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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지능=

AI, Robot
3차원 현실=

AR/VR, 3DP

4차 산업혁명 : 서로 다른 기계/사람/산업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들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첨단기술 활용의 새로운 물결

IoT Cloud

Big Data Social

Mobile

ICBMs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50%가 10년 내에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5배가 발생하는 엄청난 영향으로 인터넷의 10배의 충격을 가져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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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복잡성는 Big Data의 성장판

처리의 양
종류의
다양성

변화의 속도

복잡성

IoT,
스마트머신

로그 정보,
소셜데이터

콘텐츠
형식

상황, 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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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이 파괴되고, 界로 진화하고 있다.

Smart, Connected Service는
산업을 파괴하고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다.
이제 업의 개념을 벗어나, 생태계를 근본부터 변화되고 있다.

Michael Porter, Harvard Business Review 2015

자동차産業 => 이동界

의료業 => 건강예방界

금융業 => 고객 재무건강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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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다양성’의 원칙, Ashley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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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lexity Cube – K. Windt, 2008

Process
Product

Organization

Value 
Ad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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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Customer Experience Innovation 인가?

우리는 경쟁사보다 차별화되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80%

나는 거래회사로부터 차별화되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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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Design&Decision
TM

김성희교수& 이경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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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영과 창조경영의 연관관계인문학에 빠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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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영과 창조경영의 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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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Digital Business는성공률이 1%? 

아무도원하지않는것을만든다. 36%

고객의삶에집중하지않는다.      13%

고객보다투자자를찾아다닌다.     5.4%

고객에 대한 항목이 54.4%

현실중심
비즈니스

기술중심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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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Digital 헬스케어 Business CEO의교훈

2014년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 
디지털 헬스케어 서밋에서 실패한 CEO들의 교훈

Zeo, 설립자
데이비드 디킨슨

“고객을자신의헬스케어기술의고객으로만취급하는것”

“실리콘밸리의 26세백인남자의마음으로고객을
상상하여제품과서비스를만드는것＂

http://images.huffingtonpost.com/2014-07-24-DavidDickinson.png
http://images.huffingtonpost.com/2014-07-24-DavidDickinso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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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vas Business Model에서무엇이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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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 Innovation의 4원칙

당신의 고객을
재정의하라

대체고객을
우선하라

디지털 고객경험을
제공하라

고객삶을둘러싼
산업변화를탐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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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ind out what the world needs. Then I try to invent it. 
- Thomas A. Edison

Thomas Edison – 항상 고객 관점에서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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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밖의 사고’로 고객을 다시 생각하라!

폐지하라

(Eliminate)

반분하라

(Reduce)

배가하라

(Raise)

창조하라

(Create)

Time

고객의
가치 <

Quality Service

Price

경쟁자의
>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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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일 많이 나의 기술을 갈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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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고객의 고객은누구인가?

온라인 쇼핑과 해외직구에 익숙한 30대 이하 젊은 세대의 백화점 이탈
어떻게 이들을 잡을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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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30대 이하 고객 이탈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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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Lewis 의 ‘My John Lewis’ Service

그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소비와 지출을 관리를 도와 주는 서비스

아이들의 나이대에 맞게 필요한 옷이나 잡화류, 식품 등 엄마가 생각하는 아이를 위한
상품 라인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마케팅하여, 젊은 부부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유치.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하고 의류, 가족 생활 용품 등 다양한
상품군을 제공하는 시스템. 2013년 25%의 생활용품 매출 성장.

< Marketing Week, 2014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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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영과 창조경영의 연관관계Brian Chesky – 진정으로열광하는고객을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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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창조하지말고, 대체고객을우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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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메신저 앱과는 다르게 WAP를 통해 피처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블랙베리 OS 10을 제외한 플랫폼은 다 지원. 동남아 돌풍의 핵심성공요인.

Multi-Use Platform으로성공한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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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를원하지않는고객만족으로성공한삼성Pay

삼성페이, 왜MST? 

NFC 결제를지원하는가맹점은
미국은10% 미만, 
한국은1% 미만에불과
국내220만대MST 단말기교체비용이
총4400억원

새로운 보안 ‘홍채인식’
모바일 금융 '삼성패스', 
새로운 결재 ‘삼성페이＇
수심 1.5ｍ에서 30분간 방수 기능, 
외국어 번역을 하는 'S펜' 등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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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영과 창조경영의 연관관계Jeff Bezos – 더나은고객경험을만들어야

우리 아마존의 역할은
조금이라도 너 나은 고객 경험을 만드는 것이다!

- 아마존 제프 베조스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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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영과 창조경영의 연관관계인간중심의설계방식의변화

1차산업혁명시대,
인간의 힘에 대한 연구

2차산업혁명시대,
인간의 기능적 연구

3차산업혁명시대,
인간의 행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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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인간의삶과경험을연구

마실까
말까?

어디서
마실까

?

무엇을
마실까

?

대기
하기

지불
하기

Store
즐기기생활로

돌아
가기

서비스
평가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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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atch : Customer Journey Mapping

고객
삶의 여정

요구정립 검색 방문 주문 공급 지불 사용

좋은걸?

그저 그래

머가 이래?

Touch
Point

WoW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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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TBUCKS,

1971년 시애틀 호숫가에 드립 커피 전문점으로 창업

 1982년 전국 체인점으로 확장하기 위해 호와드슐츠를
마케팅전문가로 영입

 슐츠는 ‘품질의 균일성＇과 ‘고객의 회전율＇을 중시, 
호수가 입지와 드립커피를 과감히 버린다. 

 “최고의 커피를 팔지 않는다!

일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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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ARBUCKS Idea (2008년 ~ 2012년)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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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UCKS 의디지털고객경험마케팅

2015년 새치기 주문2014년 모바일페이 2016년 Gear Coffe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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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Chatbot, MyStarbucks Bar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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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영과 창조경영의 연관관계Eric Schmidt – 남들과다른세계를창조해야

남들과 다른 통찰력으로

남들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의 원동력이다!

-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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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動車業에서移動界로전환

상

황

 새로운 자동차 패러다임

 Digital Technology의 발전

 변화속도와 우위 확보

전

환

자동차 산업은 없다.

고객 생태계 입장에서

이동계의 선두를 고수한다.

고객중심 이동 생태계의 기업으로 전환

중고차 자동차 보험 정유 통신 비행기 정비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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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기획

Rent
Car

Hotel

쇼핑몰

부동산
자동차

사용

손망실

재구매

移動界에서複雜界로진화하는고객중심생태계

중고차 자동차 보험 정유 통신 비행기 정비 폐차

장소 사물

사람 자동차

이동界

재구매界 관광界만물 연결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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