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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주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종식된다고 해도 이후의 비즈

니스와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달라진 환경에 대응

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세우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투입하여 신시장 창출과 민간수요 견인을 추진한다. 기업들 또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상품, 요금을 개편하고 매장 디자인 및 운영방식, 

생산체계 등을 조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Digital Transformation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들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본다. 
 

* 코로나19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가 IT산업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양명자, digieco-2020.5.6) 참조 

** 코로나19가 비즈니스와 생활에 가져온 변화 : “코로나19가 가져올 새로운 변화와 우리의 생활” 

(양명자, digieco-2020.7.6) 참조 

 

 

1. 기업 IT 투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1) 글로벌 

코로나19 이전 기업들의 2020년 IT 총 투자비는 5.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Statista, ’20.1). 하지만, 코로나19 발발로 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서 전망치

가 지속 하락하여 7월 가트너 발표에서는 -7.3% 감소로 조정되었다(표 1). 이것은 

2009년 이후 첫 하락이다. 코로나19가 Digital Transformation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클라우드 기반 기술, AI, 데이터 등에 대한 투자는 

아직은 Niche 영역으로 총 투자비 감소를 상쇄할 만큼 크지 않다. 해고 또는 정

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도 IT 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파산이나 피합병이 진

행되는 기업들의 투자 중단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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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기업 IT 투자 전망 변화 추이 (‘19년 대비) 

 

자료 : Statista (2020.5), Gartner (2020.7) 

 

코로나 19 이전(’19.4Q) 전망 대비 이후(’20.2Q) 전망에서 가장 크게 IT 투자가 

감소하는 산업은 교통(-22.8%), 제조(-19.1%), 소매유통(-15.8%), 도매(-9.8%), 교육 

(-9.7%), 보험(-8.7%), 헬스케어(-8.4%), 은행/증권(-8.1%), 커뮤니케이션/미디어(-

6.2%) 순이며, 경기 영향을 적게 받는 정부(-2.7%)와 유틸리티(-1.9%) 분야는 IT 

투자 변화도 적은 편이다(표 2). 각국 정부의 경기 활성화 프로젝트가 디지털 

중심으로 발굴∙추진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정부, 유틸리티, 교육, 헬스케어 

중심으로 투자가 회복될 전망된다. 

<표 2> 코로나 19 이전 vs. 이후 2020 년 산업별 IT 투자 전망 (단위: $B, %) 

 

자료 : Gartner (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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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로 보면 단말(-16.1%), 데이터센터 시스템(-10.3%), IT 서비스(-6.8%), 기업용

SW(-5.7%), 커뮤니케이션 서비스(-3.3%) 순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표 3).  

 

<표 3> 기능별 IT 투자 및 2020년 증감율 (단위: $B, %) 

  ’19 비용 ‘19 성장율(%) ‘20 비용 ‘20 성장율(%) 

단말  712  -0.3  597  -16.1  

데이터센터 시스템 210 0.6 188 -10.3 

IT 서비스 1,040 4.8 969 -6.8 

기업용 SW 477 11.7 449 -5.7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372 -0.6 1,326 -3.3 

합계 3,811 2.3 3,531 -7.3 

자료: Gartner (2020.7) 

단말 투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기∙취소된다. 성능이 좋아지면서 업그레이드 주기 변경으로 인한 영향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재무

상황 악화로 인한 비용절감과 해고∙정직, 파산∙합병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사용자 

감소이다. 따라서, 고용이 개선되고, 보안 우려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단말 투자도 

동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택근무와 원격접속 확대로 성능 고도화와 고

사양/고가 단말에 대한 니즈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용 단말은 노트북PC>업무용 패드>업무용 모바일폰>키오스크 순으로 수요가 

높다(표 4). 노트북PC와 업무용 패드는 업무환경이 모바일로 바뀌면서 지속 확대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데스크탑 비중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재택근무자 

노트북PC 전환과 업무용 패드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 업무용 모바일폰은 BYOD 

트렌드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키오스크와의 갭이 점차 줄고 있다. 키오스크는 무

인화와 언텍트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조만간 업무용 모바일폰보다 수요가 커

질 전망이다. 휴대용 스캐너, VR, AR, 고성능 휴대 촬영 장비에 대한 수요는 아직 

일부분에 불과하나, 업종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키오스크는 금융과 서비스 분야의 

수요가 높으며, 휴대용 스캐너는 제조, 유통∙물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휴대용 

스캐너는 주로 장비 점검, 물품 입출 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IoT 기반 스

마트팩토리, 물류자동화가 완성되면 점차 수요가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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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AR은 건설 분야에서 특히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현장 작업 도중 설계도면 

상의 구조나 물품을 확인하고 벽/바닥의 보이지 않는 전기∙수도∙배관 시설을 시각

화하는 용도로 잠재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상용화 수요보다는 개발∙

테스트 용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4> 단말 대∙개체 수요 

구분 
노트북 

PC 
업무용 
패드 

업무용 
모바일폰 

키오스크 
휴대용 
스캐너 

VR AR 
고성능 
휴대 

촬영장비 

제조 24.8% 20.9% 14.6% 14.6% 10.7% 2.4% 2.4% 1.9% 

건설 19.4% 25.8% 12.9% 12.9% 0.0% 16.1% 12.9% 0.0% 

유통/물류 23.5% 27.2% 16.0% 12.3% 4.9% 4.9% 4.9% 1.2% 

서비스 25.0% 12.5% 29.2% 16.7% 0.0% 4.2% 0.0% 12.5% 

금융 15.2% 27.3% 12.1% 21.2% 0.0% 3.0% 3.0% 3.0% 

평균 23.2% 22.7% 15.5% 14.7% 6.9% 4.3% 3.7% 2.4% 

자료 : KT(2019) 

 

코로나 19 상황에서 AR 의 실용적 효과를 가장 크게 본 곳은 통신 가설∙유지보수 

분야이다. 美 통신기업 Cox 는 현장 기술자 5,000 명에게 AR 장비를 지급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방문이 금지된 지역, 대면접촉을 꺼리는 고객을 원격지원 

하는데 활용했다. 서비스 신청시 고객이 전문가 지원을 요청하면 고객은 virtual 

call 을 실행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나 메일로 받게 된다. 카메라가 설치된 폰이나 

태블릿으로 해당 링크를 클릭 한 후 장비를 비추게 되면 기술자는 고객이 보는 

화면을 같이 보면서 특정 위치에 원이나 화살표를 그려가며 설치 방법을 설명해 

준다(WSJ, ’20.5.29). 이 기술은 Help Lightning 이 개발했으며, 2-4 월 사이 

구매자가 435% 증가했다. Fortune 500 대 기업 중 100 개 기업이 해당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8 월 15 일 8 백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Tech Crunch, ’20.8.15). 건설 분야의 설계사, 통신/가전 분야의 설치∙수리 기사 등 

전문가의 현장 출장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AR 을 활용한 컨설팅은 직원과 

고객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방문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업무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MS 에 따르면 1 월 이후 원격 지원용 

HoloLens2 이용 또한 13 배 증가했다(WSJ, ’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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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시스템, 기업용SW, IT서비스 지출도 전반적으로 감소(-0.6%, -6.8% -5.7%) 

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분야가 있는데 특히 가상데스크탑

(desktop as a service, DaaS)은 ‘19년 대비 ‘20년 2배 가까이 성장한다. 기업들이 

미리 계획했던 주요 기술 프로젝트를 연기하며 원격근무 관련 가상데스크탑과 

업무지속∙협업 SW 구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TrustRadius(’20.4)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투자가 확대되는 서비스는 화상회의(67%), 협업툴(57%), 

원격데스크탑(52%), 보안(41%), LMS(23%), 시간관리툴(14%) 순이다(표 5).  

 

<표 5> 코로나 19 이후 투자 확대 의향 서비스 

 

자료 : TrustRadius (2020.4) 

이러한 원격근무 솔루션은 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축되는데, 적용이 빠르고, 

운영∙연결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퍼블릭 클라우드 지출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트너 전망에 따르면 퍼블릭 클라우드 비용은 2020년 6.3% 

증가한다(표 6).  

