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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디지털전환 실태 파악의 필요성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전환이 기업 우선순위로 급부상함
 그동안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은 기술보급과 양적 확대라는 공급자 주도 정책으로 디지털

기술이 기업에 체화되는 과정을 고려한 수요자 관점에서의 정책 접근이 부족했음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정책 개선을 위해 현재 기업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체계적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그간 여러 기관 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의 디지털전환 현황이 파악되고 있으나 기업별
디지털전환의 다양성과 수용 정도를 반영 한 구조화가 미흡하였음
 기업 디지털전환의 개념적 접근
 ICT 기반 혁신의 단계적 진화 관점에서 기업 디지털전환은 전산화,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의 3단계로 개념화 할 수 있음
 기업 디지털전환 과정은 디지털전환기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 인식과 대응 측면에서

감지-기회포착-재구성․전환이라는 동적역량(Dynamic Capabilities)의 틀에서 이해
할 수 있음
- 기업은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과 해석을 통해 디지털전환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전략적 대응을 도모함
- 디지털전환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조의 변화나 소통 방식의 변화, 또는 조직
문화의 변화가 수반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실태조사 개요
 기업 디지털전환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서를 체계화함

- 기업의 환경 변화 인식과 대응, 기업의 디지털전환 현황 및 계획, 디지털전환에 대한
전략적 접근, 디지털전환 추진 방식과 조직 영향, 디지털전환 추진 성과 및 애로사항
부문으로 구성
 수요와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디지털전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기업) 45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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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실태조사 주요결과
 디지털전환 추진 단계가 기업마다 다양하며 기업의 디지털전환 목표에 따라 디지털전환

접근 내용이나 고도화 수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디지털전환 추진 목표가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일 경우 정보화 단계를, 기업 성장일
경우에 디지털전환 단계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
 업종별 디지털전환 긴급도나 요구되는 디지털전환 수준에 차이가 존재함

- 대체적으로 제조업에서 디지털전환에 무관심한 기업이 많고 디지털전환 추진 단계가
낮으며 환경 변화 영향을 크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적역량이 높은 업종일수록 고도화된 단계의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종 디지털전환 단계의 경우 주 생산품 형태가 서비스나 완제품인 기업 비중이 높음
 디지털 리더십이 필수이자 기업 디지털전환에 가장 큰 애로요인임

- CEO의 통찰력과 추진력은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디지털전환 성공요인임
- 그러나 디지털전환 추진 장애요인 조사 결과 경영진 적극성 및 예산 지원 부족, 전략
수립 역량 부족 등 리더십 관련 항목이 상위 순위로 조사됨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정책에 대한 시사점

시사점 1. 디지털전환 추진 단계를 고려한 수요자 관점 정책 접근이 필요함
 기업 디지털전환 추진 단계에 맞는 디지털전환 전략수립 지원이 필요함

- 기업의 디지털전환 수준이나 준비도를 진단하고 기업 성장경로에 맞추어 디지털전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또는 멘토링 지원이 필요함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디지털전환 추진 단계별 실태조사가 필요함

- 미추진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수준에 맞는 디지털전환용 솔루션을 기획․보급하고 기업
내부에 디지털업무 관련 역량 구축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추진 기업에 대해서는 추진 단계별 정확한 기술 및 인력 수요를 조사하여 국가 단위
또는 산업 단위 관련 장단기 기술로드맵 및 인력 수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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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2. 제조기업 디지털전환 유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 관심도와 활용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선제적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 관심도와
정책 효과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수요기업과 연계한 디지털전환 확산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제조기업 디지털전환 수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공조달 영역에서 시범 시행하고, 정부가 민간 수요기업과 연계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시사점 3. 디지털전환 고도화를 위해 사업전환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고도화된 디지털전환 단계의 추진은 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실현되고

있어 서비스화 관련 연구개발 지원 접근이 필요함
- 기존 디지털전환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서비스 R&D 또는 제조업 서비스화 정책
으로의 확장 및 연계 강화가 필요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비즈니스를 고도화하거나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활동은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투자 자금 연계 지원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시사점 4. 기업 디지털전환을 위해 동적역량 강화가 필요함
 기업 디지털전환 정책의 방향이 디지털기술 보급 정책에서 동적역량 강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함
 기업 생태계 단위에서 장기적 방향성과 전략을 탐색하고 동종 업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기업의 디지털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함

-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적극적 추진을 위해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 교육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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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전환기 혁신환경 변화와 기업 대응
 최근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이슈로 ‘디지털전환 가속화’가 부각되고 있음(조영삼, 2020)

- 디지털전환은 기업의 생태계를 변화시켜 산업 가치사슬 내 기업의 필수 역량, 부가가치
창출 구조의 변화를 야기함(김승현 외, 2020)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등 기업과 소비자
모두 디지털 기술의 경험을 축적하며 디지털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음(정민, 2020)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전환이 기업의 우선 순위로 급부상함

- 한 글로벌 기업 대상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응답 기업의 77%에서 디지털전환의
긴급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고)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디지털전환 추진률은 높지 않음
* 국내 기업 중 디지털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은 약 30%이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은 10% 수준에
그쳤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0)
* 국내 제조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운영 변화 조사 결과 디지털전환 추진은 응답기업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김인철 외, 2020)

