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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business strategies ultimately pursue creating the maximal value for customers through the competitive 

advantages and business opportunities newly created on the basis of information technologies. For the realization of 

e-business strategie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e-business system must be the crucial activities 

in and out of an organization. Therefore, in physical world, there were lots of interests that what kind of key factors 

can lead the success of e-business system. Moreover, in the field of academia also,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 

results for investigating and finding out the key success factors for e-business system. However, the perceptual level 

of the significance of key success factors that  organization members perceive can be changed over each phase of 

system life cycle such phases as introduction, growth, maturity, and decline.

This study investigated that there might b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ptual level regarding importance of 

success factors among phases of system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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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비즈니스시스템이 개발 수명주기(SDLC, Sys-

tem Development Life Cycle)에 따라 개발이 완료

된 이후 기업 내 실무 장에 투입되면 e-비즈니스

시스템의 연령이 증가하게 된다(O’Brien, 2005；최

은만, 2005). 시스템의 유지보수과정에서 시스템의 

연령이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시

스템 기개발에 소요되는 노력보다는 유지보수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  노력이 더 많

이 소요되기 때문이다(Hana, 1993；Swanson and 

Dans, 2000). 시스템이 개발완료후 조직에 설치되

어 운 되기 시작하는 단계로부터 유지보수 활동

이 시작되며,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스템 업

그 이드나 성능향상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최은

만, 2005；Chappin, 1988). e-비즈니스시스템은 개

발 기부터 운 과정을 거쳐 기능의 업그 이드 

혹은 신규개발 등의 과정에서 시스템의 수명주기

를 나  수 있다. 조직에 따라서,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사용목 에 따라서 시스템의 수명주

기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기 으로 잔여수명

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조직도 있다(Swanson and 

Dans, 2000). Zvegintzov(1984)는 수명주기를 끝낸 

소 트웨어를 교체하거나 폐기하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두 번째는 하드웨어 상에서 실행이 불가할 때, 

세 번째는 하드웨어가 교체된 경우, 네 번째는 환

경변화에 응하지 못한 경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월등한 체 소 트웨어가 개발되거나 구매 가능

할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

업의 상황을 감안하여 e-비즈니스 시스템의 수명

주기를 도입이후 1년 미만을 1기, 1년 이상～2년 

미만을 2기, 2년 이상～4년 미만을 3기, 4년 이상을 

4기로 설정하여 분석하 다.

e-비즈니스시스템과 련된 많은 기존의 연구들

이 핵심성공요인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제시된 

핵심성공요인들이 e-비즈니스시스템의 연령이나 수

명주기에 따라 성공요인의 요성에 한 조직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즉 e-비

즈니스시스템 도입 기 단계에서 제시된 핵심성공

요인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요성을 상실

하거나 미약하게 되고, 시스템 운 이 진행되면서 

수명주기에 따라 조직 내 인식이 변화할 수도 있다

(Park, 2004). 

선행연구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 ERP시스템의 

핵심성공요인으로는 최고 경 진의 심과 지원, 

비즈니스 략과 시스템 략 간의 연계정도, 비즈

니스 로세스의 신, 조직 내 시스템 역량 등의 

요인들이 있다(박기호와 조남재, 2004；장경서 등, 

2000；Davern and Kauffman, 2000；kintoye, 2000; 

Markus and Tanis, 2000；Nah and Lah, 2001).선

행연구에 의해 제시된 성공요인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핵심성공요인으로 경 진의 지원, 략

 연계성, 력사와의 력 계, 로젝트 기획

리력, 조직 내 시스템 역량, 변화 리능력, 시스템 

설계 업 합성, 부서간 업무 조, 비즈니스 로

세스 표 화, 경쟁  투자 등의 요인들로 정하 다

(박기호와 조남재, 2004).

본 연구는 시스템의 수명주기별 성공요인의 

요도에 한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핵심

성공요인에 한 조직 내 향력의 변화추이를 살

펴보고자 하 다. 연구 결과는 e-비즈니스 시스템

을 도입하여 운 인 기업들에게 수명주기에 기

반 성공요인의 요도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e-

비즈니스 략의 성공 략에 도움을  수 있을 것

이다.

2. e-비즈니스시스템 연령
(e-Business System Age)

e-비즈니스시스템의 수명주기란 시스템을 구성

하는 소 트웨어의 수명주기라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하드웨어  요소는 업그 이드를 통한 성능

개선이 용이한 반면 소 트웨어  요소는 성능개

선을 해서는 추가 개발을 하거나 신규 개발 혹은 

패키지를 구입하여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e-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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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 시스템의 수명주기는 소 트웨어 수명주기라

고 할 수 있다(박기호 등, 2006).

e-비즈니스시스템은 수명주기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으로 변경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새

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최은만, 2005；

Chappin, 1988). e-비즈니스시스템의 수명주기는 

기업이나 조직의 특성에 좌우되므로 구체 인 기

간으로 명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업에서의 경험을 토 로 1～4기까지 4

단계로 수명주기를 제시하 다.

2.1 1기：정보시스템 도입후 1년 미만

e-비즈니스 시스템 연령 1기라 함은 시스템 개

발시작부터 개발이 완료되어 업에 투입한 이후 

1년 미만까지로 정의하 다. 정보시스템이 잉태되

고 출산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개발단계는 시스

템개발수명주기(system development life cycle)를 

따른다. 시스템 개발수명 주기는 크게 5단계로 나

는데 시스템 타당성검토,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구   테스트, 그리고 유지보수 단계로 이루어진

다(Sommerville, 2004；O’Brien, 2005；Frame, 1994).

시스템의 개발이후 기업이 신규 시스템을 도입

하거나 개발하여 업에 투입한 경우 조직 내 교육

훈련이나, 업 사용자들의 조직 항 해결 는 신

규 시스템에 응하는 기간을 1년간으로 볼 수 있

다. 한 사용도 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로그

래  오류(programming error)나 논리오류(logic 

error) 등의 수정보완 작업이 발생할 수 있다(최은

만, 2005). 더군다나 력사와의 업시스템(colla-

borative system)의 경우 력사 직원들의 교육훈

련도 감안해야 하므로 도입 후 1년간은 1기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유용성이 진

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2.2 2기：정보시스템 도입후 1～2년 미만

2기 과정은 1년이 지나면서 기업의 회계연도를 

거치고 나면 시스템의 각종 크고 작은 오류가 수정

되고, 시스템이 안정기에 어든다. 조직내외부의 

시스템 사용자들도 신규 시스템에 응하며, 시스

템과 련한 이해당사자들이 시스템 환경에 익숙

함을 느끼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도입 후 1년 이

상부터 2년 미만까지를 2기라고 정의하 다. 2기에

서는 정보시스템 략과 비즈니스 략 간의 연계

성의 정도가 요한 요인이다. 비즈니스 략의 달

성 에서 시스템 투자가 결정되어야 만 시스템

의 가치를 극 화 할 수 있다(Segars and Grover, 

1998). 한 력사와의 비즈니스 력 계 뿐만 아

니라 시스템 운 상의 력체제의 정립이 성공의 견

인차 역할을 한다(Davernport, 1998；Brynjolfsson 

and Kemerer, 1996；Bingi et al., 1999).

