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 고객을 위한 IT 산업 전망

오픈 뱅킹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환경에 이르기까지

“본문 내용 중 아래 부분을 클릭하시면 웹사이트, 기사, 동영상 등으로 연결되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밑줄이 있는 붉은색 굵은 단어 및 문장
-

  그림 표시가 있는 사례 부분

Introduction

한국IBM은 2020년 각 산업별 고객들이 직면한 다양한 이슈들을 되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과 실제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2021년을 준비하고 새롭게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IBM Industry Insight 보고서를 준비하였다. 먼저 IT 전문 시장 분석 기관인 IDC에서 바라보는
각 산업별 전망을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IBM의 제언을 비즈니스 방향 및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국내

산업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IBM의 인사이트가 각 산업 리더분들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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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Market Trends
Race to Recovery to Future Enterprise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 속에서 대변혁을 겪고 있다. OECD에서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세계 경제는 -4.5%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6월에 발표된 전망치인 -6.0%보다

+1.5%p 높아진 수치로, 기존 경제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데는 시일이 더 걸리겠지만, 2020년 2분기에 경기

침체의 최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0년 -1.0%, 2021
년 +3.1%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IDC는 2020년 전 세계 IT 소비가 +0.3%로 성장 정체를 겪는 가운데, 한국은 -1.5%
의 역신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5년간 1.5% CAGR 19-24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전통적인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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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위축되는 반면,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면서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IDC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그 여파로 경제가 위기부터 경기 둔화와 침체, 성장으로의 복귀를 거쳐
마침내 넥스트 노멀에 도달하는 5단계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비즈니스 초점도
변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침체기를 거쳐 넥스트 노멀 시대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명확해지고, 이에 회복 탄력성 구축과

집중화된 투자를 거쳐 미래의 엔터프라이즈(Future Enterprise)로의 여정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DC에서 정의하는 미래의 엔터프라이즈란, 디지털 네이티브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조직으로, 전례없는 속도와 민첩성을 갖춘 ‘초고속’, 고도로 분산된 가운데에서도 연결된 시스템을 갖춘 ‘
초연결’, 빠르게 확장 가능한 ‘초규모’가 특징이다.

IDC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약 55%가 이미 경기 침체를 딛고 성장 및 넥스트 노멀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맞춰 미래의 엔터프라이즈로 거듭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37%, 그리고
이보다 두 달 앞서 진행된 동일한 설문에서 한국 기업들이 응답한 27%보다 높은 수치로, 한국 기업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 발 앞서 빠르게 다음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팬데믹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기 관리로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환경의 급변에
대응하는 파괴적인 변화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고 이를 위해 디지털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미래의 엔터프라이즈 구현에 속도를 냄에 따라 비즈니스 리더들의

아젠다도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ID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비즈니스 운영 회복 탄력성, 고객 경험,

데이터가 C-level의 상위 아젠다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금융산업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강화,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축 등의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ICD 경제/비즈니스 회복 5단계 프레임워크

IDC 경제/비즈니스 회복 5단계 프레임워크

비즈니스 초점

비즈니스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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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

Cost Optimization

비즈니스 복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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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화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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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29.1%

25.5%
54.6%

경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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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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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Recession

출처 : IDC COVID-19 Impact on IT Spending Survey (2020년 7월)
출처 : IDC COVID-19 Impact on IT Spending Survey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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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초저금리 시대 속 신규 비즈니스 성장 기반 확보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했다. 이러한 초저금리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금융권에서는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양한 리스크 속에서 금융권은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언택트
환경에 적합한 비즈니스 운영, 데이터 중심의 사업 고도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와해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경계 속에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금융시대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코로나19는 비대면 금융 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IDC 금융 인사이트 그룹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33.6%의 응답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지점 이용을 줄이거나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전후 오프라인 지점 이용 의향

훨씬 더 많이 이용 (5.8%)

더 많이 이용 (8.1%)

이용하지 않음 (11.8%)
훨씬 더 적게 이용 (7.4%)

더 적게 이용 (14.4%)

이전과 동일 (52.5%)

출처: IDC Financial Insights (2020년)

하지만 디지털 거래를 편하게 생각하는 고객은 아직 44%로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고객경험(CX)을 갖춘 경쟁력 있는 비대면 채널 구축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IDC의 조사에서도 금융권이 다른 산업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해 애널리틱스,

AI, RPA 솔루션 도입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화 및 자동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 기관은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구매 행동에 대한 통찰력 및 비즈니스
민첩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사기와 같은 리스크 상황에도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Q. 귀사의 애널리틱스, AI, RPA 투자에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8%
17%
36%

16%
29%

12%

39%

38%

금융

제조

8%
50%
12%

11%
33%
26%

투자 계획 유지

26%

27%

유통

평균

출처: IDC Global Analytics, AI and RPA Services Survey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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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금융산업은 핀테크, 빅테크, 테크핀과 같은 비금융사들의 진출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12월 오픈뱅킹, 2020년 8월 데이터 3법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업계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내 금융산업은 협력적 경쟁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이 확장되고 신규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기반의 비대면 중심 고객
서비스 및 오퍼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금융권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산업 내 각종 기업이나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오픈 API 및 클라우드에 기반한 인프라를 통해 풍부한 고객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이 외부 데이터를 소싱(sourcing)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효율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금융권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외부 데이터 소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기존의 제한된 데이터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데이터
소스(source)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이
외부
데이터를
소싱(Sourcing)하는
기업이
외부
데이터를
소싱(Sourcing)하는
주요주요
이유이유
1
2
3

내부적으로 조달 가능한 것보다 데이터 범주 확장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
분석에 새로운 관점 추가

출처: IDC Global Data as a Service Survey (2019년)
출처 : IDC COVID-19 Industry Impact on Education (2020년)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를 잘 활용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한

내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고객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유통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역량도 갖춰야 한다.

IDC는 기업이 데이터 자산을 외부로 판매하여 수익화하는 DaaS 시장에서 특히 개인 속성(이름, 나이, 성별)

및 재정적 특성 등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사용자(People) 영역이 금융권의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한
수익화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본다. DaaS 사용자 영역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8.2% CAGR 20-24,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2.2% CAGR 20-24 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며, 이는 금융권의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DaaS 사용자 영역 시장 전망 ($B)
1.4

1.5

2019

2020

1.7

2021

1.9

2022

출처: IDC DaaS People Domain Forecast (2020년)
주: 아시아태평양 (일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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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3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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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민첩성과 회복 탄력성을 위한 기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금융권은 전통적으로 보안 및 규제에 민감해 다른 산업에 비해 클라우드 도입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 속도가

더디게 나타났으나, 2019년 1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축으로 클라우드 도입을 시작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비즈니스 민첩성

및 회복 탄력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 속에서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정부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기반의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이 금융권의 주요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Q. 귀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투자에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0% 증가

4.1%

10~20% 증가

11.0%

~10% 증가

24.0%

영향 없음

22.7%

~10% 감소

14.5%

10~20% 감소
20% 감소

아직 모르겠음

15.3%

1.9%

6.5%

출처: IDC COVID-19 Impact on IT Spending (2020년 10월)
주: 아시아태평양 (일본 제외)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의 클라우드 전략도 고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초반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중심의
클라우드 도입을 많이 고려하였으나, 이제 이를 넘어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IDC가 매 분기마다 진행하는 클라우드에 대한 기업 수요 조사에 따르면, 약 45%의 응답자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상에서 AI/ML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더 나은 개발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기업은 높은 확장성 및 비용 최적화와 함께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서로 다른

소스의 데이터에 유연하게 액세스 할 수 있다. 특히 AI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 구축되면
규모에 맞게 AI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도 가능해진다.

