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rtual
Enterprise를
위한 청사진
개방성, 혁신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여섯 가지 구성 요소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Institute
for Business Value)

I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전략적 인사이트를 개발하여

기업의 최고 경영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ibm.com/kr-ko/ibv.

IBM Consulting이 제공하는 서비스

IBM Consulting은 현대 비즈니스의 새로운 규칙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견해와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개방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수용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방식을 바꾸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획기적인 혁신을 빠르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개방형

에코시스템, 오픈 기술, 개방적인 혁신과 문화가 기회를

여는 열쇠이자 현대 기업과 우리 세상이 성공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ibm.com/

kr-ko/consulting.

마크 포스터(Mark Foster)
사장(Chairman)
IBM Consulting

존 그랜저(John Granger)
CEO
IBM Consulting

Virtual Enterprise를 위한 청사진
개방성, 혁신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여섯 가지 구성 요소

AI, 자동화,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IoT),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양자 컴퓨팅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은 기업이 이를 활용할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다면 비즈니스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숙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조직은 기술, 플랫폼
및 고객 경험 기반 기업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팬데믹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조직 운영이 필요해지면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움직임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상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2021년 IBM 보고서인 “The Virtual Enterprise: The Cognitive

Enterprise in a Virtual World “에서 정의한 고도화된 조직 및 운영

모델이 현실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The Cognitive Enterprise in
a Virtual World(가상 기업: 가상 세계의 코그너티브 엔터프라이즈)”
본문에서는 Virtual Enterprise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차세대
조직의 본질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탐색하겠습니다. 이 구성

요소들은 기업이 현재의 성장과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월드 클래스 기업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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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개

Virtual Enterprise를 위한 청사진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기
위해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현재

그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의 전면 또는
최전선부터 핵심부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시에 AI, 자동화, IoT, 블록체인,
5G 같은 기술은 적정 규모로 활용할 경우 비즈니스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수준의 성숙도에 도달했습니다.
전 산업에 걸쳐 기업들은 기술 기업, 플랫폼 기업 및 경험
전문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화를

Cognitive Enterprise의 등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Cognitive
Enterprise는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을 구상하고,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내고, 경험과 인간성에 집중함으로써
현실화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는 이러한 Cognitive Enterprise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기로 인해 디지털 혁신 여정의 속도가

적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고객, 직원 및 시민의 안전과 건강

유지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경험 및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강제된 가상화는 사실상 어떤 식으로든 점점

더 중요해 지는 전환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최근의 경험이 차세대 조직 및 운영 모델로서 Virtual

Enterprise의 부상을 촉진하는 요소라고 봅니다(3페이지

참조). Virtual Enterprise는 공유 가치를 위해 에코시스템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지능형 워크플로우라는 황금

실(Golden Thread)에 의해 구동됩니다. 이는 우리가 최근
관찰할 수 있었던 동인을 기반으로 구축되며, 잠재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꽃피게 합니다. Virtual Enterprise는

물리적 자산, 인프라 및 인재의 필요성을 재평가하고, 가치

사슬의 확장과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극도의 디지털화 가능성을 엽니다.

빨라졌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Virtual Enterprise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단 한가지 꼽자면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적응형 소비

세 가지 차원에서 가치를 실현합니다(2페이지 그림 참조).

프로세스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더 유연하게

모델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따라Cognitive Enterprise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더욱 확장되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시장을 만드는 비즈니스 플랫폼은 훨씬 더 빠르게 디지털화되어

그것은 단연코 “개방성”입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다음

내부: 기업 내부—더 협력적이고 민첩한 워크플로우로 조직의
사업부와 부서를 연결합니다

외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느때보다
더 중요해진 기업 외부의 파트너와 함께 합니다

새로운 에코시스템과 파트너들에게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확장된 세계(Out there): 진정한 플랫폼 경제가 작동할

위해 지능형 워크플로우에 자동화 및 AI를 최우선적으로

하거나 연결해야만 하는 모든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더 넓은

다수의 고객과 직원을 위한 연결성 및 서비스 요구를 충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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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에코시스템, 기업이 의도적으로 연결하고자
에코시스템과 함께합니다.

그림 1

Virtual Enterprise의 개방성 기반 3단계;

기업 내부

확장된 세계
(Out there)

기업 외부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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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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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플랫폼

개방형 플랫폼

내부 조직

파트너쉽

에코시스템

지능형 워크플로우

통합 워크플로우

확장된 개방형 워크플로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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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로컬

외부 네트워크(Elsewhere)

어디에서나(Anywhere)

지난 몇 해 동안 고객 및 동료와 가상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또한 팬데믹 경험으로 인해 전세계의 상호 연결성과 인류가

인터페이스를 빠르게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Enterprise는 따라서 목적, 의도 및 더 광범위한 사회적

해야 했던 극단적인 상황은 또한 인간과 기술 사이의

도구와 업무 방식이 하루아침에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신 및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었습니다. Virtual
영향력이 전면에 대두된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디지털 채널은 기본적인 상호작용의 수단이 되어 시장

기후, 보건 및 평등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및 인간적인 교류를 재창조 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도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최고 경영진의 최우선

및 접근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지만 공감, 소속감
제시했습니다. 업무 관계 및 협업 또한 꾸준히 발전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술 솔루션에 의해 검증되고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에코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지속
목표가 됨에 따라 현재 부상하고 있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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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Enterprise는 도달합니다

1.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과
에코시스템

2.
과학과
데이터에
의한 혁신

3.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

5.
포용적인
인간-기술
파트너십
6.
개방적이고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Virtual Enterprise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을 창조하며,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코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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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영향력

개방성

1.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

개방성은 Virtual Enterprise를 정의하는 특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넓은 에코시스템을 포괄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이 뻗어 나가는 데에 개방성이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조직이 필요한 영향력의 규모 면에서 다른

목적

4.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영향력

Virtual Enterprise는 전 세계적인 연결의 정도, 그리고
인류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및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합니다. 목적과 의도를 더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력과
일치시킵니다. 지속 가능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최고경영자들에게 매우 중요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실질적인 파트너와의 연합을 필요로 한다는 점 외에도 신규

에코시스템 비즈니스 모델은 기후, 보건 및 평등을 둘러싼

생각합니다. 플랫폼의 경제성, 개방형 연결 및 구성원 간의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고객, 파트너, 직원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결합의 위력을 인식하고 있다고
알력 없는 참여를 최적화함으로써 Virtual Enterprise는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 전반에 구성원들을
작동하게 합니다.

가속화

2. 과학 및 데이터에 의한 혁신

Virtual Enterpris의 개방성으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 혁신의
새로운 원천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Virtual

Enterprise는 해당 기업과 그 에코시스템 파트너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적, 전향적
분석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실험하는 과학적 발견의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R&D 주도 산업(예: 제약업)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산업에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창의성을 촉발하기 위해 가치사슬 내에서 정보를 발굴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조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

5. 포용적인 인간-기술 파트너십

Virtual Enterprise는 팬데믹 기간 동안 표준이 된 새로운
도구와 업무 방식을 수용합니다. 고객을 위한 디지털 채널

및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원활한 가상 업무 방식을 포함하여
인간과 기술 간의 인터페이스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은 Virtual Enterprise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Virtual
Enterprise는 인간의 공감, 창의성, 소속감 악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 영감, 참여 및 교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인식하게 됩니다.

것의 가치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복원력(resilience)

민첩성

Virtual Enterprise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통해

3.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Virtual Enterprise에 활기를 불어넣는

6. 개방적인 보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보장된 유연성 및 민첩함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통해 기업은 개방성을 확보하여

황금 실(Golden Thread)입니다.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소통할 뿐만 아니라, 앞선 개방형 기술을

형성합니다. 워크플로우 적용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극도의

Enterprise는 최적의 전체 아키텍처 내에서 최적의

에코시스템의 구성원을 연결하는 가치 사슬의 근간을

자동화, AI, IoT 등과 같은 응용 기술의 잠재력이 배가되어

활용하여 혁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irtual
워크로드를 제공하는, 전 세계에서 호환되는 강력한

효율성과 차별화를 실현하고 플랫폼을 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네트워크와 안전한 기술 인프라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따라서

위한 새로운 기회를 더함으로써 워크플로우를 실현하고

요구 사항은 많은 기업들이 Virtual Enterprise로 전환을

만듭니다. 가상화를 통해 네트워크, 연결성 및 기술 참여를
민첩하게 만듭니다.

적응성(adaptability)과 복원력(resilience)이라는 두가지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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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Enterprise를 위한 청사진
제1장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의 힘

개방성은 광범위한 에코시스템을 포괄하도록 비즈니스
플랫폼이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은 신규
시장을 확보하는 데 플랫폼 간의 결합이 가진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구되는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주요
플레이어와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경제성, 개방형 연결 및 구성원 간의 마찰 없는
참여를 최적화함으로써 Virtual Enterprise는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 전반의 참여자들을 지원합니다.

룰라 모한티(Lula Mohanty)
아시아 태평양,
총괄 관리자

제이슨 켈리(Jason Kelley)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 총괄
매니징 파트너

제이미 카텔(Jamie Cattell)
엔터프라이즈 전략,
매니징 파트너

골나르 푸야(Golnar Pooya)
고객 파트너,

엔터프라이즈 전략 &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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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플랫폼과
Virtual
도달합니다
에코시스템을 Enterprise는
통해
가치를 제고하는 방법

Virtual Enterprise의 가장 큰 전략적 아이디어는 플랫폼적
사고와 에코시스템 개념의 결합입니다. Virtual Enterprise

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을 창조하며,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코시스템입니다. 다른 기업과

전략적 관계를 수립함으써 발생하는 성장 잠재력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이 참여하길 원하고 참여해야 하는 확장된

비즈니스 플랫폼을 조율(orchestration)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쟁 우위에 대해 경영진은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에코시스템의 개방성으로 인해 에코시스템의 범위가

넓어지고 가치 창출 잠재력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상태계

내의 주체들이 기존 산업 및 새로운 이종 산업에서도 최고의
비즈니스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이란?

플랫폼이 없었다면 규모, 성숙도 또는 자본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더욱 강력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단일 기업 내의

하나의 기능을 넘어서, 단일 산업 내의 기업을 넘어서, 산업을

초월하여, 소비자 시장을 넘어, 또는 일정 범위의 기술을

넘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위에서 모든 참여자는

다른 이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네트워크의 이점을 활용하여
스스로에게 더 큰 가치를 뽑아냅니다.

에코시스템은 지속적인 협업, 공동 창조(Co-creation)

및 개방형 혁신의 기반입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관계를 일회성

디지털 연결성, 정보의 공유, 새로운 데이터의 조합을 통해

또는 전술적 관계 이상으로 발전시킵니다. 에코시스템

차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방형 보안 표준과

연결된 구성원의 집단 지능, 기능 및 기술을 이용합니다.

고객 및 구성원과 연결된 에코시스템의 잠재력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 아키텍처 덕분에
이러한 상호작용은 점점 더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응용 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외부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확장적 워크플로우를 통해 모든 참여자들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산업

또는 이종 산업 간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이 개별 기업에서는
제공 불가능한 솔루션과 표준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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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는 향상된 가치 제안 및 가치 증대를 위해 네트워크로
에코시스템은 파트너, 공급자, 고객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업과 신뢰를 조성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사일로를 허물고
부서 간의 협업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Virtual Enterprise는 도달합니다

그림 1.1

점점 더 개방되고 있는 기업들
100%

2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80%

4배

비즈니스 생태계

60%

4배

업계 내 파트너 네트워크

40%

4배

20%

업계 외부의 파트너 네트워크

0%
2018

2020

2022

출처: “COVID-19 and the future of business: Executive epiphanies reveal post-pandemic opportunities.”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ibm.co/covid-19-future-business
Q: 귀하의 조직은 다음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모델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2년전, 현재 또는 2년 후)? 백분율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를 나타냄; n=3,450, 2020년 4월-6월 응답.

전 세계가 직면한 큰 과제 중 다수가 이러한 종류의 협업을

처음 등장한 애플리케이션은 공급망, 출처(provenance)

대한 백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이든 기후 변화나 식량

수 있는 참여자 신원과 트랜잭션 상태를 식별할 수 있고, 또한

필요로 합니다. 확장된 공개-비공개 파트너쉽(예: 팬데믹에
안보에 지속 가능한 영향을 유도하는 플레이어의 연대를

위한 것이든 개방되고, 확장된 보안 플랫폼의 위력은 매우
분명합니다.

및 신원 확인(ID)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실시간으로 즉시 동기화할 수 있을 때 더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성 있는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림 1.1 참조).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지난 몇 년 사이 등장한 산업 및 이종
산업 간 에코시스템 활동의 한 부류였습니다.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워크플로우
전반의 모든 참여자를 안전하게 “식별(know)”함으로써
참여자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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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향한 첫 단계로서, 실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많은 조직은 원래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인 혈액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에서
약리학 검사를 시작하도록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회가 확대되어 비싼 자본 지출을 운영 비용 분담의 형태로
대체함에 따라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고 새로운 비용

벤치마크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솔루션의 힘 또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와 제로 터치(zero-touch) 접근 방식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개방성의
전환적 가치
활용하기
개방성을 Virtual Enterprise의 핵심이라고 할 때, 경제

전체의 성과와 사회적 영향력을 좌우하는 엔진은

에코시스템입니다. 예기치 못한 파괴적 변화들로

고군분투하는 기업은 확장된 파트너 플랫폼을 이용하여

민첩성과 복원력을 높이고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탐색하는 기업에게 에코시스템은 성장

및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의 새로운 연구는 16개 산업
부문에 걸쳐 에코시스템 참여에 가장 중점을 둔 기업이

더 높은 성장률 및 더 많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했음을

밝힙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러한 에코시스템 리더 기업이

거둔 매출 성장은 그렇지 못한 기업 대비 5배나 높았습니다.1
단 에코시스템에 참여한다고 해서 가치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계속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잠재력은 허비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현재 다양한

플랫폼에 참여하거나 플랫폼을 소유하고 나름의 에코시스템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디지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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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기존 에코시스템과 새로운 에코시스템의 가치를

창출하고 포착하기 위해 정확하게 계산된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기업은 가치 창출 기회와 그 위험 요소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가치 중심 전략을 적절히 육성해야만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의 전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코시스템 리더십은 어떤 모습인가요?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의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단일한 모델이나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도 기업은 기업과

그 기업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환경 모두에 적합한 고유의 전략
및 운영 접근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스스로를 차별화합니다.
IBV는 다음 두 가지 주요 관점을 놓고 기업의 성과를

우리는 성공한 리더십이 다음 네 가지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됨을 알게 되었습니다.3

개방성: 선도 기업의 60%는 독점적 기술에서 개방형 기술로
전환했습니다.

고객 관계: 74%는 고객 관계 강화를 핵심 가치 동인으로

지목합니다.

혁신: 49%는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데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민첩성: 42%는 조직 민첩성 부족을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평가하여 선도 기업들을 찾아냈습니다. 즉, 에코시스템에서

Virtual Enterprise는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숙도입니다. 선도 기업은 에코시스템의 성숙도가

세 가지 핵심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가치 확보에 대한 기대와 해당 에코시스템 내에서
높으며, 잠재력이 큰 가치 확보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이미 많은 투자를 한 성공한 기업은 두 가지 측면

이러한 우선순위를 실현합니다. 우선순위를 실현하기 위한
— 연결성

— 파트너쉽
— 기술

모두에서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집중합니다.

이러한 에코시스템 선도 기업은 그 가치의 원천을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우리는 고객과 직접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선도 기업 중 절반 이상이 “기존의
전략적 관계 강화”를 최고 성공 요인으로 꼽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와 같은 혁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업종, 시장 및 고객에 대한 접근을 모색합니다.2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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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이트 #1

연결은 성장과
가치로 이어짐

개방형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은
성장, 효율 및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공합니다.

Virtual Enterprise가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을 활용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연결성이 성장과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에코시스템 참여로 갈수록 더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IBV 연구에 따르면 에코시스템에 투자한 기술 채택
기업은 40%의 매출 성장 프리미엄을 얻었습니다.4

이러한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에 정통한 새로운
운영 모델과 사고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업을 비즈니스
우선순위에 맞게 운영하고, 에코시스템 참여 활동을

최적화함으로써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Virtual Enterprise는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을 조성하며,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에코시스템을 전략적 활동의
중심에 놓습니다.

11

연결성은 플랫폼에 대한 참여에서 시작되며, IBV 독점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참여는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한 기업 중 대부분이 앞으로 3년 동안
시장 확대, 효율성 및 혁신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플랫폼을 소유하거나 플랫폼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림 1.2 참조). 더욱이 기업 중 60% 이상이 내부 기능 통합
플랫폼, 소비자 플랫폼, 시장 간 통합 플랫폼 및 산업 간 통합
플랫폼을 직접 소유하거나 플랫폼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72%가 기술 플랫폼을 소유하거나 플랫폼에
참여할 것입니다.

플랫폼은 공급망을 분산시킴에 따라 공급망을 기업 내부에서
외부로 옮기고, 전통적인 운영 및 비용을 더 큰 네트워크로

전환하고, 성과와 가치 창출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림 1.2

예상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활동(2023)

소유
참여

둘다

19%
57%
15%

기술을 이용하고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의 공통
기능 플랫폼

9%
56%
9%

새로운
가치
제안
포함 포함해
새로운
가치
제안을
인사이트를
생성하는
대중
인사이트를
생성하는
대중
소비자
플랫폼
소비자
플랫폼
에코시스템을 넘나들며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Cross-Market 플랫폼

4%
45%
11%

워크플로우를 뒷받침하는
앱과 인프라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플랫폼

32%
40%
28%

핵심 기능을 제공하는
산업 플랫폼

18%
26%
23%

출처: “The Virtual Enterprise: The Cognitive Enterprise in a virtual world.”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https://ibm.co/virtual-enterprise

귀사는 연결성을 활용하여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조직은 더 큰 에코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는
Q1 귀사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Q2 관련 위험 요소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떤
귀사의 조직은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 가치 기회와

조직은 플랫폼 참여도 및 에코시스템 성숙도
Q3 귀사
향상을 통한 가치의 창출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목표와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치 중심 전략 및 이니셔티브를 채택할 것입니까?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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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 YONO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을
통한 급성장

에코시스템 출범 이후, SBI는 100개가 넘는 디지털 고객

인디아스테이트은행(State Bank of India)은 200년 이상

보험 계약을 판매했습니다. SBI의 2020년도 연례

운영되어 왔습니다. 최근 인도 경제 상승 속도가 가파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은행은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었습니다.

