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IoT environment has led to explosive growth of existing enterprise data, and how to utilize such big data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in the management field. In this paper, major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s of companies 

to utilize big data have been studied. And also, the effect of big data utilization on the management quality is studied 

empirically. During this process, we have studied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award of Korean national quality 

award. As a result of the study, we confirmed that the five factors such as cost from technology,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perspective, compatibility, company size, chief officer support, and competitor pressure are key factors 

influencing big data utilization.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use of big data for management activities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six management quality factors based on MBNQA, and that the management quality level 

of Korean national quality award companies is relatively high. This paper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use of big data because it demonstrates for the first time that big data utilization has an impact on management 

qualit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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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2016년 1월 스 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

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 명’이라는 용어

가 처음으로 언 된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기

반의 새로운 차세  산업 명으로 표되면서  

세계로 개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미래변화에 선제 으로 

응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하기 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4차 산업 명에 응하기 하여 스마

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 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8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30조 원 이상을 투

자하는 등 선도 으로 신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

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제4차 산업 명에 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제

시하는 키워드가 조 씩 다르고 아직까지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모바일 등 지능정보 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는 3D 린 , 

로 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

기술과 결합하여 사물이 지능화되는 것으로써,  

연결(Hyper connectivity)과  지능(Super intelli-

gence)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방 한 양의 데이터가 폭발 으로 증가되고, 이를 

의미 있는 정보로 분석하여 경제  가치를 창출하

는 빅데이터는 4차 산업 명의 핵심 기반기술로써 

산업 반에 커다란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 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기업의 경 환경도 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부분의 국내기업들은 빅데이터 활용의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식 할지라도 각종 규

제 심의 개인정보 련법, 문 인력 부족 등의 

걸림돌로 인해 극 인 도입을 기피하고 있다. 

한 빅데이터에 한 심과 성공사례가 부족하

다 보니 이에 한 학술 인 연구도 활발하지 않

은 상황이며, 특히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실제 경 품질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 지 

는 어떠한 경 품질 역에 구체 인 향을 미

치는 지에 하여 재까지는 연구사례가 없는 실

정이다. 

기업의 경 활동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의 요

성은 ‘ 로벌 스탠더드 경 품질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국가품질상인 말콤볼드리지상(Mal-

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 이하 

‘MBNQA’) 경 품질 모델에서도 크게 강조하고 있

다. MBNQA 모델은 리더십, 략, 고객, 인 자원, 

측정, 분석  지식경 , 운 , 경 성과 등 7개 범주

에 걸쳐서 기업의 경 품질 수 을 평가하며, ‘측정, 

분석  지식경 ’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보시스템

을 기업이 얼마나 효율 으로 구축하고 리하여 지

식경 에 활용하는지를 심사하는 범주로 경 품질

의 핵심 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데이

터를 생산하는 정보시스템 분야에 해서도 많은 연

구가 이어져 왔으며, 이장우 등(2010)은 정보시스템

이 기업의 략, 고객만족 등의 경 품질에 요하

게 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 고, 문재  등(2007)

은 한국 국가품질상(KNQA) 평가모형의 인과 계 

연구를 통해 정보와 분석은 경 품질에 향을 주

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 성과에도 향을 다고 

하 으며, 최근에도 이장훈(2017), Xianghui Peng 

등(2015), 한상훈(2015) 등이  MBNQA 모델을 기

반으로 경 품질과 경 성과에 한 연구를 진행하

는 등 지속 으로 경 품질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 에서 ICT 기술의 발

과 함께 경 의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

터 활용이 경 품질에 미치는 향에 하여 실증연

구를 진행한다면, 종 의 정보시스템에서 한 차원 

진화된 신기술 빅데이터가 경 품질에 미치는 

향 계에 한 새로운 역의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 명으로의 트 드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경 을 실 하는데 필수

인 기반이 되는 경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빅데

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한 기단계의 연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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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활

용이 경 품질에 미치는 향을 구체 으로 실증

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하여 경 품질 능력이 우

수하고 탁월한 경 성과를 거둔 기업 에서 국가

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국가품질상 수상

기업을 포함함으로써, 비수상기업과의 비교를 통

해 차이가 있는지도 연구해 보고자 한다. 한 연

구를 한 향요인은 선행논문을 고찰하는 이론

인 근방법을 통해 도출하고, 연구모형과 가설

을 설정한 후에 설문을 통해 실증 인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본 장에서는 기업에서 경 품질 향상을 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향을 미치는 핵심요인

을 연구하기 해 기본 으로 정리해야 할 이론  

기 를 탐구하고, 경 품질에 하여 로벌 스탠

더드 모델이 되고 있는 MBNQA와 한국 국가품

질상 제도를 살펴보고, 빅데이터와 경 품질에 

련된 선행논문을 고찰하 다.

2.1 빅데이터의 개념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2009년 후로 

알려져 있다. 2006년부터 데이터 분석(Data analy-

tics)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009년

부터 그 개념이 빅데이터(Big data)로 체되었다

(Piatetsky-Shapiro, 2012). 구  트 드 서비스

를 이용해 2004년 이후 빅데이터와 데이터마이닝

에 한 키워드 검색 추이를 살펴보면, 빅데이터

에 한 심이 2010년을 기 으로 속히 증가하

고, 2012년부터 데이터마이닝에 한 심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이성복, 2016).

함유근 등(2012)은 좁은 의미의 빅데이터란 보

통 수십에서 수천 테라바이트 정도의 거 한 크기

를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

하고 있으며, 생산-유통-소비(이용)가 몇 에서 

몇 시간 단 로 일어나 기존의 방식으로는 리와 

분석이 매우 어려운 데이터 집합으로 정의하고, 

넓은 의미로 기존방식으로는 리와 분석이 매우 

어려운 데이터 집합, 그리고 이를 리·분석하기 

해 필요한 조직  련 기술까지 포 하는 용

어로 정의하 다.

해외의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빅데이터는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지만 보편 으로는 기업의 기

존 정보시스템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많은 양의 데이터로 제시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통해 략  가치를 도출하고 이를 비

즈니스에 제 로 용하는 기업과 조직이 향후 경

쟁우 를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Davenport et al., 2012).