[그림 1]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업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태도변화(%)

자료: BCG(2020), p.19

1) 이 원고는 정미애 외(2021), 「디지털전환기 기업혁신활동 변화와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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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디지털전환 지원 정책의 전개
 기업 디지털전환 지원 정책은 1980년대 국가 정보화 정책에서부터 2010년 이후 스마트

공장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초기 정보화 정책은 초고속망 설치 등 기반구축과 정보통신사업 육성 연계를
통한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융합 확산 전략에서 추진되었음(윤미영 외, 2013)
- 중소기업 정보화에 대한 정책 지원은 1986년 중소기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당시 상공부
중소기업국 중소기업정책과를 중심으로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확대회의에서 중소기업
자동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정보화를 보고하면서 시작됨
* 대표적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보화혁신전문기업사업(TIMPs, ’02~’06),
중소기업 정보화기반구축사업(’07~’09), 경영정보시스템구축지원사업(’10~’13), 클라우드기반솔루션
개발사업(’13~현재),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02~’18, ’19년부터 스마트공장 사업으로 흡수) 등이 있음

- 중소기업 스마트화 사업은 2014년 제조업 3.0 전략 수립에서 시작되었으며 중소벤처
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이 핵심 요소로 지원되고 있음
* 스마트화 사업은 2022년까지 3만개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기업 디지털전환 실태 파악의 필요성
 그동안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은 기술보급과 양적 확대라는 공급자 주도 정책으로 디지털

전환 활동이 기업의 혁신과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음
- 디지털기술이 기업에 체화되는 과정, 즉 기업의 디지털전환 추진과 그 과정에서의 기업
변화 및 조직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수요자 관점에서의 정책 접근이 필요함
 다양한 기업 디지털전환 실정을 면밀히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 실태조사가 필요함

- 디지털전환기 기업혁신활동 변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정립을 위해 현재 기업의 디지털전환
접근 수준과 수용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그간 여러 기관 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의 디지털전환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별 디지털전환 접근이나 이해 정도를 반영한 구조화가 미흡하였음
- 기업 디지털전환에 대한 개념적 모델에 기반을 둔 구조화된 조사서를 통해 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제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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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기반 혁신의 단계적 진화 관점
 기업 디지털전환은 전산화(digit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전산화 단계에서는 아날로그 정보를 컴퓨터가 저장, 처리,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며, 디지털화 단계에서는 고객 소통이나 유통 등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ICT를 기반으로 개선시키는 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짐(Ismail,
Khater and Zaki, 2017; Verhoef, et al., 2021)
- 최종 디지털전환 단계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해 전사적 변화를
불러오는 가장 변혁적 단계임(Ismail, Khater and Zaki, 2017; Verhoef, et al., 2021)
- 대부분의 연구에서 전산화와 디지털화 단계가 디지털전환 단계에 선행되어야 할 단계로
보고 있음(Verhoef, et al., 2021)
<표 1> 디지털전환의 진화적 단계
구분

전산화
Digitization
(1960년대 말~)

디지털화
Digitalization
(1994년 초~)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2010년대 초~)

초점

데이터/콘텐츠의 디지털 정보화

프로세스(예: 생산, 판매 등) 및
제품/서비스의 디지털화

기업활동의 전 영역, 산업 전반,
경제시스템

목적


효율 향상 (예) 비용 절감,
시간 단축

효과 향상 (예) 기업 내부 통합


효율/효과 향상 (예) 전사적
통합, 기업가치사슬 통합

고객/파트너 협력 &
공동가치창출(co-creation)


전통 기업: 기존 사업 유지/
방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벤처/스타트업: 기존 질서의
재편성, 새로운 기회 획득

자료: 김덕현(2019), p.259; 김승현 외(2020)에서 재인용

 기업 디지털전환은 ICT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사업 전환임(Ismail, Khater

and Zaki, 2017)
- ICT 기반 혁신은 ICT 및 관련 시스템을 개별 조직이나 특정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변화의 영향력이 기업 내부에 귀속됨(Ismail, Khater and Zaki, 2017; Vial, 2019)
- 디지털전환은 ICT 기반 혁신 모델을 디지털전환 단계를 포함해 확장한 모델로 전환의
영향력과 복잡성이 가중됨(Ismail, Khater and Zak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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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지털전환: ICT 기반 혁신의 단계적 진화

비즈니스모델 전환

비즈니스 범위 재정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재설계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

ICT
혁
신

디지털
화

진화적

전산화

단위정보화

변혁적

전환의 복잡성

디지털
전환

고객 경험 전환

전환의 영향

자료: Ismail, Khater and Zaki(2017), p.25에서 디지털전환 3단계 구분을 추가해 보완 작성2)

 데이터가 주도하는 기업 전주기 변화 관점
 디지털전환은 디지털 기술과 증가된 데이터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기업의 이익으로

확보하는 과정임(Björkdahl, 2020)
- 디지털 기술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자원은 편집, 복제, 세분화, 추적가능성 등 새로운
속성을 가지게 되고 디지털 자원의 연결을 통해 창출된 속성들은 유의미한 데이터로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에 활용됨(Lanzolla, Pesce and Tucci, 2021)
-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거래비용의 감소, 플랫폼 구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 효과,
지능 기계화 및 자동화, 맞춤화(Customization) 등 효율성 향상과 효과성 제고라는
가치를 창출함(임홍탁·한정원, 2019)
 데이터로부터의 가치 확보는 기업의 모든 가치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음(Björkdahl, 2020)

