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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effects of perceived interactivity formed by 

the electronic collaborative referral system on the organizational loyalty. Two channels through which the 

effects proceeded were investigated. One is the “system channel” which consists of “interactivity of the 

inter-organizational system → intention of using the system → organization loyalty” (hypothesis 1, 2), that 

is the channel which anticipates that a better understanding on the interactivity of the inter-organizational 

system makes the intention of the using the system strong, and this strong intention results the higher organization 

loyalty. The other is “organization channel” which consists of “interactivity of the inter-organizational system 

→ perceived interactivity on the counterpart → perceived relation benefits with the counterpart → organization 

loyalty” (hypothesis 3, 4, 5). The channel means that as the perceived interactivity of users on the inter-organizational 

system becomes greater, the perceived interactivity with the counterpart is increasing. And this makes the 

users feel that more benefits can be obtained by the relationship with system providing organization, and 

finally makes the organization loyalty that is the intention to maintain the relationship greater.

 The corroborative evidence data confirm the two channels are obtained by questing on the electronic 

referral system of Samsung Medical Center to the doctors of the first and second collaborated hospitals 

or clinics, and by analyzing statistically. The verification result for the “system channel” showed that as the 

perception on the interactivity of inter-organizational system was increasing, the intention for consistent using 

increased(support hypothesis 1), and then the organization loyalty that is the relationship maintaining indication 

by using the referral system also increased(support hypothesis 2). And the confirmation result for the “organization 

channel” indicated that the perceptive interactivity on the counterpart increased as the understanding on 

the interactivity of inter-organizational system increased(support hypothesis 3), consecutively, with the intuitive 

relation benefits increase with the counterpart(support hypothesis 4) the organization loyalty means the intention 

to maintain the relationship was confirmed to increase(support hypothesis 5).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when the perceived interactivity in using many systems at the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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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organizations is increasing, the positive image on the systems creates the consistent system using 

intention, and the positive image increases the wants for preserving the relationship with counter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perceived interactivity of inter-organizational system users affects directly on the perceived 

interactivity of the counter organization, so the important role of inter-organizational system in promoting 

the interactivity between cooperative counterparts was recognized. And the perceived interactivity on the 

counter organization become greater, the influence on the perceived benefits from cooperation is positive. 

Therefore, the perceived interactivity by using inter-organizational system was confirmed as a prerequisite 

for the continuous relationship.

Keywords : Organizational Environment, Organizational Environment, Inter-Organizational System, Perceived 

Interactivity, Perceived Relational Benefit, Organization Loyalty

조직간 정보시스템에서 지각한 상호작용성이 

조직애호도에 미치는 향

최복연, 김동태

Ⅰ. 서  론

정보기술에 기반한 조직간 협업시스템(inter- 

organizational collaborative system)은 관계되는 

조직간 업무처리 속도와 유연성을 높이고, 업무

의 비용효율성 제고를 통해 협업 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Boonstra and Vries, 2005]. 특

히 수직적 관계가 대부분인 국내 대기업-중소기

업간 관계구조에서 조직간 정보시스템은 거래 

대기업의 욕구에 중소기업의 적기 대응을 가능

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조직간 정보시스템이 조직간 업무 수행비용 절

감 뿐 아니라 혁신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연계해 주고, 의사소통 가능성까지 높임

으로서 조직간 협업 촉진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Mäkipää, 2006]. 최근의 조직

간 정보시스템은 주로 인터넷을 활용한 웹기반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웹기반 조

직간 정보시스템의 대표적 예로 삼성서울병원의 

“전자진료의뢰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간 환자 이송 시, 진료정보는 종이 출력

물이나 CD 등의 매체를 환자들이 직접 지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진료정보 전달체계는 

의료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진료정보의 양과 질

에 있어 한계가 있고, 정보의 표준화 및 즉시성 

등의 문제로 인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다. 2010년 10월부터 운용을 시작한 삼성

서울병원의 “전자진료의뢰시스템”은 삼성서울병

원과 1, 2차 의료기관간의 웹기반 조직간 정보시

스템으로, 병원간 환자 이송 시 진료 이력을 주고

받아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환자 진료 및 이

송정보 공유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웹 기반인 관

계로 전국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한 조직간 정

보시스템으로 병원 간에 진료정보의 교류를 중

계하면서도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동

시에 진료의뢰시 환자가 직접 진료정보를 손으로 

들고 내원할 필요없이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의뢰 

병원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외래진

료기록, 수술기록, 퇴원요약 등)에서 직접 조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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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의료정보 교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먼저 삼성서울병원 내 환

자에 대한 진료정보 및 EMR 정보를 기록, 관리

하는 의료정보 관리서버가 핵심 서버로 운용되

고 있으며, 다음으로 외부에서 접속하는 협력병

원 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의료정보 관

리서버와 협력병원 단말기 사이의 진료정보 공

유를 지원하는 의료정보 중계서버로 구성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이러

한 “전자진료의뢰시스템”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과 협력병원간 수행되는 진료의뢰 방법은 먼저 

협력병원 단말기에서 진료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의료정보 중계 서버에 온라인 접속하여 환자의 

진료의뢰를 위한 공인 인증을 수행한 다음, 진료

의뢰를 위해 해당 환자의 동의하에 관련 의료정

보를 전송하고, 다음으로 상기 진료의뢰를 위한 

접속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접속 권한이 있

는 경우 의료정보 중계 서버에서 상기 의료정보

를 수신하여 제1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를 거치게 된다. 다음으로 제1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하여 제공되는 상기 의료정보를 전달받아 

