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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경이 되면,

인터넷이 경제에 끼친 영향은 기껏해야

팩시밀리가 경제에 끼친 영향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 폴 크루그먼 (1953~  )  2008년 노벨경제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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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61년판 : 소련경제 (당시 미국경제의 50%)는 빠르면 1984, 늦어도 1997년에는 미국 추월한다.

ㅇ 1980년판 : 소련경제는 2002~2012년에 미국 추월한다.

ㅇ 1989년판

- 많은 회의론자들이 예전에 믿었던 것과는 달리 소련 경제는 사회주의 통제경제가 작동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증거다.

- The Soviet economy is proof that, contrary to what many skeptics had earlier believed,   a socialist 
command economy can function and even thrive.

- 폴 새뮤얼슨 (1915 ~ 2009)  1970년 노벨 경제학상

경제학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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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디지털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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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디지털 격변의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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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Time

Digital

Transformation
BeforeAfter

코로나는 일시적 충격, 본질은 디지털 격변의 가속화



호모사피엔스, 디지털 격변의 변곡점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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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9

물,H2O 수증기,H2O

코로나19를 분기점으로 디지털 혁신은

선택이 아닌 사활의 차원으로 급전환됐다.

이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가 관건이다.

물은 100도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변곡점, H2O는 불변이나 존재 양상은 달라진다. 

코로나19는 아날로그 질서를 디지털 세계로 전환시키는 변곡점이다.

호모사피엔스는 그대로이지만 살아가는 방식과 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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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디지털 격변의 변곡점, 2021년 경계선의 에너지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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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 vs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

• 정보산업의 태동과 성장

-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 etc

• 기존산업의 정보화 혁신

- 유통, 미디어, 제조 etc

디지털 시대

• 디지털 산업의 태동과 성장

- AI, 클라우드, 플랫폼 etc

• 기존산업의 디지털 격변

- 금융, 의료, 서비스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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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피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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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가치창출의 2가지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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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피보팅

아날로그 업의 본질 + 디지털 기술의 융합 = 고객가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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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재편되는 4가지 사업모델

‘아날로그 + 디지털’    ‘오프라인 + 온라인’    ‘컨택트 + 언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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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 Popcorn (1947 ~  )

BrainReserve CEO

총기, 마약 등 위험한 외부로부터

차단된 안전한 집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트렌드

Cocooning  "shell of safety"

The New Yorker, 1986

The Popcorn Report, 1991

New Business Trend from Cocooning

대형화면TV, 고급오디오, 홈씨어터, 인테리어, 휴식의자

배달음식, DVD우편대여, 실내 운동기구, 방범서비스 etc

팝콘 리포트 – 코쿠닝 Cocooning

아날로그 종반 시작된 언택트 추세의 확장



Contact to Untact, Mega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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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과 기술의 발전방향, Contact only → Untact mix

시간Contact Untact

Face to face

Newspaper

Telephone

Radio

TV

Internet

Text



Cocooning vs U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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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닝 트렌드가 디지털 기술과 만나서 확장

시간Cocoonong Untact

코

로

나

Analog

Off Line

Digital

On Line

가속화

대형TV

게임기 음식주문
전화

DVD 영상 CD 음악

게임 플랫폼

배달음식
플랫폼

영상
스트리밍

음악
스트리밍

ContactUntact

Deeptact



Untact, 디지털 격변의 Human Interface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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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와 Untact는 상호보완적 최적조합의 구조로 발전

• 디지털 격변에서
Customer Interface
측면

• 아날로그 시대부터
확장되는 트렌드

• 코로나를 계기로 부각

Untact

• 인간의 기본적
교류형식

• 직접적이고 강력하나
시간-공간의 제약

• 기술발전으로 도구를
이용한 범위 확장

Contact
• Contact, Untact
상호보완, 융합구조

• Contact+Untact의
최적조합으로 강력한
Human Interface 구축

• 코로나 이후 Key 
Word

Deeptact

영역불문 : 민간, 공공

산업전반 : 유통, 교육 etc



19

디지털 피보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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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피보팅의 전략적 및 전술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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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피보팅의 전략적 및 전술적 차원

업 무

프로세스

고 객 접 점

사 업 모 델

사업모델

Digitalization

업무프로세스

Digitization
고 객 접 점

전 술 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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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창업 이후 코쿠닝 트렌드를 타고 30분 배달 서비스를 주무기로 급성장

• 이후 포화된 시장에서 고전하면서 주가 3달러까지 추락 (2008. 11. 21)