Q.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AI/ML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이점은 무엇인가?
더 나은 개발 플랫폼 제공
서로 다른 클라우드 환경 하의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음

34.9%

확장성 있는 AI 지원이 가능함

34.9%

GPU와 같은 강력한 컴퓨팅
리소스에 더 잘 액세스 할 수 있음
출처: IDC Global Cloud Pulse (2020년 2분기)
주: 아시아태평양 (일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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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점은 특히 보안이나 규제에 민감한 금융권에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함께 벤더락인

(Vendor Lock-In) 없이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원하는 클라우드로 이동시킬 수 있는 내부 IT 환경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리프트 앤 시프트(Lift and Shift)가 아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MSA) 기반의 컨테이너라이제이션(Containerization)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작업도
원활하게 지원하면서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엣지 등 어떤 위치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축 및

배포할 수 있다. 나아가 정보계를 넘어 계정계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전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IT 인프라의 가시성과 확장성,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권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비즈니스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IDC Recommendations

금융 부문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중심의 사업 고도화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금융권이

디지털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통해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는데 핵심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와해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경계 속에서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IDC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 디지털 기술로 고도화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 디지털 금융시대에 대응해야 한다.
• 데이터 환경 변화의 이점을 활용한 데이터 수익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 비즈니스 유연성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IDC Recommendations

2

1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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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수익화
모델 구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축

IBM Industry Insight

IBM Point of View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주요 금융 기업은 유동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고 있다. IBM은 이들이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 가기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오픈 플랫폼 구축,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데이터와 AI의 고도화,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실현 등 3가지 측면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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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플랫폼 구축 –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에서 비금융 서비스 융합까지

마이데이터는 금융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 신용 정보를 수집, 분석해 금융

상품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일상적인 금융 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신규 고객 유치에 주력한 후, 충분한 고객 데이터가 확보되면 유의미한 고객 인사이트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의 종합적인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연령, 성향 및 투자목적에 맞는
생애주기별 금융상품 추천 사업이 가능하다

금융 거래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조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보험사

자산 현황 분석에 따른
예금/투자상품 맞춤 추천

추가 보장 필요 분석에 따른
보험 상품 맞춤 추천

교차 판매
/중개 수수료

데이터
분석

교차 판매
/중개 수수료

소비 패턴 분석에 따른
카드 상품 맞춤 추천

소비 내역/패턴 분석

자산 포트폴리오 분석

투자 성향 분석

대출 현황 분석

보험 보장 현황 분석

은퇴 자금 현황 분석

계좌 통합 조회

수입/예금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조회

카드사

교차 판매
/중개 수수료

지출/전자화폐

대출 현황/
신용점수 조회

대출

보험
보험내역
조회

투자

투자자산
조회

더불어 금융 상품 외에 소매,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자와 데이터를 연계해 새로운 서비스와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정보의 이동성을 늘려 금융과 비금융 산업에 모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업의
잠재력이다. 그러다 보니 초기 시장 선점을 놓고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기업은 2021년 8월까지 스크래핑 기반 기술을 API 연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핀테크,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 기업들은 플랫폼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고 이에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 전망이다.

플랫폼 비즈니스 경쟁 본격화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의 경쟁은 플랫폼 중심으로 일어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크게 서비스, API,
데이터, 보안 요소로 구성된다. 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오픈 소스와 개방형 표준을 따르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기반을 갖춘 다음 이 위에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서비스 개발, 배포,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러 서비스 간 데이터 통합과 연계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대내외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API 플랫폼을 구현하고, 생태계 참여자 모두를
고려한 보안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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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고려 사항
- MSA가 고려된 컨테이너 기반 아키텍처

서비스 플랫폼 >>

API 플랫폼

>>

데이터 플랫폼 >>

보안

>>

(기존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포함)

-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를 고려한 구조로 개발, 운영, 관리
- 파트너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선택사항)

- 인프라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 API 개발이 쉽고 유연한 환경 제공

모니터링 관리기능을

- 마이데이터의 다양한 내/외부 API를 쉽게 조합하는 기능 제공

제공해야 함

- 보안 및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아키텍처 필요

- 서비스, API, 데이터

- 실시간 데이터 서비스 제공

관점의 보안 요소를

- 다양한 분석 환경을 활용해야 함 : 사업자 특화된 데이터 서비스 제공

모두 고려해야 함

-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보안 검토

- 개인(정보주체)을 위한 이상징후 감지 기능 강화

- 오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암호화, 접근통제 및 모니터링 기능
- 클라우드 환경 요소를 고려한 보안 검토

플랫폼 생태계 선점에 나선 글로벌 금융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해외 금융 기업의 경우 IBM의 오픈 뱅킹 플랫폼을 주축으로 금융과 비금융 영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API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빠르게 확장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오픈 뱅킹 플랫폼 환경에서 금융 서비스 기업의 역할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 기업은 24시간 365일 소비자의 일상을 함께 하는 라이프 스타일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 금융 기업은 고객의 취향과 성향, 재정 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 개개인에게 맞는 문화, 생활, 여가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 역할을 하게 된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한 은행의 새로운 역할
Bank as a Distributor
‘고객 접점 및 유통 중심 은행’

Bank as a Marketplace
‘라이프스타일 은행’

고객

고객

은행 채널

모델
구조

APIs
금융 상품

공급자
마켓플레이스

타사 APIs

APIs

타사 상품

금융 상품

타사 APIs

- 공급자
- 고객
- 파트너사

• 고객이 생활 서비스(쇼핑, 식음료, 교육, 여행, 교통, 의료

특징

• 자사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 뿐 아니라 타사 상품도 판매
• 채널 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둠

• 성공 요인: 다양한 고객 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활용 역량

주거 등)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제공

• 참여자는 금융, 비금융사 외에 개인 개발자나 스타트업까지
광범위함

• 성공요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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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as a Distributor 사례

State Bank of India (SBI)
고객 여정 기반 서비스로 오픈 뱅킹의 문을 열다
인도의 국영 은행인 SBI는 65개 이상의 고객 여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오픈
뱅킹 플랫폼의 문을 열었다. 유연한 플랫폼 구조 덕에 매월 10개의 API 연계 기반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고, 금융 상품뿐 아니라 각종 교통편 예약, 온라인 쇼핑, 의료비 지급 등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포함한다.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룰베이스 마케팅 캠페인을 디지털화된 옴니
채널로 제공한다.

적용

Fund transfer

Fixed
Deposit

Relationship
Overview

A/C Trx
Enquiry

Spend
Analysis

My Dreams

Help &
Contract Us

Settings &
Profile

Prehome/Login

Home Page

Tax Saver FD

OD Ag FD

SBI Cards

Bill payment

RD Open

Direct Taxes

State Govt.
Taxes

SBI
General
Insurance

운영 모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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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

Deals&Offers

Filters

IRCTC

Travel Insurance

금융 백화점
SBI Cap
Securities

Samporrna
Suraksha

SBI Life
Insurance

SBI Mutual
Funds
PreApproved
Cards

Digital A/C Opening-Aadhar
based-Self Service

Mana Debit
Card

DC
Unblocking

DC blocking

Customer On boarding in First
60days

ATM Card
Activation

New Debit
Card

Check Stop
Request

A/C

Revoke
Check Stop

Check Status
Enquiry

Insta A/C Opening

Product Type
Change

Add/Update
email id

TDS
Certificate

Enquiry of
TDS Details

PPF Loan &
Withdrawal
facility

Print
e-Receipt
for PPF

Re-Issue
INB Login
Pwd

Resetting
INB Login
Pwd

INB Trx Right
Changes

Addition of
PAN

Tax Saver FD

SI Creation

PAN
Add/Update

PPF
Nominee

Regular
Branch

In Touch
Branch

Regular A/C Opening - Assist
Mode
A/C Opening - Existing
Customer

여신

Referrals

Contact
Centre

Reconciliation

Loyalty
rewards

Customer
Satisfaction

Document
archival and
Document
Management
system

비재무
서비스

E2E
디지털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디지털 뱅크

Education Loan
Re-direct
HL Self
Employed
ETB

Xpress Credit

HL Salaried
ETB
Car Loan
Sprint 2

• 8백만 명의 디지털 고객 유입: 신규 유입고객 중 60% 이상은 18~30세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임
• 디지털 계좌 개설 생산성 20% 향상
• 100개 이상의 파트너 (Amazon, Thomas Cook India, etc) 기반 에코시스템 구축
• 32가지의 고도화된 분석 모델 확립