- 제품개발, 제조, 물류, 운영서비스 및 보완서비스 등 제조기업의 각 가치사슬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능함
- 디지털전환을 통해 확보 가능한 가치는 가치사슬 하위영역에서 높을 수밖에 없으며 상위
영역에서는 비용감소나 효율성 측면에서 가치를 제고하게 됨
- 따라서 내부 효율성 개선 또는 비용 절감을 위한 디지털전환과 기업 성장 또는 수익
창출을 위한 디지털전환은 가치사슬의 다른 영역에 초점을 두는 전혀 다른 게임이라 할
수 있음(Björkdahl, 2020; Gurumurthy, Schatsky and Camhi, 2020)

2) 원 자료에서는 변혁적 변화의 단계를 모두 ‘디지털전환’으로 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전환 3단계 구분에 따라 디지털전환과
디지털화를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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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디지털전환의 과정과 구성요소
 기업 디지털전환은 디지털전환기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 인식과 대응 관점에서 감지-기회

포착-재구성․전환의 동적역량(Dynamic Capabilities)3) 틀로 이해할 수 있음([그림 3] 참고)
STEPI Insight |

- 기업은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과 해석을 통해 디지털전환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전략적
대응을 도모하게 됨
* 기업 디지털전환에서는 강력한 탑다운 리더십이 강조됨(Vail, 2019; Warner and Wager, 2019;
Yeow, Soh and Hansen, 2018)

-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조의 변화나 소통 방식의 변화, 또는 조직 문화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음(김진영·김형택·이승준, 2017; Vial, 2019)
- 또한 기존 기업의 핵심 부분과 새로운 전환 영역 간에 마찰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음
(이홍·이헌, 2009; Solberg, Traavik and Wong, 2020)
[그림 3] 기업 디지털전환 과정: 환경 대응과 변화

주: ⇢는 기업 외부 환경, →는 기업 내부 흐름
자료: Vial(2019), p.122에서 수정·보완

3) 동적역량은 외부 환경에 유연히 대처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조직이 변화를 식별하고 변화 필요성에
대응하는지에 관한 것임(Helfat, et al., 2007). 동적역량 이론이 초점을 두는 것은 기업의 변화 또는 환경 적응 과정으로 동적역량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인 Teece(2007)에 따르면 동적역량은 기회와 위협을 감지하는 능력(sensing), 기회 포착 능력
(seizing), 재구성 능력(reconfiguring)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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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디지털전환 실태조사 주요 결과
1. 디지털전환 실태조사 개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50개를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현황 및 실태 조사 추진
 수요와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디지털전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이노비즈(INNOBIZ)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이노비즈 인증 기업이란 중소기업 혁신지원 제도에 따라 기술혁신능력에 대한 일련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고 있어 국내의 대표적 혁신 중소기업군이라 할 수 있음4)
 표본 설계는 업종5)6)과 종업원 수로 16,248개 모집단 구축 후 최종 450개 표본을 배정하여

조사함
<표 2> 조사 대상 기업 표본배정 현황
(단위: 개)

업종 구분
기계/금속
식품/섬유
전기/전자
제조업
화학
기타제조
소계
ICT/SW
건설/도소매
비제조업
기타서비스업
소계
합계

종업원 수
10인 미만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인 이상

7
9
6
22
22

26
13
22
16
12
89
10
10
7
27
116

29
15
24
18
12
98
12
10
9
31
129

19
11
16
13
7
66
9
6
6
21
87

13
7
12
10
5
47
6
4
4
14
61

8
4
7
5
2
26
4
2
3
9
35

합계
95
50
81
62
38
326
48
41
35
124
450

자료: 연구진 작성

4) https://www.innobiz.net
5) 모집단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를 기준으로 분석에 적합하도록 재분류하였으며, 업종 구분표는 <부록 표 1>
참고
6) ICT/SW 업종의 경우 디지털전환 공급기업으로 타 기업과 구분되나 디지털전환기 환경에 맞춘 디지털 신기술 도입, 내부 혁신 및 서비스
개발 등 자체 디지털전환 추진 측면에서 포함하여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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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내용은 기업의 환경 변화 인식과 대응, 기업의 디지털전환 현황 및 계획, 디지털전환에

대한 전략적 접근, 디지털전환 추진 방식과 조직 영향, 디지털전환 추진 성과 및 애로사항
부문으로 구성하여 추진함
STEPI Insight |

<표 3> 조사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업 현황




소재지, 사업체 수, 공장 현황, 주생산품, 업종
연구개발 조직형태,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 매출액, 수출액, 근로자 수

기업의 환경 변화
인식과 대응






대외 환경 변화의 영향 정도 및 예상 변화
디지털전환 관심분야
코로나19 영향
환경 변화 감지 및 대응 활동 평가

기업의 디지털전환
현황 및 계획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계획
디지털 신기술 활용 현황 및 계획
전반적인 디지털전환 수준 및 5년 후 예상