 

<표 6>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전망 (단위 : $M)  

 ‘19 년 ‘20 년 증감율 

SaaS  102,064  104,672  2.6%  

BPaaS  45,212  43,438  -3.9% 

IaaS 44,457 50,393 13.4% 

PaaS 37,512  43,498  16.0%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및 보안 서비스 12,836 14,663 14.2% 

DaaS 616 1,203 95.3% 

합계 242,697 257,867 6.3% 

SaaS = software as a service; BPaaS = business process as a service; IaaS =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 = platform as a service 

자료 : Gartner (2020.7) 

67% 
57% 52% 

41% 

23% 
14% 

0% 

20% 

40% 

60% 

80% 

화상회의 SW 협업툴 원격 데스크탑 툴 보안 SW LMS 시간관리툴 



6 

 

(2) 국내 

국내 기업들도 IT 투자를 조정하고 있다(KRG, 2020.4). 하지만, (a)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GDP 성장율, 실직율 등 경기지표, (b) 언텍트 경제로의 빠른 

전환 및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효과 체감, (c)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와 IT투자 확대 등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마이너스 성장은 

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전 3.2% 성장 전망되던 2020년 국내기업 IT 투자는 

코로나19 이후 0.7% 성장으로 조정되었다(표 7). 

산업별로 보면 정부/공공/의료/교육 및 SoC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

하다. 특히 유통/서비스 업종은 -4.0%로 가장 크게 하락하며, 제조는 -2.7% 하락 

전망된다. 반면, 금융 분야는 1.0% 소폭 성장하고, 정부/공공/의료/교육 및 SoC 

분야는 각각 5.2%, 4.8% 성장한다. 2020년은 정책성 IT사업 및 공공 정보화 시장

중심으로 신규 프로젝트가 다수 형성될 전망이다. 

<표 7> 2020년 국내기업 IT 투자 전망 및 산업별 규모 (단위: 10억원) 

 

    

 
'19 년 '20 년 증감율 

금융 4,583  4,630  1.0% 

제조 5,025  4,890  -2.7% 

유통/서비스/통신 4,649  4,465  -4.0% 

정부/공공/의료/교육 5,366  5,645  5.2% 

SOC 2,957  3,100  4.8% 

합계 22,580  22,730  0.7% 
 

자료 : KRG (2020, 4) 

결과적으로 국내 IT서비스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또한 부진한 상황이다. 삼성SDS, 

LG CNS, SK㈜ C&C의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   

지난 14일 공시에 따르면 삼성 SDS의 연결기준 상반기 매출은 5조27억원, 영업

이익은 36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19.5% 감소했으며, LG CNS 또한 

연결기준 상반기 매출은 1조3587억원, 영업이익은 6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8.3% 감소했다. SK㈜ C&C는 상반기 매출 8682억원, 영업이익 1116

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 -41.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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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 19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은 

IT 투자를 전면 재조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IT 투자를 축소하고 있으나, 산업별, 

기업별, 프로젝트별 대응방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평균 투자가 감소하는 

산업이라도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들이 존재한다. JC Penny, Neiman Marcus 등 

백화점과 J.Crew, 브룩스 브러더스, 테일러드 브랜즈 등 패션소매업체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와중에도 Zara 모회사인 인디텍스는 빠른 배송, 실시간 제품 추적 등 

온라인 채널 구축에 ‘22 년까지 1.3 조원 투자를 결정했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Lowe’s, Home Depot’s 와 같은 홈 개선∙개량 용품 

소매업체는 온라인 구매, 언택트 딜리버리 등 IT 인프라 및 기술 서비스 구현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과 사망자가 크게 발생한 Tyson 등의 

육가공업체 또한 로봇, 데이터 등 생산공정 자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부터 디지털 투자를 강화하여 코로나 19 기간 동안 성과를 본 월마트, 도미노 

등 전통 리더 기업들과 아마존 등 IT 기반 기업들의 지속적인 혁신∙확장 투자 

(아마존의 경우, 코로나 19 기간 중 수조원 추가 투자, WSJ, ’20.9.5)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수요가 탄탄하고 자본력이 있음에도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었던 산업과 기업 중심으로 디지털 투자가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즉, <표 8>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코로나 19 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IT 

투자를 ‘계획보다 확대 하겠다’는 기업 비중이 36.2%에 이른다.  

<표 8> 코로나 19 이후 IT 투자 방향 

 

자료 : J.P. Morgan (2020), CIO Survey (2020.4)  

다음 장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현황을 살펴본다.  

3.8% 

17.7% 

20.0% 

22.3% 

36.2%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코로나 사태 영향 자체에 비동의 

계획에 영향없음 

경기 불확실성으로 축소 

현상유지 

계획보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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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 

  

(1)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팬데믹과 같은 경제 혼란기에 특히 취약하다. 위기를 견딜 

만한 유보금이 거의 없고 상품 다각화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코로나 19 

확산으로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접거나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2 분기에만 140 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접었거나 

단기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조사업체 Oxxford 에 따르면 연말까지 약 4 백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폐점이 전망되고 있다.  

다만, 규모가 작은 기업은 상황이 바뀔 때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 있다는 강점이 

존재하고, 지금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새롭게 적응 할 때이다. 예를 들어, 회사 

포상물품 제작업체는 등교를 못하는 어린이를 위한 공예 물품 제작소로(Flags of 

Valor), 침수주택 수리전문 업체는 코로나 바이러스 건물 소독으로(VetCor) 사업을 

전환하고, 프렌차이즈 모집업체는 오프라인 컨퍼런스에서 온라인 커리어 

컨퍼런스로 채널을 전환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한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사업자들이 존재하고, 그 사례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기존의 전략을 재점검하고 대응을 위한 액션을 하도록 자극을 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사업전환에 성공한 업체들을 소개한다. 

일리노이 소재의 UV 기술 스타트업인 Eden Park Illumination (임직원 10 명)은 

상품 전환을 통해 코로나 19 수요변화에 대응한 사례이다. 코로나 19 이전 이 

회사는 UV 다이아몬드 판독기를 제작∙판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로 

공공/밀집 장소에서의 UV 살균장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UV 

살균기 생산을 가속화했다(표 9). 코로나 19 발발 몇 주 만에 프로토타입을 

생산했고, 7 월 말 현재 1,000 대 이상 판매했다. 2020 년 2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배 증가했고, 순이익 전환했다. 지금은 사업 확장을 위해 수십 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 중에 있다. Eden Park Illumination 은 코로나 백신이 나오더라도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UV 살균기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생산 확대를 위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있다(WSJ, 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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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UV 살균기 설치 사례 

[Eden Park Illumination] 

 
Magnolia Bakery 매장에 설치된 

거울형 UV 살균기 

[XENEX Disinfection Systems] 

 
Pearl Hospitality Archit Sanghbi 

호텔에 설치된 로봇형 UV 살균기 

[PURO] 

 
지하철, 버스 등에 설치된 UV 

살균기(MTA, 1 백만 달러 투자) 
  

※ UV 살균기 국내 유사 사례 ‘클리어원코리아’ 

 

  

UV 자외선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에스컬레이터 핸드

레일 UV 살균기' 개발.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공항, 지하철, 

병원, 쇼핑센터, 대기업 사옥/작업장 등 수요가 증가하며 작년의 

100배에 해당하는 2만대 판매 및 80억원 매출 전망. 

대학/팀 스포츠 유니폼을 제작∙판매하는 Bleacher Bums (임직원 60 명)는 잘 아는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했다. 정부의 영업 중단 명령으로 5 개 매장이 문을 

닫고, 경기 또한 중단되어 고객접점이 끊어지자 이 회사는 팀 로고가 새겨진 넥 

게이터나 마스크, 손소독제 통 등을 만들어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온라인 

사이트를 오픈하여 고객관계를 유지했다. 6 월에 매장을 다시 열었을 때 매출이 

증가했으며 한 매장에서는 지난해 대비 50% 이상 거래량이 증가했다. 특히 넥 

게이터는 순식간에 완판 되었는데, 팬들은 팀 아이템에 대한 감성적 애착이 있어 

새로 나온 물건을 쉽게 구매했다. 지금은 60 명 직원 중 40 명이 복귀한 상태로 

매장 운영시간이 줄면서 인건비는 감소하고 이익은 증가했다(WSJ, 20.8.1). 

