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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egative IT performances produced by irrational fashion-mimic IT 

investments in firms. Since most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the assumption of rational investment decisions, 

many of them have revealed positive investment process and performances in firms. However, fashion-mimic 

investments to follow the paths of market leaders rather than rational investment decisions have been of frequent 

occurrence in many firms. This study divided types of mimic investments into subgroups where one subgroup has 

fashion-mimic properties and the other subgroup retains rational-mimic properties. We compared differences in 

performance of these subgroups to investigate effects of irrational investments in IT projec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performance between fashion-mimic and rational-mimic investments. Additional analysis 

also revealed differences in performance at the presence of CEO control in the case of fashion-mimic investment 

sub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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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규모 IT 로젝트 투자가 기업 경쟁 우

를 유지거나 강화하는데 있어서 요하다는 사

실은 그동안 자주 언 되어 왔다. IT 로젝트 투

자가 요하다는 것은 기업의 포트폴리오 는 비

즈니스 략에 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

다. 이처럼 투자의 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IT 

로젝트 투자에 한 부정 인 인식으로 인하여 

기업에서는 투자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

었다고 한다[45]. 기업의 투자 규모 축소는 로젝

트 투자를 자산이 아닌 비용 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

의 소극 인 투자 자세와 심은 로젝트 성과를 

부정 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IT 로젝트 투자를 수행하는 최고 경 자들은 

장기간의 투자 험성과 성과의 불확실성으로 인

하여 선도 기업의 IT 로젝트에 많은 심을 가지

게 된다고 한다[19, 42]. 선도 기업의 IT 로젝트 

투자에 하여 심을 가지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 

우 를 높이기 한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진행과 

성공 여부를 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선도기

업의 로젝트 투자에 한 심은 선도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로젝트를 모방할 경우 투자 실패

를 최소화하고 경쟁우 를 갖추기 한 심이라

고 볼 수 있다.

한편 IT 로젝트 투자가 기업 내부 으로 정

인 변화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되어 왔다[57]. IT 로젝트 

투자 목 이 명확하지 못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부정 인 성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목 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다. 합리 인 

투자 의사결정이 부재한 모방 투자는 시장 동조 

심리 효과에 의해서 작용되는 불명확한 투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모방 투자하는 기업은 시

장 동조 심리에 의한 투자로 행동되지 않게 체계

인 투자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

라고 강조될 수밖에 없다. 

Schannars[52] 한 기업들이 IT 로젝트 투자의 

성공을 하여 투자 험을 분석하고 투자 성과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 

기업들은 정 인 로젝트 성과 창출을 하여 

투자 우선순 와 시 을 결정할 수 있는 투자 지

표를 작성하여 벤치마킹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벤치마킹은 투자하려는 IT 로젝트가 시

장에서 단기 으로 유행하게 되는 IT 투자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표의 원천 자

료로서 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합리 인 투자 의사결정의 

요성은 1990년  후반 외환 기 이후부터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다. 심지어 경제 매체에서도 국내 기

업이 사업과 부합되지 않는 유행에 따른 투자로 기

업 성과에 부정  향이 발생하 고 이에 따른 합

리  의사결정이 요하다고 제기되었다. IT 로

젝트에서는 SI 기업과 고객 기업과의 IT 투자 결정

에서 과잉 투자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잘못된 

투자 방지를 한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 략과 일치된 투자 의사결정이 아

닌 시장 동조에 의한 모방 투자는 과잉 투자로 연결

되기 때문에 기업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행에 따

른 모방 투자와 합리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 투

자를 구분하여 이 두 집단의 성과를 국내 연구에

서 최 로 실증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 다.

2. 이론  배경

2.1 경  유행 이론

Abrahamson[2]에 의하면 경  유행은 문화  

상이며 기업 내 합리성과 발 의 규범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한다. 경  유행에 한 정의를 보면 

경  신이 기업 성과의 향상을 가져다  수 있

다는 집단 인 믿음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3]. 

이러한 경  유행 이론은 경  발 의 규범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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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직 는 개인 수 에서 개선과 리를 지

속 으로 할 수 있다는 기 와 믿음에서 창출된다

고 보고 있다. 특히 사회  문화 으로 향을 제

공하는 유행 이슈는 경  유행 선도자(fashion set-

ters)의 역할을 수행하는 컨설턴트와 비즈니스 스

쿨, 권 자(Gurus),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시장으로 공 되어지게 된다

고 한다[28]. 따라서 기업들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유행 향을 받게 되며 유행에 의한 정 인 기

업 성과를 가지려는 믿음에서 투자를 수행하게 된다

고 보는 것이다. IT 로젝트 한 외부에 향에 

의해서 투자가 수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투

자는 기업 역량 강화를 한 믿음에서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산업 내에서 경  유행 선도자(fashion set-

ters)는 시장 유행 창출에 시발 으로서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고 한다[2, 3]. 유행 선도자는 사회  

는 기술 인 역에 활동하고 있는 유행 흡수자(fa-

shion users)에게 향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즉, 

산업에서 유행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진제 역할

을 하게 되면서 산업 는 시장의 후발주자의 심

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듯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는 시장에서 경쟁우 를 높일 수 있는 기

회가 포착되었을 때 유행에 쉽게 향을 받게 된

다고 할 수 있다. 

2.2 투자 상황 이론

상황 이론(Contingency Theory)은 기업이 보유

하고 있는 시스템 실체와 시장 환경 등에 의해서 

형성된 상호 계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

다고 보고 있다. Weill and Olson[59]에 의하면 상

황 이론의 근간으로 합성(fit)을 주장하 다. 이

는 기업이 가장 합리 인 합성(fit)에서 상황 변

수를 가정하고 따르게 되면 효과 인 조직의 성과

를 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  이론 

에서 기업 략, 운 을 최 화를 시킬 수 있도

록 시장  경쟁상황에서 합(fit)한 투자의 

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29]. 

상황 이론 에서 기업 내 IT 로젝트 투자의 

합성(fit)은 요하게 강조되어 왔다. 다수의 IS 

련 상황 연구는 과거 기업 략과 정보 시스템의 

략 연계(fit), 정보 기술(IT)과 조직 구조와의 

합성(fit)에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기업

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지속  경쟁우 를 한 합

리 인 IT 투자를 시도할 때 기업 환경  구조 

등의 합성(fit) 고민을 통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른 합성 고려는 IT 로젝트

의 투자 성과를 정 인 향으로 기 할 수 있

다고 볼 수 있다.

2.3 IT 로젝트 투자 의사결정

기업은 IT 로젝트 투자 산을 수립하고 내부

 자원 요소를 식별할 수 있는 의사결정 역량이 

필요하다고 한다[18, 43].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역

량이 부재하게 된다면 투자와 련된 반 인 이

해 계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투자 생산성 하  과

잉 투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32, 

49]. 이 같은 부정 인 투자를 방지하기 하여 합

리  의사결정을 수행할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으며 기업은 체계 인 의사결정이 내부에

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된

다는 것이다.

