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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빅데이터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에 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빅데이터 성공에 미치는 최고경 층 리더십의 향을 이론 으로 도출하고 그 타당성을 

실증 분석하 다. 국내외 선행 연구를 토 로 빅데이터 성공 단계를 빅데이터 도입, 분석, 유용한 

아이디어 발견, 업 활용, 효과 창출 5단계로 조명하 다. 그리고 5개 단계에서 작용하는 최고경 층 

리더십의 향을 ① 빅데이터 투자에 미치는 향, ② 빅데이터 투자와 아이디어 유용성 사이의 

상 계에 미치는 조 효과, ③ 아이디어 유용성과 업 활용 사이의 상 계에 미치는 조 효과 

3개 가설로 제시하 다. 빅데이터를 도입한 국내 기업  공공기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으며, 

통계 분석 결과 최고경 층 리더십이 빅데이터 성공 과정 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빅데이터 성공에 한 요한 역할과 책임이 최고경 층에게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키워드 : 빅데이터 성공, 아이디어 유용성, 아이디어 업 활용도, 최고경 층 리더십

Ⅰ. 연구 필요성  목

빅데이터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

넷, 모바일 기기, 데이터 센서, 사물인터넷 확산으

로 인하여 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

의 데이터가 실시간 속도로 생성되고 있다. 빅데

이터는 그 속에 ‘숨겨진’ 유용한 아이디어를 발견

하여 의사결정 개선, 고객서비스 향상, 업무생산

성 제고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

착할 수 있는 신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러 조사기 과 연구를 통해 빅데이터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성공사례가 있는

지, 앞으로 시장 규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

할 것인지에 한 분석과 망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 매체조차 은행, 보험, 신용카드 분야의 

활용 사례를 수시로 소개하고 있을 정도이다. 여

러 기업들이 효과 창출에 한 기 , 경쟁사 도입

으로 인한 심리  압박, 새로운 기술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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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이유로 빅데이터를 도입하 거나 도입을 계

획하고 있다.

그러나 장 빛 망 이면에는 빅데이터에 

한 실망과 회의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많은 기

업들이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있지만 부분 투자 

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가치를 

원히 입증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Ross et al., 2013). 포춘 500 기업 

 80%가 빅데이터 활용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

으며, 18개국 IT 문가 상 조사 결과에서 빅데

이터 성공 기업이 28%에 불과하다는 이 지

되고 있다(가회 , 김진수, 2014). 빅데이터를 도

입한 국내 기업도 부분 가시  효과를 얻지 못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활용보다 데이터 

수집과 장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발표

되고 있다(Park, 2014). 빅데이터가 재 과잉기

의 정 에 있으며, 단순히 일시  유행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극단 인 부정  시선도 존재하고 

있다(박진서 등, 2014).

빅데이터 성공에 한 논란과 불확실성은 빅

데이터 도입과 성공이 서로 다른 문제임을 의미

한다. 빅데이터 도입 이후(post implementation) 성

공 여부는 데이터 포착․수집․ 장․분석․활

용에 향을 미치는 제반 기술 , 조직 , 외부환

경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김승  등, 2015;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이런 요인들을 성공요

인 는 환효율성(conversion effectiveness)으로 

부를 수 있으며, 구체  로 분석 랫폼 수 , 

분석도구와 기법의 합성, 분석가 역량, 조직 구

성원 태도, 신지향  조직문화, 최고경 층 지

원 등을 들 수 있다. 빅데이터 성공을 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시 지 효과가 

창출되어야 하며 그 지 못할 경우에는 기 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빅데이터 성공요인들  가장 표 인 것인 

최고경 층 리더십이다. 어떤 경우든 새로운 기

술 도입에는 최고경 층 지원이 요하지만 특히 

빅데이터의 성공을 해서는 최고경 층의 선도

이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일반 인 정

보시스템에 비하여 불확실성이 유달리 크고(박진서, 

2014), 높은 리스크와 신  기회가 맞물려 있으

므로 도입 의사결정 시 부터 최고경 층의 과감

한 결단을 요구한다.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여 숨

겨져 있던 정보패턴을 발견하고 유용한 아이디어

를 만드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인내를 요구한다. 

즉각  효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장기  에

서 그 가치와 요성에 한 공감 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최고경 자의 몫이다. 유용한 아이디

어가 발견되어도 그것을 업 의사결정에 활용하

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아이디어를 실제 업

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과 업무의 변화

를 조성하고 리하는 역할은 최고경 자만이 감

당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흔히 나

타나는 조직 구성원의 무 심이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최고경 층 리더십 없이는 가능하

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성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야에

서 최고경 층 리더십에 한 심층  분석이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우선 빅데이터 

역사가 일천하므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련 연

구의 수가 은 편이며, 탐색 이고 개념 인 모

델 제시에만 그치고 있는 연구가 많다. 최근 몇몇 

국내외 연구에서 최고경 층 지원이 빅데이터 도

입이나 활용에 미치는 향을 다루고 있으나 여

히 다음과 같은 미진한 이 남아 있다. 첫째, 

여러 연구 결과가 상충하고 있다. 최고경 층의 

향에 한 가설이 채택되는 연구도 있고 기각

되는 결과도 있으며, 따라서 이 쟁 에 한 재검

증이 필요한 상태이다. 둘째, 부분 선행 연구는 

최고경 층 지원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뿐 구체

으로 최고경 층의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지 하

여 침묵하고 있다.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

지 않으므로 각 연구들이 채택한 세부 측정항목

들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념

 비일 성과 모호성이 여러 연구 결과가 상충

하는 상의 한가지 이유로 단된다. 셋째,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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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빅데이터 성과 창출 5단계

경 층의 리더십이 어떤 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에 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순히 

최고경 층 지원이 요하다라는 선언만으로는 

최고경 층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지에 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이다. 요약하자면 빅데이터 문제가 무엇인지, 문

