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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0년 기 으로 우리나라의 소기업(사업

체수 기 )수는 312만 개(99.9%)이며 체 고용

인원의 86.8%인 1,226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사

업체수, 고용, 부가가치 유율 등 측면에서 소

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

은 반면 소기업의 생산성과 수익구조는 2010

년 기 으로, 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1억 7

천만 원 비 소기업은 6천만 원에 불과하다

[ 한상공회의소, 2013]. 다수 소기업은 규

모의 세성으로 인해 개별기업 자체의 지속  

성장  고용에 한계를 나타고 있다. 국제경 개

발원(IMD)이 59개국을 상으로 한 경쟁력평가

에서 한국은 체 순 에서 22 를 기록하 으

나, 세부 항목  소기업의 효율성은 51 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정상기 외, 2010]. 한 1997

년부터 2007년까지 소기업에서 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19개에 불과하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80개로 늘어나긴 했지만 여 히 많

지 않은 실정으로 이는 소기업 성장경로에 병

목 상이 존재하여 견기업으로 성장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의 발 에 많은 어려움

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박진우, 최용민, 2011]. 

IT를 통한 기업의 정보화는 기업 경쟁력을 확보

하는 데 필수  요소이다[Valacich and Schneider, 

2011]. 정보기술은 개인 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 향상 등 기본 인 기업의 생산성 향

상에 기여하는 수 에서 부서 내 업무의 자동

화, 부서 간 업무 통합 등 기업 체의 효율성

과 업무 효과성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한 인

터넷과 컴퓨  기술의 진화는 기업 간 상거래 

업무와 업을 통한 공동 구매와 제품 개발 등 

략  차원에서의 기업 성과 향상과 변화에 기

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기술의 효과  

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해서는 기본 인 IT 

투자와 정보시스템 문인력 등의 보유가 필요

하며 한 정보 략의 수립을 통한 체계  IT 

투자와 활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시

스템 투자와 인력문제는 한편 기업과 소기

업의 정보화 수  격차 발생의 근원  원인이 

되어 왔으며 소기업 성과 향상에 병목 상이 

되어왔다. 

소기업 정보화의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

고자 기청과 소기업기술정보원(‘기정원’, 향

후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기정원으로 약칭

한다)은 이제까지 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지속 으로 실시하여 소기업의 정보화를 통

한 성과 향상에 기여하 고 한 기업과의 정

보화 수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기청(기정원)의 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은 

소기업의 경 리 업무의 정보화를 지원하

는 디지털 경 시스템 구축 지원, 소제조기업

의 생산 로세스 성과 향상을 한 생산자동화 

시스템 지원, 그리고 소기업 네트워킹 등 공동

구매  기업 간 네트워킹 사업 등을 진행하여 

왔다. 한 매년 소기업 체의 정보화 수

을 다차원 으로 평가하는 수 조사 작업을 실

시하여 그 결과를 지속 으로 정보화지원사업

에 반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지원사업은 국고에 의한 

제한된 소기업의 지원이란 에서 한계 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한계 은 지원 소기업 

수의 한계이다. 기청(기정원)은 2001년～2012년 

말까지 총 2,369억 원을 투입, 총 2,574업체를 지

원하 으나, 이는 체 소기업(3,125,457개)의 

0.08%에 불과한 수 이다. 두 번째로는 정보화

지원의 지속성이다. 정보시스템의 지속  사용

을 해서는 업무 로세스 변화에 맞추어 정보

시스템이 업그 이드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 

업그 이드는 데이터베이스 수정  확 를 포

함하며 한 하드웨어의 용량 증설  노후화 설

비 교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제한된 산과 기회

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한 기업에 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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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산 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기청(기정원)이 정보화지원기업

의 시스템 활용도 미흡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구

축된 정보시스템의 사양 부 합, 기능 미흡, 유지

보수 비용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악되었다[ 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2]. 

