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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는 도입 비용이 상당히 높고, 단기간에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분의 IT 도입 성과 평가 모델은 

단기간의 성과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측을 하기 힘들다. 한 성과 측정을 해 ROI와 같은 재무 인 

요소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보다 정확한 성과 측정을 해서는 재무  요소뿐 아니라 시스템 활용성, 

고객만족, 기업 이미지 등 비재무 인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 인 에서 재무 인 요소와 

비재무 인 요소 모두를 성과 측정에 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나믹스와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 다.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장기 인 에서 상 시스템의 

행태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며, BSC는 재무  비재무  측면에 한 평가를 가능하게 해 다. 한 본 연구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유통 산업에 있어서 RFID 도입 성과를 측정하는데 용해 보았다. 용해 본 결과 

RFID는 도입 비용이 많이 들기에 단기 인 에서는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오나, 장기 인 에서는 기업에 이익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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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하루가 다르게 발 하고 있는 IT는 비즈니스 성

패를 결정짓는 핵심역량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IT의 도입 여부에 한 의사 

결정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요한 문제로 두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IT 도입 성과 

측정에 해 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IT는 도

입 비용이 높고 그 효과가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

기 때문에, 장기 인 에서의 효과 인 성과 측

정 모델이 기업에게 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기업의 성과 측정 요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투자 수익률(ROI)과 같은 재무 인 요

소이다. 하지만 기업의 성과측정에는 재무 인 요

소 이외에도 기업이미지, 종업원의 만족도, 시스템

의 활용성 등 비재무 인 요소도 반 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재무 인 요소는 측정 방법과 기 이 모

호하기 때문에 성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류 , 2001). 이에 Kaplan과 Norton은 매출  비

용, 수익 등과 같은 재무 인 요소와 함께 비재무

인 요소를 성과 측정에 반 하는 BSC(Balanced 

Scorecard)라는 종합 인 틀을 제시하 다(Kaplan 

et al., 1996). BSC는 학습  성장, 내부 로세스, 

고객 등의 비재무  이 최종 으로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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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다이나믹스 연구 차(백승원 외, 2007)

에 향을 주어 성과측정에 반 되게 한다.

본 연구는 IT의 도입 성과측정 시 장기 이며 

동 인 에서 재무  비재무  요소를 함께 고

려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하여 

먼 , 장기 인 에서 도입 효과의 시간의 흐름

에 따른 동  변화 모양을 분석하기 해, 시스템 

다이나믹스 분석 방법(Sterman, 2000)을 이용하

으며, 다음으로 재무  요소와 비재무  요소를 함

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IT 도입 효과 분

석을 한 BSC 모형(Kaplan et al., 1996)을 구축

하 다. 이 때 BSC의 각 에 한 구성요소 규

명  구성요소 간에 존재하는 인과성은 최 한 

기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 으며, 필요시 문가

와의 인터뷰를 이용하기도 하 다. 

2. 배경연구

본 연구는 기업의 IT 도입 성과를 장기 인 

에서 측정한다. 한 IT 도입 성과 측정을 한 

구성요소를 BSC방법론과 Bernroider의 략지도

를 참조하여 구성한다(Bernroider et al., 2003).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다이나믹스 분석(Forrester, 

1961)을 한 시뮬 이션 모델을 구축하 다. 본 

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BSC  Bernroider

의 략지도와 본 연구의 분석 방법론인 시스템 

다이나믹스에 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

와의 연 성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1 시스템 다이나믹스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실세계의 문제를 비선형

인 피드백 구조를 갖는 시스템으로 악하고, 이

를 시뮬 이션하는 방법이다(Sterman, 2000). 이 방

법은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의 Jay W. Forrester 교수에 의해 1950년 처음 개

발되어 산업공학 분야에서 사용되어왔다(Forrester, 

1961). 이후 1990년  후반부터 소 트웨어 기술이 

발 하고,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에 

한 논의가 많아지면서, 용 분야가 차 확 되어 

가고 있다(김도훈, 2001).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근 방식에서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특정 변수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모양에 심

을 둔다. 즉, 각 변수의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닌, 변수의 동 인 변화 모습(안정/불안정 경향, 

상하 주기 인 동, 성장과 쇠퇴, 안정 상태 유지 

등)을 분석한다. 둘째,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모든 

상을 상호작용 는 피드백 루 (two-way causation 

or feedback)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악한다(민

재형 외, 2002).

