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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정보기술 신요소가 자상거래 확산과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밝히는데 있다. 조사  

분석을 하여 2009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울, 인천 지역에 치하고 있는 특 호텔에서 구매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매부 직원과 재경부 직원을 심으로 150부의 설문을 배포하 으며 그  135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 결과 정보기술 신요소는 기업 내 확산과 기업 간 확산 모두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 성과에는 기업 내 확산만이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기술과 기업 간 확산은 경 성과

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 은 정보기술 신요소가 기업 내 확산과 기업 간 확산에 향을 주지만 경 성과에는 

기업 내 확산만이 정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경 성과를 이룩하기 해서는 기업 내 확산

을 활성화 시켜야한다는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 중심어 :∣정보기술요소∣전자상거래확산∣경영성과∣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out influences of IT innovations factors on e-commerce diffusion, 

management performance. To research and analyze, from August 15th to September 15th in 2009, 

the questionary distributed 150 working employees at Purchasing Team & Finance Team in five 

star hotel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n used for data analysis 135.

The results come up with; Firstly, the factors of Information Techonology impacted on 

e-commerce diffusion & management performance. Secondly, e-commerce diffusion within 

company only had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f 

IT innovation factors were improved, hotels would have competitive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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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의 등장은 우리

가 살고 있는 세상에 명 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

으며, 그  인터넷을 통한 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통 인 형태의 시장거래를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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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상되고 있다[1][2]. 특

히나  격화되고 있는 로벌 경쟁은 기업들로 하여

 지속 으로 생산성 향상과 원가 감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기회들을 찾도록 강요하고 있다[3].

통계청(2008)자료에 따르면 자상거래를 통한 총 거

래액이 630조에 육박하고 있으며 2007년보다 113조 

453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 다[4].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 간 자상거래(B2B)는 560

조 1350억 원으로 년에 비해 20.6% 증가했고 기업․

정부 간 자상거래(B2G)는 52조 2660억원으로 년 

비42% 증가세를 기록하 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59조6180원으로 체의 64%

를 차지했으며 국내 기업 간 거래액이 430조 8740억원

으로 B2B 거래의 76.9%에 달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확산은 운 자 측이 직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쇼핑몰을 운 하여 재화를 거래하는 방

식으로 제조업자에게는 간 유통마진을 임으로써 

가격 경쟁력의 우 를 지킬 수 있고, 소비자는 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비교하여 구입할 수 있다. 즉, 

공 자와 소비자 간 단계에서 정보와 제품을 연결만 

해주고 있는 기존의 유통채 에 한 의존도를 감소시

키는 개상소멸(Disintermediation) 상을 유도하고 

있다[5-6]. 이러한 자상거래 방식의 유통 형태는 근

래까지 유통단계의 필수요소로 매개역할을 해오던 

간 유통 단계의 사슬 구조를 바꾸는 과정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사업의 기회로서 자상거래 뿐만 아

니라, 기존의 업무 로세스를 신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요성이 인식되어지고 있

다. 즉 인터넷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 달 수 에 머무

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시 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필수 수단이다[7]. 

호텔산업에 있어서도 호텔 업과 서비스의 질을 유

지하기 해 많은 양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자조

달 시스템은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8].

특히나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조달(E-procurement)시스템은 숙박산업에 있어서 

정보기술을 신 으로 이용하는 좋은 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자조달 시스템의 궁극 인 목표는 체 구매

과정을 온라인공간에서 구매 사이클을 자동으로 그리

고 능률 으로 바꾸는 것으로서[9], 자조달 시스템 기

술은 요한 도구 일뿐만 아니라 숙박산업의 공 체인

경 (Supply Chain Management, 이하 SCM)에는 없어

서는 안 될 요한 요소인 것이다. 

