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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competitive pressure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any 
organizations have introduced various kinds of 
enterprise-wide systems like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systems as strategic tool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Despite their 
promised strategic benefits, however, their implementation 
has suffered from a high failure rate and difficulty in 
realizing the anticipated benefits. Previous studies have 
indicated that one of the most critical failure reasons is the 
lack of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across 
organizations. As a consequence, many information systems 
(IS) researchers have paid attention to examining the effect 
of absorptive capacity closely associated with knowledge 
sharing and transferring on IS usage performance. ERP 
systems implementation involves changes not only in 
systems but also in processes and other social dimensions, 
which can be related to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requiring appropriate communications and 
interactions among organizational members. A lack of 
communications and interactions due to a lack of OCB 
might lead to weak absorptive capacity and thus negatively 
influence knowledge sharing across organizations, because 
OCB facilitates a successful collaboration among 
functional units and positively impacts individual’s attitude 
toward radical organizational change. With this motivation, 
this study has two research objectives. First, it introduces 
and tests a theoretical model accounting for the 
relationships among performance of ERP system usage, 
absorptive capacity, and OCB. Second, it examines a 
mediating role of absorptive capacity between OCB and 
performance of EPR system usag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ware discussed, along 
with its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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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오늘날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기업

의 경영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
해 기업들은 국가를 초월하는 무한 경쟁시대에 직면

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고 심화되

어가는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은 전략적 
도구로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을 비
롯한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

하고 있다.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의 대기업

들은 10여년 이상 ERP시스템을 사용하여왔으며 
ERP를 위한 예산은 2007년 13.7% 상승할 것으로 전
망되었고 조사된 기업의 반 정도가 천만달러 이상을 
ERP와 관련된 활동에 지출하고 있다[61]. 그러나 
ERP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한 통합시스템을 취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ERP패키지 내에 있는 경영프로세스

도 포함하여 수용하는 조직혁신이기 때문에 이에 적
합한 조직구조를 형성하는 조직변화를 거치게 되며 
그로 인해 ERP시스템의 도입은 많은 위험을 내포하

게 된다[73]. 따라서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된 사
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있다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ERP시스템의 도
입초기에 실패를 경험하였고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ERP시스템의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26]. 
그 동안 ERP시스템 구현에 있어서의 성공 및 실패 
요인들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

한 요인들 가운데 지식의 공유 및 활용과 조직구성

원들의 흡수능력이 많은 연구자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50, 61, 63, 72]. Davenport[16]는 실패 원인으로서 
기업이 구성원들의 지식의 공유와 활용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Soh et al.[63]은 
실패원인을 최종사용자, 정보시스템 부서원, 벤더들 
간의 지식의 차이라고 보고 이들의 지식을 성공적으

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RP시스

템으로부터 장기적 이득을 기대하며 조직의 성공적

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은 서로 
협력하고 지식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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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시스템의 성공적인 사용과 성능 향상을 위해서

는 기업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유용한 지식과 새
로이 받아들여진 지식의 통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4, 37]. 또한 ERP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외부의 컨설턴트로부터 개발과 실행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43] 컨설턴트로부터 제공

되는 지식은 기업의 ERP시스템 사용자에게 성공적

으로 이전되어야 한다[6, 63]. 이러한 이유로 지식이

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조직구성원

의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은 많은 연구자들로부

터 널리 주목을 받아왔다[14, 67]. 
기업 내에 지식이나 베스트 프랙티스가 존재하더라

도 개인의 흡수능력이 부족하면 효과적인 지식이전

이 일어날 수 없다[52]. 이런 맥락에서 Shang and 
Hsu[61]는 ERP시스템의 성공적 도입은 흡수능력과 

접한 관계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ERP시스템

의 도입시에 나타나는 지식이전은 익숙하지 않은 모
듈의 운영적인 로직을 이해하는 과정을 수반하기 때
문에 종종 ERP시스템의 도입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

한 이유로 기업은 사용자들에게 ERP시스템의 실제

적인 가치를 설득시키고 사용자가 ERP시스템을 적
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에 지속적인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Ko et al.[36]은 공식적인 
훈련과 교육이 모든 ERP시스템 사용자들로 하여금 
ERP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하는 데에는 충분

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개인의 흡수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ERP시스템을 성
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을 공유하

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 및 통합하기 위한 조직구성

원의 흡수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ERP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

을 개인의 영향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를 위해 ERP
시스템 사용성과를 결과변수로서 제시하고 흡수능력

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조직내부에서의 지식공유는 좁은 의미로는 조직 내
에 있는 개인과 개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

며 넓은 의미로는 조직전체와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조직적인 맥락하에서 
사회적 교환관계로 볼 수 있다. 경제적 교환과 마찬

가지로 사회적 교환에서의 교환행위는 자신의 공헌

에 대한 미래의 대가를 기대한다. 그러나 경제적 교
환과 달리 교환 당사자가 보답할 향후 책임과 미래

에 받을 대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다.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은 이
러한 사회적 교환행위에 기반을 두고 발생하는 개인

적 행태를 의미한다[53]. 즉, 자발적으로 동료를 돕
고, 규칙을 준수하며, 불평불만을 자제하고, 작업에 
관련된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회사의 정
책이나 방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행동을 의미

하는 조직시민행동은 개인 간의 자발적이며 적극적

인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용을 수반하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용은 사회적 교환관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RP시스템의 도입

으로 수반되는 조직변화의 실패는 많은 부분 변화에 
대한 불충분한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용과 이로 인
한 종업원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에서 그 이유를 찾
을 수 있으며[59],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용

의 결여는 또한 개인의 흡수능력을 저하시키고 조직

간 지식공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1]. 조
직시민행동은 기능부서 간의 긴 한 협력과 급격한 
변화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

을 미치며 이러한 자발적인 행동은 조직에 도입된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개인간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

고 이를 통해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동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째, ERP시스템 사용성과, 
흡수능력,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수립하고 검증한다. 둘째, 흡수능력이 조직시

민행동과 ERP시스템 사용성과 사이를 효과적으로 
매개 하는지를 검증한다. 
 