제2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삼성병원 의료

진의 단말기에서 진료정보 및 EMR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의료정보 관리 서버에 온라인 접속하

여 제2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의료정보의 조회

를 요청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한편, 상기 요청

에 따른 의료정보의 수신 후, 해당 의료정보에 근

거하는 검사정보 또는 회신서를 제공하여 제2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관련 협력병원 단말기에

서 다시 의료정보 중계 서버에 접속하여 제2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검사 관련 정보 또는 회신

서를 수신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한편 삼성서

울병원의 협력병원은 1차 협력의원 2200여 개, 2

차 협력병원 130여개 등 전국적으로 총 240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협력 병의원 중 삼성병

원의 “전자진료의뢰시스템”을 이용하는 협력병

의원의 수는 1차 병원 813개(61%), 2차 병원 103

개(8%), 일반병원 412개(31%) 등 총 1,325개 병의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협력 병의원의 

43%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30%, 

그 외 다른 지역에 27%가 위치하고 있다. 

인증

처리부

의료정보

연동부

DB 부
메시지

전송부

<그림 1> 자진료의뢰시스템 구조도

결국 “전자진료의뢰시스템”은 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 공유와 진료업무의 효율성, 진료 효과 

제고를 위한 조직간 정보시스템으로서 1, 2차 병

의원과 삼성서울병원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

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의 “전자진료의

뢰시스템”을 대표적인 웹기반의 조직간 정보시

스템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용자(1, 2차 병의원

장)들의 반응이 상대 조직인 삼성서울병원과의 

관계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

히 조직간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

을 지각된 상호작용성(perceived interactivity) 개

념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술적이고 기능적 

관점에 머물러왔던 상호작용성에 대한 관점을 

인지적이고 조직관계 관점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상호작용 특성이 비단 시스

템 채택이나 이용의향 등 시스템 차원의 성과에만 

머물지 않고, 협력관계에 있는 상대 조직에 대한 

평가나 반응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지 또 그러한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상호작용 특성이 상대 

조직과의 관계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경로는 조직간 정보시

스템에 상호작용성을 많이 느낄수록 해당 시스템 

계속 사용 의향이 높아지고 다시 상대 조직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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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지속의향까지 높아진다고 예측한 경로이다. 

두 번째 경로는 조직간 정보시스템에 대해 상호작

용성을 많이 느낄수록 상대조직과의 상호작용성

도 크게 지각하게 되고 이는 다시 상대조직에 대해 

지각하는 혜택의 크기와 상대 조직과의 관계 지속

의향까지 증가시키는 경로이다. 

Ⅱ. 이론연구

2.1 조직간 정보시스템

개별기업의 정보시스템들은 이제 더 이상 내부

업무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관계 기업들과의 협업

을 견인하는 협업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Hong, 2002]. 조직간 정보시스템은 기업들

이 공유하는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으로 해당 기업

들간 접점에 걸쳐 있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시

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Kumar and Crook, 

1999]. 이러한 조직간 정보시스템은 상이한 조직들 

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 관계로 해

당 조직들간 관계 개발에 있어서도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Johnston and Vitale, 1988; Bakos, 

1991; Cash and Konsynski, 1985]. 다시 말해 협력

관계의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함으로써 조직

간 협업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Mäkipää 

[2006]는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직간 권력관계뿐 아니라 조직간 신

뢰,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등 사회정치적(so-

cio-political) 요인들과 조직간 이해관계 갈등요소

로 작용하는 문화적 차이까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간 정보시스템 또는 기업

간 전자거래시스템이 기업간 관계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상 연구들 외에도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

구들이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시스템 특

성 확인이나 이들 특성과 기업간 신뢰, 몰입과의 

직접적인 영향관계 유무를 살펴보는데 집중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상호작용적 특성에 집중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적 특성이 조직간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과정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 지각된 상호작용성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인터넷이 가지는 

장점은 강력한 상호작용성에 있음에 주목하면서 

상호작용성의 개념과 역할 등에 대해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상호작용성과 관련된 

연구가 심리학, 교육학, 마케팅, 경영정보학 및 

서비스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면서 

그 개념 정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Bucy, 2004]. 

그 과정에서 상호작용성의 개념에 대해 대인관

계 관점에서 접근하는가 하면, 기계적 관점에서 

규정하고 분석한 연구도 있으며, 기능적, 상황적 

관점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정의

하기도 하였다[Rafaeli, 1988; Macias, 2003; Sundar, 

Kalyanaraman, and Brown, 2003]. 상호작용성

에 대한 이들 연구는 크게 매체특성 중심의 연구

[Newhagen and Rafaeli, 1996]와 사용자 중심의 

연구[McMillan, 2002; Newhagen and Rafaeli, 

1996; Wu, 1999]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매체특성 

연구에서는 Cho and Leckenby[1997]의 세 가지 

분류가 대표적이다. Cho and Leckenby[1997]는 

첫 번째 상호작용성 유형으로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성을 제시하였다.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자인 인간의 요구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상호작용성 개념으로 상호작용성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다음은 사용자

와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성으로 사회연결망서비

스 등을 통해 수행되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성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과 서비스의 발달로 사람들 간 소