Irani[33]에 의하면 선도 기업을 모방하여 투자하

는 기업들은 구체  투자 분석 없이 근시안 인 

근으로 투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즉, 

근시안 인 근으로 투자하게 되면 투자 타당성

이 부재한 투자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

의 략  손실을 래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근시안 인 투자는 기업을 소극

인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행동 경향을 가질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정보 커뮤니 이션 능

력을 해 받을 수 있으며 미래 경쟁 기업의 행동

에 쉽게 노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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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IT 로젝트를 투자하는 기업은 

외부  향이 아니라 내부 으로 합리 인 투자 

수 을 고려할 수 있는 의사결정 차가 으

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합리 인 IT 로젝트 투자를 하여 기업 내부

으로 IT 부서의 역할을 사 으로 확 하거나 

강화해야 된다고 한다[9, 17]. IT 부서가 기업의 특

수 자원과 IT 지식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

문에 IT 부서의 역할은 기업 성과에 요한 요인

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Ryan[50]에 의하

면 IT 부서 역할이 요한 이유를 IT와 비즈니스 

략 연계, 최고경 자 지원, IT 부서와 업 부서 

간 커뮤니 이션 채 에서 찾았으며 이를 고려하

여 투자 의사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IT 부서는 기업 내부의 IT 활용과 운 을 통

제할 수 있는 정 인 로젝트 투자가 될 수 있

도록 합리 인 투자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IT 로젝트 투자의 불확실

한 험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IT 부서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권한이 강조되어야 한다.

2.4 기업의 모방 투자 행 와 투자 성과

모방 투자 행 는 IT를 선도 으로 투자한 기업

의 신을 그 로 수용하는 정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투자 의사결정 결과를 참조하게 되면서 선

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우 를 약화시킬 수 있

는 행 라고 보고 있다[12, 20, 37]. Abrahamson 

[4]에 의하면 모방 투자 행 가 시장에서 경제 , 

사회 으로 험을 이는데 공헌하게 되면서부터 

기업들의 모방 행동은 일반화가 되어졌다고 한다. 

이는 기업 간 경  략이 동등할 경우 모방 투자

를 진행하는 경우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1, 8, 

15]. 즉, 시장 경쟁에서 기업들은 선도 기업과 경  

략이 동일하다면 선도 기업의 IT 로젝트에 

심을 가지고 모방 투자한다는 것이다. 선도 기업

의 로젝트를 모방 투자하게 되면 투자의 실패를 

회피하는 방법과 기술 변화의 유연한 응력, 막

한 비용을 회피하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투자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방 투자 행 는 시장에서 선도 기업과 경쟁 

계를 유지 는 격차를 해소하거나 경  험 요

소를 감소하기 한 투자 행 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이 선도 기업의 IT 로젝트 투자에 해

서 심을 가지게 되면 신속하게 선도 기업과 동

일한 투자를 수행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33]. 즉, 

모방 투자하는 기업이 선도 기업이 투자한 로젝

트의 정보를 시장에서 빠르게 공유하여 선도 기업

과 비슷한 시기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행동에서 나

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 행 는 시장

에서 선도 기업을 따라가야만 신 이고 높은 품

질을 가진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신

뢰감에 따라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선도 기업의 로젝트 투자 성

공 여부가 결여된다고 단되면 시장에서 신규 IT 

로젝트가 검증된 이후에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

도 있다고 한다[22, 26, 54]. 신규 IT 로젝트 투

자의 험 수 이 감소되는 시기에 맞추어 선도 기

업의 로젝트를 모방 투자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선도 기업과 동일한 모방 투자를 진행하는 시기에 

정 인 투자 성과를 기 하기 해서는 투자 

에 의사결정을 지속 으로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18, 25]. Liberman[42]도 투

자 의사결정 차와 수행 기간에 따라서 모방 투

자 성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 다. 즉, 

기업들이 모방 투자를 수행하더라도 IT 로젝트 

투자를 진행하기 이 에 투자의 타당성을 구체화

하기 한 투자 분석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체계 인 투자 분석 없이 단순하게 시장 유행에 따

른 투자를 진행할 경우 기업 내부 으로 신규 IT 

로젝트를 정착화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

다고 보는 것이다[11]. 이러한 모방 투자는 선도 

기업의 IT 로젝트 투자에 한 성과를 알지 못

하고 투자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선도 기업은 모방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의 격차를 하여 빠르게 다른 투자 략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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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방 투자한 기업이 단기간에 

투자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경쟁력을 손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2.4.1 유행에 따른 모방투자 

기업들은 산업에서 유행하고 있는 IT 로젝트

에 하여 구체 인 투자 타당성과 벤치마킹 없이 

수행하게 된다면 높은 험의 략  손실을 가지

게 된다고 한다[11, 27, 55]. 다수 IT 로젝트가 

합리 인 투자 방향에 맞도록 의사결정이 수행되

고 있으나 투자의 합성 여부를 단하지 않고 투

자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10, 35]. 즉, 합성 단을 하지 않는 투

자 심리는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어질 수 있다는 투

자 심리 경향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는 선도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IT 로젝트와 동

일한 투자를 따르지 못하면 시장 경쟁 우 에서 후

발 주자로 약화될 수 있다는 투자 심리에서 발생된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Gibson[27]에 의하면 로젝트 투자가 시장 

내에서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한때의 유

행으로 빠르게 사라지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다고 보았다. 일반 으로 유행은 시장에서 신규 IT 

기술이 출 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한순간 

격하게 성장하다가 시장에서 빠르게 도태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5, 4]. 유행에 따른 신

규 IT 로젝트 투자도 시장에서 성과가 입증되기 

에 투자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신규 IT 로젝트를 투자하는 기업들은 시장에

서 IT 로젝트가 유행에 의한 투자가 아닌 기업 

략과 결합된 투자로 진행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

다[38, 55]. 

유행에 따른 투자 동조 심리는 선도 으로 IT 

로젝트를 투자한 기업의 신성 동조에서 나타

나며 선도 기업과 동등한 경쟁우 를 가질 수 있

다는 믿음에서 나타난다고 한다[11, 22]. 유행에 따

른 IT 로젝트 투자는 객 화, 미션, 비 , 합

성의 요소가 부재한 투자로서 투자 요소 평가의 

신 성과 명확성 기 이 불충분하다고 평가 받

을 수 있다[33, 38]. 이 같은 투자는 기업의 자원을 

최소한으로 활용하여 투자하는 행 이며, 엄격한 

투자 평가 없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행 로 

보고 있는 것이다. 즉, 합리성이 부재된 유행 투자

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험에 노출

시킬 수 있으며 시장에서 더욱 큰 경쟁 상황을 

래하여 기업 내․외부의 환경  변수를 더욱 증

시킬 수 있는 험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42, 

47]. 따라서 유행에 따른 모방투자의 동조 심리는 

IT 경쟁력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 동조 심

리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 행 라고 할 수 있다.

