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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F技法을 活用한 정보시스팀

構廳計劃에 관한 연구
정 인 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교수)
윤 종 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is to exmine the

application of the C5F methodology in the context of I5 planning ,

and

second is to define and dicuss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in ’ S’
corporation.
Data

on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collected through

in '5' corporation were

interviews. Through this case study , three outputs

are produced; the functional managers ’ CF5s , the areas of prospective
systems ’ application , and systems development priorities.

1. 序

옮

정보시스팀의 구측에는 많은 시간과 흩用이 소요되지만 구축된 시스팀이 사용
자의 요구를 만혹시켜주지 못하거나 기업의 업무률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인
하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정보시스팀 구측의 실패요인으로는

기술척， 관리적，

인간행동론척， 또는 개발 방법론척 이유률이 거론되고 있으나

시스팀의 성격이 점차 종합시스팀의 성격을 띠고 조직의 전부문에 영향율 미침에
따라 전반적 정보시스팀의 계획수립율 롱하여 성공적 인 전산화률 수행하고자 하
는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이 정보시스팀 계획이 주목올 받기 시작한 것은 1970 년대 이후로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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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기술변화， 기업의 한정된 자원， 開發業務의 규모 및 복잡성이 증대하면서이

에 소요되는 인적자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재정 동의 활용에 대한 효율성의
명가와 함께 정연한 단위 시스팀의 개발 및 통합화( integration) 률 보증하기위해
정보시스팀 계획이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5)

현재 정보시스팀 계획율 위한 方法짧으로 개발되어 사용되는 것은 BSP

(Business Systems Planning) , [25)
and Integration Technique) , [6)

BIAIT (Business Information An alysis

CSF(Critical Success Factors) 技法 [22) 퉁이

있다.

이중 主要成功要困 (Critical Success Factors

CSF) 技홉은 미국 MIT대학의

MIS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경영자의 입장에서 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룰 정
의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률 도출함으로써， 전사척 입장에서 경영자에
게 필요한 정보률 제공할 수 있는 척절한 방법으로 명가되고 있다.

Rockart [22) 는 主要成功要因이 情報要* 分析， 企業 옳營홈十훌l 및 정보시스팀

계획 둥에 이용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률 방법론화하여 [5) 다양한 기업의 정보
시스팀 계획수립에 활용하였다.

본 뻐究에서는 자동차 기어 제조업체인 S企業율 대상으로 Rockart 가 제시한
主要成功要因 分析技法올 적용하여 이 기법의 효과를 실중적으로 파악하는 몽시

에， S 기 업의 정보시스팀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률 제공하고저 한다.
主要成功要因을 도출하는 과정은 面養法율 롱해 이루어 졌으며， S企業의 최고

경영자가 정보시스팀 구축에 지대한 관심율 가지고， 지원율 아끼지 않았기 때문
에 관리자들의 面짧 퉁이 비교적 쉽게 진행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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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主要成功要因 分析技훌

主要成功要因의 擺;웅

”成功要因 (success factor)" 이라는 개념은 1961 년 Daniel 에 의해 처음 소개되

고 있다 [7]

Daniel 은 3개의 主要 企業에 대한 훌例冊究에서 경영활동율 지원하

는데 중요한 정보만을 도출하기 위해 主要成功要因 개념율 도입하였다.

Daniel 이후 약 10 년 휘， Anthony는 그의 동료들과 발표한 짧文에서 경영통제
시스팀 (Management Control System) 의 설계에 Daniel 의 엽적율 도입하고， 이러한
통제시스팀이 ’꼭 해야만 될’ 3 가지의 일을 캉조하고 있다. [19]

통제시스팀은

첫째， 그 회사가 속해있는 특정 산업에 부합되어야 하며 둘째. 해당 기업의 륙정

전략에 부합되어야 하고 세째， 그 企業이 成功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자가
주의갚게 또한 계속척으로 主要成功要因을 제공받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主要成功要因율 정보시스팀 분야에 웅용하기 시작한 것은 Rockart로서， 그는
기존의 정보요구분석 기법을 副훌物法 (By-Product technique) ,

(Null-approach) ,

主

指흉흉法

(Key

indicator system) ,

無價個 接近홉
全社的

ìilf 究法

(Totalstudy process) 동 4 가지로 분류하고 이둘 기업의 단점율 극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主要成功要因 技法율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主要成功要因의 개념이 정보시스팀의 중요한
개념으로 확고한 위치를 치지하기까지는 Daniel 이후 Rockaπ에 이르기까지 약

20 년이 소요되었다. Rockart 이후 主要成功要因의 개념은 관리자의 정보요구사항
율 추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主要成功要因이란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 산업체와 企業環境까지 포함

하여 企業이 成功的으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主要要因으로 시 간에 따
라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계속척으로 주목을 요하는 제한된 영역의 변

경영쩡보논총

182

Vol 1. No.1
수라고 定훌할 수 있다.