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해결책

이 있는지를 악하기 해서는 빅데이터 성공에 

향을 미치는 최고경 층 리더십에 한 깊은 

통찰이 선행되어야 하며, 본 연구의 필요성을 여

기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의 목 은 빅데이터 성공을 한 최고

경 층 리더십의 향을 이론 으로 분석하고 실

증 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우선 빅데이터 성과

가 창출되는 경로를 조명함으로써 빅데이터 성공

이 무엇인지, 다른 정보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 본다. 그리고 최고경 층 리더십 개

념을 정의하고, 빅데이터 성공에 미치는 다차원

인 향에 한 가설을 제시하며, 기업 상 설

문조사에 의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 연구

는 선행 연구의 다양한 시각과 이질  분석방법 

 결과를 하나의 틀로 수용하고 검증하는 시도

이며, 다음 3가지 의문에 한 답을 찾고자 하

는 노력이다: (1) 빅데이터 성공은 무엇이며 어떻

게 실 되는가? (2) 빅데이터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최고경 층은 빅데이터 성

공을 하여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

Ⅱ. 이론  배경  가설

2.1 빅데이터 성공

빅데이터 성공에 한 논의는 빅데이터 성과 

창출단계에 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일반 으

로 정보시스템 성과는 <그림 1>의 상단에 나타난 

것처럼 투자-수행-산출-결과-효과 5단계 과정을 

거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그리고 각 단계

별로 성공을 나타내는 고유의 지표가 존재하고 있

다. 컨  3단계의 표 인 성공지표는 산출물 

유용성(usefulness)과 이용용이성(ease of use)이고 

4단계 성공지표는 이용의도와 이용행 이며, 이러

한 지표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수용모델

(TAM)의 요체이다. DeLone and McLean(2003)의 

정보시스템 성공모델(IS Success Model)은 5단계 

 1, 2단계는 제외하고 품질-이용-편익 3개 단계로 

형성되어 있다. 빅데이터는 그 구축방식과 기능  

특성으로 인하여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빅데

이터  도입 ⟶ 빅데이터 분석 ⟶ 유용한 아이디어 

발견 ⟶ 아이디어 업 활용 ⟶ 효과 창출의 5단계 

성과 창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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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와 장 사례에서 나타난 빅데이터 

성공 기회와 실패 리스크는 3단계부터 5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빅데이터 성

공이 일차 으로 가시화되는 시 은 3단계 유용

한 아이디어의 발견이다. 그러나 유용한 아이디

어를 발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여기서 많

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포기한다. 빅데이터 분석

에서 찾은 아이디어의 99%는 이미 과거에 검토

되었거나, 타 기업에 존재하는 ‘오래된’ 것이거

나, 재 의사결정 기 이나 업무 규범과 동소

이한 ‘놀랍지 않은’ 것이거나, 우리 고객이나 당

면 문제와는 ‘ 련 없는’ 것이거나, 아이디어를 

실 하기에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 빅데이터 분석 기법과 도구 수 으

로 얻을 수 있는 상 계 패턴형 아이디어가 

문가의 경험과 직 에서 얻어진 통찰보다 나을 

수 없다는 비 도 제기되고 있다(Jagadish et al., 

2014). 

둘째, 유용한 아이디어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제 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문 경 인 

카를로스 곤(Carlos Ghosn)은 활용의 요성을 이

게 강조한다.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은 문제해

결의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실행에 달려 

있다”. 빅데이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용한 것

으로 단된 아이디어마 도 4단계에서 실무

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부분 사장되거나 오랫동

안 검토만 되고 있다. 비유하자면 특허 등록 아이

디어의 실제 사업화 비율이 한자리 수에 머물고 

있고, 부분 컨설  보고서가 책장에 묻  있는 

상과 유사하다. 빅데이터의 유용한 아이디어가 

업에 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직 구

성원의 무 심, 소리 없는 태만, 조용한 반발에서 

찾을 수 있다. 빅데이터 문가 Smith(2015)의 지

처럼 부분 조직 구성원들은 아무리 유용한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기존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일단 부정  자세를 취하며, 먼지 털듯이 

조 이라도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근거로 

활용을 미루는 사례가 많다. 이외에도 아이디어

가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기존 행을 시하

는 조직문화, 직감에 의존하는 의사결정 행, 변

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업무체계의 경직성에서 찾

는 시각도 있다(Ross et al., 2013). 

셋째, 5단계까지 오면 일단 성공한 것이며, 성

공사례로 내외 으로 발표된다. 그리고 부분 

성공사례 소개문은 경쟁력 향상에 한 기 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유용한 아이디어를 활용함으

로써 기업 경쟁력 향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무리 하게 보아도 일종의 과장이다. 

경쟁력의 핵심 요체는 지속성이다. 하나의 빅데

이터 성공사례는 으  나타나는 경쟁사 모방으로 

인하여 그 차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며, 지속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는다. 진정한 경쟁력 향

상을 해서는, 1단계와 2단계에서 빅데이터 투

자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3단계에서 유용한 

아이디어를 지속 으로 발견하며, 4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5단계에서 경쟁사 모방을 우려하지 않을 

만큼 비즈니스 변화와 신이 지속 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빅데이터 문가 Agarwal et al.(2015)

은 이 게 말한다. “The goal of big data isn’t just 

success but ongoing success”. 이처럼 빅데이터 성

공은 마지막 단계의 효과 창출에 있는 것이 아니

라 5개 단계를 지속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의 축 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빅데이터 역량

은 단기간에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기업에서 찾기 힘든 희소성이 있고 경쟁사가 알

면서도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resource)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공 

에 의하면 일부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하나의 성

공사례에 한 열 , 즉각  성과에 한 조 함, 

높은 실패율에 한 실망은 빅데이터 성공을 지

나치게 단기 , 지엽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빅데이터 성공을 비즈니스 

효과의 가시  창출 에만 국한하지 말고 빅

데이터 성과 창출 5단계의 지속  수행과 이를 

한 역량 축 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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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최고경 층 리더십 

시  추세에 따라 정보화에 한 최고경

층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기 련 연구

는 최고경 층의 개인  심이나 이해에 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소 트웨어 개발 로젝트

나 사  IT조직에 한 공식  지원이나 책임

(commitment)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Applegate et al., 

2003). 최고경 층 리더십에 한 이론  정의도 

시도되고 있으며, 한 연구는 최고경 층의 역할

을 측정하기 하여 흥미, 요성, 이해, 지원, 참

여, 략  가치 인식, 투자기회 인식, 업부서 

독려 등 7개 측정 항목을 사용하 다(Raghunathan 

et al., 2004). 최근 연구는 최고경 층의 강력하고 

주도 인 리더십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체

으로 (1) 필요한 자원 제공, (2) 도입 이후의 변

화 리, (3) 조직 구성원에 한 비   3가지

를 제시하고 있다(Dong et al., 2009).