디지털에 능숙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은 SBI

YONO(“You Only Need One”)라는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타사 금융 서비스를 취급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이자

디지털 금융 슈퍼스토어인 디지털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e-커머스 판매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SBI YONO는 일일 로그인 횟수 1천만 회, 다운로드 횟수

6,400만 회 이상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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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을 구현했고, YONO 서비스를 통해 650,000건 이상의

뮤추얼 펀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400,000건 이상의 생명
보고서에는 YONO가 96회 이상, 거의 모든 페이지에 걸쳐
언급되었습니다. 확장된 에코시스템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확보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현재 SBI의 전략은 매달 평균
15건의 새로운 사용 사례를 플랫폼에 추가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2

파트너십 강화는
전략적 추진과제
성장 어젠다를 수립하기 위해 소수의 심도 깊은 에코시스템
결합에 중점을 두고 가치를 탐색하는 대부분의 조직은
파트 너십을 반드시 추진합니다.

Virtual Enterprise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더 나아가 에코시스템들의
에코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트너십은 에코시스템의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에코시스템의 선도 기업은 자사 사업의 단기적 성과에만

에코시스템에 참여함에 따라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전략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에코시스템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가치
기회라는 좀 더 대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IBV 연구에

전략 도구입니다. IBV의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경영진의 54%는 에코시스템의 결합이 조직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동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6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장애물: 기업이 여러 플랫폼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다양한 에코시스템에

대한 우선순위가 사업 성과 우선순위 및 사업 전체의 전략적

따르면 실제로 에코시스템 선도 기업의 72%는 해당 산업

비전과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가치 확보가 제한적일

67%는 산업 외부의 경쟁업체 또한 에코시스템으로부터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경쟁업체들도 에코시스템로부터 가치를 얻는다고 강조하고,

가치를 얻는다고 합니다.5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일 에코시스템 상황에서도 최적의

에코시스템 선도 그룹은 경쟁으로 인한 불안을

조장하기보다는 윈-윈 게임으로서 에코시스템 참여를
권장합니다. 다른 구성원을 위한 에코시스템 가치가
향상되면 기업은 훨씬 더 많은 사업적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론은 즉각적인 경쟁 이익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구성원을 위해 긍정적인 에코시스템 역학을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역학 관계를
통해 산업 내부와 이종 산업 간 에코시스템이 성장하고,

나아가 다른 에코시스템에도 연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치
창출 및 확보를 위한 포용적인 에코시스템의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그림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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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역학 관계 이외에 중요한 것은 없다:
에코시스템의 에코시스템
에코시스템 1

에코시스템 2

에코시스템 3

여러분의 조직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확장할 준비가 되었나요?
전략적 에코시스템 파트너십을 맺고
Q1 귀사는
발전시킴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데
조직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참여시킬 건가요?

Q2 신원 확인 및 거래 상태의 명확성에 대한 지원을
귀사의 조직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성원
포함하여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의 실행 가능성
및 창의성을 어떤 식으로 향상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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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과 에코시스템의 에코시스템을
Q3 새로운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탐색할 것인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외부화할 것인지,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확장할 것인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기 계획
전부를 실행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마련하여
두었나요?

Digital Health Pass
파트너십을 통해 팬데믹 시대의 과제 해결

검사 및 백신접종 제공 기관, 기술 기업, Digital Health Pass

Digital Health Pass는 기업들이 COVID-19 이후에 사업을

있습니다.

재개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개인이 COVID-19 검사 결과 또는

주위의 다른 컨소시엄 및 연대와 협력하는 데 투자하고

백신접종 상태를 자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IBM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 솔루션은 직원을

넘어서는 협업의 결과입니다.

관람객을 음악 공연장으로, 스포츠 팬을 다시 경기장으로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산업 및 기존 에코시스템을

조직은 위험을 경감시키고,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Health Pass를 구성하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IBM은 COVID-19

사무실로, 여행자를 여행으로, 학생을 캠퍼스로, 콘서트
데려오기 위해 COVID-19 건강 자격 증명을 검증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조직에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도

본인의 개인 건강 정보를 관리할 수 있고,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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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이트 #3

기술과 개방성이 가치의
가속화를 뒷받침함
블록체인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같이 개방성 및 표준
원칙에 기반을 둔 새롭게 부각되는 기술로 인해 이러한 기회가
빠르게 생겨납니다.

기술 플랫폼은 Virtual Enterprise의 근간입니다.
현대의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은 디지털 플랫폼이
제공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혁신적인 참여와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IBV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2017년 이후 84%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기술 플랫폼을 점점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수익률(ROI)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그림 1.4 참조). 2023년까지
경영진은 매출의 거의 6%를 기술 플랫폼에 투자할 것이고
그 투자 수익률은 12%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7

그러한 긍정적인 전망과 2020년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의 기술 성숙 단계는 계속해서 뒤처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IBV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전략을 실행하는 데 기술과 관련된 장애가 있음을 성토했습니다.
응답자의 44%는 기업 기술 인프라의 현 수준과 운영 연결

시의 기술적 문제의 위험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43%는
조직에 민첩성이 부족함을 지적했으며, 39%는 부적절한
기술 투자를 강조했습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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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애를 뛰어넘는 해결책은 기술 그 자체입니다.

AI, 블록체인, 에지 컴퓨팅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점점

더 개방적이고 확장된 신뢰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통합하고
지능화되도록 하여 위험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제한하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최근 IBV

설문조사에서는, 예를 들어, 응답자 4명 중 3명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면 에코시스템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39%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파트너 솔루션을 확장함으로써 혁신을
가속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합니다.9

그림 1.4

투자 및 수익 측면의 디지털
플랫폼 성장
60%

50%

ROI

기술 플랫폼
40%

20%

17%
8%

0%

5%

6%

3%
2017

2020

2023

총수익/예산의 %로
표시된 투자
기술 플랫폼

출처: “The Virtual Enterprise: The Cognitive Enterprise in a virtual world.”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https://ibm.co/virtual-enterprise

귀사의 오픈 기술 플랫폼 수용 역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적극적으로 기술 및 개방성을 활용하여 산업
Q1 얼마나
기반 및 이종 산업 간 에코시스템을 만들거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Q2 창출하며, 새로운 비용 및 효율성 벤치마크를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자동화, 블록체인, IoT,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Q3 AI,
양자 컴퓨팅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조직의 목표 및 개방성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플랫폼 차별화,
신뢰 및 보안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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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lumberger
최첨단 기술과 개방성으로
실적 개선

“한번 개발해서 어디에나 배포(write once, deploy

Schlumberger는 선도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성능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용량 및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배포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실적
및 지속 가능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Schlumberger는

고객사의 팀이 기존 데이터 사일로를 허물고 경계를 넘어서

anywhere)” 접근 방식은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플로우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사별 특수한 요청에 대한 전체 플랫폼
고객의 총소유비용(제품, 서비스 및 운영 비용)을 10~20%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도록 자사의 DELFI 인지 탐색

전 세계의 고객들과 파트너들은 자사의 DELFI 배포 환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통합할 수 있습니다. Schlumberger의 현재 공략 가능

및 프로덕션(E&P) 환경을 이용하여 고객의 클라우드 전환을
자사의 최첨단 E&P 솔루션 및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기업들이 DELFI 환경에서

새로운 데이터 주도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AI, 분석, 자동화와
같은 게임 체인저 기술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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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데이터의 업계 표준인 OSDU™ Data Platform과
시장은 전세계의 50% 미만이지만, 잠재적으로는 전 세계를
공략 가능 시장화할 계획입니다.

행동 지침(Action guide)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의
가치 실현지
Virtual Enterprise는 미래 경제의 초석이 됩니다. IBV 조사에서

확인했듯이,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고,

조직 문화 강화

—
—

비즈니스 성과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전략을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활동과 목표를 일치시켜서 그러한
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에코시스템 및 플랫폼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 달성할

—

협업 및 공동 창조(Co-creation)를 강조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협업 및 공동 창조(Co-creation)를 장려하고 단기적인

일회성 기회주의를 최소화하는 인센티브 구조 및 목표를
수립합니다.

내부 및 외부 공유, 파트너 관계 및 개방성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합니다.

참여 방식 조정

수 있는 전략적 도약의 규모는 매우 크고, 조직이 스스로를

—

다양한 파트너 역할, 핵심 규칙 및 필수적인 협업 도구를

및 에코시스템은 비즈니스의 부가적 요소로서의 주변부가 아닌,

—

본인의 에코시스템 내 역할(및 원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방식의 핵심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상화 및 새로운 연결 모델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개인과 같은 소규모 참가자가 이러한 확장된

실질적인 가상 에코시스템 참여의 문화적 의미 또한 큽니다.

에코시스템은 일차적인 사회 시스템이자 참여 조직의 상호 작용

및 에너지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조직 및 그 핵심 역량의

페르소나를 이러한 의도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리더십 팀은

공동 서약 시 상호 간의 신뢰를 쌓고 개방적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이는 독점 소유권 및 관리의 많은 측면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

전략 조정(Tune your strategy)
—
—
—

가치 창출 및 가치 확보 기회를 식별합니다.

빠르게 적정 규모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
—

모두의 가치 창출 및 가치 확보를 돕는 전체론적
네트워크 개발을 지원합니다.

—
—

민첩한(Agile) 실행 구조를 채택합니다.

공동 창조(co-creation), 공동 실행(co-execution),
공동 운영(co-operation)을 통해 아이디어의 개발

및 가치 확보를 가속화합니다(End-to-end Garage
—

모델 이용).10

실시간으로 진도를 내기 위해서 실험을 하면서 동시에
긍정적 기회들을 찾아내고 활용합니다.

미래 진보의 현실화

기회와 연계된 수단을 우선순위로 놓습니다.

—

신속한 통합, 참여 및 확장을 지원하도록 개방되고

있는지 검증 및 확인합니다.

—

신속한 확장을 위해 기존 아키텍처를 활용합니다.

가치 확보 및 가치 실현이 구체적인 목표 일정을 달성하고

모델 전환
—

수준에서 가치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민첩한 실행

다음은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 잠재력의 가치 전환을 위한 6단계
개요입니다.

새로운 가치 또는 숨겨진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방식 또는 동일한

에코시스템 플레이에 참여할 수 있어 더 매력적이 되고 더 높은
가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의합니다.

새로운 운영 모델 전략의 의미를 평가합니다.

비즈니스의 모든 구성요소가 함께 작동하도록 모델을

—

안전한 기술 아키텍처에 투자합니다.

신규 구성원을 유동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적이고, 확장 가능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을
수용합니다.

조정할 준비를 합니다.

에코시스템로부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을
개발합니다.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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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Enterprise를 위한 청사진
제2장

과학 및 데이터에
의한 혁신의 불꽃

Virtual Enterprise는 끊임없이 실험하고, 해당 기업과
그 에코시스템 파트너로부터 얻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분석 및 전망(prospective) 분석에
근거하는 과학적 발견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산업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가치
사슬에서 정보를 분석하여, 예전에는 R&D-주도산업의
전유물이었던 가치를 찾아냅니다.

글렌 핀치(Glenn Finch)
글로벌 매니징 파트너,

인지적 비즈니스 결정 지원

테레사 하미드(Teresa Hamid)
CTO 겸 부사장,

비즈니스 변환 서비스

테츠야 니카미(Tetsuya Nikami)
선임 파트너,

일본 CTO(Chief Technology Officer) 겸 클라우드 CTO

과학과 데이터에 의한 혁신의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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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Enterprise는 도달합니다

과학 및 데이터에 의한
혁신이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내는 방식

Virtual Enterprise는 근본적으로 미래와 바깥세상을

과학 및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란?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새로운 종류의

역동적이고 영속적으로 밝혀냄으로써 경쟁 우위를

바라봅니다. 과거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혁신 또는

크라우드 및 집단 지능에 대한 대규모 액세스를 기반으로
예측적, 전망적 분석을 조합하여 실행합니다.

Virtual Enterprise는 또한 더욱 엄격하게 혁신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과학적 발견 접근 방식을 추구합니다. 몇 년이 아닌

몇 달 사이에 개발 및 시험을 거친 COVID 백신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발견은 요즘 유행하는 개념입니다. 비즈니스 혁신에
비슷한 촉매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설의 실험, 시뮬레이션 및 검증은 오랫동안 과학적 발견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Virtual Enterprise의 경우 AI, IoT,
양자 컴퓨팅과 같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다양한 산업을 교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아날로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그림 2.1 참조).

이제 이 모든 것이 에코시스템과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통해

실시간으로 실행될 수 있어 Virtual Enterprise는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새로운 가치 풀(pool)을 찾아내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는Virtual Enterprise와
그 에코시스템의 개방형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극단적인

디지털화에서만 가능한 미시적 인사이트를 포함, 데이터

공유의 이점을 십분 활용합니다. 신경망 및 기타 기술을 통해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여 새롭고 흥미로운
솔루션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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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및 데이터 기반의 혁신으로 새로운 기회와 솔루션을
획득합니다. 가설 수립, 검증, 학습의 과학적 실험 방법에

따라서 과학 및 데이터 기반의 혁신은 신기술 및 센서, 정보

공유 및 기타 연결성 활동을 통해 촉발된 빠르게 쏟아 들어져
오는 새로운 데이터를 모두 이용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기술의 통합은 개방적이고 엄격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지속적이고 매우 유용한 프로세스 개선을 이룰 뿐 아니라
이전에 해답을 얻지 못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협업은 과학 및 데이터 기반 혁신의

핵심 조력자이자 요건입니다. Agile 개발과 IBM Garage
접근 방식은 공동 창조(co-creation)부터 공동 실행

(co-execution) 및 운영(co-operation), 적정 규모의

효과를 달성하기까지 실험적 방식이 진화하고 있는
중요한 예입니다.

Virtual Enterprise는 도달합니다

그림 2.1

과학 및 발견(discovery)은 산업 전반적으로 혁신을
주도하고 전 세계 88조 달러 경제 규모에서 52조
달러를 차지함

비즈니스로서 과학
및 발견

과학 및 발견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정보 및 과학적 발견
기반 기업

6.5조
달러

항공우주 및 방위, 화학,
생명 과학, 재료

항공, 자동차, B2B 기술 하드웨어, 민간 운송, 필수 소비재, 에너지 및 전력, 의료 서비스, 산업용
제품 생산재, IT 서비스, 의료기기 산업

25.9조
달러

은행, 선택 소비재, E-커머스, 금융 시장, 보험, 소매, 소프트웨어,
통신(Telco) 산업

20.3조
달러

출처: Data and research from Strategic Business Insights, IBM Research; Ward-Foxton, Sally. “Accelerated Discovery: AI and the
Scientific Method.” EE Times. 2021년 1월 19일. https://www.eetimes.com/accelerated-discovery-ai-and-the-scientific-method/

AI와 머신 러닝 덕분에 패턴을 파악하는 속도가 훨씬

틈새 시장, 제품 또는 서비스 혁신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

강력해집니다. 전체 에코시스템 수준의 혁신을 유도하기

파고들어 심도 깊은 결합된 기회를 상상하는 식으로 플랫폼

빨라짐에 따라, 워크플로우 최적화 솔루션이 더욱 명확하고
위해 과학적 방법을 스마트하게 적용함으로써 이종 산업
간 파트너십 및 컨소시엄의 효과 또한 증폭됩니다.

데이터에 의한 혁신은 Virtual Enterprise의 여러 층위에서
작동합니다. 특정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 제안을

고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인사이트 수준일 수 있습니다.
또는 프로세스 내의 활동 및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내어 자동화를

및 비즈니스 파트너 전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소스를
수준에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아이디어와 돌파구를 찾아낼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광대한

에코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 입력, 구성원의 규모
그 자체 만으로 아이디어 창작 과정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발명의 실행 및 확장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상 모델과 에코시스템은 점점 더 현재
직면한 가장 큰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됩니다.

도입하거나 인간의 개입을 촉발시키는 식으로 워크플로우
맥락에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과 데이터에 의한 혁신의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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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가상 모델과
에코시스템은 점점 더 현재
직면한 가장 큰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됩니다
COVID-19 위기는 공급망, 제조, 유통, 노동 규범, 소비자
행동 전반에 걸쳐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며 근본적으로

비즈니스를 바꿨습니다. 이러한 영속적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민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환경을 관리하는 도구와 접근 방식은 과학에서
나왔으며 스스로 가속화를 확대합니다.

많은 기업이 팬데믹 이전에 분석 및 AI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나 거래 데이터

Virtual Enterprise는 이러한 실행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글로벌 보건이나 기후 또는 다양한 생태계 환경과 관련된

것 등, 풍부한 외부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고,
운영 및 전략에 적용합니다.

기업은 연속성과 복원력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정치,

환경, 사회적인 사건 및 기타 산업에 대한 정보와 같이 핵심

정보가 아닌 것들로부터의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발견 도구가
필요합니다. 과학과 데이터에 의한 혁신은 이러한 프로세스의
예시입니다: 신속한 데이터 수집은 지식을 식별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엄격함을 겸비할

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영진은 점점 더 그러한
혁신으로 가능한 차별화를 인식하며 3/4 이상이 자사의

경쟁 우위가 과학적 발견을 통한 인사이트의 활용에 있다고
말합니다.1

또는 기업 워크플로우 패턴 등 기업의 핵심 데이터 자산과

최근 각광받는 Virtual Enterprise는 과학적 발견을 기반으로

없애고, 디지털화, 자동화하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과학과 같은 분야의 핵심은 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해 더 집중함으로써 생산에서 청구까지 수작업을
선도 기업은 비용을 낮추고 워크플로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지능형 자동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객
요구에 따라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AI로 구동되는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치 사슬 상의 장점을 활용합니다. 생명 과학, 화학, 재료
다른 비즈니스는 과학이 만들어 낸 산출물이나 결과에
기대어왔습니다. 지질학, 의학, 물리학 또는 기타 분야의
과학적 진보 덕분에 에너지 및 전력, 제약 산업 및 기술
하드웨어 산업이 발전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에는 동적인 고객 대응, 예방적 유지보수,

현대의 모든 기업은 정보 중심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차선책을 빨리 알아내어 순위를 매기고 추천하기 위하여

AI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기업은 시장 및 기업 운영에 관하여

실시간 재고 현황과 같은 예측 지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를 활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머신 센서 및 IoT 기술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실시간

인사이트 및 예측을 위한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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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방법 및 실험을 적정 규모로 적용하고 데이터와

비즈니스 전략, 제품 개발 및 운영의 중요한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도 기업의 차별화 요인

과학과 데이터에 의한 혁신을 수용하는 과학적 발견 문화를

기업이 과학적 발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문화,

4가지의 리더십 우선순위에 집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학과 데이터에 의한 혁신 리더십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술, 비즈니스 프로세스, 도구 및 플랫폼 영역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실험이 효과가 있으려면 조직 전반적으로 적정
규모로, 마찰 없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과학적 발견 문화는
증거 기반의 문화이며 적응성과 개방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과학적 발견 활동에 동력을 제공하고,
기후, 근로, 보건 등 영역의 발전을 이끌고, 광범위하게

가속화된 과학적 발견 활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전통적인
AI 도구 이외에, 기업은 적정 규모의 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육성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는 다음

팀워크: 최근 IBV 연구에서 경영진의 50%는 팀 환경에서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서 핵심
역량으로 꼽습니다.2

에코시스템 초점: 최근에 조사한 CTO의 78%는 더 광범위한

에코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발견하기 위하여 과학적 발견
중심의 메커니즘을 활용한다고 말합니다.3

디지털화: 경영진은 2023년에는 본인의 조직에서 가상 인력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자

및 고객 참여 역량의 비율이 2017년에 비해 거의 세 배로

AI는 인간이 일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이미 가장 효율적이거나

데이터 이점: 경영진의 67%는 데이터의 전략적 가치를

컴퓨팅의 투입으로 훨씬 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효과적인 워크플로우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어느 것이 최적의 선택지인지에 따라 기존 시스템이나
1대 이상의 양자 컴퓨터가 클래식 컴퓨팅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는 양자 시스템으로 작업을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정보 기술자가 워크플로우를 설정하면 사용자는 계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 알 필요도 없고 양자 컴퓨팅에
대한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4

이해하는 한편, 58%는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생성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있습니다.5

Virtual Enterprise는 과학과 데이터에 의한 혁신을 지원하고

과학적 발견의 가속화를 독려하면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수용합니다. 다음 세 개의 주요 인사이트는 이러한 지원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가상 기업 중점 분야:
— 가상화 및 개방성
— 통합 커뮤니티

—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도구

과학과 데이터에 의한 혁신의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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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이트 #1

가상화 및 개방성이 에코시스템
전반적으로 과학적 발견을 강화함

Virtual Enterprise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 및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여 외부
및 미래를 바라봅니다.

