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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success factors of ERP system in corporations and to know what is 

different in the factors depending 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size. Considering  there are various results from 

introduction of the same information technology(IT), it is implied that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make a difference. 

In this thesis we did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bout the factor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analyzed the priorities depending 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size. The results show that mechanistic organization 

has key success factors of work process change, project team abilities, and determination of CEO while organic 

organization has those of work process change and project team abilities. Plus bigger sized organization has success 

factors of work process change, project team abilities, and determination of CEO while small sized organization has 

those of work process change and project team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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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기술의 도입 략은 기업의 생존에 직결되

는 략  의사결정  하나이다. 기업의 입장에

서 IT를 받아들이는데 능력의 차이가 있으며 동

일한 정보기술도 도입하는 능력에 따라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조직의 업무와 의

사결정에 효율을 높여 주었을 뿐 아니라 사용자에

게도 작업시간 단축과 정보의 질 등에서 높은 성

과를 주게 되었다. 각각의 업무 분야에서 요구되

는 정보기술은 독자 으로 시스템의 발 을 거듭

해 왔으나 다양화된 업무와 다양한 환경에서 각기 

다른 정보기술을 통합할 필요성이 발생 하 으며, 

특히 다국 기업의 경우 여러 지역에 있는 지기

업의 환경을 한 곳에서 통제를 할 필요성이 두 

되었다. ERP 시스템은 바로 사 인 자원 리 

시스템으로써 기업이 모든 분야에 걸쳐있는 정보

기술을 하나의 마스터 데이터로 통합을 해 으로

써 실시간 경 을 가능하게 지원을 해주며, 제품

을 수주하는 데에서부터 출하에 이르는 모든 업무

의 과정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한 특정업

무 분야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업

무에 지원이 가능하여 일부의 불필요한 부분은 과

감히 생략이 되는 탄력 인 용이 가능한 시스템

이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원(resource)

을 확보하는 일이며 동일 자원을 남들과 다른 차

별화된 자원으로 내재시켜야 하는 부담 한 가지

고 있다. 기업은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우 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의 생존력을 강화할 수 있

다. 최근 ERP를 도입한 기업이 늘고 있으며, 도

입을 극 으로 검토를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

다. 이들 기업의 ERP 도입과정을 살펴 으로써 

ERP 도입시의 성공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여러 성공요인 에서 주요성공 요소들이 무엇인

지를 악하여 새로 ERP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

업에 주요성공요인의 우선순 를 용함으로써 

ERP 시스템의 도입에 성공을 도모할 수 있다.

한 주요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s)

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 으로써 어떠한 요인들

이 정의 계를 가지며, 어떠한 요인들이 부의 

계를 가지게 되는지 분석하 다. 기업의 문화는 

기계  조직의 문화와 유기  조직의 문화로 구분

하 으며[13] 조직의 규모도 기업과 소기업으

로 구분하 다( 소기업 진흥법 부칙 1항). 

2. 본  론

정보기술의 발달은 이미 기존 조직 구조와 업무

의 흐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기업들은 새로

운 환경에 응하기 한 Dynamic Capability로

써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상을 보이고 있다. 경

쟁기업보다 차별화된 우 를 얻기 해서 새로운 

IT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20]. 통 인 업무 

방식과 차는 이제 기업과 조직의 효율을 해서

는 많은 개선과 변화를 가져와야 할 때이다[15]. 

조직에서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성

과가 따를 수 있겠고 한 부담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조직은 정보기술의 지원이 없이는 변화하

는 환경에 응하거나 경쟁우 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정보기술은 단순히 

기업의 업무효율을 지원하는 효율성을 넘어서 정

보기술의 략이 기업의 략이 되는 수 에 까지 

오르게 되었다[9]. 그리하여 조직의 업무 로세

스는 업무 분담의 수 에서 서서히 정보 달 수

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은 이러한 로세

스의 재설계에 강력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정보

기술에 한 투자 비 성과에 한 문제보다는 이

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응하기 해 정보기술에 

한 지속 인 투자만이 조직의 경쟁력 우 를 유

지하는데 요한 요소 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즉 변화와 신을 한 Dynamic Capability로써 

기업의 핵심자원(Resource)으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면 기업은 자신들의 조직에 