따라서 기청(기정원)에서는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고자 소기업 정보화 지원 정책을 이

제까지 개별 기업 지원 방식에서 클라우드 방식

의 랫폼 기반 정보화 지원으로 변환하고 일차

으로 한국 라스틱 동조합 등 6개 동조합

을 심으로 클라우드 지원 장기 략과 함께 

랫폼 구축에 한 정보 략계획[ 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2013]을 착수하 다. 그러나 이러한 

랫폼 기반의 클라우드 방식 정보화 지원방식

[Salleh et al., 2012] 역시 소기업의 IT 기획 

등 재의 IT 거버 스 수 과 300만 개에 달하

는 모든 소기업 수를 고려할 때 정보화 수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을 바탕으로 한 

체계  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기업의 요성 

비 정보화의 낙후성의 갭을 메우고 제한된 정보

화 산이 효과 으로 투입되어 IT를 통한 

소기업 경쟁력 향상 효과를 극 화하는 략  

시사 을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우선

으로 소기업 정보화 지원성과에 향을 주

는 핵심 구성 요소에 한 상  요성과 업

종별 차이를 악하고, 정보화 핵심 요소 상

 요성을 소기업의 재 수 과 비교하여 

체계  소기업 정보화 지원정책의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소기업 정보화 요인 AHP 분석   

2.1 AHP 분석 모델 설계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문헌과 소기업 

정보화 실무 문가를 상으로 필드 스터디를 

병행하여 소기업 경 성과 향상을 한 정보

화 핵심 요인을 도출하 다. 도출 결과는 <표 

1>과 같이 정보화 략, 정보화 환경, 그리고 

정보화 구축과 활용 등 총 3개의 역과 각 

역에서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들 3

개의 역과 세부 항목은 소기업 IT 거버

스의 한계 인 이사회의 부재, 한정된 리 구

조, 소규모 혹은 존재하지 않는 IT 부서, 자원의 

부족, 정보화에 한한 단순한 임웍 등과 

연계된다[Koornhof, 2009]. 정보화 략의 요

성은 비즈니스 략과 IT의 연계와 실행을 강조

하는 IT의 략  연계 모델(Strategic Align-

ment Model)[Henderson, and Venkatraman, 1993; 

Luftman, 2000]과 맥락을 같이 하며 소기업의 

IT 련 기획, 수행, 성과의 구조  연계의 취약

을 메울 수 있는 IT 인력과 사용자 교육 등 

CEO의 IT 역량 등 추진환경 역에 향을 받

는다[Levy and Powell, 2000].   

IT를 통한 경 성과 향상의 최근 동향은 클

라우드 컴퓨 과 스마트화 등으로 정의될 수 있

다[민옥기, 2009; 이정아, 2011]. 스마트 장비와 

함께 개인화 기기의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오 라인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소셜 미디어 서

비스(SNS)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한 마 과 실시간 업무 처리 동향 역시 확

산되고 있다. 따라서 소기업 경우 이와 같은 

새로운 IT 신의 도입 역시 소기업 정보화

의 핵심요인이 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은 이론 으로 정보

시스템 채택과 지속  활용과 같이 하나의 개념으

로 정의 될 수 있는 연계성을 갖고 있다[양희동 

등, 2012]. 정보화 구축과 활용의 정도는 기업의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업무의 정보화 지원 정도

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내부 활동을 

구성하는 가치사슬 업무와  기업 간 연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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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세부 요인 내역

정보화

략 수립　

최고 경 자/임직원의 정보화 마인드 CEO/임직원 정보화 심과 지원의지 

정보화 비 정보화 추진 계획 수립 

정보화 투자 타당성 분석 정보화 투자 타당성 분석 실시 

정보화

추진 환경

정보화 추진 인력 정보화 담당 인력 확보

정보화 투자 매출액 비 정보화 투자 비

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육 실시 여부, 상  범

업무 리 체계 정비 업무 처리 차의 표 화와 문서화 수
정보화

구축  활용
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역 정보시스템의 구축  활용 범

신정보기술 채택 극성 정보시스템 개선에 신 정보기술 채택 의지 

<표 1> 소기업 정보화 역과 세부 요인  

치사슬에 한 정보시스템 지원 정도로 세분화 

될 수 있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복잡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 어 계층화

함으로써 단순화시켜 합리 인 의사결정을 가능

하게 하도록 체계 으로 분석하는 기법으로써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화한 후 각 평가 기 의 

에서 안들의 상 인 요도와 평가 기

 간의 상 인 요도를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측정한다[Saaty, 1989]. 이

를 통해 AHP에서는 최하  계층에 있는 안들

의 가 치 혹은 우선순 를 구할 수 있게 한다. 

