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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T 거버넌스는 현재 학계보다는 현업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이다 초기의 IT 거버
넌스는 컴뮤터 정책과 절차 등과 관련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정보기술이 더욱 복잡해지고 1

IT 투자 규모도 증가하며， 핵심 업무가 IT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주주 가치와 밀접
한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IT 거버넌스는 IT 단위부서나 CIO 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 년대 초반의 미국 대기업의 회계부정사건들로 인해 기업의 투명성 개선 요

구가 증가했고， IT 투자금액의 상숭과 더불어 IT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IT 거버넌스는 이사
회가 중심이 되어 기업의 전사적인 측연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분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T 거버넌스의 개념 및 등장 배경과 기업 거버넌스와의 관련성 및 최근의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1,
2002 년 중반에 연이어 일어났던

서 론

Enron , WorldCom

등의 사건은 투자자들의 기업 거버넌

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회계법인과의 공모로 분식회계를 통해 주주에게 막대한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일부룹 지왼받아 수챙 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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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손실을 발생시킨 이 스캔들은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고， 결

국 기업들은 그들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곧바로

IT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많은 기업들이

중요 핵심 업무에 대해 전적으로 IT 에 의존하고 있지만 조직이 IT 의 잠재적인 역량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8ohal

& Fitzpatirck.

2002). IT는 현대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부정사용. 손실 1 사용 미숙으로부터 기업 자산을 보호하고 보존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Trites.

2004)

더욱이

IT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Amazon.com 은 해커의 공격으로 한 시간에 60 만 달러를 손해를 입었고. Cisco는 하루 동안
의 시스뱀 다운으로 인해 7 천만 달러의 수익을 잃었다 (Nolan

IT

리스크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 존립자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IT

이처럼

& McFarlan. 2005)

이런 문제는 회사

부서와 CIO 만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고 전사적인 차원

기업 거버넌스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은 IT 의 높아진 위상과 비례

함을 감안할 때 기업 거벼넌스와 IT 거버넌스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IT

거버넌스는 신뢰를 만들고 보다 나은 사업가지를 전달하며.

치시키며， 바람직한

&

IT 이용을 장려한다 (Broadbent

상호 의존성이 더욱 커지는 것을 감안할 때

두의 관심을 받고 있다

IT

IT

전략과 사업 전략을 일

Kitzis. 2004)

비즈니스와 IT의

거버넌스는 그 어느 때 보다 학계와 업계 모

IT 거버넌스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90 년대 초반으로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필요한 IT 역량들을 획득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Henderson

&

Venkatraman. 1993: Loh & Venkatraman. 1992)

8ambamurthy 와 Zmud(1999) 가

그러나

Brown(997) 과

18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라는 개념과 후에 IT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을 그들의 논문에 언급하기 전까지는 1990년대 후반까지 학문적인 문헌

에서 두드러지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B rown

& Grant.

2005). 초기의 IT 거버

넌스는 컴퓨터 정책과 절차 둥과 관련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정보기술이 더욱 복잡해지고，

IT 투자 규모도 증가하며. 핵심 업무가 IT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비즈니
스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었다

그러므로

IT 거버넌스는 주주 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R ead. 2004)
본 연구에서는 현업에서 폭넓게 주목을 받고 있는

IT

거버넌스에 대한 이혜를 돕고자.

버넌스 개념 및 배경， 기업 거버넌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넌스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사회의 위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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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거

IT 거버

기업 거버넌스 측연에서의

II. IT
1. IT

IT

거버넌스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및 등장 배경

거버넌스의 개념

Weill(2004) 에 따르면

“

거버넌스는 IT를 사용하는데 바람직한 행통을 장려하는 의사결

IT

정과 책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IT

거벼넌스는 누가 의사결정

형태를 내리지는， 누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역할
에 책임지는지를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체계이다

여기서 거버넌스란 대단히 기초척이고 중요한 것， 즉

IT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가

결정하며， 누가 무엇에 대해 책임지는가와 관련된다 (Broadbent

는

IT

관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에 관계한다연

IT

거버년스

거벼년스가 바람직한 행동들을 몰아가는 투입 및 의사결정권

IT

관리는 특정한

et a l.. 2004). IT

IT

의사결정을 내라고 시행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IT

거버넌

스에 대한 정의는 〈표 1> 과 같다

〈표 1)

IT

거버넌스의 정의
연구자

거버넌스 정의

IT

IT를 사용하는데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는 의사결정과 책임을 위한 프

레임워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IT

전략의 개발 및 추진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와 IT를 융합시

키기 위해 이사회

경영진.

관리자가 추진하는 조직 기능이다

IT

IT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고.