빅데이터 분야에서 최고경 층을 다루는 선행 

연구는 부분 리더십 개념을 구체 으로 정의하

고 있지 않다. 일부 연구에서 리더십을 간단히 정

의하고 있지만 연구자마다 보는 시각과 뉘앙스가 

다르게 나타난다. 한 해외 연구는 빅데이터 도입

과 활용에 수반되는 조직 변화 리를 강조하고 

있고(Halaweh and Massry, 2015), 어떤 연구는 빅

데이터의 명확한 목표, 가치, 방향을 제시하며 

조직 구성원을 설득하는 공감 능력을 시한다

(McAfee and Brynjolfsson, 2012). 어떤 연구는 조

직 문화를 시하여 의사결정자의 직감보다 빅데

이터의 사실정보를 시하는 분 기 형성을 최고

경 층의 가장 어려운 역할로 보고 있으며(Koch, 

2015), 국내 연구는 인력 투입, 련 교육 실시, 운

상의 변화를 진하는 노력을 필수 요소로 보

고 있다(이선우, 이희상, 2014). 

선행 연구에서 거론한 최고경 층의 다양한 

역할을 통합하고 빅데이터 성공 개념을 반 하여 

최고경 층의 빅데이터 리더십에 한 개념을 정

립할 필요가 있다. 최고경 층 리더십은 빅데이

터 도입․분석․활용의 성공을 하여 자원을 투

자하고, 조직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조직

변화를 진하는 선도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

다. 이러한 리더십은 개인  신념, 가치 , 의지, 

호기심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 빅데이터 

비 의 정립과 , (2) 조직 구성원에 한 빅데

이터 분석과 활용의 독려, (3) 빅데이터 기술과 인

재에 한 투자, (4)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업무

시스템의 변화 리(change management)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다.

2.3 최고경 층이 빅데이터 투자에 미치는 향

최고경 층 리더십은 일차 으로 빅데이터 도

입과 투자 확 로 나타난다. 여러 선행 연구도 최

고경 층을 빅데이터 도입의 주요 향요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 해외 연구는 빅데이터 성공의 

개념  모델을 제시하면서 최고경 층 지원을 빅

데이터 구축 성패를 결정하는 6개 성공요인  

하나로 제시하 다(Halaweh and Massry, 2015). 한 

국내 연구는 CEO 심과 지원을 빅데이터 도입

의도에 향을 주는 여러 요인  하나로 채택하

으나 실증 분석에서 통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가설이 기각되었다(가회 , 김진수, 2014). 

최고경 층을 CEO로 한정하고, 그 역할을 개인

 심과 지원으로 좁게 정의한 이 가설 기각 

이유  하나일 수 있다.  다른 국내 연구는 최

고경 층 지원을 빅데이터 도입의도에 향을 주

는 13개 요인  하나로 채택하 으며, 실증 분석 

결과 통계  유의성이 입증되었다(이선우, 이희상, 

2014).

빅데이터 투자는 일반 거래처리형 정보시스템

과 다른 면이 있으며, 그만큼 최고경 층의 의지

가 강하게 개입될 개연성이 높다. 즉, 원천데이터

의 품질 문제, 재 분석기술의 취약성, 분석가의 

주  편견 개입 우려, 낮은 업 활용도 등으로 

인하여 그 성공 여부에 한 불확실성이 크고, 따

라서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최고경 층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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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박진서 등, 2014; Bottles 

et al., 2014). 투자 규모는 비교  작은 편이며, 설

사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투자한 만큼 손실이 발

생할 뿐 기존 비즈니스에 큰 피해를 주거나 이차

인 후유증을 남기지는 않는다. 성공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실패에 한 공포로 압박 당하지 

않는다는 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용인되는 일

종의 연구개발(R&D)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

다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

회손실(opportunity loss)에 한 심리  부담이 크

다. 이러한 투자 성격을 이해하는 최고경 자는 

까다로운 검증을 거치지 않고 비교  신속한 

단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최고

경 층  일부라도 극  의지가 있으면 투자 

의사결정이 정 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반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고경 층  

한 사람이라도 강력하게 반 하면 빅데이터 도입

은 무산되기 쉽다. 국내 신용카드사  한 곳에서 

아직 빅데이터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

가 빅데이터에 한 부정  인식을 가진 CEO 때

문이라고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빅데이터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최고경 층의 결정  향을 

보여 주는 한 가지 이다. 선행 연구 결과와 실

제 사례에서 나타난 상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최고경 층 리더십과 빅데이터 투자에 하여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H1: 최고경 층 리더십이 높을수록 빅데이터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2.4 빅데이터 투자와 아이디어 유용성 사이의 

상 계에 미치는 최고경 층의 조 효과

투자(input)와 산출물(output) 사이에는 정(+)의 

상 계가 존재한다. 빅데이터 투자가 확 될수

록 빅데이터로부터 분석되는 아이디어 수가 풍부

해지고 질  유용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빅

데이터 투자는 분석시스템 품질, 분석 기법, 분석

가 역량 향상 외에도 분석 노력의 투입을 의미하

며 따라서 빅데이터 투자와 아이디어 유용성 사

이에 정  상 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에서는 이러한 상 계가 언제나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앞에서 기술한 빅데이터의 

높은 실패율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많은 투자

를 하 지만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 로 찾지 못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부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규모 투자 없이도 깜짝 놀랄 만큼 유용

한 아이디어를 발견한 경우가 있다. 투자는 빅데

이터 성공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것

이다. 이러한 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투자 외에

도 다른 향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하나가 최고경 층 리더십이다.

