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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거버넌스, 외형보다본질에집중하라

IT 자산의전략적활용을의미하는IT 거버넌스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일각에서는또하나의새로운투자요구는아닌가하는의문도제기되고있다. 
IT투자의필요성을판단하기위해서는IT거버넌스의실체와본질적요건을명확하게
이해하여야한다. IT 거버넌스가말하고자하는주요한메시지들을정리해본다.

김상일 책임연구원 sikim@lgeri.com

지난 10여 년간 우리 기업들의 전산화 수준

은눈에띄게높아졌다. 몇몇전산화기기가사무

보조역할을담당하는사무자동화(OA) 개념을넘

어, 회사의 주요한 업무 처리에 IT(Information

Technology)의 역할은 필수 불가하게 되었다. 전

사적 전산 관리 개념인 ERP가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고, 전자 상거래의 진화와 함께 CRM, SCM

등의도입도앞다투어이루어졌다.

초기IT의확산단계를넘어, 최근에는학계

및기업경영에서IT 자산관리에대한새로운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에서의 움직임은 오래

전에시작되었고, 업계에서도IT 컨설팅기업등

을 중심으로 관련 프로젝트가 기지개를 켜고 있

다. 이미 1998년에 설립된 미국의 IT거버넌스협

의회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지만, 올해 초 정보산

업연합회에서IT 거버넌스관련단체를창설하기

도하였다. 

통상‘IT 거버넌스(IT Governance)’라고일

컬어지는 새로운 접근의 메시지는 IT 자산의 전

략적활용가치를높이자는것이다. IT 자산의중

요성은 전산화의 확산, 인터넷 비즈니스의 보편

화 등과 함께 이미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기존의 자산 관리 개념을 넘어 지배구조

(Governance) 차원으로까지IT자산의위상이높

아진배경은몇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는 IT 관련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이미 2001년에 미국 기업의 IT 투

자는 연간 매출의 4.2% 이상에 달했다. 전체 자

본적 투자의 50%가 IT 및 관련 자산에 할애된다

는 의미이다. 두 번째로, IT는 더 이상 특정 조직

의전유물이아니다. 단순한전산지원이거나, 관

련투자금액이미미했을때는회사내전산담당

자들의 전유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 대부

분의 운영에 IT가 깊숙하게 개입된 현재에는 중

앙집중식 IT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IT가 주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기업

을불안하게한다는점이다. 새로운IT의사업기

회가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

는 데 한정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측면은 IT

관리, 투자가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더불어 이루

어져야한다는것이다.  

IT 매니지먼트의새로운접근, IT 거버넌스

생소한용어인만큼‘IT 거버넌스’의개념정의는

다양하다. MIT 슬로언 매니지먼트의 정보 시스

템 연구소(CISR)에서는‘IT의 사용에 있어서 바

람직한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소재의 틀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다. 국제정보시스템 연구소(ITGI)에서는‘IT를 통

해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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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활동으로, 리더십을포함한조직구조및프

로세스’로 정의한다. 실무적으로는, IT 컨설팅

분야에서이야기하는업무범위를통해서개념을

엿볼수도있다. 통상업계에서는경영과IT의전

략적연계, 가치제공, 리스크관리, 정보자원관

리, IT 성과 관리 등의 구성 요소를 들고 있기도

하다.  

다소 추상적인 개념 정의들에서 몇 가지 공

통 분모를 뽑아낼 수 있다. 첫째는 IT가 하나의

기능을넘어전략적파트너로다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둘째, 기능적 단위를 넘어 전사 차원의

IT 운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그 동

안 간과되었던 IT 관련 리스크 관리를 보다 충실

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회

사전반의의사결정, 조직구조에대한재점검이

필요하다는것이다. 

한마디로, 기존의IT 관리가수

행하던 업무를 보다 충실하게, 체계

화하자는것이다. 당연히그렇게되

었어야했지만, IT의금액적, 전략적

중요성이커지면서간과되던부분을

다시 한 번 챙기자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 이러한 요구는 더

높아질 수 있다. ERP 등 다양한 IT

투자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지만, 기존의 단편적

투자들을전체적인시각으로검토하는부분은부

족하지않았나하는의문이있기때문이다. 