디지털전환에 대한
전략적 접근






디지털전환 동향 정보 취득 경로
디지털전환을 위한 계획 수준
디지털전환 추진 배경
디지털전환 추진 목표

디지털전환 추진
방식과 조직 영향





디지털전환 추진 주체 및 방식
디지털전환 추진을 위한 별도 조직 또는 인력 보유 여부
디지털전환 추진으로 인한 기업 영향

디지털전환 추진 성과




디지털전환 추진으로 인한 기업 성장 도움 정도
제조 생산관리에 디지털전환이 미치는 영향 정도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디지털전환 성공요인별 중요도
디지털전환 추진 장애요인
디지털전환 추진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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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실태조사 주요 결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친환경, 사회적 책임 측면의 환경변화에 대한 위기감은

크지 않은 편으로 나타남
-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환경 변화를 통한 기업 경영이나 제품/
서비스 측면에서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예상함
 환경변화에 대응해 주력 제품이나 서비스 변화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는 기업이 약 70%임

- 제조업의 73.3%, 서비스업의 49.2%에서 주력 제품이나 서비스 변화가 없을 것이라 예상
하며 변화를 하더라도 3년 내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중장기적 변화를 예상하고 있음
- 주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변화를 예상하는 기업의 경우 업종 유지나 확장 등 낙관적 전망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4] 기업의 경영/제품․서비스 개발 영향 및 주력제품/서비스 변화
(단위: 점, %)

환경 변화별 기업 경영과 제품서비스 개발 영향 (5점 척도)
<업종별>

주: 5점 척도

주: 5점 척도

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력제품/서비스 변화

주력제품/서비스 변화에 따른 업종 변화 예상

<업종별>

<업종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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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전환에 대한 관심과 추진 단계
 약 50%의 기업이 공정 자동화나 업무혁신 등 내부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디지털전환에

관심을 두고 있음
STEPI Insight |

- 전체 기업의 32.4%가 디지털전환에 무관심하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35.9%, 비제조업
23.4%로 제조업에서 무관심도가 높게 나타남
 기업 전반의 디지털전환 상태로 단위정보화 상태에 대한 응답비중이 가장 높음

- 5년 후 변화와 각 상태별 기업 비중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추진 의지를 반영함
- 그러나 86%의 기업이 현재 상태와 5년 후 상태를 동일하게 응답하여 이 결과는 기업마다
선택적 디지털전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복수 응답한 디지털전환 상태 중 최고 수준의 상태를 해당 기업의 디지털전환 상태로 할당할 때 결과임
 디지털전환 3단계에 따르면 절반 정도의 기업이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단계가

10~20% 비중으로 나타남
- 미추진 기업이 58.0%로 나타남
- 정보화 단계 기업이 12.5%, 디지털화 단계 기업이 10.4%, 디지털전환 단계 기업이
19.0%로 가장 높은 단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ICT/SW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이 기여한
결과임
* 각 기업이 응답한 최고 수준 디지털전환 상태를 [그림 2]에 따라 디지털전환 3단계로 변환함
* 디지털전환 공급기업이라 할 수 있는 ICT/SW 업종을 제외할 경우 단위정보화 단계 기업의 비중이
13.5%로, 미추진 기업 비중이 62.8%로 증가하고, 디지털화 단계 기업 비중은 10.4%를 유지, 디지털
전환 단계 기업 비중은 13.2%로 감소함

- 대부분 세부 업종에서는 전산화>디지털화>디지털전환 단계 순으로 기업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임
* 식품섬유, ICT/SW. 기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디지털전환 단계 기업 비중이 가장 많음
 부가가치 사슬 상 하위영역을 포함할 경우 디지털전환 단계 비중이 큼

- 주 생산품 형태가 서비스인 기업이 디지털전환 단계 기업 비중에서 가장 많고, 원료/
중간재인 기업은 전산화 단계 기업 비중에서 가장 많음
* 디지털전환 단계 기업 중 주 생산품 형태(서비스, 원료/중간재, 최종 완제품)별 비중은 68.9%,
25.7%, 37.1%, 전산화 단계 기업에서는 8.2%, 54.3%, 34.8%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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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디지털전환 관심분야 및 추진단계
(단위: %)

디지털전환 관심분야

디지털전환 상태 (복수응답)

<업종별>

디지털전환 3단계
<업종별>

<세부 업종별>

자료: 연구진 작성

 동적역량과 디지털전환
 조사기업 동적역량의 평균은 보통 수준으로 감지역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역량 조사 내용 중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우리 회사는 새로운 기술과 시장 기회를
꾸준히 탐색하고 있다(A)’가 5점 척도에서 3.76(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69.0점)
으로 보통~잘 함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됨
- 조사 값을 동일한 가중치로 감지-기회포착-재구성․전환역량으로 합산하여 볼 경우
3.67>3.55>3.42 순으로 조사되어 동적역량 중에 감지역량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임
- 동적역량이 높은 업종일수록 디지털전환 단계 기업 비중이 큰 경향이 있음
* 세부 업종별 동적역량에서 ICT/SW 업종, 전기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들 업종은
디지털전환 3단계 구분에서 디지털전환 단계가 많은 업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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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업 동적역량
(단위: 점)

