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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대 산업에서 기업 간 협업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고,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기업 간 협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수차례 진행되어 왔 

지만 중소기업의 모기업과의 협업 관계에서의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모 기업과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협업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조선, 자동차, 전자 업종의 대기업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중소협 

력업체들의 IT 시스템 활용 수준 및 모기업과의 협업 지원 수준을 분석하고, IT 시스템 활 

용 수준이 기업들 간의 협업 지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업무 영역별로 유의한지의 여 

부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각 업무 영역별로 IT 시스템 활용 수준 및 

모기업과의 협업 지원 수준이 다소 차이가 나며, 중소기업의 IT 활용 수준이 모기업과의 협 

업 지원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the importance of inter enteri)rise collaboration is more 

emphasizing for the survival of companies 교nd strengthening its competitiveness. The 

studies using IT systems effect on inter-enterprise collaboration are already taken several 

times. However, there is not much systematic research to evaluate the informatization lev이 

of B2B collaboration.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level of B2B collaboration 건nd the 

use of IT systems for each business area in small and medium-sized collaborative enterprise 

which are classified into shipbuilding, automobile, and electronic industry. We verified that 

the level of collaboration between companies are significant to the level of IT use for each 

business area by regression analys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level of B2B 

collaboration and the use of IT systems for each business area are different.

키워드 : 중소협력업체, IT활용, 협업, 업무 영역

Small and Medium-Sized Collaborative Enterprise, Use of IT systems, B2B 

Collaboration, Busines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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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식경제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제조분야를 

비롯한 전 산업분야에서 정보화는 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생존여부를 결정하 

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 

보화는 기업의 경영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생산성 향상과 거래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근본인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으로 정보화에 투자하 

여 중소기업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다.

중소기 업 기 술정 보진흥원의 2009년 중소기 

업 정보화 수준평가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정 

보화 수준은 53.60점(100점 만점)으로, 2006년 

보다 2.18점 향상하였다[8丄 중소기업의 정보 

화 수준은 5년째 상승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비교하면 77%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54%의 중소기업은 정보화에 소극적이거나 

기존 구축된 시스템도 사후관리가 부족하다 

[7], 2009년 '대 • 중소기업 상생 IT 혁신 사 

업에 참여한 자동차, 전자, 조선 분야의 중소 

협력업체들의 협업을 위한 IT 구축 수준이 

3.25점(5점 만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3].

중소기업의 정보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IT를 활용한 대 • 중소기업 간의 협업 

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으 

나 정보화 지원 기업 수를 늘리는 데 역점을 

두는 등 외형적인 성과에 집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소기업이 정보화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즉, 대 • 중소기업 협업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채 사업이 진행돼 왔다[9].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미약하다는 인식만 있 

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등에 대한 조 

사 내지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략 방향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설정 

하기 위해서 정보화 수준에 대한 과학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보화에 대한 인 

식의 전환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투 

자와 관리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는 각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객 

관적인 지표가 추출되는 것이 필요하다[111

따라서 본 연구는 2009년 '대 • 중소기업 상 

생 IT 혁신 사업'에 참여한 중소협력업체들 

의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자료 

를 기반으로 중소협력업체들의 정보화 수준 

과 협업 지원 수준을 분석하고,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소협력업체의 

모기업과의 협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구축되 

어야할 정보시스템을 알아보고, 중소협력업 

체의 모기업과의 협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의 범위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기업의 정보화 및 기업 간 협업에 대해서 

는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선행 연구 

들은 크게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한 IT의 

기술적인 측면과 기업 간 협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지식경제부에서 발간한 '국내기업 e-비즈 

니스와 IT 활용 조사 보고서 (2009)'에서는 IT 

구성요소와 기업간 IT 활용 수준 사이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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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요소

- DB 관리 및 활용 수준
- 정보 시스템 보안 수준
- 백업 체계

조직적 요소

- 현업 부서 임원진의 e 비즈니 
스 의사결정 참여 정도

-CEO의 온라인 결재 비중

기업간 IT 활용 수준

환경적 요소

- 웹기반 애플리케이션 비중

〈그림 1〉기업 간 IT 활용 수준과 유의한 IT 구성 요소

관성을 분석하였는데,〈그림 1＞에서와 같이 

총 12개의 항목 중 DB 관리 및 활용수준, 정 

보시스템 보안수준, 백업체계, 현업 부서 임 

원진의 e-비즈니스 의사결정 참여정도, CEO 

의 온라인 결재 비중,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비중 등 6개 항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기업이 기업간 IT 활용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6가지의 IT 구성요소를 향상시키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12].

