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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기업의 환경은 인터넷 및 네트워크의 보급에 의하여 개방화 및 기업간 연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 

러한 기업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체의 정보화가 필수적 이다. 정보화 추진은 자본력과 인력을 

보유한 대기업에서는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적극적인 추진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정보화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추진될 수 있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최고경영자의 의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방안을 최고경영자 의지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 

안에 대하여 문헌 조사를 하였으며,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와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 

하여 그 결과를 검증하고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촉진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oday's business environments, corporate globalization and collaboration in an industy are 
strongly required. In order to cope with such requirements, the industry's informationization must be 
made. However, compared to large-sized companies, the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ve inferior capacities for their organizational information due to limited management resources. 
Among many factors for promoting information in SMEs, one of the most factors is CEO's intention. 
Thus, this paper discusses the promotion policies for infomationization in SMEs from the perspective 
of CEO's intention. Based upon the survey results, the paper proposes some information promotion 
policies for SMEs.

키워드 : 정보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촉진정책

Informationization, SMEs, CEO, Promo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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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시대 또는 인터넷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e- 

비즈니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기술혁신과 부가서비스 다양한 전략 

들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 

하기 위하여 정보화 추진은 기업의 주요 전략 

이 되고 있다. 정보화의 필요성은 기업의 최 

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인 

식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에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보화 추진에 의하여 

최근에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에는 기업 내의 

모든 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자원 

관리）, 효율적인 물류관리롤 위한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사슬 

망관리）, 고객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고객관계관리） 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의 전자상거래시스템으 

로 확장되고 있다. 대기업은 자체 역량으로 

비교적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 

면에 우리나라 기업의 99.7% 이상을 차지하 

는 중소기업에서는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행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공적인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을 위한 요 

소로서는 조직원의 이해와 참여, 전산교육, 표 

준화, 전산책임자의 능력, 전산요원의 자질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제 

시되는 것이 최고경영자의 추진 의지이다 

[1,24,6,7,8]. 이것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유연한 조직을 갖추고 있어 최고경영자 

의 마인드가 기업 경영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최고경영 

자의 마인드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보화가 적 

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을 위 

한 가장 큰 요인을 최고경영자의 의지라 생각 

하고 최고경영자의 마인드 제고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방안에 대하여 검토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중소기 업 정보화 

수준의 조사 및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 정보 

화 마인드가 중소기업 정보화 도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하여 최고경영자 마인드 제고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촉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소기업의 정보화 환경

2.1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정보통신 및 e-비즈니스의 발전은 중소기 

업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전에는 규모면에서 불가능했던 새로운 시장 

으로의 접근, 국제적인 스케일의 정보수집 및 

홍보효과 등, 중소기업의 전통적 인 영역 파괴 

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대기업에 종속되 

지 않고 새로운 사업기 회를 창출할 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전문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생산체제 및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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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사이징화된 유연한 조직 등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은 양적 구조와 질 

적 구조의 부조화를 보여 준다. 우리경제에서 

중소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로는 

99%, 고용은 73%, 매출액 기준으로는 47%에 

이르는 등 양적으로는 선진국에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과 불공정 경쟁여건 등의 경영환경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12].

중소기업은 국가의 국민경제의 기초를 형 

성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업체수와 규모가 전체산 

업에서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의 기반 제공, 고용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든 선진국 

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 

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경제발전의 

주역 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건 

전한 중소기업의 육성은 꼭 필요한 과제 이다.

2.2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최근의 급변하는 기업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필수적이다. 즉, 정보화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고 기업의 경쟁력은 정 

보화 수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창의적이고 스피드 경영에 주력해야 할 

중소기업에서는 정보화는 다른 어떤 경영요 

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선진 

국의 중소기업들이 정보화에 적극 투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 

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아직까지 상당히 취 

약흐卜다. 정보화라고 해봐야 PC로 단순 문서 

작성 또는 회계, 영업, 관리 등 일부 업무를 

전산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기업경쟁력과 직 

접적으로 연관되는 ERP, 인트라넷, e-비즈니 

스시스템 등과 같은 기간정보시스템 도입은 

어려운 형편이다[5].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정보화 추진의 대부분은 자금력과 자체 역량 

을 가진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러나,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대기 

업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효과를 설명하기 

란 무리가 있다. 중소기업의 여건상 결코 대 

기업을 모방할 수 없으며, 중소기 업 스스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 

기를 바라는 것도 너무 무책 임해 보인다. 따 

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차원 

에서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 

다. 즉, 단순히 대기업 중심의 정보화 구축 사 

례를 기반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 업 

고유의 특성과 경영환경에 적합하고, 중소기 

업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화시 

스템 모델을 제안하고 구축하도록 정부차원 

에서의 총책적인 지원방안 수립 이 필요하다.

