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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e-비즈니스 평가요인의 차이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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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Difference of Convergence e-Business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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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e-비즈니스 평가요소인 학습이해도, 서비스품질, 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표본은 2015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지역의 e-비즈니스 학과 179명을 대상으로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NOVA, t-test 분석을 하였다.

주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융복합 e-비즈니스 평가요소인 학업이해도, 서비스품질, 효율성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둘째, 학년에 따른 학업이해도, 서비스품질, 효율성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성별, 학년 등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융복합 e-비즈니스에 대한 평가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추후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e-비즈니스가 
개설된 전국 대학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차이분석을 하여 연구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언한다. 

주제어 : 융복합 e- 비즈니스 평가, 학습이해도, 서비스품질, 효율성, 성별, 학년

Abstract This paper was conduct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of understanding of learning, service quality, 
efficiency of  convergence e-business valuation. For this paper, it surveyed 179 students and the data were 
collected Nov. 2∼30, 2015. This research analyzed all the samples through ANOVA, t-test utilized by SPSS 22.0
The results as follow. First, understanding of learning, service quality, efficiency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Second, understanding of learning, service quality, efficienc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rade.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e fact tha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like gender and grade made difference to the understanding of learning, service quality, efficiency. Furthermore, 
this paper may need to include various variables of understanding of learning, service quality, efficiency and 
suggest research about sever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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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기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은 경쟁

력을 향상시키기 하여 융복합 인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변하는 사회에 응하고 새로운 문제 해결능력을 

가진 융합인재육성이 세계 인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융복합교육은 학습자의 융복합  사고능력을 기르

기 하여 서로 다른 배경의 학문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

합된 교육이라 할 수 있다[1,12,13].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일부 학들은 융복합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융복합교육에 한 필요성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

만 효과에 하여는 다양한 연구가 있다.

Slatin et al.(2004)은 융합복학문은 다른 학문의 

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며 과학과 인문사회분야의 융복

합연구를 단순히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으로 근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그리고 융

복합 학문을 여러 학문을 공한 연구자들이 독립 으로 

상호교류하며 새로운 지식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

장하 다[2,14,22].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로벌 창의인재양성 등 인

재국가를 한 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으로 하는 정책

으로 변화하면서 학의 융복합교육은 학문의 발달과 

학의 경쟁력 강화를 한 하나의 방법으로 부상하 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분야의 융복합 

연구가 요하다고 하 으며, 이는 기본 으로 사회  

견인과 기술  추진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 다.

Adams(2008)는 학제간의 연구 후에 학에서 학제간 

네트워크 성과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비교하여 학제간 

융복합을 극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보상체계의 도

입이 요하다고 주장하 다[3,23].

융복합 학문의 장 이 많지만 문제 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복수 공이나 다른 학과와의 학 인정이

나 유사 학과와의 교육방법에 한 공통 과 차이 에 

한 논의 는 융복합 공 방법  상황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융복합에 한 유사용어에 

한 개념 정의에 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그에 

한 평가요소에 한 연구는 미흡하 다[4].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를 기 하여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융복합  e-비즈니스의 학업이해도는 일반  특성

(성별,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융복합  e-비즈니스의 서비스품질은 일반  특성

(성별,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융복합  e-비즈니스의 효율성은 일반  특성(성별,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방법 및 연구방법

2.1 이론적 방법

e-비즈니스(electronic business)는 기업에서 요한 

비즈니스 로세스들을 수행하기 하여 인터넷과 디지

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터넷을 기업의 경

에 도입하여 기존 기업 경 활동을 가상공간으로 이

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가치사슬 구축을 통하여 경

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의 창출을 

통해 신규 수익을 확보하여 고객 계 강화를 통해 고객

가치를 증 시킬 수 있다. e-비즈니스의 성공 인 추진

을 하여 핵심 축으로 신가치 창출성, 네트워크 통합성

을 나타내며 추진 로세스로는 진단, 비 , 략, 실행계

획, 실행으로 구성되며  추진유형별로 경  로세스의 

효율화, 신규 비즈니스의 개척별 략 수립, 인 라는 조

직구조, 기업문화, 정보 시스템 등이 필수 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기존 제조업체들

