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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공지능(AI)의 혜택은 효율성 및 의사결정의 개선의 범위
를 훨씬 넘어선다. 이는 AI가 조직의 효율성을 개선할 뿐 
아니라 팀과 기업 문화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은 조직을 위해 재정적 혜택과 문화적 혜택을 창출할 수 있다. AI 시스템을 

갖춘 팀은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다. 즉, 실제로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이런 문화적 혜택은 비즈니스 운영 기반으로 

전파되어 조직적 행동을 촉진하는 가정들을 개선하며, 더 영리한 목표를 추구하게 

한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는 AI를 조직에 적용한 경험이 있는 임원들로부터 수많은 관

련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다. 주요 메시지는 명확했고 조사 데이터를 통해 기업 문화

와 AI 구현은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197 명의 관리자 대상 글로벌 조사 및 18명의 임원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본 MIT SMR-BCG 보고서는 팀 차원 및 조직 차원에서 AI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화적 

혜택을 파악했다. AI 실행은 효율성 및 의사결정을 개선했고 이를 경험한 조사 응답
자 가운데 75% 이상은 팀의 사기, 협업, 집단 학습 측면의 개선을 경험했다. AI 활용

으로 인한 문화적 변화는 AI가 근로자들을 단순 업무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타당하

지만 근시안적인 예상을 넘어선다.

이런 문화적 변화는 부차적인 혜택, 그 이상이다. AI와 관련된 문화적 혜택과 재정적 

혜택은 상호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상당한 재정적 

혜택을 본 조사 응답자들은 이와 같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응답자에 비해 성과 측

정 방식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10배 더 크다. 어떤 경우에는, AI가 리더들이 새로운 

성과 동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가정, 목표, 조치, 행동 패턴

과 함께 새로운 책임 분야들로 이어졌다. AI는 이런 조직들이 행동을 재조정하고 경

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AI를 통한 혁신 문화의 구축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로 새로운 가치창출 방식을 탐색하는 데 AI를 이용하는 응답자들은 주로 기존 프

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이용하는 응답자에 비해 AI로 경쟁하는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
이 더 높다. 주로 탐색에 AI를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주로 기존 프로세스 개선에

이용하는 응답자에 비해 자신이 속한 기업이 –AI 인접 산업에서 기회를 포착한다는

진술에 동의할 가능성이 2.7 배 더 컸다.

비즈니스 가정을 재고하는 것이든 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든, 문화, AI 활용, 조직

의 효율성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AI가 조직에 창출하는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팀 및 조직 차원에서 이런 관계들에 대한 데이터 기

반 분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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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AI의 문화적 혜택

효율성을 개선하는 AI 구현은 팀과 기업 문화를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AI 솔루션의 

개발 및 구현에 긴밀히 관여한 임원들은 인공지능이 조직의 효율성 및 의사결정의 개

선에 있어 도움이 된 수많은 사례들을 알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팀 문화는 이

런 새로운 수준의 효율성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다. 문화의 변화에는 팀이 학습한 것, 

학습한 방식, 협력 방식이 포함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업무에서 좋았던 점도 포함

되었다. 즉, AI를 활용한 많은 팀들이 더 강력한 팀이 되었다.

세계 2위의 와인 및 주류 판매업체, 페르노리카의 디지털 최고 책임자, 피에르-이브 

칼로는 이에 딱 맞는 사례를 들려주었다. 이 회사는 영업직원의 점포 방문을 최적화

하기 위해 AI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영업 직원들은 어떤 점포를 방문

해야 할지 결정할 때 자신의 경험에 크게 의존했었다. 회사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점

포 우선순위를 정하는 새로운 AI 기반의 디지털 어시스턴트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직

원들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오히려 영업직원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대체하기보다 오히려 높일 수 있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칼로는 이 툴의 설계와 관련해 인정받는 비즈니스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파일럿 이용

자들로부터 광범위한 피드백을 수집함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키웠다. 그의 팀

은 AI 시스템의 추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영업직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했다. 또한, 그의 분석 팀은 비즈니스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시

사점들을 살펴본 뒤 이를 추천 엔진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툴에 

대한 신뢰가 커졌고 툴 자체의 효율성도 개선되었다. 영업직원들은 칼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제는 절대로 과거 업무 방식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시

스템이 수많은 옵션들을 고려한 뒤에 이번 주에 방문해야 하는 20 개 점포를 추천한

다고 믿는다. 나는 툴에는 없는 외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가지 옵션

을 추가할 것이다.”

기술은 직원들에게 영업 활동을 강화하는 새로운 추천사항도 제공한다. 칼로는 “예

를 들면, 점포 주변에 살고 있는 소비자의 카테고리 및 기타 요인들로 인해 시스템은 

점포 프로필에 부합하는 적절한 상품만을 언급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는 영업직원

들에게 자신감, 명확성, 사기를 올려준다.” 라고 말했다. AI 활용은 직접적으로 효율

성 및 의사결정 품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감, 명확성, 사기에 대한 영향을 통

해 간접적으로 팀 문화도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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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글로벌 조사는 AI가 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한 

것이 페르노리카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많은 응답자

들은 사기(79%) 및 기타 문화적 분야에서도 AI로 인한 팀 차

원의 개선을 경험했다. 

그러나, AI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팀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

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AI 채택으로 인한 문화적 혜택은 조

직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임원들은 전략 및 

운영 관련 가정을 재평가하는 데에 AI를 활용한다는 것이 밝혀

졌다. 임원들은 AI를 이용해 그들 자신이 직관 및 경험만으로

는 알 수 없는 성과 동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깨

닫고 있다. CBS 사장이자 최고 연구 및 분석 책임자인 라다 수

브라마냠은 TV 쇼의 성공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조직의 

오래된 가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CBS의 노력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그녀는 “나는 AI 팀들에 50년간의 KPI(주요

성과지표)와 50년간의 소비자 리서치 자료를 제공했다”라고 

회상한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들은 소비자 리서치에서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다. 관련된 모든 원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자신이 습관적

으로 살펴보던 것들이 메가 KPI를 촉진하기에 적합한 KPI들인

가 아니면 부적합한가?’”

