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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수년간 네트워크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기업 간의 정보 교류 환경이 빠르게 변해왔다.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시스템은 그 대표 수단으로서 현재 여러 분야에서 보

급·이용되고 있지만 정작 이 시스템의 성공요인들을 규명하고 시스템의 성공적 활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는 EDI라는 특정 정보 시스템의 성공적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헌연

구를 바탕으로 성공요인들을 도출하여 연구 모형 및 가설을 설계 하였다. 연구의 결과,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데이터 보안 등 대부분의 정보 시스템 성공요인들이 향후의 지속적인 시스템

사용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시된 독립변수 중 데이터 보안 요인은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이 논문의 결과는 EDI의 성공적인 도입에 있어서 유

용하게활용될것이다.

주요용어: 성공요인, 전자문서교환, 정보시스템도입.

1. 머리말

최근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극심해지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 시스템의 도입은 필수적인 절차

가 되었다. 특히 산업 환경의 변화 및 업무 처리 프로세스의 진화로 인해 기업 간의 정보 교류를 위한

정보 시스템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도입 되었다. 대표적인 정보 시스템으로 전자 문서 교환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들수있다. EDI란서로다른기업 (조직)간에약속된포맷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상업적 거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희와 장기진, 2005). 국내에

서는 1990년 대 초반부터 공공사업 및 다양한 민간 산업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의

료산업의 경우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각 의료 기관은 환자에 대한 의료 청구 정보를 EDI를 통해 건강보

험 심사 평가원에 전송하게 된다. 청구 정보를 수신한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은 청구 정보를 검토한 뒤

의료보험적용유무를판단하여업무를처리한다.

의료산업에속한기업들은타산업내기업들과비교해서도 EDI 시스템의활용빈도가훨씬높다. 또

한해당산업내에서 EDI 시스템이가지는중요성은앞으로도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되므로시스템의

성공요인에대한연구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

그럼에도 정보 시스템의 성과 측정과 성공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 보면, 대부분 일반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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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활용되는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 간의 정보 교환

을 담당하는 EDI 시스템의 B2B적 특성을 감안 한다면 기존 정보 시스템의 성과 측정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점에서기존의연구들은한계점을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DI 정보 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정보시스템 성공 모형을 근간으로 EDI 시스템만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요인들을추가하여시스템의성과를측정하는연구모형을제시하고모형내개별요인들의설명력

을검증하는것을연구의목표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요약하고, 3장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을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분석과정 및 결과를 정리하였고, 5장에서 연구결과를 요약 후 향후

연구방향을제시하였다.

2. 관련 연구

2.1. 정보 시스템 성과 측정

정보시스템과웹사이트분야에서는성과를측정하기위한노력이계속되어왔다. 정보시스템의성

과를 평가하는 관점은 크게 2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스템에 중심을 두어 평가하는 것이

며, 다른 하나는 고객에 중심을 두어 평가하는 것이다 (Chandler, 1982). 이 중 고객 중심적인 평가는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기업의 모든 분야에서 고객 지향적인 사

고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마케팅 분야에서는 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행동

의도, 고객 만족, 혹은 고객 충성도 등이 연구되어 왔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지표들이 기업의 수익성으

로 연결된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마케팅 분야에서 연구된 이러한 변수들은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도 많

이 차용되어 정보 시스템의 평가나 웹 사이트의 평가 모형에 사용되고 있다 (Delone과 Mclean, 1992;

Liu와 Arnett, 2000).

이외에도 Crowston과 Treacy (1986)는기업성과관점에서정보시스템의성공을측정하였고, Har-

tog와 Herbert (1986), Marion (1992)은계량적인정보시스템성과측정지표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

다.

2.2. 정보 시스템 성공 모형에 관한 연구

DeLone과 McLean (1992)은 기존의 연구들이 저마다 성공의 각기 다른 측면을 연구하여 비교가 어

렵고 누적된 연구를 통합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정보 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실증

적 연구들을 종합, 정보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시스템 품질 (sys-

tem quality), 정보 품질 (information quality), 사용도 (use), 사용자 만족도 (satisfaction), 개인성과

(individual impact), 그리고조직성과 (organizational impact)의중요한변수들간의상호의존적이며

순차적인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정보 시스템의 성공을 설명하였다.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이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사용자 만족도가 결국 개인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가설을 제기하

고 있다. 이 모델은 크게 시스템 구성 자원을 평가하는 과정 중심적 평가와 관련된 부분과 목표의 달성

도를 측정하는 목표 중심적 평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유철우 등, 2009). 그러나 이 연구는 1980년대

의메인프레임을연구대상으로하고있어정보시스템의서비스적인측면을간과하고있다.

