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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ormation System is a critical success factor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asset and capacit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 and for acquiring competitiveness. Although, the rate of adopting 

information system by SME has grown, the rate of its utilization has been stagn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increase SME’s information system utilization. We identify 

perception of strategic value, supplier’s support capacity,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by examining 

previous researches on information system utilization by SMEs, and verify their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with the information system utilization.

This study verifies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using structural model. A date-set of 1209 samples 

from a survey on employees in charge of information system of SME was applied in verifying the research 

hypothesi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information system utilization influences perception 

of strategic value and support of supply company, and partl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presents directions to establish strategy and policy making, and theoretically presents core factors of SME’s 

information system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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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기 를 형성하고, 고용

창출  산업 기반을 다지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선진국들은 일 이 기업 심에서 소기업 

심으로 환을 한 노력을 해왔으며, 소기업 

기반의 경제 생태계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소기업 앙회, 2014]. 이를 통하여 선진국들은 청

년 실업 개선, 부가가치 기반의 경제  기반 마련 

등의 오늘날 각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국가  난

제를 해결하고 있다[강동수, 송 , 2012]. 소

기업 육성을 해서는 기술 창업 등을 지원함으

로써 경쟁력을 보유한 소기업의 수가 많아지도

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만[Keh et al., 2007], 

존하는 소기업에 한 제품  서비스의 신, 

효율성 기반의 기업 운  등을 자발 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내 경쟁력을 보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Marchand et al., 2001]. 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 리의 효율

성  업무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련 정보시

스템에 한 이해를 통한 시스템에 한 체계 인 

활용이 무엇보다 요하다[Grover, 1992; Miles, 

2008]. 

이를 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시스템 구

축을 통한 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한 정책  노력이 2000년 이후 지난 15년간 지

속 으로 실시되어 왔다. 결과 으로 양 으로

는 소기업 정보시스템 도입률이 높아 졌지만, 

실질 인 정보시스템 활용율은 낮아지고 있다. 

소기업청[2014]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의 질  

활용율은 기업은 71.6 (100  기 )이지만, 

소기업은 42.2 (100  기 )으로 나타나 소기

업의 정보시스템 활용성은 낮은 수 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한 구축에서 벗

어나 실질  활용율을 높이기 한 방안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기업에서 정보시스템 활용 증 를 한 

연구의 요성이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정보시스템 도입이후 지속  활용 방법을 인식

하지 못할 경우 투자 비 기업 성과가 상

으로 미약하고, 결과 으로 정보시스템 수용에 

한 부정 인 향을 미쳐, 재투자를 꺼리게 

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게 된다[Sila, 2007]. 

정보시스템 도입  활용에 한 선행 연구들

을 살펴보면, 경  성과(재무  , 비재무  

) 증 를 한 핵심성공요인 도출에 한 연구

[김길조, 김성수, 1992; 김종주, 이선규 2014; Miles, 

2008], 산업  기업 특성에 기반한 경 성과 향

상을 한 정보시스템 요인간의 조  효과에 

한 연구[김진백, 2014; Kim et al., 2010], 정보시

스템의 조직 용시 발생하는 핵심 이슈에 한 

연구[Amoroso, 1988; Goodhue and Thomposn, 

1995; Brynjolfsson and Hitt, 2000] 등이 표

이다.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부분의 정보시스

템 성과 측정 상 기업이 기업으로 되어 있

고, 정보시스템 활용 증 를 한 근하고 있는 

핵심성공요인이 정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

스템  는 투자 련 요인이나 정보시스템

을 활용하는 조직원 에 을 맞추고 있다. 

한, 소기업을 기업과 비교 시, 상 으

로 자 력, 인력, 기술력, 정보력 등의 자원이 매

우 부족하고 이를 체계 으로 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소

기업들은 비용 감을 해 주로 지속  운 을 

하여 정보시스템 공 업체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특징이 있다[ 장호, 서 주, 2006; Grover and 

Goslar, 1993]. 

즉, 소기업 정보시스템 활용수 을 높이기

한 략  근  연구를 해서는 소기업

이 정보시스템 구축  활용을 어떠한 측면에서 

근하는지를 반 하여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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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문태수, 조세형, 1999; 박경수, 2001; 

이석 , 2003; Kim et al., 2010].

소기업의 정보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투

자, 그리고 지속  활용을 통한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투자 요인에 

한 략  가치 인식 근이 필요하다. 실제 많

은 기업들이 정보시스템에 한 지속  투자를 

미루는 이유는 정보시스템을 미래가치로서 인

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Li and Ye, 1999]. 

둘째, 공 업체와의 지속  연계 활동이다. 

소기업은 시스템 담부서가 은 규모로 구성

되기 때문에 IT 문성이 상 으로 떨어진다. 