특히나 호텔 식자재의 주요품목인 농산물과 수산물

의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유통단계가 일반 공산품의 유

통단계보다 복잡한 유통단계를 가짐으로써 유통마진이 

매우 높고, 수취 가격은 낮기 때문에 원가, 품질, 시간 

그리고 서비스와 함께 수익성 제고를 한 구매유통 개

선이 필요하다[5]. 그리하여 비단 호텔의 식자재뿐만 아

니라 호텔의 반 인 구매품목에 해서도 구매비용

감  구매업무개선 효과를 통해서 이익구조를 개선

시키고, 이를 한 극 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첫째, 정보기술 신요소가 

자상거래 확산에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

째, 자상거래 확산이 경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인가를 악하는 것이다. 궁극 으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정보기술 신

요소를 이용한 자상거래의 확산이 경 성과에 기여

할 수 있는지에 한 역할검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호

텔의 경쟁력 확보를 한 도구로서 호텔기업에 활용되

고 이용되어 질 수 있는데 목 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정보기술 혁신 

신에 한 많은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며 학자들

마다 조 씩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학자들

의 견해를 살펴보면, 신 이란 ʻʻ아이디어, 제품, 기술, 

로그램 등으로 그것을 채택하는 조직에게 새로운 것ˮ 

을 말한다.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상 이고 주 이

기 때문에 이고 객 인 새로운 발명과는 구별

된다[10][11].

Magretta[12]은 What Management Is? 란 자신의 

서에서 신은 ʻʻ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 에서 효율 인 새로운 방법과, 이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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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기 한 기업 활동ˮ이라고 

정의하 다. 

1) 정보기술혁신의 유형

조직 신에 한 연구는 범 하게 다루어지고 있

지만 정보기술 신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일반 으로 조직 신은 그것을 채택하

는 조직의 새로운 생각 는 행동에 한 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IT 신은 무엇인가? IT 신은 

아마도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하고 커뮤니 이션 기술

을 이용해서 조직에서 용할 수 있는 신으로서 범

하게 정의 될 수 있다[13][14].

즉 IT는 주로 정보처리 활동에 이용되는 기술로서 컴퓨터

(Computer) 기술, 제어(Control)기술, 통신(Communication) 

기술 등이 주축이 된 3C기술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경

개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경쟁우 (Distinctive 

Competence)의 제고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등 조

직의 미래에 한 향을 미치고 있다[15]. 한 IT는 

기존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정들을 버리고 새

로운 계들로 변화하는 등 과감한 로세스 신을 가

능  한다[16]. 

일반 으로 IT 신은 조직 신의 한 부분으로 다루

어 질수도 있다. 하지만 IT 신은 형 인 조직 신

과는 다르다. 경 진은 조직 신을 이루기 해서 비즈

니스의 과정에 새로운 정보기술을 어떻게 통합해야 하

는지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IT자체가 신은 아니다. 를 들어 조직에서 

틀에 박힌 IT는 더 이상 신의 목표가 아니고 심지어 

새로운 IT라도 실행에 실패한다면 신결과 한 없을 

것이다. 따라서 IT 신에 한 연구가 고려되어져야 한

다[13][14][17]. 

새로운 정보기술 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은 경쟁우  

창출수단으로서 기업의 로벌 운 략에 직 인 

향을 주어야 하고 기업의 로세스상 성과를 얻을 수 있

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신요소를 ʻʻ

새로운 정보기술 시스템으로서 기업의 운 략에 직

인 향을 주고 경쟁우  창출수단으로 기업의 성과

를 얻게 하는 것ˮ으로 정의 한다. 이 개념에 한 측정항

목은 Teo, Lin & Lai[24]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Gunasekaran & Ngai[25]의 측정도구로 설문을 수정  

보완하 으며, 총 11문항으로 7  척도로 측정하 다.

2. 전자 상거래 확산

자상거래를 보통 의의 개념과 의의 개념으로 

분류하는데 의의 개념은 주로 자몰(Electronic 

Mall)을 심으로 자상거래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

는데, 윤종욱․윤종수[18]는 의의 자몰 개념을 

심으로 ʻ̒시장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교

환을 지원하는 통제기반구조에 의해 지원되는 시장ˮ 이

라는 개념으로 정의하 고, 반면에 의의 자몰 개념

은 시장거래의 부 혹은 특정단계  기능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정의 하고 있다. 