분석을 통해 두 개의 이전 KPI들의 유용성이 확인되었으나 두 

개의 새로운 KPI도 추가되었다. 수브라마냠은 “우리는 이런 AI 

적용을 통해 개선되었다. 또한 분석 결과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변화시켰으며 성과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라며 강조했

다. AI는 CBS에 비즈니스 운영 및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기본 

가정을 재점검하는 기회 및 수단을 제공했다. 팀 행동과 기업 

목표에 지침을 주는 가정들은 조직 문화의 핵심이다. 

조직의 가정과 척도를 재점검하는 것은 AI를 채택하는 조직에

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AI를 프로세스에 통합시

킨 기업의 64%는 AI 활용을 통해 KPI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AI 솔루션은 새로운 성과 동인을 파악하기도 하며, 

CBS의 경우에는 이것이 새로운 KPI로 이어졌다. 다른 경우에

는, AI 활용을 통해 성과가 개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하

는 목표를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척도는 도태된다. 새

로운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재조정은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 대하여

본 보고서는 MIT Sloan Management Review와 Boston 

Consulting Group이 공동 수행한 인공지능 및 비즈니스 전략

에 대한 다섯 번째 연례 연구의 결과를 소개한다. 2021년 봄, 

우리는 글로벌 조사를 실시하여 29개 산업 111개국 총 2,197 

명의 응답자의 기록을 분석했다. 그런 다음, 금융 서비스, 미디

어 및 엔터테인먼트, 소매, 여행 및 운수, 생명과학 등 다양한 산

업의 대규모 조직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연구 또는 지휘하고 있

는 18 명의 임원들을 인터뷰했다. 우리의 연구는 문화, AI 활

용, 조직의 효율성 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세부 분석을 제공한

다. 이런 현장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화”라는 용어의 사용

에 있어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기존의 조직 문화 연구도 활용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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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연구는 문화, AI 활용,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 간의 지

속적인 역학관계를 파악한다. (표 1 참조) 우리는 이런 C-U-

E(Culture-Use-Effectiveness) 역학관계를 이용해 팀 및 조

직 차원에서 상호 강화 관계를 설명한다. 이런 관계는 AI 채택이 

어떻게 경영상의 가정, 팀 행동, 전반적인 조직의 경쟁력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용한 관점을 제시한다.

C-U-E 역학관계는 대규모로 달성하기가 어렵다. 임원들은 AI
가 팀과 조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AI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공통 언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들은

기존 관행을 대체하거나 향상시키는 AI 솔루션으로 일을 해야

만 하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AI 솔

루션의 초기 실행 후, 조직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솔루션을 적응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AI 팀과 최종 이용자의 지속적인 참

여가 필요하다. 일단 AI 솔루션이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면, 그

에 따른 문화 및 생산성 측면의 혜택으로 인해 전사적으로 훨씬

더 많은 AI 활용이 촉진된다.

그러나, 팀 차원에서 효과적인 AI가 항상 조직 차원에서 재정

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에 참여한 조직의 단지 

11%만이 AI 이니셔티브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혜택이 발생

했다고 하며, 이는 우리의 작년 조사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는 

어쩌면 “상당한” 재정적 혜택을 창출하기에 충분한 규모로 AI

를 실행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한 또 다른 설명은 상당한 재정적 혜택을 얻는 조직들이 

C-U-E 역할관계를 통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화

적으로 AI를 채택하고 이를 통해 혜택을 얻는 법과 AI를 이용

해 재정적 성과를 창출하는 법을 모두 배웠다. 우리의 연구는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활동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1

문화-활용-효율성(Culture-Use-
Effectiveness, C-U-E) 역학관계

C-U-E 역학관계의 각 구성요소의 개선은 문화적 개선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F I G U R E  1

The Culture-Use-E�ectiveness Dynamic

Improving each component can lead to a virtuous cycle 
of cultural improvement.

AI 활용 효율성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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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관리자들은 개발 프로세스에 최종 사

용자를 포함시키고, AI 시스템 성과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각 

팀이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도록 장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AI에 대한 팀의 수용도를 키워야 할 필요성을 인

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상자글 “신뢰 구축을 통한 AI 혜택 

조성” 참조) 

또한,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 채택에 필요한 문화적 변

화는 AI 채택 후에 나타나는 문화적 변화와 구분된다. 표 2는 

팀 차원의 C-U-E 역할관계를 보여준다. 팀 문화는 AI 채택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팀 효율성을 개선하고, 이는 또 팀 

문화를 개선한다. 학습은 역학관계 내 각 요소의 핵심 부분이

다. 

팀 차원의 문화적 혜택
새로운 업무 방식을 창출하는 AI 기반 솔루션은 기존 문화를 

고수하는 팀들의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 노스웨스턴뮤추얼

의 데이터 과학 및 분석 담당 부사장, 안주 굽타는 기업들이 

새로운 AI 이니셔티브를 도입할 때, “당연히 저항에 부딪히

게 된다.” 라고 인정한다. 문화는 팀의 면역 체계와도 같다. 

방어 메커니즘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처럼 문화는 그룹에 영

향을 미친다. 

표 2 

팀 차원의 문화-활용-효율성(C-U-E) 역학관계

신뢰
이해

효율성

의사결정의 품질

집단학습

역할의 명확

협업

직원사기

F I G U R E  2

The Team Culture-Use-E�ectiveness Dynamic

As AI helps improve e�ciency and decision quality,
team culture bene�ts.

