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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업의 기술수용 및 구현과정은 기술 그 자체가 업무성과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기술구현과 

정을 설명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신뢰와 지배력이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56개의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간 신뢰와 지배력을 

감성적 신뢰, 시스템적 신뢰, 정보기술 지배력, 가치사슬 지배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기업 

간 전자거래시스템이 해당 산업 안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영역에 대한 정보기술과 

가치사슬 지배력 향상에 노력해야 함을 밝혔다.

ABSTRACT

A organization confront new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ies, they often force to make very 
expensive decisions on the basis of little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s benefits and potential 
acceptance within the organization. This paper identifies trust and governance factors influencing the 
implementation of business-to-business electronic commerce systems. The result support between 
information technology governance and governance in value chain and business-to-business electronic 
commerce systems implementation, but there is no evidence that trust enabled implementing business- 
to-business electronic commerce systems.

키워드 :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신뢰, 지배력

Business- to -Business Electronic Commerce Systems, Trus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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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혁신이론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 및 구 

현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져 왔 

다. 이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정보기술의 수 

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혁신특성, 

그리고 조직적 특성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독 

립변수들을 찾고자 하였다. 정보기술과 조직 

혁신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이론은 

조직규모, 전략 혹은 기술과 같은 요인들올 

위해 최적의 조직구조를 이룬다는 상황이론 

으로 정보기술과 같은 요인들은 조직구조에 

적합해 야 만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요인들이 연구되었지 

만 기술이 불확정 상황의 주된 관심사이었다

[14].

조직에서 기술수용과 변화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수행되어왔던 기존의 연구들은 정 

보기술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두고 기술수 

용 및 구현 그 자체가 업무성과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기술변화를 합리적인 변 

화로 간주하며 이루어졌다. 대다수의 문헌들 

은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배제한 채 진행되 

어 왔다. 혁신이론의 대가인 Rogers(1983)에 

의하면 "기술구현은 올바른 도구를 인식하거 

나 장착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연으로 행동하 

고 관여하는 복잡한 사회적 현상이다"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이 

러한 사회적 요인들을 구분하여 기술적 변화 

요인들만으로 설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사 

회적 요인들이 기술적 변화과정에 어떻게 영 

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제도상의 규칙은 시스템과 조직구조를 수 

용하고 수락하기 위해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조직에게 조직 안의 행위자 

들과 조직 밖으로부터 합법성을 제공받게 한 

다는 것이다[38]. 특히, 조직구조의 변화와 행 

위변화는 기술적 인 측면에서의 업무활동에 

대한 요구라기보다는 조직특유의 환경에 의 

해 합법화된 통념에 의해서 나타난다[30]. 그 

러므로 제도 및 관습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 

은 조직변화와 관련한 의사결정과 행위에 대 

해 서로 다른 관점을 제공해준다[2].

여러 사회적 요인들 중 특히, 본 연구는 전 

자거래 시스템은 다른 정보시스템들과 달리 

다른 조직과의 전자적 거래를 위해 신뢰와 지 

배를 전재로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조직간 

상호협력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파악되는 기 

업 간 전자거 래 시스템 (business-to-business 

electronic commerce systems； B2B e-commerce 

systems)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기술 혁신의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다. 본 연구는 특히 신뢰와 지배력이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롤 파악하고자 한다.

2. 문헌연구

2.1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은 EDI와 같은 조 

직 간 정 보시 스템 (inter-organizational 

information systems: IOS) 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EDI와 굳이 구별한다면 조직 간 

의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어지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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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이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은 기본적 

으로 인터넷 망에 연동되어 있어 좀 더 개방 

형 통신형태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서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은 조직간 정보시 