그리고 의의 에서는 자상거래 행 는 불특

정 다수의 경제주체 간에 상품  서비스에 한 계약 

이  단계의 정보교환을 의미하며, 수요 공 자간의 계

약행  혹은 수요자의 주문 등을 포함하고, 계약이후 

납품과 련된 계약사항의 이행을 한 정보교환이나 

지불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19][20]. 따라서 자

상거래는 반드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자우편·팩스와 같은 통신매

체에 의해서 경제주체들 간에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Kalakota & Whinston[21]은 자상거래를 3가지 형

태 즉, 기업 간 자상거래(B 2 B), 기업 내 자상거래

(Intra-business, within business), 기업  소비자 

자상거래(B 2 C)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 상거래를 기업 내, 기업 간 자

상거래로 분류하 는데 기업 내 자상거래는 ʻʻ기업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업내부의 업무를 통합하고 기

업의 외부와 효율 인 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기틀

을 제공하는 것ˮ로 정의하고 기업 간 자상거래는 ʻʻ인

터넷 기반으로 한 자시장에서 복수의 구매자와 매

자가 함께 모여 가격, 제품사양, 거래조건, 동  가격 결

정 메커니즘 등과 련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기업 

간의 거래를 수행하는 활동ˮ 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기업 내 자상거래의 측정변수로는 Pa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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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 Yip,[26]의 연구에서 문항을 도출하 고, 기업 

간 자상거래의 측정변수로는 이 룡[19]의 연구에서 

도출하 으며, 총 문항은 6문항으로 리커트 7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3. 경영성과

자상거래의 확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활용의 성

과로서 구매자에게는 정보탐색비용 감소, 재고수  감

소, 가격인하, 제품구색 다양성, 빠른 조달, 거래비용 

감 등의 효익이 있을 수 있고, 매자에게는 새로운 유

통경로 추가, 가격차별화, 신용 험 감소 등이 있다. 정

보기술의 도입과 련된 문헌들을 보면, 특정 단순한 

정보기술의 도입보다는 정보기술을 어떻게 극 으로 

활용하는가가 성과에 미치는 향이 크다[1]. 

경제  의 연구에서는 정보기술과 성과의 계

를 재무성과보다는 비용, 노동시간, 재고율, 품질과 같

은 에서 평가하 고, 최근에는 균형성과표를 바탕

으로 재무 뿐만 아니라 고객 계, 내부 로세스와 

조직의 학습  성장 의 지표들을 포함하여 성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도 한다.

경 학 분야에서는 기업 활동의 성과로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주로 연구 상으로 삼아왔다[22]. 그리고 효

과성과 효율성을 개념을 통해서 성과를 정의하고 있다. 

즉 효과성은 특정기업의 활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왔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효율성이란 기업의 

특정활동에서 자원이 운 되는 과정에 한 것으로 특

정투입요소를 산출물로 변환시키는데 얼마나 능률 이

었는가와 련된 개념이다[1].

본 연구에서는 경 성과를 재무  보다는 비재

무  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자원의 능률  이용정

도로 정의한다.

4. 변수관의 관계 

주 범[13]의 기업의 e마켓 이스 도입  확산에 

한 결정요인 연구에서는 기술 , 조직  그리고 환경

 요소를 바탕으로하는 정보기술요소가 확산에 미치

는 향을 연구하 다. 그리고 이재원[23]의 기업 간 

자상거래의 확산과 성과의 결정요인의 연구에서 IS 

래닝, 자원, 교육훈련이 많을 수록 EDI의 기업 내 확산

과 기업 간 확산 정도가 크다고 하 으며, 기업 내 확산

과 기업 간 확산 정도가 클수록 EDI의 효율성, 효과성, 

략우 가 크다고 하 다. 

