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전 세계 2,500여 명의 CIO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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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 인사말

동료 CIO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첫 IBM Global CIO Study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 보고서를 작성
하기 위해, 우리는 78개국에서 19개 산업 분야에 걸쳐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는 2,500여 명의
CIO와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CIO로서 수익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성공의 요소에 대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CIO들은 겉으로는 경합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요구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으며, 이 필요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료
임원진들과 마찬가지로, CIO 역시 비즈니스 모델, 예산, 거시경제적 요인 등과 관련하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CIO들은 곧 닥쳐올 도전에 대비하여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전사적 IT 비용 절감을 위해 표준화와 중앙집중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CIO가 이미 확보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현명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는 우리가 CIO들로부터 수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의 CIO
들은 전략 수립과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있어 점점 더 능동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혁신의 실현, IT의 ROI 증대, 비즈니스 영향력 확대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크고 다양한 CIO 그룹과 대화를 나누는 이점 중 하나는, 그들의 실용적인 조언과
성공 사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연구가 단지 흥미로움 이상의 의미를 전달할 뿐
아니라, 현재 본인을 포함한 동료 CIO들에게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 미래를 위한 비전과 계획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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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기초로 다른 임원진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CIO로서,
우리는 비즈니스 및 기술 분야에서 모두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추구하며, 현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CIO로서 고견을 아끼지 않고 들려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Patrick Toole
부사장 겸 CIO
IB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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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방법
본 보고서는 IBM Chief Information Officer(CIO) Study의 첫번째 버전으로, IBM 기업가치연구소(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에서 진행하는 C-Suite Study Series의 최신 자료입니다. 오늘날 CIO
가 당면한 해결 과제와 목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 2,598명의 CIO와 직접 대면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CIO를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 중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
다. 2009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진행된 인터뷰는 78개국, 19개 업종에서 다양한 규모의 조직을 대표하
는 CIO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1
분석에는 2004~2007년도의 업종 내 타기업 대비 경상이익(PBT, Profit Before Tax) 성장률이 사용되었
고, 이를 통해 조직의 성장수준을 높음, 중간, 낮음의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정보를 적용할
수 없었던 조직의 경우에는 통계적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가장 근접한 대답을 바탕으로 수준을
지정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쓰이는 용어를 단순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PBT 성장률이 높은 조직에서 일하는 CIO를
“고성장 CIO”
로, PBT 성장률이 낮은 조직에서 일하는 CIO를“저성장 CIO”
로 지칭하겠습니다. 조사 결
과를 이러한 범주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CIO에게 보다 구조화된 접근 방법을 제시하여 더욱 집중이 필요
한 분야 및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수행 방법

그림1 전세계 2,500명이 넘는 CIO들이 본 연구에 참여
본 연구에 참여한 CIO의 수는 그동안 IBM에서 진행한 최고 임원 연구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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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개요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오늘날의 최고정보책임자(CIO)는 어떻게 전체 조직을 위하여 최대
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 2,500여 명의 CIO에게서 다
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각 CIO마다 1시간 정도의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각종 통계 및 재정 분석을
곁들여, CIO에 대한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요구를 보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CIO들은 완벽한 IT 전문가
또는 끊임없이 비용 절감을 모색하는 관리자로만 알려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
고 있습니다.
CIO의 목소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CIO는 점점 더 기업 고위 경영진의 당당한 일
원이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CIO는 전략 설정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
여하여, 유연성과 변화를 주도하고, 단순히 IT 문제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문제까지 해결하는 역할을 맡
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CIO들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활동에 업무시간 중 무려 55%를 할애합니다. 이런 활동으로는
혁신적인 계획을 위한 투자 결정, 신기술 구현 및 비기술적 비즈니스 문제의 관리가 포함됩니다. 나머지
45%의 시간은 계속 변화하는 기술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필수적이고 보다 전통적인 CIO 업무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IT 비용 절감, 기업의 위험부담 완화, 비즈니스의 모든 분야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 활용 등이 포함됩니다.

전체 개요

CIO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일부가 너무 자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인정합니
다. 즉, 어떻게 기존 서비스의 중단을 피하는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어떻
게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떻게 비즈니스 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최고의
IT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조율할 것인지 등, 서로 상충되는 문제들이 상존합니다.

보완적이지만 때로는 충돌을 빚는 역할
한 전자회사의 CIO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했습니다.“IT 조직에 있는 우리가 마술사는 아니지만
곡예사인 것은 확실합니다.”CIO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내부와 외부를 통틀어 모든 고객을 위해 무수한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부
분의 기업에게 있어 IT 조직의 기능은 그 기업의 활력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CIO들은 현재의 IT 요구를
충족시킨 다음에야 신기술에 관심을 좀더 기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천 건의 인터뷰를 마친 후, 우리는 성공적인 CIO들은 실제로 아래와 같이 쌍을 이루는 세 가지 역할
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이원적 역할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는 상호보완적인 것입니다. 각 역할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 지배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용어로 정리
하였습니다. CIO는 언제든 다음과 같은 성격을 띱니다.
� 통찰력 있는 비전제시자 겸 유능한 실용주의자
� 정통한 가치창출자 겸 집요한 비용절감자
� 협력적 비즈니스 리더 겸 솔선 수범하는 IT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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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는 짝을 이루는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달성합니다.

혁신의 실현
단지 혁신을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탄탄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통찰력 있는 비전제시자로서 행동할 때, CIO는 예리한 지각을 발휘하여 기업이 선도적인 발전 전략으로
부터 이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폭 넓은 기술 어젠다를 촉진합니다. 비전제시자의 반대편에는 유능한
실용주의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실용주의자로서, CIO는 기업의 현실을 다룹니다. 또한 실용주의자
는 현재 IT 솔루션의 생산성을 촉진하여 혁신을 위한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확보합니다.

IT의 ROI 증대
IT를 이용해 보다 큰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계속 집중하는 것과 함
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통한 가치창출자는 고객과 조직이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와 짝을 이루는 집요한 비용절감자는 비용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예산과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비즈니스 영향력 확대
조직에 가장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와 기술 문제에서 모두 입증된 전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CIO는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각 분야별 동료 최고책임자들과 함께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 협력적 비즈니스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업무 시간 중 일부를 할애합니다. 다른 시간에는
솔선 수범하는 IT 관리자 역할에 중심을 두고서 IT 조직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우수한 IT 성과를 제공
합니다.

