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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days, firms are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s with business partners. The supply chain 
integrations are taking critical role in improving the relationships with business partner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T technology, it became possible for firms not only to integrate inner parts of the organization, 
but also to integrate the company with other organizations in the supply chain, which is open system. Therefore, in 
e-Biz environments, it is imperative for firms to strengthen the core capacity through the supply chain integration, 
and to precisely determine the components of the determinants of e-Business integration which impact the firm 
performance. This study analyzed determinants that have impacts on business integration in IT capacity perspectives 
in competetive environments. We analyzed 163 domestic companies to find out many significant suggestive points. 
First, IT management capacity, process innovation capacity are adopted as determinants of differentiation and 
competetive edges against competing firms. Second, it is analyzed that the more the companies are in intensified 
competetive environment, the more likley that the innovation capacity and partner management capacity become the 
determinants of the business integration of the companies and that they pursue new market development strategy. 
Third, it is analyzed that the more the companies are in high demand fluctuation, the more likley that the innovation 
capacity becomes the determinants of the business integration of the companies, and that they pursue new market 
development strategy and operation efficiency strategy. Last, it is analyzed that the more the companies are 
Technology dependent, the more likely that IT management capacity and process innovation capacity become the 
determinants of business integration, and that they pursue new market development strategy and operation efficiency 
strategy. These results provide us the foundation that the determinants that we have analyzed can impact the supply 
chain integration strategies which take into account the competetiv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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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변하는 로벌 시장에서 공 사슬 리는 

경쟁심화, 고객요구의 다양화, 제품 사이클의 단축 

등으로 심을 받고 있다. 공 사슬 리 역은 

한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 사슬상에 존

재하는 많은 기업들과 활동들이 상이 된다. 따

라서 공 사슬 통합은 이러한 경쟁  환경에서 필

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한, 공 사슬 통합

에 핵심 인 요소인 e-Biz 기술들은 로세스 동

기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기업 어 리 이션 간

의 정보교류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편, 2000년  에는 인터넷 버블 상이 나타

나기도 하 으나 많은 기업들이 e-Biz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으로 e-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을 경

주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개방형 시스템인 e- 

Biz으로 독 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

격경쟁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정보 가용성이 확

됨에 따른 편익을 수익으로 환시키는 것도 어렵

다[53]. 즉 기업들은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방

향으로 산업구조를 변경됨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쇠

퇴되고 있다[53]. 따라서 기업은 e-Biz로 경쟁우

를 유지하기가 차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유환경

과 자원을 활용한 독특한 차별화와 비용우 를 가

질 수 있는 략  포지션이 요하다. 기업은 이

러한 략  포지션을 바탕으로 략을 성공 으

로 수행하여 경쟁자를 추월하기 해서 여러 가지 

IT 핵심역량을 배양해야 한다고 하 다[53]. 

e-Biz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자들은 

IT 역량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었다. Teece[63]는 

부분의 연구들이 경쟁 으로 유리한 조건을 획

득하고 유지하기 한 역량의 역할만을 강조하

다고 했으며, Eikebrokk and Olsen[23]는 e-Biz의 

성공  도입과 활용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확정하

는 경험 이고 체계 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하

다. , 기존 연구들은 성공 인 e-Biz 도입과 

활용을 해 다양한 략과 기술을 소개하 으나 

해당 기업의 환경과 여건을 감안한 e-Biz 역량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간 통합에 필요한 IT 역량에 한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며, 경쟁  환경에 따른 

IT 역량과 필요한 략이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성

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목 을 실증 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비즈니스 통합에 필요

한 IT 역량의 구성요인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둘

째, 기업의 경쟁  환경 특성에 따라 비즈니스 통

합에 향을 미치는 IT 역량이 무엇인지를 분석하

여 기업의 략  포지션을 선정하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e-Biz 통합을 통한 략방향의 계를 

분석하여 기업성과 향상을 효율 이고 효과 으로 

추구할 수 있는 략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이론  배경

2.1 IT 역량에 한 연구

IT 역량은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공유, 거래처리 

용이성, 고객 서비스 개선, 공 자통합을 한 기업

의 략  행 로 정의하 다[69]. Heijden[35]은 

Feeny and Willcock[25, 26]가 제시한 정보시스템 

역량을 활용하여 IT 역량을 IT 거버 스, 비즈니

스 시스템  사고, 계 리로 정의하 다. Eike-

brokk and Olsen[23]는 IT 역량을 략계획, IT 

리, 계 리(소싱과 정열), IT와 비즈니스 통합, 

시스템 기술 인 라로 제시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Eikebrokk and Olsen[23]가 제

시한 역량을 바탕으로 e-Biz 환경에서 IT 역량을 

IT 리 역량, 트 리 역량, 로세스 신 역

량으로 구성하 으며, 이에 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 IT 역량은 인터넷 상

에서 e-Biz 통합을 하여 정보 공유, 거래처리 용

이성, 고객 서비스 개선을 한 기업의 략  행

에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하 다.

2.1.1 IT 리역량

IT 리역량은 IT 자원을 계획, 도입, 조직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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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Biz 역량에 한 선행연구 

연구자 요인 IT 리 
트  

리

로세스 

신 
e-Biz 개념 

시스템 기술 

인 라

Eikebrokk and 

Olsen[23] 

Strategic planning O 

IT Management O 

Alignment O 

Sourcing O 

Concept of e-business O 

IT and business process integration O 

System and Infrastructure O 

Heijden[35] 

IT Management O 

Relationship Building O 

Business System Thinking O 

Wade and 

Nevo[65] 
IT Management capabilities O 

주) e-Biz 개념과 시스템 기술 인 라는 본 연구 방향과 일치 하지 않음으로 제거함.

용, 통제하는 노력으로 정의하 다[14] , Feeny 

and Willcocks[25, 26]는 IT 리역량을 비즈니스 

목 과 활동을 통합하는 역량으로 정의했으며, 이

러한 역량은 CIO와 최고경 자간의 계를 유지

하면서 비 과 목표를 공유하고 IT 문화를 진하

는 것이라고 하 다.

