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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연결 지능정보사회에 빠른 진입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자원관리 등을 위한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대두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 현실에 맞는 빅데
이터시스템 구축 시 고려해야할 측정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고등교육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환경요인 측정항목
에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관련연구들의 성공요인들과 공공기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의 특성을 분석·결합하였
다. 연구방법으로는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방법등을 사용하여 빅데이터 특성이 반영된 19개 측정항목
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빅데이터시스템에 구축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공공기관에서 성공적인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지능정보사회, 빅데이터, 성공요인, 통합정보시스템, 공공기관

Abstract  As the need to establish a big data system for rapid provision of big data and efficient 
management of resources has emerged due to rapid entry into the hyper-connected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public institutions are pushing to establish a big data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and combined the success factors of big data-related studies and the specific aspects of big 
data in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the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factors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addition, 19 measurement items 
reflecting big data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from big data experts using brainstorming and Delphi 
methods, and a plan to successfully apply them to public institutions that want to build big data 
systems was proposed. We hope that this research results will be used as a foundation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big data systems in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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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연결 지능정보사회에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정부에

서는 D·N·A(Data, Network, AI)를 핵심 인프라로 강조
하고 있고, 특히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통해 데이터 산업
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3법, 
데이터기반행정법, 공공데이터 개방, 결합전문기관, 마이
데이터 등에 맞추어 공공분야에서 구축된 데이터가 유통, 
활용되기 위해 데이터와 관련된 법, 제도 등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공분야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기존 정보시스템을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고도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빅데
이터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의 결과는 
성공적으로 구축된 것도 있으나, 데이터 품질미흡, 프로
젝트 일정지연 등의 이유로 인해 불만족으로 나타난 사
업도 있다. 

프로젝트 관련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
진할 시 주요 성공요인으로 프로젝트 관리 노력이 프로
젝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1,8]. 이러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프로젝트 주요 성
공요인을 식별하는 연구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2,5,8,12,13].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그 성공
요인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
터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그 성공요인을 곧
장 수용할 수가 없다. 또한 기존 관련연구[17,18,19,20]
에서 제시한 성공요인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성공요
인도 있으나, 대부분은 구축된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성공요인이다. 

더불어 선행연구[8,9]에서 제시한 고등교육기관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측정항목은 고등교육기관 
환경에 맞게 도출된 것으로 빅데이터 관점의 특성을 반
영하지 못하였고, 빅데이터에 대한 관련연구
[3,4,6,7,10,11,14,15,16]들은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보다는 빅데이터 도입 및 활
용을 위한 성공요인을 도출한 연구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빅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
해 선행연구[8,9]에서 제시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한 환경요인의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관련연구
들의 성공요인들과 공공기관 빅데이터 관점의 특성 즉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기반 행정과 공공분야에
서 구축된 데이터가 유통, 활용되기 위한 데이터 관련 법, 
제도 등의 환경적인 측면의 요인들을 분석·결합하여 우
리나라 현실에 맞는 공공기관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측정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이론적 배경

Lee and Ahn[8]은 고등교육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환경요인 측면도 정보시스템 성공요인에 중요한 요인
이라고 생각하고, 고등교육기관 현실에 맞는 환경요인을 
도출하고자, 국립대학은 41개 대학을 대상으로 2010년 
8월 17일∼23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사립대학은 
32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11년 5월 19일∼6월 30일까
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립․사립대학 정보시스템 현황
을 분석하였다.

국립‧사립대학 정보시스템 현황을 분석해서 분류한 조
직지원요인, 사용자지원요인, 개발지원요인의 측정항목
을 발굴하기 위해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5명), 교수(3명)와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경험이 있는 개발업체 프로젝트 관리자(5명)을 대상으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실시하였고, 브레인스
토밍(brainstorming)을 통해 제시된 측정변수들을 정리
한 후 다시 교수․컨설턴트․프로젝트관리자에게 전자우편
을 통해 델파이 방법을 적용하여 3차(1차 : 2011.5.30., 
2차 : 2011.6.2., 3차 : 2011.6.7.)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
였다. 의견 수렴결과 총 21개(사용자지원요인 측정변수 : 
5개, 조직지원요인 측정변수 : 8개, 개발지원요인 측정변
수 : 8개)의 측정변수를 식별하였다.

Lee and Ahn[8]은 정보시스템을 평가하는 측면도 중
요하지만 관련연구와는 다르게 고등교육기관의 정보시스
템 구축 시 환경요인 측면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
어, 고등교육기관 현실에 맞는 환경요인(사용자지원요인, 조
직지원요인, 개발지원요인)과 21개 측정항목을 제시하였다. 

