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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KPMG Global이 발간한 Thought Leadership이며,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서 한글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8/
06/harvey-nash-kpmg-cio-survey-2018.pdf

Overview

KPMG International은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및 IT 리더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IO Survey 2018 - The

Transformational CIO”를 발간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IT 리더들의

경영 전략과 고민의 현주소를 살펴보며 , 변화하는 환경 속

최고정보책임자로서의 CIO 역할과 기술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로드맵을 그려나가는 데

기여하도록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의 토대가 된 설문조사는 KPMG가 Harvey Nash와 협업하여

전 세 계 84 개 국 3,958 명 의 CIO 등 IT 리 더 를 대 상 으 로

진행되었습니다. 금융 서비스, 유통, 제조업, 에너지, 유틸리티, 건설,

통신, 방송 · 미디어, 레저, 헬스케어, 제약, 교육 산업부터 정부,

비영리 부문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의 CI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 ‘The Transformational CIO’는 변화하는 CIO의

역할을 반영한 타이틀입니다. 오늘날의 CIO는 기술 발전과 함께

역할이 증대되며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CIO는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역할뿐만 아니라 조직의 혁신과 프로세스

개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부 자원과 내부 자원의 균형적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도 CIO이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CIO를 향한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CIO만의 고유한 관점을 지니도록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혁신과 이에 따른 소비자의 새로운 소비

패턴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서 CIO는 이전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 84개국 3,958명의

CIO 등 IT 리더를 대상

설문조사 ···

오늘날의 CIO,

조직의 혁신과 프로세스

개선을 주도하는 역할

담당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8/06/harvey-nash-kpmg-cio-survey-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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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의 우선순위

본 보고서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CIO가 직면한 최대 과제와

이에 따른 우선순위 전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영진이 IT로부터

원하는 핵심 비즈니스 이슈는 무엇인가?’의 질문에 CIO들은 운영

최우선순위 세 가지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62%), ‘일관되고

안정적인 IT 성과 제공’(62%), ‘운영 효율성 증대(62%)’를 꼽았습니다.

그 뒤를 ‘비용 절감‘(55%), ‘고객 경험 강화‘(55%),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53%), ‘사이버보안’(49%),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애널리틱스 제공‘(48%)이 이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증대’(+23%)를 우선순위로 응답한 CIO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운영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12%),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5%) 등이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리더로서의 우선순위로는 1위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위 ‘안정적 IT 성과 제공’, 3위 ‘고객 경험 강화’로 나타나며, 혁신을

위한 CIO의 전략과 고객중심적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방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3

운영 효율성
증대

2

안정적
IT 성과 제공

1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Source: CIO Survey 2018 – The Transformational CIO, KPMG International/Harvey Nash, 2018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1

디지털리더로서의우선순위

운영우선순위

2

3

안정적 IT 성과 제공

고객 경험 강화

사이버 보안 증대(+23%)1

전년대비중요성부각요소

2

3

운영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12%)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5%)

[ CIO의 3대 우선순위 ]

CIO의 우선순위를

‘사이버 보안’이라고

답변한 응답자

전년 대비 23% 증가

경영진이 원하는

IT 부서의 역할 ···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안정적 IT 성과 제공, 

운영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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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역량 및 전략

IT 리더들은 전반적인 IT 역량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 IT 역량을 기술 경영에 활용하기 위한 고민은

깊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사 IT와 비즈니스의 연계도가

‘중간 수준‘ 또는 ‘하락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IT 리더는 전체의

55%로, IT와 비즈니스의 연계성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CIO 중 7%는 ‘핵심 비즈니스 시스템을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과

통합’하는 역량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답했습니다. 9%의 CIO는

‘디지털 기술력을 보유한 인력을 고용하고 육성’하는 역량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유럽연합(EU)의 GDPR(개인정보보호규정)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68%의 CIO는 ‘GDPR이 자사 조직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GDPR 발효일인 2018년

5 월 까 지 규 정 준 수 에 대 한 대 응 방 안 이 어 느 선 에 서

마련되었는가?’의 질문에는 38%의 CIO가 ‘아직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고 답했으며 , ‘방안 마련이 완료되었다’는 답변은 15%에

머물렀습니다.