Heijden[35]는 IT 리역량을 e-Biz의 베스트

티스 사용, IT 부문과 비즈니스 부분의 한 

계 유지, IT 비 과 비즈니스 비 의 공유 등으

로 구성하 다. , 이선로, 김기 [10]은 IT 역량을 

IT 계획과 IT 기반구조로 분류했으며, IT 계획은 

IT 계획과 비즈니스 략의 일치성, IT 우선순 , 

IT 장기  계획, IT 효과 측정, IT 인력의 문

인 지식을 제시하 다. Eikebrokk and Olsen[23]

는 IT 리를 ITSM 에서 IT 자원을 효과

으로 리하는 의지와 환경변화에 응할 수 있도

록 정보자원을 리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따라

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IT 리 

역량은 e-Biz 환경에서 정보화 략과 사업 략을 

연계하여 선  e-Biz 베스트 티스를 사용하고 

IT 자원을 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

2.1.2 트 리 역량

트 리는 트 십을 일정기간 동안 약정된 

사항에 하여 상호 호의 이고 지속 인 계를 

유지하며 정보공유와 험과 보상을 공유하는 것

으로 정의하 다[24]. 이러한 트 십은 상호 신

뢰성, 개방성, 험  보상 공유를 통하여 경쟁우

를 확보한다[44]. 

트 쉽 모형은 동인(Drivers), 진요인(Faci-

litators), 구성요소(Component)의 3가지 기본요소

로 이루어지며, 이들에 의해 트 쉽의 결과가 결

정된다[44]. 트 쉽 구성요소는 미래지향성, 상

생과  공유, 컴퓨터를 통한 연결, 정보 공유의 

이해, 운  정보화로 구성된다[44]. 이러한 트

쉽은 트 쉽 상황변수(PIC：Partnership in con-

text)와 트 쉽 실행변수(PIA：Partnership)으로 

구분했는데, 트 쉽 상황변수는 상호이익, 결속, 

신뢰로 구분하며, 트 쉽 실행변수는 지식, 상호

의존, 조직연결로 구분하 다[36]. 

Heijden[35]는 e-Biz의 트 쉽 구성요소를 오

쉽 보유, e-Biz의 용성과 이해, IT 부서와 

업의 효과 으로 력으로 구분하 다. Wad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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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o[65]는 이러한 e-Biz의 트 쉽 구성요소를 

업지원, 외부 계, 정보시스템 트 쉽으로 구

분하 다. , Keoy, Hafeez, and Koh[42]는 트

쉽 구성요소를 책임과 역할, 계 개발과 유지, 

리스크 공유와 보상으로 구분하 다. 따라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트 리 역량

은 공동수익을 향상하고 리스크를 감소하기 하

여 트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계를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하 다.

2.1.3 로세스 신 역량

리엔지니어링은 기업의 성과를 극 으로 개선하

기 하여 발달된 정보기술의 힘을 활용하여 지

까지 사용했던 업무방식을 검하고 근본 으로 재

설계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21, 32, 33]. , Heij-

den[35]는 로세스 신역량을 e-Biz를 활용하여 

재 로세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로세스를 개

발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Spremic and Hlupic[58]은 e-Biz 변환 략을 비

즈니스 로세스 변경(Business process change：

BPC)와 로세스 개선(continuous process im-

provement：CPI)로 구분하 다. 비즈니스 로세

스 변경은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과 략, 목표를 

바꾸는 조직 인 변경 형태이며, 로세스 개선은 

산업공학과 시스템 분석  디자인, 사회 공학  

디자인, TQM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21]. 

Kettinger, Teng, and Guha[43]은 비즈니스 로

세스 신요인으로 략  집 도, 정보기술 역할, 

로세스의 변화 범 , 상 리자 참여, 성과측정 

기 , 로세스 기능, 자원의 이용 가능성, 구조의 

유연성, 변화에 한 조직 구성원의 수용능력, 경

자 의지, 업무 로세스의 목표 등으로 구성하

다. , Mustonen-Ollila and Lyytinen[52]은 

로세스 신요인을 사용자의 필요성 인식, 기술

인 인 라스트럭쳐의 가능성, 과거 경험, 고유한 

실험, 자율 인 작업, 사용자의 용이성, 표 에 의

한 교육을 제시하 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은 

비즈니스 로세스 신 요인으로 복업무의 제

거와 통합, 업무 표 화를 제시하 다[54, 60]. 이

러한 업무 로세스 신요인 에서 최고경 자의 

모험지향성이 다른 요인들보다 더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21, 32, 33]. 따라서 기

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로세스 신 

역량은 e-Biz에 기여하여 업무를 개선하고 신하

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

2.2 비즈니스 통합에 한 연구

비즈니스 로세스 통합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기

반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가시키기 하여 비

즈니스와 정보기술을 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21]. 기업은 독립 으로 활동하여 달성할 수 있

는 성과보다 력  계를 형성할 때 더욱 큰 성

과를 달성한다[44]. 즉, 공 사슬 구성원들 간의 

력  노력과 개는 기업의 성과향상은 물론 공

사슬 체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요한 요인이다

[39]. 이러한 높은 수 의 통합은 공 자의 운 효

율성을 향상시키며, 구매자의 상황과 니즈에 맞는 

력  활동으로 구매자의 만족을 높인다[28]. 본 

연구에서는 통합을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

다.

 첫째, 정보시스템 에서 통합을 연구한 것

이다. Timmers[64]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분류

를 신 정도와 기능 통합의 2개 차원으로 구성하

다. Roa, Metts, and Monge[55]는 Timmers의 

모델을 활용하여 e-Biz 발 에 한 로드맵을 존

재단계, 포털 단계, 트랜잭션통합 단계, 기업통합 

단계로 제시하 다. Shunk[57]는 Supply network 

optimization에서 기업, 공 자, 고객간의 내부 통

합, 외부 업, 동기화를 제시하 고, Team[62]는 

통합의 수 에 따라 내부기능 통합, 단일 사이트 

통합, 복합 사이트 통합, 외부 기업간 통합을 제시

하 다[65].

