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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에서는 정보시스템, 경영, 조직, 기술 차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과 함께 이 책의 주된 주제들을 소개한다. 오늘날 

비즈니스에서 왜 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인가? 협업과 사회적 비즈니스를 위한 시스템이 왜 중요한가? 정보시스템은 기업들에게 경쟁

력을 갖추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정보시스템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무엇이 광범위한 윤리적·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는가?

조직, 경영 및 네트워크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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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사례

●	 PCL 건설, 새로운 디지털 기업

●	 아이폰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가?

●	 UPS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정보시스템 때문에 도이체방크는 붕괴했는가?

이 장을 마치고 나면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다.

1-1  정보시스템은 어떻게 기업을 변화시키며, 오늘날 기업 운영

과 관리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1-2  정보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가? 정보시스템

의 경영, 조직 및 기술 요소는 무엇이며, 보완적 자산이 조

직에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이유는 무

엇인가?

1-3  정보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 분야와 각 분야가 

정보시스템의 이해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가?

1-4 MIS는 내 경력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정보시스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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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 건설, 새로운 디지털 기업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를 망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건설업체에서는 서류 캐비닛이나 팩스 기계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건설 산업은 전통적으로 

서류를 많이 사용하는 수동적인 업종이다. 큰 건물 건설과 같은 복잡한 프로젝트는 매일 수정되는 

수백 개의 건축 도면과 설계 문서를 다루어야만 한다. 그래서 문서 및 기타 프로젝트의 정보를 찾

고 접근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지연으로 인해 프로젝트는 성공하기도, 좌절하기도 한다. PCL 건설

은 이러한 상황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정보기술은 건설업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

운 디지털 기업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PCL은 미국, 캐나다, 호주에 4,4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독립적인 일반 계약 건설회사들

로 구성된 그룹이다. 상업용, 기관용 및 다세대주택, 재생에너지, 중공업, 유적 복원, 토목공사 등

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건설부문 PCL은 캐나다 앨버타 주 에드먼턴에 법인 본사를 두고 

있으며, 콜로라도 주 덴버에 미국 본사를 두고 있다.

이제는 PCL 작업 현장에서 직원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랩

톱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PCL 시스템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가져오거나 데이터를 입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작

업 현장 도처의 전자 터치 스크린 키오스크나 EPR(electronic 

plan room) 팀원들이 종이 버전을 추적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

지 않도록 디지털화되고 업데이트된 청사진에 액세스할 수 있

도록 해준다.

과거 현장 트레일러에는 프로젝트의 대형 종이 청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프로젝트 팀원이 설계도를 보고 싶을 때마

다 그들은 트레일러를 방문해야 했다. 최대 800개의 건설 프

로젝트가 동시에 실행되면서 PCL은 프로젝트 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프로젝트 명세서나 작

업 요건에 대한 작은 변경사항을 추적하기 위한 종이 양식의 

정보는 기록된 시점으로부터 30~40일이 될 때까지 프로젝트 

의사결정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전달된 시점에는 너무 늦어서 의사결정자들이 이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후이다.

PCL 건설 설계도는 이제 디지털 형태이거나 종이 버전을 스캔해서 디지털 저장소에 보관되고 있

다. 디지털화된 설계도는 훨씬 더 빠르게 수정될 수 있다. PCL은 설계 및 계획 작업의 상당 부분을 

컴퓨터로 수행함으로써 건설 프로세스 초기에 충돌 및 시공성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어 프

로젝트를 계획된 일정보다 앞당기고 예산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다.

PCL은 프로젝트 팀원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문서 제어(PDC)를 구현했다. 안전

한 프로젝트 기반 웹사이트는 접근 가능한 단일 공유 위치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관리한

다. 건설업자, 하청업자, 컨설턴트, 협력업체, 의뢰인은 어디에 있든 동일한 문서에서 일할 수 있다. 

ⓒ Ndoeljindoel/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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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 건설의 경험은 오늘날 정보시스템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PCL은 전통적으로 매

우 종이 집약적이었던 산업 내 수많은 분산된 장소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건설 프로

젝트에 필요한 많은 문서와 기타 정보를 처리하고 액세스하는 것은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많이 소

요되었다. PCL은 첨단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프로젝트 문서화, 추적, 분석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모바일 툴과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하여 PCL의 

비즈니스를 이끄는 정보 흐름은 대부분 디지털화되었다. PCL 건설은 디지털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

가 되었다.

다음 도표는 도입 사례와 이 장에서 제기된 주요 주제를 환기시킨다. PCL 경영진은 종이 기반의 

산업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비용, 예

산, 모니터링 등 주요 사업 활동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시스템 기술을 사용하는 선

택을 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에는 모바일 기기(전화, 태블릿, 노트북), 터치 스크린 키오스크, 클라

우드 컴퓨팅 서비스, 인터넷 및 모델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 문서관리, 프로젝트 진행 모니터링, 

예산 책정, 비용 추정, 대시보드에서의 주요 프로젝트 수행 절차를 표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비

즈니스 운영 및 관리 의사결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 MIS 

세계의 핵심 주제이며, 이 책에서 논의될 내용이다.

정보기술의 배포로 PCL 건설의 비즈니스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모든 새로

운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PCL은 정보 수집, 입력 및 액세스, 비용 설계, 예산 

책정 및 계산, 프로젝트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작업 및 절차의 재설계가 필요했다. 이러한 변

화는 PCL의 효율성, 서비스 및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PCL은 예산 책정, 비용화, 예측, 협력업체 추적, 생산, 보고에 자체적인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을 사

용한다.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은 People and Projects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관리 및 회계시스템, 

BEST 추정시스템 등 다른 PCL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BEST Estimating은 총액 및 단가 추정치

를 작성하고 정확한 자원 및 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PCL의 자체 추정 프로그램이다.

PCL은 자사의 컴퓨팅 작업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이

크로소프트가 관리하는 원격 컴퓨팅 센터에서 일부 PCL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를 호스팅하는 서비스이다. PCL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기존 데스크톱 기계

와 인터넷 연결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부터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다. PCL은 애저 플랫폼을 사용하여 기업 데이터 백업비용의 80%를 절감한

다. 애저 클라우드는 또한 품질, 안전, 일정 및 비용 측면에서의 프로젝트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

한 실시간 분석 대시보드를 제공하기도 한다. 데이터는 건설 현장 직원, 프로젝트 관리자, 임원에

게 막대 그래프 또는 원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표시되며, 빨간색에서 주황색, 초록색으로 성능 등급

이 표시된다.

