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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Slack은 이제 우리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서 하던 일을 이제는 Slack에서 

하니까요. 문화라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동료와 함께 음료수를 한잔 하거나 동료의 자리에 

잠깐 들러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Slack을 통해 비동기로 대화할 수 있으므로, 동료가 

한참 일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방해하지 않고 메시지를 남길 수 있고 동료는 나중에 남겨진 

대화를 확인하여 계속 진행되는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안 기술 업계 엔지니어링 관리자  
 

 

Slack은 Total Economic Impact™(TEI)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기업들이 Slack Plus 또는 Slack 

Grid를 배포하여 실현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ROI)에 

대한 조사를 Forrester Consulting에 의뢰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독자들에게 조직 내 Slack의 잠재적인 

재무 효과를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투자와 연관된 이익, 비용 및 리스크 요소를 잘 

파악하기 위해 Forrester는 Slack 사용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에서는 Slack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메일과 함께 여러 직무에 걸쳐 

팀과 부서 간의 경계가 구분된 채팅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 및 엔지니어링 

팀에서는 영업 및 지원 팀과는 다른 소통 및 채팅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소통, 

생산성과 효율, 기업 문화를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에서는 (예컨대 원격 

근무로 더 쉽게 전환할 수 있게 하고, 동기 및 비동기 

작업을 허용하고, 기업 문화를 유지하고 

개선함으로써) 원격 근무 인력과 강력한 문화를 

지원하는 능력과 기타 비즈니스 및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통합의 용이성과 확장성 때문에 

Slack을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 연구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그 덕분에 

상당한 이점을 누렸습니다. 기업에서는 Slack을 

사용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기존 도구의 시효를 

소멸시켜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 창출을 가속화하고, 

직원 채용과 유지를 개선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상, Forrester는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객의 경험을 통합하고 그 결과를 단일 가상 

기업으로 결합했습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보고되는 모든 수치는 리스크 조정 후 3년 현재 

가치(PV)입니다. 

 

투자 수익률(ROI) 

338% 

순 현재 가치(NPV) 

58.76억 원 

주요 통계 

https://slack.com/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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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요 결과 

정량화된 편익. 다음 편익은 가상 기업과 관련된 재무 

분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술 팀 생산성 향상(총 51.71억 원).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Slack의 확장성과 

표준 통합 목록 덕분에 개발자와 DevOps 

엔지니어가 많은 워크플로를 자동화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Slack에서 정보를 

적절한 채널과 검색 가능한 기록으로 구성할 수 

있고 동기 및 비동기 소통 방식을 모두 지원하므로 

소통의 마찰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 생산성 향상(총 23.46억 원). 

Slack을 통해 소통이 향상됨으로써 모든 직원의 

이메일과 현황 공유 미팅 수가 모두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기업에서는 단일 영역의 

주제 전문가를 모아 조직 내 공식 및 비공식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정 

채널도 개발했습니다. 이는 전사적 차원의 정보 

흐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존 도구의 시효 소멸(총 9,914만 원의 비용 

절감). 기업에서는 Slack에 투자한 후 기존의 협업 

도구를 시효 소멸시켜 조직에 직접 부담이 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량화될 수 없는 편익. 이 연구를 위해 정량화될 수 

없는 편익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수익 창출 가속화. 

 채용 및 유지 개선. 

비용. 다음 비용은 가상 기업과 관련된 재무 분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라이선스 비용(총 9억 110만 원). 

 구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내 인건비 

(총 8억 3,941만 원). 