2.3 우리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우리정부도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 

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 

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의 영역은 구분하면, 크 

게 교육 • 컨설팅, S/W 보급 및 시스템 구축 

지원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사업 이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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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한 가장 큰 사업 이 S/W 

보급 및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3 

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이다[9]. 이 사 

업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e-비 

즈니스 확산 국가전략' 에 따라, 2003년까지 3 

만개 중소기업의 정보화룔 추진한다는 목적 

으로 20이년 시작되었지만 2002년 5월에 34,008 

개의 회사가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사업이 조 

기에 종료되었다. 그 후 후속사업으로 산업자 

원부와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요 산업 업 

종별로 표준적 인 프로세스 데 이터, 문서 등올 

사전에 도출 •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별 

ERP 템플릿 개발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2003년 6월에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 사업'의 성과를 보면[3], 

2003년 4월 현재로 신청기업 34,008사 중 25,145 

사가 IT화 및 ERP 도입이 성공적으로 완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02년 9월 30일

이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1,307개 기업 

（ERP 지원업체 285개, 기초정보 S/W 지원업 

체 1,022개）을 대상으로 2003년 4월에 성과분 

석을 실시한 결과 ERP, 기초정보 S/W 등 전 

반에 걸쳐 비교적 만족스러운 성과가 제시되 

어, 중소기업 정보화 환경 구축에 기여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ERP의 경우에 업무성 

과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3.35점 

으로 나타났으며 월말결산기간, 판매주문처 

리시간, 물류조달시간, 이익률 등에서 전반적 

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의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1 >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에 의한 ERP 도입효과[3]

구 분 도입 전 도입후 도입효과

총자산순이익률 8.3% ,11.” 二聲丄' 증가

매출액영업이익률 103% 12.8%, 2・5%p 증가

구매처리시간 1468분 848분 62분 단축

물류조달시간 63.4분 338분 296분 단축

핀매주문처리시간 43.6분분 26.5분 17.1 분 단축

고객서비스대응시간 324분 223분 10.1 분 단축

월말결산기간 6.1 일 3.2 일 29일 단축

채권관리 （5점만섬） 2•기점 3.23점 0.52점 향상

인적자원정보관리 （5점반점） 266점 3.22점 0.肉점 향상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최고경영자의 마인드 제고를 중심으로- 159

3. 중소기업 정보화 도입의 

환경요인과 최고경영자의 

마인드 분석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조직체계 규 

모 자금, 기술력 등의 부족과 전근대적인 관 

리 등 많은 면에서 대기업과 비교하여 열악한 

경영환경에 있다.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을 최고경영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관리자는 의사전달을 경험 이나 무형정보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즉, 대기업의 공식화, 표 

준화된 정보체계를 통한 유형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의사전달 등과는 매우 상이한 경 

영환경 및 정보 인프라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서 중소기 업의 경영환경을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최대 요인으로 인식되는 

최고경영자의 마인드를 파악하여 중소기 업 

경영환경에 적합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중요하다.

3.1 중소기업 정보화 도입 수준과 

문제점 분석

3.1.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현황

〈표 3-1〉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조사 

한 2002년 및 2003년 정보화수준을 나타낸 것 

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의 대기업의 

정보화수준은 70.37로 정보화 추진 및 효과가 

가시화 되는，조직정보화단계' 인。반면, 중소 

기업의 정보화수준은 49.22로 업무효율화단 

계' 에 있다. 2002년의 48.56보다 0.66 소폭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계속되는 경 

기 침체 와 불황으로 추진의지 및 추진환경, 정 

보시스템 설비수준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정 

보시스템 활용수준이 크게 제고되어 종합적 

인 정보화수준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보화수준이 대기업 

（70.37）의 69.9% 수준으로 2002년 73.6%보다 

그 격차가 더욱 커져 기업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9]. 대기 

업 이 중소기 업에 비해 정보화 수준이 높은 이 

유는 자금과 조직 및 인력, 정보화 투자 등의 

정보화 추진환경과 정보시스템 활용 및 설비 

도입 구축 등을 통한 정보화 효과 • 성과에 기 

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3년의 경기침 

체 및 불황의 영향으로 경기 민감도가 큰 중 

소기업에서는 투지심리 위축과 투자규모의 

축소로 더욱 더 대기업과의 격차를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는 규모별, 업종별 정보화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규모별 정보화수준에서는 소 

기업보다 대규모기업이 정보화 수준이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화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의 경우 기초적인 투자를 제외하고는 여 

력 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1） 경영정보원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평가에서는 정보화 수준을 10。점 만점으로 하 

여, 도입전 및 초기도입단계（20점미만）, 단순 

기능 정보화단계（20〜40점）, 업무효율화 단계 

（40〜60점）, 조직정보화단계（60〜80점）. 지식정 

보화단계（80점이상）의 5단계로 중소기업 정보 

화 추진단계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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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대 • 중소기업 부문별 정보화수준 비교[9皑

구 분 정보화점수
추진의지 
계획수립

정보화 
추진환경

정보시스템 
설비 수준

정보시스템 
활용수준

2003년
중소기업 

대기업대비 前^^^皿
49.82 

(7253%)
29.06 

(51.86%)
54.77 

(70.23%)
56.71 

(7722%)

대기업 68.70 56.03 77.99 73.43

2002년

중소기업 
（대기업대비）

1
1圈習■

54.80 
(953%)