IBM Industry Insight

Bank as a Marketplace 사례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DBS)
금융을 뛰어넘는 복합 마켓플레이스의 선두 주자
싱가포르에 위치한 다국적 금융 서비스 회사인 DBS 은행은 세계 최대 규모의 API 개발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픈 뱅킹 플랫폼을 거대 마켓플레이스로 키우고 있다. DBS 은행은 오픈
뱅킹 플랫폼을 바탕으로 5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PI를 다양한 업종의
파트너에게 개방하여 자동차, 부동산, 소비자 가전 영역 등으로 마켓플레이스를 확대하고 있다.
DBS Strategic Priorities

"Weave banking into the daily lives of customers"

적용

Online
bank
(Digibank)

Voice
biometric
authentication
in Singapore

Holistic
digital
financial
advisor

SME
banking,
lending,
enablement

Car
Marketplace

Accounting
software
integration
with Xero

Cloud
engineering skills
training

Plans to hire 100
developers in
disruptive tech
areas

Chatbots
with WeChat &
WhatsApp

Robotics
(RPA) CoE
with IBM

Real-time digital
cross-border
payment
tracking service

Property
Marketplace

Electricity
Marketplace

Travel
insurance
claims instant
payments

Reskilling 1,500
employees to be
future- ready

Investing SG$20m
on digital workforce

Online
remittance
service for
non-DBS
customers

In-school
payment &
fitness
wearables

payment for
seniors

Single
Mobile
platform
payment
for wealth
solution using
management
QR codes
& trade

Holistic
health &

Cross-referral
agreements
with P2P lending
platforms

DBS's Growing Partner Ecosystem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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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료비, 학자금, 주거비 지원)부터 부동산, 차량, 전기 서비스 등과 같은
비금융 상품을 비교 구매할 수 있는 부문까지 고객 경험 확대
•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픈 뱅킹 플랫폼: 350여개의 API와 150여개의 파트너사 보유
(예. 부동산 마켓플레이스는 100,000 여개의 부동산 목록 보유)

Finance · 금융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 구축부터 비금융 비즈니스 확장까지 지원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한국의 오픈 플랫폼 모델 역시 금융과 비금융 산업이 빠르게 융합하면서 사업과

상품이 확장될 것이다. IBM은 글로벌 금융 기관을 통해 검증된 오픈 뱅킹 전략 수립과 API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강조한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 내 데이터 이동은 금융 데이터에서부터 출발하지만,

비금융데이터 확보와 비금융서비스를 포함한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추천, 컨텐츠 등이 부각될 예정이다. 즉,
금융기관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에서 더 나아가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 전략을 고려해야 하고 이는 새로운
운영 모델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데이터와 AI 고도화 – 금융 비즈니스 영역 전반으로 확장

데이터와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

금융 당국의 데이터 경제 관련 산업 활성화 정책과 규제 완화 노력으로 데이터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금융권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데이터 거래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등의 도입 정책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촉발된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금융 시장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
관련해 금융 기업은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와 함께 데이터와 AI 부문 역량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데이터와 AI는 상업 은행, 투자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비즈니스의 업무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비즈니스 운영 효율을 높이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마케팅부터 영업 그리고 고객 서비스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데이터와 AI가 활용되는 금융 업무 영역
보험
상품 추천 및 개발
고객 경험 강화
운영 효율화

은행

• 최적의 가격 책정 솔루션 및 상품 개발

• 예측 기반의 상품 개발 및 추천

• 디지털 채널 전략을 통한 개인화된 고객 경험 제공

• 단순 챗봇 이상의 맞춤형 고객 서비스 제공
• 고객 행동패턴 분석

• 보험 사기 방지
• 청구 자동화

• 대출 자동화
• 결제 처리

상품 추천 및 개발

데이터와 AI 활용에 있어 금융 서비스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상품

개발이다. 전통적으로 금융 기관은 배치를 기준으로 한 과거 정보 위주로 분석하였다. 마이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활용법은 거의 실시간에 기초한다. 데이터 종류도 정형 뿐 아니라 비정형까지 폭이 넓어졌고, 그
양도 많다. 데이터 원천이 다양해지고, 실시간에 가까운 수집과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의사결정은 더 정확해지고 있다. 여기에 머신 러닝까지 더해지면서 과거 중심이 아니라 예측 기반 상품

기획의 가능성 마저 열리고 있다. 더불어 상품 추천 모델을 모바일 앱, 챗봇, 영업 채널과 콜센터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맞춤형 서비스의 질과 성과도 높아지고 있다.

15

IBM Industry Insight

카드사 상품 추천 모델 활용 예시  
모바일/웹 채널

챗봇 채널

영업 채널/콜센터

나에게 맞는 신용카드 하나 추천해줄래?
"김고객"씨의 카드소비패턴분석 REPORT

Q. 저한테 맞는 카드 하나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Q. 왜 갑자기 운영중단 되나요? 비슷한 카드는 없어요?
...

고객님의 카드 소비패턴을 분석해본
결과 최적 카드상품이 다음과 같이
조사됩니다.

강력추천

카드소비패턴분석 REPORT

주요혜택

내 소비패턴에 맞는 최적의 카드
* 2018.10~2018.12

대형마트, 통신, 교통, 외식,
카페, 편의점 10% 할인
고객님과 유사한 "커피|외식|국내여행"
소비성향을 가진 고객들의 인기상품은
다음과 같이 조사됩니다.
마음에 드는 카드가 있으신가요?

"커피|대형마트|이마트"유사 회원 인기카드

당신과 유사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이는 회원 : 151,189명

콜센터 상담원

A. 고
 객님, 소비패턴 분석 결과 다음 카드가
추천되는데 해당 카드의 상세 혜택에 관해
설명드릴까요?
A. 고
 객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카드와 A카드사 내
가장 유사한 카드는...

고객의 다양한 발급 문의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대응 가능

상품 추천 사례

국내 대형 은행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맞춤형 투자전략과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국내 대형 은행은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각 시장 상황에 적합한 펀드 투자
솔루션을 개발했다. 고객사는 IBM과 함께 Watson Explorer를 활용해 30년 이상의 글로벌
빅데이터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43만 건의 정형 데이터와 1,800만 건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적용
예측 모형

AI 기반 예측 모형

최신 AI 분석 기술과 IBM 'Watson'이
적용된 AI 투자자문 플랫폼 활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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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빅데이터 분석

과거 30년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실시간 뉴스 데이터 분석

투자 전략

강화 학습(RL)기반 투자 전략

현재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최적화하는 강화 학습 알고리즘 적용

• 글로벌 15개 시장 지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모델 개발
• 전 세계 30만 건의 투자 상품을 분석해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추천 서비스 제공
• 국내 최초로 별도의 AI 투자자문사 설립 및 운용

Finance · 금융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

운영 프로세스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데이터와 AI가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최근 트렌드는 수작업을 없애는
기초적 수준의 프로세스 자동화를 넘어 점차 복잡한 분석과 모델 트레이닝을 접목한 인지 기반 자동화로

발전하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청구 프로세스에 데이터와 AI를 적용시켜 업무의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접수부터 손해사정, 지급,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AI가 적용되며 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된다. 입수된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지급을 자동화하는 것부터 전문 지식이 많지 않은 손해 사정사도 AI
의 조언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전체 업무 프로세스에 데이터 기반 AI를
적용하여 조직 전반의 생산성을 높인다.

