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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에 스며든 웹 기술이 얼마나 해당 조직에 융합되어 정보시스템의 성공에 이바지하는
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 경영진 지원, 

전략적 투자 정당성, 그리고 컴퓨터 접근과 사용은 웹 기술 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웹 기술 
융합은 정보시스템 프로젝트의 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둘째, 웹 기술 융합을 전략 차원과 
활동 차원으로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 전략 차원에서는 최고 경영진 지원이 정보시스템 성공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
진 반면 활동 차원에서는 전략적 투자 정당성이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정보시스템 프로젝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웹 기술 융합에 있어서 세부 차원 중 전략 차원이 활동 차원보다 높은 성공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웹 기술과 같은 정보기술은 조직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사업도구이며 높은 수익의 원천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웹 기술 융합, 최고 경영진의 지원, 전략적 투자 정당성, 컴퓨터 접근과 사용, 정보시스템 성공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at the assimilated web technologies can contribute to IS(information system) 
success.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 findings are identified. First, top management 
championship, strategic investment rationale, and computer use and access affected web technology assimilation, 
and then web technology assimilation influenced on IS development success positively. Second, top management 
championship had more influence than other independent variables in strategies dimension of web technologies 
assimilation while strategic investment rationale did in activities dimension. Third, the strategies assimilation 
was more dominant than the activities assimilation for IS success. Thus it is concluded that IT including web 
technologies brings organizations a powerful business tool and high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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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많은 조직에서는 정보기술을 극 으로 활용

하여 경쟁우 를 얻고 략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정

보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한 창기부터 정보기술을 

히 응용하면 조직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는데 크

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이 인정되었다[1]. 이러한 상황에

서 구체 이고 명시 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보기술

의 활용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론 으

로도 그리고 실무 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주제이다. 왜

냐하면 정보기술 사용의 기본 인 근거는 과업 리보다

는 과업 성취에 있기 때문이다[2]. 최근 인터넷의 요성

이 커지면서 사업모델, 조직구조  업무처리, 고객  사

업 트 와의 계 등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웹 기술

은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3]. 그런데 웹 기술이 

자상거래 등 기업활동에 히 용되기는 상당히 어렵

다[4]. 왜냐하면 여 히 웹 기술은 복잡하고 어려울 뿐더

러 정 콘텐트 제시, 사생활 침해 문제, 요자료 보안, 

개인화 등 시스템 반에 걸쳐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5]. 따라서 기업

들은 정보기술의 다양한 기능성에 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제품 목록에서부터 동 이고 상호작용 인 제품 

 서비스 개발까지 성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조직으로의 웹 기술 융합은 정보기술 역량이라는 개

념에 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 이해의 정도가 

깊을수록 마 , CRM 등의 성공을 이끄는 요한 요인

이 된다. 나아가 웹 기술의 효과 이고 효율 인 융합은 

그 자체가 조직의 업무 처리로 통합됨을 의미한다. 재 

활용되는 기술과 업무 처리 사이의 동화과정은 반드시 

필수 이고도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 낸다[6]. 를 들어, 

최고 경 진의 활발한 활동이 있거나 앞선 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기업은 조직 구조를 바꾸는데 기술 사용을 

극 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다른 신기술로

의 동인(動因)으로 활용한다[7].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기술 사용과 조직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동반 인 발

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끊임없이 내

외 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 효과 인 

조직구조의 변화는 필수 이며, 그에 따른 기술의 

한 융합과정 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이란 하드웨어  소 트웨어와 같은 단순

한 개념이 아니라 조직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직무

차, 정보, 인간, 정보기술의 집합체이다[8]. 즉, 정보시스

템 개발이란 기업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업무 차를 수립

하기 하여 이런 요소를 정의, 분석, 설계하여 실제로 시

스템을 통해 구 한 일련의 활동을 일컫는다. 따라서 잘 

구축된 정보시스템은 기업의 활동을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업의 

지속 인 경쟁우 의 원천이 될 수 있다[9]. 따라서 정보

시스템 개발 로젝트의 리는 기업의 매우 요한 활

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 웹 기술은 조직 내에 골고루 향을 미치고 있으

며, 단순히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 같은 단순한 것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보시스템 개발에도 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웹 기술이 조직 내

에 얼마나 깊숙이 퍼져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를 알아보

기 한 노력은 부족한 편이었다. 실제로 웹 기술은 그  

웹 리자에게나 필요한 지식 정도로 취 되기도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을 인식하여 웹 기술이 얼마나 

기업 내부에 융화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고 한 이러한 

기술융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살펴 보고자 한다. 한 이러한 기술융합에 따라 실제

로 정보시스템 개발에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재 자기가 속한 조직의 웹 

기술 융합 정도와 그 선행요인을 악하여 궁극 으로 

해당 조직이 직면해 있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에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 한다.

