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 산업에서 정보화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었으며, 이러한 건설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는 건설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부각 되고 있다. 특히, 설계∙엔지니어

링 분야는 다양한 건축주 및 사용자의 요구와 관련 분야에 한

기술적인 문제들의 증가로 인해 과거보다 더 많은 분야 전문가

간의 정보소통 과정을 필요로 하는 등 정보화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홍성민 외 2002). 

하지만 건설 기업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기업 또는 경 진에

있어 정보화 기술의 발전이 건설 산업 분야에 얼마만큼의 이익

을 남겨 주는가에 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이며

(Pena-Mora 1999), 이로 인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화에 한 투자 및 전문 인력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즉, 현재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정보화는 정보화 투자

비 효과에 한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보

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동기 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설계∙엔지니어링 분야를 상으로

기업의 정보화와 기업 성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기업의 정보화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제안하고, 이

를 중심으로 현재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업 성과와 정보화

현황 및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의 정보화 추진에 활용 가능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건설 산업에서의 성과와 정보화의 측정은 그 분석 상에 따

159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8권 제1호 2007. 2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정보화와 기업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An Analysis on Correlation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z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of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Firms

심 형 보*∙윤 수 원**∙진 상 윤***∙김 경 래****∙정 수*****∙김 예 상******

Shim, Hyung-Bo ∙Yoon, Su-Won ∙ Chin, Sang yoon ∙Kim, Kyung-Rai ∙ Jung, Young soo∙Kim, Yea-Sang

요 약

설계∙엔지니어링 분야는 다양한 건축주 및 사용자의 요구와 관련 분야에 한 기술적인 문제들의 증가로 인해 과거보다 더

많은 분야 전문가 간의 정보소통 과정을 필요로 하는 등 정보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필요성만

인식되고 있을 뿐, 효과에 한 검증 및 추진을 위한 동기 부여가 되지 못함으로서 정보화에 한 투자 및 전문 인력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설계∙엔지니어링 분야를 상으로 기업의 정보화와 기업 성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기업의 정

보화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제안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재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업 성과와

정보화 현황 및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정보화 추진에 활용 가능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키워드 : 성과측정, 정보화측정, 균형성과표, 성과측정지표, 상관분석

* 일반회원, 성균관 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palody1@hotmail.com

** 일반회원, 성균관 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yoonsuwon@skku.edu

*** 종신회원, 성균관 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교신저자),

schin@skku.edu

**** 종 신 회 원 , 아 주 학 교 건 축 학 부 부 교 수 , 공 학 박 사 ,

kyungrai@ajou.ac.kr

***** 종 신 회 원 , 명 지 학 교 건 축 학 부 교 수 , 공 학 박 사 ,

yjung97@mju.ac.kr

***** 종 신 회 원 , 성 균 관 학 교 건 축 학 과 교 수 , 공 학 박 사 ,

yskim2@skku.ac.kr

이 연구는 2003년도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

번호: R01-2003-000-10079-0



라 상이한 체계와 범위를 가진다. 즉, 측정 상을 산업 전체, 기

업 단위, 프로젝트 단위로 하느냐에 따라 각기 상이한 지표가 필

요하며, 그 결과 또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인 설계∙엔지니어링 회사의 기업

성과 및 정보화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

한 성과 측정 및 정보화 측정에 한 지표 중, 기업 단위의 측정

지표를 상으로 기존 문헌을 고찰하고, 이를 건설 설계 및 엔지

니어링 분야의 특성에 맞게 보완∙수정하여, 적용∙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 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문헌 고찰을 통한 도출된 건설 산업의 성

과측정 체계를 근간으로,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기업의 성

과 및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1차

지표를 구성하고, 1차 지표가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지표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예비 설문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통해 예비 지

표의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으며, 평가 지표로서 타당성이 떨

어지는 지표에 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보완하여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특성을 반 한 기업성과 및 정보화 측정 체

계를 완성하 다. 끝으로, 완성된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서울 소

재의 상시종업원 수 20인 이상의 110개 업체를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으며, 통계 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한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을 통해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정보화가 기

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 다.