보험 청구 단계별 데이터와 AI 적용 분야
입수 자료의 데이터화가
업무 자동화의 출발

이력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2. 정
 보입수 채널 다변화 및
입력 업무 자동화

접수

데이터와 룰 기반의 Audit 효율화
9. 보
 험금 지급 적정성 관리 체계 고도화

4. 치료비심사 지원
5. 의료심사 효율화
6. 서베이 활용 고도화
7. 부당청구 대응 강화

정보입력

배당/
전산심사

지침 문서 관리/운영 효율화
10. 업무 지침 및 포탈 시스템 간 연계 강화

손해사정

지급/안내

사후관리

장기손해사정 업무 프로세스
불완전 접수 감소로 후선
프로세스 효율 개선

전산심사 룰 보강을 통한
즉각적 업무 효율화

손해사정 이력 데이터의
활용으로 고객 대응력 강화

지속 혁신을 위해서는 실행
협의체 및 지원 필요

1. 서
 류안내 효율화를 위한
사고접수 지원 챗봇 구현

3. 전
 산심사 지급률 확대 및
무결성 확보

8. 고
 객 응대 및 안내지원
대시보드 구현

11. 업무자동화 거버넌스 확립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 사례

일본 아사히 생명
데이터 자동화와 AI로 손해 사정 업무 효율성 개선

적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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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생명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손해 사정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IBM Watson Explorer 자연어 처리 솔루션으로 의료기관 진단서를 수기입력
없이 자동으로 데이터화하고, AI를 손해사정 프로세스에 도입해 지급사정/송금 프로세스의
효율을 개선하였다.
Step1.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내용을 텍스트
화(디지털화)

Step2.
Watson Explore의
자연어 처리 기능에
따라 단어를 분할하고
키워드 추출

Step3.
키워드를 표준화 및
정규화

Step4.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
하여 키워드 조합으로
부터 질병, 수술 코드
를 판정  

• 평균 2.4일 소요되었던 지급 사정과 송금 업무가 최단 30분 내로 감소
• 보험 사정에서 지급까지 인력 개입 없는 전 과정 자동화 시스템인
‘보험금 지급 사정 시스템’ 구축

Step5.
평가 코드를 활용한
자동 손해사정

IBM Industry Insight

고객 서비스 개선 및 고객 경험 강화

데이터와 AI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모든 여정으로 확대 적용되어 그들의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이 소비자가 떠나지 않고 지속해서 충성 고객으로 남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고객 경험의 ‘개인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해외 생보사의 경우 디지털 채널 기반 고객 여정을 제공하며, 이

가운데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AI 기반 추천 모델을 통해 고객 만족을 끌어내는 가운데
교차 판매와 상향 판매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이렇듯 개인화의 수준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단순 챗봇서비스를 넘어 고객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고도화된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고객 서비스 전반에 걸친 업무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객 서비스 개선 사례

Lloyds Banking Group
전사 데이터 통합 인프라로 보험 청구 프로세스 최적화 및 고객 경험 향상

적용

Lloyds 은행은 고객 경험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고객
의 클레임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IBM Cloud Pak for Data를 사용하여 조직 전체에 걸쳐
사일로화된 데이터를 통합하였다. 또한 처리 에이전트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
록 지원하여 보험 청구 처리 프로세스와 고객 청구 경험이 개선되었다.

성과

• 가상 어시스턴트가 매일 최대 5,000건의 대화 관리 및 수행
• 고객 만족도 10% 향상

부산은행
데이터 인사이트와 타겟팅형 챗봇으로 고객과의 디지털 상호 작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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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부산은행은 사전에 정의하고 타겟팅한 고객 대상으로, 먼저 다가가는 Out-bound 대화형 시
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기존 영업점, 통장, ATM 등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과 상호 작용
을 데이터화 하였다. 그리고 체계화된 데이터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특정 고객을 분류하고
최적화된 마케팅 캠페인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성과

• 신규 고객 유치 증가 : 선별적으로 타겟팅하는 대화형 마케팅과 실용적인 시나리오 효과
•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 전문적인 상담 중심의 챗봇 서비스 제공. 정교한 고객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던지는 질문 수를 최적화함(2개 이내).

Finance · 금융

데이터 아키텍처 없는 AI는 없다.

현재 금융권이 관심 있게 보는 AI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아키텍처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AI의
활용은 체계적인 데이터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몇 가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에 쓰지 않던 유형의 데이터까지 모두 활용해야 한다. 상품 개발에 AI를 적용한 사례의 경우 내부

데이터 뿐 아니라 외부 기관의 시장 분석 데이터, 소셜 데이터 등으로 필요한 데이터의 범위를 확장한다.
그 이후 AI 분석에 고객 성향을 표현하는 다양한 속성을 추가하여 시장의 트렌드를 민감하게 상품 개발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금융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변화된다. 여러 유즈 케이스에

공통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사일로가 아닌 전사 관점으로 정리하여 데이터를 투명한 프로세스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유지하려면 데이터 카탈로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비즈니스에 의미 없는 데이터가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특정 컬럼에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규칙과 정책을 정의해야 한다. 더불어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에도 이를 적용해 데이터 품질을 지속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데이터 아키텍처를 정립했다면 마지막은 데이터 기반의 AI를 ‘실무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제
파일럿 중심의 사고에서 확장하여 작게라도 실제 금융 업무 전반에 적용하면서 디지털화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

데이터 검색과 거버넌스를 위한 카탈로그
데이터 소스
기간계

데이터 거버넌스
목표 정의

시행

(정책 및 규정)

평가 및 모니터

규제 컴플라이언스
리포팅

채널계
써드파티
데이터

소셜 미디어
문서

자동 데이터
발견

뉴스
날씨 정보
기타 외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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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관리

추출, 변환,
전처리 및
표준화

인텔리전트 메타 데이터 카탈로그 (AI-Infused)

프로파일 :
데이터 분류
및 용어 분석

자동 데이터
품질

데이터
큐레이션 및
스튜어드십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탐색

머신러닝
셀프 서비스 분석
BI 리포트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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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클라우드 - 혁신, 효율성,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합

금융 기관의 클라우드 전략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향한다. IBM 기업가치연구소가 2018년 말
발표한 자료에서 설문에 참여한 기업 임원 약 1,000명 중 98%가 향후 3년 이내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내외 금융 기관들 역시 공격적으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주목받는 3가지 이유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비즈니스 민첩성과 정보 보호, 새로운 혁신 서비스와 안정적 관리라는 상충되는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둘째는 비용 효율화이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만으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 종속 문제는 자칫 더 큰 비용과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업무 특성을
지원하는 최적의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IT의 복잡성을 최소화하면서 비즈니스 확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Hybrid Cloud

Multi-Cloud

업무 특성별 운영수준 차별화 배치
Legacy
(내부)

- Stable Demand
- Mission Critical

Private
(내부)

- Biz, Importance

Dedicated
(외부)

- Secure Systems

Public
(외부)

- Bursty Demand
- DevOps
Workload 특성
(업무 중요도)
- 수요 안정성
- 성능, 응답 속도
- 비즈니스 중요도
- 보안 수준

- Full Service
- High Touch

High
($$$)
Medium
($$)
Low
($)

+

- Full/Self Service
- Medium Touch
- Self-Service
- Low Touch
Service 모델
(운영비용 및 노력)

- 관리 수준
- 인력자원 수준
- 운영 비용

HR

Finance

Sales

구매

IBM Watson

IT

R&D

다양한 연구 조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2020년 IBM 기업가치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과 운영 모델을 따를 경우 단일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는
것보다 2.5배나 더 큰 가치를 실현한다. 참고로 이는 비즈니스 가속, 개발 생산성, 인프라 운영 비용, 규제
준수와 보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추정한 가치다.