이에 정보시스템 활용  유지보수에 한 아웃

소싱이 이루어지게 되며, 체계 인 활용을 통한 

성과에 향을 미치게 된다[Gottschalk and Solli-

Saether, 2006].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에 한 

조직차원의 이해  수용 태도이다. 정보시스템

에 한 이해가 높은 조직은 문제해결능력이 증

진되어 활용성과가 높아진다. 즉, 조직 문화 차

원에서 정보시스템에 한 이해  수용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에 향을 미친다[King 

and Sabherwal, 1992]. 즉, 소기업의 정보시스

템 활용수 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보유하기 

해서는 소기업의 특성을 반 한 핵심 고려 

요인을 용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소기업의 활용

수 과 정보시스템에 한 만족도에 한 향

계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재 활용하는 시

스템에 한 만족도 수 에 따라 조직원들의 정

보시스템 활용 수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

시한다. 

둘째, 정보시스템 활용수 과 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핵심 요인을 소기업의 시스템에 

한 투자  활용의 에서 도출한다. 즉, 정보

시스템에 한 략  가치 인식 요인(제품  

서비스 경쟁력 향상, 기회 포착, 경  로세스 

개선, 의사결정 지원), 공 업체 지원 역량 요인

(공 업체 문성, 교육․훈련 지원), 그리고 정

보시스템 수용에 한 조직 특성(경  환경 이

해 수 , 조직 IT 수용 태도)를 도출하고 각 선

행 변수들과 정보시스템 활용수 , 만족도와의 

향 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기업의 정보시스템 활용수

에 미치는 향요인을 소기업 환경과 정보시

스템 활용수 에 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

하고 정보시스템 활용수 과 만족도와의 계를 

규명함으로써 소기업 정보시스템 활용수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론 으로는 소기

업을 상으로 하여 정보시스템 활용수 을 높

이는 변수를 도출하고 실증  결과를 제시함으

로써 정보시스템 활용과 련한 후속연구에 도

움을  수 있다. 한 실무 으로는 소기업

의 정보시스템 활용수 을 높이기 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소기업 정보화  활용수

소기업에 한 범 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유럽의 경우 250명 이하의 상시종사자를 지닌 

기업으로 매출액이 5천만 유로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기업기술정

보진흥원, 2006], 우리나라의 경우 3년 평균 매출

액을 기 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연 평균 600억 

원 이하, 제조업 1,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하

(업종별로 상이)인 경우 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기업청, 2015].

소기업은 기업에 비해 상 으로 자본, 

매출액, 인 자원의 규모가 작다는 특징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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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여 외부 환경

에 한 응 략에 한 불확실성이 높은 특

징을 가진다[김종주, 이선규, 2014; Gupta and 

Cawthron, 1996]. 

반면, 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기 를 형성하

는데, 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소기업의 수는 

체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기업

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주는 체의 70%를 과

하고 있다[ 소기업 앙회, 2014]. 즉, 소기업

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경제 기반을 설명하기 힘

들기 때문에, 소기업의 육성을 한 국가 차

원의 정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이춘우, 노

민선, 2013]. 

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한계

를 극복하고 경 리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

이기 해서는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증 가 필

수 이다[Doukidis et al., 1996]. 정보시스템 도

입을 통해 생산 비용 감과 통합 IT 시스템으

로 인한 리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서

동표, 2009], 제품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

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김재생, 경태원, 2013]. 

최근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과 

소기업의 인식 환으로 양  측면에서 정보시

스템 구축은 지속 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소기업의 IT 활용지수는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기업청, 2013]. 

정보시스템의 지속 인 활용은 도입 보다 기

업의 생존력과 실질 인 성공에 더욱 높은 향

을 미친다[Bhattacherjee, 2001]. 한 정보시스템 

도입의 실패는 필요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히 활용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Levy and Powell, 

1998]. 국내 소기업들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정보화를 추진하 지만, 사용자의 이해와 지식 

부족[이석 , 2003], 지속된 투자에 한 부담

[Sila, 2007], 그리고 실질  활용 만족도  성

과에 한 평가의 어려움[Bokhari, 2005] 등의 

문제로 활용수 의 증 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소기업

의 특성을 반 한 정보시스템 활용수  증 를 

한 핵심선행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략  가치인식, 공 업

체 지원역량, 조직 특성을 제시한다. 

2.2 정보시스템 략  가치 인식

정보시스템의 략  가치는 정보시스템에 

한 투자와 활용을 통해 략  에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가치로, 정보시스템의 도입  활

용에 한 연구에서 성과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Kettinger et al., 1994; Lucas, 1996; Narasimhan 

and Kim, 2001]. 기업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제품  서비스 개선, 새로운 기회창출, 

경  로세스 개선, 의사결정지원과 같은 략

 가치에 해 인식할수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에 한 반 인 활용수 과 만족도가 높아지

기 때문에 매우 요하다[가회 , 김진수, 2014; 

MIles, 2008].  Li and Ye[1999]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나타나는 경 성과는 기업의 략, 환

경요인 등에 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략

에 한 인식이 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

하 다. Amit and Zott[2001]은 기업이 정보시스

템을 도입하고도 략  가치에 해 인식하지 

않아 략  가치 창출을 한 활용이 없다면, 

정보시스템의 가치가 감소되기 때문에 략  

가치 인식이 요하다고 제시하 다. Subramanian 

and Nosek[2001]은 기업에서 정보시스템을 도입

한 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한 략  도

구로 활용하지 않고, 부분 수익  비용 감의 

기능에만 을 맞춰 사용하고 있다고 제시하

으며, 략  도구로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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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략  