IT

투자 성과를 모니다하기 위한

회사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이다

IT

Weill (2004)
Grembergen(2005)
Weill & Vitale
(2002)

거버넌스는 기엽 거버넌스의 통합적 부

분이며 조직의 전략과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조와 프로세스. 그

ITGI(2001)

리고 리더십으로 구성된다

핵심 IT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을 규정한다

핵심 IT 활동을 위한 권한의 규정을 의미한다

IT

IT

우선순위를 정하고

때 적용하는 프로세스이다

IT

&

Sambamurthy

&

Z미 ud (l 999)

결정 권한을 규정하고 경영진 사。l 에 공유하는 시스뱀이며.

과 비즈니스 조직의 관리자들이

Sambamurthy
Zmud(2000)

IT

IT

조직

자원을 분배할

Luftman
(1 999)
Brown
(1994)

기능의 책임소재를 규정한다

99

& Brier

& Magill

*형營↑협報論훌훌

IT 거버넌스의 개염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현재 및 미래 비즈니스 목표와 IT의 연계
라 할 수 있다
리는

IT

이 부분은

IT

관리와

IT

거버넌스의 차이를 설명하는데도 관계가 있다

서비스와 제품의 효과적인 내적 공급과 현재의

IT

운영에 중점을 둔다

반면

IT

IT

관

거버

넌스는 좀더 넓은 의미에서 고객과 기업의 현재 및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IT를 운영하
고 발전하는데 중접을 둔다 (Grembergen.

2

2005)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 요구

1990 년대에 와서 마국， 영국， 독일， 일본 .OECD 등 세계 각국은 주식회사의 거버넌스 개선
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1990 년 10 월에

기업 거버넌스에 관한 모범규약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OECD 의 기업거버넌스 원칙 제정작업 둥
국제적인 규범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거버넌스 개선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모병규약을
만들기로 하고， 이를 전당할 기구로 각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발
족시킨 바 있다(박종일.

2003)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환위기의 원인 증 하나로， 재벌 및 대주

주 경영자 위주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에 취약성이 있었다는 공감대가 대내외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에 대한 지적은 우리나라 기업틀의 경영활동을 감시와 견제하기

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대한 그 배경이 있다

IT

거버넌스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를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관

심과 IT 투자의 증가에서 찾아폴 수 있다‘
2002 년의 Enron 의 도산과 WorldCom. Typo. Qwest. Arthur Anderson 2 ) 등의 미국 대
기업이 잇따라 회계부정사건에 연루되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기업에 대한 신뢰 저하는 전세계적인 주가 하락으로 나타났다

경우에는 2002 년 상반기에
폭락했다

특히 미국의

S&P 지수가 16% 나 떨어졌고 기술집약적인 NASDAQ도 36% 나

이에 미국 정부가 중재에 나섰고， 새로운 법률 (the

Sarbanes-Oxley Act. SOX) 을

통해 최고경영자가 직접 그틀 회사의 회계와 보고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동시에 미국 기업플도
의사결정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소재를 밝혀서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규정의 수
준을 높였다(D amianides.

1)

2005)

http://www.cgs.o r. kr

2) Enron 의 분식회계를 도왔던 회계 볍인 Arthur Anderson 이다

이

볍인은미국 5 대

회계법인

증하나

2002 년 당시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틀 가운데 20% 의 회계강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 미국 증시에 엄청

난 영향을 주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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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베인-옥슬라 법안 (the
요구하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3)

Sarbanes-Oxley

이 법은

IT

거버넌스

Act1 은 기업 거버넌스의 투명성 개선을

Paul Sarbanes

상원의원과

Michael Oxley

하원의

왼이 발의한 법안으로써 기업틀에게 내부 통제와 보고에 관한 것으로 관리자와 이사들의 터무
니없는 행동을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B loem ，

SOX

Doorn , & Mitta l. 20061

법은 2002 년 7 월 30 일에 제정되었으며， 특정 조항의 시행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1 가 제정한 규칙 (SEC Rules1 을 통해 구체

화되며， 일부 조항은 동볍 공표와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룩한 미국 국내업체 (SEC Registrants1 는 본 SOX플 반드시 이행
해야 하며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 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도 SOX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
야 한다 다만 각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에 대한 예외도 인정한다

SOX 는 미국 국내업체에 대한 기업 거버넌스， 법규 빛 표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 증권거래
위왼회는 기업들이 인식 가능한 내부 동제프레입워크(I nternal
적으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Control

Framework1 를 필수

SEC 은 이와 관련하여 준거기준 (framework1 으로

COSO

(the Committee of the Sponsoring Organizations1 의 프레임워크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SOX에는 많은 섹션들(1 1 개 타이틀， 69 개 섹션)이 있지만