걸 맞는 기업의 정보기술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 인 리를 한 솔루션 에서 가장 

합한 솔루션이 바로 ERP 시스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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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미 ERP를 도입한 기업을 상으로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새로이 ERP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기업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ERP

를 도입한 기업도 아직은 그들의 성공요소가 무엇

인지를 확실히 밝 내는 데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무엇이 성공요인인지를 도입한 기업

들 조차도 확실히 밝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한 ERP의 특징은 단계  실행(Roll Out)방

식으로 도입을 할 수가 있어 먼  필요로 되어지

는 분야에 솔루션을 먼  설치를 한 후에 차

으로 시스템을 안정 이며 단계 으로 구축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다면 이러한 시스템의 성공요인들은 조직

의 문화와 규모에 따라서 우선 순 의 차이가 나

는지를 알아보았다. 

기업에서 도입한 ERP의 성공 요인들을 분석하

고 성과변수들을 정리한 다음 기존의 연구에서 보

여  다양한 성공요인들이 기업의 문화와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다.

기업의 문화가 기계 인 문화인가 혹은 유기

인 문화인가에 따라서 성공요인들의 우선순 가 

달라질 것이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여러 가

지 성공요소들 에서 우선순 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새로 도입을 하려는 조직에 시사 을 주기 

해서 조직의 문화와 규모로 조직의 특성을 구분

하고 성공요인 우선순 를 확인하여 ERP를 도입

할 경우 고려할 사항들을 도출해 보는 것이 이 논

문의 목 이다.

그 다면 과거의 문헌연구에서 성공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사 연구를 통한 분석에

서 살펴보면 ERP를 기업 조직에 도입할 경우 주

요 성공요인들은 경 지원, 로젝트 계획  

리, 변화 리, 로젝트 범 , 로젝트 인 자원, 

추진방법론, 정보기술 지원, 강력한 리더십, 경

진의 신속한 의사결정, 목표설정, ERP 추진 모듈

의 범 , 변화 리, 로젝트 인 자원과 련된 

요인, 조직의 분 기, 컨설턴트 능력, 정보시스템 

반의 계획, BPR의 실행, 추가개발 가이드, 업무

의 표 화 정도, 신규 정보시스템 사용능력, 업무

차의 개선, 도입 담 의 구성 수 ,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기업문화, 사용자 항, Communication

의 요성, 정보기술 투자 등의 주요 변수들이 도

출이 되었다. 

연구 방법은 설문을 통하여 조직의 문화와 규모

에 따라서 어떤 요인들이 성과에 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다. 기존의 성공요인들을 바탕으로 

규모가 다른 기업들과 문화가 다른 기업들에게 성

공요인들이 어떻게 용되는지 알아보았다. 

2.1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총 40개의 ERP 도입 기업  24개

의 기업이 연결 되어 각 기업의 사원과 리 과장 

그리고 부장  이상을 상 로 설문조사를 하 다. 

ERP 시스템 사용자를 상으로 하 으며, ERP 

시스템을 직  리하는 기업의 IT부서는 제외를 

하 다. 기업의 규모를 통제하기 해서는 기업

과 소기업으로 분류를 하여 샘 링을 하 다. 

제조업에서 주로 ERP 시스템을 도입하 으나 

융과 련한 기업도 상이 되었으며, 정보통신, 

정보기술, 화학, 의류, 유통 등의 기업과 회사타입

은 순수 국내회사와 외국인 회사 그리고 외국인 

합자회사로 나 었다. 외국인 회사의 경우에는 해

외의 본사에서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사인 

한국에 자동으로 도입을 한 사례도 있었다. 

기업의 규모는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1

항을 기 으로 소기업분류 기 을 선정하 다. 

기업의 규모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의 수, 

자산규모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상

시근로자의 수를 기 으로 하 다(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하). 특히 ERP 시스템은 재로서는 고

가의 비용이 드는 시스템 이므로 세한 기업은 

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기업은 분석의 상

에서 제외가 되었다.

ERP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 24개 사용자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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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2.2 연구가설

가설 1 : 조직문화의 차이는 ERP 도입 성공요인

의 우선순 에 향을  것이다.