통과 관계가 증가하면서 함께 증가하는 상호작

용성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용자와 

메시지간의 상호작용성으로 신문과 같은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매체에서는 접하기 힘든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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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정의 관련 연구

통제성
(User Control)

사용자가 이용과정과 수단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

(시간, 콘텐츠, 순서 등)

Dholakia et al.[2000],

McMillan and Hwang[2002],

Liu[2003]

반응성
(Responsiveness)

사용자가 운영자 또는 타 사용자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정도

Dholakia et al.[2000[,

Rafaeli and Sudweeks[1997], 

Deighton[1996]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Two-way Communication)

사용자와 운영자간 의사소통과
사용자간 의사소통 정도

McMillan and Hwang[2002]

개인화
(Personalization)

사용자별 욕구충족이 가능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정도

Dholakia et al.[2000]

참여성
(Playfulness)

사용자들의 능동적 제작 
참여 정도

Ha and James(1998),

Dholakia et al.[2000)]

주) Nam, H.J., and Cha, H.W., 2011에서 수정 재인용.

<표 1>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구성요소

성 개념이다. Cho and Leckenby[1997]는 이에 

대해 사회연결망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커뮤니

케이션 매체의 사용자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커

뮤니케이션 매체 사용자들 보다 메시지를 해석, 

수용, 확산시키는데 있어 더 큰 역량을 가지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기술적 관점보다는 사람들의 지각 자체에 

초점을 둔 상호작용성, 즉 사용자가 상호작용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 가에 중점을 둔 지각된 상호작

용성(perceived interactivity)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

었다[McMillan, 2000; Nam and Cha, 2011]. 지각된 

상호작용성 연구의 의미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특성으로만 연구되어 왔던 기존의 상호작용성 개

념과는 다른 차원의 사용자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

을 확인한데서 찾고 있다. 즉 동일한 매체에 대해

서도 사용자에 따라 각각 지각하는 상호작용성의 

유형과 그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Lee 

and Choi, 2002]. 프로세스를 분석하거나 기능적 

특성들만으로 상호작용성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또 

경험하는지 지각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할 수 있다[Lee, 2000]. 한편 지각된 상호작

용성은 다시 내적 효과(internally based efficacy)와 

외적 효과(externally based efficacy)로 분류할 수 

있다[Wu, 1999]. 내적효과는 사용자들이 웹사이트

에 대해 인식하는 통제 가능 정도로, 외적효과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대해 웹사이트가 반응하는 정

도에 대한 인식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후 전

통적 커뮤니케이션 모델 연구 분야에서 다루어 왔

던 커뮤니케이션 방향의 특성까지 포함하여 통제 

가능성, 반응성, 커뮤니케이션 방향이라는 3가지 

차원의 개념이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구성하는 개

념들로 정리되어 왔다[Song and Zinkhan, 2008]. 

한편 Wu[2000]는 앞서 언급했던 지각된 통제가능

성, 지각된 반응성 외 상호작용 대상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개인화 정도인 지각된 개인화를 상호작

용의 세 번째 유형으로 제시하며, 이들 세 가지 차

원이 결합하여 상호작용성을 구성한다고 보고하

였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관

계마케팅의 관점에서 기업과 고객 간의 장기적 관

계구축에 필요한 핵심 수단으로도 바라보고 있다

[Rayport and Jaworski, 2005; Lim and Kim, 2009]. 

생애가치(lifetime value)가 높은 소비자와의 장기적

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소비자와 기업 간의 

긴 한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기업에 장기적 성과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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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ni and Kumar, 2008].

이상과 같은 다양한 상호작용성 개념과 구성요

소들 중 공통적인 구성요소로 아래의 <표 1>과 같

이 ‘통제성(control)’, ’반응성(responsiveness)', '개인

화(personalization)', '참여성(playfulness)' ‘쌍방향 

커뮤니케이션(two-way communication)’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통제성은 사용자가 콘텐츠 내용이나 

사용시간 등을 임의로 바꾸거나 선택할 수 있는 

정도로 개인이 상호작용과정을 통제한다고 지각

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Dholakia et al., 2000; 

Wu, 2000]. 반응성은 사용자 상호간 또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 정도를 의미한다

[Van Dijk and Vos, 2001]. 쌍방향성은 사용자와 

시스템 운영자간 또는 사용간의 의사소통정도로 

반응성과 유사한 개념적 특징을 가진다[McMillan 

and Hwang, 2002]. 개인화는 사용자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정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정도를[Dholakia 

et al., 2000], 끝으로 참여성은 시스템, 콘텐츠 등의 

제작 및 운용에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Chen and Yen, 2004; Nam and Cha, 

2011]. 이상과 같은 지각된 상호작용성에 대한 선

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모두 다섯 가

지 구성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2.3 계 혜택

관계혜택은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 창출과 유

지관리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혜

택을 의미한다[Gwinner et al., 1998]. Gwiner et 

al.[1998], Morgan and Hunt[1994]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이러한 관계혜택이 기업과의 

장기적 관계 유지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Gwiner et al.[1998]은 소비

자 관점에서 관계적 혜택에 접근하여, 관계적 혜

택을 기업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핵심 

편익 이외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 

정의하고,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

분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 혜택은 소비자가 기업

과의 거래과정에서 지각하는 친 감을 의미한다

[Buttle, 1996; Czepiel, 1990]. 따라서 기업과 소비

자 간의 접촉이 자주 일어나서 기업-소비자 간의 

관계 품질이 거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혜택이다[Gwinner 

et al., 1998]. 특별대우 혜택은 기업과 장기적 관

계를 형성하고 있는 특정 소비자에게 차별적으

로 제공하는 혜택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존중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