Source: CIO Survey 2018 – The Transformational CIO, KPMG International/Harvey Nash, 2018

전략 실행을 위한 과제

성공적CIO는

고객 경험도 제고에
따른 매출 성장을 중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효율성 증대에
CDO(Chief Digital Officer)가
기여하도록 함

55%
55%의 IT 리더는

자사 IT와 비즈니스의
연계도가 ‘중간 수준’ 

또는 ‘하락한
수준’이라고 응답

유럽연합(EU)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38%의 응답자는 2018년 5월 GDPR 
발효일까지 규정 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 했다고 답함

38%

[ 전략 실행을 위한 과제 ]

2

1

68%의 CIO는

GDPR(개인정보보호규정)이

자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했지만

GDPR 대응 방안을

완료했다고 답한 CIO는

1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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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활용 현황 - 디지털 비전 및 전략 보유 조직

설문조사에 응답한 CIO들은 ‘귀사는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가?’는 질문에 32%만이 ‘전사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응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한 수준입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준비 중’은 31%, ‘개별

사업 단위로 보유’ 는 28%, ‘ 보유하고 있 지 않음 ’ 은 9%로

응답되었습니다 . CDO(Chief Digital Officer, 최고디지털책임자)를

보유한 조직에서 디지털 비즈니스의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지닌

비율은 50%에 이르렀으며, CDO의 역할을 하는 다른 리더가 있는

조직에서는 41%로 응답되었습니다. 즉, CDO가 디지털 전략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비즈니스 전략을 강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는 3%만이 ‘극도로 효과적’,

19%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중간 수준 효과적’은

42%, ‘약한 수준 효과적’은 29%, ‘효과적이지 않음’은 7%에

이르러습니다. 즉, 78%에 이르는 조직은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효과를 아직 충분히 보지 못했으므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향후

디지털 기술이 효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8%의 조직은

디지털 기술 효과를

아직까지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음

전략 실행을 위한 과제

디지털활용의성패요인

 ‘명확한 디지털 비전 및 전략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CDO(Chief
Digital Officer)를 보유한 조직 중 50%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CDO를 보유하지 않은 조직 중 21%만이 ‘그렇다’고 응답

 38%의 CIO는 혁신적인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의
디지털 전략이 실패할 수 있다고 응답

[ 디지털 활용 현황 ]

CIO가겪는디지털활용의어려움

78%
IT 리더의 78%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비즈니스 전략 강화에

‘약한 수준/중간 수준 효과
있음‘ 또는

‘효과적이지 않음’
이라고 응답

32%
 32%의 조직이 전사적 디지털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

 전년 조사 대비 같은 질문의
응답률(2017년 41%, 2016년
35%)이 하락하여, IT 리더들이
자사 디지털 전략 실행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Source: CIO Survey 2018 – The Transformational CIO, KPMG International/Harvey Nash, 2018

CDO(최고디지털책임자)가

디지털 전략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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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활용 현황 - 고객중심 관점의 중요도

최근 CIO들은 고객중심 경영의 중요성에 더욱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은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지만 전략의 성공 여부는

고객에게 초점을 얼마나 맞추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귀사의 디지털 기술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목표는 무엇인가?’의 질문에 1위는 ‘고객 경험도 증대’(60%)가

꼽혔습니다 . 2위는 ‘신규 고객 유치’(55%)가 꼽혔습니다 . 3위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효율성 향상‘(54%), 4위는 ‘기존 고객으로부터

매출 증대’(52%), 5위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49%)로

응답되었습니다.

고객중심 관점의 중요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고객이 양질의

경험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디지털 마케팅과 UX(User Experience) 등에

주안점을 두며 디지털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조직의 핵심으로 빠르게 진전하는

현황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올해 조사에서는 조직이 디지털 기술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22%

27%

49%

52%

54%

55%

60%

직원간협업촉진

새로운유통방법개발

새로운제품및서비스개발

기존고객으로부터매출증대

비즈니스 프로세스 효율성 향상

신규고객 유치

고객경험도증대

[디지털 기술 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한 목표 ]

Source: CIO Survey 2018 – The Transformational CIO, KPMG International/Harvey Nash, 2018

디지털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경험을 제공하고

신규 고객 유치 ···

디지털 마케팅 및

UX(User Experience)에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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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영 현황