2.3 3기：정보시스템 도입후 2～4년 미만

시스템이 조직 내에서 자리를 완 하게 잡아서 

사용상 부 합성이 없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

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2년 이상부터 4년까지

를 시스템의 3기라고 정의하 다. 이 단계에서 사

용자들은 시스템이 없이는 더 이상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되며, 조직 내에서 체화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조직구조의 변화, 비즈니

스 환경의 변화, 력사와의 계변화 등의 이유로 

새로운 기능의 추가  보완요구가 발생하고, 아울

러 추가개발  신규개발의 욕구가 발생하는 단계

로 정의할 수 있다.

3기 단계에서도 역시 경 진의 지원, 시스템 설

계의 업 합성, 력사와의 업 계, 산업내 

혹은 조직 내 로세스의 표 화 등이 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다(박기호와 조남재, 2004)

2.4 4기：정보시스템 4년 이상

마지막 4기에서는 하드웨어  소 트웨어, 그리

고 데이터자원 등에 한 면 인 업그 이드 혹

은 신규개발 욕구가 증가하여 체 인 시스템의 

기능에 한 유용성이 감소하는 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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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시스템의 가치평가
(IS Payoff Assessment)

IT의 비즈니스 가치  효과에 해서는 학자 

간 견해가 다르다. 한 기업 장에서도 기업 내부

 특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 기 을 마련하기 

해 노력하고 있으나 IS투자성과를 명확하게 정량

으로 평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즉, 정보

기술투자의 성과를 측정하기 해 통 인 재무

 근방식을 용할 수 없다고 하 는데 그 이유

로는 투자와 련된 의 유출에 해서는 정량

으로 측정할 수 있으나 투자를 통하여 획득되는 

의 유입에 해서는 평가가 불가능하다. 따라

서 로젝트의 재무  평가외의 새로운 방법이 도

입되어야 한다(Devaraj and Kohli, 2002；조남재와 

박기호, 2003). 

1980년 는 주로 이론  에서의 IS가치평가 

기 을 제시하고 있다(McFarlan, 1984；Porter and 

Millar, 1985). 즉, 효율성 가치, 잠재가치와 실 가

치, 효율성과 이익, 그리고 략  가치 등의 

을 제시한 반면 1990년  연구자들의 주요 으

로는 매출증 , 재고회 율 향상, 비용 감  이익

증  등의 에서 실증  에서의 가치평가기

을 제시하 다(Venkatraman, 1994；Srinivasan 

et al., 1994；Barua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략  경 활동의 성과평가를 

한 임워크인 균형 수카드(balanced score-

card)를 이용하여 IS투자가치 평가 기 으로 하

다. 균형 수카드는 경 활동의 핵심이슈인 략과 

실행간 격차 원인과 성과를 측정하기 한 임

워크로 4가지  즉, 재무 , 고객 , 내부

, 그리고 조직학습 으로 구성된다. 고객

(customer perspective)이란 기업 략의 수행결과

로 시장 유율 증가에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욕구와 만족에 을 두는 것을 말한다. 

내부 (internal perspective)이란 비즈니스 련 

핵심내부 로세스에 한 성과에 집 하는 것이

며, 조직학습 (organization learning)이란 비즈

니스 성공의 토 가 되는 조직구성원, 기반시설 등

의 평가에 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무

(financial perspective)이란 기업이 주주 등의 이

해당사자들에게 배분해  수 있는  성과

측정척도이다(Kaplan and Norton, 1993). 본 연구

에서는 측정항목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내부

과 조직학습 을 조직역량 으로 통합하여 

성과측정을 한 종속변수를 3개로 단순화 하

다. 선행연구의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도출한 

측정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정보시스템 성과측정항목

성과 측정변수 연구자

고객

고객과의 의사소통 향상, 제품  서비스 품질 향상, 고객지원
센터 서비스품질 향상, 목표고객구분, 고객세분화, 우량고객 발
굴의 용이성, 고객(내외부)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IS사용자의 
만족도 향상, M/S향상

Devaraj and Kohli(2002), Shang and 
Seddon(2000), Edwards(2001), 
Delone and McLean(1992)

조직역량

주문처리 리드타임 감소, 사  생산성 향상, 생산설비  생
산능력(Capability) 유지 용이성, 원자재 수 의 효율  리, 
생산과 물류, 제품수명주기 리의 용이성, 수요 측의 용이성,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 경 자원 리역량 개선, 매  자산
리 용이성, 매장재고 리 용이성, 정시 배송(On-time delivery)
품질, 의사결정의 정확도 향상, 업무에 한 권한과 책임의 명
확화, 부서간 력 계 개선, 력사 정보시스템과 자사 정보시
스템간 네트워킹의 용이성, 랜드이미지 향상

Devaraj and Kohli(2002), 
Edwards(2001), 
Brynjolfsson and Hitt(1998), 
Robert and Kilpatrick(2000)

재무
사  이익증 , 매출증 , 인건비 감, 원자재 구입비용 

감, 재고 리비용 감, 마 비용 감

Devaraj and Kohli(2002), Edwards 
(2001), Handfield and Nichols(1999), 
Shang and Seddon(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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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  가설설정

4.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시스템 수명주기별 핵심성공요인의 

요도에 한 조직의 인식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자 하 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해 핵심성공요인

과 시스템 수명주기 단계 간 계에 해 10가지 

가설을 설정하 다. 한 시스템의 수명주기는 연

구자의 경험을 용하여 4단계로 설정하 다.