재 빅데이터는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지

만 아직까지 명확하고 구체 인 정의는 없다. 하

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빅데이터란 IT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장, 리, 분

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데이터의 양과 종

류)의 자료로써 련 도구, 랫폼, 분석기법까지 

포 하는 용어로 확 되고 있다고 하 다(민 , 

2013).

2.2 빅데이터 련 선행논문 연구

이선우(2016)는 빅데이터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 

도입에 미치는 향요인에 한 연구에서, TOE 

변수  호환성, 복잡성, 보안에 한 우려, 비용, 

최고경 층의 지원, 경쟁자의 압박, 규정에 한 

지원은 도입 행 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 으며, 호환성, 상  이 , 비용, 조직의 규모

는 빅데이터 시스템의 사용행동과 이후 타 시스템 

는 기업으로 확산토록 하는 행동에도 향을 

다고 주장하 다.

윤희정(2014)의 빅데이터의 인식요인과 활용  

효과에 한 연구에서는 조직  측면에서 ‘CEO 

심과 지원’, ‘구성원들의 인식’이 빅데이터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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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OE Framework(1990)

요한 요인이며, ‘교육  인재육성’은 기능별 활

용성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효과에도 요한 요인

이 된다고 하 다. 그리고 기술 인 측면에서 기

업이 빅데이터를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정형, 비정형과 같은 ‘데이터 유형’ 보다는 ‘분석사

례가 풍부한 시스템 도입’이 향을 미치는 요 

요인이라고 하 고, 환경 인 측면에서도 빅데이

터와 련된 ‘투자환경’보다는 변하게 변하는 경

환경에 처하고 지속 인 지원과 리를 통해 

경 반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 라 

환경’이 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 다. 

Wamba et al.(2017)은 자원기반  이론을 기

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기업에서 비즈니스 성공

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빅데이터 분석기능(Big Data Analytics Cap-

ability : BDAC) 모델을 제안하면서, 빅데이터 분

석역량은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통찰력을 직

으로 향상시킨다고 주장하 다. 한 Chae et al. 

(2014)은 데이터 활용성이 조직 민첩성에 미치는 

향과, 조직 민첩성이 증가할수록 조직의 운 성

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를 진행

하 다. 그 결과, 데이터 활용성은 조직의 인 자

원들이 사 으로 IT기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 조직 민첩성을 향상시키고, 신속성, 유연성, 

정합성, 신 등의 비즈니스 운 에도 향을 미

치며, 조직의 민첩성은 재무 인 성과에도 직, 간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2.3 빅데이터 활용 핵심요인 련 배경이론 : 

TOE framework 

Tornatzky and Fleischer(1990)는 기술 신의 

맥락을 기술  신 결정에 향을 미치는 세 가

지 요소로 개념화하 다. TOE 임워크는 조직

이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조직구조에 향을 미치는 조직  요인, IT 신의 

인식된 특성인 기술  요인, 그리고 조직을 

할 뿐만 아니라 을 야기하는 일반 인 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것에 한 환경  요인 등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고, 많은 연구에 의해 경험 으로 

테스트되었으며, 기술 신의 채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Lee Cheon-Pyo 등, 2007). Tornatzky 

and Fleischer(1990)가 제안한 TOE 임워크

는 주로 조직에서의 기술 도입에 가장 합한 

임워크로 많이 쓰여져 왔으며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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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 Variable ➀ ➁ ➂ ➃ ➄ ➅

Technology

Costs ○ ○ ○ ○ ○

Security Concerns ○ ○ ○ ○

Relative Advantage ○ ○ ○ ○

Complexly ○ ○ ○

Compatibility ○ ○ ○

Technology Readiness ○

Organization
Firm Size ○ ○ ○

Top Management Support ○ ○ ○ ○ ○

Environment

Competitive Pressure ○ ○ ○ ○ ○

Internal Regulation Support ○ ○ ○ ○

Market Uncertainty ○

Supplier Pressure ○

<Table 1> TOE Variables in Previous Studies

➀ Schniederjans & Yadav(2013), ➁ Oliveira et al.(2014), ➂ cheon-pyo lee(2007), ➃ Lee, sun-woo(2016), 

➄ Yoon, oh-jun(2017) ➅ Ruivo et al.(2014).

TOE 임워크에서 기술  요인은 기업과 연

된 내․외부 기술을 모두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

업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에

서 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이 포함된다. 따라서 기업 

내외의 기술자원의 용수 과 애 리 이션의 지

각된 상  우 (Perceived relative advantage), 

호환성(Compatibility), 복잡성(Complexity), 시험

가능성(Trialability), 측가능성(Observability)등

이 여기에 해당된다(Tornatzky and Fleisher, 1990).

조직  요인은 기업의 규모  경 구조와 같은 기

업의 특징과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업범

, 경 진의 지원, 조직문화, 집 화 측면에 측된 

리구조의 복잡성, 형식성, 수직  분화, 인 자원

의 품질, 규모, 조직 내 여유자원이나 문화와 같은 

규모와 련된 문제 등을 말한다(Tornatzky and 

Fleisher, 1990; Sabherwal et al., 2006; Jeyaraj et 

al., 2006). 

환경  요인은 조직의 운 과 련된 진요인  

해요인과 련되어 있으며, 산업구조  규모, 기

업의 경쟁업체들, 미시경제의 배경, 그리고 규제  

환경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항목으로는 경

쟁압력, 거래 트 의 비도(Readiness), 사회문

화  이슈, 정부의 장려, 기술지원 인 라 등이 여

기에 해당된다(Zhu et al., 2005; Al-Qirim, 2006; 

Jeyaraj et al., 2006; Scupola, 2009).

많은 변수가 IT 채택을 결정하는 데 요한 것

으로 밝 졌으나 연구자들은 경험 으로 지원되는 

몇 가지 변수를 제외하고는 일 성이 없다고 하

다(Wolfe, 1994). 신을 채택하는 다양한 이론에 

한 통일된 이론이 부족함에 따라, 많은 연구들

이 Tornatzky and Fleischer(1990)의 기술  

신을 결정하는 이론에 가능한 한 많은 특징을 포

함하려고 노력해 왔다(Lee Cheon-Pyo 등, 2007).

TOE 임워크를 사용하는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공통 으로 사용하는 변수가 있으면서도, 연

구 상의 특성에 따라 사용하는 변수를 변형하여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TOE 임워크를 사용하는 문헌에서 주로 공통

으로 사용하는 변수는 <Table 1>과 같다.