AI 활용 효율성

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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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구축을 통한 AI의 혜택 조성

AI에 의한 재정적, 비재정적 혜택은 AI로 일하고 이를 신뢰하는 

직원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조사 응답자들은 최종 사용자들

이 AI 솔루션을 불신할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을 알려주었다. (표 

3 참조)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AI에 대한 불신은 이해 부족(49%) 또

는 교육 부족(46%)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했다. Levi Strauss & 

Co의 데이터, 분석, AI 담당 글로벌 기술 총괄 폴 팰러스는 회사

가 AI 이해도 개선을 위해 광범위한 투자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소매 점포부터 IT 직원, 사업부서 직원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서 직원들을 선정하여 이들을 8주 간의 고도의 몰입식 AI/ML 

집중 캠프에 보냈다.” 2021년 5월에 졸업한 첫 번째 기수들은 

전 세계 14 개 지역 4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팰러스는 

이 투자가 가치가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들이 

신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AI/ML 및 기계에 대한 신

뢰를 구축하는 것은 사람들 자신이 프로세스의 대상이 되는 것

이 아니라 프로세스의 부분이 될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참여량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

정을 뒷받침하는 맥락이 너무 적어도(34%) 또는 반대로 너무 

정보가 많아도(17%)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네덜란드 항공사 

KLM의 우수 운영 총괄을 역임했던 샌더 스톰프는 AI 솔루션 사

용자들과 일할 때의 긴장을 인식했다. 그는 “지난 2 년 간 우리가 

했던 일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고객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표 3 
AI 채택은 신뢰에 의해 좌우됨

이해 및 교육 부족은 AI에 대한 신뢰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임

(multi-select question; responses may exceed 100%)

사용자가 
데이터 품질을
신뢰하지 않음

성과가 
사용자의 기대에 
미달함

AI 솔루션이 
부정확해 보임

Insu�cient 
understanding 
of the AI solution 
(e.g., data used,
KPIs targeted)

Understanding and Training

System Design

많거나 적은 맥락 데이터 품질 및 성과 관련 우려

Insu�cient 
training (end users 
and/or executives)

AI 솔루션은 
의사 결정의 
맥락을 너무 적게 
제공함

AI 솔루션은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를 압도함

F I G U R E  3

AI Adoption Depends on Trust

Insu�cient understanding and training are 
the greatest obstacles to building trust in AI.

31% 20% 14%

50% 46%

34% 17%

(다중 선택 질문; 응답은 100%를 넘을 수도 있음)

(multi-select question; responses may exceed 100%)

Quality of data
not trusted 
by users

Performance
does not meet 
user expectations

AI solutions 
appear incorrect 

AI 솔루션에 대한
이해 부족
(예: 이용 데이터, 
목표 KPI)

Understanding and Training

System Design

Too much or too little context Data quality and performance concerns

교육 부족
(최종 사용자 
및/또는 임원)

AI solution 
provides too 
little context 
behind 
decisions

AI solution 
provides too much 
information and 
overwhelms users 

F I G U R E  3

AI Adoption Depends on Trust

Insu�cient understanding and training are 
the greatest obstacles to building trust in AI.

31% 20% 14%

50% 46%

34% 17%

이해 및 교육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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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고객과 함께 개발한다. 기획자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기획자와 함께 개발하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이것의 가격을 모르지만 대용물

로서 200 유로라는 금액을 설정할 것이다. 200 유로에 동의하

는가? 당신은 게이트 에이전트로서 이를 결정하기에 더 나은 위

치에 있다.” 스톰프는 높은 수준의 참여가 AI를 “신뢰할 수 있는 

동료”로 보는 관점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술은 “단순히 막연한 툴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된다.” 스톰프는 “설명을 단순화”하여 그저 최종 결과

물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사용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그는 KLM은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 그들이 포장이 아닌 내용 때문에 이런 솔루션을 

진정으로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용자 교육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쁜 툴을 극복할 수는 

없다. 부족한 품질의 데이터(31%), 기대 미달(20%), 솔루션의 

부정확성(14%)은 모두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 기여할 수 있다. 

펩시코의 글로벌 순매출 담당 상무 콜린 레너한은 어떻게 작은 

개선들이 모여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알고 있다. 펩시코는 “입

증 및 매우 공개적인 사회화”를 위한 노력은 점증적으로 “자신감

을 구축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레너한은 펩시코의 AI 기반 프로모션 최적화 툴

을 이용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초기의 “역량이 즉각적으로 

신뢰와 신뢰도를 향상시켰는지” 설명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

말 중요한 프로세스인 이유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로 대규모의 빅뱅 같은 접근방

식을 취한다면 너무 압도적일 것이기에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기업 내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문화적 혜택 



(percentage of respondents reporting improvement in both e�ciency and decision quality or neither e�ciency nor decision quality)

F I G U R E  4

E�ective Use of AI Changes Team Culture

After implementing AI solutions, respondents report improved collective learning,
clarity of roles, collaboration, and morale on their teams.

21%20%36%
8%

79%78%8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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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는 AI 실행 이후 팀이 효율성 및 의사

결정의 품질 모두에서 개선되었다는 

데 동의함

집단학습 역할의 명확성 협업 직원 사기

17%
는 AI 실행 이후 팀의 효과성 및 의사결

정의 품질 측면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약화되었다고 답함

집단학습 역할의 명확성 협업 직원 사기

(개선되었다고 답한 응답자의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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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I로 팀의 효율성을 개선하면 팀의 문화도 개선 됨    

AI 솔루션 실행 후, 팀은 집단학습, 역할의 명확성, 협업, 직원사기 측면의 개선을 보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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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문화는 AI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잘 연구된 연결고

리에는 일반적으로 AI 결과에 대해 배우고 또 이를 신뢰하게 

되는 팀원들이 포함된다. 이전의 연구에서, 우리는 상호 학습

을 AI 채택 및 활용의 중요한 기여 요소로 파악했다. 