이론적 배경 
 
조직시민행동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관계를 형성하며 
살고 있으며,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

에 있어서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9, 18, 28]. 사
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따르면, 개인 간
의 상호작용으로 교환되는 대상은 상품이나 돈과 같
은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존경, 명예, 친 과 같
은 비물질적인 것을 포함하며 교환 행위자들 사이에

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서로 관계

를 맺고 유지한다는 것이다[9]. 그러나 공평하게 교
환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사회적 교
환을 통해 자발적으로 교환을 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교환의 성립은 상
대방에게 기대되는 협력적인 태도에 달려있다[9, 33, 
69]. 즉, 상대방에게 어떠한 편익을 제공할 때 한쪽

은 상대방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편익을 돌려 줄 것
을 신뢰해야 하며 상대방이 상호호혜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9, 28].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교환이론은 조직시민행동을 개
념화하는 배경이론으로서 널리 활용되어 왔다[38, 70, 
74]. 조직시민행동은 “공식적 보상시스템에 의해서 
명백히 또는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조직의 효과적 기능을 촉진하는 
재량적인 행동” [53, p.4]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여기

에서 비보상적인 도움행동은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공식적인 보상체

계에 의해 규정된 일대일의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즉, 남에게 도움행위

를 하였을 때, 단편적인 관계에서의 공식적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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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도움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
계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면 상
대방이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상호호

혜적인 믿음에 입각하여 도움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또한 재량적이란 의미는 직무기술서에 의한 강제적

으로 요구된 역할이 아니고 수행여부가 조직구성원

의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다.  
조직시민행동은 Smith, et al.[62]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는 연구자들 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었다. Smith, et al.[62]의 연구에서는 이타주의와 
일반화된 순응으로 구분하였고, Becker and Vance[8]는 
이타주의를 두개의 개념으로 확장(local altruism, 
distant altruism)하고 일반화된 순응을 양심으로 
재개념화하였다. Karambayya[32]는 조직시민행동을 
돕기행동, 주도행동, 근면행동, 충성행동의 네가지로 
구분하였다. Van Dyen et al.[71]은 충성, 복종, 참여로 
구분하고 있으며 MacKenzie et al.[44]은 객관적 성과, 
이타주의, 예의성, 시민정신, 스포츠맨십 등 
다섯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시민행동은 
연구자에 따라 다른 구성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본연구에서는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타성, 양심성, 예의성, 시민정신, 
스포츠맨십의 다섯가지 요소를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로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이타성은 조직의 
과업수행에 있어서 문제에 직면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는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돕거나 신입사원이 
회사의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동을 말한다. 둘째, 양심성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준을 넘는 역할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시간엄수, 규정이나 규칙에 
근거한 최소한의 행동 등이 있다. 셋째, 시민정신은 
조직 내 활동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조직발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행동이나 조직 내에서 
전달사항이나 문서를 숙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넷째, 
스포츠맨십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고충이나 
불만을 참고 이러한 애로사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하려는 행동이다. 예를 들면, 사소한 문제로 
시간을 소비하지 않거나 고충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조직을 위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수용하려는 행동들을 말한다. 다섯째, 예의성은 
사전활동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행동을 의미하며, 미리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사전에 상의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예로 들 수 있다.  
조직구성원의 공식적인 직무행동만으로 조직성과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44]을 인지한 많은 
연구자들은 조직구성원의 비공식적 행동의 하나인 
조직시민행동을 조직성과와 연관시키려는 연구를 
시도하여왔다. George and Bettenhausen[22]은 

조직시민행동이 판매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조직시민행동은 집단응집력, 리더십, 조직사회화 
정도와 판매성과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Podsakoff and Mackenzie[56]는 
조직시민행동의 시민정신과 스포츠맨십이 
영업부서의 판매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Morrison[48]은 조직시민행동은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 제공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서비스 산업의 조직시민행동 모형을 
제시하였다. 윤만희[1]는 조직시민행동의 선행변수로 
직무만족과 신뢰를 제안하고 조직시민행동이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차후 연구에서 조직시민행동의 세부 
차원들과 나머지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74]. 또한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Lee and 
Lee[41]는 ERP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화관리에 대해 조직시민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윤철호[2]는 조직시민행동이 
ERP시스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Pare and Lalonde[54]은 조직시민행동이 
정보시스템 부서원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다음 <표 1>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표 1 –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
연구

유형
샘플 연구내용

[22] 실증

분석
소매상 33개 기업

친사회적 행동은 그룹의 판
매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6] 실증

분석

미국의 116개의 보
험회사의 관리자들

을 대상으로 한 87
개의 샘플

시민정신과 스포츠맨십이 
영업부서의 판매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타

성은 판매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8] 개념

연구
-

조직시민행동은 서비스 품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인적자원관리 활동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매개

변수(사회적 교환관계, 조

직적 목표에 대한 동일시, 
위임)를 제안하였다.

[74] 실증

분석

95개 여행사의 종

업원과 서비스고객

을 대상으로 한 
196개의 샘플

서비스 접점 종업원의 직무

만족과 관리자에 대한 종업

원의 신뢰는 조직시민행동

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시민

행동은 종업원의 서비스 품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

[41] 실증

분석

ERP도입 되기 전

부터 근무하였고 
현 ERP를 주로 사
용하는 사용자 부

서의 팀장급을 대

상으로 한 170개의 
샘플

ERP사용자의 조직시민행동

은 변화관리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2] 실증 ERP시스템을 구축 조직시민행동은 정보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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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한 35개 기업의 사
원을 대상으로 한 
152개의 샘플

과 IT혁신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4] 실증 
분석

케나다 퀘벡주의 
CIPS회원을 대상으

로 한 394개의 샘

플

조직시민행동은 정보부서원

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

다.

 
흡수능력 
흡수능력은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외부의 새로운 정
보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동화하여 상업적으로 활용

하는 능력”[14, p.128]으로 정의된다. Zahra and 
George[75]는 흡수능력에 관한 문헌들을 정리하여 
흡수능력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전략

적인 프로세스로서 지식의 획득, 흡수, 가공, 그리고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조직

의 흡수능력은 개인적 학습활동의 축적과 이를 공유

하는 수단을 통한 조직내부의 지식이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14]. 학습활동은 인지, 획득, 정보동화, 
지식활용의 과정을 통해 지식의 창출을 가져온다.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습은 자신이 보유한 지식

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능력을 
증가시키며 새로운 계획의 실현을 위한 지식활동을 
수반한다. 이러한 학습활동은 탐구 또는 연구로부터 
도출된 새로운 경험이나 반복적인 경험과 훈련으로 
발생한다[12]. 
흡수능력의 개념은 경영전략, 기술관리, 국제경영, 
조직경영, 정보시스템 분야를 가로질러 주목을 받고 
있다. 흡수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Cohen and Levinthal[14]은 R&D는 새로운 지식을 동
화하거나 활용시키는 능력을 창출한다고 제안하였으