主要成功要因은 그 발생 근원율 파악함으로써 보다 쉽

게 도출힐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主要成功要因의 성격에 따른 분휴률 용이하
게 함으로써 하향식 분석 (top-down analysis) 을 가능하게 한다.

Rockart는 1979 년에 主要成功要因에 관해 발표한 초기의 論文에서 主要成功要

因의 발생원천율 4 가지로 제시하였으나， 그 후 이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읍과
갈이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5]

첫째， 主要成功要因의 5대 源흉으로서 흩業特性 要因 (the industry) , 鏡爭戰
略的

要因

(competitive strategy and

(environmental

factors) ,

훌境的

要因

뺨理的地位

要因

industry position) ,

一時的要因 (temporal

factors) ,

(managerial position).
둘해， 外的要因 (external factors) 과 內的要因 (internal factors).

세째， 建짧要因 (building/adapting factors) 과 注目要因 (monitoring-factors).

主要成功要因은 경영자가 기업올 경영하면서 묵시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주

관척인 판단에 의해 도출되므로， 분석가가 빨理者의 成功要因 도출율 돕는 구체
척인 方홉 (algorithm) 은 없다. 축， 이들 요인은 경영자률의 사고 내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시화하고 체계화 하고자 하는 것이 主要成功要因 分析技홉의 기
본 취지이다.
主要成功要因의 기본척 인 *흉짧은 다옴과 같다. [5]

•

主要成功要因운 산업에 따라 다르다 .

•

主要成功要因운 시간에 따라 가연척일 수 있다 .

•

主要成功要因은 내부뿐만 아니 라 외부환경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다

•

主要成功要因은 경영자의 태도， 가치관 동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

主要成功要因은 계충척 구조를 지니고 있다 .

•

각 계충별 主要成功要因은 비교척 소수이다(1 0개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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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功要因의 개념은 원래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했율 때 기업의 성패를 결

정짓는 요소로서 기업내 경영충의 관심사가 그 대상이었으나，

이률 확대하여 기

업내의 부문별 기능부서 및 이에 숙한 관리자들의 부문별 또는 개인별 主要成功
要因도 통일한 개념(가장 중요한 소수)에 의해 파악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정보요
구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主要成功要因의 개발과정은 하향

식 구조로 연결되며， 상향식으로 통합되는 형태률 취하고 있다. [5]

이러한 主要成功要因의 계충별구조는 〈그립 1)과 갈으며， 각 하위계층의 主要
成功要因은 상위계충의 지배를 받게된다.

〈그럽

1>

기

업
척 표략

북북천

雙빨똥}-Þ-

主要成功要困의 階톰別 빼造.

혈챈쁘」

‘난옆폰연

T1ll

’

Uv

개별

flv

‘거 혈쩔본」
‘ 4 환끓현

관리자

‘거 역힐판련要因

|

‘뉘 일시척要因

|

부문별

적 표략

묵묵 전

뽕빨얀)-’

기업내

랙흡랜

혈빨똥}-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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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分析 方法

主要成功要因 分析技法율 사용하여 정보요구분석율 하는 과정은 일반척으로
〈그립 2>와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된다.

〈그림
사업계획

2>

[19]

主要成功要因 技홉의 분석절차

기업 북표
이해

主要成功要因
도출

축정지표 및
표준 개발

측정에 필요한
데이타 정의

... [그- ... 111냐드드E 닙

I I

"'C그 -"'1

I 1
.. 口
·다-- ... 亡口낙픈E 붐

·마---c‘己-- . . 따工二:8
g ’0-'"다과王드댐
첫째， 기업 또는 부문별 북표를 파악한다. 이미 기업의 경영계획이 수칩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업의 사명. 북표 및 전략의 파악이 용이하나， 실질척인 기업경
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主要成功要因율 파악하여야 한다. 분석가는 기업이 속한 산업 및 환경
과 기업에 대한 사전분석율 롱하여 시험척으로 성공요인율 도출하여 최종 主要成
功要因율 위한 분석자료로 사용한다.