설립한지 47 년 된 버몬트 지역의 가구 제조/판매 업체인 Pompanoosuc Mills 

Corp. (임직원 115 명)은 디지털 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 회사는 코로나 19 

이전에는 온라인 소매점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로 

8 개 쇼룸과 작업실이 모두 폐쇄되자 빠르게 디지털 마케팅으로 전환했다. 생존의 

기로에 서서 직원 대부분을 해고하고, 어설프지만 쇼룸 매니저가 아이폰으로 쇼룸 

투어 영상을 찍어 회사 웹사이트에 올리며 온라인 구매를 유도했다. 온라인 할인, 

즉시 배달 등을 통해 온라인 구매 저항을 낮추고, 홈오피스용 책상 및 발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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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걸이∙램프 등과 같은 저가 상품도 새로 제작하여 재택근무자 및 최초방문자 

수요를 창출했다. 그 결과 3 주만에 21 만 달러 판매고를 달성했으며, 성과에 

자신감을 얻은 회사는 84 만 5,000 달러 규모의 PPP*** 대출을 받아 직원복귀와 

광고제작, 기계구입에 활용했다. 지금은 전체 직원이 복귀한 상태이며, 온라인 

상담과 가구 사진을 웹에 올리는 직원을 추가 고용하고 있다. 또한 도마, 의자, 컵받침 

등 상품 디자인에 쓰이는 디지털 모델링 SW 도 신규 구매하여 자동화를 추진 

중이다(WSJ, 20.8.1). 
 

*** 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의 약어. 美 중앙정부의 코로나 19 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저리로 지원. 회사 총 인건비의 약 2.5 배 청구 가능. 

텍사스 소재 음식 라벨 및 레스토랑 물품 공급업자인 Dot It Restaurant Fulfillment 

(임직원 100 명)는 코로나 19 로 수요가 폭증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라벨(바닥 

화살표, ‘배달 가능함’ 사인 등) 및 물품(아크릴 칸막이 등)을 신속하게 제작∙판매 

하여 매출 증대와 신규고객 확보에 성공했다. 과거 2 년간 평균 10,000 개 

판매하던 라벨 두루마리를 지난 4 개월간 860,000 개 판매했으며, 기존의 38,000 

레스토랑 고객에 더하여 화원, 병원 등 15,000 고객을 신규 확보했다. 기존 제품 

매출은 5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객과 신규 상품을 통해 2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에 그쳤으며, 해고했던 직원을 다시 고용하고 

있다(WSJ, 20.8.1). 

고급 레스토랑에 정육을 공급하는 35년 전통의 뉴저지 정육 조달업자 D’Artagnan 

(임직원 250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80% 이상 감소하자 개인고객 대상 식료품

점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코로나19와 재택근무로 증가한 가정용 수요를 끌어들이

며 회사는 단기간에 온라인 매출 700%, 전체 매출 86% 성장을 달성했다. 레스토

랑용 정육을 가정용 소포장으로 바꾸고, 가정 수요가 많은 가공육을 확대했다

(meatpoutry.com, ’20.6).  

메릴랜드 소재의 보험 에이전시인 Georgetown Insurance Service Inc. (임직원 

30 명)는 언텍트 상황에 맞게 상품을 단순화 시켜 위기를 극복한 사례이다. 이 

회사는 복잡한 고가의 보험상품을 중∙대형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강점이었으나 

코로나 19 를 계기로 계약이 쉬운 소형 상품 판매로 빠르게 전략을 수정했다. 

부동산 및 재해 관련 중∙대형 보험은 고객사 내부적으로 복잡한 보고체계와 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Zoom 화상회의로는 해결이 안되었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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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유로 계약승인 전에 수행해야 할 현장 실사를 중단함으로써 

Georgetown 과 같은 에이전시의 신규 고객 모집을 제한했다. 손실 만회를 위해 

Georgetown 은 소유주나 사장/임원 개인 재량으로 계약할 수 있는 좀더 저렴한 

commodity-type 의 보험 판매에 집중했다. 지난해 판매건수의 60%를 차지하던 

건설 시공사, 제조사, 도매업자 대상의 고가 보험은 현재 신규 판매의 10%도 

안된다. 코로나 19 로 대면접촉을 피하는 고객들을 위해 판매방식도 바꾸었는데, 

과거에는 주로 지역 상공회의소 네트워킹이나 친목모임, 방문판매로 신규 고객을 

모집했다면 지금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영업을 한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어 

매출은 15% 상승하고, 이익은 4% 상승했다(WSJ, 20.8.1). 

제조 분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지키며 인력을 배치하고, 공장 폐쇄 상황을 

최소화하려면 자동화가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초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식품 등 전 분야에 걸쳐 공장이 폐쇄되었으며, 특히 육가공업체는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자가 많아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에도 의미가 

크다.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신청을 하면 총사업비의 50% 안에서 1억~1억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 중 풍미식품, 농가식품, 고향식품 

등 5개 김치생산업체는 ‘양념 소 넣기’ 자동화 설비를 적용하여 생산성을 2~3배 

개선했으며(한국경제, ’20.6.4), 도자기∙ 타일업계는 수작업으로 하던 도자기∙타일 

디자인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다. 중소 제약업계로 구성된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불순물 제거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있다. 

 

(2) 대기업 

코로나 19 는 산업별, 채널별, 그리고 상품별로 매우 차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정유/석유화학, 숙박/여행/외식, 패션/의류, 화장품 산업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반면, 유통에서는 온라인 채널과 스마트 물류체계가 잘 갖추어진 기업, 

미디어에서는 영화나 TV 보다 OTT 와 게임 포트폴리오가 강한 기업, 

식음료에서는 주류나 음료보다는 식품 비중이 높은 기업, 육가공에서는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한 기업보다는 로봇∙자동화를 꾸준히 진행한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물론 석유화학 內에서도 의료용 장갑이나 방역물품을 

생산하는 기업, 화장품 기업 중에서 소독∙치료용 제제 및 건강제품 생산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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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화를 준비했고 신속하게 대응한 기업은 좀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즉, 

평상시에는 증명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전환과 사업 다각화” 효과가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재무실적과 주식가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사업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산업별로 소개한다. 

육가공. 1935 년 설립된 아칸소 소재의 육가공업체 Tyson (연매출 400 억 달러, 

직원 122,000 명)은 코로나 19 를 계기로 로봇 육가공 업체로 전환 중이다 

(WSJ, ’20.7.9). 그동안 육가공업은 노동자들이 직접 칼과 톱으로 작업하는 

노동집약적이고 위험한 직업이었다. 이러한 작업 환경은 코로나 19 가 특히 

전염되기 좋은 환경이 되었고, 4 월과 5 월 2 개월 동안 미국內 29 개 주에서 

17,300 명의 육가공 노동자들이 코로나 19 에 감염 되었고, 91 명이 사망했다(美 

CDC).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4 월 말에는 소고기/돼지고기 생산량이 1/3 이상 

감소하면서 크로거, 코스트코, 알버트슨 같은 식료품 매장에서는 한번에 구매할 수 

있는 고기의 양을 제한했으며, 웬디스 일부 매장에서는 햄버거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육가공업체들은 수억 달러를 들여 개인보호 장비, 온도계, 

파티션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직원 유지를 위해 임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조치로 Tyson 은 로봇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3 년간 5 억 

달러를 투입하여 개발한 자동화 기술의 현장 적용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지난 

8 월 3 일에는 구글 알파벳 출신 Dean Banks 를 신임 CEO 로 인선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WSJ, ’20.8.3). 

그간 육가공업에서 자동화가 느리게 진행된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된 저가 

노동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부드럽고 

움직이며 피가 튀는 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로봇을 훈련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방 분리 등과 같은 작업은 아직도 로봇이 대체하기 

어렵다. 하지만, 전처리, 발골, 등급분류, 포장 등에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닭 가공업체인 Pilgrim’s Pride Corp. (연매출 114 억 달러, 

직원 35,700 명)의 발골 로봇이 작업한 고기량은 사람 대비 1%~1.5%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Danish Crown (연매출 9.2 억 달러, 직원 25,000 명) 등 

유럽의 육가공업체들은 레이저와 광학눈을 이용하여 잘라진 고기를 분석∙분류 

하여 등급별 포장과 배송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당 공정의 필요 인력을 

1/10 로 줄였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직원의 감염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https://www.wsj.com/market-data/quotes/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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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육가공업과 같이 필수 식료품을 공급하며 직원의 감염 위험이 높은 

산업은 팬데믹 상황에서 자동화가 급선무가 되고 있다(WIRED, ’20.5.25).   