클라우드는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 여정이다

비즈니스를 위해 최적화된 클라우드 도입 모델을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 정했다면 이를 단계별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 ‘클라우드로의 여정(Journey to Cloud)’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금융
산업은 서비스 품질, 데이터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와 같은 복잡한 문제 해결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전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므로 개발과 운영 프로세스 뿐 아니라 조직 전반에 걸쳐 클라우드 지향적
사고가 내재화되어야 한다. 클라우드를 단순 프로젝트가 아닌 클라우드 여정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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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글로벌 금융 기업들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다각적인 클라우드 여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내외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글로벌 금융 기업의 클라우드 여정 사례
Phase 1

브라질 대형 은행

Phase 2

Phase 3

-격
 리된 Dedicated Public
Cloud 인프라 환경 구축

- 공유 서비스 센터(SSC)를 통
해 그룹사 내 다양한 IT 서비
스 제공

- 금융 전용 Cloud 솔루션 및
인프라를 타행까지 확대 예정

- Cloud Competence Center
설립 : Co-Management
Cloud 거버넌스 체계 수립

-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Clou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Marketplace 제공

-디
 지털 서비스 및 Ecosystem
구축을 위한 Cloud Platform
‘Serenity’ 구축

-코
 어 뱅킹에 API Integration
실행
-컨
 테이너 Platform 기반 MSA/
모듈화 적용

- Modernization을 위한 Hybrid
Cloud 환경 구축
- 컨테이너 Platform/Public
Cloud 환경 및 코어

- 마켓/비즈니스 프로세스/
기술 Platform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확보

글로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례

BNP Paribas
‘금융 전용 클라우드’로 고객 경험 확대에서 보안과 복잡한 데이터 관리까지

적용

글로벌 은행인 BNP Paribas는 디지털 금융을 리드하기 위해 고객 경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한편 보안과 규제에 대응하면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와 워크로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IBM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여정을 시작했다.
BNP Paribas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과 사용자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연결되는 Dedicated
Cloud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s a Services” 기능을 강화했다.
BNP Paribas Cloud 환경 구성
BNP Paribas Private Cloud
고객 개인정보 등의 민감정보 보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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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
Public Cloud
"Dedicated Cloud + Multizone Region"
파리 지역에 전용 MZR 구동을 통해 Public
Cloud 환경과 사용자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연결되는 격리된 Cloud 인프라 환경 구축

• Hybrid Cloud “As a Service” 기능 강화: 최적의 클라우드 믹스를 통하여 금융 산업 규제
준수 및 시장 대응의 적시성을 동시에 실현함
• 파트너십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클라우드 전략 수립 및 실행, 신기술의 지속적인 내재화
• 금융산업 규제 및 보안 제약사항 준수 : 고객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가 있는 운영 환경에
전용 클라우드 활용

IBM Industry Insight

Banco Santander
디지털 혁신 플랫폼의 성공 요소를 모두 갖추다
전 세계 1만 5천개의 지점과 1억 4천만여 명의 고객을 보유한 유럽의 대표 은행 Santander
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 플랫폼이 필요했다.
• 디지털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전략 수립부터 최적의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에 이르기까지 전사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진행
• 오픈 뱅킹 프로그램 기반의 API 개발. API 제품에 대한 상세 내역 및 코딩 가이드라인이 담
긴 매뉴얼 제공. 개발자의 API 사용을 지원하고 개발자 커뮤니티의 활성화 지원
디지털 플랫폼 성공 요소!

적용

디지털 플랫폼 전략 및 거버넌스
전사
통합
보안

Time to Market을 위한
서비스 개발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다양한 업무 특성을 지원하는
최적의 인프라

서비스
혁신을
위한
Open
API

디지털 플랫폼 이행을 위한 역량 확보 (조직 & 방법론)

성과

• Cloud Competence Center 구축 후 디지털 플랫폼 이행 역량 확보
• 그룹 계열사의 시너지 효과 : 그룹 공용 클라우드 사용. 대내 서비스 공동 개발 및 서비스 재사용
• 디지털 고객 수 및 영업 매출 비율 2배 이상 증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가치 실현을 위한 5 단계 접근 방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차별화된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 IBM은 5단계의 가치 창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 수립
1

관리

5

구축

22

2

4

3

설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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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전략 수립 | 비즈니스 트렌스포메이션과 연계한 클라우드 전략 수립

금융 기업의 클라우드 여정이 성공하려면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운영 모델을 확립한다는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 기업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과 기능 개발에 있어 비즈니스와

IT 이점을 모두 취하는 접근을 한다. 또한, 이들 기업은 클라우드 기술 진화와 금융 서비스 부문의 비즈니스
변화 간의 연관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여정으로 안내하는 전략 수립을 위해 IBM은 규제 대응과 함께
비즈니스와 IT 이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포괄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 비즈니스의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은 단순히 인프라 현황 평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산업 특성, 금융 상품, 운영 조직의 특성
그리고 향후 금융 사업의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전략까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조직 육성,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구축 시 직면하게 될 통합 모니터링과 관리 등의 문제 해결 방안까지 전략 수립에 반영한다.

클라우드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기술
새로운 변혁 시도
Transformation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클라우드의
전략적 목표

민첩한 대응
Speed

"클라우드는

초기의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 목표에서
현재는

새로운 변혁을 위한
기술 플랫폼 환경

Value

자원 최적화
Cost
- IT 인프라 자원

사용의 최적 구성
기회 제시

또는 글로벌 진출에
대해 민첩한 대응

- IT 인프라 자원

활용한 IT 서비스
경쟁력 확보 기회

- 기존 생태계의

확장 및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창출 기회

용량 신설 및

증설에 빠른 대응

- 데이터 센터 운영의
최적 구성 기회
제시

으로 발전하는 중"

서비스 품질 유지
Quality
Tac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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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업 확장

- 디지털 기술을

Strategic

IBM Industry Insight

전략 수립 단계 사례

한국기업데이터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 확보
한국기업데이터는 IBM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존
환경은 전사 인프라 자원 공유 체계 아래 애플리케이션 변경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세웠고, 신기술과 신규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도 세웠다.
프로젝트 내용(총 9주)
프로젝트 범위

- 신기술 적용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 관련 규정 준수 및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성 방안 마련
-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구성
계획 수립

현황 분석 대상

현황 분석 관점
서비스
가용성

서비스
안정성

서비스
효율성

서비스
확장성

전환
용이성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
웨어

보안

프로젝트 결과: 한국기업데이터 클라우드 추진 단계

적용

1단계 : Stable IT

동적 가상화 기반 정보인프라 전환
• 전사 인프라 자원 공유 체계 확보
• 애 플리케이션 변경 최소화와 안전성을
위해 기검증된 AS-IS 구성 유지
• 클라우드 전환이 용이한 형태로 애플리케이
션 및 환경 전환 지속 추진

Stable IT
업무 특성에 따른 자원 설계 및 배치

전사 자원
공유
IT 인프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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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Hybrid IT

독립 IT
인프라(DB)

클라우드 단계적 전환

• 퍼
 블릭 클라우드의 KED내 전략적 역할을 기준으로 신기술, 신규 서
비스 분석/검증 등에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
•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운영 효율적인 인프라 물량 확보시(신규, 재
개발) 구축 추진

신기술, 신규 서비스
분석/검증 용도 우선 활용

운영 효율적인 인프라 물량 확보
(신규/재개발)시, 구축 추진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① KED내 전략적 역할 정의
② 클라우드 관리체계 수립
③ 사업자 검토
④ 클라우드 도입 및 모니터링

① 클라우드 요건 분석
② 클라우드 아키텍처 정의
③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④ 클라우드 구축 및 운영

AWS
IBM
Cloud

KT

•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환 기반 마련
• 업무 특성에 따른 최적화된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
• 신기술 수용과 신규 서비스 출시 속도 높여
• 운영 효율성 강화로 신규 투자 여력 확보

Private Cloud

Finance · 금융

2단계. 설계 | 멀티 벤더 이동을 지원하는 오픈 소스 기반의 클라우드로의 여정

설계 단계에서는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염두에 두고 IT 인프라, 개발방식,

거버넌스, 요구사항 등을 해결할 현대화를 수행한다. 현대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3가지로
마이크로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아키텍처, 데브옵스를 활용한 개발 및 운영 프로세스 혁신, 오픈 플랫폼
으로서의 컨테이너다.

