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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중국대학에 있어 ERP시스템이 업무성과 향상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고 향후 대학에

서의 ERP 시스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업무성과분야. ERP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 및 지원정도가 높을수록 ERP 개인적 성과가 높다.
둘째, 조직적 업무성과분야.  최종 사용자의 시스템 교육이 높을수록 ERP 조직적  성과가 높다. 
셋째,  CEO의 관심 및 지원정도가 높을수록 ERP시스템의 업무활용적인 경영성과가 높다.

ABSTRACT 

This paper abstracts the key factors affecting business performance by ERP system at university in China and 
suggests how to use ERP system effectively at university.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cern and support by CEO affects personal business performance of ERP.
Second, ERP system education affects organizational business performance of ERP.
Third,  concern and support by CEO affects business enhancement performance of ERP
  
키워드 :  ERP시스템, 업무성과, 활용요인,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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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는 현대사회를 디지털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정
보화 사회란 정보가 모든 것의 가치기준이 되어 정보 

자체가 중요한 자원의 원천이 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 

이다.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많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영방식을 바꾸어 놓고 있고 개인의 삶 방식도 많이 

바꾸었으며, 특히 기업에서는 일하는 방법을 바꾸어 가

고 있다. 학문의 요람인 대학 조직 내에서도 이러한 변

화의 요구가 시작되어 대학 전 부문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대학에서도 2000년부터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ERP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대학의 

주변 환경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전사적인 차원에서 모든 구성

원의 정보화 사업에 집중되어야하는 정보시스템인 

ERP를 대학에서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ERP
는 기업에서 기업의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사용되

었으나 근래에는 대학에서도 대학의 성공 핵심 요소로

서 인식이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교수들의 교외 연구

과제 및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산학 연구 

지원 시스템 등 여러 형태의 정보시스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ERP시스템이 대학 조직의 

업무성과에 얼마나 공헌을 하고 있고 개인적, 조직적, 
활용 가치적, 정보 가지적 측면에서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학에서도 다양한 ERP시스

템들을 통하여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ERP시스템이 업

무성과 향상에 있어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정

부나 공공기간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던 성과지표들을 

대학분야에 접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 안휘성합

비시(中国安徽省合肥市)내 4년제 일반 국립 대학교에

서 ERP시스템을 이용 하고 있는 대학 교원 및 일반직원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성과지표를 선정할 시에는 대학의 업무적 특성을 고

려하여 성과지표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도출된 성과지

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가설의 검증을 거친 후 최종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제
시된 지표들을 바탕으로 ERP시스템의 활용 요인이 대

학 업무성과 향상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여 향후 대학 정보화 추진시 대학에서의 ERP시

스템 사용자의 활용 요인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최고경영자의 관심 및 지원정도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관리

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없다. 
Bruwer(1984)는 DSS(Decision Support System)의 성과 

변수인 사용자 만족이 경영층의 지원과 높은 상관관계

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Nath(1989) 는 정보시스템의 개

발은 부서간 갈등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의 지연, 전체 

프로젝트의 지연 비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 등의 결과

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때 최고경영층의 지속적인 관

심 및 지원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다. 
Lucas(1981)는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이행과 관련된 

영향요인의 개념적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에서 최

고경영자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공적 활용을 강조하

고 이에 공헌하는 종업원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다면 조직 구성원들 이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Raman et 
al.(1996)은 기업내부적인 측면에서 최고 경영층의 관

심 및 지원, 투자가 낮은 상황에서는 최고 경영자가 컴

퓨터 구매를 결정하더라도 구축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

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2.2. 사용자 교육 및 훈련정도

Rockart와 Flannery(1983)는 사용자 교육 및 훈련은 

정보시스템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

적하였다[11].
Delone(1988)은 사용자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의 

정도가 정보시스템 성공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

였으며 또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의 정도도 

정보시스템 성공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사용자 

참여의 측정은 전산정보시스템의 개발과정에 전반적으

로 참여하는 것을 측정하거나 혹은 특정 시스템의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다[8].
Montazemi(1988)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시스템 활용능력을 지적하

였다. 이용자들의 전산에 대한 경험과 지식수준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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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보시스템의 실행에 있어서 시스템 개발자와 의

사소통 문제가 적어 시스템 요구사항을 쉽게 정보시스

템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10].