185

主要成功要因율 도출하기 위해서는 변접법과 설문지법을 사용하며， 主要成功

要因이 확정되면 셋째 단계로 이를 측정힐 측정지표를 개발한다. 측정지표는 경
영자가 각각의 성공요인을 어떻게 명가하고 계속 감시 (monitor) 하고자 하는가의
목척에 따라 다양한 지표가 개발될 수 있다

面接法

(Interview method) [22]

主要成功要因 도출울 위한 면탑의 목적은 면답 훨훌企業의 목적과 목표 및 피
연답자의 임무와 역할율 이해하는 것이며， 면담율 롱하여 경영자의 主要成功要因
과 축정지표률 추출하고， 경영자가 정보요구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룩 하기위

한 것이다. 연답의 성과는 경영자의 내재적인 主要成功要因율 명빽하게 추출하는
데에 있으므로 成功的인 面앓 수행율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면탑에 임하는 면
답자의
다.

철저한 준비

및 경험과，

변답 대상자의

척극적인 참여

및 관심도이

[13]
면담은 최소한 2회가 필요하다. l-*} 변답시에는 기업의 북표， 전략 및 主要成

功要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때 가능한 한 많은 성공요인이 거론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순 또는 중북되는 항북이 있더 라도 분석가는

비만이나 의견의 개진율 삼가하고 자유스런 분위기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분석가는 미리 준비한 분석자료를 사용하여 연답율 이될어 가는 것이 중
요하다.

분석가는 1 차 면답시에 얻어진 결과를 분석하여 중북되는 항목의 제거， 용어
i

의 통일， 모순되는 내용의 수정 퉁율 롱하여 정러한 후. 2차 변탑시에 이에 대한
확인과 함께 主要成功要因율 확정한다. 또한 2차 면탐사에는 확정된 主要成功要

因에 대한 측정지표를 추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主要成功要因의 륙정지표및 보

고결과에 대해 최종척으로 동의를 얻기 위한 3차 연탑이 필요에 따라 행해진
다

[ 17)

186

경영정보논총

Vol l. No. 1

면접법은 경영관리자의 몹표와 판련하여 신숙하게 정보를 도출할 수 있고 관
리자의 사고 범위률 제약하지 않으며， 불분명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척인 질문
을 롱하여 主要成功要因을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게 하는 융통성율 지닌 반면，

분석가의 능숙한 면접기술율 필요로 하며 면접과정에서 제시된 관리자의 웅답은
설명되고 있는 동안에

정리，

기입됨으로써 분석가의 해석 및 기입의 오류를 법

힐 가능성도 있다.

mt 問紙法 (Questionaire

Approach) [14]

훌훌問紙法의 將훌은 대상자의 수가 많고 대상자률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며， 설문에 대한 옹탑은 대상자가 부답없이 솔직한 의견율 기
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척으로 셜문의 내용이 짧율수록 반웅률이 높고

어벤 의건의 수렴보다는 사실의 발견에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主要成功要因의 도출을 위한 분석에는 연접법과 설문지법이 가장 많이，

하게 쓰이는

기법이다.

그러나 각 企業의

현실

여건과 주어진

Lederer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紙上 모의실험법 (paper

상황에

simulation) ,

밍법 (brainstorming) 동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유용

따라

브레인스토

[12]

넷째 단계는 〈그립 2>에서 보듯， 이와같은 축정지표률 지원하기위한 데이타의
파악이다. 각 혹정지표률 표현하기 위한 데이타가 정의되어야 하고， 이 데이타가
현재 수칩， 처리. 제공되는지의 여부와 각 데이타의 성격에 대한 명가를 해야 한
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데이타와 主要成功要因의 륙성에 따라 정보시스팀의 영역
옳 규정하고， 충요도에 따라 개발 우션순위를 확쩡하게 된다

2.3

햄톨

主要成功要因 分析技*옳은 Rockart 가 제시한 장점 뿐만 아니라 방법론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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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도 있으므로， 이 分析技法율 사용하는 데에는 장점과 단점율 충분히 숙지
하고 대처 할 필요가 있다.

主要成功要因 技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 主要成功要因 분석을

롱하여

경영충은 기업의 목표， 천략 동에 합의를 하

게되며， 하위관리자는 企業덤農와 業務 B 훌 사이의 불일치를 인식하게 되어 보다
구체적 인 목표를 갖고 企業覆홉에 입하게 된다 .
• 분석과정에서

컴퓨터 시스팀율 효과척으로 분리시킴으로써 관리자의 경영

관점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므로 자발적 협조률 얻기가 용이하다 .
• 정보분석 시간이 짧으며.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대척으로 척다 .
• 비구조척인 분석 방식에 구조화를 제공한다 .
• 主要成功要因 分析技法은
능력 의 한계를 극북힐 수 있다.

제한된 수의 要因만율 제시함으로써. 정보 처리

[8]

.회계정보 중심의 한계룰 극북하고， 경영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나 시스팀이
제공하지 못하번 주관척. 정성척， 미래지향적，

또는 불확실 정보 동의 정보요구

를 파악， 시스텀화 힐 수 있다.