에게는 기로 인식되면서 이들 제조업체들의 e-비즈니

스화가 생존을 한 필수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Carpenter와 Moore(2005)는 e-비즈니스 마 은 

통  마 에 비해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정보의 장이 

지속가능하다. 한 정보수신자 상이 다수이며 정보

달범 가 무제한 이고 정보 달속도, 피드백속도가 빠

르다고 하 다.  기존 유통체계에 비하여 물류비용에 

폭 인 감을 가져올 수 있는 장 이 있다고 보고하

다. Lynch(2000)는 제품에 한 정보의 양과 이해가 성과

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5,6,15,21].

Negash et al(2003)은 e-비즈니스의 서비스품질은 고

객이 기 한 서비스와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에 한 차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 인 품질의 개념으로 인지된 

서비스 품질로 정의하 으며 웹사이트의 우수한 에 

한 것은 모두 고객의 단이라고 하 다. Parasuraman 

et al.(2005)은 서비스 품질에 하여 웹사이트를 통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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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고객의 상호작용이며, 인터넷상에서 고객과 매자의 

활동뿐만 아니라 상품의 교환과 주문의 만족과 같이 상

호간의 작용 이후 발생하는 서비스도 웹사이트에 한 

평가에 포함된다고 하 다. 정보시스템과 련하여 서비

스 품질은 성과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 다  

[7,8].

Hu et al.(2009)의 연구에서 효과성은 달성하는 목표

를 해 여러 가지의 자원을 투입하고 투입한 자원의 결

과로 나오는 산출량으로 정의하 다. 정보사용에 한 

조직  요인은 성과측정시스템 개발과 활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정보시스템과 성과측정지표의 선정과 해석

과 같은 기술  요소는 성과측정시스템의 활용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학생을 상으로 융

복합 e-비즈니스의 평가요인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을 악한 후 성별과 학년의 차이에 한 연구는 융

복합이 진로를 탐색하고 문성을 비하는데 기 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 다 [9,16,17]. 

2.2 연구방법

2.2.1 연구설계 및 모형

본 연구는 융복합 e-비즈니스학과 학생의 학업이해도

와 서비스품질 계, 효율성에 한 일반  특성(성별, 학

년)차이에 한 연구이다.

[Fig. 1] Research Model

2.2.2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15년 11월 2일∼11월 30일까지 수도권지

역의 e-비즈니스 학과 학생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

다. 배포한 190부  불성실한 응답 11부를 제외한 179

부(94.21%)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2.3 조사도구

융복합 e-비즈니스 학업이해도는 Lynch(2000), Carpenter

와 Moore(2005), Adams(2008)가 개발한 학업이해도 문

항을 사용하 다[3,5,6]. 5  Likert척도를 이용하여 1=

 그 지 않다∼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본 연구

에서 학업이해도의 체 신뢰도는 Cronbach'α=0.710으

로 나타났다. 융복합 e-비즈니스의 서비스 품질은 

Negash et al(2003), Parasuraman et al.(2005)가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7,8]. 서비스

품질의 체 신뢰도는 Cronbach'α=0.793으로 나타났다. 

융복합 e-비즈니스의 효율성은 Hu et al.(2009)이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9]. 효율성

의 체 신뢰도는 Cronbach'α=0.826으로 나타났다.

3. 실증적 분석

3.1 연구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자료에 한 구체 인 방법으로는 첫째, 내  신뢰도 검

증은 Cronbach'α 값으로 단하 다. 둘째, 연구의 표본

에 한 일반  특성으로 성별과 학년에 하여 빈도분

석을 하 다. 셋째, 융복합 e-비즈니스의 평가요인인 학

업이해도, 서비스 품질, 효율성의 차이에 하여는 t-검

증과 ANOVA 분석을 실시하 다.