 Slack은 사용자가 사용해야 

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용하고 싶어 하는 

도구라는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업계 책임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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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고객 인터뷰와 재무 분석 결과, 가상 기업이 3년간 

얻은 편익은 76.17억 원이고 비용은 17.4억 원이 

들어, 58.76억 원의 순 현재 가치(NPV)와 338%의 

ROI라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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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Total benefits PV, 
$6.9M

Total costs PV, 
$1.6M

Initial Year 1 Year 2 Year 3

Financial Summary

Technical team productivity
improvement

Improved general productivity

Sunset legacy tools

Benefits (Three-Year)

ROI 

338% 

편익 PV 

76.17억 원 

NPV 

58.76억 원 

원금 회수 

6개월 미만 

편익(3년) 

기술 팀 생산성 향상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기존 도구 시효 소멸 

51.71억 원 

23.46억 원 

0.99억 원 

재무 개요 

총편익 PV,  

76.17억 원 

총비용 PV,  

17.4억 원 

초기 1년 차 2년 차 3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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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TEI의 프레임워크 및 방법론 

인터뷰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Forrester는 Slack에 

투자를 고려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Total Economic 

Impact™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비용, 편익, 유연성 및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Forrester는 다단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Slack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실사 

Slack 이해 당사자 및 Forrester 분석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Slack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고객 인터뷰 

Slack을 사용 중인 기업에 근무하는 의사 

결정권자 9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용, 편익 및 

리스크 요소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가상 기업 

인터뷰에 참여한 기업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나의 가상 기업을 생성했습니다. 

 

재무 모델 프레임워크 

TEI 방법론을 사용한 인터뷰들의 재무 모델 

대표를 구성하고 인터뷰한 기업들의 문제와 

관심을 기반으로 재무 모델의 리스크 조정을 

수행했습니다. 

 

사례 연구 

투자 효과를 모델링할 때 TEI의 4가지 기본 

요소인 편익, 비용, 유연성 및 리스크를 

사용했습니다. IT 투자와 관련된 ROI 분석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음을 고려해, Forrester는 TEI 

방법론을 통해 구매 결정에 대한 총 경제적 

효과(TEI)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TEI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공지 

유의 사항: 

이 연구는 Slack의 의뢰를 받아 Forrester Consulting에서 

수행한 것으로, 경쟁 제품과의 비교 분석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Forrester는 다른 기업들의 잠재적인 ROI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Slack에 대한 투자 여부는 이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독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Slack은 Forrester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Forrester는 연구 및 결과에 관한 

편집 권한을 보유하며, Forrester의 조사 결과에 반하거나 

연구의 의미를 모호하게 하는 변경 요구는 수락하지 

않습니다. 

Slack은 인터뷰 대상 고객들의 이름을 제공했지만 

인터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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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ck 고객 여정 

Slack 투자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또한 Forrester는 전 세계 Slack 사용자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아래 수치 참조). 

이 사용자들의 자사는 전 세계 곳곳에 분산되어 있고 

규모와 업종도 다양합니다. 그 밖에도, 사용자는 설계, 

개발, 테스트, 보안, 인프라 등의 영역에서 각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 

 
 
 
 
 
 
  

  

인터뷰에 참여한 기업 

업계 지역 인터뷰 대상자 직원 수 

비즈니스 기술 글로벌 최고기술책임자(CTO) 100 

비즈니스 기술 글로벌 비즈니스 회복탄력성 이사 4,000 

전자상거래 글로벌 책임 엔지니어 6,000 

헬스케어 기술 북미 DevOps 엔지니어 1,000 

마케팅 기술 북미 운영 및 역량강화 상무 500 

마케팅 기술 글로벌 엔지니어링 이사 500 

보안 기술 글로벌 DevOps 관리자, IT 이사, IT 관리자 2,000 

보안 기술 북미 엔지니어링 관리자 1,000 

기술 서비스 APAC 엔지니어링 상무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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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CK 고객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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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CK 고객 여정 

주요 도전과제 

Slack에 투자하기 전에,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다수가 여러 직무에 걸쳐 팀과 부서 간의 경계가 

구분된 채팅 도구(여러 가지 도구일 가능성 있음) 

외에도 이메일에 의존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 및 

엔지니어링 팀에서는 영업 또는 지원 팀과는 다른 

소통 및 채팅 도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Slack을 

채택하기 전에 공통된 도전과제를 안고 있어 아래의 

차트에 표시된 다른 이유 중에서도 

1) 소통 개선 

2)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3) 기업 문화 개선 

위와 같은 결과를 얻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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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CK 고객 여정 