전체 개요

한 번에 한 쌍씩, 혼합된 역할의 조정
CIO가 표면적으로는 반대되는 사고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사 결
과, 이와 같은 역할 간의 균형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경험
이 풍부한 CIO조차 위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 CIO 역할 중 한두 가지 정도에만 확고한 자신감을 보입니
다. 하지만 각각의 역할은 모두 최소한의 관심과 주의를 요합니다.
각각의 CIO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그가 변화를 관리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CIO는 언제든 변화를
관리해야 합니다. 각각의 역할에 얼마나 집중할 것인지 결정하기까지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들 중에서도 거시경제 및 지역 여건, 산업별 경쟁력과 다양한 조직적 특성뿐 아니라, CIO 자신의 능력과
열망이 중요합니다.
뒤이은 페이지에서는 많은 CIO의 의견과 그들이 세 가지 주요 목표, 즉 혁신의 실현, IT의 ROI 증대 및
비즈니스 영향력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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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 있는 비전제시자 겸
유능한 실용주의자
혁신을 상상하고 규정하는 것이 첫 번째 상호 보완적 두 역할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통찰력 있는 비전제시자는 기업에서 어떻게 기술이 혁신을 이끌 수 있는지
탐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유능한 실용주의자는 혁신적인 계획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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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 있는 비전제시자
“시간이 흐르면서 CIO의 역할은 기술
분야에서는 줄어드는 반면 전략 면에서
그 비중이 더욱 늘고 있습니다.”
Dave Watt, Altagas, Ltd.의 비즈니스 서비스 이사

전략 팀의 능동적 일원으로서의 CIO
성공적인 CIO는 혁신을 맨 앞에 내세우는 통찰력 있는 비전제시자로 보입니다. 그들은 최첨단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에 접목시켜 미래의 성장과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앞장섭니다. 고성장 CIO는 조직에서 폭
넓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고성장 CIO 중 62%가 최고위급 경영진의 일원인데 반해, 저성장 CIO의 경
우 46%만이 그렇습니다. 스위스에서 일하는 한 CIO는“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회사의 전략에 직접
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구 수행 방법”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석에는
2004-2007년도의 경상이익(PBT) 성장률이 사용
되었고, 이를 통해 조직의 성장 수준을 높음, 중간,
낮음의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PBT 성장률이 높은 조직에서
일하는 CIO를“고성장 CIO”
로, PBT 성장률이 낮은
조직에서 일하는 CIO를“저성장 CIO”
로 지칭합니다.
이 정보를 적용할 수 없었던 조직의 경우에는 통계적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가장 근접한 대답을
바탕으로 수준을 지정했습니다.

혁신을 위해, 고성장 CIO는 능동적으로 조직 전반적으로 비즈니스와 IT를 통합하며, 저성장 CIO보다
94%나 더 자주 이런 역할을 합니다. 브라질의 한 정부 기관 CIO는“IT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내가 몸담
고 있는 조직에 혁신이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샘플을 살펴보면, CIO들은 업무 시간 중 약 20%를 혁신적인 계획을 위한 투자 결정에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장 CIO가 저성장 CIO에 비해 특정한 행동을 더욱 자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고성장 CIO는 비즈니스 조직과 함께 혁신을 일구고 데이터를 보다 나은 방법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보상과 인정을 통해 혁신을 장려합니다.
미국의 한 에너지 및 공공설비 회사의 CIO는“우리에게 혁신이란 수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고, 이는 곧 업무 성과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림 2 CIO가 비즈니스와 기술을 통합할 때 혁신이 최상의 효과 발휘
비전제시자로서의 CIO는 혁신에 성공하려면 비즈니스에 깊이 관여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실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상 중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
CIO 중 무려 83%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분석이라고 답해 최고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벨기에의
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CIO는 더 나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마케팅 분석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구매 업무를 개선하고 광고 비용 대비 ROI를 높여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많은 이들이 정보가 곧 자산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정보 중심의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 동의했
습니다. 한 보험회사 CIO는“사실이 의사결정의 기초”
라면서,“기본적으로 포함된 분석 기능을 위한 계
획에서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데이터 캡처가 가능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CIO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라고 답한 것은 76%의 응답률을 나타낸 가상화였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대답은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71%)였습니다. CIO들은 위험 완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
고, 다수가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험을 싫어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림 3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지향적 CIO
CIO가 추구하는 혁신이 IT 솔루션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 고객 및 파트너 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가 모두 상위 10개 응답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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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혁신 계획 중 다수가 비즈니스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IT와 비즈니스 부서가 효과적으로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려 왔습니다.”
Rebecca Rhoads, VP 겸 CIO,
Raytheon Company

The New Voice of the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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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실용주의자
“다른 많은 회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부적으로 보다 전략적인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IT 운영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조직을
활용할 가능성을 늘 모색하고
있습니다.”
Kurt Rao, Time Warner Inc.
정보 기술 담당 부사장

CIO는“성장과 혁신의 동력을 힘차게 유지하고”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유능한 실용주의자는 꼭 필요한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통찰력 있는 비전제시자 역할과 자
연스럽게 짝을 이루는 역할입니다. 실용적인 CIO는 기존의 책무를 일관되게 완수하는 것이 모든 성공적
인 IT 조직의 핵심이라고 인식합니다. 이로써 혁신에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성장 CIO들은 미래로 시선을 돌리고 있음에도, 일상적인 IT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실용적인 자
세를 견지하는 동시에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전제시자는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겠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은 실용주의자로서의 몫입니다.
비즈니스의 보다 변혁적이고 전향적인 면에 중점을 두기 위해, 고성장 CIO 중 56%가 타사의 비즈니스
또는 IT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반해, 저성장 CIO는 그 비율이 46%에 머물렀습니다. 한 에너지 및 공공
설비 회사 CIO는“지금은 몇 년 전에 비해 타사와의 관계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보
다 능숙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성장 CIO는 신기술과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합니다. 이들은 비즈니스 및
기업의 비전 실현을 위해 저성장 CIO보다 87%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저성장 CIO
는 잠재적 개선에 집중하지 못하고 고성장 CIO보다 74% 더 많은 시간을 핵심 기술 서비스 제공과 관련
된 활동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4 실용주의적 CIO가 혁신의 장 마련
고성장 조직의 CIO는 핵심 기술 서비스 제공 외에도 기업의 비전 실현과 관련된 활동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혁신의 실현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지정
조직은 항상 기업 내부뿐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 및 외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새로운 방법을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고성장 CIO들 사이에서는 협업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훨
씬 뚜렷이 감지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성장 CIO는 IT 조직 내에서 협업 및 파트너링 기술을 적
극 활용하며, 저성장 CIO보다 60%나 더 자주 사용합니다. 더욱 인상적인 점은 고성장 CIO는 그런 기
술을 전체 조직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며, 저성장 CIO보다 86%나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실용적인 CIO는 특히 외부 고객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협업하는 문제에 관해서라면 조직의 사고방식
을 바꿉니다. 스페인의 한 소매업체 CIO는“우리는 과거에 비해 파트너와의 협업에 훨씬 더 열린 자세
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한 소비재 회사 CIO는“비즈니스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협업 도구를 체계적으로 규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의 한 보험사 CIO는“우리는 현재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
지만, 협업 능력의 강화를 위해 새로운 도구를 알아봐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림 5 유능한 실용주의자는 협업 및 제휴 관계 구축 기술을 특히 강조함
고성장 CIO는 자체 조직과 기업 전체 모두를 위해 이런 도구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19

