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DC, 제3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워드 한국 수상자 선정
2019년 10월 1일, 한국 – IT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인터내셔날데이터코퍼레이션
코리아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Korea Ltd., 이하 한국IDC, 대표 정민영, (https://
www.idc.com/kr)는 제3회 IDC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어워드(이하 IDC DX 어워드)
에서 KB증권,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신한은
행, 에스케이하이닉스, 한국공항공사 등 7개사를 국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금일(1일) 밝
혔다. IDC DX 어워드는 아태지역 최고의 디지털 리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 IDC에 따르면 올해 DX 어워드 수상자들은 5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분류 기
준에 기반,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의 변화를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Figure 1

아태지역 12개국에서 진행된 DX 어워드는 디지털 트랜스포머(Digital Transformer), 디지털
디스럽터(Digital Disruptor), DX 리더(DX Leader), 정보 비전(Information Visionary), 운영 모
델 마스터(Operating Model Master), 옴니 경험 혁신(Omni-Experience Innovator) 등 총 7개의
수상 분야로 이뤄진다. 올해는 1,17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노미네이션에 참여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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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DC는 10월 16일(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업의 각 분야
리더들을 초청해 ‘IDC DX 서밋 2019’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DX 어워드 시상식 및 수상 사
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한국 수상자들은 자동적으로 아태지역 수상의 최종 후
보자가되어 다른 나라의 수상자들과 경합을 벌이게 된다. 각 수상 분야별 아태 지역 수상
자는 10월 23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IDC 아태지역(AP) DX 서밋 &
어워드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IDC 에서 리서치를 총괄하는 한은선 전무는 “미래의 엔터프라이즈로 트랜스포메이
션하려는 국내 기업의 행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 3의 플랫폼 기술과 혁신의 가속화 기
술을 도입하는 추세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IDC DX 어워드에서도 여러
산업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천된 가운데, 국내 수상 프로젝트들은 운영 효율과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분석, AI, 클라우드, 로보틱스 등 혁신의 기술을 활발하게 접
목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요 수상 프로젝트의 기업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문화를 기반으로
규모화된 통찰력을 활용하고 새로운 모델을 통해 고객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가운데, 지
능화되고 민첩한 업무 자원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구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IDC DX어워드는 2단계 접근방식에 따라 국가 및 아태지역 수상자를 결정한다. 각 국가
및 아태지역 연구원들이 IDC의 DX분류기준에 기반한 표준 평가 프레임워크에 준하여 모
든 후보자를 평가한다. IDC DX 어워드와 DX 서밋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idcdxawards.com) 에서 확인 가능하다.<끝>
[참고] 2019 DX 어워드 한국 수상기업/조직 프로젝트 소개
KB증권(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 디지털 트랜스포머(Digital
Transformer) 부문에서 올해의 수상 프로젝트로 선정
KB 증권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의 창출과 내부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목표로 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업무효율화 (Smart Work),
오픈 플랫폼 생태계 구축,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 강화, 프라이빗 뱅킹(PB) 디지털라이제
이션 등을 핵심 영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를 추
진해 왔다. 기존 업무 프로세스 및 문화의 혁신을 모색하며 챗봇과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를 도입함으로써 수작업 비효율 업무를 절감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국
내 증권사 최초로 오픈 API 를 기반으로 비대면 투자일임 '로봇 어드바이저' 연계 서비스
를 출시하는 한편, 오픈 플랫폼 생태계 확장을 위한 핀테크 발굴과 제휴 확대를 추진해 나
가고 있다. 또한, 자산관리 전체 프로세스에 고도화된 디지털 툴을 접목하는 가운데, 대
면과 비대면 채널의 연계를 통해 끊김 없는 상품가입 환경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KB 증권
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조직, 문화, 기술을 아우르며 직원과 고객의 경험이 핵심 프
로젝트 영역 내에서 상호호환성을 확보하여 전체 비즈니스 가치 사슬과 고객 경험으로 확
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 디지털 디스럽터(Digital
Disruptor) 부문에서 올해의 수상 프로젝트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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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인터넷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디지털 플랫폼에 최적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인슈어테크
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CEO의 적극적인 지
원하에 CDO(최고 디지털 책임자)라는 역할을 만들고, CDO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략을 추
진하였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디지털 사용자 인터페이스 (UX) 개선, 글로벌 표준 및 정
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응, 스타트업 및 해외 선도 업체와의 파트너십, 비즈니스 인텔리
전스 기반 확보 및 고객 가치 발굴 등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전략으로 정의하였
다. 이를 기반으로 3개년 전략을 수립한 후, 전체 시스템과 조직을 디지털화하여 인슈어
테크 부문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추진해 왔다. 특히,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언더라이팅
예측 모델(Underwriting Prediction Model)을 개발하여 반복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화
함으로써,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92.8%(2018년 3월 기준)에서 98.0%(2019년 6월 기준)로
향상시켰다. 또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도입하여 시행 3개월만에 생산성
기여도가 연간 2,090 시간에 달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애자일 방식과
현업 주도로 개선을 추진하며 현업의 IT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세스 발전 속도를 향상시키
며 시장 차별화를 모색하였다.
