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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시스템 개발과 활용에 있어 조직 내 상황이 물리적 구조로부터 가상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2. 정보 전문가는 누구이며 이들이 조직 내 정보 서비스 조직으로 통합되

는 과정을 이해한다.

3. 정보 서비스 조직이 취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이해한다.

4.‘최종 사용자 컴퓨팅’개념의 의미와 개념의 발생 원인에 대해 이해

한다.

5. 최종 사용자 컴퓨팅 능력을 보유한 사용자들이 중요한 정보자원임을

이해한다.

6. 최종 사용자 컴퓨팅의 이점과 위험요소에 대해 이해한다.

7.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형태에 대해 학습한다.

8. 정보 전문가와 사용자들이 보유한 지식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학습

한다.

9. 가상 사무실과 가상 조직의 이점과 위험성에 대해 학습한다.



기업 내 정보 전문가에는 시스템 분석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웹마스터, 프로그래머,

네트워크 전문가, 운 자 등을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정보 전문가들이 정보

서비스 부문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점차 비즈니스 역으로 소속이 바뀌고 있

다. 기업들은 중앙집중형과 분산형 정보 시스템 조직의 장단점을 평가할 때

협력업체, 시스템 플랫폼, 특정 네트워크 등의 요인들이 기업의 목표 달성

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고려한다.

기업은 정보자원들로부터 생성되는 지식을 관리해야 한다. 이들 지

식들은 대부분 시스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에 저장되어 있거

나 정보 전문가나 컴퓨터 사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초기의 정보 시스템 개발 과정은 주로 정보 전문가에 의해 추진되

어 사용자들의 정보 욕구를 반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

보 시스템 개발에 사용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용

자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최종

사용자 컴퓨팅(EUC) 개념이 등장하 다. 최근 많은 수의 사용자들이 시

스템 개발에 관여하고 있긴 하나 여전히 정보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

은 것이 현실이다. 특정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들 중에는 정보 전문가

로부터 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후 자신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경우 최종 사용자 컴퓨팅 환경의 이점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위험성

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 즉 지식은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고, 기술이란 교육훈련이나 경험을 통해서 습득이 가능하다.

초창기의 사무자동화 시스템은 주로 직원이나 하위그룹의 작업자들이 사용하 으나 점차적으로

경 진이나 전문가들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가상 사무실, 즉 굳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재택근무나 호텔링의 형태가 출현하여

가상 조직의 개념을 확장 가능하도록 하 다. 따라서 시스템 개발 활동은 시스템 사용자나 정보 전

문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직의 개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론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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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조직

정보 시스템은 비즈니스 조직이 존재하는 한 개발과 활용이 계속될 것이다. 제1장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서 경 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경 활

동에서 경 이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은 자금관리, 인사관리, 정보 서비스, 제조, 그리고 마

케팅 등이다.

조직내정보시스템지원

정보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그림 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사적 조직, 경 진, 그리고 비

즈니스 역을 지원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경 정보시스템(MIS)은 경 자에게 필요한

정보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최고경 자 정보 시스템은 기업의 전략적 차

원을 담당하는 고위간부들을 위해 제공되었다. 그림 4.1의 하부 5개 시스템은 비즈니스

역의 현장업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정보 시스템들이다.

이들 시스템들은 조직의 특성에 맞게 맞춤 개발되며, 실질적인 정보자원(인력, 원자재,

그림4.1   전사적지원을
위한정보시스템

조직외부환경적인정보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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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외부환경적인정보와데이터



기계, 자금 등)이 해외지사, 국내 업소, 지역사업본부 등에 적절하게 할당된다. 기업의

활동이 지역적 제약 없이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정보기술을 통한 혁신으로 가능해졌는데,

이 같은 조직 형태를 가상 조직(virtual organization)이라고 한다.

정보서비스조직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 IS)는 정보자원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 내 조직을 의미하 다. 이와 더불어 MIS 사업본부 혹은 MIS실, 특히 정보기술팀

(information technology, IT)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정보자원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자원이라 함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 전문

가, 사용자, 관련 장비, 데이터베이스, 정보 등을 포괄한다. 전통적으로 정보자원은 최고

정보관리 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CIO)의 책임하에 정보 서비스 제공부서에 소속

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 역에 속하는 정보자원은 사용자 관련 부서의 관리자 책임하에

있다. 

정보전문가

정보 전문가(information specialist)라 함은 정보자원의 가용성을 위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

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원래 정보 전문가란 정보 분석가, 프로그래머, 운 자 등을

말하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네트워크 전문가, 웹마스터 등도 포함한다.

시시스스템템 분분석석가가 시스템 분석가(system analyst)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들과 협력하는 전문가이다. 시스템 분석가는 시스템의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컴퓨터를 활용할 것인가를 문서화하는 전문가이다.