“핵심 기술 서비스의 제공자가 되는
것은, 기업이 현재의 상태를 영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미래에 조직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이기도 합니다.”
Koldo Etxeberria, Kutxa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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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례 연구
혁신을 실현 중인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KAUST)는 200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신설 대학원 중심 연구대학으로서, 이 대학에서는 11가지 연구 분야에서 학위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
다. 2 KAUST의 전략적 비전은 자원/에너지/환경, 생명과학/생체공학, 재료과학/공학, 응용수학/컴퓨터과
학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앞선 교육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3
이 대학의 CIO인 Majid Al-Ghaslan은 불과 3년 만에 처음부터 하나씩 일구어 대학을 세운 KAUST
경영진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대학 경영진은 전체 연구 조직의 설립과 첨단 IT 전략 설계 및 구현을 비
롯한 결코 만만찮은 경영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IT 관련 의사결정이 연구원, 학생 및 다른 이해 관계자의
요구를 처음부터 만족시켜야 했을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주요 비즈니스 및 기술 혁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의 비전을 빠듯한 일정에 맞춰 실현하기 위해, KAUST는 많은 영역에서 타 조직의 전문성을 활용하
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제휴관계를 통해 2009년 6월 500대 슈퍼컴퓨터 목록에서
중동 1위, 세계 14위에 오른 슈퍼컴퓨터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 선진 기술 조직과의 협력으
로 슈퍼컴퓨터 사용자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팀의 고용과 교육훈련이 촉진되었습니다.
KAUST는 전 세계 과학,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조사하여 영입하는 데도 박차를 가했습
니다. 2009년 7월 현재, 40여 명의 교수진이 갖추어졌고 9월까지 80명으로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장기적 효과는 추후에 나오겠지만, 이렇듯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실용적인 접근 방법을 택한 덕분
에 KAUST는 일정에 맞춰 첫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개교 후 3년 내에 컴퓨터 기반 연
구에서 선도적인 교육 기관이 되기 위해 핵심적인 첫 번째 단추입니다.

혁신의 실현

혁신의 실현을 위한 주요 실행 방안
통찰력 있는 비전제시자의 행동
비즈니스와 기술의 통합 추진
해답이 IT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닐 때도, 동료의 비즈니스 관련 딜레마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혁신의 옹호자로서 활약
새로운 프로세스와 기술을 통해, 내부 및 외부 고객 모두에게 보다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합니다.

CIO의 영향력 확대
자발적으로 전체적인 비즈니스 비전과 전략을 정의하고,
다른 비기술 분야의 리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능한 실용주의자의 행동
기업의 비전 구현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여, 계속되는 비즈니스 변화에 적절히 대응합니다.

원활한 협업 환경 조성
보다 나은 파트너링 및 협업 기술을 제공하여, 내부 및 외부 고객 간에 긴밀하고
보다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핵심 역량에 집중
타사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 기술 또는 IT 서비스에 액세스하여,
비즈니스 민첩성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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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한 가치창출자 겸
집요한 비용절감자
IT 투자에 대해 높은 ROI를 달성하는 것이 두 번째 상호 보완적 두 역할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정통한 가치창출자는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여 보다 나은
솔루션을 고안하는 반면, 집요한 비용절감자는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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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한 가치창출자
“고객과의 상호 작용과 협업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기초입니다.”
Anders H. Johansson, CIO,
Handelsbanken

역량을 갖춘 고객의 대변인으로서의 CIO
CIO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비즈니스 조직과 협력할 때 가치창출자가 됩니다. 정통한 가치창출자는
중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외부 고객과 기업 모두를 위해 더 큰 가치를 끌어냅니다.
CIO가 이런 목표에 기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비즈니스 조직이 끝없이 증가하는 정보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성장 CIO는 저성장 CIO에 비해 61%나 더 자주 사전에 데이터를 실무
에 적용 가능한 정보로 가공합니다. 스위스의 한 전자회사 CIO는“우리의 번영은 전적으로 우리가 보유
한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많은 CIO도 데이터의 가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일의 중요성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했습니다. 한 소
매업계 CIO는“비즈니스가 갈수록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소비재 회사 CIO는“우리는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데이터 사용의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라는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림 6 데이터를 완벽히 활용하는 가치창출자
CIO는 내부 및 외부 고객이 폭증하는 데이터 및 정보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치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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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원하는 바를 진정으로 이해함으로써 가치 창출
고성장 CIO는 특히 고객과의 상호 작용 개선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가치를 창출합니
다. 향후 5년 내에, 고성장 CIO 중 87%가 고객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길
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저성장 CIO는 그 비중이 70%에 그쳤습니다. 한 기술업계 CIO는“우리가
실제 운영 환경과 고객에게 가까워질수록 그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은행 CIO에 따르면,“도전 과제는,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현재의‘푸시’모
델에서 고객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면 IT 조직이 이에 즉각 응답하는‘풀’모델로 변화하는 것”
입니다.
유능한 CIO라면 이러한 아이디어를, 요구 사항을 수집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에서 훨씬 넘어서는 수준까
지 확장시켜, 비즈니스 조직에 사전에 적절하게 조언하고 보다 큰 수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
를 제시할 것이라 믿습니다.
향후 5년 내에, CIO들은 고객과의 협력적 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는 데서 상당한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
으리라 예상합니다. 고성장 CIO 중 68%가 고객과의 상호 작용이 세계적 수준의 통합 및 투명성에 기여
할 것이라 예측한 반면, 이를 예측한 저성장 CIO는 44%에 그쳤습니다. 한 에너지 및 공공설비 회사의
CIO는“우리는 여러 고객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수준까지 데이터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림 7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통한 가치창출자
고성장 CIO는 향후 5년 내에 고객과 훨씬 높은 수준의 통합, 투명성 및 협업이 실현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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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비용절감자
“우리는 능률적 업무 수행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라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Denis Gingue,
Charming Shoppes의 수석 부사장 겸 CIO

끊임없이 비용 절감을 모색하는 CIO
비용절감자는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비용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CIO는 예산과 프로세스를 꼼꼼히 따져보고 군살을 빼기 위해 필연적으로 집요할 수밖에 없는 존
재입니다. 전체 샘플을 살펴보면, CIO들은 업무 시간 중 약 14%를 기술 환경에서 비용 요소의 제거에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직과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동안, 사실상 모든 CIO가 비용 절감의 기
회를 예민하게 탐색합니다. 캐나다의 한 은행 CIO가 열거한 관리 최우선 순위 중 하나는“최소한의 추
가 비용으로, 늘어난 활동을 처리할 수 있도록 IT 조직을 구성”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CIO는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루려는 열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 분야의 한 CIO는“예산 압박으로 인해 많
은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한 소매업체 CIO는“새로운 프로젝트와 비
용 통제 간의 균형이 내 삶의 이분법”
이라고 두 가지 해결 과제를 설명합니다.

