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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라 산업을 불문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비즈니스 전반을 변화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X)이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즈니스 지형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하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스타벅스(Starbucks),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마스터카드(Mastercard), 나이키(Nike) 등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및 운영 모델을 분석하고 다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비즈니스 및 운영모델의 전면적 변화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다.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데이터 분석, 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 요소들을
추가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가치를 창출하고 디지털화 추진 조직 신설 및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통해 신규 시장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
기업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비즈니스 모델

운영 모델

(유통관리)데이터 기반 커피 유통망 구축 (조직정비)디지털화 추진 전담 조직 신설
스타벅스
(판매방식)모바일 주문 결제 도입

(기술확보)IT기업과의 전략적 협업

(판매제품)클라우드로 주력 비즈니스 전환 (조직정비)클라우드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
마이크로소프트
(고객관계)고객사와의 시너지 창출 추구

(조직문화)성장지향적 개방·협력 문화 확산

(기존판매)모바일 기반 결제 플랫폼 개발 (조직정비)디지털 혁신 추진 연구소 설치
마스터카드
(부가판매)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활성화 (기술확보)M&A 및 외부 파트너십 활용
(유통관리)온라인 직접판매 강화

(조직정비)디지털화 추진 전담 조직 신설

나이키
(고객관계)운동 커뮤니티 및 콘텐츠 형성 (기술확보)스타트업 M&A 활용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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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Ⅰ. 연구 배경 및 개요
모바일,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라 산업을 불문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X)이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대두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기반으로 고객경험, 운영·관리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등을 변화시키는 경영전략을 의미
● 데이터 활용 역량이 기업의 핵심 경쟁우위로 부상하면서 기존 산업의 비용구조
및 수요·공급 모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데이터 활용을 통해 한계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물리적 자산 없이도 하이퍼
스케일업(Hyper-Scaleup)1)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들이 활성화
* 기업가치 380억 달러에 달하는 에어비앤비(Airbnb)는 호텔과 같은 유형자산 소유 없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휴 공간을 지닌 개인과 여행객 간 숙박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수 및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에어비앤비 여름 숙박 이용자수 증가 추이>

자료 : Airbnb(2015) 참고 저자 작성

<에어비앤비 매출 기준 미국 숙박 시장 현황>

자료 : Second Measure(2019) 참고 저자 작성

1) 이용자수, 매출 및 기업 규모의 빠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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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존 기업에 위협이자 성장 기회로 작용하면서 대다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략 부재로 실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한 기존 시장구조의 급변이 지속되면서 2027년
기준 기업 평균 수명은 2016년 대비 절반인 12년으로 감소할 전망
* S&P 500대 기업 중 절반은 10년 내 대체될 것으로 예측(Innosight Analysis, 2018)

<기존 기업 평균 존속 기간 추이>

주 : S&P 500 데이터 기준
자료 : Innosight Analysis, 2018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3%의 기업만 최종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남
(McKinsey, 2019)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디지털 리더(Digital Leaders) 기업의 경우
수익·비용 구조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게 됨
- 디지털 리더 기업과 후발주자의 디지털화 투자 규모는 유사(3.5%, 3.2%)한 것으로
나타나 전략 및 실행의 문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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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 성과 지표 비교>
성과지표(3년 평균)

디지털 리더 (Digital Leaders)

디지털 후발주자(Digital Laggards)

매출총이익 / 매출

55%

37%

세전이익 / 매출

16%

11%

순이익 / 매출

11%

7%

IT 투자 비용 / 매출

3.5%

3.2%

주 : 디지털 후발주자의 경우 조사 대상 전체 기업 중 하위 25%, 디지털 리더는 상위 25%의 기업.
자료 : Marco Iansiti, Karim Lakhani(2016)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기업을 선별하여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및 운영 모델(Operating Model) 분석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업종 및 거래형태를 고려하여 스타벅스(Starbucks),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마스터카드(Mastercard), 나이키(Nike) 등 4개 기업을 선정
●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대응하여 기존 시장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에서
혁신을 통해 전환 및 확장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분석 대상 기업의 비즈니스 변화>

자료 : 저자 작성

IIT, 국제무역연구원

3

●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이란 기업이 시장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창출하는 방식이며 운영 모델(Operating Model)은 비즈니스 모델이 지향하는
가치를 조직에서 구현하는 방식을 의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석 모델>

자료 : Marco Iansiti, Karim Lakhani(2016) 참고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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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분석
1. 스타벅스(Starbucks) - 커피 한 잔에 IT를 담다.
세계 최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는 IT 기술을 접목한 스타벅스식 커피 경험(Starbucks
Experience)을 통해 세계 1위의 커피브랜드를 유지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후 던킨과 맥도널드의 저가커피 공세로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로 2018년 기준
25억 달러의 매출 및 29,324개의 매장수를 기록
<스타벅스 성장 추이>

