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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기업 정보화 성과 련 연구들은 정보화 자체의 구축 완성도  그 재무  효과에 을 맞

추고 있어 정보화의 방향성이 경 략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가 미흡하 다. 기업의 정보화를 통

해 기업의 경 략 이행이 주도될 수 있는지, 주요 메커니즘 요인과 정보화 성과와의 연 계 한 검증

이 필요하며, 이는 정보화 성공요인들을 경 학  으로 재해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내 표 인 IT서비스 기업의 사례를 심으로 3가지 선택, 학습 그리고 조정 메커니즘 에

서 기업이 정보화 성과창출 과정에서 어떠한 메커니즘 요인이 용되고 있는지에 한 문제를 심으로 연

구하 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8개의 명제를 도출하 다. 기업의 주체는 정보화 성과 실 을 해 조직의 정보역

량 확보를, 조직 분권화 문제 해결을 해서는 정보화 투자를 가장 요한 략  요인으로 선택하 다. 

한,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정보화 투자가 기업의 략 실행의 활용 수단으로 환되었고, 공식화된 

로세스나 정보기술을 통해 투자 의사결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직의 차별화된 역량은 기술지식 

습득을 심으로 이루어지며 조직의 지식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로 확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정보화 변화 리와 외부 력업체 리가 조직의 요한 조정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하 다.

본 연구의 시사 은 선행 정보화 성과 련 연구에서 실증 으로 다루지 못한 메커니즘 요인에 해 직

으로 사업 담당 임원, 정보화 담당 임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IT서비스 

기업의 정보화 성과를 해 으로 리해야 할 요인들에 해 실무 인 시각을 제공해  수 있다고 

생각하며 IT서비스 기업에 해 최 로 SER-M 임워크를 용하 기 때문에 정보화 성과 창출을 한 

메커니즘 요인에 한 보다 깊은 이해와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타 산업군의 기업에도 용할 수 있는 학

문 인 기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핵심주제어: 정보화 성과, 정보화 성공요인, SER-M, 메커니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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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 제기 

기업의 지속 인 경쟁우  확보 수단으로 정

보화의 요성은 요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

식의 확산 속에서 정보화를 추진하려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

에 있는 기업들도 정보기술의 발  동향에 맞추

어 신기술을 정보화에 용시키는 노력을 가속

화하고 있다(임병하 등, 2010). 기업정보는 기업

의 효율 인 경 활동을 한 필수  구성 요소

이며, 정보화 과정은 정보화에 필요한 련 제반

시설, 인  자산, 정보화 경험 등과 같은 지식 

등을 상호 결합하여 기업의 업무 체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한 것이다. 

기업들은 시장 환경  경  반에 걸친 객

인 정보를 많이 확보할수록 시장에 유연하

게 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타 기업에 비해 

상 인 경쟁우 를 할 수 있을 것이다(강

경, 2008). 한, 효과 인 정보 수집과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정보기술에 한 요성이 증가

하고 있으며(강 경, 2008; Bharadwaj, 2000), 기

업의 정보화 역량이 높다는 것은 정보 수집, 분

석, 조직 내부 확산을 한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Connolly and Thom, 1990). 특히, 기업

의 로벌화는 더욱더 많은 시장정보가 요구되

고, 이와 련된 정보기술을 통한 기업 정보화 

수 의 제고는 기업성과 실 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친다(Gatignon and Robertson, 1989). 한, 

정보화의 목 이 정보화 성과를 통한 기업 경쟁

우  확보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략  목표와 

연계된 기업 정보화는 기업 략의 실행을 가능

하게 한다(임춘성 등, 2006). 

기존의 기업 정보화와 련된 선행 연구에서

는 정보화가 기업에 미치는 향, 정보화를 통한 

정성/정량 인 효과, 정보화와 기업 성과와의 인

과 계  정보화로 인한 산업 구조의 변화 등

의 4가지 에서 진행되어 왔다(최해룡과 구자

원, 2016). 한, 기업의 지속 인 경쟁우  창출 

요인을 메커니즘에서 찾고 있는 메커니즘 기반

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구자원과 

이윤철, 2007), 메커니즘은 기업의 지속 인 성장

을 해 주체, 환경  자원 요인이 선택, 학습, 

조정 메커니즘 요인에 의해 동태 으로

(dynamic) 매개(mediate)되어, 기업 경 성과에 

미치는 향력을 설명하는 패러다임이다(구자원

과 이윤철, 2009). 기업 정보화 에서 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더 많은 정보와 정보기술

이 필요 하지만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 수 과 

비 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특정 메커니즘 요인이 상 으로 더 

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최해룡과 구자원, 

2017).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기

업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성공요인을 정보화 

진행과정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다(최해룡과 구자원, 2016). 임춘성 등

(2008)은 기업이 정보화의 양 인 구축의 효과만

을 고민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보화를 경 략 

이행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어야 하고 정보화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신을 가능  해야 한다

는 정보화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존 기업 정보화 

성과 창출 련 연구들이 정보화 구축의 완성도, 

활용 수 에 을 맞추고 있어 정보화가 경

략의 이행을 주도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가 

미흡하다 주장하 다. 이는 기업 정보화의 방향

성이 경 략을 충분히 흡수해야 함을 시사한

다. 한, 기업의 정보화는 끊임없이 발 되고, 

그 속도나 내용에 있어서도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구자원과 이윤철, 2009; 최해룡과 구자원, 

2017). 특히 최근의 정보화 성공요인 연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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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의 다양한 정보화 요구수 을 만족시키

기 해 정보화 상과 역을 외부로 확 해야 

하고, 기업 정보화가 경 략을 리드할 수 있는

지, 메커니즘 요인이 정보화 성과에 미치는 연

성에 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는 기존 정보화 

성공 요인들을 경 학  으로 재해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표 인 IT서비스 기

업의 사례를 심으로 기업이 정보화를 통한 성

과창출 과정에 있어 메커니즘 요인이 용되는 

형태와 어떠한 요성을 갖는지에 한 문제를 

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즉, 새로운 정보화 환

경에 응하여 정보화 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어 

사례기업이 조직 내부/외부에서 어떠한 반복 인 

과정과 방식으로 정보화 자원 구조나 정보시스템

을 리하고 조정하는지에 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해 선택 메커니즘(Selecting mechanism), 

학습 메커니즘(Learning mechanism), 조정 메커

니즘(Coordinating mechanism)의 3가지 에

서 기업의 정보화 의사결정 주체가 정보화 성과

를 해 어떠한 메커니즘 요인을 통해 최종 의

사결정을 실행하는지, 기업은 기업의 정보시스템 

사용자와 운 자의 역량을 개발하기 해 어떠

한 방법으로 새로운 지식을 확보(knowledge 

acquisition)하고 (knowledge exploitation) 

하는지(구자원과 이윤철, 2008; Nonaka, 1994), 

그리고 기업은 기업 반의 정보화 자원을 어떠

한 방식으로 조정하는지에 해 사례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이는 선택, 학습, 조정 메커니즘이 기업의 정

보화 성과 창출 과정에서 상 으로 요하게 

사용되고 기업 정보화에 있어 기업성과를 결정

하는 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를 통해 향후 기업 정보화와 련된 연구 발

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기업 정보화 및 정보화 성과 연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크게 변화해 가

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의 가장 큰 진원지

는 IT의 발 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자동화, 정보화, IT화, 경 정보화 등 

많은 명칭으로 불리며 비즈니스에서 정보기술이 

활용되는 역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최해

룡과 구자원, 2016). 스마트한 사무환경 구 , 생

산, 유통, 물류 등의 다양한 산업 역에서의 자

동화와 정보화, 그리고 기업의 경  정보화에 이

르는 모든 역에서 정보화는 핵심 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David and Olson(1984)과 이진주 등(1998)은 

기업의 정보화를 기업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통

해 일상 업무처리, 경 리, 경 분석  의사결

정을 지원하는 인간과 기계가 결합한 통합 시스

템이라고 정의하 고, 이연희(2014)는 기업 정보

화를 기술이 조직의 업무와 통합되는 과정과 이

들이 효율 으로 운 되는 상으로 정의하고 기

업 내 정보화 성과 창출의 과정으로 IT 략 수

립, IT 자원과 IT 기술 사용, IT 성과 실 의 3

단계를 제시하 다. 한, Tippins and 

Sohi(2003)는 기업 정보화를 IT 인 라, 인 자

원, 지식과 로세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

로 이해할 수 있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T 자

원, 경험  지식, 운  역량을 의미한다고 하 다. 