IT

통제와 관련해서는

Financial

Reporting Process 의 내부통제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섹션 302 와 섹션 404 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한다
SOX플 적용하는 데에

IT

통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이 비즈니스

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재무 보고의 신뢰성은 적절하게 통제된

IT

환경

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Y2K와 같은 이벤트성 조치와는 다르게 SOX는 정기적
으로 평가되고 통제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IT

통제 프레입워크를 통해서 평가되고 통제되어야만

한다 SOX 의 302 조와 404 조에 대 한 간단한 요약은 〈표 2> 와 같다

SOX
다

법안에 따르연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

미국 내 상장 기업은 2004 년부터， 외국 상장기업은 2005 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을 갖도록

규정했지만 외국 상장기업은 1 년간 유예기간을 적용， 2006 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WorldCom 의 추락은 1800 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투자 은행과 회계

사들은 단합하여 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 가치를 부풀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0 년
윌에 미국의 주석 가격은 폭락했고‘ 궁극적으로 신경제의 설패로 이어졌다

3)

the Sarbanes-Oxley Act

~

S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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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내부 통제를 최우선으로 하게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이사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게 만들었다 즉， 이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회계 담당을 감시하기 위
한 경영진에 직접 보고를 하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 위왼회를 임명하게 되어 있다
기업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 법안과

IT

거버넌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째로 기업의 중요핵심업무가 IT나 IS 에 의해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데이터 조작을 막는 가

장 중요한 방법은 투명성과 개인 책임이다 이사의 서명이 있는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의사결
정은 조직을 신뢰받게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특히 경영에 직접 참여와 정보 기술의 사용에 관

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입법자와 주주플은 그들이 받는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정보의 대부분은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 기업들의 해마다 IT 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이사들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Barua ，

IT

투자에 의해 산출된

Kriebe I. & Mukhopadhyay ,

수익에

관심이

1995)

미국 자본투자의 50% 가 IT 에 투자되며 2005 년에는 1 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는 관측하고 있다 (Bloem

IDC

et al., 2006; Read , 2004). IT를 과거와는 다른 위상에서 살펴봐

야 한다 기업의 IT 에 대한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IT 의 중요성도 매우
커졌다‘ 더욱이 비즈니스와 IT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사회가

IT

거버년스에 주체가 되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요구가 늘어가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IT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표

2>

샤베인-옥슬리 법안의 302 조와 404조

재무보고를 위한 기업 책임
주체

내부통제를 위한 경영 평가
기업 경영

CIO , CFO

인식된 통제의 효과성 평가(최근 평가 이후 경영진의 재무보고에 대해 척절한 내부통제 구
변경된 사항에 대해 초점을 맞춤)
대상

조와 절차에 대한 셜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변경사항에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와 절차에 대한 효과
대한평가

성 평가

통제에 대한 약점과 결합 파악
사기 행위 적발
시간

2002년 7월에 이미 시행중

방법

경영진에 의해 분기마다 평가

2004년 6월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
매년 경영진의 평가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후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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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

IT

거버넌스

리스크의 증가

ERP룹 만드는 SAP 의 매출액은 1992년에는 5 억 달러였으냐 1997 년에는 33 억 달러로 급
증했다(D avenport.

1998)

이는 전세계의 기업틀이 IT 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이다

Weill 과 Broadbent (l 998) 에 따르면 7 개국
의

4.1% 와 비용의

7.7% 를 매년

IT

회사의 54 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수익

277H

판련해서

투자를 했다

(2003) 도 미국 전체 자본투자의 50% 가 IT 에 투자되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 Q (R ead.

특히

2004)

IT

lT

그러고 Bcnko 와

McFarlan

프로젝트의 70% 가 기대와 부합

프로젝트의 16% 만이 제시간에 왼래

의 비용안에서 달성되며 프로젝트의 31% 가 완료되지 못하고 취소되는 금액이 810 억 달리에

달한다고 한다 (Strassman.
그 중에서도

IT

1997)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는 대기업의

하는 장기 투자결정이다(B roadbent

IT

& Weil l. 1997)

총 예산의

58%

및 수익의 4% 를 차지

그라고 해마다 이 비용은

11%

증가하

는실정이다
기업이 잘못된

IT

의사결정으로 실패플 경험한 사례는 많 Q (D avenport.

January. 2002: Posthumusa & Solms. 2005)

• Disney:

2001 년 8 억 7 전 8 백만 달러 손실

• Kmart:

1 억 3 천만 달러 감가상각

• Gateway:
• Nike

1 억 4 천 3 백만 달러 손실

• Dow Chemical:
자했으나 결국

GO.com

폐쇄

IT가 기대에 못미칩

기업 전략을 지지하지 못해서 폐기된

IT

프로젝트

잘못된

ERP

시 스템 으로 인해 파산을 부채 질함

7 년 동안 5 억 달러를 메인 프레임 기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구축에 투

C/S

• Dell Computer

IT

그 중 몇 개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에 잘못된 투자로 인해 4 억 달러 손실

• FoxMeyer Drug Co

이런

•

1998: Girard.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자신들의 시스템이 새롭고 분산된 관리 모텔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는 결국 체계적인

IT

거버넌스 구축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효과적인
며.