자료 : Starbucks(2018) 참고 저자 작성

● 스타벅스의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루이싱커피(Luckin Coffee)와 같이 IT기술
기반 커피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스타벅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루이싱 커피 비즈니스 개요>
• 루이싱 커피는 현장주문 없이 우버와 같이 온디맨드형 IT 기술 접목을 통해
커피 주문과 결제, 수령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전 서비스를 제공
• 1분 단위로 수령 예상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대기시간도 발생하지 않음
• 픽업 및 배달 서비스의 도입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현재
21개 도시, 1700여개 직영점을 운영 중
자료 : CB Insights, 이코노미 조선(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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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즈니스 모델

※ 디지털 공간에서의 커피유통·판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오프라인상에서 끊김
없이 이루어지는(Seamless) 스타벅스만의 고객 경험을 창출

(유통관리) 매장 입지 선정, 매장 관리 등에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커피
유통의 효율성을 높임
● 스타벅스는 내부 입지분석 플랫폼 ‘아틀라스(Atlas)’의 데이터에 기반해 신규
매장 입지를 선정하고 마케팅시 참고지표로 활용
- GIS2) 전문 기업 인테그랄 지아이에스(Integral GIS) 및 에스리(Esri)와의
협력으로 개발한 아틀라스는 상업지구와의 거리, 인구구성 및 밀집도, 소득수준,
교통량, 해당 지역의 비즈니스 분포도 등의 빅데이터를 제공
<스타벅스의 입지분석 플랫폼 아틀라스 활용 예>

자료 : Integral GIS

2)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으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한 위치데이터
(spatial data)와 속성데이터(Attribute data)를 통합하여 지도, 도표, 그림과 같은 여러 형태의 정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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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는 기존 매장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파악해 신규 매
장 입지 선정에 반영했으며 메뉴 및 프로모션 기획에도 활용
* 알코올 섭취가 많은 지역의 경우 ‘스타벅스 이브닝(Starbucks Evenings)’이라는 주류
메뉴를 신설하거나 난류 예측 정보에 따라 아이스음료인 프라푸치노 프로모션 시작시기를
조율(Forbes, 2018)

● 커피 원두 원산지에서 전세계 스타벅스 매장까지의 유통 과정을 기록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빈 투 컵(Bean to cup)’ 프로그램을 개발중
-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원두 포장에 부착된 마크를 인식하면
해당 원두의 생산지, 로스팅 시기, 시음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원두 품질관리와
소비자의 신뢰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스타벅스의 빈 투 컵 서비스 예>

자료 : Starbucks

● 매장관리의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IoT 솔루션 도입을 통해 수온, 압력 등
을 조절함으로써 커피 품질 유지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으로 관리하고 있음
- 커피 기기 관련 물의 양, 온도 등을 클라우드상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매장 기기들의 고장을 예측하고 사전 정비할 수 있어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됨
- 다양한 커피 기기들을 데이터기반으로 관리하면서 신규 음료 레시피도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해 어떤 매장에서든지 일관된 품질로 제공할 수 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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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방식) 커피를 주문하고 즐기는 모든 단계를 디지털로 구현한 디지털
플라이휠(Digital Flywheel) 전략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대
● 고객의 커피 서비스 이용 패턴을 따라 모바일 기반의 주문, 결제, 리워드 개인화
서비스를 연결된 경로로 구축하여 지속구매를 유도
<스타벅스의 디지털 플라이휠(Digital Flywheel) 전략>

자료 : Starbucks

● (주문&결제) 2013년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개발되어 미국으로 확대된 모바일 주
문 시스템은 소비자의 커피 구매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으며 충성고객
확보, 비용 효율화 및 추가적인 수익발생 등의 기회를 창출
- 식음료 기업이지만 모바일 결제 활성화로 미국 모바일 페이 시장에서 IT
기업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이용자수를 보유하고 있음
* 2018년 3분기 기준 미국 스타벅스 법인 거래액 중 13%가 모바일 결제에 해당(Starbucks)

<플랫폼별 모바일페이 미국 사용자수 추이>

자료 : eMarketers(2018) 참고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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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모바일 주문 후 음료 제조 과정 실시간 확인, 완료 알림 수신 등을
통해 매장 대기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스타벅스는 고객 주문 데이터를 기반
으로 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바일 주문 활성화를 통한 비용절감 사례>
• 스타벅스 코리아의 전체 주문량(약 60만건)의 18%가 모바일 기반
• 모바일 주문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1,250개 매장별 피크타임을
요일별·시간대별로 추출함으로써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
• 모바일 주문기능 도입 이후 지난 7년간 기업실적은 연평균 26% 성장하
고 매장당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근무인력은 10% 증가에 그침
자료 : 한국경제(2019) 참고 저자 작성