데데이이터터베베이이스스 관관리리자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보 전문가를 데이터베이

스 관리자(database administrator, DBA)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의

기획, 구현, 운 , 보안 등에 책임을 진다. 제6장의 데이터 자원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웹웹마마스스터터 웹마스터(webmaster)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웹사이트상의 콘텐츠와 커뮤니티

기획 및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다. 웹마스터는 기업과 고객, 협력사와 커뮤니케이션 네트

워크가 항상 연결되어 있도록 네트워크 전문가와 협업해야 한다. 또한 웹사이트 성능은

이미지 데이터의 크기에 민감하므로 때로는 그래픽이나 디자인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제제44장장 시스템 사용자와 개발자 99



제제11부부 기본 개념100

실질적으로는 웹마스터와 한 팀을 이루는 디자이너에게 웹사이트의 일관성 유지와 보수

및 업그레이드의 책임을 부여하기도 한다.

웹마스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회사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모니터링하는

일이다. 웹페이지 방문과 관련된 각종 통계치들은 웹사이트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 예를 들어 구매절차를 밟던 방문자들이 페이지 이동 중에 왜 구매를 포기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 준다. 이 같은 정보와 방문 페이지에 머무른 시간 등과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차별화된 웹페이지 디자인이 가능해진다. 고객과의 관계 향상은 웹사이트

를 잘 관리하고 운 할 때 가능해진다. 웹사이트의 디자인 품질이 떨어지면 고객들이 외

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네네트트워워크크 전전문문가가 네트워크 전문가(network specialist)는 조직 내·외부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결집하여 데이터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시스템 분석가와 사용자들과 협

력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와 통신 관련 전문가들과도 협력한다. 그 이유는 웹 기반 응용프

로그램들의 경우에는 통신 활동의 많은 부분이 기업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트워

크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프프로로그그래래머머 프로그래머(programmer)는 자료를 정보로 변환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

성하기 위해 시스템 분석가들이 작성한 문서들을 사용한다. 몇몇 기업들은 시스템 분석가

와 프로그래머의 기능을 통합하여 프로그래머 분석가라는 직함을 사용하기도 한다.

운운 자자 운 자(operator)는 기업의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컴퓨터 혹은 서버와 같

은 대규모 전산장비들의 운 을 담당한다. 운 자들은 시스템을 모니터하고, 인쇄기의 프

린트 용지를 교체하거나, 테이프나 디스크장치를 관리하는 등의 일을 수행한다.

위에서 언급한 정보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팀에 사용자

부서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이후 유지보수

과정에도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정보서비스조직의구조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전문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초기 조직 구조는

IT 부서에 모든 정보자원을 배치시킨 형태인 중앙집중형 조직 구조 다.

집중형조직에서분산형조직으로

전통적으로 조직 구조는 그림 4.2와 같이 중앙집중식 구조 다. 이 같은 구조는 시스템 수



명주기에 맞도록 구성되었다. 몇몇 시스템 분석가와 프로그래머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개

발하기 위해 투입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투입한다. 이들 팀들은

전담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며 운 , 데이터베이스 관리, 네트워크팀은 시스템 개발과 유지

보수 활동에 공통적으로 참여한다.

1970∼1980년대에 몇몇 기업들은 정보자원을 비즈니스 부문에 할당하여 정보자원 분산

화를 시도하 고, 자원 활용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사업 부문별 정

보자원 관리를 위한 부부문문별별 정정보보담담당당 임임원원(divisional information officer, DIO)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혁신적조직구조

1990년대 대기업들은 중앙집중식과 분산식 조직 구조의 장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집중형 분산(centrally decentralized)’조직을 선호하 다. 중앙집중형 분산 조직의 특

징은 종래 정보 시스템 부문의 책임하에 있던 정보기술 기반 구축과 비즈니스 부문에서의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데 있다. 이 같은 조직

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첫째는 과거에 비해 조직 내 정보기술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과 둘째는 기술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 시스템 개발자나 사용자

모두 정보지식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고, 기업은 협력업체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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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중앙집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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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이다.

경 정보시스템(MIS)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형태

의 혁신적 조직인 파트너 모델(partner model), 플랫폼 모델(platform model), 그리고 가변적

모델(scalable model)을 제시하 다.1 파파트트너너 모모델델이란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정보 서비스

를 비즈니스 역에 접하게 연계시키는 형태를 의미한다. 플플랫랫폼폼 모모델델은 정보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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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정보시스템
조직의네트워크모델

출처: Ritu Agarwal and
V. Sambamurthy,
“Principles and Models
for Organizing the IT
Function,”MIS
Quarterly Executive 1(1)
(March 2002),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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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혁신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기 위해 정보자원을 단순히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 같은 구조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정보자원의 규모를 신속하게 조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가가변변적적 모모델델은 시장에서 기회가 발생할 때는 정

보자원을 확보하고, 사라지면 신속하게 자원을 철수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이 같은

조직구조는 고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적합하다.

그림 4.3은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조직 구조를 통합한 형태의 네트워크형 정보조직 구

조이다. 비비저저닝닝 네네트트워워크크(visioning network)는 CIO가 정보자원계획을 위해 최고경 자와

협력하는 조직 구조이고, 혁혁신신 네네트트워워크크(innovation network)는 획기적인 솔루션 개발을 위

해 비즈니스 부문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구조이다. 또한 소소싱싱 네네트트워워크크(sourcing network)

는 정보자원 확보를 위해 시스템 및 솔루션 판매업자들과 관계를 유용하게 하는 구조이다.