2. 관련 연구 서술

2.1 웹 기술 융합

융합이란 조직의 반 인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술사

용의 범 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업무처리에 연

되는 활동에 기술이 얼마나 례화되어 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10,11]. 기술 융합 이론에 의하면 부분의 정보기

술은 이른바 ‘융합 차이(assimilation gap)’를 나타내게 마

련이라고 한다. 즉, 기술에 한 조직 인 융합과 사용은 

조직이 그것을 효과 으로 용시키기까지 한참 뒤떨어

진다는 것이다[12]. 

기술 융합의 이론  근거는 제도주의 이론(i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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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도주의 이론에 의하면 기

업은 그 안에 있는 개인  개인의 행동과 인지를 이루는 

과정 그 자체를 하나의 제도  개체로서 악한다. 그러

한 제도주의 이론[13,14]에서는 개인의 행동과 인지에 

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의미 구조(structures of signification): 개인들은 

신기술 융합에 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할지를 이해하

기 한 인지  지침으로서 이러한 구조를 받아들인다.

(2) 법성 구조(structures of legitimization): 개인들

은 그들의 융합 행동에 있어서 조직  차원의 당성에 

해 이러한 규범  틀을 재확인한다.

(3) 지배 구조(structures of domination): 개인들은 조

직의 제재를 피하고 규칙을 반하지 않기 한 융합 행

동을 하기 해 이러한 구조를 받아들인다.

최근의 흐름에서 볼 때 정보기술은 거의 모든 산업분

야에 용됨으로써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여타 기술 

발 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웹 기술 융합은 기업의 

자상거래에 있어서 략과 활동을 진시키는 웹 기술의 

조직 인 사용 범 라고 할 수 있다. 의 웹 기술은 

정보를 하고, 상호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거래 등 업

무의 강력한 지원 도구이다[5]. 무엇보다도 웹 기술은 사

업의 잠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

다. 이제는 웹 기술이 단순히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축된 가상공간 안에서 가격을 감

하고 사업 기능을 자동화하며 궁극 으로 수익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의 터 이 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6]. 

Swanson(1994)은 정보시스템 신의 세 번째 단계에서

는 정보기술이 기업의 략  수 에서 기능하며 핵심

인 사업 성과에도 향을 미친다고 하 다[15]. Chatterjee 

et al.(2002)은 Swanson(1994)[15]의 정보시스템 신 분

류에 의거해서 웹 기술 융합이 정보시스템 신의 단계

 세 번째에 속하는 개념으로 규정하 다[16]. 그러면서 

융합의 수 에 따라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주요한 성과

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 다[16].

Chatterjee et al.(2002)은 자상거래 환경에서 웹 기

술 융합이 략  융합과 활동  융합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제시하 다[16]. 먼  략  융합의 경우 신

규 고객 유치, 새로운 유통 경로 창출, 부가가치가 있는 

고객 서비스 제공 등의 략에 웹 기술을 이용하는 구조

 행동의 결과물로서 비용효율 인 수단이다. 이런 경

우에 웹 기술은 재와 미래 고객에게 정 인 기업 이

미지를 불어 넣을 수 있다. 포드(Ford)나 혼다(Honda) 같

은 자동차 회사들이 웹 사이트에서 다양한 제품지원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그런 이다. 다음으로 활

동  융합은 고객  활동, 제품  서비스 매, 유통, 

매 후 지원, 제품 검, 시장 조사 등에 웹 기술을 이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체  활동으로의 웹 기술 

융합은 자상거래를 극 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

에게  하나의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기업들이 고객, 공 자, 주주와 같은 외

부 투자자와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해 인터넷 상에 

웹 사이트를 구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웹 기반 사업을 

통해 기업은 사업 략을 지원하고 형성할 수 있다. 따라

서 웹 기술이 제 로 흡수, 융합되어 있는 조직은 자상

거래 등의 용시 활동 차원을 지원하기 한 웹 기술 사

용이 기업의 성공에 계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  략 

차원을 지원하기 해서 웹 기술이 어느 정도 까지 사용

되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게 된다.

