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O/CISO Discussion]

제4의 물결, Digital Big Chance를 선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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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발제설명

2014년 ‘디지털 산업혁명의 물결, 

새로운 아젠다로 대비하라!’

2015년 '디지털 기회선점을 위해 관점을 바꿔라!'

2016년 '디지털 시대, 모으고 연결하고 즐겨라!'

제4의 물결, 
Digital Big Chance를 선도하라!



2.2 발제설명

Digital

Digitalization

Digital Transformation



3. 패널토의 순서 : 총60분간 진행

√ 질문1: 새로운 디지털 고객경험의 창출

√ 질문2: 조직의 Digital 역량강화

√ 질문3: 디지털 기술의 전략적 활용

√ 청중질문 그리고 결론



질문1 : Digital Customer Experience

새로운 ‘디지털 고객 경험’의 내용과 전략은 ?

마실까
말까?

어디서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대기
하기

지불
하기

Store
즐기기생활로

돌아
가기

서비스
평가
하기



TM 1.0
(1997 ~ 2007)

TM 2.0
(2008~2014)

TM 4.0

 TM 영업 도입

 혁신적인 상품
개발

 TM 채널 다각화
(OB1), POM2), 
Direct, Internet)

 고객 중심 경영
실천

 TM 영업모델 혁신
(ADS3), TM Plus4), 
EWD5), 심리학 및
데이터 기반 TM 
Script)

 영업방식 효율화
(캠페인 정교화,
라이나 다이렉트, 
카카오) 

TM 3.0 
(2015 ~ 현재)

 디지털 TM 혁신
(Voice Analytics, 
AI, Big Data) 

 고객 중심 Omni 
채널 플랫폼
(라이프스타일
디지털 생태계, 
IoT)

고객 중심 디지털 혁신

1) Outbound
2) Policy Owner Management
3) Auto Dialing System – 스마트 로직 기반 자동 다이얼 시스템
4) 고객 친밀감 형성을 위한 모바일 컨텐츠 라이브러리 및 영업 체계
5) Early Warning Detection – 상담원 해촉 예상 그룹 분석

라이나생명 TM의 현재와 미래

4. 라이나생명– 새로운 디지털 고객경험



momQ
1.0

쇼핑몰

2015년

momQ
2.0

마케팅플랫폼

momQ
3.0

차별화된 Digital 
Exp. 플랫폼

2016년

2017년 ~

 Mobile First

 월령 별 맞춤 상품/ 
맞춤 정보

 신제품 pre-marketing

 디지털 캠페인/이커머스
기획전 홍보

 BCC 브랜드 comm.

 데이터 인사이트

 Advanced 마케팅 플랫폼

 제휴상품/마케팅 강화

 POME 플랫폼

 CRM 을 통한 Offer 정교화

 챗봇 (육아정보, 제품추천)

 IoT 기반 서비스 플랫폼

 Mass customization 의 주요
고객 접점

MomQ - Digital Consumer Experience Platform

4. 유한킴벌리– 새로운 디지털 고객경험



4. SC제일은행– 새로운 디지털 고객경험

Products sold

Average TAT2)  per staff

Service Request completed Number of Branches1) using 
Retail Workbench

Paper applications saved 

Number of frontline sales staff 
CASA,

Time Deposit,
Debit & Credit Cards

Personal Loans,
Mortgage Loans,

Mutual Fund,
WM Trust

Bancassurance
Service Requests

Missing Data

210,400

107,600

1,256(97%)

310

minutes

CASA Credit Card       P-LoanMore than 

1,310,000
sheets

0

Retail Workbench - Track Record

12 145



4. SC제일은행– 새로운 디지털 고객경험

Bank# Type 1  

High-end light branch for luxury department stores

Bank# Type 2 and Bank Desks  

Cool and neat light branch for large supermarkets

New Branch Concept



질문2 : Digital Transformation

조직의 인식과 역량변화를 위한 새로운 역할은?

새로운역할— Digital Transformation

CEO/실무부서 CIO IT 부서

Digital

Transformation

Business-Oriented TransformationDigital-Oriented Transformation

• Installation

•Objectives

• Mission

• Value Chain

• Processes

• Goals

• Initiatives

• Emerging Tech.