그림 8 CIO는 거의 매일같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
주당 60시간을 일하는 CIO의 경우, 약 9시간을 비용 절감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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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통한 비용 절감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CIO들은 공통적으로 중앙 집중식 기술 조직을 IT 조직의 미래로 봅니다. 중앙 집
중화된 인프라와 프로세스는 공유 서비스 최적화를 뒷받침하고, 이는 다시 규모의 경제를 제공합니다.
PBT 성장률이 높은 조직과 낮은 조직을 포함한 모든 CIO 중 3/4이 5년 내에 강력하게 중앙 집중화된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 석유화학 분야의 CIO는 이런 중앙 집중화의 특성을“실제 위치
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처리되는 방식”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하는 조직에서는 표준화가 비용 절감의 또 하나의 관건임을 인식합니다. 저성장
CIO보다 22% 많은 고성장 CIO가 5년 이내에 완전히 표준화된 저비용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현할 것
으로 예상합니다. 영국의 한 CIO는“기대 수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반복 가능한 간단한 프로세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CIO는 합당한 경우 자동화 역시 기업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
습니다. 두바이의 한 CIO는“현재로서는 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림 9 비용절감자는 표준화를 지향
많은 비용절감자들이 프로세스의 간소화와 자동화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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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Sara Lee
IT의 ROI 증대
세계적인 소비재 제조업체이자 마케팅 회사인 Sara Lee는 2008 회계연도에 200개국에서 130억 달러
이상의 순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5 다소 세분화된 회사를 통합하기 위한 2005년의 비즈니스 혁신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Sara Lee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는 핵심 사업 범주와 지역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
는 데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임 CIO로 부임한 Steve Merry는 2008년에 SLiCE(Sara Lee Innovation Center of Excellence)
라는 브랜드로 우량 IT 조직의 구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조직의 두 가지 설립 목적은 IT 기술 사용
수준을 획기적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기업의 성장 계획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는 것과 전
사적인 IT 비용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SLiCE의 한 가지 주요 역점 과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이를 지원하는 IT 솔루션의 비효율성을 제거하
는 것이었습니다. 전사적 차원의 SAP 프로그램과 전략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주요 서비스 제공 기능
의 아웃소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05년에서 2011년 7월 사이에 비용이 25%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와 동시에, IT 생산성과 IT 투자를 통해 실현되는 가치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푸드 서비스 비즈니스의“Connected Coffee Machines”
와 제품 수명 주기 관리
분야에서 상당량의 작업을 포함하여, 브랜드 포지션을 유지하고 시장 최초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기 위
한 새로운 유형의 혁신적 IT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SLiCE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기
술을 적용하여 프레시 베이커리 비즈니스에서 시장 상황을 즉시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
는 알고리즘의 개발과 같이, 시장의 역학 관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Sara Lee의 SLiCE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지금까지 수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향후 2년간 1억
달러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비용 절약 성과 덕분에, Sara Lee는 매출 성
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IT 프로젝트에 계속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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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 ROI를 증대하기 위한
핵심적인 계획
정통한 가치창출자의 행동
데이터로“수익 창출”
미처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로부터
수익을 창출하여 비즈니스 조직에 신선한 활력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고객 관계 구축
최종 고객에 대한 보다 수익성 있는 경로를 계속 모색합니다.

통합 및 투명성 강화
“한 가지 버전의 정확한 데이터”
를 만들기 위한 최첨단 기술을 제안하여,
점점 높아지는 최종 고객의 요구 수준에 부응합니다.

집요한 비용절감자의 행동
표준화를 통한 절약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단순화한 다음 표준화합니다.
또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IT 구성 요소를 표준화하고 다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프라의 중앙 집중화
특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 합당하다면 언제든
타사 서비스를 통합하고 사용합니다.

비용 절감을 최우선 순위로 유지
전사적으로 기술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는 데
항상 앞장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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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비즈니스 리더 겸
솔선 수범하는 IT 관리자
세 번째 상호 보완적 두 역할의 핵심은 비즈니스와의 연계 강화입니다.
협력적 비즈니스 리더는 조직의 핵심 비즈니스를 철저히 파악하고 있으며, 내부 및
외부적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솔선 수범하는 IT 관리자는 그 자신이
IT 전문성을 갖추고 IT 조직 전반에서 보다 심층적인 기술력의 보유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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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비즈니스 리더
“이제 IT는 비즈니스 목표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비즈니스
전략의 실행에 필수 요소입니다.
IT 조직은 명확하게 정해진 목표와
계획을 바탕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즈니스 요구에 보다 쉽게 부응할 수
있습니다.”
Chris Ferguson, Elders Rural Services의 CIO

다른 임원들의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CIO
CIO는 동료 최고 책임자들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과 기업 문화의 혁신을 추진할 때 협력적 비즈
니스 리더로 행동합니다. 고위 경영진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기술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더
니, 저성장 CIO보다 47% 많은 고성장 CIO가“높음”또는“매우 높음”
을 선택했습니다. 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 CIO는“나는 모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한 달에 두세 차례 여러 임원과 업무 조
정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전략 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CIO는 비즈니스 리더로서 기술 외적 문제 해결에도 리더쉽
을 발휘합니다. 한 자동차 회사 CIO는“나는 동료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략을 구상 및 실행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IO와 비즈니스 조직의 동료 간 협업은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미국의 한 방위업계 CIO는
“나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기술을 이용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해하도록 도운 다음,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연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림 10 성공적인 CIO는 동료 임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 구축
강력한 비즈니스 리더의 역할을 하는 CIO는 비즈니스 전략 개발에 깊이 관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른 조직과도
다양하게 의사소통합니다.

비즈니스 영향력 확대

동료와 함께 보다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수립
고성장 CIO는 비즈니스 조직과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대 수준이 더 높습니다. 고성장 CIO 중 63%가 5년 내에 비즈니스 모델이 잘 정립되고 독창적이
며 흉내 내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저성장 CIO는 그 비중이 49%에 그쳤습니다. 또한, 고성
장 CIO 중 60%가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광범위한 제휴 관계 수립 및 다른 방식의 소싱이 필요
할 것이라 예측한 반면, 저성장 CIO는 52%가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한 은행 CIO는“IT는 과거에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
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협력적 비즈니
스 리더는 비즈니스 모델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할 뿐 아니라,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동료 임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이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한 CIO는 자신의 소속 회사가 펼치고 있는 협력적 접근 방법이 공식
적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비즈니스와 IT 조직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습
니다. 매달 IT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사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나와 정기적으로 비공식 회
동도 합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림 11 비즈니스 리더로서 CIO는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력 행사
비즈니스 리더 역할을 하는 CIO는 동료 임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기업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해 보다
긍정적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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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 수범하는 IT 관리자
최고의 IT 전문가로서의 CIO
비즈니스 조직과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고성장 CIO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전체 IT 조직의 전문성을 갈고 닦아 적절히 응용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솔선 수범하는
IT 관리자는 IT 담당자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들 자신 또한 높은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습니다.
강력한 IT 관리자는 비즈니스 조직의 요구도 충족시키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IT 담당자가 우수한 실
력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 부여를 합니다. CIO들은 전통적으로 IT 실력을 쌓는 것을 우선으
로 삼았지만, 이제는 많은 CIO들이 비즈니스 감각도 강화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한 소매업체 CIO는“비
즈니스 부문의 IT 기술을 높이기 위해 IT 담당자를 비즈니스 조직으로 파견할 예정이지만, 아직은 이러
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확립된 상태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IT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고성장 CIO는 저성장 CIO보다 자주 IT CoE(Center
of Excellence)를 만들어 비즈니스 및 기술 혁신의 실현에 도움을 줍니다. 한 정부기관 CIO는“우리는
ERP 및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협업 및 보안을 위한 CoE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공식
적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림 12 솔선수범형 IT 관리자는 IT CoE를 조직
강력한 IT 관리자로서, CIO는 최고 수준의 IT 전문성을 발휘하고 집중하여 비즈니스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비즈니스 영향력 확대