2.4.2 합리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투자

Kerin[36]에 의하면 선도 기업의 IT 로젝트를 

모방 투자하더라도 합리 으로 투자 타당성과 벤

치마킹을 수행한다면 투자 험의 감소와 성과를 

기 할 수 있다고 한다. 한 합리 인 의사결정

에 의한 모방 투자는 경쟁 환경에서 험 회피 효

과뿐만 아니라 선도 기업과 동일한 정보를 효과

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 다고 보고 있다[23, 

30, 52]. 즉, 합리 인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 투자

는 선도 기업의 베스트 랙티스를 학습할 수 있

게 되며 기업 경 의 경쟁력 강화를 정 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Alshawi[7]에 의하면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해

서는 벤치마킹이 요하다고 하 으며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업 내부 으로 투자가 합한지 단할 

수 있다고 하 다. 체계 이고 철 한 투자 벤치

마킹 분석은 투자 타당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합리 인 의사결정 차로서 IT 로젝트 투

자의 정  성과를 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

다고 보고 있다[42, 57, 58]. 즉, 신규 IT 로젝트 

투자 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의 로

젝트 투자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투자 결정 과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합리 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선도 기

업의 IT 로젝트를 모방하더라도 투자 수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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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30, 36, 41]. 즉, 합리  의사결정에 의한 모방 투

자는 기업 성장과 자원 간 균형 투자, 자원의 선택

과 집 , 투자 투명성 확보, 이  투자 방지 등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신보다 더 일반 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 경쟁 환경에

서 선도 기업을 모방한 략은 선도 기업의 장

들을 밝 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모방 투

자가 가장 합리 인 략이라고 할 수 있다.

2.5 최고 경 자의 IT 로젝트 투자 리더십

최고 경 자의 IT 로젝트 투자 통제와 의사결

정은 기업 생존을 해서 매우 요하다고 그동안 

지속 으로 강조되어 왔다. IT 로젝트 투자는 

기업 략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련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한다[39, 45, 

46]. 일련의 단계에 따라서 최고 경 자가 IT 로

젝트 투자의 의사결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정

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최고 경

자의 심과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련의 단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Baum[13]에 의하면 최고 경 자들은 기업의 생

존을 하여 신규 IT 로젝트 투자가 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IT가 제공하는 정보의 무형

 성격과 IT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선도 으로 투

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같이 최고 경

자는 스스로 IT 투자의 합리성을 찾기도 하지만 

선도 인 IT 투자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서 

투자를 기피하는 행동을 가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

다[22, 39]. 즉, 최고 경 자들은 따라서 투자 실패

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도 기업의 IT 

투자에 심을 두고 모방 투자를 수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최고 경 자들의 IT 로젝트 

모방 투자 행 는 일련의 투자 의사결정 단계 없

이 시장의 투자 흐름에 편승하기 한 행동이라고 

보기도 한다. 한 IT 로젝트 투자에 한 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최고 경 자들은 선도 기업의 IT 

로젝트 투자에 지속 으로 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최고 경 자는 즉흥 이거나 시 인 투자 

응 행동으로 선도기업과 동일한 로젝트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부정 인 투자 성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고 경 자의 역할에 따라 모방 

투자의 성격이 합성을 가질 수도 있고 는 합

리 이지 못하거나 한 의사결정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모형의 개발

본 연구의 목 은 첫 번째로 기업의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와 합리 인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 투자 

간 투자 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며 두 

번째로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와 합리 인 모방 

투자에서 어떠한 향이 성과에 미치는지를 밝히

는데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따라서 2가지 모방 투자 유형을 검증하기 하

여 앞서 문헌 연구에서 근거로 모방 투자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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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 다. 즉, 모방 투자 유형 구분할 수 있는 

변수로 투자 행동과 투자 환경  요소를 기 으로 

하 다. 따라서 IT 투자 의사결정, IT 투자 선도

력, 산업 내 투자 상황, 투자 진입 시 을 변수로 

설정하 다. 이들 네 가지의 모방 투자 유형 구분 

변수는 모방 투자 성과 만족과 직 으로 향 

계를 가질 수 있다고 악된다. 이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3.2 연구가설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을 검증하기 해 독

립변수(IT 로젝트 투자 의사결정, IT 투자 선도

력, 산업 내 IT 투자 상황, IT 투자 진입시 )과 

종속변수(투자 성과 만족) 간의 주요요인들에 

해 이론 인 련성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다음

과 같이 설정하 다.

 

3.2.1 모방투자 유형 간의 투자 성과의 계

IT 로젝트 투자는 기업의 경쟁우 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행동이라고 한다[25]. 기업들

은 경쟁우 를 높이기 하여 IT 투자를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T 투자의 요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합리 인 투자를 해 기업들은 산업 내 

경쟁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IT를 벤치마킹하고 투

자 타당성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7]. 이에 반해 

시장 유행에 따라서 투자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투자의 합성보다는 시장 경쟁 후퇴

를 방지하기 한 투자 행동이라고 한다[27, 57]. 

합리 으로 투자한 IT 성과는 정 으로 보인다

고 하지만 유행에 의한 투자는 기업의 합성이 

부재된 투자의 성향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 다[27, 57]. 따라서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모방 투자 유형을 구분하고 모방 투자 만족 

성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1：합리  의사결정에 의한 모방 투자가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 보다 투자 성과가 클 것이다.

3.2.2 최고경 자의 투자 통제에 따른 투자 

성과의 계

최고 경 자가 IT 로젝트에 참여하고 한 

리더십을 발휘하 을 때 로젝트 투자 성과는 

정 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39, 46]. 이는 

최고경 자가 로젝트 심이 투자 성과를 좌우

한다는 에서 최고 경 자의 역할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모방 투자 유형 내에서 최고 

경 자의 IT 투자 여도에 따라 모방 투자 만족 

성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2：유행에 의한 모방 투자 내에서 최고 경 자

의 투자 통제 여부에 따라 성과 차이가 날 것

이다.

H3：합리  의사결정의 모방 투자 내에서 최고 경

자의 투자 통제 여부에 따라 성과 차이가 

날 것이다.

3.3 연구 상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IT 로젝트 투자를 유행에 따른 투

자와 합리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 투자로 구분한 

모방 투자 유형의 성과를 살펴보기 하여 기업이 

2009년 말에 완료된 IT 로젝트 투자 1개만 선정

하도록 하 다. 이는 Green IT, Business Intelli-

gence(BI) 등의 신기술 로젝트가 유행한 2010년 

시 에서 IT 로젝트 투자 이후 사용 실 을 명

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로젝트 투자 시스템을 

하나로 제한하 다. 한, 투자된 시스템이 시장에

서 다수의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로젝트인

지 구분할 수 있다고 단할 수 있다.