동적역량

STEPI Insight |

A. 우리 회사는 새로운 기술과 시장 기회를 꾸준히 탐색하고 있다.
B. 우리 회사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와 위기 요인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C. 우리 회사는 고객 또는 시장, 공급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현재 및 잠재 수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D. 우리 회사는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탐색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루틴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E. 우리 회사는 식별한 기회나 위기 요인을 회사의 성장기회로 해석해내는데 성공적인 편이다.
F. 우리 회사는 사업 기회나 위기가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G. 우리 회사는 환경 대응 또는 사업기회 포착을 위해 효과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H. 우리 회사는 환경대응 또는 사업기회 포착을 위해 외부 지원이나 협업파트너를 모색할 수 있다.
I. 우리 회사는 기회와 위기 상황에 맞게 생산 프로세스 등 기업의 핵심 업무를 조정 또는 재구성할 수 있다.
J. 우리 회사는 기회와 위기 상황에 맞게 경영과 조직 전반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다.
K. 우리 회사는 기회와 위기 상황에 맞게 비즈니스 자원 또는 인력을 재배치, 재구성할 수 있다.
L. 우리 회사는 기회와 위기 상황에 맞게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주: 5점 척도

동적역량과 디지털전환 단계와의 관계
<세부 업종별>

주: 디지털전환 단계별 기업 비중을 가중치로 각 업종별 3점 척도의 디지털전환 단계를 산출함(미추진/전산화 전=0, 전산화=1, 디지
털화=2, 디지털전환=3)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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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전환 추진 목표
 업종별 디지털전환 추진 목표에 차이가 있음

- ‘의사결정의 효율성 향상’이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높은 비중으로 응답되었고 그 외 응답
으로 제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이, 비제조업의 경우 ‘시장 성장 및 확장’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전산화 단계 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이 38% 로 높게 나타난 반면 디지털
전환 단계 기업에서는 ‘시장 성장 및 확장’이 32%로 높게 나타남

[그림 7] 디지털전환 추진 목표
(단위: %)

디지털전환 추진 목표와 디지털전환 단계별 비교
<업종별>

<전산화 단계 기업>

<디지털전환 단계 기업>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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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전환 추진 방식
 대부분의 기업에서 디지털전환은 CEO의 주도로 이루어짐

- 디지털전환 동향 정보 접촉 경로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CEO나 경영진의 외부모임
STEPI Insight |

또는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접촉하는 기업이 51.1%로 가장 많음
- 디지털전환 계획을 보유 또는 수립하고 있는 229개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전환을 누가
주도했는지 조사한 결과 기업대표가 주도하는 기업이 47.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관련
부서 실무자가 39.7%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관련 실무자가 46.1%로 기업대표(42.6%) 보다 약간 비중이 높음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 비전 및 로드맵 수준의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약 20%이고 절반 가량의 기업이 비용 검토 수준 또는 특정 계획이 없이 추진하고 있음
- 비용검토 및 제품검토 수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31.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정보시스템/전산조직 중심의 중장기 효과 및 영향을 고려한 수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21.0%로 많음
-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는데 전담조직 및 인력이 없는 기업이 41.9%로 가장 많고, 전담인력은
없지만 업무겸직 인력 보유(33.2%), 전담조직은 없지만 전담인력 보유(19.2%), 전담조직
보유(5.7%) 순으로 조사됨
 디지털전환 추진 기업 중 디지털전환을 위해 외부기관과 협력한 기업은 17.5%이며,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은 37.1%로 조사됨
- 제조업의 경우 외부기관 협력이나 정부사업 참여 비중이 비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조업에서는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이 71.0%로
가장 많고, 비제조업에서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이 52.2%로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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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디지털전환 추진 방식 및 계획
(단위: %)

디지털전환 동향 정보 접촉 경로 (복수응답)

디지털전환 주도 구성원
<업종별>

디지털전환 계획 수준

디지털전환 추진 조직

<업종별>

<업종별>

외부기관 협력 및 정부 사업 참여

참여 정부사업 유형 (복수응답)

<업종별>

<업종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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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전환의 성과와 조직 영향
 디지털전환 추진이 조직구조나 문화 보다는 업무 효율성이나 만족도 측면에서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됨
STEPI Insight |

-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향상이 100점 만점에 72.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결정의
정확성/효율성 향상이 71.4점, 부서 간 협업 강화가 71.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패에
관대하고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로 변화에 대한 영향은 58.5점으로 가장 낮음
* 본 조사에서 디지털전환 추진을 위해 조직 구조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변화 없음’이 85.2%로 조사됨

- 디지털전환 추진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조직 영향이 큰 경향이 있음
* 특히 공급업체, 고객 등 외부 조직과의 협업 강화, 직원 디지털 역량 강조, 근무 유연성 측면에서 단계 간
차이가 큼

[그림 9] 디지털전환의 조직 및 기업 성장 영향
(단위: 점)

디지털전환의 조직 영향

디지털전환의 기업 성장에 대한 영향

<업종별>

<업종별>

<디지털전환 단계별>

주: 5점 척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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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전환 추진 기업의 절반가량이 매출 확대와 영업 이익 증가에 디지털전환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
- 재무성과 측면에서 디지털전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비용 감소가 100점 만점(100점=매우
도움이 됨)에 64.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매출 확대(64.3점), 영업이익 증가(61.6점),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61.0점), 신제품/서비스 개발(58.3점), 새로운 협업/거래처
발굴(57.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비용 감소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고, 비제조업의 경우 매출 확대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 디지털전환 추진 단계별 디지털전환의 기업 성과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음
 디지털전환 성공요인 및 장애요인
 경영진 역할 및 역량은 디지털전환의 주요 성공요인이자 디지털전환 추진에서의 장애요인

