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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의 지능화

< LG 씽큐가 탑재된 주요 제품 >

자료 : 한화투자증권 (2019.1. 22.).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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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이터·디자인 역량의 선순환 창출

디지털

① Designing Experience Economy
② Intangible Digital Capital
③ Experimental Data-based Investment

사용자체험 구현
(Engagement)

신속하고
유연한 실험

디지털흔적
수집·기록

디자인

데이터

아이디어 창출
(Insight)

아이디어 검증
(Analytics)

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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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 제품 중심 경제가 체험 중심 경제로
2. 데이터 : 지능증강과 개인화 서비스
3. 디자인 : 사물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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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를 넘어 사물지능으로 디지털 전환 확대
▪ 기존의 협소한 정보화와 달리
사물지능은 현실공간과 암묵지 영역으로 디지털화 확장
지능
확장

암묵지

형식지

4차 산업혁명

인공
지능

사물
지능

정보화/
인터넷

사물
인터넷

3차 산업혁명
가상공간

현실공간

공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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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경험 구현
▪ 차세대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VR/AR 기술 발전
– 몰입경험(Immersive Experience)의 시장 확대 사이클 진입
•

2016년 오큘러스 리프트, 포켓몬GO 출시로
VR/AR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현재는 Hype cycle 상의 데스밸리 상태

자료 : 대신증권 미래산업팀 (2019.8.). “VR/AR 스마트폰 이후의 파괴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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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로봇 : 자연스런 물리적 상호작용 구현
▪ 로봇의 손과 발 제어기술 발전 : 안정성과 유연성 확보
▪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과 자연스러운
물리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짐
▪ 인간 노동자와 상호협력하는
협동로봇도 등장 및 확산
<Kuka, Universal Robot, Toyota Research Institute의 로봇>

자료 : 고태봉(2019.4.). “로봇, 공장을 넘어 사람 곁으로”. 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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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가치사슬 확장 : 제품의 서비스화
▪ 고정된 ‘명사’적 사고에서 유동적인 ‘동사’적 사고로 확장
– 제품의 기능성 & 효율성 (output) → 사용자의 체험 & 가치 (outcome)
– 사물지능의 상호작용 역량 활용

<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사슬의 확장 >

효율성 추구
(ERP/Smart Factory)

사용자 체험/가치 추구
(Servitization)

(자료 : 이성호 외(2013). 새로운 경쟁우위 원천, 디지털 체험, CEO 인포메이션 제908호.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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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서비스화와 비즈니스모델 변화
▪ 사물지능은 공급자부터 고객까지 자원조달→가치제안→고객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가치사슬 상의 각각의 활동이 갖는 가치를 증대하거나 비용을 절감

자원 조달

가치 제안

고객 관계

수요대응
자원 공유

예측 기반
개인맞춤화

자연스런
상호작용

자료 : 이성호 외(2015),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2권 인지컴퓨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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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이 가장 먼저 변화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확산
▪ H/W, N/W, S/W, 데이터 등 각종 IT 자원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만큼 수요대응
(On-Demand) 서비스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컴퓨터 X)의 범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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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서비스와 컴퓨터 제품의 엇갈린 수요 추세
▪ 제품 중심에서 사용(usage)
중심으로 사업모델 전환

<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 규모>

–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으로
PC의 성능이 더 강력해질 필요가
사라지면서 최신 PC로 교체하는
주기가 점점 길어져 PC 구매가 감소
•

HP,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델 등은
매출 역성장

– IT 산업에 이어 B2B 장비(중간재)
산업으로 사용중심 수익모델 확산
•

중간재 활용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사고•
·파손 감소로 수명이 증가하면
구매수요 감소→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

서비스 기반 수익모델로 변신함으로써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윈-윈

•

GE, 롤스로이스 등 장비/부품 기업이
Usage-based Service Model 채택

< 전 세계 PC 출하량 추이(단위 : 백만 대)>

자료 : Statista Database(2017), 가트너의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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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로 전환 기업의 실적 개선
▪ 마이크로소프트, 제 2의 전성기 비결 : 구독경제로 전환
– 정액제 구독 기반의 오피스365,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 비중 확대 : 11% → 30%