2.4 경 품질의 개념과 MBNQA 평가모델

21세기에 들어 경 품질이라는 용어가 두 되

었다. 이는 기업의 경 활동 폭이 넓어지면서 고

객개념이 이해 계자로 확장되었고, 품질경 의 

이 ‘운  효율성 제고’에서 ‘고객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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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 되기 때문이다. 경 품질은 ‘이해 계자를 

한 가치 창조  품질과 기업의 경쟁우  품질을 

달성하기 하여 최 의 경 시스템, 로세스, 기

업문화 등을 구축하고 운 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을 한 경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성  

등, 2017).

박형근(2010)은 경 품질은 조직의 경 성과와 

하게 련되는 것으로서, Feigenbaum이 제창

하고 일본에서 완성된 TQC, Tuckman이 말하는 

미국의 TQM, 유럽의 유럽품질상, 한국의 국가품

질상의 개념과 혼용되고 있으나, 기본 으로는 동

일한 개념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경 품질은 ‘고객

이 만족하는 수 에 도달하기 해 기업의 가용자

원을 최 한 활용하여 경  반 인 로세스를 

철 하게 리함으로써 최상의 품질을 생산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 다. 

미국의 국가품질상인 MBNQA 모델은 경 품

질에 한 로벌 스탠더드로써  세계 으로 약 

64개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1987년 말콤볼드리지 

국가품질상이 처음 미국에서 제정된 이후 제조, 

서비스, 소기업, 의료, 교육부문에 하여 시상

하고 있으며, 모델의 평가기 은 경 환경 변화를 

반 하여 필요시기에 지속 으로 개정함으로써 진

화 발 해 오고 있다.

MBNQA의 제정목 은 80년 에 침체된 미국기

업들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품질이 

주요한 경쟁력의 핵심요소임을 미국기업들에게 인

식시키고, 한 TQM을 정착시키기 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MBNQA를 수상한 기업

의 성공사례를 미국기업들이 공유, 벤치마킹함으로

써,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 다. 한 많은 미국

기업들이 MBNQA 기 을 활용하여 자사의 품질

경 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개선하는 지침으로 활

용하기에 이르 다. MBNQA는 기업의 품질경

을 평가하는데 매우 합한 모델로 인식되어 그 활

용범 가 의료  교육 분야의 비 리 조직으로까

지 확산되고 있다(박형근, 2010; 한상훈, 2015).

MBNQA 모델은 모두 11가지 핵심가치를 추구하

도록 설계되어 있다. 세부 인 핵심가치는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십, 사회  책임과 투명성, 미래지향, 

고객 심의 탁월성, 사실에 근거한 리, 종업원  

력업체 존 , 기민성, 성과 시와 가치창조, 조직 

 개인의 학습, 신 리, 그리고 시스템  시 

이다. 한 11가지 핵심가치는 MBNQA 모델 평가

기 의 7가지 범주(Category)로 나타나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리더십(Leadership)

② 략(Strategy)

③ 고객(Customers)

④ 측정, 분석  지식경 (Measurement, Analysis 

and Knowledge Management, MAKM)

⑤ 인 자원(Workforce)

⑥ 운 (Operation)

⑦ 경 성과(Results)

이러한 평가기  7가지 범주는 리더십, 략, 고

객의 ‘리더십’ 3요소와 인 자원, 운 , 경 성과의 

‘성과’ 3요소, 그리고 사실에 근거를 두고 정보를 

측정․분석․활용하고 이를 지식화 하는 조직 내 

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측정, 분석 

 지식경 ’ 이며, 3개의 그룹으로 나 어져 있다.

한국의 국가품질상은 국가경제 발 을 하여 

1975년부터 시작되었다. 기에는 일본 데 상 모델

을 참고하 으나, 1994년부터  세계 으로 Global 

Excellence Model의 표 인 모형인 MBNQA 방

식으로 환하여 재에 이르고 있으며, 품질부문 국

가포상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1) 

2.5 경 품질 련 선행논문 연구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도입하여 경 활동에 활용

하는 것이 경 품질을 향상 시키는 데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발견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1) 한국표 회, ‘2017년 국가품질상 가이드북’,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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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정보시스템과 련된 종 의 연구논문과 

MBNQA 모델 기반의 ‘측정, 분석  지식경 ’을 

연구변수로 사용하는 경 품질과 련된 연구논문

을 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장우 등(2010)은 ‘정보시스템이 기업의 략, 

고객만족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면서 

사 에 검증된 MBNQA 모델의 평가기 을 이용

하여 각 요인들 간에는 어떤 계가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 정보시스템은 다른 요인에 비해 기

업의 략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많은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것처럼 경쟁기

업에 비해 시장에서 경쟁우 를 하기 해서는 

최고경 자가 고객의 요구에 즉각 이고 합리 으

로 반응해야 하며, 이를 해서는 정보를 빠르게 획

득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략은 고객만족에 

향을 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략이 기업의 성과

에는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는 략은 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재의 고객만족 보다는 미래의 

고객만족에 주안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Gomez- 

Gras and Verdu- Jover, 2005).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은 기업의 성과에 향을 다고 나타났다. 

문재  등(2007)은 ‘한국 국가품질상(KNQA) 평

가모형의 인과 계 연구：기업체 평가기 을 심

으로’에서 248개의 한국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를 

상으로 한국 국가품질상 기 과 각 평가기  간

의 인과 계를 구조방정식(SEM)을 이용하여 검

증하 다. 그 결과, 국가품질상 모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인(리더십)은 기반(정보와 분석)  

방향( 략계획)에 직 으로 향을 미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시스템(고객과 시장 시, 인  자

원 시, 로세스 리)에 직간 인 향을 주

어, 결국 결과(기업의 성과)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성과는 하나의 요인에 의해

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에서 시작하여 

략, 고객, 측정, 분석  지식경 , 인 자원, 운

 그리고 경 성과까지 국가품질상에 나타나는 

체 시스템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ilson and Collier, 2000; Su et al., 2003). 따

라서 리더십의 향상은 기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

직의 인 라를 확고히 함으로써 사 인 시스템 

향상과 그에 따른 결과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장훈(2017)은 ‘기술 력 성과 진단모형 개발

에 한 연구’에서 말콤볼드리지(MB) 모델을 활

용하여 기술 력의 성과는 특정요인에 의해 결정

되지 않고, 기업의 역량과 특성, 트 와의 계, 

그리고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외부 환경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특정 요

인들의 향성을 검증하는 차원이 아닌 이미 검증

되어 리 활용 인 로벌 경 품질 진단모형인 

MBNQA 모델의 구조화된 임워크를 용하

여 기술 력 평가(과정평가)항목과 기술 력성과 

측정항목(결과평가)을 체계화했다.