 둘째, 공 사슬망 에서 통합을 연구한 것

이다. 공 사슬통합의 발  단계는 1단계 독립운

, 2단계 기능  통합, 3단계 내부 통합, 4단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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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합으로 구분하 다[59]. 공 사슬 기능  통합

은 고객통합, 내부 통합, 자원  공 자 통합, 기

술과 계획의 통합, 성과 측정의 통합, 계 통합으

로 분류하 다[13]. Frohlich and Westbrook[28]는 

공 자 통합과 수요자 통합으로 구분하 는데 공

자 통합을 재고계획 통합, 공 사슬망 통합, 수

요 측 통합, 오더 계획  리로 구분하 고, 수

요자 통합을 고객정보 수집과 리, 온라인 주문

정보 수  추 , 수요와 측의 통합, 고객 

계 리로 구분하 다. Woods[67]는 통합을 e-Biz 

환경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하여 

고객의 수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 사슬망에 동기

화하는 것이며, 공 이 수요를 과하는 상황에서 

로세스 통합은 고객 심 인 자동화된 비즈니

스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공 사슬 구성원들 간의 

력  노력과 개를 통하여 높은 수 의 업무통합

을 하면 공 사슬 체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

음으로 e-Biz 통합을 주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그

리고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

스 통합은 IT 역량을 활용하여 공습사슬상의 모든 

구성원간의 업무통합 정도로 정의하 다.

2.3 략방향에 한 연구

통합에 한 략방향은 운  효율성 향상을 

한 략과 신시장 개척을 한 략으로 구분하

다. 첫째, 운 효율성 향상 략을 연구한 것이다. 

Keoy, Hafeez, and Koh[42]는 품질개선과 업무 효

율성 향상, 직원 생산성 증 , 내부 로세스 증가

를 제시하 다. Molla and Heeks[50]는 처리속도 

개선, 운  경비 감소, 공 자 계 개선, 구매와 조

달 비용감소 등을 제시하 다. 둘째, 신시장 개척 

략을 연구한 것이다. Christopher and Lee[20]는 

수요와 공 , 시장 로벌에서 혼동과 불확실성이 

증가 할수록 비용 감, 시장 험요소 감소, 매와 

시장 유율 증가, 신시장 개척, 빠른 신제품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하 다. McLaren and Yuan[46]

는 비즈니스 통합으로 비용 감과 자산에 한 증

가된 수익, 시장 니즈에 한 신뢰성  반응성이 

증가된다고 하 다. 

2.4 경쟁환경에 한 연구

기업간 경쟁의 규칙이 바 고, 새로운 기술표

이 발생하며, 고객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즉 경 환경의 변화속도는 차 빨라지고 폭

은 더욱 넓어져 경 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 불확실성은 기업 내부의 정보보다는 외부상

황과 련된 정보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18], 환경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하여 기업간 

정보공유와 정보시스템 활용수 을 높여야 한다고 

하 다[12]. 따라서 기업은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정

보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41].

Duncan[22]은 불확실성에 련된 외부요인을 고

객, 공 자, 경쟁자, 사회 정치  요인, 기술  요인

으로 구성하 으며, Walker and Weber[66]는 불

확실성을 기술 불확실과 수요 불확실성으로 구성

하 다. , 서창수, 김철수[6]는 불확실성을 경쟁불

확실성, 수요불확실성, 기술불확실성으로 구성하

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

래와 같이 기술의존성, 경쟁심화, 수요변동성으로 

구분하 다.

2.4.1 기술의존성

기술의존성은 산업 내 기술이 변화는 정도와 변화

가 산업에 주는 향의 정도를 말한다[17]. 기술의

존성은 거래 상이 되는 제품의 사양이 빈번히 변

화하거나, 미래에 기능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정

도를 의미하며 제품의 기술  의존성이 높으면 거

래 기업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

하여 정보공유의 개연성이 높아진다[66]. 이러한 기

술의존성은 주로 생산업체의 기술변동에 의해 발

생하는데 공 업체의 경우 공 을 한 조건이 변

동되고, 이들 제품을 구매하는 매업체는 효과

인 매를 해 변경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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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3]. 즉 의 기술환경

은 매우 복잡하고, 상호연 성이 높으며, 동시다발

인 기술 신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새로운 기술

과 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

러한 변화에 응하기 해 재무 인 투자를 한다

[6]. 따라서 기업들은 e-Biz를 활용하여 정보를 공

유하여 제품 개발에 한 험을 이고, 보완

인 기술과 상품에 한 근을 해 업무 로세

스를 신하게 된다.

2.4.2 수요변동성

수요변동성은 제품 수요의 변동성과 수요 측에 

한 확신을 의미한다[66]. 생산업체는 매업체 

는 유통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요변동이 심한 경우

에 생산계획 수립이나 자재 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생산업체는 수요정보를 신속하게 획

득하여 기업업무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사업성과

를 높이는데 요한 사항이다[3]. 이러한 수요변동

성은 고객의 구매패턴에 한 측 불가능성이며, 

구매패턴 변화가 산업 내에서 으로 다가올 때 

측가능성이 낮고, 수요불확실성이 크다[15]. 이러

한 경 환경에서, Mendelson and Pillai[47]는 기

업은 의사결정을 할 때에 새로운 정보가 많이 필

요함으로 트 와 효과 인 정보공유를 하여 

커뮤니 이션 기술의 활용이 요하다고 하 다. 

2.4.3 경쟁심화

경쟁심화는 기존 경쟁자와의 차별화, 신규 진입

자, 체재에 한 응에 있어서 측불가능성을 

의미한다[68]. Porter[53]는 기업 략에서 다른 기

업과 차별화를 이루는 요인으로 원가우 략, 차

별화 략, 집 화 략이라고 했으며, 이러한 차

별화를 하는 요인으로는 기존 경쟁자간의 경

쟁강도, 구매자의 상력, 공 자의 상력, 체

상품의 , 새로운 진입자라고 하 다. 

한편, e-Biz가 개방형 시스템이라는  때문에 기

업은 e-Biz 경 환경에서 경쟁자간의 경쟁강도는 

더욱 격화되어 독  치를 지속 으로 유지하

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e- 

Biz 환경은 많은 기업들을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시장의 지리  역을 확장하는 경향

이 있다고 하 다. 따라서 기업은 괴 인 가격

경쟁 때문에 비용구조는 변동비를 낮추고 고정비

용 주로 형성되고 있다고 하 다[24].

3. 연구모형  가설

3.1 연구모형

선행 연구의 부분은 IT 역량이 경 성과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Zhu[69, 70]는 

IT 역량과 IT 인 라스트럭쳐가 기업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하 고 Wade and Nevo[65]는 정보시스

템 리능력, 시스템 설계능력, 정보시스템 용능

력이 경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 Keoy, 

Hafeez, and Koh[42]는 IT 역량이 경 성과(재무

성과, 운 효율 성과, 비즈니스 트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하 고, Eikebrokk and Olsen[23]는 

IT 역량이 경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Grant[30]와 Hart[34]가 주장

한 기업의 자원과 능력이 곧바로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인을 바탕으로 핵

심역량을 창출해야 기업의 경쟁우 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쟁  환경에 따라 비즈니스 통합에 필요한 IT 

역량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통합을 하여 어떤 

략 방향을 설정 할 것인지를 규명하기 하여 

설계하 다.