[그림 1]은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연구 차를 

보인 것이다. 시스템 다이나믹스 방법에 의하면 실

세계의 상을 기반으로 인과지도와 시뮬 이션 

모델을 구축한다(Richmond, 1994). 그 다음으로, 

구축된 모델을 통해 시뮬 이션을 실행한다. 여기

서 시뮬 이션이란, 모델 구성요소들의 동 인 변

화모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의 실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뮬 이션은 더 정교화 된 동  

행태 유형(Dynamic behavioral pattern)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김도훈, 2001). 이러한 동  행태 

유형을 분석하여 기업은 시뮬 이션 결과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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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SC 모형(Kaplan et al., 1996)

하여, 유용한 경 략을 수립하거나, 미래성과를 

측할 수 있다(백승원 외, 2007). 이와 련된 기

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희웅 등은 

마  정책 수립에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을 도

입하 고(김희웅 외, 1999), 박상  등은 시스템 다

이나믹스를 이용하여 임 체계를 설계하 다(박상

 외, 1999). 윤장  등은 온라인 마켓 이스의 

핵심 경쟁 요인 분석을 해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을 이용하 다(윤장  외, 2006). 한 미래성

과 측에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을 활용한 연구

들도 있다. 그 사례로 모바일 이낸스 시장의 성

과를 측한 연구(김효근 외, 2006)와 모바일 뱅킹 

시장에서의 구 효과가 잠재고객의 수요에 미치는 

향 측에 한 연구(윤선희, 2005)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IT의 도입 성과측정

에 용한 연구로 볼 수 있다. 

2.2 BSC(Balanced Scorecard)

BSC는 조직의 목표를 근거로 하여 비 (Vision)

과 략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한 성과목

표들을 도출한 다음, 각각의 성과목표들이 잘 수행되

고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다(Kaplan 

et al., 1996). BSC 이 에 주로 사용되던 성과 측

정 방법들은 단순히 재무  측정치만을 이용하

지만, BSC는 재무 측정지표와 비재무 측정지표, 동

인지표(Leading indicators)와 결과지표(Lagging 

indicators) 등을 균형 있게 활용한다(임상종, 2006).

BSC는 경 활동의 결과를 재무 (Finance 

Perspective), 고객 (Customer Perspective), 내

부 로세스 (Internal Process Perspective), 그리

고 학습  성장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에서 측정한다(정연도 외, 2001). 이러한 BSC의 

 간 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BSC 각 의 목

표는 기업의 략과 비 에 부합되어야 한다(신규

철 외, 2001). 즉, 기업은 그들의 략과 비 에 따

라 각 별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지표는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직․간 으로 측정 가능하게 하는 

구체 인 지표를 포함한다. 목표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성을 가져야 하며, 그림에서  간 그리고 

비 과 략 간의 화살표는 인과성을 나타낸다.

구체 인 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 

 성장 에서는 장기 인 성장과 가치창조를 

목표로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한 측정지표로 직원

의 역량  정보시스템 역량, 조직 역량 등을 가질 

수 있다. 내부 로세스 에서는 재무와 고객만

족을 해 필요한 내부 로세스를 심으로 목표

를 설정하며, 측정치로는 로세스 소요시간, 로

세스 품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고객 에서는 

고객만족을 심으로 목표와 측정지표를 규정할 

수 있다. 이 때, 고객 만족을 해서는 고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내어, 목표와 측정지

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요하다. 재무 에서는 

수익 창출이라는 목표 하에, 투자수익률, 경제  

투자가치(EVA), 수익성 분석 등을 측정지표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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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SC 략지도의 (송경근 외 역, 1998)

용하게 된다(신규철 외, 2001).

BSC의 네 가지 들에 련된 변수들과 이들 

간의 계를 도식화한 것을 략지도(Strategy 

Map)라 한다. [그림 3]은 이러한 략지도의 이

다. [그림 3]에 따르면 직원의 기량이 향상(학습  

성장 )되면, 기업 내부 로세스의 질은 향상될 

것이며, 로세스의 사이클 타임은 어들게 될 것

이다(내부 로세스 ). 향상된 로세스의 질

과 어든 사이클 타임은 고객에게 시에 제품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고객 충성도를 높이

게 될 것이다(고객 ). 결과 으로, 높아진 고객

충성도는 기업의 투하자본에 따른 수익률을 높이

게 되는 인과성을 갖게 된다(송경근 외 역, 1998).

기존의 BSC에 한 연구들은 기업 내 요소들 

간의 인과 계를 밝히고, 그 성과를 측정한 연구들

이 부분이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네 가지의 

을 모두 포함하지 않고 일부 만으로 인과성

을 밝히고 성과를 측정하 다(손명호 외, 2002, 윤

응서 외, 2004, 이종곤 외). 한, 장기 인 에

서의 연구보다는 단기 인 성과측정에 그친 연구

가 부분이었으며(Hasan et al., 2003, 문보경, 2001, 

임상종, 2006), BSC를 용한 산업군 역시 제조업 

는 유통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노형  외, 2001, 

신규철 외, 2001, 정연도 외, 2001).