으로 인식됨
- 디지털전환 성공요인에 대해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CEO의 통찰력과
추진력이 100점 만점(100점=매우 중요함)에 77.4점으로 가장 높음
- 디지털전환 추진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에서 경영진의 예산지원 및
적극성 부족이 23.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종 업계의 디지털전환 정보 부족 21.3%,
기업의 전략 수립 역량 부족 17.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1+2+3순위 응답도 같은 순으로
조사됨(각각 47.3%, 43.1%, 38.2%)
 디지털전환 추진 단계별로 장애요인 우선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음

- 미추진 기업 및 전산화 단계 기업에서 ‘경영진의 예산지원 및 적극성 부족’이나 ‘기업의
전략 수립 역량 부족’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디지털전환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동종
업계의 디지털전환 정보 부족’이 주요 애로요인으로 조사됨
* 미추진-전산화-디지털화-디지털전환 단계 기업 순으로 각 그룹별 응답 중 경영진의 예산지원 및 적극성
부족은 19.9%-31.5%-26.1%-26.5%, 동종 업계의 디지털전환 정보 부족은 18.8%-22.2%-19.6%32.5%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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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디지털전환 성공 및 장애요인
(단위: 점, %)

디지털전환 성공요인별 중요도

디지털전환 추진 장애요인 (1+2+3 순위 응답)
<업종별>

STEPI Insight |

주: 5점 척도

디지털전환 추진 장애요인 (1순위 응답)
<디지털전환 단계별>
미추진
가장 많이 응답
2번째로 많이 응답
3번째로 많이 응답

전산화

디지털화

경영진의 예산 지원 및 적극성 부족
기업의 전략 수립 역량

동종 업계의 디지털전환 정보 부족

부족
동종 업계의 디지털전환

기업 내 디지털 인재

정보 부족

및 전문인력 부족

디지털전환
동종 업계의 디지털전환
정보 부족
경영진의 예산 지원 및
적극성 부족

기업의 전략 수립 역량 부족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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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정책에 대한 시사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실태조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실태조사는 기업 디지털전환을 변화하는 혁신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 관점에서 동적

역량의 틀을 활용해 기업의 환경 인식과 전략적 대응, 조직 변화를 포괄적으로 살펴봄
 업무방식 변화, 공장 스마트화 등 내부효율화 측면과 사업 확장 및 전환의 신규가치창출

측면을 포함하여 기업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반영함
- 전산화-디지털화-디지털전환 단계의 3단계 구분을 활용해 정리하고 이 구분이 결과 해석에
유용함을 확인함
 본 연구는 다양한 기업 디지털전환의 단면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사 규모의 제약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디지털전환 단계 및 업종 세분화 정도에 한계를 가지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한정한
조사로 중소기업 상황으로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함
- 그럼에도 혁신형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혁신성장에 중요한 기업군이며 이들 기업군의
디지털전환 추진이 향후 국가 생산성과 경쟁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들을
분석대상으로 한 본 조사의 정책적 활용성을 기대함

시사점 1. 디지털전환 추진 단계를 고려한 수요자 관점 정책 접근이 필요함
 디지털전환 추진 단계가 기업마다 다양하며 기업의 디지털전환 목표에 따라 디지털전환

접근 내용이나 고도화 수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디지털전환 3단계로 응답 기업을 구분하면 미추진이 약 60%이고 정보화,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단계 기업이 각각 10~20% 수준에서 분포함
- 디지털전환 추진 목표가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일 경우 정보화 단계를, 기업 성장일 경우에
디지털전환 단계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
 기업 디지털전환 추진 단계에 맞는 디지털전환 전략수립 지원이 필요함

- 디지털전환 전략수립 역량 부족은 특히 미추진 기업에서 상위 순위 장애요인으로 조사됨
- 기업별로 디지털전환 필요 분야나 목적에 따라 디지털전환 고도화 단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의 목표 단계에 맞춘 적절한 전략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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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ICT 역량 및 디지털전환 관심분야 등에 맞추어 기업의 디지털전환 수준이나
준비도를 진단하고 기업 성장경로에 맞는 디지털전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 등 지침의 제공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STEPI Insight |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디지털전환 추진 단계별 실태조사가 필요함

- 중소기업의 적극적 디지털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분야별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전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이 디지털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취약한 재정상황과
내부에 이를 주도할 주체가 부족하기 때문임
- 미추진 단계 기업에서 수요가 높은 디지털전환용 솔루션을 기획․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 내부에 디지털업무 관련 역량 구축을 우선 지원하거나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선행
할 필요가 있음
- 추진 기업에 대해서는 추진 단계별 정확한 기술 및 인력 수요를 조사하여 국가 단위
또는 산업 단위 관련 장단기 기술로드맵 및 인력 수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수준별, 직무별 인력을 양성․공급 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2. 제조기업 디지털전환 유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업종별 디지털전환 긴급도나 디지털전환 수준에 차이가 존재함