SLACK을 선택하는 이유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도전과제의 

해결을 위해 Slack을 선택한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원격 근무 인력과 강력한 기업 문화를 뒷받침하는 

도구. Slack의 협업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직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원격 작업도 지원하며, 긴급 상황에서도 

원격 근무로 더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원격 근무로 전환. 실제로 한 운영 및 

역량강화 상무는 Forrester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9에 대응해 

2주 이내의 짧은 시간에 전 인력을 원격 

근무 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직원이 이미 Slack을 통해 일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무 체제를 

원활하게 전환하는 데 Slack이 특히 크게 

일조한 셈입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Slack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죠." 

 동기 및 비동기 작업. Slack이 회사의 동기 

및 비동기 작업을 모두 지원한다는 점이 

중요한 이점으로 손꼽히는데, 이는 

시간대가 서로 다른 여러 팀의 협업에 특히 

중요한 점입니다. 한 CTO는 이런 실례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하루 24시간 모든 시간대를 

아우르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Slack을 

사용하기 전에는 관련된 모든 팀과의 

핸드오프와 미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Slack을 사용하는 지금은 우리가 

습득하고 조사하는 모든 내용이 Slack 

채널에 모이게 되므로, 사람들과 따로 

연락을 취하거나 확인할 필요 없이 훨씬 더 

원활하게 업무 전환과 이관이 

이루어집니다." 

 기업 문화의 유지와 개선. 직원들이 원격 

근무 중에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도, Slack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며 일하고 소통할 수 

없을 때에도 사무실 및 기업 문화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CT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Slack 채널을 여러 개 열어 

활용해왔습니다. 축구, 자가 양조, 스키 등 

다양한 주제를 공통 관심사로 둔 그룹들이 

있어요. 이런 채널을 통해 동료 직원들의 

인간적인 면을 알아갈 수 있죠." 

 용이한 상호 작용과 확장성. 또 다른 주요 Slack 

가치 동인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Slack에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점과 전반적인 확장성입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간에 전환할 때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는 동시에 전체적인 워크플로를 단일 

플랫폼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은 Slack에 업무 경비 관리 시스템을 

통합했더니 이전에 3~5분이 걸리던 업무 경비 

보고서 승인이 단 5초 만에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Slack은 이제 우리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서 하던 일을 

이제는 Slack에서 하니까요. 문화라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동료와 함께 

음료수를 한잔 하거나 동료의 자리에 

잠깐 들러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Slack을 통해 비동기로 

대화할 수 있으므로, 동료가 한참 일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방해하지 않고 

메시지를 남길 수 있고 동료는 나중에 

남겨진 대화를 확인하여 계속 진행되는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안 기술 업계 엔지니어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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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CK 고객 여정 

더 나아가, 한 엔지니어링 관리자는 Slack의 확장 

용이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협업 플랫폼 내에서는 자동화를 지원한다는 

것만으로도 플랫폼 가격이 2~3배나 뛰었을 

것입니다. 가격이 2~3배나 비싼 데다, 경험 있는 

엔지니어가 Slack에서 작업할 때에 비해 자동화 

및 통합 관련 코딩 작업을 하는 데 두 배의 시간이 

걸리기까지 합니다. Slack은 훨씬 더 쉽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디버그할 수 있습니다." 

가상 기업 

Forrester는 인터뷰를 근거로 TEI 프레임워크, 가상 

기업, ROI 분석(재무적 영향을 받는 영역)을 

생성했습니다. 가상 기업은 Forrester가 인터뷰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사를 대표하며, 다음 장에 이 

기업에 대한 종합 재무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가상 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매출이 4,400억 원이고 직원 수가 2,000명인 

글로벌 기업으로, 직원 중 절반은 개발자 또는 

엔지니어입니다. 

 매출과 직원 수 성장률이 매년(YOY) 10%입니다. 