Virtual Enterprise는 실험, 가설 및 검증의
속도를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도구를 가상화하여 과학적 혁신을 실현합니다
그 과정에서 개방적인 과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초창기에 과학은 경험적이며 이론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체의 운동과 같은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하며, 그 원인에
대한 가설과 예측을 제시하고, 반복하여 실험했습니다.

컴퓨터와, 나중에 AI와 슈퍼컴퓨터가 그러한 방식을 바꾸며
분석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스템 작동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협업과 과학적 발견(scientific discovery)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목적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시 사용자가 한 대의 컴퓨터를 민첩성과
보안이 모두 최적화된 여러 대의 독립적인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디지털 방식으로

유동적이라야 합니다. 이러한 발전 덕분에 과학적 발견의

워크플로우를 정의하고, 그것을 유연하게 배포 및 관리하며,
적정 규모로 과학적 발견(scientific discovery) 속도를

가속화하기가 간단해집니다. 이러한 이점을 인식하면서,
경영진은 여러 부문에 걸쳐 전반적으로 가상화 노력을
늘리고 있다고 말합니다(그림 2.2 참조).

Virtual Enterprise는 직원, 파트너십 및 에코시스템 전반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생산성, 협업, 통합

재정의합니다. CTO의 82%가 동의했다시피 과학적 발견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피드백을 얻는 방법을 제공하는

걸쳐 이러한 역량을 최적화하도록 기존 인프라를
속도 가속화는 미래의 성장에 가장 중요합니다.6

및 과학적 복제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플랫폼을 개선하고

등 과학적 발견의 프로세스가 더 향상됩니다. 전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택에 걸쳐 혁신을 적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 체제와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놓인

소프트웨어인 미들웨어를 재구성하는 것부터 전체 컴퓨터에
처리 기능을 분산하는 방식을 향상시키는 것에까지 혁신의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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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조직은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활동을 가상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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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년도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Virtual Enterprise 설문조사 중 예전에 발표되지 않은 자료.
Q: 여러분의 조직에서 다음 활동의 몇 퍼센트가 가상화되어 있거나 앞으로 가상화됩니까?

여러분의 조직은 과학적 발견의 속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외부와 미래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까?
직원, 파트너십, 에코시스템이 지속적인 발견
Q1 귀사는
(constant discovery)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개방적인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나요?

지속적인 실험을 어떻게 기업 문화의 핵심
Q3 신속하고
부분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및 가상화가 진화하여 과학과 데이터에
Q2 인프라
의한 발견을 어떻게 지원하게 될까요?

과학과 데이터에 의한 혁신의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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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xonMobil
글로벌 해상 운송의 최적화

ExxonMobil은 IBM과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글로벌 운송의

대양을 가로질러 엄청난 양의 소비재를 배송하는 수만 척의

중입니다. 연구자들은 선단 관리의 최적화를 궁극적인

상선을 어떻게 조율(orchestration)할까요? 전 세계 무역의
약 90%는 해상 운송에 의존합니다. 50,000척이 넘는 배가
각각 200,000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싣고 매일 이동하며
14조 달러 상당의 상품을 운송합니다.

이런 국제적인 규모의 해상 운송 노선을 최적화하는 작업은

클래식 컴퓨터에서 다루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ExxonMobil과
IBM의 조사팀은 이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양자 컴퓨터에

최적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매핑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8
29

복잡성을 추가로 다루는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을 탐색
목표로 해상 항로를 모델링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상선의 이동 거리 및 시간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계산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를 통해 알아낸 결과는 글로벌 운송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에코시스템 전체로 확장됩니다. 분명한 것은 경로

문제는 운송 산업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연구자들은

상품 배송, 승차 공유 서비스 또는 도시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것 등 시간 제약이 있는 다른 운송 수단 최적화 문제에도

본인들의 연구 결과를 쉽게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요 인사이트 #2

과학적 발견 커뮤니티를 통해
모두의 가치가 올라감
Virtual Enterprise는 과학적 발견의 원리를 적용하여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과 더불어 그 기업,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에
혁신을 일으킵니다.

Virtual Enterprise 만으로는 과학적 발견을 이룰

현대의 과학적 발견 프로세스는 결과의 재현성, 협업 및 추가

그 조직의 혁신이 대부분 고객 및 에코시스템 파트너와의

이러한 커뮤니티의 풍부한 지식, 창의력 및 리소스를

수 없습니다. 조직의 2/5(42%) 이상은 앞으로 3년 동안
개방적 관계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7

그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과학적 발견 커뮤니티

(communities of discovery)”가 있으며 이는 과학적 발견의

확장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기업은
활용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실행된 과학적 발견 모델은 높은 가치를 지닌 차세대

워크플로우 및 작업부하의 선행적인 형태입니다.

실행 및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 커뮤니티를 활용해 범위가 큰 문제의 솔루션을

역동적인 지식 순환과 잘 조정된 협업을 특징으로 하며

주기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을 생성하는

(그림 2.3 참조). 이는 개방적 과학 방법론을 기반으로

에코시스템의 에코시스템에 걸쳐 확장됩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 커뮤니티는 목적 중심적이며, 인프라 공유, 혁신 경쟁력

찾아내는 것은 영향력을 확장하고 과학적 발견 속도 증가
데 필수적입니다.

및 집단적 중심 사명을 포함하여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추진력이 동반됩니다. 이는 이식성, 탄성 용량, AI-기반 도구
및 여러 클라우드 교차 보안 기능으로 작동합니다.

과학과 데이터에 의한 혁신의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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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과학적 방법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발견 커뮤니티가 필요함
과학적 발견과 관련한 문제의 규모와 범위가 커짐에
따라 혁신 및 규모의 효과(impact of scale)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업 모델이 필수적임

향후 3년간 양자 컴퓨팅으로 수행되거나
가능하게 되는 상위 5개 워크플로우

1

글로벌 무역
관리

커뮤니티

개방형 + 협업형

에코시스템

파트너쉽

폐쇄형 + 협업형

2

개인화된 고객
서비스

에코시스템

3

기관

독점 + 사일로 형태로 보관
(siloed)

스마트
제조

4

통합이
수익으로 이어짐

개인

5

디지털 마케팅
및 브랜드 관리

출처: “IBM Science & Technology Outlook 2021.” IBM Research; 2021년도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Virtual Enterprise 설문조사 중 예전에 발표되지 않은 자료.

과학적 발견 커뮤니티는 귀사의 비즈니스
전략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어떤 식으로 과학적 발견 커뮤니티 개발에
Q1 귀사는
참여하고 개발을 권장하고 있나요?

Q2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귀사는 어느 정도 개방적으로
조직 외부에서 과학적 발견을 활용하기 위해 어떤

내부에서 알아낸 과학적 발전 및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31

기술 시스템 및 클라우드 프로세스는 내부
Q3 귀사의
및 외부로부터 공동 과학적 발견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지원하나요?

Hartree National Centre for
Digital Innovation(HNCDI)
커뮤니티를 통한 과학적 발견의 가속화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HNCDI는

The United Kingdom Research and Innovation(UKRI)

창출하고, 지역 및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견인합니다.

의 과학 및 기술 기관 위원회(Science and Technology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신규 직군을

Facilities Council, STFC)는 과학적 발견 전용 커뮤니티를

HNCDI는 쉬운 교육 및 응용에 초점을 맞춘 기술을 제공하고,

Innovation(HNCDI)은 영국, 데어스베리에 위치하고

기업이 이어받아야 하는 기술을 탐색 및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Hartree National Centre for Digital

직원들이 디지털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준비시키며,

있으며, 혁신적인 디지털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실험 및

업종에 맞는 실용적인 디지털 솔루션으로 전환하며, 영국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조직이 디지털 전환의 4가지 핵심

탐색의 위험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영국 기업 및 공공 부문을

이 프로그램은 Hartree Centre 및 IBM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I, 고성능 컴퓨팅 및 데이터 분석,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여 과학적 발견의 속도를 높이고 소재

개발, 생명과학, 제조, 환경 지속 가능성과 같은 업계의 과제에

경제의 미래 성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신기술을 찾아내어
단계를 탐색하게 해줍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IBM의 퀀텀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리소스 외에도 IBM의

방대한 상업용 제품 포트폴리오와 재료 설계, 확장 및 자동화,
자산 관리, 공급망,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 새롭게 떠오르는 AI 기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과학과
데이터에
의한
혁신의
불꽃
과학
및 데이터
기반
혁신의
불꽃 31fds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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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이트 #3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도구와
시스템이 과학적 발견 속도를 향상시킴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와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예: 프로세스
마이닝, 신경망, 군집 지능 및 양자 컴퓨팅)로 인해 목표로
하는 인사이트 기반의 실험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여러분은 아이였을 때 다음과 같은 과학적 방법의
기본 사항에 대해 배우던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관찰에서 출발하여, 질문, 가설, 실험,
결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에 이르는 순서.
기존의 컴퓨팅으로 그러한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컴퓨팅의 성능은 강력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AI와 양자 컴퓨팅같이 최근 떠오르는 기술은 과학적

발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Virtual Enterprise는 이러한 최신 기술을 강력하고 필수적인
도구로 수용합니다.

유전자의 DNA 가닥 중 하나에 덧붙여지는 한 가닥으로

된 RNA 분자인 mRNA 관련 연구의 놀라운 영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8 이 연구는 몇 주 만에 바이러스를 해독하고 백신을

만들며, 일 년 만에 광범위하게 백신을 배포하는 등 COVID-19

가능하도록 추출, 통합 및 유효성 검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AI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가설을 생성하고

로봇 랩(robotic labs)을 이용해 물리적 실험을 자동화합니다.
기존의 컴퓨팅을 사용하여 화학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개별

원자를 움직이고, 수백만 회 사용 시 일부 재료의 성능 또는 반응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거나, 불확실
또는 정확하지 않은 문제를 처리하는 등 현재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을 통해 크게 변화하는 능력은

그런 성가신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결국 찾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에서는 계산을 완료하는 데 몇 세기가

걸리는 문제를 몇 분 안에 분석할 수 있어, 물류 및 자재 또는

약물 검색 같은 분야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엽니다. 양자-구동되는 워크플로우와 빨라진 과학적 발견
프로세스 덕분에 Virtual Enterprise는 기존 워크플로우

전체를 재고한 후 다시 구성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방법론,
효율성, 고객, 파트너 및 직원을 참여하게 만드는 방법을

백신 개발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10년 치의

얻습니다. 특정 작업을 양자 컴퓨터로 넘기도록 확장된

기존의 컴퓨팅, AI 및 양자 컴퓨팅의 삼각 편대는 대폭 향상된

과학적 발견 속도를 올리고 보다 신속하게 지식을 실행으로

mRNA 활용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9

지능형 워크플로우가 수립되고 거기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속도로 과학적 발견을 촉진하면서 실험 및 과학적 방법에

옮김으로써, 의료에서 신소재 발견,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용

모델링하는 전례 없이 뛰어난 능력 덕분에 결론 도출이

종류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해집니다.

큰 힘을 실어 줄 수 있습니다(그림 2.4 참조). 복잡한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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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기존의 컴퓨팅, AI 및 양자 컴퓨팅 조합이
실험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나아가게 함

연구

추출, 통합 및 지식을
이용한 추론

질문

가설 수립

도구를 통해 필요성과 지식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질문을 식별함

생성 모델이 자동으로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며 과학적 발견
공간이 확장됨

과학적 방법에
속도가 붙음
보고

검증

알아낸 사실의 기계적
표시를 통해 새로운 가설
및 질문이 가능해짐

로봇 랩(Robotic labs)을 통해
실험이 자동화되고 디지털 모델과
물리적 검증을 연결함

평가

패턴 및 이상 감지 기능이
시뮬레이션 및 실험에 통합되어
새로운 인사이트를 이끌어냄

출처: “The Quantum Decade: A playbook for achieving awareness,
readiness, and advantage.”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2021년 7월.

귀사의 조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도구를
수용할 준비가 갖춰져 있나요?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귀사의 조직이
Q1 혁신이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도구와 데이터는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나요?

기업, 업계, 파트너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에
Q3 귀사의
양자 컴퓨팅이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늘어나는 기술 전문가와
Q2 기하급수적으로
파트너쉽을 맺고 조직의 인사이트와 정보를 확장된

풀 및 더 빨라진 도구와 연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과학과 데이터에 의한 혁신의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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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veland Clinic
클라우드, AI 및 양자 컴퓨팅의
가능성을 보여주다
비영리 종합 진료 부문 학술 의료기관인 Cleveland Clinic은

접근 방식을 포함하여 유전체학, 단세포 전사체학, 임상 응용,
화학물질 및 신약 개발, 인구 건강 분야의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 및 분석합니다.

심장 의료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IBM과 파트너십을 맺고

센터는 딥 서치(deep search), AI 및 양자로 보강된

향상시키기 위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 및 양자 컴퓨팅

IBM 기술 및 혁신에 의존합니다. 10년간의 파트너십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의 과학적 발견 속도를 근본적으로
기술을 배포하는 센터인 Discovery Accelerator를
설립합니다.

Cleveland Clinic의 연구자들은 고급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생성 모델, AI로 구동되는 자율 랩과 같은 차세대
프로그램의 일부로 IBM은 20대 이상의 IBM 양자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1,000큐비트를 추가로 배포합니다.

COVID-19 팬데믹과 같은 공중 보건 관련 위협에 대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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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지침(Action guide)

최적의 효과를 위해
과학과 데이터에 의한
혁신을 배포함
Virtual Enterprise는 전례 없는 빠르기로 과학적 발견 속도를

최신 인프라 설계

—

데이터 공유의 이점을 몇 배로 증가시키는 개방

—

패턴 인식 성능 개선, 워크플로우 최적화 및 솔루션

아키텍처를 활용합니다.

수집이 가능하도록 AI 및 머신 러닝을 배포합니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 마켓플레이스 및 오늘날 세상의

—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에코시스템 연결성 강화

문제는 매우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손에 있는 도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는 그에 걸맞게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실험에 의지하여, 개방 과학을

배포하고, 발전된 인간 및 기술 자산을 활용하는 등 그러한

기능을 수용하고 목적에 맞게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작업은

새로운 솔루션에 촉매 작용을 하게 됩니다. Virtual Enterprise

는 과학 및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통해서만 그 잠재력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은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과학 및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배포하기 위한 6단계 개요입니다.

—
—

—
—

—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방형의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견을 이용하기 위해 과학적 발견
커뮤니티에 가입합니다.

참여, 정보 유효성 검증 및 신뢰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을 준비합니다.

과학적 혁신 옹호

갑작스럽거나 조직에 도전이 되는 경우에도 잘 연구된

조직 내부에서, 파트너 네트워크와 함께, 전체

—

결론이 나지는 않은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라도 가치가

장려합니다.

—

기타 도구를 사용합니다.

미래에 대한 포용

에코시스템을 통해 협업 및 아이디어의 공유를
가설 검증, 시뮬레이션 및 검색에 중요한 과학적 방법의
개방적 과학 방법 및 방법론을 통해 신규 및 개선된
데이터 소스를 개발합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 활용
—

—

및 방법을 연결합니다.

—

적정 규모로 실험하기
—

—

확장된 기능을 체험하도록 양자 컴퓨팅 도구

깊게, 그리고 동시에 넓게 끌어내 오류가 없고,

명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세트를 구성하고
계속해서 채워 넣습니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예측적 분석과 처방적

솔루션을 지지합니다.

충분하다면 투자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여 발명과 혁신을 확장합니다.

—

과학적 발견 중심 방법론에 적합한 미래 인력의

—

빠르게 계속 변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프로세스의

—

역할을 재정의합니다.
방향을 재정의합니다.

과학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비추어 조직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수준과 방법을 다시 수립합니다.

분석을 결합합니다.

극도의 디지털화를 통해 가능하게 된 미시적
인사이트를 구합니다.

과학과
데이터에
의한
혁신의
불꽃
과학
및 데이터
기반
혁신의
불꽃 35fds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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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Enterprise를 위한 청사진
제3장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마법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에코시스템의 구성원을 잇는 가치
사슬의 근간을 생성하는 황금 실(Golden Thread)입니다.
워크플로우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극단적인 자동화,
AI, IoT와 같은 기술의 힘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가상화는
워크플로우에 활기를 불어넣고 민첩성을 이끌어내는
등 네트워크, 연결성 및 기술 참여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추가합니다.

폴 파파스(Paul Papas)
글로벌 관리 파트너

비즈니스 변환 서비스

조너선 라이트(Jonathan Wright)
글로벌 매니징 파트너

금융 및 공급망 전환 서비스

미에 마츠오(Mie Matsuo)
매니징 파트너

비즈니스 변환 서비스, 일본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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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Enterprise는 도달합니다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로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목적, 의도 및 가치를 묶어 Virtual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란?