主要成功要因 技法은 다옴과 갈은 문제점이 있다 .

• 천사적이고 포휠적인 (comprehensive) 분석이 행해지기 어렵다 .
• 분석가의 의사소통 기술 동 분석능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
• 主要成功要因은 얻어졌으나

이률 정보시스팀화 하는 방법론상의 연결이 추l

경영정보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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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다 .

• 定性的 成果에 대한 육정의 어려움이 있다 .

• 인간 자체의 한계 축，

모델 인식의 부정확성， 여러 要因에 대한 중요도 인

식의 차이 및 연견척 요소 퉁이 폰재합으로써 主要成功要因이 잘못 선정될 수도
있다.

[19]

.충분한 冊究 및 홈料가 없으면 단지 개넘상의 연습에 머무룰 수 있다.
따라서 Boynton과 Zmud는 훌例分析 뻐究률 통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主要
成功要因 分析技훌올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갈이 몇가지 제언을 하고 있
다. [l]

.主要成功要因 分析技法은 정보자원계획 수럽에 효과적인 도구로서， 정보 기

술에 대해 척극척인 자세를 지닌 조직에 유용한 技홉이다 .

• 主要成功要因을 경영자의 특정 정보 요구사항으로 전환시에는 프로토타이핑
(prototyping) 의 사용이 도옴이 된다 .

• 분석가는 사전에 조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률 필요로 한다 .
• 경우에 따라서는 조칙 천체의 경영판리자와의 접혹이

상위관리자의 主要成

功要因에 대한 확인 및 개발에 도옴융 줄 수 있다

.면접과정에서 정보기술율 직접 이용하여 主要成功要因율 도출하려 하지말고
조직상의 문제에 좀 더 초점율 두어야 한다 .

• 計훌l樹立의 노력은 조직 내의
가될 수 있다.

여 러 계충 및 成功要因의 分析올 롱하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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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

主要成功要因의 사례분석

훌例企業의 戰要

S주식회사는 1979 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150 여명의 종업원이 있고 연간 매출

액이 50 억원에 달하며，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링기어와 엔진기어률 생산하는 업
체이다.

기어 제조는 까다로운 규격과 정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생산현장의 NC 기계

(Numerica11y Controlled Machinery) 설비에 막대한 흩用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이
며， 충분한 기술력이 뒷바침되어야 하므로 진입장벽이 높은 톱륙한 분야이다.

S 企業은 전형적인 ’多品種 少톨生훌’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품 전량율

‘주문생산’에 의폰하고 있다.

렁기어의 경우에는 국내시장의 95%률 공급하고 있

는 독점품목이며， 기술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 외주없이 전랑율 자체생산 하고있

다. 엔진기어는 35개 정도의 품북율 생산하고 있으나 톡점의 형태는 아니며. 10%
정도률 외주툴 롱해 생산하고 있다.

S企業은 1985 년부터 해외 수출울 시작하여 현재는 생산량의 30-40% 정도률 수

출하고

있고， 내수는 ’현대 자동차’률 제외한 모든 국내 자동차 업체에 납품율

하는 안정적인 시장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기어시장의 과수요로 인해 지금까지 지
속적으로 企業율 확장해 오고 있다.

S 기업은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그림 3> 과 같이 기능별로 5 개의 부서를 가지고

있고， 기어의 주문에서 제품출하까지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절차률 따
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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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 기업악 組熾圖

〈그립

4>

S企業의 엽무흐름도

S企業의 전산화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보아야 하며，

급어계산 프로그램과

연말정산 자료처 리 프로그램이 외부용역에 의해 설계되어 PC로 운용되고 있으나

아주 조악한 실정이다.

예률률면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용되는 직원 고유번호와

출근카드에 사용되는 직원번호가 서로 상이하여 곤란율 겪고 있고，

전산실은 물

론 PC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경영충에서는 業務電算化의 필요성율 절감하고 있고 대외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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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위해 전산화를 통한 生훌性 向上율 갈망하고 있으며， 실제로 외부 시스팀
용역회사와 접촉을 하고 있다

또한 전산실 운영， 설비도입 퉁 전산화에 소요되

는 費用을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상태여서 S企業의 정보시스텀 개발의 미래는 밝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정보시스팀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CSF 도출과정 [5]

훨끌
V

V

V

•••••••••
V

V

V
V

4

개별 관리자의 CSF 결정

V

4

시스팀 개발 우선순위 결정

l
3.2

v
정보시스팀 계획

|

主要成功要因 도출

정보시스팀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主要成功要因 分析技法의 휠용은 앞에서의
〈그림 5)와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되었으며， 최고경영자 및 각 부서의 관리자들
과의 면탑이 그 주요부분율 이루고 있다.