2.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업 성과 및 정보화 측

정 체계 개발을 위한 예비고찰

2.1 기업 성과 측정 체계 고찰

성과측정이란 회사의 과거 정책결정에 한 사후검토이자 그

러한 측정을 통해 미래의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신용일 외 2004), 건설 산업뿐만 아

니라 부분의 산업에서도 사업 성공을 위한 중요 요소로 평가

되고 있다.(Bassioni 2004) 

건설 산업에서의 성과 측정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단위 또는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프로젝트 단위의 성과측정

은 미국의 CII(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의 BM&M

(Benchmarking & Metrics)와 국의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rty)의 CBPP(Construction Best Practice

Programme)의 예와 같이, 손익기여도, 목표달성도, 결과만족

도 등을 중심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를 다루고 있다.  다음으

로, 기업 차원의 성과측정은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

투자수익율(ROI), 자본 이익률(ROE) 등 재무적 지표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

BSC) 등을 이용하여 비재무적 지표 즉, 기업의 내부 역량과 시

장에서의 평가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김

연 외 2004, 이우창 외 2004, 박찬식 외 2004, 유일한 외

2004, 김기현 외 2005 등)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제시한 성과 측정의 체계는 구체적인

측정방법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부분의 성과측정은 건설 산업

단위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참여주체에 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 특히 건설 산업 참여 주체중 하나인 설계∙엔지니

어링 분야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는 유일한의 연구(2004)를 제

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일한 (2004)의 연구를 선행 연구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성과측정 지표를 예비 지표로 1차 설

문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에 맞는 성과측정 체계를 구축하 다.

2.2 건설산업의 정보화 측정

개별 기업 입장에서의 정보화는 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 유지하는데 있으며(김재준 1997), 기업의 정보화에

한 측정은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측면에서 기업의 정보화 수준

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Information week의 평가 지

표, JUAS의 평가 지표 및 국내의 기업정보화 수준평가의 지표

등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 산업에서 정보화 측정에 관한 기존 연구는 정

보화의 기반조건 도출 및 정보화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김경래

(2001)의연구를시작으로, 국내중소건설업체정보화수준진단을

위한지표개발(김완수2002), 건설기업의정보화평가모델개발

방향제시(김지환2003), 건설, 제조, 금융, 유통및서비스를 상

으로실시되는기업정보화수준평가(ITR 2003) 등이있다.

이중 김경래(2001)의 연구에서 제안한 IICI frame -work은

조사결과에 한 데이터 접근성이 용이하고, 해당 framework

에 해 국내외 논문게재 등을 통해 검증이 충실히 수행되었으

며(Jung et al. 2004), 본 연구의 선행 연구에서 또한 성과 평가

역 중 학습 및 성장의 하위 역인 정보화 역량에 이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ICI의 평가 역과 평가항목, 그리고

항목별 가중치를 유지하되 평가 항목별 질문 사항은 설계, 엔지

니어링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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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 다.

3.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성과 및 정보화 측정

체계 도출

3.1 예비 지표 도출 및 지표 검증

예비 지표 도출 및 지표 검증은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기업의

성과와 정보화 지표가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

는지를 검증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수정∙보완함으

로서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성과 및 정보화 측정 체계를 만

들기 위한 것으로 그림 1에 나타난 측정 체계 도출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예비 지표 도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건설 산업에서의 성과 및 정보화 측정 체계 중, 설계 엔지니

어링 분야의 지표를 예비 지표로 설정하 으며(표 1 참조), 예비

지표의 검증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위치한 연매출 65억

이상, 상시종업원수 50인 이상인 51개 업체를 상으로 04년 3

월̃ 8월까지 예비 설문을 실시하고, 이에 한 통계분석을 실

시하여 수행하 다.

3.2 지표 검증을 위한 통계 분석 결과

지표 검증을 위한 통계분석은 설문결과(12개 회사, 회수율

24%)를 바탕으로 답변율, 기술통계량, 각 지표간의 상관관계 분

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타당성

(Niven 2002, 유일한 외 2004)에 초점을 맞추어 27개 성과지표

에 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또한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측정가능성, 비

교 가능성, 그리고 타당성 측면에서 지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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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과 및 정보화 측정 체계 도출 절차

표 1. 예비 지표 및 예비 설문 결과



3.3 성과측정체계 도출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측정 지표를

바탕으로 구성한 예비지표의 타당성 검토 결과, 일부 지표에 문

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설문 지표 및 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1)를 실시하여 지표의 보완 방향을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을 바탕으로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지

표 도출을 위한 조사 및 분석 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를 바탕으

로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성과 및 정보화 측정체계를 도출하

다.

지표 보완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 지표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시장상황, 전략을 반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 전략 및 목표와 건축과 토목분야 간의

차이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 및 4와 같다.

그리고 표 3과 4의 특성 파악(1차: 참고문헌, 2차: 전문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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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예비 지표의 측정 가능성, 비교 가능성 및 타당성 분석 표 3.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경 전략 및 목표

표 4.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1) 자문회의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 2004년 4월 27일 S 건축사 사무소(소장 1인, 실장 3인)

2차 : 2004년 4월 29일 S 기술단(소장 2인, 전무 3인)



의)을 바탕으로 예비 조사의 지표에서 보완 상으로 분석된 성

과지표를 제거, 수정 및 신규 추가 하여 표 5와 같이 지표를 보

완하고 표 6과 같이 성과 측정 체계를 도출하 다.