최고경 층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 구성원

의 빅데이터 분석 노력을 독려하고, 필요한 기술

과 인재를 확충하며, 빅데이터 분석에 필수 인 

데이터 공유  부서간 조 분 기를 조성함으

로써 아이디어의 양 ,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도 최고경 층의 이러한 역

할을 시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야에 한정되지

는 않지만 최고경 층 리더십이 IT 품질에 미치

는 직  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고(Prybutok et 

al., 2008), IT 로젝트의 성공요인으로 최고경

층 지원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Gingnell, 2014). 

Forester Research 2015년 조사에서는 빅데이터의 

15개 도 과제  하나가 경 층 지원 부족으로 

나타났으며(Smith, 2015). MIT Sloan Management 

Review의 빅데이터 역량체계를 채택한 국내 연구

는 경 층의 사실 기반 의사결정 리더십이 빅데

이터 유용성에 미치는 향을 입증하 다(김승  

등, 2015).

부분 선행연구는 최고경 층 리더십을 독립

변수로 취 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경 층 리더

십 자체를 아이디어 유용성에 직  향을 미치

는 독립변수로 간주하는 것은 일종의 논리  비

약으로 볼 수 있다. 빅데이터 투자가 제 로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고경 층 리더십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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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용한 아이디어가 만들어 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와 반 로 최고경 층 리더십이 미흡

한 상황에서도 유용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경우

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경 층 리더

십을 독립변수가 아니라 빅데이터 투자와 아이디

어 유용성 사이의 상 계를 조 하는 요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논리 으로 타당하다. 최고경 층 

리더십이 높은 상황에서는 빅데이터 투자가 증가

할수록 아이디어 유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강하

게 나타나고, 이와 반 로 최고경 층 리더십이 

낮은 상황에서는 투자 수 에 비하여 유용한 아

이디어가 상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러

한 최고경 층 리더십의 조 효과에 하여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2: 최고경 층 리더십이 높을수록 빅데이터 

투자와 아이디어 유용성 사이의 상 계

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2.5 아이디어 유용성과 업 활용 사이의 상

계에 향을 미치는 최고경 층의 조

효과

일반 으로 산출물(output) 품질과 활용(outcome) 

사이에는 정(+)의 상 계가 존재한다. 정보시스

템 성공모델에서 제시한 품질과 이용 사이의 상

계는 많은 실증연구에 의하여 입증되어 왔다

(Petter et al., 2008). 기술수용모델(TAM)도 기본

으로 유용성과 활용도 사이의 상 계를 제하

고 있다(Davis et al., 1989). 이러한 모델들이 과도하

게 검증되고 있다는(over-researched) 비 까지 나

타날 정도이므로 이 상 계에 한 반론은 없다

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빅데이터 경우도 아이

디어의 유용성이 높을수록 업 활용도가 높아진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에서는 유용성과 활용도 사이의 

상 계가 언제나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유용한 아이디어가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

하며, 이것은 아이디어 유용성 외에도 다른 요인

들이 업 활용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컨

 조직 문화 차이에 을 맞춘 연구는 품질과 

이용 사이의 상 계를 조 하는 변화지향  

조직 문화의 향을 실증 으로 입증했다(Bradley 

et al., 2006). 즉, 변화지향  조직 문화에서는 품

질이 좋을수록 이용이 높아지는 경향이 훨씬 강

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역시 유용한 

아이디어가 제 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

다하며, 그 이유는 여러 조 변수가 작용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요인들  가장 표 인 것이 

바로 최고경 층 리더십이다. 리더십이 높을수

록, 빅데이터 비 을 할수록, 그 활용을 독

려할수록, 조직 구성원과 업의 활용도가 높아

지며 유용성과 활용 사이의 상 계가 강하게 

나타난다. 빅데이터 아이디어 활용을 해서는 

조직 의사결정 규범의 변화가 필수 이며, 최고

경 층은 이러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분 기

를 우호 으로 조성할 수 있다. 최고경 층의 정

치  향력을 시하는 시각을 용하면(Wilson 

et al., 2005), 빅데이터 아이디어가 업 업무에 

안정 으로 활용되기 해서는 조직 내부의 옹

호자 그룹이 필요하며, 최고경 층은 옹호자 그

룹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유력한 정치  요인으

로 작용한다.

부분 선행연구는 최고경 층 리더십을 빅데

이터 활용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다루고 

있다. CEO 인식(perception)이 빅데이터 활용의 

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한 연구도 있

고(윤희정, 2014), 이선우, 이희상(2014) 연구는 최

고경 층 지원을 빅데이터 사용행동에 향을 주

는 요인  하나로 채택하 으나 실증 분석에서 

통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최고

경 층 리더십 자체를 아이디어 활용도의 직  

향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  설득력이 약

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리더십이 높다고 해서 

유용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무작정 활용하지는 않

을 것이고, 이와 반 로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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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투자

(input)

아이디어 유용성

(output)

업 활용

(outcome)

최고경 층 리더십

H1 H2 H3

<그림 2> 연구 모델

도 아이디어만 탁월하다면 그것을 활용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경 층 리더십을 

독립변수가 아니라 유용한 아이디어를 업에서 

활용하는 정도를 진하는 배경 요인으로 이해하

는 것이 이론 으로나 실 으로 타당하다. 리

더십이 높을수록 기득권의 무 심과 반발의 극

복, 일선 경 층에 한 독려 등을 통하여 업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논지이다. 리더십이 높은 

상황에서는 아이디어 유용성과 업 활용 사이의 

상 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리더십이 낮은 상황

에서는 그 강도가 희박해지며, 유용한 아이디어

라도 실제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러한 최고경 층 리더십의 조 효과에 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H3: 최고경 층 리더십이 높을수록 빅데이터 