IT 전문가들이 핵심 비즈니스 데이터를 추출하고 보호하도록 촉진
CIO들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존재할 때도
그 가용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CIO는 없습니다. 고성장 CIO 중 67%가 관련 사용자를 위해 데이터
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한 반면, 저성장 CIO의 경우 그 비율은 51%에 불과했습니다. 사우디아라
비아의 한 교육 분야 CIO는“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정보를 가공해 놓았을 때의 이점은 상상도 못할 정
도로 엄청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CIO들이 사용자가 적시에 필요한 정보에 항상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
다. 미국의 한 정부기관 CIO는“데이터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지만, 초보자의 경우는
그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바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은, 저성장 CIO 중 삼분의 이만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가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성장 CIO는 그 비율이 81%라는 사실입니다. 보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CIO들은 데이터의 보안성이 신뢰성보다 높게 평가된다는 점을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1~5점까지 점수를 매길 때, 한 소매업체 CIO는“데이터 보안이 5점이라면, 데이터 신
뢰성은 3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많은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한 보험사 CIO는 자기 회
사의 데이터를“매우 안전하지만 신뢰성은 그에 못 미친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림 13 솔선수범하는 IT 관리자는 데이터에 집중
고성장 CIO는 데이터 품질뿐 아니라, 사용자의 데이터 액세스 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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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호주 이민성(Australia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비즈니스 영향력 확대
2007년에서 2008년에 걸쳐, 호주 이민성(DIAC)은 약 143,000명의 호주 이민을 지원했고 인도주의 프
로그램에 따라 약 13,000명의 난민이 다시 정착했으며 460만 개의 임시 입국 비자를 발행했습니다. 6
이 기관은“효과적인 국경 안보를 포함하여, 호주에서 합법적인 입국 및 체류”
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개
선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7 2006년 7월, DIAC는 모든 호주 정부 부처에서 추진한 업무 혁신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4년 계획의 SfP(Systems for People) 프로그램에 착수했습니다.
Bob Correll 이민성 차관 겸 CIO가 SfP 프로그램을 주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보다 나은 정보 관리 및 사용 방법을 모색하며 현대적인 기술 지원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실현된 비즈니스 상의 이점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입니다. SfP의 취지에
따른 재정적, 비재정적 이점을 처음부터 명시했으며, 개발 중 필요에 따라 갱신했습니다. 그런 다음 비즈
니스 사용자와의 정식 검토를 거치면서 프로그램 구현 후 이점을 평가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취 결과를
확인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도 수립했습니다. 재무부,
호주 국세청 및 호주 경영대학원의 대표자를 포함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이민성 임원진들과 협력하
여 거버넌스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행 3년차로 접어든 SfP의 성과는 긍정적이고 그 효과가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국경 보안 프로세
스에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과 함께, 현재 DIAC 담당자 역할에 맞춰 제작된 포털을 통해 불법 이민
및 기타 취약 계층을 위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2년이 채 못 되
어,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 약 75%가량을 단일 정보 시스템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영향력 확대

비즈니스 영향력 확대를 위한 주요 계획
협력적 비즈니스 리더의 행동
비즈니스의 이해
조직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IT와는 무관한 프로젝트에 비즈니스 조직의 동료와 함께 참여
IT 조직의 범위를 넘어 책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비즈니스 어젠다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합니다.

IT 문제를 비즈니스 용어로 설명 및 평가
비즈니스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의 성과 기준을 통해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책임을 함께 나눕니다.

솔선 수범하는 IT 관리자의 행동
탁월한 IT 전문가 양성
정통한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을 IT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IT 조직의 멘토로 키웁니다.

IT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리드
자기 자신을, 기존 IT 서비스가 제공해야 할 목표의 달성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강력한 리더로서
각인시키고 입지를 다집니다.

데이터 강화
데이터 정확성, 가용성 및 통합을 데이터 보안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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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의 현실
변화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CIO가 안고 있는 도전 과제입니다.
최고의 CIO들은 각각의 역할 중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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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면에 정통한 CIO가 필요한 이유
“우리 회사는 고속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IT 시스템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Tim Ye, 중국 General Mills IS 이사

과거의 연구에 비해, 더 많은 CIO들이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유동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응답자
중 무려 90%가 앞으로 보통 수준에서 상당한 수준까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즈니스 모
델 변화, 예산 및 거시경제적 요인을 향후 3년에 걸쳐 IT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외부 요
인로 지목하였습니다. 한 소비재 회사 CIO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실타래처럼 뒤얽혀 있다고 설명했습니
다.“이런 외부적 요인은 모두 상호 의존적입니다. 즉, 예산은 거시경제적 요인에 좌우되고 이에 따라 자
연스럽게 비즈니스 모델도 바뀝니다.”
프랑스의 한 소매업체 CIO는 고객들이 다른 변화의 움직임도 자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새로운 고객
관계는 곧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집니다.”실제로 많은 업종에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
서는 측량할 길이 없는 변화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한 CIO는“의료 분야에서는 비즈
니스 모델이 아직도 정의 단계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샘플을 살펴본 결과, CIO들은 미처
계획하지 못한 변화와 사건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해 끊임없이 유연하게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
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14 10명의 CIO 중 9명이 조직에 보통 수준에서 상당한 수준까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많은 일선 조직에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성공적인 CIO는 현재 자신의 직무에 속한 모든 역할을 어떻게
최적의 조합으로 함께 수행해야 할지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현실의 반영

오늘날의 CIO는
폭 넓은 범위의 비전통적 업무 수행
그 원인과는 무관하게, 고성장 조직의 CIO들은 저성장 조직의 CIO보다 42% 더 자주 변화를 성공리에
관리합니다. 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 CIO는“내 직업은 변화 관리 전담 요원”
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날의 CIO들은 혁신적인 계획을 위한 투자 결정, 신
기술 및 비즈니스 계획 구현 및 비기술적 비즈니스 문제의 관리와 같이, 가치를 향상시키는 활동에 업무
시간 중 55%나 할애합니다.
평균적으로, CIO들은 업무 시간 중 나머지 45%를 똑같은 중요성을 지닌, 보다 전통적인 업무에 할애합
니다. 계속 변화하는 기술 환경의 관리, 주요 문제의 해결 및 비용 절감 노력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한 은행 CIO는“요구에 따라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능력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은 비즈니스 조직이 일 처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소비재 회사 CIO는 그의 회사가 유연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우리
는 비즈니스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변 비용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그림 15 효과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CIO의 활동 범위를 넘어서야 함
보다 능숙하게 변화를 관리하는 CIO는 기존의 기술 문제에 비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관련된
혁신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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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고려: 모든 CIO의 상황이 저마다 다름
거시경제적 요인
CIO는 현재 시장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을 잘 파악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을 차별화하기 위한 다양
한 옵션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에 특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시경제적
요인은 한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사실상 모든 산업과 국가에 걸쳐 모든 CIO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석유화학 회사 CIO는“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
다. 생존을 위해서는 효율성을 보다 높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여건
당연한 일이지만,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도 CIO의 업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신흥 경제
권의 CIO는 기업의 빠른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기술에 즉시 투자하기 위한 강력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선진국 경제권에서는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허리띠를 단
단히 조여매야 할 수 있습니다. 산업별 기술의 필요성도 지역마다 달라서, CIO가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각기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별 특성
또한 각 CIO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 수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 경쟁상의 위협이 있고,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객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에 민감한 업종에 종사하는 CIO는, 조직이 현재 회계
연도의 실적에만 집중하도록 비전을 염두에 둔 계획을 잠시 보류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CIO의 우선 순위는 해당 산업이 전체적으로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분명
히, 업계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은 혼돈 상태에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자동차, 은행
및 기타 업계의 CIO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룩셈부르크의 한 석
유화학 회사 CIO는“우리는 항상 발전의 과정에 있고 이로 인해 IT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합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실의 반영

조직적 영향력
세 가지 CIO 역할 쌍 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공식 보고 구조, 기업 문화 및 권한의 균형과 같은
조직의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능한 CIO는 단순한 부하 직원 관리가 아닌, 상급자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 고위 경영진이 CIO와 IT 팀의 기여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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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비즈니스 조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IT 조직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Joe Locandro, CLP Holdings CIO

조직의 어느 부분이든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 CIO에게는 특별한 해결 과제가 생깁니다. 인수합병
대상 조직의 경우, 전략적 사고를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최소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것을 뒤로 보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기능과 플랫폼의 통합, 직업 안정성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 해소, 실제 현장과
공급망에 관련된 의사결정과 같은 전술적 문제가 더 큰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화적 저항감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변화의 시기를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조직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빈틈없는 CIO라면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새로운
플랫폼 설정 등과 같은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유능하고 똑똑한 최고의 인재를 계속 찾을 것입니다.