3.2 변수측정

측정변수를  <Table 1>과 같이 정리하 고 이를 바탕으

로 설문지의 문항을 구성하 다. 학업이해도의 하 변수

로는 학습성과 목 의 이해(10문항), 공이해도(5문항), 

공만족도(5문항), 교수만족도(2문항)로 구성되었다. 서

비스품질의 하 변수는 능력(2문항), 반응성(2문항), 

근성(3문항), 유형성(3문항)이고 효율성에 한 하 변수

는 성과(3문항), 생산성(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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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ub-Elements Reference

Understanding 

of Learning

Understanding of 

learning performance 

object, Major interests,

Major satisfaction,

Teaching satisfaction 

Lynch(2000), Carpenter and 

Moore(2005), Adams(2008) 

Service 

Quality

Competence, 

Responsiveness, 

Access, Tangible

Negash et al(2003), 

Parasuraman et al.(2005)

Efficiency
Performance,

Productivity
Hu et al.(2009)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Study

4. 분석결과 

4.1 연구 표본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를 하여 배부한 설문지 응답자의 인구통계

학 인 일반  특성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표

본의 성별  남성은 61명으로 34.1%, 여성은 118명으로 

65.9%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21명(11.7%,), 2학년 

52명(29.1%), 3학년 71명(39.7%), 4학년 35명(19.5%) 이

었다.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61 34.1

female 118 65.9

Grade

Freshmen 21 11.7

Sophomore 52 29.1

Junior 71 39.7

Senior 35 19.5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4.2 성별에 따른 융복합 e-비즈니스의 학업이

해도 차이분석

융복합  e-비즈니스의 학업이해도에 한 차이를 성

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이해도가 높게 나타났으

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5.831, p=0.017).

Demographic Category Mean SD
F/t

(p)

Gender
Male 2.51 1.26 5.831*

(0.017)Female 2.98 1.28

* p<0.05, ** p<0.01, *** p<0.001

<Table 3> Understanding of Learning according 
to gender

4.3 성별에 따른 융복합 e-비즈니스의 서비스

품질 평가 차이분석

융복합 e-비즈니스의 서비스품질에 한 차이분석을 

성별에 따라 실시한 검증의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서비스품질에 한 평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품질을 더 높게 평가했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하게 나타

났다(t=8.776, t=0.003). 

Demographic Category Mean SD
F/t

(p)

Gender
Male 2.99 1.24 8.776**

(0.003)Female 2.45 1.09

* p<0.05, ** p<0.01, *** p<0.001

<Table 4> Service Quality according to gender 

  
4.4 성별에 따른 융복합 e-비즈니스의 효율성 

차이분석

융복합 e-비즈니스의 효율성에 한 차이분석을 성별

에 따라 실시한 검증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효율

성에 한 평가 차이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욱 효

율성을 우월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도 유의하게 나타났다(t=11.734, p=0.001). 

 

Demographic Category Mean SD
F/t

(p)

Gender
Male 3.07 1.23 11.734** 

(0.001)Female 2.44 1.06

 * p<0.05, ** p<0.01, *** p<0.001

<Table 5> Efficiency according to gender

 
4.5 학년에 따른 융복합 e-비즈니스의 학업이

해도 차이분석

융복합  e-비즈니스의 학업이해도에 한 차이를 학년

별로 분석한 결과가 다음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는  

다른 학년에 비해 3학년이 학업이해도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3.148, p=0.026).

