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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혁신 (디지털 혁신)



비즈니스혁신 (디지털혁신)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고객경험, 운영/관리 프로세스, 서비스/제품 등을 개선하는 디지털 혁신
필요함

기업가치

디지털 혁신

고객경험 임직원 역량 운영/관리
프로세스

서비스/제품



엔터프라이즈디지털혁신사례 –각산업별사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대응하여 기존 시장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 디지털 혁신을 이룬
기업 사례 분석

Dr. Martin Hofmann, Group CIO, 

Volkswagen AG Hans Vestberg, Chairman & CEO, 

VerizonDavid M. Solomon, Chairman, 

Goldman Sachs

1) KMS: Key Management Service

2) BYOK: Bring Your Own Key



AWS의강력한보안기반신용카드, Transaction, 개발플랫폼등신사업진출

디지털 혁신사례 - 골드만삭스

• Apple, Master Card, AWS→ Apple 카드출시

• 역사상가장빠른성장률 (두달만에 100억불대출)

• 3년만에수백만의소액대출 $55B 규모대출유치

• ’20년에 AWS Full Cloud Stack기반, 기업들의현금자산
관리를위한 Transaction Banking Service 출시

• Goldman Sachs에서이미 5종의화폐로수조원의
Transaction을 해당 P/F1) 에서처리중

• AWS 기반금융 Application 개발플랫폼서비스제공

• Marquee P/F 에서보안, DB 서비스등제공

AWS 플랫폼 기반 Scalability 확보

Transparency, Tracking 처리

막대한시간/비용절감

Developer API 제공

1) 고객들에게 Risk 지표, Analytics, 유동성 등정보를 Web 상에서 제공



AWS와 VW Industrial Cloud 개발: Cloud 기반 Digital Transformation -> 외부플랫폼사업추진

디지털 혁신사례 - 폭스바겐

• 복잡도높은 Global Supply Chain 

• 122개 Global Site 생산

• AWS와 VW Industrial Cloud 구축 (세계최대 IoT

프로젝트)

• AWS 환경내 DPP(Digital Production Platform) 구축

• 4개의 Building Block으로구성된아키텍쳐

• Cloud 기반생산전략→완전자동화공장지향

AWS 기반하나의표준화된공통

글로벌아키텍처개발하여혁신및

Scale 추진

향후, 타사에공개및 Open 

Ecosystem으로확대

Factory 비용절감, 공장간 IT 표준화, 

Fulfillment 증가로차량 On-time 

delivery 및제품런치혁신

OT/IT Gateway1)

Edge Gateway2)



AWS와 5G/MEC 협력을통한 AWS Wavelength 출시

디지털 혁신사례 - Verizon, SKT, Vodafone, KDDI

• Mobile User/Connected Device에 Single Digit 

Latency를제공할수있는서비스필요

• 5G를통해 terrabytes/km2의 throughput, 10Gbit/sec의 speed, 10m second의 Latency를
확보할수있음

• AWS, Verizon, SKT, Vodafone, KDDI 

Wavelength 출시

AWS Outposts와 AWS 

Local Zone

Mobile User와 Connected Device에

단자리 Millisecond latency의

Compute/Storage 제공

• Wavelength Edge 기반다양한 Use Cases 개발

ML at the edge, 자율주행, 산업장비, 

Smart City를 Edge location내

AWS의 Compute/Storage로 구현



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새로운고객경험이나서비스를만들어지속적인수익모델을발굴하는것

비즈니스혁신 (디지털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비지니스 모델

(가격, 시장포지셔닝, 차별화)

운영모델

(기업구조, 기업자산, 기업역량 )

비지니스 모델 (Business Model) 과운영모델 (Operation Model) 

분석을통해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도출

기업이시장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창출하는 방식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한현재
비즈니스 모델을점검하고 고객경험강화에
기여할수 있는비즈니스 모델로재구성

비즈니스 모델이지향하는 가치를
조직에서 구현하는 방식

디지털화 추진전담조직신설및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통해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응력을 높여야 함



©  2020, Amazon Web Services,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클라우드의 가치 및 장점