 Slack을 사용하기 전, 이 가상 기업에서는 

이메일과 여러 직무에 걸쳐 팀과 부서 간의 경계가 

구분된 채팅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 및 엔지니어링 팀에서는 영업 및 지원 

팀과는 다른 소통 및 채팅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Slack은 1년 차에 조직 전체에 배포되고 가상 

기업의 기존 협업 소프트웨어는 2년 차까지 

단계적으로 사용 중단됩니다. 

 

주요 가정 

 글로벌 기업 

 연 매출 4,400억 원 

 직원 2,000명 

 직원 중 50%가 개발자와 

엔지니어임 

 10% YOY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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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분석 

가상 기업에 적용된 정량화된 편익 데이터 

 
 

 
 

편익 1: 기술 팀 생산성 향상 

증거와 데이터.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기술 팀 생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편익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Slack의 확장성과 표준 통합 목록 덕분에 

개발자와 DevOps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와 CICD 파이프라인 내에서 다수의 

워크플로와 모니터링 작업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인터페이스 사이를 전환할 필요 

없이 Slack 내에서 모든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Slack에서 정보를 적절한 채널과 검색 가능한 

기록으로 구성할 수 있고 동기 및 비동기 소통 

방식을 모두 지원하므로 소통의 마찰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메일과 현황 공유 미팅 횟수가 

줄었습니다. 참고: 이 편익은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아닌 직원에 대한 편익 2: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서 별도로 정량화됩니다. 

 Slack을 도입한 회사에서는 빌드 속도, 배포 빈도, 

출시 시간, 정시에 제공되는 기능의 수, 전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업타임이 개선되었습니다. 

 Slack을 도입한 회사에서는 테스트 및 반복 시간, 

평균 버그 검출 시간, 평균 버그 해결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모델링 및 가정. 고객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Forrester는 다음과 같은 추정치를 사용해 가상 

기업에 대한 재무 효과를 모델링했습니다. 

 개발자와 엔지니어 수가 1년 차에는 

1,000명이고, 매년 10%씩 증가해 3년 차에는 

1,210명으로 늘어납니다. 

 회사의 업무 환경에 Slack이 점점 더 친숙한 협업 

도구로 자리 잡게 되고 워크플로와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통합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각각의 개발자와 

엔지니어가 1년 차에는 매주 1시간을 절약하고 

3년 차가 되면 절약되는 시간이 2시간까지 

늘어납니다. 

 시간당 평균 총 부담 급여가 66,000원인 개발자와 

엔지니어가 이렇게 절약된 시간의 50%를 

생산적인 업무에 활용합니다. 

리스크. 이 편익은 다음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자와 엔지니어가 매주 절약하는 시간. 

 평균 총 부담 급여. 

 생산성 회복률. 

  

  

총편익 

참조 편익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합계 현재 가치 

Atr 기술 팀 생산성 향상 12억 6,408만 원 20억 8,573만 원 30억 5,907만 원 64억 888만 원 51억 7,123만 원 

Btr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3억 4,235만 원 8억 6,905만 원 17억 5,259만 원 29억 6,400만 원 23억 4,621만 원 

Ctr 기존 도구 시효 소멸 0원 6,279만 원 6,279만 원 1억 2,558만 원 9,907만 원 

 총편익(리스크 조정 후) 16억 643만 원 30억 1,758만 원 48억 7,446만 원 94억 9,847만 원 76억 1,65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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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분석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해 편익을 15% 감소시킨 결과, 