Myers 등 (1997)은정보시스템가치평가의절실함을언급하며, 기존의평가모형들과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여러 측정변수 (dimension)와 도구 (measures)들을 종합하였다. 제시한 정보 시스템 모형의 변

수들은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사용도, 사용자 만족, 개인성과, 조직성과, 업무 그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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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렇게 8가지이다. 그 들은 정보 시스템 성공 모형이 모든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인 부분

이 있음을 역설하며 상황 이론 (contingency theory)을 제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유연적으로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황변수로는 산업이나 경쟁 환경, 문화 등을 포함하는 외부환경 변수와

조직의 임무나 규모, 구조등과 같은 조직 환경 변수를 도입하였다. 주장에 따르면 조직 환경이나 외부

정황에 적합한 변수들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평가 모형을 구축해야 경쟁적 상황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포괄적인 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상황에 맞추

어변수를설정하는절차를구체적으로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이 밖에도 정보 시스템 성공 모형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분석 되었다. Pitt 등 (1995)은 정보 시스

템의 종속 변수로 개인 성과와 조직 성과를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Seddon (1997)은 사회적 성과를 추

가하였다. 이미숙 (2008)은 신뢰가 RFID 기술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RFID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및 선호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근,

노영 (2009)은 신뢰와 위험을 중심으로 모바일 지불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신뢰는자신감에긍정적인영향을받으며, 신뢰는인지된유용성과사용의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

석되었다. 장형유, 노미진 (2009)은 모바일 금융 고객의 태도형성 요인 중 지각된 편의성이 신뢰에, 신

뢰가지각된유용성과태도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편의성이신뢰에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뢰가 지각된 유용성과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조윤

식 (2009)은 곱모형에 의한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도,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곱

모형이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3. 연구 방법론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DeLone과 McLean의 정보 시스템 성공모형을 기반으로 한 Seddon (1997)과 Myer 등

(1997)의 보완된 모형에 근거하고 있다. 정보 시스템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데이터 보안, 인지된 희생을 제안 하였고, 정보 시스템의 성과 지표로

써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도, 지속적 사용의도를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 기초할 때 성공에 영

향을 미치는 다섯 개의 독립변수들 중 인지된 희생을 제외한 네 가지 변수들은 유용성 인지 및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정보 시스템 사용자 만족이 높을수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각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족에영향을미칠것이다.

그림 3.1 EDI 정보 시스템 성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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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8개 연구 변수의 개념적 정의와 측정 속성 및 관련 연구를 표 3.1에 정리하였다.

특히 시스템 품질은 DeLone과 McLean (1992), Seddon (1997)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측정 항목들을

개발하였고, 정보 품질은 Bailey와 Pearson (1983), DeLone과 McLean (1992), Drury와 Fahoomand

(1996), Rai 등 (2002)을 기초로 측정 도구들을 도출하였다. 서비스 품질은 Kettinger와 Lee (1997)의

연구와 Pitt 등 (1995), Grover 등 (1996), Zeithaml과 Bitner (1996)의 연구를 토대로 하였고, 데이

터보안은 Ranganathan과 Ganapathy (2002)와서보밀 (2002)의연구에기초하여항목을도출하였다.

인지된희생은 Cronin 등 (2000)과 Dodds와 Monroe (1991)의연구를참고하였다.

인지된 유용성은 Davis (1989), Seddon (1997), Drury와 Farhoomand (1996)의 연구를 종합하여

항목들을 정리하였고, 사용자 만족도는 DeLone과 McLean (1992)과 Seddon (1997) 그리고 Ho와

Wu (1999)의측정항목을참고하여구성하였다. 지속적사용의도는 Bhattachejee (2001)와 Agarwal와

Prasad (1997)에기초하여 7점척도를개발하였다.

표 3.1 연구변수의 개념적 정의 및 측정 속성

변수 개념적 정의 측 정 속 성 관 련 연 구

시스템품질

사용자가 인지하는 처리 속도 DeLone과 McLean (1992)

정보 시스템 성능 시스템 안정성 Seddon (1997)

시스템 장애가 없는 정도

정보품질

정보 시스템의 결과물인 정확성 Bailey와 Pearson (1983)

정보가 사용자의 화면구성 적절성 DeLone과 McLean (1992)

기대와 요구사항을 정보제공 포괄성 Drury와 Farhoom (1996)

충족시켜주는 정도 적시 정보제공 정도 Rai 등 (2002)

서비스 품질

정보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신속성 Kettinger와 Lee (1997)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 직원의 시간준수 정도 Pitt 등 (1995)