37.09 
(61.5%)

56.72 
(73.4%)

43.87 
(68.6%)

대기업 66.0 575 603 773 773

2001년 기업정보화센터가 실시한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에서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은 내부 업무의 자동화 및 통합화를 지향하는 

업무정보화'와 '기업내 정보화' 단계에 있 

으며, 많은 중소기업이 단편적인 기능전산화 

의 '기능정보화 '단계에 있음을 나타내었다 

[10],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 현황（투자부문）

2001년 기업정보화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기 

업정보화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대비 정보화 투자비율은 

1.29%로, 미국의 1.67%보다 상대적으로 열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매출액 대비 정보화 투자비율 

이 1.21%로 전체의 1.29%, 대기업의 1.36%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금적인 측면에서 열 

악함을 알 수 있다[10].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 현황（조직부문）

조직 부문에서 중소기 업의 정보화수준을살 

펴보면, 대기업의 50%이상이 정보화 관련 임

2） 분야별로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은 50%이상 

이 정보화 관련 임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CIO （Chief of Information 

Officer）가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대리, 경리 

등 과장급 이하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어 정보 

화 추진을 위한 실질적 인 의사결정 능력 이 약 

한 것을 알 수 있다[10].

3.1.2 중소기업 정보화 도입에 따른 

외부 환경 요인（정보화 지원 정책）

이러한 열악한 정보화 환경에 있음에도 불 

구하고 경쟁력있는 기업2로 성장하기 위하 

여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정보화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내 • 외부에 많은 요인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 정보화 도입에 따른 외부환경요인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세무 • 회계제도상의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전산화에 따 

른 투명경영으로 세무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 

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기업 거래 자료를 정 

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투명경영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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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기업에게는 보다 적절한 혜택 부여 

등, 정보화 촉진을 위한 세무회계 제도의 개 

선이 필요하다.

• 자금• 서제지원 제도의 문제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적인 측면 

에 매우 취약하므로 중소기업의 정보화 도입 

및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 및 관련된 세제지원 

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도입, 정보시스템 

도입 정보화교육, 정보화 도입에 따른 유지비 

용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적인 지원체계의 문제점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경 

영환경 여건상,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가 일반 

적 이다. 그•러나 정보화를 담당하는 IT기업은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재하고 있다. 

이 경우, 중소기 업 이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 

여도 지역적인 거리감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 

이 발생한다. 또한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전산교육, 정보화 추진방법 

등도 지 역적 수준차이도 심각하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이 가능한 

지역 중심의 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원정책 확 

립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산 교육 및 훈련 지원체제의 문제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승진 및 급여 등 

의 열세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산요원 

의 확보가 어려운 편이며, 그나마 활용하고 

있는 전산요원들도 예산, 인력의 부족에 따라 

최신의 정보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 

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중소기 업 정보화 담당 

요원에 대한 전산교육 및 체계적인 훈련체제 

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 전용 S/W 개발 보급의 문제점

중소기업은 자본의 영세성, 전산요원 확보 

의 어려움, 체계적인 S/W 개발도구의 부족 

등으로 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실정 이다. 따라서, 아웃소싱 

(Outsourcing) 전문업체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지만, 이러한 아웃소싱 업체의 신 

뢰성 부족현상으로 이 대안도 실효성을 거두 

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 업에 적합한 표준형 정 보시 스템 모델 

제공, 정보시스템의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제도 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평가 

시스템 제시, 또한 아웃소싱 전문업체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 보증제도 확립 등이 필요하다.

3.1.3 중소기업 정보화 도입에 

따른 내부 환경요인

중소기업 정보화 도입에 따른 내부환경요 

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최고경영자의 마인드 제고와 관심 부족

기업의 정보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경영조직의 미시적인 요인인 조 

직구성원을 들 수 있다. 과거의 연구에서나 

현재의 연구에서도 경영혁신, 정보시스템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는 조직구성원의 일인자인 

최고경영층의 이해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도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1,2,4,6,7,8], 결국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마인 

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서 정보화 추진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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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최고경영자의 마인 

드이지만 실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고경 

영자의 정보화 활용수준은 현재까지 열악한 

수준이다. 최고경영자의 정보화 활용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2000년 9월 

에 중소기업진홍공단이 실시한 중소기업 정 

보화 실태조사［11］의 이메일 및 컴퓨터 활용 

도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02 

년 9월 현재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78.5%가 

이메일을 보유하고 있어, 정보화에 적응하고 

자 하는 노력을 불 수 있다. 그러나 사용실태 

를 살펴보면, '자주' 사용하는 최고경영자는 

50.3%에 불과하고 나머지 49.7%는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경영자의 컴 

퓨터의 활용 정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50.3%가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컴퓨터 활용정도를 조사한 결과 49.0%가 인 

터넷 활용이 목적이고, 실제 정보화를 위한 

각종 자료관리나 문서작성의 활용도는 높지 

않았으며, 특히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응답도 

각각 28.7%, 30.8%에 이르고 있었다.