AI 활용은 팀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다. 우리는 효율성 지표로

서 효율성 및 의사 결정의 품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AI 

실행에 참여한 전체 조사 응답자의 약 58%는 그들의 AI 솔루

션이 팀 차원의 효율성 및 의사결정을 개선했다는 데 동의했

다. 즉, 팀에 AI를 추가함으로써 팀의 효율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우리가 임원 인터뷰에서 들었던 내용을 

뒷받침해준다. 즉, AI 활용은 팀 성과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 혜택은 팀이 AI로 의사결정 및 

효율성을 개선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추이적으로 보면 

이런 혜택은 팀의 문화가 애초에 AI 솔루션을 적극 수용하지 

않았다면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AI로 인해 팀의 효율성과 

의사결정이 개선될 때 문화의 몇 가지 측면들도 개선되는데, 

여기에는 집단 학습, 협업, 직원의 사기, 역할의 명확성이 포함

된다. 표 4는 효과적인 AI가 효율성 및 의사결정 품질을 개선하

는 경우, 팀 차원에서 이런 문화적 측면들에 영향을 미치는 정

도를 보여준다.

AI의 효과 적인 활용은 집단 학습을 개 선한다 

문화는 특정 그룹이 습득해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누적
된 학습을 반영한다.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

한 세부사항은 상자글 “조직 문화에 대한 정의” 참조) 조사에 

따르면, AI로 효율성 및 의사결정 품질을 개선한 팀 중 

87%는 집단 학습도 개선했다.

AI 실행은 팀이 학습하는 것과 학습이 일어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프랑스 에너지기업 렉셀은 벤더들이 고객

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업셀링 또는 크로스 셀링을 추천하는 

Next Best Offer 툴을 설계했다. 이 툴의 초기 실행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어떤 벤더들은 거의 언제나 툴의 추천사항을 이용

한 반면, 어떤 벤더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툴 관련 작업을 

하는 AI 팀은 벤더의 재직 기간이 툴의 이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에 무엇을 제시해야 할 지 아이디어가 

거의 없던 신규 벤더들은 AI 추천을 좋아했다. 베테랑 벤더들

은 툴의 추천 사항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신규 벤더와

는 다른 이유로 AI 추천을 좋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벤더들의 자문 및 지원 요청으로 경력 벤더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툴의 효율성이 개선되자 이런 상황은 멈추었

다. 렉셀의 그룹 디지털 및 IT 디렉터이자 북유럽 지역 제네럴 

매니저인 나탈리 라이트에 따르면, 한 경력 벤더는 그녀에게 

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주었다. “나는 이 툴을 통해 배

우는 것이 없지만, 내가 ‘그렇다’ 또는 ‘아니다’, ‘좋다’ 또는 ‘좋

지 않다’라고 하면 툴이 신규 벤더들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

어 결국에는 신규 벤더들이 매번 나에게 자문을 구하러 오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안다.” 경력 벤더들은 신규 벤더들을 훈

련시키는 것보다 툴을 훈련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어 보였다. 

결국, 렉셀은 공개적으로 툴을 벤더 교육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추천 엔진으로서의 용도도 유지했다).

조직 문화에 대한 정의

조직 문화는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존재한다. 조직에

서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행동을 촉진하고 

관리하는 추구 가치, 그리고 행동과 공개적으로 표명된 

가치 간의 간극을 설명할 수 있는 가정들이다. 예를 들면, 

나쁜 문화는 업무 방식과 리더들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가치 간에 간극이 크다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다. 전 스탠

포드대 교수 조안 마틴이 말했듯이, “조직 문화의 작은 한 

부분만이 사람들이 명확하고 보고 동의하는 이슈들과 인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는 그룹 간에 불완전하게 

이해된 갈등,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들이 행하는 것 사이의 비일관성, 빈번히 사용되는 어

구 및 목표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에 대한 애매모호함, 그

리고 조화될 수 없는 역설과 모순을 특징으로 한다.”

조직 문화는 비일관성을 포함하면서도 안정성을 반영할 

수도 있다. MIT의 에드가 쉐인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전체 조직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그룹이었을 

경우 문화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조직 내의 모든 하위 그

룹들은 그 자체의 안정적인 역사가 있을 경우 문화를 가

질 수 있다.” 조직 문화에서, 그룹들은 새로운 그룹원에게 

전수되는 행동 패턴에 정보를 주는 공동의 가정들을 학

습한다. 어떤 측면에서, 문화는 학습되는 것, 그리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가정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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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셀의 Next Best Offer 사례는 학습이 AI 채택, 팀 효율성, 

팀 문화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잘 보여준다. 신규 벤

더들은 AI 추천 엔진을 사용했을 때, 추천이 없었을 경우에 비

해 더 나은 결정을 내렸다. 경력 팀원들은 자신의 축적된 지식

을 툴에 추가함으로써 툴을 더 유용하게 만들었다. 툴을 가르

침으로써 AI 활용 문화가 촉진되었다. 

효과 적인 AI 활용 은 책 임을 명 확화한 다

다른 상황에서는, AI로 파생된 지식이 전문가의 지식 개선을 

돕기도 한다. 헬스케어 기업, 휴머나의 전사적 데이터 및 분석 

담당 상무, 슬라웩 키에너는 콜센터의 약사들이 어떻게 AI를 

이용하여 고객과의 상호작용 처리 방식을 개선했는지 설명한

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콜센터 약사들의 대화를 청취하는 감

정 AI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했다. 이는 대화 속에서 감정 신호

를 탐지한 다음 약사가 회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

해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한다.” 키에너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시간, 훈련, 자신감 구축이 필요했다는 점

을 강조한다. 그의 팀은 이후 혁신가들을 발견했고, 이를 이용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만족한 고객들로부터 더 많은 전화와 

더 높은 Net Promotor Score를 받게 됨을 입증했다. 관리자

들이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AI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했다. 다른 수단과 함께, 사용자를 교육하고 지지

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휴머나는 이 새로운 툴이 촉발시킬 수 

있었던 문화적 저항을 신중하게 피해갔다. 

툴을 이용한 약사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 고객, 고객 전화 응대 

방법에 대해 무엇인가를 배웠다. 우리의 조사 결과는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AI 실행의 공통적인 결과임을 보여준다. AI 실

행을 통한 효율성 및 의사결정 품질의 개선을 보고한 응답자 

중 65%는 역할의 명확성도 개선되었다. 