Lee and Ahn[9]는 기존에 Lee and Ahn[8]에서 제
시한 환경요인의 측정항목과 DeLone and 
McLean[17,20]의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을 기반으로 정
보시스템 성공모형과 측정항목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Lee and Ahn[8]에서 제시한 환경요인의 21개 측정변수 
중 18개 측정항목만 채택되었다. Table 1.는 채택된 측
정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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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and Ahn[8,9]는 고등교육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시 어떤 요인이 성공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주
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연구[17,18,19,20]에서 제
시한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을 기반으로 고등교육기관 정
보시스템 구축 시 환경요인인 조직지원요인, 사용자지원
요인, 개발지원요인을 추가하여 고등교육기관 현실에 적
합한 새로운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을 제시하였다.

Factor Measurement Variables

Organizational 
support factors

Set clear objectives
Top management will and support
Reorganization of relevant systems involved
Competitive intensity
Decision timeliness
Process flexibility

User support 
factors

The leading participation of current employees
Project team formation
Promotion organization
Business understanding of the person in charge
Collaborative ability within the organization

Development 
support factors

Professional personnel
Business experience
Technical skills
Verification activities by development stage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Link
Apply Framework

Table 1. Identified Measurement Items 

2.2 관련연구
정보화 시대에서 지능정보사회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

라 공공·민간분야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Kho[6]은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VAM(Value based Adoption Model)
모델을 확장한 통합연구모델에 따라 지각된 이익, 지각된 
회생,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빅데이터 조직역량, 지각된 
가치, 태도, 인지된 행동통제를 제시하였으며, 빅데이터 
도입계획 유무, 회사 규모, 데이터 분석경험이 빅데이터 
도입 의사결정 참여 여부에 따라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제시하였다.

Shin[15]은 국내 209개 기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TOE (Technology 

Organizational Environment) 프레임워크의 기술, 조
직, 환경요인과 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요인 그리고 
MBNQA(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의 6가지 경영품질 요인을 근간으로 분석하였으
며, 조직관점의 호환성, 회사의 규모, 경쟁자 압박, 규정
의 지원과 조직구성원 개인관점의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과 경영품질 관점의 측정, 분석 및 
지식경영, 운영관리 중시, 인적자원 중시를 핵심요인으로 
제시하였다.

Lee and Chang[10]는 빅데이터 도입 계획이 있거나 
빅데이터를 도입한 해운항만조직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TOE와 
혁신확산이론 모형을 근간한 연구모델에 따라 기술적 요
인으로 상대적 이점, 복잡성, 호환성과 조직적 요인으로 
최고경영층 지원과 환경적 요인으로 경쟁자의 압력을 제
시하였다. 

Kim[7]은 빅데이터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정부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 성공요인을 
TOE 모형을 근간으로 분석하였으며,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과 전담부서 확보,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와 표준화 작업, 현업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제시하였다.

Lee[11]은 국내 기관과 기업의 ICT 관련 부서 직원, 
ICT 관련 R&D 직원과 ICT 서비스 개발 직원을 대상으
로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을 위한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TOE와 UTAUT 모형을 근간한 연구모델에 따라 최고 경
영층의 지원, 호환성, 규정에 대한 지원, 보안에 대한 우
려, 경쟁자의 압박, 복잡성, 비용, 촉진조건을 제시하였다.

Park[14]은 빅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
무원 370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결정요인을 규
명하고자, 혁신의 확산을 압박하는 외적 속성을 강조하는 
DoI (Diffusion of Innovation) 이론과 혁신기술의 내
적 속성에 기반을 두는 이용자의 수용 모델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이론 및 TOE 이론
의 논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빅데이터 인지도, 개
방적 태도, 체계적 협력, 빅데이터 전문성, 데이터구조 설
계관리, 데이터 표준, 데이터관리 프로세스 정립,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활용의도를 제시하였다.

Ka[4]은 빅데이터 도입 계획 및 관심이 있는 기관·기
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빅데이터 도입의도에 미치
는 영향요인으로 Elizabeth and Michael[3]가 연구한 
전략적 가치 인식요인으로 제품 및 서비스, 기회포착,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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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간단축, 수익성향상, 프로세스개선, 이슈 및 위험, 정
보제공, 분석 및 예측과 Tornatzky and Fleischer[16]
가 연구한 주요변수인 기술 요인으로 신뢰성, 적정성, 공
급기업, 용이성을 제시하였으며, 기업 규모와 업종에 의
해 빅데이터 도입 고려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
하였다.