출처：“Technology and Innovation,” pcl.com, accessed February 9, 2018; “PCL: Capitalizing on the Cloud,” 
itworldcanada.com, accessed February 9, 2018; Brian Jackson, “PCL Constructors Reach New Heights with Real-
time Analytics Solution in the Cloud,” IT World Canada, November 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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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정보기술은 어떻게 PCL 건설의 운영을 바꾸었는가? 그

리고 무엇이 모바일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역할인가?

1-1 	 	정보시스템은	어떻게	기업을	변화시키며,	오늘날	기업	운영과	관리

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미국이나 다른 세계 경제에서 비즈니스는 더 이상 평상시와 같지 않다. 2017년 미국 기업들은 정보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에 거의 1조 달러를 지출했다. 또한 이들은 비즈니스 및 

경영 컨설팅과 서비스에 1,43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것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 운영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실제로 IT 투자의 사업적 가치는 대

부분 이러한 조직, 경영, 기업 내부의 문화적 변화에서 비롯된다(Saunders and Brynjolfsson, 2016). 

그림 1.1은 1999년에서 2017년 사이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로 구성된 정보기술에 대한 

민간 사업 투자가 전체 투자 자본의 21%에서 33%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중 상당수는 관리자로서 정보시스템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정보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회사에 근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돈을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을 것

이다.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면 여러분의 회사는 경쟁사를 능가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

으면 귀중한 자본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

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정보시스템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매일 당신 주변에서 이 대규모 지출의 결과를 볼 

수 있다. 기술의 변화와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사회 생활과 사업 관행을 변화시켰다. 

2억 6,9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미국 인구의 81%)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이 중 2억 3,000만 

명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다. 현재 전체 인구의 55%가 매출이 급증한 

비즈니스해결방안

경영

조직

기술

정보시스템

비즈니스과제

• 광범위한작업
• 서류기반프로세스

• 직무수정
• 업무프로세스수정

• 모바일기기
• 터치스크린키오스크
• 마이크로소프트
애저클라우드

• 가상디지인과
프로젝트관리소프트웨어

• 분석대시보드

프로젝트관리시스템

• 예산책정원가계산예측
외주업체추적및생산지원

• 프로젝트성과모니터링

가상디자인

• 구조물의디지털모델생성

분석대시보드

• 비용절감
• 서비스개선

• 기술전략수립
• 프로젝트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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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2억 명의 미국인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1억 7,500

만 명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5,400만 명이 트위터를 사용한다.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킹, 문자 메

시지, 이메일, 웹 세미나가 모두 비즈니스의 필수 도구가 되었다. 고객, 공급업체 및 동료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eMarketer, 2018).

2017년 6월까지 전 세계 1억 4,000만 개 이상의 기업이 닷컴 인터넷 사이트를 등록했다. 오늘

날 2억 2,0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고, 1억 9,000만 명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

다. 2017년에 페덱스는 매일 1,600만 개의 소포를 전 세계 220개 국가와 지역으로 운송하였으며, 

UPS(United Parcel Service)는 매일 2,800만 개의 소포를 운송하였다. 기업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감지하고 반응하고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재고를 감소시키며 더 높

은 수준의 운영 효율을 얻기 위해 정보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회사가 간접비

를 줄이고 시장에 더 빠르게 진출하기 위해 적기 공급 생산 방식(just-in-time)의 재고시스템을 도입

하면서 공급사슬망의 운영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종이 신문 독자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2017년에는 1억 8,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신문을 읽었고, 수백만 명이 다른 뉴스 사이트를 읽었다. 온라인 디지털 신문 독자는 인터넷 자체

보다 약 2배 빠른 연간 10%로 성장하고 있다. 매일 약 1억 2,800만 명이 온라인으로 비디오를 보고, 

8,500만 명이 블로그를 읽고, 3,000만 건의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려 5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작가들과 새로운 형태의 고객 피드백을 만들어냈다(eMarketer, 2018). 소셜 네트워킹 사이

트(SNS) 페이스북에는 2018년 미국에서 월 2억 1,4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이상의 방문객

이 몰렸다. 기업들은 전 세계의 직원, 고객, 관리자를 연결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킹 도구를 사용하

고 있다. 현재 포춘 500대 기업 대부분은 페이스북 페이지, 트위터 계정, 텀블러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림	1.1 정보기술에 대한 자본 투자

총 투자 자산 대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등 정보기술 부문 자본 투자는 1999년과 2013년 사이에 14%에서 33%로 증가하

였다.

출처：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Table 5.3.6. Real Private Fixed 
Investment by Type, Chained Dollar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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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인터넷 광고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구글의 미국 온라인 광고 수입은 2017년 320

억 달러를 넘어섰고, 인터넷 광고는 매년 20% 이상 성장해 2018년 매출액은 1,070억 달러 이상에 

이른다(eMarketer, 2018).

종업원의 화학물질 노출 자료를 60년간 보관하도록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존 직무 및 건강 

법률과 함께 기업에게 이메일 메시지를 5년간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연방보안 및 회계법률

로 인해 매년 37,000개의 새로운 미국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에 해당하는 5엑사바이트(exabyte)의 디

지털 정보의 증가가 예견되고 있다.

