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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그리고
산업과 글로벌 SCM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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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STAT :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표한 COVID-19 확산에 따른 경기동향 지표

출처 : IL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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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C특집기사 – how employment has been affected worldwide

출처 : BBC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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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C특집기사 – how employment has been affected worldwide

전 세계 근로자의 38%가 High Risk Sector에 근무

출처 : BBC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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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계)-정부-기업 간 가치사슬의 붕괴, 특히 제조/리테일/도소매 부문 등 High Risk Sector의 도산/파산은 장기화
-공급망 차질 또한 장기화, 국내 공급망 확보/확대로의 선회 및 Reshoring 현상 심화
-소비자(가계) 또한 High Risk Sector 내 실업자 급증 및 가계부채 및 부실 증가로 금융 섹터의 Risk도 커지고 있음

1

가계(소비자)-정부-기업간 가치사슬 대변화
직장 강제 폐쇄-운송제한-여행금지 조치는 기업의
파산/도산으로 연결
특히 운송제한조치는 부품/원부자재 공급이 다변화되지 않은
대다수 기업의 공급망에 직접적 영향(중국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의 경우 직격탄)

2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수요 타격은 장기화
소비자(가계) – 정부 – 기업의 국가의 GDP를 떠받치는 3대
Stakeholder간 수요-공급 매커니즘의 붕괴 가속화
대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라 국내 공급선
확대/발굴, 유동성 확보를 위한 투자 소극화 현상 심화
-이에 따라 3rd Party Vendor 관리 차질 및 원가관리 심화
-이들의 하청 및 하도급업체는 도산-파산으로 연결(중소규모
제조 및 유통, 도소매 기업의 연쇄 도산과 파산 급증)
소비자(가계) 또한 가계 내 실업자 급증으로 가계부채 증가

출처 : 코로나 경제전쟁, 매일경제신문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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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그리고
글로벌 SCM의 변화

•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강점인 하이테크 산업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가장 취약
-확보재고의 회전기일이 짧고, 공급처 수도 제한(중국 의존도 심화), 제품의 Life Cycle 자체가 짧아 적기 출시가 매우 중요
-한국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의한 영향도 측면에서 ‘중간~높은 위험군’에 노출. 타개 위한 발상/국면전환이 필요

1

하이테크 Sector, 특히 휴대폰/가전 등 완제품제조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부품/소재공급 및 제조 분야의 공급망
위험도가 가장 높음
중국 중심의 소수의 공급망, 확보 원부자재 재고소진률 대비
안전재고 확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영역

확보된 재고의
회전기일이 길고, 대체
공급처 수가 높은 섹터
확보된 재고의
회전기일이 짧고,
공급처 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확보된 재고의
회전기일이 짧고,
공급처 수도 작은 경우

출처 : 라마소프트, 이코노미스트.

2

확보된 재고의
회전기일이 길고,
공급처 수는 작은 경우

하이테크 Sector의 공급망 위험도는 매우 높음

한국은 ‘중간~높은 위험군’이 경제주도, 포스트
코비드 대응위한 발상 및 국면전환이 필요
한국은 하이테크 완제품 제조(휴대폰/가전 등) 및 이에
필요한 반도체 소재/부품이 압도적으로 경쟁우위 국가
-코로나 이후 가장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악영향 불가피
중간 위험 Sector인 제약-자동차-기타 R&D기반 제조/생산
기반 산업 또한 장기적으로는 하이테크 부문만큼 고위험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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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대응하는
기업의 New Trend,
그리고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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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코로나 대응 New
Trend, 그리고 DT

•

SK이노베이션-공간제약을 받지않는 부서와 많은 부서 모두 ‘1+3’ 테스트 돌입
-코로나19 발발 이후 제조기반 주요 대기업(글로벌 포함)의 대응 트렌드 : WFH (Work From Home)

출처 : 뉴스투데이, 2020.5.30자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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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 1 > WFH(Work From Home) 트렌드는 모든 Business Sector에서 하나의 트렌드, 키워드로 정착 중(Digital Shift)
-생산공장과 설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제조업 특성상 WFH도입이 타 영역대비 느리나, 코로나19이후 ‘강제실험’을 통해
WFH과 관련한 새로운 Rule & Policy가 정립될 것으로 전망.