본 연구는 재무 이 학습  성장 에 

향을 주는 피드백 루 를 근거로 성과측정 모델을 

구축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BSC의 네 가지 

을 모두 포함하며, 동시에 시스템 다이나믹스 방

법을 이용하여 장기 인 에서 IT 도입의 성과

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IT 

도입을 고려하는 모든 산업군에 용 가능한 일반

화된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2.3 Bernroider의 BSC 략지도

략지도란 BSC의 네 가지 들에 련된 변

수들과 이들 간의 인과 계를 도식화한 것을 말한

다(Kaplan et al., 2000). Bernroider et al.(2003)은 

BSC 모형을 e-Business에 용하여, 략지도를 

구축하 다([그림 4]). Bernroider et al.의 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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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ernroider et al.(2003)의 략지도

도에 따르면 비   략은 비즈니스 통합과 자

동화가 된다. [그림 4]는 Bernroider et al.이 제시

한 비즈니스 통합과 자동화를 한 각 과 이

를 한 측정지표를 도식화 한 것이다1).

[그림 4]에 나타난 화살표는 측정지표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 계를 나타낸다. 그들은 특히 굵은 

화살표로 표시된 5개의 인과 계(Link 1～5)를 

요시 보았다. 이들 요 Link를 살펴보면, Link 1은 

e-Business 운 비용 감(Low level of e-busi-

ness operation costs)이 로세스 비용 감(Lower 

process costs)에 향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 Link 

1) 기존의 BSC와는 달리 Bernroider et al.(2003)은 기존 
BSC의 네 가지 에 트  을 추가시켜 략
지도를 구축하 다. 이는 e-Business에 있어서 SCM 
등의 트 와의 계가 통 인 기업과는 달리 매
우 요하며, e-Business 개발을 해서는 필수요소이
라는 것을 문헌연구를 통해 밝  추가한 것이다. 

2는 e-Business 운  품질(High quality of e-busi-

ness operation)이 향상되면 기업의 내부 정보가 

트   고객 등이 더 용이하게 근(External 

inquiries go directly to the correct internal con-

tact)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나타낸다. Link 3은 정

보 최신성의 향상(Reliable availability of up-to-date 

information)은 외부에 한 정보 제공성(Efficient 

and error free communication of product data to 

business partners)을 향상시키는 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Link 4와 Link 5는 트  기업과의 커

뮤니 이션의 증가(Efficient and error free com-

munication of product data to business partners)

가 e-business의 사용 정도(High degree of e-busi-

ness utilization by partner community)를 더욱 높

여 주며, 이는 다시 트  기업과의 커뮤니 이션

을 더욱 활발히 해 주게 되는 피드백 루 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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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델 구축 차 

변    수 의    미

IT 성능
IT 자체(소 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성능을 의미
ex) 실시간 처리 능력, 네트워크 수 , 오류발생 하율(이종곤 외, 2003)

종업원 능력 종업원의 IT 활용능력(이종곤 외, 2003) 

정보 품질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산출물의 품질(임상종, 2006)
ex) IT를 이용하여 축 되는 데이터 자체의 품질, 정보의 양, 정보의 업데이트 주기, 정보의 이용가능
성(Bernroider et al., 2003)

정보 활용 수
종업원들이 구축된 시스템에 직  근하여 축 된 정보를 활용하는 수
(DeLone et al., 1992, 정연도 외, 2001) 

<표 1> 내부 로세스 에서 사용되는 변수

낸다.

Bernroider et al.(2003)의 연구는 BSC를 e-Business

의 성과 측정에 사용하 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Bernroider et al.(2003)이 제시한 

략지도에 근거하여 IT의 도입 성과 측정을 한 

모델을 구축하 다.  

3. IT 성과 측정 모델 구축

앞 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 으로 시스템 다

이나믹스 방법에 따르면([그림 1]), 실세계에서 문

제가 도출되고, 도출된 문제를 바탕으로 모델이 구

축된다. 그리고 구축된 모델을 사용하여 시뮬 이

션을 실행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한

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구축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세분화하 다([그림 5]).

(1) 략지도 작성 : Bernroider et al.(2003)의 

략지도를 근거로 하여 변수  인과성을 재설정

하여 본 연구의 략지도를 작성함.

(2) 인과지도 작성 : 작성된 략지도에 피드백 

루 를 추가하여 인과지도를 작성함.

(3) 모델 구축 : 작성된 인과지도에 측정지표  

수식을 추가하여 시뮬 이션이 가능한 모델을 구

축함.