가치  표 인 것이 바로 기회포착을 통해 

제품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들의 니즈

악이 용이해졌으며, 소비자의 경험과 아이디

어를 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제품 

 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에 략 으로 활용

하고 있다[김진수, 가회 , 2011; 홍순구 외 3인, 

2014]. 즉, 정보시스템 사용자는 제품  서비스 

경쟁력에 한 략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에 한 만족도와 활용

이 증가할 수 있다[염창선, 홍재범, 2004; 가회

, 김진수, 2014]. 

정보시스템은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데이

터를 분석하여 생산성 향상을 한 로세스 개

선을 할 수 있다[김진수 외 2인, 2010; Boss and 

Luo, 2011]. Miles[2008]은 기업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로세스 개선에 략 으로 활용할 수 있

다고 제시하 고, Chen et al.[2012]은 최근 이

슈인 빅데이터 기술이 기업의 주요활동을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필요한 로세스를 

일 수 있게끔 지원한다고 하 다.

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가장 기 되는 가

치는 경 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

보시스템은 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 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 으로 분석하여 제공함으

로써 효과 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한다[가회 , 김진수, 2014; Miles, 2008]. 김진수 

외 2인[2010]은 서비스 산업 내 소기업의 정

보시스템 활용이 최고경 자의 의사결정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업의 성과로 이어진다

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즉, 략  가치(제품  서비스 경쟁력 향상, 

기회포착, 로세스 개선, 의사결정 지원)에 

한 인식은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만족도와 활용

수 을 높여  것으로 단된다. 선행연구를 통

해 소기업 정보시스템의 략  가치 세부 요

인이 정보시스템의 만족도와 활용수 을 높일 

수 있는 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 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1 : 제품  서비스 경쟁력 향상의 략  가

치 인식은 정보시스템 활용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 기회포착 능력 향상의 략  가치 인식은 

정보시스템 활용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 : 경  로세스 개선의 략  가치 인식은 

정보시스템 활용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 : 의사결정지원의 략  가치 인식은 정보

시스템 활용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정보시스템 공 업체 지원 역량

기업의 규모에 계없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정보기

술을 확보하고 운 하기에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

수록 어려움이 증가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

하기 해 소기업은 아웃소싱을 활용한다[임병

하, 2005; Grover and Goslar, 1993]. 아웃소싱은 

정보기술의 개발과 운 을 외부 공 자에 의존함

으로써 기술 리와 운 에 한 문제를 해결하

고 비용을 일 수 있어, 다른 략 인 부분에 

집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외부 공

자에 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공 자에 의해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큰 향을 받을 수 있다[김

충 , 김길래, 2006; 권순동, 정 식, 2006]. 

권순동, 정 식[2006]은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성공  도입  활용을 해서는 공 기업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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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델

력이 매우 요하다 주장하 다. 즉, 공 기업에 

한 문  능력과 경험에 해 사 에 철 히 

악해야 한다고 제시하 다. 김민[2004]은 정

보시스템 아웃소싱의 한 종류인 ASP 사용 기

업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공 사

의 기술  인 라, 서비스 유연성, 공 사의 안

성이 사용 기업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다고 제시하 다. 

정보시스템 공 업체에서 사용자에 한 시스

템 사용에 한 교육․훈련은 시스템 활용성과

에 향을 미친다[김종주, 이선규, 2014; 박동진 외 

3인, 2003, Bhagwat and Sharma, 2007]. Umble 

et al.[2003]은 ERP 시스템의 성공요인으로 유

능한 시스템 구 , 최고경 자의 몰입, 공

업체 교육과 훈련지원 등을 제시하 다.

즉, 공 업체의 지원역량(공 업체 문성, 교

육훈련 지원)이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만족도와 

활용수 을 높여  것으로 단된다. 선행연구

를 통해 소기업 정보시스템 공 업체 지원역

량의 세부 요인이 정보시스템의 만족도와 활용

수 을 높일 수 있는 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

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5 : 공 업체의 문성은 정보시스템 활용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6 : 공 업체의 교육․훈련지원은 정보시스템 

활용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2.4 정보시스템 조직 특성

정보기술의 활용은 조직의 업무형태를 변형시

킬 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를 효율 으로 달성

하게 하는 매역할을 수행한다. 반 로 얘기하

면 업무형태의 변화에도 응하는 조직은 정보기

술의 활용에도 극 일 수 있다[김민, 2004]. 따

라서 조직의 특성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활용정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Grover and Goslar[1993]와 