스템을 구체화한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하나인 EDI의 구현 

성공에 대하여 연구한 Hwang(1991)는 구현 

역량, 산업유형, 시스템 적용시기, 기업의 규 

모가 시스템 구현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 

혔으며 Grover(1993)는 고객지향 조직간 정 

보시스템 (customer-based inter-organizational 

systems)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조 

직요인, 정책요인, 환경요인, 조직간 정보시스 

템 요인, 그리고 지원요인으로 구분하여 혁신 

확산이론을 기초로 관련변수들을 검증하였 

다. 이외에도 조직간 정보시스템 연구영역은 

기술표준,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비즈니스 모 

델, 기업관계나 시장경제의 구조에 미치는 영 

향, 정부 정책 이슈, 그리고 최근 도래하는 기 

술의 효과에 대하여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으 

나 조직간 정보시스템은 그 특성상 시스템의 

촉진자와 실행자가 기업과 기업간 다시 말해 

조직과 조직 간에 존재하여 정보교환 네트워 

크의 개발, 운용 또는 사용을 도와주는 조직 

의 한 단위로 파악되어 기술구현이 이루어지 

기 때문에 기술구현과정이 조직내부에 한정 

되는 전통적인 내부지향 시스템과는 분명히 

다른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Kauffman & Walden(2001)은 조직간 정보 

시스템에 대해 개별 사용자나 정보시스템보 

다는 시장경제측면과 같은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는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26]. 기업간 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요인들 중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제휴기업간의 공통적 이해이다[1]. 물론, 

Tornatzky & Klein(1982)는 Rogers에 의해 

정의되었던 혁신요인과 더불어 의사소통성, 

사회적 승인과 같은 요인들에 주목하였으며, 

日이와 관련하여, Hart & Saunders(1997)는 

EDI의 수용과 활용에 신뢰와 지배력이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으 

나 그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다.

2.2 신뢰와 지배력

사회적 존재로서 조직구성원이 폭넓게 신 

봉되는 신념 이나 법률적 기구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영향에 의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Meyer & Rowan(1977)의 연구에서 

조직은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결정 

하는데 효율성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의사결 

정에 있어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깊게 관여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요인과 관련한 연구들 중 관여자의 

행동결과는 상호교환관계 안에서 다른 참여 

자들의 반응에 의해 달라진다고 주장한 

Anderson & Narus(1984)의 사회적 교환이론 

은 대인관계측면에서 제시되었지만 조직 간 

의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도 적합하다. 

이 이론에서 유추된 신뢰, 지배력, 그리고 갈 

등요인들은 조직간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실 

증하는데 널리 활용되어졌다.

조직간 정보시스템에서 신뢰의 중요성은 

Jai-Yeol Son et aL(1999), Hart & Saunders(1997) 

에 의해 EDI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Williams] 1997)에 의해 조직간 정보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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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 일반화하였다. Bensau & Vebkatraman

(1995)는 신뢰가 파트너간의 감시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했으며, Bakos & 

Brynjolfson(1993)는 신뢰가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기여한다고 했다. 특흐】, 

Emmelheinz( 1993), Hart & Saunders(1997), 

David(2000)는 사업 파트너간의 신뢰는 사업 

파트너간의 EDI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활용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 

해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의 구현정도는 기 

업간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lacovou et al.(1995)의 실증연구에서 중소 

규모의 기업들에게 교역파트너들로부터의 위 

압은 EDI의 수용요인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 

인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Hart & 

Saunders(1998)는 EDI의 활용범위 측면에서 

지배력은 주요 교역자에 의해 행사되기 때문 

에 교역파트너의 다양성을 제한한다고 밝혔 

다. 하지만 교역 파트너들의 정도에 의해 결 

정되는 전자거래의 성공은 시장을 주도하는 

몇몇의 기업들이 그들 기업 파트너들에게 조 

직간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치기 위해 그들의 교섭권을 행사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지배력은 기업간 전 

자거래시스템의 구현 및 활용의 다양성측면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3. 연구모델

3.1 가설설정

3.1.1 신뢰

신뢰는 모든 밀접한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 

항들 중의 하나이며 전자거래와 같은 조직 그 

룹간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3]. 