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해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Gwinner et al., 1998; 

Long and Shiffman, 2000]. 끝으로, 신뢰(trust) 

혜택은 소비자가 거래 기업에 대해 가진 신뢰정

보가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약화시키

고, 긍정적 감정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혜택을 의미한다[Sheth and Parvatiyar, 1995; 

Berry, 1995; Gwinner et al., 1998]. 신뢰란 거래

관계에서 거래 상대가 거래와 관련하여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 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Morgan and Hunt, 1994]. 따라서 신뢰

혜택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이

행하는 정도와 그러한 기업의 활동이 소비자들

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정도가 클수록 증가

하게 되는 혜택이라 할 수 있다[Barnes, 1994]. 

Gwiner et al.[1998]은 이상의 세 가지 혜택들 중 

신뢰와 관련한 혜택을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하며, 다음으로 사회적 혜택, 특별대우 혜

택 순으로 소비자들의 중시정도가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2.4 애호도 

애호도(loyalty)개념은 행동론적(behavioral) 접

근법과 태도론적(attitudinal) 접근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Dekimpe et al., 1997]. 초창기 연

구들에서는 애호도를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브

랜드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반복적으

로 구매하는 경향”으로 정의하는 행동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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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행동론적 애호도는 

재구매 빈도, 동일 브랜드 선택 비중, 구매확률 

등을 통해 측정을 하였다[Tellis, 1988]. 하지만 행

동론적 접근법의 애호도는 과거 행동과 결과만 

중시함으로 인해 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들이나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심리적 요소에 집중한 태도론적 접근

법의 애호도 개념이 나타났는데, 이에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 의도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Shin et al., 2006; Oliver 1997, 1999]. 

이상의 연구들에 근거하여 애호도의 개념을 

정리하면 “특정 기업에 대한 선호와 애착을 통해 

몰입의 단계에 이른 상황으로, 해당 기업과 지속

적, 반복적으로 관계하면서 경쟁기업으로의 이탈 

가능성이 아주 낮으며, 해당 기업에 대한 긍정적 

추천의향이 높은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애호도의 특징은 장기적 관계를 유지

하려는 의도(행동적 요인)뿐 아니라 신뢰나 믿음

의 인지적 요인, 감성적 착 등 감성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Lee, 2003]. 

Ⅲ. 연구가설  모형

Johnson et al.[2006]은 웹사이트 이용자와 웹사

이트간의 관계에 대한 실험을 통해 이용자들이 웹

사이트에 대해 지각하는 상호작용성이 해당 웹사

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하였다. Kim and Joo[2001]는 특정 웹사

이트에 대해 상호작용성을 높이 지각할수록 해당 

웹사이트를 매력적으로 인식하여 재방문 가능성

과 체류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당 웹

사이트에 대한 애호도가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다. 

Dou and Krishnamurthy [2007]도 웹사이트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연구를 통해 웹사이트를 

활용해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긍정적 태도

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상

호작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힌바 

있다. 즉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이 클수록 더 좋은 

정보 확보와 학습이 용이하고 나아가 웹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더 강력한 인지적, 감정적 연대가 가

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대해 상호작

용성을 높게 지각한 이용자들일수록 해당 웹사이

트에 대한 지속적 이용 의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이용 맥락에 적용

하여, 웹 기반의 조직간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용자

들이 지각하는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해당 시스

템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향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이상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조직간 정보시스템에 대해 지각한 상

호작용성이 증가할수록 조직간 정보

시스템에 대한 지속 이용의향이 증가

한다.

Thorson and Rodgers[2006]는 정치인의 블로

그에서 인식한 상호작용성이 해당 블로그에 대

한 이용의향 등 태도뿐 아니라 해당 블로그를 운

영하는 정치인에 대한 인상과 투표의향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업과

의 관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Hanson[2000]의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기업과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 빈

도가 많아지게 되고, 이는 다시 해당 기업과의 관

계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짐을 보이고 있다. 

유사한 연구로 브랜드 커뮤니티에 대한 사용자

들의 참여 의향이 증가하면 해당 브랜드와 기업

에 대한 애호도 증가로 이어짐도 확인되고 있다

[McAlexander et al., 2002; Algesheimer et al., 

2005]. 이상의 논의를 조직간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 맥락으로 적용하여 아래와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조직간 정보시스템 지속 이용의향이 

증가할수록 상대조직에 대한 애호도

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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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간 정보시스템은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적 역할뿐 아니라 조직간 협력

의 상징이자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끌어

가는 협업시스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조직

간 정보시스템에 대해 Johnston and Vitale[1998]

은 조직간 협력의 목적 달성뿐 아니라 협력 자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조직간 협력에 이르는 통로 역

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조직간 협력관계의 품질

은 조직간 정보흐름이 얼마나 충분하고 용이한가

라는 정보시스템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웹사이트 등의 미디어를 활용한 조직간 정보

시스템은 조직간 정보 공유촉진을 통해 조직간 관

계 개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Benjamin et al.[1990]은 전자적 미디어

를 기업간 거래에 활용할 경우 거래 기업간에 긴

한 협업관계를 이루게 하여 강력한 결속관계를 가

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EDI를 활용한 기업간 

거래가 거래 기업간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발생시

켜 장기적 관계로 이어지게 하며[Dwyer et al., 

1987],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Kim and Park, 1996]. 