3.1 략지도(Strategy Map) 작성

본 연구에서는 앞 에서 언 한 Bernroider et 

al.(2003)이 제시한 략지도를 바탕으로 각각의 

변수를 e-Business의 측면에서 IT의 측면으로 수

정하여 략지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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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T 도입 성과 측정을 한 략지도

그리고 변수들 간의 인과 계는 기존 문헌을 통

해 밝혔다. 이종곤 외(2003)는 개별성과측정치들에 

한 고찰을 통하여 구체 인 성과측정지표를 설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성과측정지표 간의 인

과 계를 실증 으로 검증하 다. 그 결과 종업원

의 능력은 고객 에, IT 능력은 품질, 시간, 고객

에, 그리고 품질은 시간과 고객 에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다. [그림 6]은 변수 간 인과

계를 반 한 략지도이다. 이 략지도를 각 

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1.1 학습  성장

<표 1>은 학습  성장 에서 사용되는 변수

들을 정리한 것이다. 학습  성장 에서 각 변

수들 간의 인과 계를 살펴보면, IT 개선 투자는 

시스템 개발  인 라 구축에 양(+)의 향을 주

게 된다. 한 교육 투자가 증가하면 교육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고, 교육에 한 질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양(+)의 향을 가지게 된다(김범열, 2004). 

이러한 향을 받은 교육 인원과 교육 질은 종업

원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증가시키고, 교육에 

한 내용이 좋아지면서 종업원 만족도를 증가시키

게 되는 양(+)의 향을 주게 된다(임상종, 2006).

3.1.2 내부 로세스 

<표 2>는 내부 로세스 에서 나타나는 변수

들을 정리한 것이다. 내부 로세스의 각 변수들은 

학습  성장  련 변수들의 결과지표가 되며, 

고객  련 변수들의 동인지표가 된다. 지속

인 시스템 개발과 확장되는 인 라 구축은 기업 내

의 IT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한 종

업원의 만족도가 상승하게 되면 종업원의 IT 활용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정연도 외, 2001). 그리고 종

업원의 IT 활용정도가 높아지면, 정보가 쉽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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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의    미

IT 개선투자 IT 시스템 도입 후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투자액(류 , 2001)

시스템 개발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응하기 한 기능 추가  시스템 확  개발(김범열, 2002, 류 , 2001)

인 라 구축
시스템을 실행하기 해 필요한 기반 시설구축
ex) 하드웨어  네트워크(류 , 2001)

교육 투자 종업원들을 상으로 IT에 한 교육(김범열, 2004)

교육 인원 교육 가능한 종업원의 수(류 , 2002)

교육 질 IT 교육에 한 질(김범열, 2004)

종업원 만족도 종업원이 수강한 교육에 한 만족도(윤응서 외, 2004, 정연도 외, 2001)

<표 2> 학습  성장 에서 사용된 변수

변    수 의    미

IT 성과 IT를 도입 한 후의 성과(DeLone et al., 1992, Edvinson et al., 1998, 신규철 외, 2001)

트  기업과의
커뮤니 이션

트  기업과의 정보교류 수 (DeLone et al., 1992, 류 , 2002, 신규철 외, 2001)

고객서비스
수

고객을 상으로 행하는 기업의 서비스 수 . 
ex) 고객의 불만사항 처리, 고객의 니즈 악(Edvinson et al., 1998, 김범열, 2002, 신규철 외, 2001)

기업 이미지 고객이 가지는 기업에 한 이미지(DeLone et al., 1992, Kaplan et al., 1996, 김범열, 2002, 류  2002)

<표 3> 고객 에서 사용되는 변수

변    수 의    미

IT 운 비용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는 비용
시스템 유지  보수에 투입되는 비용(Martinsons et al., 1999, 류 , 2002) 

로세스 비용 기업 내의 모든 로세스에 투입되는 비용(Bernroider et al., 2003) 

매출 상품  서비스 매 액(Martinsons et al., 1999, Edvinson et al.,1992) 

수익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액(Edvinson et al., 1998, 노형  외, 2001) 

<표 4> 재무 에서 사용되는 변수

르게 변환 가능해 지며 축 될 수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기업의 정보 품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임상종, 2006, 정연도 외, 2001). 증가된 정보품질과 

향상된 IT 성능은 조직 내 정보 활용 수 을 높여주

게 될 것이다(DeLone et al., 1992, 정연도 외, 2001).