2.2 최고 경영진 지원

최고 경 진의 지원이란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을 효

과 으로 다루기 해 최고 경 진 차원에서 가지고 있

는 신념  주도 인 참여로 정의할 수 있다[17,18]. 최고

경 진은 웹 기술과 련하여 얼마나 많은 리자들을 

투입할 것인지에 한 제도  할당량과 가치부여를 결정

한다. 기업의 고  간부들이 웹 기술로 인해 략  기회

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신념은 여타 부서에 웹

에 한 요성을 인식시키는 요한 신호로 인식된다. 

따라서 고  경 진의 신념과 참여는 개별 리자, 기업 

내 집단, 그리고 각 부서의 활동에 향을 주는 조직  

구조체로서 작용한다. 여타 정보기술에서 공통 으로 지

되는 것으로 최고 경 진이 얼마나 기술에 한 심

이 있느냐가 기술 습득의 주요한 동인(動因)이 된다[19].

최고 경 진은 단순히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해서 

오히려 문가 이상의 역량을 지녀야 할 필요도 있다. 이

런 면에서 최고 경 진은 일종의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흔히 컨설턴트(consultant)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직무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 자문이나 상담을 

해주는 이른바 고문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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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컨설턴트들은 효과 인 정보기술을 선별해서 제공해 

주고, 이러한 기술이 조직에 효과 으로 정착되도록 돕

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최근의 정보기술은 그 발달

정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종류가 다양하

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에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기술  문성과 필요한 정보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 으로 요

구되고 있다[20]. 이런 면에서 Simon(1990)은 내부 정보

시스템 문가와 외부 정보기술 컨설턴트를 동시에 활용

하기를 권장했다[21]. 그 이유로 비용문제, 지속  훈련필

요, 검증된 경력을 보유한 정보기술 문가의 희소성, 기

술의 복잡성 등을 들면서 컨설턴트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따라서 최고경 진은 조직 내에서 필요한 정보기술

을 히 융화시키고, 정보시스템의 성공을 이루기 

해서 정보기술에 한 자신의 역량을 키우거나 조직 내

외부의 인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2.3 전략적 투자 정당성

략  투자 정당성은 로젝트 도입시 자원운용의 

정당화와 조직의 기회 실 화에 한 기 를 확인하는데 

지침이 되는 가치명제이다. 웹 기술은 이미 그 자체에 

신 인 요소와 업무에 있어서 표 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명백한 투자 기 을 설 함으로써 제도 , 

법제 인 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조직의 

변화와 정보기술 문헌에 한 연구에서 보면, 잘 개발된 

투자 정당성은 축 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에게 

많은 성과를 가져다 다는 주장이 많다[22]. 이처럼 올

바른 략  투자 근거는 업무진행과 사업 략에 웹 기

술의 기능성을 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웹 기술을 로젝

트 수행에 용하는 강한 요인이 된다.

략 인 투자는 정보시스템의 도입  구축을 제도

화  구조화로도 이끌 수 있다. 정보기술의 구조  요인

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직 내부사정은 결정 인 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Son(2007)은 이러한 정보기술의 구

조  요인으로 특별히 정보기술 업무정도, 정보기술 업

무집 화, 정보기술 업무구조화를 요 요소로 거론하

다[23]. 여기서 정보기술 업무정도는 경 활동의 수행에 

얼마나 정보기술을 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올

바른 투자와 이의 집행을 찰하는 것이 필수 이다. 이

에 Bassellier and Benbasat(2004)은 정보기술 사업진행

시 상 방 기업과 얼마나 력 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활동 강화에 향을 미치는 정보기술의 구

조화에 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24]. 정보기

술에 한 올바른 략  투자 결정을 내리기 해서는 

련된 의사결정시 정보기술 부서가 얼마나 권한이 있느

냐도 요한 고려사항이다. 정보기술 련부서와 기타 

부서 간에 상호업무를 원활히 하는 자원배분이 조 이

라면 이를 한 투자결정도 올바르게 내려질 수 있다.