아이디어의 유용성과 활용도 사이의 상

계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Ⅲ. 연구모델  조사방법

3.1 연구모델

본 연구는 빅데이터 도입과 활용 과정에서 최

고경 층 리더십이 언제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빅데이터 성과 창출 단계 모델을 토 로 실

증 분석한다. <그림 1>에 나타났던 빅데이터 성

과 창출 5단계에서 최고경 층 리더십은 1단계부

터 4단계까지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그림 

2>의 연구모델로 표 할 수 있다. 가설 1은 빅데

이터 투자에 미치는 향, 가설 2는 빅데이터 투

자와 아이디어 유용성 사이의 상 계에 향을 

미치는 조 효과, 가설 3은 아이디어 유용성과 

업 활용 사이의 상 계에 향을 미치는 조

효과를 의미한다. 3개 가설은 최고경 층 리더십

이 빅데이터 성과 창출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성

공에 한 요한 역할과 책임이 최고경 층에게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그림 1>의 5단계 

효과 창출 부분이 본 연구모델에서 나타나지 않

는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의 빅데

이터 분석  활용 기간이 오래 되지 않아서 비즈

니스 효과 창출이 아직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

고 있으며, 정보화 성과 분야의 여러 선행 연구에

서도 효과 창출은 주로 업 활용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Petter et al., 2008). 따라서 최고

경 층 리더십의 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

구의 목 상 효과 창출 부분을 연구모델에서 포

함하지 않았다. 

3.2 연구 변수의 조작  정의

연구모델에 나타난 4개 변수의 세부 측정항목

을 도출하기 하여 문헌조사, 포커스 그룹 검증, 

사용자 상 비조사를 차례로 수행하 다. 우

선 국내외 련 연구 62편을 조사하여 4개 변수

의 정의  측정항목들을 모두 수집하 다. 그리

고 복 항목을 제거하고, 실용  타당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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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 측정항목 조작  정의 선행연구

(1) 빅데이터 

투자

(investment)

투자 규모 빅데이터 구축에 투입된 투자의 충분성 이선우, 이희상 

(2014),

Gingnell et al. 

(2014),

Grossman and 

Siegel(2014),

Smith(2015)

상  투자규모  경쟁사 비 상  투자 규모 

빅데이터 담인력 
빅데이터 운 과 분석을 담하는 인력의 충분성 

( : critical mass의 형성 정도)

빅데이터 분석역량
빅데이터 분석역량 향상을 한 내부 인력의 

교육훈련과 외부 인재 입

(2) 아이디어 

유용성

(usefulness)

아이디어 참신성 
빅데이터 아이디어와 기존 규범과의 차별성

( : 아이디어가 새롭고 놀라운가?) 김은  등(2013),

Koch(2015),

McNeely and 

Hahm(2013) 

아이디어 다양성 발견한 아이디어가 다양하고 풍부한 정도

실문제 련성 실제 문제와의 련성  문제해결 가능성

비용조달 가능성 소요 비용의 조달 가능성  비용 비 효율성

(3) 업 활용 

(utilization)

의사결정자 활용의도 업 의사결정자의 아이디어 활용의도 김정선, 송태민 

(2014),

Deng and Chi 

(2012),

Jagadish et al. 

(2014)

아이디어 활용 만족도 아이디어 활용 결과에 한 만족도

기활용 아이디어 건수 실제 의사결정이나 업에 활용된 아이디어 건수

업의 변화 
아이디어 활용으로 인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의 변화 

정도( : 고객서비스 변화)

(4) 최고경 층 

리더십(top 

management 

leadership)

빅데이터 비  
빅데이터의 략  가치와 요성을 조직 

구성원에게 하는 노력
추동균, 한창희 

(2014),

Ross et al.(2013),

Smith(2015),

Yeoh and 

Koronois(2010)

분석  활용 독려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독려하는 노력

투자 
빅데이터 기술과 인력에 투자하고 용 범 를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

변화 리
빅데이터를 활용을 한 비즈니스 변화를 추진하고 

리하는 노력

<표 1> 연구변수 측정항목  조작  정의

용이성이 높은 항목들을 선정하여 1차 리스트를 

도출하 다. 1차 리스트의 내용  타당성을 검증

하기 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 다. 

포커스 그룹은 빅데이터 문가 2인, 교수 2인, 빅

데이터 도입 기업의 사용자 2인으로 구성하 다. 

포커스 그룹은 각 변수를 충실하게 표할 수 있

는 측정항목을 선별하 으며, 이 과정에서 유사

한 항목은 통합하고 부 합 항목은 배제하 다. 

조사 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재정의 하거

나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 항목도 있었다. 합한 

측정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측정항목을 개

발하 다. 그리고 일부 조사 상자를 상으로 

간단한 비조사를 실시하여 측정항목의 액면

(face) 타당성을 검증하 고, 문항의 워딩, 길이, 

포맷에 한 피드백을 반 하 다. 그 결과 <표 

1>에 나타난 4개 변수의 16개 측정항목을 도출하

다.

측정항목 도출 근거와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빅데이터 투자 규모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투

입된 HW․SW․인력․아웃소싱 비용을 합산한 

후 기업 규모로 보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며, 빅데이터 분석에 투입되는 시간 비용까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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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는 것이 이상 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채택

하는 설문조사로는 이러한 수치를 정확하게 구하

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따라서 조사 상자가 

인식하는 빅데이터 투자규모, 경쟁사 비 상

 투자규모, 빅데이터 담인력, 빅데이터 분석

역량 등 체(proxy) 지표를 사용하 다. 둘째, 아

이디어 유용성은 빅데이터 특성을 반 하여 정확

성, 완 성, 이해용이성 등과 같은 통  정보 

품질항목보다 정보 가치 개념을 시하 다. 정

보 가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에 의

해 결정되며, 따라서 아이디어 참신성을 첫 번째 

측정항목으로 채택하 다. 이외에도 선행 연구를 

토 로 아이디어 다양성(richness), 실문제와의 

련성(relevance), 그리고 실행비용의 조달가능

성을 아이디어 유용성의 구성요소로 단하 다. 