3.1.3 고객

<표 3>은 고객 에서 사용된 변수에 해 정

리한 것이다. 고객 은 내부 로세스 에 

향을 받은 결과지표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 재무

의 동인지표가 된다. IT 성능이 향상되면, 트

 기업과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류하는 것

이 가능해지므로, 트 기업과의 커뮤니 이션 수

을 증가시킨다(DeLone et al., 1992). 그리고 IT 

성능의 향상으로 인해 고객의 니즈 악  불만

사항 등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고객

서비스 수 이 향상될 것이다(DeLone et al., 1992, 

신규철 외, 2001). 정보 활용 수 이 높아짐에 따라 

트  기업과의 커뮤니 이션이 원활해지게 되며, 

고객서비스 수 도 개선되게 될 것이다(DeLone 

et al., 1992, Kaplan et al., 1996, 김범열, 2002).

3.1.4 재무

<표 4>는 재무 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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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T 성과 측정을 한 인과지도

것이다. IT 성과가 높아지면, IT의 활용정도가 높아

지므로 이에 련된 IT 운 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

이다(Kaplan et al., 1996). 이 결과 IT 운 비용이 높

아지게 되면, 이를 포함하는 체 로세스 비용 

한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향상된 기업 이미지는 

고객의 구매로 연결되어 기존 고객의 재구매  신

규 고객의 확보로 이어져 기업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김범열, 2001, 문보경, 2001). 

이러한 IT 운 비용  매출은 수익에 향을 주어 

기업의 IT 도입에 따른 수익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IT 도입 성과를 측할 수 있을 것이다. 

3.2 인과지도 작성

앞 에서 설명된 략지도는 각 변수간의 인과

성을 나타내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학습  성장

에서 시작된 인과성이 재무 에서 종결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IT는 도입 후 단기간

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장기 인 에서 

IT 도입효과를 측정하기 해서는 재무  성과가 

다시 학습  성장 에 향을 주는 피드백 구

조가 필요하다. [그림 7]은 앞 에서 설명한 략

지도([그림 6])에 피드백 루 를 추가한 것이다.2) 

인과지도 상에서의 각 화살표는 변수 간의 인과

계를 나타내며, (+)는 양의 인과 계를, (-)는 음의 

인과 계를 나타낸다.

[그림 7]의 인과지도 좌측을 살펴보면, 기업의 

R&D 투자에 의한 ‘IT 개선 투자’는 ‘시스템 개발’ 

 ‘인 라 구축’에 양(+)의 향을 주게 된다. 이

러한 향을 받은 두 변수는 기업 내의 ‘IT 성능’

에 해 양(+)의 향을 주게 된다. ‘IT 성능’은 ‘

트  기업과의 커뮤니 이션’에 양(+)의 향을  

것이고, 이는 ‘IT 성능’와 함께 ‘IT 성과’에 향을 

 것이다. 향을 받은 ‘IT 성과’는 ‘IT 운 비용’

2) 김범열은 기업의 장기 인 성과를 해서는 수익의 
일부가 IT 개선 투자  교육 투자에 사용되어야 한
다고 말하고 있다(김범열, 2004). 이에 본 연구는 재
무  성과로 나타난 수익의 일부가 학습  성장

의 IT 개선 투자  교육 투자에 사용되는 피드백 
루 를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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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양(+)의 향을 주지만,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수익’에 음(-)의 향을 주게 되고 수익은 다시 ‘IT 

개선 투자’에 향을 주는 음의 피드백 구조(Balanced 

Loop)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과지도([그림 7])의 우측을 살펴보면, 

‘IT 개선 투자’와 같이 R&D 투자를 받은 ‘교육 투자’

는 ‘교육 인원’  ‘교육 질’에 양(+)의 향을  것

이고 이는 ‘종업원 만족도’에 향을 주게 될 것이다. 

‘종업원 만족도’는 ‘종업원 능력’에 양(+)의 향을 

주어, 다시 ‘IT 성능’  ‘정보 품질’에 양(+)의 향

을 주게 될 것이다. ‘정보 품질’은 기업 내 ‘정보활용

수 ’에 향을 주어 다시 ‘ 트  기업과의 커뮤니

이션’과 ‘서비스 수 ’에 향을 주게 된다. ‘서비스 

수 ’은 ‘기업 이미지’에 향을 주고 이는 ‘매출’에 

향을 주게 되어 기업의 ‘수익’에 향을 미치는 양

의 피드백 구조(Reinforcing Loop)를 이루게 된다.

3.3 모델 구축

본 에서는 앞 에서 작성된 인과지도를 바탕

으로 시뮬 이션 모델을 구축한다. 시뮬 이션 모

델을 구축하기 해서는 정량 인 수치나 수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과지도에 사용된 정성 인 변

수들을 정량  변수로 변환하기 해 측정 가능한 

변수(측정지표)를 선정하 으며, 이를 근거로 시뮬

이션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3.3.1 측정지표 선정

본 연구에서는 측정지표를 선정하기 해, 기존 

연구에서 발표된 지표를 최 한 이용하 으며, 연

구된 지표가 없을 경우에는 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표를 찾았다. 아래 <표 5>는 선정된 측정

지표를 요약한 것이다.