정보화와 기업의 경  성과 간의 유의미한 

계를 규명하기 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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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정보화가 요한 요인이라는 것에 큰 의

견 차이는 없지만, 정보화 성과에 한 구체 인 

향 요인에 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이견이 존

재한다(Melville et al., 2004). 정보화와 기업의 

경  성과간의 계에 해서는 상 계가 없

다는 연구결과로부터, 정 인 향 계를 보인

다는 연구결과  일부 정보화 성과 요인이 

정 인 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마다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이는 주요 원인으로는 부 한 

정보화 측정도구의 사용, 정보화 추진 과정에 있

어서의 측정 시차 오류 등을 들 수 있다(Jurison, 

1996; Roach, 1991). 특히, Brynjolfsson(1993)은 

정보화 추진 시 부터 성과 창출까지 시차가 존

재하며, 기업 간 경 활동에 해서도 정보화 성

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단  기업을 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데서 비롯되는 측정 오차 문제

로 인해 정보화와 기업 성과 간에는 향 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와 경 성

과 간의 계를 규명하는 부분의 연구는 정보

화 투자와 경 성과가 유의미한 상 계가 있

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정보화 성과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보화에 

한 투자 자체가 정보화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임춘성 등, 2008). 그러므

로 기업 정보화에 따른 경 성과를 주장하기 이

에 기업 활동과 련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화 

성과 요인을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한 

것이라 하겠다(최해룡과 구자원, 2017) 

2. IT서비스 연구

정보화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향이 커짐

에 따라 국내 IT서비스 산업은 외형 으로 빠르

게 성장해 왔다. 한국IT서비스산업 회(2007)에

서는 IT 서비스 유형을 크게 5가지 형태로 분류

하고 있다. 첫째는 컨설 , 개발, 솔루션, HW 서

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종합형 IT서비스’, 둘째는 

정보시스템 략계획(ISP), 컨설  서비스를 포

함하는 ‘컨설  심형 IT서비스’, 셋째는 개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 심형 IT서비

스’, 넷째는 패키지 솔루션을 획득하고 개발하는 

‘솔루션 심형 IT서비스’, 마지막으로는 시스템

과 데이터센터 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

웃소싱 심형 IT서비스’ 형태가 그것이다.

Rold(2006)는 IT서비스 산업을 사용자가 필요

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한 계획, 설계, 구축, 운

에 이르는  과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라 정의하 고,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시스템 

통합의 개념보다 확장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데, 최근 들어 한국의 IT서비스 시장 한 통

인 시스템 통합 시장 형태에서 벗어나 고객의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 제품  유무형의 각종 서비스가 결합된 

통합 서비스 제공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IT 

조사분석 기 인 가트 는 하드웨어  소 트

웨어 제품을 운  서비스하는 통 인 IT서비

스와 컨설 , 구축  통합, 사업 리, 교육  

훈련 등의 문화된 지식과 경험  서비스를 제

공하는 문 IT서비스로 구분하여 IT서비스 산

업을 정의하고 있다(이지운과 강성민, 2010). 

IT서비스 기업은 각종 IT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사업수행의 과정에서, IT 핵심기술을 

포함하여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기술, 비즈니스 

 정보처리 지식, 로젝트 리 지식 등을 포

함한 융합  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존

재가치를 높인다(안연식, 2013). 그러나 실 으

로 국내 IT서비스 기업들은 산업 구조 인 측면

에서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고 기업의 기술 인 

핵심역량의 부재로 인한 로벌 수출의 한계 , 

국내 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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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업과 소기업 간의 하도  문제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IT서비스 기업의 지속 인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정언 

등, 2006).

3. SER-M Framework 연구

주체, 환경, 자원의 에서 바라보는 기업의 

경 략  패러다임은 지속 이면서 일정 수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 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 을 가지고 있다(구자원과 이윤철, 

2008). 주체 에서는 기업의 최고 경 자가 

바 어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거듭하는 기업이 

존재하고, 환경 에서는 기업을 둘러싼 내외

부 환경이 지속 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원 

에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한 끊임

없이 교체되고 있기 때문이다(Cho and Lee, 

1998). 따라서 기업의 장기 인 성공은 특정 시

의 기업 경쟁력에 향을 미치는 주체, 환경, 

자원의 어느 한 가지 정태 (static)인 요인이 아

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

업 내에서 만들어진 기업의 경쟁우 를 설명할 

수 있는 동태 (dynamic) 이론이 필요하다. 

SER-M 패러다임은 동태  이론을 통해 통합  

시각을 제공하기 해 등장하 다(Cho and Lee, 

1998). SER-M 패러다임에서는 주체, 환경, 자원

의 각각의 요소들이 합쳐져 기업 내 특유한 메

커니즘을 구축하고 이 메커니즘이 다른 기업들

과 차별화되는 장기  경쟁우 를 가지게 될 때 

기업은 지속 인 성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

이다. 

SER-M 패러다임에서의 메커니즘을 주체, 환

경, 자원, 메커니즘이 통합화된 형태로 설명하고 

있고, 주체가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 응하기 

해 기업의 보유 자원을 활용하는 메커니즘의 개

념을 선택 메커니즘, 학습 메커니즘, 조정 메커

니즘으로 분류하고 있다(구자원과 이윤철, 2009). 

즉, 메커니즘은 기업의 주체가 환경 응을 하

여 내부 자원의 결합을 통해 조직의 목 이 달

성될 수 있도록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특유의 

반복 인 과정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으로써, 

조직 내의 단편 인 과정  루틴과는 달리 조

직의 고유한 루틴이나 과정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과정과 과정을 

거쳐 가면서 진행되는 로세스와는 달리 구동

원리와 상호작용이 보다 강조된다(조동성과 서울

메커니즘연구회, 2006). 

주체, 환경, 자원  메커니즘에 한 들

을 SER-M 임워크에서는 통합 인 시각으

로 기업의 지속 인 경쟁우 를 확보할 수 있는 

원천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자원이 

서로 다르고 처한 환경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만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메커니즘 한 서로 

다르게 작용될 수 있고, 하나의 메커니즘은  

다른 하  메커니즘을 포함할 수 있다(조동성과 

서울 메커니즘연구회, 2006). 조동성과 서울 메

커니즘연구회(2006)는 SER-M 임워크를 활

용하여 기업의 경 성과를 설명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 주체, 

환경, 자원 요인이 직 으로 기업의 경 성과

에 향을 미치는 것과 둘째, 메커니즘의 하  

요인인 선택, 학습, 조정 메커니즘 요인이 기업

의 경 성과에 향을 다는 것 셋째, 메커니즘 

요인이 주체, 환경, 자원 요인을 매개하여 기업

의 경 성과에 향을 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6  경 과 정보연구 제36권 제5호

<그림 1> SER-M 개념(조동성과 서울 메커니즘연구회, 2006)

3.1 메커니즘 요인

3.1.1 선택 메커니즘(selecting mechanism)

시간 차원에서 메커니즘의 본질은 선택과 선

택의 연속이며(조동성과 서울 메커니즘연구회, 

2006), 주체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

용함에 있어 형성된 일련의 메커니즘이 조직의 

학습의 과정을 통해 진화하지만, 장기 으로는 

환경  요인에 의해 선택된다(구자원과 이윤철, 

2007). 

선택 메커니즘 요인에 한 실패한 기업과 성

공한 기업의 비교 연구에서 성공한 기업은 상

으로 분석  방법을 선호하고, 정교한 의사결

정 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스템 인 사

고를 지향하고, 최 화된 의사결정을 해 보다 

통합 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하 다(구

자원과 이윤철, 2008; McGuckin and Stiroh, 

1998). 

한, 기업은 선택 메커니즘을 통한 주체의 환

경 응을 한 자원 선택 시기, 새로운 환경 창

조를 한 선택 시기를 하게 가져가는 것은 

지속 인 성장을 해 매우 요하며(구자원과 

이윤철, 2007; Cho, 1999), 기업의 주체는 략  

선택에 있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 항상 노력

한다(구자원과 이윤철, 2007; 조동성과 서울 메

커니즘연구회, 2006, 조동성과 정진섭, 2004).

3.1.2 학습 메커니즘(learning mechanism)

기업의 메커니즘은 주체가 환경 응을 해 

기업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되고, 다

양한 진화 과정을 거친다(조동성과 서울 메커니

즘연구회, 2006; 조동성 등, 2001). 기업의 학습 

메커니즘은 환경 응 과정에서 주체가 기존의 

자원을 이용하는 지식 활용 과정에 의해 만들어

질 수도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역량과 자원을 개발하는 지

식의 탐색 과정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조동성

과 서울 메커니즘연구회, 2006; Mahmood and 

Mann, 1993). 

이러한 학습 메커니즘은 지식의 활용과 지식

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진화되는 특성이 있으

며, 진화되는 과정에서 상 으로 합한 메커

니즘은 더욱더 강화되고 부 합한 메커니즘은 

약화되게 된다는 것이다(구자원과 이윤철, 2007; 

Levinthal and March, 1993). 

기업 에서는 내부 인 학습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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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던 메커니즘을 환경 변화에 맞게 진

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지식의 흡수 역량과 내부 결합 역량을 합쳐 기

업만의 고유한 핵심역량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

다(구자원과 이윤철, 2007; 이재식, 2009; 조동성 

등, 2001).

3.1.3 조정 메커니즘(coordinating mechanism)

기업의 구조 복잡성은 내부  외부의 조정과 

리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며, 기업이 성장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조정과 리 활동의 요성은 

증가한다(구자원과 이윤철, 2008; Smith et al., 

1985). 