- 대체적으로 제조업에서 디지털전환에 무관심한 기업이 많고 디지털전환 추진 단계가
낮으며 환경 변화 영향을 크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 동적역량과 디지털전환 추진 단계 분포를 살펴보면 동적역량이 높은 업종,
즉 기술이나 수요 변화 등에 민감한 업종일수록 고도화된 단계의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디지털전환 단계([그림 8])는 OECD Going digital 프로젝트 일환에서 추진된 산업별 디지털화
영향 정도 측정 결과와 유사함. 다만, 디지털화 영향 정도가 높은 기계/금속 분야(Calvino, et al.,
2018)가 본 조사에서는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상세 조사 및 정책 대응이 필요함

- 디지털전환 추진 단계가 낮을수록 창출되는 부가가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제조기업에서 디지털전환을 통한 기대 가치가 작을 것으로 예상됨
 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 관심도와 활용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선제적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 관심도와
정책 효과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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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최근 중소기업까지 전면 도입된 중대재해 처벌 이슈나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업경영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스마트공장이 적절한 대응방안이 되는 사례를 발굴,
확산할 필요가 있음
 수요기업과 연계한 디지털전환 확산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제조기업 디지털전환 수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을 현실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요기업이 제품․서비스를
발주할 때 품질관리나 서비스관리 차원에서 디지털화된 자료를 함께 요구하는 것임
- 공공조달 영역에서 시범 시행하고, 정부가 민간 수요기업과 연계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조기업 디지털전환 유인에 효과적일 수 있음

시사점 3. 디지털전환 고도화를 위해 사업전환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가장 고도화된 디지털전환 단계는 사업 전환의 범주에서 접근해야 함

- 최종 디지털전환 단계의 경우 주 생산품 형태가 서비스나 완제품인 기업 비중이 높음
- 기업 간 거래관계 속에서 특정 가치사슬을 담당하던 제조기업에게 최종소비자에 가까운
가치사슬로의 확대나 서비스화는 전혀 새로운 사업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디지털전환 단계 기업이 전산화 단계 기업보다 디지털전환 추진에 따른 조직 변화 영향이 크며, 직원
업무 효율성 이외에 직원 역량 변화, 조직 문화, 외부 기관과 협업까지 전사적 범위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고도화된 디지털전환 단계의 추진 사례(정미애 외, 2021)를 보면 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실현되고 있어 서비스화 관련 연구개발 지원 접근이 필요함
- 기존 디지털전환 정책의 주요 틀인 디지털전환 솔루션이나 기술/시설 보급에서 벗어나
서비스 R&D 또는 제조업 서비스화 정책으로의 확장 및 연계 강화가 필요함
 특히 제조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비즈니스를 고도화하거나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활동은 사업계획서 혹은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디지털전환-투자 자금’ 연계
지원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기존 기술개발 계획에 기반한 지원이 아닌 사업 전환 지원의 관점에서 최종적으로는
투자처 연결 혹은 정부의 사업전환 자금 지원 사업 등으로 연결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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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4. 기업 디지털전환을 위해 동적역량 강화가 필요함
 디지털 리더십이 필수이자 기업 디지털전환에 가장 큰 애로요인임

STEPI Insight |

- CEO의 통찰력과 추진력은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디지털전환 성공요인임
- 그러나 디지털전환 추진 장애요인 조사 결과 경영진 적극성 및 예산 지원 부족, 전략 수립
역량 부족 등 리더십 관련 항목이 상위 순위로 조사됨
- 동적역량, 특히 재구성․전환 등 실행 관련 역량이 크지 않은 점도 리더십 부족과 관련됨
* 리더십은 동적역량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덕목으로 VUCA(Volatile, Uncertain, Complex,
and Ambiguous) 환경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음(Schoemaker, Heaton, and Teece, 2017)

-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장기적 비전이나 관련한 구조 변화, 고도화 계획 없이
디지털전환에 접근하고 있음
 기업 디지털전환 정책의 방향이 디지털기술 보급 정책에서 동적역량 강화 정책으로 변화

해야 함
- 기업의 디지털전환은 디지털 기술 등 신기술 수용의 문제를 넘어 고객의 기대 변화, 해당
기업 생태계의 변화 등 환경 변화에 기업의 발전 경로를 적합 시키는 과정임
- 동적역량은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기업 능력을 의미하며 전환기에 더욱 강조되는 역량임
 기업 생태계 단위에서 장기적 방향성과 전략을 탐색하고 동종 업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업종별 협회 활동이 단기적 이슈 대응에 그치지 않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며 변화와 혁신을 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업종별 디지털전환 선도사례를 발굴하여 디지털전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디지털전환기 변화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기업의 디지털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함

-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적극적 추진을 위해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 교육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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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표 1> 조사 대상 업종 구분
업종 구분

코드

업종명

전기/전자

23
24
25
29~31
10~12
13~15
26~28

화학

19~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계 및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음료 및 담배제조업
섬유, 의복 등 제조업
전기전자 제조업
화학물질,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기계/금속

식품/섬유
제조업

기타 제조

ICT/SW

건설/도소매

비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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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

16
17
18
32
33
582
59
60
61
62
63
41
45
01~03
05~07
35~36
37~39
49~52
55~56
581
64~66
68~69
74~75
70~73
84
85
90~96