개인적 열망
개인적 경력 목표도 CIO 역할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어떤 역할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 식
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CIO는 기술력과 개발 목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전체적인 경력 계획을 조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CIO는 자연스럽게 협력적 비즈니스 리더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지
만 다른 이들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동료들로부터 다면적 평가
방법인“360도 피드백”
을 요청하면, 개선해야 할 사항뿐 아니라, 자신도 몰랐던 강점을 발견할 수 있습
니다.

중요한 역할에서 활동 범위를 넓혀 탁월한 역량 발휘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급 통계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세 가지 CIO 그룹을
비교함으로써 고유의 특성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프로파일 분석에서는 통찰력이
뛰어난 비전제시자, 과거보다 더욱 뛰어난 능력을 구비한 실용주의자, 보다 정통한
가치창출자, 보다 집요한 비용절감자, 매우 협력적인 비즈니스 리더 및 보다 솔선
수범하는 IT 관리자가 되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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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고성장 CIO의 프로파일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6개의 점으로 표시되는“스파이더 다이어그램”
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프로파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CIO에게 더욱 집중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함으로써,
보다 구조적인 접근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스파이더 다이어그램은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을 각각 PBT 성장률이 높은 조직, 중간 수준인 조직, 낮은 조직의 세 가지 CIO 그룹으로 구분
하여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스파이더 다이어그램의 해당 지점에서 강한 스파이크로 표시되는 것처럼, 저성장 조직의
CIO는 IT 관리자 역할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역시 다이어그램에 나타나 있듯이, 이런 강한 집중도는 궁
극적으로 다른 5가지 역할에는 덜 집중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중간 수준의 성장 조직에서 일하는 CIO의
프로파일을 보면 모든 역할에서 균형은 잘 잡혀 있지만 비교적 낮은 집중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고성장 조직의 CIO의 경우, 이 그룹에서 IT 관리자로서의 일부 역할을 덜 강조하지만 여전히 잘 균형이
잡힌 접근 방법을 이용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성장 프로파일은 비전제시자, 비즈니스 리더 및 실용주의
자라는 세 가지 역할에서 정점을 이루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세 정점은 고성장 CIO가 혁신적 변화를
제안하고, 비즈니스 조직의 동료들과 협력하며, 혁신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특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
는 것과 일치합니다.

CIO의 성공 증진

그림 16 세 가지 CIO 그룹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프로파일
고성장 CIO의 선택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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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실현
“CIO의 중요한 역할은 고위 경영진들
에게, 그들이 운영에 집중할 뿐 아니라
비즈니스 조직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Warren Ritchie 박사,
Volkswagen Group of America CIO

비전제시자로서의 개선 활동
보다 미래 지향적인 리더가 되고자 하는 수많은 CIO들이 고위 경영진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
긴 예를 설명해주었습니다. 우리는 CIO가 다른 고위 관리자와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한 후에 감지
되는 유형적 변화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멕시코의 한 보험사 CIO는 이제는“IT의 역할이 지닌 중요성을 CEO가 완전히 납득하고”있고,“CEO
가 IT 조직을 하나의 회사처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사회에 전달합니다.”
라고 말했
습니다. 두바이의 한 CIO는“IT 조직은 비즈니스 조직의 동료들이 IT가 비즈니스 운영에 주는 활력을 보
다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전제시자는 조직을 차별화하기 위해 혁신을 제안함으로써 비즈니스 조직을 활기차게 합니다. 이
탈리아의 한 은행 CIO는“보다 나은 프로세스 혁신 관리의 필요성 증대”
와“기술 혁신의 중요성”
을다
루는 일을 합니다. 중국의 한 소비재 회사 CIO는“판매 범위를 넓히기 위해 내부적 혁신에 집중”
하는 것
을 포함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은 비전제시자가 취하는 또 다른 강력한 행동입니다.
한 공공교육기관 CIO는“나는 조직의 비즈니스와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을 파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데 관해 기업을 상대로 교육
할 필요성을 인식한 남아공의 한 소비재 회사 CIO는“비즈니스 조직에서는 아직도 사용 가능한 비즈니
스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CIO의 성공 증진

실용주의자로서의 개선 활동
실용주의자로서의 역할 범위를 넓히기 위해, 어떤 CIO는 생산성 향상 및 조직의 유연성 향상과 같은 목
표를 설정합니다. 호주의 한 소비재 회사 CIO는“경쟁사보다 나은 방법으로 더 빠르게 신제품을 출시하
여 차별화”
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금융시장에 종사하는 한 CIO는“지금 현재, 우리는 필요한 만큼의
유연성이 없지만 앞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타 공급자의 IT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연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 또한 조직에서는 이런 옵션을 통해 실제 주력 분야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전문가와의 제휴를 통해 조직은 우선 순위가 더 높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므로,
CIO가 보다 중요한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자동차 회사 CIO는“특히 경쟁사와
는 차별화된 이점을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외부 소싱을 활용”
할 계획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서 경쟁상의 이점을 가져올 차별화 요소를 구축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용적인 CIO는 전사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계를 관리하는 데 매우 유능하고, 다른 이들도 이
일을 잘 해내도록 돕습니다. 조직은 여러 현장과 국가에 다양한 도구를 배포하여 내부 고객 및 외부 파트
너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한 전자회사 CIO는“협업으로 인해 혁신이 가능”
한 이유를 말합니다.
세계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CIO들은 웹 회의, 협업 계획, 소셜 네트워킹 및 가
상 세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자동차 회사 CIO는“특히, 협업과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면 밤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계적 규모로 협업 네트워크
를 확대할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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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협업 및 제휴 기술 사용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Peter Bakker,
Van Lanschot Bankiers IT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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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 있는 비전제시자
유능한 실용주의자
혁신의 실현을 위한 노력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프로세스가, 관련 업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까?
비즈니스 조직 내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통해 타사와
제휴 관계를 수립할 계획입니까?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사용을 확대하여, 직원과 파트너의 지식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조직의 동료가 구현 결과를 이해할 뿐 아니라, 확실히 수긍하고 고무되도록 그 결과를
평가하십니까?