1

컨설팅/사무실/기술직은 WFH트렌드 급격히 증가
Workplace 제약조건이 많지 않은 Sector일수록
WFH도입속도가 코로라19 발발직 후 급속도록 증가
Admin/CS/Sales/Operation 및 Legal Service
Sector또한 WFH경향이 지속적 증가

2

Blue-Color(공장근로자 포함)은 점진적 증가 추이
다른 Sector 대비 생산설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제조업
특성상, 공장근로자를 포함한 Blue-Color의 WTH증가추이는
타 Sector대비 미미
그러나 코로나19 발발 이후, 2011년 대비 100% 증가한
수치로 ‘강제실험’에 들어감. 이를 계기로 제조업의 WHF관련
‘Rule & Policy’정립이 가속화

출처 : Glassdoor, Ecocomic Research,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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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WFH영역은 서비스 관점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 중(Digital Shift)
-메시징/비디오컨퍼런싱/Documentation/Virtual Office/Collaborative Design 등 9개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 플랫폼 등장

출처 :CB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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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WFH영역은 서비스 관점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 중
-실제 L그룹사의 애자일 조직이 일하는 방식(100% 비대면으로 업무 수행)

출처 : 더인벤션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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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1

Trend 2 > 공급망 라인의 다변화, Reshoring 검토, 이머징 마켓인 베트남의 부상
-제조업 분야의 근본적인 공급망 라인에 대한 변화관리 가시화 : 공급망 다변화 / Reshoring /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급망 라인다변화 vs 단일공급라인

단일 공급업체에 의존해 단일부품 이용에 대한
Risk가 높아지고 있음
-여러 공급라인 확보. 그러나 이에 따른 추가적
비용지급의 부담
단일 공급망 활용하면서 재고확보 및 축적을
위한 시스템 도입방안 고려중인 기업도
반대급부로 증가
-위기상황 경고 및 사전 대비 시스템 구축
-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근본적
변화관리 전략 수립의 필요성 증가

2

리쇼어링(Re-Shoring)관심 증가
(제조업 자국주의의 본격화)

공급라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이동거리의 최소화 고려
-미국의 경우, 미중 무역전쟁에 코로나19
발발로 반도체 리쇼어링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
-인텔/퀄컴/엔비디아 등 비메모리 기업,
마이크론 등 메모리 D램 제조사 등 미국 내
공장건설 검토
-한국 제조사의 경우
인건비/부지확보/세제혜택 등의 이유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 중평

3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미중무역전쟁 및 코로나에 따른 로케이션 이전)

미중무역분쟁을 시작으로, 중국에 다수 자리잡고 있던
기존 생산라인들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이머징
시장 주목
-베트남/미얀마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생산라인을 완전히
이동하려는 움직임 포착

생산라인별 협업 강화
-동종업계의 동일 생산라인 별 협업
-다 같이 죽는 전략보다는 필요하면 적과의
동침도 필요

출처 : Techworld 기사자료 참조,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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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gital Transformation 이전에 Digital Shift(디지털 대이동)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모든 것의 디지털화, 기업의 중요 Event는 이제 Digital Landscape 내에서 발생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Shift

-기업의 중장기 전략과제
-단기간에 달성 불가능
-연속성과 지속성 담보
-Top-Down Approach

-코로나19로 촉발
-기업의 생존과 직결
-WFH 등 디지털 강제 테스트를 통해 기업확산
-Digital Shift를 작게 시작하면서,
전사로 Digital Transformation하려는 움직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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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gital Technology
모든 것의 디지털화, 기업의 중요 Event는 이제 Digital Landscape 내에서 발생

Digital Technology

?
“디지털 기술에 의해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고 있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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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gital Disruption
기존 Legacy Way는 ‘디지털’에 의해 ‘와해’되고 있음. ‘디지털 와해’에 의한 ‘변화와 전환‘은 필연적임(디지털 와해자들의 등장)

Digital Technology

Digital Disruption

?
“디지털 기술에 의해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고 있고,

“기존 Legacy Player들은
디지털 와해자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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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gital Enterprise
<Data-Powered & Customer-centric Organization>이 ‘디지털 기업’의 핵심 Elements임
( 데 이 터 를

Digital Technology

기 반 으 로

한

고 객 중 심

조 직 )

Digital Disruption

Digital Enterprise

?
“디지털 기술에 의해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고 있고,

“기존 Legacy Player들은
디지털 와해자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미래는 결국 모든 기업이
Digital Enterprise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투명＂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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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전체가 ‘데이터 기반의 고객중심 조직인 Digital Enterprise’로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함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가?

Digital Technology

Digital Disruption

Digital Enterprise

?
“디지털 기술에 의해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고 있고,

“기존 Legacy Player들은
디지털 와해자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미래는 결국 모든 기업이
Digital Enterprise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투명＂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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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가?

① Digital에 대한 우리 내부의 정의는 무엇인가?
Digital Technology

Digital Disruption

우리는
‘Digital’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정립했는 가?

