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소매유통 고객을 위한 IT 산업 전망

디지털 경험 향상에서 유연한 공급망 구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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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에서는 고객 경험 강화, 공급망 관리 최적화,
조직의 디지털화 등의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ICD 경제/비즈니스 회복 5단계 프레임워크

IDC 경제/비즈니스 회복 5단계 프레임워크

비즈니스 초점

비즈니스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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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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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디지털 경험으로 고객과의 관계 재정립

유통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장 방문 고객 감소, 공급망 교란 등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유통사들은 디지털 기술로 실현되는 미래의 유통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IDC는 이로 인해 유통업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투자가 2년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객 경험 혁신 강화

대형 오프라인 유통사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주

소비자 층으로 떠오르면서, 옴니채널을 통한 초개인화 고객 경험 제공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회자되어

왔다. 이러한 동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소비자 행동 양식이 영구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중요도가 경쟁력
확대 측면을 넘어 유통사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IDC는 디지털 거래(Digital Commerce) 구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세가 유통 산업 전반에서
확대됨과 함께 오프라인 채널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지원하는 옴니채널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거래, 재고·분산 주문 관리, 협업 소싱, 인력 관리 및 커넥티드 매장 등과 관련된 옴니채널 기능 혁신을
통해 유통 인프라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초개인화

서비스까지 접목되면 유통은 운영 혁신과 함께 한층 더 진보된 고객 경험 혁신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유통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AI/ML, 챗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소싱부터 고객 관리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 자동화 및
지능화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 ($M)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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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DC Worldwide Retail Industry IT Spending Guide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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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 최적화

코로나19로 인해 항구가 폐쇄되고 물류 노동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전 세계 물동량이 20% 감소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은 큰 타격을 받았다. 제조뿐 아니라 유통 산업도 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유통 기업들은
공급망 위험 관리에 한층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변동하는
상황에서 체계화되지 않은 공급망 관리는 심리스(Seamless)한 비즈니스 운영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의 손실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 향후 유통사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디지털화 특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공급망의 지능화 및 자동화가 필수적이다. IDC 조사에서 기업들은 향후 3년 내 공급망 관련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술이 빅데이터 분석과 클라우드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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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향후 3년 이내 공급망 관련 중요한 기술 순위
1
2
3
4

빅데이터 분석

5

클라우드 플랫폼

6

B2B 클라우드 네트워크

7

IoT

8

SaaS/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AI/ML

로보틱스
블록체인

출처: IDC Supply Chain Survey (2020년)

유통 기업은 소비자의 구매 수요와 위치를 예측하여 상품을 미리 입고하고 보관하는 체계를 갖추고, 최적의 배

송 구역과 동선을 구축해 배송 시간의 단축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업 내부 데이터는 물론 인구·심리
통계, 날씨 등 외부 데이터까지 활용하여 데이터 통찰력을 확보한다면 공급망 혁신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의 디지털화 (Digital Organization)

출처 : IDC COVID-19 Industry Impact on Education (2020년)

옴니채널 및 공급망 관리를 전체 조직이 통일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반적인 디지

털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수익성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IDC가 전 세계 344개 유통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익성과지수(Revenue Performance Index) 평가에서 디지털 유통 조직은 2013년부터 2018년까
지 RPI가 160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디지털 유통 조직은 같은 기간에 100에서 92로 감소했다.

유통 기업 RPI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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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DC Global Retail Insight (2020년)

Digital

IDC는 고객의 니즈를 예측해 고객이 원하는 채널로 가치를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의 초개인화를 ‘유통의 미래’
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디지털 조직으로의 전환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많은 유통 기업들이 디지털 조직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IDC는 유통사의 35.4%가

디지털 혁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21.9%는 이미 전사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조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DC Recommendations
IDC
Recommendations

1

디지털 기반의 옴니채널
구축을 통해
고객 경험을 혁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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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망 지능화 및 자동화를
통해 위기 관리를 넘어서
민첩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전사적인 디지털 조직으로의
변환을 통해 ‘미래의 유통’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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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달라진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소매유통 업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급격히 줄었지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이들은 크게 늘었다. 업종 간 온도 차도 크다. 식료품, 가정 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건강 보조 의약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패션, 의류

등은 침체기를 겪고 있다. 소비 시장 변화와 함께 소매유통 업계의 위기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공급망 이슈가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이러한 수요가 몰리면서 창고 보관, 주문 처리, 배송 부담이 커졌다. 소비자 행동