경영정보시스템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풍부하다. 사실 관리와 조직 구성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에는 완전히 새로

운 세계가 있다. 경영대학원에서 MIS 분야를 가장 흥미진진한 분야로 만드는 것은 기술, 경영, 비

즈니스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변화다. 다섯 가지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IT 혁신 정보기술 혁신의 연속적인 흐름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클라우

드 컴퓨팅의 등장,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의 

성장,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의 성장, 비즈니스 분석, 머신러닝시스템, 경영자의 소셜 네트

워크 활용 등이 그 예다. 이러한 변화들의 대부분은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났다. 이러한 혁신은 기

업가와 혁신적 전통적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

발하고, 일상적인 사업 수행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들이 싹트는 과정에서 

일부 구 기업, 심지어 산업까지 파괴되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넷플릭스, 애플 아이튠즈, 아마존과 같은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위

한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의 등장은 프리미엄 비디오가 배포되고 생성되는 방법을 영원히 바꾸

어 놓았다. 2018년 넷플릭스는 이른바 ‘인터넷 TV 혁명’으로 전 세계 1억 2,500만 명 이상의 가

입자를 유치했다. 넷플릭스는 American Vandal, Suburra, The Crown, Friends From College, No 

Country For Old Men, House of Cards, Orange Is the New Black 같은 거의 1,000개의 오리지널 쇼

를 가지고 프리미엄 TV 쇼 제작에 뛰어들어 케이블 8부 1조직,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엔터프라

이즈 및 방송 제작사에 도전장을 던졌고, TV 프로그램 제작의 케이블 네트워크 지배력을 교란시

킬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애플의 아이튠즈는 현재 영화와 TV 쇼 다운로드의 67%를 차지하고 있

으며, 최근 영화와 TV 쇼의 주요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었다. 점점 더 많은 시청자들이 

케이블에서 플러그를 뽑고 엔터테인먼트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확장 전자상거래는 2017년 약 7,0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2020년에는 9,500

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자상거래는 회사들이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다시 스스로를 재창조하여, 전통적인 마

케팅과 광고 산업을 교란하고 주요 미디어와 콘텐츠 회사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페이스북과 유

튜브, 트위터, 텀블러와 같은 다른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들은 넷플릭스, 애플 뮤직 그리고 많은 

다른 미디어 회사들과 함께 21세기의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모습을 예시하고 있다. 그들은 서비스

를 판매한다. 전자상거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물리적인 제품을 파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상징적인 비전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고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형

태의 소매업이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 기반



8    제1부  조직, 경영 및 네트워크화 기업

을 둔 완전히 새로운 가치 흐름, 즉 전자상거래의 서비스 모델이다. 페이스북 사용자의 85%가 휴

대전화와 태블릿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셜 커머스의 성장은 모

바일 플랫폼의 강력한 성장으로 촉발되었다. 정보시스템과 기술은 이 새로운 서비스 기반의 전

자상거래의 기반이다.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2017년 2,290억 달러를 기록, 연간 30%대의 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

 관리 변경사항 비즈니스 기업의 경영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새로운 모바일 스마트폰, 초

고속 무선 와이파이 네트워크, 그리고 태블릿으로 인해 이동 중인 원격 영업사원들은 관리자의 

질문과 감독과 굉장히 가까워졌다. 경영진은 모바일로 이동 중이며, 이동 중인 관리자들은 직원

들과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다. 엄청나게 풍부한 데이터를 가진 전사적 정보시스

템의 성장은 관리자들이 더 이상 혼란의 안개 속에서 운영하지 않으며 정확하고 시의 적절한 의

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에 온라인을 통해 거의 즉각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웹 이용 외에도 소셜 네트워킹 도구, 위키, 블로그는 커뮤니케이션, 협업, 정

보 공유를 위한 중요한 기업 도구가 되고 있다.

 기업 및 조직의 변화 이전 세기의 산업 조직과 비교해보면 급성장하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기업들은 계층과 구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역할과 업무를 맡고 한 팀에서 다

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을 더 강조한다. 그들은 서열상에서의 위치보다는 역량과 기술에 더 중

점을 두며, 데이터와 분석에 기초한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기술, 소비자 태

도,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있다. 21세기 기업들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소비자

와의 대화를 시작하고 소비자의 말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부분적으로

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업이나 다른 조직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보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직과 기업체들이 이러한 특징을 보여

주는 한 그들은 21세기 디지털 기업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러한 추세 중 일부를 ‘토론방：아이폰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가’에서 볼 

수 있다. 수백만의 경영자는 공급자와 배송을 조정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며,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데 모바일 디지털 플랫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바일 장치나 인터넷 접속이 없는 근

무 환경은 이제 생각할 수 없다. 이 사례를 읽으면서 신흥 모바일 플랫폼이 의사결정의 정확성, 속

도, 품질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화의 도전 및 기회：수평화된 세상

1492년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글고 바다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천문학자들의 오랜 주장을 

재확인하였다. 밝혀진 바대로 세계는 서로 거의 고립되어 경제적 및 과학적 발달에 커다란 격차를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과 언어들로 들어차 있었다.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에 발생한 세계 무역은 이

러한 사람들과 문화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산업혁명은 국가 간 무역의 확대와 최초의 글로벌 경

제의 출현을 통해 확산된 범세계적인 현상이었다.

2005년이 되자 저널리스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인터넷과 글로벌 통신이 선진

국의 경제적 및 문화적 이점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의미에서 이제 세계는 ‘수평(flat)’이 되었다고 주

장하는 영향력 있는 책을 집필하였다. 프리드먼은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생존, 일

자리 창출, 시장, 자원, 심지어는 아이디어에서도 저개발국가의 저임금지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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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가?

아이폰만 사용해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가? 전부는 아닐

지 모르지만, 오늘날 아이폰, 아이패드 또는 안드로이드 모

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많은 비즈니스 기능들

이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관리자와 직원들이 더 효율적

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체형 도구로서 강력한 네트

워크가 연결된 컴퓨터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모바일 기기는 한 번 누르거나 손가락을 튕김

으로써 인터넷, 전화, 카메라, 음악 또는 비디오 플레이어, 

이메일 및 메시지 기계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기업시스

템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문서 공유, 협업, 

판매, 주문처리, 재고관리, 스케줄 및 생산 모니터링을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장치를 더욱 다

재다능한 비즈니스 툴로 만든다.

네트워크 레일(Network Rail)은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의 대부분의 철도 네트워크를 위한 신호, 교량, 터널, 수평 

교차로 및 많은 주요 역을 운영, 유지 및 개발한다. 열차를 

제시간에 운행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20,000마

일(약 3,220km)의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

해서는 숙련된 근로자들이 적절한 도구를 갖추고 24시간 철

도망 수천 곳의 현장에서 작업해야 한다. 네트워크 레일은 

22,000개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장치에 대한 사용자 지정 앱 

그룹을 사용하여 유지보수 작업을 간소화하고, 사고 데이터

를 신속하게 캡처하며, 중요한 정보를 즉시 공유한다.