AHP는 의사결정문제에 있어 정보와 단을 조

직하여 합리 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론으

로써 여러 가지 행동  선택의 안들에 한 

정략   정성 인 단기 을 상 -하  속성

으로 계층화하고 이들에 한 합리 인 비교방

법을 제시함으로써 모호한 의사결정 문제를 체

계화하고 손쉽고도 합리 인 안의 선택에 이

르도록 유도한다. 

AHP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

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 요인들로 나 고 이러

한 요인들에 한 비교(pair-wise compar-

ison)를 통해 요도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 기

법은 인간의 사고체계와 유사한 근방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하여 구조화할 수 있다는 

과 모형을 이용하여 상  요도 는 선호

도를 체계 으로 비율척도(ratio scale)화 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으로 존하는 의사

결정기법  가장 범 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

법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AHP 분석은 소기업정보화에 

주요 역인 정보화 략 수립, 정보화 추진 환

경, 정보화 구축  활용을 상  수  항목으로 

그리고 각각의 역을 구성하는 하  평가항목

을 각각 <표 1>과 같이 구성하고 분석을 실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 역간의 가 치, 

즉 상 인 요도를 단하기 한 목 으로 

AHP 분석을 활용하 다. 

AHP 분석의 설문 상이 되는 그룹은 IT 

문가(교수진  IT 업체 간 리자 이상)로 

구성하 으며, 총 25명의 상자를 선정하여 그

룹  비교를 수행하 다. 한, 각 그룹별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문가를 포함하여 분

석결과에 한 유의성을 높이고자 하 으며, 

문가 그룹은 경 정보학회 소속 교수 12인을 

상으로 하 고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설문에 한 충분한 설명 후 면조

사를 실시하 다. 산업계의 IT 업계 종사자는 

최소 7년 이상의 IT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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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보화 역별 상  요도

는 종사자들로 구성하 으며 서울, 수도권, 충

청권의 IT 업계에 재직하는 13명을 상으로 

설문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HP 분석 로그램은 

Expert Choice ver.11의 Group Pairwise를 채택

하 으며 그룹 의사결정 분석법을 용하여 3개 

부문과 요인에 한 설문내용을 분석하 다. 

문가 선택(Expert Choice)을 사용하면 의사결정

과정을 구조화하고 여러 사람의 견해를 종합하

여 그룹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 이 있

다. 그룹의사결정 방법론에 기반하여 종합 비일

치성지수(Inconsentaneity)를 도출하 고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반

으로 AHP 분석의 결과 각 분석결과에 따른 

응답자의 비일치성지수가 0.1 이하일 경우에는 

응답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0.1 이상

의 값이 검출된 경우 응답자의 자기일 성이 낮

은 것으로 평가되어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없다. 

2.2 AHP 조사 결과  

제조업에서의 소기업 정보화를 한 3개의 

주요 역 간 상  요성 조사 결과는 <그

림 1>(a)와 같이 정보화 략수립이 31.9%로 

가장 높은 가 치를 나타냈으며, 정보화 추진환

경이 19.2%, 정보화 구축  활용이 48.8%로 나

타났다. 한편 서비스업에서의 소기업 정보화 

역 간 상  가 치는 <그림 1>(b)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정보화 략수립이 42.0%로 가장 

높은 가 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보화 추진환

경이 18.8%, 정보화 구축  활용이 39.2%의 가

치로 악되었다. AHP 분석 결과, 정보화 지

표 간 가 치가 서비스업에서는 정보화 략수

립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제조업에서는 정보

화 구축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업종별로 

문가 인식의 차이를 보 다. 

소기업 정보화 역 별 세부 요인에 한 

문가 인식의 상  요성을 제조업의 경우 

<그림 2>(a)에, 서비스업의 경우 <그림 2>(b)

에 각각 제시하 다. 략 수립을 구성하는 세

부 요인은 최고경 자/임직원의 정보화 마인드, 

정보화 비 , 정보화 투자타당성 분석 등 3가지 

요인이며, 제조업의 경우 AHP 조사 결과 최고

경 자/임직원의 정보화 마인드가 71.7%로 가

장 높은 가 치를 나타내었고, 정보화 투자 타

당성 분석이 12.1%, 정보화 비 이 16.1%의 가

치가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의 경우 역시 최고

경 자/임직원의 정보화 마인드가 67.5%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화 투자 타당성 분석

이 18.7%, 그리고 정보화 비 이 13.9%의 가

치로 제조업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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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보화 역 별 구성 요인의 상  요도