3.3.2 시뮬 이션 모델 구축

본 연구에서는 IT 도입 효과의 측정을 해 RFID

를 형 유통 소매업에서 도입한 를 사용하 다. 

그 이유는 RFID는 재 많은 기업에서 도입을 고

려하고 있는 표 인 정보시스템이지만, 도입 효

과에 한 신뢰성 있는 평가 방법의 부재로 도입 

의사결정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이

기 때문이다. [그림 8]은 앞 에서 설명된 인과지

도를 근거로 작성한 RFID 도입 효과를 측정하기 

한 시뮬 이션 모델이다. 인과지도는 변수간의 

정성 인 계만을 가지고 구축하지만, 시뮬 이

션 모델 구축 시는 변수간의 정량 인 값이나 수

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변수간의 정량

 계를 표 하기 해서 인과지도 상에는 나타

나지 않는 보조 인 변수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

순한 인과지도라 하더라도 시뮬 이션 모델은 상

당히 복잡한 구조를 띠게 된다. 본 연구는 시뮬

이션 모델 구축을 해서 VENSIM_PLE(http:// 

www.vensim.com)를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BSC의 재무  측정 지표인 수

익을 이용하여 RFID 도입 성과를 측정해 보았다. 

따라서 시뮬 이션 모델은 수익 변수를 심으로 

구축되었다. 수익 변수를 기 으로 좌측의 루 를 

살펴보면, 수익의 일부를 RFID 개선투자에 배분

하 을 때, RFID 개선투자가 다시 수익에 미치는 

향을 모델로 구축한 것이다. RFID 개선 투자는 

수익과 투자 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이 결과는 시

스템 개발과 인 라 구축에 향을 주게 된다. 시

스템 개발과 인 라 구축 정도에 따라 실시간 처

리 능력, 평균개발일정 지체일 수, 오류 발생률, 유

지보수 활동비율, 네트워크 수 이 변화하며, 이들

은 RFID 성능을 결정하게 된다. RFID 성능은 내

부 데이터 수 과 트  기업과의 커뮤니 이션 

수 에 향을 다. 내부 데이터 수 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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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측정지표 선정방법 참고 문헌

학습
 

성장

IT 개선 투자 ∙수익의 일부 문헌연구와 문가인터뷰
김범열(2004) 
류 (2002) 

시스템 개발 ∙IT 개선 투자액의 일부 문헌연구와 문가인터뷰
김범열(2002)
류 (2002) 

인 라 구축 ∙IT 개선 투자액의 일부 문헌연구와 문가인터뷰 류 (2002)

교육 투자 ∙수익의 일부 문헌연구
김범열(2004)
노형  외 (2001)

교육 인원 ∙투자 증가에 따른 교육인원 증가 문헌연구와 문가인터뷰 류 (2002)

교육의 질
∙개설 강좌 수
∙인력 당 IT 교육 일 수

문헌연구와 문가인터뷰
류 (2002)
정연도 외 (2001)

종업원 만족도
∙교육만족도
∙교육훈련만족도

문헌연구
윤응서 외 (2004)
정연도 외 (2001)

내부
로
세스

종업원 능력 ∙종업원의 능력 향상정도 문헌연구 이종곤 외 (2003)

IT 성능

∙실시간처리능력
∙네트워크 수
∙오류 발생 하율
∙평균개발일정지체일수
∙유지보수 활동비율

문헌연구

Edvinson et al.(1998)
김범열(2002)
류 (2002)
이종곤 외 (2003)
정연도 외 (2001)

정보 품질
∙조직 내 정보 수
∙ 근성

문헌연구와 문가인터뷰
Bernroider et al. (2003)
임상종(2006)

정보
활용 수

∙IT 성능 상승에 따른 활용수  상승정도
∙정보품질 상승에 따른 활용수  상승정도

문헌연구와 문가인터뷰
DeLone et al.(1992)
정연도 외 (2001)

고객

트 기업과의 
커뮤니 이션

∙ 트 기업의 IT 사용횟수
∙새로운 애 리 이션 개발의 참여도
∙실시간 응답

문헌연구
DeLone et al.(1992)
류 (2002)
신규철 외 (2001)

IT 성과
∙IT 인력 당 IT 사용 비율
∙커뮤니 이션에 따른 성과 증가율
∙ 트  기업과의 질의응답 수 

문헌연구
DeLone et al.(1992)
Edvinson(1998)
신규철 외 (2001)