네트워크 레일이 철도의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몇 개 있다. Close Call 앱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발견하는 즉시 

위험 요소를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MyWork 앱은 유지

보수팀에게 수리 작업을 시작하고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Sentinel 앱을 사용하면 현장 관리자가 ID 

카드를 전자적으로 스캔함으로써 작업자가 특정 작업을 수

행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앱은 정비기술자들에게 현재의 기술 

자료, GPS 위치, 간소화된 보고서를 제공하여 수리를 지연

시키는 번거로운 참고서류와 비에 젖은 서류 작업을 대신한

다. 많은 서비스 전화는 네트워크 레일 직원이 보고한 위험

요소로부터 시작된다. 작업자들은 창고에서 보고서를 작성

하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지 않고도 Close Call 앱을 이용

해 위험한 상황을 바로 촬영해 상황을 설명하고 콜센터에 사

진을 올릴 수 있다. 일단 위험의 GPS 좌표가 제공되면 콜센

터는 보통 24시간 이내에 수리 일정을 잡는다.

MyWork는 유지보수 직원에게 각 팀이 특정 교대 시간 동

안 완료해야 하는 모든 작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제공한

다. 이 모바일 앱은 위치, 필요한 기술, 개폐 시간별로 작업

을 클러스터링한다. 정확한 지도 좌표를 이용해 작업자들

은 현장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작업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다. 

MyWork는 14,000명이 넘는 유지관리 직원에게 매일의 작업 

일정을 전자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지금까지 50만 개 이상의 

작업 주문을 완료하는 동시에 업무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영국 항공(British Airways)은 영국에서 가장 큰 항공사로 

전 세계 200여 개 공항에서 운항되고 있다. 항공사는 고객 

서비스와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패드를 사용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발견했다. 영국 항공은 17,000명 이

상의 직원에게 아이패드를 지급하고 40개 이상의 맞춤형 앱

을 만들었다.

예상치 못한 차질은 비행정보를 찾고 재예약을 원하

는 승객들의 긴 줄을 형성할 수 있다. 영국 항공이 사용하

는 FlightReact 앱은 에이전트가 탑승권을 스캔하고, 고객

의 예약을 검토하고, 대체 비행 옵션을 찾아보고, 재예약하

는 모든 과정을 4분 안에 수행한다. iBanner는 요원이 특

정 비행기로 갈아타는 승객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iTranslate는 직원이 어떤 언어로든 여행자와 쉽게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한다.

공항 내에서는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iBeacon의 저에너지 

무선 블루투스 신호로 통신해 와이파이 접속, 게이트 위치, 

항공 업데이트 등을 고객에게 알려준다. 모바일 앱은 영국 

항공이 공항을 넘어, 항공기 회항 과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

을 주고 있다. 영국 항공은 런던 히드로 공항에 7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 번에 5대씩 돌아가며 각각 30

명 안팎의 팀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을 단축하고 합리화하



는 것은 막대한 비즈니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항공기에 짐과 화물을 적재하는 것은 전환 과정의 가장 복

잡한 부분 중 하나로, 출발과 도착 시 항공기 주위의 서비스

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전환 관리자(TRM), 중앙집중식 적

제 제어(CLC) 팀과 조종사 간에 상세한 통신이 필요하다. 

iLoad Direct 앱을 실행하는 아이패드로 전환 관리자는 항

공기 적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파일럿 및 백오피스 직원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TRM은 항공기 하중

의 내용, 중량 및 분포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신하고 입

력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조종사가 적절한 양의 연료

를 계산하고 이륙을 위해 비행기를 위치하는 데 필수적이다. 

iLoad Direct와 아이패드는 지상 승무원, CLC 팀, 파일럿 간

의 통신을 간소화함으로써 항공기의 이동 속도를 가속화한

다. 이러한 모바일 툴은 영국 항공이 항공기 전환을 위한 업

계 최고의 벤치마크로 도약하도록 도와주었다.

모바일 기기는 이러한 경영 측면 외에도 조직 구성원인 직

원들이 그들의 직장 생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다. 

Shyft는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스케줄을 수정하고 노동 

폭력 행위를 보고할 수 있는 여러 스마트폰 앱 중 하나이다. 

스타벅스나 올드네이비 등의 체인점 내 수천 명의 직원들은 

업무계획 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잔업이 필요한 경우 스케줄

과 교대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앱을 사용하고 있다.

출처：“British Airways: Transforming the Travel Experience from 

Start to Finish,” Apple at Work, www.apple.com, accessed February 7, 
2018; www.networkrail.co.uk,accessed September 2, 2018; “Network 
Rail,” iPhone in Business, www.apple.com, accessed January 4, 2017; 
and Lauren Weber, “Apps Empower Employees, Ease Scheduling,” 
Wall Street Journal, January 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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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문제

1.  여기서 어떤 종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는가? 

응용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업무 기능은 무엇인가?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 효율성과 의사결정을 어떻게 향상시키

고 있는가?

2.  이 사례연구에서의 기업들이 모바일 디지털 장치를 사용

하여 해결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라.

3.  종업원에게 아이폰, 아이패드 등과 같은 모바일 디지털 

장비를 지급했을 때 어떤 종류의 기업이 혜택을 보는가?

4.  아이폰을 배포하는 회사에서 “아이폰이 게임을 변화시킨

다기보다는 산업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고객

과 공급자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 함축된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라.

동기부여가 충실한 사람들과 전쟁 중이라고 주장했다(Friedman, 2007). 이러한 ‘글로벌화’는 비즈

니스 기업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다.

미국, 유럽 및 아시아의 다른 선진 공업국 경제의 상당 부분은 수입과 수출에 의존한다. 2017년 

미국 경제 20조 달러 중 약 30%가 대외 무역, 수입과 수출 모두에서 기인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에서는 이 수치가 50%를 넘고 있다. 대다수의 포춘 500대 기업은 수익의 절반 이상을 해외 영업을 

통해 올리고 있다. 기술회사들은 특히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인텔 수익의 

80%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해외 판매에서 나온 반면, 애플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60%의 수익을 

얻었다. 미국에서 팔리는 장난감의 80%는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PC의 약 

90%는 미국에서 생산된 인텔이나 AMD(Advanced Micro Design) 칩을 사용하고 있다. 마이크로프

로세서는 최종 조립을 위해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송된다.