이 과정율 각 절차별로 세부단계와 단계별 수행업무를 〈표 1)과 같이 사천에
설정함으로써 정확한 主要成功要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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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절차

主要成功要因 도출절차 설정

세부단계

최고경영자와의
1 차 접촉

단계별 수행업무
.主要Jjl(;功要因 技法 소개
.主要成功要因의 활용방안 설명
.경영충의 지원 및 관리자 면답 수락
.m究의 진행과정 설명

사천

관리자률율 대상
준비

으로

CSF 소개

(워크숍)

.主要成功要因 技法의 개요 및 변탑
진행방법 설명(개별관리자 대상)
.主要成功要因의 훌~ 제시
.변담 스케률 확정

최고경영자 연탐
및 생산현장 견학

.최고경영자 연답율 롱해 해당산업 이해
.생산현장의 견학율 통해 對象쇼業 이해

CSF

主要成功要因
도출

.각 부서별 관리자들과의 면탑올 통해
主要成功要因 도출

도출

2 차 면탑

.1 차 면접에서 미홉한 부분 보충
.최종 主要成功要因 확정

결과

主要成功要因 분석 .도출된 主要成功要因율 근거로 시스팀
이 지원할 영역 결정
및 우선순위 결정
.시스팀 개발 우선순위 결정

제시

사전 면담준비

최고경영충과의 초기접촉을 통해 승인율 얻은 후， 면탑이 행해질 개별 관리자
들에게 主要成功要因 分析技法의 개요 및 연탑의 북척.

진행방향 퉁율 설명하는

워크숍이 최고경영자의 배려로 간부회의 후 1 시간여에 걸쳐서 행해졌다.

다음 단계는 흩業 빛 企業에 대한 이해를 하고 기업의 목표 및 전략 따악을위
해 최고경영자와의 면답율 하였으며，

산업별 륙성 및 기업 현황에 대한 토론율

거쳐 S 기업의 북표는 ’기어 제조업체에서의 선두위치 확보’로， 주요전략은 ‘대외
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로 집약할 수 있었으며，

대표이사가 기업주로서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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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힘을 가지고 상당히 명확한 목표와 전략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主要成功要因 도출

i)

최고경영충의 主要成功要因

최고경영충은 대표이사， 상무이사， 관리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이사는 현

재 企業 전반에 걸친 意思決定 업무와 설비관리에 관한 업무를 일부 맡고 있으
나， 설비구입에 관한 내용은 과도한 寶用때문에 대부분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主要成功要因 따악을 위한 最高經홉톰과의 면탑은 개별관리자들과의 면탑 이

후 최종적으로 행해졌으나， s企業 全般의 成功要因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미리 기술하도록 한다.
〈표

2>

최고경 영충의 主要成功要因 11

企業決전定반적
업인
意思

수주관리
설비관리

얹n 程基핵용

主要成功要因

임무 및 역할

l. 대기외업 고객
미관리 .대외 수주랑
.매출액
2.
이 지

자료성격

QN , 측청가능
QN , 측 가능

관리

무

3.

신현숙황한파 기악 업

4 축
기술적개발 및
5.

생자동산화현장의

.意思決定소요시간

QN , 혹정곤란
QL , 측륙정정곤란
QL ,
곤란

.대외 경쟁혁
.생산성

QL , 측정곤란

•• 관전산리자화의정도
업무량

.NC
.NC

설비 보유대수
설비 소요비용

1 ) 표에서 QL은 정성척 자료를 QN은 정량척 자료를 지칭한다.
Rockart 에 의하면 主要成功要因의 뼈程基훌훌 (measures) 은

客觀的이고 定훌的인 (objective and quantitative) 자료와
主觀的이고 定性的인 (subjective and qualitative) 자료가
모두 가농하다고 말하고 있다. [5]

利益대비흩用

QN , 축정가능
QN , 축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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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의 主要成功要因

〈표

3>

총무부의 主要成功要因

임무 및 역힐

主要成功要因

인사관리

1. 기능칙및 사원의

••

결근직율율
이

QN , 측축정정가}농
QN , ~~7 농

2. 신숙결， 정확한

•

용十훌l 대비
실제 쯤用

(1'1, 륙정가능

.지
어읍연， 정급도여의

m
지~，연 거일자래처별

확보

노무관리

건물관리

경리

연말

3.