독립변수는 IT 역량에 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IT 리, 트 리, 로세스 신으로 구

성하 다. 매개변수 선택은 IT 역량이 직 으로 

략방향에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통합에 향을 미친다는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함이다. 즉 공습사슬 구성원들 이 IT 역량을 활용

하여 업무통합 수 을 향상하면 공 사슬 체 성

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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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속변수는 비즈니스 통합이 략방향에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자 선택하 다. [그림 1]은 

지 까지 설명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IT 관리

프로세스
혁신

파트너
관리

비즈니스
통합

H1

IT 역량

경쟁적 환경

기술의존성
경쟁 심화정도
수요변동성

H2

H3

신시장
개척

운영
효율성

H4

H5

전략 방향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 가설

3.2.1 IT 역량과 비즈니스 통합에 한 가설

Byrd and Davidson[16]은 IT의 효과 인 략

계획이 외부 기 과의 통합에 정 인 향을 미

친다고 하 다. IT 리 역량이 높은 기업은 업무 

로세스간 정보공유가 보다 극 이며, 이러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가치사슬상에서 기업간의 업무

를 통합할 때 기업의 경 성과는 극 화 된다[7]. 

Holland[37]는 기업들이 더 경쟁 인 공 사슬을 만

들기 하여 력 계를 지속 으로 유지하고, 비

즈니스 로세스를 SCM 솔루션 이용하여 조직간 

장벽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Chircu and Kauffman[19]는 e-Biz를 통하여 가

치를 창출하기 해서는 공 사슬기업간의 통합이 

요구되고, 이를 해서 IT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하 다. 기업이 IT에 투자하는 목 은 정

보시스템을 통해서 기업의 략과 목표를 달성하

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IT는 비즈니스 략과 

연계되어야 하고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23, 25,  

26]. 따라서 이런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IT 리역량은 e-Biz 통합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비즈니스 로세스 통합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기

반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가시키기 하여 기

존의 비즈니스와 정보기술을 합 시키는 능력이

다[21, 32, 33]. 기업은 이러한 로세스 통합으로 

기업의 수행하고 있는 가치를 향상한다. 구체 으

로 Rockart and Morton[56]는 공 자 연계 강화와 

기업의 가치 활동성 증 , Johnston and Vitale[39]

는 기업거래자의 교섭력 강화와 기업내부의 효율

성 향상, Bakos and Treacy[11]는 운  효율성향

상 등을 추구하 다. 기업은 조직 간의 신뢰와 트

쉽이 강할수록 시장구조에 한 이해를 통해 

로세스를 신하고 략 인 계가 향상된다[61]. 

Gosin et al.[29]는 공 사슬에서 네트워크 리 리

더인 형 제조업체를 심으로 부품의 조달과 공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 사슬 리더는 네트워

크 경쟁력 강화를 향상시키기 하여 력업체간 

로세스 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15]. 따

라서 이런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 로세스 신역량은 e-Biz 통합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정 인 트  리는 성공 인 SCM을 해 

필수 이며, 신뢰와 몰입은 정보공유와 력의 수

을 증가시킨다[51]. 정보공유와 력의 결정요인

은 신뢰와 몰입이며, 신뢰와 몰입의 상호작용은 

트 십을 허용하는 조  행 를 가져온다고 하

다[9]. Mentzer[48]는 신뢰, 몰입, 의존도가 기업

간 정보공유와 력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으며, Moberg, Culter, Gross, and Speh[49]는 몰입

이 략  정보교환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주

장하 다. Andraski[10]는 일반 으로 공 사슬 참

여기업 간의 력이 증가할수록 효율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성과도 높아진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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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Ellram and Hendrick[24]는 트  리

역량이 정보공유에 향이 있다고 했으며 Wade 

and Nevo[65]는 업지원을 트  구성요소로 구

성하 다. 따라서 이러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근

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3： 트 리 역량은 e-Biz 통합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비즈니스 통합과 략방향에 한 가설

Lambert et al.[44]은 기업이 독립 으로 활동하

여 달성할 수 있는 성과보다 업  계를 형성

하는 기업이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기업 간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해

서 기업들은 IT 투자와 같은 업  활동이 요구된

다[67].  공 사슬 구성원들은 많은 양의 정보와 

핵심 인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하

다. Christopher and Lee[20]는 혼동과 불확실성

이 증가 할수록 비즈니스 통합으로 신시장 개척 

략을 수행한다고 하 다.  McLaren and Yuan 

[46]는 비즈니스 통합으로 시장 개척에 한 신뢰

성  반응성이 증가된다고 하 다. 

H4：비즈니스 통합이 신시장 개척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공 사슬 구성원들간의 업  노력과 개는 자

사의 성과향상은 물론 공 사슬 체의 성과를 향

상시키는 요한 요인이라고 하 다[39]. Frohlich 

et al.[28]은 공동과제해결을 한 높은 수 의 통합

은 공 자의 운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구매자의 

상황과 니즈에 맞는 업  활동은 구매자의 만족

을 높일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이런 선행 연구

들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5：비즈니스 통합이 운  효율성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4. 연구 방법

4.1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방법

본 연구모형의 각 변수들에 한 조작  정의는 

선행연구를 심으로 <표 3>과 같이 정의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은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작성했으며 각 변수들에 한 측정도구들은 

리커트 7  척도를 이용하 다

4.2 자료 수집 

본 연구를 해 국내의 제조기업을 상으로 

기업과 견기업, 소기업을 부 포함하여 조사

하 다. 본 연구의 분석단 는 e-Biz에 련되어

서 정보화 련 조직으로 구성했지만, 실제 설문 과

정에서는 정보화 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조직, 

기업을 표할 수 있는 경 자와 책임자, 경험이 풍

부한 실무담당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총 300여 개의 

목표 설문 에서 회수된 설문은 200여 개이다. 이 

가운데서 설문 37개는 제거하고, 설문 163개를 분

석에 사용하 다. 응답자의 특성은 <표 4>와 같으

며 회사 규모를 기업과 견기업, 소기업으로 

구분하면 소기업 100억 이하 35(21.5%)개, 견

기업 500억 이하 65(39.9%)개, 기업 1천억 이상 

63(38.6)개로 구분된다. 주로 제조회사를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는데, 업종은 자 32(19.6%)개, 기

계 22(13.5%)개, 기 20(13.5%)개, 가구/목제 20 

(12.3%)개, 기타 25(15.3%)개로 조사하 다. 

