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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창업분야의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인 BI-Net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

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성공모델과 기술수용과 사용에 관한 통합이론을 기반으로 BI-Net의 사용의도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보품질 및 시스템품질과 성과기대가 사용자 만족

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품질 및 시스템품질과 성과기대 및 노력기대가 BI-Net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평가수준과 사용자 성별이 사용의도와 영향요인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만족을 위해서 BI-Net의 품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BI-Net의 사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만족과 함께 시스템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의 상황과 사용자에 적합하

게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도 BI-Net의 사용의도를 높이는 방법임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BI-Net),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기술수용과 사용의 통합이론(UTAUT)

I. 서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업과 같은 영리조직에서 뿐만 아니

라 정부에서도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자정

부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공공분야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

해서 막대한 정보화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

템(BI-Net)은 창업분야의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으로서 전국 창업

보육센터의 기업지원정보와 창업현황에 관한 모든 정보가 축적되

어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BI-Net의 정보를 활용하여 창업관련 

정책과 예산계획을 수립하며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성과를 평가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창업보육센터는 정보를 활

용하여 기업보육 지원계획을 세우고 신규 사업의 제안을 하며 성

과를 보고하기위하여 BI-Net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BI-Net이 

구축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데이터 일관성 부족, 시스템의 

불안정, 입력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범위설정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매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용자의견을 수렴하고 부분적인 리뉴얼과 업그레이

드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적극적 사용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Net과 같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이 

구축 당시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인들을 도출하고 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

다. 선행문헌의 연구를 통하여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

해 필요한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

를 바탕으로 BI-Net의 개선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1.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창업보육이란 기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업장의 대여나 사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김종재, 1998)이며, 이러한 목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

어 운영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Allen & 
Rahman(1985)은 공간 임대, 공용 사무서비스, 비즈니스 컨설팅 등

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했다. 
Smilor(1987)는 창업보육센터가 기술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

된 혁신적인 시스템이라고 했으며, Allen & McCluskey(1990)는 

한 장소에서 다수의 입주자에게 공용사무서비스,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다양한 경영지원을 하는 것이 창업보육센터의 특징이라고 했

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창업보육센터는 기술

집약형 창업을 하는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에게 사업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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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받은 국내의 

창업보육센터는 2009년 말에 269개에 이르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수가 4,500개가 넘고 졸업기업의 수도 6,700개를 넘어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시설로써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중소

기업청, 2009).

2.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BI-Net)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이하 BI-Net)은 창업보육센터의 효율

적 관리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구축하였다. 전국의 창업보육센

터는 주기적으로나 혹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데이터를 입력

하고 있다. BI-Net의 데이터는 정부의 창업관련정책이나 중소기

업지원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으며 매년 창

업관련 정책예산배정을 요청할 때도 근간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센터업무관리와 입주 및 졸업기업 관리, 발
전전략 수립을 위한 제안서 및 보고서 작성, 운영실적보고 등을 목

적으로 BI-Net을 활용하고 있다. 
BI-Net의 특징으로는 주로 중소기업청과 창업보육센터에서 활

용하는 공공분야 정보시스템이며, 서로 다른 두 조직 간의 정보시

스템이라는 것이다. 운영주체는 중소기업청이고 데이터 입력주체

는 전국에 있는 수백개의 창업보육센터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창

업보육센터의 설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

여 운영비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므로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

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BI-Net
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창업보육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통계정보의 제공이 빈

약하여 입력의무에 비해 유용성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운

영실적보고나 운영평가 등이 BI-Net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매번 다른 문서형태로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

장에서는 업무의 중복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어 BI-Net의 사용

의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

시스템 성공모델로부터 BI-Net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기술수용과 사용의 통합이론을 근거로 정보시스템 사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Zmud(1979)는 시스템이용, 사용자만

족, 사용자성과와 같은 주요 개념을 제시하면서 정보시스템의 성공

모델에 대한 주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DeLone & McLean(1992)
은 정보시스템의 성과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개념들과 영향효과를 정리하여 정보시스템 성공모델(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정보기술 성과평가

를 위하여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사용자사용, 사용자만족, 개인성

과, 조직성과의 6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은 서로간

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시스템품질과 정보품질은 사용자만족에 영

향을 미치고 사용자사용과 사용자만족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러

한 요인들이 개인성과에 영향을 주고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eddon(1997)은 Delone & McLean(1992)의 정보시스템 성