얹u程基핵월

유지

산

원활한 결재흐름

총무부 관리자의 임무 및 역할은

자료성격

인사관리， 노무관리， 건물 동의 설비관리와

경리에 관련된 사항이다. 면탑율 통해 도출된 총무부의 主要成功要因율 요약하면
〈표 3> 과 같다，

i i i ) 생산부의 主要成功要因
생산부의 임무와 역할은 生훌計뻐，

원활한 공정관리， 실척분석 퉁이며， 그외

에 생산설비의 관리 및 보고， 자재구매과와의 긴밀한 협조를 주요 업무로 한다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그렇듯 S 기업도 생산관리 업무가 방대하며 관리의 초
점이어서 〈표 4> 와 같이 비교적 많은 성공요인이 도출되었다
〈표
임무 및 역할

생산관리
공정관리

실적분석
설비관리

생산부의 主要成功要因

主要成功要因

1.
생산계획

4>

전확문보인및력의
유지

2. 효의과수적럽 생산계획

3;

g컬칠훌

불량관리

자료성격

없: 훌청 ;t놓

g협쏠행H공품의 양 없: 졸청강좋

셜성}좋흉으섬쫓상 g첼} 갚훌율

5. 표준시간 관리

6

뼈II 程基훨

S챙폴렇비 실적
.불량율

없; 훌청 ;t놓

없: 훌청 ;t놓
Q:-.J,
L__

측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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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v) 자재구매과의 主要成功要困

자재구매과의 주요 업무는 먼저 렁기어 제조에 필요한 환봉과 엔진기어의 반
제품인 자재구입이다. 그외에도 자재구매과에서는 작업에 소요되는 공구，

의류，

면장갑 동의 구입에 관여하며 플라이 휘일， 철판 풍의 소자재 구입과 외주관리률
담당하고 있다

자재구매과에서 제시왼 主要成功要因을 요약하연 〈표 5) 와 같다.
〈표 5) 자재구매과의 主要成功要因

임무 및 역할

v)

자료성격

없n 程基륙g

主要成功要因

자재 구입 (환봉，
엔진기어 반제품)

1.원활한
결재흐름

•
•

부도 어읍액

소재， 작업장비
구입

2. 효과적
자재관리

•
•

在庫維持 寶用

외주관리

3. 관리자급
인원확보

탑당자간의 신뢰

척정 재고랑

QN , 측정가능
QL , 혹정불능
QN , 측정가능
QN , 측정가능

영업부의 主要成功要因

영업부 관리자의 임무 및 역할은 〈그립 6)에 나타난 것처럼 주문접수， 발주계
약，

영업계획 및 제품출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며， 主要成功要因율 요

약하면 〈표 6) 과 같다

〈그립 6) 영업부의 업무흐름

괜환·웰·靈.혔훨월
영업계획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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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임무 및 역할

영업부의 主要成功要因

主要成功要因

1. 납기준수

없n程基혹g

.수주량

•
•

주문접수

납기지연 정도
고객의 만축도

발주계획

2. 환율변동 예측 .환율

영업계획

3.

고객관리

.수주량
고객의 만록도

•

자료성격

QN , 측정가능
QN , 측정가능
QL , 측정불능
QN , 롱제불능
QN , 측정가능
QL , 측정불능

제품출하

4. 제품 품질관리 .반품량
•

대외 수주랑

QN , 륙정가능
QN , 축정가능

vi) 품질관리부의 主要成功要因

품질관리부의 입무 및 역할은 〈그립 7> 에 나타난 것처럼 품질 안정， 사내품질

보증， 사외 품질보증 퉁 비교적 단일 항북으로 칩약되고 있으며， <표 7>은 품질
관리부의 主要成功要因율 요약하고 있다.

〈그림 7> 품질관리부 (QC) 의 업무

〈품질검사> - 샘플링 검사

뭘J~

-냄--~
(반품)

A

-~낀
품질수학

〈품질검사 >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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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임무 및 역힐

품질안정

7>

품질관리부의 主要成功要因

얹tl 程훌책용

主要 ~Eb 要因

자료성격

1.전사적인 QC
보중체계 확립

.불량율

QN. 륙정가능

2. 자주검사
3. 작업자들의

.작업자 의식변화
.불량율

따， 륙정곤란
QN. 측정가농
QN. 흘정가능

사내 품질보증

사외 품질보증

품질의식 고취

3.3

.품질교육 예산

主要成功要因 結果分析

지금까지 S企業의 主要成功要因율 고찰해 보았는데 이를 S企業의 북표，

전략

빛 부서 별 成功要因을 요약하변 〈그럽 8>과 같다.

도출된 主要成功要因을 Rockart 가 제시 한 ’ 主要成功要因의 5 대 원천 ’ 별로 분

류률 하여보면 먼저 산업륙성요인으로는 ’생산현장의 자동화(경영충)’가 있으며，
천략요인으로는 ’기술개발 및 축척(경영충)’，
울 둘 수 있고，

다.