국가 간에 이동하는 것은 상품만이 아니다.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며, 이 일자리 중 일부는 좋은 

보수에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고급 일자리이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해외 저임금 생산자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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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러나 제조업은 이제 미국 고용시장에서 아주 작은 비중

(노동인구의 12% 이하이며 계속 감소 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평년 기준 약 30만 개의 서비스 일

자리가 저임금의 해외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초급 정보시스템 직종이었지만 건축설

계, 금융, 고객 콜센터, 컨설팅, 공학, 심지어 방사선 의학 등과 같은 ‘시장성 있는 서비스(tradable 

service)’ 일자리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많은 일자리를 잃었고 3,300만 개의 새로

운 서비스 일자리를 추가했다.

미국 경제는 불경기가 아닐 때 3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2011년에는 불경기의 느

린 회복으로 인해 오직 110만 개의 일자리만 창출되었다. 2017년까지 미국 경제는 3년 연속 매년 

2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했다. 정보시스템과 기타 서비스의 고용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급여도 안정되고 있다. 아웃소싱은 이러한 시스템이 저임금 국가에서 유지되고 개발될 수 있

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을 가속화했을 수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왜 MIS

와 컴퓨터공학 졸업생들의 취업시장이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과제는 해외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생산될 수 있는 상품

과 서비스의 시장을 피하는 것이다. 기회는 똑같이 엄청나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세계화 환경에 적

응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업과 개인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다룰 것이다.

글로벌화가 경영정보시스템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다. 

인터넷의 완벽하게 발달된 국제통신시스템으로의 부상은 글로벌 규모에서 운영 및 거래비용을 극

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상하이의 공장과 사우스다코타 주 래피드 시티의 배송센터 사이의 통신

은 이제 즉각적이고 사실상 무료이다. 고객은 이제 하루 24시간 안정적으로 가격과 품질정보를 얻

으며 전 세계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글로벌 규모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거나, 주문을 확인하거나, 파일이나 문서 작업을 하거나, 업무 지식을 획득할 때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

드는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 두 단말기는 멋진 멀티 터치 스크린, 인터넷 브라우징 지원, 

디지털 카메라, 메시지, 음성전송 기능, 문서관리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이 이 두 장치를 모바일 컴퓨팅의 다목적 플랫폼

으로 자리매김하게 해주고 있다.

업무에서 사용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

1. Salesforce

2. Cisco WebEx

3. SAP Business ByDesign

4. iWork

5. Evernote

6. Adobe Acrobat Reader

7.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Mobile

8. Drop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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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 공급자를 물색하고 다른 나라에 생산설비를 운영하여 획기적인 비용 절감을 달성하고 있

다. 구글이나 이베이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자신의 높은 고정비용이 드는 정보시스템 인프

라를 재설계하지 않고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른 여러 나라에서 복제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마

디로 정보시스템은 글로벌화를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기업의 등장

앞에서 설명한 모든 변화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조직의 재설계는 완전한 디지털 기업(digital firm)

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왔다. 디지털 기업은 몇 가지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 기업은 고

객, 공급업체, 종업원 사이에 발생하는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의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기업 전반에 걸친 혹은 여러 조직 간을 연

결하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business processes)는 특정 업무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조직이 지속적으로 개발

해 온 논리적으로 관련된 직무나 행위의 집합과 이런 활동들을 조직하고 조정하기 위한 독특한 방

식을 의미한다. 신제품 개발, 주문처리, 마케팅 계획수립, 종업원 채용 등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한 예이며, 조직이 그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방식은 조직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제2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지적재산, 핵심역량, 금융 및 인적자원 등 핵심 기업 자산은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한다. 디지털 기

업에서는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기업은 전통적인 기업보다 환경 변화를 훨씬 신속하게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며, 이를 통

해 오늘날과 같은 격변의 시대에 생존을 위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디지털 기업은 더 유연한 글로벌 

조직과 경영을 가능케 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업에서 시간 변경과 공간 변경은 일

상적인 것이다. 시간 변경(time shifting)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하루 노동 시간’의 짧은 시간이 

아닌 하루 24시간 매일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공간 변경(space shifting)은 작업

이 한 국가 내에서는 물론이고 범세계적인 작업장에서 일어남을 의미한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작

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 3M, GE(제12장 ’사례연구：프레딕스는 GE의 미래인가’ 참조) 

등과 같은 많은 기업들은 업무의 모든 측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업으로의 변

모에 선봉에 서 있다.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은 아직 완벽하게 디지털화되지는 않았지만 생산자, 고

객 및 직원과의 디지털 통합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비즈니스 목적

오늘날 정보시스템이 그렇게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들은 왜 정보시스템과 기술에 그렇

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 미국에서는 2,500만 명 이상의 기업 및 금융 관리자와 3,600만 명의 

노동력 전문직 종사자가 정보시스템에 의존해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시스템은 전략적 비즈니스 목

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에서 일상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모든 경제 활동은 이제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투자 없이는 거의 상상할 수도 없다. 아마존

과 이베이, 구글, 이트레이드(E*Trade)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회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

늘날 여행, 의료, 교육과 같은 개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부동산 같은 서비스 산업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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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유사하게 월마트나 타깃(Target) 등의 소매기업

과 GM과 GE 등의 제조기업들의 생존과 사업 번창을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이 필수가 되었다. 사무

실, 전화기, 파일 캐비닛,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빌딩 등이 한때 20세기 비즈니스 수행의 기반이

었다면, 정보기술은 21세기 비즈니스 수행의 기반이다.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의 능력과 전략을 실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간에는 상호 의존성

이 점차 커지고 있다(그림 1.2 참조). 기업이 향후 5년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그 기업의 시스

템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시장점유율 증가, 고품질 저비용 생산, 신제품개발, 직

원의 생산성 향상 등은 조직 내 정보시스템의 종류와 품질에 더욱더 의존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 

관계를 잘 이해할수록 더 유능한 경영자가 될 것이다.

비즈니스 기업은 특히 다음의 여섯 가지 전략적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려고 정보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운영 수월성,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고객 및 공급자 친밀성, 의

사결정 환경 개선, 경쟁우위, 생존 등이 그것이다.