● (리워드&개인화) 스타벅스 리워드 멤버십이라는 고객 충성도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메뉴추천 등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에 주력
- 스타벅스 리워드 멤버십(Starbucks Rewards Membership)을 통해 스타벅스
주문과 연계한 가격할인, 쿠폰지급 등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고 광범위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함
* 미국의 스타벅스 리워드 멤버십 이용자 수는 2019년 3분기 기준 1,700만명에 달하며 전년대비
14% 증가를 기록

- 개인 취향, 구매이력, 날씨, 시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메뉴
추천 서비스를 구축
<스타벅스의 개인화된 서비스 개요>

자료 : Starbu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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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 모델
(조직정비) CEO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실리콘밸리 출신 인재를 영입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담 조직인 스타벅스 디지털 벤처스(Starbucks Digital
Ventures, SDV)를 구축
● 2008년 CEO로 복귀한 하워드 슐츠(Howard Schultz)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실리콘밸리 인재들을 COO(최고운영책임자),
CDO(최고디지털책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등 주요 요직에 임명
- 2012년 CDO에 임명된 애덤 브로터만(Adam Brotman)은 스타벅스 디지털화의
전권을 위임받아 스타벅스 앱 출시, 모바일 결제 도입 등을 추진
● SDV는 CEO 직속부서로 고객 접점 증대, 충성도 강화 등 고객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디지털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마케팅·IT부서와의 협업을 도모함

(기술확보)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IT기술 도입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IT전문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 스타벅스는 제품, 소비자, 파트너, 공급망 등 네 가지 영역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서비스 등을 접목
●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라는 검증된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스타벅스는
인프라 구축 및 관리부담을 해결하고 중요한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에 집중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스피어>
• 스타벅스는 애저 스피어(Azure Sphere)3)라는 모듈 삽입을 통해 커피 기기 교체 없이도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와 손쉽게 연결
• 새로운 음료가 출시된 경우 과거에는 물의 양, 온도 등의 제조 레시피를 매장에 전달하기 위해
USB를 활용했으나 현재는 전 세계 3만 여개 매장에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

자료 : Microsoft Build, 2019
3)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반 IoT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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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 클라우드로 성장의 문을 개방하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4년 CEO로 부임한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전환을 통해 하락세를 극복하고 최근 시가총액 1조달러의
기업4)으로 등극
● PC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로 1990년대 IT 붐을 이끌었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진입하면서 부진을 거듭하다 클라우드 사업 호조를 계기로 최근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음
- IT산업의 흐름이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면서 애플의 아이폰,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부상한 반면 MS는 혁신적이지 않은 구시대 기업으로
인식되었음
- 나델라 CEO 부임 후 5년간 MS 시총은 5,000억 달러 이상 증가했으며 2019년
6월 기준 1,26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
*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했으며 특히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애저(Azure)’ 매출은 전년대비 64% 급증

<MS 매출 및 브랜드가치 추이>

자료 : Microsoft, Kantar Millward Brown(2019)
참고 저자 작성

<MS 주가 추이>

자료 : CB Insights

4) 애플, 아마존 후 3번째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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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즈니스 모델
※ 주력 비즈니스를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윈도우에서 클라우드 기반 구독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스타트업 지원 등 고객사와의 시너지 창출에 집중
(판매제품) MS 윈도우를 통해 보유한 강력한 B2B 거래기반과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중심의 MS생태계를 조성
● MS는 아직 초기단계인 클라우드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기술의
필수플랫폼으로서 주목하고 클라우드 진입을 전략적으로 추진
- 클라우드가 IT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효율화하고 선진 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22년 3,310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
* 클라우드 시장은 일반적으로 저장공간·서버·네트워크 같은 기본적인 IT 인프라를
제공하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 개발 툴을 제공하는 PaaS(Platform as a
Service), 일반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구분됨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

자료 : Gartner(2019) 참고 저자 작성

● 클라우드 시장에는 이미 아마존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으나 MS는 높은
호환성 및 종합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을 차별화로 점유율 1위 달성(11.7%)에
성공함

1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지속 성장하는 기업의 전략

- MS는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오피스 제품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런칭한
‘Office(오피스)365’를 통해 시장규모가 가장 큰 SaaS 분야를 먼저 공략하고
확장함으로써 전체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을 빠르게 추월
<기업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비교>