최종 성과체계는 표 5와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원 이직율의

경우 핵심멤버로 분류되는 직원의 이직율이 거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이를 성장역량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내부고객의 직원

만족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분류하 고, 제거 상 지표를

신하여 ISO 9000, 9002가 도입되면서 문서관리가 체계화됨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사내의사 결정 프로세스, 협력업체와 업무프로세스, 설계 라이

브러리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국제 업무 역량을 신하는

업무가능범위가 추가되었다.

4. 설문 조사 및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정보화

와 기업성과 현황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정∙보

완된 성과측정체계(표 6 참조)를 바탕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또한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정보화 및 성과 현황을 도출을

위해 설문결과의 그룹 간 차이 분석(T-test) 및 기술 통계 분석

을 실시하 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정보화가 기업의 성과

에 미치는 향 및 도출된 결과의 시사점을 제시하 다. 

4.1 설문 조사의 개요

설문 조사(I: 정보화 수준 측정, II: 기업성과 측정)는 표 7과

같이 연구 상과 표본을 상으로 2004년 12월 15일부터 2005

년 4월 15일 사이의 4개월간 우편발송과 FAX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또한 협조의사가 있으나 답변을 미루는 업

체에 해서는 수차례의 전화 질의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결

과를 수집하 다.

4.2 정보화 및 기업성과 현황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정보화 및 기업 성과 현황 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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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예비 조사 분석 결과 및 지표 보완 결과

표 7. 설문 개요

표 6. 설계∙엔지니어링 사무소 분야 상의 성과측정체계



위한 통계 분석은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통계적 처리가 불가능

한 2개 업체를 제외한 30개 업체(건축 16, 토목 14)를 상으로

실시하 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그룹을 도출하

기 위해 표 8과 같이 그룹 간 차이 분석(t-test)을 실시하고, 이

를 바탕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4.2.1 그룹 간 차이분석(t-test)

그룹 간 차이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분석

가능한 그룹을 도출하기 위한 통계 분석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

서는 조사된 결과에서 정보화 수준 및 성과 측정 모델을 이용한

측정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을 위해 실시하 다.

그룹의 구분은 건축과 토목, 재무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및

정보화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 으며,  ‘등분

산 가정 두 집단 t-test’를 수행하여 5% 유의수준으로 양측검정

을 하 다.

표 8에 나타난 분석결과와 같이, 건축-토목 그룹과 재무 상

위-하위 그룹은 전체성과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왔

으며, 토목이 건축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재무관점에서 상

위그룹이 하위그룹보다 기업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정보화 상위-하위 그룹의 경우는 정보화 역에서만 그룹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축과 토목 그룹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그룹으로 이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에서 정보화와 기업 성과의 상관관계 분

석을 위해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전체의 관점뿐만 아니라, 건

축과 토목 그룹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 다. 

4.2.2 성과 및 정보화 현황 분석을 위한 기술 통계 분석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으며,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정보화

및 기업 성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1)) 정정보보화화

정보화 수준의 경우 전체 설계자 관점이 평균 2.69이고, 건축

설계 분야(2.71)가 토목 설계 분야(2.66)보다 정보화 수준이 조

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림 2(a)의 우측 분포곡선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의

정보화 의 수준이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으로 구분 되어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건축 설계분야(그림 2(b))보다 토목 설계분야

(그림2(c))가 더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화 관점의 역에서 하위 지표를 중심으로 한 분

석 결과, 상위 집단에서는 정보화 기반, 지원, 이용이 고루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하위집단으로 갈수록 정보화 이용(시스템 통

합, 정보화 활용, 사용자만족도)과 지원(경 전략, 정보화정책,

정보화 투자)이 정보화 기반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

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보화 수준이 떨어지는 기업의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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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그룹 간 차이(t-test) 분석 결과

표 9.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정보화 및 기업성과의 기술 통계 분석



보화 관련 장비 및 시설을 활용할 전략 및 방안이 수립되지 못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기기업업성성과과

분석 결과 전체성과는 전체 설계자 관점에서 평균 3.04로 5점

척도의 중앙값 3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건축과 토목 분야로 나누어 볼 때, 토목 설계 분야의 기업 성과

(3.18)가 건축 설계 분야의 기업성과(2.92) 보다 높고, 정규 분포

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e), 그림 2(f))

한편 BSC 관점별로는 재무관점(0.350)의 점수 변동이 가장

크고, 학습 및 성장관점(0.170)의 변동이 가장 작은 것을 볼 때,

기업 간 재무적 성과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직원들

의 조직 역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고객 관점의 하위 지표인 내부고객의 경우, 건축(2.81)

이 토목(2.89)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건축 설

계 분야에서 직원 이직율이 토목 설계 분야보다 평균 4.64% 많

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내부 프로세스의 경우, 세부

역인 경쟁요소의 차이 (건축: 1.91, 토목: 3.41)로 인하여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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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정보 및 기업성과 현황



(3.48)이 건축(2.51)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토목 분야가 건

축 분야 보다 연구 개발비, 특허, 연구실적 등이 많기 때문인 것

으로 파악되었다.