2.3. ERP시스템의 활용정도

ERP시스템의 활용정도는 정보시스템을 개발 운용

하는데 있어서 업무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

다. Ballou와 Tayi(1985)는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조직의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정확한 것이

어야 한다고 하였고, 정보시스템의 내부통제는 기업 내

의 정보시스템 계획이 올바른 과정을 거쳐 타당성 있게 

수립 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발 및 구현단계

가 적절한 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이행되고, 나아가 구

현된 시스템이 안전하게 원래 의도된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를 보장하기 위한 경영관리 도구라는 점이

다[5]. 시스템 신뢰성은 정보시스템이 반드시 가져야할 

특성중 하나이며 정보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성과 특

히 산출된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정보시스템 품질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14].
Hamilton과 Chervany(1981)는 응답시간, 총처리시

간, 데이터 정확성, 신뢰성, 완벽성, 시스템 유연성, 그
리고 용이성을 설명하였다[9].

2.4. ERP시스템의 사용자 만족도

Doll & Torkzadeh(1988)는 사용자 정보만족도란 정보

시스템에서 산출된 정보 서비스가 사용자의 기대에 얼

마만큼 잘 부합했느냐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사용자들

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그들의 정보요구를 만

족시켜주고 있다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즉, 특
정한 상황에서의 만족도란 당해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 요인에 대한 느낌이나 태도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7].
Jenkins & Ricketts(1979)는 정보만족도 측정항목을 

입력절차, 컴퓨터 처리, 보고서 내용, 보고서 형식, 보
고서 가치라는 다섯 개 요인으로 나누어 사용자의 만

족도를 측정하였다. 사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

한 가장 광범위한 측정척도를 개발한 사람은 Bailey & 
Pearson(1983)이다. 이들은 사용자 만족의 구성요인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정보자체의 속성에 대한 만족뿐

만 아니라 경영지원 및 정보처리부문에 대한 만족까지

를 포함하였다. 이들은 문헌조사와 면접을 통하여 정보

만족에 대한 39개의 측정척도를 개발하고 각 항목의 만

족도와 중요도를 측정하였다[4].
Palvia(1996)는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만족 변수를 시

스템 적절성 및 가용성 등의 시스템 부분과, 정보 산출 

및 이용, 유용성 등의 정보 부분, 사용의 용이성, 적시성, 
통합성, 생산성, 교육 및 지원, 훈련 등의 38개 요인을 

조합하였다. Whyte, Bytheway & Edward (1997)등은 

정보서비스관점에서 만족도는 사용자의 기대치를 달성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기대감은 서비스 속성에 의해 

표현될 수 있고, 서비스 속성은 정보시스템에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는 시스템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컨트롤, 시스템 유연성, 시
스템 통합성, 시스템 유지, 시스템 반응시간, 사용자 편

의성 등의 43개 항목을 이용하였다[7, 12].
  

2.5. 업무성과

정보화성과 BSC의 특징은 평가의 대상을 조직 전 반

의 경영성과를 대신하여 정보화 조직이나 정보화 사업

의 성과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영성과 

BSC는 주주 혹은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재무적성

과에 초점을 두는 반면 정보화 성과 BSC의 목적은 경

영층의 이익을 나타내는 경영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박주석외 2(2005)은 공공부문 정보화사업평가를 위

한 BSC기법을 도출하면서 BSC가 조직과 사업의 성격 

및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성과관리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업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BSC모형

을 제안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의 BSC 성과지

표를 본 연구에서 ERP 도입시 성과변수로 사용한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 모델 설계

지금까지 고찰한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의 목적

에 적합하도록 연구 모델 설계와 가설을 설정한다. 특
히 연구 모델 설계와 가설 설정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설정하여 연구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개념적 틀을 설