기술 경영 현황을 묻는 올해의 조사에서는 ‘클라우드‘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 ‘다음의 기술에 대한 투자 중요도는

어떠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에서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답변은 34%에 이르렀습니다 . ‘모바일 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20%에 달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투자’ 가 ‘ 중요하다 ’ 는 7%, ‘ 중간 수준이다’ 는 17%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귀사의 조직에 지능형 자동화(Intelligent Automation)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부문은 무엇인가?’의 질문에는 IT

부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 IT 부서 안에 지능형 자동화를

도입했다는 답변은 28%, 도입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1%에

이르렀습니다. 2위는 ‘고객 지원’(도입했음 22%, 도입 계획 38%),

3 위 는 ‘ 재 무 ’( 도 입 했 음 18%, 도 입 계 획 34%), 4 위 는

‘인사(HR)’(도입했음 16%, 도입 계획 29%)였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CIO의 우려 또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대비를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응답한 IT 리더의

비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귀하의 조직이 현재 및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얼마나 잘 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가?’의 질문에 ‘대비를 매우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질문에 대하여 ‘대비를 매우 잘 하고

있다’는 2017년 조사에서 21%, 2016년 22%, 2015년 23%, 2014년

29%로 응답되는 등 2015년 이전의 응답률이 오히려 높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주요 IT 보안 혹은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었던

조직은 33%에 이르며 , 2017년 조사에서의 32%, 2016년 28%,

2015년 25%, 2014년 22% 대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황입니다.

투자 수준 클라우드 모바일
인공지능

(AI)

온디맨드
(On-demand)

사물인터넷
(IoT)

로봇프로세스
자동화(RPA)

가상현실
(VR)

블록체인

중요 34% 20% 7% 6% 6% 4% 2% 2%

중간 36% 37% 17% 17% 15% 13% 8% 7%

최소 18% 25% 18% 19% 19% 15% 15% 11%

계획 중 8% 11% 29% 21% 20% 18% 17% 21%

계획 없음 4% 8% 29% 37% 40% 50% 59% 59%

[ 기술 투자 현황 ]

Source: CIO Survey 2018 – The Transformational CIO, KPMG International/Harvey Nash, 2018
Note: 설문조사의 ‘다음의 기술에 대한 투자 중요도는 어떠한 수준인가? 질문에 대한 답변

지난 2년 간 주요

IT 보안 혹은 사이버

공격에 노출된 조직은

전체 중 33%에 이르러 ···

예년 조사 대비 비율 상승

클라우드와 모바일에

대한 기술 투자의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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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기술력

응답자인 IT 리더의 65%가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전년 조사의 결과인 62%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기술력

부 족 을 겪 고 있 는 분 야 에 대 한 질 문 에 는

‘빅데이터/애널리틱스’(46%)가 1위로 답변되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위로 꼽혔습니다 . 부족한 기술력의 2위는 ‘기술

아 키 텍 처 ’(36%), 공 동 3위 는 보 안 및 회복 성 (35%) 과 전 사

아키텍처(35%), 5위는 비즈니스 분석(31%)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향후 12개월 간 IT 아웃소싱 지출을 증대할 계획인가’의 질문에는

32%가 긍정으로 답하며 2017년 조사의 48%, 2016년 50% 대비

하락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IT 리더들이 아웃소싱을 택하는 이유로는

1위 ‘ 사내에 보유하지 않은 기술력 획득’(46%), 2위 ‘비용

절감‘(36%)이 거론되었습니다. 반면 아웃소싱의 이유로 ‘혁신 역량

강화’를 든 답변은 10%에 지나지 않아, IT 리더 중 혁신을 주요

목적으로 아웃소싱을 하는 비율은 적다고 나타났습니다.