고객
서비스수

∙지식의 활용 정도
∙IT 성능

문헌연구
Edvinson et al.(1998)
김범열(2001)
신규철 외 (2001)

기업 이미지
∙인지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문헌연구

DeLone et al.(1992)
Kaplan et al.(1996)
김범열(2001)
류 (2002)

재무

IT 운 비용
∙IT 인력 당 IT 사용 비율
∙커뮤니 이션에 따른 증가율
∙질의응답 수

문헌연구와 문가인터뷰
Kaplan et al.(1996)
Martinsons et al.(1999)
류 (2002)

로세스 비용 ∙IT 운 비용 문헌연구와 문가인터뷰 Bernroider et al.(2003)

매출 ∙기업이미지 문헌연구와 문가인터뷰

Martinsons et al.(1999)
Edvinson et al.(1998)
김범열(2001)
신규철 외 (2001)

수익
∙IT 운 비용
∙매출

문헌연구와 문가인터뷰
Edvinson et al.(1998)
노형  외 (2001)

<표 5> 변수들에 한 측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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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RFID 도입성과측정을 한 시뮬 이션 모델 

시 공  수 과 사용가능한 메인 임 비율로 

계산된다. 한 트  기업과의 커뮤니 이션은 

새로운 애 리 이션 개발의 참여도와 실시간 응

답, 그리고 력업체의 RFID 사용횟수로 그 값이 

산출된다. 이 게 산출된 수치는 RFID 성과의 지

표인 종업원의 RFID 사용 비율  RFID를 이용한 

커뮤니 이션 비율, 질의․응답 수 등에 향을 주

어 RFID 성과를 계산하게 된다. 한 RFID 성과 

지표들은 RFID 운 비용에도 향을 주어 비용을 

계산하게 된다.

수익 변수를 기 으로 우측의 루 는 수익의 일

부를 교육투자에 배분하 을 때, 교육 투자가 다시 

수익에 미치는 향을 모델로 구축한 것이다. 교육 

투자로 인해 개설 강좌 수와 인력 당 RFID 교육일 

수가 계산되고, 이들 값은 교육인원과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데 사용이 되어진다. 교육의 질은 개설 강

좌수가 많아질수록, 인력 당 RFID 교육일수가 많

아질수록 높아진다. 산출된 교육인원과 교육의 질

은 종업원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 교육 

만족도와 교육 훈련만족도에 향을 주어 종업원 

만족도를 계산하게 된다. 이 게 계산된 종업원 만

족도는 종업원 능력에 향을 다. 종업원 능력은 

다시 조직 내 지식수   근성에 향을 주어 

정보 활용 수 을 높이게 된다. 정보 활용 수 은 

RFID 성능과 함께 서비스 수 을 개선시키는 변수

로 사용된다. 개선된 서비스 수 은 기업에서 도입

한 IT의 사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주

어 기업이미지를 향상시키게 되고, 높아진 기업 이

미지는 매출로 이어져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킨다.

RFID 운 비용과 매출은 수익을 산출하게 되

고, 수익의 일부가 다시 RFID 개선 투자와 교육투

자에 사용이 되어 다음 해의 성과에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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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T 운 비용, 매출, 수익의 시뮬 이션 결과

는 피드백 구조를 갖게 된다. 

4. 시뮬 이션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시뮬 이션 기간을 1년 단 로 10

년간 각 변수들의 동 인 변화 행태를 분석해 보았

다. 아래 [그림 8]은 재무 의 변수인 RFID 운

비용, 매출, 수익의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RFID 운 비용을 살펴보면 10년간 차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RFID 성과가 높

아질수록 기업은 더 많은 RFID 개선 투자를 하여 

시스템 개발  인 라 구축에 힘을 쏟게 될 것이

기에 운 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임을 나타낸다. 그

러나 비용은 증가하지만, 로세스의 처리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정보의 정확성도 개선되게 될 

것이므로, RFID 도입 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매출 

결과를 살펴보면, 매출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꾸

히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RFID 도입 후 3년에

서 8년 사이는 매출 성장이 기하 수 으로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 비용과 매출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수익은 

기 도입 시에는 높은 도입 비용으로 인해 음(-)

의 값에서 시작을 하지만, RFID 도입 후 6년이 되

는 시 에서 도입 비용을 모두 회수하며, 그 이후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은 기업 체의 매출  

비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RFID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매출만을 한정하여 고려하 다.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특정 시 에서의 단기

인 성과만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성과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방법을 사용

하면, 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 인 

에서 측정하 을 때, 그 성과의 변화 모양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장기 인 에서의 성과측정은 

