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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공공부문에 급속히 확산되고 성과
관리시스템을 수용하는데 있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
이다. 정보시스템 형태로 구현된 BSC(Balanced 
Scorecard)기반의 성과관리시스템을 수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Davis(1986)의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기본 틀로 Venkatech et 
al.(2003)의 UTAUT(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를 접목하여 
연구모형으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BSC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중인 공공부문 기관(회사)을 대상으
로 251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구조방정식 모
형의 경로분석을 통한 가설검정 결과 13개의 가설 
중 9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교육훈련, 정보시스템
지원, 최고경영자지원, 개인의 혁신성은 노력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
자들이 새로운 기술 수용에 있어서 보다 쉽게 사용
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교육훈련, 정보시스템 지원, 
최고경영자지원 등 조직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사용
자 개인의 혁신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
과에 대한 기대의 경로분석 결과 BSC시스템 수용요
인들 중에서 최고경영자지원과 개인의 혁신성만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문의 실제 BSC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례연구들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노력에 대한 기대는 성과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TAM 
관련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BSC시스템 수용에 있어서도 노력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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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BSC(Balanced Scorecard)는 1992년 기존의 성
과관리접근법의 약점과 모호함을 인식한 Kaplan & 
Norton에 의해서 발표된 후 새로운 경영정보시스템
이자 전략정보시스템으로 다양한 혁신을 통해 경쟁
력을 키우려는 많은 기업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다. 
또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갖춘 중요
한 경영도구(Management Tool)로써 빠르게 확산되
어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은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성과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성원의 능력에 맞게 업무를 배분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확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조직의 존재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다.   

Bain & Company(2005)에서 세계 9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글로벌 기업들 중 
57%가 BSC를 도입하여 활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BSC를 포함하여 Six시그마, SCM, CRM, TQM, 전략
적제휴 등 25개의 경영도구들 중 BSC의 지역별 인
지도는 라틴아메리카 8위, 아시아 10위로 나타났다. 
반면 사용빈도는 북아메리카 64%, 유럽 62%, 라틴
아메리카 58%에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지
역은 43%로 인지도에 비하여 활용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  1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감안하
면 국제적인 경영관리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정부는 다양한 목적의 정보시스템을 도입
하여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Fu et al., 2006). 그렇
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중
에서 성과관리를 위한 BSC시스템을 얼마나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이창길, 2007). 기업이 전략적인 목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현할지라도 사용
자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시스템 그 자체만으로는 
기업에게 아무런 가치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서창교
외, 2004). 
   이와 같이 초기수용단계에 있는 BSC는 국가 정
책으로서의 중요성과 성공적인 활용이 매우 중요시 

                                                           
1
) http://www.b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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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정보시스템 형태로 구현된 BSC시스템의 적극
적인 활용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
서 사용자들이 BSC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반
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공공부문에 급속히 확산
되고 있는 BSC시스템을 수용하는데 있어 사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BSC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BSC시스템 수용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추출한다. 둘째, 추출된 요인들을 정
보기술수용 실증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기본틀로 
UTAUT(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개념을 접목시켜 그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실증조사 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BSC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기업들과 도입하여 
활용중인 기업들에게 사용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
용을 장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있
다. 
 
 

2. 관련연구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Davis(1986)가 제시한 모형으로 외부 변수에 영향
을 받아 형성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 용이
성이 이용자의 태도와 인과 관계를 형성하며, 이 태
도에 따라 행위 의도가 영향을 받고, 행위 의도는 
실제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기술 수용 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의 기본 가정이다. 
TAM은 개인과 기업 수준에서 기술 수용 과정을 규
명하는 가장 일반화된 이론으로 최근까지 IT관련 새
로운 기술도입분석 등 경영정보분야를 비롯하여 다
양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TAM의 구조는 <그
림 1>과 같다.  
 