며, Szulanski[66]는 베스트 프랙티스의 이전성과에 관
한 연구를 통하여 흡수능력의 부족은 기존의 자신의 
것을 고수하려는 성향을 강화시키고 이는 지식이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시스

템 분야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Boynton et al.[13]은 
조직 내 정보기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으로서 조직의 흡수능력을 제안하였다. 흡수능력

을 IT관련 지식과 업무관련 지식과의 결합을 나타내

는 “정보기술에 관한 지식”과 IT사용을 촉진하고 지
식을 보유하기 위한 과정, 절차들을 나타내는 “정보

기술 관리과정의 효과성”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기술 관리환경을 도입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조직 내 정보기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흡수능력 중 관
리자의 정보기술에 관한 지식임을 실증적으로 도출

하였다. Sambamurthy and Zmud[60]는 IT 거버넌스의 
중앙집권화, 분산화, 연합화와 같은 특정 형태와 기
업지배구조, 범위의 경제, 흡수능력과의 관계를 고찰

하여 세가지 시나리오(강화가능성, 충돌가능성, 지배

가능성)를 제시하였다. Griffith et al.[23]은 IT와 실제 
업무의 결합이 팀 지식변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잠재적인 팀 지식이 사용가능한 
지식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흡수능력이 조

절변수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Zahra and George[75]는 회사에 새로운 IT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흡수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흡
수능력에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기
업이 외부에서 획득한 지식을 가공하여 새로운 지식

을 창출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변
화와 유연성에 관한 동적인 능력을 강조하였다.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흡수능력의 하위

차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획
득, 동화, 변형, 활용. 
첫째, 획득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인지하고 이를 습득하는 능력을 말한다[75]. 혁신능

력 중 많은 부분이 외부지식을 받아들이고, 평가하

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이와 같
은 능력은 조직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전지식

의 바탕 위에서 생성된다[14]. 사전지식은 기본적인 
스킬, 공유하고 있는 언어, 최근의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과학적·기술적 지식을 포함한다. 즉, 획득은 
사전지식을 토대로 외부지식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주며 획득에 노력을 기울이면 기업은 보다 빠르게 
필요한 역량들을 만들 수 있다[35]. 따라서 외부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획득단계는 주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동화는 외부자원으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분석, 
처리, 해석, 이해하는 능력이다[35, 66]. 자발적인 학
습이나 교육 등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획득된 지식이 
기업에서 사용되려면 유형화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

하며, 이것은 지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지연을 가
져온다[42].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획득되면 새로운 
지식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55]. 따라서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가치있는 외부지

식을 습득하면 다음 단계로 습득한 지식에 대한 동
화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40]. 
셋째, 변형은 새로이 획득되거나 동화된 지식과 현
재의 지식을 능숙하게 결합하는 능력이다[75]. 이는 
자신이 획득하고 이해한 지식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기존의 자신의 지식과 다른 외부의 지식

을 결합함으로써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드는 것을 말
한다. Zahra and George[75]는 내재화된 지식과 기존의 
지식의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
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변형단계는 발견

하지 못했던 외부의 기회를 탐색하고 지식이전의 성
과를 질적으로 개선시킨다[55]. 
넷째, 활용은 새로운 시스템, 물건, 또는 능력을 창
조해내기 위해 변형된 지식들을 이용하는 능력을 말
한다[75]. Cohen and Levinthal[14]은 흡수능력에서 지
식의 응용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Kim[34]은 활용은 
문제해결능력이며 이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능
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활용은 개인이 새로운 지
식을 자신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라

고 볼 수 있다. 흡수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다음 <
표 2>와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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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흡수능력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

유형 연구 샘플 연구내용 

미국의 318개 
제조업의 사원

을 대상으로 
한 1719개의 
샘플 

연구개발은 새로운 지식을 동

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든다. [14] 실증 

분석 

[13] 실증 
분석 

365개의 회사

를 대상으로 
한 132개의 샘
플 

관리적 IT지식은 IT사용에 영향

을 미치며 IT관리 프로세스의 
효과성은 사용에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높은 수준의 IT관리 
환경은 흡수능력에 대해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66] 실증 
분석 

122개의 베스

트 프랙틱스 
이전을 경험한 
8개 기업을 대
상으로 한 271
개의 샘플 

흡수능력의 부족은 베스트 프

랙틱스의 이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60] 사례 
분석 35개의 기업 

충돌가능성 시나리오에서 기업

이 분산된 거버넌스를 운영하

는 경우 외부지식의 획득에 주
력하는 기업은 흡수능력이 낮

고 내부확장에 주력하는 기업

은 흡수능력이 높게 나타났으

며, 기업이 중앙집권적 거버넌

스를 운영하고 기업의 크기가 
작을 때에는 흡수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가능성 
시나리오에서는 외부지식의 획

득에 주력하고 높은 시장관계

성을 가진 기업은 흡수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23] 개념 
연구 

- 

개인의 흡수능력은 개인적 지

식이 팀 지식이나 조직적 지식

으로 변환될 때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제안하

였다. 

[34] 사례 
분석 

현대모터스 
기업 

학습하기 위한 노력의 경주와 
학습에 대한 투자를 통한 지식

의 개발은 기업의 문제해결 능
력을 창출한다. 

[75] 개념 
연구 

- 

기존의 문헌연구를 토대로 흡

수능력을 재구성 하였으며 흡

수능력에 대한 기업의 동적인 

능력을 강조하였다. 흡수능력을 

잠재적인 능력과 현실화 능력

으로 구분하였고 잠재적인 능

력에는 획득, 동화가 포함되며 

현실화 능력에는 변형, 활용을 

제시하였다. 

