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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전적 정의는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

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출처: IT 용어사전)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IDC는 이렇게 정의 내렸다.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

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지속적인 프로세

스’ 음…. 이해는 되지만 뭔가 딱 와 닿지 않는 용어이다.

다른 정의를 볼까요?

로아 컨설팅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다. ‘기존의 전통적 제조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에서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석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양면-다면의 다양한 생산자-소비자가 새로운 가치 

획득이 가능한 생태계 중심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현상을 통칭한다.’

그래서 쉽게  ‘모든 기업이 IT 기업화 되어가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니, 우리 기업은 제조기업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IT기업이 되라는 말입니까?”라고 반박하실 수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저자 조지 웨스터먼은 디지털 역량이 높고 리더십이 뛰어난 기업들을 분석했다. 

약 5개 기업, 150여명의 임원 인터뷰를 진행한 저자는 성공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요소를 뽑아내고 디지털 역량과 리더십 역량을 높이는 과정을 설명했다. 기업들의 성공사례를 지켜보았더니 

이들이 모두 IT 기업으로의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을 밝혀낸다. 전통적인 IT기업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

도 IT를 통해 변화를 꾀하고 그것이 성공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쉬운 예로, 아마존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G마켓 정도로 인식되던 기업이었다. GE제네럴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냉장고를 만드는 가전 기업이었다. 아직도 이 두 기업을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래도 이 두 회사는 온라인, 그리고 전자기술 등 ‘기술’이 전제된 기업이었다고 친다면, 이제 아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의 경우도 2010년부터 나이키 디지털 스포츠 팀을 신설하여 디지털을 통한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필자도 스마트폰이 한창 보급되던 시기에 나이키 운동화를 샀더니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어서 내가 운동한 시

간을 체크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머, 세상 좋아졌다’ 라며 운동화를 구입했던 기억이 난다. 그

게 성공하는 기업들이 준비한 결과임을 지금 느끼게 된다. 

스타벅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스타벅스는 지난 2008년 맥도날드의 가성비 좋은 커피와 던킨도너츠의 강세로 매출이 급감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 CEO 자리에 복귀한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의 핵심가치 집중을 위한 혁신 어젠다를 발표한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기술혁신이었고, 이때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과 제휴하여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

으로 도입한다. 고객 주문, 결제, 리워드, 개인화의 디지털 써클을 중심으로 모바일 주문, 다양한 혜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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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경험을 강화한 대표적 케이스이다.  또한 스타벅스 선불카드의 도입으로 고객에게는 신선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절감하며 ‘충성고객 확보 + 이윤창출’ 두가지에 모두 성공하게 된다. 

이제 왜 우리가 IT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감이 조금 오시나요?

우리 기업은 제조업이니까, 우리 기업은 출판기업이니까, 우리 기업은 서비스 기업이니까.....  

이제 그 장벽을 허물고 IT를 중심으로 리더에서부터 전 직원이 똘똘 뭉쳐야 한다. 

IT에 관심을 갖고 이 변신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잘 해내냐는 앞으로 여러분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느냐 없

느냐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을 갖추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기업 내부의 시스템을 살펴보세요.

과연 우리 기업은 직원들과 리더가 IT로 똘똘 뭉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 기업

은 이미 몇 년 전부터 ERP, CRM, HR 등을 통해 준비를 했다고 안주해서도 안된다. 그 시스템이 과연 지금 트

렌드에 적합한지, 그 시스템으로 앞으로의 이윤창출이 가능할지, 또 인재를 관리할 수 있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기업을 진두지휘 할 수 있는지 체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인지 그 종류를 불문하고 IT를 업고, IT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리

더를 중심으로 관리자에서 실무자까지 기술로 똘똘 뭉쳐야 한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는 ‘척’ 만 해서

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시스템을 점검해 보세요. 과연 우리 기업은 어떤 시스템으로 무장했는지 말이죠.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새로운 IT 용어를 흡수하고, 급변하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기업만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