2.4 컴퓨터 접근과 사용

일반 으로 효율 인 컴퓨터 사용이라 하면, 개별 사

용자와 조직에 련된 기술 수용과 이용으로 인식된다

[25]. 그러나 정보기술과 같은 신 인 기술을 도입할 

때에는 기본 인 사용법과 운용법을 강조함으로써 조직

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26]. 실제로 컴

퓨터 기술이 발 되기 시작한 창기부터 컴퓨터 사용에 

한 조직의 심과 도입이 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Bretschneider and Wittmer(1993)에 따르면 조직 

규모 등 여타 조건들을 배제했을 때, 컴퓨터 기술의 도입

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조직 내부에 해당기술을 

운용하는 부서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라고 하 다[27]. 즉, 

다양한 조직 지원의 형태는 어떤 조직의 특수한 구조하

에서도 경 자의 략   술  활동에 요한 연결고

리가 된다. 를 들자면 컴퓨터 교육과 같은 것은 컴퓨터 

기반의 략   술  활동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친다[28]. 따라서 조직내 직원들에게 직간 인 유인

을 제시하거나 교육 로그램 등을 제시하여 컴퓨터 사용

기술을 끌어올림으로써 조직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컴퓨터 근과 사용은 개인의 역량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업무의 구조화도 가능하게 한다. 정보기술의 업

무구조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정보기술과 련된 기

업활동이 해당 조직의 업무처리 방침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서화와 같이 기록을 남기거나 특별

원회 등의 조직을 통해 공식 이고 일 으로 업무처리 

방침을 결정하면 기술 융합에 큰 도움을  수 있다[29]. 

이와 같이 기업활동에 있어서 컴퓨터의 사용과 근이 

단기 이고 단편 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 일

익을 담당하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해당 기업의 기술융합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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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ERP나 BPR 등 여타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한 제

반 방법론이나 실제 하드웨어  소 트웨어를 성공 으

로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인력과 산, 그리고 조직내 융

화 등이 요하다. 한 정보시스템 로젝트가 성공

으로 수행되었는지에 해서는 정량 인 가치와 더불어 

정성 인 가치도 요하게 취 된다. 이런 면에서 

Baccarini(1999)는 정보시스템이 제 로 도입되었는지를 

측정하기 해 로젝트 리 성과  로젝트 산출물 

성과가 모두 요하다고 하 다[30]. 로젝트 리 성과

는 도입과정에 을 둔 산, 시간, 품질 등을 의미하

고, 로젝트 산출물 성과는 시스템의 실제 효과성을 

악하는 데에 을 둔다. 한 시스템 품질이나 정보 품

질이 실제 업무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족도 제고와 같은 부분도 요한 

성과측정 지표라는 것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다[31]. 

일반 으로 시스템 개발 산이 과했거나, 개발 일

정이 지연되었거나, 개발된 시스템의 생산성이 조하거

나, 시스템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 정보시스템 개발 로

젝트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개발 로젝트의 에

서 볼 때, Hartman and Ashrafi(2002)는 정보기술 로

젝트 계자 부분의 을 반 하여야 한다고 하 다

[32]. 그러면서 평가 도구에 정보시스템 개발의 기술 , 

업무처리 , 로젝트 인 면들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정보시스템 개발 로젝트의 성공은 로젝트

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요소까지 측정할 수 있어

야 한다. 무엇보다도 략  분야에까지 향력이 미침

을 고려해 볼 때 정보기술 개발 로젝트의 성과라는 요

소는 주주의 기  등 실 인 부분을 많이 반 할 필요

가 있다[32]. 이 게 개발한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

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성과에 한 포 인 면을 볼 필

요가 있다. 아웃소싱 활용과 같은 정보기술 역량이 정보

시스템 개발 성공에 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정보기술

이 성공 으로 조직 내에 안착되었는지에 한 기업의 

이해와 심은 기업성과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33].

3. 연구 방법 개괄

3.1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웹 기술 융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

구하고 이를 통해 궁극 으로 정보시스템 성공으로 이어

지는 지를 알아보기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기 서술한 

련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Strategies 
dimension Information 

system 
success

Strategic 
investment 
rationale

Top 
management 
championship

Computer 
access and 

use

Activities 
dimension

Web assimilationH1

H2

H3

H4

[Fig. 1] Research model

정보기술의 용에 있어서 최고경 진의 역할이 요

함은 부터 많은 연구에서 지 되었다. 특히 최고경

진의 신념[34]과 참여[35]가 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고 경 진의 지원은 정보기술의 융합에 

있어서 구조  요인이 되며, 조율과 조 과 같은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재와 같이 정보기술이 많은 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기술개발 속도와 기술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조직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시에 제공해 주고 

소개해  수 있도록 해당된 자원을 략 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Lees(1987)[36]와 Lees and Lees(1987)[37]

는 필요한 경우 외부 문가들을 도입해서라도 자원의 올

바른 배분과 조직 내의 조를 성공 으로 이끌 필요성

을 역설하 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외부의 컨설턴트

는 내부의 문가들에 비해서 권한의 한계가 있고, 단기

 계약 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책임감과 

여를 해서라도 내부 특히 고  경 진의 조가 강

조되었다. 따라서 최고 경 진의 정보기술에 한 이해, 

그리고 기술을 조직 내에 융합시키려는 노력은  

요하게 취 될 것이다. 실제로 Liang et al.(2007)에 따르

면 기업이 ERP 시스템을 조직 내에 용시킬 때, 제도  

강요가 필요하고 이를 해 최고 경 진과의 상호작용이 

무엇보다도 요하다고 하 다[38].

