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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에 휴대전화 알람이 울리면 Alexa에 
날씨가 어떤지 물어보고 Google 지도를 사
용하여 교통 상황을 확인한 후 Uber를 호출
합니다. 다인승 전용 차선이 더 빠릅니다. 출
근길에 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휴가 요청
서를 제출합니다. 회의에 늦어서 디지털 회
의 시스템을 통해 참석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개발
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
과 업무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
업에서는 생산성, 업무 환경, 데이터와 관련
하여 변화하는 기술과 기대치로 인해 관련
성을 유지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러나 디지털은 이제 표준이 되었으며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현상 유지
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이 디지털 혁신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는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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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기술 기반의 
핵심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디지털화가 
더 이상 차별화되는 이점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즉, 기본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 Accenture1

5개   4개조직 
중

디지털 혁신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면서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조직은 사후 대응적
인 조직에서 사전 예방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운영, 백엔드 시
스템, 온라인 채널을 디지털화해 왔으며, 이제는 상호 연결된 솔루션과 이에 수반
되는 새로운 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혁신이란 분석, 클라우드, 
모바일 기술, 소셜 기술과 같이 이미 채택한 기술과 IoT(Internet of Things), 블록
체인, AI(Arti�cial Intelligence)와 같은 신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의 요구 사항을 예
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능적이고 혁신적인 CX(Customer Experience)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각적인 만족, 소셜 상호 작용, 상호 연결된 데이터가 있는 디지털 세상은 고객이 언
제 어디에 있든지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
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디지털 혁신의 다
음 단계가 반복에서 혁신으로 전환하
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 기
술과 신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에 대
해 상세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Dell ESG 신기술 관련 연구의 최종 결
과에 따르면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기술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이 가능하
다고 보고했으며, 50%는 기술이 중요
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기술이 비즈니스 혁신의 원동력이었지만, 
새로운 기술이 출시되는 속도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고객 경험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차별화할 

시기입니다.' 
—Brian Glynn, Chief Revenue Officer, IDG Communication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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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고객 문제 해결 시간 단축

45%고객의 요구 사항, 선호도 또는 
행동에 대한 통찰력 향상

42%더 우수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능력

39%고객 작업 완료 시간 단축

38%

38%제품, 서비스 또는 브랜드에 
고객 참여 증대

36%평균 거래 규모 또는 고객당 
총 지출 증가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Customer Facing AI/ML Initiatives Aimed At Improving CX
Better insight into customers’ preferences and an improved ability to resolve issues faster will help organizations differentiat-
ed CX

Question text:
Which of the following benefits has your organization realized (or do you expect it to realize) as a result of your customer 
facing AI/ML initiatives? (Percent of respondents, N=237, multiple responses accepted) 

디지털 우선 전략을 사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 활성화
4,600명의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변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디
지털 선두 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선도적인 조직은 데이터 및 자
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견고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고방식과 환경, 기술
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기술을 
채택했습니다. 

최근 Dell Technologies의 의뢰로 ESG3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디지털 선두 
그룹을 대상으로 IoT 이니셔티브 구현에 따른 주요 이점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45%는 '고객의 요구 사항, 선호도, 행동에 대한 향상된 통찰력'이라고 
답했고 46%는 '고객 문제 해결 시간 단축'을 언급했으며 38%는 '제품, 서비
스, 브랜드에 대한 고객 참여 증가'라고 말했습니다. 조직은 또한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AI 또는 ML(Machine Learning)을 구현했습니다.

모든 CX를 위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올해 전체 글로벌 기술 투자의 
49%를 차지한 클라우드 기반 기술입니다.4 클라우드를 통해 조직에서는 
데이터 사일로를 병합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Technology Vision 2019 보고서5에서 
Accenture는 성공이 '고객,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개인화된 현실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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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넘는 데이터 분석 프로
젝트가 2020년이면 CX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FORBES7

40%
의 혁신 리더는 CX 혁신을 
비롯한 혁신을 추진할 경영
진을 임명하고 별도의 예산
을 마련합니다. 

-ZDNET8

84%
의 CX 이니셔티브가 2022
년까지 IT를 사용할 것입니
다. 2017년에는 절반에 불
과했습니다.

-FORBES9

2/3

'디지털 기업 혁신을 위해 포괄적인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는 기업과 비용 
절감에만 주력하는 기업 간의 성과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 YANG SHIM, 금융 서비스 부문 미주 지역 데이터 및 분석 책임자, ERNST & YOUNG6

디지털 선두 그룹이 되려는 CIO에게는 장기적으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기회입니다. 기술에 투자하는 조직은 CX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공급망 관리부터 
차별화된 옴니채널 고객 경험까지 거의 모든 비즈니스 영역을 발전시킬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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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CIO의 네 가지 필수 요건
제품, 서비스 및 운영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차별화하여 고
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구성 요소를 사용하고 데이터 분석
의 이점을 활용하며 기술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 진정한 디지털 
비즈니스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 필수 요건이 전략적 IT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것입니다.  CIO
는 네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하여 디지털 혁신의 다음 물결에 대비할 수 있
습니다.

Connected CIO의 역할
이전에는 IT를 전략적 혁신을 위한 전사적인 촉매제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CIO는 비즈니스와 기술 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내비게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CIO가 바로 Connected CIO입니다. 즉, 혁신적인 태도

를 취하여 단순히 IT 부서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역
량을 강화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IoT 등 소비자 
행동의 주요 변화를 추적하고 측정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 Connected 
CIO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여 데이터를 통해 
가치 실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차세대 경험 
아키텍처, 툴 및 기술을 육성해야 합니다. 외부
적으로 Connected CIO는 고객과 연결하는 수
단이 됩니다.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민첩성 증대

엣지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업무 환경 현대화를 통해  
참여 방식 혁신

책임 있는 IT 자산 처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목표 실현

의 CIO는 실시간 리소스 할당 및 
엔터프라이즈 민첩성을 지원하여 
예산, 자산, 인력을 비롯한 모든 

IT 리소스를 재구성하여 고정비를 
대폭 절감할 것입니다.

– IDC1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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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빠르게 혁신 시작
업계나 규모, 경험에 관계없이 강력한 파트너십이 모든 조직의 차별화 요
소가 될 수 있으며 조직의 혁신 규모와 속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습니다. 또한 함께 사용하여 유연성과 민첩성을 높이고 고객과 직원, 비
즈니스 간에 원활한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Dell Technologies는 업계 전반에서 우수 기업과의 파트너십
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Dell의 미션은 솔루션이 함께 작
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Dell은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업무 
환경 현대화까지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와 변화
를 위한 필수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비즈니스 혁신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품 및 솔루션뿐
만 아니라 서비스와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즉, 디
지털 미래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유일무이한 파트너입니다.

Partnerships

Dell Technologies는 다른 기업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혁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2부와 3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부
디지털 우선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검증된 가이드

2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네 가지 필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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