3년에 걸친 리스크 조정 후 총 PV(10% 할인)가 

51.71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편익 1: 기술 팀 생산성 향상 계산표 

참조 기준 계산 1년 차 2년 차 3년 차 

A1 개발자 및 엔지니어 수 가상 기업 1,000 1,100 1,210 

A2 개발자나 엔지니어 한 명이 매주 절약하는 시간 가상 기업 1.0 1.5 2.0 

A3 총 부담 시급(개발자 및 엔지니어) 가상 기업 66,000원 66,000원 66,000원 

A4 생산성 회복 가상 기업 50% 50% 50% 

At 기술 팀 생산성 향상 A1*A2*A3*A4 14억 8,715만 원 24억 5,380만 원 35억 9,891만 원 

 리스크 조정 ↓15%    

Atr 기술 팀 생산성 향상(리스크 조정 후)  12억 6,408만 원 20억 8,573만 원 30억 5,907만 원 

3년간 총액: 64억 888만 원 3년 현재 가치: 51억 7,123만 원 

 

68%

3년편익 PV

51.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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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분석 

편익 2: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증거와 데이터.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전반적인 조직 생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편익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Slack에서 정보를 적절한 채널과 검색 가능한 

기록으로 구성할 수 있고 동기 및 비동기 소통 

방식을 모두 지원하므로 소통의 마찰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엔지니어뿐 

아니라) 전 직원 입장에서 이메일과 현황 공유 

미팅 횟수가 줄었습니다. 

o 한 회사는 중역 현황 공유 미팅을 한 건만 

줄여도 그 한 번의 중역 미팅을 위해 지원 

역할을 하는 조직 내 각 부서와 지사의 현황 

공유 미팅이 여러 건 줄어드는 낙수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o 직원들이 주고받는 이메일 양의 감소에 있어, 

기업들은 Slack의 도입 효과가 단순한 IM 

협업 도구의 효과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개별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는 

정보는 추적하기 어렵지만, Slack을 도입한 

기업과 팀들은 의사소통의 채널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전후 맥락을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전에는 각각의 이메일을 

일일이 열어서 읽고 개별 이메일을 기준으로 

정보의 맥락을 파악해야 했던 반면에, 

Slack을 사용한 후로는 채널과 시급성에 따라 

주목해야 할 메시지와 무시해도 되는 

메시지를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기업에서는 단일 영역의 주제 전문가를 모아 조직 

내 공식 및 비공식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정 채널을 개발했습니다. 

직원들은 업무상 개별 직원과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회사 조직도를 살펴보며 누구와 

대화해야 할지 찾아보거나 사무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소통해야 했던 과거의 방식에 비해, 

Slack을 통해 훨씬 빠르게 정보를 얻고 다양한 

채널에 게시되는 정보나 특정 전문 지식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델링 및 가정. 고객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Forrester는 다음과 같은 추정치를 사용해 가상 

기업에 대한 재무 효과를 모델링했습니다. 

 개발자 및 엔지니어링 팀 외부의 직원 수가 1년 

차에는 1,000명이고, 매년 10%씩 증가해 3년 

차에는 1,210명으로 늘어납니다. 

 각 직원이 이메일 대신 Slack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1년 차에 매주 0.2시간을 

절약하는데, 회사에서 Slack이 협업 도구로 점점 

자리 잡게 됨에 따라 3년 차에는 절약되는 시간이 

매주 1시간까지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직원들은 1년 차에는 매주 0.5회의 

현황 공유 미팅을 줄일 수 있으며, 3년 차에는 그 

횟수가 1.5회로 늘어납니다. 

 또한 직원들은 의문점을 해결하거나 사내에서 

알맞은 주제 전문가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 

차에는 주당 0.2시간 절약되고, 그 시간이 매년 

늘어나 3년 차에는 주당 1시간까지 늘어납니다. 

 시간당 평균 총 부담 급여가 55,000원인 직원들이 

이렇게 절약된 시간의 25%를 생산적인 업무에 

활용합니다. 

리스크. 이 편익은 다음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 및 소통의 개선, 미팅 횟수 감소, 의문점 

해결 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 절감. 

 평균 총 부담 급여. 