정보화 추진환경을 구성하는 세부 요인은 정

보화추진인력의 구성, 정보화 투자수 , 정보화 

교육수 , 업무 리 체계 정비수  등 4가지이

다. 지표간의 상  가 치를 종합한 결과 제조

업의 경우 정보화 추진 인력의 구성이 39.7%로 

가장 높은 요성이 나타났고, 정보화 투자 수

이 24.0%, 업무 리 체계 정비수 이 18.6%, 정

보화 교육 수 이 각각 17.7%이 비율로 나타났

다. 서비스업의 경우 정보화 추진 인력 요인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화 투자 수

이 22.4%, 업무 리 체계 정비수 이 20.9%, 

그리고 정보화 교육 수 이 14.4%의 비율로 나

타나, 문가 인식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정

보화 추진 환경 구성 요인 요성에 유사함이 

악되었다. 

정보화 구축  활용 역의 세부 요인인 정

보시스템 활용 업무 역과 신기술정보 기술 채

택 극성의 상  가 치는 제조업의 경우 정

보시스템 활용 업무 역이 76.7%, 신정보기술 

채택 극성이 23.3%로 악되었다. 서비스업

의 경우 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역 범 의 요

성이 68.5%로 나타나 신정보기술 채택 극성

의 31.5%보다 높았으며, 이는 서비스업에서 신

정보기술 활용의 요성이 제조업 비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악된다

소기업 정보화에 향을 주는 3개의 주요 

역과 이들 역을 구성하는 총 9개 세부 요인 

간 우선순 를 문가 상으로 AHP 기법을 이

용 하여 분석한 종합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소기업 제조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역이 정보화의 가장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

으며(37.5%), 최고경 자/임직원의 정보화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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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기업 정보화 요인의 상  요도

드도 22.9%로 다음 우선순 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최고경 자/임직원의 정보화 

마인드가 가장 요한 정보화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8.3%), 정보시스템 활

용 업무 역도 26.9%로서 요한 요인으로 악

되었다. 한편 정보시스템 활용을 한 정보화 투

자 수 (제조업 : 4.6%, 서비스업 : 4.2%)과 정보

화 교육 수 (제조업 : 3.4%, 서비스업 : 2.7%)은 

상 으로 낮은 수 을 나타냈다.  

3.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정책 시사점 

3.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정보화 요인과 

정책  시사    

AHP 조사 결과 소기업 정보화에 있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정

보화 략과 정보화 구축  활용 등 두 가지 

역에 한 상  요성이다. 정보화 추진환

경 역에서는 제조업의 상  요성 0.192와 

서비스업의 0.188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정보

화 략에 한 상  요성이 제조업 .319 

비 서비스업의 .420로 서비스업이 높게 나타

난 반면 정보화 구축  활용에서는 제조업의 

.488 비 서비스업의 .392로 제조업이 높게 나

타났다. 

서비스업에서 정보화 략의 요성이 상

으로 높게 평가 된 것은 제조업 비 서비스업에

서 IT 구축을 통하여 성과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  정보 략을 수립하는 것이 상 으로 

어려운 것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Schmenner, 

1986]. 이는 IT를 포함한 설비투자가 지속된 제

조업과는 달리 성과 불확실 등으로 서비스 산업

의 IT 기술 도입 투자가 상 으로 조한 실

과 연계된다. 를 들어 산업별 IT 투자액을 산

업별 체투자액으로 나  산업별 IT 투자율을 

보면 인 비교는 어렵지만 2007년 기  음

식   숙박업이 3.5, 운수  보 업이 3.4로 나

타나 자동차 산업 15.5, 의료 산업 15.0 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김정언 외, 2010]. 

서비스 산업의 낮은 IT 도입  활용수 은 

한 서비스 산업 로세스 특성[한 수, 문태은, 

2012]과 서비스 산업에서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과 세자 업자의 수가 많은 데

도 기인한다. 서비스 로세스는 에 잘 보이

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축 과 측정이 쉽지 

않아 통제가 어렵고 개선도 쉽지 않다. 한 제

조업과는 달리 체계화나 유형화가 어려우며 다

양한 산업간 융합으로 인한 산업간 경계가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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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특성을 나타낸다[정선양 등, 2012]. 서비

스 로세스의 이와 같은 특성은 서비스산업의 

IT 투자 해 요인  투자 비 성과의 불확실

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서베이 결과에서도 악

된다[김진수, 가희 , 2011]. 