가설 2 : 조직규모의 차이는 ERP 도입 성공요인

의 우선순 에 향을  것이다.

2.3 연구모형

최고경영자의지
신속한 의사결정
명확한 도입범위
명확한 목표설정
지속적인 관심
부서간 문제 조율
충분한 지원
적극적인 교육
교육자 사용자간 의사소통
사용자의 기술수용 자세
지속적인 교육
구축 방법론
업무량 개선
업무의 표준화 정도
BPR
변화 수용도
컨설턴트들의 능력
프로젝트팀과 컨설턴트들
과의
의사소통
프로젝트 팀 수준
프로젝트 매니저 실력
CBO
현업사용자의 참여

ERP성과

조직의 문화

조직의 규모

[그림 1] 연구모형

2.4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최고경 자 의지(Deloan, 1998)와 

로젝트 의 능력과 구성(Schmitt and Kozar, 

1978), 외부업체 리(McFarlan and Nolan, 1995), 

교육, 로젝트 계획  리, 변화 리, 로젝트 

범 , 로젝트 인 자원, 추진방법론(유희원, 1998), 

정보기술 지원, 강력한 리더십, 경 진의 신속한 

의사결정, 목표설정, ERP추진 모듈의 범 , 변화

리, 로젝트 인 자원과 련된 요인, 조직의 

분 기(성종선, 1998), 컨설턴트 능력, 정보시스템 

반의 계획, BPR의 실행(한희 , 1999), 추가개

발 가이드, 업무의 표 화 정도, 신규 정보시스템 

사용능력, 업무 차의 개선,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기업문화(최수용, 1999), 사용자 항, 의사소통의 

요성, 정보기술 투자 등 기존의 문헌에서 성공

요인들이라고 악이 되어 있는 요소들을 사 연

구로 선택하 다. ERP의 도입시 경 진의 이해

도, 추진력 등은 요한 요인이 되며 지속 인 

심과 리가 경 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비율

이 높을수록 시스템 도입이 성공 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최고 경 자가 ERP라는 새로운 시스

템 도입에 한 확신을 가지고 명확한 비 을 제

시하며 이에 필요한 변화와 항을 일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히 리함으로써 ERP의 도입을 

성공 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 

2.5 조 변수 

조 변수는 기업의 문화와 규모로 두어 기업의 

문화는 기계  조직체(mechanistic organization) 

문화와 유기  조직체(organic organization) 문

화로 구분을 하 다. 기계  조직과 유기  조직

을 비교하면 우선 직무설계에 있어서 기계  조직

에서는 직무내용이 명확하게 세분되어 있고 다른 

직무와의 분화가 뚜렷하며, 책임과 기능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조직의 목 보다는 

직무수행상의 세부 인 방법과 수단을 더 강조하

는 경향이 있는 반면, 유기  조직에서는 직무구

조와 내용이 상황에 따라 신축 으로 설계되고 조

직성원들 상호 계에 의하여 구체화됨으로써 직

무내용에 탄력성과 응성을 보인다. Burns and 

Stalker의 분류기 에 따라 문화의 정도가 높고 

낮은가와 의사소통은 충고와 자문, 명령, 지시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의사결정 권한의 치는 

력과 토론인가 아니면 조직 최고 층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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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갈등해결은 토론이나 상호작용인가 혹은 

상 자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인가, 정보흐름이 상

하로 자유로운가 제한되고 하향 인가, 업무의 공

식화는 낮은가 높은가를 기 으로 기계 인 구조

인가 아니면 유기 인 구조인가를 구분하여 기업

의 문화가 기계 인 문화와 유기 인 문화에 따라

서 성과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했고, 기업의 규모가 성과에 어떠한 향을 주는

지에 해서 알아보기 해서 국내의 ERP를 도

입한 기업  기업과 소기업을 선정하여( 소

기업법에 근거하여) 조사를 하 다.