 생산성 회복.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해 편익을 15% 감소시킨 결과, 

3년에 걸친 리스크 조정 후 총 PV(10% 할인)가 

23.46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31%

3년편익 PV

23.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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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분석 

 

  

편익 2: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계산표 

참조 기준 계산 1년 차 2년 차 3년 차 

B1 비기술 부문 직원 수 가상 기업 1,000 1,100 1,210 

B2 
더욱 효율적인 정보 전달과 소통 덕분에 주당 

절감되는 시간(시간) 가상 기업 0.2 0.5 1.0 

B3 주당 감소되는 현황 공유 미팅 횟수 가상 기업 0.5 1.0 1.5 

B4 미팅당 평균 시간(시간) 가상 기업 0.5 0.5 0.5 

B5 주당 감소되는 의문점 해결 시간(시간) 가상 기업 0.2 0.5 1.0 

B6 총 부담 시급(일반) 가상 기업 55,000원 55,000원 55,000원 

B7 생산성 회복 가상 기업 25% 25% 25% 

Bt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B1*(B2+B3*B4+B5) 
*45*B6*B7 

4억 277만 원 10억 2,242만 원 20억 6,187만 원 

 리스크 조정 ↓15%    

Btr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리스크 조정 후)  3억 4,235만 원 8억 6,905만 원 17억 5,259만 원 

3년 총액: 29억 6,400만 원 3년 현재 가치: 23억 4,62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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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분석 

편익 3: 기존 도구 시효 소멸 

증거 및 데이터. 기업에서는 Slack에 투자한 후 

기존의 협업 도구를 시효 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델링 및 가정. 고객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Forrester는 다음과 같은 추정치를 사용해 가상 

기업에 대한 재무 효과를 모델링했습니다. 

 협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연간 6,610만 원이 

지출되는데, Slack에 투자하면 해당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시효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가상 기업은 1년을 전환 기간으로 삼으면서 기존 

협업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2년 차에 

접어들면서부터 기존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요금의 지불을 중단합니다. 

 가상 기업은 Slack에 투자하는 동안 기존 협업 

플랫폼의 라이선스 수를 늘리지 않으므로, 절감된 

비용 편익이 매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리스크. 이 편익은 기존 협업 도구 라이선스의 수와 

비용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해 편익을 5% 감소시킨 결과, 

3년에 걸친 리스크 조정 후 총 PV가 9,907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정량화될 수 없는 편익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이 Slack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정량화할 수 있는 인상적인 

편익이 있지만, 상당한 정성적 편익도 경험했습니다. 

알맞은 데이터와 기준이 주어진다면 재무 분석을 통해 

편익을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 가속화. 기업들은 Slack을 사용한 

덕분에 출시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Slack은 기업들이 판매 실적과 

수익을 보다 빠르게 인식하도록 해주며,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기능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 및 유지 개선. 그 밖에도, 기업들은 Slack 

사용이 직원 채용과 유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Slack이 기업 문화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Slack을 

사용해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워크플로와 업무 효율성에 그와 관련된 

긍정적 영향을 미침). 

편익 3: 기존 도구 시효 소멸 계산표 

참조 기준 계산 1년 차 2년 차 3년 차 

C1 기존 도구 시효 소멸 가상 기업 0원 6,610만 원 6,610만 원 

Ct 기존 도구 시효 소멸 C1 0원 6,610만 원 6,610만 원 

 리스크 조정 ↓5%    

Ctr 기존 도구 시효 소멸(리스크 조정 후)  0원 6,279만 원 6,279만 원 

3년 총액: 1억 2,558만 원 3년 현재 가치: 9,907만 원 

 

1%

3년편익 PV

9,9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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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분석 

가상 기업에 적용된 정량화된 비용 데이터 

 
 

 

비용 1: 라이선스 비용 

증거와 데이터.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구독 기반 가격 모델에 따라 Slack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모델링 및 가정. Forrester는 다음과 같은 추정치를 

사용해 가상 기업에 대한 재무 효과를 

모델링했습니다. 

 총 사용자 수가 1년 차에는 2,000명이고, 매년 

10%씩 증가해 3년 차에는 2,420명으로 

늘어납니다. 

 연간 사용자당 구독 비용은 16만 5천 원입니다. 

