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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세상에서
스마트한 기업이
혁신하는 방법
변화 지향적 관점

본 보고서는 2020년 코로나 사태를 맞아 기업이 혁신하
는 방법을 주제로 Bloomberg Media Studios와 IBM
이 공동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변화 지향적 기업이 되기
위한 혁신은 필수 과제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혼돈에 빠져들면

패치워크 세상 탐색

서 민첩성과 복원력을 개선하고 기업을 혁신해야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Bloomberg
Media Studios와 IBM이 조직의 혁신 관리 방법
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비즈니스 리더, 분석가, 기
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
과, 팬데믹과 앞당겨진 현대화 추진은 긴밀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 1]

"시시각각 달라지는 패치워크 같은 세상을 탐색하
는 우리들의 모습이 가까운 미래의 현실입니다"라
고 Anheuser-Busch, Carrefour, Frito-Lay,
Lufthansa, T-Mobile, NatWest, Volkswagen
및 다른 글로벌 조직과 협력 하에 혁신을 주도하는
IBM Services의 수석 부사장 Mark Foster는 말
합니다.

진정한 혁신의 의미

"이러한 세상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열쇠는
최대한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전략적으로 적용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패치워
크 같은 이 세상과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된 더욱 탄
력적인 워크플로우가 필요하죠"라고 Foster는 덧
붙였습니다.

A 비즈니스 혁신 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 방식과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장애와 고객 요구사항의 변화, 신규 시장 기회를
예측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과 운영, 데이터를 조정합니다. 비즈니스 혁
신에는 확고한 전략,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
처, 딥 분석, 인공 지능(AI), 블록체인, 자동화, 엣
지 컴퓨팅, 사물 인터넷(IoT) 등 다양한 기술이 활
용됩니다.

혁신의 궁극적 목적은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
에 빠르게 적응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스
마트한 기업은 기술과 워크플로우를 변화시켜 민첩
성과 복원력, 효율성,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와AI를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
간으로 확보하고 인사이트의 속도로 운영합니다.
분석가들은

핵심 요소는 모든 실행 가능한 운영을 디지털화하
는 디지털 혁신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에 기업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디지털 혁신은 고위 경영진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
습니다. [그림 2]

비즈니스 혁신과 팬데믹의 상관 관계
비즈니스 혁신 관련 Bloomberg.com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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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출처: Bloomberg AiQ, 독점 데이터 및 인사이트 플랫폼. 단어의 크기는 조회수가 높은 100개의 비즈니스 혁신 관련 Bloomberg.com 기사
에 해당 단어가 등장한 빈도를 나타냅니다. 기사의 게시 기간은 제한이 없고, 조회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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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기업 모델이 활발히 도입되면서 가까
운 시일 내에 AI가 접목된 의사결정이 괄목할 만한 성
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AI를
통해 실현되는 비즈니스 가치가 업종을 불문하고 다
른 분석 기술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뛰어넘기 때문입
니다. [그림 3]

"우리는 최종 소비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하면 그
들과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과 함
께 혁신을 시작했습니다."라고 Frito-Lay North
America 및 Quaker North America의 최고
혁신 및 전략 책임자 Michael Lindsey는 말합니
다. 무엇보다 혁신 덕분에 소비자 행동을 세세한
부분까지 예측하여 시장의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
고 해결할 수 있는 Frito-Lay의 역량이 향상되었
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혁신의 나침반이 되는 2가지 원칙
비즈니스 리더는 혁신의 나침반으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상적인 고객 경험의 개념을 정립
한 후 이를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과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완전하게 연결된 데이터 패브릭과 인텔리전스,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 혁신의 열쇠입니다. 민
첩하게 협업하는 완전히 통합된 팀이 없다면 최종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인사이트와 데이
터, 프로세스 흐름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Lindsey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Frito-Lay는 최근 가정 서비스와 고객 개
인화를 제공하는 DTC(Direct-To-Consumer) 디지
털 이니셔티브를 혁신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머릿속 최우선 과제인 디지털 혁신

미국 공공 회사의 수익 결산 발표에서 “디지털 혁신”이 언급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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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출처: Bloomberg. 매해 8월 15일까지 데이터 기준.