5. 자료분석  가설검증

본 연구의 검정은 요인분석과 경로분석, 조 효

과 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측정요인을 상으로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 다. IT 역량들은 선행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

 배경을 통해 사용한 설문 문항들이 올바르게 

묶었는지에 해 SPSS18.0을 사용하 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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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조작  정의 

구 분 변수 조작  정의 측정항목 연구자

IT

 역량

IT 

리역량
IT 리 능력 정도

∘ e-Biz의 배스트 랙티스를 사용하려는 의지 정도

∘정보화 략과 사업 략을 연계 운 하려는 의지 

정도

∘ IT 자원의 효과  리하려는 의지 정도

∘환경변화에 응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을 리하는 

정도

이선로, 김기 [7], 

Eikebrokk and Olsen[23], 

Heijden[35], 

Karimi et al.[40]

트  

리

트 십 략을 

통하여 계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의지 정도

∘원활한 커뮤니 이션을 하려는 의지 정도

∘상호 신뢰 계를 유지하려는 의지 정도

∘수익과 리스크를 공유하려는 의지 정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는 노력 정도

∘비즈니스를 이해하려는 노력 정도

Ellram and Hendrick[24], 

Heijden[35], 

Henderson[36], Keoy et 

al.[42], Mentzer at al.[48], 

Wade and Nevo[65]

로세스

신

e-Biz가 비즈니스에 

기여하여 업무를 

개선하고 신하는 

정도

∘ 복업무 제거  로세스 통합하려는 의지 정도

∘업무의 표 화하는 노력 정도

∘ 로세스 개선에 필요한 인력구성과 실행능력 보유 

정도

∘업무의 개선 경험 보유 정도

∘경 신기법을 이용하여 업무를 신하는 노력 

정도

Davenport[21], 

Hammer and Champy[32], 

Heijden[35], 

Power et al.[54], 

Subramani[60]

 비즈니스 

통합

공 사슬상의 모든 

구성원간의 가치사슬 

통합 정도

∘고객 정보수집과 리하는 정도

∘수요(주문)정보 공유 정도

∘제품개발/ 매계획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정도

∘재고정보 공유 정도

∘공 사슬 리를 하여 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

∘납기 수를 하여 일정을 의하여 진행사항을 

추  할 수 있는 정도

김철수, 김연태[4], 김철수, 

서창수[5], Frohlich and 

Westbrook[28], 

략

방향

운  

효율성

운  효율성 증진 

의 략  노력 

정도

∘비즈니스 로세스 처리 시간 단축에 

∘비즈니스 로세스의 처리비용 감에 

∘고객 서비스 질  향상에 

∘고객에게 납기를 수하고 기업 신뢰성을 높이는데 

∘비용 감에 

Christopher and 

Lee[20], Frohlich and 

Westbrook[28], Keoy, 

Hafeez, and Koh[42], 

신시장 

개척

신시장 개발과 

련된 략  노력 

정도

∘새로운 신시장 진출에 

∘새로운 사업 트  창출에 

∘웹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에 

∘ 략  제휴를 통하여 신 시장 창출에 

∘신 사업 개발을 통해 신 시장 창출 

Christopher and Lee[20], 

McLaren and Yuan[46]

경쟁

환경

요인

경쟁 

심화 

정도

해당 산업내의 경쟁 

정도

∘산업내 기업들간의 반 인 경쟁정도

∘동일한 제품을 공 하는 기업수

∘가격 경쟁 정도

∘ 고/  경쟁 정도

∘신규 진입자가 진입 정도

강신철 등[1], 

서창수, 김철수[6], 

Burgers et al.[15], 

Chatterjee[17], 

Huang[38]수요 

변동성

해당 산업내에서 

시장수요가 빠르고 

불규칙하게 변하는 

정도

∘고객 선호도(니즈) 변화정도

∘고객의 새로운 제품/서비스 요구정도

∘고객의 워가 높아지는 정도

∘ 반 인 시장 니즈의 변화속도

기술 

의존성

해당 산업내에서 

기술의 변화 속도와 

이에 따른  

효과의 불확실 정도

∘산업내 핵심기술 변화정도

∘향후 2～3내 기술변화 측 정도

∘신기술 출 의 향정도

∘기술개발의 요성 정도

서창수, 김철수[6], 

Chatterje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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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응답기업의 규모변인

구 분 내용 빈도 평균 구 분 내용 빈도 평균

임․
직원수

50인 이하 34 20.90 

매출액 
규모

100억 이하 35 21.50 

100인 이하 9 5.50 500억 이하 65 39.90 

200인 이하 76 46.60 1,000억 이하 33 20.20 

300인 이하 21 12.90 5,000억 이하 21 12.90 

301인 이상 23 14.10 5,000억 이상 9 5.50 

합계 163 100 합계 163 100

<표 4> 잠재  요인의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항목 비즈니스 통합 운 효율 IT 리 트 리 신시장 개척 로세스 신 신뢰도