반면,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채택에 상대 조직

과의 관계나 의존도가 오히려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들도 제시되어 왔다. 조직간 정

보시스템의 채택에 상대조직의 영향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간 요인으로 상대조직의 

권력과 경쟁압력 역시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채

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Premkumar and 

Ramamurthy, 1995]. 중소기업의 EDI 이용효과

를 연구한 Lee[2004]의 연구에서도 EDI와 같은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채택과 성과 향상을 위해

서는 거래 파트너와의 신뢰와 관계 몰입정도 등 

조직간 관계가 양호해야 함을 확인한 바 있다. 국

내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수직

적 관계 특징이 많은 만큼 상대조직인 대기업의 

영향력이 조직간 정보시스템 채택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상호작용성 역할을 

중심으로 이러한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상호작용

성 수준이 조직간 관계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도

출된 기업간 조직요인이 시스템 채택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Han et al.[2006]은 

공급자-구매자 기업간 협업적 IT시스템을 활용하

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통해 

이들 기업간 정보시스템의 활용정도가 증가할수

록 공급자-구매자 기업간 상호작용 수준도 증가

함을 실증한 바 있다. Koo[2011]도 병원 홈페이

지의 대화적 관계가 병원과 홈페이지 이용자 간

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홈페이지의 

대화적 관계 정도가 높을수록 홈페이지 이용자

들이 해당 병원에 대해 지각하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수준도 증가하며, 병원에 대한 신뢰수준, 애

호도 등을 높여 전반적으로 해당 병원과 홈페이

지 이용자간의 관계 정도를 높임을 실증하고 있

다. 따라서 웹사이트 등 미디어를 이용한 조직간 

협업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때 

거래 상대조직에 대해 지각하는 상호작용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

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조직간 정보시스템에 대해 지각한 상

호작용성이 증가할수록 상대조직에 대

해 지각하는 상호작용성도 증가한다.

Morgan and Hunt[1994]의 연구에서는 기업과 

소비자 간에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점에 서로 

공유하게 되면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수준을 

높이는 결과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

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업으로 부터 적기에 제공

받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해 높은 신뢰를 느끼게 된

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공유의 적시성을 핵심으로 

하는 상호작용성이 관계혜택의 구성 차원인 신뢰

혜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관계혜택 중 특히 사회적 혜택은 사용

자가 지각하는 상대방과의 친 도 또는 친분을 의



A Study on the Effects of Perceived Interactivity with Inter-Organizational System on the Organization Loyalty

Vol. 23, No. 1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53

미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Barnes, 1994; Berry, 1995; Bang et al., 

2010]. 따라서 기업간 협력관계에서 관계 일방의 

기업이 상대 기업에 대해 지각하는 상호작용성은 

관계 일방기업이 상대 기업에 대해 지각하는 사회

적 혜택, 신뢰적 혜택 등의 관계혜택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Han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기

업간 협업적 IT시스템의 사용정도가 공급자-구매

자 기업간 상호작용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거쳐 

기업간 협업성과인 공급사슬 성과에도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기업간 협업성

과인 공급사슬 성과를 기업간 관계혜택으로 고려

한다면 공급자-구매자 기업간 상호작용성이 이들 

기업간 협업성과인 관계혜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상대조직에 대해 지각한 상호작용성이 

증가할수록 상대조직에 대해 지각하는 

관계혜택이 증가한다.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 관계 참여자들이 관계에서 지각하는 혜

택이 존재해야 하며, 관계가 지속될수록 그러한 혜

택의 크기나 질이 증가해야 관계의 강도도 강화될 

수 있다[Berry, 1995; Sheth and Parvatiyar, 1995]. 

이러한 관계혜택의 역할은 특히 거래 관계에서 분

명하게 나타나는데, 거래 일방이 지각하는 관계혜

택은 거래 상대에 대한 신뢰와 몰입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거래 상대에 대한 애호도로 나타나게 

된다[Morgan and Hunt, 1994]. 이상의 논의를 조

직간 협업관계에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5: 상대조직에 대해 지각한 관계혜택이 

클수록 상대조직에 대한 애호도가 증

가한다.

이상 5개 가설로 구성되는 연구모형은 <그림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조직간 정보시스템에 대

해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상호작용성 정도는 해당 

조직간 정보시스템에 대한 반응 경로(H1, H2)와 

상대 조직에 대한 반응 경로(H3, H4, H5) 등 2가지 

차별적 경로를 통해 상대 조직과의 지속적 관계의

향인 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경로(Dual Path) 

모형이다. 먼저 시스템에 대한 반응경로는 가설 1

과 가설 2로 구성하고, 상대 조직에 대한 반응경로

는 가설 3～가설 5로 구성하였다.