4.2 가설설정

4.2.1 경 진 지원(managerial support)

시스템 투자의 성공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

진의 지원에 한 요성은 많은 연구결과에서 공

통 으로 제시되었다(Yoon et al., 1995；Akintoye, 

2000；장경서 등, 2000；Liang, 1986；Markus and 

Tanis, 2000；Nah and Lah, 2001). 컨  ERP시

스템의 성공요인으로 최고경 층이 로젝트에 

한 챔피언 쉽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한 SCM

시스템의 경우 최고 경 자의 극 인 지원  

참여가 성공에 요한 요인으로 지 되고 있다

(Akintoye et al., 2000). 새로운 시스템 혹은 신기

술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들의 

항 등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외에도 

IS 도입효과에 하여 장기 인 과 비 을 

가지고 기다려 주고, 지속 으로 스폰서의 역할

(sponsorship)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

가설 1：경 진의 지원이 시스템 성과에 향을 

미치는 유의성 여부가 시스템 연령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a：경 진의 지원이 고객만족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템 연

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1b：경 진의 지원이 조직역량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템 연

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1c：경 진의 지원이 재무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템 연령별

로 달라질 것이다.

<시스템 연령>

경 진지원(MS)
략연계성(SA)

력사와 력 계(CR)
로젝트 기획력(PP)

조직IS역량(OC)
변화 리력(CM)

시스템설계 업 합성(PD)
부서간 업무 조(TC)

압무 로세스표 화(SP)
경쟁  투자(CI)

고객만족가치

재무가치

조직역량개선가치

시스템연령
1기( 1년 미만)

2기( 1～2년 미만)
3기( 2～4년 미만)

4기( 4년 이상)

<성공요인> 

<정보시스템 성과>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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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략 연계성(strategic alignment)

IS과 비즈니스 략과의 연계성 여부 한 가치

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IS의 략  역할에 

하여 최고 경 자와 공감 가 이루어져야 하며, 

비즈니스 략의 목표에 맞추어 IS의 목표가 상호

연동 되어야 한다. IS의 략  요성에 하여 

정보 련 역이나 IT부서가 최고 경 자에게 강

조하여야 한다. 아울러 비즈니스 략달성의 

에서 IS 투자를 결정하여야만 투자의 기 가치 

비 실 가치간의 격차를 최소화 시키고, 성과를 최

화 할 수 있다(Segars and Grover, 1998). 따라

서 IS 략과 비즈니스 략 간의 긴 한 연계 계

는 성공  가치화 과정의 핵심요인이 되며, 나아가 

조직의 경쟁력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Baets, 

1992；Henderson and Venkatraman, 1993；King, 

1978). 따라서 

가설 2：정보시스템의 비즈니스 략과 연계성

이 시스템 성과에 향을 미치는 유의

성 여부가 시스템 연령별로 차이가 있

을 것이다.

가설 2a：시스템과 략연계성이 고객만족가

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

스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2b：시스템과 략연계성이 조직역량가

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

스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2c：시스템과 략연계성이 재무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4.2.3 력사와 력 계(collaborative 

relationship)

조직간 네트워킹 확산으로 구매자와 공 자간, 

공 자와 공 자간, 구매자와 구매자간 계 원할

성이 시스템성과격차 유발에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다. 컨  ERP시스템의 경우 조직 내부뿐만 아

니라 력업체간 로세스 리엔지니어링과 로세

스의 상호 공유가 매우 요하다(Davernport, 1998；

Brynjolfsson and Kemerer, 1996；Bingi et al., 

1999). 한 SCM시스템의 경우 구매자와 공 자 

간 매  물류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며, 련 

력업체와의 력 계 구축과 유지가 주요 변수이

다(Rhonda et al., 2000).

가설 3： 력사와의 력 계가 시스템 성과에 

향을 미치는 유의성 여부는 시스템 

연령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a： 력사와 력 계가 고객만족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

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3b： 력사와 력 계가 조직역량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

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3c： 력사와 력 계가 재무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템 연

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4.2.4 로젝트 기획력(project planning 

and management capability)

IS 로젝트 기획 리력은 로젝트 기획력, 요

구분석능력, IS설계 업 합성 등의 요소들로 구

성된다. IS 운 과정에서 투자가치를 극 화 하는 

요한 요인  하나로 로젝트 리가 요하다

(Markus and Tanis, 2000；Nah and Lah, 2001). 

한 인 자원의 재 소 투입과 IS 산지원, 조

직 내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부서의 니

즈를 시스템에 반 하므로 투자효과 제고가 가능

하다(Cameron and Meyer, 1998；Bingi et al., 1999).

가설 4： 로젝트 기획력이 시스템 성과에 향

을 미치는 유의성 여부가 시스템 연령

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a： 로젝트 기획력이 고객만족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4b： 로젝트 기획력이 조직역량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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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4c： 로젝트 기획력이 재무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템 연령

별로 달라질 것이다.

4.2.5 조직 내 IS역량(organizational IS 

capability)

조직 내 IS역량의 보유여부, 보유수 에 따라 IS 

투자의 가치화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조

직 내의 IS역량 요소로는 로세스, 과업, 원천  

기술 등이 포함되며, 이들 요소들은 특정 자원을 

입력하여 산출물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

직 내 IS역량 측정지표로는 조직 내 정보기술 문

가의 보유여부, 조직 구성원들의 시스템에 한 이

해도, IS 용범 , IS 구축  운 단계 참여도 등

이 있다(Davernport and Short, 1990). IS 도입 시 

로젝트 기획단계에서 련 산업에 한 문  

지식을 보유한 컨설턴트가 필요하다(Martin, 1998). 

왜냐하면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속한 동

종 산업의 특징, 산업구조, 경쟁상황, 력업체들과

의 업 계 등에 한 지식이 시스템 설계과정에 

충분히 반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설 5：조직 내 IS역량이 시스템 성과에 향

을 미치는 유의성 여부가 시스템 연령

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a：조직 내 IS역량이 고객만족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5b：조직 내 IS역량이 조직역량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5c：조직 내 IS역량이 재무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템 연령

별로 달라질 것이다.