 

연구모델과 가설설정 
 
본 연구는 조직시민행동이 시스템 사용자의 흡수능

력을 매개로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

델을 제시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조직시민행동과 흡
수능력 대해서 다차원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직시민행동의 세
부 개념들을 이타성, 양심성, 시민정신, 스포츠맨십, 
예의성 등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고 흡수능력의 세부 
개념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획득, 동화, 변형, 활
용 등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조직시민행동 흡수능력
ERP시스템
사용성과

동화 변형 활용획득

예의성

스포츠맨십

시민정신

양심성

이타성

H1 H2
조직시민행동 흡수능력

ERP시스템
사용성과

동화 변형 활용획득

예의성

스포츠맨십

시민정신

양심성

이타성

H1 H2

 
그림 1 – 연구 모델 

 
흡수능력은 기존의 지식을 소화할 수 있는 학습능력

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한 개념이다[34]. 조직의 흡수능력은 협동이 전
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조직의 흡수능력은 조직의 
발전을 위한 목표와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개인

의 학습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개인의 학습능력은 
지식의 공유, 생각의 교환, 지식의 축적을 통해 강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15]. 
또한 지식창출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반과 지식들이 결합되고 변환되는 역동적인 상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39].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지식을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 활용, 발전시켜 
나가는 능력이 상호작용능력이며 지식의 원천에 따
라 외적상호작용능력과 내적상호작용능력으로 구분

된다. 외적상호작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고객과의 접촉, 공급자와의 협력, 외부전문가들과

의 커뮤니케이션[24, 29] 등이 있으며, 내적상호작용

능력의 영향요인으로는 내부 커뮤니케이션, 경험의 
공유, 리더의 몰입[39] 등이 있다. 내적상호작용요인

들은 여러 지식들을 통합하고 재창출하는 과정적 학
습활동으로 지식의 변환에 영향을 주며 조직내부의 
빈번한 상호작용은 지식의 양을 증가시킨다. 풍부한 
상호작용능력은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이고 빈번한 
의사소통으로 구성되며[45], 공식적인 조직 간 상호

작용보다는 비공식적인 대인 간 상호작용이 지식을 
흡수하고 창출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47]. 또한 
지식경영 분야에서는 지식제공의 동기를 지식에 대
한 자기효능감과 도움행위로 얻는 즐거움과 같은 내
부적 이익이 지식의 제공에 중요한 동기요인이 되며

[31], 지식의 교환과 공유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10]. 
이와 같은 논의를 고려하여 볼 때 조직구성원의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행위, 그리고 자발적이며 
서로 돕는 행동 등은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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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1: 조직시민행동은 흡수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이 서로 다른 성과를 보이는 이유는 기업의 조
직자원과 역량을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으며[65], 더 나아가 기업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창
조,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46]. 또한 급변하는 시장에서 기업이 경
쟁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유연성 있
는 전략이 필요하다[7]. ERP시스템의 도입은 ERP패
키지 내에 존재하는 선진프로세스의 논리와 지식을 
기업에 이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지식이

전이 요구되며, 흡수능력은 외부지식의 도입과 지식

이전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사용된다[49]. 또한 ERP
시스템으로부터 이전된 지식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흡수능력이 요구

된다[75]. Boynton et al.[13]은 흡수능력이 IT사용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으며, Park et 
al.[55]은 지식이전관점에서 흡수능력이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
시하였다. 
ERP시스템은 기업의 혁신적 도구로서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 도입·운영되며 조직구성원은 ERP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교육을 받거나 세미나에 참석을 
하거나 매뉴얼을 참고하는 등의 개인적인 
학습활동을 해야만 한다. 이때 흡수능력이 높은 
사용자는 흡수능력이 낮은 사용자보다 ERP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더 잘 받아 들이고 이해할 
것이다. 또한 시간이 흘러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게 되면 점차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흡수능력이 높은 사용자는 
시스템을 보다 잘 사용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2: 흡수능력은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방법 
 
측정도구의 개발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직시민행동과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대한 설문문

항은 대부분 선행연구의 측정항목을 그대로 사용하

였고, 흡수능력에 관한 설문문항은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기존 선행연구의 측정항목을 최소한의 
수정을 거쳐 채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항목

들은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또한 두 명의 MIS연구자로부

터 설문항목을 검토받아 내용타당성을 점검하였으며 

최종 설문항목에 반영하였다. 구체적인 설문항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시민행동은 이타성, 양심성, 예의성, 
스포츠맨십, 시민정신 등 다섯가지로 구성되었다. 
이타성은 업무와 관련하여 조직구성원을 돕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양심성은 회사의 규칙 및 
규정과 관련절차를 준수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예의성은 동료문제나 업무에 관련된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스포츠맨십은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시민정신은 조직생활에 관심을 보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측정항목은 Smith et al.[62], 
Organ[53], Podsakoff et al.[57]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바탕으로 각각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흡수능력은 획득, 동화, 변형, 활용으로 
구성되었다. 획득은 ERP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얻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측정항목은 
Cohen and Levinthal[14], Tanriverdi[68]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각각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동화는 외부로부터 
습득한 ERP지식을 이해하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Szulanski[66], Ko et al.[36], Tanriverdi[68]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연구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5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변형은 
지식의 공유를 통해 자신만의 ERP시스템 
사용지식을 만드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Ko et al.[36], 
Tanriverdi[68]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활용은 
자신이 얻은 지식을 ERP업무에 적용하거나 지식을 
문제해결에 사용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Cohen 
and Levinthal[14], Szulanski[66], Ko et al.[36], 
Tanriverdi[68]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된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ERP시스템 사용성과는 인지된 유용성으로 
측정하였다. 인지된 유용성은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시스템의 인지적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이며, Park et al.[55]의 연구에서도 사용자의 
ERP시스템 사용성과를 인지된 유용성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RP시스템 
사용성과를 개인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업무성과가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Davis[17]와 Park et al.[55]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3 –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문헌 

변수 조작적 정의 출처

이타성 업무와 관련하여 조직구성원을 돕
는 행동의 정도 

조직

시민

행동
양심성 회사의 규칙 및 규정과 관련절차

를 준수하는 행동의 정도 

[62] 
[5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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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성 동료문제, 업무관련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행동의 정도 

스포츠맨십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불평불만

을 하지 않으려는 행동의 정도 

시민정신 조직생활에 관심을 보이며 능동적

으로 참여하는 행동의 정도 

획득 ERP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정보

를 얻는 능력의 정도 
[14] 
[68] 

동화 외부로부터 습득한 ERP시스템 지
식을 이해하는 능력의 정도 

[66] 
[36] 
[68] 

변형 
지식의 공유를 통해 자신만의 
ERP시스템 사용지식을 만드는 능
력의 정도 

[36] 
[68] 

흡수

능력 

활용 
자신이 얻은 지식을 ERP업무에 
적용하거나 지식을 문제해결에 사
용하는 능력의 정도 

[14] 
[66] 
[36] 
[68] 