•조직 구성원의 활성화

기업의 정보화에는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지원이 성공에 많은 영향올 미치지만 그 외의 

다른 구성원들이 정보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 

여와 전산지식, 전산부서장의 능력 및 전산요 

원의 자질 등이 정보화 촉진에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현황 

（조직부문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 

기업의 정보화담당 임원의 미보유가 50%이 

상이며, 정보화담당 전담요원이 있더라도 전 

임요원보다는 주로 타부서와 겸임하는 형태 

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관련 인력채용 

도 대기업과 비교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우수인력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 

되었다.

•자금 동원력의 문제점

이러한 중소기업 외부 환경요인 이외에도 

내부환경측면에서도 대기업처럼 충분한 자금 

동원 능력의 제약으로 자금에 대한 요인도 큰 

요인이 된다. 특히, 정보화와 같이 조기에 가 

시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 

자가 어려운 편이다. 정보화 대한 투자가 가 

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가 정보화 

에 대한 효과가 인식될 수 있도록 마인드 제 

고에 대한 다양한 방안 수립 이 필요하다.

• 교육체계 미홈,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대기업과 비교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 

진 중소기업에서는 정보화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도 어려운 편이다. 그리고 자사에서 활용 

하는 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체계화된 교육지 

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력으로 전문인 

력 양성도 어려운 편이다.

3.2 정보화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마인드의 중요성

앞에서 중소기 업 정보화 도입에 따르는 문 

제점을 기업의 내 • 외부 요인 면에서 살펴보 

았다.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지만 무엇 

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이 정보화 

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지 즉 마인드라 할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최고경영자의 마인드 제고를 중심으로- 163

〈표 3-2> 중소기업 정보화 성공요인의 중요도［9］”

순 위 성공요 인 「중요도

1 최고경영층의 의지 451

2 조직원의 이해 및 참여 4.40

3 전산교육 및 훈련센터 확대 4.38

4 표준화 436

5 전산책임자의 능력 4.27

6 전산요원의 자질 4.12

7 세제지원 확대 4.09

8 자문기관이나 지도상담역의 확대 4.04

9 S/W 유통센터 활성화 4.03

10 S/W 이용 가능성 4.98

수 있다. 김길조와 김상수［1］는 정보화의 성 

공요인의 중요도를 CSF( Critical Success 

Factor) 방법으로 분석하여〈표 3-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3-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있어서 정보화의 성공여부가 최 

고경영자의 의지에 크게 의존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즉, 최고경영자는 적극적인 의지 

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정보화를 지원해 주며 깊게 관여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즉, 성공적 인 정보화를 위해서는 

도입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도입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지원 및 강력한 추진의 

지 등, 최고경영자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부 

분이 많아, 현재까지 정보화 추진이 되지 않

3) 중요도 척도는 5점 만점으로 사용하였다.

은 중소기업에서는 최고경영자의 마인드가 

정보화의 성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2,4,6,7,8］.

중소기 업 정보화에 최고경 영자 마인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보화 투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최고경영자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인식)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술 중심의 마인드

현재까지 많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 

소기업 경영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인식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역량 강화를 위 

해서는 정보화 구현이 필연적이므로 정보화 

에 대한 인식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방안수립 

이 필요하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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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교육 프 

로그램이 개설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 중의 하 

나이다.

•정보화 도입에 따른 기회비용의 두려움

비용 발생）

정보화에는 도입 초기에 많은 자금을 필요 

로 한다.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은 투자 

에 매우 제한적이다. 투자대비 즉시 가시화되 

지 않는 성과（정보화）와 투자대비 즉시 가시 

화되는 성과（생산시설의 확충, 마케팅, 핵심 

역량 강화） 등의 선택에서는 조기에 가시화 

되는 부분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에 대한 확실한 성과와 필요성에 대하 

여 최고경영자에 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정보화를 도입하지 않아도 별 문제없이

경영을 하고 있다.

최고경 영자들이 정보화 도입을 고려하지 

않는 대다수의 최고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인 

식 중의 하나이다. 기술 중심과 최고경영자 

역량에 의존하고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문제 

가 없다고 인식하여, 정보화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환경이 

점차 글로벌화 됨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개선 

해야 할 인식 중의 하나가 된다.

• 정보시스템 운영요원의 부족

중소기 업에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도 운 

영을 위한 전문요원 확보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비용이 

발생한다. 즉, 최고경영자는 유지보수에 필요 

한 지속적인 자금 투입 및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정보화 투자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경쟁업체와의 비교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의 정보화 도입에 

서는 동종업계의 타기업의 동향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종업계의 경쟁업체가 

정보화에 성공하면 자사의 정보화에 대한 적 

극적인 마인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즉, 경쟁 

업체가 정보화 도입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로 

인해 자사보다 경쟁우위를 가진다면 경영자 

는 보다 확고한 의지와 마인드로 인해 정보화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 

기업에 정보화를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대표 

업종에 대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3.3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방안 제시

앞 절에서 정보화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환경과 최고경영자 마인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중 

소기업 정보화 촉진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외 

적인 지원정책과 기업내부적인 측면에서 검 

토하여 본다.