유통. 백화점은 코로나 19 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이다. JC Penny, 

Neiman Marcus, J.Crew 등 세계 유수의 백화점들이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우리나라 백화점들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월 기준 SSM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 편의점은 -3%, 대형마트는 -15%인 반면 백화점 매출은 -40% 

감소했다(산업통상자원부, ’20.4.28).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중국 저장성 소재의 

인타임 백화점 (연매출 5 조 9036 억원, 점포 65 개)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매출을 

성장시켰다. 앱 주문과 즉시배송 서비스 이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 배, 10 배 

증가했으며, 최근 ‘6∙18 쇼핑 페스티벌’ 매출은 전년 이벤트 대비 85.8%, 점포에 

따라서는 최고 300%까지 증가했다. 그 결과 5 월 기준 백화점 방문자는 70%에 

머물지만 전년 동월과 유사한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CNBC, ’20.5.28).  

인타임 백화점은 지난 2 월 65 개 매장 문을 모두 닫게 되면서 알리바바 인수(‘17) 

이후 준비해온 온-오프라인 통합과 디지털 전환을 신속하게 착수했다. 주문은 

‘Miaojie’라는 자체 앱을 사용하면서 알리바바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별도의 

물류시스템 구축 없이 빠른 배송을 실현했다. 또한 알리바바가 보유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타오바오 라이브’를 통해 매장 폐쇄 다음 날부터 바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라이브 방송은 매장 직원이 직접 만들어 올리는데, 일반적으로 

라이브 매니저, 상품 디지털화 인력, 고객 서비스 인력 등 3~5 명이 팀을 구성하여 

어떤 상품을 소개할 지, 어떤 샘플을 증정할 지 등을 논의해 바로 방송을 진행한다. 

인타임은 라이브 방송 중 사용하는 인사말과 화법까지 매뉴얼로 제공해 직원들의 

방송작업을 지원했다. 라이브 방송은 방송 중 구매보다 고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CNBC, ’20.5.28). 인타임에 따르면 매장 

직원이 라이브방송 3 시간을 하면, 이를 시청하는 고객수는 오프라인에서 6 개월 

동안 응대한 고객 수와 같으며, 라이브 방송 1 회로, 평균 1 주일 치 매장 매출을 

올린다고 한다(중앙일보, ’20.8.19). 라이브 방송과 온라인 채널, 빠른 배송의 결합은 

전통 백화점에게도 상당히 효율적인 고객 접근 수단이 되고 있다  

인타임 백화점의 라이브 방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점이 보인다. 첫째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아닌 매장 직원이 직접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접속하면 고객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 순으로 방송을 추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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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타임은 ‘지금은 인플루언서가 물건을 팔지만, 앞으로는 세분화된 각 

영역의 전문가가 인플루언서가 될 것’ 이라고 단언한다. 백화점 직원이야말로 

상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인 동시에 영향력 있는 소비자라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점포 순으로 방송을 추천하는 이유는 ‘즉시 배송’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다. 인타임 백화점 주변 10 ㎞ 이내에서 전용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면 2 시간 이내 상품 배달이 가능하다. 디지털 멤버십 가입자가 1000 만명 

(구매자의 90%)인 것도 향후 인타임의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타임 백화점 

사례는 백화점 업계도 멤버십, 채널 등 밸류체인을 디지털화 함으로써 코로나 19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덜란드 대형 식료품점 Koninklijke Ahold Delhaize (매출 715 억 달러, 직원 

236,000 명)는 코로나 19 로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주문처리와 매장청소를 도울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문처리를 돕는 로봇팔은 모바일 허브에 

연결되어 매장 내에서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현재 회사에서 운영중인 두 

개의 AI 연구소에서 테스트 중인데, 프로젝트 기간이 단축되어 연구원을 추가 

모집 중이다. 네모난 베이스 위에 팔과 집게가 달려있는 있는 해당 로봇은 

혼잡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다양한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고 

집어 낼 수 있는지가 테스트의 핵심이며, 매대를 스캔하여 상품을 진열하거나 

주문에 맞추어 물건을 집어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WSJ, ‘20.5.15).  

유통은 로봇 개발과 활용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하지만, 최고수준의 AI, 

컴퓨터비전, 그리퍼를 적용해도 아직 피킹과 소팅 등의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존에서 조차 선반을 옮기고 패키지를 분류하는 데는 로봇을 

사용하지만, 선반/통에서 물건을 꺼내고 다른 통에 옮기거나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는 작업은 사람이 직접 하고 있다(Amazon Robotics 부사장 Brad 

Porter, ’20.8.8, WSJ 인터뷰). 코로나 19 로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고 원가가 

폭증함에 따라 유통산업은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으로 매장/물류/배송을 

자동화하는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Amazon 이 美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배송용 드론 운행 허가를 받고(NYT, ’20.8.31), 스타트업 

Nuro 가 연방교통국으로부터 식료품 배달용 특수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 승인을 

획득으로써(The Washington Post, ’20.2.8) 라스트마일 무인배송의 실생활 적용이 

더욱 빨라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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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년 설립된 노스캐롤라이나 소재의 주택 개량/개선 용품 소매체인 Lowe’s 

(매출 740 억 달러, 점포 1,710 개)는 코로나 19 위기로 IT 인프라 및 서비스가 

훨씬 더 중요해지면서 2020 년 말 목표로 추진 중이던 클라우드 전환을 앞당겨 

마무리했다. 고객의 홈 개선 프로젝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구매, 언택트 

딜리버리 니즈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Lowe’s 는 온라인 주문 물품을 상점 

앞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Curbside 픽업 앱을 서둘러 개발하여 4 월에 배포 

완료했다(WSJ, ’20.7.14). 

기업체에 사무용품, 청소용품, 식료품, 제본 등을 공급하는 맨하탄 기반의 

사무용품 공급업체 W.B Mason (매출 20 억 달러, 직원 3,600 명)은 사무실 폐쇄 

및 원격근무 등으로 3 월 매출이 84% 감소하자 D2C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개인 

주문이 폭증하면서 기존 매출의 상당부분을 회복했다. 식료품, 사무∙청소용품 등 

기존 품목의 가정 주문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 아크릴 가림막 등 방역 

관련 수요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WSJ, ’20.5.28). 

건설. 건설은 글로벌 GDP 의 13%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산성과 과도한 CO2 배출(전체 CO2 배출량 35%~45% 점유) 등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WEF, ’20.8.7).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인부들의 감염, 공사장 

폐쇄, 발주/공사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디지털을 활용한 문제해결 방안이 

다각도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낮은 마진과 성장성, 설계‧시공‧ 

유지관리가 분리된 복잡한 산업구조로 인해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건설업의 디지털화 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McKinsey, ’18.9.23). 그런데, 코로나 19 위기를 겪으며 대전환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사무실 작업비중이 높은(95% 이상)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는 신속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했다(Construction Manager, ‘20.5.22). 이 과정에서 빌딩정보 

시스템 BIM 과 협업 툴 활용이 증가했으며, 앞서가는 엔지니어와 건설사는 

원격에서 4D, 5D 시뮬레이션을 통해 프로젝트를 재계획하고 스케줄을 재합리화 

했다. 예를 들어, 웨스턴 시드니 공항, 호주 전쟁 기념관 재개발, 시드니 지하철 

공사 등의 설계를 맡은 Cox Architecture 는 이동제한 조치 시행 즉시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다(World Construction Today, 2020). 그와 동시에 전직원이 

클라우드 기반 오토데스크 BIM 솔루션에 접근 가능하도록 BIM360 디자인과 

VPN 투자를 확대했다. 

https://www.wsj.com/market-data/quote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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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분야에서는 현장 작업 최소화를 위해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공사장에서 조립하는 Prefabrication 공법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긴급성을 요하는 코로나 19 임시병원, 진료소, 격리시설, 노숙자시설 건축에 

Prefabrication 공법을 도입했는데, 병상 1000 개 규모의 중국 우한 후오센샨& 

라이센샨 병원을 단 10 일만에 완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이외에도 멕시코의 

CEMEX 병원, 영국의 NHS Nightingale 병원 등 전세계 100 여 개 병원이 

코로나 19 기간 중 Prefabrication 공법으로 건축되었다(Autodesk, ‘20.7.15).  