운영 수월성

기업은 고도의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운영 효율성을 계속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정보시스템과 기술은 기업 운영 측면에서 고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며, 그 효과는 기업 실무와 관리 행위의 변화와 동반할 

때 더욱 크게 나타난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인 월마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첨단 비즈니

스 관행 및 지원관리와 결합된 정보시스템의 능력을 보여주는 예이다. 2018년에 월마트는 모든 월

마트 점포와 공급자를 디지털로 연결하는 리테일링크(Retail Link) 시스템 덕분에 미국 전체 소매 

매출액의 거의 10분의 1에 달하는 5,000억 달러가 넘는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고객이 특정 상품

을 구매하는 즉시 상품을 모니터링하는 공급자는 월마트 선반에 그 물품의 부족분을 배송해야 한

다는 것을 인식한다. 월마트는 업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소매점으로 제곱피트당 600달러 이상의 매

	 그림	1.2 조직과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 의존성

현대의 정보시스템에서는 기업의 정보시스템과 비즈니스 역량 간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고 있다. 전략, 규칙, 비즈니스 프로세

스 등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통신 등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종종 조직이 무엇을 수행

해야 하는지는 시스템이 무엇을 지원하는지 여부에 의존적이다.

하드웨어

정보시스템비즈니스기업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전략
목표

비즈니스프로세스
데이터관리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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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달성했으며, 월마트의 가장 커다란 경쟁업체인 타깃은 제곱피트당 425달러의 매출, 그 이외

의 대형 잡화 소매업체들은 제곱피트당 200달러 미만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정보시스템과 기술은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

출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은 기업이 부를 창조하기 위하여 제품

과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하고, 인도하며, 판매하는가를 설명한다.

오늘날의 음악 산업은 10년 전과는 크게 다르다. 애플은 레코드판, 테이프, CD 등에 근거한 음

악 유통의 과거 비즈니스 모델을 아이팟 기술 플랫폼에 기반한 온라인 및 법적 유통 모델로 변화시

켰다. 애플은 초기의 아이팟, 아이튠즈 음악 서비스, 아이패드, 아이폰 등을 포함하는 계속적인 혁

신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고객 및 공급자 친밀성

일반적으로 기업이 고객을 잘 알고,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잘 대우할 때, 고객은 재방문과 재구

매로 반응한다. 이는 곧 수입과 이익 증가를 발생시킨다. 공급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급

자와의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공급자는 기업에게 더 필수적인 것을 제공한다. 이 경우 비용

을 더 낮출 수 있다. 어떻게 고객과 공급자를 정말로 알 수 있는지가 수백만 명의 오프라인 및 온라

인 고객을 둔 기업의 핵심 문제이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과 그 밖의 최고급 호텔들은 고객과의 친밀성을 달성

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과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호텔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선호하는 객실 온도, 체크인 시간, 자주 거는 전화번호, TV 프로그램 등과 같은 고객의 선호도를 

기록하여 이 데이터를 방대한 자료 저장소에 저장한다. 호텔의 개별 객실은 중앙 서버 컴퓨터에 네

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원격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고객이 호텔에 도착하면, 시스템은 고객

의 디지털 프로파일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조명의 밝기, 실내온도, 적절한 음악의 선택 등과 같은 

객실의 조건을 조정한다. 호텔은 또한 우수 고객을 분류하거나 고객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개인화

된 마케팅 캠페인 개발을 위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다.

JC페니 백화점은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급자와의 친밀성 구축의 혜택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 

있는 JC페니 상점에서 셔츠가 판매될 때마다 그 판매 기록이 홍콩에 있는 공급자인 의류회사 TAL

의 컴퓨터에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TAL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셔츠 8벌 중 1벌을 생산하는 거대 하

청 제조업체이다. TAL은 자체 개발한 컴퓨터 모델을 통하여 수량를 계산하여 어떤 스타일, 어떤 

색상, 어떤 사이즈로 몇 벌의 셔츠를 더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TAL은 JC페니의 창고를 

거치지 않고 JC페니 상점 각각에 직접 필요한 셔츠를 보낸다. 다시 말해 JC페니의 셔츠 재고는 거

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관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의사결정 환경 개선

많은 기업 경영자들은 의사결정을 위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정보의 안개 속

에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대신에 경영자들은 예측, 추측 및 행운 등에 의지하고 있으며, 그 결

과는 상품과 서비스의 과잉 또는 과소생산, 자원의 잘못된 배치, 늦은 반응 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좋지 않은 결과는 비용을 높이고 고객을 잃게 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정보시스템과 기술은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시장의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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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장 큰 통신 서비스 회사 중 하나인 버라이즌(Verizon Corporation)은 고객

의 불만, 각 서비스 지역의 네트워크 성능, 중단된 회선 또는 폭풍으로 파손된 회선 등에 대한 정확

한 실시간 정보를 경영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웹 기반의 디지털 계기판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

한 정보를 이용하여 경영자는 장애지역에 수리 인력을 긴급히 파견할 수 있고, 고객들에게 수리 상

황을 알려줄 수 있으며, 통신 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다.

경쟁우위

기업이 운영 수월성,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고객 및 공급자 친밀성, 의사결정 환

경 개선 등과 같은 경영 목표 중에서 하나 이상을 달성했다면 그 기업은 이미 경쟁우위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 우수한 제품을 값싸게 공급하고, 고객과 공급자에게 실시간으로 반응하여 경쟁

자와 비교하여 경영을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은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더 높은 매출과 더 많은 이

익을 가져온다. 앞에서 살펴본 애플, 월마트, UPS 등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간파했던 산업계의 선두주자들이다.