AI의 비즈니스 가치

기업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분석 기술보다 AI를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 가치
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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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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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otes from the AI Frontier,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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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시각으로 회사 운영 바라
보기: 지능형 워크플로우

기업 전체에 유동적으로 연결된 업무 환경을 구축해
주는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면 직원 역량과 데
이터, 기술 그리고 기회가 최상의 조회를 이루는 상태
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이며 고립
되고 불투명한 정적 프로세스를 민첩성과 투명성, 자
동화를 지원하는 동적 워크플로우로 바꿉니다.
“지능형 워크플로우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
다”라고 IBM Services, 파트너, 전략 및 오퍼링의
Dominique Dubois는 덧붙였습니다. "기업이 디
지털화된 지능형 워크플로우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유
연성이 크게 제한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역량이 떨어지게 되
죠"
기술의 발전이 놀라운 속도로 워크플로우 혁신을 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IBM은 프로세스와 워크플
로우에 손가락 하나로 관리하는 기술과 인프라를 결
합하여 불과 3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을 해내고 있
습니다”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구현한지 6개월 만에
운영비가 70% 절감되고1 1년 내에 수익이 최대
20% 증가하는 조직을 자주 볼 수 있다고 그녀는 말합
니다.2
지능형 워크플로우의 근간: 포괄적인 데이터 흐름

1

IBM 내부 데이터.

2

IBM 내부 데이터.

3

IBM Global C-suite Study, 제20판,

4

AllCloud 2020 Cloud Infrastructure

IBM Institute of Business Value.

완벽한 지능형 워크플로우 접근법은 회사의 전체 에
코시스템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이터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마트한 기업은 다양한 장치에서 입력
되는 데이터의 저장소를 만들고 주요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하여 데이터를 언제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
록 합니다.

Report.

그러면 사람과 시스템 운영에서 가시성이 향
상되고 데이터 및 AI 중심 솔루션을 통해 실시
간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를 통해 신뢰를 높이며 확신을 가지고 혁신을
위한 대담한 투자와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
게 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 세계
기업 중 정보를 의사결정에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고 대답한 기업은 9%에 불
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
문조사에 참여한 전 세계 기업 중 정보를 의사결정에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9%에
불과합니다.3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 도입의 중요성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함께 하이브
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인사이트의 속도로 운영
하는 데 필요한 민첩성과 효율성, 확장성, 복원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85%의 조직이 다양한 클라우드에
서 워크로드를 관리하는 오늘날에는 하이브리드 클
라우드가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4
유연성은 커다란 이점입니다. “멀티클라우드 전략은
회사가 하나의 플랫폼 또는 기술에 종속되는 것을 막
아줍니다”라고 IBM의 글로벌 VP 겸 SAP 리더인
Keith Costello는 말합니다. 사실, 금융 시장은 클라
우드 컴퓨팅 회사들이 2020년 우수 실적 주식의 상위
권을 차지하는 것을 증거로 들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
비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림 4]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의 증가

2020년 미국 10대 상위 실적 주식 중 7개가 컴퓨팅, 통신, 결제 또는 보안
분야의 클라우드 회사인 사실은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추
세를 알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186%
평균 수익
상위 10개 회사

+12%
평균 수익
모든 B500 회사

‒54%
평균 수익
하위 10개 회사

그림 4
출처: Bloomberg. Bloomberg 500 U.S. Large Cap Price Return Index 지수 분석. 2020년 8월 28일까지 데이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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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워크플로우로 공급망과 자산 운영의
민첩성과 복원력 개선

“팬데믹을 계기로 많은 조직들이 공급망 기술 투자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라고 IBM, 공급망
컨설팅, 글로벌 리더 겸 VP인 Jonathan Wright는
말합니다.