2.6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ERP의 성과는 조직의 성과와 사용

자만족[12, 19, 17]으로 설정하 다. Delone 등의 

정보시스템 성공 모델에 한 연구에서 검증된 6

개의 범주에서 다시[22] 등이 검증을 한 정보시스

템 사용자 만족도를 선택 하 다. 한 Guthrie 

Art의 정보기술에 한 리자와 사용자간의 자

세에서 살펴본 사용자만족에 한 연구도 참조를 

하 다(Guthrie Art, 1974). 새로운 시스템의 도

입이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느냐 하는 것

은 성공 요인으로 요한 것이며, 특히 정보를 입

력하는 사람들 보다는 정보를 이용하고 리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정 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가가 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다

2.7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  회수된 설문지에 응답된 항

목들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표 인 특성을 추출

하고 타당성을 확인하 다.

요인분석의 이론  배경은 아래와 같다.

1) 요인 모형

p개의 변수, x1, x2, …, xp의 표 화된 변수를 

z1, z2, …, zp라 할 때 요인 모형은 변수 zi들이 

소수의 측되지 않은 요인 F1, F2, …, Fm(m≤

p)들의 선형결합으로 표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z1 = l11F1 + l12F2 + … + l1mFm + ε1

z2 = l21F1 + l22F2 + … + l2mFm + ε2

                   :  

                   :

zp = lp1F1 + lp2F2 + … + lpmFm + εp 

의 식에서 Fi는 공통요인(common factor)이

라 하며 체 변수에 공통 으로 사용되는 변수

이다.

2) 요인 추출 

요인 모형에서 변수 z1, z2, …, zp의 상  행렬

을 R, L=(lij)를 요인행렬, Ψ를 각선의 원소가 

φi인 각 행렬이라고 하면

R = LL’ + Ψ

를 만족한다.

m개의 공통요인 F1, F2, …, Fm는  식을 만

족하면서, F1는 분산이 가장 크고, F2는 F1과 상

이 없으면서 분산이 F1 다음으로 크며, 한 Fi

는 F1, F2, …, Fi-1와는 직교하면서 남아있는 요

인들 에서 가장 분산이 크도록 순차 으로 결정

하면 된다. 이 방법은 상 행렬 R의 주성분을 구

하고 이 에서 m개의 주성분을 요인으로 사용하

는 방법이므로, 주성분분석에 의한 요인추출법이

라고 한다.

3) 보유할 요인의 개수 결정

보유하여야 할 요인의 개수 m을 결정하기 해

서는 다음의 기 을 이용한다. 

• p개의 원 변수들의 분산의 합은 상 행렬의 

각선의 합인 p이며 이는 고유값 λi들의 합

과 같다. 이를 p개의 변수들에 의한 체 변

동이라고 할 때, m개의 요인 F1, F2, …,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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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력은 보유한 요인들의 기여율인






  






   가 된다. 이는 m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총변동에 한 비율을 나타낸다. m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기여율의 

증가 정도를 보아 당한 값을 선택한다. 

•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그려 보아 직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시작할 때의 값을 인자

의 개수로 정한다. 

4) 요인 회

요인분석시 고려할 의 하나는 원 변수들의 선

형결합으로 표 되는 요인들의 해석이다. 만약 해

석이 용이하지 않다면 산출된 요인의 행렬을 해석

이 용이하도록 회 시킬 수 있다. 회  방법에는 

직교회  방법으로 VARIMAX, QUARTIMAX, 

EQUAMAX가 있고, 사교회  방법으로 OBLI-

MIN이 있다. 일반 으로 직교회  방법으로는 VARI-

MAX 방법이 많이 쓰이며, 사교회  방법은 두 

개의 요인이 완 히 독립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쓰인다. 

기존의 성공요소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최고경

자의 의지와 업무 로세스의 변화, 로젝트  

능력, 변화와 교육 리 이 게 4가지로 분석이 되

어 앞의 4가지 주요 변수들을 가지고 우선순  비

교를 실시하 다. Cronbach’s alpha test를 이용

하여 신뢰성을 검증하고 변수들간의 상 계를 

분석하고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했다. 

세 번째로는 다변량회귀분석을 통하여 독립변

수의 주효과를 검증하 다. 이 단계에서는 각 변

수 회귀계수값의 t검증을 실시하 다. 특히 회

귀분석방법에서는 각각의 변수들이 조 변수에 

의하여 어떤 독립변수들이 더 향을 주는지에 

하여 알아보기 해서 stepwise방식의 기법을 이

용하 다. 