ERP시스템 
사용성과 

개인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자
신의 업무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정도 

[17] 
[55]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수집 
대상은 ERP시스템을 구현한 기업의 ERP시스템 
사용자이다. 총 180부의 설문 중 171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3부를 제외한 
168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먼저 ERP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는 분석 대상기업에 
관한 특성들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유통/서비스업 
41.0%, 제조업 34.6%, 기타 다른 업종은 17.9%로 
나타났으며, ERP시스템 운영시기는 3~5년 34.5%, 5년 
이상 25.6%로서 3년 이상 시스템을 사용해온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용하고 있는 ERP시스템은 
SAP가 48.2%로서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영업관리(26.2%), 재무회계(15.5%), 관리회계(19.0%) 
모듈이 ERP시스템 사용모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58.9%, 여자 41.1%로 남자가 다소 많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연령은 20대 37.5%, 30대 47.0%로 
주 연령층이 20~39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82.2%로 나타났으며, 직급은 사원 
43.5%, 대리 32.7%로 나타났다. 업무 부서는 
일반관리/기획 부서가 3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업종은 제조업과 유통/서비스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나 사용되는 모듈과 부서는 여러 부분에 고르게 
분포 되어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성에 의한 왜곡된 결과는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RP시스템을 사용한 기간은 
대부분이 1년 이상으로 어느 정도 정착된 
ERP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은 지식을 공유하고 창출하는 
흡수능력의 관점에서의 본 연구를 검증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된 표본은 본 연구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4 –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직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제조 58 34.6
유통/서비스 69 41.0
통신업 16 9.6
기타 14 8.3

업종 

무응답 11 6.5
1년 미만 15 8.9
1~3년 27 16.1
3~5년 58 34.5
5년 이상 43 25.6

ERP시스템 
운영시기 

무응답 25 14.9
SAP 81 48.2
ORACLE 48 28.6
기타 21 12.5

사용 
ERP시스템 

무응답 18 10.7
재무회계 26 15.5
관리회계 32 19.0
영업관리 44 26.2
구매/자재관리 12 7.1
공급체인관리 3 1.8
설비관리 1 0.6
인사관리 7 4.2
전략적경영관리 1 0.6
고객관리 14 8.3
생산관리 7 4.2
기타 5 3.0

사용모듈 

무응답 16 9.5

개인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20대 63 37.5
30대 80 47.0
40대 23 13.7

연령 

50대이상 3 1.8
남 99 58.9

성별 
녀 68 41.1
고졸 16 9.5
대졸 138 82.2
대학원 12 7.1

학력 

무응답 2 1.2
사원 73 43.5
대리 55 32.7
과장 26 15.5
차장 10 5.9

직급 

부장 이상 4 2.4
일반관리/기획 62 36.9
마케팅/판매 20 11.9
자금/회계 8 4.8
충무/인사 16 9.5
생산/품질 13 7.7
정보시스템 35 20.9

부서 

연구개발 14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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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일차적으로 조
직시민행동과 흡수능력이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 흡수능력

이 조직시민행동과 흡수능력 사이를 효과적으로 매
개하는 지의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을 기반으로 한 LISREL 
8.7을 이용하여 2단계접근법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

였다[3]. 먼저 측정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타
당성이 검증된 측정모델을 이용하여 구조모델을 수
립하고 가설검증에 활용하였다. 
 
측정모델 
연구변수들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과 개념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구성개념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평가하였

다. 집중타당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우선 단일차원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Anderson and Gerbing[3]의 제안된 
방법론적 절차에 따라 측정모델에서 다른 항목들과

의 높은 잔차분산을 갖는 항목들 및 적정수준 이하

의 요인적재량 값을 갖는 항목들을 한번에 하나씩 
제거함으로서 측정모델에 대한 수정작업을 수행하였

다. 
ALT1, SPO1, CIV1, ACQ2, ASS1, TRA4, EXP4 등의 
측정항목을 제거하였으며 조직시민행동의 2차요인 
중에서 양심성과 예의성의 경우 요인적재량 값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였기에 제거하였다. 이러한 
수정작업을 거친 후에 적절한 적합도를 얻을 수 
있었다(χ²=482.231, df=296, χ²/df=1.629, p=0.00, 
RMR=0.0488, GFI=0.824, NNFI=0.967, CFI=0.972). 
기존의 문헌에서 조직시민행동의 요인을 세 
가지(이타성, 스포츠맨십, 시민정신)로 측정[56, 74]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측정모델의 수정과정을 통한 
2차요인의 축소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델의 
검증 및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집중타당성은 요인적재량, 복합신뢰도, 크론바흐 
알파 값, 평균분산추출 값 등을 통해 평가하였다. 
집중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요인적재량을 이용하여 집중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요인적재량이 0.6 이상, t-value가 2.0 
이상이면 집중타당성 있다고 하였으며[5], 본 
연구에서 제시 하고 있는 측정항목은 <표 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모든 요인적재량이 0.6을 
상회하고 있어 집중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구성개념의 복합신뢰도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각 개념의 지표들이 단일요인 모델에 의해 
수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크론바흐 알파 값 또한 
모두 0.7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25]. 그리고 평균분산추출 
값 또한 0.5 이상을 상회함으로써[19] 본 연구의 

측정모델은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 – 집중타당성 분석결과 

변수
구성 
개념 

측정

항목

경로

계수 CR AVE 크론바흐

알파 
ALT2 0.779 
ALT3 0.868 이타성

ALT4 0.862 
0.875 0.701 0.872 

SPO2 0.723 
SPO3 0.771 

스포츠

맨십 
SPO4 0.697 

0.774 0.537 0.771 

CIV2 0.717 
CIV3 0.871 

조직 
시민 
행동 

시민 
정신 

CIV4 0.743 
0.822 0.608 0.809 

ACQ1 0.676 
ACQ3 0.729 획득 
ACQ4 0.756 

0.764 0.519 0.760 

ASS1 0.798 
ASS3 0.857 
ASS4 0.887 

동화 

ASS5 0.886 

0.917 0.735 0.917 

TRA1 0.810 
TRA2 0.939 변형 
TRA3 0.761 

0.877 0.705 0.869 

EXP1 0.855 
EXP2 0.898 

흡수 
능력 

활용 
EXP3 0.820 

0.893 0.736 0.891 

PUS1 0.934 
PUS2 0.971 
PUS3 0.892 
PUS4 0.888 

ERP 
시스템

사용 
성과 

- 

PUS5 0.873 

0.965 0.847 0.966 

 
다음으로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균분산추출 값의 제곱근 값이 개념들 간 
상관계수를 상회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표 6>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각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 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판별타당성 역시 확보되었다. 
 