변화와 그에 따른 공급망 최적화 이슈 뿐 아니라 언택트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역시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업, 조직, 인프라 측면에서 탄력성과
민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소매 업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것이다.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단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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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아니라 어떤 변화 앞에서도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키워야 하는 시기로 코로나19
시대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소매유통 업체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는 비즈니스 전략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들 기업은 360도 관점에서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하고 있고, 물류 혁신을 통해 재고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조직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면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IBM은 이런 선도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함께해 온 비즈니스 파트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소매유통 고객 혁신을 위해 IBM은 새로운 디지털 경험 창출, 지능형 공급망 구축, 디지털 운영

세 가지 측면에서 답을 제시한다. 위의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IBM이 바라보는 변화의 본질과 전략적 방향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사례와 검증된 방법론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IBM is helping clients to face COVID-19 Impact
Business
Transformation
Imperatives

디지털 경험

Seamless brand experience at Home
- On the GO - In the Store

Selected IBM
Technologies &
Industry
Platforms

지능형 공급망

Build trust by reliably delivering with
agility anywhere

Watson Assistant

IBM Blockchain

Advanced Customer
Engagement

Sterling & Partners

Digital Transformation iX
(Garage, Factory)

Hyperlocalization

디지털 운영

Re-invent the model for effcient associates
and continuously funded innovation
S4/Hana

Cognitive Process
Services & Automation

Infrastructure & Application
Managed Services
Smart Buildings
Talent & Transformation

Watson Moblie

IBM Worker Insights

Industry
Expertise

Center of Competency for CPG, Retail & Agribusiness

IBM Fabric.ai
Store Cloud

Systems & Storage

Infrastructure
Architecture

AI

011100
101100
111100

Data

5G

Hybrid Cloud

Watson IoT

Edge
Security

옴니채널 기반의 디지털 경험 혁신

고객과의 접점이 디지털 무대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소매유통 업계는 새로운 디지털 경험 제공과 디지털 참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고객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점차 더 높아지고 있다. 나의 성향을 가장 잘 아는 곳에서 맞춤형 상품 추천과 구매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세심한 지원을 받으며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싶은 것이 고객이 기대하는 바이다.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은

재정의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 구매를 뛰어넘는 수준의 새로운 경험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소매유통 브랜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계 구분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일관성 있는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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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험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은 고객 쇼핑경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꾀한다.

첫째 개인화 기반의 초연결성(Hyper-Connected with Personalization) 측면, 둘째 쇼핑 경험의 편의성
(Convenient & Easy) 측면,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재미(Relevant & Fun) 측면이다. 개인화 기반의
초연결성은 고객, 상품,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을 밀접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곳에서

고객을 인지하여, 맞춤형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강 현실, 안면 인식, IoT 장치, 모바일
앱 같이 첨단 기술로 나만을 위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편의성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 편의를 높이는

것이다. 첨단 기술로 상품 구매부터 결제까지 간편히 할 수 있는 무인 매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재미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은 증강 현실 기반의 피팅 룸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다. 디지털
경험 관련 주요 사례는 표를 참조 바란다.

디지털 경험

Seamless brand experience at Home - On the GO - In the Store
Watson Assistant

Digital Transformation iX
(Garage, Factory)

Advanced Customer
Engagement

Watson Moblie

세계적인 소매유통 기업의 디지털 경험 제공 트렌드

Group Casino
120년 역사의 프랑스 대표 소매유통 기업 Group Casino

“아마존 부럽지 않은 디지털 경험 창출”

적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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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연결성
• IBM 기술을 활용해 오프라인 매장 경험에 디지털을 접목
• 증강 현실 디스플레이, 디지털 쇼핑 카탈로그 디스플레이 등 매장 내에서
온라인 쇼핑 경험 제공
• 방문객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디지털 앱을 이용해 제품 탐색, 정보 확인,
결제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
• IoT 기술로 매장 보안, 시설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처리해 오프라인 환경
운영 효율 개선

Retail · 소매유통

Nike
승리의 아이콘 Nike

“고객이 직접 운동화 디자인에 참여하는 색다른 경험 제공”

적용
성과

• 자동화 기반의 고객 참여
• 고객이 직접 디자인 한 운동화를 제작하고, 이를 매장에서 바로 신고
나갈 수 있는 Nike Maker라는 새로운 경험 제공