IT

IT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보호하며.

IT

리스크릎 계량화하고 이해시키

투자， 기회 1 성과， 리스크를 감독하고 통제하고. IT와 비즈니스를 연계시키면서 IT 를

전략적 계획의 중요한 정보이자 요소로 수용하며， 현재의 운영을 지속시키고 미래를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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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통합척 부분이다

IT 거버년스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Weill et a!
2004) 첫째. IT 거버넌스는 수지가 맞는다 평균 이상 거버넌스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같은
전략을 추구하는 허술한 거버넌스를 가진 기업보다
싸다 평균 기업의

IT 투자는 년 수익의 4.2% 보다 크고， 여전히 증가하는 중이다‘

rn.
1

20% 높은 ROA를 가진다 둘째. IT 는 비

IT

거버넌스의 위상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나 주주와 경영자， 주주와 채권자 등에서 나
타날 수 있는 대리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가지며， 기업 거벼넌스의 효율성은 기업 거버넌스가
이러한 대려인 문제를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표

3)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
기업을 지배하는 권력의 배분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자들간의 관계

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의 방향과 성과를 결정하는데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로 보고 있
다

여기서의 참여자는 주주， 경영진， 이사회를 말한다

연구자
이경욱(띠
20α02)

Monks & Minow
(200 1)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자， 즉 기업 통제자가 기업의 소유주언 주주를 대

신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일련의 제도적 혹은 시장 메커니즘을

Denis (2001 )

의미한다

Monks 와 Minow(2001) 에 따르면 기업 거버넌스는 기업의 방향과 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이며 크게 주주， 이사회， 경영층이 주요 참가자가 되면 이들은 각
각 소유권， 감독，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소유권은 특정 자산에 관한 권한

과 책임의 조합이며. 기업 거버넌스의 핵심은 이사회의 CEO 에 대한 감시기능 활성화와

CEO

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보상이라고 보았다(B !oem et a l.. 2006; Monks et a l.. 2001)
Monks 와 Minow(200 1)연구에 의하면 이사회의 감시활동이 CEO 의 의사결정 질을 향상시킨
다는 전제를 제시한다 선행 연구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사회 역할은 이사 규모와 질， 다
수의 사외이사 구성， 자사주식 보유의무화. CEO 의 이사회 부의 안건 빛 신임이사 임명 제한，
CEO 의 정기적 업적평가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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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nglo-Saxon

거버넌스

기업 지배구초

λ

여「너」

투자자

여-익
내

외

맘
끓

내부커버넌스
사유영역
외부거버넌스

IT

-

01사회

회장과 CEO (동일인도 가긍)를
지멍하고 하위 위원회를 구성휠
수있다
강사문제즐경영，
관리자들에 보상을 지급，
판리자를지영

ESOP 의 경영올 포힐힌 다른 영
동을수헝힌다

E표표그
출처

Monks Qj- Mmow(2001)

기업 거버넌스는 조직내의 재무나

IT

거버넌스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은 사용하는

거버넌스 용어는 기업 거벼넌스 용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B loem
버넌스는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t a 1.. 2006)

기업 거

조직 내에서 부서들의 거버넌스는 더욱 경

쟁적이며 더 좋은 비즈니스 성과에 기여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업 거버넌스는 기업에 투

자하고 소유하는 사람에게 부를 반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거버넌스는 실제 이익과 관

련이 있고 투자 자본의 반환과 주주의 부의 극대화와 관련이 있다‘
기업 거버넌스는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3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B loem

기업 거버넌스는 관리， 책입. 통제의

et a 1.. 2006)

• 관리

계획， 의사결정

최우선 과제가 형성되고 결과가 측정되는 방식

• 잭임

재무적 측정 방식으로 표현된 비즈니스 가치에 기반한 계획의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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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계획이 실행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확신하고 결과가 계획에 부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

기업 거버넌스는 특별히 주주의 책임， 기업 소유자， 관리에 의한 이기적인 활동의 회피와 관
련이 있다

2 기업 거버넌스와 IT 거버넌스와의 관계
기업 거버넌스는

IT

거벼넌스의 방향쓸 이끌고 규정한다

그리고 IT 는 기업의 전략적 활동에

영향을 주며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rt(Grembcrgen ，

2005)