일하는 구성원은 조직 내부인이든, 파트너십 관계든, 그 전체

최적화하여 비즈니스 혁신에 동력을 공급합니다. 이러한

Enterprise의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워크플로우에 따라

에코시스템 너머에 있든 관계없이 그 의도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통합되고 일관성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는 궁극적으로 그 집합적 가치를 체험하게
되는 최종 고객이 사용하게 됩니다. COVID 위기는 확실히
속도 및 규모에 맞는 전환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중요성을 납득하게 만들었습니다.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효과성은 또한 클럭 속도,

정확성 및 모든 참여 구성원의 보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의 개방성 및 연결 호환성에 의해서 가치 창출

및 활용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 한계가

정해집니다. 우리는 기업 내부의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고

이를 이용하여 과거의 프로세스 사일로를 아우르는 작업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워크플로우의 범위를 확장할수록 워크플로우의 고객

및 기여 구성원 사이의 엔드투엔드 연결이 많아지고 비즈니스
성과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를 고객, 공급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까지 더 깊이 확장함으로써
Virtual Enterprise의 가치 잠재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39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운영 효율성, 속도 및 민첩성을
워크플로우는 개방형 디지털 표준 및 프로토콜을 통해

한 기업 내의 자원과 산업 전체의 자원을 연결합니다. 그들은
실험과 실시간 의사 결정 및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와 신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액세스를 활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협업을 촉진하고 가치 잠재력과 가치
창출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Virtual Enterprise는 도달합니다

그림 3.1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통해 가상
구성요소와 에코시스템을 통합함

에코시스템

IoT

AI

시장

결과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

황금 실(Golden Thread)

블록체인

자동화

가상화 부가 가치

Capex

Opex

디지털 트윈 원격 기술 센서 감지(Sensing) 제로터치(Zero-touch)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가 대중 구성원을 끌어들이는 특성을
지닌 진짜 플랫폼이 될 경우, 그것은 Virtual Enterprise와

그 관련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의 예시가 됩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조합을 확장된 워크플로우에 따라 작동하도록
적용함으로써 개선 가능성을 찾아낼 기회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전환 및 다음 단계로의 성능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그렇듯 워크플로우는 현대의 확장된 기업의 경쟁 우위
및 차별화 요인이 됩니다.

인력, 팀, 사무실을 새로운 참여 모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면 새로운 가치 풀(pool)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에 일치시키는 것 외에도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조직 내외부의 사일로를 아울러 전체로서 일관성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워크플로우의 효과성 및 Virtual

Enterprise의 완성도는 참여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의속도,
정확성 및 보안에 의해 좌우됩니다(그림 3.1 참조).

가상화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의 한 종류로서 새로운
성능 개선 기회를 가져옵니다. 물리적 자산을 디지털

엔티티로; 자본 비용(Capex)을 운영 비용(Capex)으로;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마법

40

민첩성: 일의 전환,
에코시스템적 사고 방식
및 가상화
민첩성을 Virtual Enterprise의 핵심에 둘 때, 실험

및 의사결정의 속도와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에코시스템 전반의 경험,
정보 및 관계를 전달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입니다.

선도 기업은 속도 및 효율성 목표에 의해 정해지므로, 그러한

기업은 엔드투엔드의 원활하고 마찰 없는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간소화되고 최적화된 지능형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는

AI로 구동 및 자동화되며 운영의 연속성(운영의 효과성)과
고객의 급증하는 요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여기에는

동적 고객 반응, 예방적 유지관리, 실시간 재고 현황과 같은

예측 지능도 포함됩니다. 차선책을 빨리 알아내어 순위를
매기고 추천하기 위하여 자동화를 활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지원합니다.

지능형 자동화의 장점은 가변적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설문조사에서 경영진은 지능형

자동화는 수많은 이점을 해당 조직에 제공한다고 말하며
목록의 맨 위에는 고객 경험 개선, 그 뒤를 바로 효율성

제고(운영비 감소)와 의사결정의 품질 개선이 이어갑니다.1

또 다른 이점으로는 안정성 개선과 위험 감소가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에는 종종 경시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회사들이 인력 이탈, 공급망 문제 및 고객 서비스 중단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그 효과가
드러났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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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재구성할 경우 가상 지식

노동자의 한계에서 벗어나 엔지니어링 및 제조 업계로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IoT와 센서는 기업의 말단에서, 또는 기계의

중심부에서 워크플로우까지 정보를 가져옴으로써 추가 자동화,
인사이트 도출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물리적 자산이 디지털화되면 자동화와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통해 고객 서비스, 제조, 유통, 운송 및 현장 서비스에서 사람이

거의 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하면 센서 기술, AI, 에지 액세스(edge

access), 심지어 양자 프로세싱 분야의 전례 없는 발전에 의해
지원되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이점은 다음과 같은 안전하면서도 유연한 연결성
및 상호 운용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다른 머신 및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전 범위에 빠르게 연결되는

머신입니다. AI 및 머신 러닝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커져서
쉽게 이러한 장치의 프로그래밍을 하고, 혁신적인 사용

사례를 고안해내고, 에너지 요구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선도자의 차별화 요소
워크플로우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확장된 지능형

강력한 연결성이 이러한 가치 확장의 기반이 됩니다. 최근

운영 및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워크플로우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수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 프로세스 내의 활동이나

기반의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 전반에서 워크로드

워크플로우를 수용한 조직의 경우 새로운 인사이트, 유연한
구분됩니다.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서비스 제안을 전면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내거나 자동화된 개입 또는 인간의

조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거대하고 새로운 데이터의
세계에 AI와 머신 러닝이 적용됨에 따라 패턴 인식
및 워크플로우 최적화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원격 재택근무 모델과 디지털 제로 터치 접근 방식에서

유래한 조직 및 프로세스 복잡성 간소화(delayering)를 통해

생산성 개선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두는 좀 더 포용적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모델의 개발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자동화 및 구석구석 만연한 봇(bots) 사용과 결합되어 새로운

워크플로우 개선 기회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전 수명 주기 동안 물리적 개체 또는 시스템의 가상 대리인

IBV 연구에서 경영진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지능형

아키텍처는 개발, 보안 및 운영에 대한 일관성 있는 표준
이식성, 오케스트레이션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3

IBV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워크플로우 리더십은 다음 4가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방성: 경영진의 36%만이 개방성과 투명도 측면에서

경쟁기업 또는 유사한 조직보다 우수하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50% 이상은 투명도 및 가시성이 향후 3년 동안
중요한 경쟁우위 영역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4

혁신: 경영진의 42%는 향후 3년 동안 그들 조직의 혁신은

대부분 개방형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는 고객
및 에코시스템 구성원과의 파트너십이 포함됩니다.5

민첩성: 경영진의 거의 절반은 운영의 민첩성 개선을 중요한

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및 기타 소스를 사용하여 학습

비즈니스 우선순위로 꼽으며 향후 3년 동안 애자일(agile)

동적으로 보정합니다.

자동화: 자동화를 확대하고 있는 조직의 경영진의 78%는

및 추론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물리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졌고, 이로 인해 새로운 노동 비용 풀인 가상의 전문인력센터

(Centers of Excellence) 및 지능형 워크플로우가 작동하는

운영 모델이 유동적인 작업 팀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6
향후 3년내 지능형 기계의 의사결정 수준이 일상적인

수준에서 복잡하거나 업무상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7

공간에 대한 재정의가 가능해집니다. 마켓플레이스, aggregator,

Virtual Enterprise는 이러한 우선순위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극단적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그러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 주요

기술 기반의 컨소시엄과 같이 지리적 경계를 아우르는 완전히

이는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황금 실(Golden Thread)
인사이트는 다음을 중심적으로 다룹니다.
— 새롭게 일하는 방식
— 에코시스템적 사고
— 가상화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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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이트 #1

새롭게 일하는 방식은
조직을 혁신한다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기업, 그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이 제공하는 최종 사용자
경험을 통합하는 Virtual Enterprise의
황금 실(Golden Thread)입니다.

Virtual Enterprise는 초고도 상호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채택합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은 기회를 찾아내고
조직을 변화시킵니다.
디지털 도구와 인간의 독창성이 정교하게 조합되어 운영

성과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IBV 연구에
따르면 지능형 워크플로우 시행으로 연 매출이 추가로 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평균).8

AI로 구동되는 자동화된 확장형 워크플로우는 인간이 기계를
이용하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창조함에 따라 업무 실행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기능의 실행을 넘어섭니다.

고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디바이스 스스로 학습, 수정

및 지시가 가능하며, 그런 연결된 디바이스와 자산은 그 현재

상태를 알고, 학습하며, 그에 따른 조치를 수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인간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부가 가치를 보완하고, 선명하게 하며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IBV 조사를 위해 설문

조사에 응한 경영진 중 절반 이상은 지능형 워크플로우가

기능적 사일로를 줄이고 최적화된 생산성을 포함한 다수의

운영상 이점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그림 3.2 참조).9

데이터와 정보는 이러한 새로운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원료입니다. 데이터는 지능형 워크플로우에 연료를 공급하고,

거기에서 데이터의 새로운 연관성과 조합이 발견됩니다.

데이터 표준 및 오픈 프로토콜의 활용으로 실험 및 혁신

가능성을 파트너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속도가 새로운 실시간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개방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동인이 생깁니다.

기계 센서 및 IoT 기술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통해 워크플로우

자동화가 더 강화되어 실시간 인사이트 및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가치 재구성이 가장 활발했던 영역 중 하나는

전 세계의 공급망이었으며 여기에서는 실시간 수요-공급
시그널의 중요성 때문에 유연성 및 적응성이 복원력

및 위험 관리와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요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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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인간과 기계로
이루어진 조직을 완전히 바꿉니다
워크플로우 전반적으로 임베드 된 기술로
생산성이 최적화됨

55%

지능형 워크플로우 덕분에 직능별 사일로가
줄어들고 기업 간 응집력과 통합이 향상됨

52%

지능형 워크플로우로 인해 업무 수행 방식이
완전히 달라짐

45%

지능형 자동화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더 가치
있는 업무를 수행하게 함

38%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스스로 학습하고
수정함

35%

IoT와 에지(edge)를 통해 실시간 의사결정
및 조치가 가능해짐

34%

출처: 2021년도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Virtual Enterprise 설문조사 중 예전에 발표되지 않은 자료 .
Q: 현재 여러분 조직의 지능형 워크플로우에 대한 다음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위의 비율은 “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과 “ 확실히 동의한다”는 응답을 더한 비율임 )

귀사의 조직은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기계 모두의 효과성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Q1 인간과
업무 수행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자동화되고,
AI로 구동되는 확장된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및 직원 경험 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을
Q3 고객
예측하고, 스스로 학습하며, 자체 수정 및 지시하는

임베디드 인텔리전스에 대해 탐색해 보시겠습니까?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강화하기 위해
Q2 귀사는
데이터 소유권과 액세스를 어떻게 확장하시겠습니까?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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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ora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이용하여
고객 경험을 혁신하다

Pandora는 적정 가격으로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채널 전반적으로 자동화가 확대되면서 워크플로우가

간소화되어 배송 효율이 개선되는 한편 Pandora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수공으로 완성된 주얼리의 디자인, 제조 및 마케팅에서

동시에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매장 근무 직원 및 가상 고객

이상의 국가에서 약 2,700개의 컨셉트 스토어를 포함하여

고객 요구 사항을 더 잘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국제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Pandora의 제품은 100개

서비스 담당자에게 월등한 엔드-투-엔드 가시성을 제공하여

6,700개 이상의 매장(points of sale)을 통해 판매되었습니다.

전환은 디지털 및 스토어 기술을 함께 묶고, 고객에게 더

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커머스로의 전환 및 디지털 변혁의

제품 시험 사용과 매장의 가상 대기열과 같은 매장

팬데믹의 결과로 Pandora는 대부분의 매장을 폐쇄해야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증강 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가상

가속화로 이어졌습니다.

체험을 에뮬레이션합니다. Pandora는 개인화되고,

회사는 빠르게 종합 주문 관리 플랫폼을 클라우드 기반

경험을 창조하는 그 디지털 사명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상거래(commerce-on-cloud) 솔루션과 함께 옴니채널
풀필먼트의 근간으로 활용하여 이커머스 워크플로우를

구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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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되며, 여러 채널과 시장을 연결하여 개인화된

주요 인사이트 #2

에코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훨씬
더 큰 가치가 창출된다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범위를 고객, 공급업체, 에코시스템
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 더 깊이 확장하면 가치가 급속도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Virtual Enterprise는 앞선 엔드투엔드 연결성을
우선순위로 두고 에코시스템 전반에 걸쳐 의미있는
관계를 심화시킵니다. 에코시스템적 사고는 지능형
워크플로우에 날개를 달아주듯 가치를 추가로
확장합니다.
적정 규모의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새로운 민첩한 작동 모델이 등장 및 확장되면서 책임, 전략
목표와의 일관성 및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문 지식을 통해

팀 네트워크에 자율권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모델은 투명성
및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협업 및 자체 보정을

추진하고 조직의 의도를 지지하는 거의 즉각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조직의 참여 영역을 서로 연결시키고, 예를 들어 고객

생태계적 사고의 목적은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고 보안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에코시스템적 사고는 사일로를

것입니다. 데이터 소스의 폭발적인 증가와 극단적인

관계를 더 긴밀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경제적인 성과를 크게

타파하고 자동화, 블록체인, AI, 5G, 클라우드, 에지 컴퓨팅과
같은 임베디드 기술을 포함하는 기업 내부의 지능형

워크플로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IBV 연구는 이러한 기술을
구현할 경우 이점이 세 배로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10

그렇지만 가장 큰 성과는 외연 확대를 통해 얻어집니다.

에코시스템, 그리고 에코시스템의 에코시스템 심부에서

데이터 교환의 개방성을 이용하여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디지털화로 인한 미시적 인사이트는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여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도로 이질적인
컴퓨팅 환경으로의 혁명적인 변화가 임박함에 따라, 양자
컴퓨팅을 포함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관리되는 지능형 워크플로우에
통합될 것입니다.

실행되는 워크플로우는 혁신 및 구성원 간 협업에 붙을 붙여
효과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코시스템 전반적으로 고객, 공급자 및 파트너를 연결하는
디지털 가속화 덕분에 적정 규모의 재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IBV 설문조사는 경영진에게 3년 후 경쟁 우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영역을 물었습니다. 인용된 요인 중 다수는

지능형 워크플로우에 다시 매핑되고,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통해 증폭됩니다(그림 3.3 참조).11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마법

46

그림 3.3

향후 3년간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

1

2

3

4

5

고객 경험
및 참여

워크플로우
스킬

투명성
및 가시성

혁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출처: 2021년도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Virtual Enterprise 설문조사 중 예전에 발표되지 않은 자료.
Q: 여러분의 조직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무엇인가요?

에코시스템적 사고 방식으로 가치를 확장할
준비가 되었나요?
워크플로우를 다양한 에코시스템
Q1 조직의
및 에코시스템의 에코시스템로 확장함으로써
어떤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드러날까요?

Q2 자동화, AI, 블록체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기타
고객, 공급자 및 파트너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술을 어떻게 통합하고 확대 적용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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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적으로 투명성, 협업 및 인사이트를
Q3 직원들이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모델에 에코시스템적
사고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과 전략은
무엇입니까?

we.trade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적용하여 거래가 간소화됨
유럽의 주요 은행 컨소시엄에 의해 설립된 we.trade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구매자, 판매자, 은행, 보험사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플랫폼은

거래 상대방의 위험을 줄이고 거래를 자동화하며 엔드

투 엔드로 무역 에코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및 물류 조직을 연결하여 더 나은 데이터 인텔리전스와 추적

지난 2년 동안 we.trade는 성장을 거듭하여 15개 국가의

간 거래를 단순화하고 더 큰 신뢰와 투명성을 촉진하며 참여

대한 추적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 업계 최초의 에코시스템은 국경
장벽을 낮추어 참여자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we.trade 플랫폼은 무역 금융 대출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여

17개 은행이 합류하였고, 현재 400개 이상의 물류 회사에
효율성과 상호 연결성을 통해 트랜잭션 처리 비용을 80%
절감했습니다.

마찰을 줄이고 신규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거래자에게 보험, 신용 평가 및 물류 서비스에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마법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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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이트 #3

가상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기술이 되다
가상화를 통해 지능형 워크플로우와
이를 지원하는 플랫폼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능형 워크플로우가 Virtual Enterprise을 연결하는
황금 실(Golden Thread)이라면 가상화는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연결하는 실(Thread)입니다. 가상화로
인해 효율성 및 효과성이 개선됩니다.
가상화는 업무 방식, 고객의 참여, 물리적인 자산 등에

적용됩니다(그림 3.4 참조). 최근 IBV 조사에 따르면 이미

가상화로 인해 조직의 비용이 평균 7% 절감되었으며 향후
3년 동안 9% 가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2

가상화는 원격 및 하이브리드 업무 모델을 결합하여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물리적 위치의

중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어디에서나 기술 및 역량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현실화됩니다. 파트너 조직 및 에코시스템
전체의 확대된 인력 풀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엄청난
잠재력이 발현됩니다.

49

가상화는 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증강 현실

(AR)/가상 현실(VR) 해석의 고급 모델링을 통해 물리적

자산을 디지털 엔티티로 변환합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실시간 인사이트가 제공되고 위험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가상화는 부동산, 운영 자산, 중장비

자산 등에 대한 조직의 지출을 계산하는 과거의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본 지출을 아웃소싱 및 다른 새로운 자산 공유
모델(지능형 워크플로우가 적용된 에코시스템 플랫폼만이
디자인하고, 연결 및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함으로써

가상화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자본 지출(Capex)이
필요한 기존 접근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필요에 따라(as
needed)” 물리적 자산을운영 비용(Opex)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 3.4

향후 3년 동안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과 가상화
제품 및 서비스가
원격으로 소비됨

60%

유동적인 업무팀이 민첩하고
가상화된 모델로 일함

52%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인재 풀을
통해 전문 인력을 제공받음

52%

디지털화를 통해 효율성
및 생산성이 개선됨

51%

조직이 탄소중립을
지향함

50%

글로벌 브랜드가 로컬 시장에 맞는
“로컬 컨텐츠”를 제작함

50%

출처: 2021년도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Virtual Enterprise 설문조사 중 예전에 발표되지 않은 자료.
Q: 향후 3년 동안 여러분 조직의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진술에 어느 정도나 동의하시나요?
(위 그림은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과 “확실히 동의한다”는 응답을 더한 비율임)

가상화는 어떤 식으로 조직의 워크플로우에 도움이
되나요?
워크플로우의 가상화는 조직의 원격
Q1 지능형
및 하이브리드 작동 모델을 어떻게 연결하여 물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나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하고 거의
Q3 더즉각적인
인사이트와 의사 결정, 그리고 조치를
취하는 데 가상화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활용하여 잠재적인 자원을 포함한 물리적
Q2 가상화를
자산 및 인프라 등을 재구성하기 위해 어떤 일-

아웃소싱 또는 자원 공유 모델 등 - 을 하고 있나요?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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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I
스마트 제조를 위한
지능형 워크플로우
Hong Kong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Company Limited(ASTRI)는 응용 연구를 통해

홍콩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ASTRI는 그 임무의 일환으로 제조업체가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개발 비용을 절감하며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A ST R I 는 확 장 된 생 산 프 로 세 스 를 따 라 전 체 자 산 에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적용하여 보다 스마트한 제조 장비를

설계하기 위해 과학 기반의 애자일 접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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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기반의 분석과 모델 기반의 설계를 활용하여

장비의 디지털 “트윈”을 생성합니다. 엔지니어는 이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여 약간의 추가 비용으로 광범위한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고 잠재적인 설계
결함을 훨씬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 기반
방법을 이용하면 고객 요구 사항을 조기에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ASTRI는 트윈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통합 시간을 40%

단축하고 총 개발 비용을 30% 절감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예측 기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로봇 자동화, IoT 센서

통합 및 디지털 트윈 모델링을 사용하여 24x7 공장이
중단없이 가동되도록 합니다.