효과적인 AI  활용 은  협 업에 영향 을 미친다

AI 실행을 통한 효율성 및 의사결정 품질의 향상은 많은 경우 

협업의 개선으로 이어진다. AI에 의한 효율성 및 의사 결정 품

질의 개선을 경험한 응답자 중 78%는 협업의 개선도 경험했

다. 네덜란드 항공사 KLM의 우수 운영 총괄이었던 샌더 스톰

프는 항공 산업의 사례를 소개해주었다. 승객이 공항에 도착

해 비행기를 놓칠 경우, 항공사는 준법감시 및 보안상의 이유

로 반드시 해당 승객의 수하물을 항공기에서 내려야 한다. 이

런 시간이 걸리는 요인은 종종 비행을 지연시켜 직원의 작업

과 고객의 불편을 야기한다. KLM은 AI를 이용해 어떤 고객들

이 항공사를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예측한다. 그러한 고객들의 수하물을 비행기에서 내려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수하물은 가장 마지막에 탑재

하여 화물칸에서 빼내기 쉽도록 한다.

KLM 관리자들은 마지막에 탑재하는 VIP 승객의 수하물에 부

착하는 것과 동일한 큰 적색 태그를 늦게 도착하는 수하물에

도 부착함으로써 수하물 하역 프로세스를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톰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승객이 늦거나, 늦을 것으로 판단되면 VIP 수화물 태그

를 붙일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AI 실행 전에는 근본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가치 있는 작업들을 팀들이 찾아서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엄청난 효과였다.”

시드니 매디슨 프레스콧
스포티파이의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담당 글로벌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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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도움으로, KLM의 승무원 및 정비 팀은 정시 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원활하게 협업했다. 파일럿들은 예전

만큼 자주 출발을 지연할 필요가 없다. 승무원들은 그만큼 자주 

불만에 찬 승객들을 진정시킬 필요가 없다. 또한, 수하물 담당 

직원들은 필요한 화물만을 신속하고 편안하게 하역한다. 이런 

예측 기반 프로세스는 팀 배치에 도움이 되어, 각 팀은 출발 프

로세스 전반에 걸쳐 개선된 조율을 누릴 수 있다. 출발 프로세

스 동안 어떤 수하물이 하역될 필요가 있을 것인지를 예측하는 

능력은 그들이 어떤 수하물을 하역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를 학

습하는 것이 되었다. 이런 예측 또는 교훈은 다양한 그룹 간의 

조율을 개선시켰고, 이에 따라 고객 만족도도 개선되었다. 

전반적으로, AI 실행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응답자의 59%는 AI 

활용으로 인해 팀 협업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AI 

이용 후 효율성 및 의사결정 품질도 향상된 응답자들의 경우에

는 78%까지 증가했다. 맥도날드의 글로벌 CRM 및 마테크

(martech) 전략 담당 시니어 디렉터, 에이미 애덤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우리가 맥도날드의 고객 경험을 개선시키기 위

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보다 발전된 애자일 방식으로 첨단 분석

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고객의 니즈와 

기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가설들을 시험해봄으로써 글

로벌하게 적용되는 시험을 통한 학습(test-and-learn) 방식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이 어떤 것에 공감할 것인지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간 이런 새로운 업무 방식

과 역량을 구축해왔으며, 이런 역량은 실제로 조직에 동기를 부

여하고 영향을 미쳐 조직이 이전의 어떠한 방식과도 다른 방식

으로 다기능적으로 일하도록 만든다.”

효과적인 AI 사용은 사기를 진작한다

AI 실행으로 효율성 및 의사결정 품질을 개선한 팀들 중 79%는 

사기 진작을 보고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패스트 패션 리테일

러, H&M 그룹은 시즌오프 세일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도

움이 되도록 다양한 AI 활용 방식들을 실험했다.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시나리오, 알고리즘이 가격을 정하는 시나리오, 사람과 

알고리즘이 함께 작업하여 사람이 알고리즘의 결정을 평가 및 

미세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테스트했다. 사람과 기계가 협업한 

시나리오가 가장 결과가 좋았으며 H&M의 직원들은 이 기술을 

환영했다. 

H&M 그룹에서 최고 데이터 및 분석 책임자를 역임한 아티 자

이가미는 “모두가 매우 만족했다”라고 회상한다. “사람들은 ‘이

로 인해 나는 더 정확해진다. 더 똑똑해진다. 더 나은 결정을 하

게 된다. 일이 더 재미있어진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나스닥의 직원들은 AI로 인한 

효율성 개선으로 그들이 어떻게 중점 사항을 바꾸게 되었는지

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나스닥의 인공지능 담당 부사장, 더

글라스 해밀턴은 투자설명서 검토를 통해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찾기 위한 나스닥의 성공적인 노력에 

대해 설명한다. “과거에는 문서 한 건을 골라 통독하고 클라이

언트가 흥미를 느낄 특정 종류의 정보가 있는지 찾은 다음 해

당 정보가 있는 곳을 파악하여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데 40

분에서 9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라고 해밀턴은 설명한다. 현

재, 나스닥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3분마다 6천 건의 문서를 

처리한다. 명백하게 드러난 효과는 시간 절약이다. 그러나, 상

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효과는 사기 진작이다. 해밀턴은 보고

서를 살펴보는데 시간을 할애했던 팀원들이 “매우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대신 매일 새

롭고 흥미로운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제약 및 생명기술 기업, 모더나의 최고 데이터 및 인공지능 책

임자인 데이브 존슨도 같은 의견이다. 그는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업무를 덜어주면 직원의 사기는 확실히 진작된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믿는 기업이다. 따라서, 종종 직원들은 우리에게 ‘반

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활동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 좋겠

다’라고 말한다. 그럴 경우, 이들은 자동화에 대해 크게 기대한

다. 이들은 주구장창 데이터 화면만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러려고 박사학위를 딴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들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창의적인 무언가를 하기 원한다.”