▪ 어도비, SaaS 형태의 ‘Creative Cloud’ 서비스 출시
– 2014년 포토샵, 프리미어, 일러스트 등 기존의 자사 패키지SW 라이선스 판매를
모두 중단 → 서브스크립션 매출 비중 84%

▪ 아마존의 클라우드는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26%의 영업이익률 달성
< 어도비의 구독 매출액 및 실적 개선 >
< MS의 제품매출 비중 감소와 구독매출 비중 확대>

자료 : 한화투자증권(201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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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무인택시) 이용으로
▪
▪
▪
▪

무인택시의 1일 예상원가는 현행 택시보다 61% 저렴할 전망
무인택시는 고객의 이동 요구에 맞게 가장 적절한 차량을 선별하여 제공 가능
주행기술 자체보다는 대중의 활동ㆍ위치 정보를 확보한 기업이 경쟁우위 점유
자동차 제조업, 운수업, 정비업, 보험업 등의 연쇄적 변화 야기
<표> 기존 택시, 무인택시, 개인자동차의 km당 원가 비교

Number of cars sold worldwide (in million units)

주 : Statista 2019
주 : 택시는 소나타 차량 기준, 개인 자동차는 아반떼 차량 기준으로 비용 추정 (자료 : 이성호 외, 201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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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hip/Subscription Model 확장
▪ Amazon Prime Membership 서비스
–
–
–
–

2005년 연회비 $79로 시작 (현재는 연 $119)
프라임 멤버는 연평균 $1,100 구매 (일반은 $600)
아마존 대시, 에코 등도 지속적인 상호작용 모색
미국 회원이 1억 가구 돌파

– 유료회원 제도를 운영하는 Costco만이
오프라인 유통에서 성장세 유지

▪ 자동차 구독 서비스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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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패러다임 시프트 : 표준상품 대량생산 → 맥락인식 서비스
▪ 新산업혁명은 과거 산업혁명의 업그레이드 이상 : 체험 중심 (맞춤)서비스화
– 수공업 시대 (노동 중심): 1대1 개인맞춤 생산 (제조업도 서비스업 성격)
– 산업 시대 (유형자본 중심): 표준화된 상품 디자인, 대량생산 및 매스미디어 브랜딩
•

서비스업도 표준화된 상품을 대량생산 (McDonaldization: 서비스업의 제조업화)

– 디지털 혁명 (무형자본 중심): S/W가 각종 무형자산을 조합해 개인맞춤 서비스화
•

스마트폰을 필두로 제품의 스마트화ㆍ서비스화 확대

구분

유형자본 중심 전통산업구조

무형자본 중심 신산업구조

가치창출

상품 (명사)

사용ㆍ체험 (동사)

경쟁우위

표준화 → 규모의 경제 → 비용↓

상호작용 → 몰입 성취 제고 → 가치↑

평가지표

판매량, 평균가격, 시장점유율 등

활성사용자수, 고객가치, 시간점유율 등

핵심자산

유형자산 (설비, 재고, 건축물 등)

무형자산 (인재, 지식, 관계 등)

고객관계

일방향 매스미디어

대화형 인공지능(시리, 알렉사 등)

연구개발

제품 개발 중심

사용자체험 & 서비스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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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전환 : 관료주도 계획경제

기업가주도 실험경제

유형자산

• 2차
대기업

• 1차
발명가·창업가

규모의 경제

창의성
경영과학

물리학

위계조직·계열사

시장

복지국가

자유방임

Visible Hand

Invisible Hand

Exploitation

Exploration

효율화·시장지배

가치창출·창업

컴퓨터공학

데이터과학

수직적 공급망

수평적 생태계

신자유주의

기업·시민·정부 협력

Visible Handshake

Invisible Handshake

• 3차
글로벌기업

• 4차
플랫폼·스타트업

세계화+ERP

애자일(분권형 실험)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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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 제품 중심 경제가 체험 중심 경제로