효율적인 정보화 도입을 위한 정부차원에 

서 지원 가능한 외부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 정보시스템 활용에 따른 기업의 투명 

경영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 정보화 촉진올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자금 지원 방안 수립',특히 지방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수립.

• 중소기업 전문 정보화요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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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표준 정보시스템의 개발 • 보급 

및 확산

• 인사 • 급여 • 재무 • 생산 • 영업등 중소 

기업의 업무프로세스 중 2~3개의 단위 

업무를 통합화하고 향후 ERP로 연계 • 

확장이 가능한 기초정보 S/W 지원打 의 

개발•보급이 필요

• 정부 차원에서의 정보시스템 개발(아웃 

소싱)업체에 대한 신뢰보증제도 수립

•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지역중심 

의 정보화 지원방안 수립

• 최고경영자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시스템의 정립이 필요

위와 같은 기업 외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한 

정보화 도입을 위한 다음과 같은 기업 내적환 

경의 재고가 필요하다.

• 정보화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자발적인 

관심 및 정보화 습득 등、스스로 변화 

하고자 하는 노력 이 필요

4)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세제지원제도에는 중소 

기업정보화사업에 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생 

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세액 공제, 전자상 

거래 등 수입금액 중가세액 공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이 있다. 그러 

나. 대부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이 주 대상 

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기업의 수익규 

모가 크지 않아 납부 세금의 규모가 미미한 

경우에는 조세지원의 효과가 거의 상실되는 문 

제도 있다[9].

5) 중소기업 기초정보 S/W보급사업은 2002년 중 

소기업청이 실시한 '3만사 IT화지원사업의 

일부로 시행되었다.

•최고경영자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부응한 조직원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제고

•정보시스템의 효과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전산 전문 인력의 양성

4.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최고경영자의 마인드라 

고 전제하고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가 자사에 

대한 정보화 환경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화 마인드에 대하여 분석한 후, 최고경영자 

마인드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 

엇인지 설문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4.1 자료 조사 대상 선정 기준

본 연구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산이라는 지역 

적 특성 이 있지만 본 논문의 대상이 중소기업 

이고 중소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샘플로 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은 부산을 소재로 하 

는 중소기업으로 종업원 수가 100-300명 사이 

의 제조업을 한정하였다. 종업 원 수를 100-300 

명으로 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보화 추진 

의 필요성 이 강조되고 정보화 추진한 경험 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정보화에 대한 보다 현 

실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제조업의 분야도 음 • 식료품 제조,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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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인터뷰를 위한 설문 항목

항 목 세부 항목

중소기업의 정보화 구축 환 
경 및 최고경영자의 마인드 
수준 평가

• 정보화 도입/확대의 필요성
. 정보화 도입 경험
. 分보화 도a시。중요 요인에 대한 인식

• 본인이 판단하는 정보화 마인드 수준

•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 정보화 투자에 대한 의향

• 정보화 교육 수혜 여부

정보화 도입 방안에 대한 
인식 평가

• 최고경영자 마인드 변화를 위한 대안
• 정보시스템 도입 방법에 대한 의견

정보화 도입에 대한 문제점 
및 정책지원에 대한 건의 
사항 평가

• 중소기업의 낮은 정보화 수준에 대한 인식
•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
• 정부의 정보화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유, 의류 제조업 등을 제외한 표준산업분류상 

의 제조업에서 코드번호가 26. 비금속광물 제 

품 제조업에서 37. 재생용 가공 원료 생산업 

까지로 한정하였다. 이렇게 제조업의 분야도 

한정한 것도 대상으로 한 제조중심의 중소기 

업이 업종 특성상, 정보화 추진을 위한 의지 

가 강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다.

부산에 소재하는 산업표준분류상 D 제조 

업에 해당하여 종업원이 100-300인 중소기업 

은 총 205사이며,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이 되 

는 기업은 총 106개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대상 기업의 약20%에 해당하는 20개 기업 

올 직접 방문하여 최고경영자에게 인터뷰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4.2 설문 항목 개발

설문 항목 개발에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이 실시하는 정보화수준 평가 설문지를 기반 

으로 하여 최고경영자의 정보화 마인드에 대 

한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중소기 업 정 

보화에 대한 많은 조사에서는 일반 업무담당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 

소기업의 최고경영자 본인이 정보화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효 

율적인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 항목은 크게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환경 및 최고경영자의 마인드 수준 평가, 정 

보화 도입 방안에 대한 인식 평가, 정보화 도 

입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지원에 대한 건의사 

항 등 3항목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표 4-1〉에 본 인터뷰에 사용한 설문 항목 

을 정리하였다.