Premkumar and Ramamurth[1995]는 정보기술

에 해 성숙한 조직이 그 지 못한 조직에 비해 

기술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데 유리하며, 기술 

성숙도는 조직의 정보기술 투자비용, 정보기술부

서의 치, 정보시스템 계획의 유무로 평가한다

고 제시하 다. 이철주[2010]는 공무원의 정보기

술 사용과 향요인에 한 실증연구를 통해서 

조직 특성, 개인특성, 기술특성과 활용정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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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제시하 다. 검증결과, 공무원 조직에서 

정보기술 활용은 기술  특성보다는 조직특성, 

개인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정보기술을 활용할 때,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야 하는데 사용하는 조직의 상태에 해 보는 것

과 조직의 업무에 합한지에 해서 보는 것이

다[Goodhue and Thompson, 1995]. 업무에 한 

이해도가 높은 조직구성원이 그 지 않은 구성원

에 비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Bruque and Moyano, 2007]. King and Sabherwal

[1992]은 조직이 처한 환경  특성을 이질성(hete-

rogeneity), 의성(hostility), 역동성(dynamism)

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특성을 조직원이 얼마나 

이해하고, 특성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활용수

이 어떤 상 계가 있는지를 검증했다.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려

면 정보화에 한 극 인 태도가 형성되어야 

하고, 지속 으로 노력하는 조직의 태도가 필요

하다[김경일, 2012]. 문태수, 조세형[1999]은 경

환경과 조직특성이 정보시스템 략  활용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조직이 보유한 정

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  

태도와 사용자가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략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하 다. 정보시스템 활용에 한 연

구들에서도 주로 향을 미치는 변수로 조직문

화 는 분 기, 조직의 구조, 경 자 지원 등의 

요인들을 제시하 다[최종민, 2010; Lee and Kim, 

1999; Kimble and Bourdon, 2008].

즉, 활용조직 특성(경  환경 이해수 , 조직 

IT 수용태도)이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만족도와 

활용수 을 높여  것으로 단된다. 선행연구

를 통해 소기업 정보시스템의 활용조직 특성 

세부 요인이 정보시스템의 만족도와 활용수

을 높일 수 있는 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 하

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7 : 조직의 경 환경 이해수 은 정보시스템 

활용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H8 : 조직 IT 수용태도는 정보시스템 활용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5 정보시스템 만족도

정보시스템 성과변수에 해서 가장 표

인 변수로 정보시스템 만족도를 말할 수 있다. 

DeLone and Mclean[1992]은 정보시스템 성공을 

측정하기 해 정보시스템의 질, 정보의 질, 정보

시스템 활용, 정보시스템 만족도, 개인  향, 조

직  향의 6가지 요인간의 계를 설명하면서, 

정보시스템의 만족도는 정보시스템 활용에 서로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 다. 여러 정보시스템 

만족도에 한 선행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의 

만족도가 높은 사용자는 시스템에 호의 이며 지

속 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철 , 

2002; Levy and Powell, 1998; Bokhari, 2005].

즉, 정보시스템 만족도가 정보시스템 활용수

을 높여  것으로 단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소기업 정보시스템 만족도가 정보시스템의 만

족도와 활용수 을 높일 수 있는 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 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9 : 정보시스템 만족도는 정보시스템 활용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소기업의 정보시스템에 한 

략  가치 인식과 공 업체 지원역량, 조직 특성

요인에 한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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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  정의 참고 문헌

략  
가치인식

제품  서비스 
경쟁력 향상

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고객에게 차별화된 제품  서비
스 제공과 요구사항에 한 실시간 처 능력 향상에 한 기  
정도

김진수, 가회 [2011],
홍순구 외 3인[2014],

Igbaria and Nachman[1990]

기회 포착
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제품  서비스 개선, 신제품  
신규 서비스 개발에 한 기회포착 능력 향상에 한 기  정도

이학렬, 김 호[2005],
김재  외 2인[2014]

경
로세스 개선

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경  로세스 개선에 한 기  
정도

김미 [2001],
김진수 외 2인[2010],

Miles[2008]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의사결정 지원에 한 기  정도
김진수 외 2인[2010],

Mils[2008],
Quinn and Baily[1994]

공 업체 
지원역량

공 업체
문성

정보시스템 활용에 도움을  공 업체의 정보기술 제공능력 
 구축경험 정도

권순동, 정 식[2006],
김충 , 김길래[2006],

Amoroso[1988]

공 업체 
교육․훈련지원

정보시스템 활용에 도움을  공 업체의 교육․훈련 
지원정도

Lee and Kim[1999]

조직 특성

경 환경 
이해수

기업의 경  환경에 한 이해정도
Lederer and Mendelow

[1990]

조직 IT 
수용태도

조직의 IT 수용에 한 태도
김경일[2012],

문태수, 조세형[1999],
Davis[1993]

정보시스템 만족도
정보시스템 사용 시 제공되는 기능에 한 사용자의 반 인 
만족도

Bhattacherjee[2001]

정보시스템 활용수 업무와 련된 정보시스템의 활용수
김구[2001],

Narasimhan and Kim[2001]

<표 1> 변수의 조작  정의

활용과 만족도에 한 질문에 응답할 것을 요구

하 다. 국내 정보시스템을 도입한 소기업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으며, 설문지는 각 기업

의 정보시스템 담당자를 상으로 실시하 다.