5.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정보화와 기업성과간

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은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정보화가 기업성

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정보화와 기업성과(정보화 역 제외)의 상관관계 분석은

역별 지표의 합으로 이루어진 전체 기업성과의 한 부분인 정보

화 역 점수를 포함 시킬 경우, 상관관계 분석이 왜곡될 수 있

기 때문에 전체 기업 성과에서 정보화 역의 점수를 제외한 상

태에서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화와 기업 성과(정

보화 역 제외)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0.05)에서 유의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표 8 에서와 같이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정보화 수준의 경우 전체 설계자 관점이 5점 척도의 평균 3.00

이하의 수준을 (2.69)을 보인 것과, 정보통신업, 은행∙증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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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상관분석을 통한 상관계수 Matrix



등 소비자와 직접적 면이 활성화되어 있는 고객 서비스 업

종들(금융업:56.98점, 유통/서비스업:51.50점, 제조업:48.67점)

의 정보화 수준은 높은 반면, 건설업(44.46점)은 공급자 위주의

거래 관행과 기업 간 정보화 부재로 인해 정보화 추진이 미진하

다는 결과(기업정보화수준평가(2003)) 및 건설 시공업체의 경우

에서는 상관관계(0.590-유의수준:0.05)를 가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Yu I et al 2005)를 미루어 판단할 때, 설계∙엔지니어링

분야는 아직까지 정보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보화가 기업성과

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BSC의 세부 역별 상관관계는 재무적 관점 및

재무관점의 하위지표인 성장성과 조직역량 간 상관관계(전

체:0.328, 성장성:0.391, 건축분야 전체:0.486, 건축분야 성장

성:0.495)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토목분야의 경우 업무

효율성과 학습 및 성장관점 및 하위지표인 조직역량과 상관관계

(학습 및 성장:0.635, 조직역량:0.548)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정보화와 기업 성과

의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성과측정 체계를 예비조

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

을 실시하 다. 또한 건축 분야와 토목 분야 간 차이 분석(t-

test)을 통해 두 분야 간에 성과 및 정보화 측면에서 차이를 가진

다는 것을 도출하 고, 이를 통해 현시점에서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전체, 건축 분야의 설계∙엔지니어링 및 토목 분야의 설

계∙엔지니어링의 정보화와 기업성과의 현황 분석과 각 분석 범

위별로 정보화가 기업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에 하

여 파악하 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정보화 및 기업

성과의 현황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

과 같다.

� 정보화에 한 필요성은 두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전략

수립이 부족한 편이며, 또한 이러한 전략 수립에 기초가 되는 정

보화의 효과 검증 체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제안한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반 한 효과 검증 방법의 적

용 및 이를 이용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업 성과 및 정보화 수준 측정 지표를 이용하여 설문 및 상관관

계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현 시점에서 설계∙엔지니어

링 분야의 정보화는 기업의 성과에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과 타 산업과

의 정보화 수준을 비교 할 때 낮은 상태에 있다는 점과 선행 연

구에서 건설 시공 분야에서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정보화와 기업의 성과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정보화 수준이 낮아 아직까지 기업의 성

과에 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현 상태에서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정보화를 통

해 기업의 성과가 향상된다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향후 정보화 수준의 향상에 따른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정보화 수준이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에 한

장기적 관찰과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추가적으로, 현재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정보화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특성 분석 결과, 상위 그룹에 비해 정보화의

이용 및 지원 부분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

라서 타 기업에 비해 정보화 수준이 낮은 설계∙엔지니어링 분

야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시스템 통합, 사용자 만족도를 고려한

시스템 개발, 해당 기업의 정보화 비전 제시 등을 중심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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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ortance of informatization of architectural/engineering firms has been addressed since technical problems caused by
owner and users°Øs needs and requirements increased. However, the investment and the human resource support have not been
enough, and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formatization has not been verified and validated, either.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formatization based on the corporation performance
through considering the present status of corporation performance and informatization of architectural/engineering firms and
analyzing the correlations between them.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the performance measurement framework to evaluate
the performance and informatization level on architectural/engineering firm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Keywords : Performance measurement, Informatization measurement, BSC, KPI, Correlation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