자료 : ITCandor(2019) 참고 저자 작성

- 세계 대부분의 기업이 윈도와 MS 오피스를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MS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기존 환경과의 호환 및 시스템 안정화가 용이함
- IaaS 위주인 아마존과 달리 MS는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IaaS,
PaaS, SaaS)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표방하고 있어 기업은 필요에
따라 안정적으로 최적화된 조합이 가능
<MS의 주요 클라우드 솔루션>

자료 : Microsoft 참고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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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계) 고객 신뢰 확보 및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통해 협력 중심의 고객관계를
구축함
● IT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사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경쟁사인
아마존과 포지셔닝을 차별화하고 고객사의 신뢰를 확보함
- 과거 PC 운영체제 독점이라는 폐쇄적인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윈도우 운영체제
개방, 윈도우 무료 제공 및 무상 업그레이드 지원 등 고객의 편의성 개선에 집중
* MS는 애플, 안드로이드 등 다른 경쟁사 운영체제 버전으로도 구동 가능한 앱들을 출시
하고 있음

- 유통, 물류 등 아마존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아마존이 자율주행차에 자사의 AI기반 음성 비서 서비스 ‘알렉사’ 도입을 추진하는 반면
MS는 BMW, 닛산 등이 자체적으로 음성 보조 장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상에서
AI(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분석 툴을 제공5)

ㅇ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MS 제품 기반의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조성함으로써
MS 제품 노출도를 높이고 시장변화에 대비
- 세계 최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와이 컴비네이터(Y-Combinator)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YC 입주 스타트업 대상 무료로 애저(Azure) 클라우드 멥버십을
부여하고 자사 개발자들과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기회를 제공함
-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M12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개발자 커뮤니티·공유공간인 MS 리액터(Reactor)를 조성하고
있음

5) 위클리비즈(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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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 모델
(조직정비) 2014년 CEO로 부임한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중심의 비전을 정립하고 조직개편을 주도
● 향후 MS 중심 사업이 클라우드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에 따라 나델라는 ‘모바일과
클라우드를 우선으로(Mobile First, Cloud First)’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MS를
‘플랫폼과 생산성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재정의
<MS CEO 사티아 나델라의 주요 연혁>
• MS 엔지니어 출신으로 빌 게이츠, 스티브 발머에 이어 2014년 MS의
3번째 CEO로 부임
• 2011년부터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를 맡아 연구했으며
MS오피스 프로그램을 클라우드에 결합한 '오피스365' 출시를 주도함
• 블룸버그는 ‘현재 시가 총액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나델라상스
(Nadellaissance)를 맞이하고 있다’며 나델라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
자료 : Bloomberg(2019) 참고 저자 작성

● 비지니스 세그먼트에서 윈도우 사업부를 축소하고 클라우드를 중심 사업으로
전면에 배치함
- ‘플랫폼 및 생산성 기업’이라는 정의에 따라 2015년 비지니스 세그먼트를
기업 생산성 관련 오피스(Office) SW 사업,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 윈도우·
게임 등을 포함하는 개인 컴퓨팅 지원으로 새롭게 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세그먼트 변화>

자료 : Microsoft 참고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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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문화) 경쟁자와의 협력, 성장 중심의 기업문화 확산 등을 통해 MS의 혁신
정신을 촉진하고 있음
● 과거 MS는 라이센스 기반 윈도우의 라이벌인 오픈소스6)를 적대시했으나7)
나델라 이후 오픈소스를 적극 수용하고 있음
- 세계 최대 오픈소스 저장소 깃허브(GitHub)를 75억 달러에 인수하여 외부
오픈소스 개발자들과 MS 솔루션 간 개방된 개발 환경을 조성중
* MS 클라우드 솔루션 애저 가상머신 중 40%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에 해당(MS, 2018)

● 경쟁적·관료주의적이었던 사내 문화를 협력·성장(growth mindset) 중심의
문화로 탈바꿈
- 직원들을 등급으로 나누고 최하등급 직원들을 해고하던 상대평가 시스템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성장을 돕는 피드백과 코칭 문화를 정착시킴
-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성장여부를 성과평가지표로 반영하면서 직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분위기가 확산 되고 있음
*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결합해 현실에서 3D 그래픽 영상을 보여주는 웨어러블
기기인 홀로렌즈(Hololens)의 경우 신기술 특성상 아직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홀로렌즈 팀 출신 직원들은 성장 및 혁신의 가치를 인정받아 시니어 레벨로 빠르게 승진함

<마이크로소프트의 원위크(One Week) 축제>
• MS CEO 나델라는 스포츠경기장에서 하던 연례 임직원 미팅을
폐지하고 한 주 동안 전 직원이 엑스포 및 해커톤8) 형태로
신기술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원위크(‘One Week’) 축제를 기획
• MS 임직원들은 본업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면서 MS만의 혁신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게 됨
• 2015년 해커톤 행사의 우승작이었던 MS OneNote용 영어학습
도구는 실제 제품으로도 출시됨
자료 : Microsoft