자료 수집은 2013년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2

주간 실시되었으며, 회수된 3,865개의 설문지  

측정 항목을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와 

정보시스템의 종류(고객 리, 매 리, 재고

리, 직원 리, 입출 리, 매출분석 리)  일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제외한 1,209개 

유효 샘 을 연구에 사용하 다.

설문 조사를 통한 연구 모델 검증을 하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측정 도구를 도출하 으

며, 본 연구 내용에 합하도록 수정  보완하

다. 설문항목은 5  리커트 항목인 (1) 매우 

그 지 않다 (5) 매우 그 다로 구성하 다. 개

별 변수의 구성 항목은 기업의 정보시스템 활용

수 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기 해 략

 가치 인식요인(제품  서비스 경쟁력 향상, 

기회포착, 경  로세스 개선, 의사결정 지원) 

14개 문항, 공 업체 지원역량요인(공 업체 

문성, 교육․훈련 지원) 6개 문항, 조직 특성요

인(경  환경 이해수 , 조직 IT 수용태도) 6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한 정보시스템 만족도 

4개 문항, 정보시스템 활용수  6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3.2 연구변수 구성과 측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근거로 하여 

설정된 가설 검증을 하기 해 연구 변수들의 조

작  정의를 다음 <표 1>과 같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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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검증

4.1 설문응답자의 표본특성

설문에 응답한 기업  제조업은 387개(32.0%), 

서비스업은 822개(68.0%)로 서비스업이 2배 정

도의 비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는 

수도권 145개(12.0%), 강원․제주권 5개(0.4%), 충

청권 365개(30.2%), 호남권 153개(12.7%), 남권 

541개(44.7%)로 남권 소기업이 가장 많은 

비 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는 1명 고용이 516

개(42.7%)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명 고용 303개(25.1%), 3명 고용 335개(27.7%)

로 나타났다. 설문 상 기업의 근로자 수가 주

로 1명에서 3명인 것으로 보아, 소기업 수 의 

기업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변수 빈도 비율

업종
제조업 387 32.0%

서비스업 822 68.0%

소재지

수도권 145 12.0%

강원․제주권 5 0.4%

충청권 365 30.2%

호남권 153 12.7%

남권 541 44.7%

근로자 수

(고용인원)

0명 2 0.2%

1명 516 42.7%

2명 303 25.1%

3명 335 27.7%

4명 38 3.1%

5명 이상 15 1.2%

<표 2>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4.2 탐색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소기업의 정보시스템 활용수

과 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검증하기 

해 선행연구를 통해 략  가치 인식요인(제품 

 서비스 경쟁력 향상, 기회포착, 경  로세

스 개선, 의사결정지원)과 공 업체 지원역량요

인(공 업체 문성, 공 업체 교육․훈련 지원), 

조직특성요인(경  환경 이해수 , 조직 IT 수

용태도)을 도출하 다.

도출된 요인들과 측정변수 간의 계에 해

서 이론  배경이나 논리 인 근거가 충분치 않

다고 단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분

석결과에 따라 일부항목을 제거하 다.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탐색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략  가치 인식 요인(제

품  서비스 경쟁력 향상, 기회포착, 경  로세

스 개선, 의사결정지원)은 최  측정변수 14개  

6개가 제외되었다. 공 업체 지원역량요인(공

업체 문성, 공 업체 교육․훈련지원)은 최  측

정변수 6개  1개가 제외되었다. 조직특성요인

(경  환경 이해수 , 조직 IT 수용태도)은 최  

측정변수 6개가 그 로 채택되었다. 이후 연구에

서는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서 측정 의도 로 

나타나지 않은 측정변수는 제외하고 진행하 다.

4.2 측정모형의 신뢰성  타당성 분석

신뢰도 검증 결과 제외된 소기업 정보시스템 

활용 향요인은 없으며, 개별 변수의 Cronbach’s ɑ 
계수가 가장 낮은 변수가 공 업체 문성(0.609)으

로 기 도 0.6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에 한 

신뢰 수 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타당성은 집 타당성(convergent va-

lidity)과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통

해 검정하 다. 집 타당성은 확인 요인분석 결

과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

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사용

하 다. 개념신뢰도는 일반 으로 그 값이 0.7 이

상, 평균분산추출은 0.5 이상을 요구한다[Wixom 

and Watson, 2001]. 소기업 정보시스템 활용 

향요인의 평균 분산추출 값이 검증 기 치인 

0.50 이상(최소값 변수 공 업체 문성 = 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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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분 Cronbach’s