공모델에서의 사용자사용이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

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용자사용을 기술수용모델의 핵

심변수인 지각된 유용성으로 대체하고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지

각된 유용성, 만족도, 순이익이라는 평가항목들을 이용하여 모델

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자만족을 포함한 정

보시스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4. 기술수용과 사용의 통합이론(UTAUT)

Davis(1989)는 사용자의 정보기술 수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

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의 신념변수를 사용한 기술수용모델

(TAM)을 제안하였다. 기술수용모델은 MIS분야의 핵심적인 이론

으로서, 정보기술의 수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이 외생

변수와 신념변수를 추가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이론과 모델들로는 정보기술의 수용의 과정을 약 

40% 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Davis et al., 
1989; Taylor & Todd, 1995; Venkatesh & Davis, 2000).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Venkatesh et al.(2003)은 이러한 

기술수용모델을 포함한 정보기술 수용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들

을 토대로 기술수용과 사용의 통합이론(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을 제안하였다. 기
술수용과 사용의 통합이론(UTAUT)은 기존의 기술수용에 관한 사

회학, 심리학, 정보기술의 각 분야의 8개 이론을 토대로 하여 수립된 

이론이다. 기술수용과 사용의 통합이론(UTAUT)에서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는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이 있

으며, 사용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이 있다. 

성과기대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의 업무 성과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되었다. 성과기대는 합리적 

행동이론을 포함한 5개의 배경이론으로부터 구성된 개념이며 성

과기대와 사용의도의 관계에서 성별과 나이가 조절효과를 한다고 

하였다. 노력기대는 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용이성의 정도로 정의

된다. 노력기대는 지각된 용이성을 포함한 3개 모델로부터 도출된 

개념이며 나이, 경험,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회적 영향은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것에 대한 인식 정도로 정의된다. 사회적 영향은 사용

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요인으로써 기존 이론의 주관적 규범, 
사회적 요인, 이미지의 개념을 통합하여 도출되었다. 사회적 영향

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 나이, 사용 경험, 자
발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진조건은 개인의 정보

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기술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

고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 촉진조건은 지각된 행동통제, 촉진 조

건, 호환성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도출된 개념이며, 나이와 사용 

경험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하였다.
기존의 기술수용에 관한 이론들만으로는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

를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으나, 기술수용과 사용의 통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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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AUT)은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관계에서 7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증명하였다(Venkatesh et al., 2003). 

III. 연구 설계

1. 연구 설계

앞서 논의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

림 1>과 같은 연구모델을 제시한다.  먼저  Seddon(1997)의 연구

를 토대로 하여 두 모델간의 결합타당성을 파악하고 Delone & 
McLean(1992)의 정보시스템 성공모델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의 

사용자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품질요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만족도와 사용의도의 영향관계는 Bhattacherjee(2001)의 연

구로부터 도출하였고 성과기대 및 노력기대 요인들이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관계는 Venkatesh et al.(2003)의 기술수용과 사용의 

통합이론(UTAUT)을 이론적 틀로 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 모델

Fig. 1. Research Model

2. 가설 설정

앞에서 설계한 연구모델의 변수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하

여 기존 문헌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Oliver, 
1980; Seddon, 1997; Bhattacherjee, 2001; Venkatesh et al., 
2003).

가설 1: 시스템품질은 성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정보품질은 성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시스템품질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정보품질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5: 성과기대는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6: 노력기대는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7: 만족도는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8: 성과기대는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9: 노력기대는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사용의도와 영향요인과의 관계에서 운영평가수준과 성별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Venkatesh 
et al, 2003).

가설 10a: 성과기대와 사용의도와의 관계에서 운영평가수준이 

높은 집단이 더 강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가설 10b: 노력기대와 사용의도와의 관계에서 운영평가수준이 

높은 집단이 더 강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가설 11a: 만족도와 사용의도와의 관계에서 BI매니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b: 성과기대와 사용의도와의 관계에서 BI매니저의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c: 노력기대와 사용의도와의 관계에서 BI매니저의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각 변수들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와 

아울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지표를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개발하여 <표 1>과 같이 변수의 조작적 정

의와 측정을 실시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지표

Table 1. Measures of the research variables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지표 비고