• 증강 현실, 이미지 인식을 통한 객체(Object) 추적 등의 기술을 이용해
고객의 운동화 디자인 워크플로우 자동화

Build-A-Bear-Workshop
테디 베어 봉제 인형으로 유명한 Build-A-Bear-Workshop

“집콕으로 지친 가족에게 새로운 재미 제공”

적용

• 재미적 요소
• 동물 봉제 인형을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것 같은 경험을 집에서도 느낄 수

성과

있도록 디지털을 통해 제공

•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가족을 위해 ‘Workshop

Wednesdays’ 온라인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매주 새로운 DIY 아이디어,
게임 등을 공개하며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경험 제공

롯데백화점
소매유통를 넘어 테크까지 선도하는 롯데백화점

“AI 챗봇으로 고객과 소통 강화”

적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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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 기반의 고객 참여
• AI 쇼핑 어드바이저인 ‘로사(LOSA)’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고객 성향과 취향을 고려한 상품 추천과 관련 정보 안내로 색다른
디지털 경험 제공

IBM Industry Insight

세계적인 소매유통 기업의 디지털 경험 제공 트렌드

패션 디자인 기업 Fossil Group
주문부터 재고 관리 그리고 옴니채널 고객 경험까지 모든 것에 디지털 DNA 심어

마음에 드는 시계를 잡지에서 보고 매장에 갔는데 상품이 없다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처럼 매장에도 모든 상품이 있기를 바란다. 달라진 소비자의

기대를 소매유통 기업은 어떻게 맞추어야 할까? Fossil Group의 사례에 답이 있다. 소비자는 제품

탐색, 구매, 반품, 교환 등 모든 여정에서 편리함을 추구한다. Fossil Group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동일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IBM Sterling Order Management와 IBM WebSphere

Commerce(현 HCL Commerce)를 활용한다. Fossil Group은 북미, 영국 및 유럽 전역의 고객에게
매장에서 배송, 온라인 구매 매장 픽업(BOPIS: Buy Online Pickup In Store), 온라인 구매 매장 반품

(BORIS: Buy Online Return In Store) 등 온오프라인 경계 없는 포괄적인 쇼핑 경험을 통해 옴니채널
전략의 미래를 제시했다. 현재 Fossil Group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영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숨겨진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수요 예측에 즉각적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실시간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계획 중이다.

세계적인 유통기업 월마트
색다른 구독 서비스 기반 쇼핑 경험 런칭

월마트 플러스 구독 서비스 가입자는 당일 배송, 음악과 비디오 스트리밍, 주유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린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고객이 모르면 소용없다.

월마트는 더 많은 고객에게 월마트 플러스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IBM Watson

Ads로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고 구독자 유입을 늘리고 있다. 월마트는 AI 기술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고객의 관심을 끄는 쪽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월마트
플러스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소비자 취향에 맞춰 안내한다. 챗봇을 이용한
대화 과정에서 소비자가 식품에 관심을 보인다면, 각종 레시피와 당일 무료

배송 등을 안내하며 자연스럽게 상품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아마존 플러스

서비스에도 관심을 갖게 한다. 구독 서비스의 일반적인 장점을 판에 박힌 홍보
문구로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소비자의 관심사를 끌어내고 이에 대한 월마트 플러스의 이점에 공감하게

한다. 한편, 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확대되고 고객과의 1:1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가 확보되면 고객과 더 깊이있는 신뢰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월마트는 현재 IBM Watson과 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수요 예측을 한다.

월마트는 구독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고, 소비자와 대화 속에서 잠재 수요에
대한 인사이트를 강화하여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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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험 개선을 위해 IBM은 데이터와 AI 전략 수립 및 실행 부분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IBM
은 소매유통 기업이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쇼핑, 마케팅, 고객 지원 등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도록 돕는다. IBM은 고객 데이터 플랫폼(Customer Data Platform)을 중심으로 통합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기반은 고객 데이터를 소매유통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만드는
출발점이다. 데이터 3법 통과로 외부 파트너와 데이터 및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데에서 소매유통 업계는

미래 성장 기회를 찾고 있다. 데이터 중심의 생태계 참여 기회를 잡으려면 우선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해 데이터를 기업의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데이터에 기회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데이터에 대한 소매유통 업계의 보편적인

고민은 데이터 증가에 따른 준비 상의 어려움, 데이터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데이터 통합 과제 등이다.