4.3 표본 특성

자료 대상 선정 기준으로 선정된 106개 기 

업올 대상으로 2003년 8월 18부터 29일 사이 

에 기 업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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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인터뷰 조사 표본의 특징

항 목 특 성 설문응답자

성 별 남자 20명 (100%)

나 이 50 대 20명 (100%)

매출액

50억 이상~100억미만 2업체 (10%)

100억 이상〜200억미만 9업체 (45%)

200억 이상~300억미만 3업체 (15%)

300억 이 상 6업체 (30%)

종업원수
100명이상〜200명미만 9업체 (45%)

200명이 상 ~300명미만 11업체 (55%)

하였다. 일부 기업에서는 인터뷰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표본이 20사가 될 때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응답한 표본의 특징은 

〈표 4-2〉와 같다.

인터뷰에 응답한 최고경영자의 연령을 살 

펴보면 모두 50대로 기술 • 제조중심의 성향 

이 강하며 비교적 컴퓨터 및 정보화에 대해서 

는 인식 이 부족한 연령대로 우리나라 중소기 

업 최고경영자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생각 

되어 진다. 따라서 이러한 최고경영자의 정보 

화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최고경영 

자의 인식으로 간주해도 될 것으로 추정 된다.

4.4 결과 분석

4.4.1 중소기업의 정보화 구축 환경 및 

최고경영자의 마인드 수준 평가

응답된 설문지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중소 

기업의 정보화 구축 환경 및 최고경영자의 마 

인드 수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단, 모든 설문 항목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정보화의 도입 • 확대의 필요성

20명의 최고경영자 중에서 17명（85%）이 정 

보화의 도입 •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 

하고 있었다. 즉 중소기업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됨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정보화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나, 최고경영자의 연령대가 50대인 것을 감안 

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도 정보화에 대하 

여 상당수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보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최고경영 

자를 대상으로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한 부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생산관리（10명）, 

재고관리（8명）, 사무자동화（7명）, 영업 • 판매 

（6명）, 급여 • 회계（5명）, 설계기술관리（4명）, 

원가계산（3명）, 기업간네트워크구축（3명）, 

ERP구축（2명）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 

를 보면, 정보화 대상을 점차 생산현장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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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확대해 갈 것이며 기업간 네트워크 구 

축（3명） 및 ERP 구축（2명）의 응답자도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단, 정보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최고경영자 3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앞에서 지적한 중소기업 

정보화 저해요인과 일치하였다.

① 도입 • 확대에 따른 성과의 불확실성（3명）

② 관리 및 교육의 부담（3명）

③ 도입 • 확대의 비용부담（2명）

④ 현재의 정보화 수준에 만족（1명）

• 정보화 도입 경험

정보화 도입 경험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 

들의 17명（85%） 이 정보화 도입한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중소기 업에 

서도 상당 부분 정보화 추진을 실시하고 있으 

며, 특히 정보화 추진 경험이 있는 최고경영 

자는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진한 정보화의 성공 여부에 관한 설문에 

서는 17명의 응답자 중 12명 이 성공적이었고 

5명이 실패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12명 

의 성공이라고 응답한 최고경영자를 대상으 

로 성공요인을 복수 응답 가능으로 설문한 결 

과,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8명）, 자사의 

전문 인력의 보유（3명）, 공신력 있는 시스템 

전문개발 업체에 의한 구축（3명）의 순으로 응 

답하여, 중소기업 정보화의 가장 큰 성공요인이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보화를 도입한 17업체 중에서 도 

입 방법에 관한 설문에서는 자사의 전산 인력 

으로 구축한 경우가 4명, 정보시스템 전문구 

축업체의 외주로 구축한 경우가 13명으로 아 

웃소싱에 의한 구축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신뢰 보증 제도를 확립한다면 중 

소기업에서의 정보화가 보다 촉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화에 대한 지속적 인 투자 부분에서는 

정보화를 성공한 기업（12명） 모두 지속적인 

투자 의향이 있으며, 특히 실패한 5명의 최고 

경영자 중에서 4명이 재도입의 의향을 표명 

하여,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도 상당히 

정보화에 대한 인식 이 향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정보화 도입시 중요요인

정보화 도입시의 중요요인으로는 최고경 영 

자의 의지（8명）, 정부의 지원정책（6명）, 조직 

공신력있는 시스템 전문개발 업체에 
의한 구축

자사의 전문인력의 보유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B
2U

쁘
10 20 30 40 50 60

〈그림 4니〉정보화 도입시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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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활용도（4명）, 정보화의 자사환경과 

의 적합성（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통하여 정보화 도입에는 최고경 

영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정책 

등 외부적인 환경 조성도 중요함으로 알 수 

있었다.

•정보화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상의 저해요인

최고경영자가 생각하는 정보화 도입을 위 

한 의사결정상의 저해 요인으로서는 지나친 

자금의 투자（10명）, 도입효과에 대한 불확실 

성（8명）. 전문인력의 부족（4명）, 정보화의 지 

식부족（1명）순으로 응답하여 자금적인 측면 

의 제약이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었다. 따라 

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체계 

적인 자금 지원 제도 확립의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입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 

해서는 정부가 신뢰성있는 성공모델을 발 

굴 • 확산시켜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정보화 추진상의 저해요인

실제로 정보화 도입을 결정한 후, 정보화 

추진상의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교육 및 전문 

인력의 부족（12명）, 최고경영자의 관심부족（8 

명 ）, 자금의 부족（7명）, 자사의 정보화 장비부 

족（6명）, 조직 구성원의 인식부족（4명）의 순 

으로 응답하였다.