호텔 및 주택 건설에도 Prefabrication 도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2020 년 전체 

건설시장은 0.5% 성장 전망되나 Prefabrication 주택은 이보다 10~14 배 빠른 5%∼7% 

성장이 전망된다(GlobalData, ‘20.4.2). 건축설계 기업 ADDP 는 현재 싱가포르의 

56 층 특급호텔을 Prefabrication 공법으로 설계∙시공 중에 있다. ADDP 는 시공 

작업의 80%(방수, 타일, 페인트, 창호, 수납장, 배관, 전기 작업 등)를 외부에서 

수행한 후 현장에 배달하여 건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장 인력/작업 축소, 자재 낭비 제거, 현장 소음/먼지 감축 등이 

가능해지며, 차량 이동이 줄어 연료와 CO2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WEF 

(’20.8.7)에 따르면 Prefabrication 공법으로 건축 쓰레기 90%, CO2 배출량 70% 

감축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 노동자 및 차량 이동 감소, 장비/전기 사용 감소로 

총 에너지의 80%, 순에너지의 30%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작업이 

공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탁월하다. 최근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은 환경 및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Prefabrication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신규건축 중 prefabrication 건축이 2020 년 

15%, 2025 년 30%가 되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Prefabrication 공법의 확산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GS 건설은 

올 초 Prefabrication 업체 2 곳을 인수했다. 폴란드 목조(Wood) 모듈러 주택 

전문회사 단우드(Danwood SA)와 영국 철골(Steel) 모듈러 전문회사 엘리먼츠 

(Elements Europe Ltd)다. 단우드는 폴란드 생산의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독일과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에 단독주택을 수출하며, 2018 년 기준으로 독일 Turn-key 

Prefabrication 주택시장에서 1 위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20.1.21). 엘리먼츠는 

영국에서 고층 모듈러 건축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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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설사들은 홈 IoT 투자를 통해 코로나 19 로 변하는 고객 니즈에 부응하고 

있다. 감염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호텔, 직장, 가정의 조명, 난방, 에어컨, 

엘리베이터 등을 음성∙스마트폰으로 언텍트 제어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7 월 30 일 국내 최초로 개발한 빌트인 음성인식 시스템 

'보이스홈'을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에 적용하여 음성과 스마트폰앱으로 실내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했다(한국경제, ’20.7.30). 또한 홈투카 서비스와 연동하여 

원격으로 자동차 시동, 온도 설정 등을 가능케 한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도 

유사한 컨셉의 스마트 단지를 조성 중이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견본주택 오픈이 어려워지자 고객 소통과 

분양단지 홍보에 유튜브를 활용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분양단지 

소개뿐만 아니라 부동산 꿀팁, 셀프 인테리어∙보수, 단지 내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단지 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유튜브에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비대면 마케팅에 가장 공격적 행보를 보이는 건설사는 GS 건설로 업계 최초로 

견본주택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지난 21 일 기준 14 만 6 천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같은 날 기준 전체 조회 수는 약 960 만 회에 달한다. 삼성물산, 

SK 건설도 유사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아이뉴스 24, ’20.8.22).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건설사들도 직원의 코로나 19 감염과 건강을 모니터링 

하는 앱과 IoT 를 도입하고 있다. Appian 이 개발∙배포한 실시간 건강 체크 및 

서베이 툴은 중앙 대시보드를 통해 직원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 그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전송되어 자동으로 

사무실/작업장 접근이 차단된다. ServiceNow 가 개발한 코로나 19 워크플레이스 

앱은 주피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WiFi 데이터를 활용하여 Zone 별/ 시간대별 

직원간 접촉 현황을 파악한다. 이 앱은 개인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PPE)의 실시간 트래킹과 재고관리, 이용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건설업계는 기존에 추진하던 AI, 드론, 로봇/자율주행차, AR/VR 기술의 

현장 적용을 가속화하고 있다. AI 를 활용한 계약서 검증, 드론을 활용한 토목공사 

분석, 무인 굴착기, AR 장비를 통한 전기/배관 확인 등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현장의 안전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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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호텔. 美 고용국 통계에 따르면 레저 및 숙박 분야 고용자수는 2 월 대비 

6 월 480 만 명이 감소한 상태이다. 매킨지(‘20.6.10)는 숙박 산업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2023 년이 되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호텔 

예약율은 2 월 60% 수준에서 4 월 22%로 하락하였으며, 최근 들어 개선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7 월 25 일 현재 48% 수준에 머물러 있다(WSJ, ’20.8.5). 업계는 

예약율 회복은 ‘고객이 호텔 투숙을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는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분석하며 위생을 최우선 고객서비스화하고 있다. 

29 개 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MGM Resorts International (매출 120 억 달러, 

직원 81,000 명)은 2 분기 매출이 전년대비 91% 감소했다. 3 월~6 월 기간 중 

62,000 명 직원을 일시해고 했으며 지금은 일부 매장만 재개장한 상황이다. 이 

호텔은 직원과의 접촉을 불편해하는 고객을 위해 모바일 앱을 이용한 지불, 인증, 

디지털 룸키 수령을 가능케 했다. 내부 SW 엔지니어에 의해 개발된 이 기술은 

6 월부터 재개장하는 미국내 모든 리조트에 적용된다. 또한, 팬데믹 기간동안 

줄어든 인력 지원을 위해 송장 발부 업무를 자동화했으며, 체크인 시간, 레스토랑 

운영시간, 길안내 등 전화문의에 자동 응대하는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 RPA 

전문회사 UiPath 에 따르면 1 분기 동안 숙박산업 RPA 신규고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는데, 그만큼 숙박∙호텔 산업은 IT 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에 

힘쓰고 있다. 

캘리포니아 지역 호텔인 Viceroy Hotel (매출 5,300 만 달러, 직원 246 명)은 

정전기식 분무기로 소독을 하고, 디지털 음성 비서를 활용한 룸컨트롤로 물리적 

터치포인트를 줄이고 있다. 음성 비서로는 조명, TV, 에어컨 등을 컨트롤하며 

오라클이 만든 클라우드 기반 PMS(Property Management System)에 연결되어 

타월 추가, 늦은 체크 아웃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숙박업계는 위생 관련 저명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 인지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포시즌즈 호텔은 존스홉킨스, 힐튼 호텔은 Mayo Clinic 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청결∙위생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힐튼 호텔은 Lysol 제품 

사용을 홍보하고 있다. 숙박업계가 추진하는 코로나 19 대응 조치들을 요약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https://www.wsj.com/market-data/quotes/M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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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호텔업계 코로나 19 대응 조치 

기본 운영 

- 모바일 체크인, 디지털키, 음성 기반 룸 컨트롤 및 챗봇 컨시어지/응대 등 언텍트∙무인화  

- 조식 부페 중단, 피트니스센터 폐쇄, 엘리베이터 승객수 제한, 청소 후 room seal 및 

24 시간 경과 후 대실, 고객 체류 기간 중 방 청소 중단 등 위생 조치 

팬데믹 슬로건 및 마케팅 

- 힐튼 “CleanStay”  ; 윈드햄“Count on Us” 

※  초이스 호텔 고객 설문 : 조식 부페 대신 포장식, 사과/딸기 등 씻는 과일 대신 바나나/오렌지 같은 

 껍질 있는 과일, 실내 헬스/오락실 대신 수영장/루프탑데크 등 아웃도어 공간 선호 

기타 

- 예약 캡 적용, 테이블/의자 배치 조정, 카펫/쿠션 제거  

- 디지털 메뉴판 도입, 메뉴 축소 (요리 간소화, 재료 등 긴급 폐쇄 대응) 

- 병원 수준의 소독/방역 : 훈증 소독, 오존 가스 생성기, 정전식 살균 스프레이, UV 살균기 

- 청결 위원회 설치(Marriott) 

숙박업계는 기술 없이 회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코로나 19 를 계기로 기술과 위생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의료/병원. 코로나 19 위기 앞에서 병원도 기술을 활용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美 의료법인 MedStar Health 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원격진료를 

확대하며 10 만 명 규모의 비디오 상담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Healthcare IT 

News, 20.5.14). MedStar Health 가 원래 사용하던 시스템은 응급의학과 의사 및 

보조원들이 초진 간호사와 연결하거나 병원 응급실이 현장의 방문간호사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B2B 용으로, D2C 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시스템 교체가 불가피 

했다. 플랫폼 교체 후 원격진료 환자수는 1 주일 2 명에서 하루 4,000 명 수준으로 

폭증했으며, 진료분야 또한 응급의학과에서 전체로 확대되어 수 천명의 의사가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 19 가 촉발한 또 하나의 변화는 외래진료 중심의 원격의료가 점차 