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CEO관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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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도, ERP사용자 교육 및 훈련정도, ERP사용 정

도, ERP시스템의 사용자 만족정도가 개인적, 조직적, 
업무활용적인, 정보관리적인 업무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모두 16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각 활

용요인의 변수는 종속변수로 설정한 각 지표 영역의 변

수들의 업무성과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

구의 모델을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Analytic Model

3.2. 변수의 선정

3.2.1. ERP 시스템의 활용요인

3.2.1.1. 최고경영자 관심 및 지원

김상훈외 1(2001)은 조직에서 최고경영자의 정보시

스템에 대한 지원 및 관심정도가 높고 시스템 활용기술

과 사용자 전산능력이 높으면 조직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차원의 특성이 강조되어 진다. Meador 
(1984)의 연구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지원과 함께 교

육훈련이 DSS 이용에 중요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Randor & Bean(1974)는 최고경영자에 의한 관심 및 

지원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들

의 시스템 수용태도도 쉽게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주

장하였다. 만약 최고경영자들이 업무전산화를 적극

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정보자료를 전산처리 하여 보

고하도록 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빨리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3.2.1.2. ERP 사용자 교육 및 훈련정도

Mansour & Watson(1980)은 정보시스템의 성과에 

조직구조, 시스템의 기술적 질(H/W, S/W), 환경변수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조직구조 변수 중에서 최종 사

용자에게 시스템 교육이 독립변수로서 중요하다는 것

을 검증하였다. 
Olson & Ives(1981)는 시스템 사용자들이 시스템 설

계에 참여할 때 시스템 질의 중요한 대리측정변수인 

정보만족도는 증가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Sanders 
& Courtney(1985)의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

(Decision Support System DSS)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

변수로서 업무의 새로움, 어려움, 다양성, 업무의 상호 

의존성, DSS의 사용시간, 최고영자의 지원, 그리고 사

용자의 DSS교육 등을 고려하여 연구한 결과 사용자 교

육이 성과변수인 만족도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음

을 검증하였다.

3.2.1.3. ERP시스템 사용정도

AICPA(1972)는 조직의 경쟁이 치열하고 환경이 불

확실한 상황에서는 조직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과감

한 투자와 원활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보시

스템의 성과가 높아질 것이고, 내부통제시스템은 자산

을 보호하고,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며, 
경영능률을 증진하고, 규정된 경영방침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채택하는 조직계획과 각종 

조정방책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조직특성과 상황변

수들이 내부통제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직면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조가 결정되어지고, 
이렇게 결정되어진 내부통제시스템은 정보시스템이 운

영되는 통제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2.1.4. ERP시스템 사용자 만족정도

Delone & McLean(1992)의 모형은 시스템의 사용빈

도와 사용자 만족도를 정보시스템 효과성을 직접 측정

하는 변수라기보다는 효과성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작

용하는 영향 변수로 정의하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Woodroof & Kasper(1998) 

등은 Delone & McLean (1992)을 중심으로 사용자 만

족도는 개인별 성과와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ERP 시스템의 사용자 

만족은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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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업무성과 

3.2.2.1. 개인적 측면

가. 시간 단축성

ERP시스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로서의 관점

에서 볼 수 있다. ERP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의 질 향상

과 함께 중요한 것은 업무 처리 시간의 단축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RP시스템은 업무처리에 있어

서 신속성과 정확성이 업무의 처리 시 불필요한 위험요

소 등을 제거하고 처리 시간의 단축으로 업무성과 향상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여러 가존 문

헌 연구에서 제시된 업무처리시간의 단축성은 매우 중

요한 측정 지표로 도출 되었다(김성국, 김문주, 서연주

(2003)[1].
나. 업무의 만족성

ERP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의 만족도는 ERP시스템 

구축 목표와 업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계이다.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효율적인 업무처리하고 이

를 통한 사용자들의 업무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

적이 있다. Delone and Mclean(l992)의 연구에서 시스

템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가 ERP시스템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범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ERP시스템 사용자의 활용 요인들이 사