조동성과 서울 메커니즘연구회(2006)는 환경

 특수성, 의사결정 주체, 보유 자원 등이 기업

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형성되는 메커니즘 한 

기업마다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이는 특정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상 으로 기업 

경 활동을 효과 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

로 해석될 수 있다 하 다. 

즉, 기업의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조

정 활동을 통해 기업은 지속 인 경쟁우 를 확

보할 수 있다는 것이며, 기업은 조정 메커니즘 

에서 자원을 효율 으로 배분할 수 있고, 자

원 배분에 있어 기업마다 보유한 자원이 서로 

다를 수 있어 특정한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상

으로 효과 인 조정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지속 인 경쟁우 를 유지할 수 있

다는 것이다(구자원과 이윤철, 2007; 조동성 등, 

2001; Wernerfelt, 1984).

Ⅲ. 연구방법론

1. 사례분석의 틀

 

  본 연구의 기본 인 틀은 IT서비스 기업의 정

보화 성과창출 과정에 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요인을 도출하기 해 구자원과 이윤철(2008)의 

연구 모형을 기반으로 IT서비스 기업에 맞게 메

커니즘 요인을 재조정하 다. 한,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이론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경 성과를 설명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조동성과 서울 메커니즘연구회(2006)의 SER-M 

임워크를 근간으로 하 다. SER-M 임

워크에서는 주체, 환경, 자원의 Input 구성요소가 

기업의 경 성과에 직 으로 향을 미치고, 

로세스 인 구성요소인 메커니즘(선택, 학습, 

조정 메커니즘) 요인이 통합(integrated)이 된 형

태로 기업의 경 성과에 직 으로 향을 주

거나 주체, 환경, 자원 요인을 매개하여 향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T서비스 기업의 의사결정 주

체가 주어진 환경에 효과 으로 응하고 기업

의 보유 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메커니즘 요인이 정보화 성과에 직 인 향

을 미친다는 에서 선택, 학습, 조정 메커니

즘 요소로 구성된 연구 모형을 제시하 다. 즉, 

선택 메커니즘 에서는 정보화 과정에서 어

떠한 메커니즘 요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선택되

는지를 찰하고, 학습 메커니즘 에서는 지

식의 습득과 확산 과정을 살펴보고, 조정 메커니

즘 에서는 조직의 내부  외부의 조정 활

동에 해 조사하여 IT서비스 기업이 정보화 성

과를 창출하기 해 어떠한 주요 메커니즘 요인

들이 존재하는지를 찰하고자 한다.



8  경 과 정보연구 제36권 제5호

<그림 2> 연구의 개념  틀

2. 분석대상 사례기업의 선정

본 연구의 분석 상 기업은 국내 표 인 IT

서비스 기업을 상으로 제한하 다. 사례기업은 

자동차 모그룹의 IT서비스 문 기업으로 그룹 

계열사들의 정보화 기획, 운   개발을 책임지

고 있어 분석 상에 고객사인 그룹 계열사의 정

보화를 일부 추가하 다. 사례기업 선정에 있어 

가장 을 둔 기 은 첫째, 조직의 변화사항을 

연구하기 해서는 많은 기업을 상으로 연구

<표 1> 면담자 정보  면담 방식 

성별 나이
종사 정보 종사

경력

면담 방식 검증 

피드백1차 2/3차재직여부 직무

남성 50세 재직 정보화기획실장 22년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남성 52세 재직 SI사업부장 28년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남성 51세 재직 융합IT사업부장 23년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남성 48세 재직 IT기술사업부장 22년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남성 47세 재직 정보화기획 장 20년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남성 47세 재직 SI수행 장 18년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남성 46세 재직 그룹사사업 장 18년 인터뷰 인터뷰 이메일

남성 46세 재직 외사업 장 17년 인터뷰 인터뷰 이메일

남성 44세 재직 매시스템 장 16년 인터뷰 인터뷰 이메일

남성 43세 재직 정보화기획 원 12년 인터뷰 이메일 이메일

남성 38세 재직 정보화기획 원 10년 인터뷰 이메일 이메일

남성 42세 재직 SI수행 원 10년 인터뷰 이메일 이메일

남성 41세 재직 그룹사사업 원 9년 인터뷰 이메일 이메일

남성 34세 재직 외사업 원 8년 인터뷰 이메일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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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보다 동일기업 내부의 실제 변화과정을 

상세하게 찰할 수 있는 기법이 효과 이기

(Orlikowski, 1996) 때문에 연구 상을 특정 산

업군에 집 하여 연구 범 가 방 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둘째, 연구자가 실제 재직 

인 기업을 연구 상으로 하여 연구 목 과 결

과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

구는 국내 IT서비스 기업 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 융, 건설, 물류 분야의 IT서비스 표 기

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 매출 1조 이상, 종업

원 수 2천 6백명 이상인 로벌 IT서비스 기업

인 A사에 본 연구의 틀을 용하 다. 사례기업

인 A사의 정보화 담당 임원(Chief Information 

Office: CIO), 사업담당 임원  정보화 담당 부

서장 등을 상으로 사  질의  면담을 진행

하 으며, 사  질의 이 후 총 2회에 걸친 인터

뷰, 사내자료, 기사 등을 근간으로 하여 정성

인 사례연구를 진행하 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목 에 맞는 A사의 사례를 수집하

기 하여, 사례기업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기

업 황, 정보화 추진에 련된 기 자료  조직

의 정보화와 련한 문헌자료를 수집하 다. 

한 단일 기업 내부의 실제 변화과정을 상세히 

찰하기 해 상학  연구 근법을 용하

여 연구 상 기업 내부의 상에 해 기업(조

직) 내부에 속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  경험들을 

보편  본질로 인식하려 하 다. 상을 경험한 

기  표본을 선정하기 해 풍부한 정보를 가진 

개인으로부터 사례를 찰할 수 있는 덩이 굴

리기(snowball) 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상 

기업에 재직 인 정보화  사업 담당 임원(사

업부장), 정보화  사업 담당 부서장( 장), 정

보화  사업 업무를 담당자( 원) 등 모두 14명

을 인터뷰 상으로 식별하 다. 면담 상자 정

보와 면담 방식은 <표 1>과 같으며 2016년 2월

부터 2016년 5월에 걸쳐, 면담 차수 별 2시간가

량의 일 일 면담을 진행하 으며 인터뷰 지침

서와 질의서를 미리 배포하여 인터뷰에 내용을 

사 에 이해할 수 있게 하 다. 한, 인터뷰 내

용 녹음을 사 에 허락 받았으며, 인터뷰 이후 

녹음 내용을 모두 기록지에 옮겨, 본 연구에 활

용하 다. 면담 이후 정리된 내용 자료에서 회사

의 기 내용은 삭제하 고, 부분의 면담자들이 

무기명을 요청하여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 실명

은 표기하지 않았다.

Ⅳ. 사례분석 및 명제 설정

1. 사례기업의 특성 분석

2000년 4월 자동차산업 표 e-비즈니스 기업

으로 설립된 A사는 자동차 모그룹의 IT서비스 

문 기업으로 그룹 내 정보시스템 운 과 개발, 

네트워크, IDC 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0년, 고자동차 자상거래 벤처로 설립되었

으나, 자동차 모그룹 분리 이후 정보기술에

서 담당하던 사업 역  자동차 그룹 부문은 

A사로 넘어오게 되었다. 고자동차 련 부문

은 그룹 내 물류 문 그룹 계열사로 매각하고, 

IT서비스 문 업체로 남게 되었으며, 국내 22개 

사업장을 비롯해 해외 8개국 2,600여 명의 IT 

문 인력을 두고 자동차 모그룹의 로벌 지 

생산  매체제를 지원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로벌  외사업을 개하

고 있다. 한, ‘품질을 통한 랜드 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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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 , 시스템 구축 등 일반 인 IT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철강, 융, 건설, 물류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고품질 융합 IT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한, 사례기업은 2015년 기  매출

액 1조 2,980억 원을 달성하 고,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의 연 평균 매출 성장률  업이

익 성장률은 각각 12%, 9.7%로 조사되었으며,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연간 평균매출액/종업원 

수) 실  에서는 5억에서 6억 미만으로 경쟁

사 비 2배 정도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메커니즘 요인 사례분석

2.1 메커니즘 요인(사전 인터뷰 질의 항목)  

    도출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에 앞서 IT서비스 기

업의 정보화 성과에 향을 미치는 주요 메커니

즘 요인  선택, 학습, 조정 메커니즘의 하부 

요인을 도출하고 인터뷰 상자에게 사 에 제

시하기 해, 1차 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선행연

구에서 사용한 정보화 성공요인 변수들을 주체, 

환경, 자원, 메커니즘 요인으로 재분류하 다. 이

를 해 기업 정보화와 련된 국내외 논문  

도서 68편을(국내 문헌 38편, 해외 문헌 30편) 

수집하 고, 이들  실증연구 43편의 문헌에서 

사용한 1,008개의 변수들을 조동성과 서울 메커

니즘연구회(2006)에서 개발한 의사결정나무 모형

을 이용하여 재분류하 다(최해룡과 구자원, 

2016). 