환경요인은 ’환율변동 예측(영업)

일시척 요인으로는 ’관리자급 인원확보(자재)’로 각각 분류되었

결국 대부분의 成功要因이 관리척 요인으로 분류됨으로써. S企業도 여타의

中小企業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成功要因울 갖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정보시스팀 구축율 묵적으로 主要成功要因 분석기법율 사용할 때에 어려운 점
은 主要成功要因율 정보시스팀 계획 (MIS planning) 에
가 하는 문제인데
정했율 뿐，

Rockart는

어느 정도까지 접근시키는

成功要因 도출 후 시스팀의 閒짧 톨先順位만융

정보 DB (information data base) 의 개발은 별도의 과정으로 보아 그

의 論文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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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企業의 主要成功要因 요약표

企業目標 : 기어 제조업체에서의

선두위치 확보
企業戰略 :.대외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최고경영충)
1.대외 고객관리

2. 기업 이미지 관리
3. 신숙한 기업현황의

파악
4. 기술개발 및 축적
5. 생산현장의 자동화

(총무부)

(생산부)

(자재구매부)

1 기능직 사원의

1.전문인력의 확보，유지

1. 원활한 결재흐름 j

확보및유지

2. 효과척 생산계획 수립

2. 효과적 자재관리 1

3. 설비효율의 향상

3. 관리자급 인원

2. 신속，

정확한

연말결산
3. 원활한 결재흐름

4. 설비고장의 감소

확보

5. 표준시간 관리
6. 불량관리
(영업부)

(품질관리부)

l

납기 준수

1. 전사척 QC보증체계 확립

2. 환율변동 예혹

2. 자주검사

3. 고객관리

3. 작업자둘의 품질의식 고취

4

제품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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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ìjIf究에서는 도출된 主要.GX功要因을 정보시스텀 계획에 보다 접근시키고， 미

래에 개발될 정보DB에 도옵율 줄 수 있는 시스팀의 개략척인 골격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수행되었다.

(1) 확정된 主要成功要困에서 정보시스팀화가 不可能한 要因 제외

(작업자

들의 품질의식 고취， 환율변동 예측 둥)

(2) 類似한 成功要因율 분류하여 공롱의 ’가상 시스팀’으로 통합.

(3 ) 정보시스팀의 지원영역 정의.

물론 (3) 항율 정의하기 위해 개별관리자툴과의 면탑시
개략적인 토의를 거쳤으나，

정보요구사항에 대한

정보DB를 구축할 때에 별도의 정밀한 분석과정율 통

해 보다 구체척으로 정의되어야 힐 부분이다.

최종척인 결과는 〈그립 9> 와 같이 도출되었는데 유사한 成功要因별로 시스팀
의 영역율 정하고 각 成功要因율 지원할 흑정지표 및 소요 데이타률 연계시켜 정
보시스팀의 기농울 정의하였다.

〈그림

(主要成功要因)

9>

정보시스팀의 지원 영역

(정보시스팀)

(정보시스팀의 지원 領城)

.인사관리 (척성관리，호봉.

1.전문인력의 확보 및

근속연수，명철수송)

유지(공통)
2. 신속， 정확한 연말
정산(총무)
3. 원활한 결재흐름
(총무， 자채)

인사

"'i

회겨1 ~‘
처리
시스텀

.공공기관 보고서 (노동부나
방위산업체 보고자료)

.企業會計(손익계산， 실척분석
연말결산 및 정산，급료，세금
제조경비 퉁)

.문서 표준화

경영정보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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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훌홈十I때 지원(긴급생산시의

1. 효과적 생산계획 수립

척웅력，생산마감일및 납기일

I

(생산)

2. 설비효율의 향상(생산)

"'1

3. 설비고장의 감소(생산)

I

생산

예륙，표준시간 관리)

관리 ~ ...
시스팀

.生塵管理(생산실적 분석，
재공품 조회， 불량율， 제품별

4. 표준시간 관리(생산)

표준시 간， 학습율， 작업자기능)

5. 생산 자동화(이사)

.짧備管理(설비가동율， 설비현

항，설비구매처，가격)

자재

1

효과적 자재관리(자재) 서 관리 ~ ...

.재고관리(재고비용， 제품별
주문랑 .lead

time , 안전재고)

.자재효율(l oss율)분석

시스팀

.고객관리 (문서 발송， 거 래처 별
1.고객관리(영업，이사)

2.

납기준수(영업)

관리)

.납기일관리(제품별 주문랑，

...