2.8 연구 결과

2.8.1 표본의 특성

<표 1> 표본의 특성

구      분 빈도 백분율

체 215 100%

산업별
생산, 제조업
정보통신
정보기술
화학
유통
의류

91
17
65
17
17
8

42%
8%
30%
8%
8%
4%

회사타입
순수 국내회사
외국인 회사
외국인 합자회사
기타

108
62
26
19

50%
29%
12%
9%

도입연수
1년 이내
1년～1년 반 이내
1년 반～3년 이내
3년 이상

90
9
71
45

42%
4%
33%
21%

응답자직
리 이하

과장
부장 이상

155
43
17

72%
20%
8%

표본의 특성을 보면 ERP를 도입한 기업  생

산제조업체(42%)가 가장 많으며 그 뒤로 정보기

술과 정보통신기업들이 보이고 있다. 회사타입은 

순수 국내회사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인

회사와 외국인 합자회사도 상당부분 차지한다. 

2.8.2 타당성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부분 기존 

연구에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된 것들이다. 

그러나 원래의 측정도구들이 번역되고 한 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의도가 달라지면서 개념타당성

의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되어 

수집자료에 한 타당성 분석을 해 요인분석을 

실시 하 다. 각 변수의 설명력을 보다 잘 단하

기Kaiser가 제안한 VARIMAX 방법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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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변수의 고유값  설명력

설명된 총분산

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재값 회  제곱합 재값

성분 체 % 분산 % 체 % 분산 % 체 % 분산 %

1 7.885 41.501 41.501 7.885 41.501 41.501 4.145 21.817 21.817

2 2.397 12.617 54.117 2.397 12.617 54.117 3.159 16.624 38,441

3 1.381 7.269 61.386 1.381 7.269 61.386 2.877 15.140 53.581

4 1.245 6.553 67.940 1.245 6.553 67.940 2.728 14.359 67.940

5 .722 3.801 71.740

6 .673 3.544 75.285

7 .641 3.371 78.656

8 .576 3.033 81.689

9 .484 2.550 84.238

10 .444 2.335 86.574

11 .370 1.946 88.520

12 .355 1.870 90.390

13 .348 1.829 92.219

14 .302 1.587 93.806

15 .288 1.518 95.324

16 .236 1.244 96.569

17 .231 1.217 97.786

18 .221 1.165 98.951

19 .199 1.049 00.000

추출방법 : 주성분 분석.

8

6

4

2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성분 번호

고

유

값

[그림 2] 요인별 스크리 도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한 결과로서, 추출된 요인 

에서 처음 4개의 요인이 보유되고 이들의 기여

율이 67.94%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스크리 도

표에서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 다. 5번째 요인

부터 기울기가 완만하므로 4개의 요인을 보유한다.

4개의 요인에 해당되는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산출되었다.

상기 결과에 따라 0.5이상의 별 타당성을 지

닌 변수를 묶어 그룹화 하 다. 그룹화에 따른 신

뢰도를 측정하기 하여 Cronbach’s alpha test

를 실시하 으며, 이에 따른 결과값은 2.8.3 신뢰

도 분석에서 상술하 다.

요인 1은 최고 경 자의 ERP 도입 의지, 도입

시 발생하는 문제에 한 신속한 의사 결정, 명확

한 도입 범 , 명확한 목표 설정, 지속 인 심, 

경 자의 부서간 문제 조율, 경 자의 충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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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요인에 한 성분행렬

회 된 성분행렬
a

성분

1 2 3 4

최고의지
의사결정
도입범
목표설정
지속 심
문제조율
충분지원
극교육

의사소통
업무량
표 화
bpr
수용도
사용요구
컨설턴트
의견교환
수

pm 능력

.851

.671

.810

.825

.831

.549

.529

.316
.132
.160
.124
.140
.178
.187

-.009
.060
.195
.212
.174

.075

.177

.107

.129

.164

.082

.272

.035

.300

.319

.725
.776
.795
.685
.517
.110
.162
.363
.356

.050

.283

.112

.107

.112

.342

.086

.198

.153

.156

.256

.181

.230

.031

.404

.854
.793
.681
.638

.019

.295

.232

.111

.164

.474

.492

.778
.783
.786
.101
.140
.134
.297
.147
.168
.132
.082
.189

요인추출방법：주성분 분석.