이러한 관련연구[3,4,6,7,10,11,14,15,16]들은 빅데이
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공요인이라기 보다는 빅데이터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빅데이터에 대한 관련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례 연구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Lee and Ahn[9]에서 제시한 고등교육기관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환경요인의 18개 측정항목
은 고등교육기관 환경에 맞게 도출된 것으로 빅데이터 
관점의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Lee and Ahn[8,9]에서 제시한 고등
교육기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환경요인의 
측정항목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관련연구들의 성공요인들
과 공공기관 빅데이터 관점의 특성을 분석·결합하여 우
리나라 현실에 맞는 공공기관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측정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결과
3.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환경에 맞는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측정항목을 도출하고자 선행연구에
서 제시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환경요인을 바탕
으로 탐색적으로 접근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고등교육기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한 환경요인은 국‧사립대학 통합정보시스템 분석현
황을 기반으로 도출되어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관점의 특
성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또한 관련연구는 빅데이터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연구
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공공기관에
서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 결
과에 대해 제시된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기에, 빅데이터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경험을 토대로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자 집단의사결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집단의사결정 방법에는 델파이 방법, 변증법적 토론기
법, 명목집단법, 지명반론자법, 프로모텀 기법 등이 있으
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
서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한 장소에 두지 않고, 서로의 정
보를 모르는 상태 즉 익명을 보장한 상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
였다. 

델파이 기법에서 익명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전문가들
이 독자적으로 형성 및 판단하는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무엇보
다 토론과정이 존재하지 않아 구성들간의 마찰, 감정대립 
및 다수의견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고 솔직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

집단의사결정 방법 중 델파이 기법 외의 방법들은 토
론 집단을 구성하거나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들로서 익명을 보장할 수가 없고 다수의견에 편향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전문가들의 솔직한 의견을 도출할 
수 없다. 

해서, 선행연구에 빅데이터 관점의 요인들을 추가로 
발굴하고자 문헌검토,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방법 등을 
사용하여 측정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3명), 교수(4명)와 빅데이터시스템에 대한 
구축 경험이 있는 개발업체 프로젝트관리자(4명)를 대상
으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실시하였으며, 브
레인스토밍을 통해 제시된 측정항목을 정리한 후 다시 
컨설턴트․교수․프로젝트관리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델파
이 기법(1차 검증 : 2021.4.15., 2차 검증 : 2021.5.7., 
3차 검증 : 2021.5.21.)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빅데이터시스템 구
축에 대한 관련연구가 부족하고 국내 빅데이터시스템 구
축에 관련된 자료도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3.2 연구 결과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가를 통한 델파이기법 

결과 선행연구의 환경요인 18개 측정변수가 빅데이터 특성
의 요인들이 반영되어 환경요인이 19개의 측정항목이 제시
되었다. Table 2.는 변경된 측정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빅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결과 환경요인이 선행연구 보
다 1개(18개 → 19개) 정도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환
경요인의 증감 측정항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D·N·A (Data, Network, AI)와 특히 데이터 기반
의 혁신과 관련된 데이터 3법, 데이터기반행정법, 공공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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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개방, 결합전문기관, 마이데이터 등에 맞추어 공공
분야에서 구축된 데이터가 유통, 활용되기 위해 데이터와 
관련된 법, 제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요인을 각 
그룹별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Factors Measurement Variables

Organizational 
support factors

support of regulations
Set clear objectives
Competitor pressure (competitive intensity)
The support of the top management supporting
Data-driven decision making
Organizational innovation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Appropriateness of budget
Big data organizational capabilities

User support factors

Securing a dedicated organization
The leading participation of current employees
Intended use of big data
Understanding big data
Experience in data analysis

Development 
support factors

Business experience
Professional personnel
System Link Ability
Big data analytics techonology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Table 2. Changed measurement items

 

첫째, 조직지원요인은 측정항목이 6개 → 9개로 증가
되었다. 변경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3개 측정항목
(관련제도의 정비, 의사결정 적시성, 프로세스 융통성)이 
삭제되었고, 추가적으로 6개 측정항목(규정의 지원, 데이
터기반 의사결정, 조직의 혁신성, 조직의 규모, 예산의 적
정성, 빅데이터 조직역량)이 추가되었다.

둘째, 사용자지원요인은 측정항목이 5개 → 5개로 변
동이 없었다. 측정항목 개수는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
지만 변경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3개 측정항목(추
진조직, 담당자의 사업이해도, 조직 내 협업능력)이 삭제
되었고, 추가적으로 3개 측정항목(빅데이터 활용의도, 빅
데이터 이해도, 데이터 분석경험)이 추가되었다.