cc_it4 0.828 0.002 0.120 -0.053 0.039 0.103 

0.86

cc_it2 0.800 0.094 0.030 0.102 0.100 0.088 

cc_it3 0.739 0.145 -0.053 0.164 0.014 0.178 

cc_it6 0.711 0.090 0.107 0.197 0.037 0.007 

cc_it5 0.703 -0.058 0.238 0.125 0.113 0.149 

cc_it1 0.696 -0.091 0.193 0.042 0.142 0.260 

ie_ef4 0.054 0.869 0.018 0.170 0.019 0.062 

0.89

ie_ef3 0.069 0.854 0.052 0.201 0.062 0.077 

ie_ef5 0.074 0.810 0.195 -0.013 0.097 -0.046 

ie_ef2 -0.014 0.759 0.201 0.136 0.231 0.052 

ie_ef1 -0.007 0.623 0.168 0.349 0.232 0.151 

bc_im3 0.140 0.139 0.845 0.195 0.133 0.121 

0.89
bc_im4 0.110 0.158 0.836 0.111 0.108 0.141 

bc_im2 0.207 0.212 0.756 0.320 0.218 0.002 

bc_im1 0.236 0.160 0.647 0.228 0.351 0.128 

bc_pt2 0.159 0.194 0.238 0.757 0.282 0.142 

0.86

bc_pt3 0.070 0.001 0.232 0.757 0.361 0.119 

bc_pt5 0.245 0.342 0.061 0.687 0.135 0.050 

bc_pt4 0.114 0.451 0.325 0.576 0.048 0.040 

bc_pt1 0.093 0.377 0.372 0.558 0.086 0.048 

ie_ns4 0.151 0.137 0.130 0.209 0.793 0.119 

0.79ie_ns5 0.117 0.234 0.128 0.150 0.764 0.101 

ie_ns3 0.044 0.088 0.249 0.192 0.757 -0.053 

bc_pi2 0.256 0.149 0.034 0.142 0.110 0.861 

0.79bc_pi3 0.278 -0.027 0.197 0.173 0.068 0.819 

bc_pi1 0.474 0.161 0.178 -0.093 -0.008 0.514 

주) 표 형성 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0.8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근사 카이제곱 = 2611.16, 자유

도 = 325, 유의확율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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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개별항목 신뢰성과 내  일 성 분석 결과

변수 측정항목 재량
신뢰성 
지수
(CR)

평균분산
추출지수
(AVE)

변수 측정항목 재량
신뢰성 
지수
(CR)

평균분산
추출지수
(AVE)

IT
리

bc_im4 0.75

0.89 0.66
비즈니스 
통합

cc_it1 0.76

0.83 0.56
bc_im3 0.82 cc_it2 0.72

bc_im2 0.91 cc_it4 0.76

bc_im1 0.76 cc_it5 0.75

트
리

bc_pt4 0.76

0.80 0.51

신시장 
개척

ie_ns4 0.84
0.78 0.64

bc_pt3 0.61 ie_ns5 0.76

bc_pt2 0.72

운  
효율

ie_ef1 0.67

0.89 0.61

bc_pt1 0.74 ie_ef2 0.75

로세스 
신

bc_pi3 0.89

0.86 0.75

ie_ef3 0.87

bc_pi2 0.84
ie_ef4 0.85

ie_ef5 0.76

AMOS를 이용하여 구조모형의 합성을 검증하

다. e-Biz 역량과 e-Biz 통합으로 구성된 모형을 

검정하기 하여 AMOS18.0를 이용하여 경로분석

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측정요인의 조 효과

를 검정하 다.

5.1 탐색  요인분석

탐색  요인분석은 독립변수 5개와 종속변수 1

개에 하여 실시하 으며 요인 재량이 0.6 이하

인 것은 제거했다. 요인추출방식으로는 주성분 분석

방법을 용하 으며 요인 회 방식으로는 직각회

 방법을 이용했다. 요인분석 결과는 독립변수에

서 로세스 신 3개가 제거하고 추출된 요인들의 

크로바알 값이 0.79～0.89으로 나타나 일반 인 수

용기 이 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31]. 따라서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을 통해 구해진 요

인들의 단일 차원성(Unidimensionality)은 검증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잠재요인들의 탐색  요

인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5.2 측정모델에 한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델을 검증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 결과로 도출된 측정변수들에 하여 

개념타당성, 내 일 성, 수렴타당성, 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AMOS를 이용한 확인요

인분석(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

시하 다. 개별항목 신뢰성 검증 경우는 표 화된 

요인 재치가 0.5 이상을 나타나면 요인의 측정항

목으로 채택한다[31]. 내  일 성은 신뢰성 지수

(Composite Scale Reliability Index)를 사용하며 

신뢰성 지수(CR)가 0.7 이상이면 각 변수의 측정이 

내  일 성이 있다고 단한다[27]. 측정결과는 측

정요인 모두가 0.78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

을 보이고 있다. 분산추출지수(AVE)는 0.5 이상을 

나타내면 수렴타당성이 확보하 다고 한다[27]. 개

념 타당성과 내  일 성, 수렴 타당성에 한 결

과는 <표 6>에 있다. 둘째, 별 타탕성 분석을 실

시하 다. 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했

을 때 얻어진 측정값들간 상 계를 나타내는 통

계기법으로써 상 계수가 낮게 나올 경우 별타

당성이 높다고 말한다. 별타당성 결과는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요인 사이에 구한 분산

추출값( 각선 행렬의 수치)이 각 요인의 상 계

수의 제곱, 즉 결정계수보다 크기 때문에 요인 사이

에는 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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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별 타당성

항목 IT 리 로세스 신 트  리 비즈니스 통합 신시장 개척 운  효율

IT 리 0.66 　 　 　 　 　

로세스 신 0.12
**

0.51 　 　 　 　

트  리 0.41** 0.12** 0.75 　 　 　

비즈니스 통합 0.15
**

0.23
**

0.08
**

0.56 　 　

신시장 개척 0.21
**

0.08
**

0.27
**

0.08
**

0.64 　

운  효율 0.17** 0.04** 0.30** 0.01** 0.14** 0.61

주) 각선의 값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분산추출지수)이다.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2-tailed).

IT 관리

프로세스
혁신

파트너
관리

비즈니스
통합

2.606

전략방향

4.992

신시장
개척

운영
효율

3.955

2.078

IT 역량

[그림 2] 구조모형분석 결과 

<표 7>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도

통계량 GFI NFI IFI CFI RMR
RMS
EA

Χ2 df

수치 0.821 0.821 0.893 0.892 0.316 0.86 392.9 178

5.3 가설검증

5.3.1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모형의 측정항목의 재치와 경로계수의 

통계  유의성을 평가하기 하여 AMOS를 활용했

다. 잠재변수들간의 인과 계를 분석한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모형의 합성을 평

가하는 지수는 χ2와 GFI, RMR, RMSEA, NFI, 

CFI 등을 활용하 으며 결과는 <표 7>에 정리했

다. GFI 값이 0.794로 다소 낮다고 단할 수 있으

나, 이는 측정항목에 비해 은 표본수로 분석하

기 때문이며 표본수가 많이 확보될 수 있다면 

모형 합도는 향상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RMR

이 0.08보다 작으면 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분산 행렬로 분석한 경우에는 표 화 잔

차 제곱평균의 제곱근이 0.5 이하이면 모델이 양호

한 것으로 해석한다. RMSEA의 제곱근은 연구자

에 따라 평가기 이 상이하며, 0.1를 과하지 않으

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단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5.3.2 가설 검증

