세스 

분석가와 개발자들이 결합된 팁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RPA가 비용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을 빠르게 알아차렸고 이제는 수익 증가와 서비스, 컴플라이언스, 

통제를 위한 속도 개선을 제공하는 자동화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RPA 개발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애자일(agile) 방법론을 이용한다. 우리는 각 산출물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혜택을 활용 수 있도록 스프린트(역주, sprint는 애자일 방법론에서 일련의 작업 규모를 완료하기 위해 개발팀이 작업하는 

짧고 정해진 기간을 칭하는 용어)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창출했다. 애자일은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는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가도록 보장해 주었다. 이는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

정에서 가정에 도전할 수 있었고 비용 대비 혜택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화를 확대하거나 축소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백만 달러의 연간 이익을 제공하는 50가지가 넘는 자동화를 구현했다. 나는 RPA를 사랑하고 이는 

일을 해낸다. 하지만, RPA가 자체 기능만으로 무한정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RPA로부터 더 많은 

것을 끌어내기 위해 다른 기술들을 결합한 두 가지 지능적인 자동화를 개념 검증용으로 개발했다. 

다음 도전과제는 이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고 지능적인 자동화의 발전 방향과 그 속도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일이다. 

나는 언제나 사람들이 지능적인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일상생활에 받아들이는 모습이 흥미로왔다. 그러나 그들은 이의 

사용을 일터에서 뭔가 의미 있는 무엇으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조직이 아직 지능적인 자동화의 완전한 

잠재력을 탐색하지 못했지만 RPA는 훌륭한 첫 단계이고 더 많은 기회를 위한 문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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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성숙한 프로세스 정의, 표준 및 프로세스 관리와 효과적인 

CoE의 지원을 갖춘 조직이 지능적인 자동화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 유사하게, 업무흐름 

재설계를 위한 기량을 육성하고 지능적인 자동화의 

활용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조직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입지를 차지할 것이다. 

  019년은 지능적인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가 될 전망이다. 기업은 과업 기반의 자동화를 

  위한 낮은 가치의 기회를 목표로 삼아왔고 

계속해서 기업 솔루션의 일부로서 더욱 발전된 분석 및 

AI 기술의 통합을 추구할 것이다.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조직이 측정 가능한 결과와 투자 이익을 제공

하는 확장성을 향한 명확한 경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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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왓슨(Justin Watson)  

저스틴은 딜로이트 로보틱스 앤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사업부의 글로벌 리더다. 그는 고객들이 모든 작업에서 디지털 

노동력과 매끄럽게 협업하고 이를 채택함으로써 실적의 단계적 변화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그의 리더십 하에서, 

딜로이트 팀은 대규모 도입을 위한 맞춤 전략을 개발하고, 자동화, AI 및 애널리틱스 기술을 이용한 고성능의 지능적인 

자동화를 구현하며, 세계의 선도적인 조직들을 위해 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 노동력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링크드인 링크를 통해 왓슨과 연결을 가져보라. https://uk.linkedin.com/in/justin-macgregor-watson

스티븐 W. 햇필드(Steven W. Hatfield)

스티븐은 글로벌 퓨처 오브 워크(future of work) 리더이자, 딜로이트 컨설팅의 프린시플이며 글로벌 고객들을 상대하는 

워크포스 트랜스포메이션 사업부의 리더이다. 

다음 트위터 ID를 통해 그와 연결을 가져보라. @sthatfield

데이비드 라이트(David Wright)

데이비드는 딜로이트 UK의 지능적인 자동화 리더다. 그는 프로세스 탁월화와 공유 서비스 제공 모델을 통해 변환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20년 이상의 컨설팅 경험이 있다. 지난 5년 동안, 그는 딜로이트의 지능적인 자동화 역량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왔다. 데이비드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파트너이며 최근에는 민간 부문 조직들의 지능적인 자동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그들과 협업해왔다. 

다음 링크드인 링크를 통해 라이트와 연결을 가져보라. https://uk.linkedin.com/in/david-wright-1a14016

매튜 하워드 박사(Dr. Matthew Howard)

하워드 박사는 개념 검증, 시범 사업, 구현 및 통합 전반에 걸친 AI 프로젝트를 선도한다. 그의 팀은 업계 최고의 전략과 솔루

션을 개발하기 위해 AI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기술들을 결합하는 컨설턴트, 데이터 과학자 및 데이터 엔지니어로 구성되었다. 

그의 최근 프로젝트에는 AI를 통한 자동화된 고객 접촉 분석과 관리, 그리고 개선된 고객 분류와 유지를 위한 고객 피드백 및 

구매 행위의 인지적 분석이 포함된다.

다음 링크드인 링크와 트위터 ID를 통해 그와 연결을 가져보라. 

https://uk.linkedin.com/in/matthewhoward, @Dr_MattHoward.

듀프 워더릭(Dupe Witherick)

듀프는 글로벌 재무 업무와 교차 기능적 컨설팅에 15년 이상의 경험이 있다. 그녀는 또한 국내 및 해외의 대규모 RPA 

자문과 프로젝트 제공에 광범위한 경험이 있다. 가장 최근에 듀프는 솔루션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RPA와 인지 

기술 요소를 결합해서, 재사용 가능한 지능적인 문서 처리 솔루션을 구축하는 추진계획을 이끌었다. 

다음 링크드인 링크를 통해 위더릭과 연결을 가져보라. https://uk.linkedin.com/in/dupe-witherick-7b779aa

무 및

지능을 갖춘 자동화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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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및

함께하는 시대'에서의 조직을 다시 상상해보기

로렌 코이(Lauren Coe)

로렌은 딜로이트 UK의 퓨처 오브 워크 센터 오브 엑설런스를 이끌고 있다. CoE는 지능적인 자동화, 연결성, 인재 모델 

그리고 제공되는 일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의해 주도된 격변을 분석한다. CoE는 긍정적인 인간 경험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응하고 고객들과 함께 학습한다. 

다음 링크드인 링크를 통해 그녀와 연결을 가져보라. https://uk.linkedin.com/in/lauren-coe-5456b156

리차드 호턴(Richard Horton)

리차드는 딜로이트 UK의 연구원이다. 그는 애자일, 자동화, 클라우드, 디지털 변환 및 일의 미래를 포함해 광범위한 주제에 

관해 글을 쓰고 강연한다.

다음 링크드인 링크와 트위터 ID를 통해 그와 연결을 가져보라. 

https://uk.linkedin.com/in/richard-horton, @richardehor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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