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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비즈니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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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1.0

기술을 통한 비즈니스
실험의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First

실행 가능한 디지털
비즈니스 운영

DX 2.0

디지털 ROI 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시대 디지털 비즈니스(DB) 시대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매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매출

디지털 비즈니스 매출 비중 (APJ 지역)

▪ 2019년: 10% 미만

▪ 2022년: 26%

▪ 2025년: 34%

▪ 2027년: 43%

비즈니스 전략

디지털 지출 ($)

Source: IDC Worldwide Digital Transformation Spending Guide, 2021 V2



디지털 비즈니스

제품

디지털에 의해
구현된 제품

서비스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경험

디지털적으로
확장된 경험

프로세스

내부 및 외부 역량

트랜스포메이션

특징

• 디지털 퍼스트 전략 수립

• 최고경영진과 직접 관련된 CEO가

후원 및 주도

• 기술 기반의 경쟁

• 확장된 규모의 가시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

• 디지털에서 직접 또는 디지털을

통해 정량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가치 창출

정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 내부 및 외부 프로세스

• 조직이 고객, 시민, 공급업체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 방법

• 직원을 유치, 관리 및 유지하는 방법

•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및 경험

전략과 트랜스포메이션



3개의 원을 통해 확대 및

연속적이고 동적으로 변화

IDC Perspective: Redefining Value for the Digital-First World: Introducing the IDC Future Enterprise Value Framework, Apr 2022

디지털 퍼스트 시대에 비즈니스 가치의 재정의
IDC 미래의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가치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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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ing our older partners and suppliers along

Mitigating risks that threaten our digital trust

Culling digital projects that didn’t meet business value 

expectations

Creating a culture of continuous improvement

Creating and measuring new leading metrics for the

digital business

Integrating the digital business with legacy systems and

processes

Getting the right digital talent

Engaging with a new digital ecosystem

Modernizing our operating model

Building a data-driven business and culture

EMEA AP North America Worldwide

▪ 운영 모델 변경 및 디지털

에코시스템 참여와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및 문화의 구축 중요

▪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과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문화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고려

▪ 디지털 생태계가 점점 중요해 지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산업

클라우드의 통합을 통해 외부적으로

가치 통합자가 되어야 함

Source: IDC Future Enterprise Wave 7 (APAC n=269)

디지털 비즈니스 운영의 주요 도전 과제
실패의 원인

데이터 주도적인 비즈니스 및 문화의 구축

운영 모델의 현대화

새로운 디지털 에코시스템에 참여

적절한 디지털 탤런트의 확보

레거시 시스템 및 프로세스외 디지털 비즈니스의 통합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해 새로운 선도 매트릭스의 생성 및
측정

지속적인 개선의 문화 구축

비즈니스 가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디지털
프로젝트의 선택

디지털 트러스트를 위협하는 위험 완화

과거의 파트너 및 공급업체를 데려옴



새로운 수익화 모델

비즈니스 가치의 재정의

혁신의 문화

평생 학습

탤런트
마켓플레이스

애자일 및 오픈 프로세스

엔드 투 엔드 연결 가치사슬

결과(outcomes)

• 디지털 비즈니스 및 수익화 모델의 가치

• 신속한 혁신

• 에코시스템 및 패브릭 요소 간의 피드백
루프

• 기능 및 시스템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데이터 흐름

• 적응력이 뛰어나고 지능적이며 개방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고객 경험

조직
모델

운영
모델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디지털 비즈니스 패브릭



비즈니스 모델

•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

–MTS 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

–인공지능 고객상담센터 (AICC) 
시스템 구축

–One Data 플랫폼 구축

• 채널 인터페이스 현대화
스쿼드와 Meta 추진 스쿼드에서
오픈 플랫폼 구축 시작

조직 모델운영 모델

• 오픈 플랫폼
• MTS 시스템
• 인공지능 고객상담센터 (AICC) 시스템

디지털 리딩
컴퍼니

• 기존 인력 역량강화부터 공격적인
외부 인력 충원까지 포함

• ICT본부의 애자일 조직 문화를
전체 조직에 확대

• 부서 경계를 뛰어넘고 필요에 맞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조직 체계
수립

• 데이터 사이언스 전담 조직 신설

비용 절감

오픈
플랫폼

생산성

디지털 매출

•
리

스
크

관
리

‘오픈 플랫폼 기반 디지털 리딩 컴퍼니’ 구축을 목표로 한 DX 전략 추진

Source: IDC Future Enterprise Awards 2022, Future of Digital Infrastructure, The CIO/CDO of the Year



새로운 채널을 통한

수익 창출

구독(Subscription)