표 6 –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Mean 
(SD) ALT SPO CIV ACQ ASS TRA EXP PUS 

ALT 5.36 
(1.150) 0.837        

SPO 4.94 
(1.199) 0.666 0.732       

CIV 4.93 
(1.222) 0.475 0.620 0.779      

ACQ 4.03 
(1.530) 0.175 0.193 0.284 0.720     

ASS 4.25 
(1.332) 0.272 0.295 0.310 0.670 0.857    

TRA 4.47 
(1.322) 0.283 0.297 0.356 0.536 0.712 0.839   

EXP 4.16 
(1.396) 0.153 0.223 0.324 0.569 0.722 0.756 0.857  

PUS 5.01 
(1.390) 0.158 0.252 0.377 0.329 0.509 0.501 0.679 0.920

주: 대각선의 값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을 나타내며, 나머지 값은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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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델 및 가설검증 
조직시민행동은 1차요인인 이타성, 스포츠맨십, 시민

정신으로 이루어진 2차요인으로 표현되었으며 흡수

능력 또한 1차요인인 획득, 동화, 변형, 활용으로 이
루어진 2차요인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2차요인인 
조직시민행동과 흡수능력은 저차원의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2>, <그림 3>과 같으며 높은 
적합도 수준을 보여주었다(조직시민행동: χ²=51.122, 
df=24, χ²/df=2.131, p=0.001, RMR=0.0492, GFI=0.936, 
AGFI=0.881, CFI=0.973, NFI=0.954; 흡수능력: 
χ²=117.507, df=61, χ²/df=1.926, p=0.000, RMR=0.050, 
GFI=0.902, AGFI=0.854, CFI=0.984, NFI=0.967). 따라서 
1차요인은 2차요인과 강한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

다. 구조모델에서는 2차요인인 조직시민행동과 흡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각 1차요인들의 관측변수들의 
평균으로 항목합산(item parceling)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구조모델을 이용하였다.  
 

조직시민행동 흡수능력
ERP시스템
사용성과

동화 변형 활용획득

스포츠맨십

시민정신

이타성

0.678

0.781

0.663
0.591 0.799 0.798 0.848

(4.045) (6.603)

0.678

0.781

0.663
0.799 0.798

H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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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167) (R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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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84.579, df=52, χ²/df=1.626, p=0.00288, RMR=0.0591, GFI=0.922, AGFI=0.883, 
CFI=0.985, NNFI=0.980 

그림 4 – 연구모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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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REL 8.7 통계패키지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그림 
4>와 <표 7>과 같다. 구조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도는 χ²=84.579, df=52, χ²/df=1.626, p=0.00288, 
RMR=0.0591, GFI=0.922, AGFI=0.883, CFI=0.985, 
NNFI=0.980으로 나타났다. 모형적합도에 대한 
단일기준은 없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RMR<1.0, GFI>0.9, NNFI>0.9, CFI>0.9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21]. 따라서 본 구조모델은 가설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수준이며 연구에서 수행한 
경로분석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LISREL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설 H1과 가설 
H2는 모두 채택 되었다. 조직시민행동은 흡수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ß=0.409, t-value=4.045), 
흡수능력은 조직시민행동에 의해 분산의 16.7%가 
설명되었다. 또한 흡수능력은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ß=0.663, t-value=6.603), 
ERP사용성과 분산의 44.0%가 흡수능력에 의해 
설명되었다. 

χ²=51.122, df=24, χ²/df=2.131, p=0.001, RMR=0.0492, GFI=0.936, AGFI=0.881, 
CFI=0.973, NFI=0.954 

그림 2 – 조직시민행동의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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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가설검증 결과 

경로

계수 
표준

오차 경로 t-value 결과가설

조직시민행동 → 흡
수능력 

H1(+) 0.409 0.101 4.045 채택

흡수능력 → ERP시
스템 사용성과 

H2(+) 0.663 0.100 6.603 채택

 
 매개효과 검증 

 조직시민행동과 ERP시스템 사용성과 사이에 
흡수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가적 분석을 수행하였다[27]. 

χ²=117.507, df=61, χ²/df=1.926, p=0.000, RMR=0.050, GFI=0.902, AGFI=0.854, 
CFI=0.984, NFI=0.967 

그림 3 – 흡수능력의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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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A B C
 

0.072
(0.081)

조직시민행동

흡수능력

ERP시스템
사용성과조직시민행동

흡수능력

0.401
(3.954)

0.631
(6.073)

0.072
(0.081)

조직시민행동

흡수능력

조직시민행동

흡수능력

0.401
(3.954)

0.631
(6.073)

0.072
(0.081)

조직시민행동

흡수능력

ERP시스템
사용성과조직시민행동

흡수능력

0.401
(3.954)

0.631
(6.073)

0.072
(0.081)

조직시민행동

흡수능력

조직시민행동

흡수능력

0.401
(3.954)

0.631
(6.073)

 
그림 5 – 매개효과의 예 

 
첫째, A가 B에 영향을 미치고 B가 C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A와 C사이의 경로계수를 0으로 제약한 
모델)을 제시하여 A와 B사이의 경로계수와 B와 
C사이의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χ²=84.824, df=51, χ²/df=1.336, p=0.00205, RMR=0.0566, GFI=0.922, AGFI=0.881, 
CFI=0.984, NNFI=0.980  

그림 7 - 조직시민행동과 ERP사용성과 사이를 
제약하지 않은 모델 (모델Ⅱ, 경쟁모델) 

둘째, 첫 번째에서 제시된 모델이 적절한 적합도를 
갖고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첫 
번째에서 제시된 모델(모델Ⅰ)과 첫 번째에서 
제시된 모델에 A와 C사이의 경로를 추가한 
모델(모델Ⅱ)간의 χ²차이검증을 이용한 적합도 
평가를 통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만약 B가 A와 
C사이를 매개한다면, 베이스 모델인 모델Ⅰ에 비해 
경로가 추가된 모델Ⅱ의 적합도가 유의적으로 
개선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모델Ⅱ에서 A와 
C사이의 직접적인 효과가 비유의적으로 나타난다면 
B는 A와 C사이를 완전매개(full mediation)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의 토의 및 시사점 
 