가설 1: 최고 경 진의 지원은 웹 기술의 조직내 융합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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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De Ven(1986)은 신  노력을 지원하는 조직문

화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략  가치의 요성을 강조했

다[39]. 한 Sambamurthy and Zmud(1996)는 리자들

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풍부하고 다양하며 명백한 략

 근거에 의해 정보기술 융합이 성공 으로 안착된다고 

하 다[40]. 따라서 올바른 투자와 그에 한 합리  근

거는 웹 기술의 융합에도 요한 요소가 된다. 기업이나 

조직은 많은 부서로 이루어져 있고, 부서간 소통과 이해

는 기업성과에도 큰 향을 미친다. 이러한 에서 정

보기술 부서에 한 이해와 심을 조 하여 조직 공동

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략  투자를 통해 자원배

분을 올바르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웹 기술과 

같은 기술이 기업에 용되어야 하는 정당성과 이유를 

할 수 있다. Ho et al.(2005)은 이러한 에서 특히 

자상거래 개발시 련 정보기술, 특히 웹과 련된 것

들이 불확실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인터

넷 기반 솔루션을 제공해 다고 하 다[41]. 결과 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기술에 기업의 한정된 자원을 략

으로 배분함으로써 웹 기술의 확산에 해 시스템 성

과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데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다. Hitt et al.(2002)에 의해 수행된 실증연구에 따르면 

다년간 기업의 ERP 시스템 도입과 재무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도입 기에는 생산성이나 성과가 다소 느슨하게 

나타났지만 차 조직 내에 해당 시스템이 정착되어 가

면서 결과 으로 재무상황의 개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42]. 따라서 Sambamurthy and Zmud(1996)[40]의 주장

로 신 인 정보 시스템을 도입할 때 다양하면서도 

명시 인 략  이유를 가지고 정교하게 해당 시스템을 

조직 내에 용시킴으로써 성공 으로 조직과 해당 정보

시스템을 융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설 2: 략  투자 정당성은 웹 기술의 조직내 융합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 히 순응하기 해서는 그에 걸맞

는 장비와 운용 능력이 필요하다. 기본 인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는 물론이고 그러한 운용능력을 갖추게끔 조

직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정 수 의 유무형  자산을 제

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Allen and Boynton(1991)

은 정보기술의 도입 창기부터 정보기술 기기의 도입이 

조직내로의 동화에 주요한 선행요인이 됨을 강조하 다

[43]. Culpan(1995)은 개인  유용성을 제공하는 컴퓨터

에 한 필요욕구가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다른 사용을 

보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하 다[44]. 따라서 직원

들로 하여  컴퓨터 활용을 극 으로 유도하여 개인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 Stone and Good(2001)은 

기업내 컴퓨터의 활발한 사용과 쉬운 근이 업무를 

한 훈련과 이용을 진시킨다고 하 다[28]. 그리고 그 

결과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업무 용시 해당업무의 

략  술  활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가설 3: 컴퓨터 근과 사용은 웹 기술의 조직내 융합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의 정보기술 역량 에서도 이른바 기술  역량

은 특히 요하다. 웹 기술 한 기업의 기술 역량에 포

함된다. 이는 기업 내 정보기술 수 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반구조가 제품  서비스 련 활동들을 효과 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8]. Kwahk and Im(2008)의 연

구에서도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운 능률을 향상시키

고 기업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45].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 개발과 련한 일

련의 활동은 히 흡수, 융화된 웹 기술로 인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정보 시스템 개발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웹 기술의 조직내 한 융합은 정보시스템 

개발 로젝트의 성공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 측정 도구 개발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계성을 측정하기 

해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측정도구들을 이용하도록 하

다. 한 웹 기술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높은 수

의 향력을 미칠 것으로 단하여 본 연구의 설문 상

자로는 조직  기업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을 상으로 

설정하 다. 설문조사를 해 이들을 측정하기 한 응

답문항과 필요한 인구통계학 특성 등을 함께 조사하 고 

<Table 1>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다. 모든 문항은 리커

트 5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자료수집을 해 총 150부

의 설문지를 기업이나 기  등 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

를 상으로 직  설문지를 배부하거나 이메일을 통한 

방법으로 수집하 다. 최종 으로 응답이 부실하거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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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 107부의 설문지를 확보하 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 인 인구통계  특성부터 

시작하여, 실제 알아보고자 한 변수간 계를 분석하도

록 하 다.