용자 만족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 

문헌 연구에서 제시된 업무의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측

정 지표로 도출 되었다.
다. 업무의 정확성

ERP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업무에 있어서 정확

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선속성과 함께 정확성은 

Delone과 Mclean(1992)의 연구에서도 포괄적인 지표

로 사용하였다.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진

다면 ERP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ERP시스템으로부터 처리되는 업무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정윤, 정인근(1992)의 “행정부의 전산화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Delone과 Mclean이 제시한 지표들을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도록 포괄적이고도 적절하게 적용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도 ERP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정확성을 중요한 측정지표로 도출되었다[14].
라. 업무의 창의성

ERP시스템은 가존의 자료들을 처리하여 개인의 업

무와 관련한 의사결정 및 조직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ERP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얻어진 자료들을 

활용하여 업무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찾아

내고 업무와 관련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Goodwin(1998)은 문헌연구를 통해 업무의 응용성을 

통한 창의성이 ERP시스템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보고 

그 요인을 그의 연구의 핵심 변수로 사용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 있어서도 ERP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창의

성을 중요한 측정지표로 도출하였다[8].

3.2.2.2. 조직적 측면

가. 의사결정의 신속성

의사결정의 속성은 ERP시스템으로 인해 얼마나 의

사결정의 속도가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개념을 의미한

다. 현재의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은 예전보다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

다. 품질은 뛰어나나 실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서비스 밖에 되지 않는다. 또
한 ERP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 져야하며 이를 통한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의사결

정의 신속성은 ERP시스템을 통한 업무성과 향상에 매

우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한 요인으로 도

출된다.
나. 조직간 의사소통정도

조직 간의 의사소통 원활성은 ERP시스템으로 인해 

얼마나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ERP시스템을 사

용하는 조직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의사소통의 

정도를 의미한다. 만일 제공되는 서비스가 특정 계층의 

조직원들만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면 조직의 전

체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모든 조직원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념과 

그 사용을 공유해 나갈 때 업무처리 능력 및 가타 활용

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 Ball and Harris(1982)의 연

구에서도 사용자 부서 간의 관계 즉, 의사소통의 원활

성이 ERP시스템의 성공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조직 간의 의사소통은 ERP시스템 사용

자의 활용 요인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매우 접

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된다.
다. 조직내의 의사소통정도

조직원의 팀워크는 같은 부서 내에 조직원들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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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와 관련한 협동 활동으로 ERP시스템으로 인해 

얼마나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ERP시스템을 사

용하는 조직원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협업 정도

를 의미한다. 박상훈(2000)은 그의 논문 ‘정보기술이 조

직변화에의 영향 여부에 관한 논의’에서 ERP시스템 도

입으로 인한 조직변화의 긍정적인 면에서 ERP시스템

의 도입이 상호간의 업무 협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

를 하였다. 따라서 이란 의미에서 조직의 팀워크는 ERP
시스템 사용자의 활용 요인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과 매우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한 요인으

로 도출되었다.
라. 조직의 통제성

조직원의 통제성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내

에 조직원들이 업무계획, 업무수행 등의 업무활동을 관

리하는 행위이다. 박상훈(2000)은 그의 논문 ‘정보기술

이 조직변화에의 영향 여부에 관한 논의’에서 정보기술

로 인한 성과 평가에서 통제성을 주요한 지표로 정의 

하였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조직의 통제성은 ERP시
스템 사용자의 활용 요인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매우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13].