혁신적 조직 구조는 종래의 정보기술 부문이 모든 정보자원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모든 사용자들에게 일괄 제공하던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에서 시작되었다. 즉 정보기술은 시스템 판매업체와 사용자 간의 연결관계를 유지하며,

사업부문별 정보담당 임원과 재무관리자 같은 전문가들에게 권한과 책임이 할당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은 기업 내 정보자원의 사용 시 정보기술 부문이 팀플레이어의 역

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최종사용자컴퓨팅

초창기에는 정보 전문가들이 사용자들의 직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전담하여 개발하 다.

이는 그림 4.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직도 많은 수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접근법이

다. 그림은 정보 전문가들이 컴퓨터와 사용자 간을 매개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화살표는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다.

1970년대 후반에 사용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시스템 개발에 관심이 증가하게 되

었고, 이 같은 접근법을 최종 사용자 컴퓨팅(end-user computing, EUC)이라고 불 다. 최종

사용자(end user)란 일반적으로 사용자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이며, 이들은 컴퓨터 시스템의

실질적 사용자이다. 따라서 최최종종 사사용용자자 컴컴퓨퓨팅팅(EUC)은 정보시스템 개발의 전부 혹은 일부

에 사용자들이 참가하는 접근법을 말한다. 최종 사용자 컴퓨팅은 다음의 네 가지 향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 컴컴퓨퓨터터 교교육육.. 1980년대 초에 공·사립학교, 대학, 산업계 등에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교육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조직 내에서 컴퓨터 관련 지식

이나 기술을 보유한 하부 조직의 구성원들이 증가하 다.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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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 경 진의 정보 시스템 활용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 정정보보 서서비비스스 업업무무재재고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보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초과하는

분량의 업무를 감당해 왔다. 이 같은 상황은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대한 추가지원을 요

구하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부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정보 서비스는 사용

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가 없었고, 점차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일들이

증가하 다. 정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해 2∼3년 이상을 기

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 다.

● 저저렴렴한한 하하드드웨웨어어 비비용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가의 마이크로컴퓨터가 시장에 등장하

다. 사용자들은 동네 상점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주문할 수 있게 되었고, 택배 형태로

집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등장하 다.

● 상상업업용용 소소프프트트웨웨어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기본적인 회계 처리와 의

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생산·공급하 다. 이

소프트웨어들은 컴퓨터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

하게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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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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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들이 시스템 개발의 전부를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사용자는 대개 정보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다. 따라서 EUC 개념은 정보 전문가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즉 정보 전문가

들이 시스템 개발에 전담하는 과거의 형태가 아니라 컨설팅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는 의미

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5는 EUC 환경하에서라도 사용자들이 일정 정도 정보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필

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정보자원으로서의사용자

기업의 정보 시스템 사용자들은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경쟁우위 달성을 위해

공헌하는 중요한 정보자원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용자들이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최종 사용자 컴퓨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때 사용자들은 중요한 정보자원이 된

다는 의미이다.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경 진은 정보자원의 활용 방

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며, 최종 사용자 컴퓨팅 환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종사용자컴퓨팅의이점

EUC 환경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 조조직직역역량량과과 효효과과적적 인인력력 활활용용.. 시스템 개발이 상당 부분 사용자 역으로 이동하면서

정보 전문가들은 전사적 조직 차원의 일과 보다 복잡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보다 생산적이고 고부가가치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시스템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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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최종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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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수하는 일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커커뮤뮤니니케케이이션션 격격차차 감감소소.. 컴퓨터가 현업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로 시스템 개발의 걸

림돌은 사용자와 정보 전문가 간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었다. 사용자들은 컴퓨터

분야의 기술보다는 현업의 문제점들을 더 잘 이해한다. 이와 더불어 컴퓨터 교육과 기

술비용의 저감, 상용 소프트웨어 출현 등의 요인들이 사용자들에게 시스템 창출에 참

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다. 반대로 정보 전문가들은 기술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

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 역에서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

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스템을 직접 개발할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부담이 최소화되

거나 불필요하게 되므로 커뮤니케이션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점들로 인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참여하여 개발한 시스템

은 정보 전문가들이 전적으로 개발한 시스템보다 우수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최종사용자컴퓨팅의위험성

반대로 최종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위험성도 내포하

고 있다.

● 시시스스템템 구구성성의의 미미흡흡.. 사용자들은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작업의 경우도 무리하게 컴

퓨터에 적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 목표 시스템의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시시스스템템 설설계계 및및 문문서서화화 미미흡흡.. 최종 사용자가 높은 수준의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

더라도 시스템 설계 시 정보 전문가의 전문성을 능가할 수는 없다. 또한 시스템을 준

비하고 운 하는 과정에서 향후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로 하는 문서화 작업

이 미흡할 가능성도 있다.