6) 특정 라이센스 방식에 맞춰 배포돼 수정 · 복제 · 사용 · 재배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저작권자가 지정한 라이센스만
따르면 자유롭게 재개발해 공유할 수 있음
7) MS 이전 CEO 스티브 발머(Steve Ballmer)는 2001년 오픈소스를 지적재산권에 있어 암적인 존재라고 언급
8)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팀을 구성해 한정된 기간내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앱, 웹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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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스터카드(Mastercard) - 신용카드를 넘어 결제·데이터 기업으로
세계 최대 결제전산망 기업인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급변하는 금융산업
환경에서 기존의 시장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경쟁우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혁신의 주도권을 확보
● 스마트폰 보급 확산 이후 간편 결제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면서 글로벌 모바일
지급·결제(Payment) 시장 거래액이 2017년 기준 7년 내 연평균 3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마스터카드는 강점을 지닌 플라스틱 카드 시장이 아닌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등 새롭게 등장하는 채널에서 구동 가능한 지급·결제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출시함으로써 시장의 변화를 주도
- 마스터카드는 신용카드 기업(credit card company)이 아니라 ‘글로벌 지급결제
산업의 기술기업(technology company in the global payments industry)’으로
포지셔닝9)하고 있음
- 2018년 매출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149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모바일 지급결제 거래액 추이>

자료 : Statista, 2019

<마스터카드 매출 추이>

자료 : Mastercard

9) Mastercar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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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즈니스 모델
※ 모바일 결제 플랫폼 도입을 통한 기존 서비스 고도화 및 빅데이터 분석·컨설팅과
같은 부가 서비스 개발로 비즈니스 모델 지속 확대
(기존판매) 플라스틱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방식에서 채널에 관계없이 일관된 결제
경험을 제공하는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확장
● 마스터카드는 비자, 아멕스와 공동으로 토큰화(Tokenization) 기술을 적용한
지급결제 보안표준 ‘MDES(MasterCard Digital Enablement Service)’ 개발을
통해 결제 편의성 및 보안성을 강화
- 카드리더기, 모바일 등 지급·결제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들을 연결함으로써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 다양한 형태의 간편결제를 지원
- MDES를 활용할 경우 해킹사고가 발생해도 실제 카드정보가 아닌 가상 숫자
‘토큰’이 노출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음
<토큰화(Tokenization) 기술과 마스터카드의 MDES 서비스>
• 토큰화 기술은 모바일 기기에 카드정보 저장시 특정기기에서만
사용가능한 가상의 번호(Toekn)을 부여하고 실제 카드번호는
방화벽 내부에 저장하는 데이터 보안기술임
• 마스터카드는 ①디지널 인에이블먼트(토큰 생성 및 저장) ②
디지털 프로세싱(복수 채널에서 토큰관리 및 승인) ③라이프
사이클 이벤트(실제 카드번호와 토큰 매핑 및 보관)의 과정을
통해 토큰화 기술을 적용한 MDES를 구현
자료 : Mastercard,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6)

● 모바일 기반 디지털 지갑인 ‘마스터패스(MasterPass)’를 업계 최초로 개발
- 마스터패스는 카드회원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등에 설치된 단일 프로그램에
개인정보, 카드정보, 배송주소 등을 저장하여 가맹점 물품구입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간편한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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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판매) 카드 결제 데이터 기반 부가 서비스 창출을 통해 고객 유인 요인을
강화하고 수익원을 다변화함
● 신용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컨설팅해주는 ‘마스터카드
어드바이저스(MasterCard Advisors)’ 서비스 활성화에 주력
- 6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카드발급회사(금융기관), 가맹점, 광고주 등을 대상으로
고객별 소비행태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및 검증, 창업 컨설팅 등의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
* 마스터카드는 210개국의 19억 개 카드, 3,200만 개의 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매일 발생하는
방대한 결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함

<마스터카드의 비즈니스 구조>

<마스터카드의 핵심 제품 구성>

자료 : Mastercard

● 결제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 고객 충성도 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마스터카드의
부가서비스는 호주은행 웨스트팩 뱅킹, 프랑스 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맥도날드
등 대형 고객 유치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마스터카드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 맥도널드>
• 맥도널드는 마스터카드가 제공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근거로 아침메뉴
제공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림
• 맥도널드 점포들을 대상으로 아침메뉴 제공 시간에 따른 고객의 카드
결제 건수와 액수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계학습 기법으로 분석
• 아침메뉴를 주문한 고객은 추가 메뉴를 주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됨에 따라 맥도널드는 아침메뉴를 하루 종일 제공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
자료 : Newsweek(2019) 참고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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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서비스를 포함하는 기타 부문의 매출은 2018년 기준 전년대비 17% 증가해
총 매출대비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마스터카드의 기타매출 추이>