지능형 워크플로우가 모든 분야에서 필수 요
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코로나 사태로 공급망과 자산 운영의 중
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래 공급망의 주축은 기술과 지능형 워크플로우가
될 것입니다”라고 Wright는 덧붙이며 지능형 워크플
로우를
구현하면 재고 비용을 50%까지 절감하고 공급망을
단축하는 동시에 위험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
습니다.5

팬데믹은 데이터를 자동화 방
식으로 지능적으로 활용하여
변화를 고려한 공급망을 구축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습니다.

5

IBM 내부 데이터.

6

IBM 내부 데이터.

7

IBM 내부 데이터.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장비, 건물, 기타 자재 자원 등의
비즈니스 자산 관리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40%까지 줄
이고6 건물 운영비를 최대 20% 절감하는 한편7 전체 성
능과 가동 시간을 최적화해 준다고 IBM의 AI 애플리케
이션 총괄 관리자 Kareem Yusuf는 말합니다. “복원력
이 우수한 비즈니스 운영을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에게 닥칠 변동성의 시대에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입니다”라고 Yusuf는 평가했습니다.

McKinsey Global Institute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달 이상 지속되는 공급망 장애가 평
균 3.7년마다 한 번씩 발생합니다. [ 그림 5] 팬데
믹 초기 미국이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로부터 수입
하는 물량이 갑자기 작년 대비 50% 가량 감소했
습니다. [그림 6]

업종별 공급망 장애 노출 수준

통신

전자

장비

및

제품

의류

석유

터
컴퓨

우주
항공

체
반도

화학

차

자동

품
의약

장치

료
식음

의료

노출 낮음

노출 높음

그림 5
공급망의 지역별 분포, 생산 요인 및 기타 특징을 기준으로 함.
출처: Risk, Resilience and Rebalancing in Global Value Chains, McKinsey Global Institute,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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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공급망 변동: 팬데믹에 따른 미국 수입 감소
영국

캐나다
-44% 변동

멕시코
-48% 변동

-29% 변동
독일
-21% 변동

중국
-11% 변동

한국
-1% 변동

일본
-25% 변동
France
-46% 변동

이탈리아
-30% 변동

인도
-34% 변동
세계
-21% 변동

그림 6
출처: Bloomberg 분석. 2019년 4월과 2020년 4월 기준으로 10대 무역 파트너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물량 비교.

주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및 통합

창의적인 사고와 지속적인 혁신의 문화 조성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와 통합은 지능형 워크플로
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요 비즈니스 애
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고 연결해야 블록체인, 지능
형 운영 등의 첨단 기술을 연결하는 기회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혁신을 위해 기업에 필요한 건 비단 기
술뿐만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지속적인 혁신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혁신을 위해 기업에 필요한
건 비단 기술뿐만이 아닙니
다. 인간 중심의 지속적인 혁
신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며 영향력 높고 의미 있는
워크플로우와 성과를 실현하는 조직은 딥 분석,
AI,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IoT, 엣지 컴퓨팅 등 다
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회사의 특별한 목표를 반영
한 솔루션을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요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고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실시간
정보를 근거로 빠르게 의사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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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유치 및 유지하는 혁
신적인 경험 만들기

이번 위기 사태로 가상 세계에서 뛰어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일이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한 기업은 고객 경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객의 72%는 불쾌한 일을 한 번
이라도 겪으면 더 이상 그 브랜드를 구입하지 않는다
고 답변합니다.8 사람들이 서비스 장애를 겪으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고 충성 고객조차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불편한 경험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상 모두에
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 동안 오프라인
분야에서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계
속 봉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반면, 디
지털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비즈니스에서 더욱 활발한
고객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브랜드들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훨
씬 활발하게 고객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10,000
개 회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고객 서비
스 문의가 팬데믹 이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그
림 7]
충성도를 높이려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
다.
진정한 혁신은 분석과 AI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때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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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a, Closing the CX Gap: Customer
Experience Trends Report 2019년.