즉, 정보화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는 최고경영자의 마인드와 자금이 문제가 되 

지만, 실질적인 정보화 추진시에는 전문인력 

의 자질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정보화의 자사환경과의

적합성

조칙 구성원의 화용도

정부의 지원정책

최고경영자의 의지

〈그림 4-2> 정보화 도입시 중요요인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정보화의 지식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도입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지나친 자금의 투자

〈그림 4-3> 정보화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상의 저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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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정보화 추진상의 저해요소

내적으로 스스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외적으로도 정부차원의 체계적 

인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보화 추진을 위한 투자 타당성 실시 여부

이 설문에 대해서는 있음（4명）, 현재 진행 

중（8명）, 향후 계획할 예정（5명）의 모두 17명 

（85%）이 정보화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인 방 

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보화에 대하여 투자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화 투자 부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부 

문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 도입（11명）, 전문 

인력의 교육（4명）, 자사 조직원들의 교육（3 

명）, 시스템 구축업체（3명）, 최고경영자의 정 

보화교육（1명 ）의 순으로 응답하여, 현재 중소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정보시스템 도입에 강 

한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 • 외 

부적으로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면 중소기업 

에서도 쉽게 정보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 의향

이 설문에 대해서는 있다（10명）, 현 상태 유 

지정도（8명）로 인력 투자에 대해서는 소극적 

인 의향을 제시하였다. 정보화를 위한 전문인 

력은 성공적 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추진 의 

지 등과 비교하면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이 

에 관한 최고경영자 마인드 제고를 위한 홍보 

와 기업 외부차원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시스 

템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

본 설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16명）, 필요 

하지 않다（1명）, 잘 모르겠다（3명）로 최고경 

영자들의 80% 이상이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 

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의 실시여부에 대해서 

는 사외 교육 수강이 55%이며, 사내 교육이 

15%, 실시하지 않는 업체는 30% 정도로 나 

타나, 중소기업 조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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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자의 정보화 교육 이수 경험

본 설문에 대해서는 받은 적 이 없다（11명） 

로 받은 적 이 있다（9명）보다 많은 것으로 응 

답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최고경영자의 연령 

대가 50대 인 관계로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소 

극적인 관계도 있지만, 이러한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의 부 

족에도 기 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정 

보화 교육을 받은 경영자들은 정부가 지원하 

는 세미나（2명）보다는 기업이 주관하는 세미 

나（6명）, 대학 교육원（1명）을 통하여 정보화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응답되었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정보화 교육을 받은 경영자에 대 

해서 교육을 받은 후 정보화 도입의 필요성을 

느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100%가 필요하다 

고 응답을 하여, 정보화 교육이 중소기업 최 

고경영자의 마인드 제고에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

4.4.2 정보화 도입 방안에 대한 

인식 평가

본 항목에서는 실제 정보화 도입에 대한 최 

고경영자의 인식에 대하여 설문하여, 그 결과 

를 분석하였다.

•최고경영자 정보화 마인드 변화를 위한

대안의 중요도

최고경영자의 정보화 마인드 변화를 위한 

다음의 6개 대안에 대하여 중요도를 설문한 

결과, 총 15업체의 최고경영자가 응답하였으 

며, 우선순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되었다. 단,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하였다.

① 정보화를 도입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혜택

① 중소기업에 맞는 S/W보급 개발

② 다양한 자금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

③ 최고경영자에 대한 교육지원

③ 시스템 구축업체의 신뢰보증제도

④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제도 구축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경영자의 마인드 

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보시스템 

을 도입하는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중소기 업에 맞는 S/W 개발 

공급은 중소기업의 환경을 고려한 표준형 정 

보시스템 모델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을 나타 

내었다.

단, 정보화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체계 

적 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역중심 정보화 지원체제 구축시, 참여 의향

이 설문에 대해서는 참여 의향이 있다（8 

명）, 알아본 다음에 참여하겠다（8명）, 없다（1 

명로 대체로 참가할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단, 이러한 지원체제가 아직까지 제시된 

바와 없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체제 

를 제시하면, 중소기 업의 적극적 인 참여가 기 

대된다.