Demographic Category Mean SD
F/t

(p)

Grade

Freshmen 2.52 1.21

3.148*

(0.026)

Sophomore 2.46 1.32

Junior 3.13 1.29

Senior 2.83 1.18

* p<0.05, ** p<0.01, *** p<0.001

<Table 6> Understanding of Learning according to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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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학년에 따른 융복합 e-비즈니스의 서비스

품질 차이분석

<Table 7>에서 명시한 것처럼 융복합  e-비즈니스의 

서비스품질에 한 차이를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학업이

해도에서와 마찬가지로 3학년이 서비스품질 평가를 가장 

높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986, p=0.002).

Demographic Category Mean SD
F/t

(p)

Grade

Freshmen 2.24 0.99

4.986**

(0.002)

Sophomore 2.61 1.12

Junior 3.18 1.28

Senior 2.57 1.14

* p<0.05, ** p<0.01, *** p<0.001

<Table 7> Service Quality according to grade

4.7 학년에 따른 융복합 e-비즈니스의 효율성 

차이분석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융복합  e-비즈니스의 

효율성에 한 차이를 학년별로 분석한 것이 다음과 같

다. 분석결과 신입생인 1학년이 e-비즈니스 효율성이 가

장 높은 것으로 평가하 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F=12.133, p=0.000).

Demographic Category Mean SD
F/t

(p)

Grade

Freshmen 4.09 0.94

12.133***

(0.000)

Sophomore 2.75 1.25

Junior 2.45 1.12

Senior 3.01 0.97

* p<0.05, ** p<0.01, *** p<0.001

<Table 8> Efficiency according to grade

5. 결론

사회는 세분화된 개별 학문분야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융복합문제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의 일반  특성인 성별에 따른 융복합 e-비즈니스의 학

업이해도에 따른 차이분석에서 여학생이 통계 으로 유

의하게 높은 학업이해도를 나타냈다. 학업이해도의 세부 

항목인 공에 한 심, 공에 한 목 에서 여학생

이 높은 이해도를 나타내었다. 성별에 띠라 공학과 교

육과정을 개인의 직업   설정한 진로와 비교, 평가하

여 나타나는 개인  결과로서 소속된 학과가 자신의 이

상 는 진로에 한 기 와 일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공에 한 심이 높다는 김윤주 등(2015)의 연구[10]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는 다른 결과

가 확인되었다. 둘째, 융복합 e-비즈니스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는 남학생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평가하 다. 세부항목인 컴퓨터 소 트웨어의 처능력, 

근성에서 남학생이 높게 평가하 다. 셋째, 융복합 e-

비즈니스의 효율성에 한 차이도 남학생이 우월하게 평

가하 다. 세부 문항에서 이론과 기술이 결합한 e-비즈

니스과목에서 남학생의 학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년에 따른 융복합 e-비즈니스의 학업이해도

에 따른 차이분석에서 3학년이 학업에 한 이해가 높게 

평가하 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업이

해도의 세부 항목인 학업수행의 목 에서 3학년이 학업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융복합 e-비즈

니스의 서비스 품질평가에서도 3학년이 유의하게 고평가

하 다. 세부항목인 컴퓨터 소 트웨어의 반응성에서 높

게 평가하 다. 이는 김성근과 석기 (2015)의 연구에서

서비스 품질의 반응성이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

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다섯째, 융복합 e-비

즈니스의 효율성에 한 차이는 1학년이 우월하게 평가

하 다. 학에서 처음 한 e-비즈니스과목에서 1학년

이 련 자격증 취득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효율성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고

흥 등의 연구[18]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한 시사 으로는 첫째, 성별에 따라 융복

합 e-비즈니스  학업이해도, 서비스품질, 효율성에 차이

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학년에 따라 융

복합 e-비즈니스 학업이해도, 서비스품질, 효율성에도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성별, 학년 등 

일반 인 특성에 따라 융복합 e-비즈니스에 한 요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특성에

서성별과 학년에 한 차이만을 연구한 한계 이 있으나 

추후의 연구에서는 일반  특성의 다양한 변수와 e-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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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가 개설된 국 학의 일반  특성에 한 차이분

석을 하여 연구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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