시스템
품질

시스템적 특성
이나 성능에 따
른 품질의 정도

속도 반응성, 사용
성 정도, 검색 편
리성, 디자인 매력
성, 시스템 안정성, 
변화 유연성

7점 리커트형 척도
Bailey&Pearson(1983);
Wixom&Todd(2005);
Park et al.(2010)

정보
품질

정보가 목적에 
적합하고 활용
가능성을 갖는 
품질의 정도

정보 적합성, 정보 
충분성, 정보 적시
성, 정보 효용성, 
정보 신뢰성, 정보 
이해가능성

7점 리커트형 척도
Bailey&Pearson(1983); 
Wixom&Todd(2005);
Park et al.(2010)

만족도

정보시스템 사용
으로 나타나는 
사용자의 주관적 
감정의 정도

사용 만족감(불만
족), 사용 유쾌감
(불쾌), 사용 흡족
감(실망), 사용 즐
거움(괴로움)

7점 리커트형 척도
Bhattacherjee(2001)

성과
기대

시스템사용이 
자신의 업무성
과에서 이익을 
얻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
는 정도

업무효용성의 발
견, 신속한 업무성
취, 생산성의 증가, 
급여인상 기회 의 
증대

7점 리커트형 척도
Venkatesh et al.(2003); 
Davis et al.(1989);
Thompson et al.(1991); 
Moore&Benbasat(1991)
; Compeau et al.(1999)

노력
기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별
다른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용이성의 정도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성, 시스템 숙
련도, 사용용이성 
발견, 시스템 작동
법 습득

7점 리커트형 척도
Venkatesh et al.(2003); 
Davis et al.(1989);
Thompson et al.(1991)

사용
의도

시스템의 사용
에 대한 개인 의
도의 강도

사용 의도, 사용 예
상, 사용 계획

7점 리커트형 척도
Venkatesh et al.(2003)

운영
평가
수준

전년도 운영평
가 결과 수준

운영평가 결과 7점 리커트형 척도

성별 매니저 성별 남성(0), 여성(1) 더미변수(D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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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증 분석

1. 설문조사방법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BI-Net을 사용하는 창업보육센터 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항목은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하여 설문작성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

여 광주․전남지역 창업보육매니저를 대상으로 시전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설문결과 147개 센터의 설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응답 센터에 대한 표본의 특징을 살펴보면 

창업보육센터에 근무하는 매니저의 연령이 3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20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고, 매니저의 성별은 남자가 여

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소속된 센터의 위치

는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하여 추출된 요인들의 적재값이 모두 일

반적인 기준인 0.5이상으로 나타나 각 요인에 수렴하고 있으며 집

중타당성이 높은 편이었다. 또한 모든 개념에 속한 측정항목들의 

요인 적재값들이 다른 개념에 속한 측정항목들의 요인 적재값들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각 항목 수준의 판별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

다. 또한 고유값도 모두 1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설문문항의 내적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신뢰도 분석

의 결과 Cronbach's α값은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신

뢰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Nunally, 1978). 결론적으로 연구

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모두 높은 편으로 판단되었다.

3. 가설 검증

사용의도와 영향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다중회귀식들의 타

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분석결

과를 <표 2>, <표 3>, <표 4>에 나타내었다. 모두 오차범위 5%
이내의 신뢰수준을 갖는 F값을 가지므로 통계적으로 모두 타당하

다고 볼 수 있다(F = 37.584, p<0.001; F = 67.003, p<0.001; 
F=33.872, p<0.001). 

분석결과 시스템품질과 정보품질이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는 시스템품질, 정
보품질, 성과기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사용의도의 영향요인으로는 만족도와 성과기대, 노력기대

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과기대와 영향요인과의 회귀분석 결과

Table 2.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독립변수

종속 변수 = 성과기대 (n=147)

표준화

Beta 값
t 값 p 값

다중공선성 

검정 가설채택여부

Tolerance

시스템
품질

 .284**  2.814 .006 .447 가설 1 채택

정보품질  .342**  3.388 .001 .447 가설 2 채택

R2 = .343, 조정된 R2 = .334, F = 37.584***

  

 *p<0.05, **p<0.01, ***p<0.001

표 3. 만족도와 영향요인과의 회귀분석 결과

Table 3.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독립

변수

종속 변수 = 만족도 (n=147)