두산중공업(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 손우형 상무, DX
Leader(DX Leader) 부문에서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
손우형 상무는 두산중공업 전략/혁신 부문의 디지털 이노베이션 담당으로, IT 기업 업
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프로세스, 조직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계/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해 왔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각 단계(Seed-ReadyTransformation)를 정의하고 단계별 세부 과제를 추진하였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전사 변화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알고리
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였고, 디지털 Seed 조직인 소프트웨어 센터(현 디지털
이노베이션)를 신설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 및
Agile 문화 확산을 통해 제조 사업에 소프트웨어 접목과 프로세스 전환을 추진하였다. 특
히, 발전 산업 디지털 회사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여, 플랜트 운영 데이터의 관리 시스템인
'DIVE(Doosan Information & Visualization Engine)'를 구축하고, 머신 러닝 기반의 플랜트
조기 경보 솔루션인 '프리비전(PreVision)' 과 발전 효율개선 및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연소최적화(Optimizer)’등 디지털 솔루션들을 국내 주요 발전소 및 인도 민자 발전회사
에 적용하여 고객 플랜트의 신뢰성과 효율 향상에 기여 하였다.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이
끌어온 손우형 상무의 리더십은 두산중공업이 제조 중심의 사업에서 제조와 디지털 기술
의 융합을 통해 신규 사업의 기회를 확대하며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
로 보인다.
(주)신한은행의 신한 쏠(SOL) 프로젝트, 옴니 경험 혁신(Omni-experience Innovator) 부
문의 올해의 수상 프로젝트로 선정
신한 쏠(SOL)은 누구에게나 편리, 나에게 맞춤, 새로운 경험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
를 중심으로 기존 모바일 뱅킹의 불편했던 점을 고객 관점에서 분석해, 6개로 흩어져 있던
금융 앱들을 통합해 전면 재구축한 슈퍼플랫폼이다. 모바일 중심의 간편 뱅킹을 구현하기
위해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안매체와 공인인증서를
모두 제거하여 뱅킹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사용자의 앱이용 패턴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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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개인화된 맞춤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하였다. 그로 인해 예금, 적금, 청약 등의 수신상
품은 영업점보다 신한 쏠(SOL)을 포함한 디지털 환경에서 신규 가입 건이 더 많이 발생하
여, SOL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440만건과 약 30조원의 수신상품을 디지털로 판매하였다.
결과적으로 은행 영업점과 본점 및 지원인력, 그리고 기술력이 뒷받침된 신한 쏠(SOL) 플
랫폼을 통해 고객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태계를 온/오프라인에서 이질감 없이 경험할 수
있다. 나아가 신한은행은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한 SOL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디지털화가 어려웠던 여신과 외환, 카드 부문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디지털 판
매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AI 언더라이터, BARO 프로젝트, 정보 비전 (Information
Visionary) 부문의 올해의 수상 프로젝트로 선정
교보생명보험은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기반의 언더라이터 시스템인 '바로(BARO; Best
Analysis & Rapid Outcome)'를 구축함으로써, 언더라이팅(계약 심사)의 정확도와 효율성
을 높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바로(BARO)는 세일즈 컨설턴트의 문의에 즉시 답하
고 보험 가입신청의 승낙이나 거절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람 언더라이터 대신 처리한다.
