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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IoT 활용법 4가지

글로벌 기업의 임원들은 IoT는 이제 이론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 실재이자 현실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포브스 인사이트가 전 세계 500여 명의 C레벨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IoT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모든 기업은 4가지 요소를 고려해야만 한다.

64% 90%
IoT는 현재의 

비즈니스에 

중요하다 

IoT는 향후의 

비즈니스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 적합한 IoT 전략을 수립하라

IoT는 기존 시스템에 하나를 더 추

가하는, 또 다른 종류의 IT 프로그

램이 아니다. IoT는 기업 조직 전체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협업이 필수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다. 조직 내 전담 인력과 확실한 목

표를 전제로 IoT 전략을 실행한다

면, 이는 조직 구성원들을 움직이

는 하나의 슬로건이자 기업 성장을 

위한 로드맵이 될 것이다. 

성공적으로 IoT를 구현한 

기업의 61%는 IoT 전략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61%

2. 소규모로 시작하고 집중하라

IoT는 상품 개발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에 이르기까

지 기업 조직 내 모든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처럼 대대적인 차원에서 광범

위하게 IoT 전략을 시작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불

편하기만 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IoT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첩성이다. 

이는 작은 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야 새로 도입한 

기술을 빠르게 테스트하고 학습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정리와 전문성도 향상할 수 있다. 

선도적인 기업의 65%는 IoT 전략을 

작은 규모부터 시작한 후, 충분한 

학습 과정을 거쳐 조금 더 큰 

규모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데 

동의한다

65%

IoT 전략이 성공하려면 기업 최고경영진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C레벨 임원 중 누군가가 

일상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 이

는 CTO가 될 수도 있고, CIO 혹은 IoT 프로젝

트 총괄책임자가 될 수도 있겠다. 핵심은 IoT 

전략과 관련한 지시, 리소스 할당, 프로세스 

진척 등을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야 한다는 점이다.

3. C레벨이 주도하라 4. 전문 벤더를 활용하라

IoT 전략의 기획, 구현 및 실행은 기업 내 IT 부서가 독자적으로 

시작해 완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사 차원의 상호 협업을 

기반으로 개발된 IoT 솔루션을 구축하려면 사용자, 공급자, 고

객 모두가 IoT 전담부서에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IT 부서가 독

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얻기 힘든 전문성과 풍부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 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또 어

떤 모습이 될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선도적인 기업의 66%는 

외부 전문 벤더를 

파트너로서 IoT 프로젝트에 

참가시킨다

66%

3x 선도적인 기업은 IoT 전략을 

총괄하는 CTO에게 

약 3배에 달하는 관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출처  4 Ways to Avoid Falling Behind By Effectively Using IoT, www.HitachiVantara.com, 2018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