특히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컨테이너 플랫폼의 경우 OpenShift 같은 오픈 소스를 택하여
특정 기술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위한 근간 플랫폼 컨테이너
신기술

AI/머신러닝 | IoT | 블록체인 | 5G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 데이터 | 운영 | 보안

파운데이션

시스템

컨테이너 플랫폼

온프레미스

Private

프라이빗
클라우드

IBM Cloud

퍼블릭
클라우드

한편 IBM은 설계 단계에서 애자일한 업무 수행 방식을 조직 문화로 만들 수 있는 가라지(Garage) 방법론을
제시한다. IT 환경의 현대화는 컨테이너와 같은 혁신 기술 도입 뿐 아니라 변화를 뒷받침할 운영 모델과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조직 문화 전반의 혁신이 따라와야 한다.

설계 단계 사례

하나은행
디지털 혁신의 비결! 사람과 조직, 일하는 방식을 바꾸다

25

적용

하나은행은 애자일한 조직 문화 정립을 위해 현업 담당자와 IT 관계자가 함께 일하는 방
식을 고민했다.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IBM 가라지(Garage) 전문가의 도움으로 2주간
의 워크숍을 진행하여 아이디어 발굴부터, 마이크로서비스 구현 및 검증, 클라우드 플랫폼
대상 배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성과

• 클라우드 역량을 단기간에 내재화하여 일하는 방식 변화
• 디지털 혁신 샌드박스 구현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 신속히 마련
• 애자일한 조직 문화와 DevOps 체계 수립 및 툴체인 구현

IBM Industry Insight

3단계. 이전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동

많은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컨테이너라제이션 전략을 중심에 놓고 점진적인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클라우드 기술, 컨테이너라이제이션

1/3

95%

80%

"전 세계 기업의 1/3은 소프트
웨어 개발에 있어 이미 컨테이
너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2020년 Digital Cloud Native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필수
기본기이다."

"2021년까지 새로 탄생하는
마이크로서비스의 95%는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구현될
것이다."

"2023년까지 현재 모든 기업
들은 온프레미스와 기타 클라
우드 플랫폼 중 80% 이상이
컨테이너들을 관리하는
쿠버네티스(K8S)를 구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Forrester Report (2020년)

IDC Report (2020년)

Gartner Report (2019년)

컨테이너는 온프레미스나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으로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인프라에

잠재된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하나의 컨테이너에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컨테이너 서비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에 운영 효율성은 덤으로 따라온다. CI/CD 기반 DevOps 체계를
바탕으로 개발, 테스트, 배포, 운영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발빠른 시장 대응이 가능해진다. 확장성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진다. 시스템을 유연하게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클라우드를 통한 즉시 확장이 가능하다. 컨테이너 환경은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글로벌 금융
회사 사례를 보면 컨테이너를 통한 전체 절감 비용 중 약 40% 정도가 인프라 절감 효과였고 50% 이상이 이에
관련된 서비스 운영과 개발 관련 비용 절감이었다.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의 주요 장점
구속없이
(No Vendor Lock-In)

안정적으로

가볍고,  빠르게

온프레미스 또는 어떤 플랫폼
환경으로든 자유롭게
이동 가능

하나의 컨테이너가 문제시,
다른 컨테이너 서비스에 영향
을 주지 않음

경량화된 컨테이너 환경은 인
프라 자원을 적게 쓰고 발빠른
신규 시장 출시를 가능하게 함

비용은 낮추고
인프라 자원 절감과 서비스 운영 방식 간소화 및 자동화를 통한 운영 비용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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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핵심 계정계 시스템의 클라우드로의 전환
롯데카드는 핀테크 서비스 대중화 등 새로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Life Platform’ 앱으로 통합하면서 디지털 전환 여정으로의 첫걸음을 떼었다. 롯데카드는
2018년 서비스 별로 분산 운영되던 고객용 통합 앱을 채널계 PaaS 클라우드로 이전하였다.
이를 위해 OpenShift 기반의 PaaS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다음 작업으로 IBM과
협력하여 애플리케이션 수정을 최소화하면서 컨테이너로 이전할 수 있는 계정계 클라우드
기반을 구축하였다.
요구사항

적용

핀테크 연계 등의 비즈니스
변화 대응을 위한 유연한
시스템 필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채널
유입량의 안정적인
처리 필요

컨테이너 기반

PasS 플랫폼 도입

A

A

DevOps기반의 생산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환경 필요

A

기대효과
• 채널계 모바일, 웹, 백엔드 시스템
경량화로 디지털 비즈니스 가속화
• 타사 대비 핀테크 연계 유입량의
빠른 처리로 마케팅 우위 확보

• 기존 대비 대폭 증가된 채널
유입량에 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 채널 유입량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확보

• 개발 프로세스 단축 및 Time
to Market 실현
• 개발자 작업 생산성 향상

채널 클라우드화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계정계 시스템으로 확대 추진 중

성과

• PaaS 환경을 통해 40% 이상 운영 비용 절감
• 오픈 시점 대비 트래픽이 5배 이상 증가함에도 시스템 증설 없이 대응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대형 이벤트도 접속 대기와 다른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처리
• 다양한 디지털 비즈니스에 유연히 대응

4단계. 구축 | 효과적인 클라우드 관리로 성과 실현

구축 단계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바로 복잡성 해소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하나로 묶는

OpenShfit 같은 오픈 소스 기반 개방형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은 기본이다. 이를 바탕으로 BODA(Build
Once, Deploy Anywhere)의 이점을 누리기 위한 컨테이너와 같은 공통 툴 및 애플리케이션 환경 기준을

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표준 컨테이너 이미지, DevOps 툴 체인, 로깅, 모니터링, 보안, 액세스 관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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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관리 |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본격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는 자칫 IT 환경의 복잡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설계, 구축, 운영 모든 단계에서

복잡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전통적인 인프라와 플랫폼 관리 방식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원 활용 현황 파악은 기본이며 여기에 비용도 중앙집중적으로 봐야

한다. 거시적 측면의 거버넌스 체계 적용도 가능해야 한다. 이외에 비즈니스 연속성 보장을 위한 재해복구
계획과 사이버 위협 관련 탄력성(Resilience) 역시 클라우드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IBM이 바라보는 관리 단계는 클라우드 성숙도를 지속해서 높이기 위한 최적화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관리를 중앙집중화하여 가시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와 플랫폼 종속 없는 개방형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비즈니스 민첩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지원한다. 금융 기업을
위한 제안은 코어 서비스 부분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기반 생태계에서 사업
기회를 빠르게 확대하는 쪽으로 관리 최적화를 하는 것이다.

관리 단계 사례

부산은행
VM,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 통합 관리
부산은행은 Cloud Pak for Multicloud Management를 도입해 VM과 쿠버네티스 기반 컨

적용

테이너 환경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총 3단계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관리 혁신을 추진 중인 부산은행은 Cloud Pak for Multicloud Management의 여러 기능

중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과 이벤트 및 사고 관리 기능을 우선 적용하여 가상 시스템 기반으
로 워크로드를 모니터링하는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리고 컨테이너 클러스터까지 통
합 관리할 수 있는 2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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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관리 체계 고도화
• 선제적인 이슈 대응 역량 확보

• 시장 및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

• 개방형 아키텍처로 호환성 걱정 없이 워크로드와 플랫폼을 유연하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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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경쟁 시대를 앞 둔 금융 기업이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 기업은 규제 완화 속에서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과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등
디지털에 강한 신생 참여 기업은 데이터, AI, 클라우드를 핵심 비즈니스 기반으로 삼고 민첩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보안과 규제 준수가 핵심인 복잡한 IT 환경을 갖추고 있는 금융 기업들은 ‘혁신’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앞세워야 할까? IBM은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오픈
플랫폼 구축, 비즈니스 영역별 데이터와 AI의 확장,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실현 등 3가지 측면에서의
접근 방안을 소개하였다.