3. 기업 이미지관리(이사)

미출하 제품， 납기일 동 조회)
.수송설비 현황

1. 전사적 QC보중체계
확럽(품관)

.QC보중체계(제품별 불랑관리

2. 불량관리(생산，영업)
3. 자주검사(품관)

‘ { 관리

~ ...

항목，공정별 검사기준)
.불량관리 (원자재및 반제품의

4. 작업자 품질의식 고취

품질，제품별 불량윷)

(품관)

〈그림 9> 에 정의된

5 개의 시스팀에 대한 開發 홈先順位는 다음과 같으며， 主

要成功要因의 중요도， 기업능력올 고려하여 최고경영자와의 토의률 거쳐서 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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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관리 시스팀

(2 )

인사-회계관리 시스팀

(3 ) 자재관리 시스팀

(4)

생산관리 시스팀

(5) 품질관리 시스팀

일반적으로 기업의 정보시스팀이 구축될 경우 인사 회계시스팀올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청우가 많으나， s企業의 경우 경쟁회사가 아직은 극소수라는 점에서 회
계나 생산혹변의 관리보다는 거래업체와의 신뢰구축에 더욱 큰 비중율 두었다.

따라서 優先順位의 결과는 최고경영충에서 갖고 있는 이러한 의도를 명백하게
반영하고 있다

4. 結

훌훌

본 짧究에서는 主要成功要因 分析技法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팀 계획에 필요한

基健賢뼈를 산출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主要成功要因 分析技法은 완벽한 절차

를 갖춘 방법론이기보다는 개념적 방향 제시에 그칠수도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고， 컴퓨터 지식이 없는 관리자의 경영관리 지식에 많은 의폰율 해야하는 장점
인 동시에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면탑시에 관리자들이 主要成功要因 개

념에 의거하여 질문에 웅탑하지 못힐 경우에는 主要成功要因 分析技法율 성공적
으로 적용하기 어 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별관리자툴과의 면탑시 관리자들의 업무 인지능력이
나 표현력이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것율 발견하였다. 축， 실무자률은 業務의 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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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要困율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만단되었으며，

면탑과정은

다만 內在되어 있먼 생각들을 可視化시키는 과정으로서 바로 이 점이 主要成功要
因 技法의 장점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보시스팀에 관련된 기술적 요소률 배

제하고 관리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관리자들의 정보시스팀 계획 수립에의 참여
률 용이하게 하고， 관리상의 主要要因을 공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개발될 정보시

스팀이 관리자들의 가장 중요한 정보요구를 틀립없이 만촉시킬 수 있다는 확신율
갖게 해 준다. 축 〈그립 9)와 같은 산출물은 기업의 경영관리에 입각한 정보시스

팀이 구축될 수 있다는 확신율 전 조직원에게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主要成횟要因에 관한 IJI:i91JiJf究률 진행하면서 발견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출되는 成功要因은 최고경영자의 관리 방식과 對象 企業의 조직력 정
도률 반영한다. 主要成功要因 분석법은 연답 진행자의 개념적 이해， 의사소통 기

술， 통합척 분석력 퉁율 필수요건으로 하지만， 그것은 조직의 성향이 도전척이고

미래지향적일 경우에 더욱 상승효과률 발휘하리라고 판단된다.
둘째， 치밀한 훌前 훨備作業이 필요하다. 개별관리자들과의 면탑 이전에 구체
척 추진절차를 설정하여야 순조로운 면답으로 연결되며， 륙히 제조엽의 경우에는

생산현장율 미리 견학하여 업무흐름율 파악함으로써 관리자률과의 의사소롱을 원
활하게 하며， 보다 정확한 成功要因율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연탑의 초기에 연당 대상자의 심리적 해빙상태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
요하다. 면담시에는 고압적이고 관료적인 태도는 지양하면서， 연답 전에 쩔막한

신변잡답 퉁율 롱하여 연답 대상자가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적극적인 면답자세룰
취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개별관리자들의 업무표현 능력은 대부분 탁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는

정보시스팀이나 전산화의 개염율 이변에 접어둔 채 관리자의 업무 일반에 관한
토의률 한다는 分析法 自體의 屬性때문으로 풀이되며， 관리자들은 成功要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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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因數에 대해 자신감 있게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분석을 통해 塵버된 成功要因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가공해야 정보
시스텀 계획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분석가의 전문척 지식 및 농력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Rockart 의 :g:Jf~에서도 主要成功要因과 정보시스

팀 계획과의 연계절차를 구체척으로 기술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분석가의 전문지식율 최대로 활용하여 분석 밸 설계로 이어지는 전문가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앞으로 主要成功要因 技法이 방법론화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계성’만을 獨立的으로 짧究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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