설문 상자는 각 기업의 IT 부서에서 략, 운

상의 황 조감이 가능한 IT 부서 담당자  책임

자로 제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 조사

는 기업 단  조사로서 총 300부를 배포하여 8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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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 항목

변수 조작  정의 변수 내용 련연구

IT 

투자

의사

결정

IT 로젝트 투자 

결정에 미치는 IT 

부서의 역할과 

행동 수

DEC1 사  ROI 분석

Ryan and Gates[45]

Byrd and Turner[15] 

McGrath[38]

DEC2 업 부서 의견 반

DEC3 체계  장기 투자 계획  용

DEC4 사 인 조직 차원에 의한 결정

DEC5 체계 인 투자 지원 정책 실시

DEC6 유사 기업 투자 략 벤치마킹 실시

IT

투자

선도력

경쟁 기업이 투자 

하기 이  선도 인 

투자 행동 수

LEA1 투자하는 IT는 신규 서비스/제품을 한 투자
Baskerville and Myers[9]

Lieberman and Asaba[37]

Swanson and 

Ramiller[50]

LEA2 투자하는 IT는 산업 유행 경향 정보를 한 투자

LEA3 투자하는 IT는 경쟁 기업이 의주시하는 투자

LEA4 투자하는 IT는 격차 확 를 확 하기 한 투자

산업 내 

IT 투자

상황

경쟁 우   시장 

후퇴 방지 한 

투자 통제  감시 

행동 수

CON1 선도 으로 투자 진행을 홍보 Baskerville and Myers[9] 

Swanson and 

Ramiller[50]

Staw and Epstein[49]

CON2 IT 로젝트 투자 결정 시 다수 기업들도 투자 

CON3 투자 진행 시 경쟁 기업도 동일 로젝트 투자 

IT 투자

진입

시

기업의 IT 투자 

합리성과 투자 시기 

성을 고려한 

투자 행동 수

ENT1 양호한 IT 로젝트 투자 성과 실 한 이후 투자

Alshawi et al.[5]

Lieberman and Asaba[37]

Small and Chen[48]

ENT2 기술 실  험이 감소한 이후 투자

ENT3 시행착오 경험 정보를 토 로 투자 

ENT4 양호한 IT 로젝트 운  성과 이후 투자 

최고

경 자 

IT 투자

최고 경 자의 IT의 

방향 설정과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한 

행동 수

CEO1 IT 로젝트 투자액 심 Papadakis and 

Barwise[41]

Kumar and 

Hillegersberg[34]

Fishman and 

Kemerer[22]

CEO2 IT 로젝트 요성 인식

CEO3 사  차원에서 IT 로젝트 투자 언

CEO4 수시로 IT 로젝트 투자 의사 결정 참여

IT

투자

성과

기업이 투자한 IT의 

사용 만족도, 활용 

수

PER1 투자된 IT에 의존하는 정도

DeLone and McLean[19] 

Jarvenpaa and Ives[29] 

Lawrence and Lorsch[35]

PER2 업무 수행의 필수 으로 사용

PER3 업무 수행 시간을 단축

PER4 최고 경 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가 수거되었으며, 그  무효한 설문지( 로젝트 미

완료, 응답 불성실 등) 15부를 제외하고 총 65개 설

문지를 분석 상으로 하 다.

3.4 변수의 조작  정의

본 연구는 기존 IT 투자  모방 투자 등의 문

헌을 통해서 합리 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모방

투자와 비합리 인 투자로서 유행에 따른 모방투

자를 구분하고 집단 간 성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개발하 다. IT 로

젝트의 모방 투자 유형을 구분하기 해 4가지 변

수를 개발하 다. 즉, 기존 문헌을 토 로 (1) IT 

투자 의사결정 (2) 기업의 신규 IT 로젝트 투자 

선도력 (3) 산업 내에서 신규 IT 로젝트 투자 상

황 (4) 신규 IT 로젝트 투자 진입 시기를 4가지 

변수로 하여 모방투자 유형을 구분하 다. 모방 

투자 유형에 따른 투자 성과의 차이를 보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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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존 문헌에서 투자와 련된 성과 변수를 가

져왔다. 

추가 연구에서는 최고 경 자 통제에 따른 성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최고 경 자 통제 

변수를 가져왔다. 따라서 타당성이 검증된 설문항

목을 토 로 연구 목 에 맞게 설문 아이템을 수

정하 으며 연구 설문 항목은 모두 5  리커드 척

도로 측정되었다. 

IT 로젝트 투자 의사결정 통제는 IT 부서의 

역할과 행동에 한 것으로 IT 로젝트 투자 의

사결정 차와 수행력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의미

한다. 즉, 합리 인 IT 로젝트 투자 의사결정은 

기업의 역량을 차별화시켜주고 선도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강화와 조직 리스크를 조 하여 높은 

수익과 가치 창출을 제공해 다고 보고 있다[14, 

17, 43, 50, 51]. 이와 같이 의사결정 연구의 기존 

문헌을 기 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아이템을 수

정하 다.

IT 로젝트 투자 선도력은 경쟁 기업이 투자를 

진행하기 이 에 선도 으로 투자를 시도하는 행동

으로 기업의 IT 로젝트 투자 추진 행동력이 얼

마나 강한가를 의미한다. 선도 기업은 유행 선도

자(fashion setters)로서 유행 흡수자(fashion users)

에게 향을 미친다고 앞서 문헌에서 설명하 다. 

즉, 다수의 기업들은 선도 으로 신규 IT 로

젝트 투자를 실시하는 기업에 해서 신성과 기

업 성과를 의주시하게 되며, 선도 기업의 IT 

로젝트의 신성에 주목하게 된다고 보고 있는 것

이다[11, 16, 42, 48, 55]. 이와 같이 투자 선도력 연

구의 기존 문헌을 기 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아

이템을 수정하 다.

산업 내 IT 로젝트 투자 상황은 산업에서 동

등한 경쟁 우 를 유지하기 한 선도 기업 찰 

행동에 한 것으로 산업 내 선도 기업 투자 상황 

감시  모방 투자 진입 시 을 결정하는데 있어 

얼마나 향을 받는지를 의미한다. 즉, 선도 기업

이 신규 IT 로젝트를 투자 진행하고 있는 시기

이며 기업들이 IT 로젝트 투자 성과를 분석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11, 54, 

55]. 이와 같이 기존 문헌을 기 로 하여 본 연구

에 맞게 아이템을 수정하 다.

IT 로젝트 투자 진입 시기는 기업의 IT 투자

의 합리성과 투자 시기 성이 고려된 기업의 

투자 행동에 한 것으로 IT 로젝트 투자에 

한 사  정보 수집과 투자 험 감소 행 를 기업

이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즉, 신규 

IT 로젝트 투자의 험을 최소화하기 해서 선

도 기업의 IT 로젝트 벤치마킹을 분석하고 투자 

타당성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7, 

38, 42, 52, 53]. 이와 같이 IT 로젝트 투자 진입 

시기의 기존 문헌을 기 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아이템을 수정하 다.