이러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AI 서비스를 통해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IBM의 제안이 바로
AI Ladder이다. 사다리로 형상화한 이 접근법은 수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쌓은 IBM 노하우의 정수다.

AI Ladder는 첫 번째 데이터 수집(Collect), 두 번째 거버넌스와 품질(Organize), 세 번째 머신러닝과 분석
(Analyze) 그리고 맨 위층은 AI 확산(Infuse)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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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를 일일이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단일 데이터 플랫폼 기반 접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IBM이 제공하는 것이 바로 IBM Cloud Pak for Data이다. IBM Cloud Pak for Data는 소매유통 기업이

고객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있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인다. 더불어 데이터와 AI 중심의 서비스 혁신
뱡향과 데이터 자산 간의 연결점도 명확히 안내한다.

오픈소스 기반의 통합적인 Data Insight Platform

고객의 환경에 맞추어 Hybrid, Multi Cloud 환경에서 Data 기반의 새로운 Insight를 제기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델 Lifecycle 지원
플랫폼 구성 레이어

IBM Cloud Pak for Data

ML/DL 운영화/모니터링

데이터 소비

Advanced analytics/ML/DL 통합 개발 환경
Data visualization & Self service BI

Data Scientist
(소비)

Data governance/Lineage/Quality

Data orchestration/ Data virtualization

Data Steward
(유통/관리)

다양한 데이터의 유연한 저장(Scalable data storage)

데이터 연결
및 인프라 수집

Data collection & ETL

다양하고 산재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연결 어댑터
클라우드 기반 확장성 / 유연성(Scalable in & Out)

데이터 인프라

보안(Security)

장애 대처(Failover & Backup)

+

Cloud Pak for Data

+ More services are available!
(수십여 개 서비스 중 선택 → 점진적 확장 가능)
Cognos Analytics(시각화/분석)
AutoAI(모델개발)

Data catalog

데이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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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핵심 요구 기능

Data Engineer
(생산/조달)

Watson Machine Learning(모델운영)
Watson Knowledge Catalog(카탈로그)

Datastage(ETL-실시간/배치)
Data Virtualization(가상화 연결)
Data connection service/DB
(내외부 데이터 소스 연결/저장)

Any Cloud ready(Public/Private)

On-Premise

Infuse
Analyze

Organize

Collect
Core Service,
OpenShift

Private Cloud

IBM Industry Insight

물론 도구와 방법론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IBM은 소매유통 기업의 내부와 외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IBM의 진단과 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보유 데이터 수준을 우선 파악하고, 해당 소매유통
기업의 데이터와 AI 전략에 맞는 방향으로 상세한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한다. 15년 이상의 글로벌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를 거듭한 IBM의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기술적 구현을 추진한다.

IBM Data & AI 아키텍처
데이터 소스

데이터 정제 및

Machine &
Sensor data

Social
Data

Internet
Data Sets
Weather
Data

Commercial
Data Sets

Third-Party
Data

Transactional
Data

Data acquisition & application access

Image &
Video

Content
Services

분석 대상 데이터 저장 및 관리

통합

DataStage
Designer

(데이터 레이크 +)

Inside Cloud PakD

Outside Cloud PakD

Provision As Needed:

Leverage Existing
Investments:

Data Warehouses
Db2 Warehouse SMP
Db2 Warehouse MPP

Provision As Needed:
Data Services
Db2 AESE
Db2 Event Store
MongoDB
CockroachDB
IBM Streams

Hortonworks HDP
Cloudera
Oracle
Db2
MongoDB
Postgres
Teradata
Microsoft SQL Sever
And more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연계

및 서치

Enterprise Search
Data Catalog
Data Refinery
데이터 가상화
(Data
Virtualization)

데이터 모델 및
시각화

Watson Studio
Cognos Dashboards
Watson OpenScale

실시간 데이터 분석

Application
Data

Cognos Analytics
SPSS Modeler

IBM Db2 Event Store

System of
Record Data

Watson Services

데이터 거버넌스
Business Glossary

Policies & Rules

Data Discovery

CWIM

Governance Catalog

Industry Accelerators

Regulatory Accelerator

데이터 보안

Multi-Cloud , Hybrid Cloud 인프라 (private cloud, on-premises, AWS, Azure, IBM Cloud, OpenShift, etc.)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SCM 최적화