토의 
본 연구는 성공적인 ERP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구성원들의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대해 사회교환이론에 기반한 
조직시민행동이 개인의 흡수능력을 매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조직시민행동은 흡수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의 획득, 
동화, 변형, 활용 등으로 구성된 지식창출 
프로세스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협동, 공유, 
커뮤니케이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연구들[24, 29, 39]과 연구의 흐름을 같이 한다. 
조직시민행동의 남을 돕고, 불평을 인내하고, 
배려하며, 회사의 규정과 절차를 지키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르려는 행동이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교환관계에 기반한 기대된 보상은 지식교환의 
동기적인 요인이 되며 나아가 지식의 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0]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안된 절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모델을 다시 
정리하면 <그림 6>와 같다. 제안모델은 만족스러운 
적합도(χ²=84.579 , df=52 , χ²/df=1.626 , GFI=0.922)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직시민행동과 흡수능력 
사이의 경로계수는 0.409(t-value=4.045), 흡수능력과 
ERP시스템 사용성과 사이의 경로계수는 
0.663(t-value=6.603)으로 모두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직시민행동 흡수능력(4.045) (6.603)

0.409 0.663
조직시민행동 흡수능력

ERP시스템
사용성과(4.045) (6.603)

조직시민행동 흡수능력(4.045) (6.603)

0.409 0.663
조직시민행동 흡수능력

ERP시스템
사용성과(4.045) (6.603)

둘째, 흡수능력은 조직구성원의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RP시스템은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를 가져오고 선진화된 지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ERP시스템의 사용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흡수능력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55]. 이는 또한 정보시스템 
그룹과 사용자 사이의 지식공유는 정보시스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51]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상된 
흡수능력을 기반으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ERP시스템 관련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게 되며 자신의 업무에 
활용하는 행위는 ERP시스템을 보다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χ²=84.579, df=52, χ²/df=1.626, p=0.00288, RMR=0.0591, GFI=0.922, AGFI=0.883, 
CFI=0.985, NNFI=0.980 

그림 6 – 조직시민행동과 ERP시스템 사용성과 
사이의 경로계수를 0으로 제약한 모델 

(모델 Ⅰ, 제안된 연구모델) 
 
둘째, <그림 6>와 <그림 7>의 두 모델을 비교해보면 
조직시민행동과 ERP시스템사용성과 사이에 경로를 
추가한 모델(<그림 7>, 모델Ⅱ)이 경로를 추가하지 
않은 모델(<그림 6>, 모델Ⅰ)에 비해 적합도가 
개선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시민행동과 ERP시스템 
사용성과 사이의 경로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흡수능력은 조직시민행동과 
ERP시스템 사용성과 사이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기존의 정보시스템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사회

적 교환관계는 사용자의 시스템에 대한 인지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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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연구에서는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또한 지식경영

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교환관계는 지식공

유의 동기적인 요인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10], 지식의 제공에 있어서 내재적인 이익이 외재적 
이익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31]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교환관계를 
기반으로 한 조직구성원들의 행태(조직시민행동)는 
조직구성원들의 정보시스템 사용성과(ERP시스템 사
용성과)와 지식공유능력(흡수능력)에 각각 독립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추가분석에 의하면 조직시민행동과 흡수능력은 각각 
독립적으로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보
여주었다(조직시민행동 → ERP시스템 사용성과: 
β=0.321, t-value=3.669; 흡수능력 → ERP시스템 사용

성과: β=0.354, t-value=4.049; <부록 2>참조). 그러나 
세개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경우 조직시민행

동은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흡수능력이 조직시민행동과 ERP시스

템 사용성과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지식기반이론

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식기반이론은 지
식을 기업의 독특한 자산으로 인식하며[37], 기업을 
“지식생산과 활용의 동적이고 진화하는 준자율적시

스템”[64, p.59]으로 간주한다. 이 이론은 기업의 존
재이유를 기존 지식의 업무적용을 위해서 뿐만 아니

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위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통합역량에서 찾는다. 따라서 
지식공유 및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흡수능력은 
ERP시스템의 구현과 같은 새로운 혁신도입에 대한 
조직동화 메커니즘에서 지배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그외의 부수적 요인(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도입한 조직시민행동)의 영향은 
최소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흡수능력의 완전매개 현상은 조직시민행동의 
영향력이 없어졌다기 보다는 흡수능력을 통한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두드러졌다

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시민행동

과 같은 자발적이고 이타적이며 동료들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행위는 흡수능력을 매개로 개
인적인 학습에서 조직적인 학습으로의 전환을 촉진

할 것이고 이는 결국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것이다.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양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본 연구는 연구자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론적인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Shang and Hsu[61]는 기존의 문헌연구를 
종합하여 ERP시스템의 성공·실패원인을 사용자훈련, 
커뮤니케이션, 문서화, 변화관리, 프로세스활용, 