사용자의 요구를 서비스 제공사의 전문성 Grover 등 (1996)

충족시켜주는 정도 고객사에 대한 공감성 Zeithaml와 Bitner (1996)

데이터 보안

사용자가 느끼는 정보 누출 위험 인지 Ranganathan과

자신의 데이터 보안 정도 정보 누출 위험 Ganapathy(2002)

정보 전용 위험 인지 서보밀 (2002)

인지된 희생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을 정신적 노력 Cronin 등 (2000)

위하여 지불하는 금전적인 이용에 소모되는 시간 Dodds와 Monroe (1991)

비용과 정신적인 비용의 합계 이용요금

인지된유용성
정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정보 시스템을 통한 업무 Seddon (1997)

사용자가 지각하는 업무 성과 생산성 향상 Drury와 Farhoom (1996)

사용자 만족도

사용자가 시스템을 비용 대비 서비스 만족도 DeLone과 McLean (1992)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만족 수준 서비스 추천 의도 Seddon (1997)

전반적인 만족도 Ho와 Wu (1999)

지속적사용의도
사용자가 시스템을 향후 향후 이용 의도 Bhattachejee (2001)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 업무처리의도 Agarwal와 Prasad (1997)

3.3. 연구가설

정보시스템성공모형관련다수연구는시스템품질이사용자만족도에직접적인영향을가지고있음

(Myers 등, 1997; Pitt 등, 1995; Seddon, 1997)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스템 품질이 인지된 유용성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Seddon (1997)에 의해 입증 되었다.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

의 초기 형태인 전통적 EDI 시스템의 자체 품질이 좋으면 사용자들 스스로 이 시스템은 유용하다고 판

단을하게되며, 동시에만족감을느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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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품질은 EDI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접하거나 획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들의 본질적인 품질을 의미

한다. Seddon (1997)은자신의연구에서정보품질이란정보시스템을통해발생하는정보의정확성, 적

시성, 적절성 등에 관련된 품질이라고 정의한다. 정보 시스템의 성공 모형을 최초로 제시한 McLean과

DeLone (1992)이 정보품질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처음으로 실증하였고, Rai 등 (2002)은 정보 품질이

사용자만족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을재차검증하였다.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의 우월함과 관련된 전반적인 판단 혹은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Parasura-

man 등, 1988). 반면, Cronin 등 (2000)는서비스품질은성과와기대간의차이가아니라성과그자체

라고 주장하며, 성과에 기초한 서비스 품질 측정의 수단으로 SERVPERF라는 측정수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서비스 품질 측정도구인 SERVQUAL과 SERVPERF에 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본 연

구에서는성과에기초한측정수단을이용하고자한다. 이에기반을두어다음의가설을수립하였다.

가설 A.1: 시스템 품질은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A.2: 시스템의 품질은 사용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B.1: 정보품질은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B.2: 정보품질은 사용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C.1: 서비스 품질은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C.2: 서비스 품질은 사용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Ranganathan과 Ganapathy (2002)는 그들이 확인한 정보 시스템의 네 가지 차원 중 보안이라는 변

수가 종속변수로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김정군과 이희석 (2004)은 ASP기반 정보

시스템 성공요인 도출에 있어서 데이터 보안을 위생요인으로 제시하고,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용

자 집단에서 유의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데이터 보안이 사용

자집단전체의만족도에긍정적인영향이있다는가설을수립한다.

가설 D.1: 데이터 보안은 사용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Zeithmal (1988)은 소비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돈과 다른 자원(시간, 에너지, 노력)을 희

생한다고 하였다. EDI 전산망에 과부하가 걸려 처리 속도가 지연되거나, 연결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는

등의네트워크상의문제가발생하면사용자입장에서는시간을포함하여정신적인비용이소모된다.

정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지각하는 업무 성과는 사용자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Seddon, 1997).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만족도가 크고, 인지된 유용성이 높을수록 사

용자는 해당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Moon과 Kim, 2001). 의료기관 간의 정보 교류를

위한시스템사용자들역시만족할수록 EDI 시스템을지속적으로사용하려고할것이다.

가설 E.1: 인지된 희생은 사용자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F.1: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G.1: 인지된 유용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G.2: 사용자 만족도는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표본 및 결과 분석

4.1.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용자 관점에서 EDI 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고, 성공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

라서 각 의료기관에서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을 실제로 이용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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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표준 분류에 따라 종합전문기관,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

원, 보건기관, 약국의 10가지 유형의 기관으로부터 설문을 수집하였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회수방식(웹, 이메일, 팩스, 우편)을제공하였으며, 설문응답자들의분포를고르게하기위해대한병원

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를통해전국에분포되어있는의

료기관들을무작위로뽑아설문내용을배포하였다. 응답된설문중무응답비율이높거나모두같은답

을 적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설문 6부를 제거한 후 194부의 설문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특성은표 4.1 과같다.