주요 소매유통 기업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공급망을 운영한다. 코로나19는 한 번도 겪은

적 없는 공급망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어느 정도 예측 범위 내에서 운영하던 공급망이 코로나19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늪에 빠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창고, 물류, 배송

등 어디가 멈출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조직의 시야는 더 흐리다. 전염병 외에
지정학적, 기후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것이 2020년 소매유통 업계가 마주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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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 · 소매유통

이런 이유로 선도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맞이해도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쪽으로 공급망 최적화에
나서고 있다. 그 방향은 크게 유연성 강화, 가시성 확보,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세 가지다. 유연성 강화는

드러나지 않은 위험을 위한 대비책이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부터 시작해 지정학적 위험, 기후 변화, 사이버
위협, 자연재해 같은 각종 위험 상황에서 공급망을 중단 없이 운영하려면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선도 기업은 디지털 트윈 전략을 적용해 공급망 모델링과 시나리오 분석 기법을 통해 지속해서
공급망을 둘러싼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대비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가시성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가 잘 된 기업은 유연성을 바탕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며 불확실성의 시기를 넘기고
있다. 가시성 확보의 핵심은 투명성이다. 글로벌 공급망 운영 조직은 투명하게 현재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종단간(End to End) 공급망 흐름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려면 투명하게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가능해야 소매유통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종 이벤트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한다. 선도 기업은 블록체인, IoT,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기반으로 전
세계 공급망을 투명하게 파악한다.

지능형 공급망

Build trust by reliably delivering with agility anywhere
IBM Blockchain
Sterling & Partners
Hyperlocalization

신속한 의사 결정은 소매유통 기업만의 목표가 아니다. 선도 기업은 공급망 참여 기업 모두가 함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안다. 스마트한 공급망은 대외 변수에 신속히 반응한다. 작게는 날씨의

변화부터 시작해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 지연 사태까지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다. 빠른

반응은 직감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급망 혁신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보면 새로운
변수가 공급망 전반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한 시나리오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이들 기업은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공급망 전문가의 직관에만 의지하지 않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한다. 관련 사례는

다음 표를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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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소매유통 기업의 공급망 혁신 트렌드

Bestseller
인도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 Bestseller

“AI로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패션 트렌드 내다본다!”

적용

• 데이터와 AI 기반 수요 예측
• AI 기반 수요 예측으로 트렌드에 한발 앞선 패스트 패션 분야 선도

성과

• IBM Watson의 힘을 빌려 인도 시장 특유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가운데
스타일, 색상, 소재 등에 대한 소비자 미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요 예측에 성공

• AI 기술로 상품 기획, 옴니 채널 마케팅, 공급망 최적화 등 전방위적인
비즈니스 역량 강화

Golden State Food
미국 대형 식품 유통사 Golden State Food

“맥도날드가 신선한 재료 사용을 당당히 선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적용

• IoT와 블록체인 기술로 공급망 가시성 확보
• IBM의 IoT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쇠고기 공급망 혁신

성과

• 목장, 사육장, 포장업자, 가공업자, 유통 센터, 레스토랑 등 생산 및 운송 관련
공급망 최적화

• End to End 측면의 공급망 가시성 확보로 투명하게 신선한 쇠고기에 대한
신뢰성 제공

Kraft Heinz
미국 식품 기업 Kraft Heinz

“하인즈 제품이 매장에서 더 눈에 잘 띄고, 손이 가는 이유는?”

적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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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내 새로운 고객 경험 설계
• IBM 개러지 방법론을 통해 매장 선반 배치 별 판매와 판촉 활동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매장 매출 증가를 위한 개선점 도출

•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성과 확대 가속

Retail · 소매유통

공급망 최적화에 있어 소매유통 업계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다. 바로 날씨다. 날씨 데이터는 판매와

수요 변동 대응, 마케팅 활동, 운영 업무 효율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급망 최적화 측면에서 날씨
데이터는 재고 관리를 위한 수요 예측과 공급 계획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유통 분야에서의 날씨 정보 활용

판매/수요
변동 대응

마케팅

운영업무
효율화

· 날씨 예보 기반 시즌 별
판매/수요 예측
· 판매 계획/상품 소싱 등
의사 결정에 날씨정보 활용
· 고객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전개
· 개인화 마케팅을 위한
날씨/위치 정보 활용