Categories Items Description
Realted

works

top 

management 

championship

TOP1
establishing goals with vision 

and strategy
[16]

[18]

[46]

TOP2
understanding the potential and 

competitiveness for benefits

TOP3
implementing and operating web 

technologies actively

strategic

investment

rationale

SIR1
meeting return on investment 

(roi) criteria [16]

[22]

[47]
SIR2

new business opportunities 

rationale

SIR3 realizing cost savings

computer 

access and use

COM1
all in the company have ready 

access to a computer [25]

[28]
COM2

all in the company use 

computers regularly

web 

assimilation

(strategies)

WAS1 enhancing company image

[15]

[16]

[23]

[48]

WAS2 attracting new customers

WAS3 offering value-added customer

WAS4
creating new advertising and 

distribution channels

web 

assimilation

(activities)

WAA1 disseminating product/service

WAA2 delivering products/services

WAA3
increasing interaction with 

customer services

WAA4 conducting marketing surveys

information 

system success

ISS1 schedule proceeded as planned

[31]

[32]

[33]

[49]

[50]

ISS2
completed in planned budget and 

resources

ISS3
fulfilled acceptability and 

requirements

ISS4 increased user satisfaction

ISS5 expected future maintenance

<Table 1> Questionnaires

4. 분석 결과 제시

4.1 기초 자료 분석

최종 으로 수집된 107부의 설문응답지를 토 로 확

인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다음 <Table 2>

와 같다. 남성(95명, 88.8%)  20-30 의 응답자(86명, 

80.4%)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 근무연한과 조

직내 직 는 골고루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ategories Descrip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95 (88.8%)

female 12 (11.2%)

age

20-29 31 (29.0%)

30-39 55 (51.4%)

40-49 11 (10.3%)

over 50 10 (9.3%)

education

high school 5 (4.7%)

bachelor 91 (85.0%)

master 11 (10.3%)

work period

(year)

1-2 37 (34.6%)

3-4 30 (28.0%)

5-6 31 (29.0%)

over 6 9 (8.4%)

position

executive 11 (10.3%)

chief 16 (15.0%)

deputy 42 (39.3%)

staff 38 (35.5%)

<Table 2> Demographics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측정도구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

행해 보았고 그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Items Items Factor scores Cronbach α

top management 

championship

TOP1 0.910

0.805TOP2 0.887

TOP3 0.525

strategic 

investment 

rationale

SIR1 0.772

0.786SIR2 0.632

SIR3 0.731

computer access 

and use

COM1 0.742
0.750

COM2 0.788

web assimilation

(strategies)

WAS1 0.785

0.880
WAS2 0.741

WAS3 0.861

WAS4 0.608

web assimilation

(activities)

WAA1 0.631

0.925WAA2 0.818

WAA3 0.873

information 

system success

ISS1 0.842

0.783
ISS2 0.867

ISS3 0.745

ISS4 0.725

KMO index = 0.826

Bartlett sphericity test : Chi-square 163.142, p-value = 0.000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측정항목들이 각 변수별로 히 조합되는지 확인하

기 해 요인분석을 실행했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과 

배리맥스 회 방식 등을 이용하여 고유값이 최소한 1이

상으로 드러나는 값들을 상으로 추려 보았다. 측정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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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derr β t-value sig. statistics

web assimilation

(strategies)

constant 0.649 4.366 0.000 R2 = 0.282

adjusted R2 = 0.271

F = 21.644

p = 0.000

IS

success
0.167 0.282 8.279 0.001

<Table 5> Regression analysis(1)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stderr β t-value stderr β t-value stderr β t-value
tolerance

limit

constant 0.154 7.512 0.010 6.221 0.010 7.011

top management 

championship
0.027 0.390 6.481 0.028 0.283 6.721 0.030 0.432 7.081 0.709

strategic 

investment 

rationale

0.025 0.295 9.231 0.024 0.334 6.531 0.857

computer access 

and use
0.025 0.334 6.441 0.754

statistics

R2 = 0.251

adjusted R2 = 0.201

F = 74.03, p = 0.001

R2 = 0.228

adjusted R2= 0.187

F = 65.52, p = 0.008

R2= 0.312

adjusted R2 = 0.291

F = 75.12, p = 0.008

Durbin-Watson = 1.735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1)