이와 갇

은 식으로 기업은 정보플 최대한 활용하벼， 그렇기 때문에 기업 거버넌스의 왼동력으로 보이기
도 한다
있으며，

(I TG 1,

이 관계를 보다 깊이 살펴보면
정보 활용의

극대화플 위해서는

그러므로

2000)

IT

IT

IT 와 비즈니스 활동이

업의

IT

2005)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거버넌스와 기업 거버넌스는 서로 독립된 별개로 보아서는 안되

며 많은 전문가와 단체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다 (Grcmbergen ，

분야의 정보가 있어야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IT

거버넌스는 전체 기업 거버넌스에 동합되어야

기엽 거버년스는 조직의 방향을 정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기

의존성 확대는 IT를 생각하지 않고는 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림

2) 기업거버넌스와 IT 거버넌스

기업 겨버넌스

기업활동

앙영됐설영
IT
출서

ε꽤원
IT 활동

거버넌스

Grembergen (2005)

〈그링 2) 의 칫 번째 부 분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갇이， 기업 거벼넌스는

이끌고 규정한다

IT

거버년스의 방향을

그리고 IT 는 기업의 전략적 환동에 영향을 주며 전략 계획블 수힘할 때도 증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갇은 식으로

IT

거벼넌스는 기업이 정보윤 최대한 활용하셰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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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엽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기업 거버넌스의 원통력으로 보이기도 한다

림 2) 의 두 번째 부분)，

IT

거버넌스

이 관계플 보다 깊이 살펴보면((그

IT 분야의 정보가 있어야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lT 와 비즈니스 활동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ITG l.

므로

IT

정보 활

2000)

그러

거버넌스와 기업 거버넌스는 서로 독립된 별개로 보아서는 안 되며， 많은 전문까와 단

체가 지적한 바와 같이

lT

거버넌스는 전체 기업 거버넌스에 통합되어야 한다 (Grembergeη

2005: lTG l. 2001)
Weill 과 Ross(2004) 는 이들의 관계릎 〈그림 3) 과 같이 제시했다

사니어 중역 팀 (Senior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executive team) 은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실행시키기 위한 전략뜰과

바람직한 행위들 벙확히 표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직한 행동은 전략뿐만 아니라 기엽 샤치‘
미션， 비즈니스 원직 1 관습， 구조로 정의되는 조직의 신념이나 문화릎 의미한다

〈그림

3) 기업 거버넌스와 IT 거버넌스와의 관계
기엉지배구조

주요자산거버넌스

I11III IT 거버넌스
출처

Weill 파

이들의 주장은

Ross(2004)

lT

거버넌스 협회가 제시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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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경영진의 책임으로 보고， IT 거버넌스를 기업 거버넌스의 통합적 부분이며 조직의 전략과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조와 프로세스， 그리고 리더십으로 구성된다고 본다(I TG l，

200 1) .
IT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로 인한 위험이 확산됨에 따라 이사회는 IT 이슈들을 신속하게 다루
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취급해야 한다. 이사회는 재무위험을 감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

기술 자산의 위험에 관해서도 감시해야 한다(B roadbent

et a l., 2004)

이사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기업 지배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들은 전략적 방향을 규정하고 감시하며，

CEO

가 유능한지， 펼요한 거버넌스와 책임은 적정한지를 통제한다 CEO 가 이끄는 경영진은 성과를
위해 제시된 전략을 구체화하고 。1 를 시행하며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시카고 주요 자산들을 관
리할 책임을 진다

IT 거버넌스는 정보와 정보기술과 관련된 고유의 종업원 행위를 실현시키고 보호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교정과 감독과 관련된 특정 질문을 초래한다

가령 현재의 상황을 얼마나

변화시켜야 하는가? 변화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감독이 필요한
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과 동기부여된 방법을 통해 조직에서 모든 사람이 바람직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언제 관리가 개입되어야 하는가? 계획의 구축과 실현과 관련된 모든 요소와
리더쉽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IT 거버넌스의 첫 번째 목표는 투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계획/실행/확인/행동에 기반
한 가장 적절하고 명료하고 부드러운 측정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재무 거버넌스와

IT 거버년스의 메커니즘 사이의 작용은 관리， 책임， 감독이 서로 톱니바퀴처

럼 맞물려있다 그것들은 가치에 대한 프레입워크와 계산에서부터 리더쉽 같은 더욱 인간적인
측면까지의 목적을 위한 조직내에서 유용한 모든 것에 의해 지지된다

Monks

& Minow(200 1)에

따르면 기업 거버넌스는 주요 참가자는 주주， 이사회， 경영진으

로 구분되고 이들은 각각 소유권， 감시，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는
CEO를 감시하여 의사결정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주주가 경영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금전적인 보상， 스톡 옵션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Monks 와 Minow(2001) 에 따르면 기업 거버넌스는 기업의 방향과 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이며 크게 주주， 이사회， 경영층이 주요 참가자가 되며 이들은 각