회 방법：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
. 6 반복계산에서 요인회 이 수렴되었습니다.

원 등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최고 경

자의 도입 의지에서 비롯되는 항목으로 ERP 도

입에 한 최고 경 자의 확고한 비 과 이를 성

취하기 한 실행 능력과 련된 항목들이다. 요

인 2는 업무량의 감소, 업무 표 화,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변화된 업무의 수용도, 

사용자의 사용시 요구 반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업무 로세스의 변화로 표 할 수 있

다. 요인 3은 컨설턴트의 능력, ERP 로젝트 

과 컨설턴트간의 원활한 의견 교환, ERP 로

젝트 의 능력, 로젝트 매니 (PM, Project 

Manager)의 능력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이

는 결국 ERP 도입 추진 로젝트 의 능력으로 

표 할 수 있다. 요인 4는 극 인 교육, 사용자

와 ERP 교육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속 인 

교육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는 교육과 변화 

리라고 표 할 수 있다. 

<표 4> 그룹화된 각 변수에 한 별타당성

최고
경 자
의지

업무
로세스
변화

로젝트
 능력

교육과 
변화 
리

최고경 자
의지

.851 .075 .050 .019

의사결정 .671 .177 .283 .295

도입범 .810 .107 .112 .232

목표설정 .825 .129 .107 .111

지속 인 심 .831 .164 .112 .164

경 자의 부서
간 문제조율

.549 .082 .342 .474

경 자의 
충분한 지원

.529 .272 .086 .492

극 인 교육 .316 .035 .198 .778

의사소통 .132 .300 .153 .783

지속교육 .160 .319 .156 .786

업무량감소 .124 .725 .256 .101

업무표 화 .140 .776 .181 .140

BPR .178 .795 .230 .134

변화된 업무 
수용도

.187 .685 .031 .297

사용요구 -.009 .517 .404 .147

컨설턴트
능력

.060 .110 .854 .168

컨설턴트와 
로젝트 간 

의사소통
.195 .162 .793 .132

로젝트
능력

.212 .363 .681 .082

로젝트 
매니  수

.174 .356 .638 .189

요인분석을 통한 수정된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

다. 기존의 성공요인들을 모두 나열하여 분석을 

해 본 결과 결국은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8.3 신뢰도분석 

이 연구는 양 연구방법으로 설문을 하 다. 양

연구방법을 통한 실증분석이 병행되었으므로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여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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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경영자 의지

조직성과
(사용자만족)

교육과 변화관리

업무프로세스변화

프로젝트팀능력

조직문화

조직규모

[그림 3] 수정된 연구모형

<표 5> 신뢰도분석

변수 항목수
Cronbach 
alpha 값

최고경 자의지 7 0.907

교육과 변화 리 5 0.826

업무 로세스의 변화 4 0.838

로젝트  능력 3 0.840

<표 6> 기계  기업에 한 분석 결과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4.358 .081  53.851 .000

업무 로세
스변화

 .631 .077 .575 8.177 .000

로젝트  
능력

 .263 .086 .216 3.064 .003

최고경 자 
의지

 .224 .078 .202 2.873 .005

R2   .389

F 26.524

주) 종속변수 : 만족도.
에서 사용된 설문내용을 활용하 다. 신뢰성 평가

를 해 내  일 성을 평가하는 표 인 방법인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일

반 으로 0.6이상이면 강한 상 계로 볼 수 있

다(채서일, 1999).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알 계수가 0.8이상으

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8.4 연구가설검증

가설의 검증을 하여 다변량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특히 조 변수에 의하여 어떤 독립변수들이 

더 향을 주는지에 하여 알아보기 해서 ste-

pwise방식의 기법을 이용하 다.

가설 1과 가설 2에서 “조직문화의 차이는 ERP

도입 성공요인의 우선순 에 향을  것이다” 

“조직규모의 차이는 ERP도입 성공요인의 우선순

에 향을  것이다”라고 하 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기계  문화를 지닌 기업

<표 6>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업무 로세스변

화, 로젝트 능력, 최고경 자의지에 한 변수

의 계수값은 각각 0.631, 0.263, 0.224으로 모두 

양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두 1% 수 에

서 유의 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들 독립변수

는 종속변수인 사용자만족에 하여 양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계  문화를 지닌 

조직에서 ERP 도입의 성공 요인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들은 업무 로세스의 변화와 로젝

트  능력, 그리고 최고경 자의 의지 고 교육과 

변화 리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모

형의 설명력은 38.9% 다.