Aulakah et al.(1996)은 신뢰에 대해 조직 간 

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주장했다. 첫째,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6, 12], 둘째, 계층적 

지배구조를 대신할 수 있다[8]. 또한, 신뢰는 

초기단계에서 신뢰수준이 매우 높게 보일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발 

전해 나아간다[29]. 이러한 신뢰에 대한 해석 

은 신뢰의 성격상 이를 개발하고 유지해 나아 

가는데 복잡하고 다면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신뢰에 대해 Schurr와 Ozanne(1985)는 “파 

트너의 말과 약속이 믿을만하고 교환관계에 

있는 파트너가 그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였으며, Anderson & 

Narus(1990)는 "거래 기업이 그 기업의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주는 예 

측되지 않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 

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많은 신뢰관련 문헌에서 신뢰를 자비심, 정직 

성, 예측성과 같은 속성을 포함하는 상대 파 

트너의 진실성에 대한 감성상의 믿음 그 자체 

로 언급흐卜고 있다 하지만, Lewis & Weigert 

(1993)는 신뢰를 "한 파트너가 확신을 갖고 

있는 교환 파트너와 하모니를 이루고자하는 

사회구조적 관계”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 

은 개별적으로 느끼는 감성보다는 규제, 계약, 

보증과 같은 안전장치를 통해 향후의 성공적 

인 관계를 위한 노력으로 파악한다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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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미래에 대한 안전 

감을 느끼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에 기반을 둔 

다고 볼 수 있다. 시스템적 신뢰는 미래에 대 

한 안전감을 제공하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사회적 구조의 효과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2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뢰에 대하여 기 

업간 상호인식에 의한 감성적 신뢰요인과 감 

성과는 관계가 없는 시스템적 신뢰요인[27] 

으로 구분하여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3.1.2 지배력

기업과 기업이 상호이익을 위해 오랜 기간 

협력하고 파트너로서의 행위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고 신뢰가 쌓이는 만큼 협력은 제도화 

되며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어 

들게 된다. 조직 간의 협력은 오랜 기간 신뢰 

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인 계약과 다른 계층적 

형태의 지배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조직과 

조직 간의 협력은 의사결정상 단일 지배 상태 

를 의미한다. 지배력은 한쪽이 또 다른 한쪽 

이 시도하는 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 

이라 정의하고 있다[3]. 기업들은 흔히 다른 

기업들이 그들에게 순응하게 하기 위해 그들 

의 지배력을 행사한다.

전형적인 시장지배력인 수직적 통합의 대 

안으로 정보기술을 통해 서로 독립적 인 둘 혹 

은 그 이상의 조직의 업무처리의 통합으로 

Venkatraman (1991)-^- 단순한 비즈니스 파 

트너간의 표준화된 서식의 교환에서 파트너 

간 혹은 조직내부의 기본적인 경영업무처리 

를 통합하고 재조정하는 American Airlines의 

SABRE, Baxter의 ASAP와 같은 전자적 통 

합시스템을 주장했다. 시장의 수직적 통합은 

업무가 상대 파트너의 역할과 성과에 의해 더 

깊이 관련되므로 기업의 의사결정은 더 불확 

실하게 된다[32]. 조직설계관점에서 정보처리 

지지자들은 불확실성은 정보처리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적절한 형태의 

정보처리 메카니즘을 기업들 간에 조정할 필 

요가 있다Hl]. 그러므로 정보기술은 조직간 

정보처리 역량과 업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 

기 위해 단일 지배 메카니즘을 반영한다[10]. 

정보기술 지배력은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을 

사업목적과 기 업 활동에 통합 • 조정 하고자 

하는 역량이다[17]. 특히, 정보기술은 경영환 

경과 파트너 쉽 특성에 대한 차이점과 변론을 

제공한다. 정보기술이 기업간 처리비용을 감 

소시키는 만큼 기업간에 서로 다른 조정과 통 

제 메카니즘에 대한 비교우위에 영향을 미친 

다[20, 28]. 이러한 특성은 현재 정보기술의 

중요한 역할로 인정되며 특히, 본 연구에서 

정보기술이 협력기업들과 조정과 통합을 위 

해 비용 부담 없이 수직적 통합을 통해 지배 

력을 행사하는 것은 기업이 비즈니스를 진행 

하는 방법을 변화시킬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여겨진다.