구성개념 간의 인과 계를 설명하기 하여 IT 

역량과 비즈니스 통합, 략방향의 계에 한 경

로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IT 역량과 비즈니

스 통합에 한 가설 검증은 2개가 채택되었고 1

개가 기각되었다. IT 리 역량이 비즈니스 통합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H1(t = 2.606, P < 0.05)과 

로세스 신이 비즈니스 통합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H2(t = 4.992, P < 0.05)이 유의수 에서 채

택되었다. 그러나 트 리가 비즈니스 통합에 

향을 미치는 가설 H3는 기각되었다. 그리고 비

즈니스 통합이 략방향에 향을 미치는 가설 검

증은 모두 채택되었다. 비즈니스 통합은 신시장 개

척 략에 향을 미치는 가설 H4(t = 3.955, P < 

0.01)이 유의수 에서 채택되었다.  비즈니스 통

합이 운  효율의 략에 향을 미치는 가설 H5 

(t = 2.078, P < 0.01)는 유의수 에서 채택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IT 역량 에서 IT 리 역량, 

로세스 신이 비즈니스 통합에 향을 미치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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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심화가 높은 집단경쟁심화가 낮은 집단

IT
관리

프로세스
혁신

파트너
관리

비즈니스
통합

3.175

3.570

신시장
개척

운영
효율

IT
관리

프로세스
혁신

파트너
관리

비즈니스
통합

3.158

3.998

신시장
개척

운영
효율

1.9061.976

IT 역량 IT 역량 전략 방향전략 방향

[그림 3] 경쟁심화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차이분석 

즈니스 통합은 신시장 개척 략과 운용 효율성 

략에 직 으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표 8> 경로분석 결과

가설 경로
경로
개수

T-값
검증
결과

H1
IT 리 → 

비즈니스 통합
0.341 2.606 채택

H2
로세스 신 → 
비즈니스 통합

0.366 4.992 채택

H3
트  리 → 

비즈니스 통합
-0.79 -0.524 기각

H4
비즈니스 통합 → 

신시장 개척
0.496 3.955 채택

H5
비즈니스 통합 → 

운  효율
0.179 2.078 채택

주) 
**
：significant at p < 0.01, 

*
：significant at p < 0.05.

5.4 조 효과의 검증

연구모형에 한 경로분석 결과를 확인하 으므

로 경쟁환경이 조 변수로서 연구모형에 어떠한 

향이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조 변수는 경쟁환경 

요인으로 기술의존성, 경쟁심화 정도, 수요변동성

의 변수를 사용했다.

5.4.1 경쟁심화의 조 효과 분석

경쟁환경요인 에서 경쟁심화가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

집들간 유의수  0.00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

고 경로분석 결과를 [그림 3]와 같다. 경쟁심화가 

낮은 집단은 IT 리와 로세스 신이 비즈니스 

통합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비즈니스 통

합이 략방향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경쟁심화가 높은 집단은 IT 리와 로세스 , 

트  리가 비즈니스 통합에 유의한 결과를 보

이고 있고 비즈니스 통합이 신시장 개천 력과 

운 효율 략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5.4.2 수요변동성의 조 효과 분석

경쟁환경요인 에서 수요변동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들간 유의수  0.00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

왔고 경로분석 결과를 [그림 4]와 같다. 수요변동

성이 낮은 집단은 IT 리와 로세스 신이 비

즈니스 통합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비즈

니스 통합이 략방향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

지 않다. 수요변동성이 높은 집단은 로세스 

신이 비즈니스 통합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비즈니스 통합이 신시장 개천 력과 운 효율 

략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5.4.3 기술의존성의 조 효과 분석

경쟁환경요인 에서 기술의존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들간 유의수  0.00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

왔고 경로분석 결과를 [그림 5]와 같다. 기술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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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변동성이 높은 집단수요 변동성이 낮은 집단

IT
관리

프로세스
혁신

파트너
관리

비즈니스
통합

2.337

2.196

신시장
개척

운영
효율

IT
관리

프로세스
혁신

파트너
관리

비즈니스
통합

3.479

4.237

신시장
개척

운영
효율

2.555

1.928

IT 역량 IT 역량 전략 방향전략 방향

[그림 4] 수요변동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차이분석

기술의존이 높은 집단기술의존이 낮은 집단

IT
관리

프로세스
혁신

파트너
관리

비즈니스
통합

2.956

신시장
개척

운영
효율

IT
관리

프로세스
혁신

파트너
관리

비즈니스
통합

3.343

3.943

신시장
개척

운영
효율

2.392

2.805

IT 역량 IT 역량 전략 방향전략 방향

[그림 5] 기술의존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차이분석 

성이 높은 집단은 로세스 신이 비즈니스 통합

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비즈니스 통합이 

략방향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기

술의존성이 높은 집단은 IT 리, 로세스 신

이 비즈니스 통합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비즈니스 통합이 신시장 개천 력과 운 효율 

략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6. 결  론

6.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경쟁  환경에서 비즈니스 통합에 필

요한 IT 역량이 무엇인지와 통합에 필요한 략은 

무엇인지를 도출하기 해 수행되었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여러 이론  배경화에서 IT 역량과 비

즈니스 통합 요인들을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모델은 반 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안된 연구가설을 검증

한 결과 IT 역량과 비즈니스 통합에 한 가설 검

증은 2개가 채택되었고 1개가 기각되었다. IT 역

량 에서 IT 리역량과 로세스 신 역량이 

비즈니스 통합에 향을 미치고 트 리 역량

은 비즈니스 통합에 향을 미지지 못했다.  비

즈니스 통합은 신시장 개척과 운  효율성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 효과에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심화가 낮은 집단은 로세스 신 역

량이 비즈니스 통합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쟁심화가 높은 집단은 IT 리 역량, 로세스 

신 역량이 비즈니스 통합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

고 있으며 비즈니스 통합은 신시장 개척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수요변동성이 낮은 집

단은 IT 리 역량과 로세스 신 역량이 비즈

니스 통합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수요변

동성이 높은 집단은 로세스 신 역량이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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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통합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셋째, 기술

의존성이 높은 집단은 로세스 신 역량이 

e-Biz 통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2 연구의 의의  시사

본 연구는 경쟁  환경에 따라 비즈니스 통합에 

필요한 IT 역량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통합을 

하여 어떤 략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를 규명하

다. 연구 결과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시사 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연구와 차이 은 기존 연구는 e-Biz 

환경에서 IT 역량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한 것이 부분 이 으나 본 연구에서는 IT 역

량과 비즈니스 통합간의 계를 분석한 것이다. 