비지니스 목표 정의

새로운수익창출모델
개발

비지니스위험요소
최소화

운영효율개선

비지니스성공에있어중요한전략적가치에집중해야함



클라우드의가치및장점
IT와비지니스관점에서기업들의클라우드전환배경과기대효과

차세대시스템

비지니스민첩성향상

실패환경제공

운영비용절감협업강화

보안강화 경쟁우위

IT

Business

확장성



클라우드도입에따른정량적개선효과

20.66% 19.63% 18.80%

16.18% 15.07%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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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x (자본 비용)

클라우드의경제성
급변하는시장환경에대응하기위해 IT 비용은기존 CapEx에서 Cloud도입을통한 OpEx로점차
변화하고있음

OpEx (운영비용)

• 향후수년간사용목적의 자산구매비용

• One-time purchase

• 토지, 건물혹은 장비

• 감가상각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금
공제대상

• 사업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출비용

• Pay-as-you-go

• 영업지출경비

• 당해년지출된 전체비용 세금공제대상

•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의 데이터
센터의 개증축, 서버구입, 솔루션
구매 등 서비스 준비를 위한 초기
비용 투자

• 초기 대규모 투자 없이 Cloud 
computing, storage 등 사용량에
따른 비용 지불

한번에많은선투자가 발생하여 이후
수요의증감에 대해탄력적 대응이
어려움

시장의 수요변동에 민첩하게 대응
가능하며, 비용이 동적으로
관리되므로 Cost Optimization을 통해
지출을 줄일수있음

유연한비용처리

M&A 용이성

세금혜택

현금유동성개선

두회사의 인수합병시 빠르고효율적으로
IT 비용분석 및통폐합가능

사용한자원에 대한비용만지불하고
수요에대한 탄력적 비용처리 가능

지불된모든 비용 세금공제대상

선자본투자없이 재고자산 최소화를
통해현금회전율 향상



Capex / Opex 절감사례 –각산업별사례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을 도입하여 초기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절감하여 비용최적화를 달성한 기업
사례 분석

Fabio Veronese, Head of Infrastructure, 

Enel

Chris Lambert, CTO, 

Ly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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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이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단계로나누어전체클라우드이관

1단계

상암 데이터센터

이전

2단계 3단계

운영시스템 이전

(AWS)

홈페이지 재구축, 

ERP 이전
AWS

데이터센터 이전 본격적인 클라우드 이전

컴퓨팅 자원이나 소프트웨어 즉시 구축 및 설치 가능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와

개선을 할 수 있는 IT 기반 조성

클라우드 이관으로 달라지는 점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디지털) 혁신
과제 발굴 및 구현

“ 
” 



Journey to All Digital
Digital platform이구성된원년을기초로디지털데이터를기반으로한전사의프로세스혁신과제를
통해대한항공은 All Digital의비전을달성하게됨

B
U

S
IN

E
S

S
 V

A
L

U
E

TIME

Digital 
Platform

All Digital

프로세스
혁신과제

•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인프라 감소 방안

• 코로나 사태이후 수요 증가를 대비한 인프라
확장 전략

프로세스혁신과제

• Sandbox

• Self Service

• Agile 조직구조 변화

• KAL Innovation Builder

• Digital Innovation WG

• 자체 팀별 워크샵

인프라 자동화

실험문화

조직문화개선



All Digital 사례 - Sandbox

ALM(CI/CD) 구축을 위한 POC를
샌드박스 환경에서 빠르게 구성 및

시나리오 테스트 진행

Next ALM

데이터 저장소 관련 AWS RDS로
제공되는 Oracle 서비스를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 진행

Database

카드 포인트 관련 Lambda, 
DynamoDB 구성을 샌드박스
환경에서 빠르게 테스트

PLCC

람다를 활용한 S3 bucket 간 파일
Transfer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

서버리스 WAF보안

AWS WAF 서비스를 당사에 적용
가능한지 보기 위해 샌드박스

환경에서 AWS WAF와 타사 솔루션
기능 비교 진행

당사 메시징 인터페이스 연동
구성을 AWS Fargate + AWS MQ 
서비스로 가능한지 POC 진행

미들웨어



현대카드제휴서비스구축/런칭사례
AWS 개발환경구축을통한원격협업효율성제고



©  2020, Amazon Web Services,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기업가치에대한이해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비용화 함으로써 현금 회전률을 높이는 것이 모든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킬까? 