최고 경 자의 IT 투자 통제는 최고 경 자의 직

인 IT 투자 심과 투자 의사결정 행동에 한 

것으로 최고경 자가 IT 로젝트 투자에 얼마나 

집 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최고 경 자의 IT 

로젝트 투자 통제는 기업 성과와 한 계를 가

지며 의사결정 역량 차이에 따라 기업 성과는 달라

지며 강력한 역량 발휘 시 성과에 정 으로 향

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13, 24, 39, 46]. 이

와 같이 최고 경 자 통제의 기존 문헌을 기 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아이템을 수정하 다.

IT 투자 성과는 투자한 IT 로젝트의 높은 효

과 는 효율성에 해서 얼마나 사용 만족도, 활

용도가 높은지를 의미한다. 즉, 투자 성과는 기업

의 역량을 확보하고 기업 경 체질을 신 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21, 34, 40, 

52].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독보 으로 획득  새

로운 패러다임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시장에서 동등한 IT 역량으로 기업의 높

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 다[14, 21, 34, 40, 

51]. 따라서 이와 같이 성과 연구의 기존 문헌을 

기 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아이템을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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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표본 특성 

IT 로젝트 투자를 실시한 조사 상 기업의 

표본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본의 특성은 IT 로젝트 유형, 사업 유형, 종

업원 수, 연간 로젝트 투자 건수를 조사하 으

며 특징 인 것은 ERP가 14개(21.5%)로 제일 높

았으며, 사업 유형으로는 유통/서비스 12개(18.5%)

가 가장 많았다. 기업 종업원 수의 유형으로 300명

이상 33개(50.8%)를 차지하 고 IT 연간 투자 건

수는 5개 미만으로 41건(63.1%)이 차지하 다.

<표 2> 표본의 특성

구 분 빈도수 구성비율(%)

IT 로
젝트 
유형

EP
BPM
BI

EDM
ERP
EAI
PMS
DW

Green IT
KMS
CRM
기타

8
4
3
1
14
4
6
1
9
3
6
6

12.3
6.2
4.6
1.5
21.5
6.2
9.2
1.5
13.8
4.6
9.2
9.2

사업 
유형

유통/서비스
일반제조
융/보험
건설

컨설 /SI
공기업
기타

12
9
3
10
10
12
9

18.5
13.8
4.6
15.4
15.4
18.5
13.8

종업원
수

49명 미만
50～99명
100～149명
150～199명
200～299명
300명 이상

9
7
4
3
9
33

13.8
10.8
6.2
4.6
13.8
50.8

연간
투자
건수

5건 미만
6～9
10～19
20 이상

41
13
6
5

63.1
20.0
9.2
7.7

4.2 신뢰성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설문 항목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

하기 해서 Cronbach’s α계수를 사용하 다. 일

반 으로 연구에서 Cronbach’s α계수는 0.7 이상이

면 측정 도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

고 있으며[44],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

분의 변수들이 높은 신뢰도를 보 다. 그리고 분

석 표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자료에 

한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

하 으며 배리맥스(varimax) 방식을 이용하 다. 

요인분석 결과 변수들 간의 상 계가 다른 변수

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는 

0.717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측정치는 <표 3>에 제

시하 다. 

<표 3> IT 투자 요인분석 결과

변수 항목 요인값 신뢰도

IT

투자

의사

결정

DEC1

DEC2

DEC3

DEC4

DEC5

DEC6

.674

.664

.625

.729

.688

.510

.774

IT

투자

선도력

LEA1

LEA2

LEA3

LEA4

.714

.661

.707

.729

.765

산업 내

IT 투자

상황

CON1

CON2

CON3

.766

.626

.629

.804

IT 투자

진입 시

ENT1

ENT2

ENT3

ENT4

.774

.822

.822

.822

.856

최고

경 자

참여

CEO1

CEO2

CEO3

CEO4

.713

.812

.748

.859

.857

IT

투자

성과

PER1

PER2

PER3

PER4

.850

.769

.667

.778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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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모방 투자 유형의 군집분석

구 분
IT 투자
의사결정 

IT 투자 
선도력

산업 내
IT 투자 상황

IT 투자
진입시

계층
군집

군집 1(n = 33)
군집 2(n = 32)

3.19
3.98

2.86
3.55

2.80
3.23

3.09
3.27

비계층
군집

군집 1(n = 27)
군집 2(n = 38)

3.06
3.95

2.73
3.51

2.62
3.29

3.13
3.21

군집 1(n = 33) 유행  모방 투자

IT 로젝트 투자 시 산업 유행에 의한 경쟁 심리가 강한 투자를 수행하는 집단으로 합리 인 의사결정과 한 
시기에 투자를 수행 보다는 시장 유행에 투자를 기반으로 한 심리가 강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IT
투자
의사
결정

기업이 IT 투자 의사 결정을 수행 시 투자 벤치마킹과 업 담 부서 의견 수렴에 따른 체계 인 투자 
지원 정책, 장기투자계획을 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으며 합리 인 투자를 한 계량  분석인 ROI 
분석 수행이 부재하 다고 나타났다. IT 투자 결정요소에 한 체계 인 의사결정 통제가 부재하 다고 
할 수 있다.

투자 
선도력

신규 서비스/제품을 한 IT 로젝트 투자로서의 목 성이 부재하 으며 경쟁 기업이 투자하기 이 에 
투자 선도력이 부재하며 기업의 신 인 신기술 개발과 산업 경향 정보에 한 심도 경쟁 기업에 
비하여 조하게 나타났다.

투자 상황
선도 기업이 IT 로젝트 투자를 외 으로 활발하게 홍보한 시기 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선도 시업과 
동일한 로젝트를 투자하는 유행 시기의 정 으로 나타났다. 선도 기업이 IT 로젝트를 통한 경쟁우  
하여 주도 으로 로젝트 투자를 수행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투자 진입
시

선도 기업이 투자한 IT 로젝트가 양호한 성과로 확인되어서 투자를 진행하 지만 선도 기업의 
로젝트 투자 시행착오와 운  성과에 한 정보를 요하게 인지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 다고 

나타났다.

 군집 2(n = 32) 합리  모방 투자

IT 로젝트 투자에 한 구체 으로 분석 후 합리  단에 의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집단으로 IT 투자 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기업 내부 의사결정 통제력을 가지고 투자를 수행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IT
투자
의사
결정 

IT 투자 시 ROI 분석 수행을 요시 여기고 있었으며 로젝트 업 담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 
투자 계획에 의하여 투자 결정을 수립하 다고 나타났다. 투자 수행에서도 사  조직 차원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수립  체계 인 투자 지원 정책을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진행하 으며 선도 기업의 
벤치마킹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 다고 나타났다.

투자 
선도력

신규 제품  서비스를 선도하기 하여 명확한 목 을 가지고 IT 로젝트 투자를 시도하 다고 
나타났다. 경쟁 기업과의 시장 격차 극 화를 하여 경쟁 기업보다 우선 으로 투자를 요시 여기고 
있으며 경쟁우 를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기술을 포함하려고 나타났다, 

투자 상황
선도 기업이 IT 로젝트 투자를 외 으로 홍보한 시기에 동일한 로젝트 투자를 수행하 다고 
나타났다. 다수의 기업들이 선도기업과 동일한 로젝트를 투자한 시기 으며 동등한 IT 경쟁력을 
해투자를 수행하 다고 할 수 있다.