3.2.2.3. 업무 활용

가. 업무의 표준화

업무의 표준화는 제공되는 ERP시스템으로 인해 얼

마나 기존 업무가 표준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개념을 의

미한다. 사용자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대학은 비교적 

업무가 비교적 정형화 되어 있고 규칙적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진행되는 반면 예외상황이나 특수한 상황의 발

생이 빈번하여 업무 담당자의 착오나 실수로 인하여 업

무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장경서외(2000)는 그들

의 연구에서 ERP시스템 도입 전후의 업무의 표준화 정

도에 관한 연구에서 표준화를 중요한 핵심 지표로 정의 

하였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업무의 표준화는 ERP시
스템 사용자의 활용 요인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활용 가치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된다[3].
나. 경쟁력

업무의 경쟁력은 ERP시스템 활용으로 인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도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업무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경

쟁의 우위를 가져다주는 지에 대한 개념을 의미한다(최
성욱(2001). 따라서 이전 문헌 연구를 참조 하여 업무의 

경쟁력은 ERP시스템 사용자의 활용 요인이 업무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활용 가치적으로 매우 중요하

고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한 요인으로 도

출되었다.
다. 업무의 기획력

업무의 기획력은 ERP시스템 활용으로 인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와 관련한 기획력으로 개인과 조

직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새로운 업무와 변화하

는 환경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념을 정의 

한다. 따라서 업무의 기획력은 ERP시스템 사용자의 활

용 요인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활용 가치

적으로 중요하고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

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라. 업무 오류

업무의 오류는 ERP시스템 활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와 관련한 잘못된 결과로 그 개념을 정의 한다. 박
상훈(2000)의 논문‘정보기술이 조직변화에의 영향 여

부에 관한 논의’에서 ERP기술로 인한 성과 평가에서 

업무의 오류감소를 주요한 지표로 정의 하였다. 따라서 

업무의 오류 감소는 ERP시스템 사용자의 활용 요인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활용 가치적으로 중

요하고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한 요인으

로 도출되었다.

3.2.2.4. 정보관리

가. 활용 가치성 

정보의 활용가치는 ERP시스템 활용으로 처리된 정

보 결과가 업무 성과에 얼마나 활용성이 있는 가에 대

한 개념이다. 처리된 정보의 경우 향후 업무 수행에 있

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업무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자료

와 근거로 쓰이게 된다. 특히 학교의 경우 예산수립과 

입시계획 수립시 지원자들의 동향과 휴학으로 인한 이

탈 학생에 대한 대비책 수립등과 관련하여 결과 처리

된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활용가치

가 높다. 
나. 신뢰성

정보의 신뢰성은 ERP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자료

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높은가에 대한 개념이다. 정윤

과 정인근(1992)의 ‘한국전산원의 행자부전산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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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설의 내용
업무

성과

가설 

H1-1
CEO관심 및 지원정도가 개인의 업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

가설 

H2-1
ERP사용자 교육 및 훈련정도가 개인의 업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3-1
ERP시스템 활용 정도가 개인의 업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4-1
ERP시스템의 사용자 만족정도가 개인의 업

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1-2
CEO관심 및 지원정도가 조직의 업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

가설 

H2-2
ERP사용자 교육 및 훈련정도가 조직의 업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3-2
ERP시스템 활용 정도가 조직의 업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4-2
ERP시스템의 사용자 만족정도가 조직의 업

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1-3
CEO관심 및 지원정도가 업무활용적인 업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업무

활용

가설 

H2-3
ERP사용자 교육 및 훈련정도가 업무활용적

인 업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3-3
ERP시스템 활용 정도가 업무활용적인 업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4-3
ERP시스템의 사용자 만족정도가 업무활용적

인 업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1-4
CEO관심 및 지원정도가 정보관리적인 업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

관리

가설 

H2-4
ERP사용자 교육 및 훈련정도가 정보관리적

인 업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3-4
ERP시스템 활용 정도가 정보관리적인 업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4-4
ERP시스템의 사용자 만족정도가 정보관리적

인 업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측정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ERP시스템에서의 정보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다. 안정성

정보의 안정성은 ERP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자료

에 대한 안정성이 얼마나 높은가에 대한 개념 이다. 정
윤과 정인근(1992)에 의하면 ERP시스템에서의 정보의 

안전성을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였다. 
라. 보안성

정보의 보안성은 ERP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자료

가 시스템을 통하여 얼마나 보안성이 높은 가에 대한 

개념이다. 자료의 암호화 등을 통하여 자료의 외부유출 

위험정도로 사용자의 업무 레벨에 따라서 보안의 등급

도 분류되어 있다. 