Digital Enterpris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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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코로나 대응 New
Trend, 그리고 DT

•
•

‘Digital’은 애당초 IT Tech Giant들의 전유물, 기존 전통적인 Pipeline Player들의 전유물은 아니었음
이들이 정의하는 ‘Digital’은 무엇일까?

Our customers are

What does
really mean?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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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gital’의 진정한 의미 : Software를 통해 데이터를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하는 전략적 활동
Software : Big Data – Cloud Computing - AI가 핵심 SW기술

Turning

into
데이터를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하는 전략적 활동

…through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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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코로나 대응 New
Trend, 그리고 DT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가?

② ‘Digital Business’에 대한 우리 내부의 정의는 무엇인가?

Digital businesses
their
business models as code
around their data assets
디지털 비즈니스는 ‘데이터 자산’을 중심으로 ‘Code’로
‘Business Model’을 구축하는 것
1. 데이터를 새로운 유동자산 으로 인식하는 것(적극적인 Monetization의 원천).
2.유동자산화 하려면, 데이터가 Code화 되어, 내부 Cloud Server에 축적되어 전처리 >분석>새로운 고객가치 창출로 연결되어야 함.
3.이것이 바로 새로운 Business Model임(고객가치, 고객경험창출과 연관되어 있음)
※ Source : Amazon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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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자산을 중심으로 Code로 Business Model을 구축한다”는 것의 의미

데이터
 Cloud에 우선 축적

Current
Asset

Business
Model 화
 고객경험 혁신으로 연결 : 새로운 수익모델
 고객경험 혁신활동에 대한 조직 내 ‘확신’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도 연결됨

 Code화 : 여기서의 Code화는 개별 Data가 분석과정을
통해 그룹핑되고, AI기술을 통해 가치 있는 새로운 속성의
정보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함
※ Code의 원래 의미: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체계.
-개체 식별값은 번호, 개체나/행위를 그룹핑하는 요건이 존재하는 속성의
기호화 된 갑은 Code

Monetization
(Economic
Value)

※ Source : 더인벤션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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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코로나 대응 New
Trend, 그리고 DT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가?

③ ‘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우리 내부의 정의는 무엇인가?

(Digital Business를 정말 잘 하는 Digital Enterprise가 되기 위해 우리는 DX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의해야 하는가?)

Digital
Business

비전
(Vision)

Data
SW기반,
Code화

Code
조직·문화
(People)

운영-관리
Process

Digital
Transformation

전환

새로운 고객경험/가치를
제안하는 New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화

Business
Value

기술
(Tools)

※ Source : 더인벤션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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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코로나 대응 New
Trend, 그리고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3단계 사다리 모델 : 모든 DT성공기업의 공통점
03 비즈니스 모델 변혁 단계
Business Model Transformation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전략은
고객경험▶운영･관리프로세스▶비즈니스모델의
세가지영역에서고려되어야함

기업의 핵심경쟁 우위를 파악하여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지털 기술 도입

02 기술적 변혁 단계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01 조직 · 문화 변혁 단계
Organizational & Cultural Transformation

고객중심의 경험강화를 위한
디지털전담조직 신설
-고객행동, 제품/서비스 활용 등에
관련한 데이터 분석

내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함께 운영･관리 프로세스에 모바일,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인공지능 등의 다양한
디지털 기술 결합

기존 프로세스의 재설계, 차별화된 가치 제안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제안

Digital
Visionary

“ Business Model Innovation ”
: Digital Platform

Microservice에 능숙한 어자일 조직

“ Digital Leadership ”
“ Digital Governance ”
무엇보다디지털 거버넌스의
꾸준한 추진이 매우 중요

“ Digital Vision ”
DT 추진조직의유형설정
※ Source :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어떻게 할 것인가?, 2017, e비즈북스, 김진영, 김형택, 이승준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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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코로나 대응 New
Trend, 그리고 DT

Part Ⅱ.

DT 추진조직의 유형 : 현재 우리는 어떤 DT추진조직이 필요한가?
Decentralized

Shared Services

Center of Excellence (CoE)

Centralized

Digital is low priority /
early stage of development

Digital is minor
priority

Digital is major priority

Digital is core to the business

Corporate

Corporate

Corporate

Corporate
Integrated
Digital Platform

Digital CoE

Business
unit

Business
unit

Business
unit

Business
unit

Business
unit

Business
unit

Digital
strategy

Digital
strategy

Digital
strategy

Digital
strategy

Digital
strategy

Digital
strategy

Business
unit

Business
unit

Strategy & execution
Digital
execution

Digital
execution

Digital execution
(shared services)

Digital execution
(as shared services)