III. 연구방법

1. 표본설계와 설문지 구성

본 연구 한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2008년 12월 1일

부터 31일까지 서울과 인천에 치하고 있는 그랜드 하

얏트 서울, 크 하얏트 서울 그리고 하얏트 리젠시 인

천과 랑스 체인그룹인 아코르의 소피텔 앰베서더즈, 

강남 노보텔 앰버서더 그리고 독산 노보텔 앰버서더 호

텔 등을 직  방문하여 수행되었다. 객실과 식�음료부

의 직원들을 상으로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 으로 213부의 유효 표본을 분석에 이용하 다. 

정보기술 측정은 Teo, Lin & Lai, Gunasekaran & 

Nagi[24-25]의 연구에서 11개 문항, 자상거래 확산은 

이 룡[19], Pae,Kim, Han&Yip[26]의 연구에서 6문항

을 인용하 다. 경 성과는 Lacovou, Benbasat, & 

Dexter[27], 최상철의 연구[5]에서 4문항을 인용하 고,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  6문항으로 총 35문항으로 설

문지를 구성하 다.

2. 연구의 모형

본 연구의 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

이 나타내었다.

그림 1. 연구 모형

3. 연구가설

선행연구 된 변수간의 계와 [그림 1]의 연구모형을 

토 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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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정보기술은 기업 내 확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정보기술은 기업 간 확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 정보기술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H4. 기업 내 확산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 기업 간 확산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 용한 분석방법은 SPSS 15.0과 각 변수들 

간의 향 계를 악하기 해 AMOS 7.0 통계 패키지

를 사용하여 연구하고자 하 다. 수집된 표본의 일반

인 특성을 악하기 해서 SPSS 15.0 로그램을 이용

하여 빈도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고, AMOS 7.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확인요인분석과 경로분석

(Path analysis)을 실시하 다.

IV. 실증분석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35)

구분 분류 빈도
백분율
(%)

구분 분류 빈도
백분율
(%)

성별
남성
여성

115
19

85.9
14.1

등급
( 응 답
자수)

특1급
특2급

78
57

58
42

연령

21-30세
31-40세
41-50세
51 이상

27
57
48
3

20
42.2
35.6
2.2

직급

부장
차장
과장
대리
계장
주임
사원

 2
9
21
24
9
27
43

1.5
6.7
15.6
17.8
6.7
20
31.9

학력

고졸
2년제 졸
4년제 졸
대학원 이
상

9
35
74
17

6.7
25.9
54.8
12.6

근무
년수

3년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
만
10년이상

43
19
11
20
42

31.9
14.1
8.1
14.8
31.1

표본의 특성은 [표 1]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

다. 남성이 115명(85.9%), 여성은 19명(14.1%)으로 남성

의 비율이 압도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 가 57명(42.2%)이고, 40 가 48명(35.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1  응답자가 78명(58%), 특2  응답자

가 57명(42%)로 나타났다.

2. 확인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에 앞서 AMOS의 측정 모형을 이

용하여 확인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을 실시하 고, 크론바하 알  상 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 method)를 이용하여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다. 

각 변수에 한 확인요인분석결과와 크론바하 알  값 들

은 [표 2]-[표 4]와 같이 제시하 다.

1) 정보기술요인에 대한 확인요인분석

표 2. 정보기술의 확인요인분석 결과

연
구
개
념

변    수
Estima
te

S.E. CR
b Standard

Estimate

Cronb
ach's 
Alpha

기
술
적

데이터 정확성 1.162 .112 10.394 .854

.876
처리속도 1.174 .108 10.889 .904

문서치리비용 1.125 .135 8.359 .706

시스템통합 1.000 -
a

-
a

.759

조
직
적

기술변화관심 .797 .089 11.159 .694

.875
신기술적용 1.004 .086 11.589 .878

재정적지원 1.045 .086 11.846 .896

신기술추진 1.000 -
a

-
a

.749

환
경
적

중요파트너권유 1.000 -
a

-
a

.933

.931
거래파트너권유 1.033 .061 16.855 .932

영향력기관의
권유

.882 .072 12.197 .781

모형적합도 x2=69.896(df=40, p=.000), Normed x2=1.747,
GFI=.913, AGFI=.857, NFI=.930, RMSEA=.075, CFI=.968

a: 측정모형에서 측정변수의 모수추정치를 1로 고정시킨 것임.
b: CR(Critical Ratio= t-value).