4.2.6 변화 리능력(change management 

capability)

변화의 분 기에 한 조직 항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으로는 인간 심이론(people-oriented 

theory), 시스템 심이론(system-oriented theory), 

그리고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 theory)으로 나  

수 있다. 이  IS 분야에 가장 합한 이론은 상호

작용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구성원들이 시스

템이 해결 을 제시할 것이라는 사실에 회의 으

로 생각할 경우와 시스템의 문제  해결가능성에 

해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그리고 이행단계에서 

조직 내 정치 인 힘(political power)의 논리가 작

용할 때 갈등과 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변

화에 한 항의 해결여부에 따라 IS의 성과격차 

유발에 요한 향요인이 될 수 있다. 한 IS 사

용에 한 인센티  체계나 차가 부 하게 설

계된 경우 효과 인 시스템 사용에 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Davern and Kauffman, 2000). 

가설 6：조직의 변화 리 능력이 시스템 성과에 

향을 미치는 유의성 여부가 시스템 

연령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a：변화 리 능력이 고객만족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템 연

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6b：변화 리 능력이 조직역량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템 연

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6c：변화 리 능력이 재무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템 연령

별로 달라질 것이다.

4.2.7 시스템설계 업 합성(properness of 

system design)

시스템설계 업 합성이란 사용 용이성, 유지

보수 용이성, 용 범 성, 기존 사용 이던 시

스템과의 호환성 등의 요인들을 의미한다. 사례연

구 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스템의 성과에 한 애로

사항으로 업부서에서의 사용 용이성이나 용범

의 문제, 그리고 지 까지 사용해오던 시스템과

의 데이터 호환성 등이 성과격차에 향을 미친다

고 하 다(Cho and Park, 2003；Bingi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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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보기술의 용과 활용과정에서 조직의 업무

환경과의 한 결합이 경쟁우  강화를 한 시

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Sethi and King, 

1994). 시스템의 품질, 산출된 정보의 품질, 업무활

동에 한 합성 등은 시스템 사용자들의 만족도

를 제고시키고 나아가 투자의 효과차이에 향을 

 수 있다(Seddon and Kiew, 1994；Delone and 

Mclean, 2003).

가설 7：시스템설계의 업 합성이 시스템 성

과에 향을 미치는 유의성 여부가 시

스템 연령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7a：시스템설계 업 합성이 고객만족

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7b：시스템설계 업 합성이 조직역량

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7c：시스템설계 업 합성이 재무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가 시스

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4.2.8 부서간 업무 조(interdepartmental 

task collaboration)

공 망 리시스템(SCM)의 경우 부서 간 원활한 

업무 조와 련 부서간의 정보공유 한 시스템 

투자 효과 제고를 해 요한 요인이다(Robert 

and Kilpatrick, 2000). ERP시스템 도입 시 사용자 

요구에 따른 과도한 커스터마이징이 궁극 으로 

사용자들의 불만족을 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

다(Sheer and Habermann, 2000). 따라서 패키지 

소 트웨어를 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소스코드를 변경하는 등의 유지보수 활동이 어려

우므로 추가모듈의 개발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Soh et al., 2000；Lucas et al., 1988). 이는 로젝

트 기획단계에서 자사에 합한 솔루션을 면 하

게 검토하고, 솔루션 공 사의 역량을 분석하여야 

하며, 업의 요구사항도 최 한 반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CRM시스템을 도입하는 목 은 사

으로 고객지향의 경 활동과 고객만족이 최종 목

표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조직 내 부서간 고객정보의 수집, 장, 공유 활동

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Lesser et al., 2000).

가설 8：부서간 업무 조가 시스템 성과에 향

을 미치는 유의성 여부는 시스템 연령

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8a：부서간 업무 조가 고객만족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는 시스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8b：부서간 업무 조가 조직역량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는 시스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8c：부서간 업무 조가 재무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는 시스템 연령

별로 달라질 것이다.

4.2.9 업무 로세스 표 화(business 

process standardization)

조직 내 혹은 조직간 비즈니스 로세스와 련

된 특성요인들로는 업무 로세스의 재설계, 변화

리, 시스템 도입을 한 산지원 차 등의 요인

들이 포함된다. 기업이 e-비즈니즈 략수행을 

한 필수과정으로 정보화 련 코드 표 화 여부와 

동종 산업내의 구매 차  입찰 차 등의 업무표

화 여부 한 시스템 성과격차 유발의 주요요인

이 된다(Davern and Kauffman, 2000；Chircu and 

Kauffman, 2000). 한 기존의 업무 차를 변경하

기 해서는 신 하게 검토해야한다. 왜냐하면 업무

차의 변화는 조직의 성과를 크게 좌우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SCM시스템의 경우 공 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계 형성의 정도에 따라 성과에 요한 

향을 미치며, 따라서 시스템을 통한 효율 인 거

래를 해서는 물류코드의 표 화, 정보 달 방식의 

표 화 등의 활동이 선결과제이다(Suh and Shin, 

2001). 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 차의 표 화, 

시스템 로토콜의 표 화 등의 요인들이 성과격차

에 향을 미칠 수 있다(정인근과 이병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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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9：업무 로세스 표 화가 시스템 성과에 

향을 미치는 유의성 여부는 시스템 

연령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9a：업무 로세스 표 화가 고객만족가

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는 시

스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9b：업무 로세스 표 화가 조직역량가

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는 시

스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9c：업무 로세스 표 화가 재무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는 시스

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4.2.10 경쟁  투자(competitive investment)

사례연구를 통하여 상당수의 기업들이 IS 투자를 

경쟁 으로 결정하거나 모방투자를 함으로써 투자

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Cho 

and Park, 2003). 시스템의 성공  구 에 장애가 되

는 요소로 시스템 도입의 목표를 명확화 하지 않거

나, 시스템의 필요성에 한 조직 구성원들과의 의견 

상충 등의 요인들도 모방투자나 지나친 경쟁투자의 

결과이다. 최근 경쟁사들 간의 모방  투자는 결국 

도입목 이나 목표의 불명확성을 높여 시스템 성공

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산업 내 경쟁

의 심화와 경쟁우  확보를 해 IS 투자를 결정하

고, 이를 통하여 효과를 제고하는 경우도 있다.

가설 10：시스템에 한 경쟁  투자가 시스템 

성과에 향을 미치는 유의성 여부는 

시스템 연령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0a：시스템 경쟁  투자가 고객만족가

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는 

시스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10b：시스템 경쟁  투자가 조직역량가

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는 

시스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가설 10c：시스템 경쟁  투자가 재무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여부는 시스템 

연령별로 달라질 것이다.

5. 연구결과

5.1 자료수집

사 조사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은 총 48개사로 백오피스시스템(SCM, ERP)과 

론트오피스시스템(CRM)  하나 이상의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을 상으로 하 다. 조사기간은 1개월

간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응답률을 고려하여 방

문조사를 원칙으로 하 다. 총 315개의 설문을 수

거하여 목표 수량 300개 비 105%를 수집하 다. 