최근 대규모기업들은 수직적 통합에서 더 

많은 외부기업들과 핵심적인 기업 활동을 계 

약하며 비즈니스 파트너들 간의 관계의 성격 

역 시 변환해 가는 추세 이다[31]. 특히 많은 제 

조기업들이 부품 공급업자들과의 관계를 경 

쟁논리에 의한 관계로부터 협력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소위 '가치사슬 파트너' 라는 새 

로운 협약의 형태로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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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 연구가설

가설 1 : 신뢰요인은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la 감성적 신뢰는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lb 시스템적 신뢰는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지배요인은 기업간 전자거래시스뎀 누현에 M정직인 영향음 미 칠 것이다.

2a 정보기술 지배력은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에 긍정적인 영향올 미칠 것이다.

2b 가치사슬 지배력은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에서 선정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표 1〉과 같이 가설로 설정하였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2.1 감성적 신뢰

Ganesan(1994)은 신뢰를 솔직성, 신뢰성, 

공개성, 정직성,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응답성 

등으로 측정하였다. Zaheer 와 Venkatraman 

(1995)은 신뢰를 높은 수준의 상호신뢰, 일 처 

리의 공정성 등으로 측정하였다. D oucette

(1996)는 신뢰를 파트너가 사업에 정통했다 

고 인식하는 정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배려 

한다는 믿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파트 

너가 돕는다고 인식하는 정도 파트너에 대한 

믿음 등으로 측정하였다. Doney 와 Cannon

(1997)은 신뢰를 약속이행, 정직성, 파트너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믿음, 파트너가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지각, 두 파트너 

모두의 부(Welfare)에 대한 관심, 최대의 관 

심, 진실성, 호의성 등으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간 감성적 신뢰를 '거래 기업간에 자신 

감과 믿음을 갖고 있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 

를 하였다.

3.2.2 시스템적 신뢰

시스템적 신뢰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순 

서로 보여 지는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27]. 

시스템 신뢰는 또한 구조적 안전장치, 혹은 

규율, 보증, 소송과 같은 제도에 의존한다 

[34].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은 거래 문서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거래 절차의 표준화를 수 

반한다. 본 연구는 기업과 기업간의 시스템적 

신뢰 정도를 '기업간 거래 업무와 절차가 제 

도화되어 있는 정도' 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3.2.3 정보기술 지배력

정보기술 지배력은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 

을 사업목적과 기업 활동에 통합 • 조정하고 

자 하는 역량이다[17丄 정보기술 지배력에 대 

한 조작적 정의는 전자거래 관점에서 거래기 

업과의 관계유지, 전자거래의 역할에 대한 비 

전, 시스템 기술수준, 그리고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시장점유 정도로 구분하여 상대기 

업의 비즈니스 활동과 정보시스템의 기능 간 

에 독자적인 영향력의 행사정도로 하였다.

3.2.4 가치사슬 지배력

조직이론의 자원의존성의 개념과 거래비용 

의 최소화를 위한 경제적 관점을 통해 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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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상의 파트너 쉽을 이해할 수 있다[32]. 가 

치사슬상의 영향력은 가치사슬상의 수직적 

통합관계를 유지할 수 역량으로 파악할 수 있 

는데 지배력이 클수록 수직적 통합이 효과적 

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배역량은 

가치사슬 상 전자상거래 활동의 소유권, 잠재 

적 효과에 대한 이해의 정도, 거래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효율성 및 의존성의 정도로 조작 

적 정의를 하였다.