이후, 주체, 환경, 자원  3가지 메커니즘 요

인으로 재분류된 1,008개의 변수들을 상으로 

IT서비스 기업의 정보화 성과에 향을 미치는 

주요 메커니즘 요인과 3가지 메커니즘의 하부 

요인을 도출하기 해 학계 2인, 기술사 등의 산

업계 3인으로 구성된 문가 그룹을 통해 종합

인 토론과 검증을 진행하 다. 검증 결과로 도

출된 메커니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선택 메커

니즘 에서 IT서비스 기업의 주체는 ‘정보화 

성과’, ‘조직 구조 분권화’  ‘정보기술 도입 목

’의 3가지 선택의 상 요인에서 략  의사

결정을 해 많은 비를 한다는 것과 략 인 

‘정보기술 투자 의사결정’을 해 다양한 선택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학습 메커니즘 에서는 조직의 차별화된 

역량 개발을 통한 정보화 성과를 창출하기 해 

IT서비스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가 많은 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지식 습득’과 ‘지식 

확산’ 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조정 메커

니즘 에서는 IT서비스 기업의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의 2가지 조정 요인으로 구분하여 사

례를 분석하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단되었

다. 한, 선택 메커니즘 에서 정보화 성과 

창출을 한 략  선택 하부 요인으로는 ‘IT 

성과 리’(IT 략과 경 략의 일치, IT 리더

십, IT 자원통제, IT 성과측정 등), ‘IT 자산’(정

보시스템 문 인력, 기술 아키텍처, 표  랫

폼, 데이터/네트워크 등), ‘사용자 IT 역량’(시스

템 기능 사용수 , IT부서와의 정보공유, 교육/

훈련 정도 등), ‘조직의 정보역량’, ‘IT 지식과 신

기술’의 5가지 주요 략  선택 하부 요인이 도

출되었다. 

조직의 분권화가 진행됨에 따라 분권화로 인

한 문제 해결을 한 략  선택 하부 요인으

로는 ‘정보화에 한 투자’, ‘정보화 략 수립’, 

‘하 조직 정보화 권한 임’, ‘부문 간 정보공유’

의 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정보기술 도입 

목 에 한 략  선택 요인으로는 ‘효율 인 

조직 운 ’, ‘업무 생산성 향상’, ‘경쟁우  확보’, 

‘사업 략의 활용’의 4가지 하부 요인이 식별 

되었다. 조정 메커니즘 에서는 조직의 내부 

조정 하부 요인으로 ‘직원과의 화합’, ‘조직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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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변화 리’, ‘조직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

통’, ‘조직 단 간 의사소통’  ‘공평한 인센티

/인사고과’의 5가지 하부 요인을 선정하 고 조

직의 외부 조정 하부 요인으로 ‘외부환경 불확실

성 응’, ‘주요 력사와의 업과 제휴’, ‘외부 

공 업체 업과 제휴’, ‘ 력사 의사소통’  ‘고

객과의 갈등’의 5가지 하부 요인을 도출하여 사

에 제시하 다.

2.2 선택 메커니즘 요인 사례

2.2.1 선택 대상: 정보화 성과를 위한 전략적 

     선택 요인

기업의 정보화 의사결정 주체는 지속 인 정

보화 성과창출을 해 기존 환경에 응하거나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고자 노력한다. 정보화의 

목 이 기업의 경 활동을 효과 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경쟁우 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정보화와 사  략의 통합이 차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업 략에 한 이

해를 바탕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보화 

담당 임원(CIO)의 역할이 요해지고 있으며(박

종순 등, 2006; 정동섭, 2010), 기업을 둘러싼 복

잡한 환경 하에서는 기업 내부와 외부의 인 , 

물  자원  사회  자원을 기업을 해 활용

하도록 하는 정보화 담당 임원의 략  리더십

과 의사결정이 매우 요하다 하겠다. 한, IT

의 략  활용 여부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재의 경 환경을 고려할 때 정보화 

담당 임원은 IT를 효과 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

한 정보화 성과 창출을 한 다양한 략  선

택 요인들에 한 많은 고민과 의사결정의 상황

에 놓이게 된다. 

A사의 경우, 궁극 인 사업 목표는 자동차 모

그룹의 향상된 비즈니스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 인 IT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해 A사는 그룹사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기반을 

둔, 정보시스템 운  황과 IT 경쟁력 강화를 

한 정보화 개선과제를 지속 으로 발굴하여 

사업화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고객들

이 요구하는 IT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경

쟁사를 넘어서는 차별화된 정보화 역량이 필요

합니다. 시스템 통합을 한 단순한 인력 공 을 

뛰어 넘어 고객의 사업 가치 실 이 가능한 수

의 문 인 정보기술 역량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의 모든 사내 정보시스템은 직원들의 정보

역량 개발에 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개인별 

기술 역량을 리하고 회사의 경력개발 로그

램과 연계된 개인 경험  기술 리 시스템이 

표 인 사례가 될 수 있겠지요.” 한, A사는 

정보역량 향상을 포함하는 조직의 정보화 방향

성을 조직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게 하고 자

발 인 활동을 이끌어 내기 해 정보화기획실

장을 심으로 하는 ‘일하는 방식 신 담 '

을 구성하 고,  구성원은 정보화 담당 부서, 

경 지원 부서, 사업 담당 부서에서 정보화 경험

과 해당 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 다. 

이상과 같은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다음의 명제

를 제시하 다.

  [명제 1]　IT서비스 기업에서 선택 메커니즘 

요인  조직의 정보 역량, IT 지식과 신기술 

확보 등과 같은 정보화 역량 확보는 정보화 

성과 창출을 한 핵심 요인이다.

2.2.2 선택 대상: 조직 구조 분권화에 따른 전략  

      적 선택 요인

조직의 구조는 분업  계층 인 권한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임병하 등, 2010), 일반 으로 

구조화 차원(structuring/contextual dimension)과 

구조  차원(structural dimension)으로 구분된다

(임병하 등, 2010; Daft, 2012). Daft(2012)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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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따른 정보화에 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 고, Galbraith(1977)는 정보처리 욕구 충족을 

한 다양한 조직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조직의 

업무의 다양성과 지식수 에 따라 정보처리 욕

구가 다름을 주장하 다. 기업의 분권화가 가속

화될수록 하  부서의 차별은 증가하고 복잡성

이 증가하여 부서 간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는데

(임병하 등, 2010; Galbraith, 1977),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정보기술을 활용할 가능성

이 높다(임병하 등, 2010; Khandwalla, 1972). 특

히, 한국 기업들은 조직의 분권화 수 에 따라 

조직의 정보기술 도입 수 을 달리하여 효과

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수 의 환

경  불확실성 하에 놓여 있는 기업일수록 조직

의 분권화 정도에 따라 정보화 수 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화 추진에 있어 내부 

환경의 고려 정도가 상 으로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임병하 등, 2010). 

A사의 주요 사업 분야는 자동차 모그룹의 제

조, 철강, 융, 서비스, 해외 등의 산업 역을 

상으로 하는 정보화 컨설 , 시스템 통합, 시스

템 아웃소싱, 정보기술 인 라, 융합 IT, 제조 IT 

등의 종합 인 IT서비스 사업과 모그룹 이외의 

유통, 의료, 건설, 융 분야의 외 IT서비스 사

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다양한 사업 분야로 

구성된 IT서비스 기업이 한 명의 최고경 자에 

의해 모든 분야를 동시에 리하기 어려우므로 

A사는 개별 사업 단 가 사업에 한 책임과 권

한을 가지는 사업부제 조직구조를 채택하고 있

다. 즉, 최고경 자는 새로운 사업의 모색, 지역 

진출, 사업부 체의 성과 평가 등과 같은 상

으로 요한 략  의사결정에 념하고, 개

별 사업부장에게는 개별 사업 역에서의 모든 

권한을 임하고 사업성과에 한 책임을 추궁

한다는 것이다. A사의 융합IT사업부장은 이에 

해 이 게 표 하 다. “하지만 사업부제를 통

한 권한 임과 분권화는 개별 사업단 의 사일

로(silo)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각의 사업 단 들이 개별 사업부서 내부에서만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 차

원의 조정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업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복투자나 의사결정의 실수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수한 사업성과를 

내는 사업부도 존재합니다. 고성과 사업부의 임

원은 다른 사업부에 비해 사업과 련된 정보획

득 능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한, 정보화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 임원인 정보화기획실장은 

면담을 통해 “사업부 단 로 분권화되다 보니 유

용한 정보 획득을 한 노력을 사업부장 개개인

의 문역량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해결하기 해 조직 내부의 효율 인 정보처리 

 사업부간 수평 인 의사소통을 목 으로 하

는 정보화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 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분권화의 정도

가 높을수록 조직 내 정보처리 요구량이 증가하

게 되고 이로 인한 정보기술의 활용 정도가 높

다는 명제를 얻을 수 있다.

  [명제 2] IT서비스 기업에서 조직의 분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부문 간 정보공유와 유용한 

정보획득을 해 정보화 투자규모 확 를 

요한 략  요인으로 선택한다.