Alpha

개념

신뢰도
AVE

1 2 3 4 5 6 7 8

IT수용태도_1 .800 -.004 .131 .150 .177 .112 .163 -.013

0.764 0.824 0.610IT수용태도_2 .771 .070 .172 .097 .103 .224 .086 .150

IT수용태도_3 .611 .159 .254 -.017 .043 .156 .043 .324

교육훈련_1 .052 .829 .039 .156 .060 .071 .101 .100

0.738 0.831 0.623교육훈련_2 .019 .821 .066 .026 .170 -.037 .067 .096

교육훈련_3 .122 .646 .039 .364 .059 .139 .106 -.018

경 이해_1 .080 .049 .791 -.029 .135 .235 .068 .115

0.691 0.802 0.575경 이해_2 .212 .051 .732 .165 .018 .203 .180 -.015

경 이해_3 .387 .069 .620 .197 .118 -.164 .050 .177

공 업체_1 .137 .181 .089 .770 .089 .129 .067 .059
0.609 0.722 0.565

공 업체_2 .053 .188 .107 .750 .113 .061 .060 .208

기회포착_2 .185 .124 .049 .138 .778 .170 .152 .182
0.684 0.785 0.646

기회포착_3 .117 .190 .183 .094 .751 .151 .161 .191

제품경쟁력_1 .165 .045 .132 .175 .208 .787 .073 .118
0.666 0.783 0.645

제품경쟁력_2 .280 .100 .222 .061 .123 .690 .121 .226

의사결정_3 .087 .117 .082 .199 .222 .128 .799 .073
0.622 0.729 0.573

의사결정_4 .169 .151 .185 -.053 .078 .039 .743 .273

로세스_2 .141 .113 .139 .157 .194 .156 .125 .758
0.631 0.740 0.587

로세스_3 .190 .074 .049 .176 .224 .176 .285 .639

<표 3> 측정변수의 신뢰성  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9 10

제품  서비스 .803 　 　 　 　 　 　 　 　 　

기회포착 .516 .804 　 　 　 　 　 　 　 　

로세스 개선 .484 .531 .766 　 　 　 　 　 　 　

의사결정지원 .368 .453 .492 .757 　 　 　 　 　 　

공 업체 문성 .348 .387 .378 .299 .751 　 　 　 　 　

교육․훈련 지원 .250 .346 .322 .326 .441 .789 　 　 　 　

경  환경 이해 .452 .364 .388 .368 .306 .228 .759 　 　 　

조직 IT수용태도 .520 .434 .469 .387 .331 .243 .543 .781 　 　

정보시스템 활용 .551 .525 .549 .517 .480 .400 .532 .525 .807 　

정보시스템 만족도 .505 .469 .431 .377 .459 .409 .414 .482 .575 .751

<표 4> 별타당성 분석 결과

주) 각선의 볼드체 값은 분산추출지수의 제곱근.

으로 나타났으며, 개념 신뢰도 값도 검증 기 치

인 0.70 이상(최소값 변수 의사결정지원 = 0.729)

이므로 집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참조).

더불어, 별타당성 검증을 하여 평균분산

추출 값과 Person 상 계 분석 비교 방법을 사

용하 다[Fornell and Lacker, 1981]. 별타당성

은 구성개념의 상 계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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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 < 0.05, 

***
p < 0.01.

<그림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근 보다 낮아야 한다. 분석 결과, AVE 값의 제곱

근이 종과 회의 상 계수 값보다 높게 나타나 

별타당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측정 모형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정 결과는 모든 설문문항의 내  일 성과 타

당성을 통계 으로 합함을 증명하고 있다.

4.4 구조 모형 분석

측정 모형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정 후,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변수간의 인과 계를 분석

하기 하여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

deling : SEM)을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구조 모

형에 한 합도 검정, 연구 변수들간의 향

계를 규명한다. 

첫째, 본 연구의 측정 구조 모형 합도 검증

을 해 AMOS 18.0을 사용하 다. 연구 모형의 

합도를 단하기 하여 상  카이스퀘어(X2/ 

df), 잔차평균자승이 근(RMR), 합도 지수(GFI), 

표 합지수(NFI), 수정된 기 부합지수(AGFI), 

기 교차타당성지수(CFI), 표 합지수(RMSEA)

의 기 을 용하 다. 본 연구 모형의 합도 측

정 결과, X
2
/df 값은 기 에 합하지 않으나, 나

머지 합도 지수 값들이 기  값들보다 높게 나

타났기 때문에, 모형의 합도는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P X²/df RMR GFI

분석결과 0 3.352 0.019 0.938

권장치 > 0.05 < 3 < 0.05 > 0.9

NFI AGFI CFI RMSEA

분석결과 0.916 0.919 0.939 0.044

권장치 > 0.9 > 0.9 > 0.9 < 0.05

<표 5> 연구 구조모형 합도 검증

둘째, 경로계수(β)를 통하여 연구 변수들간의 

향 계  연구가설을 검증하 다. 가설검정

에 한 요약과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는 <그림 

2>,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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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연구 경로 경로계수(β) 표  오차 t-value 결과