자료 : Mastercard

② 운영 모델
(조직정비) 2010년 사내 혁신 연구소 ‘마스터카드 랩(Mastercard Labs)’를 설립해
내부 혁신 시스템을 체계화
● 마스터카드 랩에서는 마스터카드의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빠르게 발굴하고 검증
- 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며 연구소의 결과물은 사내 제품개발팀과의 공유를
통해 빠른 제품 개발을 지원
* 2012년 비접촉(contactless) 결제 기술인 페이페스(PayPass), 2013년 최초의 디지털 지갑
(Digital Wallet)인 마스터패스(MasterPass) 개발에 기여

- 내부 인사가 아닌 2009년 인수한 스타트업 오비스콤(Orbiscom) CEO인 게리 라이온스
(Garry Lyons)를 마스터카드의 최고혁신책임자(CIO)이자 연구소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스타트업과 같이 빠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촉진
● 아이디어 박스(IdeaBox)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아이디어 개발 및 상용화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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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카드 랩(Mastercard Labs)의 아이디어박스(IdeaBox)>
• ‘오렌지박스 → 레드박스 → 그린박스’로 구성된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직원들의
아이디어 제품화 기회 부여
• 오렌지박스(아이디어 탐구)
- 1,000 달러 준비금액 및 60일간의 기간을 통해 아이디어 개발 지원
• 레드박스(아이디어 개발)
- 2,500 달러 및 90일 간의 기간을 통해 시제품 개발 지원
• 그린박스(아이디어 상업화)
- 경영진의 심사를 통과한 직원은 본업을 떠나 6개월 동안 마스터카드 랩스 내
공식 인큐베이션을 통해 아이디어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음
자료 : Mastercard

(기술확보) M&A 및 외부 파트너십 활성화를 통해 시장변화 대응력 제고
● M&A를 통해 내부 R&D보다 빠른 시간내 기술, 인재, 데이터, 네트워크 등을
확보함으로써 마스터카드의 비즈니스를 위협하거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함
- 최근 활발한 M&A를 통해 결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으며 예로 POS 금융이 확
산됨에 따라 POS금융 전문 기업 바이즈(Vyze) 인수를 진행함
* POS금융(Point-of-Sale Financing)이란 대출상품을 POS 단말기와 연동하여 최종결제시
대출상품 신청을 통해 할부구매를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

<마스터카드의 최근 주요 M&A 사례>
인수기업
Nets-Account-to-Account
Payments

인수시기

스타트업 개요

2019.8.6. 북유럽 대상 직불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

Transactis

2019.5.3. 전자계산서 관리 플랫폼 서비스 제공

Vyze

2019.4.16.

Ethoca

2019.3.12. 상거래시 신원조회 및 사기 방지 솔루션 제공

Transfast

2019.3.8. 낮은 수수료의 국제송금 서비스 제공

Brighterion

2017.7.17. 머신러닝 기반 사이버 보안 강화 솔루션 제공

NuData Security

2017.3.29. 인터넷, 모바일상 보안 및 사기 방지 솔루션 제공

VocaLink

2016.7.21.

고객들이 대출상품 공급자를 통해 할부구매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은행 간 실시간 자동정산 ACH(Automated
Clearing House) 기술 보유

자료 : CB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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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제조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기별 최적화된 지급결제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제시
- 샤오미(Xiaomi)의 스마트밴드, GM의 자동차키, 트랙알(TrackR)의 위치추적장치
등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에 결제 솔루션을 탑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 IoT 기반 삼성전자 냉장고에서 식료품 주문이 가능한 지급결제 앱 ‘그로서리즈
(Groceries)’를 삼성전자와 공동개발했으며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ID 기능을 구축 중
<삼성전자 냉장고에서 이용가능한 마스터카드의 그로서리즈 앱>

자료 : Master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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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이키(Nike) - 운동부터 운동화까지, 데이터로 고객 경험을 통합하다.
스포츠 신발, 의류, 운동 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꾸준히 성장하며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나이키는 2019년 기준 3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324억달러의 브랜드
가치로 세계 의류브랜드 중 1위를 차지
- 글로벌 스포츠웨어 업종 내 브랜드 가치, 매출 규모, 시가총액 등 대부분 영역에서
1위를 유지 중이며 2위 업체인 아디다스와도 큰 격차를 보임
<나이키 매출>

자료 : Nike

<세계 의류브랜드 가치 비교>

자료 : Brand Finance(2019)