 경쟁  환경요인에 따라 비즈니스 통합에 필요

한 IT 역량이 무엇인지를 분석하 고 어떤 략방

향을 설정할 것인지를 분석 하 다. 

둘째, 경쟁환경에서 경쟁심화에 련된 사항이

다. 경쟁심화가 높은 집단은 로세스 신 역량

과 트  리 역량이 비즈니스 통합의 결정요인

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시장 개척 략

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쟁심화가 높은 

집단은 기존 경쟁자간의 경쟁 강도, 신규 진입자, 

체재의 , 공 자의 상력, 구매자의 상력

이 상 으로 높은 환경에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는 기존 시장에서 운  효율성을 향상보다 신 시

장을 개척하는 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로세스 신 역량은 신 시장 개척에 필요

한 로세스 개선 조직 구성, 실행능력 보유, 로

세스 개선 경험 등이 필요하다. 트 리 역량

은 트 들과 커뮤니 이션 능력, 신뢰 계 구축 

능력, 수익과 리스크 공유 능력, 책임과 역할 정의 

능력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을 바탕으로 신

시장 개척 략은 신 사업 개발과 략  제휴로 

신시장 창출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쟁환경에서 수요변동성에 한 사항이

다. 수요변동성이 높은 집단은 로세스 신 역

량이 비즈니스 통합에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신시장 개척 략과 운 효율 략

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요변동성이 낮

은 집단은 구매 패턴에 한 측이 높아서 생산

계획 수립이나 자재 리에 어려움이 은 경우이

다. 수요변동성이 높은 집단 고객의 구매 패턴에 

한 측 가능성이 낮고, 수요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생산계획 수립이나 자재 리에 어려움이 

많을 경우이다. 따라서 정보공유를 한 로세스 

신 역량은 로세스 개선 조직 구성, 실행능력 

보유, 로세스 개선 경험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을 바탕으로 운 효율 략은 로세스 처리

시간 단축, 처리비용 감에 을 맞추어야 하

며 고객에 한 서비스 향상과 납기 수를 통한 

신뢰성을 향상해야 한다. , 새로운 고객 확보를 

한 신시장 개척 략은 신 사업 개발과 략  

제휴를 통한 신시장 창출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경쟁환경에서 기술의존성에 한 사

항이다. 기술의존성이 높은 집단은 IT 리 역량

과 로세스 신 역량이 비즈니스 통합에 결정요

인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시장 개척과 

운  효율 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

술의존성이 높은 집단은 거래 상이 되는 제품이 

빈번히 변화거나, 제품의 기능 개선이 높은 경우이

다. 이러한 기업들은 신 ( 는 강화된) 특징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시장에 선두 으로 출시하

기를 원한다. 따라서 신제품/서비스에 한 기회 

포착, 기술력 강화를 하여 신기술 확보, 체계화

된 고성능 제품 개발 등을 하여 로세스 신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 제품 견본 제

작  시뮬 이션, 컴퓨터로 지원되는 설계  제

조(CAD, CAM) 등을 활용하기 하여 IT 리 역

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들은 운  

효율을 한 략을 운 리 로세스, 고객 리 

로세스, 신 로세스에 용한다. 운 리 

로세스는 신속한 제품 도입, 빠른 성장을 한 생

산력 확충, 생산라인 내 실험실 개선을 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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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고객 리 로세스는 복잡한 신규 제품과 

서비스에 한 고객 교육, 신규 제품  서비스를 

한 아이디어 포착에 련된 활동이다. 신 

로세스는 체계화된 고성은 제품개발, 제품 개발 소

요시간단축 등에 련된 활동이다. 신시장 개척 

략은 고성능 제품과 신제품을 활용하여 신 사업을 

발굴하여 신시장 창출하고 략  제휴를 통한 신

시장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결과는 후속연구를 하여 몇 가지 한

계 을 밝히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비즈니스 통합 정도만 평가하 다. 그러나 

비즈니스 통합을 등 화하여 그 수 에 따라(산업

별)필요로 하는 역량과 역량수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역량수 이 높은 기업은 IT 역량을 많이 

확보했을 것이며 역량수 도 높을 것이나, 역량수

이 낮은 기업은 IT 역량을 게 확보했을 것이

며 그 수 도 낮을 것으로 단된다.

둘째, 본 연구의 상은 제조업을 상으로 하

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과 업종별로 필요역량과 

다양한 인과 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업

종별로 필요로 하는 IT 역량과 비즈니스 통합 수

이 다를 것으로 단된다. , 경쟁  환경에 따

라 산업별 업종별로 요구하는 역량의 종류와 수

이 다를 것으로 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기업과 견기업, 소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견기업, 

소기업을 구분하여 필요한 역량과 다양한 인과

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업, 견기업, 소기

업별로 필요로 하는 IT 역량과 비즈니스 통합 수

이 다를 것으로 단된다. , 경쟁  환경에 따

라 기업 규모별로 요구하는 역량의 종류와 수 이 

다를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은 샘  수로 인하

여 연구 분석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향

후 연구에서는 보다 큰 샘풀을 구성하여 다양한 분

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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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관광분야),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에서의 협업전략, 고객서비스 경영, e-

비즈니스, SCM 등이다.

한  호 (topcom21c@gmail.com)

인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인하대학교에서 MIS 관련분
야를 강의하고 있다. PwC(현 IBM)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위즈컨설팅 
(WisConsulting)에서 대표컨설턴트로 경영전략, HR분야, IT 분야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TFS에서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감리와 IT 분야 컨설팅을 
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경영/IT 전략, e-비즈니스, HR 분야, 성과평가와 
보상 등이다

한 복 우 (davidhan@genesem.com)

현재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이며,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제너셈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인하대 공대 기계공학
사(1986), 인하대 경영학석사(2010)를 취득하였다. 연구관심 분야는 산업별 
서비스 품질요인을 비교분석과 효과적 서비스 혁신 정책 수립이다. 1986년 
한미반도체에 입사해, 15년간 개발담당 연구소장으로 역임하고, 첨단 반도
체장비 국산화 초석을 다졌다. 2000년 제너셈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금까
지 12년간, 반도체의 생산성에 혁신적 방법론을 도입한 첨단장비를 제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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