행동 지침(Action guide)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한 지능형
워크플로우 확장
Virtual Enterprise의 황금 실(Golden Thread)인 확장된

워크플로우는 에코시스템의 경험 및 가치를 관통하여 전송하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워크플로우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관계의 근간이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순간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된 규칙 및 알고리즘의 저장소가 됩니다.

민첩한 실행
—

—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부가된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에코시스템의 에코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한

필수 도구로서 업무 수행 방식을 재구성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AI 및 자동화를 추가하며, 더 나은 실시간
인사이트, 의사결정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5단계 개요입니다.

고객 경험 개인화
—

운영 접점 전반에 걸쳐 통합된 극단적으로 개인화된

—

고객 참여에 대한 영역들을 아우르는 접근 방식을

—

고객 경험을 통해 차별화를 제공합니다.

전략적 목표와의 일관성,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문성의
문화를 조성합니다.

신속한 대응 및 효율성을 위해 인력, 에코시스템

및 유동적인 업무 단위 팀을 지원하도록 거의 실시간으로

인사이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업무 모델 및 자동화를 발전시켜 물리적

자산 및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Capex-Opex
등식을 변경합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네트워크 구축

—

에코시스템 네트워크 및 새로운 글로벌 인재 풀을

—

블록체인 기술로 뒷받침되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

활용합니다.

대한 공유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산업과 기업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합니다.

인간의 표현력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연결성
및 투명성을 확장합니다.

동적이고 개방적이며 더 안전한 컴퓨팅
구성으로 발전

재구성합니다.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및 플랫폼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인사이트를 촉진합니다.

—

AI 및 극단적인 자동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컴퓨팅

변화의 경험을 빠르게 대규모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

자체 수정 운영 구현
—

자체 학습, 자체 수정, 자체 지시 기능을 통해 운영을

—

디바이스 및 자산을 인텔리전스와 연결하여 현재 상태를

—

변함없는 투명성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책임감,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

기술 전략과 통합합니다.

환경에서 데이터를 조합하여 워크플로우를 구성합니다.

적정 규모로 새로운 구성원의 유동적인 통합을 지원하는
개방적이고, 확장 가능한 기술 시스템을 수용합니다.

파악하고 학습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자동화를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을 기대합니다.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마법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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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Enterprise를 위한 청사진
제4장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영향력의
긴급성

Virtual Enterprise는 더 큰 사회적 영향력에 기업의
목표를 일치시킵니다. 지속 가능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최고위 경영진의 확실한 관심사로 자리잡음에 따라 , 새로운
에코시스템 비즈니스 모델은 기후, 건강, 안보 및 평등과
관련된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속 가능성은 점점 더 고객, 파트너
및 직원이 기업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샌제이 투그나이트(Sanjay Tugnait)

마켓 메이커 책임자 및 글로벌 매니징 파트너
지속 가능성 실무

셰리 히니쉬(Sheri Hinish)

글로벌 행정 파트너, 기업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공급망

매니쉬 차울라(Manish Chawla)
총괄 매니저, 글로벌 산업 부문

화학, 석유 화학 및 산업용 제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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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Enterprise는 도달합니다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영향력으로 기업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

팬데믹 이전부터 기업의 지속 가능성 및 환경, 사회, 지배

지속 가능성이란?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소 모호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에

역할 및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경제, 심지어 정치적 요소를 지닌 광범위한 어젠다에

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에
코로나19 위기로 부터 지구의 상호 연결성과 자연의

우리는 더 많은 가상 업무 환경, 이동의 감소, 도시 활동

및 글로벌 실물 무역의 감소로 인해 대기 중 탄소 농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Virtual Enterprise로의 진화는 이러한 트렌드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구조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직원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고 일터를 선택함에 따라, 기업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확대하면서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와

더 큰 사명을 연결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4.1 참조).
자동화된 지능형 워크플로우, 리모델링된 자산 조합

및 스마트한 데이터 활용으로 작동하는 Virtual Enterprise
의 확장된 에코시스템은 이러한 새로운 수준의 사회적

영향력에 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닌 파트너십은 가치를 공유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기업의 목적이 사회적 영향력으로 확장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장하는 파트너십과 에코시스템들은 건강, 기후, 식량

안보에서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직면한 모든 심각한
문제를 해결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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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은 그룹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 복잡하고

관한 목표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

이 용어를 적용합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지속 가능성은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약속을 필요로 합니다. 변혁적 지속

가 능성은 조직이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커뮤니티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새로운 기회와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필요이자 도구입니다.

Virtual Enterprise는 도달합니다

그림 4.1

비즈니스 리더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람과
지구에 더 많은 관심을 표현함
100%
92%
80%

82%
74%

60%
43%

40%

32%

20%

16%

0%
2018
직원 안전 및 보안

2022

2018

2022

지속 가능성

2018

2022

환경 영향

출처: “COVID-19 and the future of business: Executive epiphanies reveal post-pandemic opportunities.”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2020년 9월. ibm.co/covid-19-future-business.
Q: 여러분의 조직은 다음 비즈니스 역량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나요? 위 그림은 “높음”
응답과 “매우 높음” 응답을 더한 비율임.

기업들이 새로운 변혁적 플랫폼과 모델을 만들기 위해

Virtual Enterprise가 새로운 활동 네트워크와 팀 모델을

움직임을 촉진하는 완벽한 수단입니다. Virtual Enterprise의

깊게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Virtual Enterprise는 이러한

개방형 접근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기업의 DNA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직은 가치 제안,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고객 참여

전략에 지속 가능성을 주요 요소로서 포함하여 인간이 인간과

지구를 대하는 방식을 바꿔나가고, 생태 발자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특히 지속 가능성 노력과 연결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영원히 바뀌고,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건강

개발함에 따라 기술은 직원, 고용주와 IT 간의 관계를 보다

기업은 직원의 집으로까지 옮겨져 직장, 직원, 가족 및 지역
사회 전체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기술이 점점
더 우리 삶에 엮이면서 발생하는 윤리 및 거버넌스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Virtual Enterprise는 책임 있는 컴퓨팅

정신을 지지합니다. 기술을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쓰이도록
하고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무결성을 보호하는 윤리적
원칙 및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및 복지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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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영향력: 이해관계자를 연결하고,
성과를 개선하며,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함

사회적 책임 이면에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과 관련된 기업의
동인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과하는 지속 가능성 규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소비자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ESG 기준 및 기타 지속

가능성 지표를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리더들은
이러한 증가하는 압력과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성 및 영향력 면에서 앞선 기업은 그러한 가치를

또한, COVID-19 팬데믹은 세계의 어느 한 곳에서 행해진

기업의 핵심 동인으로 끌어들여 기업의 성공 방정식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공동의 이익을 지지하는

부수적 목표로써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련 목표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영향력은 기업의
우선순위와 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 역할을 합니다.

Virtual Enterprise는 “사회적 선(social-good)” 어젠다를

행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호 연결성을
것이 조직 스스로의 이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Virtual

Enterprise는 사회적 어젠다에 참여함으로써 성장 및 시장
획득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추구하면서 비즈니스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자원 집약적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든, 고성능 디지털

전례 없는 속도, 범위 및 규모로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

및 데이터 주도 혁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든, 지속 가능한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와 사회 간의 관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내고 발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투자자, 소비자, 직원 및 파트너가 구매, 고용,
투자 및 참여 결정을 내릴 때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필요들이 새로운 기업 어젠다를

결정하는 데 함께 고려됩니다. IBV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10개 중 9개의 기업이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새로운 효율성을 발견하든, 과학

방법론은 새로운 시장과 성장으로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됩니다. ESG 어젠다를 발전시키는 윤리적 혁신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보다 높은 형태의 자본주의인 “사회적 목적을

고려한” 이윤 추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추구하는 기업은 미래 패러다임의 선구자가 되어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 절반 수준에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1

지속 가능성 및 목적은 이제 단어의 의미에 완전히 부합하는

광범위한 사회 계약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과 사회 간의 관계를

사회적 과제는 산업 및 부서 전반에 걸쳐 조직 전략 및 운영

실제로 60%에 가까운 경영진들이 팬데믹과 관련된 격변이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2

방식으로 기업의 필수 과제가 됩니다. 환경 및 더 광범위한

모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시장 기회가
만들어지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 관리 전략을

수정하고, 고객 및 직원의 달라진 기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공급망 전략을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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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기업의 차별화 요인

협업(Collaboration): 플랫폼이 활성화된 에코시스템은 보다

지속 가능성 때문에 강제된 변화로 인해 다음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에 초점을 맞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합니다.

에코시스템, 과학 및 데이터 기반의 혁신, 확장된 지능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은 향후 3년 이내에

더 높은 수준의 가상화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과
워크플로우, 포용적인 인간-기술 파트너십, 하이브리드

경영진의 65%는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지원해야 하는

에코시스템 협업을 지원하는 디지털 관제 센터를 활용할

클라우드 연결에 의해 가능해진 개방적이고 안전한 공유

것이라고 말합니다.5

지속 가능성에 집중함으로써 기업 목표와 고객 및 직원의

향후 3년 동안 고객과 시민은 상품 및 서비스에 원격으로

기업이 지속 가능성 성과 개선과 동시에 비즈니스 성과

사항을 충족하려면 혁신 자체가 단순히 부분적 단계, 행동

및 협업 등입니다.

참여 모두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면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리더십의 성공 여부는 다음 네 가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업의 약속(Commitment): 경영진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혁명적 변화(Transformation): 경영진의 60%에 따르면

액세스하여 이를 소비할 것입니다.6 사회 및 비즈니스 요구
또는 계획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Virtual Enterprise는 이러한 우선 과제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영향력의 긴급성에 부응하여

이러한 화두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가 되는 3가지 주요

팬데믹 이후 인력 개발에 있어 리더십이 겪고 있는 장애물

인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조성입니다. 3 선도 기업은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목적을

집중 분야:

1위는 공감, 변화 적응성 및 혁신에 뿌리를 둔 문화의
그 조직의 비즈니스 전략과 가치 제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의 핵심 과제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배포(Deployment): 경영진 3명 중 1명은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우선 순위 중 하나라고

— 이해관계자 동기 부여

— 비즈니스 및 사회적 성과
— 개방형 혁신

이야기합니다.4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인사이트를 이용하면
비즈니스 성과 및 지속 가능성의 성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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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이트 #1

지속 가능성은 이해관계자에게
호소하고 그들을 움직이게 한다

지속 가능성과 기업 목적은 고객, 직원,
에코시스템 파트너 및 전체 커뮤니티와의
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Virtual Enterprise는 이해관계자 ( 예 : 고객 , 직원 , 회사 ,

잠재적 고용 주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은 되풀이됩니다.

때문에 그 영향력이 소비자 결정에서 인력 문제 , 투자자

기업의 일자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절반

국가/정부)가 지속 가능성으로 인해 동기 부여되고 움직이기

및 파트너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험에 걸쳐 있음을
인식합니다.

고객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소비자 선택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21 IBV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소비자의 93%는COVID-19 팬데믹이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본인들의 견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자의 69%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그런 기업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급여 삭감까지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직원 유지율에도
영향을 미쳐, 근로자 10명 중 7명은 환경 지속 가능성 관련

평판이 높은 기업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거의 4명 중 3명은 고용 기업이 사회적 책임 문제에 관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10

말하며, 3명 중 2명 이상이 환경 문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또한 다음 사례와 같이 점점 더 많은 투자자와 재무

브랜드에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려 합니다.7 다수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관리 회사인 Blackrock은 2020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환경에 책임을 다하는
소비자는 개인과 사회의 집단적 환경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택과 같이 지속 가능한 삶의 철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8

소비자들은 또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동전의 양면으로

보는 사회적 책임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략 4명

중 3명은 교육 접근 기회와 건강 및 복지에 대한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반면 72%는 빈곤과 기아 해결을 꼽습니다.9

관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지속 가능성 기준을 포함하고
초에 ‘지속 가능성이 새로운 투자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11 에코시스템 또한 이러한 목표로 인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조직은 이제 구매 및 비즈니스
파트너 결정에 지속 가능성 기준을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

주요 공급업체가 탄소 감소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Virtual Enterprise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지속 가능성 목표를 가치 사슬 전반의 기능에 통합하고

있습니다(그림 4.2 참조). 책임 있는 소싱을 수용하거나

공급망과 관련한 결정 시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조직은 보다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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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소비자 기업은 점점 더 가치 사슬
전체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함
86%

82%

81%

83%

73%

73%

판매 및 마케팅

고객 경험

81%

기후 행동

77%

72%

86%

83%

86%

공급망 운영

87%

84%

조달 및 소싱

74%

84%

82%

제품 혁신 및 설계

제조 및 생산

상거래(Commerce)

건강 및 복지

86%

88%

85%

수요공급 계획

79%

91%

88%

88%

기아 퇴치
육상 생태계 보호
(Zero hunger) (Life on land)

출처: Cheung, Jane, Sachin Gupta, Chris Wong, and Sashank Yaragudipati. “The last call for sustainability:
An urgent growth agenda for consumer products and retail.”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2021년 8월.
Q: 여러분은 다음 영역의 이니셔티브의 일부로서 상위 3개 지속 가능성 목표를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나요?
위 그림은 ”약간” 응답과 “상당한 정도로” 응답을 더한 비율임.

귀사의 조직은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공유하나요?

및 외부적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가치
Q1 내부
제안의 핵심 요소로 포함시켰나요?

Q2 여러분 회사의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영향력 목표
어떤 식으로 고객, 직원 및 에코시스템 파트너가

속한 기업, 그리고 에코시스템 전체적으로
Q3 귀사가
광범위하게 지속 가능성 데이터 및 성과를 추적하고
발견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나요?

설정 및 실행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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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a
점점 더 증가하는 인구의 식량 공급
기아 없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Yara는 디지털 농업 플랫폼인

Atfarm/FarmX를 구축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고 천만 헥타르 이상의 경작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광물질 비료 생산업체이자 디지털

농업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인 Yara는 전 세계의 독립

농부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종합적인 디지털 서비스와 농경에 대한 실시간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Yara는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삼림 벌채를

방지하고 기존의 농경지에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 플랫폼은 지역 미시적인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작물 수확량 예측과
질소 및 물관리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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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애그노스틱 플랫폼(별도의 클라우드 지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종량제(사용한 만큼만 지불)

과금 방식과 최첨단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IoT 센서와 AI를 사용하여 우리 동네 기상예보, 농작물 피해
예측, 실시간 비료 추천 제안 등을 농부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미 300만 명 이상의 농부가 액세스하고 있는 이 플랫폼을

통해 Yara는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 요소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무역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를 위한 블록체인과 같이

농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선진 기술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2

사회에 이익이 되는 기술을
배포하는 것이 기업에도 좋을 수 있다
가상화는 조직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열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Virtual Enterprise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그러한 노력은

비즈니스 성과 또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환경 및 사회적 의제를 추구하고 비즈니스 결과를 개선하는

따라 탄소 감소 및 재생 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엔진이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 경영진의 50%는 향후 3년간 해당 조직이
탄소중립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14

것은 상호 배타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반대로 경영진 10명

우리는 이미 빅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지속 가능한 실행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확인했습니다. 홍콩 공항과 로테르담 항구에서는 운영 기술

중 7명은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면 운영 효과 및 민첩성이
12

현대 경제의 모습을 바꾸는 기술의 힘은 단지 상업적 수단 뿐만

아니라 일부 가장 복잡한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처리하는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고 있음을

혁신, 재생 가능한 출력, 인간-기계 상호 작용의 조합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15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동시에, ESG 목표를 추구하면 조직이

공급망의 맥락에서 넷 제로가 되려면 에코시스템 워크플로우

및 통찰력을 수용하게 됩니다(그림 4.3 참조).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해야 합니다. 개방형 에코시스템 전반에

비즈니스 효율성과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데이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기하급수적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생성하고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구현하여

운영 및 고객 경험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Virtual Enterprise는
긍정적인 환경에의 영향 및 사회적 영향력과 비즈니스 목표를

일치시킵니다.

최근 설문에 응한 CIO의 42%는 디지털 기술이 향후 3년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비즈니스 영역으로 지속 가능성을

꼽았습니다.13 예를 들어, 가상화는 원격 업무를 위한 디지털
액세스를 통해 탈탄소화를 지원하여 사무실 공간과 통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가 순환 경제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된 공급망 출처에 적용된 분석 및 예측 가능성은 폐기물을

전반에 걸쳐 가시성을 높이고 파트너와 협력하여 보다 지속

걸쳐 데이터와 통찰력을 통합함으로써 Virtual Enterprise는
긍정적인 환경 및 사회적 결과는 물론 향상된 조직 가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 및 사회적 성과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노력을 통해 조직은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시장 기회로 전환하고 사회와 개별

기업 모두에 혜택을 주어 스스로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위원회(Busi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는 환경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12조 달러 상당의 시장 기회를

확인했습니다.16

절감하고 공급과 소비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후

변화가 모든 기업의 성공 측정 및 측정 기준에 더 깊이 포함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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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통합된 기술이 ESG 목표
지원에 도움이 됨
가상 커뮤니티:
고객, 직원, 에코시스템 파트너

환경: 개방형 혁신은 우리 지구의 가장 위협적인 과제
중 몇 가지를 해결할 수 있음

사회: 확장된 가상 커뮤니티를 통해 민첩성, 다양성
및 포용성을 지원함

거버넌스: 많은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는 단일 산업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필요로 함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

환경: 플랫폼 가시성과 투명성은 에코시스템
협업을 강화함

사회: 근무 조건 및 소싱 행태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로 해결
방법에 관한 협업을 지원함

가상화 및 새로운 일하는 방식

환경: 원격 근무는 사무실 공간과 통근을 줄여 탈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음

사회: AI로 구동되는 워크플로우는 지속적인
학습과 신기술 향상 기능을 활용함

거버넌스: 애자일 및 가상 운영 모델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드러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술

환경: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위한 분석을 통해 낭비를 줄이고
순환 경제 어젠다를 보완함

사회: 인프라 및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으로 물리적 개체를 모델링함

거버넌스: 플랫폼은 윤리 기준을 높일
기회를 제공함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기업철학은 인간, 지구, 목적 및 이익
영향에 대한 전체론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음

인간-기술 파트너쉽

지능형 워크플로우 및 투명성

환경: 순환을 위해서는 파트너쉽과 기술 지원 플랫폼이 필요함

사회: 새로운 팀 모델 및 기술은 가정에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목표 중심의 관계를 생성함

거버넌스: 기술이 우리 삶에 끼어들 때 윤리 및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함

환경: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에너지, 물 및 폐기물 관리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음

사회: 고객과 직원은 기업의 가치에 대한 신뢰를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일자리를 선택함

거버넌스: 가시성과 투명성이 커지면 경제의 운영 및 거버넌스
방식을 혁신할 수 있음

출처: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분석.