● 브랜드 가치가 높은 나이키에는 최근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소비자 직접판매
(Direct to Consumer; D2C) 유통모델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D2C란 생산자가 유통기업을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D2C 매출은 이커머스
및 온라인 타깃 광고 기술의 발달로 전년 대비 34%10) 증가함
* 와비파커(안경), 달러쉐이브클럽(면도용품), 캐스퍼(침대 매트리스), 글로씨에(화장품) 등

10) 2017년 3분기 기준, NPD(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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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즈니스 모델
※ D2C 채널 확대, 운동 커뮤니티 형성을 기반으로 고객 가치사슬을 통합하고
일관된 나이키 고객 경험(Nike Consumer Experience; NCX)을 제공
(유통관리) 고객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고 브랜드 통합관리를 위해 D2C
채널 판매비중을 적극 확대하고 있음
● 나이키는 온·오프라인상에서 다양한 D2C 채널 판매 촉진 전략을 시행중
- 나이키는 나이키 회원에게만 선판매 또는 독점 판매되는 제품을 통해 온라
인 D2C 채널상의 구매를 유인하고 있음
<나이키 플러스 (Nike+) 멤버십 가입자 전용 판매상품>

자료 : Nike

- 현재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유통사 중에서 나이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40여개의 파트너사들을 선정하고 독점 제품 제공, 마케팅 비용 지원들을 통해
해당 파트너사 비중11)을 2017년 40%에서 2023년 기준 80%로 확대할 예정
* 나이키 제품 판매 공간 분리, 나이키 전문가 보유, 나이키 제품 판매 데이터 공유 등

- 2012년 기준 총 매출 대비 D2C 채널 판매 비중은 16%였으나 연평균 매출액이
20% 성장하며 2019년에는 32%까지 확대됨

11) 북미시장 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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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유통채널 구조>

<나이키 직판 및 도매 매출 비중 추이>

주 : 라이센싱 매출 경로 제외
자료 : Nike, 삼성증권(2019) 참고 저자 작성

● D2C 판매 방식은 최종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 경험 및 만족도 향상 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기업은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별 맞춤 제품 개발 및 소비 환경 구축이 가능함
<기존 신제품 판매방식과 D2C 비교>

자료 : 한국경제(2018) 참고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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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계) 운동 관련 콘텐츠 생산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고객 데이터
기반 가치사슬 구축
● 운동량을 기록하는 나이키 앱의 확산으로 나이키는 나이키 제품 사용자(users)를
넘어 팬(Fans)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1억명의 나이키 플러스(Nike+)
멤버십 회원을 확보
- 나이키 플러스는 웨어러블 기기와 나이키의 제품을 결합한 상품으로 사용자는
운동량을 측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음
- 나이키 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나이키 웹사이트에서 비회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구매를 보여12) 고객 충성도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나이키+ 런 클럽(Nike+ Run Club) 및 트레이닝 클럽(Nike+ Training Club) 앱>

자료 : Nike

● 나이키는 나이키 멤버십을 통해 확보한 고객 데이터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출시하고 기존 제품생산 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가치사슬을 구축
- 고객들의 제품선호도, 구매 패턴 데이터를 분석해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 등
다양한 가치사슬에 활용

12) Forbes, 2018

26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지속 성장하는 기업의 전략

<나이키의 데이터 기반 가치사슬 구축 사례>

자료 : Arthur D Little(2017) 참고 저자 작성

- 오프라인에서도 나이키 앱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반영해 지역별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이키 라이브(Nike Live)’ 매장을 오픈
<나이키 라이브(Nike Live) 매장>
• 2018년 7월 LA에 ‘나이키 바이 멜로(Nike by Melrose)’ 매장을 오픈
• 지역 내 나이키 플러스 멤버들의 구매 정보 및 선호도를 반영하여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 온라인 주문 제품을 매장에서 픽업할 수 있는 언락 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장 내에서 앱을 통해 제품을 스캔하면 제품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일반적인 제품회전기간은 30-45일이지만 나이키 라이브 매장의 경우
의류의 15%, 신발의 25%는 14일로 단축하여 운영
자료 : Forbes(2018) 참고 저자 작성

② 운영 모델
(조직정비) CEO 마크 파커(Mark Parker) 부임 이후 2010년 나이키 디지털
스포츠(Nike Digital Sports) 사업부를 설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사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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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파커는 ‘나이키의 잡스’라고 불릴 만큼 IT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CEO로 디지털 스포츠 사업부를 통해 IT 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을
적극 추진함
- 엔지니어,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2012년 IT 기술을 접목한 웨어러블 기기
‘퓨얼밴드(FuelBand)’를 선도적으로 출시하면서 나이키는 신발 기업을 넘어
디지털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함
* 퓨얼밴드는 위치와 거리, 높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내장해 모든 신체 움직임을
측정해주는 전자팔찌로 온라인에서 움직임에 따라 제공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음