입원환자 케어로 진화되는 것이다. 코로나 19 로 가족들은 환자/의료진 방문이 

불가능했고, 환자들도 이동에 제한을 받았다. 이에 병원은 병실에 태블릿를 두어 

간호사/환자-보호자, 환자-의사간 상담에 활용했다. 뉴욕대 랭곤병원은 1,000 개의 

태블릿을 병실에 설치했고, MedStar 는 환자와 환자 가족의 연결에 병실간호사가 

태블릿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 시스템을 개선했다. 

https://www.hilton.com/en/corporate/cleanstay/
https://www.wyndhamhotels.com/about-us/count-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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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스라엘 의료기관 Sheba Medical Center 는 코로나 19 로 집합교육과 

대면미팅이 어렵게 되자 인공호흡기 부착방법 교육에 Microsoft HoloLens2 를 

활용했다. 헤드셋을 착용하면 실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영상이 겹쳐 보이며, 

어떻게 부착하면 되는지 지침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병원에서 사용되는 수 많은 

의료 기기에 대한 AR 튜토리얼을 만들어 코로나 19 로 신규 투입되는 의료진의 

기기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기를 사용해야 할 

때 AR 헤드셋을 착용하면 기기 위로 튜토리얼이 제시되며 사용을 지원한다. 또한 

서로 다른 병실에 있는 의료진간 협진에도 AR 기기를 활용하고 있다(Reddit, 

‘20.7.21). 한편, 식사 배식, 물품/쓰레기 운반 등에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감염 

위험을 줄이고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금융. 많은 금융 기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기술 지출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美 오클라호마 지역은행 Vast Bank 는 추진하던 IT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직원의 원격근무와 고객의 매장 방문 최소화 지원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구현에 리소스를 집중하고 있다(WSJ, ‘20.7.15). 즉, 코로나 19 이전에 

계획했던 헬프데스크 SW 업데이트, 셀프서비스 패스워드 리셋 기능 등의 개발은 

뒤로 미루고, MS 팀즈 협업툴을 포함한 원격근무 기능 구현과 개인 및 기업 

대출자들이 은행방문 없이 서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 디지털 서류(document capabilities) 프로젝트를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토론토 기반 Royal Bank of Canada (30 개국 1,700 만 고객 보유)는 AI 모델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WSJ, ’20.8.4). 현재 사기 검출, 리스크 분석, 마케팅, 신규 

고객 대출 한도, 돈세탁 징후 포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AI 모델을 1,000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AI 모델의 예측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업그레이드 목표이다. 이를 위해 지난 7 월 NVIDIA, Red Hat, IBM 과 함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새로 오픈했다. Nvidia 는 AI 에 적합한 GPU 서버 등 HW 를 

제공했고, Red Hat 은 AI 관련 워크로드 관리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포함한 SW 를 제공했으며, IBM 은 사내 전문가와 협력하여 전반적인 컨설팅과 

구축을 진행했다. 새 플랫폼은 20 분내에 1,300 만 고객의 기록을 분석할 수 

있으며, 과거 대비 10 배 많은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는 기업과 관련된 뉴스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 앱은 자연어 처리를 통해 기사를 분석하고 기존 기사 대비 얼마나 

새롭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https://www.wsj.com/market-data/quotes/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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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접점에서는 NOMI 라는 가상 비서를 활용하고 있다. “Find & Save”라는 AI 

기능을 통해 인출계좌의 현금흐름을 분석한 후 월간 지출 패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축 잔고가 가장 빠르게 늘 수 있도록 관리 해준다. NOMI 는 로그인 

했을 때 고객이 수행할 업무를 예측하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언제 영수증을 처리하고, 언제 돈을 전송하는지 

학습하여 로그인 할 때 해당 업무를 미리 대비한다. 만약 일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처리할 일을 잊은 것 같을 때는 안내를 해준다. 

U.S. Bank 는 다양한 AI 시스템 개발 후 새 가상 비서 출시를 우선 순위로 

정했으며, Guardian Life Insurance Co.는 챗봇과 디지털 보험 계약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챗봇은 자연어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WSJ, ’20.5.12). 모건 스탠리는 AI 센터 설립 후 자원을 중앙화하여 AI 전략을 

세우고, PoC 결과와 솔루션을 평가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특히, 재무관리, 

기관투자 등을 위한 AI 를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는데, 성공 노하우로 개발 대상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해관계자 승인을 강조한다. Vista Bank 를 비롯한 美 

전역의 대출은행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 PPP 대출(450 만건 이상)에 RPA 를 

도입했는데, 코로나 19 기간 중 업무 마비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WSJ, ’20.6.9). 

제조. 코로나 19 이후 제조업은 데이터 관리 및 분석 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공장에서의 데이터/분석 관련 투자가 올해 50 억 달러에서 ‘26 년 200 억 

달러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ABI Research, ’20.5.22). 투자는 주로 SW 라이선스, 

클라우드 서비스, 네트워크, 전문 서비스 등에 집중되며, 센서∙카메라 등 HW 

장비도 주요 투자 항목이다. BMW 는 코로나 19 로 폐쇄된 공장에 품질 관리 

SW 를 구축했다(WSJ, ’20.7.28). 이 SW 는 조립 라인에 설치된 카메라가 찍은 

사진을 이미지 인식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조립이 느슨하거나 빠진 

부품이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새로 개발된 SW 는 기존의 포토부스 시스템을 대체한다. 기존에는 

조립 라인에 있는 차를 60~80 대의 카메라가 장착된 포토부스에 멈추게 하여 

흑백사진을 찍은 후 3rd Party SW 로 보내 정상 이미지와 픽셀을 비교하여 

오류를 찾아냈으나, 새 시스템은 라인에서 바로 분석하여 오류를 수정한다. 기존 

시스템은 조명이 잘못되는 경우 교정 직원이 출동하여 직접 체크해야 하는 등 

비효율이 있었기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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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로에 위치한 알루미늄 대기업인 Norsk Hydro 는 코로나 19 로 엔지니어의 

접근이 제한된 공장의 장비를 원격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WSJ, ’20.6.2). 하드웨어 장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매장 

스캐너, 유통 차량 데이터를 종합하여 생산라인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개선한다. 

개선 대상 기계는 유압시스템, 압축공기-전기 변환기 등을 포함한다. 상당기간 

논의되던 데이터 활용 투자가 코로나 19 를 계기로 실행에 옮겨졌다.  

부엌용품 제조사 BSH Home Appliances Corp.은 가전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고객 

행동 변화를 즉각적으로 포착하여 상품개발과 혁신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이후 홈 쿠킹이 증가하는 것을 오븐 사용량과 마모, 고장 등으로 

파악하여 고객 대응에 활용한다. 농기계 제조사인 Deere & Co.는 수확물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탈곡기 등 AI 기술 POC 를 진행 중이다. POC 가 

끝나면 성과 측정을 통해 상용화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한 시즌 동안 농부들에게 

대여하여 실제 산출물을 추적 분석한 후 판매에 들어간다(WSJ, ’20.6.2). 

 

3.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타 이슈들 

(1) 코로나 19 피해 보험금 지급 소송 

영국 고등법원에서는 코로나 19 피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와 보험사간 소송이 7 월부터 진행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금이 걸린 글로벌 소송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소송의 핵심은 

‘정부에 의해 강제로 영업이 중단된 경우, 영업손실보장보험 “business interruption 

policies”에 따라 보험사가 계약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가’이며, FCA 는 

논쟁이 되고 있는 8 개 보험사(Zurich, RSA, Hiscox 등)의 계약서에 적시된 17 개 

조문에 대해 법원 판결을 요청하였다. 많은 보험사들이 표준 계약서 문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케이스에 대한 지불 결정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글로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FT, ‘20.6.22).  

레스토랑, 치과, 미장원 등과 같은 소상공인들은 “business interruption policies”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기된 경제적 피해를 커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사들은 해당 규정은 부동산 관련 규정(property-based policies)으로 홍수, 

https://www.wsj.com/market-data/quotes/NHYDY
https://www.wsj.com/market-data/quote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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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의 물리적 피해는 커버하지만 코로나 19 로 인한 영업 중단 

피해는 커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측에서는 만약 “business 

interruption policies”가 팬데믹을 커버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면 보험료가 

현재보다 5 배는 비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FT, ‘20.6.22). 

보험사와 소상공인(small businesses)간 생존이 걸린 코로나 19 피해보상 소송전은 

이미 유럽, 미국, 영국 등에서 진행 중이며, 다른 소송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에 대해 “전면 거부권(Blanket Refusal)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만 이미 400 건 이상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NYT, ’20.8.5). 