“지난 몇 년 동안 기술의 진화로 개인화 기술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라고 IBM의 디지털 전략 및
IBM iX 글로벌 리더 Paul Papas는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초개인화의 빠른 성장으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
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죠”

“이제 기술이 고객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수준
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IDC의 디지털 전
략 및 고객 경험 프로그램 VP인 Alan Webber
는 말합니다. “기업의 핵심 과제는 어떻게 이 기
술을 이용하여 ‘수많은 고객과 교감하느냐’입니
다. 현재의 위기 사태에서 고객과 소통하고 교감
할 수 있다면 이들은 계속 고객으로 남을 것입니
다."

인간 경험 개선이 모든
혁신 노력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 경험 개선이 모든 노력의 기준
스마트한 기업은 AI, 자동화, 인간 중심 설계를 통
해 모든 상호작용을 효율화 및 최적화하여 고객 참
여에서 “intelligence in, friction out”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고 지속적인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전략이 기업과 관련 있
는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등 모든 인간에게 유익
함을 전달해야 합니다.
“인간 경험 개선이 모든 혁신 노력의 나침반이 되
어야 합니다”라고 Papas는 말합니다. 인간 중심
이 고귀해 보이지만 여전히 사람을 소비자로, 그
리고 거래 관계로 틀에 가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려는 것이 아닌, 일상의 특
별한 순간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해줄 것
인지 생각해야 하죠”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고객 서비스 문의가 팬데믹
이전 대비 16% 증가

평균 티켓량의 차이율

30%
20%
10%
0%
2/23

3/15

4/12

주

5/17

6/14

7/12

7/26

그림 7
출처: Zendesk. Zendesk를 사용하여 고객 지원을 운영하는 10,000개 회사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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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입니다

직원 경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상적인 경험은
물론 커리어 개발을 개선하는 혁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문 기술 인력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세 2: 인재 채용과 내부 승진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원격 근무가 현저하게 늘어
나면서 기업의 직원 채용과 승진, 협업 촉진 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신규 인력을 고용하기보
다, 기술과 역할별 인력을 고용하고 고숙련화하는
움직임입니다."라고 IBM Services 인재 및 혁신
전무 Amy Wright는 말합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2022년까지 재
교육과 고숙련화가 필요한 직원이 전체 직원의
54% 이상일 것으로 예측하며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많은 부문의 자동화를 꼽았습니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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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워크플로우를 통한
인재 관리의 5가지 이점

기업들이 이전의 직무와 직위는 덜 고려하는 대신 후
보자의 기술 역량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Wright
는 평가합니다. 또한 회사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보
다 새 역할에 맞게 직원을 재교육하는 것이 더 쉽다
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디지털 기술을 갖춘 인재가
시장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라고 Wright는 말
합니다.
공감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여유 제공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면 지루한 단순 반응 업
무를 기술에 맡기고 인간은 고차원적인 일에 집중할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IBM 조사에서 인재를
위한 지능형 워크플로우에 투자한 회사의 74%에서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9
"이제 직원들은 공감능력과"창의성, 지능이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라고 Wright는 말합니
다. 가치 높은 일에 집중할 여유가 확보되면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인 무한한 가치 실현을 달성하는 데 도
움이 됩니다.