3.2.5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 

정도

정보시스템의 구현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특히 전자거래시스템 구현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용한 활용범위를 요약하여 그 구현정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모든 

형태의 기업은 그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정보 

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한다는 선 

행연구자들이 제시한 것처럼 본 연구자는 기 

업간 전자거래시스템 역시 그러한 절차를 밟 

으리라 가정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정도에 대한 조작적 변 

수들에 대한 내용으로〈표 2〉와 같이 구현정 

도를 거래기업과의 시스템 통합 및 연동정도 

로 평가한다.

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활용기 

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활용정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로 기업간 전자거래시스 

템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정보기술/정보시 

스템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구체적인 자료의 수집방법으로는 방문면 

담을 통한 설문방법을 이용하여 기업간 전자 

거래시스템 활용 여부를 확인하여 협조를 구 

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체 66개 기업의 전산책임자들을 방문면 

담과 대인관계를 통한 설문지의 간접전달 방 

식을 통해 61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을 회수하 

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어진 5부 

를 제외한 56명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이 본 연 

구의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회수율은 약 

92.4%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데, 이는 직접 방문면담 및 대리인을 통한 설 

문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표 

3〉은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의 특성으로서 

응답기업의 업종별 분포，매출액 대비 정보

〈표 2>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정도

구 분 시스템 구현정도

단계 1 단일 구매기업 혹은 단일 판매기업과의 거래

단계 2 다수의 구매기업 혹은 다수의 판매기업과의 거래

단계 3 다수의 구매기업과 다수의 판매기업과의 거래

단계 4 구매 혹은 판매기업의 거래시스템과 내부의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연동

단계 5 구매 그리고 판매기업의 시스템과 내부의 모든 정보시스템과 통합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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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표본의 구성

업 종

기계
전기/ 

전자
무역 제약 제지

축산

가공
유통 금융

기타 

제조업

기타 

제조업
합계

5 
(89%)

9 
(16%)

10 
(17.8%)

3 
(53%)

2 
(35%)

2 
(3.5%)

3 
(53%)

2 
(35%)

12 
(21.4%)

8 
(14.2%)

56 
(100%)

직원 수

100명 미만 300명 미만 1000명 미만 2000명 미만 2000명 이상 무 응답 합계

7(12.5%) 5(8.9%) 17(303%) 16(28.5%) 6(10.7%) 5(8.9%) 56(100%)

연간 매출액

100억 미만 500억 미만 130억 미만 5000억 미만 5000억 이상 무 응답 합계

4(7.1%) 9(16%) 20(35.7%)

매출액

16(28.5%)

대비 정보시스

2(3.5%)

二템 에산

5(8.9%) 56(100%)

0.5% 미만 1% 미만 3% 미만 5% 미만 5% 이상 무 응답 합계

16(28.5%) 12(21.4%) 15(26.7%) 6(10.7%) 2(3.5%) 5(8.9%) 56(100%)

웅답자 직위

실무자급 대리급 과장급 차장/부장굽 임원급 무 응답 합계

3(53%) 7(125%) 25(44.6%) 17(30.3%) 3(5.3%) 1(1.7%) 56(100%)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방법

자체 정보화 인력 전문업체 아웃소싱 복 합 합 계

18(32.1%) 8(14.2%) 30(53.5%) 56(100%)

시스템 예산, 개발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나 

타내고 있다.

4.2 측정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은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해 복수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측정항 

목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SPS^버전 10.1) 

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 

분석은 자료가 이미 설정된 구조와 일치하 

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요인분 

석 결과 하나의 요인 내에 묶여진 측정항 

목들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고, 각 요인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측정항목의 신뢰성은 측정의 정확성 이나 

정밀성을 나타낸다.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 

으로 분석에 사용된 측정항목들이 내적 일관 

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Alpha값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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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타당성

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 

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가 

를 일컫는다. 타당성의 평가는 내용타당성 

(content validity), 기준타당성 (criterion-related 

validity),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학적 연구 

의 관점에서는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가 

를 나타내는 개념타당성 이 특히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주로 여러 선행 연구자들이 타당 