각 소유권， 감독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연 소유권은 특정 자산에 관한 권한
과 책임의 조합이며， 기업 거버넌스의 핵심은 이사회의 CEO 에 대한 감시기능 활성화와
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보상이라고 보았다(B ]oem

•

et a l., 2006; Monks et a 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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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이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기엽 거버넌스와

IT

거버넌스

IT 거버넌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와 관련이 있

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립

4) 기업 거버넌스와 IT 거버넌스와의 관계
|T 거버녀 A 과려

기언거버녀 A 과염

이사회의 CEO 어|
대한강시기능

다

이사회 직속의
IT 감시 위원회

증없죄윌옵끓능 l 디

경영진의
소유지분율

IT 거버년스는 기존의 경영 관리 측면에서가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기업

거버넌스와

IT 거버넌스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기엽 거버년스에 대한 Shleifer

&

Vishny (1 997) 의 개념 정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기업 거버넌스가 투자 수익의 확보
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다룬다고 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금 제공자는 기업 경영자가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일부를 자신에게 반환하도록 하기 위
해 어떻게 하는 가?

(2)

자금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자금을 기업 경영자가 빼툴리거나 잘못된 프로젝트에 지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3)

자금 제공자는 기업 경영자를 어떻게 통제하는가?

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확실히 다루려면， 먼저 IT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업 거버
넌스와 관련된 문제를 IT 거버넌스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 이사회는 CEO 가 비즈니스 라더와 IT 리더와 더불어 IT 가치를 구환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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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는 CEO 와

IT

리더가 자금을 빼돌리거나 잘못된 프로젝트에 지출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이사회는

3.IT

CEO.

비즈니스 리더.

IT

리더를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

ITG 1( 2001) 에 따르면

IT

거버넌스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이다

활동이 아니라 기업 거벼넌스에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IT

이것은 단순한 규율이나

거버넌스는 기업의 IT 가 기업의

전략과 목적을 유지하고 확장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주는 리더십， 조직 구조， 프로세스로 구성
되어 있다

IT

거버년스 책임은 기업 거버넌스의 광대한 프레엄워크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이사

회의 전략적 의제와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 독립적인

IT

시스범의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하면，

거버넌스는 효과척이고 명료해야 하고 책임이 있어야 한다

IT

거버넌스 위원회에 따르면

보증하기 위한 직접적인

IT

IT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IT의 성과를

노력(I T endeavor) 이라고 간주했다(I TGI.

200 1)

• 기업의 IT 와의 연계와 예정된 이익의 실현
• 기회 탐색과 이익 극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IT 사용

• IT

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

• IT

관련 위협의 타당한 관리

IT

거버넌스는 보통 별개의 계층에서 발생한다- 즉， 팀 리더는 보고를 하고 그들의 매니저로

부터 지시를 받고， 매니저는 중역에게 보고를 하며， 중역은 이사회에게 보고를 한다
ITG 1( 2001) 에 따르면 〈그림 5) 와 같이

IT

거버넌스 관점에서 목표와

IT

활동들의 순환관계

가 발생하면 이것은 기업 내에서 다른 계충 사이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
거버넌스 프로세스는 초기 방향을 제시하는 기업의 IT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한
다

그럼 다음에 성과를 측정하고， 목표와 비교하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활동에 대한 방향을 수

정하고 타당한 목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하는 끊임없는 순환이 된다. 목표는 일차적으로 이사
회의 책임이고 성과 측정은 경영층의 책임인데 반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고 수치가 올바르게

목표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개발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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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그림

5)

IT

ITGI(2001) 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목표실정

IT 활동

• IT는 비즈니스와 언계된다

• 자동화 증대 (비즈니스를

• IT느 비즈니스를 혹진시키고

효과적으로안동)

01 익을극대화한다

• 비용 감소 (기잉을 효율적

• IT 자원은 책임있게 사용된

으로만툴)

다

• IT

과려 위힘은 적절하게

리된다7

IT

거버넌스는

200 1)

비즈니스에

비즈니스에

IT

거버넌스

• 훌짧뭘웬보안j 신로|

강

IT

가치는

전달하고

IT

위험을 감소와

관련이

컴

있다 (ITG I.