2. 데이터 : 지능증강과 개인화 서비스
3. 디자인 : 사물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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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 Digitalizing every aspect of experiences
▪ 1. Social Networks (human-sourced information)
▪ 2. Traditional Business systems (process-mediated data)
▪ 3. Internet of Things
(machine-generated data)
– Data from Fixed sensors
– Data from Mobile sensors

-1818

딥러닝(Deep Neural Network)의 등장
▪ 딥러닝은 인간이 특징을 설계해주지 않아도 계층적 학습을 통해
고차원의 특징을 스스로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류를 수행
– 각 은닉층마다 ‘특징표현’을 추출해내는데, 이를 다수의 계층에 걸쳐 중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다른 모형들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추상화가 가능

X1

X1

f|z1

f|h1

y

w1
z = f (x1w1 + x2w2 + x3w3 + x4w4)
X2

X3

w2

w3

w4
X4

가중치

입력변수(Input)

활성함수
(Active
function)

X2

f|z2

f|h2

X3

+1

+1

출력변수
(Output)

Z

출력변수
(Output)
기존 기계학습 (단일 활성함수) :
활성함수는 입력변수와 가중치의 곱을
출력변수로 변환해주는데,
소수의 활성함수만으로 입력과 출력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재현하는데 한계

X4

입력변수
(Input)

다수의 은닉층 및 활성함수
(Hidden layers) :
입력변수와 출력변수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재귀적인 다층구조로 재현
(우측으로 갈수록 더 고차원의 추상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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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 데이터 분석 기반 사업모델 혁신
▪ 행태기반 보험은 저위험자를 정확히 선별해 수익 개선
– 운전행태 기반 보험 (Usage-based Insurance) 판매
• 가입자 100만명, 누적 주행거리 50억 마일 데이터를 분석

– 운전행태 정보는 인구통계 정보보다 예측력 2배 이상
• 행태 변수가 인구통계 변수보다 공평성(fairness)도 보장

– 저위험자는 보험료 30% 할인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월등

< 평가변수별 예측력 비교 >

< 안전운전 행태 그룹별 손실율 지수 >
손실율 지수 = 보험사의 사고 보상 / 가입자의 보험료
(안전운전자에게 할인을 제공한 보험료 기준)

신규가입자
재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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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행위예측을 넘어 기업·정부
의 개입(intervention)에 대해 각
개인이 어떻게 반응할지(‘개입에
대한 영향’)를 예측하는 것으로 진화
– 향상모형은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일
개인들은 피하고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대상에만 개입을 집중함으로
비용은 감소하고 성과는 증대해
투자수익률(ROI) 급증
•

대상 전체에게 100의 비용을 투자해
100의 효과를 얻으면 비용효과성
(cost-effectiveness)이 1(=100/100)

•

긍정 효과가 나타나는 소그룹에만
40의 비용을 집행해 120의 효과를
얻으면 비용효과성은 3(=120/40) :
효과가 200% 증가

부정

설득 가능
(Persuadables)

무조건 반대

긍정

어차피
긍정

간섭 사절

긍정

부정

조치를 취할 경우의 반응
긍정적 효과

효과 무

역효과

누적 효과

▪ 향상모형(Uplift Model)을 이용해
서비스 개인맞춤 타게팅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의 반응

개인맞춤 서비스(Personalized Services) 설계

조치가 적용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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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투자 : 실험의 중요성과 스타트업의 기회
▪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보다 ‘시장까지의 시간(Time to Market)’ 단축이
더 중요해지는바, 신속함, 유연함이 강점인 중소·창업기업에 기회
– 소비자 니즈 불확실 : 애자일(Agile) 개발방법은 최소 기능의 시제품(prototype)을
만들어 잠재고객에게 일찍 보여주고 시장 피드백에 따라 신속히 수정