셋째, 아이디어 활용도의 측정항목은 업 의사

결정자의 활용의도부터 활용 결과에 한 만족

도, 실제 활용한 아이디어 건수, 활용 이후에 발

생한 비즈니스 변화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범

에 걸쳐 균형 있게 발췌하 다. 넷째, 최고경 층 

리더십은 이 연구의 개념 정의를 토 로 비  제

시, 조직 구성원 독려, 기술  인력에 한 투자, 

비즈니스 변화 리 4개 항목으로 구성하 다. 빅

데이터 활용 범 를 고려하여 최고경 층을 CEO

에 국한하지 않고 CIO나 부서별 경 층까지 넓게 

포함한 것도 다른 연구와의 차이 이다.

3.3 데이터 수집

최종 설문지는 각 측정항목별로 리커트 5  척

도에 의하여 조사 상자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 다. 컨  최고경 층 리더십  비  

 항목의 1 은 “아주 미흡하다” 2 은 “미흡

한 편이다” 3 은 “보통이다” 4 은 “활발한 편이

다” 5 은 “아주 활발한 편이다” 의미를 부여하

다. 설문조사는 빅데이터를 도입한 국내 기업 

 공공기 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기업 표본

은 최근 빅데이터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는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은행, 통신서비스 

기업, 온라인 서비스 업체 등이며, 한국정보화진

흥원 주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공공기

까지 포함하여 122개 조직을 선정하 다. 조사 

상 기업은 규모가 크고 내부 으로 여러 부서

가 비교  독자 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 연구개발, 제품기획, 생산공정, 마

, 고객데이터 리, 콜센터 등) 본 연구의 데이

터 분석 단 (unit of analysis)를 부서 벨로 설정

하 다. 조사방법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채택하

다. 각 기업의 정보화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발송

하여 빅데이터 활용 부서를 1곳부터 4곳까지 선

정하여 해당 부서의 빅데이터 분석가나 업 의

사결정자에게 설문지 응답을 요청하여  것을 

의뢰하 다. 응답률을 높이기 하여 소정의 사

은품을 제공하 다. 2015년 9월에 1차 이메일을 

발송하 으며, 미회신 표본 기업을 상으로 fol-

low up 메일을 추가로 발송하 다. 그 결과 36개 

기업  기 에서 117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락 항목이 있거나 편향 인 응답지를 제외한 

108개를 유효 응답지로 채택하 다.

Ⅳ. 데이터 분석

4.1 표본 기 통계 분석

<표 2>는 응답자 기 통계 분석결과를 요약하

고 있다. 사용기간 분포에서 장기보다 단기 비율이 

높은 상은 빅데이터 도입이나 활용이 최근에 증

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 한다. 응답자 직무 분포에

서 복 응답률이 138%로 나타난 것은 빅데이터 

분석가와 활용자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분석과 활용을 병행하는 의사결정자가 상당함을 

의미한다. 업종 분포는 이 연구의 임의 인 업종 

선택에 향을 받았으므로 일반 인 빅데이터 도

입 기업의 업종 분포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응답자 성별  연령  분포는 연구 목 과 련이 

없다고 단하여 생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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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 측정항목 재치 eigen value
분산

(%)

Cronbach’s

alpha

(1) 빅데이터 투자

투자규모

경쟁사 비

담인력

분석역량

.796

.841

.805

.825

2.710 22.30 0.756

(2) 아이디어 유용성

참신성

다양성 

실문제

비용조달

.896

.902

.836

.881

3.045 38.56 0.868

(3) 업 활용

활용의도

활용만족도

활용건수

업변화

.764

.819

.682

*

2.109 51.16 0.715

(4) 최고경 층 리더십

비

독려

투자확

변화 리

.809

.799

.784

.776

2.483 66.27 0.727

<표 3> 요인분석 결과

구 분 값
분포

(n = 108)

업종

융(카드/보험/은행/증권)

온라인 서비스(통신/유통)

공공부문

기타

63.9%

22.2%

 3.7%

10.2%

빅데이터

사용기간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 과

35.2%

30.6%

17.5%

16.7%

응답자 역할

( 복 응답 

가능)

빅데이터 분석가 

빅데이터 활용 의사결정자

일선경 층

58.3%

65.7%

13.9%

<표 2> 응답자 기 통계 분석결과

4.2 신뢰도  타당성 분석

통계 분석  가설 검증을 하여 SPSS 20.0을 

사용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4개 변수의 신뢰

성을 분석한 결과가 <표 3>의 최우측 칸에 나타나 

있다. 모든 변수의 Cronbach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안정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

로 단하 다. 그리고 구성 타당성 분석을 하

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각 요인의 추출은 주

성분분석을 통한 VARIMAX 회 방법을 사용하

으며, <표 3>의 좌측 부분은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유치(eigen value)가 1.0 이상인 

요인에 하여 요인 재치가 0.5 이상인 것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2곳 이상 교차 재된 측정항목은 

없었으며, 상 로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연구변수 (1)의 4개 항목, 연구변수 (2)의 4개 항목, 

그리고 연구변수 (4)의 4개 항목은 연구자 상

로 명확하게 재되었다. 그러나 연구변수 (3)의 

4번째 측정항목은 4개 요인  어느 곳에도 재

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분석에서 배제하 다.