성과 신뢰성 검증을 통해서 사용했던 측정 문 

항들을 이용했으므로 개념타당성 이 어느 정 

도 보장된다고 할 수 있으나 요인분석을 통하 

여 이를 검증하였다. 요인분석 수행에 있어서 

요인추출은 주요인(principal component)방식 

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은 직각회전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4.2.2 신뢰성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인 설문의 신뢰성 

측정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a값을 사용하였다. 내적 일관성은 

특정 변수의 측정을 위하여 여러 개의 문항을 

이용하는 경우에 측정도구내의 항목별 평균 

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신뢰성을 확인하 

려는 것이다. 다른 방법보다 이 방법을 택한 

〈표 4>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항목、^7 요인 1 요인 1 요인 1 요인 1

감성적 신뢰 4 .86748 .02245 .47550 .36086

감성적 신뢰 2 54306 .17214 .50178 -03509

시스템적 신뢰 3 -30256 •53269 .43874 .05925

시스템적 신뢰 1 .23486 ,70257 -.7975 .20763

시스템적 신뢰 2 .06392 .14005 .10943

정보기술 지배력 1 -.02321 35513 .40123 .39111

정보기술 지배력 3 .08006 .09425 .66158 .32723

정보기술 지배력 4 .04120 -04036 .66626 -04374

정보기술 지배력 2 .20321 .23722 ,66704 .19493

가치사슬 지배력 1 .38974 -11822 .34146 .45021

가치 사슬 지배력 2 3605 .17769 .36689 .58661

가치사슬 지배력 4 -.00203 .29927 -.00556 .68669

가치사슬 지배력 3 .08153 .5323 .09603 ^3118

아이겐 값 1.04996 1.11912 1.38060 4.0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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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동일한 연구대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하거나 동등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측정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의〈표 5〉는 다수 문항에 의해 측정된 

연구 변수들의 Cronbach's a값올 산출한 결과 

이다. 이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Cronbach's a값이 0.5 이상으 

로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하였다. 따라서 변 

수의 측정을 위하여 사용된 설문 항목들이 신 

뢰성 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2 연구가설의 검증

이상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결과를 기본 

으로 하여,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정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인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정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표 6〉과 같은 회귀분석 결과를 나 

타내 었다. 분석 결과, F값은 329이고 R-Squaie 

는 0.182이며, 유의 수준은 0.0057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정보기술 지배력（P〈0.05）, 가치사슬 지배 

력（P〈0.01）요인은 유의한 변수로 판명되어 종

〈표 5> 연구변수의 신뢰성 분석

연구변수 琳 목 척도의 형태 Cronbadi's «

생
수

외
변

감성적 

신뢰

거래 기업간에 자신감과 믿음올 갖고 있 

는 정도
•2개 문항 .5157

시스템적 

신뢰

기업간 거래 업무와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는 정도

・3개 문항

♦ likat 5점 척도
5991

정보기술 

지배력

전자상거래의 역할에 대한 비전, 시스템 
기술수준, 그리고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시장점유 정도

•4개 문항

• Likat 囲 척도
.6505

가치 사슬 

지배력

가치사슬 상 전자상거래 활동의 소유권, 잠 
재적 효과에 대한 이해의 정도 거래기업과 

의 협력에 대한 효율성 및 의존성의 정도

•4개 문항

• Liot 5점 척도
.6710

〈표 6> B2B 구현정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방 향 Bata T Sig T

감성적 신뢰 + .10 .88 0.3789

시스템적 신뢰 + .24 1.92 .0577*

정보기술 지배력 + .22 2.08 .0408**

가치사슬 지배력 + .31 3.15 .0022***

R Square .182 Adjusted R Square .126
F = 3.29 유의도: .0057
♦: P < 0.1 ** :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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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설의 검증 결과

가 설 검증결과

가설 la : 감성적 신뢰는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lb : 시스템적 신뢰는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a : 정보기술 지배력은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에 긍정적인 