2.2.3 선택 대상: 정보화 추진 목적을 위한 전략  

      적 선택 요인

기업의 정보기술의 활용에 있어 외부 환경의 

향 정도는 매우 크다(Lederer and Mendelow, 

1990)고 하 다. 한, Grover and Groslar(1993)

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쟁 계 등과 같은 외

부 환경 요인이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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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신건권과 김연용

(2005)은 경쟁이 극심한 환경 하에서 기업의 주

요 경 층은 다양한 유형의 정보와 통합되고 요

약된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하 다. 임병하 등

(2010)은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은 환

경의 불확실성이 낮은 기업에 비해 정보화 수

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환경의 불확실성

이 높을수록 많은 정보화 투자가 기업 성과에 

더욱더 요한 향을 다는 것이고, 이 결과는 

기업들의 정보화 추진 목 이 조직 운 에 한 

생산성 향상에서 차 외부 인 환경 등을 고려

한 경쟁우  확보로 이행되어 가고 있다는 근거

로 볼 수 있다. 

A사는 동일 산업 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를 통한 경쟁우 를 선 하기 해 두 가지 

사업 략을 수립하 다. 첫째는, 정보기술을 통

해 자동차 모그룹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비용

감에 기여 한다는 략이며  하나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화 상품 개발을 통한 외 시장 개

척 략이다. SI사업부장은 인터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요하며,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확보하여 안정 인 매출과 성장

을 이어 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하 다. 

이는 모그룹의 정보화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

지식과 상품을 융합하여 경쟁력을 갖춘 신 제

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안정 인 매출을 발생

시킴으로써 지속 인 매출과 이익 증 의 선순

환 구조 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모그룹의 

정보화 지원을 통한 매출만으로는 기업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IT기술사업부장과의 면담

에서는 사의 사업 략 방향에 따라 정보화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정보화 방

향 수립을 해서는 외부 인 환경에 한 고려

는 매우 요할 수밖에 없다. 즉, 무조건 인 정

보기술 도입보다는 외부 환경 요소를 고려한 조

직의 사업 략 방향과 연계된 정보화 략 수

립이 조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정보화 투자를 한 합리 인 근거로 작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출하 다.

  [명제 3] IT서비스 기업에서 산업 내 경쟁과 

환경 불확실성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 략을 

고려한 경쟁우  확보를 정보화 추진을 한 

요한 목  요인으로 선택한다.

2.2.4 선택 방법: 정보기술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 요인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처하고 지속 인 경쟁

우 를 확보하기 해 최근 기업들은 정보기술 

투자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한, 정보

기술 투자와 기업성과와의 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원가 감, 정보화 성과 개선, 의사결

정 수  향상, 서비스 차별성 향상 등 모든 역

에 있어 정보화가 기업에게 경쟁우 를 제공했

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하 다(이연희와 김병 , 

2013). Mitra and Chaya(1996)는 동종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해서 정보화에 더 많이 지출

한 기업들이 상 으로 더 낮은 운 비용을 지

출했다는 것으로 확인하 다. 즉, 정보화 투자는 

기업 운 의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것을 가리킨

다(이연희, 2014). 

하지만, 정보기술의 향력이 커지고 그에 따

른 정보화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기술 투자

에 한 심과 사후 성과에 한 우려가 깊어

지고 있다. 2000년 에 기업의 정보화가 정보화 

성과와의 연 계를 부정하는 정보기술의 생산

성 라독스(productivity paradox of IT) 연구결

과가 발표된 이후, 정보화 투자에 한 철 한 

사 검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투자 리 체

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기업의 신속한 환경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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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되는데, 이와는 반 로 불확실성이 높을

수록 경  환경에 한 신 하고 정확한 탐색과 

정보수집의 요성 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양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의사결정을 지

원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활용이 안이 될 수 

있다(박경미 등, 2003). 

A사의 경우 사  차원에서 체 정보기술 

산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투자의 타당성, 투자 

시기  투자 이후의 수익성 등에 한 신뢰 있

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산을 승인받을 수가 있

고, 계획된 투자성과와 사후 성과를 비교, 평가

하는 정보화 투자집행과 련된 공식화된 로

세스를 운 하고 있었다. A사의 정보화기획실장

은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투자규모에 한 부담

과 산 확보  회수 가능성 등에 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일부 경 층의 권한 임과 책임

할당만으로 투자 리스크를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 다. 이를 해결하기 해 정보화 투자 

상을 사업용 투자와 비사업용 투자로 구분하

고, 일정 액 이상의 투자에 해서는 투자계획 

수립부터 투자집행, 투자성과 보고까지의 일련의 

차와 공식화된 투자심의 원회를 통해 합리

인 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

한다. 한, 사업화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화 

투자 의사결정 행 가 증가하게 되는데 투자 의

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의 지원 목 으로 별도의 투자 리 시스템

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즉, 투자 의사결정 행

의 증가는 련 부서간의 의사소통을 증가시

키고 그 사이에 늘어나는 필요 정보의 양을 조

하고 정보에 한 탐색과 분석 인 의사결정

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활용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음의 명제를 도출할 수 있

다.

  [명제 4] IT서비스 기업에서 정보기술 투자 

의사결정 활동이 많을수록 정보화 투자 의사

결정 선택 방법은 경 층 주도에서 벗어나 공

식화된 로세스나 정보시스템에 의해 이루어

진다.

2.3 학습 메커니즘 요인 사례

2.3.1 지식 습득 요인

학습 메커니즘은 기업이 경 성과를 높이기 

해 기업의 재와 미래 자원이나 핵심 역량을 

조직 구성원이 지식 습득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조직에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쳐 기업 성과를 높

이는 것이다(Nonaka, 1994). 정보기술의 발 은 

기업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업무 수

행에 필요한 지식 간의 차이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사용자

와 해당분야의 문 인 기술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 담당 부서 구성원에서도 공통 으

로 나타나고 있다(김상훈과 정해용, 1999). 

Zmud(1983)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직 구성원들

이 갖추어야 할 역량 역을 조직지식 습득 

에서 조직 반에 한 이해, 경 리 기술, 

단  부서에 한 이해 역과 기술지식 습득 

에서 일반 인 정보시스템 지식, 문 인 

정보시스템 기술, 정보시스템 제품에 한 지식

의 모두 6가지 역량 역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IT서비스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 부족, 시장 포화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성장세 둔화를 보이고 상

황에서(안연식, 2013) 계열 기업군 시장(captive 

market) 이외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해서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역량을 개발하거나 보유

하는 것이 요하다(강운식 등, 2010). 

A사는 국내의 표 인 IT서비스 기업으로 

자동차 모그룹과 외 시장을 상으로 IT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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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하고 있다. SI사업부장은 인터뷰에서 

“우리 회사는 조직 구성원의 정보기술 역량에 의

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독립된 사업 역을 총

하는 사업부장으로서 사업부의 성과를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업부의 성과는 강력

한 조직 구성원 역량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문역량을 효과

으로 향상시키기 해서는 어떤 지식과 기술

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까다로운 고객을 

상 합니다. 고객은 우리에게 고객의 이슈를 해

결할 수 있는 문화된 정보기술 솔루션 제안과 

수행을 원하고 있고 이를 사업 계약과 연계시키

기 해서는 우리는 경쟁사보다 월등히 우수한 

품질의 정보기술 솔루션을 제안하고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문역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A사의 정보화기획실장 역시 SI사업부장과 유사

한 답변을 주었으며 추가 으로 인 자원의 기

술역량을 강화하기 해 인 역량 교육 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러한 변화를 기업문화

로 정착되어야 조직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고 하 다. 더욱이, 지식 기반의 경 활동을 본

격 으로 시작하게 된 2008년부터 최고경 층을 

비롯한 조직 구성원으로부터의 변화의 요구가 

가속화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A사는 기술 리더

십과 비즈니스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양성을 인

역량 강화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인 역량 

향상 교육체계를 개발하여 운용해오고 있었다. 

기술 직무체계를 사업 역에 맞추어 17개 유형

으로 분류하고, 기술 직무별 필요 기술역량 항목

을 정의하 다. 필요 기술역량 항목은 다시 4단

계 역량 수 으로 세분화하여 조직 구성원 개인

별 문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온/오 라인 교

육과정을 제공한다. 업 업무 담당자의 인터뷰

에서는 회사에서 운  인 기술역량 교육체계

에 따라 문가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문

가 유형에 따라 개인별 성장경로를 설정할 수 

있고 성장경로에 따른 기술 문역량은 개인별 

역량평가 세부항목에 포함되어 연 단 로 이루

어지는 성과평가와 연계되고 있다고 했다. 이상

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제안한

다.

  [명제 5] IT서비스 기업에서 지식의 습득 활

동은 정보역량 확보를 한 기술지식 습득 

심으로 이루어진다.

2.3.2 지식 확산 요인

최근 략경  분야에서는 기업의 지속 인 

경쟁우 의 원천을 자원기반 이나 지식기반 

에서 찾는 연구자 증가하고 있으며, 지식기

반 에서 가치 창출을 한 두 가지 학습 형

태를 March(1991)는 지식 탐색(knowledge 

exploration)  지식 활용(knowledge exploi- 

tation)으로 설명하 다(구자원과 이윤철, 2008). 