임춘성 등(2008)은 IT 활용수준에 대해 사 

용자가 업무 수행에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정도와 체감 효과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IT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구죽수준, 품질수준, 활 

용수준으로 나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 시스 

템의 활용 빈도나 가용율을 측정하는 것이라 

하였다. 예를 들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지만 

품질이 떨어지거나 하여 수작업보다 효율이 

낮을 경우에는 IT 지원수준이 떨어진다고 판 

단할 수 있는 것이다⑸.

2000년을 전후하여 많은 기업들이 정보화 

를 통해 업무 처리를 위한 시간, 비용, 오류 

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기업 내 또 

는 기업 간의 자원과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공유는 기업의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에, 기업 간의 협업은 주로 정보시스템을 기 

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4], 즉, 이미 많은 

기업들은 정보기술을 통해 협력적 파트너십 

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업 

이 공급사슬 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하 

면, 공급사슬의 성과는 협업의 성과를 통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공급 사슬을 지원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성과 역시 협업의 

성과와 관련지어 분석할 필요가 존재하는 것 

이다.

양제민과 박재천(2006)은 중소기업의 협업 

을 촉진할 수 있는 題업 중개기관(e-Colla- 

boration Intermediary)'의 도입을 제안하였 

다. 협업을 위해서 비즈니스적 요소 뿐 아니 

라 기술적 요소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개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협업 시스템 아 

키텍처를 제안하였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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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권(2006)은 기업 간 협업의 형태를 지 

배관계와 지분소유 여부에 따라 통합형, 관계 

형, 계층형, 시장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고, 구조 변화의 인센티브에 의하여 협업체 

제가 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이를 

통해 지배의 정도에 따라 수직적인 형태와 

수평적인 형태가 결정되며, 관계가 수평화 될 

수록 비교적 균형 잡힌 산업조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6].

한편, 1980년대 이후 국내에서의 협업은 

수직계열화 관계로 인하여 자본, 생산, 기술, 

유통 측면에서 체계적인 통제가 강조되었다 

물론 수직적인 협업은 주도적인 기업에 의해 

추진력을 더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협업 

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 

대적으로 힘이 약한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기 

업 활동이나 경쟁력 제고를 보장하지 못함으 

로써 종속적인 하청관계로 변질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1]. 더욱이 e-비즈니스 환경에서 최 

용록(2002)은, 실증적으로 SCM(Supply Chain 

Management) 이나 B2BI(Business to Busin

ess Integration)와 같은 협업이 수직적인 관 

계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짐으로 

써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소극 

적, 수동적인 입장에 놓인다고 분석한바 있다 

[10],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강조되는 협업의 형 

태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수직적 

협업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동 

등함이 보장되는 수평적인 협업구조가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더욱이 중소기업들은 비교 

적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 

업만의 참여로 협업을 구축할 경우, 어느 한 

주도적인 기업이 참여한 경우보다 동등한 입 

장에서 협업을 구성하는데 보다 용이하고 그 

당위성을 갖고 있다 하겠다.

3. IT 시스템 활용 수준 분석

3.1 자료의 수집

박찬석(2009)은 SCM에 대해서 공급사슬 

(supply chain)을 이루고 있는 자재 공급업체 

에서 소매에 이르는 모든 거래 파트너들이 

함께 일하며, 통합된 운영 및 장애요인을 극 

복함으로써 최소의 총 비용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 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SCM의 핵 

심 업무 프로세스를 신제품 기획 및 도입, 구 

매, 프로모션, 제품 공급(수요 및 공급관리, 

자재공급, 생산, 납품)으로 분류하였다[2].