해외에서도 오래 부터 MBNQA 모델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Xianghui Peng 등(2015)은 

‘말콤볼드리지상 범주의 상  효과’에 하여 연

구한 결과로써, 리더십은 략계획, 고객 시, 인

자원 시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략계획은 고

객 시와 측정, 분석  지식경 에 강한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고객 시와 측정, 분

석  지식경 , 인 자원 시는 운 리 시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 결국 리더십과 인 자원 

시 그리고 운 리 시를 통해 경 성과에 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한 이 연구가 경험  데

이터를 이용한 정부조직에 한 MBNQA의 범주 

간 인과 계를 연구한 최 의 연구로써 리더십 3요

소는 일 되게 체제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측정, 분석  지식경 의 역할은 직  드라이버 보

다는 시스템 기반이 되고 있어 지 까지의 선행

으로 연구했던 결과를 뒷받침 한다고 주장하 다.

Savov 등(2017)은 슬로바키아 농업기업의 

에서 기업식 농업의 지속가능 성과를 지원하는 품

질경  근방법에 한 연구를 진행하기 하여 

선정된 요소(이용규모, 생산형태, 외국자본)들이 농

업기업의 품질 리 근법 채택에 미치는 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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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earch Model

사업실 과의 연 성을 조사했다. 품질 리 근

법의 채택을 측정하기 해 리더십, 략기획, 고

객  시장 시, 측정, 분석  지식경 , 인 자원 

시, 로세스 리, 경 성과를 변수로 사용하는 

MBNQA 모델을 사용했다. 연구결과, MBNQA 

수를 바탕으로 주어진 경 성과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즉, MBNQA 

수가 높은 기업들은 수가 낮은 기업과 비교할 

때 그들의 경 성과가 더 높은 이윤으로 나타나므

로, MBNQA 수가 슬로바키아 농업회사의 경제

 성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 다. 

3. 연구모형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최근 4차 산업 명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경 의 핵심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에 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경 품질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신기

술 도입에 미치는 향요인 연구에 자주 사용되고, 

기술, 조직, 환경요인 등의 연구특성에 부합하는 변

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직 인 에서의 핵심 

향요인 연구에 합한 TOE 임워크를 활용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TOE 임워크 요인이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향과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이 경

품질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기 하여 <Figure 

3>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3.2 가설설정 

3.2.1 TOE ‘기술요인’과 ‘빅데이터 활용’ 계

Schniederjans and Yadav(2013)의 연구에서는 

기술요인으로 비용, 보안우려, 상  이 , 복잡

성, 호환성을 채택하 고, 이선우(2016)는 빅데이

터 시스템 도입을 한 요인 연구에서 기술요인인 

비용과 보안우려가 도입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

치고, 비용은 사용행동에도 유의한 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 다. 윤오 (2017)은 사이버  정보

공유시스템 확산에 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에 

한 연구에서 TOE 기술요인인 비용, 보안이 행

의도에 향을 미치지만, 사용행동에는 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하 다. Oliveira(2014)는 보안우

려와 비용은 클라우드 도입을 한 상  이

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고, Rogers(2003)는 

신확산 향요인 5개의 속성을 주장하면서 그

 호환성은 기술 인 합성뿐만 아니라 조직의 

내 외부에 존재하는 기존의 가치 , 과거의 경험 

 조직의 요구 등의 지각정도를 의미한다고 하

다.

이처럼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경 에 활

용한다는 것은 큰 도입비용이 필요한 만큼 투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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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이상의 경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와 보안에 한 우려가 클수록 조직입장에

서는 시스템의 도입을 주 할 수밖에 없어 부정

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 신의 일환으

로 도입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제 로 활용되기 

해서는 조직의 기업문화, 기술 합도, 미래 기

술수요에 한 충족이 필수 이어서 호환성은 아

주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TOE의 기술요인으로 비용, 보안우려, 호

환성을 선정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향에 

해 실질 인 검증을 진행하기 해 선행연구 

사례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H1]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을 한 ‘비용’은 ‘빅

데이터 활용’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보안우려’는 

‘빅데이터 활용’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기존업무와

의 ‘호환성’은 ‘빅데이터 활용’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TOE ‘조직요인’과 ‘빅데이터 활용’ 계

Lancaster et al.(2006)은 시스템 도입은 큰 기술

과 자본이 필요하며, 큰 회사에서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장 이 있다고 하 고, Vong 등(2014)은 

공공 역에서의 지식공유에 한 실증  연구에서 

성과향상을 한 조직의 특성으로 경 층의 지원이 

큰 향을 미친다고 하 다. Lin(2014)은 e-공 체

인 리(SCM) 시스템 도입에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경 층의 지원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도입

과 조직경쟁력 강화를 해 업무 로세스를 개선하

고 용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 다.

이처럼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경 에 활

용하는 것은 규모 비용의 수반과 함께 업무 

로세스의 신 인 변화가 요구되므로, 규모가 크

고 최고 경 층의 지원이 있다면 빅데이터 활용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TOE의 조직요인으로 회사의 규모, 최고경

층의 지원을 선정하고,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에 미

치는 향에 해 실질 인 검증을 진행하기 하

여 선행연구 사례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설정하 다.