투자 진입
시

선도기업의 투자한 IT 로젝트의 운  성과를 악하고 투자를 진행하 으며 IT 성과 실 에 을 
두어 로젝트 기술 실  험 감소와 시행착오 경험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투자를 
진행하 다고 나타났다.

4.3 IT 로젝트 모방 투자 유형과 성과 분석

4.3.1 IT 로젝트 모방 투자 유형 군집 분석

기업의 IT 로젝트의 투자 유형에 따라 IT 투

자 성과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설문을 토 로 군

집분석을 실시하 다. 군집분석은 먼  개념을 다

차원으로 조직화하고, 실증 자료에서 발견되는 사

후  기 을 사용하여 집단을 분류하는 방법이라

고 하 다[31, 56]. 

IT 로젝트 모방투자 유형을 분석하고자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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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요인을 계층  

군집분석을 통하여 몇 개의 군집의 수를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하 고, 군집 수 선정에 있어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는 군집화 일정표를 토 로 군집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 다. 각 측 지 들이 군

집화 되는 단계마다 군집 내 제곱 거리의 반

인 합에서 가장 작은 증가를 가지는 군집들을 결

합하는 방법인 Ward 방법을 이용하 으며, 그 결

과 2개에서 1개의 군집으로 갈 때 군집화 계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므로 군집의 수를 2개로 하는 것

이 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계층  군집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서 동일한 데이

터를 가지고 비계층  군집방법인 k-mean 군집분

석을 추가로 실시하 으며, 얻어진 비교 분석 결

과는 <표 4>에 나타내었다.

계층  군집분석과 비계층  군집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비교하 을 때 계층  군집수와 비

계층  군집수는 6개 샘 의 차이가 있었지만 4가

지 모방투자 유형을 구분하는데 군집의 수 차이

는 근소한 수 차이를 보 다. 근소한 군집 수

와 은 샘  수의 차이는 계층  군집분석의 신

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 다. 

군집 분석 비교 결과를 토 로 다음 2개로 군집

된 IT 로젝트 모방 투자 유형의 성격을 정의할 

수 있으며, IT 로젝트 모방 투자의 성격 <표 4>

에 기술하 다.

4.3.2 IT 로젝트 모방 투자 유형 별 분석

별분석은 각 찰 상들이 어느 집단에 속하

고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

용되는 통계  기법이다. 모방투자 유형을 악하

고자 실시한 군집 분석을 다른 다변량 분석을 통

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재검증하고자 별 분석

을 수행하 으며 도출된 모방 투자 유형을 종속변

수로 설정하고 모방 투자 결정 요인을 독립 변수

로 하여 별 분석을 수행하 다. 

다음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별분석결

과 별함수의 정 상 계 0.740으로 별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설명력을 살펴보

면 별함수 1의 설명력은 100.0%(고유값 1.333)

로 1개의 별함수가 총 분산의 100%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조행렬계수의 값은 변수들 

간의 상 인 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IT 투자 의사결정이 0.730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

로 IT 투자 선도력, IT 투자 진입시 , 산업 내 IT 

투자 상황 순서로 설명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산업 내 IT 투자 상황은 다른 모방 투자 유형 

변수에 비하여 요도가 낮은 것은 기업의 직  

모방 투자 행동에 따른 설명이 아닌 산업 내 투자 

상황 설명에 따른 특성에서 기인되었다고 풀이된

다. 즉, 기업들의 모방 투자 행동을 직 으로 보

이는 IT 로젝트 투자 의사결정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그 다음 투자 행동으로 IT 투자 선도력

이 요하다고 나타났다. 그에 비해 모방 투자 환

경에 한 변수인 IT 투자 진입 시 과 산업 내 

IT 투자 상황 변수는 투자 행동에 비해 요도가 

낮다고 분석되었지만 모방 투자 유형을 설명하는 

별력은 우수하다고 나타났다.

별함수 1의 x² (p = 0.000)로서 99%의 신뢰수

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이스  90.8%의 이스가 올바로 분류되어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모방 투자 유형의 별분석

요인명 함수

분산설명력 별력 별함수의 유의성

고유
값

분산
비율

정
상
계수

Wilk’s 
람다

카이제곱

모방 
투자 
유형

1 1.333 100.0 .740 .429 51.678**

표 화
정
별

함수

IT 투자 의사결정 .730

IT 투자 선도력 .707

산업 내 IT 투자 상황 -.151

IT 투자 진입 시 .362

주) 
**
 p < .01.

   a：원래의 집단 이스  90.8%이가 올바로 분

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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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모방 투자 유형의 투자 만족 차이

구 분

평균 표 편차

t값 p값유행  모방 
투자(n = 33)

합리  모방 
투자(n = 32)

유행  모방 
투자(n = 33)

합리  모방 
투자(n = 32)

투자 만족 3.42 3.77 .58 .60 -2.397 .020
*

주) 
*
：p < 0.05.

<표 7> 모방 투자 유형의 회귀분석 결과 

집단 변수 종속 변수 독립변수 표 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유행
모방
투자

투자
만족

IT 투자 의사결정 .225 .234 1.333 .193 .754

IT 투자 선도력 .215 -.559 -2.874 .008
*

.615

산업 내 IT 투자 상황 .174 .457 2.079 .047
*

.483

IT 투자 진입시 .131 .054 .347 .731 .949

R = .589 , R
2
 = .347 , 수정된 R

2
 = .254, F = 3.727 , p = .015 , Dubin-Watson = 1.873

합리
모방
투자

투자
만족

IT 투자 의사결정 .215 .421 2.461 .021
*

.883

IT 투자 선도력 .246 .101 .598 .555 .911

산업 내 IT 투자 상황 .205 .063 .276 .784 .495

IT 투자 진입시 .171 .481 2.060 .049
*

.473

R = .551 , R2 = .303 , 수정된 R2 = .200. F = 2.940 , p = .039, Dubin-Watson = 2.186

주) *：p < 0.05.

4.3.3 모방 투자 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

모방 투자 유형별 IT 성과 차이에 한 분석결

과는 <표 6>에 나타내었다. 유행  모방 투자의 

평균값은 3.42이며 합리  모방 투자의 평균값은 

3.77로 나타났으며, 표 편차는 .57509와 .59885으

로 나타났다. 검정 통계량의 t값은 -2.397이며, 유

의 확률은 .020으로 p < 0.5이다. 따라서 유행  모

방 투자와 합리  모방 투자 간 IT 성과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가설 H1은 채택되었다. 