귀사 조직의 지속 가능성 노력을 통해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드러날까요?

조직 및 에코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Q1 귀사의
영향력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술 및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했나요?

없애고 AI로 구동되는, 환경 목표와
Q2 사일로를
비즈니스 목표를 연계하여 효율성 개선 영역을

찾아내는 프로세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을 적용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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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개선 및 자동화 노력에 사용 중인
Q3 현재
지속 가능성 결과와 지표를 발전시키고 정교화할
수 있습니까?

Farmer Connect
공급망 투명성 및 지속 가능성 조성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연간 5000억 컵 이상을 소비하며,
19-24세의 2/3는 지속 가능하게 재배되고 책임감 있게

공급되는 커피를 구매하는 편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17

그러나 국제 인증 기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커피 농부가

충분한 생계를 꾸려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업계의 대규모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참여자들이

전체 공급망 중 일부분만을 추적하고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커피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웃 바리스타와 커피를 재배한 농부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이제 솔루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Farmer

Connect®는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공급망을 위해

소비자와 농부 및 그사이의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소비자

대면 애플리케이션인 “Thank My Farmer”를 만들었습니다.
정보는 대화형 지도에 표시되어 각 제품이 간단하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Thank My
Farmer” 앱에는 커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
및 소비자를 그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표시됩니다.

커피 및 코코아 공급 체인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묶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솔루션이 뒷받침됩니다. 농부,

협동조합, 상인 및 소매업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자신이 소비하는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룰
없는
지속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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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및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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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이트 #3

개방형 협업과 파트너십은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코시스템과 그 기술 기반 플랫폼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과 직원에게
목적을 제공하는 구심점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개방형 혁신과 협업이 필요하며,
Virtual Enterprise는 이를 지원하기에
적합합니다.
때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한

그러나 플랫폼 기반 개방형 혁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기존 접근 방식과 운영 모델을 선형 프로세스에서
보다 복잡한 역학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개방성은 차별화된
역량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므로 에코시스템 협업에는
워크플로우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개방형 혁신 채널은

더 큰 투명성과 통찰력으로 인해 소비자, 회사, 투자자

및 기타 소스로부터 인풋을 받습니다.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 운영 방식을 변화시킬

에코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트너, 이해관계자

개방형 혁신은 기존 협업을 넘어 전체 에코시스템의 혁신

잠재력과 집단 지성을 활용하기 위해 사일로를 무너뜨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마 이를 염두에 두었을 텐데, 조직의

58%는 환경 지속 가능성 전략을 실행하려면 에코시스템
파트너의 효과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18

공동으로 창조하고 공유하는 데이터는 이러한 개방형

혁신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입니다. 공유 데이터는 공통

관심 영역을 강조하고 경계를 허물도록 해줍니다. AI와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 기술은 과학적 발견을 더욱

가속화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관제 센터는 조직 내에서, 고객과
함께, 그리고 전체 에코시스템에서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그림 4.4 참조). 이러한 도구를 장착한 비즈니스
플랫폼은 공동 창조 및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지원하여 기후 목표 및 기타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및 정부는 구매, 생산, 판매, 운송, 소비 및 관리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 및 사회적인 여러 문제는 하나의
산업을 넘어서는 어젠다로서 여러 산업 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폐기물과 더 발전한 순환

경제의 잠재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학 회사는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 에틸렌을 생산하고 제조업체는 플라스틱병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소비재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음료로 병을 채웁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소비자는 빈 플라스틱병을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곳에서 분류되어 재활용
회사로 보내지고 재활용 폴리에스터로 변환됩니다. 그런

다음 의류 회사는 스포츠용품점에서 판매하는 폴리에스터를
플리스 재킷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종류의 순환 주기가
더 일상적이고, 효율적이며,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려면

산업 간 협업이 필요하며, 이는 에코시스템 파트너십

및 기술 지원 플랫폼을 통해 달성 가능한 종류의 협업입니다.

비즈니스 전략의 수립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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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AI로 구동되는 디지털
관제 센터에서 기업 내부
및 외부적으로 협업을 조성함
디지털 관제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직원 경험을 기반으로 권장되는 조치

68%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권장되는 조치

67%

제품 경험을 기반으로 권장되는 조치

67%

에코시스템 경험을 기반으로 권장되는 조치

65%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 가시성 및 투명성

61%

브랜드 경험을 기반으로 권장되는 조치

60%

출처: 2021년도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Virtual Enterprise 설문조사 내용 중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료 .
Q: 향후 3년간 여러분 조직의 디지털 관제 센터 사용에 관한 다음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위 그림은 “동의함”
응답과 “ 매우 동의함” 응답을 더한 비율임.   

귀사의 조직은 어떤 식으로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나요?
기술 아키텍처는 에코시스템 파트너와의
Q1 귀사의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이 가능할 만큼 개방적인가요?

Q2 지능 아키텍처를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개방형 혁신 플랫폼 참여를 확대하고 향상된 집단

혁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Q3 개방형
에코시스템 조율 역량을 보유하고 있나요, 그리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그 역량을 어떻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있나요?

미룰 수 없는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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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Bank
플라스틱 에코시스템을 창조하여 재활용(recycling)
혁명을 일으킴

Plastic Bank는 한편으로는 글로벌 제조용 폐쇄 루프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Plastic Bank란 말 그대로라면

하여금 재활용 기업가가 되도록 하여 수백만 명을 가난에서

플라스틱을 맡기고 돈을 인출하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공급망을 만들어 일회용 플라스틱의 필요성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 지역 사회의 수거자로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Plastic Bank는 모든 거래를 보호하고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해안가 지역 사회에서 플라스틱을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를 제공하여 투명성, 추적 가능성

윤리적인 재활용 에코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수집된 폐기물은

블록체인 인프라를 배포했습니다.

수거하는 사람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보너스와 교환하러 오는
Social Plastic®으로 다시 태어나서 제품 및 포장재로 다시

및 빠른 확장성을 허용하는 Alchemy™라는 이름으로

통합되고, 보너스는 수거하는 사람이 식료품, 조리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기업인 Plastic Bank는 기업과

사기 위한 가계 소득 및 가구 경제를 개선하는 데 쓰입니다.

취약한 해안선 지역에서 쓰레기 수집가 커뮤니티의 삶의

연료, 학교 등록금 및 건강 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소비자가 함께 해양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지구에서 가장
질을 개선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의 가치를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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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지침(Action guide)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영향력 우선시

—

Virtual Enterprise는 사회적 책임을 별도의 빌딩 블록이나

—

기능으로 한정하지 않고 대신 기업 전체의 모든 기능 안으로

내재화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Virtual Enterprise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전략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 모두에서

변혁과 지속 가능성 노력을 발전시키고 통합합니다.

Virtual Enterprise는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 노력을

도구 확장

—

—

우선시합니다. 개방형 접근 방식을 통해 Virtual Enterprise

—

부합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발견합니다.

—

는 책임 있고 평등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목표에

기업의 비즈니스 목적 및 의도를 더 큰 사회적 영향력에
일치시킬 수 있는 액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의 발전
—

—

유엔(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좌표로 삼아
환경의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영향을 기업 전략에
통합합니다.19

규제, 재무, 경제 및 정치적 리스크를 포함한 ESG

리스크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으로부터

중요성(materiality), 시장 및 에코시스템의 기회를
—

및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보다

지속 가능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늠합니다.
자동화와 AI를 통해 생산 프로세스와 공급망을
최적화하여 환경 발자국을 줄입니다.

새로운 솔루션 및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과 과학 기반의 발견을 실험합니다.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 활용

추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제적 기회를 확대합니다. 협업,
에코시스템 파트너십 및 플랫폼 참여 시 지속 가능성을

데이터, 디지털 기술 및 자동화를 통하여 비즈니스 운영

업계 안팎의 에코시스템 파트너와 협력하여 워크플로우

개선 및 지속 가능성이 더 우수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가속화합니다.

민간, 공공, 비영리 부문을 포용하도록 에코시스템
네트워크를 확장합니다.

알아낸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이들로부터 배웁니다.

운영 모델의 혁신적인 변화

—

보다 지속 가능한 결과 및 실행을 추구하여 개방형

—

내부 및 외부의 협업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

혁신에 전념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하고 투명한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진행 상황 확인

찾아냅니다.

—

운영 메트릭, 리더십 평가 및 투자 기준에서 지속

전체론적인 관점을 사용하여 가치를 재조정합니다.

—

지속 가능성 벤치마크, 측정 도구 및 보고 절차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사람, 지구, 목적 및 수익에 대한

—
—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수립합니다.

효율성을 평가하고 기회를 찾아내기 위해 빅데이터
및 분석을 실행합니다.

새로운 정보와 인사이트를 입수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검토, 재고하고 보완합니다.

미룰
없는
지속
가능성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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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지속
가능성
및및
사회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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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Enterprise를 위한 청사진
제5장

포용적인 인간-기술
파트너십의 창의성

Virtual Enterprise는 가속화되고 있는 인간-기술간의
인터페이스 재편을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인간의 공감 능력, 창의성 및 소속감이
저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
동기 부여, 참여 및 교류를 정착시켜야 하는 필요성 또한
인식합니다.

티나 마론 패트리쥐(Tina Marron Partridge)
매니징 파트너
탤런트 전환

오벳 루이생(Obed Louissaint)
수석 부사장

전환 및 문화, 인사

켈리 리베이로(Kelly Ribeiro)
파트너, 혁신 부서 리더
탤런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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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Enterprise는 도달합니다

포용적인 인간-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방법

Virtual Enterprise는 인간과 에코시스템,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간의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기대고 있습니다. 물리적

위치의 중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어디에서나 기술 및 역량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현실화됩니다. 인적 자원으로의 접근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솔루션의 발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다이내믹한 협업이 효과가 있으려면

탄탄하게 정의된 워크플로우와 사용하기 쉬운 도구 및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포용적인 인간-기술 파트너십이란?

디지털화는 한때 인간이 수행했던 업무를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에 기존 워크플로우에 문제를 야기합니다. 저항이나

두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구현되는 경우
기술은 생산성과 직원 경험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포용적인 인간-기술 파트너십은 미래의 가상 조직을 정의할

인간에게 Virtual Enterprise는 기회이자 위협입니다. 전세계가

것입니다. 조직의 사람과 그 에코시스템에 미치는 긍정적인

생기지만 마찬가지로 내 능력을 능가하는 대체제를 찾을

시스템과 도구를 구현함으로써 리더는 결과, 인재의 효과성,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분야에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폭넓은 학습과
더불어 애자일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직원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긱 이코노미(임시직 중심의 경제)를 넘어서 조직

및 역량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구조적 접근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Virtual Enterprise는 따라서 혁신적이고 분명한
개방형 인적 자원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Virtual Enterprise 안에서 리더, 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의사 결정의 핵심 동인이자 운영 모델의 핵심 규칙으로서

데이터와 기술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디지털
노동자와 AI 봇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더 많은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상황에 적절하며 점진적인

방식으로 Virtual Enterprise을 구축하기란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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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우선시 합니다. 공감 및 의도성을 가지고 새로운

인력 다양성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최적화하는 식으로 기계와
인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5.1

인간-기술 파트너십의 진화

액세스 상태
(Accessed)

외부 네트워크
(Elsewhere)

로컬

플랫폼

(외부의 특정 장소)

계약 관계

네트워크

(외부)

채택

어디에서나
(Anywhere)

도구

(내부)

로우
플
워크
형
지능
된
확장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부서, 조직, 지역 및 배경을 가진

극단적인 자동화, 디지털화 및 알고리즘이 표준이 되고

참여하게 됨에 따라 Virtual Enterprise가 포용 및 다양성을

Enterprise에서 인간성이 도전을 받을 위험도 물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확장된 워크플로우 및 새로 만들어진 조직 구성에
대규모로 촉진하게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과 확장된 워크플로우를 통해
현재 배제된 사람과 기업을 위해 세계 경제에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의 개방성 잠재력은 단순히 기술이나

플랫폼의 매력도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직과
그 에코시스템의 문화와 가치 내부 깊숙이 근본적인

개방성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Virtual Enterprise 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거나 좁게 정의를 내려 서로 간에

사람들이 더 원격 업무 환경으로 분산됨에 따라 Virtual

새로운 업무 모델 중 일부에서는 이미 가정과 직장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팀과 개인의 역량이 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Virtual Enterprise와 그 경영진은 적극적으로 기계에

“인간성”을 다시 가미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표준이 됨에 따라 사무실의 위치, 디자인 및 확장이 더욱

복잡해지고, 개방 공간과 폐쇄된 나만의 공간 간의 균형에도
더욱 고려할 요소가 많아질 것입니다(그림 5.1 참조).

소통 없이 제각기 다른 생각이 자리잡으면 그룹의 다양성에

실제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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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점점 더 가상화됨에 따라 강력한 기업 문화를

이전에 노동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경제적 기회를

흩어져 가상으로만 만날 수 있는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통해 세계 경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25%는 이미

구축하려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리더들은 전 세계에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기업 정체성을 심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명확한 의사 소통, 솔선수범, 직원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피드백은 성공하는 문화와 경쟁 우위를 향한
확실한 지향성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얻기 위해서 이주하지 않아도 이제 기술 기반 에코시스템을
에코시스템 파트너를 통해 인재 및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또 다른 41%는 향후 3년 이내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합니다.2
가상 모델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된 확장된 인재 풀은 기업이
인적 자원의 결정적인 격차를 좁히게 해줍니다. 동시에

협업하는 현대적인
문화 구축

된 다양한 직원 후보자의 파이프라인을 제공합니다.

있으며, 고객 및 직원 상호 작용을 가상화할 경우 속도가

재구성합니다. 이제 개인은 업무 시스템과 쉽게 즉각적으로

업무 및 협업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해 조직은 기존

일하는지에 있어 더 큰 유연성과 자율성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서로 접촉하는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더 빨라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고 파트너와 함께 에코시스템 전체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일터에 긍정적인 변화, 혁신 및 창의력을 불어넣을 준비가

Virtual Enterprise는 고도화된 자동화 도구 및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인간-기계 관계를 극적으로

상호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즉, 협업, 혁신 및 성공을 위한 도구를 갖춘 네트워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는 숙련되고 의도적인 기술의 구현을 통해 인간의 재능을

미래 지향적인 기업은 자동화와 AI를 이러한 노력의

구축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 없이 매우 흥미로운 기회입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능형 자동화는 전체

증폭시키는 보다 현대적이고 효과적이며 협업적인 문화를

최근 IBV 연구에서는 최고위 경영진의 절반 이상이 향후 3년
동안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치-시간 불문 인재 풀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합니다.1 그렇지만 업무의 가상화는

조직 및 직원에게 기회와 과제를 모두 가져다주었습니다.

최고위 경영진은 2023년까지 매년 직원의 14%는 재교육
또는 새로운 기술 습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결과 조직은 최상위 인재의 확보, 인재 개발 및 고용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며 폭넓은 학습 기회를 부여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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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으로 사용하여 인재의 핵심 강점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조직이 “항상 작동”되도록 하여 역동적인 시장에서 상품

및 서비스가 끊김없이 제공되도록 최적화합니다. 워크플로우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관계의 근간이자 즉석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이끌어내는 자동화된 규칙 및 알고리즘의
저장소가 됩니다.

선도 기업의 차별화 요인

선도 기업은 항상 더 스마트하고 빠르게 일하고 보다 적응력

워크플로우 자동화: 최근 IBV 연구에 따르면 기업은

2023년까지 자동화 기능에 현재 비율의 7배에 달하는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복잡한 기업 간 작업을 맡길 계획입니다.4

디지털 방식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역동적인 시장에서 산업

리더십으로부터 내려오는 커뮤니케이션이 진정성 있게

디지털화는 공감, 소속감 및 인간 관계와 관련된 새로운

제공하고 직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업무 관계와 협업은 모두 계속 발전하는

긍정적인 직장 문화를 육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요 급증 또는 처리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내 및 산업 간 근로자를 이동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도전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새로운 잠재력을 이끌어냅니다.
소프트웨어와 기술에 의해 활성화되고 검증되었습니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경영진의 단 34%만이 조직

들린다고 말합니다.5 경영진은 개인화된 참여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인재 시장에서 의지를 가지고 포용적이고

지능형 기술: 2023년까지 일상적인 업무의 12%, 간단한

리더는 인간-기술 파트너십 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의사결정의 11%가 지능형 머신에 의해 수행될

건강을 고려하는 인간 중심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대비됩니다.6 지능형 머신에 더 많은 작업을 맡기면 인간은

즉, 최종 성과 메트릭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및 정서적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각각 2017년의 7% 및 6%와

선도 기업은 AI, 클라우드 및 자동화 기술을 통합하여 이러한

부가 가치가 더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새롭고 민첩한

Virtual Enterprise는 가속화된 생산성, 협업 및 창의성을

내에서 가치 있는 황금 실(Golden Thread) 역할을 하여

노동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Virtual Enterprise으로

새로운 현실을 실현하고 데이터로 구동되는 지능형
비즈니스 모델을 생성할 수 있으며 Virtual Enterprise
미래의 업무 수행 방식을 정의합니다.

성공적인 리더십은 다음 4가지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화에 대한 인식 : 선도 기업의 89%는 지능형 자동화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신기술 습득이나

재교육뿐만 아니라 조직의 문화와 프로세스를 바꿔야 한다는

인간과 디지털화된 노동력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가능하게 하여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이며 영향력 있는

하여금 이러한 균형을 달성하게 하는 3가지 주요 인사이트를
확인했으며, 다음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워크플로우
— 의사결정
— 리더십

점을 깨닫습니다. 3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 도구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인구 통계학적 불평등과 편견을 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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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이트 #1

디지털화된
워크플로우를 통해
매출을 늘릴 수 있다

팬데믹은 고객 및 직원 상호 작용의
가상화를 촉진하고 지속력 있으면서도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발명했습니다.