[H4]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을 한 ‘회사의 규모’

는 ‘빅데이터 활용’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을 한 ‘최고경 층

의 지원’은 ‘빅데이터 활용’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3.2.3 TOE ‘환경요인’과 ‘빅데이터 활용’ 계

Dasgupta(1999)는 경쟁자 압박은 조직이 신기

술을 도입함으로써 경쟁우 를 지속 으로 유지해 

가는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한 

e-비즈니스를 채택하고 사용하는데도 향을 다

고 주장하 고, Zhu et al.(2006a)은 정부의 빅데

이터 규정에 한 지원은 회사의 발 을 하여 

신 ICT 시스템을 도입토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처럼 먼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장

을 선도해 나가지 않는다면, 먼  도입한 경쟁기

업에 의해 시장경쟁력을  받을 수 도 있다 보

니 경쟁기업의 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한 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 정부의 법률과 연계된 

내부규정의 정비는 필연 으로 요한 향을 미

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OE의 

환경요인으로 경쟁자 압박, 내부규정 지원을 선정

하고,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에 미치는 향에 

해 실질 인 검증을 진행하기 하여 선행연구 

사례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H6]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을 한 ‘경쟁자 압박’

은 ‘빅데이터 활용’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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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을 한 ‘내부규정 지

원’은 ‘빅데이터 활용’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3.2.4 ‘빅데이터 활용’과 ‘경 품질’ 계

윤희정(2014)은 기업경 에서 빅데이터의 인식

요인과 활용  효과에 한 연구에서 기업의 기

능별 빅데이터 활용성이 비즈니스 효과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기업에서의 공 망과 생

산활동 분야의 활용성이 고객이해, 측성, 생산성 

등의 비즈니스 효과에 향을 미친다고 실증하

다. Chae et al.(2014)은 데이터 활용성은 비즈니

스 운 에 있어 신속성, 유연성, 정합성, 신에 

향을 미치고, 한 조직의 민첩성은 재무 인 성

과에도 직간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오재원(2015)은 신역량과 경 품질 활동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신역량이 

말콤볼드리지 경 품질 활동에 유의한 향을 미

친다는 것을 검증하 다.

이처럼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

이 비즈니스 효과나 운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MBNQA 

모델은 최근까지도 경 품질 수 을 측정하는 방법

으로 다양한 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지 까지 기업경 에서 빅데이터를 활용

하는 것이 경 품질에 미치는 향에 하여 선행

인 연구사례가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에 한 실

질 인 검증을 진행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설정하 다.

 [H8] ‘빅데이터 활용’은 ‘리더십’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9] ‘빅데이터 활용’은 ‘ 략기획’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0] ‘빅데이터 활용’은 ‘고객과 시장 시’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1] ‘빅데이터 활용’은 ‘인 자원 시’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빅데이터 활용’은 ‘측정, 분석  지식경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3] ‘빅데이터 활용’은 ‘운 리 시’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5 국가품질상 수상기업의 조 효과

이형석(2017)은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수상기업의 

재무성과에 한 연구에서 국가품질상  품질경

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01개 기업의 최근 12년 

동안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재무성과의 차이를 검

증하여, 성장성과 안정성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 다.

한상훈 등(2015)은 국가품질상을 받은 기업들을 

상으로 그 안에서도 품질수 의 차이가 경 성

과의 차이에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

하 고, 그 결과 품질수 의 차이가 경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이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 품질 수 의 차

이 등으로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이 경 품질에 미

치는 향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매우 요한 발

견이 될 수도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품

질상 수상여부라는 특성에 따라 집단 간 경 품질

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는지에 한 실질 인 

검증을 진행하기 하여 선행연구 사례를 원용하

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H14] 국가품질상 수상여부에 따라 ‘빅데이터 활

용’이 ‘경 품질’에 미치는 향은 차이가 

있다.

3.3 변수의 조작  정의

빅데이터 활용에 향을 미치는 기술, 조직, 환

경요인에 한 조작  정의는 선행논문의 정의를 

활용하여 정의하 고, 경 품질 변수는 국가품질

상 주 기 인 한국표 회가 산업표 화법 제31

조에 근거하여 발간한 ‘2017년도 국가품질상 가이

드북’의 내용을 기 으로 정의하 으며 내용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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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Sources

Costs Big data system installation, training and management costs

Lian et al.(2014), 
Lee, sun-woo(2016), 
Yoon, oh-jun(2017)
Oliveira et al.(2014), 
Chan et al.(2012),

Lancaster  et al.(2006)
Schniederjans & 
Yadav(2013)

Security Concerns Case of lo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sensitive data

Compatibility
The degree to which existing values, experiences, and needs 
recognize continuity from user groups.

Firm Size The size of a company

Top Management
Support

The degree to which an organization's executives accept 
new IT skills and trends.

Competitive Pressure
The degree of change in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in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the system

Internal Regulation
Support

The degree of support of regulations such as laws and 
regulations necessary for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the 
system.

Use of Big data
The degree of intent to introduce big data to continuous use 
and recommend to people around them

Venkatesh et al.(2003),
Lee, sun-woo(2016),

Leadership

Definition of the criteria for each category in the ‘2017 
National Quality Guidebook.’

Wilson and Collier(2000), 
Su et al.(2003),

Han, snag-hoon(2015),

Strategy

Customers

Workforce

MAKM(Measurement, 
Analysis, and Knowledge 

Management)

Operation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s for the Variables

3.4 설문지 구성  자료수집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선행연구 사례를 참

조하여 먼  설문지를 구성하고, 이를 문가 검

토를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설문항목이 

타당한 지에 하여 사 에 검토를 진행함으로

써, 설문조사에 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

하 다.

한 보다 신뢰성 높은 연구를 진행하기 하여 

2010년도 이후에 국가품질상을 수상한 총 222기

업을 포함하고, 소규모 이상의 비수상기업 378

개 기업 등 총 600개 기업을 상으로 설문을 진

행하 다. 설문조사는 2018년 6월 30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약 5개월 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58부의 설문지 응답을 회수하 으며, 회수된 

설문지 에서 일부 결함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총 350부의 설문지

를 이용하여 최종 분석을 실행하 다.

4. 실증분석

4.1 연구 상  방법

본 연구는 국내에 소재하는 소기업 규모 이상

의 사기업, 공기업(비 리기  포함) 등 350개 기

업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고, 상기업의 품

질 리부서, 경 신부서, IT 리부서, 행정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와 부서장 이상 리자를 

상으로 직 인 설문조사 방식과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5.0과 Amos 23.0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4.2 조사 상자 특성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하 으며, 주요결과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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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re-

quency

Ratio

(%)

Size
Medium & small

Large

165

185

47.1%

52.9%

Industries

IT

Manufacturing

General Service

Electronic etc.