•정부지원 전용 소프트웨어 보급시 도입 의향

이 설문에 대해서는 자사의 실정에 맞으면 

도입한다（15명）, 적극 도입한다（2명 ）, 잘 모르 

겠다（1명 ）의 응답으로 정부 차원의 표준형 정 

보시스템 모델을 개발 • 보급한다면 파급효과 

가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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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정보화 도입에 대한 문제점 

및 정책지원에 대한 건의사항 

평가

본 항목에서는 왜 중소기업에서 정보화가 

효율적으로 도입되지 못하는 것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지원에 대한 평가 및 건의 

사항에 설문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이 낮은 이유

이 설문에 대해서는 자금부족（10명）, 경영 

자의 인식부족（4명）, 인력부족（4명）, 기술 및 

노하우의 부족（4명）, 정보화 필요성 낮음（1 

명）의 순으로 응답하여, 정보화 추진에 가장 

큰 장해가 자금적인 측면임을 알 수 있어, 정 

보화 추진에 대한 자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수 

립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향후 정보화 도입시 문제점

이 설문에 대해서는 비용대비 효과 불확실 

（12명）, 도입 및 유지비용 과다（7명）, 경영자 

의 확고한 의지의 불확실성（3명）, 정보화 추 

진인력부족（2명）으로 응답하여, 정보화 추진 

의사결정시에 효과의 불확실성과 자금적 인 

측면의 애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 

는 정보화에 대한 성공 모델을 개발 • 홍보함 

으로서 정보화의 효과를 가시화시키고 정보 

화에 대한 투자가 결코 과잉 투자가 아님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이 설문에 대해서는 감세혜택 등 세제지원 

（15명）, 소요자금대출 등 자금지원（10명）, 소 

프트웨어 및 기술보급지원（8명）, 무료교육 및 

〈그림 4-5>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이 낮은 이유

〈그림 4-6> 향후 정보화 도입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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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7명）, 전문가 파견 및 인력지원（6명）, 

하드웨어 임대지원 정보화 우수기 업 포상（2 

명 ）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감 

세 및 세제지원 등 정보화 도입에 따른 실질 

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뷴에 대한 보 

상이 가능하다면 중소기업 이 자립적으로 정 

보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따 

라서, 기업의 투명 경영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금지원도 중 

소기업에서는 중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보화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이 설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다（10명）, 지원 

내용도 모르겠다（8명）, 매우 잘하고 있다（1 

명）, 잘흐）는 것 같다（1명）로 응답하여 현재 

정부에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에 대하여 만 

족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원내 

용도 모르겠다로 응답한 사람이 8명으로 전 

체의 40%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시 

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이 충분히 중소기 

업에게 충분히 홍보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 인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4.4 최고경영자 마인드 제고를 

위한 방안 제안

본 설문을 통하여 일정 규모가 되는 중소기 

업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정보화에 대한 의지 

및 실질적인 정보화 추진의 필요성과 확대의 

가능성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설 

문을 통하여 도출된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정보화에 대한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정보화 도입을 위한 중요 요인 

으로 최고경영자의 의지 이외에도 정부 

의 지원정책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 

되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실질적으로 최고경영자가 정보화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의 장해가 되는 부분이 

투자대비 효과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 

는 정보화 도입의 성공모델 발굴 • 홍보 

를 통하여 최고경영자의 정보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4-7>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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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자의 정보화 교육 효과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차원에서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소 

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특히 50 

대 이상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관계로 지역 중심의 정보화 지원체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리고 지역산업에 

적합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체제 구축 

이 필요하다.

•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정보화롤 도입 

하고자 하여도, 표준 모델로 할 수 있는 

표준 정보시스템 모델이 없는 관계로 

긍정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표준형 

정보시스템 모델을 개발 • 보급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에 외부의 아웃 

소싱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신뢰 보증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 정보화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의외 

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인식 이 부족 

하였다. 이 현상은 교육은 사회에서 담당 

하여 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대다수 중소기업에서 정보화 도입의 

큰 장애로 자금문제를 제시하였다. 따라 

서, 정보화 도입에 관한 체계적인 자금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도입시 

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외에도 도입후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원 

제도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화 구축을 통한 투명경영에 대해서 

도 최고경영자가 많은 저항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명경영에 

대한 세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 현재 정부가 많은 정보화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서는 실질적 이고 충분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다 효과적 인 홍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5. 결 론

최근 우리 기업의 환경은 글로벌화 및 정보 

통신기술 발달로 기업의 업무에 컴퓨터 및 정 

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를 적극 추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력, 기술력, 전문 인 

력을 보유한 대기업에서는 자력 및 능동적으 

로 정보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적극적 

인 추진이 어려운 편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9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의 정보화는 우리나라 산 

업 전체의 효과적 인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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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이다. 특히, 중소기 업에서 정보화 추진 

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인 추 

진이 어려운 것은 지원제도 기술력 등과 같 

은 외적요인도 작용하지만, 내부의 자금적인 

문제, 전문 인력의 미보유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중、특히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이 최고경영자의 정보화에 대 

한 마인드가 가장 큰 것으로 여러 문헌에도 

지적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의 가장 큰 요인을 중소기 업 최고경 영자 

의 마인드라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고경영자의 마인 

드를 변화시키고 효율적인 정보화 도입을 위 

한 방안을 학술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론적 배 

경의 틀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마인드 현 

황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에 대하 

여 검토하였다.

연구 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최고경영 

자의 정보화 마인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 

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생산관리, 재고관리, 

사무자동화 분야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의 

정보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ERP 및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정보시스템 구현 

등에 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였다. 즉, 정보화 

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으므 

로, 중소기 업의 열악한 환경을 지원하여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정보화가 

적극적으로 추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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