다양한 날씨 정보 연계 활용 영역
현재

날씨 정보
(예보 기간)

활용
영역

Now
Historical Weather Analytic

유통 산업에서의 날씨 정보 요구

예보

Seasonal
3~6개월

6~12개월

상품구매

사업계획

마케팅

점포
디스플레이

재고보충
상품구매

재고

소싱

상품추천

마케팅

판매

인력운영

상품추천

(단기)
수요예측

운영

· 재고 변동성 대응 향상
· 상품 구매/소싱 업무 개선

1-2주

가격결정

3~8주

(장기)수요 예측

인력운영

날씨 정보를 활용한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 혁신 사례도 많다. 한국의 대표 사례로 롯데홈쇼핑이 있다.

롯데홈쇼핑은 IBM과 손잡고 날씨 정보 기반 수요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기존에 보유한 날씨별 상품별 판매

데이터와 방송 효과 측정 자료 등의 데이터에 IBM 계절 확률 예측 데이터를 접목해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이
모델의 특징이다. 롯데홈쇼핑은 이 모델을 활용해 공급망 최적화 외에도 날씨 기반 홈쇼핑 방송을 기획하여
매출 증진과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객

활용 분야
· 가격정책/홍보 계획

수요 예측
· 할인행사 기획
· 홍보 계획
· 수요 예측

Lawn and Garden Center · 수요 예측
· 수요 예측

대형 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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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정책/수요 예측

Approach/Use Case

Results (est.)

· 가격전략 재정의(투자영향평가
가격 유연성 모델링) 및 홍보효과
모델링
- 할인 정책, 시나리오 모델링

· $200M 이상의 이윤
· $185M-$420M 이윤

· 계절별 영향을 고려한 홍보계획

· 홍보비용 예상 및 생산/주문 계획

· 식료품 수요/공급 계획 수립

· 운영 비용 절감

· 물공급 계획 수립

· 운영 비용 절감

수립

· 제품 주문, 마케팅 계획, 인력

최적화를 위한 매장 수요 예측

· 재고관리를 위한 수요예측
· 날씨, 지역 행사, 경쟁사 활동과

연계된 가격 정책 수립

역량 향상

· 수요 예측 역량 24% 개선
· 4% 이상 매출 증가 및 재고 감소

(~$1B)

IBM Industry Insight

디지털 기업과 운영 효율성 극대화

소매유통 산업 역시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카드로 조직의 체질 변화와 함께 운영 효율성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운영 효율 개선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IT 운영이다. 코로나19로 IT 팀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연속성

보장과 IT 복원력이 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소비자 개인정보를 다루는 비즈니스인 만큼 사이버
위협의 주요 타깃이다 보니, 보안은 시기를 떠나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코로나19 시기를, 비즈니스 연속성 수준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기회로 삼고 있다.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원격 근무 자체가 어려운 IT 팀 운영에도 유연성을 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용 확대다. 코로나19 시대 소매유통 업계는 투자에 보수적인 접근을 한다.

이 가운데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서비스를 위한 기능 개발, 고객

경험 강화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소매유통 업계가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갖는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투자 위축 기간에도 빛을 발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환 전략에 성공한 기업은
비즈니스 속도로 IT가 움직일 수 있는 민첩성을 확보함으로써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는 지능형 자동화다. 소매유통 업계는 지능형 자동화를 바탕으로 한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IBM 기업가치연구소(IBV)의 조사에 따르면 소매유통 및 소비재 산업 경영진 중 80% 이상이 2021
년까지 지능형 자동화를 적용할 것이라 답했다. 또한, 이미 지능형 자동화를 이용 중이라고 답한 비율도 40%
에 이른다. 이처럼 지능형 자동화 도입과 확산에 소매유통 업계가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배경으로 데이터와
AI 기술의 성숙을 꼽는다.