따라서 3년에 걸친 리스크 조정 후 총 PV(10% 

할인)는 9억 130만 원이 됩니다. 

 

 

 

 

 

 

  

총비용 

참조 비용 초기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합계 현재 가치 

Dtr 라이선스 비용 0원 3억 3,048만 원 3억 6,353만 원 3억 9,988만 원 10억 9,388만 원 9억 130만 원 

Etr 
구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내 인건비 5,270만 원 3억 1,620만 원 3억 1,620만 원 3억 1,620만 원 10억 130만 원 8억 3,905만 원 

 총비용(리스크 조정 후) 5,270만 원 6억 4,668만 원 6억 7,973만 원 7억 1,608만 원 20억 9,519만 원 17억 4,035만 원 

 

비용 1: 라이선스 비용 계산표 

참조 기준 계산 초기 1년 차 2년 차 3년 차 

D1 비기술 부문 직원 수 가상 기업 0 2,000 2,200 2,420 

D2 연간 사용자당 라이선스 비용 가상 기업 0원 16만 5천 원 16만 5천 원 16만 5천 원 

Dt 라이선스 비용 D1*D2 0원 3억 3,048만 원 3억 6,353만 원 3억 9,988만 원 

 리스크 조정 0%     

Dtr 라이선스 비용(리스크 조정 후)  0원 3억 3,048만 원 3억 6,353만 원 3억 9,988만 원 

3년 총액: 10억 9,388만 원 3년 현재 가치: 9억 130만 원 

 

52%
3년비용 PV

9억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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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분석 

비용 2: 구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내 인건비 

증거와 데이터.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Slack 솔루션을 구현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투입되는 

사내 인건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구현을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위한 Slack 사용 모범 사례(채널 수, 명명 

규칙, 보관 절차,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 등)를 

계획해야 하고,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해야 할 뿐만 

아니라 Slack과 같은 새로운 협업 도구로 전환하는 데 

수반되는 변화를 관리하고 회사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현된 후에는 채널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지원, 그리고 Slack에 새로운 통합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작업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Slack과 관련된 유지보수는 최소화됩니다. 

모델링 및 가정. 고객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Forrester는 다음과 같은 추정치를 사용해 가상 

기업에 대한 재무 효과를 모델링했습니다. 

 IT 직원 한 명의 FTE가 구현 작업에 2개월 동안 

투입됩니다. 

 직원 5명이 2개월간 업무 시간의 20%를 할애해 

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합니다. 

 조직 전체에 걸쳐 1 FTE의 노력이 구축 및 지원 

통합에 소요됩니다. 

 조직 전체에 걸쳐 1 FTE의 노력이 채널 유지보수 

및 지원에 소요됩니다. 

리스크. 이 편익은 다음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현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지속적인 유지보수 노력.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해 비용을 15% 증액한 결과, 

3년에 걸친 리스크 조정 후 총 PV가 8억 3,905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48%

3년비용 PV

8억 3,9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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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분석 

 

비용 2: 구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내 인건비 계산표 

참조 기준 계산 초기 1년 차 2년 차 3년 차 

E1 구현을 위한 개월 수 가상 기업 2    

E2 사내 IT FTE 가상 기업 1    

E3 계획 업무를 위한 사내 직원 가상 기업 5    

E4 계획 업무를 위한 사내 직원 시간 할당 가상 기업 20%    

E5 
Slack 통합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사내 FTE 가상 기업  1 1 1 

E6 
채널 유지보수 및 지원 업무를 맡은 사내 
FTE 

가상 기업  1 1 1 

E7 총 부담 연봉(개발자 및 엔지니어) A3*2080 1억 3,748만 원 1억 3,748만 원 1억 3,748만 원 1억 3,748만 원 

Et 구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내 인건비 E1/12*(E2+E3*E4)*
E7+(E5+E6)*E7 