H1-1 제품  서비스 경쟁력 향상 → 정보시스템 활용 0.134 0.055 2.461
**

채택

H1-2 제품  서비스 경쟁력 향상 → 정보시스템 만족도 0.241 0.063 3.807
***

채택

H2-1 기회포착 능력 향상 → 정보시스템 활용 0.142 0.085 1.682
*

기각

H2-2 기회포착 능력 향상 → 정보시스템 만족도 -0.045 0.071 -0.634 기각

H3-1 경  로세스 개선 → 정보시스템 활용 0.131 0.11 1.194 기각

H3-2 경  로세스 개선 → 정보시스템 만족도 -0.176 0.132 -1.333 기각

H4-1 의사결정지원 → 정보시스템 활용 0.228 0.07 3.254
***

채택

H4-2 의사결정지원 → 정보시스템 만족도 0.063 0.08 0.786 기각

H5-1 공 업체 문성 → 정보시스템 활용 0.206 0.073 2.839
***

채택

H5-2 공 업체 문성 → 정보시스템 만족도 0.184 0.084 2.206** 채택

H6-1 공 업체 교육․훈련지원 → 정보시스템 활용 -0.032 0.073 -0.44 기각

H6-2 공 업체 교육․훈련지원 → 정보시스템 만족도 0.214 0.087 2.466
**

채택

H7-1 경  환경 이해수  → 정보시스템 활용 0.23 0.053 4.306
***

채택

H7-2 경  환경 이해수  → 정보시스템 만족도 0.032 0.063 0.507 기각

H8-1 조직 IT 수용태도 → 정보시스템 활용 -0.048 0.045 -1.072 기각

H8-2 조직 IT 수용태도 → 정보시스템 만족도 0.139 0.053 2.629*** 채택

H9 정보시스템 만족도 → 정보시스템 활용 0.181 0.057 3.154*** 채택

<표 6> 가설검정 결과 요약

주) **p < 0.05, ***p < 0.01.

4.5 구조모형 분석 결과  결과 논의

4.5.1 략  가치인식요인 

략  가치인식요인이 정보시스템 활용과 만

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제품  서비스 경쟁력 향상의 략  가치인

식요인이 소기업 정보시스템의 활용  만족

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기존의 선행연구

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가회 , 김진

수, 2014; Narasimhan and Kim, 2001].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소기업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내․외부의 정보를 체계 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  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기회포착의 략  가치인식이 소기업 정보

시스템의 활용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기업이 최소한의 정보시스템을 도입

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사용 목 이 리형 정

보시스템이 부분이기 때문이다. 변하는 환

경 속에서 생존하기 해서는 정보시스템 활용

은 필수 이게 되었지만, 구조 ․기술  취약

성과 인 라 부족으로 인해 리형 패키지를 사

용하고 있다[김진수, 가회 , 2011; 홍순구 외 3

인, 2014]. 리형 패키지에 의존하여 사용하는 

실 때문에 소기업에서는 정보시스템이 기

회포착에 한 능력을 향상 시킬 것이라는 기

를 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경 로세스 개선의 략  가치 인식에 한 

가설도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에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특징을 살펴

보면 부분 단 업무 심으로 개발된 시스템이 

부분이다. 이 게 구축된 시스템으로 인하여 호

환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 수작업 환 등 로세

스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Miles, 2008].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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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험과 인식으로 인해 경  로세스 개

선과는 계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단된다.

의사결정지원의 략  가치인식요인에 한 

가설은 정보시스템 활용에만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 만족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정철 [2002]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에 한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의 만족을 느끼

는 것은 경제  효과와 사용자 측면의 인간  효

과로 나  수 있는데, 의사결정 지원과 같이 주

 평가가 개입되는 기능은 계량화하기 매우 

어려워 인간  효과로 단된다고 제시하 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을 사용한 후 만족에 한 것

은 인간  효과로 측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성과

가 바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4.5.2 공 업체 지원역량요인

공 업체 지원역량요인  공 업체 문성

은 정보시스템 활용  만족도에 모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은 

실 으로 정보시스템에 한 자체 인 개발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 업체의 정보

시스템 구축 경험과 제공 능력에 해 신뢰 할

수록 정보시스템 활용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으로 분석된다.

공 업체 교육․훈련지원은 정보시스템 만족

도에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활용에는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났나. 이는 교육․훈련이 증가할수

록 정보시스템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존 선

행연구[김구, 2001]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다. 

공 업체에서 지원하는 교육․훈련을 통해 사용

자의 능력은 향상되고 시스템 사용이 편리해져 

만족도에는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실제 정보시스템 활용에 있어서는 시스템 UI

개선과 같은 시스템 품질에 한 부분이 아니므

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4.5.3 조직특성요인

조직특성요인  경  환경 이해수 에 한 

가설검증결과, 정보시스템 활용은 채택되었으나, 

만족은 기각되었다. 조직 구성원이 처한 기업의 

경 환경에 한 이해수 이 높을수록 정보시

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해 인식하

여, 활용수 은 높아질 수 있지만, 시스템의 기

능 인 측면, 는 사용자 개인이 느끼는 효과

가 더 요한 만족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조직 IT 수용태도에 한 가설검증결과, 정보

시스템 활용은 기각되었으나, 만족은 채택되었

다. 이는 조직 IT 수용태도가 정보시스템 활용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 선행연구[Delone and 

Mclean, 1992; Levy and Powell, 1998]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다. 조직 구성원이 IT 수용에 해 

극 이고, 과감하고, 지속 인 노력을 할수록 

정보시스템에 한 만족도에 향을 주는 것은 

만족도는 개인이 느끼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향을 받는 것으로 단된다. 한, IT에 한 

조직원의 태도가 정보시스템 활용에 향을 미

치지 않은 것은 조직원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

는 것은 업무 목 에 의한 것이 크기 때문에 실

제 IT에 한 우호 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활

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단된다.