하지만,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보험사들은 돈 많은 거대기업이 소상공인과 

이익을 다툰다는 기업이미지 손상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영국에서는 이미 

수십 개의 사회단체가 보험사를 압박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Hiscox 

Action Group 은 수백 명의 보험가입자를 모아서 FTSE 250 보험사를 대상으로 

4 천만 파운드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보험사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별 협상을 

하기도 한다. 스위스의 Helvetia Insurance 는 현재 보험 규정으로는 팬데믹이 

커버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면서도 식품 산업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Axa 의 경우도 고객에게 개별 연락하여 소송대신 협상을 설득 중이다. 

보험사들이 소송에서 질 경우, 총 보상규모는 1 천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런던 

소재 재보험사 Lloyd 는 추정하고 있다. 보험사 비용이 급등하게 되면 결국 

규제자에게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의 한 보험사 로비스트에 따르면 

‘만약 계약서가 팬데믹 위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유보금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엄청난 규제 실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FT, ‘20.6.22). 

또한 일부 보험사는 소송에 이긴다 하더라도 고객을 잃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매킨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국 소상공인 계약자 1/3 은 계약해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계약 중단의 주요 이유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최근의 

논쟁을 들고 있다(FT, ’20.5.4).  

결과적으로 코로나 19 는 보험산업과 계약자 모두에게 상당히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1) 위에선 논의된 “business interruption policies” 규정과 

관련된 법원결정과 보험사 대응, 그에 따른 기업 이미지 훼손, 재계약 감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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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영향과 함께 (2) 보험 종류별 수익성 변화(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여행보험↓, 사이버보험↑ 등)와 그에 따른 상품개편, (3) 직장/상점 등에서의 

감염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 및 대응 상품 출시 등이 이슈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슈는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보험을 설계하고, 정부와 보험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손실을 충당할 것이며, 

국가간 협력과 형평성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등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US Pandemic Risk Insurance Act”가 의회에 상정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험자 손실의 5%는 민간이 커버하고, 95%는 

정부가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는 코로나 19 팬데믹 뿐만 아니라 

글로벌 규모의 피해가 우려되는 환경, 사이버테러와 같은 사건을 대처하는데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FT, ‘20.5.28). 

(2) 클라우드 비용 관리 

코로나 19 및 재택근무 확산으로 전 산업에 걸쳐 클라우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IDC 6 월 보고서에 따르면 각 산업별로 2/3 이상의 기업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 헬스케어,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20 년 2 분기에 전세계 기업들이 지출한 클라우드 

비용은 346 억 달러로 1 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Canalys). 

클라우드 도입 기업들이 코로나 19 위기에 훨씬 빠르게 대응하고 회복력도 높은 

것은 사실이나, 기업실적이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비용관리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 유닛인 Audi Business Innovation GmbH 의 

클라우드(AWS) 비용은 3 월과 4 월 사이 12% 상승했다. 직원들의 재택근무로 

원격 컴퓨팅 파워와 SW 툴 사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 판매량은 

급감했고, 예산 압박이 심해짐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점검이 시작 되었다.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찾아내 제거하고, AWS 기반 위에 운영되는 좀더 저렴한 

제 3 자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클라우드 비용을 30% 절감했다(WSJ, ‘20.7.27). 

노르웨이 교통 시스템의 발권과 여행계획 서비스를 운영하는 Entur AS 의 지난 

3 년간 구글 클라우드 비용은 매년 2 배씩 증가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코로나 19 로 티켓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슈가 발생했다. 금년 

1 월과 4 월 사이 Entur 의 서비스 이용은 50% 가까이 감소했지만, 클라우드 월 

https://www.wsj.com/market-data/quotes/XE/XETR/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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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100,000)는 7% 상승했다. Entur 는 클라우드 사용 보고서를 샅샅이 뒤져 

최번시 사용량 처리를 위한 추가 클라우드 서버 등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리소스를 제거했다. 이를 통해 6 월 비용은 정상화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SW 개발 스타트업인 Harness Inc 는 코로나 19 기간 동안 

클라우드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것을 발견한 후 효율화 툴을 자체 개발했다. 

이를 자사 시스템에 적용하여 월사용료 10 만 달러 중 40%를 절감했고, 효과에 

자신감을 얻은 Harness 는 해당 툴을 사업화했다. 이처럼 코로나 19 시기에는 

클라우드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검과 효율화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한 비용 관리가 필요하다.  

(3) 코로노믹스 대응 

코로나 19 이전의 경제는 ‘중앙은행의 대대적인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성장과 더 많은 부채, 자산가격의 거품, 그리고 심화된 불평등뿐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다니엘 슈텔터의 “코로노믹스”, 2020). 코로나 19 이후 또한 경제활동과 

소비가 축소되면서 (1) 경제 성장율은 더욱 하락하고, (2) 소득과 매출이 감소하며, 

(3) 가계/기업 부채가 증가하고,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정부 부채가 동시 증가하며, 

(4) 이자부담과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금리인하 및 Zero 금리는 지속되며, (5) 

자산가격은 상승하고, (6) 불평등은 심화되며****, (7) 경기는 더욱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자산가격 상승과 불평등의 심화 (다니엘 슈텔터, “코로노믹스”, p.28-30 요약) 

“새로 발생한 부채는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공장 구축 등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기보다 상당 

부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기존자산 구매에 사용되었다. 생산 투자를 통한 이익보다 부동산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 확대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2019년까지 10년간 주가는 2배 이상 상승

했으며, 부동산 가격은 평균 33% (국제결제은행자료) 상승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불평등은 

심화된다. 자산을 가진 자만이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부채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은 밀접하게 관련된다. 부채를 얻은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비싼 가격의 자산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높아진 자산가격으로 인해 부채는 더 늘어난다. 늘어난 부채로 화폐 가치는 

점점 더 하락하고, 동시에 대출기준도 점점 느슨해진다. 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과정은 저절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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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다. 

그동안 노동생산성 향상의 핵심 수단이 되었던 조직과 인사 체계의 개선은 

한계점에 도달했고 그 자리를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대신하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코로나 19 이후 생존과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Digital Transformation 

이라고 할 수 있다. 다니엘 슈텔터는 코로노믹스 상황에서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 대응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고려할 만하다. 요약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기업의 코로나 19 생존법 (다니엘 슈텔터, “코로노믹스” p213-238 요약)  

유동성 확보 

- 유동성 확보는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 

- 유동성만 확보되면 다른 대책의 우선순위 결정 가능 

상황별 시나리오 마련 

- 코로나 19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 사업환경 예측이 불가능한 것 

- 경제회복 시나리오별로 환경, 사업계획, 판매∙비용∙재무구조, 경쟁전략을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대응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시장 효과 고려 

- 코로나 19 시기에 확대되는 정부 대출/경영참여/투자관여/경쟁방식 조정 등은 게임의 법칙을 전환 

- 자사 또는 경쟁사에 대한 정부의 경영개입 및 고객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략 수립 

독립성 재확보 

- 정부 부채가 있을 경우, 상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음 

- 빌린 자금으로 사업에 계속 투자하면서 시간을 끌고 채무 재조정과 면제 방안 협상 

- 사업 모델 혁신과 재편성을 통한 경쟁 우위 확보에 집중 

- 소비자 행동과 선호가 영원히 바뀌는 사회구조적 격변을 잘 읽고 전략에 반영  

회복 탄력성 

-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투자자와 채권자의 요구 기준 상승 

- 사업 모델과 기업의 회복탄력성 평가에서는 재무 레버리지와 더불어 영업 레버리지도 중요 

- 가치사슬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중요하지 않은 기업활동은 아웃소싱하고 공급망 재조직 

영업 레버리지 및 판매 확대 

- 경기가 회복될 때는 판매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강하게 시장 드라이브(eg., 강력한 영업 인센티브 제공) 

- 장기적 기업 이미지보다 즉각적인 구매 촉발 방안 모색 

- 갑자기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고객분석 기반으로 영업/마케팅 전략 사전 수립 

- 코로나19 기간의 소득 변화에 주목하여 잠재 구매력 촉발(eg. 소득 감소군과 증가군을 구분, 다르게 접근) 

- 여행, 항공과 같이 회복이 쉽지 않은 업종은 상품권, 할인행사가 주효 

철저한 비용절감 

- 경영상의 비효율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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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축소를 위해 비효율적인 자회사 운영 중단, 운영이 힘든 공장 폐쇄, 인력조정, 핵심 기능 