 
 

<그림 1> Davis(1986)의 TAM 
 
   Davis(1986)에 의하여 제시된 TAM은 이후 많
은 연구자들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였는데 초기에는 
주로 Davis(1989)와 Davis et al.(1989)이 제시한 
요인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간소화된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로 발전되었다. 특히 Igbaria 
et al.(1997)은 개인용 컴퓨터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TAM을 간소화하고 
외부변수를 조직내부와 조직외부로 구분하여 인과관

계를 살펴보았다. Davis(1986)의 모형에서 사용자에 
대한 태도와 사용에 대한 행위 의도는 사용자의 심
리상태에 따른 변수가 많고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어서 보다 간소화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Igbaria 
et al.(1997)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용자 386명
을 대상으로 조직 내부적·외부적요인,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이 개인용 컴퓨터수용(시스템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로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유용성은 
개인용 컴퓨터수용(시스템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하여 경영지원과 조직외부 
지원이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기술 수용에 대한 모델은 사회심리학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등을 정보기술 수용이라는 환경에 
맞추어 적용한 것이 현재까지도 MIS분야에서 널리 
연구되고 있는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이다. 
   새로운 기술 수용 분야에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
어져 왔으나 대부분 정보기술 수용에 관한 모델을 
대상 기술이나 환경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거나 일
부 변수를 활용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Venkatesh et al.(2003)은 TAM의 다양한 외생변수
와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타탕성을 충분히 뒷받
침하지 못하는 한계를 확인하고 사용자 기술 수용을 
통합된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인지하
고 TRA등 8개의 관련 모델들을 기반으로 통합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Venkatesh et al.(2003)은 행
위의도에 영향을 주는 3가지 변수와 사용행동에 영
향을 주는 1가지 변수, 그리고 성별, 나이, 경험, 자
발성 등 4가지 통제변수를 바탕으로 기존 TRA, 
TAM, MM, TPB 등 UTAUT에 기초가 되는 8개 모
델을 통합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2>는
UTAUT 모형이다. 
 

 
 

<그림 2> UTAUT 모형 
 
   성과에 대한 기대(Performance Expectancy)  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작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 TAM
의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을 포함한 
5개 모델의 구조를 통합한 변수로 나이와 성별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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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C 기반의 성과관리는 결국 정보시스템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BSC 자체보다는 정
보시스템 형태로 구현된 성과관리시스템, IT를 포괄
하는 개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TAM과 BSC의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BSC 
시스템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였다. 분
석을 위한 연구모형의 기본 틀로 Davis(1986)의 
TAM 활용하였으며 Venkatesh et al.(2003)연구에
서 사용된 노력에 대한 기대와 성과에 대한 기대를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사용자들의 BSC시스템 사용의
도를 종속변수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Effort Expectancy)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관
련된 용이성의 정도(degree of ease)로 정의된다. 
TAM의 지각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을 포함한 3개 모델의 구조를 통합한 변수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 유사성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며 나이, 
경험, 성별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적 영향(Social Influence)은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것에 대
한 인식 정도로 정의된다.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은 개인이 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기술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    종속변수인 사용의도의 경우 공공부문에서는 

BSC시스템 활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
용의도가 종속변수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
길 수 있을 것이다.  기술수용에 관한 기존연구들에
서 사용의도가 종속변수로 활용되었으며  
Amoako-Gyampah & Salam(2004)은 새로운 시스
템의 사용에는 강제적인(Mandatory)사용과 임의재
량(Discretionary)의 사용이 공존함을 강조하였다. 
강제적인 사용은 최소한 업무기능 수행이 기본적으
로 요구되며  다음으로 자발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대규
모의 다양한 기능이 통합된 정보시스템 사용에 따른 
연구결과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한편, Agarwal 
& Prasad(1997)는 사용자의 인지된 자발성
(Perceived Voluntariness)이 기술의 수용과 사용에 
중요한 요인임을 언급하였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BSC 시스템을 도입한 기관(회사)을 
대상으로 BSC 시스템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 실제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자 기본틀에 Davis(1986)이 제시한 기술수용모형
(TAM)을 활용하였고 Venkatesh et al.(2003)의 
UTAUT모델 변수 중 노력에 대한기대(Effort 
Expectancy)와 성과에 대한 기대(Performance 
Expectancy)를 매개변수로 활용하였다.     독립변
수로는 BSC에 관한 개념적 연구(Lingle & 
Schiemann, 1996; Schneiderman, 1999; 
Martinsons et al., 1999; Olve et al., 2000; Lipe & 
Salterio, 2000; 강신철외, 2001; 안지은외, 2002; 
Niven, 2002; 손명호외, 2003; Alexandros 
Papalexandris et al., 2004; Banker et al., 2004; 
Hendricks et al., 2004; Libby et al., 2004; Niven, 
2005; Richardson, 2004; 김성렬외, 2005; Dilla & 
Steinbart, 2005; Chand et al., 2005; Pandey, 
2005; 김순기외, 2006)와 실증연구(Banker et al., 
2000; Hoque & James, 2000; 안연식외, 2001; 정양
헌외, 2004; Cavalluzzo & Ittner, 2004; Islam & 
Kellermanns, 2006; 신승호외, 2007; 이창길, 2007)
에서 추출하였다. BSC 시스템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  