기업의 RFID 도입에 한 올바른 의사 결정을 지

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5. 결론

정보통신기술이 격히 발 해 가면서 기업들

은 IT 도입에 해 심을 보이고 있으며, 도입효

과에 큰 기 를 걸고 있다. 이에 IT 도입 성과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부분이 특정 시 에서

의 성과측정이며, 한 비재무 인 요소는 성과측

정에 반 하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는 IT 도입 성과 측정을 해 장기

인 에서 비재무 인 요소까지 포함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하 다. 먼  기업의 비재무 인 요

소를 성과 측정에 반 할 수 있는 BSC를 사용하

다. 즉, 투자에 따른 IT 개선  교육 향상으로 

살펴본 학습  성장 , IT 성능 향상  정보 

활용 수 의 개선을 측정한 내부 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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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기업과의 커뮤니 이션 상승으로 인한 IT 

성과 향상과, 기업 이미지의 개선을 살펴본 고객 

, 그리고 운 비용과 매출에 따른 수익을 측정

한 재무 에서 BSC 략지도를 완성하 다. 

한 각  별 변수  측정지표는 기존 문헌 연구

와 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둘째로, 장기 인 에서 도입 효과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  변화 모양을 분석하기 해, 시스

템 다이나믹스 분석 방법을 이용하 다. 시스템 다

이나믹스 분석을 한 인과지도 작성을 하여 각 

변수 간의 인과성을 규명하 으며, 장기 인 도입 

성과 측정을 하여 재무 의 수익에서 학습  

성장 의 IT 개선 투자  교육 투자로 돌아오는 

피드백 루 를 추가시켜 인과지도를 완성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시뮬 이션 모델은 재무 

의 성과 측정 지표인 IT 운 비용  매출, 수익 

등의 변화 모습을 찰할 수 있었으며, 한 주요 

변수들의 동태  변화 모양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시뮬 이션 모델을 유통 

소매업에서의 RFID 도입에 한 성과측정에 용

해 보았다. 그 결과 RFID 도입 성과 측정에 재무

인 요소뿐만이 아닌 비재무 인 요소도 성과 측

정에 반 이 되었으며, 각 요소별 변화 모양을 

측하여 도입 의사 결정뿐만이 아닌 향후 운  방

안도 수립 가능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략지도나 인과지도는 IT 반에 용

할 수 있는 일반 모델이다. 하지만 시뮬 이션 모델

은 실제 인 값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RFID 성

과 측이라는 구체 인 사례를 상으로 구축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뮬 이션 모델은 

부분의 IT 도입 성과 측에 용가능하다. 이를 

해서는 용분야에 맞게 일부분의 변수를 수정

하고 이들 변수의 값이나, 변수간의 계를 나타내

는 수식을 변경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범 를 한정하기 해, 

IT에 의한 수익의 변화만을 고려하 다. 그리고 

수익  일부가 IT 개선  교육에만 투자한다는 

가정 하에 모델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실제 IT와 

련된 부문들이 생략되었거나 축소된 부분이 존

재한다. 그리고 수식이나 변수의 값의 설정에 있어

서도 부분 으로 문가와의 인터뷰에 의존하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이들에 한 실증  조

사를 통한 수식의 설정  추가 변수의 재설정 등

을 보완한다면, 더 정교한 IT 도입 성과 측정 모델

이 될 것이다. 한 보완된 모델을 반 하여 라

미터 선정  라미터 간의 결과 분석을 행한다

면, 더욱더 정확한 IT 도입 성과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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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lanced Scorecard using System Dynamics

for Evaluating IT Investment

3)Sung-won Baek*
․Jung-eun Ju*

․Sang-hoe Koo*

IT investment is usually very costly and takes a long time to get the results out of investment. 
However, most of currently available evaluation methods for IT investment are based upon short-term 
effects, hence their results are not fully trustworthy. In addition, those methods commonly consider 
only financial aspects such as ROI. For more reliable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n-financial factors such as system utilization, customer satisfaction, public relations, and so on, as 
well as financial factors. In this research, we propose an evaluation method that can evaluate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aspects on a long-term base. For this purpose, we employed the research 
results developed in System dynamics and Balanced scorecard. System dynamics is useful in 
analyzing long term behavior of a given system, and Balanced scorecard is useful for evaluating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aspects. We demonstrated the usefulness of our method by applying it to 
the evaluation of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investment in a distribution and retail 
industry. From this application, we found that RFID investment may not be rewarding in the short 
term, but is sure to be returning the income relative to its investment in the long run.

Key Words : IT Investment Evaluation, Balanced Scorecard, System Dynamics,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Department of Digit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