4.5.4 정보시스템 활용  만족도

정보시스템 만족도에 한 가설검증결과, 가

설이 채택되었다. 이는 정보시스템에 한 만족

도가 증가할수록 정보시스템 활용이 증가할 것이

라는 기존 선행연구[Delone and Mclean, 1992; 

Levy and Powell, 1998]와는 같은 결과가 나타

났다. 정보시스템에 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사용자가 기 했던 것 이상의 결과가 나타났다

는 것이며, 만족도가 높은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을 

극 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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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기업의 특성을 반 한 

략  가치 인식요인, 공 업체 지원역량 요인, 

조직 특성 요인을 도출하고, 정보시스템 활용수

과 만족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한 가설을 

검증하 다. 이를 해 정보시스템 활용에 향

을 주는 요인에 소기업의 특성을 반 하여 독

립변수인 략  가치 인식요인(제품  서비스 

경쟁력 향상, 기회포착, 경  로세스 개선, 의

사결정지원), 공 업체 지원역량요인(공 업체 

문성, 교육․훈련 지원), 조직 특성요인(경  

환경 이해수 , 조직 IT 수용태도)을 도출하고, 

종속변수인 정보시스템 활용수 과 만족도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여, 소기업의 정보

시스템 활용수 과 만족도를 높이기 한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 다.

정보시스템 활용수   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으로 략  가치 인식 요인, 공 업체 

지원역량요인, 조직 특성요인이 부분 채택되었

다. 략  가치 인식요인에서는 제품  서비

스 경쟁력 향상요인과 정보시스템 활용수   

만족도간 계, 의사결정지원요인과 정보시스템 

활용수  간 계가 채택되었다. 공 업체 지원

역량요인에서는 공 업체 문성과 정보시스템 

활용수   만족도간 계, 교육․훈련 지원과 

정보시스템 만족도간 계가 채택되었다. 조직 

특성요인에서는 경  환경 이해수 과 정보시

스템 활용수  간 계, 조직 IT 수용태도와 정

보시스템 만족도간 계가 채택되었다. 정보시

스템 만족도와 활용수  간 계도 채택되었다.

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합지수가 일반

인 권고수 으로 제시되는 수치보다 높게 나

타나 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한 시사 으로 첫째, 

소기업의 정보시스템 활용수 과 만족도에 미

치는 향요인을 실증 으로 검증하여 소기

업 정보시스템 활용과 만족도의 향요인을 

략  가치 인식, 공 업체 지원역량, 조직 특성

요인들로 인과 요인들로 구성하여 제시하 다. 

련 선행연구에 한 검토과정을 통해 소기

업의 정보시스템 활용수 과 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이론 으로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된 변수  측정항목들을 제시하 다

는 과 정보시스템 활용수   만족도와 략

 가치 인식요인, 공 업체 지원역량요인, 조

직 특성 요인의 인과 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 다는 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째, 정보시스템 사용자 심의 요인인 략

 가치 인식과 소기업의 특성을 반 한 공

업체 지원역량과 조직 특성요인을 측정 항목으

로 구성하여 정보시스템 활용수 과 만족도의 

계를 정의하 다. 소기업 정보시스템의 활

용수 과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략  가치 

인식요인에 한 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

보된 측정항목을 개발하여, 실증 연구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이론 인 토 를 마련하 다.

셋째, 실천  측면에서 소기업 정보시스템

의 활용수   만족도와 략  가치 인식요

인, 공 업체 지원역량요인, 조직 특성요인 간

의 계를 규명하고, 변수에 해 정의, 신뢰성 

 타당성이 확보된 측정항목 개발을 통해 계

를 악하 으므로, 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한 정보시스템 활용수 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기업 정보시스템 활용수 과 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 다른 연구 변수의 존재 가

능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략  가치 인식, 공

업체 지원역량, 조직 특성요인으로 나 어 모

형을 구성하 다. 그러나 다른 이론   실무

 고찰을 통해 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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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한 변수 

계에 한 해석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구성

하고, 이를 검증하기 한 측정항목을 소기업

에 맞게 변환하 다.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검증

하기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일부 측정항

목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소기업의 정보시스

템 활용수 에 미치는 향요인의 측정항목을 

정교화하고 타당한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한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 외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이론 ․실무  고찰을 통

해서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기업의 

실무  고찰을 통해 이론에서 밝 지지 않은 변

수를 추가하여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소기업의 정보시스템 활용수 과 만

족도에 미치는 향요인에 한 상세분석을 

한 업종별, 기업 규모별, 조직의 특성 등의 조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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