   사용이 강제적인 환경에서 선별적인 활용이 아닌 
효율적인 활용은 조직차원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오
며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는 효율적인 
활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Kremers & Van Dissel, 
2000). 심지어 법(제도)적으로 강제적인 상황에서도 
노력의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 사용자의 참여는 
효율적일 수 있으며(Hunton &  Beeler, 1997), 사
용자 개개인이 실제로 그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Hartwick & Barki, 1994). 

따라서 사용이 강제적인 상황에서도 사용의도를 
기술수용에 종속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1 교육훈련은 노력에 대한 기대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2 교육훈련은 성과에 대한 기
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의사소통은 
노력에 대한 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의사소통은 성과에 대한 기대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3.1정보시스템 지원은 노력에 대
한 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정보
시스템 지원은 성과에 대한 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최고경영자 지원은 노력에 대한 
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최고경영
자 지원은 성과에 대한 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1구성원의 혁신성은 노력에 대한 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구성원의 혁신성
은 성과에 대한 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노력에 대한 기대는 성과에 대한 기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노력에 대한 기대는 사

 

 
 

<그림 3>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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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성과에 
대한 기대는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설문항목 구성과 신뢰도검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설문항목 구성과 신뢰도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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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매개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4. 자료분석 및 가설검증 
 
설문진행은 총12개 기관에 9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292부가 회수되었으며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
결측값 등을 제외한 251부(27.9%)를통계분석에 활
용하였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4>는 매개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로 노력에 
대한 기대의 경우 고유값(eigen value)이 0.777로 
기준값 1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Davis et al., 1989; Venkatesh et al., 
2003)에 근거한 요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사전에 2
개의 요인이 추출될 것을 분석 전에 고려하였으며 
요인적재값이 0.778∼0.855로 0.70이상의 비교적 
높은 적재량을 보이고 있어 활용에 무리가 없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표 5>는 종속변수의 요인분석결
과로 요인적재값이 0.90이상이고 누적분산도 
91.256%로 나타나 연구 모형 분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5> 종속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표 2>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여준

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성(86.1%)이 여성
(13.9%)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었다. 

 
  

<표 3>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앞서 신뢰성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정제된 각 
요인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 검정에 앞서 본 연구에서 설
정한 연구모형 분석결과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설문
항목 중 1개 항목의 요인적재량이 낮게 나타났다. 
일부 변수 제거 시(EE4, PE1) 모형 적합도가 약간 
상승하지만(GFI=0.925) 전반적인 요인분석결과와 
각 요인별 요인적재량이 분석에 무리가 없어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진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x2=433.305, 
d.f=351, Normed x2=1.234, GFI=0.903, 
RMSEA=0.031, NFI=0.942, CFI=0.988로 나타났다.  
 판별타당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가장 
엄격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AVE(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은 두 잠재변수 각각의 AVE값이 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검토하
는 방법으로 AVE값이 0.50이상 되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Fornell & Larcker, 1981). 본 연
구의 AVE값과 상관행렬은 <표 6>과 같다. 