지각된
IOS

상호작용성

지각된
상대 조직
상호작용성

지각된
관계혜택

IOS
지속

이용의향

상대 조직
애호도

H1

H3 H4

H2

H5

<그림 2> 연구모형

Ⅳ. 실증 연구

4.1 구성개념의 정의  측정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Wu[2006]가 정의한 지각

된 상호작용성 개념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자가 조직간 정보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경험

한 주관적인 상호작용성 정도로 정의하고, 측정변

수로는 선행연구들[Wu, 2006; Thorson and Rodgers, 

2006]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 구성차원으로 제시

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과 반응성 정도를 비롯 상

호작용성 정도를 직접 측정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 측정항목으로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원하는 정보를 지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잘한다” 등 5개 항목이다. 상대조직에 



A Study on the Effects of Perceived Interactivity with Inter-Organizational System on the Organization Loyalty

54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23, No. 1

구성개념 측정항목 관련연구

지각된 IOS

상호작용성

• 상호작용 시스템
• 원하는 정보 획득 가능성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정도
• 의견제시 가능성
• 입력정보 처리 속도

Wu[2006]

Thorson and Rodgers[2006]

IOS

지속이용의향
• 계속 사용의향
• 더 많이 사용의향

Putrevu and Lord[1994]

Boulding et al.[1993]

지각된 상대조직
상호작용성

• 상호작용 정도
• 요구사항 대응 정도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정도

Wu[2006]

Thorson and Rodgers[2006]

지각된 관계혜택
• 신뢰
• 특별한 혜택
• 개별적 니즈 충족

Gwiner et al.[1998]

Reynold and Beatty[1999]

Park and Bae[2010]

상대 조직 애호도
• 계속 관계의향
• 많은 관계의향
• 추천 의향

Putrevu and Lord[1994]

Boulding et al.[1993]

<표 2> 구성개념  측정변수 

대해 지각한 상호작용성은 앞서 정의한 조직간 정

보시스템 상호작용성의 개념과 측정변수를 상대 

조직에 수정 적용하였다. 상대조직에 대해 지각한 

상호작용성은 사용자가 상대 조직과의 관계과정

에서 경험한 주관적인 상호작용성 정도로 정의하

고, 측정변수로는 역시 “상대조직과의 양방향 커

뮤니케이션 정도, 반응성 정도, 상호작용성 정도”

를 측정한 3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직간 정보

시스템 이용의향은 조직간 정보시스템을 장기적

으로 이용할 의향 정도로 정의하고, Putrevu and 

Lord [1994], Boulding et al.[1993]의 연구에서 사

용된 “지속적 이용의향과 확대 이용의향” 등 2가

지 측정변수를 사용하였다. 지각된 관계혜택은 관

계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모든 혜택으로 관

계 당사자 간의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확신적, 사회적, 특별대우 혜택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Gwiner et al., 1998; Reynold 

and Beatty, 1999]. 본 연구에서는 관계를 맺고 있

는 특정 조직이 상대 조직에게 제공하는 이상과 

같은 모든 혜택에 대해 제공 받는 조직(사용자)이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은 

Gwiner et al.[1998], Reynold and Beatty[1999], 

Park and Bae[2010]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중 “확신적 혜택 및 특별대우 혜택” 등 3가지 항목을 

이용하였다. 상대조직 애호도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조직과의 관계 지속의향으로 기업 애호도 

개념을 확장하여 특정 조직에 대한 행동적, 태도적 

몰입으로 정의하였다[Chaudhuri and Holbrook, 

2001]. 측정변수로는 “관계 지속 의향, 관계 확대 

의향, 타인에 추천의향” 등 3가지 항목을 활용하였

다[Putrevu and Lord, 1994; Boulding et al., 1993].

4.2 조사설계  자료수집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수집은 삼성서울병원의 

“전자진료의뢰시스템”을 사용하는 1, 2차 병의원

장 436명에게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

으며, 회수된 192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과 

무응답 등이 포함된 설문을 모두 제외하고 최종

적으로 175부를 유효표본으로 실증분석에 사용

하였다. 이메일 조사에 대한 응답율 제고를 위해 

이메일 설문 발송전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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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측정 변수
λ

적재량
S.E t-value

Cronbach

alpha

지각된 IOS

상호작용성

 ∙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 상호작용적인 시스템이다
 ∙ 입력한 것을 빨리 처리한다
 ∙ 원하는 정보를 빨지 제공한다
 ∙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0.656*

0.573*

0.498*

0.697*

0.554*

0.135

0.135

0.133

0.129

6.332

5.634

7.446

6.189

0.73

IOS 지속이용 의향
 ∙ 계속 사용하겠다
 ∙ 더 자주 사용하겠다

0.900*

0.814*

0.193 7.758
0.84

지각된 상대조직
상호작용성

 ∙ 요구사항에 잘 대응한다
 ∙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 상호작용을 잘한다

0.795*

0.767*

0.750*

0.115

0.111

10.362

9.975 0.81

지각된 관계혜택
 ∙ 업무관련 믿음이 간다
 ∙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

0.862*

0.750*

0.793*
0.069

0.084

11.395

12.342

0.84

상대조직 애호도
 ∙ 관계 지속하겠다
 ∙ 관계 확대하겠다
 ∙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

0.508*

0.850*

0.817*

0.135

0.086

6.619

11.891 0.71

* p < 0.01, χ2 = 177.397(df = 94, p < 0.01), GFI = 0.892, CFI = 0.937, IFI = 0.938, TLI = 0.920, NFI = 0.878, RMR = 0.033.

<표 3> 확인  요인분석 결과

해 조사에 대한 사전고지와 함께 조사 참여를 요

청하였으며, 1차 이메일조사 이후 무응답자를 대

상으로 하는 2차 이메일조사까지 수행하였다. 이

메일발송은 연구자들이 소속한 대학의 이메일 

설문조사시스템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설문응답

은 발송 시점 기준 1주일 이내에서만 수신토록 

설정하였다. 또한 중복응답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응답자 선별 조건을 이메일 설문조사

시스템 내에 운용하였다.