전략 실행을 위한 과제

IT 아웃소싱

[ 인력, 기술력 및 역량 ]

지속되는기술력부족

32%의 IT 리더가
아웃소싱 지출
증대를 계획

Source: CIO Survey 2018 – The Transformational CIO, KPMG International/Harvey Nash, 2018

65%
65%의 IT 리더가
조직의 기술 역량

부족을 언급

67%
67%의 IT 리더가

추가 인력 필요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동화 활용을 계획

46%
46%의 IT 리더가

기술력 획득을 위하여
아웃소싱을 하고 있음

32%
지난해의 조사에서는
48%의 CIO가 아웃소싱
지출 증대를 계획한 데
반해 하락한 수치

46%
기술력 부족을 겪고 있는
부문을 묻는 항목에서

4년 연속 ‘빅데이터/애널리틱스’가
1위로 꼽히며, 데이터 분석력에

대한 높은 수요를 나타냄
(2018년 46%, 2017년 42%, 
2016년 39%, 2015년 36%)

36%
기술력 부족을 겪는
2위 분야는 36%의
IT 리더가 언급한
‘기술 아키텍처’

(2018년 36%, 2017년 32%, 
2016년 27%, 2015년 24%)

기술력이 부족한 분야 ···

빅데이터/애널리틱스,

기술 아키텍처,

보안 및 회복성, 

전사 아키텍처, 

비즈니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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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의 커리어

KPMG / Harvey Nash CIO 설문조사는 CIO의 커리어에 관한 항목을

매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CIO에게 IT 리더로서의 현재 역할을 향후

몇년간 유지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9%는

‘2~5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뒤를 ’10년 이상(21%)’, ‘5~10년(19%)’,

‘1~2년(17%)’, ‘1년 미만(14%)’의 답변이 이었습니다.

CIO의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IT 리더는 34%였으며, ‘다소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은 44%로 도출되는 등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는 CIO가

전체의 78%에 이르렀습니다.

IT 리더의 임금 증가를 묻는 질문에는 46%가 ‘증가’로 답했으며,

48%가 ‘변화 없음’, 7%가 ‘감소’라고 답했습니다 . 지난해의

조사에서는 임금 ‘증가’ 33%, ‘변화 없음‘ 62%, ‘감소‘ 5%로

도출되었던 데 비해 올해 조사에서는 임금이 증가했다고 답한 CIO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임금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IT 리더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레 저 (55%) 와 건 설 (55%), 전 문 서 비 스 (Professional Services,

55%)였습니다 . 그 뒤를 자선 /비영리 (52%), 기술 (49%), 금융

서비스(49%), 제조(48%)가 이었습니다.

[ CIO의 커리어 ]

IT 리더 중 46%의
임금이 지난해
증가했음

46%
임금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CIO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레저 및 건설

78%
본인의 업무에 ‘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이라고

응답한 IT 리더가
전체 중 78%를 차지

IT 리더들은
본인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음

Source: CIO Survey 2018 – The Transformational CIO, KPMG International/Harvey Nash, 2018

IT 리더로서의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 ···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는

IT 리더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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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디지털 시대의 Digitally Savvy IT 부서

KPMG / Harvey Nash CIO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1,000명

이상은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

정 보 시 스 템 리 서 치 센 터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enter for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이 하 MIT CISR) 에

회사명을 포함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MIT CISR은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지식이 해박한(Digitally

Savvy)’ IT 부서(Unit)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유능한 CIO는

디지털 기술 역량이 뛰어난 IT 부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기술

발전을 이끌기 위해 IT 부서를 육성합니다. 이를 위하여 CIO가

숙지해야 할 네 가지 요소로 ①전략적 CIO의 역할 증대, ②디지털

규율 정립 , ③고객 관여도 제고 , ④운영 효율성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지식에 해박한 IT 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경쟁사

대비 26% 높은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연구되었습니다.

CIO의 전략적 역할은 증대되고 있으며, 경영진과 함께 디지털 기술

도입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지식이 해박한

IT 부서는 디지털 규율 하에, 기업이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 리더는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디지털 기술에 투자하며, 고객 관여도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전문화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아울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자동화에 투자하는 등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CIO의 고민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 Digitally Savvy IT 부서를 위한 네 가지 요소 ]

Source: CIO Survey 2018 – The Transformational CIO, KPMG International/Harvey Nash, 2018

전략적CIO의
역할증대

Digital 

Savvy 

IT Unit

기업의
디지털

규율정립

운영효율성의
지속적강화

고객의
관여도제고

26%
디지털지식에

해박(Digitally Savvy)한

IT 부서를보유한기업은

경쟁사대비26%높은

수익성창출

설문조사 응답 IT 리더 중

1,000명 심층 분석 결과 ···

디지털 지식이

해박한(Digitally Savvy)

IT 부서를 보유한

조직일수록 수익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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