 
 

<표 3>은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최초 
분석에서 적재값이 낮은 COM4(0.483)를 제외하고 
그 밖에 항목들은 모두 적재값이 0.60이상으로 측정
변수들 간에 내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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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AVE값과 상관행렬 

 
 

 
   판별타당성의 해석기준은 두 가지로 본다. 먼저 
유의미한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대각선의 
AVE값들에 상응하는 행렬의 값들이 AVE값보다 작
아야 하며, AVE값이 0.5보다 커야한다. 본 연구의 
AVE값과 상관행렬은 <표 6＞과 같이 AVE값이 모
두 0.5보다 크면서(0.590∼0.870) 대각선의 상응하
는 상관행렬의 제곱근 값보다 크므로 구조방정식 모
형 분석을 위한 엄격한 기준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BSC시스템 수용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x2=430.865, d.f=360, Normed x2=1.197, 
GFI=0.904, RMSEA=0.028, NFI=0.942, CFI=0.990 
으로 대부분의 모형적합지수들을 만족시키고 있어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연구모형의 경로도 
 
    
<그림 4>는 표준화된 추정치(Std. Estimate)로 추정
된 연구모형의 경로도로 유의한 경로는 경로계수와 
C.R(Critical Ratio)값을 표시하였다. 추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이는 유의 수준과 
C.R값을 기준으로 볼 때 C.R(Critical Ratio)이 
1.96(p<0.05) 또는 2.57(p<0.01)보다 클 경우 유의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노력에 대한 기대와 BSC시스템 수용요인과의 관
계에서는 교육훈련, 정보시스템 지원, 최고경영자지
원, 개인의 혁신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에 대한 기대와 BSC시스템 수
용요인과의 관계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지원과 개인의 

혁신성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와 종
속변수의 관계에서는 노력에 대한 기대는 성과에 대
한 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력에 대한 기대와 성과에 대한 기대 모두 사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구
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한 가설 채택 여부이다. 

 
<표 7> 가설 채택 여부 

 
* P<0.05   ** P<0.01 
 
   BSC시스템 수용요인 중 교육훈련은 유의수준 
0.05에서 매개변수인 노력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에 대한 기대에는 유의
수준 0.05 범위를 초과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Igbaria et al.(1997)의 연구결
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교육훈련(외부교육훈련)이 노
력에 대한 기대(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Karahanna & 
Straub(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BSC 도입 시 기관(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BSC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degree of ease)에는 영향을 미치며 BSC시스
템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SC시스템 수용요인을 추출하여 
공공부문 BSC시스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노력에 
대한 기대와 성과에 대한 기대를 통한 사용의도를 
검증하였다. 검증된 연구가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교육훈련, 의사소통, 정보시스템지원, 최고경영
자지원, 개인의  혁신성으로 구성된 BSC시스템 수
용요인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의사소통을 제외한 모
든 변수가 노력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성과에 대한 기대의 경로분석 결
과 BSC시스템 수용요인들 중에서 최고경영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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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혁신성만이 영향을 미쳤다. 셋째, 노력에 대
한 기대는 성과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노력에 대한 기대와 성과에 대한 
기대는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노력에 대한 기대에 비해 성과에 대한 기대는 
사용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여점을 갖는다. 첫째, 공공
부문은 정보시스템 도입 시 민간부문과는 달리 필요
성보다는 정책적인 도입, 획일화된 교육훈련 등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
구는 공공부문 현직자들이 BSC시스템 수용을 개선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작점을 제공한다. 셋째, 대
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아
닌 실제 BSC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
(회사)의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
과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비해 현
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다. 넷째, 성과관리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목
적으로 하는 실용(Utilitarian)시스템에서 노력에 대
한 기대(TAM의 지각된 사용용이성)보다 성과에 대
한 기대(TAM의 지각된 유용성)가 사용의도에 보다 
큰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조직내 직급  부서간 정보의 공유정도와 사내홍보를 
포괄하는 의사소통 요인을 검증하였다.  
 반면 연구진행 및 결과 해석에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 BSC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
하고 있는 기관(회사)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
에 BSC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구축프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는 못하였다.  
   둘째, 응답자들이 개인정보 및 소속기관(회사)의 
정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새롭게 
도입된 정보시스템의 효과를 살펴보려면 최소한 
5~6년이 지나야 그 효과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점을 달리하여 동일한 
현상에 대한 측정을 되풀이 하는 종단조사
(Longitudinal Study)를 진행하지 못하고 특정 시점
에 한번 진행된 횡단조사(Cross-Sectional Study)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효과를 반영하기에는 제한적
이었다. 넷째, 국내에 BSC 자체가 도입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BSC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
는 민간 및 공공부문 기관(회사)의 숫자가 많지 않
다. 게다가 구축을 완료한 기관(회사)들도 초기 수용
단계에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적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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