이메일 매체나 우편발송을 통한 조사의 경우 회수

율이 평균 20～36%(Segars and Grover, 1998； 

Boynton et al., 1994；Aupperle et al., 1985；Ungson 

et al., 1984；Ibrahim et al., 2003)임을 감안할 때 

비효율 이며, 인터넷 조사의 경우 설문응답의 불

성실성과 참여율의 조로 합한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표본에 해당하는 기업들과 사  약속을 

하고, 직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하 다. 응답된 

설문지  설문분석에 부 합하다고 단되는 2개

의 설문을 제외하고 313개의 표본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 다. 

5.2 표본의 시스템 특성

설문의 응답자 수는 시스템 사용자 216명, 시스

템 개발자 97명으로 구성되어 총 313명이었다. 정

보시스템 사용기간의 경우 2～4년 사이가 40.6%로 

가장 많았고, 1～2년이 30.7%, 4년 이상인 기업이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도입방식은 외국

산 패키지구입이 58.5%로 가장 많았고, 외주개발이 

15.7%, 자체개발이 14.4% 다. 국내산 패키지의 경우

는 10.5%로 보 률이 외국산 제품에 비해 낮았다.

5.3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척도의 타당성 분석을 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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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분석법을 사용하 으며, 변수와 요인간의 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해 베리맥스(vari-

max)법으로 요인을 회 하 다. 요인분석결과 <표 

1>과 같이 10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표 2>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Cronbach’s Alpha Eigenvalue Loadings

요인 1.경 진지원(MS)(H1)
경 진 운 과정 참여도
경 진 개발과정 참여도 
시스템 사용자 만족여부에 심정도
구성원들에게 략  요성 강조정도
산지원

인 자원지원

0.8935 14.176
0.827
0.808
0.686
0.671
0.614
0.592

요인 2. 략연계성(SA)(H2)
최고경 진에 IS 요성 강조정도
략  투자여부

투자 목 의 명확성
IS역할에 한 조직 내 공감
IS의 략  이 에 한 이해정도
략목표와의 연동여부

IS 부서의 략에 한 이해도

0.8701 2.757
0.748
0.740
0.592
0.566
0.555
0.548
0.523

요인 3. 력 계(CR)(H3)
문제해결을 한 공동노력
개발과정에 공동참여 여부
공동목표에 한 인식수
조직간 정보공유 용이성

0.8864 1.989
0.838
0.778
0.767
0.724

요인 4. 로젝트기획역량(PP)(H4)
합리  성과평가 기
투자효과에 한 합리 인 측력 정도
시스템 사용자와의 조 계 정도
업의 요구사항에 한 수용정도
기 리 유연성

0.8652 1.729
0.734
0.710
0.667
0.611
0.604

요인 5. 조직IS역량(OC)(H5)
운 부서의 명확한 역할 배분
IS 문인력 보유여부
개발부서의 역할배분 명확성
벤더 합성 평가능력
IS사용 역량
IS기술 이해도
자원배분에 한 명확한 목표

0.861 1.58
0.658
0.621
0.603
0.561
0.555
0.546
0.485

요인 6. 변화 리력(CM)(H6)
변화필요성에 한 인식수
변화갈등 해결노력의 극성
변화이유에 한 지속  교육

0.7925 1.510
0.824
0.723
0.706

요인 7. 시스템설계 업 합성(PD)(H7)
유지보수 용이성
IS 용범
사용용이성

0.8027 1.312
0.744
0.594
0.562

요인 8. 부서간 업무 조(TC)(H8)
조직 내 부서간 력의 정도
정보공유의 원할성

0.8375 1.155
0.824
0.810

요인 9. 업무 로세스표 (SP)(H9)
동종 산업내 코드 표 화
동종 산업내 업무 차 표 화

0.8155 1.047
0.856
0.788

요인 10. 경쟁  투자(CI)(H10)
모방  투자 여부

1.0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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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본의 시스템 특성

빈도수 백분율 유효백분율 백분율

사용자
개발자
합  계

216
97
313

69
31
100

69
31
100

69
100

시스템
도입기간

1년 미만(1기)
1년 이상～2년 미만(2기)
2년 이상～4년 미만(3기)
4년 이상(4기)

합  계

51
96
127
39
313

16.3
30.7
40.6
12.5
100

16.3
30.7
40.6
12.5
100

16.3
47

87.5
100

도입형태

외국제품 도입
국산제품
자체개발
외주개발
ASP

합  계

183
33
45
49
3

313

58.5
10.5
14.4
15.7

1
100

58.5
10.5
14.4
15.7

1
100

58.5
69

83.4
99
100

한 요인분석에 의해 분류된 설문항목들 간 내

일 성 즉,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척도의 Cronbach’s 계수가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설문항목 간 내 일 성

이 검정되었다.

5.4 연구가설의 검정

5.4.1 시스템 도입성과와 향요인간 계

(시스템연령 미구분)

단계의 평균차이 검정결과를 토 로 연령별 

요도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 요인들에 해 각 단

계별 주 향 요인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종속변수로는 정보시스템 도입성과 

요인으로‘고객만족가치’, ‘조직역량개선가치’, ‘재무

가치’로 하 고, 독립변수는 경 진의 지원  리

더십, 력사와의 력 계, 시스템 설계의 업 

합성, 부서간 업무 조, 그리고 비즈니스 로세

스의 표 화 정도, 등 10가지를 용하여 분석하

다. 아래 표는 시스템의 수명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성공요인과 성과간 인과 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귀무가설과 립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 다.

귀무가설(H0)：   ⋯  

립가설(Ha)：모든 회귀계수()가 0은 아니다.