표 4.1 표본 특성

측정항목 설문답변 빈도 비율 설문답변 빈도 비율 설문답변 빈도 비율

기관 유형

종합전문 15 7.7% 한방병원 2 1.0% 보건기관 0 0.0%

종합병원 11 5.7% 의원 22 11.3% 약국 55 28.4%

일반병원 8 4.1% 치과의원 17 8.8%
무응답 50 25.8%

치과병원 0 0.0% 한의원 14 7.2%

계 194

지역

서울 35 18.0% 울산 3 1.5% 전북 6 3.1%

부산 11 5.7% 경기 19 9.8% 경남 10 5.2%

대구 9 4.6% 강원 11 5.7% 경북 10 5.2%

인천 7 3.6% 충남 8 4.1% 제주 1 0.5%

대전 3 1.5% 충북 4 2.1%
무응답 50 25.8%

광주 2 1.0% 전남 5 2.6%

계 194

직원 수

0∼10 106 54.6% 501∼1000 5 2.6%

무응답 50 25.8%11∼100 6 3.1% 1001∼5000 13 6.7%

101∼500 13 6.7% 5001∼ 1 0.5%

계 194

월별교환건수

0∼10 6 3.1% 501∼1000 21 10.8% 10001∼ 16 8.2%

11∼100 11 5.7% 1001∼5000 40 20.6%
무응답 54 27.8%

101∼500 42 21.6% 5001 10000 4 2.1%

계 194

4.2.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신뢰도 분석을 위해 같은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크론바 알

파 (Cronbach’s Alpha) 계수를이용하여측정도구의신뢰성을평가하였다. 측정변수의신뢰성은크론

바알파값이 0.6 이상이면적합하다고판단할수있다 (Hair 등, 1998). 본연구측정항목들에대하여

내적 일관성을 위한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각 잠재변수들의 크론바 알파 값은 모두 0.8 이상이므로 측

정도구의신뢰성이높다고볼수있다.

독립변수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식은 베리맥스 (Varimax) 회

전을 사용한 주성분분석법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 사용되었고 요인 분석결과 각각의 요인과

항목은 설문의 구성의도에 맞게 5개의 요인으로 분리되었다. 각각의 요인 적재량은 기준치인 0.4이상으

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 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각각 개념 변수들은 5개의 요인으로 명확하게 그룹화

되며, 분산비율 (percentage of variance) 또한사회과학분야의일반적기준을상회함을알수있다.

4.3. 분석결과

분석 결과, 모형 전체의 유의성은 F-검정은 0.0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며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

는 수정결정계수는 0.574로 나왔다. 다섯 가지의 성공요인들 중 데이터 보안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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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변수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측정항목 신뢰성 요인 적재량

시스템 품질 5 0.876 0.724, 0.799, 0.824, 0.607, 0.568

정보 품질 10 0.958
0.594, 0.724, 0.819, 0.69, 0.824,

0.711, 0.805, 0.765, 0.852, 0.873

서비스 품질 7 0.965 0.822, 0.835, 0.829, 0.877, 0.867, 0.81, 0.813

데이터 보안 3 0.935 0.928, 0.953, 0.901

인지된 희생 3 0.718 0.807, 0.807, 0.681

사용자 만족도 5 0.93 -

인지된 유용성 7 0.96 -

지속적 사용의도 3 0.873 -

모두 0.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변수들 중에서는 정보 품질의 영향력이 0.5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 품질, 시스템 품질, 인지된 희생이 순서대로 자리했다. 즉 사용자들은 정보 시스

템의 여러 품질 중에서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장 우선적인 성공요소로 생각하며, 다음으로는

서비스제공업자들의지원을중요시하고있다.

표 4.3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데이터 보안, 인지된 희생 → 사용자 만족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3.822 0.067 57.219 0.000

시스템 품질 0.299 0.067 0.231 4.454 0.000

정보 품질 0.751 0.069 0.568 10.942 0.000

서비스 품질 0.555 0.067 0.431 8.301 0.000

데이터 보안 -0.064 0.066 -0.05 -0.966 0.335

인지된 희생 -0.23 0.067 -0.178 -3.433 0.001

수정결정계수: 0.574 F: 43.581 유의확률:0.000

다음으로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 그리고 서비스 품질이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회귀 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다. 모형의 F-검정 결과는 유의수준에서 0.001에서 유의하며 수정결

정계수 값은 0.571이다. 또한 0.01의 유의수준에서 세 개의 독립변수가 모두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인

지된 유용성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는 정보 품질이며, 다음으로는 서비스 품질, 시스템

품질 순으로 열거 된다. 이 결과는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크기 순과 동일하

다.