2018년 및 2022년 인간과 기계의 업무 시간 비교
사고 및 의사결정

인간

2018

기계

19%

인간

2022

기계

28%

조율, 개발, 관리, 조언

19%

29%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23%

31%

28%

44%

31%

44%

업무 관려 정보
파악 및 평가

29%

46%

복잡한 기술적
활동 수행

34%

46%

작업 관련 정보
검색 및 확보

36%

55%

47%

62%

운영

물리적 수작업 활동 수행

정보 및 데이터 처리
그림 8
출처: World Economic Forum’s Future of Jobs Survey,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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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혁신에 따라 새로운
미래 세상을 이끌어 갈 주인공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훗날 기업들은 2020년 초를 도약의 기회를 만들었
거나 순진하게 기존의 비즈니스 방식으로 살아남기
를 바랬던 시기로 기억할 것입니다. 스마트한 기업
은 사람들의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고객에
게 뛰어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중대한 시점에 있
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업 혁신이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는 열쇠라고 조사는 말해줍니다. [그림 9]

"경제적 역경은 항상 기업과 모델을 한 단계 끌어올
리는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라고 IBM의 Foster
는 말합니다. "이번 위기로 혁신이 앞당겨졌다는 점
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회사와 직원, 고
객, 이해 당사자의 활발한 소통과 교감은 기술이 뒷
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기업이 깨달아야
합니다."

장애와 변동성은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으므
로 인간 중심의 전략 그리고 진화하는 신종 기술과
새 기능을 적용하는 조직이 다가올 "뉴노멀" 시대
에 세상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장 테스트

고객과 직원 참여의 혁신을 현장
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IBM은 기

업들이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솔
루션을 공동 제작하고 모델을 통

침체기에 혁신하는 방법

Harvard Business School 교수진이 발표한 2010년 연구에 따르면 침체기 동안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시장을 발굴하는 동시에 장비, R&D와 같은 새로운 자산에 적극 투자하는 회사는 침체기가 끝난 후 도약할 가능
성이 높습니다. 침체기 이후 EBITDA의 3년간 복합 연간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격적 조치

해 반복 및 확장할 수 있는 물리

방어적 조치

적 공간과 가상 공간을 제공합니

시장 개발

다.

참조 사이트:

www.ibm.com/garage

직원 감소

자산 투자

둘다

운영

6.6%

3.3%

-5.2%

효율성

4.2%

8.4%

12.2%

2.1%

-0.5%

4.6%

둘다

그림 9
출처: “Roaring Out of the Recession,” Ranjay Gulati, Nitin Nohria and Franz Wohlgezogen, Harvard Business Review, 201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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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례

IBM은 다양한 업종의 조직과 협력하여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AmerisourceBergen Drug Corporation
AmerisourceBergen은 여러 브랜드에서
고객 경험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Lufthansa
이 항공사는 승객 탑승 속도를 높이고 지연을
방지하여 효율성 개선과 비용절감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Bradesco
브라질의 선도적 은행 Bradesco는 매월
95%의 정확도로 283,000개 문의 사항에 답변하
는 AI 접목 어시스턴트를 구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State Farm Insurance
이 보험회사의 Agile @ Scale
프로그램은 실시간 목표 고객 선정과
광고 효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Carrefour
Carrefour는 고객이 공장, 창고에서 매장까지
물품을 추적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이후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Discovery Health
이 회사의 Vitality Rewards 프로그램으로 5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최대 34%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Woodside Energy
30년간 축적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직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여 주요 연구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75% 단축되었습니다.
Yara
세계 최대 비료 제조사 중 하나인 Yara는 기아
대책 방안으로 6억 2000만 농가를 연결하는
선도적인 디지털 농사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Frito-Lay
Frito-Lay는 12개월 만에 전자 상거래
및 현장 서비스 솔루션을 25,000개가
넘는 소매 업체로 확장했습니다.
L’Oréal

이 회사는 IoT 솔루션을 이용하여 제품 혁신을 한층
빠르고 민첩하며 빈번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IoT 솔루션을 이용하여
획기적인 제품을 한층 빠르고 민첩하며 빈번하게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혁신에 대한 자
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하세요.
www.ibm. com/
smarter-business
불확실한 세상에서 스마트한 기업이 혁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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