첫째, 마이데이터 사업은 오픈 플랫폼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고객 인사이트와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창출할
것인지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이미 글로벌 금융 기업들은 오픈 뱅킹 플랫폼을 주축으로 금융과 비금융

영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서 출발하지만, 국내도 금융과 비금융 영역이 빠르게 융합하면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IBM은 검증된 오픈 뱅킹 전략 수립과 API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에서 더 나아가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 전략을 고려하고 새로운
운영 모델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둘째, 데이터3법 개정 등으로 데이터와 AI가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 시대로 본격 진입하였다.

데이터와 AI는 전 금융 기관의 모든 비즈니스 업무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IBM은 수익과 성과에
직결될 수 있는 상품 추천과 개발 영역, 비즈니스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 영역, 수준 높은 개인화된 고객 경험

영역에서의 국내외 기업들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금융 비즈니스 영역 전반에 걸쳐 데이터와 AI
의 시너지를 접목함으로써 디지털 혁신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셋째, 금융 산업에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는 이미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비즈니스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최고의 보안상태를 유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하면서도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기업의 복합적인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클라우드는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 여정이다.

IBM은 다각적인 클라우드 여정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와 전략 수립에서부터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접근 방안을 체계화하여 제시한다.

이 모든 변화의 기본은 혁신 마인드이다. IBM은 지난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빠르고 과감한 혁신에 앞장서
왔다. 고객들의 견고한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IBM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최선을 다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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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a story of continuous transformation

100년 역사를 넘어 또 다른
100년 신화를 꿈꾸다

기업은 언제나 위기와 기회 속에 있다. 호황과 불황은 반복된다. 이 과정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사라지는
기업이 있을 뿐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업의 장수 비결이 ‘멈추지 않는 혁신’인 이유다.

Cognitive Enterprise 시대를 여는 IBM

테크 자이언트와의 치열한 경쟁,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IBM 애자일 혁신 문화

직원 경험 기반의 IBM HR Transformation

Cognitive Enterprise의 핵심 요소 - 클라우드, 데이터 & AI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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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Enterprise 시대를 연다!

테크 자이언트와의 치열한 경쟁,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IBM은 산업화 시대 100년 역사를 뒤로하고 디지
털 시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IBM의 목

IBM은 검색, 커머스 등 출발점이 다른 테크 자이언

서도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다.

는 차별점은 자사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

트들과 IT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들이 강조하

표는 Cognitive Enterprise가 되어 어떤 위기 속에

을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Cognitive Enterprise는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 첨

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컴퓨

단 기술을 앞세운 기업들의 도전 속에서 엔터프라

팅 업계는 이들의 도전 앞에 어떤 차별점을 내세우

이즈가 어떻게 지속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IBM

고 있을까?

의 답이다.

IBM은 늘 변화를 주도해 왔다. Cognitive Enter-

IBM은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큰 위기가 닥쳐

델이기에 앞서 2020년 현재 IBM 비즈니스 체질과

영을 위한 혁신을 함께해 왔다. 코로나19로 기업의

올 때마다 늘 엔터프라이즈의 파트너로서 생존과 번

prise는 IBM이 엔터프라이즈에 제안하는 혁신 모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 IBM은 또 한

방식을 바꾸는 현장의 모습이다. IBM은 데이터를

번 앞장서 생존을 뛰어넘는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동력원으로 삼아 AI로 통찰력을 강화하고, 하이브

혁신의 대명사로 불리는 IBM의 남다름은 깊이의 차

리드 클라우드로 애자일한 비즈니스 기반과 조직 문

이에서 비롯된다. IBM은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이해

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IBM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바

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철저히 고객 관점에서 Cog-

로 Cognitive Enterprise로의 여정이다.

nitive Enterprise로의 전환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Cognitive Enterprise with Ag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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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일 혁신 문화

새로운 업무
방식

기업 문화

스킬

인더스트리
플랫폼

트랜잭션
플랫폼

의사결정
프로세스

프론트 오피스
프로세스

백오피스
프로세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자동화

라이센스
데이터

독점 데이터

공공 데이터

자체 구축
(Custom)

레거시

API-enabled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네이티브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보안

비즈니스 플랫폼 생태계 구축
AI가 주입된 워크플로우

IoT

5G

성장을 견인할 신기술
데이터 인프라

디지털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활용
보안이 유지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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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 소매,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계가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비즈니스를 혁신시키는 B2B

이들 엔터프라이즈는 변화에 적응하는 가운데 새

체질 개선을 단행했기에 IBM은 코로나19 사태가

테크 자이언트와의 본격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로운 도전자의 도전에 응해야 한다. 같은 입장에서

본 IBM이 리드하는 Cognitive Enterprise의 길에
엔터프라이즈가 공감하는 이유다.

IBM의 Cognitive Enterprise 전환은 조직 구조나

발생하자마자 한 대형 식품 기업의 공급망 이슈 해

결을 위해 Garage 방법론을 적용, 해당 기업이 위기
를 조기 극복할 수 있게 도왔다.

체계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 뿐 아니라 기업 문화, 조

직원 경험 기반의
IBM HR Transformation

의 변화를 포함하는 대대적인 변혁이 동시에 수반되

IBM은 수년간 HR 라이프사이클에 Cognitive En-

을 전제로 한 ‘민첩성’ 확보를 위해 애자일 혁신 문화

를 통해 틀에 박힌 인사 관리를 넘어 다양한 데이터

직원의 역량, 일하는 방식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
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IBM은 조직 운영 효율성
를 전사에 도입해 오고 있다.

IBM 애자일 혁신 문화
조직을 바꾸고 고객을 돕는 ‘민첩성’ 확보
IBM의 Cognitive Enterprise 전환은 민첩성 강화
라는 목표 하에 현재 진행형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IBM은 전세계 내부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한
작업 수행 방식과 변화 및 성과 관리를 체계화하여

고객사에 적용 가능한 ‘IBM Garage’를 탄생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IBM은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이어가

기 위해 Enterprise Business Agile 팀을 설립, 업
무 추진 방식을 애자일하게 바꾸고 있으며 전 세계

IBM 조직에 애자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힘을 쏟
고 있다. 가령 세계에서 가장 큰 날씨 IoT 플랫폼과
분석 시스템 기반으로 날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IBM 자회사 웨더컴퍼니는 애자일 철학과 프랙티스
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민첩성의 혜
택은 비단 조직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IB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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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다. 고객의 고충을 누구보다 먼저 경험하고

terprise 개념을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원천을 참조해 조직원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교육을

제안하여 조직 전반의 역량을 높이고 있다. 데이터
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개인화 기반의 인
사 관리는 긍정적인 직원 경험(Employee Experi-

ence)을 창출해 강력한 동기 부여라는 효과까지 가
져오고 있다. 더불어 기존 채용 방식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고, HR 부서의 업무 효율을 높여 시간과 비용
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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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Enterprise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 - 클라우드, 데이터 & AI

토대로 IBM은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호 운용

성을 확보하였다. 여기에 엔터프라이즈가 따라야 하는

IBM 스스로가 검증을 통해 입증한 Cognitive Enterprise 전환을 위한 3대 핵심 요소는 클라우드, 데이터

와 AI다. IBM이 어떤 식으로 이 주제에 접근하고 있는
지 살펴보자.

각종 규제, 보안 가이드라인을 보장하는 보안 체계까
지 탄탄히 마련하였다. 발빠르게 클라우드 도입에 나

섰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다시 IBM을 찾아오는 이
유이다.

