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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산업과 강자들에 도전장을 내미는 새로운 강자들 

Leaders of the Digital Era 

Digital을 핵심 경쟁력



Digital,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다 

Digital의 역할 변화 

Digital = Supporter 

수단으로써 Digital을 활용 업의 본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Digital을 활용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Digital 활용은 필수적 



Digital의 영향력 

속도·범위·경쟁 

온라인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Update 

전혀 다른 가치의 차로 탈바꿈 

VS 

자동차가 
새로워 지는 시간 

2011.01 

｜그랜저 HG｜ 

2016.11 

｜그랜저 IG｜ 

자동차가 
새로워 지는 시간 

｜Tesla 모델 S｜ 

세상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화 中 



Digital의 영향력 

속도·범위·경쟁 

※ Source: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7 

수요예측과 맞춤형 생산으로 

효율 극대화 및 불량 최소화 
모든 전자제품의 자율제어로 

가사노동에서 해방 

안전, 에너지, 교통, 오염 문제 등을 

스스로 예측·해결하는 도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청소, 요리, 육아, 간병 등에 특화된 

감성형 가사로봇 보편화  
AI가 영상과 의료차트를 판독하는 

조기진단 시스템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전반에 

고도의 안전성/신뢰성 제공 
누구나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1인 제조 시대 

全산업이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융합 & New BM 양산 



Digital의 영향력 

속도·범위·경쟁 

｜통신 사업자｜ 

｜New Tech｜ ｜Platform｜ 

｜전기차 제조사｜ ｜OEMs｜ 

GE is on track to  
become a ‘top 10’  
software company 
- CEO Jeff Immelt 

새로운 경쟁에 꾸준히 대응 가능할 때, 존속 가능 



새로운 경쟁 환경 

Paradigm Shift 

VS 

Usage 
per day 

2015.8 2016.8 

First Mover Advantage & Winner Takes All 



Digital 활용 사례 

Starbucks: Digital Flywheel을 통한 O2O 선도 

모바일 app Rewards 결제 메뉴 관리/주문 진화하는 Starbucks 모바일 App 

Digital을 통한 고객 loyalty 강화 

개인화된 기존 보상 체계 및 카드의 모바일화 

App을 통한 메뉴 설정 및 주문 

모바일 주문 데이터 활용 

- 구매 이력과 장소, 날씨, 시간 등의 데이터를 결합 

    고객 별 맞춤 상품 및 서비스 제안 

매출 26%가 APP에서 발생 



Digital 활용 사례 

McDonald’s: 주문 Process 개선으로 무인점포 준비 

∙∙∙∙∙ 

※ Source: KOTRA 해외시장뉴스 (2016-11-15) 

대기 시간, 부정확한 주문 등 

대면 주문의 불편함 ↓ 

추가 메뉴 주문 ↑ 

 객단가 $1 상승 

운전자의 주문을 

자동으로 파악하는 

음성인식 POS 시스템 

 고객 대기 시간 감소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138832


Digital 활용 사례 

ZARA: 디자인부터 판매까지 Digital로 혁신 

Z A R A 

인기 상품 
재입고 요청 

새로운 디자인 전달 

상품 입고 
사내 SNS로 
상품 제안 

물류센터 & 매장 내 

상품 상세정보 및 위치 파악 

 재고관리 용이 

디자인부터 매장 판매까지 

 

 

향상된 디자인으로 

 

2주 소요 

정가판매율 25% 상승 



이전까지의 생존 

본업에서의 현상유지 

앞으로의 생존 

새로운 영역으로의 끊임없는 

도전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