4.3 가설 1 검증 

가설 1은 최고경 층 리더십이 빅데이터 투자

에 미치는 향에 한 것이며 <표 4>는 회귀분

석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회귀방정식이 p < 

0.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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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term t 값 p 유의성

y = a + bx

F = 25.287

p < 0.001

R
2 = 0.524

Adjusted R2 = 0.517

a: 상수 2.697 **

b: 최고경 층 3.771 ***

*p < 0.05, **p < 0.01, ***p < 0.001

<표 4> 가설 1 검증을 한 회귀분석 결과 (n=108)

회귀계수가 러스 사인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설 1 “최고경 층 리더십이 높을수록 빅데이터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가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정보화 략  평가 분야에서 최고경 층이 

사  IT투자에 미치는 향을 입증한 여러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최고경 층 리더십은 빅

데이터 시스템 구축, 담 인력 확충, 내부 분석역

량 개발에 정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빅데이터 분야의 재 상황을 참작할 경우, 

두 변수간 계의 방향성에 한 의문이 나타날 

수도 있다. 최고경 층 때문에 빅데이터 투자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투자규모가 커지

고 있으므로 최고경 층의 심과 우려가 표출되

는 것이라는 역설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4.4 가설 2 검증 

가설 2는 빅데이터 투자와 아이디어 유용성 사

이의 상 계에 작용하는 최고경 층 리더십의 

조 효과에 한 것이다. 이러한 조 효과의 분

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조  변수가 기업규

모, 업종 등과 같은 상황 변수일 경우에는 하  

그룹 분석(subgroup analysis)을 주로 사용하지만, 

독립변수로서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립변수들의 곱 항(product term)을 이용한 mod-

erated regression model이나 구조방정식의 측정치 

곱 항을 이용한 방식(indicant product analysis)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Byrd et al., 2006; Hong 

and Kim, 2002). 본 연구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

이 최고경 층 리더십의 두 가지 역할, 즉, 독립

변수로서의 개별  향과 조 변수로서의 상호

작용 역할을 함께 고려하여 moderated regression 

model을 선택하 다. 이 방법은 다음 두 개의 회

귀방정식을 사용한다.

(1)식 (base regression equation) 

      y = a+bx+cz              

(2)식 (moderated regression equation) 

      y = a+bx+cz+dx×z              

y: 종속변수 = 아이디어 유용성 

x: 독립변수 = 빅데이터 투자

z: 조 변수 = 최고경 층 리더십

(2)식은 조 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독립변수 x와 조 변수 z의 곱(product)인 x×z 항

을 추가하여 그 통계  유의성을 분석한다. 이 항

이 통계 으로 유의할 경우, x와 y 사이의 상

계에서 변수 z의 조 효과가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항의 계수(coefficient)는 조 효과의 

방향을 나타낸다. 마이 스(-) 사인은 부정 , 

러스(+) 사인은 정  조 효과를 의미한다. 그

리고 (1)식과 (2)식의 R2 값의 차이는 조 효과의 

강도를 반 한다. 가설 2 검증을 한 두 개의 회

귀방정식의 분석 결과가 <표 5>에 요약되어 있으

며, 기술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식에서 

빅데이터 투자와 최고경 층 리더십 곱인 x×z 항

이 p < 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며, 이 항의 

계수는 러스 사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 “최고경 층 리더십이 높을수록 빅데이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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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term t 값 p 유의성

(1) base regression

y = a+bx+cz

F = 15.125

p < 0.01

R
2 = 0.231

Adjusted R
2 = 0.227

a: 상수 9.684 ***

x: 빅데이터 투자 4.125 ***

z: 최고경 층 2.245 *

(2) moderated regression

y = a+bx+cz+dx×z

F = 24.346

p < 0.01

R
2 = 0.364

Adjusted R2 = 0.348

a: 상수 8.236 ***

x: 빅데이터 투자 4.045 ***

z: 최고경 층 2.112 *

x×z: 조 효과 3.231 **

*p < 0.05, **p < 0.01, ***p < 0.001

<표 5> 가설 2 검증을 한 회귀분석 결과(n=108)

와 아이디어 유용성 사이의 상 계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를 채택할 수 있다. 둘째, (1)과 (2) 

회귀방정식을 비교하면 R
2
값은 (1)식의 0.231에

서 (2)식의 0.364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1)식

보다 x×z 항이 추가된 (2)식의 설명력이 크게 향

상되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조 변수의 효과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두 회귀방정식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식에

서 최고경 층 리더십의 독립변수 효과가 나타났

고, (2)식에서 조 변수 효과도 입증되었다. 따라

서 최고경 층 리더십은 순수한 조 변수(pure 

moderator)가 아니라, 독립변수로서의 역할도 함

께 수행하는 유사조 변수(quasi-moderator)에 해

당한다.

가설 2의 통계  유의성이 시사하는 실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경 층 리더십이 

높은 상황에서는 빅데이터 투자규모가 클수록 

유용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투자와 유용성 사이의 상 계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반 로 리더십이 낮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투자를 확 해도 유용한 아이디어를 찾을 가능

성이 별로 높아지지 않으며, 두 변수 사이의 상

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둘

째, 빅데이터 도입과 투자 확 만으로는 빅데이

터 성공을 담보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빅

데이터 투자는 유용한 아이디어 발견의 필요조

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며, 최고경 층 리더

십과 함께 시 지 효과가 창출되어야 한다. 셋

째, 유용한 아이디어 발견을 하여 최고경 층

은 련자를 독려하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분

기를 조성하여 고  데이터의 가용성을 높이

며, 분석 역량 향상을 한 인재 입  내부 

인력 교육에 하여 극 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4.5 가설 3 검증 

가설 3은 아이디어 유용성과 업 활용 사이의 

상 계에 작용하는 최고경 층 리더십의 조

효과에 한 가정이다. 본 연구는 업 활용에 미

치는 최고경 층 리더십의 두 가지 향, 즉, 독

립변수  향과 조 변수  향을 함께 고려하

여 다음 두 개의 회귀방정식에 의하여 가설을 검

증하 다.