Virtual Enterprise는 인력 배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을 배포하며 이를 통해
효율성과 창의성이 향상됩니다 . 미래 지향적인
문화에 투자함으로써 조직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포용적인 전 세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직의 절반은 향후 3년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기술이 적용된

워크플로우”를 꼽습니다.8 워크플로우 범위를 확장하고

워크플로우의 고객과 에코시스템 간의 엔드투엔드 연결을
생성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최근 IBV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이러한 노력은

워크플로우의 디지털화는 인재 유치, 교육 및 신기술 습득을

맞게 직원의 신기술 습득에 성공한 선도적인 기술 도입

통해 조직은 어디에서나 기술과 기능을 활용하고 다양성과

비즈니스 결과의 향상으로 나타납니다. 기술 주도적 변화에
기업은 15%의 수익 성장률 프리미엄을 달성합니다.7

팬데믹으로 인해 비즈니스 중단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습니다.
개인 및 고용 기업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놀고,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경영진에게 각 직원의 필요와 비즈니스 재구성 및 성장 간의
균형을 맞추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인력의

가상화가 증가함에 따라 차별화된 인재 관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이브리드 방식의 업무,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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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거의 모든 인재 관리 영역을 지원합니다. 이를

포용성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글로벌

혁신 등이 수렴하여 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인간이
수행하는 업무 및 인간이 갖춰야 하는 기술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그림 5.2 참조).

그림 5.2

하이브리드 작업 및 하이브리드 소비자 소비는
민첩성과 디지털화를 요구함

고객/시민은 원격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소비함

60%

애자일 작동 모델이 유연한
업무팀을 보완함

52%

언제/어디서나 인재 풀을 통해
전문 인력이 제공됨

52%

디지털화로 인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

51%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자동화됨

49%

지능형 워크플로우 및 워크플로우 통합

46%

출처: 2021년도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Virtual Enterprise 설문조사 중 예전에 발표되지 않은 자료 .
Q: 위의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워크플로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디지털화해야 할까요?

내부와 네트워크 및 에코시스템에 걸쳐
Q1 기업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모델링하고 있나요?

투자를 인력 개발, 교육 및 직원 참여에 대한
Q3 신기술
투자와 어떻게 통합하나요?

조직은 워크플로우 자동화 우선순위를 어떤
Q2 귀사의
식으로 지정하나요? 그리고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새로운 인재 확보 또는 직원의
신기술 습득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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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ens AG
가상 에이전트를 이용한 근로자 지원

디자인 씽킹 방법론에 따라 개발 팀은 CARL을 만들고

디지털 혁신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Siemens AG는 자동화

처음에 유럽의 지멘스 직원들이 가장 자주 묻는 5가지 핵심

향상시키는 데 있어 사용자 경험을 우선시했습니다. 팀은

및 AI를 많은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고객과 직원에게 탁월한

주제를 다루도록 챗봇을 프로그래밍했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전 세계적으로 293,000명의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시 증가하는 사용자, 언어 및 주제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의 P&O(People & Organization)
지속적으로 변화와 디지털 기술을 수용합니다. 리더는 위치,

장치 또는 시간에 관계없이 직원에게 대화형 경험과 질문에
대한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팀을 설계

프로세스에 참여시켰습니다.

그 결과, Siemens는 AI 기반의 HR 가상 에이전트인 CARL을

제작했습니다. CARL은 개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Siemens 지사에서 120,0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다른 나라에 추가로 배포되었습니다.

처음부터 CARL의 아키텍처는 다른 Siemens 사이트로 확장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CARL은 전 세계에서 17개 언어로

29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수 없이 많은
주제를 다룹니다.

Siemens는 또한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human capital
management, HCM)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Siemens는 글로벌 P&O 정책

및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조정하여 HCM용 표준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생성헀습니다.

현재 38개 국가에 걸쳐 Siemens 직원은 선택한 디바이스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셀프 서비스 HR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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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이트 #2

의사결정은 공유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업무 가상화는 조직과 직원 모두에게
똑같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능하게
하며, 거기에서 전체 기능에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Virtual Enterprise는 어떤 면에서도 AI 기반의
의사결정에 비해 더 우려스럽거나, 반대로 여러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인간이 수행해야 하는 의사결정은 무엇이며,
기계에 넘길 수 있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이런
가변적인 영역이 인간-기술 파트너쉽의 핵심
요소입니다.

대한 신뢰를 모두 얻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계 주도 의사결정의 확대는 피할 수 없습니다. 동적

우선순위에 해당하며, 설문조사에 응한 경영진의 92%는

네트워크 및 서비스는 점차로 자동화된 프로세스 및 도구에
의존합니다. 극단적인 디지털화로 인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이터 소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AI와 머신 러닝이 이 거대한 인풋에 적용됨에 따라 패턴을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어려움을 포용하고 선제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인간-기계

파트너십의 인간 측면에 대한 관심은 양질의 결과와 그 결과에

대부분의 경영진은 직원들이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인적 역량을

우선시합니다. 실제로 직원의 안전 및 보안은 최고 경영진

2022년까지 이 역량을 우선시할 계획입니다.10 그리고 거의

4/5은 직원 훈련과 교육을 중시하고 있습니다(그림 5.3 참조).
데이터와 정보가 새로운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가치는 소스(기업, 파트너

에코시스템 또는 고객 통찰력)의 투명성, 신뢰 및 보안에

찾아내고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의존합니다. 비즈니스 리더는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통해 서비스 제안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성능 모니터링을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확실해졌습니다. 고객 행동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규칙들을 도출하는데 활용되는 데이터와 기술에

기술에 의한 인풋과 인간의 인풋의 연결이 Virtual Enterprise

조사에 응한 경영진 거의 5명 중 4명(78%)은 2023년까지

가 차별화 되는 지점입니다.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디지털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체 학습과 자체 수정으로 다이내믹하게 조정할 수 있는

지능형 머신이 복잡하거나 업무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9

그런데도 인간적인 요소는 여전히 핵심적인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자동화, 디지털화, 알고리즘이 표준이

되고 사람들이 원격 업무 환경 내에서 더욱 파편화되면서

노동자와 인간 노동자 모두에게 실시간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가시성 및 데이터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운영 자동화를
통한 인간-기계 상호 작용 모델링을 통해 Virtual Enterprise
는 효율성 및 성과 개선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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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인적 역량으로 초점을
옮기는 경영진
100%

안전 및 보안

80%

인력 확장성
직원 훈련 및 교육

60%

40%

20%

0%
2018

2020

2022

상당한 수준 또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역량을
우선시하는 경영자

출처: “Closing the chasm: Executives and employees don’t see eye-to-eye on employer
responses to COVID-19.”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ibm.co/closing-chasm

AI 주도 및 인간-주도 의사결정을 모두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직은 소프트웨어 및 AI 대 인간의
Q1 귀사의
의사결정 권한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기계 주도

의사결정을 늘리는 한편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에
생길 수 있는 편견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파트너, 에코시스템이 끊임없는 발견과
Q2 직원,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론과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데이터 소스를 어떻게 마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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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의사결정의 속도에 맞게 직원과
Q3 자동화에
경영진을 어떻게 준비시키나요? 오류에 대응하는
어떤 안전장치를 고민하고 구현했나요?

Medtronic
혁신적인 HR 솔루션 제공

Medtronic HR은 디자인적 사고, 애자일 방법 및 HR 이해

150개 국가에 90,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직원과 관리자를 프로세스 및 도구의 가치 중심 향상 기능의

Medtronic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70종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장치와 치료법을 개발하고

제조합니다. Medtronic의 전사적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HR 조직은 중요한 솔루션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IBM Garage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HR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활용하여 새롭고 협력적인 일하는

당사자와의 공동 저작과 같은 IBM Garage 원칙을 적용하여
중심에 두는 개선된 HR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공유 비전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혁신 기반의 수행 방법은 이제 기업에서 HR의

디지털 구현을 위한 엔진이자 가치 기반의 애자일 솔루션

개발을 위한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며 상당한 시간과 효율성을 절약할

방식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HR 고객의 경험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Medtronic HR은 이제 아이디어를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정기적인 회의를 계속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개선하고 긍정적인 비즈니스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열었습니다.

탐색하고 가치를 실현하게 해주는 혁신 파이프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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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이트 #3

리더십은 공감에 의한 참여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일하는 방식이 등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구성원, 팀 및 조직을 위한 새로운 도구와 참여
규칙이 필요합니다.

Virtual Enterprise는 감정이 없는 공간이
아닙니다 . 오히려 가치 창출 및 사회적 영향력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성 , 발견 및 창의성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핵심 요소로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술과 함께 산업 제품, 광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인간의

가상화를 통해 고객, 직원 및 파트너의 가정과 직장으로

기업, 파트너 조직 및 더 넓은 커뮤니티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직원 안전과 복지를 개선합니다.
Virtual Enterprise는 또한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통해

어디에서나 기술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습니다.

기업이 들어옵니다. 사무실, 팀 및 물리적 위치의 다면적인

인재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낡은 인재 관리 패러다임은

협업 및 일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상호 작용 모델이

포용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가 생겨납니다.

역할이 최근에 모두 재정의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등장하면서 이러한 진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 입니다.

일부 개인의 경우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적응함에
따라 집과 직장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가상 업무
환경덕분에 프로젝트 또는 거래를 위한 공동 작업과 같은

일부 공동 작업은 더 수월하게 되었지만, 공감과 네트워킹에
기반한 조직적 유대감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조직의 문화를 재고하라는 새로운 압력을 리더십에

부과합니다. 최근 IBV 연구에서 보고하듯이 경영진의

41%는 공감, 적응성 및 혁신에 근간을 둔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합니다.11

공감적 리더십은 직원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으로 하여 이를
위한 기술을 활용합니다. 기술이 일부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자율 및 무인 항공기는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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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을 잃게 됩니다. 글로벌 인재 풀을 활용하고 더 큰 다양성과
확장된 자동화, 연결성 및 투명성은 또한 인력 전반에 걸쳐

인간적인 표현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건강과
복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업무 모델 유연성을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새롭고 “개방적인” 인재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다양한 역량(디지털, 인지적, 사회적,

감성적, 적응성 및 복원력)을 육성하는 조직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그림 5.4 참조).

그림 5.4

소프트스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

54%

37%

37%

36%

업종별 또는
직업별 지식

새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적응성

자발성

비즈니스
감각

36%

31%

27%

25%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성

새로운 인사이트를
문제에 적용하는
비판적 사고

개인적인 윤리
및 정직성

프로그래밍 및 자동화된
솔루션을 배포하는
기술 역량

출처: 2021년도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Virtual Enterprise 설문조사 중 예전에 발표되지 않은 자료 .
Q: 팬데믹 이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원의 기술은 무엇인가요?

공감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하나요?
직장과 가정의 구분을 어렵게 만들
Q1 가상화가
때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이점을 확대할 수 있나요?

하면 관리자와 리더의 소프트스킬을
Q2 어떻게
육성하나요? 귀사의 조직은 직원 간 갈등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리고
Q3 신기술에
어떻게 하면 신기술을 사용해 일터에서의 경험을
개선하나요?

어느 정도 관대한가요?

포용적인 인간-기술 파트너십의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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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France
인간과 기술이 파트너가 되게 도움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Orange France는 직원이

선진 국영 통신 기업인 Orange France는 직원의 디지털

로드맵을 재구성하고 커리어 유동성을 높였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Orange Campus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Orange France는 IBM Garage
의 co-creation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인간의 재능과 기술이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역할 150개가 상위 30개 역할로

줄어들었고 미래의 인력에 적합한 80가지 디지털 역량을
찾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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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중요한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여 교육

혁신에 관여하는 인력의 50%가 Orange Campus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오퍼링

덕분에 고객 판매가 150% 증가하고 고객 추천 지수(NPS)가
10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디지털로 지원받을

수 있는 디지털 채널 셀프 서비스 사용이 30% 증가했습니다.

행동 지침(Action guide)

포용적인 인간-기술 파트너십을
심화하여 경쟁우위 확보

직원의 역학 관계를 재창조함

—

유연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Virtual Enterprise는 기술 및 인간성을 포용하고 각각을

—

가정-직장 혼돈으로 인한 부담에 직면한 직원을

어울리지 않게 배치하기보다 의도적이고 일관된 노력과 투자를

—

팬데믹으로 몇 주 만에 새로운 업무 모델이 도입되었으며

지능형 도구 적용

활용하여 둘의 영향력을 증폭시킵니다. 사람과 기계를

통해 응집력 있고 협력적이며 경쟁적인 전체로 융합합니다.
스트레스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집과 직장의 구분이 계속
모호해지면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뒤섞여

나타났습니다. 새롭게 일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려면
조직과 조직의 직원 및 팀을 위한 새로운 도구와 참여 규칙이

실(Golden Thread)이 가능해집니다. 조직 내부

및 에코시스템 전반의 개방성은 인력의 포용성을 촉진하고
인재 접근과 기회를 확대합니다.

기술은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솔루션, 기회

및 발견의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기계 상호작용의

최적 균형을 통해서만 미래의 조직은 직원, 이해관계자

및 더 넓은 사회를 위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기술 파트너십의 심화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5단계 개요입니다.

지원하고 참여하게 합니다.

특히 기술 사용과 관련된 지속적인 학습 및 기량 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

AI 및 자동화를 적용한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개발하여

—

내부 및 에코시스템 전반에 걸쳐 공개 공유 및 투명성을

필요합니다. 적응하지 않으려는 조직은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인간-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황금

탐색합니다.

—

직원들이 고부가 가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장하도록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기타 연결 시스템을
배포합니다.

프로세스 및 인간-기계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인력 보강

—

유연한 인력 풀 및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

기업 및 에코시스템 전반에 걸친 협업과 공동 창조를

—

연속성과 결과를 개선합니다.

강조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실험 및 실시간 인사이트를 활용합니다.

디지털 의사결정 조율

—

급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에 부합하는 역할

—

알고리즘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위치와 인간이

—

및 역량에 투자합니다.

호출하는 위치를 명확히 지정합니다.

인간-기계 전문 지식을 통합하는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합니다.

직원 참여 및 포용 문화 조성

—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적인 비즈니스 실행을

—

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목소리를 포착하고

—

명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중요하게 다룹니다.

공감, 연민 및 투명성을 가지고 이끕니다.

포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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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Enterpriseㄹ 청사진
제6장

개방형의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의 필요성

Virtual Enterprise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유연성과 민첩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즈니스 파트너와
연결하고 앞선 개방형 기술에 액세스합니다. Virtual
Enterprise는 강력한 네트워크와 안전한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며, 올바른 전체 아키텍처 내에서 적정한
워크로드를 적용하며 전 세계에서 호환됩니다.

바룬 비이라니(Varun Bijlani)
글로벌 매니징 파트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변환 서비스

힐러리 헌터(Hillery Hunter)

총괄 매니저, 클라우드 인더스트리 플랫폼

및 솔루션, CTO IBM Cloud & IBM Fellow

샤이 조쉬(Shai Joshi)
매니징 파트너

글로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우샤 스리캔스(Usha Srikanth)
부사장

고객 혁신 센터,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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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Enterprise는 도달합니다

개방적이고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가 탁월한
가상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Virtual Enterprise에서 원활하고 안전하며 실시간으로

개방적이고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란?

Virtual Enterprise는 새로운 에코시스템 관계에 내재된 새로운

메인프레임, 프라이빗 및 퍼블릭 환경을 아우르는 기술

플레이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힘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방적이고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과 더불어 과학 및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아키텍처입니다. “개방” 요소는 공유 및 상호 운용성을

강력한 지능형 워크플로우에 의존합니다. 그렇지만 목적에

데이터와 정보의 무결성 및 가용성을 모두 보호합니다.

통해 재창조되고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한 효과를 가져오는

맞는 어플리케이션과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아키텍처 없이는

장려합니다. “보안” 요소는 원활하게 통합 및 변환하여

이 중 어느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유연성을 제공하여 일부 워크로드를

Virtual Enterprise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속도와 사용 가능한 기능을 활용해야

최신의 개방적이고 안전한 아키텍처를 통해 대규모로

구현됩니다. 최근의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가속화에

필요한 유연성과 적응성을 재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의

활용 속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엔터프라이즈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클라우드” 이상의

온프레미스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유지하는 동시에

할 필요성을 충족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코어에서 에지에 이르기까지 개발, 보안 및 운영에 대한 일관된
표준 기반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여러 환경에서

워크로드 이식성, 조정(orchestration)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것이 필요합니다. 최적의 전체 아키텍처 내에서 적정 워크로드에

Virtual Enterprise이 조직을 거쳐 외부의 파트너

담보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그 과정을

최적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개방성 및 보안을

오픈소스 솔루션은 새로운 부서 간 및 이종 산업 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유 역량을 구축하고 협력하는 데 기하급수적

및 에코시스템로 확장됨에 따라 원활한 통합 및 변환이
지원합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과 함께 차세대 연결 및 복원력을 제공하는
적응형 솔루션입니다. 이는 통신 제공자의 역할을

상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 내에서 동떨어진 애플리케이션은

재정의하고 이러한 새로운 네트워크 가치 사슬의 구성

내었고,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의 출현으로 서로 끊어지는

파트너에게 현장을 개방합니다. 기반이 되는 기술

지능형 워크플로우가 적용되기 힘든 사일로 영역을 만들어

지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일로를 없앰으로써 다수 대중의
개발과 혁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이 등장합니다.
개방되고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내재적

호환성을 지닌 다양한 참여가 잇따릅니다. 이러한 호환성은

Virtual Enterprise의 적응성에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87

요소를 제공하려는 새로운 플레이어와 에코시스템

아키텍처의 개방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림 6.1

개방적이고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는 Virtual Enterprise의 기초
에코시스템

AI

시장

IoT

결과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

황금 실(Golden Thread)
블록체인

자동화

데이터 패브릭
오픈 컨테이너 아키텍처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오픈소스 아키텍처와 거기에 딸린 제어 영역은 기업 외부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시스템과 관련하여

제공합니다. 진화하는 새로운 멀티플랫폼 에코시스템 중

이 모든 것이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

파트너 및 에코시스템 연결을 강화할 때 더 큰 가치를

다수는 공유 가능한 개방형 API와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파트너 전체의 데이터 이동성에서 비롯된 플러그 호환성의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또한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경쟁우위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CIO와 CTO는 최고위 경영진 중에서도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데이터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지원할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Virtual Enterprise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는 복잡한
작업이며 레거시의 복잡성이 디지털 및 클라우드 복잡성으로
대체될 매우 실질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애자일 접근 방식,

DevSecOps 및 자동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침을 제공할
가드레일과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가용성, 품질, 보안
및 확장성은 Virtual Enterprise의 성공에 너무나 중요하며

근본적인 기술 아키텍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그림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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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은 이미 더 많은 기술 기반 비즈니스 및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업

에코시스템이 다른 파트너 또는 플랫폼으로 확장됨에 따라

전체 지능형 워크플로우에 맞게 보안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 증가합니다.