● 정정보보자자원원 활활용용 미미흡흡..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합된 관리

체계가 없는 경우 호환성이 떨어지거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복투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기업이 개발해 놓은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자원을 다시

개발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할 가능성도 있다.

● 데데이이터터 무무결결성성 취취약약.. 최종 사용자들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

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용자들은 잘못된 데

이터를 사용하게 되고, 경 진의 의사결정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 보보안안문문제제.. 최종 사용자들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

다. 컴퓨터 범죄는 불법으로 컴퓨터에 접근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에 해를 끼친

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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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제제 및및 관관리리 부부족족..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 기능에 집중할 뿐 전사적

인 계획을 고려하는 면이 미약할 수 있다.

이 같은 위험요소가 있긴 하나 잠재적 이점을 살리고 EUC가 성장하고 꽃을 피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원 전략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사

용자 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통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서비스분야종사를위해요구되는학습, 지식, 기술

정보 시스템의 개발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한다. 정보 전문가들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한 경우

에만 활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시스템개발지식

지식이란 정규 과정을 통하여 학습을 하거나 독서나 관찰을 통한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학습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시스템 개발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의 종류로는

컴퓨터 지식, 정보지식, 비즈니스 기초, 시스템 이론, 시스템 개발 절차, 시스템 모델링 등

이 있다.

컴컴퓨퓨터터 지지식식(computer literacy)은 필수적 업무 처리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컴퓨터 자원

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정정보보지지식식(information literacy)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를 어디서 획득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정보지식이 컴퓨터 지식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가 병행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비비즈즈니니스스 기기초초(business fundamental)는

학부 혹은 대학원의 정규 과정에서 다루어지며 회계학, 금융학, 마케팅, 경 학, 경 정보

시스템, 운 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정보 시스템은 이 같은 분야를 지원하기 위

해 개발된다.

시시스스템템 이이론론(system theory)은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상적인 시스템 구조로서

설명하는 이론을 말한다. 제2장에서 일반적 시스템 모델에 대한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시시스스템템 개개발발 절절차차(system development process)는 몇 가지의 순차적 단계로 이루어진다. 시시

스스템템 수수명명주주기기(system life cycle, SLC)와 시시스스템템 개개발발 생생명명주주기기(system development life

cycle, SDLC)라는 용어는 제7장에서 언급될 것이다. 시시스스템템 모모델델링링(system modeling)은 시

스템을 문서 형태로 표현하여 구체화시켜 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개체관계도(entity relationship diagram, ERD), 자료 흐름도(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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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diagram, DFD), 클래스 다이어그램(class diagram)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6장과 제7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정보 전문가와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사용자들은 경 진과 직원들 집단으로 나뉠 수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원들의 예로는

마케팅 연구자들이나 경 과학자 등을 들 수 있으며, 일반 직원들은 사무직 인력들로 구성

된다. 표 4.1은 지식의 중요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예시로 보여 준다. 물론 개발될 시스템

의 종류, 조직의 특성, 인적 자원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다.

시스템개발기술

동일한 방법으로,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형태도 분류가 가능하다. 이들 기술능력은 타고

난 개인의 재능이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학습 과정을 통하여 습득하거나 역

량을 높일 수도 있다. 시스템 개발기술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분석력, 창의력, 리더십 등

의 요소들이 포함된다.

커커뮤뮤니니케케이이션션 기기술술(communication skill)은 언어, 문자, 그림 등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들

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분분석석력력(analytical ability)이란 해답 혹은 해결점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검토능력이나 이해능력 등을 의미한다. 창창의의력력

(creativity)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점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유사한

현상에 적합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 리리더더십십(leadership)은 과업

을 수행하기 위해 타인을 지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최고경 자의 경우 리더십은 가장

중요한 기술일 것이다. 하지만 리더십은 정보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도 성공적인 시스템 개

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

표 4.2는 최고경 진, 전문직과 일반직 직원, 정보 전문가들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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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경 진 전문직 직원 일반직 직원 정보 전문가

컴퓨터 지식 약간 중간 중간 매우 중요

정보지식 매우 중요 매우 중요 중간 매우 중요

비즈니스 기초 매우 중요 매우 중요 약간 중간

시스템 이론 약간 중간 약간 매우 중요

시스템 개발 중간 약간 약간 매우 중요

시스템 모델링 약간 매우 중요 약간 매우 중요

지식명세표표 4.1



기업내정보자원으로부터생성되는지식관리

제2장에서 정보자원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 전문가, 사용자, 컴퓨터용 장비, 데이

터베이스, 그리고 정보 등이 포함된다고 하 다. 이들 다양한 종류의 자원들은 가치 있는

지식의 저장고 역할을 담당한다. 소프트웨어는 기업의 업무절차와 과업의 처리 순서의 형

태로 지식을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는 기업의 실물자원이나 운 과 관련된 정보나 데이

터 형태로 지식을 저장한다. 사용자와 정보 전문가들은 컴퓨터와 정보지식, 비즈니스 기

초, 시스템 이론, 개발과 모델링 등의 형태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기업에서는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 KM)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관리 시스템은 지식을 생성, 관리, 배포하는 역할을 담