2) 유기  문화를 가진 기업

<표 7>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업무 로세스변

화, 로젝트 능력에 한 변수의 계수값은 각각 

0.704, 0.317로 모두 양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으

며 모두 1% 유의수 에서 유의 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들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인 사용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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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유기  기업에 한 분석 결과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4.296 .072  59.453 .000

업무 로세
스변화

 .704 .075 .608  9.351 .000

로젝트  
능력

 .317 .074 .277  4.258 .000

R2   .417

F 49.693

주) 종속변수 : 만족도.

<표 8> 규모가 큰 기업에 한 분석 결과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4.169 .078  53.480 .000

업무 로세
스변화

 .619 .076 .567  8.143 .000

로젝트  
능력

 .361 .080 .317  4.492 .000

최고경 자 
의지

 .259 .073 .251  3.563 .001

R
2

  .485

F 33.584

주) 종속변수 : 만족도.

<표 9> 규모가 작은 기업에 한 분석 결과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4.425 .100 44.361 .000

업무 로세
스변화

 .635 .103 .492  6.139 .000

로젝트  
능력

 .363 .098 .297  3.708 .000

R
2   .356

F 27.904

주) 종속변수 : 만족도.

족에 하여 양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기  문화를 지닌 조직에서 ERP도입의 

성공 요인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들은 업무

로세스의 변화와 로젝트  능력이었고 최고경

자의 의지와 교육과 변화 리는 유의한 요인으

로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은 41.7% 다

3) 규모가 큰 기업

<표 8>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업무 로세스 

변화, 로젝트 능력, 최고경 자의지에 한 변

수의 계수값은 각각 0.619, 0.361, 0.259로 모두 

양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두 1% 유의수

에서 유의 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들 독립

변수는 종속변수인 사용자만족에 하여 양의 방

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규모가 큰 기업

에서 ERP 도입의 성공 요인으로 유의하게 나타

난 요인들은 업무 로세스의 변화와 로젝트  

능력, 그리고 최고경 자의 의지 고 교육과 변화

리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은 48.5% 다.

4) 규모가 작은 기업 

<표 9>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업무 로세스변

화, 로젝트  능력에 한 변수의 계수값은 각

각 0.635, 0.363으로 모두 양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두 1% 유의수 에서 유의 으로 나타

나고 있다. 즉, 이들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인 사용

자만족에 하여 양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를 통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ERP도입의 성공 

요인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들은 업무 로세

스의 변화와 로젝트  능력이었고 최고경 자

의 의지와 교육과 변화 리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

타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은 35.6% 다.

3. 결  론

연구방법의 결과로 나타난 주요 성공요인을 보

면 조직의 문화와 련해서는 기계  문화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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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요인들은 업무 로세스의 변화, 로젝

트 의 능력, 최고경 자의 의지로 나타났고, 유

기 인 문화에서도 업무 로세스의 변화와 로

젝트 의 능력이 주요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기

계  문화를 지닌 기업의 경우 유기  문화를 지

닌 기업과 달리 최고경 자의 의지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계  문화를 지닌 기업에서 Top- 

Down 방식의 IT 실행 구조가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직의 규모와 련해서는 규모가 클 경우 업무

로세스의 변화, 로젝트 의 능력, 최고경 자

의 의지가 주요 변수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작은 

경우 업무 로세스의 변화와 로젝트  능력만

이 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제 으로 ERP시스템을 도입하기 한 략 

 고려해야 할 가장 요한 요소는 업무 로세스

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RP 시스템과 

같은 IT 시스템을 조직의 변화와 신을 한 수

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이다. 한 조직의 규모가 클 경우의 주요성공

요인들을 살펴보면 기계 인 조직 문화의 주요성

공요인들과 요인들이 일치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기계 인 조직문화를 가지

고 있음을 간 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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