Technical infrastructure

Technical infrastructure

Technical infrastructure
Technical infrastructure

On-Premise
(CIO중심-IT운영/관리, Silo)

※ Source : 액센츄어 자료 발췌, 로아인벤션랩재정리

일부 Private Cloud
(일부계열사간 데이터공유,
Cloud로의 전환, 전사 CTO)

전 계열사 DT추진 담당 CDO중심, Hybrid Cloud 전환, 계열사 전 주요
고객접점 채널에서의 데이터 수집을 Cloud기반으로 전환
(DevOps, Micro-Service Architecture의 부상 ▶ Agile조직)

01

Beyond Manufacturing :
Open Service Innovation &
CDX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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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Manufacturing

•

Beyond Manufacturing 주목포인트 1 > 고객/소비자 삶의 일대 대전환 (탈 도시화, 신공동체)

“탈도시화/역도시화”

“신공동체”

대체식량

구독경제(문화소비 영역 전반)

온라인교육(edutech)

지역공동체 기반 커머스
(ex.당근마켓)

디지털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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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Manufacturing

•

Beyond Manufacturing 주목포인트 1 > 고객/소비자 삶의 일대 대전환 (탈 도시화, 신공동체)

1

대체식량, 디지털헬스케어, 교육분야 등 관심증가
직장 폐쇄/기업 도산과 파산으로 탈 도시화/역도시화 진전

①먹거리-끼니해결에 대한 관심증가(대체식량 분야, 건강식에
관심증가)
②개인 보건/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심증가(원격진료 포함)
③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자기계발 서비스의 사용빈도 증가

2

전 세계 근로자의 38%, High-Risk Sector근무
숙박/식품/제조업(화학계열 포함)/도매-소매업/부동산 및
관련비즈니스 업종(High-Risk Sector) 내 근로자는 전세계
근로자의 38%

-12억 명의 근로자가 이 영역에 속함

출처 :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20.4) / BBC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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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Manufacturing

•

Beyond Manufacturing 주목포인트 2 > 언택트 문화와 소비 심화(홈 루덴스의 출현)

기존 high risk sector로 분류되던
리테일/여행숙박/요식업 분야의 변화

“홈 루덴스”

멀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로 집에서 놀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 집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나만의 안전한 공간에서 영화감상과 운동, 요리 등
취미를 즐기는 소비자
홈 루덴스의 출현은 음식·숙박업을 비롯하여 기존 High Risk
Sector로 분류되는 전통적 산업의 대대적 변화 예고

역설적으로….

집에서 안전하게 놀고
즐기는 문화 확산

비대면 온오프라인 솔루션으로 진화
(SaaS 모델 확산)
-오프라인에서 대면하지 않고, 주문-결제가 가능한 솔루션의 확산
-월정액 기반 SaaS, 렌탈형 디바이스의 확산

-무인벤딩머신 리테일 샵
-비대면 오더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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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Manufacturing

•

Beyond Manufacturing 주목포인트 2 > 언택트 문화와 소비 심화(홈 루덴스의 출현)

1

대체식량, 디지털헬스케어, 교육분야 등 관심증가
직장 폐쇄/기업 도산과 파산으로 탈 도시화/역도시화 진전

①먹거리-끼니해결에 대한 관심증가(대체식량 분야, 건강식에
관심증가)
②개인 보건/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심증가(원격진료 포함)
③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자기계발 서비스의 사용빈도
증가

2

전 세계 근로자의 38%, High-Risk Sector근무
숙박/식품/제조업(화학계열 포함)/도매-소매업/부동산 및
관련비즈니스 업종(High-Risk Sector) 내 근로자는 전세계
근로자의 38%

-12억 명의 근로자가 이 영역에 속함
이 영역은 Digital + Cloud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Digital
Transformation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영역

출처 :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20.4) / BBC 자료 분석

35

03

Beyond Manufacturing

•

Beyond Manufacturing 주목포인트 2 > 언택트 문화와 소비 심화(홈 루덴스의 출현)

스마트자판기 도입 증가세
• 무인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가능한 스마트자판기 도입 증가 추세(스마트자판기 1대 당 $10,000 내외
소요 – 대만 OK마트)

일본 세븐일레븐 무인자판기

대만 OK마트 무인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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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Manufacturing

•

Beyond Manufacturing 주목포인트 2 > 언택트 문화와 소비 심화(홈 루덴스의 출현)

스마트자판기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관련 기술기업 증가 (Bingobox, Deepblue Technology 등)
• 중국 Deepblue Technology : 2014년 설립, 누적투자유치액 $9,480만, 무인자판기 TakeGo 등 론칭

무인 CVS ‘TakeGo’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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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Manufacturing

•

Beyond Manufacturing 주목포인트 2 > 언택트 문화와 소비 심화(홈 루덴스의 출현)

국내 오프라인 F&B 사업자들의 Unmanned Machine 매장 배치 및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
• 무인 키오스크/자판기를 통한 비용절감 및 프로세스 효율화 모색

바나프레소 무인 키오스크 (2020.05 기준 매장 99개, 주문-결제는 무인 키오스크로만 진행)

던킨도너츠 강남본점 무인자판기/키오스크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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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Manufacturing

•

고객/소비자의 Lifestyle Deep Change는 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가?