IT 거버넌스의4가지본질메시지들

개념적으로IT 거버넌스의필요성에반론의여지

는없다. 하지만, 여전히현업에서느끼는개념은

추상적인것같다. 더욱이과거막대한투자가집

행된 IT 투자의 효과에 의문을 갖는 경영진들에

게는더욱그렇다. 스탠디쉬그룹의‘카오스보고

서(2001)’에서는 기존의 IT 투자 중 단지 28%만

이 초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한다. IT 거버넌스

를 처음 만나게 되는 우리 경영진에게 또 하나의

실패 투자는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던지는 일은

자연스러운일이다.  

과거CRM, SCM 등의일부실패한IT 투자

의원인을살펴보면, 새로운개념, 투자의본질에

대한이해가부족했던탓이크다. 우리회사의고

객 관계 관리(CRM)가 수십 억원의 전산 투자만

하면 자동으로 운영된다는 긍정론의 탓일 수도

있다. IT 투자 없이는 우리 공급선 관리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는 막연한 우려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효과적인 IT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IT 투

자가필요할수도아닐수도있다. 이를판단하기

위해서는 IT 거버넌스가 갖추어야 하는 본질적

요건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것이다. IT의전략적활용을목적으로하는IT

거버넌스의 외형을 넘은 본질을 4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IT를따로놀게하지마라

몇 번의 IT 투자에 실패한 경영자의

다음 행보는 IT 운영의 아웃 소싱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 전

환은IT를기업의주요자산, 의사결

정자와 분리시키는 작업일 뿐이다.

IT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IT 담당임원뿐아니라사업의

주요의사결정자들이IT에친숙해야한다. 

IT 거버넌스에 흔히 등장하는 필수 조직의

하나가 IT 위원회(IT Committee)이다. IT 위원

회의위상이높고, 활발한활동을하고있는기업

들은 IT와 기타 자산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사

업전략을유연하게적용하고있다. IT 위원회운

영의 모범 기업들의 예로는 멜론 파이낸셜

(Mellon Financial), 노벨(Novell), 홈데포(Home

Depot), P&G, 월마트, 페덱스(FedEx)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업의 IT 위원회에는 IT 담당 임

원 뿐 아니라, CEO, CFO, 사업부의 장(長)들이

참여한다. 또한 기존의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나 보상 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에 버금가는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

하나의 위원회 조직을 새로 만들기만 하면 IT 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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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금액적, 전략적중요성이
커지면서기존의단편적

투자들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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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전략적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IT

위원회 없이도 IT 거버넌스는 얼마든지 완성될

수있다. IT 거버넌스에서유독IT 위원회를강조

하는 의도는, 회사의 주요한 경영진들이 IT에 깊

숙하게관여하도록유도하는데있다. 

나아가 IT 자산은 회사의 여타 자산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IT 관련

의사 결정은 인적, 금융, 지적 자산

등의 이슈와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하나의의사

결정기구에서 금융 자산과 IT 자산

을 함께 관리하면 보다 나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

면IT 부서자체만의IT 지출비중은

전체 지출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사, 마케팅, 고객 관리 등 제반

분야에서 IT 관련 의사 결정을 따로 떼어 생각하

기어렵다는것이다.

●둘째, IT와회사간의궁합을따져라

IT 자산의전략적활용을위해서살펴야하는부분

이해당기업과IT 거버넌스와의궁합이다. 구체적

으로기업규모, 산업특성, 경쟁의강약등다양한

요인들을고려하여IT 거버넌스를설계해야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리챠드 놀란(Richard

Nolan) 교수는첨단IT 기술의필요성, 기술안정

성요구수준에따라IT 거버넌스설계를4가지모

드로구분하고있다(그림1). 

상대적으로 IT 안정화의 필요성

이낮고, 첨단기술니즈가낮은지원

모드(Support Mode)에서는 사업 전

략이 IT에 의존하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스페

인의 유명 의류 회사인 자라(Zara)사

를 들고 있다. 전통적인 굴뚝 산업으

로자체의디자인역량, 마케팅, 유통

장악력 등에 비해 IT 역량의 중요성

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IT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의 손실도 치명적인 수준이 아니다. 중요하

게 생각하는 IT 관리 원칙도 불필요한 비용의 최

소화를우선시하는경우가많다. 

반면, IT 안정화 및 첨단 기술 요구 수준이

모두 높은 전략 모드(Strategic Mode)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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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산업특성, 경쟁의
강약등을고려한차별적인
거버넌스설계가필요하다.