농어업 및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사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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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ate of Business Digital Transform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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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e Jung · Jung-Im Hong
 The ne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business digital transformation
 Acceler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is being emphasized as a key

post-COVID-19 issue, and digital transformation is rapidly emerging as a
priority for business change worldwide.
 The government's digital transformation policy has been centered on supply

side such as technology dissemination and quantitative expansion, and it
needs a policy approach from the demand perspective considering the
process of digital technology being internalized into companies.
 For a close understanding of the status of digital transformation of various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first systemically identify companies' current
digital transformation approaches and acceptance.
- Although several organizations have conducted surveys on the digital
transformation status of Korean companies, they did not sufficiently reflect
different approaches and understanding by business.
-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overall status of business digital
transformation with a structured survey based on a conceptual model for
business digital transformation.
 Conceptual approach to business digital trans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hased evolution of ICT-based innovation,

business digital transforma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digitization,
digitaliz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The process of business digital transforma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dynamic capabilities framework of sensing - seizing opportunities reorganizing and transforming in terms of a company's awareness of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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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period.
- Companies identify the need for digital transformation through recogni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seek strategic responses.
- The implement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is accompanied by changes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communication methods, or organizational
culture.
 Overview of a survey o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innovativ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This survey was systemically prepared based on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business digital transformation
- It consists of companies' awareness of and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companies' digital transformation plans and status, strategic approach to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transformation implementation methods and impact on
the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and difficulties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on 450 innovative SMEs (INNOBIZ companies) that

are expected to create high digital transformation effects in terms of demand
and economic performance.
 Key findings of the survey o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innovative SMEs
 The stages of digital transformation vary by company, and the detail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approach or demand for advancement may vary
depending on the company's digital transformation goals.
- When dividing the companies into the three stages of digital transformation,
58.0% said they either did not start digital transformation or were in the
pre-digitization stage, 12.5% said they were in the digitization stage, 10.4%
in the digitalization stage, and 19.0%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stage.
- When the goal of digital transformation is efficiency or cost reduction,
companies tend to select the digitization stage, while when the goal is
business growth, they tend to select the digital transform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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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gree of urgency of digital transformation or the level of digital

transformation required differs by industry.
- In general, many manufacturing companies are not interested in digital
STEPI Insight |

transformation or are in a lower st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y
view the impact of environmental changes as not significant.
- The

higher

the

dynamic

capabilities,

the

more

advanced

digital

transformation is being pursued.
 Companies whose core product is in the form of a service or finished product

are more likely in the final st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leadership is essential and the biggest obstacle to business digital

transformation.
- The CEO's insight and determination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successful digital transformation recognized by companies.
- However,

when

asked

about

obstacles

to

digital

transformation,

leadership-related issues such as lack of management's proactiveness and
budget support, and lack of strategy-building capacity were the most
common answers.
 Policy Implications for SME digital transformation

1. Need of policies from the demand perspective considering the stages
of digital transformation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suitable for the stage of business digital transformation.
- To assess a company's level or readiness for digital transformation
according to its ICT capabilities and areas of interest in digital
transformation, and to establish a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tailored to
the growth path of the company,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guidance
such as guidelines, mentoring programs, etc.
 Status survey for each st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is necessary for a

customized support policy for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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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necessary to plan and disseminate solutions for digital transformation
that are in high demand from companies that have not begun the digital
transformation

process,

and

to

help

such

companies

build

their

digital-related capabilities first or to connect them with an external
organization.
- For companies that ar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journey, the
government needs to survey the exact technology and manpower demand
for each st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reflect the results in a short to
long-term technology roadmap at the national or industrial level and
manpower planning to nurture and supply manpower for the technical level
and job required for industrial sites.

2. Need of a plan to induce digital transformation in manufacturing


Proactive support for smart factories in response to social issues could
increase the interest of manufacturers in digital transformation as well as
policy effectiveness.
- It is necessary to find and promote cases in which a smart factory serves as
an effective countermeasure for social issues such as punishment against
serious accidents, which was recently extended to SME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52-hour workweek, causing financial burden on
business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demand for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by

running

a

program

to

promote

digital

transformation in connection with customer companies.
- A pilot implementation in the public procurement sector and the
government's support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SMEs in connection
with private customer companies may be effective in driving manufacturers
toward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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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ed of support for transition into digital businesses
 The advanced st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is mostly realiz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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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of creating new services, so it is necessary to approach R&D support
related to service development.
- Beyond supplying a digital transformation solution or technology/facility,
which is the main framework of the existing digital transform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expand or integrate into a policy to support service R&D or
manufacturing as a service.
 In particular, for manufacturers to advance their existing businesses or create

new businesses using digital technology, support should be provided in the
form of "digital transformation-investment funds" based on a business plan or
business model.
- From the new viewpoint of support for business transition rather than support
based on a technology development plan, the government should ultimately
connect companies with investors or a state-funded project for business
transition.

4. Need of support for strengthening companies’ dynamic capabilities
 The direction of business digital transformation policy should change from

disseminating digital technology to strengthening dynamic capabilities.
 It is necessary to help companies to explore long-term directions and

strategies in their ecosystem and to share relevant information with the
related industry.
 Education and support are needed to strengthen corporate digital leadership.

- Leadership education and capacity building are needed for companies to
demonstrat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order to strategically approach
and proactively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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