당한다. KnowledgeBase.net 등의 솔루션 공급업체들은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이점을 얻고

자 하는 기업을 위해 지식관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사무자동화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컴퓨터가 비즈니스용으로 사용되어 온 과정을 추적해 보면 사무자

동화(office automation)라는 용어를 유추해 낼 수 있다. 이 용어는 컴퓨터 기술을 사무실 내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무자동화라는 용어는 사무실 활동

의 많은 부분이 문서작업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IBM이 워워드드프프로로세세싱싱(word

processing)이라는 용어를 제안한 196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메일, 전자달력(electronic calendaring), 화상회의(videoconferencing), 탁상출판(desktop

publishing)과 같은 기술이 사무작업에 활용되었으며, 이 기술들을 모두 통합하여 사무자

동화라고 부른다. 사사무무자자동동화화(office automation, OA)란 기업 내·외부에서 상호 정보를 주

고받기 위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목적의 전자 시스템을 통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사무자동화 시스템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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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 진 전문직 직원 일반직 직원 정보 전문가

의사소통 매우 중요 매우 중요 중간 매우 중요

분석력 중간 매우 중요 중간 매우 중요

창의력 중간 매우 중요 중간 중간

리더십 매우 중요 약간 약간 중간

역량/기술명세표표 4.2



4.6은 문제 해결을 위해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과 비컴퓨터 기반의 사무자동화 시스템 모

형을 보여 준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있을 수

있다. 사무자동화의 이점은 상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기업 내·외부 사람들에

게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림에서 보여 준 모형은 기업의 내·외부에서

취합된 데이터를 구조화한 정보의 집합체인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컴퓨터 기반의 사무자

동화 모형이다.

직원에서경 진으로

초기의 사무자동화 도구, 예를 들어 문서편집기, 이메일, 팩스, 전자달력 등은 주로 비서나

일반 사무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관리자나 전문직 직원들

도 컴퓨터 관련 지식이 많아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이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메일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회의 일정을 계획하기 위

해 전자달력을 사용하기도 하 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사와 커뮤니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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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사용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경 진 혹은 전문직 직원들도 과거 비서나 사무직원들이 했던 것처럼 사무자

동화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상사무실

전자적 형태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게 한 사무자동화는 기업의 업무 수행 방식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사무실 중심의 업무가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즉 직원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업무를 할 수 있는 가상 사무실 개념이 등장하 다. 가가상상 사사무무

실실(virtual office) 개념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이용하여 어디

서든 지역적 격차와 관계없이 사무실 중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가

상 사무실 개념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환경을 변경할 수 있는 재택근무와 호텔링이

라고 하는 유연한 근무공간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재택근무

저가의 개인용 컴퓨터와 데이터 통신장비 기술의 등장으로 재택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

었다. 가상 사무실은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1970년대에 등장한 개념이다. 재재택택근근무무

(telecommuting)라는 용어는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무

실에 출근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초창기 재택근무자의 예

는 사무실 외에도 자신의 거주공간 혹은 작은 배 위에서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래머 같은 컴퓨터 과학자들이었다.

재택근무 방식은 직원들이 개인 업무를 용이하게 하고, 자신들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계

획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근무 환경에

서도 기존 사무실 환경과 비슷하게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이점이다.

그러나 재택근무 방식에도 단점이 있다. 첫째, 원격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자 자신들이 조직 내에서 중요하지 않은 직원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실직이나

이력관리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재택근무자들의 업무는 회사운 과는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컴퓨터와 모뎀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갑작스런 해고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비

록 해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다 나은 이력을 쌓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셋째, 가족 간의 갈등 증가이다. 배우자는 업무 수행을 핑계로 가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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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책임을 회피한다고 오인할 수도 있다. 즉 집안일과 회사 일에 대한 구분이 흐려질 수

있는 것이다.

호텔링

초기의 재택근무는 단순히 집에서 회사 일을 수행하는 특정 직업만을 포함하 으나 점차

적으로 필요시에만 출근하는 모든 근로자들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필요시 출근하

는 근로자들을 위한 사무실 공간이나 집기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등장하

는데 이를 호호텔텔링링(hoteling)이라 한다. 이들은 마치 여행 도중에 호텔에 설치된 각종 설

비를 이용하는 것처럼 중앙에서 관리하는 설비를 사용한다. 근로자들은 수행해야 할 일의

특성에 맞도록 설비 사용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예약을 해야 한다. 중앙설비는 전담지원

인력들에 의해 관리되고, 요구되는 기술을 제공한다.

호텔링은 정보자원이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무직원들에게 필요

로 하는 지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근로자들

이 개인사무실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 있고, 공동체적인 일체성 결

여 및 회사 문화에 대해 부정적 시각 등을 가질 수도 있다.

