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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증권사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 성과에 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변인에 해 악하

고자, 아웃소싱 수혜기업인 증권사의 조직  부문  특성이 아웃소싱 정도의 매개효과를 통해 아웃소

싱 성과(업무효용성, 업무능률성, 업무생산성, 산감소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증 으로 검증

하 다. 증권사의 조직  특성(경쟁 략, 재무능력)이 아웃소싱 정도를 매개로 성과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가설 1과 증권사의 부문  특성(업무특수성, IT 자원, IT 역량)이 아웃소싱 정도를 매개로 성

과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가설 2를 실증분석한 결과, 경쟁 략, 재무능력, 업무특수성, IT 자원, IT 

역량의 요인들이 아웃소싱 정도를 통해 업무효용성과 산감소율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재무능력, IT 역량 등이 업무효용성, 산감소율과 같은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성과에 상

으로 많은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정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최근의 경 환경에서 한 기업이 모든 가치창조활동에

서 경쟁력을 다 갖추기는 어렵다. 이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역에 자원을 집 시키고,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다

른 역은 외부에서 조달함으로서 경 차원의 핵심역량에 

집 해 나갈 수 있다(McFarlan & Nolan, 1995). 최근 조

직 간의 네트워크가 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활발한 네

트워크는 세계화, 디지털화, 지식화의 가속과 기업 는 

국가 간 경쟁심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의 노력에 기인한다. 

네트워크는 수직결합에서 수평결합으로, 동업종 제휴에서 

이업종 제휴로, 종속  계에서 등한 계로, 폐쇄시스

템에서 개방시스템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기업 간 네트워

크의 핵심은 바로 아웃소싱(outsourcing)이라 할 수 있다.

    아웃소싱은 단어 자체의 의미처럼 외부로부터 자원을 

공 받는 것으로써 비용 감, 험감소, 역량구축 등을 이

유로 이루어지며(Lever, 1997), 만일 공 사가 완 히 믿

을 수 있고 효율 이라면, 합리 인 기업은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고유한 경쟁우 인 핵심역량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을 아웃소싱 할 것이다(Quinn, 1999).

    특히 정보시스템에 한 의존도가 높아진  시 에

서 기업들이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 을 외주업체에 의

뢰하는 이유는 첫째, 정보기술환경 측의 불확실성, 둘째, 

정보시스템 처리비용이 증, 셋째, 기업역량의 선택과 집

 강화를 들 수 있다(정 수 외,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증권기업을 심으로 정보시스템

의 아웃소싱 성과에 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변인에 

해 악하고자 하며, 보다 구체 으로는 아웃소싱 수혜기

업인 증권사의 조직  부문  특성이 아웃소싱 정도의 

매개효과를 통해 아웃소싱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실증 으로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둔다.

2. 연구설계

2.1 연구모형  가설의 설정

<그림 1> 연구모형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가치 있고, 희소성이 

있으며, 모방하기 힘들고, 체할 수 없는 것일 때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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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인 경쟁우 를 가질 수 있다(Barney, 1991). 그러나 

자원의존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필요한 자원이나 

능력을 내부 으로 조달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조

직과의 교환 계를 통하여 공 받으면 된다. 따라서 기업

의 정보통신 역량이 부족하면 아웃소싱을 통하여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다(Teng et al., 1994).

    Nam 등(1994)은 아웃소싱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결정

요인을 분류하 는데, 이 에서 기술 련 결정요인과 련

하여 기술  능력과 아웃소싱 결정 간의 유의성 계를 

조사한 바, 고객사의 기술  능력이 낮을수록 외부 문업

체에 아웃소싱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에

서 문가 는 역량의 부족은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 주

요요인이 된다(Gupta & Gupta, 1992). 한 Teng et 

al.(1994)은 기업의 경쟁 략이 공격 일수록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도입 정도가 가장 높다고 하 다.

    이와 함께 Loh와 Venkatraman(1995)의 연구에 따르

면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성공요인 간의 

계에서 회계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정도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 수 등, 2001),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도입의 결정요인와 아웃소싱성과 간의 계에서도 아웃소

싱 도입이 매개역할을 하 다(이태호, 2002).

    이상과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아웃소싱 고객사 즉, 수

혜기업으로서 증권사의 조직 ·부문  특성이 아웃소싱의 

정도의 매개효과를 통해 아웃소싱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 다.