▪ 직접 보조금 지원은 혁신의 선택지(초기 탐색연구) 확대 역할에 집중 필요
– 소기업의 디자인싱킹 및 시제품 검증(Seed stage) 연구에 보조금 제공

아이디어

개념설계(Concept Design)

22

무형자본 투자의 특성(4S)과 조직의 진화
▪ 유형자산(physical capital)의 규모의 경제(the economies of scale)에서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확장성(scalability) 시너지가 핵심경쟁력 부상
– 기술, 디자인, 브랜드, 서비스혁신 등 각종 무형자산의 집적은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며 스필오버 유출 최소화 : 스타기업과 스타도시의 시장지배력 확대

▪ 기계(machines) 형태의 조직에서 유기체(organisms) 형태의 조직으로 진화
– 유형자산 활용(Exploitation)에 최적화된 견고한 위계조직에서
무형자산 창출(Exploration)에 최적화된 유연한 분권조직으로 전환

확장성

스필오버

(Scalability) 생산성 격차를 (Spillovers)
축소 vs. 확대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

스필오버를
차단하면
시너지 감소

매몰성

시너지

(Sunkenness)

(Synergies)
자료 : McKinsey(2017). The 5 Trademarks of Agil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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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지능의 안전성(Safety) 규제
▪ 인공지능의 안전성에 대해 미국 정부와 싱크탱크가 선제적 대응
– RAND(2016)는 자율주행차의 안전도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대략 3억~50억 마일의 안전운행 기록이 필요함을 제시
인간은 1억 마일 주행당 1.09명 사망 사고 (very rare event)

•

100여 대의 테스트 차량으로는 10~200년 소요 → 유연한 검증 방안이 필요함을 제언

통계적 입증을 위한 주행 요구거리 (단위 : 백만 마일)

•

50억 마일

사망

신고된
총추정
신고된
총추정

부상
부상
충돌
충돌

인간운전자 수준 대비 개선 비율(%)
Source : Kalra, K. & Paddock, S.M.(2016), Driving to Safety, 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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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규제 시스템 구현
▪ A.I. 기반 스마트 규제 : 절차중심 사전규제 → 결과중심 사후규제
– ①원하는 목표(objective)를 정확히 정의
– ②원하는 결과(outcome) 달성 여부 실시간 측정 (사물인터넷)
– ③데이터를 토대로 알고리즘(규칙)을 지속적으로 조정

– ④주기적으로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는지를 심층분석 수행

자료 :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2010). Urban Solutions.
자료 : Kris Steen & Ellen van Bueren (2017). Urban Living Labs. Amsterdam Institute for Advanced Metropolita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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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 제품 중심 경제가 체험 중심 경제로

2. 데이터 : 지능증강과 개인화 서비스

3. 디자인 : 사물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26

디자인 주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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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주도 혁신 배경
▪ 기술주도, 시장주도 혁신을 잇는 새로운 혁신 견인요소는 디자인
– 스타일링 기능에 한정되던 디자인의 역할이 사용자 체험으로 확장
– “개념설계 (Concept Design)” : 제품/서비스의 개념을 처음 정의하는 창조적 역량

예술과 과학,
디자인의
개념적 지도화

28

1) Product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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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duct 혁신
To
From