가상사무실의이점

가상 사무실은 재택근무와 호텔링 개념의 등장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가상 사무실은 업무

수행에 있어 장소적 제약을 극복한 근무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 사사무무실실 비비용용의의 절절감감.. 외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질수록 사무실 공간이 불필요

하게 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 임차와 확장에 드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 장장비비비비용용의의 절절감감.. 근로자 모두에게 장비들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LAN) 환경 내에서 장비를 공유하는 형태로 컴퓨터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장비투자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 휴휴업업 감감소소.. 태풍, 홍수, 강풍 같은 기상 상황 시 출퇴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업 사

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 사무실 환경하에서는 휴업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 사사회회적적 공공헌헌.. 가상 사무실 방식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다. 예컨대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노인, 어린아이를 돌봐야 하는 주부 등

의 사람들이 집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적 양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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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사무실의단점

가상 사무실 근무 방식은 몇 가지 단점도 내포하고 있다.

● 사사기기 저저하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근로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중 하

나는 상사나 동료들과의 면대면 상호작용이 없어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의견교환이 부

족해진다는 것이다.

● 보보안안위위험험의의 두두려려움움.. 가상 사무실 환경하에서는 데이터나 정보의 보안관리가 어려울 가

능성이 있다.

가상 사무실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가상 사

무실은 근무환경의 특성상 물리적 사무실에 비해 근로자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근로자

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가상 사무실 근무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만약 근로

자 자신들이 자신들에 대한 통제나 동기유발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공의 가능성은 낮아진

다. 결론적으로 혼자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근로자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가상 사무실 환경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가상조직

가상 사무실의 성공 여부는 보다 확장된 형태의 가상 조직의 성공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

다. 가가상상 조조직직(virtual organization)의 운 은 전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을 배제하도록 설계된

조직 형태를 의미한다.

가상조직의사회적 향

가상 사무실이나 가상 조직이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 전략이긴 하나 사회적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개념이다.2

이들 개념이 가장 적합한 산업의 예는 정보, 아이디어, 지능 등의 형태에 부가가치를 제

공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산업을 33II 경경제제(Three I Economy)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표적 분야는 교육, 건강관리, 여행, 스포츠, 컨설팅 등이다. 이

들 산업들은 가상 사무실 방식에 적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직업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같은 추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외관이나 기능적 측

면에서도 향을 미친다. 가상 사무실과 가상 조직은 고층건물에 대한 수요, 일상적인 출

퇴근자를 줄일 수 있고, 도시가 보다 조용하고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거에 적합한 지

역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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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 경제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모든 근로자들에게 이 같은 조직 구조가 매력적이 될 것

이고,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그와 같

은 역량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및 정부 차원에서 변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

요하며,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 활동에서 더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 그리고 지능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학이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정보지식과 컴퓨터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기술과 정보 시스템은 기업의 비즈니

스 프로세스와 긴 하고도 단단하게 엮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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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화상회의는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흩어져 있는 회의

참가자들을 연결해 주기 위해 비디오 장비를 활용하

는 사무자동화 솔루션이다. 비디오 장비는 화상과

음성을 전달하며,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 단단방방향향 비비디디오오와와 오오디디오오.. 비디오와 오디오는 한

곳의 송신 장소에서 하나 이상의 수신처로 전달

된다. 이 같은 방식은 프로젝트 리더가 원격지에

근무 중인 팀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적합

한 방법이다.

● 단단방방향향 비비디디오오와와 쌍쌍방방향향 오오디디오오.. 이 방법은 모든

회의 참가자들이 동일한 이미지를 보는 도중에

송수신자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쌍쌍방방향향 비비디디오오와와 오오디디오오.. 회의에 참가 중인 사람

들 간에 쌍방향 통신을 하는 방식으로, 매우 효

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초창기 화상

회의는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3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거나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형태 다. 지금도 이 같은 형태를 사용하기는 하

지만 최근에는 개인용 컴퓨터 환경의 아주 저렴

한 형태의 화상회의 시스템(데스크톱 화상회의

시스템)도 선보이고 있다.

데스크톱 화상회의(desktop videoconferencing). 네트

워크로 연결된 각각의 워크스테이션에 비디오와 오

디오 장비를 부착하여 상과 소리를 이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장비이다. 각각의 워크스테이

션에는 모니터 상단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마이크와

비디오 처리 부속기판과 소프트웨어가 설치된다. 데

스크톱 화상회의 장비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점차 저

렴한 모델이 나오고 있으나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의 데스크톱 화상회의 시스템은 전용

서버와 고속의 통신채널을 필요로 하 다. 하나의 대

안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NetMeeting 3은

윈도우 2000과 이후 버전에 포함되어 출시되었다.

NetMeeting 3은 인터넷 연결을 통하여 다중 데이터

회의가 가능하게 하 고, 텍스트 채팅, 화이트보드,



장기적안목에서시스템사용자와정보전문가

인적 요소는 정보 시스템 개발과 사용 과정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즉

사용자와 정보 전문가가 주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개발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초기에는 전적으로 정보 전문가에 의해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점차로 사용

자들이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개발의 전

과정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발작업의 방법론이 변화되기도 하 으며, 작업의 환경에서도 종래에 비해 변화가 이

루어졌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위치 역시 더 이상 물리적 환경만은 아니다.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업무가 어느 장소에서나 가능한 가상 조직을 가능하게 하 다.