정보시스템 투자 비 성과의 불확실성[고 걸,

한 수, 2011]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정보화 

략의 요성은 서비스 산업에 소규모 업체의 비

이 높은 데도 기인한다 할 수 있다. 2009년 통

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기업과 소기

업의 체 산업 평균인 87.5%와 96.3% 비 운

수업의 경우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비 이 각각 

97.1%  99.2%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상은 도매  소매업의 89.4%와 

96.5%, 그리고 숙박  음식 업의 90.0%와 98.0%

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정보화 구축  활용의 

요성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

조업의 특성인 핵심 비즈니스 로세스의 정보

화를 통한 성과 향상의 요성[McFarlan and 

McKenney, 1983]이 반 된 것으로 단된다. 

제조업의 성과는 일반 으로 로세스의 효율성

(efficiency)과 고객 기  수 을 충족할 수 있

는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창출의 효과성(effec-

tiveness)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향을 

주는 핵심 로세스는 주문 창출  충족 로

세스(order generation and fulfillment process), 

신제품 개발 로세스(new product develop-

ment process) 등이 있다[Evans and Lindsay, 

2011]. 이와 같은 로세스는 근원 으로 기업

의 가치 사슬을 로세스 심으로 부서 간 활동 

연계(cross-functional)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반  업무 역의 정보화 범

가 확 되고 통합되는 것이 요하다[Lin et al., 

2012]. 

이러한 에서 ERP는 기업의 재무와 회계, 

생산 리, 매 리, 재고 리와 인사 리 등 

사 인 데이터를 일원화시켜 리할 수 있고 

경 자원을 계획 이고 효율 으로 운용하여 생

산성을 높일 수 있다. ERP는 기본 으로 기업 

운 의 디지털화를 상으로 하는 기간(back-

bone) 시스템이다. 기본 인 TPS(Transaction 

Processing System : TPS)를 바탕으로 정보화 

범 가 확 되어 의사결정 속도와 지능화를 가

능하게 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

port System : DSS)이 가능하며 비즈니스 인텔

리 스와 빅데이터 응용[손상 , 김사 , 2012; 

MGI, 2011] 등으로 고도화 할 수 있고, 정보시

스템의 경 성과 향상에 한 기여 수 이 차

으로 높아진다. 

한편 기업 내부 가치사슬의 정보화는 기업 

간 거래와 업의 정보화로 확 되어 공 사슬

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Sys-

tem), 고객 계 리(CRM, Customer Relation-

ship Management) 등으로 고도화 될 수 있다. 

SCM은 생산에서 최종 매에 이르기까지 상품, 

정보, 그리고 자 의 흐름을 공유해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제거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제조, 물류, 유통업체 등 유통과정과 련된 모

든 업체가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써 재고를 최 화하고 납기를 이며 공 사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업의 성과향상을 목표

로 단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연계된 

체 기업의 로벌 최 화와 불확실성 리 효

과를 목표로 한다. 한편 CRM은 고객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고 고객 그룹별 차별화 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세일즈 포스 자동화, 고객에게 주

문 트래킹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다. 

CRM 시스템은 최근 용량 데이터 분석을 

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이닝 도구와 

결합하여 기업의 고객 고착화(lock-in)와 교차 

매 지원 등 다양한 매 성과 향상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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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역

상  요도
소기업

수

소기업 수  비교

제조업 서비스업 기업 수
기업 비 

소기업 비율 
 차이

정보화 략 0.319 0.420 65.12 79.69 81.73% -14.57

정보화 환경 0.192 0.188 50.87 72.08 70.57% -21.21

정보화 구축  활용 0.488 0.392 37.91 52.70 71.94% -14.79

<표 2> 정보화 역별 소기업 수

<그림 4> SME 정보화 차별성과 정부의 지원 략 

는 목 으로 빅데이터 응용으로 확 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정부의 소기업 정보화 지원

은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클라우드 방

식의 제조와 서비스 등 업종 별 차별화 된 소

기업 정보화 지원 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기

본 으로 소기업의 정보화 성숙도가 향상됨

에 따라 시스템 구축의 포과 범 를 넓  갈 수 

있는 시스템 확장이 가능한 통합 랫폼 구축을 

통하여 정보화 가이드와 컨설  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조직의 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3.2 소기업 정보화 수 과 정책  시사  

소기업 정보화 3개 역에 한 재 수

의 악은  기 에서의 평가와 기업과

의 차이에 의한 상  평가가 가능하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 기청(기정

원)에서 조사된 내용을 참고하면 정보화 역별 

소기업의 재 수 은 정보화 략 역이 상

으로 낮고 정보화 환경과 정보화 구축  

활용 역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악된다. 