한, Nonaka(1994)는 개인의 암묵지(tacit 

knowledge)는 형식지(explicit knowledge) 형태

로 상호 공유되고, 공유된 지식들은  다른 암

묵지와의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내재

화되어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

다고 주장하 다(구자원과 이윤철, 2008). 

본 연구에서는 IT서비스 기업의 정보화 성과

에 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하부 요인을 문헌연

구를 통해 선행 실증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정보화 성공요인 변수들을 도출하여 인터뷰 

상자에게 사 에 제시하는 방법을 용하 으나, 

지식 확산 메커니즘 요인 에서는 사  질의

를 통해 찰된 주요 지식 확산 이슈를 통해 명

제를 도출하는 방법을 활용하 다. A사의 경우

는 14명의 면담 상자들과 사  질의를 진행한 

결과 찰된 지식 확산 이슈는 지식 기반의 경

활동에 한 내용이 부분을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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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조직의 정보기술 경쟁력을 극 화하기 

한 활동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지식 기반의 

경 활동을 본격 으로 시작하게 된다. 몇 명의 

우수한 직원이나 경 진에 의존하는 신 구성

원의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공유하여 조직역

량의 시 지를 발휘하기 함이 목 이었다. A

사의 정보화기획실장은 그 당시 지식 기반 경

체계 수립에 한 주요 경 층과 조직 구성원의 

요구사항에 해 2가지 큰 고민을 가지고 시작

했다고 한다. 첫째, 조직의 경험  노하우와 자

산을 발굴하여 지식화하기 해 조직의 핵심역

량을 정의하는 문제, 둘째, 그 게 축 된 지식

을 조직 구성원이 기에 사용할 있도록 도움을 

주고 조직 구성원의 지식 탐색과 공유에 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A사는 이러한 고

민을 시작으로 2008년 담 을 구성하여 조직

의 사업수행 경험과 정보를 지식화하기 한 작

업에 착수하 고, 재까지 2단계로 나 어 지식

리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 다. 1단계는 A사의 

핵심역량 정의와 기 지식 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 다. 그 결과 A사의 핵심역량을 정보

화 성과를 한 효과 인 정보사용  정보 리

와 연 된 ‘정보역량’과 ‘사업수행 역량’의 2가지

로 정의하고, 회사 그룹웨어 시스템에 핵심 역량

에 맞는 메뉴를 구성하여 지식 리 시스템을 구

축하 다. 2단계는 사업수행 역량 강화 측면에서 

로젝트 수행 생명주기 동안의 결과물을 문서 

단 로 지식화하 고, 추가 으로 산업 도메인 

지식, 기술정보 지식으로 구분하여 사용자의 활

용 편의성을 극 화하 다. 사업 담당 임원과 

업 업무 담당자는 이러한 지식경  활동에 만족

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시스템 자체에 한 만족

뿐만 아니라 유용한 지식을 통해 심 분야별로 

커뮤니티가 조직 내부에 자연스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업발굴을 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커

뮤니티 내에서 활발히 공유된다는 을 높게 평

가하 다. 이상의 사례분석 내용을 요약한 결과 

다음의 명제를 유추할 수 있다.

  [명제 6] IT서비스 기업에서 업무 지식과 기

술 지식은 지식 리 시스템을 통해 조직 체

에 확산되며, 새로운 지식 발굴의 원천이 된

다.

2.4 조정 메커니즘 요인 사례

2.4.1 조직 내부 조정 요인

기업 의사결정자가 자사의 자원을 배분하는 

활동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요인 등에 한 

조정  리 활동은 기업의 성장 과정에 요

한 향을 미친다(구자원 등, 2009). 기업 조정 

활동이 실패할 경우 기업 체에 향을  수 

있다. 기업 활동에서의 조정 요인에 해 조직 

내부 으로는 핵심 인력의 리, 직원과의 화합, 

조직 간의 의사소통 등이 가장 요한 조정 요

인이며(구자원과 이윤철, 2008), 기업에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도입되고 운 되는 과정에서 조직

의 정보시스템 환경, 업무 로세스  처리 

차,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이나 태도, 련 부서

들 간의 계  정보의 흐름도 함께 변화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유로 의사결정 주체는 조

정요인에 한 효과 인 조정 활동이 필요하다

(임병하 등, 2010). 

본 연구의 조직 내부 조정 메커니즘 요인 

에서는 앞서 분석한 지식 확산 메커니즘 요인 

과 동일하게 인터뷰 상자에게 사 에 메

커니즘 하부 요인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면담 상자들과의 사  질의를 통해 찰

된 주요 조정 상  이슈를 통해 명제를 도출

하는 방법을 활용하 다. A사의 경우는 14명의 

면담 상자들과 사  질의를 진행한 결과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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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조직 내부의 주요 조정 상  이슈는 정보

화 변화 리에 한 내용이 부분을 차지하

다. 

A사는 A사가 속한 자동차 모그룹의 계열 기

업군을 주 사업 상으로 하는 속(captive) 고

객에 의존하는 형태의 성장을 이루어 왔고, 최근

에는 속(captive) 시장의 포화로 인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사업 역을 발굴하는 것이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융합IT사업부장은 인터

뷰에서 IT서비스 기업의 경쟁력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기술력’, ‘인 자산’  ‘생산성’의 3가

지를 가장 큰 요인으로 언 하 는데 A사가 당

면한 문제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우

리 회사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사업장을 포함

하여 200여개 이상의 범 한 사업장에서 사업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 보니 본사와 사업

장, 사업장과 사업장 간, 사업수행 구성원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한 환경  제약이 발생하

고 있습니다. 한, 인 자산에 한 부족함을 

항상 실히 느끼고 있고 부족한 인 자원으로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

니다.” A사는 컨설 , 개발, 솔루션, HW 서비스, 

아웃소싱 등을 모두 제공하는 ‘종합형 IT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형태, 범 한 

사업장, 부족한 인 자원 등의 문제는 모든 사업 

담당 임원들의 공통 인 고민거리 다. A사는 

2015년 무렵 사내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 생산

성 향상을 목 으로 사내 정보시스템의 활용

황 조사를 진행한 이 있었다. 업활동  사

업 제안, 사업 수주  계약, 로젝트 수행과 

종료, 성과 리  지식 등록의 6개 주요 업무를 

상으로 8개의 주요 정보시스템이 효과 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

는데, 그 결과 수작업 자동화, 복 기능의 통

합, 유용한 기능 추가  스마트한 업무환경 구

축 에서 인 정보시스템의 수정과 도

입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부서 

간의 갈등으로 회사는 커다란 와해를 경험하

고 일부 구성원은 보 발령을 당하기도 하 다.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은 로세스의 변화, 

조직 구조, 신기술의 용, 편형 인 인력지원 

증가 등의 이유로 여러 부서에 향을 주게 된

다. 이는 시스템 도입으로 발생하는 조직 내의 

변화를 사 에 측, 리하는 비 없이 정보시

스템 구  에서만 을 맞추었기 때문이

다(이승창과 이호근, 2007). 

A사의 정보화기획실장은 당시 그 일로 인해 

정보화 변화 리에 한 인식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당시 그 일로 우리 회사는 정보화 

담당부서로 하여  정보시스템 도입 과 사후 

활용단계에 걸쳐 2가지 책임을 부여하고 그 이

행 여부를 최고 경 층이 직  검하는 것을 

공식화하 하 습니다. 첫 번째로 최고 경 층에

서 도입을 결정한 정보시스템에 해 정보화 담

당부서는 정보시스템의 기능 인 구축에 한 

책임은 물론 구성원들의 활용성 증 를 해 

장 심의 변화 리 방법과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시스템 사후

리 측면에서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연간 사용횟

수가 0인 화면 수를 체 화면수로 나  미사용 

화면 황을 분석해서 보고하게 합니다. 이를 통

해 미활용을 통해 낭비되는 정보화 산과 인력 

투입을 감할 수 있고 무엇보다 조직의 정보화 

문화를 정보시스템을 구축 심에서 활용 심

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Clark(2004)는 IT 

Director's Forum에서, 240명의 세계 CIO들이 

직면한 가장 요한 도 으로 변화 리를 지목

하 다. 한, 이승창과 이호근(2007)은 정보기술 

도입과 운 으로 야기되는 조직내부의 변화는 

일반 인 변화과정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

에 반드시 효율 으로 리되어야 한다고 하고,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조직과 합한 얼라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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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ment)를 이루는 것이 변화 리의 요한 

목표 의 하나라고 하 다. 즉, 새로운 정보시스

템이 조직에 도입되고 운 되어지는 과정에서 

조직의 정보시스템 환경, 업무 로세스  처리 

차,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이나 태도, 련 부

서들 간의 계, 정보의 흐름도 함께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에서, 정보기술의 효과 인 실

행을 하여 사람, 구조, 리 로세스를 심

으로 변화를 리해야 한다고 하고, 사람 에

서 조직 구성원들이 IT 역량 향상, 변화된 정보

시스템 환경에 응을 한 환경 조성,  변화

에 한 항을 최소화하기 한 리가 필요하

고, 조직 에서는 안정 인 IT 인 라, 의사

소통  업 등을 한 IT 자산을 확보해야 한

다고 주장 하 다(이승창과 이호근, 2007). 이상

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출하

다.