이와 비슷하게, 스포티파이의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담당 글

로벌 총괄인 시드니 매디슨 프레스콧은 AI를 통한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효율성 개선으로 인해 직원들이 “이전에는 뒤로 밀려

있었던 모든 가치창출 작업”을 할 시간을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는 뒤로 밀려 있거나 더 중요한 아이템 때문에 잠정적으로 연

기된 혁신 프로젝트들이 많다. 팀들이 AI 실행 전에는 근본적

으로 여력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가치 있는 작업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엄청난 효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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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ganizational Culture-Use-E�ectiveness Dynamic

Improving each component can lead to a virtuous cycle of cultural 
improvement throughout the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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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콧은 고가치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더 보람되고 의미 있게 여겼다고 덧붙인다. 

사기 진작을 위해 기업이나 고객의 가치를 희생할 필요는 없

다. 맥도널드의 고객 데이터 및 분석전략 담당 시니어 디렉터 

데이빗 갤린스키는 그러한 잠재적 함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려운 점은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핫하다는 이유만으로 AK와 ML같은 그럴듯한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이다. 그보다는 기업은 가능한 한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그러한 경험은 강력한 기술 기반으로 촉진될 것이다.” 패

스트푸드계의 거대기업 맥도날드는 직원들이 “멋있어 보이고 혁

신적이지만 고객에게 가치를 돌려주지 않는 일에 너무 의욕을 

부리지” 않도록 한다.  

일부 조사 응답자들은 AI 실행이 효율성 및 의사결정 품질을 개

선하지 못했지만 사기 진작효과가 있었다고 답한(21%) 반면, 

훨씬 더 많은 응답자들은 AI 실행이 효과적이었으며 사기도 진

작되었다고 답했다(79%). 대부분의 기업들은 적어도 AI와 관련

해서는 주목을 받는 사안에 따르는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다. 

표 5
조직의 문화-활용-효율성 역학관계

각 요소 의 개선은 전사적 문화적 개선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조 직  문 화

A I  활 용 효 율 성

개
선 개

선

공통 언어, 가치의 적용 가정, 

일관성, 

가치의 발전

개선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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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차원의 
문화적 혜택

조직 차원의 CUE(Culture-Use-Effectiveness) 역학관계는 

팀 차원과 다르다. 표 5는 조직 차원의 C-U-E 역학관계를 보

여준다. 조직 문화로 AI 채택이 개선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조직

의 효율성이 개선되며, 또 그 결과 조직의 문화도 개선된다.

광범위한 AI 활용을 위해서는 

공통 언어가 필요하다

식음료 다국적 기업, 펩시코의 임원들은 AI를 전략적 역량으로 

본다. 또한, 이들은 그러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회사

의 문화를 강화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펩시코의 순매출 관리 담당 상무, 콜린 레너한은 말한

다. “펩시코는 실행을 통해 학습하는 조직이자 문화”라고 그는 

설명한다. “우리는 AI를 전략적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매우 전

략적인 역량으로 여긴다. 우리는 첨단 분석에 대한 이해를 더 

넓은 커뮤니티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

다. 고위 경영진의 이해도를 개선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분

명 최상부에서부터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변

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AI 역량을 강화하

고, 바라건대 이와 동시에 문화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에 대한 이해 능력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면 공통 언어

를 통한 소통이 가능하다.

공통 언어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소통(그리고 새로운 기회에 

대한 파악)을 개선한다. 의류 기업 Levi Strauss & Co의 데이

터, 분석, AI 담당 글로벌 기술 총괄, 폴 팰러스는 광범위한 AI 

채택을 위해서는 조직 전반에 걸친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조직의 전반적인 문화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직원들이 AI 측면에서 사고하도록 만드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AI

로 해결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못하게 될 것이다. 어떤 솔루

션이 AI로 가능할 수 있는가 또는 AI가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있겠는가 등의 AI 측면에서 사고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들을 열

어준다.” AI 측면에서의 집단 사고는 공통 언어에 의해 좌우된

다.  

“전사적으로 최대한 AI를 활용하기 위해 문화를 바꾸는 것은 필

요한 일인 동시에 어려운 일이다.” 다양한 운송 및 산업 시장에 

부품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쿠퍼 스탠다드의 상무이자 CTO인 

크리스 카우치는 말한다. “좋은 회사는 어디에 AI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재무, 구매, 제조 등 부

서를 가리지 않고 개발시킬 것이다. 나쁜 회사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AI는 계속해서 일부 전문가만 사

용하는 특별한 것이 되겠지만, 향후 10년 안에 대중화가 이루

어질 것이다. 이는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그런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대체되고 말 것이다.” 조직이 AI 

이해도에 의해 좌우될 때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불협화음을 

야기한다. 

“우 리 는  조 직 의  전 반 적 인  문 화 를  바 꿀  필 요 가 
있 으 며  이 는  직 원 들 을  AI  측 면 에 서  사 고 하 게 
만드는 것에 의해 좌우된다.” 

폴 팰러스
Levi Strauss & Co의 데이터, 분석, AI 담당 글로벌 기술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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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증가

새로운 가치
창출

 
방식 탐색

기존 
프로세스 개선

인접  산업에서  기회를  포착할  준비가  되었다고
여기는 조

 
직 들은.AI 를 주로 다음 사항 에 이 용한다

(업무흐름이 AI를 이용하는 프 로젝트 팀 에 밀 접하게 관 련되었던 
응답 자의 백분률)

증가

기존 
프로세스 개선

경쟁력  과 AI

AI로 인한 경쟁력 향상을 보고한 조직들은 AI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인접 산업의 경쟁사들로부터 방어할 준비가  되었다고

여기는 조직들은 AI 를 주로 다음 사항에 이용한다…

AI에 의 한 혁신 은 경쟁력을 개선한다

AI 활용은 단지 팀 차원의 효율성 향상에 그치지 않는다. 관리

자들은 AI를 이용해 조직의 경쟁력도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AI로 새로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은 기존의 경쟁사 및 

새로운 경쟁사와 경쟁하는 기업의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

리는 주로 기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데 AI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과 주로 새로운 가치창출 방식을 탐색하는 데 AI

를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들과 비교했다(표 6 참조.). 주로 새

로운 가치창출 방식 탐색에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AI가 경쟁사 방어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할 가능성이 2.5배 

더 컸으며, AI가 인접 산업의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할 가능성은 2.7배 더 컸다. AI를 이용한 탐색은 AI를 

이용한 개발보다 훨씬 더 경쟁력 개선과 상관관계가 있다.