이미지

제품

서비스

시스템·
브랜드

멋진 스타일링

에어쿠션 디자인 채택 신제품

운동 성취도를시각화

스포츠 스타 형상화한 마케팅

Flyknit 신소재로 스타일 개선

모바일 센서 기술을 탑재

키넥트 기술 기반 트레이닝

혁신적 CEO가 브랜드 강화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

운동량을 추적하는 제품

나이키플러스 모바일 앱

커뮤니티 활동을 시스템화

그리스 신화에서 로고 차용

제품 개발자들의 사명감 제고

사용자참여 독려하는 이벤트

‘열정과 도전’ 철학을 브랜드화

미

기술

운영
방식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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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cess 혁신 : 디자인 사고
▪ 디자인 사고는 예술과 과학, 직관과 분석 사이의 균형 추구
– 문제 정의가 어려운 ‘고약한 문제(wicked problem)’에 대처할 때는
해석(interpretative) 역량과 해결(problem solving) 역량을 동시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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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cess 혁신 : 삼성의 갤럭시 노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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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ople 혁신 : 인터프리터가 참여하는 의미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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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ople 혁신 : 삼성전자의 디자인경영 20년 역사
▪ 디자인 1.0 (1996-2005): 감성과 이성의 조화
– 제품 중심의 디자인으로 실용성, 기능성, 신뢰성, 편의성에 초점
“다가올 21世紀는「文化의 時代」이자 「知的資産」이 企業의 價値를 결정짓는 時代입니다.
企業도 單純히 製品을 파는 시대를 지나 企業의 哲學과 文化를 팔아야만 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디자인과 같은 소프트한 創意力이 企業의 소중한 資産이자 21世紀 企業經營의 最後 勝負處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이건희 회장, 新年 연설, 1996年

▪ 디자인 2.0 (2006-2010): 감성여정의 창출
– 감성적 가치 중시 : 와인잔 이미지의 보르도 TV,

조약돌 이미지의 갤럭시 S3 등이 성공사례
– 단순/직관, 효율/내구성 등 사용자의 즐거움 제고

▪ 디자인 3.0 (2011-): 가치 창출 (Make it Meaningful)
– 시각 및 제품 디자인을 넘어 체험 디자인을 강조하기 시작
– 개인의 자아실현 및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변화를 추구
•

갤럭시 S4부터 ‘삶의 동반자(Life Companion)’ 가치를 추구
34

3P 관점의 디자인 혁신 전략 종합

35

사용자체험 혁신 실험 : 디지털-디자인-데이터
▪ 1단계 생활환경 디지털화 (Living Lab) : 현실 가상공간 융합
▪ 2단계 행태 디자인 (Behavior Design) : 사용자체험 활성화
– 1) 즐거움 증진을 통한 몰입도 제고 (Engagement)
– 2) 장기적 목표를 향한 성취 동기 고양 (Achievement)

▪ 3단계 데이터 분석 (Data Analytics) : 가치의 정의, 측정, 개선
서비스모델의 개선 방향 : Define, Measure & Improve

환경요소의
디지털화

1. 시간 2. 공간
3. 사물 4. 사람

게임화 &
소셜화

목표
Improve
상황맥락
분석&예측

목표의
정의
(Define)

행동에
몰입

성취도 측정
(Measure)

장기적

가치 제고

자료 : 이성호 외(2015), 스마트컴퓨팅과 사용자행태 간의 상호작용의 미래 변화전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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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변화 : 쉽고 흥미롭게 목표과업 디자인
▪ 목표과업은 흥미와 재미를 자극
하도록 디자인되어야 동기 강화
– 게임은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을
지라도 낙관적 열중상태에 빠져
행복감 극대화
–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다양한
Fun Theory 캠페인 개시
•

“재미는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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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체험 고도화 : 디자인 혁신과 데이터 분석의 선순환
< 사용자 체험 욕구의 계층도 >
체험 중심

(사람, 행위, 맥락)
주관적/정성적

▪ 상위단계 니즈의 중요성 증가
- 선진기업은 즐거움, 의미 등
사용자 체험 상위단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모색
-

의미
즐거움
편의성
안전성

기능성

즐거움, 의미는 행복의 양대요소

개선
(improve)

선진기업의 경쟁력
(나이키, 이케아,
스타벅스, 애플 등)

데이터

제품
체험

생성
(generate)

유입
(attract)

현재의 경쟁요인
(UI 중심)

Commodity化
(과거의 경쟁력)

과업 중심

(제품, 기능)
객관적/정량적
자료 : 이성호(2013),「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체험 혁신 전략」,『SERI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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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Sungho Lee
slee1009@innodlab.kr
https://www.linkedin.com/in/sungho-lee-2146757
https://www.facebook.com/slee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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