셋째, 개발지원요인은 측정항목이 7개 → 5개로 감소
하였다. 변경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3개 측정항목
(기술력 보유, 프레임워크 적용, 개발 단계별 검증활동)이 
삭제되었고, 추가적으로 1개 측정항목(빅데이터 분석기
술 보유)이 추가되었다. Table 3.는 추가된 측정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Factors Measurement Variables

Organizational 
support factors

support of regulations
Data-driven decision making
Organizational innovation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Appropriateness of budget
Big data organizational capabilities

User support factors
Intended use of big data
Understanding big data
Experience in data analysis

Development 
support factors Big data analytics techonology 

Table 3. Added measurement items

기존 선행연구[8,9]의 18개 측정항목과 연구결과 19
개 측정항목의 큰 차이점은 Table 3의 추가된 측정항목
이다. 

각 요인별로 차이점 및 독창성을 살펴보면 조직지원요
인은 정보화 시대에서 지능정보사회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직
의 혁신 즉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및 데이터 관련 규정 
정비·마련과 빅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적으
로 조직의 규모에 맞는 적정한 예산과 빅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는 조직역량 향상이 중요하기에 조직관점에서 
측정항목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다.

사용자지원요인은 공공분야에서 구축된 데이터가 유
통,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직관점의 측정항목도 중요하지
만 사용자관점의 사용자들의 역량 즉 빅데이터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빅데이터 정보를 이해하거나 데이터관점
에서 내부데이터와 외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와 결합·분석
하여 새로운 정보를 도출·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에 사용자관점에서 측정항목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다.

개발지원요인은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과 공공분야에
서 구축된 데이터가 유통, 활용되기 위해 조직관점, 사용
자관점의 측정항목도 중요하지만 개발관점의 개발 업체
의 역량 즉 정보시스템 구축 역량에 데이터 관점의 내부
데이터와 외부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의 
연계능력과 결합된 데이터를 분석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중요하기에 개발관점에서 측정항목이 추가로 반영된 것
이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
공분야에서 구축된 데이터가 유통, 활용되기 위해 데이터
와 관련된 법, 제도 등이 빅데이터 특성에 반영되어 측정
항목에 추가·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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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지능정보사회에 빠른 진입으

로 빅데이터 기반의 자원관리 등을 위한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시스템 구
축 시 고려해야 할 측정항목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여 빅데
이터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 및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를 고찰하였으며, 고찰결과 선행연구에서 제
시한 고등교육기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환
경요인은 국‧사립대학 통합정보시스템 분석현황을 기반
으로 도출되어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관점의 특성들이 반
영되지 못하였다.

해서,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환경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관점
의 요인들을 추가로 발굴하고자 문헌검토,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방법 등을 사용하여 빅데이터 특성이 반영된 환
경요인 19개 측정항목을 도출하였으며, 각 그룹별로 확
인해 보면 조직지원요인으로 9개 측정항목, 사용자지원
요인으로 5개 측정항목, 개발지원요인으로 5개 측정항목
이 도출되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기
반 행정과 공공분야에서 구축된 데이터가 유통, 활용되기 
위해 데이터와 관련된 법, 제도 등이 빅데이터 특성에 반
영되어 측정항목에 추가·반영된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빅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
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최고 경영층의 사업
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여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더불어 
명확한 목표 달성 및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해 빅
데이터의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조직의 규모에 맞는 빅
데이터에 대한 조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의 혁신 
및 예산을 투입해야 지능정보사회에 데이터 기반의 경쟁
자들의 경쟁에서 나아 갈 수가 있다. 

둘째, 사용자측면에서는 빅데이터시스템에서 제공되
는 정보를 이해 및 해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거나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들
은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빅데이터 
관련 교육을 통해 빅데이터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빅데
이터는 내부·외부데이터를 결합한 데이터이므로 내부 데
이터 발생부서의 직원의 주도적 참여와 더불어 데이터 
생산부터 활용 및 소멸까지 데이터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전문조직을 마련하여 데이터를 체계적으
로 관리해야 한다.

셋째, 개발측면에서는 빅데이터구축 사업에 대한 충분
한 사업경험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 및 
내·외부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초연결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기
술 및 교육에 투자하는 개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환경요인의 19개 측
정항목들이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시 충실히 반영되고 실
행된다면 공공기관은 성공적으로 빅데이터시스템을 구축
할 것이며, 더불어 빅데이터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조직
의 의사결정능력 및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연구가 아니
라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빅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
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구축 측면의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와 학
술적 공헌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
시스템 구축 측면의 빅데이터 연구들의 중요한 방향 제
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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