4.3 측정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

측정변수의 신뢰성 검증은 내적 일관성을 측

정하는 Cronbach-α 계수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든 구성개념별 측정변수들의 Cronbach-

α 계수는 Nunnally[1967]가 제시한 0.7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 모든 구성개념들이 비교적 신뢰

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측정변수들의 타당성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

을 통해 실시하였다. Amos 17.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인 모델 적합도를 나타내

는 χ2
 값은 χ2

= 177.397(df = 94, p < 0.01)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

델 적합도 지수들에서 CFI = 0.937, IFI = 0.938, 

GFI = 0.892, NFI = 0.878, TLI = 0.920, RMR = 0.033 

등으로 나타나 모델의 적합도 해석 기준[Hu and 

Bentler, 1999]에 근거할 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

운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구성개념과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λ 적재량도 모든 구성개

념과 측정항목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개념과 측정변수 간의 관

계가 실제 자료와 잘 부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모든 구성개념 측정항목들의 수렴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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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판별타당성 검증에서도 구성개

념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Φ계수의 신뢰구간(Φ

±2SE)에 1.0이 포함되지 않아 판별타당성도 확인할 

수 있다[Anderson and Gerbing, 1988]. 판별타당

성 검증결과는 <표 4>의 구성개념간 Φ 메트릭스

에 제시하였다.

IOS

지속이용
의향

지각된
상대조직

상호작용성

지각된
관계
혜택

상대
조직

애호도

지각된
IOS

상호작용성

0.631

(0.035)

0.799

(0.040)

0.668

(0.040)

0.610

(0.033)

IOS

지속이용의향
0.426

(0.030)

0.349

(0.032)

0.512

(0.030)

지각된
상대조직

상호작용성

0.895

(0.044)

0.783

(0.036)

지각된
관계혜택

0.837

(0.040)

(  )은 S.E.

<표 4> 구성개념간 Φ 메트릭스

Ⅴ. 결과분석  가설검증

가설검증은 AMOS 17.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통해 실시하

였으며, 분석결과는 <그림 3>과 <표 5>에 제시

하였다. 먼저 실증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값이 χ2 = 180.773(df = 99, p < 0.01)로 비록 유의

하게 나타났지만, 모델의 다른 주요 적합도 지수

들에서 CFI = 0.938, IFI = 0.939, GFI = 0.899, TLI

= 0.925, RMR = 0.033 등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

타나 전체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5개 경

로가설(가설 1～가설 5)에 대한 검증에서는 <표 

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5개 가설 모두 지지

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조직간 정보시스템

에 대해 지각한 상호작용성과 조직간 정보시스템 

지속 이용의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설 1의 검

증에서는 경로계수가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나 조직간 정보시스템에 대해 상호작용성을 크

게 지각할수록 해당 조직간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

속적 사용의향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가설 2 조

직간 정보시스템 지속 이용의향과 상대조직에 대

한 애호도간의 관계 검증에서도 조직간 정보시스

템 지속 이용의향이 증가할수록 상대조직과의 관

계지속의향인 상대조직 애호도 역시 증가함을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조

직간 정보시스템에 대해 지각한 상호작용성과 상

대 조직에 대해 지각하는 상호작용성과의 관계를 

다룬 가설 3의 검증에서도 경로계수가 긍정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간 정보시스

템에 대해 상호작용성을 크게 지각할수록 상대 조

직에 대해 지각하는 상호작용성 역시 증가하게 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조직에 대해 지각한 상

호작용성이 해당 조직과의 관계를 통해 지각하는 

관계혜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예측한 가설 4

의 검증에서도 긍정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를 

도출하여 가설 4를 지지할 수 있었다. 끝으로 상대

조직과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관계 혜택이 클수록 

상대조직에 대한 애호도 역시 증가함을 유의한 경

로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가설 

5도 지지할 수 있었다.

0.597
**

(5.498)

0.762**

(6.731)
0.886

**

(9.886)
0.748**

(9.129)

0.234**

(3.449)

지각된
IOS

상호작용성

지각된
상대 조직
상호작용성

지각된
관계혜택

IOS
지속

이용의향

상대 조직
애호도

Note) (  )은 t-value, ** p < 0.01.

Χ2 = 180.773(df = 99, p = 0.000), GFI = 0.899, CFI

= 0.938, IFI = 0.939, TLI = 0.925, RMR = 0.033.

<그림 3> 실증모형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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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계수
(표준화)

t-value SE Sig.

H1 0.597 5.498 0.109 p < 0.01

H2 0.234 3.449 0.069 p < 0.01

H3 0.762 6.731 0.120 p < 0.01

H4 0.886 9.886 0.102 p < 0.01

H5 0.748 9.129 0.070 p < 0.01

<표 5> 경로가설 검증결과 요약

Ⅵ. 결 론

6.1 연구결과 요약  논의

본 연구에서는 조직간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용

자들이 지각하는 시스템 특성이 상대조직에 대한 

평가나 반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상호작용 특성에 집중하여 사용자가 지각한 시스

템의 상호작용 특성이 상대조직에 대한 사용자 반

응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분리하여 

확인하였다. 첫 번째 경로는 “조직간 정보시스템 

상호작용성 → 조직간 정보시스템 이용의향 → 상

대 조직 애호도”로 구성되는 경로로 조직간 정보

시스템에 상호작용성을 많이 느낄수록 해당 시스

템을 계속 사용할 의향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협

력관계에 있는 상대 조직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애호도도 높아진다고 예측한 경로이다. 