교보생명 및 국내 보험사는 다양한 내외부 데이터 기반를 활용하여 보험 가입심사를 수행
하고 있으며, 바로(BARO)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구
현된 AI 언더라이터가 실시간 반응과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로(BARO)의 '세일즈 컨
설턴트 QA'의 경우 세일즈 컨설턴트가 보험 가입 가능성을 문의할 때, 승낙 및 거절 사유
와 함께 심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언더라이터의 컨설턴트 QA 업무량의 52%를 감소시켰
다. 자동 언더라이팅은 수락/거절 모델을 사용하는데, 심사 시간을 즉각적 처리로 급격히
단축시켜 컨설턴트 및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56%의 언더라이팅 업무를 자동화하는 효
과를 가져왔다. 바로(BARO)는 매월 학습을 통한 언더라이팅 알고리즘의 자동적인 업데
이트를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주)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정보 비전 (Information
Visionary) 부문의 올해의 수상 프로젝트로 선정
신한은행은 데이터 분석 업무의 생산성과 역량을 높이고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사이
트를 향상시키기 위해 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 플랫폼 구축 프로
젝트'를 추진하였다. 시각화 분석 솔루션을 도입하고, 분석용 참조 데이터(Meta-data) 관
리 시스템 및 주제별 데이터 마트와 분석 결과 공유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통합 분석 플
랫폼 환경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매월/매일 정기 보고서 생성 시간이 평균 1시간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되었고, 이슈 분석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도 평균 1개월에서 1주
일로 단축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시각화 된 대시보드를 통해 경영현황에 대해 직관적
으로 이해하고 신속한 원인 파악 및 대안 제시가 가능하게 되면서, 분석이 실행으로 연결
되는 의사결정 체계로 개선되었다. 분석 담당자뿐 아니라 부서장 및 임원에 이르기까지
통합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기업 전반의 의사결정 체계의 변화에도 일조한 것
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객 관리가 필요한 정보를 영업 현장에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개
선하고 상품 수익성 분석 결과를 통해 상품 수익성의 제고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에스케이하이닉스(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SDDC 및 VDI 구축 프로젝트,
운영 모델 마스터 (Operating Model Master) 부문의 올해의 수상 프로젝트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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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는 직원들에게 유연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급증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
리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데스크톱 가상화 환경(VDI)과 소프트웨
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를 구축하였다. SDDC의 인프라 자동화로 대량의 데이터를 위
한 분석 시스템과 실시간 데이터 통합을 구현함으로써 민첩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사용자
만족도를 실현하였으며,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였
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첨단 IT 시스템을 제공하여 급증하는 워크로드와 직원들을 지원
하고, 어디서든 안전하게 개인 컴퓨터(PC)에 연결할 수 있도록 VDI환경을 구축하였다.
SK하이닉스는 보안을 기반으로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워크로드를 클라우
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SK
는 지속적으로 SDDC 시스템을 확장하고 해외생산법인에도 가상화 업무 공간을 확장할 계
획이다.
한국공항공사의 스마트 공항 프로젝트, 운영 모델 마스터 (Operating Model Master) 부문
의 올해의 수상 프로젝트로 선정
한국공항공사(KAC)는 공항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혁신 기술과 공유
경제 모델을 접목하여 '스마트 공항'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공용 플랫폼 서비스를 도
입하여 항공사의 구분없이 사용가능한 셀프체크인, 셀프백드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항공 수요와 승객 증가로 인한 공항 혼잡도를 개선하고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
켰다. 또한, 생체인식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여객이 스스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분 확인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객 처리 속도를 향상시켰으며, 기존 휴먼 오류도 해결하였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IoT 센싱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여객의 흐름 등을 모닝터
링하여 공항내 혼잡도, 대기시간을 파악하여 여객들에게 사전 안내하였으며, 이러한 정
보를 반영하여 공항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였다. 한국공항공사의 자유롭고 끊임없
는 스마트공항 프로젝트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한정된 공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
로써 꾸준히 증가하는 공항 이용객들에게 빠르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비
용항공사 LCC(Low Cost Carrier)의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bout IDC
IDC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IT 및 통신, 컨수머 테크놀로지 부문 세계 최고의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입니다. 현재 전세계 110여개 국가에 1100명 이상의 시장 분석
전문가를 두고 있으며 기술 및 산업, 트렌드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DC
의 분석 정보와 인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은 시장 상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최신 이슈들을 업
무에 신속하게 반영하며, 사실 기반의 의사 결정 및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합니
다. IDC는 1964년 설립되었으며, 세계적인 테크놀로지 부문의 미디어 및 리서치, 이벤트
그룹인 IDG의 자회사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www.idc.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Twitter: @IDC)
한국IDC(http://www .idc.com/ kr)는 1997년 현지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해외정보뿐만 아니
라 국내 시장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된 시장조사 모델을
채택, 여기에 GLOCAL(Global+Local) 모델을 효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 연구원 및 폭 넓은 시장 조사와 수년간 축적된 연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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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토대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전세계 110여개국에 걸친 IDC 네트워크를 통
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규 리서치 서비스에서부터
커스텀 컨설팅, 이벤트를 포함한 마케팅 솔루션에 이르는 종합적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About IDC
IDC is the premier global provider of market intelligence, advisory services, and
events for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ies. IDC helps IT
professionals, business executives, and the investment community make fact-based
decisions on technology purchases and business strategy. Over 775 IDC analysts in
50 countries provide global, regional, and local expertise on technology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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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IDC by visiting http://www.idc.com/.
IDC is a subsidiary of IDG, the world’s leading technology media, research, and events
company. Additional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id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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