'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b : 가치사슬 지배력은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속변수인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업간 전자거래 

시스템 구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하여 연구가설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로서, 시스템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치사슬 지배력. 정보기술 

지배력으로 밝혀졌다. 분석결과의 한편으로 

는 감성적 신뢰보다는 시스템적 신뢰가 기업 

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과정에 더 중요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증결과 

를 요약한 것이〈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7〉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연구가 

설 4개중 2개의 가설이 채택된 것으로 밝혀졌 

으며, 본 연구에서 채택된 이러한 변수들은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정도와 밀접한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기업 

간의 신뢰보다는 거래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에 더 유의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개인과 기업간의 전 

자거 래 (business-to-customer electronic 

commerce； B2C e-commerce)에 있어 신뢰요 

인과 인터넷쇼핑몰의 사이트 구성, 보안성, 시 

스템속도나 품질과 같은 전자거래시스템의 

구현성공요인들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Belanger et al., 2002) 

기 업과 기 업 간의 전자거 래 (businews-to-business 

electronic commerce: B2B e-commerce) 를 담 

당하는 기업간 전자거래 시 스템 이 해 당산업 에 

서 표준화된 마켓 플레 이스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신뢰요인들 보다는 해당산업영역에 대 

한 지배력 향상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함 

을의미한다.

5.결 론

5.1 요약 및 논의

정보시스템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자 

들은 혁신요인과 상황요인을 중심으로 정보 

시스템 구현과정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다수 

의 경우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 

의 전개과정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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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은 배제되어왔다. 물론 과거 선행연구 

들을 통해 상황요인과 혁신요인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왜 구현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상황적 요인들은 정보기술의 구현과 조직 

과의 관계에서 기술이 조직의 직무환경에 미 

치는 영향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조 

직이 더 나은효율성을확보하기 위해서 정보 

기술을 구현한다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러 

한 상황적 요인들은 정보기술의 수용결과나 

혹은 수요적 측면에 제한되어있다. 새로운 정 

보기술을 구현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이해하는데 상황적 요인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정보기술이 수용 

되어 구현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흐｝•지만, 

Rogers(1995)의 혁신요인을 통해 구현과정에 

서 진행되어지는 마찰이 어떻게 해결되어지 

는지에 대해 제시하였지만 기술구현과정에서 

조직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신뢰와 지배 요인이 새로운 정보시스템 

의 구현 과 확산에 대하여 미묘한 사실을 제 

공함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정 

보시스템의 구현에 대해 많은 기업들은 그 기 

술과 시스템으로 기대되는 생산성 향상이나 

기타 경영상이 이점이 명확히 제시되거나 파 

악되지 않을지라도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을 

구현을 이끌어 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검 

토한 감성적 신뢰, 시스템적 신뢰, 정보기술 

지배력, 가치사슬 지배력과 같은 사회적 요인 

의 검증을 통해 위압이나 지배요인과 같은 요 

인들이 어떻게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제품가치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기술적 요인 및 변화환경을 고 

려하면 새로운 특정 기술이나 정보시스템이 

현재의 정보시스템 제도권에서 멀어져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떠한 이유에서 새로운 

시스템 구현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지 이해 

할 수 있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및 이의 해석은 

본 연구가 지닌 몇 가지 한계점과 제약사항으 

로 인해 그 수용에 신중해야 할 것 이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보다 엄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 

는 횡단면적 연구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전 

자거래시스템 구축 초기 단계와 구축 후 본격 

적인 사용단계에서 기업 간의 신뢰와 지배력 

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 이 높 

다. 따라서 종단면적인 연구를 고려하는 절차 

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측정방법으로 설문에 전적으로 의존하였 

으나 설문지에 의한 방법은 응답자가 내면적 

으로 지니고 있는 부정적 인 저항을 정확히 반 

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터뷰나 

사례관찰과 같은 방법을 통해 측정하려는 노 

력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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