아래 분산분석표에 의하면 3개의 종속변수에 

한 유의확률 값이 동일하게  로 유의수  α

가 1%에서 귀무가설 H0이 기각되어 독립변수인 

시스템 성공요인이 고객만족, 조직역량개선, 그리

고 재무가치에 향을 미치며,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개의 회귀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값은 각각 .347, .431, 

.33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고객만족가치에 유의한 

향요인으로는 로젝트기획력, 략연계성, 그리

고 설계 합성으로 나타났다. 조직역량개선에 유의

한 향요인으로는 로젝트기획력, 업무 조, 

략연계성, 설계 합성으로 나타나 부서간의 업무

조가 조직의 역량개선 성과에 추가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재무가치의 향요인으로는 략연계성, 

업무표 , 로젝트기획력, IS역량으로 업무  

로세스 표 과 조직 내 IS역량이 재무가치에 추가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연령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향 요인들

과 성과간 다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다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독립변수들의 경우 다

공선성 문제를 진단해 보아야 한다. 다 공선성이

란 세 개 이상의 변수 들 간의 상 계의 정도를 

의미한다. 다 공선성이 높으면 독립변수들이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결정계수 즉   값이 낮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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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다 공선성 분석을 한 통계량은 

공차한계(TOL, 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vari-

ance inflation factor)을 가지고 단하게 된다. 공

차한계와 설명계수간의 계는   
  이다. 

분산팽창요인(VIF)은   과 같다. 일반

으로 공선성 단기 으로는 공차한계가 .10이

하, 분산팽창요인이 10이상이면 공선성문제가 있다

고 단한다(이학식과 김 , 2001). 아래 표에 의하

면 공차한계와 분산값이 모두 .10보다는 크고, 10

보다는 작으므로 독립변수간 다 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회귀모델에 포함

하거나 배제할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동시입력

방식(Enter)을 이용하 다.

각 향요인들이 성과요인에 미치는 향을 

단하기 해 계수 값을 비교해 보면 고객만족가치

와 조직역량개선, 그리고 재무가치 모두에 향을 

가장 많이 주는 변수로는 공통 으로 비즈니스

략과 시스템 략의 연계성 변수로 나타났다. 고객

만족이나 조직역량개선 성과는 설계 합성 변수가 

두 번째 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재무가치 성과

<표 4> 성공요인과 성과간 분산분석표(시스템 연령 미구분)

종속변수 자승합 df 평균자승 F Sig. R R2 Adj. R2

고객만족
Regression
Residual
Total

34.021
63.892
97.912

5
301
305

11.340
 .212
 

53.425
 
 

.000
a

 
 

.589 .347 .341

조직역량
Regression
Residual
Total

29.692
39.212
68.904

4
298
302

7.423
 .132
 

56.411
 
 

.000b

 
 

.656 .431 .423

재무가치
Regression
Residual
Total

25.491
49.632
75.123

4
299
303

6.373
 .166
 

38.392
 
 

.000
c

 
 

.583 .339 .330

주) a Predictors：(Constant), 로젝트기획력, 략연계성, 설계 합, Dependent Variable：고객만족가치
b Predictors：(Constant), 로젝트기획력, 업무 조, 략연계성, 설계 합, Dependent Variable：조직역량개선가치
c Predictors：(Constant), 략연계성, 업무표 , 로젝트기획, IS역량, Dependent Variable：재무가치

<표 5> 향요인과 성과간 회귀계수

성과요인 향요인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다 공선성계수

B Std. Error Beta Tolerance VIF

고객만족가치

(상수)
로젝트기획
략연계

설계 합

1.268 
0.176 
0.270 
0.186 

0.175 
0.058 
0.058 
0.052 

0.205 
0.276 
0.217 

7.245***

3.028
***

4.621
***

3.581***

0.475 
0.606 
0.593 

2.105 
1.650 
1.687 

조직역량개선

(상수)
로젝트기획
업무 조
략연계

설계 합

1.318 
0.125 
0.148
0.187
0.163

0.147 
0.047
0.042
0.047
0.043

0.173
0.190
0.227
0.225

8.940
***

2.680***

3.551
***

4.009
***

3.788***

0.457
0.665
0.593
0.539

2.189
1.504
1.686
1.854

재무가치

(상수)
략연계

업무표
로젝트기획
IS역량

1.221
0.204
0.192
0.109
0.102

0.172
0.054
0.052
0.050
0.050

0.238
0.212
0.145
0.127

7.084
***

3.801***

3.712
***

2.165
**

2.027**

0.563
0.677
0.493
0.560

1.776
1.477
2.030
1.785

주) **p < .05, ***p < .01, 볼드체 변수의 경우 종속변수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임. 기타 변수는 회귀분석과정

에서 제외된 변수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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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업무 로세스 등의 표 화 정도가 두 

번째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5.4.2 시스템 연령별 성과와 향요인간 계

기업이 도입한 e-비즈니스시스템이 시간이 경과

할수록 시스템 도입 성과에 미치는 향요인이 달

라질 것이라는 기본가설을 검증한 결과표는 아래

와 같다. 아래 분산분석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아 

시스템 연령별 회귀모델은 통계  유의성이 있음

을 보여 다. 즉 고객만족, 조직역량, 재무가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의 회귀계수가 모두 동일(Ho：   ⋯  )

하며, 0이 될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되었다. 따

라서 립가설인 회귀계수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

으므로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요도

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6> 시스템 연령별 성공요인과 성과간 분산분석표

시스템연령 종속변수 자승합 df 평균자승 F Sig. R R2 Adj. R2

1기
(개발～1년 미만)

고객만족
Regression
Residual
Total

4.946
12.139
17.085

  1
 49
 50

4.946
.248

 
19.967

.000
 
 

.538 .290 .275

조직역량
Regression
Residual
Total

3.886
6.142
10.028

  2
 48
 50

1.943
.128

 

15.184
 
 

.000
 
 

.622 .387 .362

재무가치
Regression
Residual
Total

4.228
4.606
8.834

  2
 48
 50

2.114
.096

 

22.033
 
 

.000
 
 

.692 .479 .457

2기
(1～2년 미만)

고객만족
Regression
Residual
Total

6.939
3.103
20.042

  2
 85
 87

3.470
.154

 

22.508
 
 

.000
 

.588 .346 .331

조직역량
Regression
Residual
Total

3.509
9.893
13.402

  2
 83
 85

1.754
.119

 

14.718
 
 

.000
 

.512 .262 .244

재무가치
Regression
Residual
Total

4.001
10.594
14.596

  2
 85
 87

2.001
.125

 

16.051
 
 

.000
 

.524 .274 .257

3기
(2～4년 미만)

고객만족
Regression
Residual
Total

16.289
23.082
39.371

  3
119
122

5.430
.194

 

27.994
 
 

.000
 

.643 .414 .399

조직역량
Regression
Residual
Total

17.536
15.869
33.404

  3
119
122

5.845
.133

 

43.834
 
 