집중화, 중요하지 않은 업무 외주화, 공급업체와 재협상 등을 고려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평판관리 

-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 

- 고객, 공급업체, 직원, 투자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고민(eg., 부동산 회사라면 임대료 유예) 

경기부양책 활용 

-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코로나 19 이전에 정치권이 주목하던 분야로 집중 

- 정부는 SOC 확충, 디지털화, 기후변화 대응 등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 

- 정책으로 인한 추가 수요를 사업화 하고 정부 보조금 확보 가능성 등을 확인 

인력 확보와 개발 

- 미래 사업 모델에 적합한 직원을 회사에 남기고 교육을 위해 비용 조정 

-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 

혁신적 가격전략 및 BM 개발 

- 혁신적인 가격전략이 점점 더 중요해지므로 가격관리 기술을 익혀 적용 

소비자 및 기술변화에 대응 

- 1930 년대 경제 대공황 시기에도 에너지, 자동차, 무역, 노동 등 근본적 변화 진행 

- 코로나 19 시기에도 소비자 심리∙행동, 기술변화 불가피 

- 단기적 영향과 함께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구축 

신속한 대응 

- 앞으로 몇 달 동안 많은 기회 생길 것 

- 경쟁사 인수, 저렴한 가격의 자산 구매, 정부 보조금 등을 미리 생각하고 상황이 다가오면 신속 대응 

디지털/자동화 투자 

- 무엇보다 신기술에서 비롯되는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 

- 향후 엄청난 디지털화와 자동화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업 기회와 모델이 생길 것 

- 디지털화와 자동화에 방향성을 맞추어 신규 설비와 시스템 그리고 연구개발 선행 투자 

  

지금은 미래 경영의 근본을 생각하고 답을 추구할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활동을 줄이는 이때 

 비용절감과 판매전략 수정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혁신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4.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IT 투자 변화와 대응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IT 투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규모별, 산업별, 기술별 차이가 존재하며, 기업의 

코로나19 대응은 사업다각화, BM 수정, 고객 재정의, 채널 전환 및 IT를 활용한 

무인화/자동화, 원격업무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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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은 BM 수정과 고객 재정의, 온라인 채널 전환 등으로 위

기를 극복하고 있다. 즉, 코로나19로 변한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새로운 

사업방향을 빠르게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와 사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Insight를 얻을 수 있도록 시장과 고객의 변화, 세부 업종별 성공사례 등에 대해 

세밀하고 정확한 정보, 데이터를 지속 생산∙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크더라도 수령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존재한다(WSJ, ‘20.4.15). 그 

이유는 기존 사업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변화된 상황에서도 사업을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재택근무, 원격지원, 자동화 등 IT를 

활용하는 부분이 취약하다.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재원과 기술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

업중앙회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

으며,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재택근무, 원격모니터링, 원격지원, 프로세스자동화 

등 비대면 업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상회의, 재택근무(협업 툴),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등 비대면 서비스 지원(기업당 최대 400만원, 기업부담 10%)이 포함

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유사성을 갖는 고객군별로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지원이 끊기더라도 자발적 투자와 업그레이드가 지속될 수 있

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위기대응 매뉴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Digital Transformation 추진목적과 

방향성이 명확해지면서 사업 아이템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변하고, 현장 적용이 

빨라지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수요가 탄탄하고 자본력이 있음에도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던 산업과 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구체화되고 있다. 2장에서 검토한 

주요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 12>와 같다. 소비자 심리∙행동, 기술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 수요와 매출이 있고, 운영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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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기업의 코로나 19 대응 사례 

 

 

 

 

중소 

기업 

 

상품전환/

다각화 

Eden Park Illumination : UV 다이아몬드 판독기 → UV 살균기 

Bleacher Bums : 대학/팀 스포츠 유니폼 + 굿즈(넥 게이터, 마스크, 손소독제 통) 

Dot It Restaurant Fulfillment : 음식 라벨 + 사회적 거리두기 라벨 (바닥 화살표, ‘배달 가능함’ 사인 등) 

Flags of Valor : 회사 포상 물품 제작 → 어린이 공예 물품 제작 

VetCor : 침수주택 수리 → 코로나19 바이러스 건물 소독 

채널전환 
Pompanoosuc Mills Corp : 오프라인 쇼룸/작업실 → 온라인 쇼룸 

+ 온라인에 적합한 저가 소형 상품 추가 및 재택근무용 홈오피스 가구 추가 

고객재정의 D’Artagnan : B2B → B2C(레스토랑용 정육을 가정용 소포장으로 바꾸고, 가공육 확대) 

상품단순화 
Georgetown Insurance Service Inc : 복잡한 고가 보험상품 → commodity-type 저가 보험 

- 상공회의소 네트워킹이나 친목모임, 방문판매 → 이메일/전화 영업 

스마트제조 풍미식품, 농가식품, 고향식품 등 김치생산업체 : ‘양념 소 넣기’ 자동화 설비 적용 

 

 

 

 

 

 

 

 

 

 

 

대기업 

육가공 
Tyson, Pilgrim’s Pride Corp : 전처리, 발골, 부위별 커팅 등 공정에 로봇 적용 

Danish Crown : 레이저와 광학눈 이용 등급별 포장과 배송 지원 

 

유통 

인타임 백화점 : 온-오프라인 통합, 앱주문/즉시배달, 근거리매장 연결, 라이브방송 

Koninklijke Ahold Delhaize : 주문처리와 매장청소를 돕는 로봇 개발 

Lowe’s : 클라우드 전환 조기 완료, 온라인주문/Curbside 픽업 앱 조기 배포 

W.B Mason : B2B → B2C 웹사이트 오픈 

 

건설 

Cox Architecture : 디자이너/엔지니어 재택근무 전환, 클라우드 BIM360 디자인 및 VPN 투자 확대 

우한 후오센샨&라이센샨 병원,영국 NHS Nightingale 병원 등 : Prefabrication 공법 적용 

ADDP : 56층 특급호텔 Prefabrication 공법 설계∙시공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 홈IoT/빌트인 음성인식시스템 구축, 분양 홍보에 유튜브 활용 

 

 

숙박/호텔 

MGM Resorts International : 지불, 인증, 디지털 룸키 수령 가능한 모바일 앱 출시 

- 송장 발부 업무 자동화(RPA), 전화문의 자동 응대 AI 소프트웨어 도입 

Viceroy Hotel : 룸컨트롤, 컨시어지 담당 디지털 음성 비서 개발/적용 

포시즌즈호텔, 힐튼호텔 : 존스홉킨스, Mayo Clinic 등 의료기관과 파트너십 체결 

힐튼호텔, Wyndham Hotels & Resorts : “CleanStay”, “Count on Us” 등 팬데믹 슬로건 마케팅 

 

의료/병원 

MedStar Health : 비디오 상담 가능한 원격의료시스템 신규 구축 

랭곤병원, MedStar : 코로나19로 방문 제한된 가족을 위해 원격의료 태블릿 병실 배치 

Sheba Medical Center : 인공호흡기 부착방법 등 원격교육/진료에 AR 기기 활용 

- 식사 배식, 물품/쓰레기 운반 등에 로봇 활용 

 

 

금융 

Vast Bank : 원격근무 구현, 대출자 방문 줄이는 디지털 서명/서류 프로젝트 조기 완료 

Royal Bank of Canada : AI모델(1,000여개) 예측 정확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오픈 

- 애널리스트 분석 대상 기업 관련 뉴스 정보 분석∙제공 애플리케이션 개발 

- NOMI 가상 비서 : 저축 잔고 관리, 업무 누락 안내 

Guardian Life Insurance Co : 챗봇 (보험금 청구 등) 및 디지털 보험 계약서 개발 

 

제조 

BMW : 조립 라인 품질 관리 SW 적용(이미지 인식 프로세서 활용) 

Norsk Hydro : 원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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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H Home Appliances Corp : 가전 부착 센서로 고객 행동 모니터링/상품개발 

Deere & Co : 수확물 품질 평가 AI 탈곡기 개발(컴퓨터 비전 활용) 

공통 
Appian : 실시간 건강 체크 및 서베이, 사무실/작업장 접근 차단 툴 

ServiceNow : Zone/시간대별 직원 접촉현황, 개인보호장비 실시간 트래킹/재고관리, 이용 히스토리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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