● 당시 나이키 연구개발(R&D)팀이 개발 중이던 350개의 제품 아이디어를 50개로
줄이는 방식을 통해 신제품 개발 부문 업무를 단순화함으로써 기업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킴

(기술확보) IT 기반 스타트업 M&A를 통해 스포츠의 디지털화를 선도
● 나이키는 주로 D2C 채널 비중 확대 및 고객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데이터 분석 분야의 스타트업 인수를 진행함
- 기존 단순 데이터 패턴 분석을 넘어서 고객취향과 행태 예측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장 재고관리 최적화에 활용할 예정
<나이키의 스타트업 M&A 사례>
인수기업
TraceMe

인수시기

비즈니스 개요

2019.10.11.

스포츠팀, 방송사, 경기장 등 이벤트를 기반으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스포츠 플랫폼

Celect

2019.8.6.

AI 기반 유통 수요 예측 및 재고관리 서비스

Invertex

2018.4.9.

고객 체형을 스캔하여 맞춤형 의류 제작을 지원하는 컴퓨터 비전기반의
소프트웨어

Zodiac

2018.3.23.

고객 데이터 기반 고객의 평생가치를 추정하는 예측툴

자료 : CB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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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필수적인 기업 생존
전략이자 성장의 기회로 작용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및 운영모델의 전면적 변화,
급진적 파괴가 필수요건은 아니며 디지털 기술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핵심은 고객에 있음
●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의 완전한 해체가 아니라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데이터 분석, 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 요소들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의 니즈를 해결
● 디지털화 추진 조직 신설 및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13)을 통해 새로운 시장기
회를 포착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모델(Operating Model) 구축
<기업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
기업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
비즈니스 모델

운영 모델

(유통관리)데이터 기반 커피 유통망 구축

(조직정비)디지털화 추진 전담 조직 신설

(판매방식)모바일 주문 결제 도입

(기술확보)IT기업과의 전략적 협업

스타벅스

(판매제품)클라우드로 주력 비즈니스 전환 (조직정비)클라우드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
마이크로소프트
(고객관계)고객사와의 시너지 창출 추구

(조직문화)성장지향적 개방·협력 문화 확산

(기존판매)모바일 기반 결제 플랫폼 개발

(조직정비)디지털 혁신 추진 연구소 설치

(부가판매)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활성화

(기술확보)M&A 및 외부 파트너십 활용

(유통관리)온라인 직접판매 강화

(조직정비)디지털화 추진 전담 조직 신설

(고객관계)운동 커뮤니티 및 콘텐츠 형성

(기술확보)스타트업 M&A 활용

마스터카드

나이키

자료 : 저자 작성
13) 기술 개발 및 상업화의 과정에서 기업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혁신의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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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한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고
고객 경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재구성
● 모바일 기반의 비즈니스,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 등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을 검토하고 고객의 니즈를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함
● 현 기업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도입 범위를 설정해야하며
고객들의 제품 및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 모바일, 클라우드 등을 통해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연계하여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야 함
- 스타벅스의 경우 모바일 주문 결제 도입과 같이 판매방식의 변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에서 클라우드로
주력 비즈니스의 전환을 꾀함

(운영 모델) 디지털화 추진 전담 조직 신설 및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응력을 높여야 함
● CEO는 기업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조직에 대한
과감한 권한 부여와 예산 투자를 통해 조직 변화의 신호를 전달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경영 전반의 변화 전략으로 CEO의 명확한 비전과
적극적인 의지가 동반되어야 함
- 사업별로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되 사업 간 디지털 전략을 조율하는 전담조직
형태의 CoE(Center of Excellence)가 사업별로 최적화된 디지털 전략을 구현하고
전사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운영 모델로 평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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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추진을 위한 운영 모델 – 전문 조직(Center of Excellence; COE)>

자료 : Accenture(2013) 참고 저자 작성

● 스타트업 투자·M&A·파트너십 등 외부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기술을 혁신하고
디지털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내부적으로도 혁신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최근 기술, 인재, 시장, 데이터,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보유한 스타트업
대상 M&A가 빠른 시간 내 기술력을 확보하고 시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꼽히고 있음
* ①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닌 원천기술 ② AI 등 딥테크 기술력을 보유한 인재 ③ 시장 조기 선점
④ 고객 데이터 ⑤ 협력사, 공급망 등과의 네트워크 등

- 개방·협력·도전 중심의 기업문화 확산 및 디지털 인재 확보를 통해 전사적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14)를 제고해야 함
14)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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