-고객경험 중심의 제품기획과 Open Service Innovation 전략에 대한 시각확산(1)-

• 상품 함정(Commodity Trap)의 근본

원인은 근본적으로 제조기반의 전통적
기업들이 제품 중심의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것에서 비롯.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쟁사 간의 가치 차이는
가격요소를 제외하고 차별화되지 않음.

https://tekcess.com/four-reasons-you-need-a-value-based-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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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Manufacturing

•

고객/소비자의 Lifestyle Deep Change는 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가?

-고객경험 중심의 제품기획과 Open Service Innovation 전략에 대한 시각확산(2)• 고객 가치 기반 전략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필요
-고객 가치사슬(CVC)에 대한 재정립, 이로부터 가치가
잠식되고 있는 가치사슬의 발견과 Digital Technology를
활용한 전문화 등에 대한 고민 필요(디커플링)
• Uncontested Space(경쟁없이 독점 가능한 시장,
블루오션)에 대한 발견 역량이 조직내부에 풍부해져야 함
-Agility, Exploring, Design Thinking 이 키워드
• Agility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이거팀(Tiger Team)’을
조직화하여 빠른 속도로 Customer
Problem(B2B/B2C)을 Exploring해야 함
-특히, 제조사의 경우 Open Service Innovation에 대한
접근 필요

https://tekcess.com/four-reasons-you-need-a-value-based-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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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Manufacturing

•

비고객의 고객화 전략에 대한 고민 : 무엇이 Blue Ocean인가?

-미래의 고객은 누구인가? : 비고객(Non-Customers)의 고객화 전략에 대한 고민 필요 -

(필요한 최소량만을 구매)

출처 : Blue Ocean Shift 서적 참조

(의시적으로 다른 시장의
상품/서비스 구매)

(현 시장의 상품/서비스를
구매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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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Manufacturing

•

Avoid Commodity Trap + 비고객의 고객화를 위한 기존 전통적 기업의 전략은 무엇인가?
: Open Service Innovation + CDX(Customer Digital Experience) Innovation

Open Service Innovation

ㅇㅇ

-비고객의 고객화 전략(기존고객과의
공통점/차이점에 대한 고민)
-Agility + Exploring + Design Thinking
-Digital과 Digital Business에 대한
개념정립(Data의 자산화)

Customer Digital Experienc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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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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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

1

2

2

고객/소비자 삶의 대전환-라이프스타일의 대변화는 필연적 :
고객은 누구인가? 에 대한 통찰과 인사이트 필요

Open Service Innovation과 Digital Transformation(DX)에 대한 기존 전통적 기업의
구체적인 전략 추진이 필요한 시점 : Agility, Exploring, Design Thinking 전담조직이
오히려 제조사에게 필요한 시점

Digital – Digital Business – 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명확한 관점/개념정립 필요

출처 : 더인베년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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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

• 왜 전통적 제조기반 기업조직에게 ‘DT 전담조직’이 필요한가? – Small Tiger Team을 육성하라!

Small Tiger Team = DX Accelerator

1 Benchmarker & Spreader
<DT Accelerator>

동종 뿐만 아니라 이종업계 전통기업의 혁신사례

학습/분석, 전사/부문 전파 및 DB화, 일하는
방식-고객경험 측면의 여러 Ideation 주도
정기 보고서 발행과 Bottom-Up 보고활동

2 MAP Proposer
MAP(Minimum Awesome Product)의

제안자, 유관부서 Engagement Booster

※MAP : 최소한의 기능으로 최대의 고객 피드백, 반응을
검증할 수 있는 Prototype 또는 Pilot
제품/서비스(프로젝트도 포함)

KITA 소속 회원사

전사 또는
해당사업부문의
Digital Leadership
역량 극대화

3 Design-Thinker
기존 Logical Thinker의 역량에 Design

Thinker의 역량 확보
고객경험혁신-일하는 방식 혁신 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위한 新 방법론, 트렌드 연구 및 내재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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