성공적인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위해서는비즈니스및운영모델의전면적변화, 급진적
파괴가필수요건은아니며디지털기술의유연한활용을통해고객의문제를해결하는
것으로핵심은고객에있음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의완전한해체가아니라기존비즈니스모델에데이터
분석, 모바일등다양한디지털요소들을추가함으로써새로운방식으로고객의니즈를
해결

스타트업투자·M&A·파트너십등외부와의다양한협업을통해기술을혁신하고디지털
친화적인기업환경조성을통해내부적으로도혁신동력을확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거부할수없는시대의흐름으로필수적인기업생존전략이자
성장의기회로작용



AWS를 M&A 전략의가치창출 Enabler로활용

All 3 Scenarios

Standalone Transaction Tuck-In / Bolt-On Divestiture / Carve-Out

• IT CapEx 및 OpEx 감소를통해
구매자를위한재정적매력향상

• IT자산의빠른분리, 전환, 폐기

•전환서비스계약간소화혹은제거

• IT 및운영팀의트랜잭션후
구매자의 IT "실행"부담감소

•기존사업들의통합간소화

•확장성향상, 조직성장장애요소
제거

•제품의시장출시속도가속화

•회사성장의핵심업무로자원재분배

•확장성향상, 조직성장장애요소
제거

•제품의시장출시속도가속화

•회사성장의핵심업무로자원재분배

실사간소화
잠재적구매자에대한
재정적매력향상

재무및운영위험
감소

운영민첩성및유연성
향상



Core Workload AWS로이전, 데이터센터폐쇄 -> M&A 시시간/비용절감, 보험관리앱출시

M&A 활용사례 - Guardian Insurance

1860년에 설립된 자산 $71.5B 규모, 2천
6백만고객을 보유한 미국 생명보험

회사 (Fortune 250 Company)

AWS를통해우리는더이상인수시동반되는 Technical Debt을부담하지

않아도되게되었습니다. 이제는데이터를 AWS 플랫폼으로이전하기만

하면되고, 엄청난돈과시간을절약할수있습니다. 

Dean Del Vecchio, EVP&CIO, Guardian

“ 
”

Background Solution Outcome

• Next 160년을위한 Digital Transformation 

필요

• 1967년에 구축한 Policy Admin Legacy IT 

System을아직까지 활용

• On Premise vs. AWS 활용시 Gap 분석, 

Security/Compliance 등 1년정도의 준비

• Guard Duty, Macy 활용, 2,500명 AWS 교육

• 12개월만에 200+ Application을 AWS로
이전

• 자체데이터센터 폐쇄 (2018.11.05)

• Server 설치등 IT 관리부담절감→개발에 집중

• Biz. 니즈에 따른 Scalability 확보

• 데이터센터 공간의 80% 절감 & 관리비용 절감

• 신속한개발/Test →혁신환경구축

• M&A 시전통적인 IT Integration을 AWS로의
Migration으로 대체→시간/비용절감

• 보험상품 서치/구매/관리를 위한 Guardian 

Direct.com Launch



사업부매각으로인한시스템/데이터분리필요→ AWS를통한효과적인분리및매각성공

M&A 활용사례 - HESS

1919년에 설립된원유및천연가스를
탐사하고 생산한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며 E&P 분야글로벌 리더

AWS의유연성과규모덕분에,  단 6개월만에매각된

사업을위한완벽한인프라를신속하게이관할수있었다. 

Jim Mcdonald, Lead Architect, Hess

“ ”

Background Solution Outcome

• E&P 사업집중위해타 사업 Divest 준비

• 잠재적구매자를 위한 Biz System 및 Data 

분리필요

• System 분리중복잡도를 낮추기위해기존
구조변경최소화 필요

• 개발자/운영 인력들의 Cloud 경험부재

• AWS 환경상 독립적인 Biz System 구축

• AWS의다중 AZ를 통해 DR 환경구축

• 테이프백업 시스템→ S3로볼륨 스냅샷
복제

• 6개월만에 Migration 목표달성

• Energy Marketing 사업부의 원활한매각달성

• 구매사에 빠르고효과적인 IT 운영이양

• 기타 Cloud 서비스의활용가능성에 대한
Visibility 증가



맺음말

기술발전을포함한시장변화에대한
인지와이해는전략적의사결정

민첩하게기술혁신을활용하여
적시적기에시장변화에대응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통해

신사업추진, M&A등중요한전략적
과제를효율적으로추진

디지털시대에서의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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