4,583만 원 2억 7,496만 원 2억 7,496만 원 2억 7,496만 원 

 리스크 조정 ↑15%     

Etr 
구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내 인건비 

(리스크 조정 후) 
 5,270만 원 3억 1,620만 원 3억 1,620만 원 3억 1,620만 원 

3년 총액: 10억 130만 원 3년 현재 가치: 8억 3,90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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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개요 

 

3년에 걸친 리스크 조정 후 통합 기준 

 

 
 

 
 
 
 
 

 -$2.0 M

 -$1.0 M

$1.0 M

$2.0 M

$3.0 M

$4.0 M

$5.0 M

$6.0 M

$7.0 M

$8.0 M

Initial Year 1 Year 2 Year 3

C
a

s
h

fl
o

w
s

현금흐름차트(리스크조정후)

Total costs Total benefits Cumulative net benefits

이와 같은 리스크 조정 후 ROI, 

NPV 및 원금 회수 기간 값은 각 

편익 및 비용 섹션의 조정 전 

결과에 리스크 조정 요소를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편익 및 비용 섹션에서 계산된 재무 결과는 

가상 기업의 투자에 대한 ROI, NPV 및 원금 

회수 기간을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Forrester가 이 분석에서 추정한 

연간 할인율은 10%입니다. 

 

현금 흐름 분석(리스크 조정 후 추정치) 

 초기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합계 현재 가치 

총비용 (5,186만 원) (6억 4,668만 원) (6억 7,973만 원) (7억 1,608만 원) (20억 9,519만 원) (17억 4,035만 원) 

총편익 0원 16억 643만 원 30억 1,758만 원 48억 7,446만 원 94억 9,847만 원 76억 1,651만 원 

순편익 (5,186만 원) 9억 5,975만 원 23억 3,785원 41억 5,838만 원 74억 328만 원 58억 7,616만 원 

ROI      338% 

회수 기간(개월)      < 6 

 

총비용 총편익 누적 순편익 

초기 1년 차 2년 차 3년 차 

88억 원

77억 원

66억 원

55억 원

44억 원

33억 원

22억 원

11억 원

-22억 원

-11억 원

현
금

 

흐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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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Total Economic Impact(TEI) 

Total Economic Impact(TEI)는 Forrester 

Research에서 개발한 방법론으로, 기업이 기술 결정 

과정을 향상하고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EI 방법론은 기업이 고위 경영진과 

중요한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들에게 IT 프로젝트의 

가시적 가치를 입증하고 타당함을 보여주어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TOTAL ECONOMIC IMPACT 접근 방식 

편익은 제품이 비즈니스에 제공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TEI 방법론은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데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해 기술이 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비용은 제품의 제안된 가치 또는 편익을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TEI의 비용 

범위에는 솔루션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기존 환경에 투입되는 증분 비용이 

포함됩니다. 

유연성은 초기 투자에 더해진 향후 추가 투자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포착할 수 

있는 편익은 PV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추정된 편익 및 비용의 불확실성을 

측정합니다. 이때 1) 추정치가 원래의 예상에 부합할 

가능성과 2) 시간에 따라 추정치가 추적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TEI 리스크 요소는 “삼각 분포”에 

기반합니다. 

 
 
  

현재 가치(PV) 

이자율(할인율)을 감안한 (할인된) 예상 

비용 및 편익의 현재 가치입니다. 비용 및 

편익의 PV는 현금 흐름의 총 NPV에 

반영됩니다. 

 

순 현재 가치(NPV) 

이자율(할인율)을 감안한 (할인된) 향후 

순현금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NPV가 양수이면 

다른 프로젝트의 NPV가 더 높지 않은 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투자 수익률(ROI) 

백분율로 표시되는 프로젝트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ROI는 순편익(편익 - 

비용)을 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할인율 

현금 흐름 분석에서 돈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8%~16%의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회수 기간 

투자에 대한 손익 분기점입니다. 

순편익(비용을 차감한 편익)이 초기 투자 

또는 비용과 동일해지는 시점입니다. 



 

기술 팀을 위한 SLACK의 TOTAL ECONOMIC IMPACT™ 20

부록 B: 추가적인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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