<가설 1> 증권사의 조직  특성은 아웃소싱 정도를 통해 

아웃소싱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증권사의 부문  특성은 아웃소싱 정도를 통해 

아웃소싱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설문

조사를 활용하 다. 설문지는 서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정보시스템의 일부 는 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 증권

사 5개 기업의 정보통신 담당자를 상으로 사 조사

(pretest)를 한 다음, 미비 을 보완 수정한 후 최종 확정

하 다. 이는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아웃소싱 수혜기업의 특성을 측정하기 한 

부분으로서, Ang과 Cummings(1997), Arnett와 

Jones(1994), Klaas 등(2001), Porter(1991), Rainey 등

(1976)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목  수정ㆍ보완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매개변수인 아웃소싱 

정도를 알아보기 한 것으로써, 증권사 업무의 세부분야

를 10개로 나 어 각각의 업무량을 100%라고 했을 경우 

해당 아웃소싱으로 외부에 이 된 업무량의 비율을 기

으로 하여 Klaas 등(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목 

 한국 증권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문항으로 구

성하 다. 세 번째 부분은 종속변수인 업무효용성, 업무능

률성, 업무생산성, 산감소율을 알아보기 한 것으로서, 

업무효과로서  Farrell(1957)의 연구를 참조하여 효용성, 

능률성, 생산성에 한 세 가지 척도와, Sobol과 

Apte(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산감소율 측정문항을 일

부 수정하여 구성하 다. 선정된 각 변수를 측정하는 설문

은 설문응답자 스스로 응답하도록 구성하 으며, 설문의 

평가척도는 리커트 (Likert) 5  척도(1:  그 지 않다 

~ 5: 아주 그 다)를 사용하 다.

2.3 연구 차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해 2011년 1월 

24일부터 2월 18일까지 국내 상장  코스닥 등록 증권사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정보시스템의 일부 는 체를 

아웃소싱으로 운 하고 있는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이들 

기업의 실무자  리자에게 설문지를 방문  우편을 

통해 배포하 다. 설문지는 3차로 나 어 총 340부가 배포

되었는데, 회수된 설문지  응답 락이 심하거나, 불설

실하게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64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 수집된 설문자료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 다. 한 상 계분석과 빈도분석을 통해 변수들

의 윤곽을 살펴보고, 구체 인 가설검증 방법으로는 다

회귀분석, 계층 인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 다. 

한 이러한 분석을 해 SPSS 18.0 통계 패키지를 활용

하 다.

3. 분석결과

3.1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

    각 변수에 한 신뢰성 검증 결과는 <표 1>에 제시

되어 있다. 변수별 Cronbach's alpha 값을 살펴보면. 모든 

변수들이 모두 0.7 이상으로서 높게 나타났다. 신뢰성 계

수는 그 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

만, 일반 으로 탐색  연구(exploratory research)에서는 

0.6 이상이면 충분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Nunnally, 1978), 

본 연구에서 채택한 변수들의 측정을 해 설문항목들의 

신뢰성 계수는 모두 만족스러운 수 으로 나타났다.

    신뢰성이 확보된 후에는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

(validity)을 검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요인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아웃소싱 정도, 산 감소율을 

제외하면 8개이며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164부이기에, 

이는 Hair 등(1998)이 주장하는 설문항목  표본 수 기

인 5배를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표본 수는 하다고 할 

수 있다. 먼  5개의 독립변수와 3개의 종속변수에 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은 8개로 묶여졌다. 8개 요인 모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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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수 Cronbach's α

독립변수

경쟁 략 10 .8873

재무능력 3 .7124

업무특수성 3 .7942

IT 자원 2 .8407

IT 역량 4 .7060

종속변수

업무효용성 3 .7663

업무능률성 2 .7617

업무생산성 2 .7052

요인 ST FN SP IR IC WU WE WP

1-1 .691

1-2 .631

1-3 .658

1-4 .781

1-5 .740

1-6 .868

1-7 .617

1-8 .644

1-9 .740

1-10 .830

2-1 .672

2-2 .601

2-3 .799

3-1 .797

3-2 .724

3-3 .770

4-1 .835

4-2 .853

5-1 .832

5-2 .809

5-3 .751

5-4 .896

6-1 .842

6-2 .823

6-3 .898

7-1 -.857

7-2 -.782

8-1 .763

8-2 .866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 화된 Beta

F R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아웃

소싱

정도

ST .151 - .151

67.994 .734

FN -.302 - -.302

SP -.166 - -.166

IR -.139 - -.139

IC .515 - .515

업무

효용성

ST .154 .017 .171

117.250 .853

FN -.242 -.033 -.275

SP -.236 -.018 -.254

IR - -.015 -.015

IC - .057 .057

OD .110 - .110

업무

생산성

ST .191 - .191

26.908 .613

FN -.225 - -.225

SP - - -

IR - - -

IC .383 - .383

OD - - -

산

감소율

ST - -.002 -.002

43.864 .683

FN - .003 .003

SP - .002 .002

IR .172 .001 .173

IC -.405 -.005 -.410

OD -.010 - -.010

업무

생산성

ST - - -

49.044 .707

FN - - -

SP - - -

IR .159 - .159

IC -.521 - -.521

OD - - -

이겐값이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항목의 손실없이 

하나의 변수로 묶여졌다. 채택변수에 한 요인분석 결과

는 <표 2>와 같다.