데이터와 정보는 이러한 새로운 워크플로우의 원료이지만

해당 데이터의 가치는 이러한 소스의 투명성, 신뢰 및 보안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데이터의 중심성(gravity)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상 세계의
아이러니입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은 워크플로우에

따라 신원, 출처 및 활동의 인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모델이 더 빠르게 퍼지면서 신기술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회는 개방적이고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를 채택함으로써 발전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진보를 가속화
Virtual Enterprise를 추구하는 기업은 제대로 된 클라우드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에코시스템에서 지능형 워크플로우에

이르기까지 Virtual Enterprise의 기본 구성요소는 개방적이고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에 의존합니다.

클라우드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닙니다. 도로, 철도 및 공항과
달리 클라우드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일회성의 자본 지출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기존 시스템(데이터 센터 및 기존 IT 관리)의

일부를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이벤트로서 “클라우드 채택”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더 중요한 문제는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 및 운영
능력을 급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앞선 기업들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은행, 의료 또는 제조 기업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빠르게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도 기업들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의 핵심 요소로 이해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만으로는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오직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만이 필요한 통합

및 조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한때 위험 요소을 증가시킨다고
생각되었던 클라우드 도입은 규모에 맞는 더 안전하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이버 보안과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역량은
상호 보완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과와 최종 사용자 신뢰를
향상시키며, 운영 중단에 노출될 위험을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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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과거에 가능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개방성 및 협업 수준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및 비즈니스 혁신과

결합될 경우 조직에 전례 없는 전략적 및 재정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통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투자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통합하면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 방식에 비해 2.5배
더 큰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합니다.

혁신적 변화(Transformation): 기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클라우드 선도 기업의 차별화 요소

재창조한다면 클라우드 투자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Enterprise에서 클라우드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하고 공유된

기업 혁신과 긴밀하게 결합될수록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클라우드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선도 기업은 Virtual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지능형 워크플로우에 중요 요소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무한한 수의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실행될 수 있고 심지어
기존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도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IBV는 연구 시리즈를 통해 여러 산업 및 기능 전반에 걸쳐

선도적인 기술 기업의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점점 더 가상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 사이를 이음새 없이 피벗
(pivot)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비즈니스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 파트너십 참여를 늘려 신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기존 조직의 경계를 넘어 성장합니다.
개방 전략을 우선시합니다.

성공한 리더십은 다음 4가지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되는

13배까지 증폭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가
기술 투자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집니다.

약속 (Commitment): 클라우드로 인한 잠재적 매출의

92%는 다른 혁신적 변화 기능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Virtual Enterprise에서 데이터의 민주화와
개방형 하이브리드 기술 및 아키텍처로 인해 극적으로 커진

인텔리전스 및 인사이트는 경제학을 재정의합니다. Virtual
Enterprise는 다음 3가지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리더십에 필요한 특성을 구현합니다.
— 개방성

— 지속적인 현대화
— 문화 및 생산성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

채택: 팬데믹 시기 동안 12개 산업의 기술 도입 기업들은

동종 기업에 비해 평균 6퍼센트 포인트 높은 수익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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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이트 #1

개방성은 기회를
드러낸다

Virtual Enterprise의 개방성은 개방적이고
안전한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기술
아키텍처를 통해 구현되어야 합니다.

Virtual Enterprise는 개방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개방성을 보장하려면 개방적이고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마찰 , 거래 비용 및 위험을 줄이면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공유하는 협업도
포함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가 메인프레임
기반이든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든 상관없습니다.
Virtual Enterprise는 다음 3가지 규모로 운영됩니다. 기업

내부, 보다 협업적이고 민첩한 워크플로우 내에서 사업부

및 부서간의 연결, 외부, 기업의 핵심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진 파트너와 함께 더 멀리 확장(out there),

즉, 진정한 플랫폼 경제가 작동하고 기업이 의도적으로
연결하려 하거나 연결해야 하는 대상을 이용할 수 있는
확대된 에코시스템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연결성은 이 운영 매트릭스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IBV 조사에

그렇지만 에코시스템의 구성원과 같이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구성원은 여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 3명 중 2명은 향후 3년 동안 조직의

혁신적인 운영에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메인프레임,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및 에지 컴퓨팅을

포함한 고유한 데이터 및 컴퓨팅 환경 구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합니다.3

이러한 다양성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 안전하고 개방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가 마치 단일

환경에서와 같이 작동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IBV 연구에서 응답자의 82%는 시스템

및 운영에서 보다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를 원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지배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유형으로 떠올랐는데, 이는고급
클라우드 기능이 디지털 혁신의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그림 6.2 참조).4

따르면 조직의 53%는 향후 3년간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서비스들의 조합입니다. 클라우드

가시성”을 꼽았습니다. 민첩하고 개방적인 운영 모델은 책임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직 통합 운영 모델은 수직 ‘연결’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워크플로우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2

문화, 전략적 목표와의 연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전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팀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인프라는 이러한 서비스가 서로 상호 작용하고 데이터를
운영 모델로 마이그레이션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은 워크로드 및 인터페이스를 적절한
플랫폼, 즉 기존 클라우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등과 연결하는 가상 컴퓨팅 환경을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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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조직은 디지털 혁신이 진행됨에 따라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연결성을 추구함

82%

시스템 연결성 및 운영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려 함

82%

본인의 조직은 메인프레임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중요한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해야 한다고 이야기함

69%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레거시 시스템을 보다
통합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원함

출처: “Application modernization on the mainframe: Expanding the value of cloud transformation.”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https://ibm.co/application-modernization-mainframe.
Q: 다음 진술에 어느 정도나 동의하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함” 응답과 “ 일부 동의함” 응답을 합한 비율임.)

개방성을 채택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높이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Q1 연결성을
개방성을 어떻게 확장하고 있나요?

클라우드 기술 투자는 조직 비용, 적응성
Q3 하이브리드
및 혁신 잠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기술 인프라는 기업 내부, 파트너 관계
Q2 현재의
및 더 넓은 에코시스템의 기회를 제한하고 위험에
노출할 수 있나요?

개방적이고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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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tel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 그리고 새로운 통신 서비스

기대됩니다. Airtel은 서비스의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인도에서 2022년까지 70% 이상의 CAGR(연평균성장률)로

네트워크 클라우드는 B2B 및 B2C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도 최대 통신 회사

중 하나인 Airtel은 현대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Airtel은 자동화 및 AI를

운영 및 자본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포함한 에코시스템 파트너들이 새로운 에지 오퍼링을 포함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여 증가하는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또한 네트워크 클라우드에는 AI가 내장되어 있어 온보딩

네트워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측 기능을 개선합니다.

적절한 장소 및 네트워크 계층에 배포할 수 있는 보다 빠른
Airtel의 개방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은 게임, 원격
미디어 제작 및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포함한 타사

서비스의 온보딩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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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를 촉진하고 네트워크 장비 제공업체의 다양한

주요 인사이트 #2

영속적인 현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에코시스템과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데이터 액세스, 유연성 및 총 소유 비용을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와
기술 갱신이 필요합니다.

Virtual Enterprise는 항상 개선되고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 전체 지능형 워크플로우에 걸쳐 항상
인사이트를 활용합니다 . Virtual Enterprise 는
결코 정적이지 않습니다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 과정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며,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최근 IBV

연구에 따르면 경영진 5명 중 4명은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움직이는 부분을 오케스트레이션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접근 방식의 출현은 또 다른 중요한 클라우드

기반 현대화이며, 개방형 표준으로 구동되는 에코시스템의

전체 환경에 걸쳐 이러한 사고의 확장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영진은 지능형 워크플로우에는 하이브리드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최근 IBV 설문 조사에서
단 13%만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6

및 보다 개방적인 접근 방식의 채택을 포함하여 조직이 경쟁에

클라우드 기반 ERP(전사적 자원 관리) 솔루션도 전체

경영진의 거의 70%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핵심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ERP 솔루션, 차별화된 데이터

뒤처지지 않도록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5 그리고

현행 레거시 시스템의 통합 및 효과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혁신 전략은 기반이 되는 시스템의 현대화와

더 중요하게는 그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촉진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은 기술, 전략 및 규제 관점에서

아키텍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및 개방형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의 정확한 통합을 통해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여러 환경에서 함께 작동하여 Virtual
Enterprise를 위한 강력한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을 통해 Virtual

가장 적절한 환경과 워크로드 및 인터페이스의 정렬을 용이하게

Enterprise는 최첨단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방되고

지속적인 현대화 및 워크플로우의 진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더 우수하고 현대적인 솔루션을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통합 피드백 루프에 대한 응답으로
(그림 6.3 참조).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화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왔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원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기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식이 되는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과는 매우 다르게 구축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각 기능 청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표준이 된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독립형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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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향상된 상위 워크플로우

1

2

3

4

5

스마트 제조

예측적 운영 중단 관리

종합 금융 서비스

개인화된 고객 서비스

기업 위험 관리

6

7

8

9

10

IT 혁신

마케팅 및 브랜드 관리

맞춤형 직원 교육

성과 관리

지속적인 협업 계획

출처: 2021년도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Virtual Enterprise 설문조사 중 예전에 발표되지 않은 자료 .

지속적으로 현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Q1 애플리케이션
영구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었나요?

Q2 사항을 어떻게 구현하나요? 새로운 기능에 적절한

현대화할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개선
대상을 어떻게 식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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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파트너, 네트워크 및 에코시스템을 통합하는
Q3 더경우에도
워크플로우 보안의 미래 사용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하나요?

Lumen Technologies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네트워크 에지로 가져오다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술 업체인 Lumen은 고객에게

더 빠른 실시간 솔루션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금융 거래 및 육안

검사(종종 AI 기반 분석 모델 적용)와 같은 컴퓨팅 집약적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Lumen의 서비스를 사용한 기업

기능을 구현해야 했습니다. 보안이 강화된 터널을 통해

Lumen은 이제 고객에게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콘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용성과 함께 글로벌 기업 전반에 걸쳐 에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배포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했습니다. Lumen이 처리

Lumen 네트워크와 통합된 IBM Cloud Satellite에서

보내더라도 고객들은 서비스 지연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역량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및 계산을 위해 데이터 센터나 외부 클라우드로 정보를

Lumen의 고객은 더 빠르게 혁신을 실행하고 첨단 기술과

이에 대한 Lumen의 솔루션은 에지 컴퓨팅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Lumen은 이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력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개방적이고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의
필요성
개방적이고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의
필요성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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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이트 #3

문화와 생산성은 연결되어 있다
아키텍처 선택과 대체 가능한 기술 세트를 갖춘 개방적이고 안전한
솔루션은 Virtual Enterprise의 성공을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문화는 내부 및 외부의 행위자를 하나로 묶어 혁신,
협업 및 가치 창출 동기를 부여하는 조직의
접착제입니다. 혁신적 결과와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추구하고자 사람, 기술 및 조직 역량을
연결하는 것이 Virtual Enterprise의 핵심 요소
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개방형 기술 기반으로 사용하여
운영을 통합하고,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공유하고,

에코시스템 구성원 간의 신뢰를 향상함으로써 조직은

협업하고, 공동 창조(Co-creation)하며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혁신할 수 있습니다(그림 6.4 참조).

기업들은 혁신 여정을 시작할 때 레거시 IT 인력이 직면하는
기술 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기반

솔루션과 아키텍처가 활용될수록 -그리고 메인프레임,
프라이빗 클라우드 및 퍼블릭 클라우드에 더 많이

분산될수록- 개발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팀의
대체가능성 및 재사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IBV 연구에 따르면 조직의 81%는 문화가 디지털

혁신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응답자

4명 중 3명은 에코시스템을 더 가깝게 단결시키려는 노력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핵심 동인이라고
말합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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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일을 재정의하고 작업을 늘림에 따라 직원들이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적응할 때 필연적으로 신기술 습득,
재교육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방형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업은 자사 직원과 광범위한 파트너 에코시스템 양쪽

모두의 잠재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하는

기업으로서 인력과 역량을 개발하는 능력이 뛰어난 클라우드

활용 기업은 다른 일반 클라우드 사용 기업보다 9% 더 높은
수익 성장률을 실현하는 것을 IBV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8

산업을 초월하여 모든 기업은 가상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
사이에서 원활하게 피벗하기를 원합니다. 이들 기업은

새로운 가치의 원천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
파트너십 참여를 늘림으로써 기존 조직의 경계를 넘어

확장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운영 환경 간에 데이터 및 워크로드를 이동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 상호 운용성 및 개방성의

문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면 인력과 조직의 생산성을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림 6.4

클라우드 잠재 수익
클라우드 잠재 수익의 대부분(92%)은 다음
엔터프라이즈 기능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생성될 것으로 예상됨
운영 인에이블러의 성숙도

직원 기술, 프로세스 및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
추가로 사이버 보안

92%
35%

개방적인 조직 원칙의 수용

29%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채택

17%

데이터 지배력

11%

문화 변혁, 혁신, 플랫폼 전략 및 에코시스템 참여

AI, IoT 및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출처: Payraudeau, Jean-Stéphane, Anthony Marshall, and Jacob Dencik. “Unlock the business value of hybrid cloud: How the Virtual
Enterprise drives revenue growth and innovation.” IBM 비즈니스가치연구소(IBV). ibm.co/hybrid-cloud-business-value

귀사 조직의 문화는 어떤 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건가요?
자산의 복잡성이 기업 전체, 파트너 관계
Q1 기술
및 에코시스템 내에서 협업적이지만 표준 기반인 운영
환경의 개발을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디지털 혁신 속에서 인력의 숙련도를
Q3 지속적인
높이거나 재교육하는 데 어떤 장애물이 있나요?

가상화된 환경에서 미래 상태의 운영을 준비할
Q2 보다
때 잠재적인 인재 격차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방적이고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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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 Air Lines
기술 플랫폼 현대화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이동하면 운영 및 개선에 대한 일관된

팬데믹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Delta Air Lines는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네트워크를 함께 엮어 민첩성을 높이고

디지털 운영을 현대화할 수 있는 독보적 기회를

인식했습니다. Delta는 고객 및 직원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개선해야

표준 기반 접근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Delta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전반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잠금 해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의

Delta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려고 합니다.

예상합니다. 비즈니스 가치 이점: 이 항공사는 개발 생산성이

일환으로 회사는 대부분의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2,000명이 넘는 Delta IT 전문가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
및 클라우드 배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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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의 90%를 현대화할 것으로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동 지침(Action guide)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한
Virtual Enterprise의 발전
Virtual Enterprise는 확장된 지능형 워크플로우,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및 새로운 데이터 기능에 의존하여 플랫폼과

—

Enterprise의 정의에 해당하는 특성으로 클라우드에 의해

—

—

뒷받침됩니다.

지능형 워크플로우 및 플랫폼을 따라 멀티클라우드 솔루션이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솔루션을 지원하는 데이터의 위치와
액세스 속도를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첨단 보안 프로토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통합은

비즈니스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치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따라 기술과 상호 작용하여
공감, 생산성 및 경험을 주도하는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인력, 에코시스템 및 유동적인 업무 단위 팀을

—

활용하기 위한 5단계 개요입니다.

조직의 개방
—

조직이 새롭고 개선된 방식으로 파트너, 고객 및 기타

—

시스템 간, 네트워크 간 협업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

—

—

—

협업, 공동 창조(Co-creation) 및 데이터 공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장려하기 위해 에코시스템 파트너의
강화합니다.

기업 내에서 학습 및 지속적인 신기술 습득을
내재화합니다.

변화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자 하는 충동을 피하고,
대신에 지속적인 개선을 끝없는 목표와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디지털 대시보드 접근 방식;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터/
관리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ERP, SaaS(Software탐색합니다.

학습, 우수 사례 및 개선된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피드백
루프를 구현합니다.

문화적 변화 주도

—

끊임없는 실험을 장려하고, 새로운 기술 및 일하는
방식을 구축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나
튀어나올 수 있음을 이해하는 개방적인 문화를

포트폴리오를 현대화하여 다른 에코시스템과 연결하고

—

조직 내부, 파트너 관계 및 에코시스템 전반에 걸쳐

—

신뢰를 구축합니다.

가속화의 비즈니스 잠재력을 활용합니다.

as-a-Service) 및 솔루션파트너(ISV) 솔루션을

이해관계자와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에 참여합니다.

계속해서 가치를 추적합니다.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최적화하여 디지털

지속적인 현대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모델은 협업을 촉진하고 기회를
다음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데이터가 투입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로 지원되는

참여를 장려하는 동시에 사이버 보안 기능을

지원하고자 거의 즉각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개방형
강화합니다.

기술을 우선 지정합니다.

운영 인에이블러 개발

에코시스템 전반에서 공동 창조(Co-creation), 협업

및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방성은 Virtual

비즈니스 결과를 이끌어 내는 종합적 가치가 가장 높은

조성합니다.

전략을 명확히 수립하고 가장 가치 있는 아이디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혁신, 협업 및 가치 창출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상하는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적절한 기술 조합에 투자하기
—

통합 및 연결의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

광범위한 “온 디맨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가

수용합니다.

이동하게 하여 적절한 데이터를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적절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화합니다.

개방적이고
개방적이고
안전한
안전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의
및 네트워크의
필요성
필요성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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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기술 발전이 비즈니스 및 운영 모델, 제품 및 서비스,
전체 산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스마트폰의
확산에서 AI 및 양자 컴퓨팅의 부상에 이르기까지 기술은 가정 생활부터,
교육 및 정부, 기업 세계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추진력은
기술을 우리 삶에서 뗄레야 뗄 수 없이 엮인 상태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팬데믹은 일종의 전환점 역할을 했으며 개인과 조직 모두를 디지털 영역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의 결합은 Virtual Enterprise의 데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Virtual Enterprise를 위한 청사진은 확장된
에코시스템 및 플랫폼을 통해 가능해진 협업 및 개방형 혁신을 수용하고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황금 실(Golden Thread)에 의존하여 조직 내부
및 그 너머의 이해관계자를 연결합니다. 과학적 발견 접근 방식을 취하고
“즉석에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제공하도록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정보를 마이닝합니다.
Virtual Enterprise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속이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인간의 재능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포용적인 인간-기술 파트너십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개방적이고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로
지원되는 기반 위에 구축합니다. Virtual Enterprise는 외부와 미래를
내다봄으로써 혁신적인 비즈니스 플랫폼, 획기적인 솔루션 및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인 협업 및 향상된 기능을 촉진합니다. 개방성,
민첩성 및 복원력에 중점을 둔 Virtual Enterprise는 현재의 성공과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으로 무장하여 오래 지속되도록
구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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