가치 전달은 비즈니스와 IT 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해결을 하고，

IT

위

험의 감소는 기업에게 강제 책임 (embedding accountability) 을 지우연 된다
이를 위해

IT

거벼넌스는 〈그림 6) 과 같이 5 가지 분야와 관련이 있는데， 이 모두는 주주 가

치에 위한 것이다‘ 이 중에서 전략적 연계， 자왼 관리， 성과 측정은

IT

가치 전달과 위험 관리

를위한 주요수단이다

현재

IT

거버넌스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가치 전달(궁극적인 목적)과 전략적 연계(수단)

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TGI((200 1)는 리스크 관리와 성과 관리라는 두가지 요

소를 도입하여 이 모두를 다음과 같이 하나로 연계시켰다
한 비즈니스 가치 전달과

IT

근본적으로

리스크 완화라는 두 가지에 대한 것이다

스를 전략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달성된다

IT

거버넌스는 IT를 통

첫 번째는 IT 와 비즈니

두 번째는 잭임감을 가질 때 가능하다- 또한 둘 다
이것은 이해관계자 가치를 모두 이끄는

균형성과표 (BSC) 에 의한 평가릎 필요로 한다
넌스의 4 개의 중요한 핵심 영역을 다르게 된다

IT

거버

이 가운데 둘은 가치 전달과 리스크 완화라는

결과에 해당되며， 다른 둘은 전략적 연계와 성과 평가라는 동인(D river) 에 해당된다
관계는 〈그림 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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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TGI(200 1J의

IT

거버넌스 주요 영역
IT 자원 관리

리스크 관리와 성과 평가가 이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플은

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IT

IT

거벼넌스의 개념정의에 직

거버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BSC 같은 성과 평가 시스템은 전략적 연계의 달성을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는 재해에 대비하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리스크 관리를 통해

IT

보안 시

스뱀을 구축하여， 자산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에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개
인 정보를 보호하고 시스템의 복왼력을 증진한다

리스크 관리를 통해

하여， 자산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에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다
보호하고 시스랩 복원력을 증진하다

IT

보안 시스템을 구축

또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리스크 관리는 파트너 사이의 신뢰와 기엽 서비스에 대한

믿음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리스크 관리는 내적 위협과 외적 위협을 모두
다르다

내적 위협은 남용과 오류 둥이 있고， 외적 위협은 치밀한 공격과 시장 변동성， 변화의

속도 등이 있다
해에서 시작한다
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예상 리스크 요소의 명확한 이
리스크 유형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리스크 관리 방법이 다양하

가치 창출은 비즈니스 가치의 전달에 중점을 두지만， 리스크 관리는 비즈니스 가치의 보존

에 증점을둔다

Weill & Ross(2004) 의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IT

거버넌스를 가진 기업은 명확하게 유기

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림 7) 과 같이 거버넌스 디자인 프레임워크에서 6 가지 요소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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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IT

CISR의

IT

군주제‘ 연방제등에
의한권리 결심

쳐 입

(위원회.예산등)

츠「

바람직한행동

정 책

IT 거버너스 절~~

기얼잉과 특표

π

IT 조직과

←*무엇과 조화하나?

거버넌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IT 거버년스 초 g

기힐 B IIf파초칙

IT

t어떻게 조화빠?

일반적으로 기업 전략과 조직은 거버년스를 자극하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정의된다‘

기업은 전략을 가능하게 하고 영향을 주는 위해 IT를 포함해서 여섯 개의 주요 자산 각각에
대해 IT 거버넌스 배열을 설계한다 거버넌스 정렬은 개별적이고 포괄적으로 각 자산을 담당하
는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권한을 할당한다
〈그립 7)과 같이 기업은

IT

조직과 바람직한 행동을 그뜰의 기업 전략과 조직과 조화를 이룬

다 기업은 그들의 IT 조직구조와 그들의 IT 거버넌스 메커니즘(의사결정 구조， 프로세스 연계，

의사결정 도구)과 조화를 이룬다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메커니즘. IT 단위 구조， 바람직한 행동
이 기업 전략에 대해 전달하는 거버넌스로 귀착된다는 점을 보증한다

마지막으로

IT 측정과 책

임은 IT가 기업의 성과 목표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IT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N.IT

거버넌스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IT 거버넌스의 위상이 커짐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IT 는 철
저하고 심도 있는 이사회의 관리를 요구하지만， 이사회는 IT를 운영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실무 관리자가 알아서 할 사항으로 무시하고 있고 거기에다 이들이 기술문제에 흥미나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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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lter ， 20αoα)，‘4

더욱이 。l 사들은

IT

위험을 이해하고 처리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Yates

& Arne ,

2004) . 컨설팅 회사가 이사틀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웅답자의 36% 가 그들의 비즈
니스가 직면한 주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며， 19% 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Yates

et al., 2004).