<표 1> 신뢰성 검증

<표 2> 타당성 검증

* ST: 경쟁 략, FN: 재무능력, SP: 업무특수성, IR: IT 자원, IC: 

IT 역량, WU: 업무효용성, WE: 업무능률성, WP: 업무생산성.

3.2 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은 아웃소싱 수혜기업 증권사의 조직

 특성과 부문  특성이 아웃소싱 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고, 이 과정에서 아웃소싱 정도의 매개역할을 

함께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해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경로분석은 5개의 다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

어졌다. 먼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정도의 선행변수인 조

직  특성요인 2개와 부문  특성요인 3개 총 5개 요인을 

동시에 투입하고 아웃소싱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5개, 아웃소싱 

정도를 독립변수로 동시에 투입하여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의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각각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경로분석 결과에 따라 증권사의 조직  특성, 부문  

특성, 아웃소싱 정도, 그리고 성과간의 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경로분석결과

* ST: 경쟁 략, FN: 재무능력, SP: 업무특수성, IR: IT 자원, IC: 

IT 역량, WU: 업무효용성, WE: 업무능률성, WP: 업무생산성, OD: 

아웃소싱 정도.

    가설 1은 경쟁 략과 재무능력이 아웃소싱 정도를 매

개로 성과에 향을 미치는가에 한 것이다. 가설 검증 

결과, 경쟁 략은 업무효용성에 직 효과뿐만 아니라 정보

시스템 아웃소싱 정도를 매개로 한 간 효과가 정(+)으로 

나타났으나, 업무능률성에는 직 효과 그리고 산감소율

에 간 효과만 나타났다. 재무능력의 경우 업무효용성에는 

직 효과뿐만 아니라 간 효과도 나타났으나, 업무능률성

에 해서는 직 효과만, 산감소율에는 간 효과만 나타

났다. 이는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정도가 경쟁 략과 아웃

소싱 성과(업무효용성, 산감소율), 재무능력과 아웃소싱 

성과(업무효용성, 산감소율) 각각의 두 변수 간의 계

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웃소싱 

수혜기업의 특성들과 아웃소싱 정도를 독립변수로 동시에 

투입하여 아웃소싱의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 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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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 아웃소싱 정도는 업무능률성과 업무생산성에 

향을 주지 않음으로써 가설 1은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2는 아웃소싱 증권사의 부문  특성은 정보시스

템 아웃소싱 정도를 매개로 아웃소싱 성과에 향을 미치

는가에 한 것이다. 검증 결과, 업무특수성은 업무효용성

에 한 직 효과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정도를 매개로 한 

간 효과도 함께 나타났으나 산감소율에는 간 효과만 

나타났다. IT 자원의 경우 업무효용성에 해서 간 효과

만 그리고 업무생산성에 해서는 직 효과만 나타났으나,  

산감소율에는 직 효과뿐만 아니라 간 효과도 나타났

다. IT 역량은 산감소율에 해선 직 효과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정도를 매개로 한 간 효과도 함께 나타났으나, 

업무효용성에는 간 효과만 업무능률성과 업무생산성에는 

직 효과만 있었다. 이는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정도가 업

무특수성과 업무효용성, 산감소율 그리고 IT 역량과 업

무효용성, 산감소율 각각에 해 두 변수간의 계를 

진시키는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웃소싱 수혜기업의 특성들과 아웃소싱 정도를 독립변수

로 동시에 투입하여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성과를 종속

변수로 하는 다 회귀분석 결과, 아웃소싱 정도는 업무능

률성과 업무생산성에 향을 주지 않음으로써 가설 2 역

시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4. 결론

    무한경쟁 시장환경 하에서 기업이 생존해 나가기 

해서는 자사의 특화된 역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거

나 경쟁력이 있는 활동을 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 경쟁력

을 가질 수 있는 역에 자원을 집 시키고, 경쟁력을 갖

기 어려운 다른 역은 아웃소싱 함으로서 경 차원의 핵

심역량에 집 해 나갈 수 있다.

    아웃소싱 분야  기존의 생산ㆍ물류분야 심에서 

최근에는 기업업무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차지하는 비 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시스템 인 자원 리 분야까지 확산되

고 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빠른 확산과 제반 

효과에 한 기 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를 포함한 융권

에서는 보안에 한 문제 으로 인해 정보시스템의 아웃

소싱을 도입한 기업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을 도입한 증권사 구

성원을 상으로 아웃소싱 수혜기업의 특성이 아웃소싱 

정도를 매개로 아웃소싱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 으로서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향요인을 악하

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한 결과,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정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 경쟁 략, 재무능력, 업무특수성, IT 자원, IT 역량의 

요인들이 아웃소싱 정도를 통해 업무효용성과 산감소율

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른 독립변

수에 비해 재무능력, IT 역량 등이 업무효용성, 산감소

율과 같은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성과에 상 으로 많

은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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