이미 문헌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합리  

의사결정을 따른 모방 투자는 IT 투자의 정당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 기 때문에 유행  모방 투자

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  되었으며 

실증 결과에서도 합리 인 의사결정에 따른 투자 

성과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 다. 이 듯 합리 인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 투자와 유행  모방 투자 

간의 차이의 검증 결과에 따라서 합리 의 의사결

정이 유행  모방 투자에 비해 투자 만족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4.3.4 모방투자 유형과 성과 만족의 회귀 분석

합리  모방 투자와 유행  모방 투자가 성과 

만족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회귀분석

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7>

에 나타난 바와 같다.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 집단에서 투자 만족에 

미치는 유의한 향으로는 IT 투자 선도력과 산업 

내 IT 투자 상황으로 나타났다. IT 투자 선도력의 

t값은 -2.874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산업 내 IT 투자 상황의 t값은 2.079로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의 유행에 따른 투자는 시장 경쟁 구도에서 선도 

투자는 부정  성과를 가져달  수 있다는 유행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젝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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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불투명과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후발주자로 

하는데 있어서 투자 만족에 부정  향을 제공하

게 된다고 단할 수 있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p = 0.015에서 3.727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

식에 한 설명력은 34.7%를 보이고 있다. Dubin- 

Watson는 1.873로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합리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 투자 집단에서 투

자 만족에 미치는 유의한 향으로는 IT 투자 의

사결정과 IT 투자 진입시 으로 나타났다. IT 투

자 의사결정의 t값은 2.461로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T 투자 진입시 의 t값은 

2.060로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합리 인 투자 차와 내부 의사결정 통제력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젝트 투자 행

동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구체 인 벤치마킹은 기

업의 투자 성과 만족에 정  향을 제공하게 된

다고 단할 수 있다. 회귀모형의 F 값이 p = 0.039

에서 2.94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한 설명력은 30.3%를 보이고 있다. Dubin-Watson

는 2.186로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없어 회귀모

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4 최고 경 자 향 분석

기업의 IT 로젝트 투자를 진행할 때 최고 경

자가 IT 투자 통제에 심이 높을수록 IT 로

젝트 투자 성공과 높은 련이 있다고 한다[6, 13]. 

기업 IT 투자 로젝트의 높은 성과는 최고 경

자의 IT 투자 심과 투자 리더십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최고 경 자 통제와 성과 간의 계는 높

은 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

가 연구에서는 모방 투자 유형 내에서 최고 경

자 IT 투자 통제의 따른 성과 차이를 확인하 다.

 

4.4.1 최고 경 자 IT 통제 군집 분석

IT 로젝트 모방투자 유형을 구성한 방법과 동

일하게 계층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최고 경 자 

IT 통제 집단을 구분하 다. 최고 경 자 IT 통제 

군집 수 선정에 있어 군집화 일정표를 토 로 군집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 으며, 군집 방법은 Ward 

방법을 이용하 다. 얻어진 분석 결과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8> 최고 경 자 IT 통제 로 일 특성

최고 경 자 IT 투자의 강한 통제(4.04)

 최고 경 자가 IT 로젝트 투자액에 강력한 심
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즉, IT 투자 기간 동안 
수시로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투자 진행에 심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경 자는 IT 로젝
트 투자가 기업의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투
자 요성을 강조하고자 기업 사 인 메시지를 통
해 수시로 로젝트 진행에 언 하 다고 나타났다.

최고 경 자 IT 투자의 약한 통제(2.81)

 최고 경 자는 IT 로젝트에 투입되는 투자 액
과 IT가 제공하는 기업 정보 역할이 요하다고 인
지하고 있지만 수시로 IT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기
업 사  차원에서 IT 로젝트 투자 진행사항을 
언 하지 않는 등 최고경 자의 강력한 향이 부재
하 다고 나타났다. 

유행  
모방 집단

최고 경 자 IT 강한 통제：8 
최고 경 자 IT 약한 통제：25

합리  
모방 집단

최고 경 자 IT 강한 통제：20
최고 경 자 IT 약한 통제：12

 

4.4.2 최고 경 자 IT 통제에 따른 성과 차이

합리  모방 집단과 유행  모방 집단과의 성과

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집단 간의 투자 성과 차이

가 있다는 것은 이미 밝 내었다. 하지만 합리  

모방 집단과 유행  모방 집단 내에서 최고 경

자 IT 통제와 IT 투자 성과의 차이를 알고자 최고 

경 자 IT 통제 변수를 추가하여 추가 인 연구를 

실시하 다.

연구를 진행하는데 샘  수 제약에 따라 모집단

의 구체 인 분포함수를 가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

어 연구의 오류를 이고, 연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비모수 통계분석을 실시하기로 하

다. 비모수 통계 분석 방법  Mann-Whitney

의 U 검정을 사용하 으며 이 방법은 서로 독립인 

두 개의 집단이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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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최고 경 자 투자 통제에 따른 성과 만족 차이 결과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 N 평균 순 순  합

성과

최고 경 자 IT 투자 강한 통제
최고 경 자 IT 투자 약한 통제

8
25

11.00
18.92

88.00
473.00

합계 33

척도 Mann-Whitney의 U Z P

최고 경 자 IT 통제 52.000 -2.041 .041*

주) * p < 0.05.

합리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 투자

합리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 투자 N 평균 순 순  합

성과

최고 경 자 IT 투자 강한 통제
최고 경 자 IT 투자 약한 통제

20
12

18.27
13.54

365.50
162.50

합계 32

척도 Mann-Whitney의 U Z P

최고 경 자 IT 통제 84.500 -1.397 .162

주) * p < 0.05.

지 어떤지를 검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각 집단

의 순  평균을 비교하여 검정하는 방법으로서 비

모수  검정 에서도 검출력이 높다. 따라서 추

가 연구에서는 Mann-Whitney의 U 검정을 이용

하여 분석하 다.

4.4.3 유행  모방 투자 내 최고 경 자 IT 

투자 통제에 따른 IT 성과 분석

유행  모방 투자 내 최고 경 자 IT 통제에 따

른 투자 성과의 차이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

다. 최고 경 자 IT 투자가 강한 통제 집단과 최고 

경 자 IT 투자가 약한 통제 집단의 데이터에 순

를 매겨서 그 순 의 평균을 볼 때 최고 경 자 

IT 투자가 강한 통제 집단의 평균 순 는 11이며, 

최고 경 자 IT 투자 약한 통제 집단의 평균 순

는 18.92이다. 유행성 모방 투자 내에서도 최고 경

자 IT 투자 통제가 강한 집단보다 약한 집단이 

더 많은 표본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행성 모방 

투자에 있어 국내 기업의 최고 경 자 통제는 강

하지 않다는 가정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 경

자 통제에 따른 IT 성과간의 차이를 알고자 검

정통계량을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면 Z 통계량에 

한 근사 유의확률(양측)은 0.041 < 0.05이다. 따

라서 최고 경 자 IT 투자 통제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의 성과 차이는 있으며 가설 H2는 채택되었

다. 유행  모방 투자 내에서 강한 통제에 따른 최

고 경 자 IT 투자 통제가 약한 통제보다 성과가 

높다고 본다. 이는 유행  모방 투자일지라도 최

고 경 자의 투자 통제가 있다면 기업의 투자 만

족 성과에 정  성과를 가져다  수 있다는 최

고 경 자 의사결정 특성으로 풀이된다. 즉, 최고 

경 자의 투자 통제에 따라서 유행  모방 투자의 

만족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단할 수 

있다. 