디지털 운영

Re-invent the model for effcient associates and continuously funded innovation

S4/Hana
Cognitive Process Services & Automation
Infrastructure & Application Managed Services
Smart Buildings
Talent & Transformation
IBM Worker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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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소매유통 기업의 운영 효율성 극대화 사례

Walmart
미국을 대표하는 유통 브랜드 Walmart

“소매유통를 넘어 테크 자이언트로 진화 중”

적용

• 비즈니스 민첩성 강화

• IBM Cloud와 Hybrid Cloud로 비즈니스 속도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성과

소프트웨어 개발, 배포, 운영 플랫폼 구축

• 셀프 서비스 포탈을 중심으로 개발자들의 신규 서비스 개발 속도 가속
• 개발에 필요한 리소스 준비 시간이 5일에서 10초로 99% 단축

City Furniture
미국의 가구 브랜드 City Furniture

“태풍 잦은 미국 시장에서 비즈니스 중단 걱정이 없는 이유”

적용

성과

• 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 IBM Cloud로 중요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 허리케인 같은 자연 재해 발생 상황에서도 중요 워크로드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

• Cognitive Enterprise로 전환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빠르게 추진

Coca-Cola European Partners
콜라 맛은 오리지널 고수, 비즈니스 방식은 클라우드로 새로운 방식 수용

20세기를 상징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코카콜라가 디지털 기업으로 변모한다. 오리지널 콜라 맛을 지키

는 전통은 고수하고, 비즈니스 방식과 고객 경험 창출은 데이터와 AI라는 새로운 기술로 적극적으로 바

꾼다는 것이 코카콜라의 전략이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코카콜라는 IBM과 손잡고 Red Hat Enterprise
Linux와 Red Hat OpenShift를 공통 기반으로 삼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 기존 IT 환경과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었다. 클라우드 우선 전략의 첫 주자는 Coca-Cola European Partners로 SAP
등 중요 워크로드를 IBM 퍼블릭 클라우드와 IBM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으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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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만이 생존의 길

코로나19로 경험과 가치 중심의 ‘온라인’이 확실한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언택트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소매유통업계는 업종에 상관없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변화에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IBM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경험, 지능형 공급망, 디지털 운영
세 가지 측면에서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객’ 중심으로 모든 채널을 통합하는 옴니채널 기반의 초개인화된 고객 경험 제공이 기업의 위상을
바꿔놓고 있다. 따라서 올해를 기점으로 유통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이어가는 디지털 통합 전략이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IBM은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플랫폼 기반’ 구축을 통해 조직이 영업 실행력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소매유통 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주문부터 재고관리,
고객 경험까지 심리스(Seamless)한 비즈니스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의

지능화와 자동화 그리고 기업 내외부 데이터를 통합한 통찰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IBM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디지털 혁신 과정에 참여하면서 데이터와 AI 기반의 수요 예측, IoT와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공급망 혁신 등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IBM
웨더컴퍼니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날씨 변화에 따른 수요 예측과 대응 모델을 통해 새로운 세일즈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코로나19 상황에서 고객은 벌써 유통채널의 움직임보다 앞서가고 있다. 소매유통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의 유통’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최근 IDC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유통 조직과 비디지털 유통 조직 간의 수익 성과는 지난 5년간 격차가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134년 전통을 가진 코카콜라도 최근 IBM과 손잡고 레드햇 오픈시프트 기반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였다. 오픈소스 기반의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 기존 비즈니스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고객 경험 서비스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코카콜라의 전략이다.

몇 년 전 화제의 신조어로 등장한 “아마존에게 점령당했다”라는 뜻이 담긴 ‘아마존드(Amazoned)’는 한
때의 유행어가 아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소매유통 업계가 직면한 현실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단어다. 시장과 소비자 환경 변화 속에서 IBM은 소매유통 기업이 미래의 유통을 리드하도록 비즈니스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End-to-End 기술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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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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비즈니스를 혁신시키는

이들 엔터프라이즈는 변화에 적응하는 가운데 새

하고 체질 개선을 단행했기에 IBM은 코로나19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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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가 발생하자마자 한 대형 식품 기업의 공급망 이

슈 해결을 위해 Garage 방법론을 적용, 해당 기업이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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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생시켰

다. 이를 기반으로 IBM은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이

어가기 위해 Enterprise Business Agile 팀을 설립,

업무 추진 방식을 애자일하게 바꾸고 있으며 전 세

계 IBM 조직에 애자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힘을
쏟고 있다. 가령 세계에서 가장 큰 날씨 IoT 플랫폼

과 분석 시스템 기반으로 날씨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는 IBM 자회사 웨더컴퍼니는 애자일 철학과 프랙
티스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민첩성의
혜택은 비단 조직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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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기업이다. 고객의 고충을 누구보다 먼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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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ail · 소매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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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Ecosystem

IBM Industry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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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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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ail · 소매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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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