Public service

69

73

70

72

66

19.7%

20.9%

20.0%

20.6%

18.9%

Employees

Less than 300 people

Less than 300 to 1,000 

people

Less than 1000 to 3,000 

people

More than 3,000 people 

172

63

49

66

49.1%

18.0%

14.0%

18.9%

Income

Less than 30 billion

Less than 30 to 100 billion

Less than 100 to 500 

billion

More than 500 billion

137

60

57

96

39.1%

17.1%

16.3%

27.4%

Establish-

ment

Private

Public

284

66

81.1%

18.9%

KNQA

Award

Be award

No award

108

242

30.9%

69.1%

Introduction

No plan

Completed

Schedule

186

55

109

53.2%

15.7%

31.1%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기업특성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소기업 165개

(47.1%), 기업 185개(52.9%)로 나타났고, 산업군

에서는 IT(정보통신) 19.7%(69개사), 제조 20.9% 

(73개사), 일반서비스 20.0%(70개사), 기/ 자/기

계 20.6%(72개사), 공공서비스 18.9%(66개사)순이

었다.

매출규모에서는 300억 미만 39.1%(137개사), 300

∼1,000억 미만 17.1%(60개사), 1,000억∼5,000억 

미만 16.3%(57개사), 5,000억 이상 27.4%(96개사)

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은 사기업 284개(81.1%)와 공기업 66개

(18.9%)로 나타났고, 국가품질상 수상 경험이 있는지

에 해서는 국가품질상 수상기업이 108개(30.9%), 

비수상기업이 242개(69.1%)로 나타났다.

한 빅데이터 도입 여부에 해서는 연구 상 

기업  도입을 완료한 기업은 55개사(15.7%)이며, 

186개사(53.2%)는 아직까지 구체 인 도입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9개사(31.1%)는 미래

에 도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 

4.3.1 탐색  요인분석

설문구성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하여 <Table 

4>와 같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TOE 인식요인 문항은 7개의 요인으로 묶여졌

고, 각 요인들은 TOE의 ‘비용’, ‘보안우려’, ‘호환

성’, ‘회사의 규모’, ‘최고경 층 지원’, ‘경쟁자 압

박’, ‘내부규정 지원’ 등 요인별로 잘 구분되었고, 

경 품질 문항에 한 요인분석 결과는 6개의 요

인으로 묶여졌고, 각 요인들은 ‘리더십’, ‘ 략기획’, 

‘고객과 시장 시’, ‘인 자원 시’, ‘운 리 

시’ 등 요인별로 잘 구분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요

인 재량이 0.5 이상이고, 고유값(Eigen Value)도 

1.0 이상으로 측정되어 요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4.3.2 신뢰성 분석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상을 얼마나 정확하

고 일 성 있게 측정하 는가를 분석하기 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여 연구변수들의 

내 일 성을 검증하 다. 그 결과, <Table 5>와 

같이 Cronbach’s Alpha값은 TOE Framework요

인은 .920～.965, 경 품질 요인은 .955～.981로 나

타났다. 

일반 으로 사회과학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이 0.8〜0.9 이상이면 바람직하고，0.6〜0.7이면 

수용할 수 있는 신뢰성이라고 할 수 있다(이학식, 

김 ，2005). 따라서 본 연구 조사도구의 Cron-

bach’s Alpha값은 모두 0.9 이상이므로 각 요인들

은 요인들 간에 내  일 성을 지니고 있다고 

단한다.



Measurement questions
Factors

1 2 3 4 5 6 7

TOE
Framework

Costs

1 0.049 0.030 -0.012 -0.013 -0.071 -0.077 0.901

2 0.001 0.231 -0.017 -0.083 -0.015 -0.003 0.884

3 -0.051 0.159 -0.018 -0.087 -0.014 0.040 0.860

Security Concerns

1 0.017 0.920 0.087 -0.024 -0.005 0.008 0.152

2 0.089 0.935 0.101 -0.025 -0.055 0.040 0.114

3 0.100 0.918 -0.057 -0.037 -0.018 0.021 0.151

Compatibility

1 0.162 0.039 0.807 0.098 0.230 0.128 -0.003

2 0.119 0.031 0.880 0.144 0.131 0.122 -0.032

3 0.162 0.072 0.872 0.223 0.007 0.144 -0.016

Firm Size

1 0.884 0.024 0.141 0.213 0.148 0.091 -0.009

2 0.887 0.113 0.202 0.171 0.092 0.074 -0.005

3 0.881 0.088 0.111 0.104 0.108 0.159 0.018

Top Management Support

1 0.232 -0.022 0.223 0.824 0.229 0.279 -0.119

2 0.183 -0.060 0.212 0.829 0.204 0.330 -0.065

3 0.243 -0.053 0.203 0.820 0.244 0.308 -0.094

Competitive Pressure

1 0.156 0.036 0.351 0.234 0.056 0.752 0.014

2 0.088 -0.014 0.089 0.259 0.265 0.827 -0.081

3 0.114 0.064 0.072 0.234 0.136 0.881 0.024

Internal Regulation Support

1 0.229 0.007 0.136 0.233 0.786 0.240 -0.030

2 0.168 -0.031 0.104 0.194 0.862 0.123 -0.061

3 0.000 -0.051 0.122 0.095 0.876 0.084 -0.021

Eigen Value 2.708 2.686 2.597 2.499 2.495 2.488 2.434

Variance(%) 12.897 12.789 12.368 11.900 11.883 11.850 11.593

Cumulative(%) 12.897 25.686 38.054 49.953 61.837 73.687 85.279

Management  
Quality

Leadership

1 0.818 0.183 0.179 0.176 0.195 0.194

2 0.733 0.259 0.207 0.264 0.196 0.137

3 0.770 0.318 0.233 0.097 0.119 0.257

4 0.839 0.220 0.092 0.153 0.163 0.181

5 0.797 0.302 0.142 0.197 0.112 0.184

Strategy

1 0.313 0.257 0.255 0.259 0.327 0.704

2 0.369 0.232 0.234 0.311 0.271 0.701

3 0.362 0.250 0.259 0.288 0.335 0.659

4 0.362 0.291 0.242 0.246 0.359 0.614

Customers

1 0.287 0.178 0.325 0.213 0.756 0.230

2 0.249 0.189 0.297 0.224 0.774 0.257

3 0.157 0.168 0.324 0.252 0.720 0.348

MAKM
(Measurement, Analysis and 
Knowledge Management)