.000
 

.725 .525 .513

재무가치
Regression
Residual
Total

18.164
22.357
40.521

  3
118
121

6.055
.189

 

31.957
 
 

.000
 

.670 .448 .434

4기
(4년 이상)

고객만족
Regression
Residual
Total

9.057
10.254
19.310

  2
 35
 37

4.528
.293

 

15.457
 
 

.000
 

.685 .469 .439

조직역량
Regression
Residual
Total

7.098
2.757
9.855

  4
 33
 37

1.774
.084

 

21.240
 
 

.000
 

.849 .720 .686

재무가치
Regression
Residual
Total

4.344
5.100
9.444

  3
 34
 37

1.448
.150

 

9.654
 
 

.000
 

.678 .460 .412



52 박 기 호

<표 7> 시스템 연령별 향요인과 성과간 회귀계수

시스템연령 성과요인 향요인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다 공선성계수

B Std. Error Beta Tolerance VIF

1기
(개발～1년 미만)

고객만족
(Constant)

력 계
1.874
.480

.363

.107
 

.538
5.166

***

4.468***
 

1.000
 

1.000

조직역량
(Constant)
설계 합
업무표

1.648
.278
.273

.383

.090

.127
.417
.288

4.308
***

3.095
***

2.141**

 
.704
.704

1.421
1.421

재무가치
(Constant)
설계 합
업무표

1.360
.253
.340

.331

.078

.110

.404

.384

4.105
***

3.249
***

3.088***
.704
.704

1.421
1.421

2기
(1～2년 미만)

고객만족
(Constant)
로젝트기획
력 계

1.535
.326
.245

.278

.075

.076

.408

.304

5.511
***

4.352
***

3.246***

.876

.876
1.142
1.142

조직역량
(Constant)
설계 합
변화 리

1.986
.223
.202

.260

.076

.074

.311

.290

7.634
***

2.945
***

2.742***

.797

.797
1.255
1.255

재무가치
(Constant)

력 계
략연계

1.619
.262
.236

.305

.065

.077

.381

.290

5.314
***

4.037
***

3.072***
.959
.959

1.043
1.043

3기
(2～4년 미만)

고객만족

(Constant)
로젝트기획
략연계

설계 합

1.245
.220
.261
.153

.242

.089

.087

.072

 
.268
.285
.195

5.143
***

2.465
**

3.000***

2.115
**

 
.417
.548
.580

 
2.400
1.826
1.724

조직역량

(Constant)
로젝트기획

부서간업무 조
설계 합

1.190
.252
.265
.158

.197

.064

.061

.062

 
.333
.324
.218

6.023
***

3.931***

4.382
***

2.538
**

 
.556
.729
.540

1.799
1.372
1.851

재무가치

(Constant)
IS역량
로젝트기획
업무표

.860

.316

.246

.161

.257

.083

.075

.081

 
.335
.295
.165

3.345***

3.815
***

3.289
***

2.000**

 
.605
.581
.684

1.652
1.722
1.463

4기
(4년 이상)

고객만족
(Constant)

략연계
부서간업무 조

.369

.534

.346

.580

.162

.169

 
.479
.298

.636
3.293

***

2.049**
.718
.718

1.392
1.392

조직역량

(Constant)
략연계

부서간업무 조
IS역량
력 계

.706

.361

.286

.318
-.201

.330

.104

.096

.108

.098

.453

.345

.372
-.248

2.139
**

3.472
***

2.992***

2.948
***

-2.046
**

 
.498
.638
.532
.577

2.009
1.567
1.880
1.733

재무가치

(Constant)
략연계

경쟁  투자
력 계

1.722
.611
.196

-.332

.439

.124

.072

.125

 
.782
.345

-.418

3.920***

4.918
***

2.714
***

-2.643**

 
.628
.986
.635

 
1.592
1.015
1.574

주)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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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시스템 성과와 수명 주기별 향요인

요인
고객만족가치 조직역량개선가치 재무가치

체 1기 2기 3기 4기 체 1기 2기 3기 4기 체 1기 2기 3기 4기

MS

SA ✓ ✓ ✓ ✓ ✓ ✓ ✓ ✓
CR ✓ ✓ ✓ ✓ ✓ ✓ ✓
PP ✓ ✓ ✓ ✓ ✓ ✓ ✓
OC ✓ ✓ ✓
CM ✓
PD ✓ ✓ ✓ ✓ ✓ ✓ ✓
TC ✓ ✓ ✓
SP ✓ ✓ ✓ ✓
CI ✓

주) ✓：통계 유의( 향)요인, MS：경 진지원, SA： 략 연계성, CR： 력 계, PP： 로젝트기획력, OC：조

직IS역량, CM：변화 리력, PD：설계 업 합성, TC：부서간업무 조, SP：업무표 , CI：경쟁  투자, 1

기：개발～1년 미만, 2기：1～2년 미만, 3기：2～4년 미만. 4기：4년 이상

<표 9> 가설검정결과표

구  분 세부가설(성과요인) 향요인
시스템 연령(채택여부)

채택여부
1기 2기 3기 4기

가설 1
1a(고객만족)
1b(조직역량)
1c(재무가치)

경 진 지원 기각

가설 2
2a(고객만족)
2b(조직역량)
2c(재무가치)

략연계성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가설 3
3a(고객만족)
3b(조직역량)
3c(재무가치)

력사와 력 계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가설 4
4a(고객만족)
4b(조직역량)
4c(재무가치)

로젝트기획력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가설 5
5a(고객만족)
5b(조직역량)
5c(재무가치)

조직 내IS역량
채택

채택 채택

가설 6
6a(고객만족)
6b(조직역량)
6c(재무가치)

변화 리능력 채택 채택

가설 7
7a(고객만족)
7b(조직역량)
7c(재무가치)

설계 업 합성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가설 8
8a(고객만족)
8b(조직역량)
8c(재무가치)

부서간업무 조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가설 9
9a(고객만족)
9b(조직역량)
9c(재무가치)

업무 로세스표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가설 10
10a(고객만족)
10b(조직역량)
10c(재무가치)

경쟁  투자
채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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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연령 1기 단계에서 종속변수인 고객만족

가치 증  성과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비즈니스 력사들과의 력 계로 

나타났다. 이는 시스템 도입이후 1년 미만의 단계

에서는 력사와의 력 계가 요한 요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시스템 연령 2기 단계에서는 력

계 이외에 로젝트 기획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3기 단계로 어들면

서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로젝트 

기획력, 비즈니스 략과 시스템의 연계성, 그리고 

시스템 설계의 업 합성요인이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4기 단계에서는 

략  연계성과 부서간 업무 조 등이 고객만족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가설 2a, 

3a, 4a, 7a, 8a는 채택되었다.