3.3. 가설의 설정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

의 표 1과 같다.

표 1. 가설의 설정

Table. 1 Hypothesis

Ⅳ. 실증분석  

4.1. 실증분석의 절차와 방법

4.1.1. 조사대상

본 연구는 ERP시스템의 활용요인이 업무성과에 미

치는 연향에 관한연구를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대상은 중국안휘성합비시(中国安徽省合肥市)내 

4년제 일반 국립 대학교에서 ERP시스템을 이용 하고 

있는 대학 교원 및 일반직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 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단위의 설문조사로 실시

되었다. 중국안휘성합비시(中国安徽省合肥市)내 설문 

조사는 대학 ERP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8개
의 국립 대학교를 중심으로 총 300부의 설문을 돌린 결

과 267개의 설문을 하여, 89%회수율을 보였다. 불성실

한 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설문은 256개로 자료 분석

에 이용할 수 있었다.

4.1.2. 설문지작성 및 자료수집

설문조사는 좀 더 충실한 실증 분석을 위해 직접 회

수하는 방법을 실시하였다. 특히 충실한 응답을 유도

하기 위해 부서별로 사전에 ERP시스템에 대한 사전 

설명을 위해 시간을 부서별로 예약한 후 직접 방문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300개의 설문은 우편

설문 40개, 방문설문 260개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조

사 기간은 2012년 10월 7일부터 2013년 2월 21일에 걸

쳐서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 결과 표본의 특징은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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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의 특징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

측정 
항목

설 문 답 변 빈 도 비 율(%) 누적비
율(%)

설문 
수거 
방법

방문 설문 245 95.7 95.7
우편 설문 11 4.3 100

계 256 100 100

학교 
구분

합비공업대학 24 9.4 9.4
중국과학기술대학 25 9.8 19.1

안휘대학 57 22.3 41.4
안휘농업대학 34 13.3 54.7
안휘의과대학 35 13.7 68.4

안휘건축공업대학 27 10.5 78.9
안휘중의대학 27 10.5 89.5

합비대학 27 10.5 100
계 256 100 100

성별

남 164 64.1 64.1
여 92 35.9 100
계 256 100 100　

연령

20세-30세 26 10.2 10.2
31세-40세 70 27.3 37.5
41세-50세 120 46.9 84.4
51세-60세 36 14.1 98.4
61세이상 4 1.6 100

계 256 100 100

학력

고졸 미만 0 0 0
고 졸 1 0.4 0.4
초대졸 20 7.8 8.2
대학졸 122 47.7 55.9

대학원 이상 113 44.1 100
계 256 100 100

근무
연수

3년 미만 17 6.6 6.6
3년-5년 48 18.8 25.4
6년-10년 102 39.8 65.2
11년-15년 70 27.3 92.6
16년 이상 19 7.4 100

계 256 100 100

4.1.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과 가설검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성평가를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신뢰성(reliability)은 각 변수들에 

대한 항목분석을 통하여 항목간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항목을 제거한 후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설문

지 사용시 타당성이 높은 질문항목들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설문지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ERP 시스템의 활용요

인이 대학조직의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변수를 종속변수로 ERP 시스템 활

용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2.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4.2.1. 신뢰성 분석

일반적으로 Alpha 계수 값이 0.6이상이면 측정 항목

이 신뢰성이 있다고 보며, 전체 변수를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신

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은 특정 항목들의 사이의 상관계

수(corrected item-to-total)를 통해 이루어지며, 통상 0.3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2.2. 타당성 분석 

측정도구의 타당성이란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성중 판별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판별타당성은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검증할 수 있다. 판별 타당성의 검증을 위

해 연구에 포함되는 모든 변수들의 측정항목을 모두 섞

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각 측정항목

들이 연구자가 의도한 변수별로 묶인다면 판별 타당성

이 검증된 것으로 보고, 반대로 어떠한 항목이 두개 이상

의 변수에 묶여 있다며 그 항목을 제거시킴으로써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요인 분석결과 총 32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적재값은 전반적으로 0.50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 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16개의 요인

별로 잘 적재됨을 알 수 있으나, 종속변수인 16개의 요인

과 같은 요인에 적재됨을 알 수 있다.