목 에서 제 로 엮이지 않거나 요인 수가 0.5에 미치

지 않는 것들(WAA4, ISS5)은 정확성을 해 배제하

다. 추가 으로 KMO 값은 0.826으로 좋은 편인 것으로 

나왔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에서도 유의확률 값이 

0.000으로 드러나 요인분석 사용이 합하다는 것도 확

인하 다. 문제가 되는 요인들을 배제하고 신뢰성 분석

을 수행한 결과 모든 측정변수에서 Cronbach α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은 충분한 수 으로 단되었다. 

최종 으로 도출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항목들을 

이용해서 최종 분석에 들어가게 되었다.

4.2 가설 검증

4.2.1 전략 차원에서의 웹 기술 융합

웹 기술 융합이 략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재

를 포함하여 장기 으로 웹과 같은 정보기술이 조직의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를 단하는 차원으

로 볼 수 있다. 변수간 련성을 보다 구체 으로 알아보

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행하 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나타나듯이 최고 경 진의 지원, 략

 투자 정당성, 그리고 컴퓨터 근과 사용은 모두 유의

한 향을 웹 기술 융합에 미치고 있었다. 특히 최종 모

형 3에서 보이듯이 최고 경 진의 지원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략  투자 정당성과 컴퓨터 근과 

사용은 거의 동등한 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Table 5>에서 나타나듯이 웹 기술 융합은 

정보시스템 개발 성공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략 차원에서 웹 기술을 조직

에 히 이식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보 시스템과 련

된 여타 로젝트가 제 로 진행되는 데에 큰 향을 미

칠 것임을 알 수 있다.

4.2.2 활동 차원에서의 웹 기술 융합

웹 기술 융합이 활동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구체

이고 실질 인 사업분야에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실제

로 기술이 활용되는 지를 의미한다. 여기에 향을 미치

는 최고 경 진 지원, 략  투자 정당성, 그리고 컴퓨터 

근과 사용이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행하 고, 그 결

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나타나듯이 최고 경 진의 지원, 략

 투자 정당성, 그리고 컴퓨터 근과 사용은 모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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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stderr β t-value stderr β t-value stderr β t-value
tolerance

limit

constant 0.054 8.003 0.011 9.212 0.012 6.310

top management 

championship
0.003 0.292 10.013 0.037 0.155 9.690 0.033 0.290 9.811 0.709

strategic 

investment 

rationale

0.027 0.380 9.461 0.027 0.415 9.700 0.857

computer access 

and use
0.027 0.306 7.412 0.754

statistics

R2 = 0.292

adjusted R2 = 0.232

F = 77.21, p = 0.009

R2 = 0.295

adjusted R2= 0.235

F = 80.24, p = 0.008

R2= 0.351

adjusted R2 = 0.284

F = 122.20, p = 0.003

Durbin-Watson = 2.029

<Table 6>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2)

Inden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derr β t값 sig. statistics

web assimilation

(activities)

constant 0.627 4.940 0.000 R
2
 = 0.210

adjusted R
2
 = 0.199

F = 98.775

p = 0.000

IS

success
0.160 0.209 7.886 0.001

<Table 7> Regression analysis(2)

한 향을 웹 기술 융합에 끼치고 있었다. 특히 최종 모

형 3에서 보이듯이 략  투자 정당성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고 경 진의 지원, 컴퓨터 근과 사

용이 그 다음으로 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 <Table 7>에서 보이듯이 웹 기술 융합은 정

보시스템 개발 성공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

서 활동 차원에서 웹 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실제 업무

에 합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보시스템을 도입

함에 있어서 성공의 척도가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4.3 결과 논의

가설 검증 결과 모든 가설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웹 기술 융합을 구성하

는 략 차원과 활동 차원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

고 있었다. 웹 기술을 략 차원에서 융합하는 경우에는 

독립변수 에서도 최고 경 진의 지원이 가장 큰 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그 게 융합된 웹 기

술은 결과 으로 정보시스템 개발 성공에도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기업의 미래를 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기 

한 최고 경 진의 역할은 웹 기술 융합에 있어서 략

으로 가장 큰 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연

구에서도 공통 으로 지 되는 것이 자상거래와 같은 

요한 정보시스템 체제를 조직 내에 구축할 때 최고 경

진에서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리하고 추진하

느냐가 요한 요소라고 지 하고 있다[51,52]. 