정보화 역별 수 을 나타내는 수치는  

수치라서 이에 한 비교 분석을 하여 같은 

척도로 측정한 기업 수 을 함께 제시하고 이

에 한 차이를 비율 척도와 수치의  차

이로 <표 2>에 제시하 다. 

<표 2> 의 소기업 수  비교를 보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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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서비스업(도소매업)  

상  

요성

소기업 

수

기업

수

기업 비 

소기업 수  

상  

요성

소기업 

수

기업

수

기업 비 

소기업 수  

정보화

마인드
0.717 67.68 83.34 81.21% 0.675 66.73 81.51 81.80%

정보화 비 0.121 46.73 83.33 56.08% 0.139 42.78 81.25 53.65%

투자타당성 

분석
0.161 67.01 86.82 77.18% 0.187 65.71 83.75 78.46%

<표 3> 정보화 략 역 소기업 황 

업 비 정보화 략 역에서 소기업의 비교 

수 이 81.73%인 반면 정보화 환경과 구축  

활용 역에서는 각각 70.57%와 71.94%로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

기업의 정보화 의지 비 소기업의 정보화 환

경과 정보시스템 구축 황이 미흡한 것을 나타

내고 있는 바, 이는 정부의 소기업 정보화 지

원 정책이 구축과 활용 역으로 확 될 필요성

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표 3>에서는 정보화 역을 구성하는 세부 

요인에 한 상  요성과 소기업의  수

과 이에 한 상  비교를 기업을 참조하

여 제시하 다. 분석 결과 정보화 마인드와 투

자타당성 요인에 해서는 기업 비 소기

업 수 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악되었

다. 그러나 정보화 비  요인에 해서는 제조

업과 서비스업 모두 기업 수  비 각각 

56.08%와 53.65%로 상 으로 매우 미흡한 

황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은 소기업이 정보화의 요성

을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정보화를 

어떻게 시작하고 설계해야 하는 지에 한 계획 

수립의 어려움, 그리고 정보화를 통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구체  목표 설정 등

에 한계 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소기업 정보화 지원 교육과 련하여, 일반

으로 정보화의 요성을 개념  교육보다는 기

업의 황을 바탕으로 한 정보화 방향과 경

성과 향상과 연계될 수 있는 정보 략 가이드 

지원이 필수 임을 시사하고 있다. 재 추진되

고 있는 기청(기정원)의 랫폼 기반 클라우

드 방식 소기업 정보화 지원 정책에는 정보시

스템을 구성하는 인 라와 소 트웨어와 함께 

정보화가이드에 한 기청(기정원) 기능이 포

함되어야 하고 이에 한 인력과 투자 역시 솔

루션에 한 투자와 같이 기 효과가 높으며 효

과 인 정보화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기능

이라 하겠다. 

정보화 환경 역을 구성하는 세부 요인에 

한 상  요성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한 소기업의 재 수 을 기업과 비교하여 

<표 4>에 제시하 다. 정보화 환경세부 요인 

 정보화 투자 수  요인에 해서는 기업과 

소기업 모두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분 없이 

체 요인  가장 낮은 수 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 비 상 으로 소기업이 취약한 부

분은 추진 체계 구축 요인을 들 수 있다. 제조

업의 경우 기업 비 추진체계 구축 수 이 

57.24%이고 서비스업은 54.14%로, 이는 정보

화 환경 역에 기업 비 소기업의 상

 수 인 70.57%보다 매우 부족한 수 이다. 

