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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도래, 그러나 아직 미정의

지금부터 불과 4년 전인 2013년, 아파트에 거주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파트

입구에 놓여있던 ‘상가수첩’을 기억할 것이다. 인근에 주소지 별, 아파트 별로

분포되어 있는 상가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주문과 방문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그

시장은 전국적으로 매출 800억 원 규모 시장으로 2012년 매출 10억원 규모의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의 등장을 큰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으나, 2016년 100배의

매출을 올리며 상가수첩은 사라지고 말았다.

전세계 GDP의 절반(50조 $)를 바꾸는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다룰 만큼 중요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위의 사례와 같이

offline 비즈니스를 대체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일까? 아쉽게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설명은 있으나,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듯 하다.

딜로이트는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Digital Revolution-machines replace

Knowledge work)’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2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machines replace dangerous and hard work)’, 3차 산업혁명은

‘IT혁명(IT Revolution-machines replace repetitive and tedious work)’

이었다면, 그 동안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영역에 까지 변화가 온다고 정의하고 있다.

(Sourc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eloitte Digit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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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명에 따른 주요 4가지 영역

딜로이트는 4차 산업혁명-디지털 혁명에 4가지 영역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첫째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의 등장, 둘째는 디지털 고객 경험, 셋째는 데이터로

부터 얻는 통찰력, 넷째는 지능화된 프로세스 자동화 이다.

첫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Digital Business Models and

Services)

위의 ‘배달의 민족’ 사례에서 보듯이 디지털화에 따른 소비자 및 사회의 변화가 반영된

새로운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모든 비즈니스는 고객(소비자), 인프라, 시장의

플랫폼화에 의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다 세분화 해 보면 9가지의

비즈니스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공유(Sharing), 글로벌화(Globalization),

노동력(Workforce), 프리랜서(Freelances), 서비스화(Servicification), Y세대

소 비 자 (Generation Y Consumers), 생 산 소 비 자 (Prosumers),

생산자(Producer), 틈새시장(Niche markets) 등 이다.

대표적으로 ‘공유(Sharing)’ 모델의 경우, 숙소를 공유하는 Airbnb나 자동차를

공유하는 쏘카와 같은 서비스 회사들이 활기를 띄고 있다 . ‘글로벌화

(Globalization)’ 모델의 경우, 전 세계인들에게 각광받는 SNS서비스 facebook이

그 사례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카카오 톡과 같은 서비스가 있으나 아쉽게도 전

세계적인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하다 . ‘노동력(Workforce)’의 모델로는 Uber가 꼽힌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기차량이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대중교통 운전사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  2017.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3

딜로이트는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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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eloitte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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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활성화될 모델로 ‘생산소비자(Prosumers)’가 꼽힌다. 즉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는 비즈니스 모델로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한 개인이 남는 전기를 필요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아마도 3D 프린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이와 같은 비즈니스는 제조는 물론 유통, 소비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개인화에 대한 성향이 증가하면서 ‘생산자(Producer)’ 모델 역시 기존의

대량생산에서 개인 맞춤형 소량생산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CPS(Cyber Physical

System)의 도입으로 제공현장이 보다 자동화될 것이다. ‘틈새시장(Niche Market)’

모델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 되는데, 영국의 BBM(Bought By Many)이라는

보험사이트는 기존 보험 상품이 아닌 '예술인 전용 자동차 보험, 당뇨병 환자를 위한

여행자 보험, 테러발생국 여행자 보험’ 등 특화 될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며,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모이면 만들어 주는 맞춤형 보험 인 ‘클라우드 보험’이

출시되고 있다.

둘째, 디지털 고객 경험(Digital Consumer Experience)과 셋째,

데이터로부터 얻는 통찰력(Data-Driven Insight)

미국의 대형마트인 타겟(Target)은 고객들의 쇼핑내역을 기반으로 고객의 상황을

예측하여 적합한 상품의 추천하는 똑똑한 구매 유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번은

한 여고생 아버지로부터 딸에게 임신용품을 추천하는 쿠폰이 잘못 보내졌다는 항의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타겟은 그 여고생의 쇼핑 목록에서 과거와 달리 칼슘,

마그네슘, 손세정제 등을 구매한 것을 확인하고 임신을 예측하여 여고생에게 임신용품

쿠폰을 보냈고 결과적으로 임신이 확인되어 그 정확성이 증명되는 해프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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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아마존닷컴에서는 고객의 구매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사전에 구매 예상

물품을 고객근처의 물류센터에 미리 전달해 놓는 ‘Shipment in Transit – Before

you buy the product’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는 94% 예측 정확도를 보인다.

이 사례는 디지털 고객 경험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통찰력을 얻는 방식의 중요성과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넷째, 지능화된 프로세스 자동화(Intelligent Process Automation)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인 동향이 되었고,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영향에 따른 기업내의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는 기업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15년 딜로이트가 조사한 업무용 솔루션들은(예, SAP, Oracle 등)

2018년에는 90%이상이 어떠한 형태로든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한 솔루션을 선보인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능화된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해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방법론이 발표되었고 이를 활용해 프로세스의 자동화 가능 영역을 확인하고, 해당

인공지능 Tool의 기능을 검증하여 적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RPA를

통해 딜로이트 일본 오피스는 계약프로세스에서 18%이상의 절감효과와 인력의

감축을 이루었으며, 미국의 한 금융회사의 경우 3개 트랜젝션/분 처리 속도를 한 개의

BOT을 이용해 38개 트랜젝션/분으로 처리속도를 향상 시켰다. 또한 인도의

금융회사에서는 1개월간 4명 직원이 할 일을 BOT 한대로 7일만에 처리하는 성과가

측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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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 하면서 너무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는 내 일자리가 어찌될지 몰라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거의

산업혁명기에도 유사한 고민들을 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의 부정적 변화만

일어난 것을 결코 아니다.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활용한다면 지금 보다 훨씬 나은

삶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Technology뿐 아니라 Industry Impact을 고려하자!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자동차 산업은 물론 약 21개의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내 한반도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주차장이

필요 없게 되거나, 병원 응급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급격히 줄어 들

수 있고, 교통 범칙금 수익(뉴욕시 연간 교통 범칙금 약 650억 원)이 사라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노동력과 프로세스를 재검토하자!

앞서 언급한 RPA를 활용한 프로세스 자동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사례에서도 보듯이 지금보다도 많은 영역에서 그 효과가

검증될 것이고 우리는 미래 일자리와 기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보유통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리하자!

해외의 다양한 빅데이터 사례는 상호 연관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므로 얻어지는

통찰력에 대한 활용을 보여 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반의 연결과 공유가

그 기본 사상이며,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제도만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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