4.3.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ERP시스템의 활용요인이 업무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효과적으로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

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IBM SPSS PASW Statistics 
19.0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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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검증을 위하여 ERP시스템의 활용 요인과 업무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다음의 회귀식에 의해 실시하

였다. 

       

  : 종속변수(  개인업무성과,  : 조직업무성과, 
 : 업무활용 업무성과,  : 정보활용 업무성과 )  
 : 독립변수( : CEO 관심 및 지원 정도,  : ERP 사
용자교육 및 훈련 정도,  : ERP 시스템의 활용정도, 
 : ERP 시스템 사용만족정도)  
 : 회귀계수

 ε:  오차항

위의 회귀식을 통하여 각 활용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면 F값과 

유의수준 5%내에서 대부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3.1. 개인업무성과에 대한 검증

가설 H1-1는  t값이 3.704이고 sig값이 0.000으로 유

의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가설은 기각되지 않고 채택 되었다. 가설 H2-1는 t값이 

2.608이고 sig 값이 0.011으로 유의수준 5%내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가설은 기각되지 않고 

채택 되었다. 가설 H3-1는 t값이 5.444이고 sig값이 

0.000으로 유의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가설은 기각되지 않고 채택 되었다. 가설 

H4-1은 t값이 -0.440이고 sig값이 0.661로 유의수준 5%
를 크게 초과하여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본 가설은 채택되지 않고 기각되었다. 

4.3.2. 조직업무성과에 대한 검증

가설 H1-2는 t값이 2.296이고 sig값이 0.278로 유의수

준 5%를 크게 초과하여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가설은 채택되지 않고 기각되었다. 이로서 

CEO 관심 및 지원정도는 조직적 업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설 H2-2는 t값이 2.218이고 sig값
이 0.030으로 유의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가설은 기각되지 않고 채택 되었다. 가설 

H3-2는 t값이 3.091이고 sig값이 0.003으로 유의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가설은 

기각되지 않고 채택 되었다. 가설 H4-2는  t값이 0.987이

고 sig값이 0.328으로 유의수준 5%를 크게 초과하여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가설은 채택되

지 않고 기각되었다. ERP시스템의 사용자 만족정도는 

조직의 업무성과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4.3.3. 업무활용성과에 대한 검증

가설 H1-3는 t값이 1.819이고 sig값이 0.074으로 유

의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가설은 기각되지 않고 채택 되었다. 이로서 CEO의 관

심 및 지원정도가 ERP시스템의 업무활용적인 경영성

과에 결정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설 H2-3는 t값이 

2.276이고 sig값이 0.027으로 유의수준 5%내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가설은 기각되지 않고 

채택 되었다. ERP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훈련이 업무활

용적인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이용자의 교

육 및 훈련이 업무활용적인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H3-3는 t값이 1.095이고 sig값이 

0.025으로 유의수준 5%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가설은 기각되지 않고 채택 되었다. 가설 

H4-3은 t값이 0.487이고 sig값이 0.015으로 유의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가설은 

기각되지 않고 채택 되었다. 대한 ERP시스템의 다양한 

요인들 간의 업무활용과 관계를 실증분석 결과와 기존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만족도는 업무활용에 

정(+) 영향을 강하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3.4. 정보관리성과에 대한 검증

가설 H1-4는 t값이 0.702이고 sig값이 0.485으로 유

의수준 5%를 크게 초과하여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가설은 채택되지 않고 기각되었다. 
가설 H2-4는 t값이 6.348이고 sig값이 0.000으로 유의수