(1)식 (base regression equation)        

     y = a+bx+cz                  

(2)식 (moderated regression equation)  

     y = a+bx+cz+dx×z            

y: 종속변수 = 업 활용 

x: 독립변수 = 아이디어 유용성

z: 조 변수 = 최고경 층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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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e regression 

y = a+bx+cz

F = 18.357

p < 0.01

R
2 = 0.317

Adjusted R
2 = 0.307

a: 상수 2.618 **

x: 아이디어 유용성 4.367 ***

z: 최고경 층 2.645 **

(2) moderated regression

y = a+bx+cz+dx×z

F = 29.124

p < 0.01

R
2 = 0.468

Adjusted R2 = 0.445

a: 상수 2.135 *

x: 아이디어 유용성 4.114 ***

z: 최고경 층 2.589 **

x×z: 조 효과 3.138 **

*p < 0.05, **p < 0.01, ***p < 0.001

<표 6> 가설 3 검증을 한 회귀분석 결과 (n=108)

두 회귀방정식의 분석 결과가 <표 6>에 나타나 

있으며, 통계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식

에서 아이디어 유용성과 최고경 층 리더십 곱인 

x×z 항이 p < 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며, 

이 항의 계수는 러스 사인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 3 “최고경 층 리더십이 높을수록 아이

디어 유용성과 활용도 사이의 상 계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를 채택할 수 있다. 둘째, (1)식과 

(2)식 회귀방정식을 비교하면 R
2
 값은 (1)식의 

0.317에서 (2)식의 0.468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1)식보다 x×z 항이 추가된 (2)식의 설명력이 상

당히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조 변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이다. 셋째, 

두 회귀방정식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식에서 최고경 층 리더십의 독립

변수 효과가 나타났고, (2)식에서 조 변수 효과

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최고경 층 리더십은 순

수한 조 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유사조 변수에 해당한다.

가설 3의 통계  유의성이 시사하는 실  의

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십이 높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유용할수록 업 활용도가 높아지며, 

유용성과 활용도 사이의 상 계가 강하게 나타

난다. 이와 반 로 리더십이 낮은 경우에는 아이

디어가 유용하여도 업 활용도가 별로 높아지지 

않으며, 두 변수 사이의 상 계가 명확하게 나

타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아이디어가 유용하여

도 반드시 업에서 활용된다는 보장이 없다. 아

이디어 유용성은 업 활용도를 높이기 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셋째, 빅데이터 

아이디어의 업 활용도를 높이기 하여 최고경

층은 조직 구성원 동기 부여, 직감보다 사실에 

기반하는 의사결정 문화 조성, 아이디어 활용으로 

인한 변화를 진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체계 인 

변화 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V. 요약  제언

5.1 요약  의의

이 연구는 빅데이터 성공에 미치는 최고경

층 리더십의 향을 이론 으로 도출하고 그 타

당성을 실증 분석하 다. 우선 국내외 선행 연구

를 토 로 빅데이터 성공 단계를 빅데이터 도입, 

분석, 유용한 아이디어 발견, 업 활용, 효과 창

출 5단계로 정립하 다. 최고경 층의 빅데이터 

리더십 개념을 투자 확 , 조직 구성원 독려, 

사  비  정립  ,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업무시스템의 변화 리 4가지 역할을 심으로 

정의하 다. 그리고 성과 창출 5단계에서 작용하

는 최고경 층 리더십의 향을 ① 빅데이터 투

자에 미치는 직  효과, ② 빅데이터 투자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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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유용성 사이의 상 계에 미치는 조 효

과, ③ 아이디어 유용성과 업 활용 상 계에 

미치는 조 효과 3개 가설로 제시하 다. 빅데이

터를 도입한 국내 기업  공공기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으며, 108개 유효 응답을 확

보하 다. 통계분석 결과,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

으며 최고경 층이 빅데이터 성공에 미치는 향

의 크기와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이론  의의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고경 층의 리더십 개념을 체계

으로 정립하 으며 선행 연구가 채택하던 지원

(support) 차원을 넘어 극 이고 선도 인 역할

을 강조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변수 개

념  측정항목의 조작  정의는 향후 연구의 참

고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고경

층을 독립변수로 보던 선행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는 조 변수로 채택하 다. 이러한 시도는 

최고경 층 리더십의 본질에 한 기존 념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며, 향후 이론  논의가 계

속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빅데이터 성공과 실

패를 비즈니스 효과 창출이라는 단기  이 

아니라 빅데이터 성과 창출 5단계를 지속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구축 여부에서 정의하 다. 

이러한 시각은 빅데이터 성공이 무엇인지, 성공

을 해하는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 안이 있는지에 한 인식을 환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의 실용  의의는 기존 념과는 

다른 빅데이터의 지속  성공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한 최고경 층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했다

는 에서 찾을 수 있다. 최고경 층이 빅데이터 

성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그 성공을 하

여 언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다.

5.2 연구 한계  향후 연구방향

이 연구의 한계는 우선 표본의 선정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빅데이터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융산업체, 온라인 서비스 업체, 그리고 일부 공

공기 을 조사 상으로 하 으며, 표본기업 자체

으로 복수의 응답 부서를 임의 선정하 다. 따

라서 응답자 추출의 무작 성이 완 히 확보되지 

않았고, 연구결과의 편향성  일반  용성 문

제가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외  타당성 

한계를 극복하여 이 연구 결과를 재검증할 수 있

는 연구 노력이 나타나기를 기 한다. 그리고 최

고경 층 리더십은 기업규모나 업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차이, 빅데이터 활용기간

도 실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되나 유효 응

답 수의 제약으로 인하여 분석하지 못한 것도 미

진한 으로 남는다.

이 연구 결과를 토 로 향후 연구 방향을 다음

과 같이 제언한다. 빅데이터 성공에 향을 미치

는 변수는 최고경 층뿐만 아니다. TOE 분류체계

로 보면, 기술  차원에서 분석 랫폼, 분석기법 

 도구, 분석가 역량 등이 있고, 조직  차원에서 

기존 정보화 수 , 일선경 층 태도, 조직 문화 등

이 있으며, 외부 환경  차원에서 정잭  요인, 경

쟁사 도입에 의한 심리  압박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이러한 변수들이 빅데이터 성공에 미치

는 향을 종합 으로 악한다면 보다 폭 넓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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