검증결과 조직간 정보시스템에서 상호작용성을 

많이 지각할수록 해당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용

할 의향이 증가하게 되고 이어서 협력관계에 있는 

상대조직과의 지속적 관계의향인 애호도도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과 소

비자 또는 기업과 기업간 거래에서 활용하는 거래

시스템에서도 사용자들이 지각하는 상호작용성이 

클수록 해당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향이 증

가하게 되고 이러한 긍정적 반응은 거래 상대 기업 

또는 조직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 욕구 증가로 이

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경로는 “조직간 정보시스템 상호작용성 

→ 상대조직에 대해 지각한 상호작용성→ 상대조

직에 대해 지각한 관계혜택 → 상대조직 애호도”

로 구성되는 경로이다. 즉 조직간 정보시스템에 대

해 사용자들이 지각하는 상호작용성 정도가 클수

록 해당 시스템을 제공한 상대 조직과의 상호작용

성도 높게 지각하게 되고 이는 해당 조직과의 관계

를 통해 얻는 혜택이 많다고 지각하게 하면서 상대

조직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는 애호도

를 높이게 되는 경로이다. 이 같은 결과는 조직간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용자들이 지각하는 상호작

용성이 상대조직에 대해 지각하는 상호작용성 정

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협력 당사자간 상호작용성을 높이는데 있

어 조직간 정보시스템이 중요한 수단적 역할을 수

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상대조직에 대해 

지각한 상호작용성이 클수록 협력관계에서 지각

하는 관계적 혜택도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

계 지속의향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조직간 정보시

스템의 상호작용 특성이 조직간 관계의 지속가능

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6.2 연구의 의의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가 있다면 다음의 두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기존 연구들이 조직간 

정보시스템 성과와 관련하여 시스템 특성에 따른 

시스템 채택의향에 주로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

구에서는 시스템 성과에 머물지 않고 시스템 성과

를 조직의 성과와 연계하여 그 영향관계를 규명하

였다. 즉 조직간 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이 지각

하는 상호작용성은 조직간 정보시스템 자체에 대

한 평가나 반응에만 머물지 않고 협업관계에 있는 

상대조직에 대한 평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는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시스

템 수준이 아닌 조직수준의 성과 차원에서도 접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시스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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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성 개념을 조직에 대한 상호작용성으로 

확장하여 사용자-시스템간 상호작용성이 사용자-

기업, 기업-기업 등 거래 당사간의 상호작용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이는 거래상대에 대해 지각한 상호작용이 거

래에서 획득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임으로써 거래관계의 지속 의향까지 높인다는 

점에서 시스템 상호작용성이 거래관계 강화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전자진

료의뢰시스템”과 같은 조직간 정보시스템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소비자-기업간 거래 시스템

에서도 사용자나 소비자가 지각하는 상호작용성

이 해당 시스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해당 시스템

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해당 기업과

의 지속적 거래의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결국 기업-기업, 소비자-기업으로 

구성되는 협력 또는 거래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

에서는 시스템에 대해 사용자들이 지각하는 상호

작용성 수준이 시스템의 성과뿐 아니라 시스템을 

제공, 운영하는 자신들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 관계

유지 의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보다 사용자 중심적 시스템 개발과 운용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상호작용 특성이 협력관계에 있는 상대조직과의 

장기적 관계 지속의향(애호도)에 미치는 두 가지 

영향경로를 도출하고 이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이들 두 가지 경로의 확인은 조직간 정

보시스템에 대해 사용자들이 지각하는 상호작용

성 수준이 낮을 경우 시스템 사용율이 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협력관계에 있는 상대 조직과

의 상호작용성 지각 수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치게 되며 결과적으로 협력관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게 가져가면서 

협력관계가 약화 또는 중단될 수 있음을 예측하

게 한다. 따라서 조직간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상호작용 

특성 관리를 통해 지속적 거래관계 강화와 같은 

긍정적 성과 창출뿐 아니라 사용자들이 지각하

는 상호작용성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발생 가능

한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는데도 큰 관심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

6.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이상의 연구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응답자들의 병원이 위

치한 지역(지방 소재 vs. 서울 소재), 응답자의 “전

자진료의뢰시스템” 사용경험, 삼성서울병원과의 

협력기간 등을 통제하지 않아 이로 인한 외생변수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전자진료의뢰시

스템”을 통해 실시한 실제 진료의뢰 횟수를 종속

변수로 활용함으로써 행동결과까지 확인해 보는 

확장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연구

대상이었던 삼성서울병원과 1, 2차 병의원들 간에 

규모나 브랜드 자산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연구의 최

종 종속변수였던 거래관계 지속의향을 상대조직

에 대한 애호도라는 관점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이 가지는 기존의 브랜드 자산이 연

구모델에 투입되었던 다른 선행요인들과 별개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조사에 참여한 1, 2차 병의원들 간의 규모, 진료과

목 등에서의 차이(variation)도 고려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비록 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료과에서 표본을 추출하였지만 삼성병

원의 “전자진료의뢰시스템”이라는 단일시스템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인 관계로 다양한 조직간 정

보시스템과 다양한 조직유형간의 관계까지 규명

하지는 못한 연구결과의 일반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직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

고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대

상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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