파일전송, 일대일 오디오와 비디오 전송기능 등을 포

함하고 있었다.

텔레수트 솔루션(Telesuite solution). 오하이오 지역에

위치한 텔레수트사에서 제공하는 이 화상회의 시스

템은 광섬유를 이용한 광대역 통신채널을 이용하여

고화질의 비디오를 이용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제공

하고 있다.3 4 � 3 비율의 크기가 아닌 약 5m 길이

의 벽을 배경으로 비디오 이미지를 전송함으로써 직

접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회상회의 방식은 면대면 회의와 가장 근접한 방식

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화상회

의는 지역적 격차를 줄임으로써 관리자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가

상 조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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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지식관리시스템개발: Nortel Networks 프로젝트4

예전에 조직의 지식은 소프트웨어 내에 존재한다고

인식하 다. 정보 시스템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소프

트웨어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세스를 실행하거나 의

사결정을 지원한다. 다양한 프로세스의 예 중 하나

로 신제품 개발을 들 수 있는데, 신제품을 개발해야

할지에 대한 핵심은 의사결정이다. Nortel Networks

사(Excalibur Technologies에서 개발한 지식관리 소

프트웨어 사용)는 조직운 을 위해 지식관리 시스템

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식관리 시스템을 이용함으로

써 기술 중심의 기업이지만 고객 중심의 기업으로



변화하는 데 성공하 다.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지식관리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1) 신제품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분야를 융합한 지식자산을 활성

화하고, (2) 신제품 개발 관련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3) 학습과 지식교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림 4.7처럼 종래의 신제품 개발 시스템은 5단계

의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콘셉트 개발 단계가 미약하

여 전체 공정에서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개발 초기

콘셉트 설정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 진

은 지식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하 다. 그림 4.8

과 같이 신제품 콘셉트 개발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

다. 단계별 연결고리는‘진행/비진행(go/no go)’

그림 4.7   예전의
Nortel Networks의
신제품개발절차

그림 4.8   지식관리를
활용한Nortel Networks의
신제품개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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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셉트개발

진행/비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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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통적인 조직의 구성요소는 자금, 인적 자원, 정보 서비스, 제조, 마케팅 등 물리적

자원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정보 전문가와 사용자들은 기업 내 정보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전문가

란 시스템 분석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웹마스터 등과 사용자와 직접 협력하는 네

트워크 전문가,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책임

을 맡은 프로그래머, 운 자들로 구성된다. 초창기의 모든 정보 전문가들은 중앙집중

화된 서비스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들 자원들이 비즈니스 조

직으로 배정이 되고, 부문별 정보담당 임원들이 이끌어 가는 형태로 변화해 왔다. 지

금까지 정보 서비스와 비즈니스 부문 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

한 발전적 조직 형태가 많이 연구되어 왔다. 제시된 조직의 이상적인 형태로는 전략

적 정보계획을 가능케 하는 비저닝 네트워크, 비즈니스 부문에서 혁신적인 시스템 솔

루션 구축을 보장하는 혁신 네트워크, 그리고 외부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소싱 네트

워크 가 있다. 이 같은 조직 형태는 정보 시스템과 비즈니스 부문 간의 긴 한 연계관

계를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신들의 업무에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정

보기술 기반을 제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비즈니스 역에 정보자원을 할당함으로

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긍정적 의미로‘왜/왜 아

닌가(why/why not)’라는 의사결정 방식을 취했다.

1995년 7월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1996년 6월

에 파일럿 테스트가 가능한 단계로 발전하 다. 파

일럿 단계까지 112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

고, 7개의 제품과 투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 콘셉트

를 개발하 다. 1997년 말에서 1998년 초‘Time-to-

Market’이라 불리는 새로운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시작했다. 성공적인 2개의 프로젝트 중 하

나는 걸려오는 전화를 100% 구분할 수 있는 프라이

버시 관리자(Privacy ManagerSM)라는 시스템과 다른

하나는 인터넷이 연결된 동안에 단 하나의 전화선을

이용하여 전화통화가 가능한 인터넷 전화대기

(Internet Call Waiting) 시스템이다.

지식관리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Nortel

은 기업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활용

한 훌륭한 사례를 보여 주었다. 결과적으로 학습담당

임원(coporate learning officer, CLO)이라는 직함을

만들어 냈다. CLO와 직원들은 넓은 범위의 기업지

식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 다.

Summary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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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컴퓨팅 환경의 초기 단계에서는 최종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점차적으

로 사용자들의 향력이 증가하 고, 궁극적으로 최종 사용자 컴퓨팅(EUC)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 다. 최종 사용자 컴퓨팅 개념은 시스템 사용자들이 시스템 개발

과정에 관여하도록 유도하는 개념이다.