통합/확장, 정보화, 시스템사용의 활성화 등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흡수능력과 접한 
관계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RP시스템 도입의 실패원인의 일부를 조직구성원의 
ERP시스템 사용성과의 저하로 보고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ERP시스템 사용성과의 저하 원인을 
지식이전과 관련된 지식의 공유 및 활용의 부족[16, 
51, 63]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이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변환하여 활용하는 능력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흡수능력과 
IT사용성과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으며[13, 55], 
특히 흡수능력의 선행변수로 조직시민행동을 제안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증분석한 논문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흡수능력 변수를 도입한 이론적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흡수능력이 IT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조직이론 분야에서 기업의 성과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직시민행동을 MIS분야의 
연구에 도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식이전 및 
공유와 관련된 흡수능력의 선행요인으로 
조직시민행동을 제시하였다. 지식공유와 관련된 
사회적 교환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Kankanhalli et 
al.[31]은 지식을 공유하고 이전함으로써 얻는 
기대된 이익의 형태를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외재적 보상보다 내재적 
보상이 지식의 제공과 공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조직시민행동은 이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내재적 
보상과 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조직시민행동은 MIS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예를 들면, 변화관리[41], 
ERP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2] 등), 본 연구는 
조직시민행동이 흡수능력을 통해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MIS분야에서 조직시민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셋째, 흡수능력이 
조직시민행동과 ERP시스템 사용성과 사이를 
매개한다는 사실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향후 이를 
토대로 조직시민행동과 흡수능력의 세부 차원들 
간의 영향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ERP시스템을 보다 더 유용하고 
성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의 
흡수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개인이 
지식을 획득하고, 공유하며, 활용하는 능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지식의 활용도는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따라서 ERP시스템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기 보다는 개인의 흡수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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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다. 
즉, 기업은 사용자가 ERP시스템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식을 문서화하고 
나아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기본적인 ERP시스템 교육뿐만 
아니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적이 우수한 
사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하도록 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를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ERP시스템의 활용사례를 발표하거나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흡수능력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의 실증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조직구성원의 행위는 업무 
역할에 의해 공식적으로 모두 규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조직의 
공식적인 정책과는 별개로 조직구성원의 
비보상적이며 자발적인 행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은 조직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며, 가족과 
같은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조직구성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조직시민행동과 흡수능력과 그리고 
EPR시스템 사용성과의 전체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조직시민행동과 흡수능력 간의 
하위 개념의 관계나 흡수능력의 하위 개념과 
ERP시스템 사용성과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 둘째, 설문조사 
대상기업의 업종 중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다른 업종에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ERP시스템 
운영시기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많은 학자 
및 실무자들에 의하면 ERP도입 후 초기 어느 
정도의 일정기간 동안 성과저하의 기간이 있다고 
연구되고 있다[58]. 이런 시점에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의 유용성에 대해 
올바르게 측정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넷째, 본 연구는 흡수능력의 선행변수로서 
조직시민행동만을 고려하였다. 비보상적인 자발적 
행동과 같은 내재적 동기부여 요인 이외에 회사의 
인센티브 정책 등과 같은 외재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의 하위 개념들과 흡수능력의 하위 
개념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흡수능력의 
하위 개념들이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는 ERP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운영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흡수능력을 
도출하였고 흡수능력의 선행요인으로 사회교환이론 
관점에서의 조직시민행동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조직시민행동은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흡수능력은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흡수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연구결과 
흡수능력은 조직시민행동과 ERP시스템 사용성과 
사이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의 
기업환경은 무한 경쟁시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은 전략적 도구로 ERP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ERP시스템 
도입의 실패와 낮은 업무 효율성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RP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요인으로 
흡수능력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들 간의 유의적인 관계를 실증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분야에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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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측정항목 

변수 측정항목 

ALT1 나는 결근한 동료사원을 위해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다. 

ALT2 나는 일이 많은 동료를 기꺼이 도와
준다. 

조직 
시민 
행동 

이

타

성 

ALT3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담당이 아니어
도 적응을 잘하도록 도와준다. 

ALT4 나는 대체로 주위의 동료를 돕는 편
이다. 

CON1 나는 매일 출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CON2 나는 근무 중 규정된 휴식시간 이외
에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CON3 나는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회사의 
공식적인 규정과 규칙을 준수한다. 

양

심

성

CON4 나는 내가 받는 보수만큼 열심히 일
한다고 믿는다. 

COU1 나는 동료에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일은 피한다. 

COU2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동료에
게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 

COU3 나는 회사나 동료에 대한 험담을 하
지 않는다. 

예

의

성

COU4 나는 다른 동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SPO1 나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일을 
문제삼지 않는다. 

SPO2 나는 발생하는 현상에 부정적인 측면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다.

SPO3 나는 회사의 단점을 지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스

포

츠

맨

십

SPO4 나는 회사 내에서 사소한 문제에도 
불평하지 않는다. 

CIV1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미팅에 자
발적으로 참여한다. 

CIV2
나의 업무에 속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CIV3 나는 회사가 요구하는 정책이나 혁신
에 따르고자 한다. 

시

민

정

신

CIV4 나는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
을 제안한다. 

ACQ1 나는 회사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
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ACQ2
나는 공식적인 교육이나 협력업체를 
통해서 ERP시스템의 사용이나 관리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ACQ3 나는 정기적으로 다른 부서나 지점을 
방문한다. 

획

득

ACQ4
나는 새로운 ERP시스템 사용법을 얻
기 위해 동료나 정보시스템 부서와 
빈번한 상호작용을 한다. 

ASS1 나는 ERP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필
요한 기술을 이해하고 있다. 

흡수 
능력 

동

화

ASS2
나는 ERP시스템의 교육이나 학습에 
대해 빠르게 이해 할 수 있는 기술적/
관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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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ERP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최
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ASS3 

나와 동료들은 ERP시스템 사용을 위
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단
을 가지고 있다. 

ASS4 

나는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나 
변화를 빠르게 분석하고 해석한다. 

ASS5 

나는 미래에 참고 하기 위해 새로이 
획득한 지식을 저장하거나 기록한다. 

TRA1 

나는 지식의 실행을 위한 새로운 외
부지식의 유용성을 바르게 인식한다. 

TRA2 

TRA3 나는 실용적인 경험을 쉽게 공유한다.

변

형 

나는 동료들과 서로의 의견을 논의하
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 

TRA4 

ERP시스템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다른 
업무에 활용한다. 

EXP1 

ERP 선진프로세스에서 제공하는 사항
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EXP2 

EXP3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식을 공유한
다. 

활

용 

업무 처리시 다른 부서의 지식을 쉽
게 이용한다. 

EXP4 

ERP시스템을 사용으로써 업무수행의 
유용성이 증대된다. 

PUS1 

ERP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수행
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PUS2 

PUS3 ERP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수행
의 효과성이 향상된다. 

ERP 
시스템 - 

PUS4 ERP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업무를 더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사용성과 

ERP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수행
의 성과가 향상된다. 

PUS5 

 
 
부록 2 – 직접효과에 대한 추가연구 모델 
 

조직시민행동
ERP시스템
사용성과조직시민행동

0.321

(3.669)
조직시민행동

ERP시스템
사용성과조직시민행동

0.321

(3.669)

 
χ²=36.398, df=19, χ²/df=1.915, p=0.00943, RMR=0.0559, GFI=0.948, AGFI=0.902, 
CFI=0.988, NNFI=0.982 
 
 
 

흡수능력 ERP시스템
사용성과

0.354
ERP시스템
사용성과(4.049)

흡수능력 ERP시스템
사용성과

0.354
ERP시스템
사용성과(4.049)

 
χ²=57.746, df=26, χ²/df=2.221, p=0.00033, RMR=0.0833, GFI=0.929, AGFI=0.876, 
CFI=0.979, NNFI=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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