CIO의 성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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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 ROI 증대
가치창출자로서의 개선 활동
조직을 위한 가치 창출에 앞서가려는 CIO를 위해,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다양
한 옵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CIO들은 회사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개선할 많은
기회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한 생명과학 회사 CIO는“우리는 데이터를 자산으로 취급하
지 않습니다.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다 나은 방법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CIO는 자신이 속한 기업이 그러한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웨덴의 한
공산품 제조 회사 CIO는“우리 회사에 새로운 ERP 시스템이 구현된 후에는 귀중한 정보를 가져다주는
금광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통한 가치창출자는 고객의 요청에 단지 응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범주의 CIO는 새로운 채널을
찾는 최종 고객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 솔루션 정의에 남다른 열의를 보입니다. 고객 상호 작용을 위해
CIO는 보다 나은 통합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스페인의 공산품 제조 회사 CIO는“전 세계 유
통업체가 웹을 통해 도구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에너지 및 공공설비 CIO는 이 점에 관해 내부 및 외부 고객 모두의 기대 수준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고객 관계에는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와‘운영 중’
에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 혁신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고객들은 가격에 대해 실시간에 가까운 피드백을 원합니다.”

“제품 개발을 지원할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구입
하기에는 턱없이 높았을 것입니다.
기술 및 공급망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덕분에 물리적 유통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Jesper Erichsen, Arla Foods Amba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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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자로서의 개선 활동
성공적인 CIO는 비즈니스를 위한 IT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비용절
감을 위한 이런 집중적인 노력을 어떻게 더욱 강화할까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표준화는 비용 절감에 성공하기 위해 검증된 한 가지 접근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Shell Oil은“ESSA: eliminate(제거), simplify(단순화), standardize(표준화) 및 automate(자동화)”
로
알려진 내부 프로세스 개선 접근 방법을 내부적으로 장려합니다. 9 이 네 가지 순차적 단계는 우선 불필
요한 프로세스를 식별한 후 이를 제거하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서 살아 남은 필수 프로세스들은 그 후 최
대한 단순화 및 표준화가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프로세스 중 일부는 자동화 대상으로 선택
됩니다.
연구 대상에 포함된 많은 CIO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용을 줄일 계획입니다. 일본의 한 석유화학 회사
CIO는 전체적 목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우리는 고정 비용을 가변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인도의
한 생명과학 회사 CIO는 핵심 목표의 하나로 보다 슬림한 프로세스를 언급했습니다.“슬림한 IT, 민첩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고유의 오퍼링을 바탕으로, 우리는 시장에서도 널리 인정과
호평을 받는 회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 소비재 회사 CIO는 점차 늘어나는 프로세스 표준화에 대한 수요를 회사의 현 경영 환경에서 수많은
기능적 요구 사항 중 하나로 언급했으며, 이는“IT 환경 내부의 이동성, 글로벌화 및 외부 연결의 증대”
라는 특징을 지닙니다. 네덜란드의 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 CIO는 자신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에 계속 집중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의 한 전자회사 CIO는 보다 유연한 인프라를 향해 나아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기술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
다. 자산을 반드시 소유할 필요가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CIO의 성공 증진

정통한 가치창출자
집요한 비용절감자
IT의 ROI 증대를 위한 노력
현재의 IT 포트폴리오에서, 최대의 재정적 수익을 얻기 위해 비즈니스 조직과 협력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조직을 능동적으로 확장하여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확보하고, 이런 정보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십니까?
비즈니스 및 IT 프로세스를 더욱 최적화하기 위해, 경쟁사의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신의 업무를 자신에게 인수인계한다고 가정할 때, IT 투자로부터 성과를 20%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하여 수행할 세 가지 업무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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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영향력 확대
“비즈니스 및 기술 조직의 중역들은
매일 함께 협력하며, 종종 비즈니스
전략에 함께 관여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요구를 기술과 통합함으로써
회사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Joseph Simon, Viacom의 SVP 겸 CIO

비즈니스 리더로서의 개선 활동
보다 능동적인 비즈니스 리더가 되려는 CIO는 특정 활동에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느냐에 따라 능력에 차
이를 보입니다. 수 많은 CIO가 비즈니스와 IT의 원활한 조정 능력 개선을 위한 목표에 대해 얘기했습니
다. 우리는 앞으로 비즈니스와 IT의 결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많은 계획뿐만 아니라“실제 결과를 도
출하기 위해”진행 중인 다양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벨기에의 한 자동화 회사 CIO는“우리는 비즈니스와 IT의 원활한 조정과 협업을 위한 변화의 과정에 있
습니다. 과거에는 IT 조직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IT 조직에서 비즈니스
조직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인도의 한 소매업체 CIO
의 경우에도 유사합니다.“우리는 점점 더 비즈니스의 조력자이자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그리고
한 소비재 회사 CIO는“우리는 현재 요구 사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비즈니스 조직과 함께 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취적인 CIO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동료 임원들과 함께 기업 문화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고 싶다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프랑스의 한 우주항공 및 방위업체 CIO는 최고 경영진이“IT 조
직이 기업 전략에 보다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변화"”
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2009년도 IT 조직의 성과를
판단할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다른 조직과 보다 긴밀하게 일하는 데 있어, CIO는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에 기여합니다. 미국의
한 석유화학 CIO는“비즈니스가 미래에는 더욱 동적일 것이므로, 비즈니스 비전을 IT 프로젝트에 보다
자연스럽게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IT 프로젝트가 어떻게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는지 문
서로 표현하는 능력이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IO의 성공 증진

IT 관리자로서의 개선 활동
IT 관리자 역할은 대부분의 CIO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역할 역시 개선할 수 있습니다. CIO들
은 IT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기술 강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여행 및 운송
회사 CIO는“현재의 IT 조직은 비즈니스와 IT 수준을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한 CIO는“기술과 직원의 능력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로는 Web 2.0
과 포털뿐 아니라, 관리 기술, 사회적 능력 및 전 세계의 각 지역별 문화에 대한 지식도 포함됩니다.”
라
고 말했습니다.
연구의 응답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액세스를 포함한 최고의 IT 지원을 위한 필요
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CIO는“조직의 역량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IT 서비스와 인프라는 단지 '좋은' 수준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정부 기관 CIO는“정부의 투명성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안전한 데이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한 CIO는“우리는 내부 및 외부 고객에게 제품 정
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IT 서비스를 뛰어넘기 위해 매진하면서도, 뛰어난 IT 관리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시
간을 따로 냅니다. 한 자동차 회사 CIO는“친환경 IT가 기업 아이덴티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IT 부서
는 우리 회사의 제품만큼 친환경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주요 과제입니다.”
라고 말했
습니다.
브라질의 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CIO는“셀프서비스 포털, 모빌리티 솔루션, 가상화, 유연한 소싱,
위험 관리, 규정 준수 및 인적 자원 개발”
을 포함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단기 계획을 세워놓
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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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과거에 예상치도 못했던 많은
것들이 지금은 중요해졌습니다. 처음
설계하거나 구상할 당시에는 업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전자 메일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Bobby German, 미 항공우주국(NASA) CIO