표준화

Beta 값
t 값 p 값

다중공선성 

검증
가설채택

여부
Tolerance

시스템
품질

  .268**  2.858 .005 .376 가설3 채택

정보
품질

  .440***  4.735 .000 .414 가설4 채택

성과
기대

  .387***  6.087 .000 .612 가설5 채택

노력
기대

  -.070  -.906 .367 .614 가설6 기각

R2 = .654, 조정된 R2 = .644, F = 67.003***

 

*p<0.05, **p<0.01, ***p<0.001

표 4. 사용의도와 영향요인과의 회귀분석 결과

Table 4.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독립

변수

종속 변수 = 사용의도 (n=147)

표준화

Beta 값
t 값 p 값

다중공선성 

검증
가설채택

여부
Tolerance

만족도  .264* 2.989 .003 .522 가설8 채택

성과
기대

 .312** 3.403 .001 .487 가설9 채택

노력
기대

.186* 2.480 .014 .730 가설10 채택

R2 = .415, 조정된 R2 = .403, F = 33.872***

 *p<0.05, **p<0.01, ***p<0.001

사용의도와 영향요인과의 관계에서 운영평가수준과 매니저 성

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차중심방법(residual 
centering method)으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Lance, 
1988). 분석결과, 운영평가수준의 조절효과는 ⊿R2이 .028이며 F
값의 증가량은 3.343으로 유의수준 9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노력기대와 운영평가수준의 상호작용(β=-.180, p<0.05)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성과기대와 운영평가수

준의 상호작용(β=.135)은 9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서 기각하였다. 매니저 성별의 조절효과는 ⊿R2이 .068이며 

F값의 증가량은 6.286으로 유의수준 99.9%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와 성별의 상호작용(β=.308, p<0.001), 성과기대

와 성별의 상호작용(β=-.210, p<0.05), 노력기대와 성별의 상호작

용(β=-.154, p<0.05)은 유의하여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채택되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BI-Net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시스템 성공모델의 품질요인이 기술수용과 사용의 통

합모델(UTAUT)의 성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품질이 시스템품질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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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사용자들은 정보품질이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

는 BI-Net의 품질수준을 더욱 높여서 BI-Net을 잘 활용할수록 업

무성과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사용자들이 인지하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성과기대와 시스템품질, 정보품질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품질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

쳤으며, 성과기대, 시스템품질의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BI-Net 정보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사용자만족에 중

요한 영향요인이며, 시스템자체의 품질보다도 시스템 사용을 통한 

업무에서의 기대효익이 만족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이다. BI-Net의 

정착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정보의 일관성 및 신뢰성 

같은 정보품질이며, 성과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사용자에게 인지시킨다면 사용자들이 만족할 것으로 해석된다. 반
면 노력기대는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
공부문 조직의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용 편의성 등이 만족도에 

주는 영향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사용의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와 

성과기대 및 노력기대의 기대요인이 모두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기대가 가장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고, 만족도와 노력기대의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기대는 본 연구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데, 시스템 사용 후의 품질에 대한 만족이나 시스템의 사용편의성에 

대한 기대보다 업무성과향상, 효율성 제고, 생산성의 향상에 대한 

기대가 사용의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I-Net의 운영목적을 단순한 실적이나 데이터 보고용이나 

통계활용의 용도로만 제한해서는 사용의도를 높일 수 없다. BI-Net
을 창업보육센터의 자체적인 정보시스템(IS)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대부분 자체적인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창
업보육센터에서는 운영 효율성과 성과 향상을 위하여 BI-Net을 적

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의도와 영향요인과의 관계에서 BI-Net의 특수

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한 운영평가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

다. 운영평가수준은 노력기대와 사용의도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

절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평가수준이 낮은 센터의 경

우, BI-Net 사용에 있어서 노력이 적게 소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성별의 조절효과는 여성인 경우에 성과기대와 노

력기대와 사용의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상황에 맞게 시스

템 사용매뉴얼 보급과 사용법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다양한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이용목적에 적합하게 시스템 인터페이

스를 설계하여 BI-Net의 사용의도를 높이는 것이 BI-Net의 활용

도를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여러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

점과 함께 향후 이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의 확보

와 다양한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나 지자체 등에서 운영

하는 창업보육센터도 포함하여 더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만족도와 사용의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

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만족도와 사용의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측정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일정기간이상의 창업보육센터 근무경력을 보유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시스템의 사용의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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