• Evaluation

• Development

• Process Change

•Objectives

• Strategies



Passive seat at business table
Order taker
Cost focused 
“Back office“ Expert
Tech provider

Active thought leadership into business 
strategy
Business value focused
Grow sales/Improve OP
Strategic business partner

Leadership role in digital transformation
New biz model using digital technology
Change agent for digitalization
Business-oriented mindset

To
“Digital Champion“

From
“IT Service“

Through
“Business Partner“

Journey from ITS (IT Service) to Digital Excellence

5. 유한킴벌리– 조직의 Digital 역량강화



경영진의 의지

Data 중요도 인식, 고객
행위 이해, 융합력,…

Data Sets

Data 구성력, UX, IAM, 
Privacy,…

Architecture 

플랫폼, DevOps, 
개방성, Ecosystem,…   

Skillsets

프로그래밍, IT 활용성, 
Data specialist, AI,…   

5. SC제일은행– 조직의 Digital 역량강화



Test & Learn
Digital 

Center of 
Excellence

Company 
in 

Company

 새로운 사업 모델 및
기술에 대한 빠른 검증
및 적용

 단계적 개선 중심의
Agile 방법론

 아이디어 수립  POC1)

또는 Pilot 수행  적용
또는 폐기

 Learn from Failure

 디지털 혁신은 전사적
비즈니스 과제

 비즈니스와 IT의 디지털
혁신을 총괄하는 Control 
Tower

 전문적 신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 및 반영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독립적 사업부

 비즈니스 + IT를 한 부문
내에서 처리

 관리 역량  기술 역량

 Multi-Skill 중요

1) Proof of Concept

디지털 시대의 IT조직과 문화

5. 라이나생명– 조직의 Digital 역량강화



질문3 : Digital Leadership

‘디지털 기술의 전략적 활용’ 미래계획은?

THE DIGITAL PLATFORM REVOLUTION

DIGITAL MESH

Conversational Systems

Augmented & Virtual Reality

Digital Twin

Advanced Machine Learning & AI

Intelligent Apps

Intelligent Things

Adaptive Security Architecture

Blockchain & Distributed Ledger

Mesh App & Service Architecture

Digital Technology Platforms

INTELLIGENCE
EVERYWHERE



6. SC제일은행– 디지털 기술의 전략적 활용

경영 리스크

사이버범죄

Human
취약점/
Malware

기술 보안

Digitization

Proactive &
입체적 방어

Communication

보안 기반의 설계

IOC, 침해대응, Forensic …..

Data Analytics, 클라우드, 블록체인, …..

CISO, 3단계 방어, 리스크 거버넌스, …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 변화



6. 라이나생명– 디지털 기술의 전략적 활용

Cloud

DevOps

Intelligence

API

Cloud

Data Analytics

RPA

Business/IT SecurityDriven by:

Block Chain

Risk 중심

Agile, Smart, 
Secure

Collaborative,
Cognitive,

Business oriented

AI vs. 시나리오

Innovations & Cyber Security



라이나생명 디지털 경쟁력 강화 전략

Digital Platform

Process Digitization

Predictive Analytics

“플랫폼 연결 & 개인화”

“AI 기반 프로세스 자동화”

“Big Data 기반 Insight”

 고객 중심 디지털 경험 설계

 개인화된 Microsite 다각화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확대

 인공지능 기반 업무 분석

 Robotics 소프트웨어 자동화

 업무용 Chatbot 도입

 VA 기반 TM 생산성 강화

 VA 기반 리스크 관리 강화

 실시간 Big Data 아키텍처

6. 라이나생명– 디지털 기술의 전략적 활용



6. 유한킴벌리– 디지털 기술의 전략적 활용

 Digital Marketing/eCommerce Leadership 강화

 Smart Manufacturing/Supply Chain 구축을 통한 E2E 

Connection 기반 확보

 Digitalization 을 통한 혁신적 New Biz Model 개발

 지속적인 Digital 역량 강화

 학습/민첩성/유연성의 조직문화 혁신

YK Digital Leadership 전략



6. 유한킴벌리– 디지털 기술의 전략적 활용

Digital Innovation
Adopt new digital technology to innovate products & services

Smart Workspace
Better workspace for employees to enhance performance

Digital Customer Experience

Provide seamless customer journey

YK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Operational Excellence
Maximize efficiency of

internal value chain

YK Digital Leadership 전략



6. 유한킴벌리– 디지털 기술의 전략적 활용

Smart

Workspace

• Capabilities to simplify your life and maximize work 

efficiency

• Information Security

Digital

Customer

Experience

• Stabilize/enhance digital platform operation (ePIM, 

CRM, Analytics)

• Leverage digital platform components to maximize 

customer life-time value

• Expansion of eCommerce / D2C capability

Digital

Innovation

• Pilot launch of IoT based “Provice” and business 

model to provide new value to customers (BCC, 

Intelligent Toilet) 

• Establish innovation platform for new biz opportunity

Digital

Operational

Excellence

• Build foundation for Smart Manufacturing / Smart 

Supply Chain

• Enhance Digital Sales Capability

• Data insights from analytics

YK Digital Leadership 전략



7. 청중 질의응답



8. 마무리- Digital Transformation

역량 주도

경쟁

 핵심기술의 시장기회 탐색

 고객 생태계의 변화 탐구

역량우위 확보

이동 경로

경쟁

 산업 표준 변화

 조직 역량 변화

협력우위 확보

시장 지배

경쟁

 산업 리더십 전략

 생태계 확장 전략

경쟁우위 확보



8. 마무리- Digital Safety & Security

안전과보안에대한도전과제들은
지능형 Digital Mesh의모든곳에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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