The New Voice of the CIO

56

협력적 비즈니스 리더
솔선 수범하는 IT 관리자
비즈니스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
전사적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활용하여, IT 조직을 넘어서까지 책임 범위를 확장하십니까?
목표를 공유하고 평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조직과 IT 조직 사이에 지속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IT 영역에서 최첨단 전문 기술을 보유한 역할 모델입니까?
IT 조직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및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한 유연하고도 포괄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IT 조직이 기업 데이터의 품질 보호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CIO의 성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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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이원적 역할 관리
CIO들은 때때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조정하느라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한다는 점을 인
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조사 결과를 보면 CIO들이 그들 자신과 조직에
게 가장 중요한 점에 집중하는 방법을 발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2,500여 명의 CIO를 인터뷰
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CIO가 그들의 주요 목표인 혁신 실현, IT의 ROI 증대 및 비즈니스 영향력 확대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행동 양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IT 운영의 가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CIO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여
조직을 강화합니다.”
Hideo Miyazaki, Sunstar 그룹 어드바이저

혁신의 실현
혁신을 계획하고 규정하기 위해, CIO는 통찰력 있는 비전제시자와 유능한 실용주의자의 역할을 통합
합니다. 이 목표와 관련된 핵심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즈니스와 기술의 통합 추진
� 혁신의 옹호자로서 활약
� CIO의 영향력 확대
� 기업의 비전 구현
� 원활한 협업 환경 조성
� 핵심 역량에 집중

IT의 ROI 증대
IT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CIO들은 정통한 가치창출자와 집요한 비용절감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행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데이터로“수익 창출”
� 새로운 방식의 고객 관계 구축
� 통합 및 투명성 강화
� 표준화를 통한 절약
� 인프라의 중앙 집중화
� 비용 절감을 최우선 순위로 유지

The New Voice of the CIO

58

비즈니스 영향력 확대
비즈니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CIO들은 협력적 비즈니스 리더와 솔선 수범하는 IT 관리자의 역할
을 병행합니다. 이 목표와 관련된 핵심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즈니스의 이해
� IT와는 무관한 프로젝트에 비즈니스 조직의 동료와 함께 참여
� IT 문제를 비즈니스 용어로 설명 및 평가
� 탁월한 IT 전문가 양성
� IT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리드
� 데이터 강화

시간이 경과하면서, CIO들은 세 가지 역할 쌍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지 정기적으
로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와 같은 프로파일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참고하는 CIO는 보다 구조화된
접근 방법으로 더욱 집중할 영역과 그 방법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두기로 선
택하든, CIO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ibm.com/voiceofthecio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감사의 말씀

감사의 말씀
이번 조사에 응하면서 귀중한 시간과 통찰력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전 세계 2,598명의 CIO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 보고
서 전체를 통틀어 주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인터뷰 내용 발췌를
허락해 주신 CIO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이번 Global CIO Study에 참여한 IBM 팀의 공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리더십 팀: Peter Korsten(연구 책임 팀장), Jim Allison, Mark Ernest, Rich Esposito, Greg
Golden, KC Goodman, Teresa Golden, Mark Hennessy, Kerrie Holley, Harvey Koeppel, Pete
McCaffrey, Matt Porta, Jeanne Ross (MIT), Rod Smith, Patrick Toole, Geoff Vickrey, George
Westerman(MIT)
프로젝트 팀: Linda Ban(연구 감독), Rick Disney(연구 감독), Elyssa Back, Steve Ballou, Rajeev
Jain, Umang Jain, Kathleen Martin, Joni McDonald, Julia McManus, Yuka Otohata, Melissa
Sader, Erwin Verstraelen, Siobhan Wreath
마지막으로, 직접 대면 방식의 CIO 인터뷰를 수행하느라 수고하신 전 세계 수백 명의 IBM 파트너와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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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세계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
IBM은 고객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통찰력, 고급 연구 및 기술을 함께 도출하여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
화하는 환경에서 뚜렷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설계 및 실행에 대한 IBM의 통합적 접근 방법을
통해 전략을 실행으로 옮기도록 도와 드립니다. 또한 IBM은 17개 업종에서의 전문 지식과 170개국에 걸
친 세계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고객이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기회로부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
원합니다.

IBM 기업가치연구소 소개
IBM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IBM Global Business Services)에 속한 IBM 기업가치연구소(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는 산업별 및 산업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사실을 근거로 한 전략적 통
찰력과 유용한 정보를 고위 경영진에게 제공합니다. 이 Global CIO Study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인 C-Suite Study Series의 일부입니다.

참고사항 및 출처

참고사항 및 출처
1

다음 국가에서 인터뷰한 CIO는 빠르게 발전하는 개발도상국 시장 범주에 넣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호주, 바레인, 브라질, 카메룬, 칠레, 중국,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체코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가봉, 그루지야, 가나, 기니, 홍콩,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폴란드,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대만, 태국, 튀니지, 터키,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서유럽
범주에는 다음 국가의 CIO가 포함됩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북미 범주는 다음 국가의 CIO로 구성됩니다. 바레인, 캐나다, 케이맨 제도,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이번 연구에 참여한 CIO 응답자는 19개 산업 분야의 CI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신 부문에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통신, 에너지/공공설비가 포함됩니다. 유통 부문에는 농업, 항공사, 소비재
및 도매, 식품, 음료 및 담배, 생명과학 및 의약, 우편, 포장 및 화물 배달, 전문 서비스, 철도, 부동산,
소매, 운송 및 물류, 여행 및 관광이 포함됩니다. 공업 부문에는 우주항공 및 방위, 자동차, 석유화학,
컴퓨터 및 오피스 장비, 전자, 에너지(생산 및 정제), 엔지니어링 및 기계, 임업 및 제지 제품, 공업용
제품, 네트워크 및 기타 통신 장비가 포함됩니다. 금융 서비스 부문에는 은행, 금융 시장 및 보험이
포함됩니다. 공공 부문에는 교육, 정부 및 공공 서비스, 건강보험 납부자 및 공급자가 포함됩니다.

2

3

4

“KAUST 소개.”킹 압둘라 과학기술대. http://www.kaust.edu.sa/about/about-kaust.aspx
Ibid.
“TOP500 목록-2009년 6월(1-100).”500대 슈퍼컴퓨터 사이트.
http://www.top500.org/list/2009/06/100

5

Sara Lee Corporation 2008년 연례 보고서. http://www.saralee.com/InvestorRelations/
FinancialInformation/~/media/78710F81E6CA462AA77330C2DEF17A94.ashx

6

“이민성 소개.”호주 이민성. http://www.immi.gov.au/about/department/who-we-are.htm

7

Ibid.

8

호주 정부.“Systems for People: The Halfway Mark.”2008.

9

Patel, Raja.“Supermajors must up their game or eventually face extinction.”Royal Dutch
Shell. PLC.COM. Financial Times.
http://royaldutchshellplc.com/2008/11/03/supermajorsmust-up-their-game-or-eventuallyface-ex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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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이 연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IBM 기업가치연구소(iibv@us.ibm.com)로 이메일을 보내
거나 아래의 IBM 리더에게 문의하십시오.

미국

Rich Esposito

raespos@us.ibm.com

아시아 태평양

Nipun Mehrotra

nmehrot@in.ibm.com

일본

Geoff Vickrey

GEOFF@jp.ibm.com

북유럽

David K. Henderson

david.k.henderson@uk.ibm.com

서유럽

Louis Guelette

louis_guelette@be.ibm.com

IBM 기업가치연구소

Peter Korsten

peter.korsten@nl.ibm.com

본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IBM 담당영업대표 혹은 IBM CIO Contact Center(02-3781-4200)
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www.ibm.com/kr/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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