4.4.4 합리  모방 투자 내 최고 경 자 IT  

투자 통제에 따른 IT 성과 분석

합리  모방 투자 내 최고 경 자 IT 통제에 따

른 투자 성과의 차이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

다. 최고 경 자 IT 투자가 강한 통제 집단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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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자 IT 투자가 약한 통제 집단의 데이터에 순

를 매겨서 그 순 의 평균을 볼 때 최고 경 자 

IT 투자가 강한 통제 집단의 평균 순 는 18.27이

며, 최고 경 자 IT 투자 약한 통제 집단의 평균 

순 는 13.54이다. 합리  모방 투자 내에서는 최

고 경 자 IT 투자 통제가 약한 집단보다 강한 집

단이 더 많은 표본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기

업이 합리  모방 투자하는 경우에도 최고 경 자

의 강력한 통제가 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최고 

경 자 통제가 IT 성과간의 차이를 알고자 검정통

계량을 분석을 통해 확인을 하면 Z 통계량에 한 

근사 유의확률(양측)은 0.170 < 0.05이다. 따라서 

가설 H3은 기각되었으며 최고 경 자 IT 투자 통

제 약한 집단과 강한 집단의 성과 차이는 다르지 

않다. 합리  모방 투자 집단 내에서 최고 경 자 

IT 투자 통제에 따른 성과 차이가 없다고 밝 졌

다. 이는 합리  모방 투자에서는 최고 경 자의 

투자 통제가 사 에 투자의 합성을 고려하 기 

때문에 투자 통제와 성과 간 차이가 없다는 것으

로 단할 수 있다. 합리  모방 투자가 체계 인 

의사결정과 한 투자 환경에 의해서 투자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최고 경 자의 투

자 통제와 계없이 합리  모방 투자에서는 최고 

경 자 투자 통제와 성과 만족 간 차이가 없다고 

단할 수 있다. 

5. 결  론

5.1 연구 결론

본 연구의 출발 은 일반 인 IT 투자 의사결정 

경험상 다수 국내 기업이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한 방안으로 모방 투자를 시도할 것이라는 생각

이었다. 기존 연구는 합리  의사결정에 의한 모

방 투자에 을 둔 연구가 다수 으며 유행에 

의한 선도 기업을 표방한 모방 투자 연구는 많이 

부족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모방 투자 유형

을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와 합리 인 의사결정에 

따른 모방 투자로 구분하여 IT 투자의 성과 차이

를 확인해 보고자 하 다. 연구를 통해서 다수 

국내 기업이 투자 의사결정 시 유행  모방 투자가 

합리  모방 투자에 비해 부정  성과를 제공한다

는 것을 설명하고 투자의 정당성 이해를 높이려고 

하 다. 따라서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에 한 문

제들을 근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T 모방 투자 유형에 따라서 의사결정 통

제, 선도  투자, 산업 내 투자 상황, 진입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업 내에서 투자되고 있는 신규 IT가 짧은 도입 

기간을 거쳐 격하게 성장하는 단계로 진행되었

다고 보는 것이다. 즉, 유행 단계에서 투자를 하는 

기업과 신규 IT 로젝트 투자가 안정화되어 정착

한 시기에 투자를 하는 기업 행동으로 나눠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와 성과 간

에 있어 투자 선도력의 부정 인 요소와 산업 내 

IT 투자 상황은 투자 성과 만족에 부정  향을 

제공하고 있다고 증명하 다. IT 로젝트 투자 시 

합리 인 의사결정이 투자 성과에 요한 향을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IT 로젝트 모

방 투자 유형에 따라서 IT 투자 성과의 만족 차이

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많은 연

구에서도 증명하 듯이 1980년 IT paradox, 닷컴 

붕괴 등으로 투자의 정당성은 강조되고 있었다. 빠

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투자 합리성과 필요성의 

이슈는 무분별한 유행과 산업 확산에 따른 투자 

문제의 경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

행에 따른 모방 투자 유형에서 최고 경 자가 IT 

로젝트 투자 리더십을 발휘할 때 기업 투자 성

과의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단순히 투자하고 있는 IT 인 라를 통해서 성

과를 창출하기 보다는 최고 경 자의 IT 투자에 

한 강력한 의지와 투자 리더십이 투자 성과에 

정 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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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 의의

본 연구는 신규 IT 로젝트를 투자할 경우 선

도 기업과 같은 략을 구사하는 비합리 인 모

방 투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투자 정당성과 경

 유행이론, 투자 상황이론으로 연구 내용을 설

명하고자 하 다. 과거 IT 투자 연구의 부분이 

정 인 성과 연구 다면 투자 의사결정이 비합

리 이고 합한 차에서 행동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  성과에 한 연구는 

부재하 다고 본다. 따라서 비합리 인 의사결정

이 부정  성과를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연구

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 다. 즉, 기업이 신규 IT 

로젝트를 투자할 경우 합리  의사결정이 필수

이고 요하다는 설명을 실증  검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기업들 스스로 합한 IT 투

자의 당 성을 찾지 못하고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부정  요소가 발생될 수 있다고 확인한 연구이다.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는 기업의 합리 인 단과 

기 을 정립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되며 투

자 후 성과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해보면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다수 기업들의 IT 투자 의사결정이 

기업 내부에서 체계 이고 합리 인 투자에 입각

하기 보다는 시장에 의해 투자가 진행이 되어왔음

을 시사한다. 경쟁 기업의 투자를 벤치마킹하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 투자 성과에 부정  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IT 로젝트 투

자의 정 인 성과를 해서는 최고 경 자의 투

자 통제가 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증명하

다. 최고 경 자의 투자 리더십이 IT 투자와 성과 

간 강력한 향을 제공하는 역할자로서 투자 성과

를 높이는 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행에 따른 모방 투자의 부정  향 

때문에 투자 벤치마킹과 타당성 분석 여부의 단

이 요하다고 강조하 다. IT 로젝트 투자 수

은 기업 규모와 사업의 다양성이 반 되어야 한

다. 따라서 IT와 기업 략이 함께 융합될 수 있도

록 체계 이고 장기  투자 계획 수립될 수 있어

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본 실무  의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업의 과거 모방 투자로 인해 실패한 

경험을 토 로 모방 투자 분석 시 투자 분석에서 

제외되었던 요소를 찾아내고, 모방할 산업이나 기

업 등을 구체 으로 선정하여 한 투자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 시장 내에서 선도 으로 

IT 로젝트를 투자 하거나 실행하고 있는 선도 

기업은 경쟁 기업의 모방 투자에 이미 응 비

가 되어 있으며 다수 유행에 따른 투자를 수행

하는 기업은 투자 수행에 있어 한계를 보이면서 

문제 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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