정보기술요인에 한 확인요인분석결과 [표 2] 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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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났으며 GFI, AGFI, NFI 값이 기 치 0.90에 

부분 일반 인 기 치를 만족하고 있으므로 체 으로 

수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Cronbach's 

Alpha 값도 높게 측정되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확산에 대한 확인요인분석

확산에 한 확인요인분석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

으며 부분의 측정값이 기 치 0.90 보다는 높게 측정

되었고, RMSEA 값도 0.05보다 낮게 측정되어 체 으

로 수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단된다. 한 Cronbach's 

Alpha 값도 0.901, 0.938로 높게 측정되어 신뢰도가 높

다고 할 수 있다.

표 3. 확산 확인요인분석 결과

연구
개념

변    수 Estimate S.E. CR
b

Standar
d

Estimate

Cronb
ach's 
Alpha

기업
내 
확산

기업내직원
사용

1.163 .100 11.575 .858

.901
기업내직원
인식

1.286 .103 12.499 .935

직원들의 
절차

1.000 -a -a .810

기업
간
확산

거래빈도
증가

.930 .060 15.504 .883

.938
거래품목
증가

1.076 .058 18.622 .966

거래금액
증가

1.000 -
a

-
a

.898

모형적합도 x
2
=10.014(df=8, p=.264), Normed x

2
=1.252,

GFI=.976, AGFI=.937, NFI=.985, RMSEA=.043, CFI=.997

a: 측정모형에서 측정변수의 모수추정치를 1로 고정시킨 것임.
b: CR(Critical Ratio= t-value).

3) 경영성과에 대한 확인요인분석

경 성과에 한 확인요인분석결과 [표 4]와 같이 나

타났으며 부분의 측정값이 기 치 0.90 보다는 높게 

측정되었고, RMSEA 값은 0.05보다 높게 측정되긴 하

지만 체 으로 수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단된다. 

한 Cronbach's Alpha 값도 0.805로 높게 측정되어 신

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 경영성과의 확인요인분석 결과

연구
개념

변    수
Estimat
e

S.E. CRb
Standard
Estimate

Cronba
ch's 
Alpha

경영
성과

주문처리
단축

1.000 -
a

-
a

.848

.850

운영비절감 1.011 .097 10.384 .840

구매비용
절감

.964 .107 8.983 .730

물류비용
절감

.803 .104 7.739 .646

모형적합도 x
2
=4.619(df=2, p=.099), Normed x

2
=2.310,

GFI=.982, AGFI=.912, NFI=.981, CFI=.989, RMSEA=.099

a: 측정모형에서 측정변수의 모수추정치를 1로 고정시킨 것임.
b: CR(Critical Ratio= t-value).
주: CFI(Comparative Fit Index:≥0.90이 바람직함), GFI(Goodness of 
Fit Index:≥0.90이 바람직함),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0.90이 바람직함), RMR(Root Mean Square Residual:0.05 이하가 바
람직함),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1-0.08 보통, 0.08-0.05 양호, 0.05이하 좋음), NFI(Normed Fit 
Index:≥0.90이 바람직함), x

2
 (작을수록 바람직), x

2
에 대한 p값(≥0.05

가 바람직함).
a: 측정모형에서 측정변수의 모수추정치를 1로 고정시킨 것임.
b: CR(Critical Ratio= t-value).

3. 경로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AMOS 7.0 로

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

고, 이에 한 분석결과는 [그림 2]와 [표 6]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p<0.1. **p<0.05, ***p<0.01

그림 2. 경로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 H1, H2, H4, 은 모두 유의수 에서 채

택되었으며, 가설 H3, H5은 기각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의 [표 5]과 같다. 정보기술요소모두가 기업 내 확

산과 기업간 확산에는 정(+)의 향을 미쳤으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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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기업 내 확산을 통해서는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에서는 기술 , 조직 , 환경 , 확산, 경