• 주문을 포함한 고객경험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

• 코로나19 이후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하며 현재 400달러를 상회

1. Domino’s : UX Digit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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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미국 캘리포니아 설립, 전기기타 등 악기 제조

• 2000년대 이후 악기판매 격감,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고객 데이터 수집, 고객 수요 파악

• 2015년 펜더 디지털을 설립하고, 펜더 플레이, 구독 기반의 온라인 동영상 교육 개시

• 2주간 무료 이용, 월 9달러 99센트, 3년만에 유료 구독자 10만명 확보하는 수익사업

• 기타 판매에도 긍정적 영향, 우쿨렐레, 베이스, 벤조 등 인접악기로 확장

2. Fender Play : HW제조에서 디지털 학습플랫폼



3. 정육각 : 전통사업의 디지털 AI 피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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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초신선 식품, 도축 후 3~5일 이내의 고기 등 판매 (달걀, 우유 등)

• 스마트 팩토리에 접목한 소프트웨어(SW) 기술로 구현



4. 런드리고 : 전통사업의 디지털 피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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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R 크로스스테이션 : 자판기 AI 도입 매출 40% 상승

• JR 동일본 철도 역사 구내 자판기 1,600대 운영, 대당 월매출 60~70만엔, 연간 2억개 판매 데이터

• 회사는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품 선정 등에 활용했지만 엑셀 수준의 분석에 한계

• AI를 도입해 자판기 품목, 배열, 날씨연계 등 분석구조를 다시 설계

• 2020년 12월 AI 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여 품목 구성 & 진열 방식 변경 후 매출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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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전술적 접근 사례

• 식음료품 생산 : 원자재 구매

• 식료품 생산 : SCM 수요예측

• 건설자재 생산 : 마케팅 가격결정

• 대단지 아파트 CCTV 설치사업 : 교체대상 주기 예측

• 케이터링 단체급식 : 일별 급식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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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AI 피보팅 기회영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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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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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영역 선정 접근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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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평가 및 선정

필터링 기준과 단계별 이동

도입 단계별 선정기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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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평가 예시

• 본원적 활동은 ‘조달-생산-물류-판매’,  지원적 활동은 ‘인사, 홍보, R&D, 경영지원’

• 중요성 측면은 본원적 활동이 높고, 지원적 활동은 낮다고 전제한다면

• ‘초기’ AI 도입단계에서 지원적 활동을 우선적 목표 영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영역

내 개별 프로젝트의 시급성, 파급성, 난이도를 평가

• 초기 단계 경험 축적 후 ‘확산’ 단계에서 본원적 활동을 위주로 과제 선정

• ‘안정’ 단계는 영역 불문 프로세스 병목(bottle neck) 통점 (痛點, Pain Point)에 접근

제조기업

• 조직문화 혁신 – 중요하지만 시급도가 낮음

• 신제품 불량률 개선 – 중요하고 시급도 높음

• 구내식당 메뉴 – 낮은 난이도 높은 파급도

• 통근버스 정차장소 최적화 – 낮은 난이도 높은 파급도

기타평가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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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 기회를 잡는 전략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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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데이터로 빅씽크하라

2) 선택이 아닌 필수다

3) 전통적 아날로그 영역일수록 기회는 크다

4) 세부전술로 시작해서 포괄전략으로 확장하라

5) 기술은 필요조건 수용성은 충분조건

6) 외부기술과 내부경험을 연계하라

7) 조직문화와 리더십의 피보팅을 병행하라



Key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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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아날로그 방식은 순식간에 돌덩이처럼 무거운 저가치 유산으로 전락하고 있다.

• 그러나 둔중한 돌덩이 아날로그 사업이 디지털 피보팅을 통해 경쾌한 금덩이

아날로그·디지털 융합사업으로 변신한다. 이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 전형적인 아날로그 서비스 산업으로 치부됐던 음식배달, 정육점, 세탁소, 주차장이

디지털 기술과 접목하여 재탄생하며, 소규모 분산 아날로그 자영업 개념의

중고거래, 숙박, 용달 등이 플랫폼 구조로 연결되며 고성장 첨단산업으로 변신

• 아날로그 사업의 본질을 재해석하고 디지털 기술이라는 도구와 접목하는 디지털 AI 

피보팅은 돌덩이를 금덩이로 만든다.



컴퓨터 + 모바일 + 디지털 + A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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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1955 ~ 스티브 잡스, 1955 ~ 2011 손 정 의, 1957~ 



손정의 제곱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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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ftbank.jp/
http://www.softbank.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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