조직은 AI를 이용해 기존 프로세스에 대해 이런 혁신 프로세스

를 가속화할 수 있다. 모더나는 AI의 도움으로 광범위하게 이

용되고 있는 코로나 19 백신을 단기간에 개발했다. 존슨은 모

더나는 “매우 애자일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기업

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는 AI

를 이를 위한 핵심 인에이블러로 보고 있다. 우리는 AI가 우리

가 다른 기업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되

기를 바란다. 그것이 분명한 우리의 목적이다.”

모더나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백신에 사용되는 메신저 

RNA(mRNA)의 설계 시퀀스 테스트 등 이전에는 사람에 의해 

실시되었던 작업을 자동화하기 시작했다. “큰 병목현상 중 하

나는 과학자들이 이런 mRNA 테스트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었다.”라고 존슨은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막대한 규모의 로봇 

자동화, 다수의 디지털 시스템 및 프로세스 자동화, AI 알고리

즘을 갖추었다. 그런 다음 수작업으로 생산된 약 30 개의 

mRNA부터 시작해 한 달 간의 기간 동안 약 천 개까지 생산능

력을 늘렸는데,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쓰지 않고서도 품질 측면

에서는 훨씬 더 나은 일관성을 획득했다.” 그 결과, 모더나의 

직원들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혁신 옵션들을 평가할 수 있다. 

모더나가 단기간에 코로나 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는 AI를 이용해 신속하게 mRNA 설계 시퀀스를 테

스트했기 때문이었다. AI 활용은 혁신을 가속화했으며, 회사가 

훨씬 더 큰 기업들과 경쟁하는 능력을 증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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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속도는 AI의 유일한 잠재적 혜택은 아니다. 화훼 및 선

물 판매전문기업 1-800-Flowers의 아밋 샤 사장은 다음과 같

이 말한다. “현대적 조직을 차별화하는 요인을 생각해보면, 기

술 채택 능력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문제에 직면할 경우 경쟁사

보다 이를 더 잘 해결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샤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AI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이 미지의 분야에서의 우리의 경쟁력을 생각한다. 앞으로 5 년

간, 나는 모든 주요 기업에서 시작하는 신규 직원들은 예전에 

우리가 엑셀 툴킷을 받았던 것처럼 모두 AI 툴킷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해 고

객, 동료 또는 어떠한 이해당사자라도 더 잘 소통하게 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 미래에 “중요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AI로 작업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창출 방식으로 경쟁

사들보다 “더 잘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   

AI를 이용 한 주 요 가 정 재점 검, 새 로운 목표 수립 ,
행동 재 구성 

조직의 효율성 개선 그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 어쨌든, 조

직은 잘못된 활동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잘못된 목표를 달성하거나, 구시대적 가치를 강화하거나, 또는 

관련 없는 조직과 경쟁할 수 있다. CBS의 수브라마냠이 AI 팀

에게 임원들이 어떤 요인들이 성공적인 TV 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정을 했는지 평가하도록 요청했을 때, 그녀는 

“효과적인 것”이 자신의 조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평가하

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었다. AI 활용은 기업이 효과적인 결

과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결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가정을 바꾸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임원들이 그들의 AI 실행은 전략적 가정을 개발하거나 다

듬고 성과 측정 방식을 개선할 때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런 변화들은 그들의 KPI의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I를 광범위하게 또는 프로세스 및 제

공 상품 및 서비스의 일부분에서 활용하는 조직의 64%는 AI 

이용 후 KPI를 조정한다. 페르노리카의 칼로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우리는 AI가 성과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

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KPI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어떤 알고리즘은 마케팅 캠페인의 성과를 각자 측정하는 데 도

움을 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캠페인들이 다양한 미디어에서 동

시에 실행되고 있어 각 미디어 요소의 기여도를 따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캠페인의 성과를 따로 더 잘 측정하는 우리

의 능력으로 인해 마케터들은 성과에 집중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KLM은 AI를 이용해 승무원 스케줄링과 승객 지연과 

관련된 복잡한 재정적, 운영적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새

로운 척도를 개발했다. 스톰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시 성

과를 위해 최적화하기보다는 다양한 부서들 전반에 걸쳐 약속대

로 수행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량화했다. 이를 위해서

는 손익계산서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정량화해야 했다.” 이 

척도는 승무원의 스케줄이 오후 두 시 착륙에서 오후 4시 착륙

으로 변경될 경우 승무원의 2 시간 지연과 같은 다양한 상황의 

비용을 살펴본다. 그는 “이것의 가격은 얼마일까?”라고 묻는다. 

“다양한 부서에 걸쳐 최적화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이런 모든 참

여자들을 통일시키는 단일 통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단일 통화는 미수행 비용이다.” 단일 통화는 모든 

사람들이 조율되지 않은 의사결정 기준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

존하는 것 대신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KLM의 미수행 척도는 승무원 교체 시점을 포함한 일련의 결정

사항들의 변화로 이어졌다. 스톰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의 솔루션에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점은 툴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팀들을 한 데 모으는 과정이 재무적

인 측면과 사기 진작의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AI 실행이 조직이 효과적인 결과에 대한 가정을 재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직원들이 기존 KPI보다 일관

되고 철저하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KPI가 

필요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AI/ML 때문에 자신들

이 동의한 KPI보다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 Levi 

Strauss의 팰러스는 말한다. “AI/ML이 어떻게 기업에 가치를 

창출해주고 있는지에 따라 골포스트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AI 기반 솔루션이 새로운 성과 벤치마크를 가능케 하고 기존 

KPI를 도태시키거나 새로운 성과 동인을 밝혀낼 때에는 새로운 

성공 척도가 필요하다. KPI의 변화는 많은 경우 조직의 행동 변

화에 수반된다. 실제로, AI 활용 방식으로 인해 KPI를 수정하는 

조직들은 AI로 인한 조정을 KPI에 가하지 않는 조직에 비해 협

업 측면에서 개선될 확률이 크다. AI로 인해 KPI가 변화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66퍼센트는 팀 차원의 협업에서 개선을 이루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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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Morale, Despite Significant Change

Team morale improves the more processes change.