  [명제 7] IT서비스 기업에서 조직 내부 조정 

메커니즘 요인  정보화 변화 리는 조직 내

부에서 정보시스템의 효과 인 활용을 해  

요한 조정 요인이다.

2.4.2 조직 외부 조정 요인

IT서비스 산업은 진입장벽과 자본집약도가 낮

고, 기술력과 랜드, 명성, 경험 등에 의해 사업

수주가 좌우되는 경향을 보인다. Lederer and 

Mendelow(1990)는 정보화의 목 이 경쟁우  확

보와 략  활용의 차원으로 환되고 있는 만

큼 략 인 정보시스템 활용을 해 고객, 경쟁

자, 기술, 공 자 등과 같은 외부 인 환경의 

요성은 매우 크고, 외부 환경에 응하기 한 

지원이 요하다 주장하고 있다. 한, 구자원과 

이윤철(2008)은 기업 활동에서의 외부  조정 요

인에 해 력사 리, 고객  시장 환경 등이 

다른 요인보다 요하다고 하 다. 이지운과 강

성민(2010)은 IT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요인 연구

에서 력업체와의 수평  는 수직 인 력

계나 제휴, 인력과 기술 지원 등이 요한 경

쟁 요인이라 주장하 다. 

A사의 경우 2011년부터 재까지 정보시스템 

개발 력업체와의 실질 인 력 강화와 소통

을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을 해 매년 ‘

트 스 데이’를 운용해오고 있었다. A사의 SI사

업부장  정보화기획실장은 사업 기 사업 아

이템 선정과 사업의 력을 해 력업체는 회

사에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우군이라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든든한 우군이란 우리 

회사와 각종 IT 로젝트에서 력하고 있는 수

많은 력업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력업체들

의 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력업체 리에 지 않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SI사업부장은 IT서비스 

산업은 개발 생산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고려해

야 한다며 그동안 개발 생산성 강화를 해 각

종 력업체 지원 로그램을 운 해왔다고 강

조했다. 즉, 기술의 발 은 비약 이고 IT 신제

품 출시 시기는 단축이 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하

는 인 자원의 서비스 기술은 한 순간에 이루어

지지 않고, 특정 회사의 소유물도 유물도 아니

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 생산성을 한 력업

체의 새로운 신기술 근 방법론에 한 발굴에 

극 나서고 있었다. “우리는 IT 로젝트 단 별

로 단기  이익을 좇아 력업체의 인건비를 깎

는데 하지 않고, 력업체의 기술력을 보다 

향상시켜 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력업

체와의 상생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서 다양한 력업체 지원 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데, 력업체 직원의 교육  훈련 

로그램 지원, 사내 연구회 문호 개방, 동반 사업 

편의를 한 각종 융 혜택 지원 등이 그것입

니다.” 한, 력업체 지원 로그램을 극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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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행하기 해 력업체 핫라인을 설치해 운

 이며 최고 경 층이 직  참여해 력업체

의 목소리를 듣고 각종 사안을 함께 의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력업체와 업을 경험한 업 업무 담당

자는 력업체 직원들이 우리를 하청업체가 아

닌 동일한 비즈니스 트 로 하고 있다는 , 

다양한 업 로그램을 통해 로젝트의 완성

도를 높이기 해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등

을 높게 평가하 다. 이상의 사례를 요약한 결과 

다음의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

  [명제 8] IT서비스 기업에서 조직 외부 조정 

메커니즘 요인  주요 력사와의 업과 제

휴는 조직의 업무 생산성과 기술력 향상을 

해 요한 조정 요인이다.

2.5 연구결과 교차검증

본 사례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해 동일 직군과 유사 규모의 기업 2개사를 

상으로 정보화 추진 사례 찰을 통해 교차검증

을 실시하 다. 교차검증을 한 2개사의 사례 

수집은 기업의 정보화 추진과 련된 문헌자료

를 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업 내부의 변화 과

정에 한 찰은 기업 홈페이지 자료, 련 서

,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 다. 교차검

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선택 메커니즘 

에서 정보화 성과 창출을 한 정보화 추진에 

있어 략 으로 가장 요하게 선택한 하부 요

인을 찰한 결과 교차검증 상 B사와 C사는 

‘조직의 정보 역량’  ‘IT 지식과 신기술 확보’ 

요인에 추가하여 ‘IT 성과 리’ 요인을 요한 

략  선택 상 요인으로 리하고 있었다. 조

직 분권화가 진행됨에 따라 부서 간 의사소통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조직 분권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요하게 선택한 하부 요

인으로는 A사와 C사는 ‘정보화에 한 투자’ 요

인이 찰된 반면 B사는 ‘부문간 정보공유’ 요인

을 략  선택 상 요인으로 요하게 인식하

고 있었다.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산업 

내 경쟁강도 증가에 따른 기업 내 정보화 추진 

목  요인을 교차검증한 결과 3개 기업 모두 기

업 략을 고려한 ‘경쟁우  확보’ 요인을 요한 

략  선택 요인으로 리하고 있음이 찰되

었다. 기업 내부 정보시스템에 한 투자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략  선택 방법에 한 

찰 결과 B사의 경우(경 층 주도)를 제외하고 A

사와 C사 모두 경 층 주도가 아닌 공식화된 

로세스나 정보시스템에 의해 정보화 투자 의사

결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 다. 학

습 메커니즘 에서 조직의 정보화 성과 창출

을 한 지식 습득 활동은 3개 기업 모두 조직

의 정보화 역량 확보를 한 ‘기술지식 습득’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지식 

확산 활동 한 3개 기업 모두 업무 지식과 기

술 지식이 지식 리 시스템을 통해 조직 체에 

확산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정 

메커니즘 에서 정보화 성과 실 을 해 조

직의 내외부에서 으로 리하고 조정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3개 기업 모두 ‘정보화 변화

리’ 요인과 ‘주요 력사와의 업과 제휴’ 요인

을 요한 조정 요인으로 리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SER-M 임워크를 이용하

여 기업이 정보화를 통한 기업의 성과창출 과정

에 있어 메커니즘 요인이 어떻게 용되며,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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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성을 갖는지에 해 국내의 표 인 IT

서비스 기업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 하 으며, 

연구의 결과로 <표 3>과 같이 8개의 명제를 도

출하 다. IT서비스 기업에 있어 선택 메커니즘

에 한 선택 상 요인으로는 정보화 성과창출 

실 을 한 략  선택 에서 조직의 정보

화 역량 확보가 가장 요한 요인으로 선택되었

고, 조직 분권화 문제 해결 에서는 분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정보화 투자가 요한 략  

요인으로 선택되었다. 한, 기업의 외부 환경이 

복잡해지고 산업 내 경쟁이 높아질수록 기업

략을 고려한 경쟁우  확보를 요한 정보화 추

진 목  요인으로 선택 한다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리고 정보화 투자 의사결정 선택을 한 

방법으로 정보화 투자 의사결정 활동이 많을수

록 경 층 주도 심에서 공식화된 로세스와 

정보시스템 활용에 의해 이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 메커니즘에서 조직의 차별화된 

역량 개발을 한 지식 습득은 기술지식 습득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찰되었고, 업무 

지식과 기술 지식은 지식 리 시스템을 통해 

사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직 내부

의 요한 조정  리 상은 조직 내부의 정

보시스템의 효과 인 활용을 한 정보화 변화 

리 으며, 조직 외부 조정 요인으로는 조직의 

업무 생산성과 기술력 향상을 해 외부 력사

와의 업과 제휴가 요한 조정 요인으로 인식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교차검증 결과

구분

도출된 메커니즘 하부 요인

연구 상

사례기업 (A사)

검증 상 사례기업

B사 C사

선택

메커니즘

선택

상

정보화성과 (◐)
조직의 정보 역량, 

IT 지식과 신기술 확보

IT 성과 리,

조직의 정보 역량,

IT 지식과 신기술확보

IT 성과 리,

조직의 정보 역량,

IT 지식과 신기술확보

조직구조분권화 

(◐)

정보화에

한 투자 

부문간

정보 공유

정보화에

한 투자

정보화추진 목  

(●)

기업 략을 고려한

경쟁우  확보

기업 략을 고려한

경쟁우  확보

기업 략을 고려한

경쟁우  확보

선택

방법

정보화 투자

의사결정 (◐)

경 층 주도가 아닌 

공식화된 로세스나 

정보시스템

경 층 주도

(CEO, CIO, CFO)

경 층 주도가 아닌 

공식화된 로세스나 

정보시스템

학습

메커니즘

지식습득 (●)
기술지식

습득 심

기술지식

습득 심

기술지식

습득 심

지식확산 (●)
지식 리 시스템을 

통한 조직 확산

지식 리 시스템을 

통한 조직 확산

지식 리 시스템을 

통한 조직 확산

조정

메커니즘

조직

내부

조직 내부

조정 요인 (●)