조직역량개선 성과에 시스템 연령 1단계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설계

의 업 합성과 업무 로세스 표 화로 나타났다. 

이는 시스템 도입이후 1년 미만의 단계에서는 고

객만족가치와는 달리 설계가 얼마나 업의 니즈

에 부합하는지와 업무추진 차가 얼마나 표 화 

되어 있는지에 따라 조직역량 개선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연령 2기 단계에서는 

설계 합성외에 변화 리 요인이 추가되었다. 이는 

시스템 도입이후 1～2년 사이에는 경 환경 변화

에 하게 응하는 것이 조직역량개선 효과에 

유의한 요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3기 단

계로 어들면서 조직역량 개선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로젝트 기획력과 부서간의 긴 한 업

무 조, 설계의 합성이 역량개선 성과에 유의한 

요인들로 나타났다. 마지막 4기 단계에서는 략연

계, 부서간 업무 조, IS역량, 그리고 력 계 등

의 요인이 성과에 유의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가설

2b, 3b, 4b, 5b, 6b, 7b, 8b, 9b는 채택되었다.

시스템 연령 1단계에서 재무가치 증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업무표 과 설계 합성으로 나

타났다. 업무표 은 업무 로세스의 표 화 혹은 

부품  제품코드 등이 표 화 된 여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무가치 성과에 향을 다고 볼 수 있

다. 2기에서는 1기와는 달리 력사와의 력 계

와 략  연계성 요인이 향을 미쳤다. 3기 단계

에서는 분석결과 조직 내 IS역량과 로젝트 기획

력, 업무 로세스의 표 이 재무가치 증 에 향

을 미쳤다. 마지막 4기 단계에서는 략연계, 경쟁

 투자, 그리고 력 계 등의 요인이 성과에 유

의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가설 2c, 3c, 4c, 5c, 7c, 

9c, 10c가 채택되었다. 따라서 나머지 가설 1부터 

10까지의 주가설은 가설 1을 제외하고 모두 채택

되었다.

6. 시사   결론

조직의 e-비즈니스시스템 도입성공을 한 핵심

성공요인과 시스템 연령별 성공요인의 요도에 

한 인식변화 추이를 연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시스템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스템의 도입 후 사용기간을 고려

한 4단계의 시스템 연령에 기반을 두어 실증분석

을 실시하 다. 분석을 해 사용한 10가지 향요

인은 경 진지원, 비즈니스 략과 연계성, 력사

와 력 계, 로젝트 기획력, 조직 내 IS역량, 변

화 리능력, 시스템설계 업 합성, 부서간 업무

조, 비즈니스 로세스 표 화, 그리고 경쟁  

투자로 하 다. 시스템 수명주기는 도입 후 1년 미

만을 1기, 1년 이상 2년 미만을 2기, 2년 이상 4년 

미만을 3기, 이후 4년 이상을 4기라고 정의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짐을 실증 으로 제시하 다. 연구결과 시스템

의 수명에 따라 향요인의 통계  유의성 여부에 

차이를 보 고, 이는 기업 장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경 진의 지원여부가 정보시

스템 도입의 성공에 향을 미친다고 하 으나

(Yoon et al., 1995；Akintoye, 2000；장경서 등, 

2000) 본 연구에서 선정된 기업들의 경우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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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정보화가 낯

선 것이 아니며, 최고경 진의 지원여부가 요한 

향요인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략연계성 

변수의 경우는 성과에 체 으로 향을 미치는 

변수 다. 고객만족가치의 경우는 3, 4기에, 조직역

량개선은 4기, 재무가치에는 2, 4기에 향을 미쳤

다. 이는 비즈니스 략과 시스템 략의 연계에 

한 효과는 단기  효과보다는 장기  효과를 기

해야 함을 의미한다. 비즈니스 트 와의 력

계는 1, 2기에 고객만족 가치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아 력 계의 원할성 여부가 고객만족가

치 증 에 향을 미치며, 조직역량개선에는 3, 4

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장기  효과에 

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시스템 연령 기 단계부터 

조직역량 개선효과는 시스템의 설계 합성이 요

한 향요인이었으며, 시스템 설계의 업 합성 

여부는 1기, 즉 도입 기부터 재무가치에도 향을 

주는 요인으로 그 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경 진의 지원을 제외한 

부분의 향 상요인들이 연령 단계별로 요

도에 있어서 통계  유의성에 차를 보 다. 시스템 

연령 1기 단계에서 조직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력사와의 력 계, 설계의 업 합

성, 그리고 업무 차  로세스 표 화가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2기 단계에서는 

시스템과 비즈니스 략의 연계성, 력사와 력

계, 로젝트 기획력, 조직의 변화 리 능력, 그리

고 시스템의 업 합성으로 나타났다. 3기 단계의 

성과 향 요인으로는 략연계성, 로젝트 기획

력, 조직 내 정보시스템 역량, 부서간 긴 한 업무

조, 그리고 업무 로세스의 표 화가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마지막 4기 단계에서는 

략연계성, 력사와 력 계, 조직 내IS역량, 부

서간 긴 한 업무 조, 그리고 경쟁  투자가 성과

에 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 따라 종합 으로 단해 보면 시

스템의 연령단계별로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업들은 단계

별로 이들 요인들에 역량을 집 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첫째, 시스템 연령별 단

계설정이 연구자의 경험 , 주  단에 따라 정

의되었으므로 이에 한 보다 일반화되고, 타당성 

있는 단계구분이 필요하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는 국내기업의 시스템 도입상황을 감안한 것이나 

시스템 수명주기는 조직규모, 시스템의 규모, 시스

템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조

직규모가 작은 경우는 연령별 성공요인에 한 인

식 변화가 규모 조직에 비해 민감도가 높을 것으

로 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직규모에 

한 고려는 하지 않고 있어 분석결과의 타당성에 문

제제기가 가능하다. 세 번째, 조직규모와 더불어 

산업별 수명주기의 차이와 성공요인에 한 요

도 인식차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의 범

에서는 제외되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한계 에서 지 한 변수들, 

즉 조직규모, 산업의 형태별, 수명주기구분에 한 

보다 타당성 높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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