1 0.245 0.242 0.772 0.284 0.277 0.188

2 0.274 0.238 0.791 0.264 0.217 0.138

3 0.171 0.281 0.780 0.260 0.233 0.192

4 0.120 0.314 0.760 0.220 0.278 0.235

Workforce

1 0.280 0.780 0.214 0.243 0.216 0.076

2 0.259 0.767 0.262 0.229 0.173 0.143

3 0.250 0.792 0.256 0.182 0.156 0.152

4 0.288 0.790 0.223 0.201 0.101 0.214

5 0.287 0.724 0.167 0.291 0.052 0.294

Operation

1 0.325 0.303 0.358 0.641 0.208 0.215

2 0.236 0.325 0.429 0.635 0.211 0.226

3 0.224 0.320 0.296 0.742 0.154 0.190

4 0.266 0.290 0.291 0.686 0.318 0.246

5 0.202 0.335 0.212 0.610 0.266 0.376

Eigen Value 4.678 4.465 3.897 3.382 2.894 2.892

Variance(%) 17.991 17.172 14.990 13.008 11.129 11.123

Cumulative(%) 17.991 35.164 50.153 63.162 74.290 85.414

<Table 4>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  Separated Contents of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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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Fitness Index of the Research Model

Category   NFI IFI CFI SRMR

Research model 1057.43
***

75 .904 .910 .910 .061

***
p < .001.

Constructs Items
Cronbach’s 

Alpha 

TOE
Framework

Costs 3 0.942

Security Concerns 3 0.936

Compatibility 3 0.943

Firm Size 3 0.956

Top Management 
Support

3 0.965

Competitive Pressure 3 0.920

Internal Regulation 
Support

3 0.943

Use of Big data 4 0.984

Management  
Quality

Leadership 5 0.981

Strategy 4 0.966

Customers 3 0.955

MAKM 4 0.957

Workforce 5 0.975

Operation 5 0.972

<Table 5>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4.4 연구가설의 검증

4.4.1 경로분석

본 연구는 TOE 임워크가 빅데이터 활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이 경

품질에 향을 미치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

하 고, 이를 검증하기 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모형의 합도 지수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

나 각 종속변수의 오차변량끼리 공분산을 허용하는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연결방법을 활용

하여 합도를 상승시켰다. 측정모형의 합도로는 

NFI, IFI, CFI, SRMR 지수를 심으로 단하 다. 

NFI, IFI,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합도(Bentler, 

1990; Bentler and Bonett, 1980), SRMR은 .08 미만

이면 좋은 합도로 본다(Hu and Bentler, 1999).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합도 지수는 NFI = .904, IFI = .910, CFI = .910, 

SRMR = .061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의 합도는 

허용할만한 수 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에 한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빅데이터 활용에 향을 미치

는 TOE 임워크는 비용(β = -.15, p < .01), 호

환성(β = .28, p < .001), 회사의 규모(β = .08, p 

< .05), 최고경 층 지원(β = .14, p < .05), 경쟁자 

압박(β = .26, p < .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는 비용이 낮고, 호환성, 회사의 규모, 

최고경 층 지원, 경쟁자 압박이 높을수록 빅데이

터 활용이 높아진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

되었다.

빅데이터 활용은 리더십(β = .86, p < .001), 

략기획(β = .88, p < .001), 고객과 시장 시(β = 

.83, p < .001), 인 자원 시(β = .83, p < .001), 

측정, 분석  지식경 (β = .84, p < .001), 운

리 시(β = .84, p < .001) 모두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는 빅데이

터 활용이 높을수록 리더십, 략기획, 고객과 시

장 시, 인 자원 시, 측정, 분석  지식경 , 

운 리 시 등의 경 품질 모두가 높아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를 살펴보면 빅데이터 활용 .92, 운 리 .72, 측정, 

분석  지식경  .72, 인 자원 .68, 고객시장 .69, 

략기획 .75, 리더십 .71로 나타났다. 따라서 빅데

이터 활용은 TOE에 의해 92% 설명되며, 경 품질 

요인  빅데이터 활용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는 

요인은 략기획(75%), 가장 게 설명되는 요인은 

인 자원(68%)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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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β S.E. t Results

Costs → Use of Big data -.13 -.15 .04  -3.14
**

PASS

Security Concerns → Use of Big data -.03 -.03 .04  -.68

Compatibility → Use of Big data .28 .28 .05  6.34
***

PASS

Firm Size → Use of Big data .08 .08 .03  2.57
*

PASS

Top Management Support → Use of Big data .14 .14 .06  2.52
*

PASS

Competitive Pressure → Use of Big data .28 .26 .06 4.39
***

PASS

Internal Regulation Support → Use of Big data -.01 -.01 .03 -.20

Use of Big data → Leadership .94 .86 .03 31.56
***

PASS

Use of Big data → Strategy .86 .88 .03 34.22
***

PASS

Use of Big data → Customers .74 .83 .03 27.59
***

PASS

Use of Big data → Workforce .84 .83 .03 27.89
***

PASS

Use of Big data → MAKM .75 .84 .03 28.61
***

PASS

Use of Big data → Operation .79 .84 .03 29.13
***

PASS

SMC

Use of Big data .92, Operation .72, MAKM .72, Workforce .68, Customers .69, Strategy .75, Leadership .71 

<Table 7> Path Analysis Results of Research Model

*
p < .05, 

**
p < .01, 

***
p < .001.

<Figure 4> Schematic of Verification Result

4.4.2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첫째, TOE 임워

크의 기술, 조직, 환경 에서 비용, 호환성, 회사

의 규모, 최고경 층 지원, 경쟁자 압박 요인은 빅

데이터 활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보안우려, 내부규정 지원은 빅데이터 활용

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빅데이터 활용이 경 품질에 미치는 향

은 리더십, 략기획, 고객과 시장 시, 인 자원 

시, 측정, 분석  지식경 , 운 리 시 등 6

가지 경 품질 요인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 효과를 제외한 13개의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개 가설

이 채택되었고 2개 가설이 기각되었으며, 연구

결과의 유의수 , 표 화계수와 채택여부(실선 : 

채택, 선 : 기각)를 도식화하면 <Figur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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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classification

Z Results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e Award
(N = 108)

No Award
(N = 242)