기
술
 안
정
성
의
 중
요
성

H
ig
h

L
o
w

보수 지향(DEFENSIVE) 경쟁 지향(OFFENSIVE)

Factory Mode
· 단 몇 초의 시스템 장애로도 막대한 손실
·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온라인을 경유
· 신규 시스템 투자를 하더라도 전략적인
   차별화가 어려운 산업 영역
· ITG의 관심 : 시스템의 안정성
· 사례 : 종합 병원, 자동화 공장 등

Strategic Mode
· 단 몇 초의 시스템 장애로도 막대한 손실
· 새로운 시스템으로 획기적인 업무 개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경쟁사에 비해
   전략적인 우월성을 보장
· ITG의 관심 : 필요 비용을 지출하되, 성과는
   엄격하게 모니터링
· 사례 : 전자 상거래, 인터넷 포털 등

Support Mode
· 최장 12시간의 장애에도 손실 규모 미미
· 내부 IT 시스템이 고객, 공급선 등에 폐쇄적
· 시스템 관리가 유지, 보수에 집중되며 수작업
   비중이 높음.
· ITG의 관심 : 비용 절감에 국한, 현상 유지
· 사례 : 의류(스페인의 Zara), 서비스 등

Turnaround Mode
· 시스템 안정, 전략적 경쟁이 이슈가 아니지만
   IT의 자본적 지출 비중이 50% 이상
· 향후 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할 중도적 단계
· ITG의 관심 : Factory, Strategic Mode로
   전환할 적정한 시점의 의사 결정
· 사례 : 자동화가 임박한 대규모 농장 산업

첨단 IT 기술의 필요 정도 HighLow

<그림 1> 기업별특성에따른 IT 거버넌스의차별화

Richard Nolan, F. Warren McFarlan,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Board of Directors’, HBR, (October 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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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모든 기업이 전략 모드를 원하지는 않는

다. 경쟁이 심한 산업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많다. 전자상거래나인터넷포탈등의산

업에서는IT 의존도가높고, 경쟁기업들의IT 기

술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 매번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 필요할 때 투자

하되 성과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는 일이 IT 위

원회의주요업무가된다. 

IT가단순한기술적지원을넘어, 회사의전

략을 좌지우지 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단순한

기술 지원에서 IT의 역할이 시스템

의 안정성, 투자의 효율성 등으로

획일화되어도무방하다. 하지만IT

거버넌스에서는 회사의 산업, 경쟁

특성에 따라 IT의 주요한 미션, 의

사결정방식등에서차별화를요구

한다. 실제 다수 기업들의 예를 보

더라도 산업 별 특성에 따라 IT 거버넌스의 집중

정도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그림2). 

●셋째, 기술적, 전략적리스크관리에대비하라

IT 자산 관리의 불확실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

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IT 시스템장애 등

에 대비한 백업(Back-Up) 관리이고, 다른 하나

는 새로운 IT 기술을 매개로 하는 전략상의 위협

이다. 

물론 IT 거버넌스의 개념 이전에도 IT 자산

의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

다. 기대보다충격이크지않아싱거운면이없지

않은Y2K를경험한바있다. 이밖에도시시때때

로 공격해오는 컴퓨터 바이러스, 해커들의 공격

은기업규모를막론하고지긋지긋한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IT 거버넌스 강조하는 리스크 관리도

완전히새로운것은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장애가

주는 손실의 크기가 급증하고 리스크 발생 가능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단, IT 누적

투자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만은 아니

다. 그보다는 회사의 대부분의 업무가

IT를 통해 이루어지고, 고객, 공급선

등 외부인들과의 접점이 증가하는 탓

이더크다. 결국, IT 부서만의리스크

관리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는

것이다. 영업, 구매, 기타 모든 영역에

서 IT 관련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

게된다. 

시스템 장애 등이 소극적 의미의 리스크 관

리라면, IT가 주는 새로운 전략적인 위협은 보다

적극적인리스크관리일수있다. 미국의할인유

통점월마트(Wal-Mart)는현재기존의바코드시

스템을 RFID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한 기술 유입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업무프로세스, 내/외부조직구성자체를

흔들어 놓는다. RFID가 정착되면 굳이 공급업자

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창고에서 직접 상품을 조

달할 수 있게 된다. 구매 부서, 공급자 관리 등에

새로운혁명이일어나고경쟁유통업자들에비해

탁월한경쟁우위를점하게된다. 월마트경쟁사의

IT 임원들은RFID라는기술적변화를넘은, 이러

한 전략적 변화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까. 만약

IT 부서의 전략적 마인드 부족으로 전략적 의미

읽기에실패한다면새로운경쟁구도에서회복이

불가능한열세에놓이게될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IT 운영 방식에 몇 가

지시사점을던진다. 먼저, IT 거버넌스는IT 위원

회를통해전략, IT 기능을한데묶어다루어야한

전산시스템장애외에
IT 기술을매개로하는
전략적위협이중요한
이슈가되고있다.