본 논문에서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업무 영 

역별 IT 시스템 활용 수준 및 모기업과의 협 

업 지원 수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 2009 

년 '대 • 중소기업 상생 IT 혁신 사업'에 참여 

한 중소 협력업체들의 ISP 보고서에서 사용 

된 업무 분류체계에 따라 업무 영역을 개발 

업무, 영업 업무, 구매 업무, 생산 및 물류 업 

무로 분류하였다[13]. 그리고 2009년 '대 • 중 

소기업 상생 IT 혁신 사업에 참여한 전자, 

자동-차, 조선 업종 대기업의 협력업체 중 179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 

으로 하였으며, 미응답, 응답 누락, 중복응답 

등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99개의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 

여 진행 하였다. 표본에 대한 업종별 특성 내 

용은〈표 1〉고｝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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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업종별 특성

구 분 기업 수 비율

업종

전자 29 0顎

자동차 51 0.52

조서 19 0.19

3.2 IT 시스템 활용 수준

IT 시스템 활용 수준은 중소협력업체에서 

각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IT 시스템에 

대하여 그 활용 수준을 조사한 것으로〈표 

2＞에서와 같이 5단계로 나뉜다. 활용 수준이 

丁이면 기업의 업무 활동에서 IT 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준이 낮고, '5'인 경우 기업의 업 

무 활동에서 IT 시스템의 활용 정도가 높다 

는 것을 나타낸다.

〈표 2〉IT 시스템 활용 수준 코-드

IT 시스템 홤용 수준 

코任
rr 시스텡 활용 수준

1 20% 미만

2 21 〜40 %

3 41 〜60 %

4 61 - 80 %

5 81% 이상

IT 시스템 활용 수준에 대한 항목은 각 기 

업에서 업무영역별로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IT 시스템을〈표 3＞과 같이 개발 업무 4개 

항목, 영업 업무 5개 항목, 구매 업무 4개 항 

목, 생산 및 물류 업무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표 3＞ 업무영역별 B 시스템 활용 지표

업무영역 항목 宀，..다 허 ？ V）灵

개발 업무

1 설계도면 시스템 관리율

2 BOMZRecipe 시스템 등록률

3 전자사담、;」이용률

4 프로젝트 시스템 관리율

영업 업무

5 주문 시스템 처리율

6 전자주문 비율

7 e-비즈니스 매출 비율

8
지점 및 대리점 시스템

연결률

9
Online 고객 주문 및 반품 

처리 정보 제공률

구매 업무

10 구매발주 시스템 처리율

11
전자 구매되는 구매 건수

비율

12 e-Marketplace 이용률

13 구매 Order Monitoring 비율

생산 및 

물류 업무

14 생산계획 시스템 수행율

15 생산 Order 시스템 관리율

16
공정별 생산실적 시스템 

등록률

17 MRP 자동 발주율

18 물류 Bar Code 부착율

19 재고 Location 시스템 관리율

20 자동 재고 갱신 비율

21 Order Tracking 정보 제공률

〈그림 2＞는 지표별로 각 기업들의 IT 시 

스템 활용 수준의 평균치를 나타낸 것이다. 

영업 업무의 '주문 시스템 처리율'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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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
3

1.616

생산 및물류 업무게발 업무 영업업무 구理 업무

〈그림 2〉IT 시스템 활용도

2.535점으로 가장 높으며, 업무 영역별로 사 

용하는 시스템들의 평균 점수의 차이가 비교 

적 크게 나타났다. 또 전체적으로 타 업무 영 

역에 비해 생산 및 물류 업무에서의 IT 시스 

템 활용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는 각 업무 영역별 IT 시스템 활용 

수준의 평균 점수를 타나낸 것으로, 업무 영 

역별로 IT 시스템 활용 지표들의 점수를 합 

산한 뒤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계산 하 

였다. 개발 업무, 영업 업무, 구매 업무의 IT 

시스템 활용도는 큰 차이가 없지만 생산 및 

물류 업무에서는 IT 시스템 활용도의 평균 

점수가 1.848로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표 4＞ 업무영역별 평균 IT 시스템 활용도

rr 시스템 활용도

개발 업무 1.199

영업 업무 1.204

구매 업무 1.116

생산 및 물류 업무 1.848

4. 협업 지원 수준 분석

협업 지원 수준은 중소 협력업체와 모기업 

과의 IT 시스템을 이용한 협업 수준을 나타 

낸 것으로,〈표 5＞와 같이 5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협업 지원 수준 코드는 중소기업이 모기업 