생존

비즈니스 기업은 또한 정보시스템과 기술이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다. 때때

로 이런 ‘필요성’은 산업 전체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예컨대 씨티은행이 더 높은 차원

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하려고 1977년에 뉴욕에서 처음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도입

한 이후 경쟁 은행들은 씨티은행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서둘러서 고객들에게 ATM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오늘날 거의 모든 미국 은행은 지역 ATM을 운영하고 있으며 CIRRUS와 같은 국가 및 국

제 ATM 네트워크와 연결하고 있다. 소매 은행 고객에게 ATM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소매 은행 

산업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생존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디지털 기록을 포함하여 기업과 종업원에게 법적으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많은 연방 및 주

정부의 법규 및 규제가 있다. 미국 노동자에 대한 75,000개가 넘는 유독 화학물질의 노출을 규제하

는 유독물질통제법(1976)은 기업이 이러한 물질에 대한 종업원의 노출 기록을 30년간 유지할 것을 

강제화하고 있다. 공공기업과 그들의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2002년의 사베

인즈-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은 공공기업의 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무소가 모든 이메

일을 포함한 감사문서와 기록을 5년간 보존할 것을 요구한다.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2010)은 회사들이 모든 기록을 10년간 보존할 것을 요구한

다. 그 밖에 미국의 기업에게 주요 정보의 보존 및 보고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여러 가지 의료보

험, 금융 서비스, 교육, 사생활 보호 관련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법률이 있다. 기업은 이러한 과제

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과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

1-2 	 	정보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가?	정보시스템의	경영,	

조직	및	기술	요소는	무엇이며,	보완적	자산이	조직에	진정한	가치

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용어에 대한 정의 없이 정보시스템과 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IT)은 기업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모든 하

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컴퓨터 기계, 저장장치, 모바일 휴대장치는 물론 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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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눅스 운영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생산성 도구, 전형적으로 대기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정보시스템’은 좀 더 복잡하며 기

술과 비즈니스 관점 모두에서 살펴보아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 IS)은 기술적으로는 조직에서 의사결정과 통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또는 추출하고), 처리하며, 저장하고, 분배하는 상호 연관된 요소의 집합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의사결정, 조정 및 통제 외에도 정보시스템은 경영자와 근로자가 문제를 분석하고, 

복잡한 주제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정보시스템은 조직이나 조직을 둘러싼 환경 내의 주요한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information)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유용한 형태로 가공된 데이터를 말한다. 반면에 

데이터(data)는 사람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고 정렬되기 이전에 조직이나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나타내는 가공되지 않은 일련의 사실들이다.

정보와 데이터 차이를 예를 들어 알아보자. 슈퍼마켓의 계산대는 각각의 제품을 설명하는 바코

드로부터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판독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합산하거나 분석함으로써 특정 상점에

서 판매된 식기세제의 총개수, 어느 상표의 식기세제가 특정 상점이나 판매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판매되었는가, 특정 상점이나 판매지역에서 판매된 해당 상표 식기세제의 총판매액 등과 같은 의

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그림 1.3 참조).

정보시스템의 세 가지 활동은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고, 운영 업무를 통제하며,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한다. 이 세 가지 활동은 각각 입력, 처리, 

출력이다(그림 1.4 참조). 입력(input)은 조직 내에서 또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원시 데이터를 획득

하거나 수집한다. 처리(processing)는 이러한 원시 입력 자료를 의미 있는 형태로 변화시킨다. 출력

(output)은 처리된 정보를 사용할 사람이나 이를 활용할 활동에 전달한다. 정보시스템은 또한 피드

백을 필요로 한다. 피드백(feedback)은 입력 단계를 평가하거나 교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조직

의 담당 구성원에게 반송하는 출력을 말한다.

	 그림	1.3 데이터와 정보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얻은 원시 데이터를 식기세제의 총 판매개수, 특정 상점이나 판매지역에서 특정 식기세제의 총 판매이익 등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처리하고 정리할 수 있다.

데이터
정보

판매지역노스트웨스트
상점 Superstore #122

331

$9,231.24

ITEM NO. DESCRIPTION
Brite Dish Soap 7,156

UNITS SOLD

YTD SALES

331 Brite Dish Soap  1.29
863 B L Hill Co ffee  4.69
173 Meow Cat  .79
331 Brite Dish Soap  1.29
663 Country Ham 3.29
524 Fiery Mustard  1.49
113 Ginger Root  .85
331 Brite Dish Soap  1.29
 .
 .
 .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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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의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에는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의 이름과 주소, 프로젝트 이름과 식별 

번호, 프로젝트 활동, 인건비, 자재비용, 프로젝트 활동의 시작일 및 완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컴퓨터는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여 각 프로젝트 활동과 전체 프로젝트의 비용 및 예상 

완료 시간을 계산한다. 시스템은 PCL 관리 대상의 모든 프로젝트의 규모, 비용, 기간, 예산 초과 

및 미달 프로젝트, 늦거나 제때에 진행되는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활동 등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

한다.

컴퓨터 기반 정보시스템이 원시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처리하는 데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지

만, 컴퓨터 및 컴퓨터 프로그램과 정보시스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전자적 컴퓨터와 관련 소프

트웨어 프로그램은 현대 정보시스템의 기술적인 토대이며 수단이고 구성요소이다. 컴퓨터는 정보

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장비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처리를 지휘하고 통

제하는 실행 명령어의 집합이다. 컴퓨터와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은 조

직 문제의 해결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하지만, 컴퓨터는 정보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하다.

집을 이용해 적절한 비유를 할 수 있다. 집은 망치, 못, 목재 등으로 지어진다. 하지만 이것만으

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 건축, 설계, 설치, 조경 등과 이러한 요소의 창출에 수반되는 모든 의사결

정 역시 집의 일부분이며 주책 건축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항이다. 컴퓨터와 프로그램은 컴퓨터 

기반 정보시스템의 망치, 못, 목재 등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특정 조직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없다. 정보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해결하려고 설계한 문제, 정보

시스템의 구조 및 설계요소, 이러한 해법으로 이끈 조직의 프로세스 등을 이해해야 한다.

	 그림	1.4 정보시스템의 기능

정보시스템은 조직과 조직의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입력, 처리, 출력의 세 가지 기본 활동이 조직이 요구하는 

정보를 생산한다. 피드백은 입력을 평가하고 정제하기 위하여 조직의 담당자나 관련 활동에 반송하는 출력을 말한다. 고객, 

공급자, 경쟁자, 주주, 규제기관 등과 같은 외부 영향 요인은 조직 및 정보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한다.

환경

피드백

정보시스템

공급자 고객

주주 경쟁자규제기관

조직

입력 출력

처리
분류
정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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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영역

정보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광범위한 시스템의 조직, 경영, 정보기술적 영역(그림 1.5 참조)

과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경영 및 조직적 영역의 이해를 포괄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정보시스템 활용능력(information systems literacy)이라고 한다. 반면 컴퓨터 

활용능력(computer literacy)은 정보기술 지식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MIS) 분야는 이런 폭넓은 정보시스템 활용능

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MIS는 기업에서 경영자와 종업원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활용, 영향에 관한 행위적인 이슈와 기술적인 이슈를 모두 다룬다. 이제 정보시스템의 각 영역인 

조직, 경영, 정보기술에 대해 살펴보자.