도소매 유통

공공 기관

서비스

제조업

통신업

엔터테인먼트

금융업

75

63

6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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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산업별차이에따른 IT 관리의집중화정도

북미922개경영진에대한설문조사결과(Forrester Research)
자료 : ‘Fining the Right IT Strategy’, Global Finance(2005.12)



다고 이야기 한다. IT 담당 임원이 RFID의 기술

에만치우쳐서는전략적영향력을무시하는오류

를범할수있다. 나아가새로운기술의출현에기

업 내 가치사슬의 경영진들이 상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하는새로운미션을부여하고있다.   

●넷째, 관리를위한기본정보를알아야한다

우리 회사의 IT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는 필요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초점은 누가

(Who), 어떤(What) 정보를 알아야 하는가 이다.

IT 거버넌스에서는 IT 담당자 뿐 아

니라 주요 의사 결정자들이 회사의

IT 구조, 의사결정방식등에친숙해

져야한다고강조한다. 

MIT 경영대학원의 피터 웨일

(Peter Weill) 교수는 256개 실제 기

업을 대상으로 기업 성과와 IT 거버

넌스간의 상관 관계를 조사한 바 있

다. 성공적인 IT 거버넌스를 운영하

고있는기업들의특징을나열하면서, 회사의IT

거버넌스를 설명할 수 있는 경영진의 비율이 가

장큰영향을준다고설명하고있다(그림3). 아직

까지국내기업의주요경영진들은IT 관련업무

를IT 담당임원의전유물로생각하는경향이강

하다. 기업의 CEO, CFO 등 주요 임원들은대규

모IT 투자건의구체내용, 회사사업전략에미

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대부분

의의사결정을IT 임원에일임하기도한다. 

그렇다면이제어떤(what) 정보를알아야하

는가. 가장먼저생각할수있는부분이IT 투자의

효과이다. IT 거버넌스컨설팅업계에서제안하는

내용에IT 투자성과분석항목이빠지지않는이

유가여기에있다. 이부분에서간과되기쉬운내

용 중의 하나가 해당 기업의 경영자들이 IT 장애

의잠재원인, 예상손실액을잘모른

다는 것이다. 전산 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순간적인

장애로도치명적인손실을입는경우

가 일반적이다. 인터넷 서점 아마존

(Amazon)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의 1

시간다운으로입는손실은우리돈으

로6억원에달하고, 통신장비회사시

스코(Cisco) 전산망의하루장애로70

억원의매출손실이불가피하다고한다.  

이러한 정보가 요구되는 이유는 우선 IT 장

애 관련 리스크 관리에 있다. 과연 우리 기업의

경영자들은 우리 회사의 IT 시스템 장애가 가능

한부분이어디이고, 이로인한예상손실이얼마

나되는지정확하게알고있을까. 어쩌면생각지

도 못한 허점과, 막대한 손실 규모를 눈감은 채

사업을영위하고있는지도모르겠다. 

외형이아닌본질에집중해야

IT 거버넌스가주장하는내용은과거에없던전혀

새로운내용은아니다. 다만, 회사자산가운데IT

의 비중이 커지고, 사업 운영상의 전략적 중요도

가 높아지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관리가 필요해졌

을뿐이다. 결국IT 거버넌스를통해무엇을달성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업 경영의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

지겠지만, 특히 IT 부분에서는 실행력이 높은 IT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서는 외형보다 현실에서의

요구에충실할필요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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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IT 통제를위해
누가(Who), 어떤(What) 정보를

알아야하는가가중요하다.

거버넌스 성과** 하위 50% 기업
(점수<69)

상위 50% 기업
(점수>69)

IT 구조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경영진 비율(%)

최소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에서 예외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프로젝트 비율(%)

최소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에서 협의에
의해 예외가 적용된
새로운 시스템 비율(%)

연간 평균
거버넌스 변경 횟수

29

23→

28↑

3↑

48

15↓

34→

1↓

<그림3> 사업성과차이와 IT 거버넌스

자료 : Peter Weill, Jeanne W. Ross, ‘IT Governance’(2004
** 256개 기업의 평균은 69점이며 상위 3분의 1의 최저점수는 74점, 화살표는 3년간

추세를표시(↑증가, →감소, →변화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