사용 기반 지불(Pay per use)

결과(Outcome) 기반

거래(Transaction) 기반 — 수수료

데이터 수익화

IP 수익화

가상 개체(object)

새로운 가격 책정 방식을

통한 수익 창출

새로운 자산 수익화

e커머스

모바일 앱

새로운 유통(B2B2X)

동적 가격 책정

▪ 디지털 비즈니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모델로 변환함으로써 향상

▪ 디지털 프로세스 또는 자산의 수익화를 통해 상당한 가치 창출

▪ 조직은 다양한 수익화 모델과 이들의 조합을 활용

디지털 비즈니스 수익화 모델



•디지털 채널

•고객 인텔리전스
•디지털 신뢰 및 관리

•플랫폼 현대화

•데이터 마스터리

•오픈 뱅킹

가속화된 뱅킹
(Accelerated Banking)

•코그니티브 역량

•파편화되지 않은 보험
•옴니 경험 참여

•사용 및 가치 지향의 상품

맥락및가치중심의보험
(Contextual & Value-
Centric Insurance)

•공급망 최적화

•소싱 인텔리전스
•공급망 회복탄력성

•옴니 경험 고객 관리
•라이프 사이클 분석

•제품 혁신 플랫폼
•제품 라인 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중심가치사슬의
제조(Eng.-Oriented 
Value Chains Mfg)

•디지털 공급망

•역량 기반 구매
•공급망 회복탄력성

•지능형 채널 관리
•연결된 서비스

•혁신 플랫폼
•라이프 사이클 분석

•스마트 제조

•편리한 진료 접근성

•고객 중심
•재정 및 임상 위험 관리

•데이터 및 정보 운영

가치 기반의 헬스
(Value-based 
Health)

•선별된 제품 수명 주기 관리

•디지털 공급망 최적화
•옴니채널 커머스

•옴니 고객 참여
•운영 규모 및 민첩성

체험 리테일
(Experiential Retail)

기술중심가치사슬의제조
(Tech-Oriented Value 
Chains Mfg)

•데이터 기반 서비스

•시민 경험
•공공 보건

•경제개발, 국제관계및시민
참여

•지능형 교통

•현대화된 공공 보안 및 정의

•수익 및 통화 관리

신뢰 및 지능 기반의
정부 (Trusted & 
Intelligent Gov’t)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옴니 채널 경험

•고격 여정 관리

•수익화 및 파트너 관리

연결된커뮤니티지원및
활성화의통신 (Support 
& Enable Connected 
Communities Comm.)

•데이터 중심의 공공 안전

•시민 참여

•스마트 에코시스템

•연결 및 자율주행 차량
•스마트 빌딩

•스마트 워터

•지속가능한 인프라

•지속가능한 계획 및 관리

스마트시티및커뮤니티
(Smart Cities & 
Communities)

•백오피스 자동화

•거래 라이프사이클의 개선

•실시간 결제

•협업 확대
•규제 데이터 풀

•데이터 거버넌스 제어
•리스크 관리

디지털퍼스트캐피탈마켓
(Digital First Capital 
Market)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산업별 디지털 로드맵
전략적 우선순위의 중요성



Source: IDC Digital Executive Sentiment Survey (Oct 2022, APAC n=660)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체계

▪ 서로 다른 형태의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분류

▪ 다양한 데이터를 수용 가능한
인공지능 학습모델 및 실시간 처리

▪ 인공지능에서 식별된 결과의 분석 및
차단 등 대응 활동 자동화

운영 모델과 자동화
귀사의 운영 프로세스 전반에서 현재 자동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본 자동화 기능이
많은 프로세스에
적용되어 있음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초기
검토를 거쳤으며 어느 정도
자동화되어 있음

가능한 경우 모든
프로세스를 완전히
검토하고 자동화를
완료했음

자동화가 완료되고 셀프 서비스 자동화로
직원이 새로운 임시 프로세스를 트리거할
수 있음

20

30
40

10

% Source: IDC Future Enterprise Awards 2022, Future of Trust



CEO

운영 리더 CIO

재무 리더

보안 리더
HR

리더

CX

리더

비즈니스 전략 IT 이니셔티브

IT 페르소나의 각 IT 이니셔티브간 연결 끊어짐

디지털 팀
(CRAWLING) 

디지털 드림팀
(WALKING)

디지털 퍼스트 드림팀
(RUNNING)

최고경영진
(C-Suite)