66%4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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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문화는 AI 채택 장려에 도움이 되고, AI 채택은 조직 문

화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순환 관계는 수많은 개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형성되어 전반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자이가미는 H&M에 AI를 도입할 당시 “조직의 일부분만 아주 

좋아지고 나머지는 여전히 뒤쳐지는” 일반적인 관행을 피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는 차에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볼트로 고정할 때 처음부터 모든 볼트를 아주 세게 

조이지 않는다. 모든 볼트를 조금씩 조여 놓은 다음에 전체를 

더 조인다. 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접근법이었

다고 생각한다.” 자이가미는 패션 예측, 수요 예측, 가격 관리

와 함께 보다 개인화된 대고객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많은 기

업 프로세스들에서 AI를 구현했다. “이는 매우 방대한 접근방

식이었다”라고 그는 말한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모

든 분야에서 조금씩 실행하여 모든 이들의 태도를 개선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데이터 중심, 그리고 AI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많은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근접성 영향으로 인해 AI 

상품으로 일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른 것과 일하는 방식도 바

꾸어 놓기도 했다.” 일단 조직이 AI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나

면 나중에는 개별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간 인터페이

스도 개선하여 조직 전체를 강화할 수 있다. 

표 7
상당한 변화가 있음에도 직원사기는 진작됨

프로세스가 변화할수록 직원 사기도 진작됨

어떠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도 
변화가 없음

비즈니스 프로세스 에 
변화가 거의 없음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많은 변화가 있음

많은 변화변화 없음

(AI 실행 이후 팀 사기가 진작되었다고 답한 응답자의 백분율)

상당한 변화 , 가치 의 발전

특히 조직 차원에서의 이런 문화적 혜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페르노리카의 칼로는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데이터와 AI를 통한 데이터 처리로 인해 일부 요

소들에 대한 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들은 상당

한 변화를 겪는다. 회의 중에 실시간으로 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더 높은 빈도로 반복할 수 있다. 캠페인 투자 수익을 

6 개월씩 기다려서 새로운 웨이브를 적응시키거나 확장시킬 필

요가 없다. 사실은 더 많은 요소들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 이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AI 활용은 

조직 생활의 품질과 속도를 광범위하게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

를 위해서는 상당한 변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이 AI와 관련된 상당한 변

화를 이룰 때에도 문화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예를 들면, AI 

실행은 일반적으로 직원 사기의 진작과 연관된다. 그러나, 비즈

니스 프로세스 변화와 결합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두드러진

다. 변화가 클수록 직원 사기는 더 진작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거의 변화시키지 않은 조직의 57%가 직

원 사기의 상승을 보고한 반면, 많은 변화를 이룬 조직의 경

우에는 66%가 직원 사기의 진작을 보고했다(표 7 참조.). 조직

이 AI를 많이 이용할수록, 문화적 혜택의 기회는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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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적용 및 경영진의 관심을 통해, 조직 문화와 AI 활용 간

의 선순환은 보다 일관된 조직으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조직이 

원하는 전략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그 결과, 책임 있는 AI 

채택은 (상품 설계, 프로모션, 고객 서비스 분야의) 편향성 최소

화와 (고객, 가격결정, 기타 비즈니스 관행의) 조작과 관련된 합

당한 이슈들을 초월한다. 대신, AI는 사회적 목적, 평등, 포용성 

등 더 넓은 목표를 가지고 미세한 행동을 정비하는 관리 도구

가 된다.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 기업 마스터카드의 최고 데이터 책임

자 조안 스토니어는 2018년, 개인정보 및 보안 이슈 관련 데이

터 책임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으며, 여기에 “윤리적 

AI 프로세스에 대한 노력”을 포함시켰다고 말한다. 그녀는 AI

에 대한 직장 내 논의 중 다수는 “주로 어떻게 포용적인 미래를 

조성할 것만이 아니라 편향성의 최소화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그녀는 논의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우리가 사회를 

위해 제품을 설계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세

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기계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알고리즘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으며, 알고리즘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우리는 데이터 세트에 온갖 종류의 편향성이 생길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녀는 이어서 말한다. “나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

를 설계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데이터 세트

에 내재된 것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

이 거기에 있고 무엇이 없는가?” 이런 논의는 조직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치들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직의 모

든 사람들이 포용성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이해하도

록 하기 위해 광범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 

회사 전체가 지지하고 있다.” 

광범위한 변화는 복잡하다. 노트르담-IBM 기술윤리 연구소의 

설립자로서, 엘리자베스 레니어리스는 이런 논의의 복잡성과 

이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진화하는지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윤리에 대한 논의는 많은 부분 기술에 초

점을 맞추어 시작되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제 논의는 누

가 이를 구축하고 있으며 누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가를 중심으

로 전환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윤리의 가치는 협소한 특정부

분을 살펴보고 특정 기술 또는 실행의 주변부를 미세 조정하는 

것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서 가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우리가 기술의 관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과 일관

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한 발짝 물러나

면 불편이 야기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대화를 통해, AI는 

조직 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

우리의 연구 결과는 AI 활용과 조직 문화 간의 강력한 다방면의 

연결고리를 잘 보여준다. 분명, AI 활용은 기업의 리더들이 AI 

솔루션이 성공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

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AI 솔루션은 팀 차원과 조직 차원 모두

에서 조직 문화를 강화할 수 있음도 명백하다. 더 많은 기업들

이 AI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에 따라, 문화, AI 활용, 

조직의 효율성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C-U-E 

역학관계)은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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