이에 한 근본 원인은 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로 단된다. 소기업 경우 업과 생산 

등 매출과 직  연 이 있는 기능에 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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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서비스업(도소매업)  

상  

요성

소기업 

수

기업 

수

기업 비 

소기업 수  

상  

요성

소기업 

수

기업

수

기업 비 

소기업 수  

정보시스템

구축환경
0.397 68.02 88.18 77.14% 0.423 68.24 93.12 73.28%

추진체계

구축
0.240 49.36 86.24 57.24% 0.244 45.10 83.31 54.14%

투자 수 0.177 30.51 45.30 67.35% 0.144 28.06 40.00 70.15%

교육 수 0.186 61.74 71.21 86.70% 0.209 60.59 74.48 81.35%

<표 4> 정보화 환경 역 소기업 황

집 되고 상 으로 정보시스템 등 기획 

리 분야에 인력은 상 으로 미흡한 것이 

실이다. 이와는 별개로 교육 수 은 기업 

비 소기업의 수 이 제조업, 서비스업 각각 

86.70%, 81.35%로 나타나 사용자 교육 요인에 

해서는 정부의 투자가 히 이루어져 왔

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해서는 정보화 

략 역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소기업 정보

화 지원 투자 정책이 개별 소기업에 정보화 

략 등 가이드라인 제공과 함께 소기업의 정

보화를 어떠한 경로로 추진하고 시스템의 유지 

보수와 업그 이드 정책에 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추진체계에 한 인력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

러나 이러한 결과는 한 다음과 같은 정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랫폼 기반 지원을 

통한 유지보수 편의성 제공과 함께 기에 단순 

정보화 솔루션 도입을 통하여 학습효과가 축

되고 소기업의 정보화 성숙도가 향상될 수 있

도록 하게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가이

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기업이 정보시스템의 략  활용 수 까

지 발 하는데 지원하는 기능이 한 필수 이

라 하겠다. 

정보화 구축  활용 역을 구성하는 정보

시스템 업무활용 범 와 IT신기술 도입 등 두 

가지 요인에 한 소기업의 재 수   

기업과의 비교 수 을 <표 5>에 제시하 다. 

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역 수 은 제조업, 서

비스업 각각 56.29%와 48.38%로 매우 낮은 반

면, IT신기술 도입 련하여서는 각각 84.08% 

 78.61%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

부의 소기업 정보화 지원이 일 되게 다년

간 연속 으로 진행되어 소기업의 정보화 

업무 역을 지속  확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의 필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클라우드 방식 지원은 제한된 산의 한

계를 고려할 때 매우 고무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SNS와 빅데이터 등 IT신기술 도입 요

인에 해서는 소기업이 상 으로 매우 

높은 수 을 나타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재 진행되고 있는 랫폼 기반 소기업정보

화 지원 정책에서 단  업무 정보화 등 무료로 

제공 될 수 있는 경 리 솔루션과 업종별 특

화 기본 솔루션과 함께  비즈니스 인텔리 스, 

SNS 응용, 빅데이터 등 최근 동향의 새로운 

솔루션 제공과 지원도 정책  유연성이 발휘

되어 기업과 비용분담, 유료화, 국내 솔루션 

극 활용 등 세분화되고 극 인 정책이 필요

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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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서비스업(도소매업)  

상  

요성

소기업 

수

기업 

수

기업 비 

소기업 수  

상  

요성

소기업 

수

기업 

수

기업 비 

소기업 수  

정보시스템 

활용업무 역
0.685 33.85 60.14 56.29% 0.767 29.84% 61.68% 48.38%

신정보기술 

채택 의지
0.315 52.66 62.51 84.08% 0.233 53.09% 67.54% 78.61%

<표 5> 정보화 구축  활용 역 소기업 황 

4. 결  언 

본 연구에서는 소기업 정보화를 한 정부

의 역할과 련하여 한정된 산으로 최 한 기

효과를 내기 한 정책  시사 을 도출하기 

한 목 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하여 기존 연

구를 바탕으로 정보화에 필요한 3개 역과 각 

역별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소기업에 

하게 용하기 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요인별 상  요성을 악하 다. 

학계와 산업계의 문가를 상으로 AHP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한 가 치를 도출하 다. 

AHP 결과를 바탕으로 재의 소기업 수 을 

비교하여 주요 정책  시사 을 도출하 다. 

본 연구는 이론  연구가 부족한 소기업 

정보화 분야에 특화된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는 데 공헌 이 있으며 정책  시사 을 데

이터 분석과 이론을 목하여 제시한 데 실무  

가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  시

사 을 도출하는 데 기존 이론에 의거한 정도가 

상 으로 낮은 한계 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 결과는 향후 소기업 정보화에 이론을 새롭

게 수립하는 데 참고 문헌으로 활용될 수 있으

며, 도출된 시사 은 정부의 소기업 정책 수

립에 객  모델로 확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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