사용자들 간에는 그들이 보유한 컴퓨터와 정보지식에 차이가 많으며, 이들 차이를

감안하여 정보 전문가들은 시스템의 제공 난이도를 다양화해서 개발한다. EUC 환경

하에서는 기업 내 시스템 사용자들이 매우 가치 있는 정보자원이 된다. EUC는 역량

과 도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 주며,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격차를 감소시켜 준

다. EUC의 약점으로는 목표 시스템 구성의 미흡, 설계력 및 문서화 능력 미약, 비효

율적인 정보자원 활용, 데이터 무결성 유지 미약, 보안 및 통제능력 부족 등이 있다.

사용자와 정보 전문가 등의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인력들은 관련 지식과 역량을

가져야 한다. 즉 정보 시스템 관련 이력을 개발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교육과

정이 제공되고 있다. 지식은 컴퓨터와 정보지식, 비즈니스 기초 지식, 시스템 이론,

시스템 개발 절차, 시스템 모델링 등을 포함한다. 역량은 커뮤니케이션, 분석력, 창

의성, 리더십 등을 포함한다. 지식과 역량의 수준은 개인별, 조직별, 개발하고자 하

는 시스템별로 달라질 수 있다.

기업 내 정보 전문가와 사용자들이 보유한 지식은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며, 지속

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전형적인 지식관리 시스템은 정보의 수집, 저장, 배포 등

의 기능을 담당한다. 기업들은 때로 지식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도 한다.

사무자동화는 특정 업무를 회사가 아닌 곳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같은

근무 방식을 재택근무라고 하며, 기업들은 모든 업무가 사무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즉 필요한 경우에만 사무실에 출근하

면 되는 업무들이다. 호텔링은 가상 사무실의 확장개념이며 가상 사무실은 근로자의

위치와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개념들이 가상 조

직으로 발전하 으며, 사무실에서 해야만 하는 필수적 업무를 제외한 많은 수의 업

무는 근로자의 물리적 위치와 무관하게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경 정보시스템(MIS)의 필수개념을 소개하 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는 정보자원에 대한 논의와 정보기술의 관리 방안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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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저닝 네트워크

소싱 네트워크

사무자동화 혁신 네트워크

핵심용어

● 최종 사용자 컴퓨팅(EUC)

● 호텔링

● 가상 사무실

● 가상 조직

● 재택근무

핵심개념

11.. 물리적 조직과 가상 조직을 구분하라.

22.. 전통적인 조직 구조하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자원들

이 부문별로 할당되었는가?

33.. 정보자원의 종류를 분류하라.

44.. 사용자와 직접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정보 전문가를

분류하라.

55.. 비저닝 네트워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혁신

네트워크와 소싱 네트워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

는가?

66.. 최종 사용자 컴퓨팅에 종사하는 인력은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가?

77.. EUC의 주요 이점은 무엇인가? 약점은 무엇인가? 약

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88.. 지식과 역량은 어떻게 다른가?

99.. OA의 초기 사용자들은 누구인가? 이후 사용자들은

누구인가?

1100.. 어떠한 현상들이 가상 사무실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는가?

1111.. 한 명의 직원이 재택근무와 호텔링 근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라.

1122.. 가상 사무실의 이점과 단점을 설명하라.

질문

11.. 당신의 학교에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지식을 제공

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과정이 개설되었으면 하는

가? 그러한 과정이 개설될 경우 어떤 형태의 지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지 토론해 보라.

22.. 당신의 학교에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기술/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과정이 개설되었으면

하는가? 그러한 과정이 개설될 경우 어떤 형태의 기

술/역량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지 토론해 보라.

33..“당신은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기술

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는지 의견을

제시하라.

토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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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문제
Cyber U

이 사례에서는 당신의 캠퍼스에서 컴퓨터 실습실 사용을 위해 가상 사무실 개념을 적

용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용 컴퓨터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다. 캠퍼스에서 교

육과정을 지원하는 실습실들은 학기 중에 지속적으로 운 되고,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많은 수의 학생

들은 캠퍼스가 아닌 기숙사나 기타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에 접속한다. 만

약 대학 캠퍼스에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 사무실 개념을 활용할

경우 어떤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당신은 예측치를 작성하거나 예측치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각종 경제적 요

인을 적용하기 위해 스프레트시트를 활용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경제적 요인을 적용

하라.

1.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하는 데 드는 학생의 비용

2. 인터넷 접속에 소요되는 학생의 비용

3. 컴퓨터 실습실 비용(대학이 지원한 실습실 수를 곱하여 계산)

a. 컴퓨터 하드웨어 구입비용

b.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c. 실습실 지원인력 비용

d. 프린터, 용지, 토너 카트리지 비용

e. 대학지원 비용

먼저 대학의 현재 컴퓨터 실습실 상황하에서의 비용 목록을 작성하고, 가상 사무실

개념을 적용했을 경우의 비용 목록을 작성하라. 목록 작성 과정에서 가상 캠퍼스-컴퓨

팅 시나리오에 의해 컴퓨터 실습실의 수와 실습실에 설치된 컴퓨터 수, 운 시간이 현

11..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웹페이지

인 www.bls.gov/emp를 방문하여 정보 시스템 분

야의 채용 전망을 살펴보라. 그런 뒤 향후 5년간 정

보 시스템 관련 전공의 취업 전망에 대해 의견을 제

시하라.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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