CEO

기술 리더

키워드

CEO

운영 리더 CIO/CTO

재무 리더

보안 리더
HR

리더

CX

리더

비즈니스 및 IT 

이니셔티브

최고경영진 페르소나가 디지털 이니셔티브 주도

디지털 로드맵 지원, 예산 할당

기술 리더가 전략적 역할 담당, 이사회 참여
CIO는 기술 부채의 현대화, 단순화 및 최소화에
초점

효율성

디지털 로드맵에서 활성화되지 않음

혁신과 속도

혁신 책임자

CEO

운영 리더
CIO/CTO/

CDO

재무리더

보안 리더
인재/재능
책임자

CX 리더

디지털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최고 행복
책임자

최고 제품
책밈자

디지털 경험
책밈자

CISO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책임자

지속가능성
책임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책임자

공급망 책임자

최고경영진 페르소나가 가치 줄다리기에 연결

CIO, CDO 및 CTO가 민첩성 및 매출 성장을 위해
전사적 이니셔티브 조정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목적 지향적인 성장

혁신 이사회/위원회의 CEO를 위한 디지털 퍼스트 전략

디지털 퍼스트 드림팀



• 단순 반복업무에 따른 시간을
절감, 본업 집중 및 생산성 제고

•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 방식의
변화

• 직원들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DX역량 향상

• 업무환경 자동화

‘워크 이노베이션 1.0' 

디지털 플랫폼 기업(DIGICO)을
비전으로 애자일 개발체계/ 
역량을 확보하고, 사내
업무/프로세스의 DX 기반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

• 시스템(플랫폼)의 혁신 추진

• 워크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모바일 시스템의 호환 제공

•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2020년 3년간 1500명의 AI인재
양성 계획 발표, 매년
50~100명의 AI/DX인재 확보

• AIDU 플랫폼: 인재 육성과
실무에 사용할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

• 관련 파트너와의 생태계 강화: AI 
One Team, Cloud One Team, 
메타버스 One Team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조직 모델의 변화에 대한 요구

Source: IDC Future Enterprise Awards 2022, Future of Work



Source: IDC Digital Business Sentiment Survey (Oct 2022, APAC n=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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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민첩성의 향상
다음 중 조직 전반의 민첩성 향상에 대한 귀사의 접근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IT, 디지털 및 비즈니스 팀은
서로 다른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제품에 맞춰 조정되지만, 
정해진 시간대를 거쳐 재구성; 
애자일 개발 접근법이 지배적; 
새로운 디지털 기능이 개발되는
데 몇 주 소요

전략적 IT, 디지털 및 비즈니스
팀은 기능적 영역에 의해
엄격하게 정의되며 거의 변하지
않음; 새로운 디지털 역량이
제공되는데 몇 년 소요

IT, 디지털 및 비즈니스 팀이
기능 영역에 따라 정의되고
부서간 협업이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워터폴 개발 기술을
사용하는데 주력; 새로운
디지털 기능이 개발되는데 1년
이상 소요

IT, 디지털 및 비즈니스 팀은
서로 다른 기술과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협력하지만
여전히 기능 영역에 따라 정의; 
워터폴 및 애자일 개발
접근법이 병행; 새로운 디지털
기능이 개발되는데 몇 달 소요

IT, 디지털 및 비즈니스 팀이
함께 모여 완벽하게 기능하는
제품 주도의 팀워크로 조직
내외부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구현

정적인(Static) IT 비연결(Disconnected) 이동 중(In motion) 다이나믹 IT 민첩성의 확대



멀티플 어플리케이션 멀티플 에코시스템멀티플 클라우드

비즈니스 운영 회복탄력성 산업 가치 흐름 회복탄력성IT 회복탄력성

▪ 성능 최적화
▪ 유연성 구현
▪ IT 회복탄력성

아웃소싱에서 핀옵스(FinOps)로 이동:

• 클라우드 경제학
• 소싱
• 산업 클라우드

▪ 인텔리전스 경제
▪ 지식 생산성
▪ 비즈니스 운영 회복탄력성

통합에서 자동화로 이동:

• 데이터 시맨틱
• 프로세스 자율
• 의사결정 효율성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시성
▪ 신뢰할 만한 가상의 조인트 벤처
▪ 산업 가치 흐름 회복탄력성

앱 개발(App Dev)에서 디지털 엔지니어링으로
이동:

•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 혁신
• 신규 비즈니스 모델
•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경쟁: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플랫폼의 중요성

워크로드 컨트롤 플레인 엔터프라이즈 컨트롤 플레인 에코시스템 컨트롤 플레인



미래의 엔터프라이즈 궁극적인 최종 목표

FoX 우선순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관련성이 높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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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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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고객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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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엔터프라이즈

디지털 비즈니스는 미래의 엔터프라이즈를 향한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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