IBM의 개방형 표준 전략의 핵심에는 오픈 소스 리더

Journey to Cloud
IBM은 클라우드를 기술로만 보지 않는다. IBM이 보는

클라우드는 비즈니스 그 자체다. 기업의 비즈니스 기반
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 여정 가운데 이를 균형감 있게 잘 가져가면서 현

대화를 꾀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을 시행착오 없이 성공
으로 이끄는 방법이다.

IBM은 엔터프라이즈의 복합적인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중심에 놓고 레거시 현대
화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추진 중이다. 리눅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로 구성한 개방형 표준 환경을

십이 자리하고 있다. 클라우드 분야는 오픈 소스 기술
이 시장을 주도한다. 오픈 소스 부문에 리더십이 강한

기업은 클라우드의 미래상을 결정하는 중요 의사결정
자 역할을 한다. IBM의 오픈 소스 기여는 강조할 필요

가 없다. IBM은 오랫동안 오픈 소스의 가치를 앞장서
증명하였고, 다양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지금도 월평균 1만 5천 개 이상의 오픈 소

스 프로젝트에 IBM 개발자가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오픈 소스 부문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레드햇까지 인

수하며 IBM은 오픈 소스에 대한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위한 근간 플랫폼
Services

GBS, GTS, Watson (data & analytics and vertical application)

Advice

Platform

Move

Build

Cloud Paks
Apps

Data

Integration

Automation

Multi
cloud
mgmt.

Manage

Security

Foundation
Open Hybrid Multi Cloud (OpenShift) + RHEL
In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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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ey to AI

를 수집하고 싶어 하는지, 데이터 관리에 대한 고민은

IBM의 데이터와 AI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다. 제대로

무엇인지 잘 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IBM은 엔터

된 데이터 없는 AI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프라이즈가 AI 여정 중 어디에 있건 비즈니스에 데이

IBM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에 강하다. 오랜 경험을

터와 AI를 접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를 IBM은 ‘AI

통해 엔터프라이즈의 데이터에 대한 관심사가 무엇인

사다리(AI Ladder)’라고 부르는데, 이는 IBM의 Cog-

지,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싶어 하는지, 어떤 데이터

nitive Enterprise 전환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AI로의 여정

AI로의 여정

IA없는 AI는 성공할 수 없으며, AI에 이르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됨
IA(Information Architecture)없는 AI는 성공할 수 없으며, AI에 이르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INFUSE(AI 확산) –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AI 적용

AI

ANALYZE(분석/머신러닝) – 어디에서든 AI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이트 확장
AI와 클라우드에
최적화하기 위한 데이터의
MODERNIZE(현대화)

ORGANIZE(거버넌스/품질) –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기반 마련
COLLECT(수집) – 데이터를 단순화하고 접근성을 개선

IBM은 비즈니스 전반에 데이터와 AI를 접목하고 있다.

하고 여기에 Watson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CEDP 플

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IBM 역시 어떤 데이터를 활

통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인프라를 확보했다. 데이터 활

이 과정에서 IBM이 체험한 것은 엔터프라이즈가 느끼

랫폼을 통해 IBM은 AI 활용의 근간이 되는 단일화된 공

용할 것인지, 어떤 데이터가 디지털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용 측면에서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단일 버전의 데이터

연료인지,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데이터 통합을 어떻게

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은 크다.

바라봐야 할지를 고민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

데이터 분석, AI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혁

로 Cognitive Enterprise Data Platform(CEDP)을 구축

신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AI 사다리를 구현하는 'One Platform, Any Cloud'
Pre-built Use Cases

Watson Applications
Prepare

Build

Run

Prepare

Watson
Knowledge
Catalog

Watson
Studio

Watson
Machine
Learning

Watson
OpenScale

Hybrid Data Management

Business and
Technical Services

Db2 Family

RedHat
OpenShift

Data Ops & Governance

InfoSphere Family
Uniﬁed Data and AI Platform

Cloud Pak for Data
IBM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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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Power Systems
Systen

Hyperconverged
Clou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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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Cognitive Enterprise의 기준

IBM이 주력하는 것 중 미래 기술 개발을 빼놓을 수 없

IBM의 Cognitive Enterprise 전환은 끝이 정해진 프로

에게 이익이 되는 미래 기술이 무엇인지 늘 탐구한다.

시대에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한시도 쉼 없이 지

다. IBM의 기술 개발에 대한 접근방식은 다르다. 모두

그리고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기술 개발에 에너지를 쏟
아붓는다. 이렇게 등장한 대표적인 기술이 퀀텀 컴퓨
팅이다. IBM은 퀀텀 컴퓨팅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

해 Q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JP모건체이스, 영국 옥스퍼드대학 등 115개 기업, 정

부 기관, 스타트업, 파트너, 교육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
하고 있다. 블록체인 부문 역시 IBM의 미래 기술 개발

리더십이 돋보인다.

IBM은 오픈소스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 리더십을 주
도하고 있으며, 현재 IBM은 블록체인 전 과정을 제공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래 기술 투자에 대한 IBM의 남다른 관심과 열정은
특허 수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2019년 한 해 동안 IBM

은 9,262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 한 해만 이런 것이
아니다. IBM은 27년 동안 미국 특허 1위의 자리를 지

킨 기업이다. IBM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클라우드
보안, 자율 주행 자동차, 블록체인 부문의 특허 취득에

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IBM의 특허 리더십은 오픈
소스 부문까지 이어진다. 2020년 1월 IBM은 LOT(비
영리 기업 특허 연합) 네트워크 설립 멤버인 레드햇과

더불어 LOT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오픈 소스 기술 혁신
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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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가 아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4차 산업 혁명
속해야 하는 과제다. IBM은 스스로 Cognitive Enterprise로 전환을 해오면서 핵심 성공 요소를 포함한 기

준을 정립하고 있다. IBM이 걷고 있는 여정에 엔터프

라이즈를 자신 있게 초대하는 이유다. 자, 이제 남은 것

은 IBM과 함께 Cognitive Enterprise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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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a story of continuous transformation

5 in 5

5년 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5가지 혁신 예측
IBM은 매년 IBM 글로벌 연구소를 통해 향후 5년 내

첫째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여 근본적으

gy)에 대해 예측한다. 오늘날 인공지능(AI)과 퀀텀

향을 미치는 새로운 비료 생산 방법, 셋째 배터리 성

비즈니스와 사회를 변화시킬 5가지 기술(Technolo-

컴퓨팅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의 융합으로 지금까지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과제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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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방법, 둘째 환경에 덜 영
능 개선을 위한 신소재 개발, 넷째 반도체 소재의 효

율성 및 효과성 향상, 다섯째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개발 등이 5가지에 해당한다.

Finance · 금융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CO2 분리 및 변환

앞으로 5년 안에 공기 중에서 CO2를 분리하여 다른 유용한 것으로 변환
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는 대기 중에 있는 유해한 CO2 수준을 크게 줄이고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를 늦추는 것이다.

환경 오염을 줄이면서 새로운 비료를
생산하는 대자연 리모델링

향후 5년 동안 대기 중의 질소를 질산염이 풍부한 비료로 전환하는 방법으

로 환경 오염을 줄일 것이다. 이는 자연의 자정/회복능력을 따라하는 방법인

데, 더욱 심화되는 전세계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배터리 성능 개선을 위한 신소재 개발

향후 5년 내에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배터리 신소재를 개발

할 계획이다. IBM AI와 양자컴퓨팅을 이용하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터
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소재의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

IBM은 반도체칩의 크기를 줄이고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소재인 포토레
지스트(photoresists)를 이미 30년 전에 개발하였고 지금까지 다양한 칩

제조사들이 이를 사용해오고 있다. 반도체칩이 그 어느 때 보다 널리 사용
되는 이때에, IBM은 소재의 효율과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
아갈 것이다.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도전

향후 5년 동안, 지금보다 더 생명을 위협하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AI, 고도화된 분석과 데이터 조합을 통해 새로운

항생제를 제안하고 이 임상 시험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생
명을 위협하는 글로벌 바이러스에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https://www.research.ibm.com/5-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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