일반적으로 이사회 구성원은

IT

위험과 비용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위험에 대한 전문적인 질

문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Nolan

et al., 2005)

이사회는 비즈니스 전략과 전략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세밀하게 조사하지만， IT는 대규
모 투자와 엄청난 리스크가 뒤따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간과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Grembergen ， 2005)

• IT가 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리스크와 기회를 창출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기술적 통
찰력이 요구되기 때문

•

IT를 비즈니스와 독립된 하나의 실채로 취급하는 전통 때문

• IT의 복잡성 때문 - 특히 네트워크화된 비즈니스 환경에서 활동하는 확장기업에서 더욱
더 그러함

조직의 전반적인 전략적 엄무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IT 전략을

분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IT

거버넌스의 이견을 없애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었다

IT 거버넌스는 기대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무수히 많은 업무활동을 무리 없이 수행해나가고， 동시에 예산에
따른 품질 좋은 IT 솔루션을 내놓으며， IT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되살리고， IT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IT를 。l 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약속한

효과를 제공하겠다는 IT 최우선 추진과제들이 비즈니스 손실， 이미지 손상 또는 경쟁력 약화，
최종기한 위반， 예상외로 높은 비용과 예상외로 낮은 품질 그리고 실패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IT 거버넌스는 이사회가 전략 방향을 정의하고 목적에 부응하며 리스크를 관리

하고 자원을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이사회의 임무를 확대한다 기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연서
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IT

IT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관라는

조직의 IT가 전략과 목적을 지속시키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rembergen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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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거버넌스

IT 거버넌스가 기업 거버넌스의 통합적 일부가 됨에 따라， IT 거버넌스도 이사회의 책임 사
항이 되었다- 이사회의 구성은 조직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내 이사와 독립 이사로

구성된다

또한 이사회의 역할과 구성， 운영 방법은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다

때문에 기대 수준과 강조 부분도 자연스럽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

하지만 이사회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은 바뀌지 않으며， 비즈니스 목표의 달성과 기술 경영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 분석가들은 지배 구조가 우수한 회사에 투자자들이 기꺼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
다고 지적한다

정확히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거버넌스가 우수하면 기업 가치도 향

상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기업 거버넌스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해질 문제는 IT 를 이사회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
다는 점이다 (Alter ，
결국

2004)

IT 거버넌스는 기엽의 투명성에 애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IT 거버넌

스는 경영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사회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CEO 감시 기능의 활성화와 CEO 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보상기능의 제공이 매우
중요해 진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이사회가

무지와 무관심이었다 (Posthumusa

IT

거버넌스에 대해 소홀했던 이유는 IT 에 대한

이사회는 IT 에 대해 지식이 부족했고

et a 1., 2005)

를 단지 전술적인 도구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IT

IT

투자 수익에 대한 계량적인 측

정 방법론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IT 거버넌스 협회에 따르연 IT 거버넌스는 기업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야 하고 IT
관련 위험과

IT ROI 가 조직의 비즈니스 요구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 수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Posthumusa

et a 1., 2005) , Exler(2003) 는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직간접적으로 IT 에 영향을 주며 결국

았다

그러므로 그는

IT

거버넌스에 관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보

IT 중역플은 각자의 기업에 영향을 주는 거버넌스와 특정 이슈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며 IT가 실제로 전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사회는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며 나아가서는

결국

IT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Bje lI and과 Wood(2005) 는 15 개의 유럽 및 북미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 혁명에 대응해야
하는 이사회의 신략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들에 의하면 이사회는 표준 정보기술을 도입하는지

아니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는지에 따라 이사회의 대응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전자

의 경 우에 는 이 사들이 표준 정 보기 술에 대 한 교육을 통해 아마추어 정 도의

이 해 (l ayman ’ s

understanding) 수준에 도달하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기술에 정통한 뱀버의 영입이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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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기술자를 교육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V. 맺음말

IT

거버넌스는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요구와

있는 상황이다‘

IT

IT

리스크의 증가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거버넌스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으로써 IT 를 사용하는데 바람직한 행똥

을 장려하는 의사결정과 책임을 위한 프레입워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업 거버년스 측면에
서 기업은

IT 의사결정을 더 이상 CIO 나 CEO 수준에 맏겨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잘못된 IT

의사결정은 결국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를 대표하
고 있는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 실제로 Nolan과 McFarlan(2005) 에 따르연
Y2K에 대한 경험한 기업 이사회는 정보기술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에 대해 점점 더 신경을 쓰
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은 외부적으로 기업 투명성 개선 요구로 인한 IT를 기반으로 한 내부통

제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야만 한다‘ 효과척인

IT

리스크 위험을 줄이기 위해

IT

거버넌스 구축을 해

IT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지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범

적으로 도입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의 전사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사회가 IT 에 대한 무관심과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사회의

IT

IT 자문위원회나 이사회의 안건으로 IT 문제를 다루는 것 등 다양한

거버넌스 관여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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