조직

정보시스템은 조직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신용조회 회사와 같은 일부 회사는 정보시스템 없

이는 사업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직의 핵심요소로는 구성원, 조직 구조,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책, 문화 등이 있다. 이런 조직의 구성요소들을 여기서 간단히 소개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2장

과 제3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조직은 각기 다른 수준과 특성들로 구성된 구조를 갖는다. 조직의 구조는 명확한 업무 구분을 보

여준다. 비즈니스 기업에서의 권력과 책임은 계층 또는 피라미드 구조로 조직된다. 계층의 상부 구

조는 관리, 전문, 기술직 등으로 구성되며 반면에 하층구조는 운영직으로 구성된다.

고위 관리층(senior management)은 회사의 재무 성과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적 결정을 내린다. 중간 관리층(middle management)은 고위 관리층이 세운 

프로그램과 계획을 수행한다. 운영 관리층(operational management)은 기업의 일상 업무를 감시할 

책임이 있다. 기술자, 과학자나 건축가 등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s)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하고 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반면에 비서나 서기 등과 같은 데이터 근로자(data 

	 그림	1.5 정보시스템은 컴퓨터 그 이상이다

정보시스템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시스템을 형성하는 조직, 사람 및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보시스템은 환경이 

주는 도전에 대한 조직 및 경영 해법으로서 기업의 가치를 창출해낸다

조직 기술

정보시스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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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는 기업의 모든 수준에서 일정 협의와 통신을 지원한다. 생산 및 서비스 근로자(production 

or service workers)는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림 1.6 참조).

전문가들은 채용되어 서로 다른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하도록 훈련된다. 기업 조직에서 수행하는 

주요 비즈니스 기능(business functions) 또는 특정 업무는 판매 및 마케팅, 제조 및 생산, 재무 및 회

계, 인적자원관리로 구성된다(표 1.1 참조). 제2장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 기능과 정보시스템이 이

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조직은 자신의 계층 구조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해 업무를 조정한다. 대부분의 조직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는 오랜 기간 개발되어 온 업무 수행을 위한 공식적인 규칙이 포함된다. 이러한 규칙은 

송장 작성부터 고객 불만사항 대응까지 다양한 절차로 직원들을 안내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

세스 중 일부는 문서화되었지만, 나머지는 동료나 고객으로부터의 전화 회신 요건과 같은 비공식

적인 업무 관행이며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았다. 정보시스템은 많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

화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신용을 받는 방법이나 청구하는 방법은 종종 일련의 공식적인 업무 프로

세스를 통합한 정보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1.6 기업의 계층 구조

비즈니스 조직은 고위 관리층, 중간 관리층, 운영 관리층의 세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된 계층이다. 정보시스템은 이러한 각 계

층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학자들과 지식근로자들은 종종 중간 경영진과 함께 일한다.

고위관리층

중간관리층

과학자와지식근로자

운영관리층

생산및서비스근로자
데이터근로자

	 표	1.1 주요 비즈니스 기능

기능 목적

판매 및 마케팅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 판매

제조 및 생산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재무 및 회계 조직의 재무 자산을 관리하고 조직의 회계 기록을 유지

인적자원관리 조직 인력의 모집, 개발, 유지 및 인사 기록관리



20    제1부  조직, 경영 및 네트워크화 기업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대부분은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오랜 기간 개발되어 온 정형화된 규

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종업원에게 송장을 작성하는 방법부터 고객의 불만에 대응하

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 일부

는 문서화되기도 하나 나머지는 동료나 고객에 대한 전화 답신 요건 등과 같은 문서화되지 않은 비

공식적 업무 관행이다. 정보시스템은 많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있다. 일례로 고객이 

융자를 얻는 방법, 계산서 청구 방법 등은 보통 정형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집합이 구현된 정보

시스템이 결정하고 있다.

각 조직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공감하는 독특한 문화(culture) 또는 기본 가정(assumption)의 핵심 

집합, 가치, 업무 수행 방식 등이 있다. 대학 내부에서도 조직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대학 생활의 기

본 가정은 교수가 학생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학생은 배우기 위해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수

업은 정규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 등이다.

조직 문화의 일부분은 그 조직의 정보시스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 우선

에 대한 UPS의 관심은 뒤에서 설명할 이 기업의 화물추적시스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조직 문화의 

한 측면이다.

조직 내의 여러 계층과 특수성이 서로 다른 관심과 견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서로 다른 관점은 

종종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자원과 보상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충돌을 일으키곤 

한다. 이러한 충돌이 바로 조직 정치의 근간이다. 정보시스템은 모든 조직에서 당연한 부분인 시각 

차이, 대립, 타협, 합의의 와중에서 구축되고 있다. 제3장에서 정보시스템의 발전에 있어 이러한 조

직의 특성과 그 역할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경영

경영 업무는 조직이 직면한 많은 상황들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며,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관리자들은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과제를 인지하고, 이들 과제

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전략을 수립하며, 업무를 조율하고 성공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할당

한다. 이런 과정에서 관리자들은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비즈니

스 정보시스템은 실제 경영자의 희망과 꿈 그리고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자는 기존의 것들을 관리하는 이상의 일을 해야만 한다. 그들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

스를 개발하고 이따금은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기도 한다. 경영 책임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창조적 작업이다. 정보기술은 경영자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출시하는 

일을 지원하며 조직을 재설계하고 그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다. 제12장에서 경영 의사결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정보기술

정보기술은 경영자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수단 중의 하나이다. 컴퓨터 하드웨어

(computer hardware)는 정보시스템에서 입력·처리·출력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물리적 장치를 말

한다. 컴퓨터 하드웨어는 여러 가지 크기와 형태의 컴퓨터(모바일 휴대장치 포함), 여러 가지의 입

력·출력·저장장치, 이러한 장치를 연결하는 통신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computer software)는 정보시스템의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통제하고 조

정하기 위해 미리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상세 명령어들로 구성된다. 제5장에서 오늘날 기업에서 사

용하고 있는 최신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