Leadership

Use of Big data

.73
***

.82
***

-6.28 Difference

Strategy .71
***

.87
***

-6.13 Difference

Customers .69
***

.82
***

-5.27 Difference

Workforce .67
***

.78
***

-5.16 Difference

MAKM .67
***

.83
***

-6.09 Difference

Operation .72
***

.82
***

-4.31 Difference

<Table 8> Moderating Effect of National Quality Awards

***
p < .001.

<Figure 5> Causal Relationship Verification Model Diagram

4.4.3 조 효과 검증 

빅데이터 활용이 경 품질에 미치는 향이 수상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하여 조

효과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Table 8>에 

제시 다. 분석결과, 빅데이터 활용이 리더십(Z = 

-6.28, p < .001), 략기획(Z = -6.13, p < .001), 

고객과 시장 시(Z = -5.27, p < .001), 인 자원 

시(Z = -5.16, p < .001), 측정, 분석  지식경

(Z = -6.09, p < .001), 운 리 시(Z = -4.31, 

p < .001)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 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리더십, 략기획, 

고객과 시장 시, 인 자원 시, 측정, 분석  

지식경 , 운 리 시에 미치는 향은 국가품

질상 비수상기업이 수상기업에 비해 큰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국가품질상 수상경험이 없는 기업

이 수상기업에 비해 경 품질 수 이 낮은 상태로

써, 이러한 경 품질 수 이 낮은 비수상기업 일

수록 빅데이터 활용을 통하여 경 품질 수 을 향

상시키는 것은 수상기업에 비해 더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4.4 측정, 분석  지식경  요인의 인과 계 

검증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측정, 분석 

 지식경  변수와 다른 경 품질 요인 간의 인

과 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에 하여 추가로 

분석을 시행하 다.

인과 계를 살펴보기 한 연구모형의 합도 

지수는 체 으로 기 치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정지수 연결방법을 용하 고, 이 방법

을 용한 후의 합도 지수는 NFI = .933, IFI = 

.936, CFI = .935, SRMR = .031로 양호하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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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품질 요인 간의 인과 계에 한 연구결과, 

빅데이터의 활용은 리더십, 략기획, 고객과 시장 

시, 인 자원 시, 운 리 시에 직 으로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측정, 분석  지식경

을 거쳐 간 으로도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측정, 분석  지식경 의 매개효과 검

증모형의 도식은 <Figure 5>와 같다.

5. 결  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OE 임워크 변수의 기술요인 에서 

‘비용’과 ‘호환성’이 빅데이터 활용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안우려’는 유의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요인에서는 ‘회사

의 규모’, ‘최고경 층의 지원’ 등 모든 요인이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요인에

서는 ‘경쟁자 압박’요인 만이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빅데이터의 활용은 ‘리더십’, ‘ 략기획’, 

‘고객과 시장 시’, ‘인 자원 시’, ‘측정, 분석  

지식경 ’, ‘운 리 시’에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차 산업 명과 함께 기

업의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

용하는 것이 경 품질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연구결과 이기도 하다.

셋째,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이 경 품질에 미치

는 향에 조 효과 있는 지를 실증한 결과, 국가

품질상 수상기업과 비수상기업 등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빅데이터의 활용은 ‘측정분석  지식경 ’

을 매개변수로 리더십을 포함한 경 품질  분야

에 간 으로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연구의 시사

연구결과의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기술, 조직, 환경 에서 빅데이

터 활용에 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은 ‘비용’, ‘호환

성’, ‘회사의 규모’, ‘최고경 층의 지원’, ‘경쟁자 압

박’ 요인임을 실증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추가

으로 발견한 사실은 ‘보안우려’가 최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형 보안사고 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는 빅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부

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행동에 향을 미치지 

않았던 ‘경쟁자의 압박’과 ‘최고경 층 지원’이 빅

데이터 활용에 강한 정(+)의 향을 미친다는 사

실을 추가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 4

차 산업 명 트 드로 격히 경 환경이 변해가

면서, 시장경쟁자의 선제 인 빅데이터 도입이 ‘경

쟁자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 

공공기 을 심으로 빅데이터 도입 가시화와 

기업 심의 빅데이터 도입이 실화되면서 빅데

이터 도입에 한 압박의 강도가 커져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막 한 자본을 수반하는 도

입 의사결정에 최고경 층의 단과 지원의 요

성이 커져감에 따라 선행연구와 다른 연구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빅데이터 활용이 경 품질에 미치는 향

을 실증한 결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6가지 

경 품질 요인  분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밝 진 사실 이기도 하다. 

한 종 의 ‘정보시스템’ 개념에서의 품질경 시

스템 인 계 모형의 경로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

을 이번 연구를 통해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품질경 시스템의 원천(동인)인 ‘리더십’을 통해서 

략기획, 고객과 시장 시, 인 자원 시, 측정, 

분석  지식경 , 운 리 시 등에 향을 미

치던 종 의 인과 계 연구결과와 달리, 빅데이터 

활용은 직 으로 ‘6가지 경 품질  요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변화된 인과 계 경로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의 활용

이 경 품질 요소에 미치는 향에 ‘측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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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 ’ 요인이 매개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

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빅데이터 활용은 리더십

을 포함한  경 품질 요인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측정분석  지식경 ’ 요인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 으로도 경 품질 향상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밝 낸 것도 의미가 

있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국가품질상 수상여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 품질 향상에 조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즉, 국가품질상을 수상한 경험

이 없는 기업일수록 빅데이터를 도입하 을 경우, 

경 품질 수 이 더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품질상에 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품질경 시스템이 기업 내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극 인 국가품질상 진

흥정책을 확 해 나갈 필요가 있다.

5.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가품질상 수상 108개 기

업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 으나 충분한 수상기

업 표본을 확보하지 못하 고, 기업에 근무하는 품

질, 신, 행정담당자 주로 설문이 이루어지지다 

보니 설문응답자가 빅데이터에 한 개념이나 IT

지식 등에서 부족하 을 것으로 추측되며, 재 빅

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서 도입 정 기업까지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한 한계 을 토 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생산과 소비 는 산업별 특성

에 따른 경 품질 향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입을 완료한 기업을 상으로 도입기, 

정착기, 안정기 등 내재화 과정의 빅데이터 활용 

효과를 연구해 본다면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 이후

의 효율 인 정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공기 에서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자

원을 효율 으로 분배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한  

연구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민편익 서비스

에 기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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