웹 기술을 활동 차원에서 융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략  투자 정당성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 게 구축되어 융합된 웹 기술은 

정보시스템 로젝트의 성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 수행되고 있거나 수행될 조직의 업무를 

해서는 략  투자 정당성을 갖춘 웹 기술의 활용이 필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Chang et al.(2003)

은 기업에 있어서 자상거래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때 단순한 부속물로 취 할 것이 아니라 략  투자계

획을 가지고 한 자원을 모은 뒤 필요한 역량을 창출

할 것을 제안하 다[53]. 향후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불문하고 이러한 극 인 투자가 기업의 신을 앞당기

는 역할까지 담당할 것으로 측되기도 한다[54].

한 <Table 5>과 <Table 7>의 결과를 비교하면 웹 

기술 융합의 두 차원 에서 략 차원의 웹 기술 융합이 

활동 차원의 웹 기술 융합보다 정보시스템 개발 성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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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더 많은 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장기 으로 재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비 과 역

량을 키울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정보기술의 도

입 기에 수행된 Lederer and Sethi(1988)의 연구에서는 

지 도 의미가 있을 만한 두 가지 시사 을 제시하 다

[55]. 하나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은 조직내 

정보시스템 총 자들과 긴 한 보고 계를 유지해야 하

며, 한 조직의 면 한 사업 계획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

다는 이다. 이를 통해 경 진을 납득시키고, 효과 인 

정보시스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55].

5. 맺음말

자상거래와 같은 높은 수 의 웹 기술을 효율 으

로 수행하기 해서는 조직의 업무처리와 기술의 특성을 

제 로 혼합하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나날이 

그 요성을 더하게 되는 정보기술, 특히 인터넷과 웹 환

경의 두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에 한 심과 이해가 

조직에 히 융합될수록 조직의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본 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에 기술 융

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진행하 다. 

웹 기술의 융합에 향을 미치는 구체  요인들로는 최

고 경 진 지원, 략  투자 정당성, 그리고 컴퓨터 근

과 사용 등을 기존 연구를 토 로 도출하 다. 그리고 조

직에 히 융화된 웹 기술이 정보시스템 개발 성공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해서도 살펴 보았다. 결론

으로 최고 경 진 지원, 략  투자 정당성, 그리고 컴

퓨터 근과 사용은 웹 기술의 조직내 융합에 정 인 

향을 미쳤다. 특히 웹 기술 융합은 략 차원과 활동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 보았는데, 략 차원에서는 최

고 경 진 지원이, 활동 차원에서는 략  투자 정당성

이 가장 많은 향을 미쳤다. 그리고 웹 기술의 조직내 

융합은 정보시스템 개발 성공에 역시 정 인 향을 

미쳤다. 이 경우 략 차원의 웹 기술 융합이 활동 차원

의 웹 기술 융합보다 정보시스템 개발 성공에 더 높은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 기술이 심이 된 정보기술의 융합 상은 향후에

도 지속 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일례로 클라우드 서비

스를 의료산업에 용할 때에 먼  B2B2C 방식의 사업

모델을 설정한 뒤, 차후 인   물  자원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한 의사결정의 요성을 강조한 사례가 있다

[56]. 한 스마트폰 등 새롭고 편리한 단말기에 한 수

요와 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에 걸맞는 융합 모델을 제

시한 연구도 있다[57]. IT 융합이 신규 산업을 창출하고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역량이 있음을 감안할 때[58],  앞

으로 다가올 스마트 융합환경에서는 국가 으로 정책을 

도출하여 응할 필요도 거론된다[59]. 이와 같이 향후 

웹 기술을 심으로 하여 여타 정보기술이 조직 내에 

극 으로 융합될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에 한 심이 

지속 으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보다 확장하고 부족한 을 보완하기 해

서는 다음과 같은 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  

웹 기술 융합에 향을 미치는 원인에 해서 다른 요인

들을 거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의 계를 계  회귀분석 등으로 분석하 는

데 측정도구나 분석방식을 다르게 용해 보는 것도 좋

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성공을 의미하는 다른 

측정방법들, 이를 테면 수치 인 결과 등으로 성공여부

를 단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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