표 4.4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 인지된 유용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4.494 0.063 71.73 0.000

시스템 품질 0.373 0.063 0.308 5.919 0.000

정보 품질 0.685 0.064 0.554 10.637 0.000

서비스 품질 0.507 0.063 0.421 8.08 0.000

수정결정계수: 0.571 F: 71.165 유의확률: 0.000

다음으로는 결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인지된 유용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결과가표 4.5에나타나있다.

분석 결과, F-검정은 0.001 유의수준에서 회귀모형이 유의함을 보여주며, 수정결정계수 값은 0.9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인지된 유용성 변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며 표준 회귀 계수는 0.98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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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인지된 유용성 → 사용자 만족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인지된 유용성 0.85 0.013 0.98 63.401 0.000

수정결정계수: 0.961 F: 4019.740 유의확률: 0.000

났다. 즉사용자가시스템을유용하게느낄수록그시스템을통해얻는만족은커짐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도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6과같다.

표 4.6 인지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도 → 지속적 사용의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인지된 유용성 0.589 0.069 0.622 8.518 0.000

사용자 만족도 0.399 0.08 0.366 5.009 0.000

수정결정계수: 0.966 F: 2310.602 유의확률: 0.000

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변수 중 데이터 보안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0.01의 유의수준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과변수인 인지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도, 지속적 사용의도의 설명력 (R2)은

모두충분히크기때문에각영향요인들에의해잘설명된다고볼수있다. 그림 4.1에서보는바와같

이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은 각각 사용자 만족도와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A1, B1, C1, A2, B2, C2), 인지된 희생은 사용자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가짐이 입증되었다(가설 E1). 또한 인지된 유용성이 클수록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지며 (가설 F1),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도는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가설 G1,

G2). 반면데이터보안과사용자만족도의관계 (가설 D1)는채택되지못하였다.

그림 4.1 연구 모형 분석 결과

5. 결론

인터넷 혹은 모바일 웹과 같은 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다양한 정보시스템들이 등장함에 따라

기업 간의 정보 교류 환경도 이에 대응하여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 간의 정보 교류 체계 중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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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이며 현재 EDI 시스템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되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EDI 시스템에 관련된 기술과 인프라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

고 이에 따라 EDI 시스템의 개선작업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EDI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는주요한특성요인들을규명하고이중에서어떠한요인들이실제시스템의성공적인도입과계속적

인 사용의지 등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면 이는 향후 등장할 EDI 시스템들의 성공적 개발

과 보급을 위해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보 시스템에 관련한 연구 대부분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웹사이트들만을대상으로이루어져왔을뿐 EDI 시스템과같은특정기능의정보시스템에

관한연구는많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DI 시스템의 성공적 활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특성요인을 규명하고 이

들 요인과 시스템의 성공적 사용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EDI 정보시스템 성공 모형을 제시 하

였다. 여러 분야의 문헌 연구를 통하여 EDI 시스템의 특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영향 변수들로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데이터 보안, 인지된 희생 등을 선정 하였으며 시스템을 사용하는 담당

자들의 만족도와 인지된 유용성, 지속적 사용의도를 시스템의 성공 지표로 선정 하여 각 요인별로 측정

항목을구성하였다.

설문에 대한 분석의 결과,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시스

템 품질, 그리고 인지된 희생 순서와 같은 요인들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유용성에 대해서는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그리고 시스템 품질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

도가지속적사용의도를설명함을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으로 한정 하였다. 이는 이들 기관에서 가장 활발하

게 EDI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의미도 더욱 클 것으로 판단한 탓으로서

제시된 연구모형 역시 의료 산업의 특성을 보다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장점인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산업에 대한 EDI 시스템의 분석 결과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EDI는 현재 국내의 여러 산업에 널리 보급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별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실증적인분석이향후연구에서추가적으로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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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systems are widely used. Many orga-

nizations exchange the documents by using EDI, and EDI is used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physical distribution, export and import business, custom, and medical care.

However, there have been little attempt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success factors

of EDI system. In this paper, we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which determine the

success of typical information system and then suggest the additional factors charac-

terized to the EDI system. Our research model, mainly based on the system success

model, is tested by analyzing the empirical data acquired from the companies in the

medical industry. As a result, the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service quality,

and the perceived sacrifice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to the success of EDI system

while data security does no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likely to help providing

useful guidelines for the successful EDI implem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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