성과에 해 보다 체계 이고 면 한 인과 계를 

표 5. 경로분석에 따른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      로
경로
계수

CR(t값)
채택
여부

H1-1 기술적 요소  → 기업 내 확산 .264 3.101* 채택

H1-2 조직적 요소  → 기업 내 확산 .355 4.006** 채택

H1-3 환경적 요소  → 기업 내 확산 .255 2.942* 채택

H2-1 기술적 요소  → 기업 간 확산 .235 2.818** 채택

H2-2 조직적 요소  → 기업 간 확산 .253 2.943** 채택

H2-3 환경적 요소  → 기업 간 확산 .336 4.432** 채택

H3-1 기술적 요소  → 경영 성과 .041 .375 기각

H3-2 조직적 요소  → 경영 성과 -.029 -.247 기각

H3-3 환경적 요소  → 경영 성과 .081 .794 기각

H4 기업 내 확산 →  경영성과 .519 3.984** 채택

H5 기업 간 확산 →  경영성과 -.004 -.036 기각

*p<0.05, **p<0.01

표 6. 매개효과검증

경로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채택 
여부표 화

계수
C.R.

기술적 → 기업 내 확산 .264 3.101 .264 채택

조직적 → 기업 내 확산 .355 4.006 .355 채택

환경적 → 기업 내 확산 .225 2.943 .225 채택

기술적 → 기업 간 확산 .235 2.818 .235 채택

조직적 → 기업 간 확산 .253 2.943 .253 채택

환경적 → 기업 간 확산 .336 4.432 .336 채택

기술적 → 경영성과 .041 .375 .136 .177 기각

조직적 → 경영성과 -.029 -.247 .183 .154 기각

환경적 → 경영성과 .081 .794 .115 .196 기각

기업내 
확산

→ 경영성과 .519 3.984 .519 채택

기업간 
확산

→ 경영성과 -.004 -.036 -.004 기각

*p<0.05, **p<0.01

살펴보기 해 공변량을 분해해 보았다. 공변량 분해에

는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변수간의 체효과를 직

효과, 간 효과로 구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요소  기업 내 확산만이 경 성과에 미치는 간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보기술 신요소는 기업 내 

확산을 통해서만이 경 성과를 이룩할 수 있고 기업 간 

확산이나 정보기술요인이 직 으로 경 성과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특 호텔 구매부 직원들을 상으로 정보

기술요소가 기업 내 확산과 기업 간 확산을 통해서 경

성과에 미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 다. 이러한 변

수간의 향 계를 통하여 유의한 경로를 알고자 하

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결과변수에 미치는 향력

을 극 화하고자 하 다.

결과변수에 미치는 극 화의 효과는 궁극 으로 호

텔산업의 원가 감을 통한 경쟁력우 확보를 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단되며,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결과 정보기술 신의 기술 , 조직 , 환경

 요소모두가 기업 내 확산과 기업 간 확산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기술 신요소 모두가 경 성과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 내 확산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

치나 기업 간 확산은 경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

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기술 신요소는 기업 내 확산과 기업 간 확산 모

두에게 향을 주지만 경 성과에는 기업 내 확산만이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기업 

내 확산이 구매 련과정을 시스템화하기 때문에 내부

로세스과정을 간소화시키고, 그에 따른 구매담당직원

들의 효율 인 시간안배와 업무의 집 도를 높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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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모든 것이 경 성과에 반 되는 것으로 인식하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보기술 요소를 통해 조직의 

경 성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내 확

산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기업 간 확산의 경우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

가 나타난 이유는 산업 간의 차이, 조사시기와 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호텔기업의 경

성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정보기술 신요소를 도

입하여 회사 내 직원들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시스템에 

한 정  인식을 통해서 내부 로세스를 구체화시

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진행상 한계로는 공간  범 를 서울지역 

인천지역 호텔의 구매, 재경 직원들로 한정하 다는 것

이며 이를 보완하기 해 향후 연구에서는 구매요청을 

하는 호텔의 객실 리부, 식음료부, 조리부, 시설부 등 

구매품목을 주로 요청하는 부서까지 확 시켜 분석하

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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