준 5%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가설

은 기각되지 않고 채택 되었다. Olson & Ives(1981)는 

시스템 사용자들이 시스템 설계에 참여할 때 시스템 질

의 중요한 대리측정변수인 정보 만족도는 증가할 것이

라고 제시하고 있다.  가설 H3-4는 t값이 5.610이고 sig
값이 0.000으로 유의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가설은 기각되지 않고 채택 되었다. 
가설 H4-4는 t값이 5.892이고 sig값이 0.000으로 유의수

준 5%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가설

은 기각되지 않고 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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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ERP시스템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업무성과에 미치는 명확한 요인에 대

해 분석하고, 이 요인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

여 ERP시스템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추출 및 검

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4년제 중국 국립대학을 대

상으로 방문과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적인 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업무성과분야. ERP에 대한 최고경영자

의 관심 및 지원정도가 높을수록 ERP 개인적 성과가 높

다는 것이다. ERP시스템의 사용정도를 통한 개인적 업

무성과 향상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존 문헌 연구와 같이 ERP시스템의 활용도

에 대한 중요도가 확인되고 있다. 
둘째, 조직적 업무성과분야. 조직구조 변수 중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시스템 교육이 독립변수로서 중요하

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조직의 집권화, 분권화,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내부통제

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진다.
셋째, 업무활용적인 업무성과분야, CEO의 관심 및 

지원정도가 ERP시스템의 업무활용적인 경영성과에 결

정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ERP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훈련이 업무활용적인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

과 이용자의 교육및 훈련은 업무활용적인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ERP 시스템의 다

양한 요인들 간의 업무활용과 관계를 실증분석 결과와 

기존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만족도는 업무활

용에 정(+)영향을 강하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보관리적인 업무성과분야. Olson & Ives 

(1981)는 시스템 사용자들이 시스템 설계에 참여할 때 

시스템 질의 중요한 대리측정변수인 정보 만족도는 증

가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측정항목을 중심으로 충

분한 정보제공 정도등의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이를 검증한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를 통하여 ERP시스템의 사용자 만족

도는 개인적 업무성과와 조직적 업무성과 향상에 큰 영

향을 미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EO관심 

및 지원 정도는 조직적 업무성과와 정보관리적인 업무

성과 향상에 큰 영향을 미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 업무성과와 조직적 업무성과는 ERP시스

템 활용 및 ERP교육에 의해 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과 관련 향후 대학의 조직적, 개인

적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대학 조직에서의 ERP시스템 사용자

의 활용 요인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진행된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향후 대학의 ERP시스템 사용자의 활용 요

인가 업무성과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연구의 이론적 틀

을 제공함으로 지속적인 대학에서의 ERP시스템 사용

자의 활용 요인에 관한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연

구에 대한 개념적 정리와 그 활용에 대한 구분을 명확

히 설정하여 대학에서의 ERP시스템 활용을 통한 업무

성과에 관하여 대학들에게 여러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둘째, 그동안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의 ERP시스템

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슷한 연구 사례들

이 발표되고 이론적인 토대를 제시하였으나 대학을 그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ERP시스템 사용자의 활용 요인에 

따라서 업무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학의 

조직과 연결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은 학문적인 관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셋째, 현재 ERP시스템을 통한 업무성과 측정에 있어

서의 방법적 측면에서는 거의 균형성과지표인 BSC 
(Balanced Scored Card)를 근간으로 재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비영리 조직

인 대학의 측면에서 지표를 연구하여 제시한 연구는 미

흡 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새로운 

ERP시스템 사용자의 활용 요인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새로운 측정지표를 제시한 것은 본 연구에

서의 그 의의가 크다. 기존의 많은 관련 연구의 개념적 

틀에서만 의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업무 요인과 조직 구성이 매우 특이한 대학의 실제 현

장에서 적용 요인을 접목하여 진행한 점은 향후 비슷한 

문화와 조직을 갖춘 대학들을 대상으로 연구될 대학에

서의 ERP시스템 사용자의 활용 요인에 따른 업무성과

와 관련한 연구의 폭 넓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중국의 문화 및 지리적 특성요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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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못

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추후 이런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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