정보화

변화 리

정보화

변화 리

정보화

변화 리

조직

외부

조직 외부

조정 요인 (●)

주요 력사와의

업과 제휴

주요 력사와의

업과 제휴

주요 력사와의

업과 제휴

범례: ● 3개 기업 체 공통, ◐ 일부 공통, ○ 공통요인 없음

<표 2> 교차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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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2.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사례 연구 상, 사례분석 방

법 등에 해 다음의 학문  시사 을 활용하여 

향후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첫째, 국내 표 IT서비스 기업 상의 사례연구

를 통하여 8개의 명제를 도출하 다. 즉, IT서비

스 기업의 정보화 추진 과정에 있어 특정 메커

니즘 요인이 정보화 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

음을 찰하 고,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유의미

한 실증 연구를 한 연구변수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둘째, 본 연구는 IT서비스 기

업에 해 최 로 SER-M 임워크를 용하

기 때문에 정보화 성과 창출을 한 주요 메

커니즘 요인들에 해 보다 깊은 이해와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타 산업군의 기업에도 용할 

수 있는 학문 인 기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

각된다. 셋째, 연구 상 기업 측면에서 연구자

가 재직 인 IT서비스 기업으로 연구 범 를 

한정하여 기업 내부의 실질 인 변화 과정을 지

속 으로 찰할 수 있었고, 연구 결과에 해 

인터뷰 상자로 하여  여러 차례의 피드백과 

재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었다.

2.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IT서비스 기업의 주요 선택, 

<표 3> 정보화 성과창출 메커니즘 요인  명제

구분
도출된

메커니즘 하  요인
명제

선택

메커

니즘

선택

상

조직의 정보역량,

IT 지식과 신기술

[명제1] IT서비스 기업에서 선택 메커니즘 요인  조직의 정보 

역량, IT 지식과 신기술 확보 등과 같은 정보화 역량 확보는 

정보화 성과 창출을 한 핵심 요인이다.

정보화에 한 투자

[명제2] IT서비스 기업에서 조직의 분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부문 

간 정보공유와 유용한 정보획득을 해 정보화 투자규모 확 를 

요한 략  요인으로 선택한다.

기업 략을 고려한

경쟁우  확보

[명제3] IT서비스 기업에서 산업 내 경쟁과 환경 불확실성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 략을 고려한 경쟁우  확보를 정보화 추진을 한 

요한 목  요인으로 선택한다.

선택

방법

공식화된

로세스나

시스템

[명제4] IT서비스 기업에서 정보기술 투자 의사결정 활동이 

많을수록 정보화 투자 의사결정 선택 방법은 경 층 주도에서 

벗어나 공식화된 로세스나 정보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

학습

메커

니즘

지식

습득
기술지식 습득

[명제5] IT서비스 기업에서 지식의 습득 활동은 정보역량 확보를 

한 기술지식 습득 심으로 이루어진다.

지식

확산
지식 리 시스템

[명제6] IT서비스 기업에서 업무 지식과 기술 지식은 지식 리 

시스템을 통해 조직 체에 확산되며, 새로운 지식 발굴의 원천이 

된다.

조정

메커

니즘

조직

내부
정보화 변화 리

[명제7] IT서비스 기업에서 조직 내부 조정 메커니즘 요인  

정보화 변화 리는 조직 내부에서 정보시스템의 효과 인 활용을 

해 요한 조정 요인이다.

조직

외부

주요 력사와의

업과 제휴

[명제8] IT서비스 기업에서 조직 외부 조정 메커니즘 요인  주요 

력사와의 업과 제휴는 조직의 업무 생산성과 기술력 향상을 

해 요한 조정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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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조정 사항과 으로 리해야 할 요인

에 해 다음과 같은 2가지 에서 실무  시

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그동안의 정보화 성과 창출과정에 있

어 실증 으로 다루지 못했던 메커니즘 요인에 

해 사례 기업에 재직 인 사업 담당 임원, 정

보화 담당 임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연구

를 진행했기 때문에 IT서비스 기업의 정보화 성

과를 해 으로 리해야 할 요인들에 

해 실무 인 시각을 제공해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둘째,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낮은 진입장

벽, 핵심 기술역량의 부재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IT서비스 기업이 안고 있

는 고질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해 사례연구의 

결과가 의사결정 주체로 하여  실무 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와 더불어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국내 IT서비

스 기업들이 핵심 기술 외부 의존, 낮은 시장 

유율 극복, 특정 사업 역에 한 매출 의존도

를 극복하여 기술 역량 심의 생존과 지속 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기를 기 해본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 연구의 내용과 련해 

다음의 한계 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

의 연구 상 기업이 국내의 모든 IT서비스 기

업의 특성을 포함하는 표 기업이라고 보기에

는 한계가 있다. 즉, 사례연구 상 기업이 컨설

, 개발, 솔루션, HW 서비스, 아웃소싱 등을 모

두 제공하는 ‘종합형 IT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기는 하지만, 상 으로 속(captive) 시장에 

한 의존도가 높아 기술 집약형 IT서비스 기업

이 가지는 IT서비스 기업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표본 선정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터뷰 내용이 가질 수 있는 주

성이 한계로 지 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사실

인 상에 해 인터뷰 상자가 가질 수 있

는 개별 이고 특수한 개인  성향에 향을 받

을 수 있는데서 기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

을 조 이나마 해결하기 해 1:1 심층 연구 방

법과 차를 최 한 용하여 인터뷰 내용의 주

성을 해결하기 해 노력하 다. 셋째, 본 연

구에서 도출된 명제가 향후 연구의 측정 변수로 

활용되기 해서는 본 연구에서 의도한 결과가 

측정 수단, 연구 상  상황을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연구결과가 도출되기 한 외  타당성

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부분을 한계로 지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을 해결하기 해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네 가지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 번째는 본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향후 

다양한 IT서비스 기업을 상으로 하는 다  사

례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직군과 유사 규모의 기업 2개

사를 상으로 교차검증을 진행하 으나 기업의 

심층 인 변화사항을 직  찰한 것이 아닌 문

헌자료 수집 심으로 진행하 다. 따라서 동일 

직군의 기업을 상으로 다수의 사례를 상세히 

찰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의 가지는 정보화 추

진 상황, 추진 방식  조직 구성 등에 한 비

교를 통해 도출된 명제의 교차검증을 진행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구 상 기업을 

IT서비스 기업에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

반 기업과 소기업까지 확 하여 기업의 정

보화 추진과정에 있어 주체, 환경, 자원 요인과 

메커니즘 에서의 선택, 조정, 학습 메커니즘 

요인을 심으로 국내 기업과 소기업 간의 

정보화 성과요인의 차이 을 분석하고 상호 연

성을 검증하는 하는 실증연구를 진행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향후 실증연구를 진

행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명제들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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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측정 변수들과 비교하여 타당성과 신뢰

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차를 

거치는 것 한 본 연구의 목 인 기업 정보화

와 련된 연구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에

서 보다 더 타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동일한 메커니즘 요인에 해 속

(captive) 고객에 한 매출 비 이 상 으로 

낮아 외부 시장 확 와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을 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는 것

도 정보화 성과 창출을 한 메커니즘 요인을 

탐색하는데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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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Mechanism Factors for Result Creation of Informatization of IT 

Service Company

Choi, Hae-Lyong
*․Gu, Ja-Won

**

In the meantime, research on corporate informatization focuses on the completeness of 

information technology itself and its financial effects, so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on whether 

information technology can support business strategy. It is necessary to verify whether the 

management strategy implementation of the company can be led through the informatization of the 

enterprise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main mechanism factors and the informatization 

performance. In this study, what a mechanism factor is applied in the process of result creation of 

informatization from three mechanism perspectives such as selecting mechanism, learning 

mechanism and coordinating mechanism with cases of representative domestic IT company and 

what an importance mechanism factors have been ascertained. 

This study results in 8 propositions. For a main agent of companies, securement of information 

capability of organizations has been selected to realize informatization results and investment of 

informatization has been selected to solve organizational decentralization problem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dditionally, as competition in the industry gets fierce, investment on 

informatization has been changed to a utility way of implementation of strategies and decision on 

investment has been made through the official process and information technology. Differentiated 

company capability has been made based on acquisition of technical knowledge and company 

information has been expanded to its whole employees through the information system. Also, 

informatization change management and outside subcontractor management have been 

acknowledged as an important adjustment factor of company. The first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since case studies on mechanism factors that preceding studies on informatization results did 

not empirically cover have directly been dealt with based on experiences of executives in charge of 

business and in charge of informatization, this study can provide practical views about factors that 

should be mainly managed for informatization results of IT companies. Secondly, since ser-M 

framework has been applied for IT companies for the first time, this study can academically 

contribute to companies in other fields about main mechanism factors for result creation of 

informatization based on deeper understanding and empirical cases.

Key Words: Informatization performance, Success factor, SER-M, Mechanism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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