과의 협업을 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디-. 협 

업 지원 수준이 T일 경우 전자우편, Fax 등 

의 기본적인 IT 시스템만을 이용하여 인간이 

직접 협업 활동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하는 

수준을 나타내며, 협업 지원 수준이 5일 경 

우 IT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의 모든 협업 활 

동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짐을 나타내며 협업 

의 지원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개발 업무의 협업 지원 수준은（표 6＞과 

같이 전자 카탈로그와 제품 정보 관리 시스 

템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그림 3＞은 개발 

업무에 대한 협업 지원 수준의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7＞은 영업 업무에서 협업 시 사용하 

는 주문/영업 관리 시스템에 관련한 조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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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협업 지원 수준 코드

협업 지원

수준 코드

1

:萍틣 M 쁘"舗囊 寻 IIIB 慧 3 鑼綾綫III备
인간-판독 가능한 매체（예 : Fax, E-mail 등）를 이용한 협업 지원

2
기계-판독 가능한 매체（EDI, 웹 서비스 등）를 이용하며, 표준 데이터 코드와 데이터 

포맷 등의 데이터 정합성이 확보된 수준의 정보 공유

3
기계-판독 가능한 먜체를 이용하며, 데이터 정합성이 확보되고, 단순 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의 정보 공유

4
기계-판독 가능한 매체를 이용하며, 데이터 정합성이 확보되고, 거래정보 교환 뿐 만 

아니라 상호 데이터 검색 가능한 수준의 협업 지원

5
기계-판독 가능한 매체를 이용하며, 데이터 정합성이 확보되고, 상호 데이터 검색 

외에도 프로세스를 연동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처리 가능한 수준의 협업

〈표 6〉개발 업무의 IT 시스템별 협업지원 수준에 대한 평가 항목

시스템 

명칭
항목 릟芸縁"髪縁W 篷鑿縁*顶瑚|癡箋**綬* W"縁"IWI續麥

전자 

카탈로그

1 제품코드에 대한 표준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타 기업과의 거래호환성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2 제품 규격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화 하여 손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까?

3 Web을 통한 상품 카탈로그 기능과 이용자별 맞춤 상품제안기능이 있습니까?

4 시스템 간이 연계되어 전자상거래를 위한 E-Marketplace를 구현하고 있습니까?

제품 정보

관리

시스템

5 제품 정보가 모델이나 부품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전사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6 L던 상대 별 ? 항상 실시간으로 파트너들과 공유됩 니끼-?

7 시人네 3 房해 '4J 너:<1 봉동작업도 가능합니까?

8 J며윽 네이너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9
모델별로 E-BOM을 모두 생성하며, 생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M-BOM과 

자동연겨）/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림 3> 개발 업무에 사용되는 IT 시스템의 협업수준 지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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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영업 업무의 IT 시스템별 협업지원 수준에 대한 평가 항목

시스템 명칭 항목 지이 .8

주문/ 

영업 관리 

시스템

1
상품주문, 상품정보, 재고확인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까?

2 영업활동을 관리해주는 영업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3
온라인을 통해 고객의 주문이 접수되면 백엔드 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문에서 

배송 완료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까?

4 고객이 주문한 모든 제품에 대해 생산, 출고, 입고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까?

5 고객이 주문한 모든 제품에 대해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합니까?

6
시스템을 통해 고객별 거래내역 및 신용정보가 조회되고 거래 승인 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문이 신속하게 처리됩니까?

7
고객불만 및 개선사항 처리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원인분석 정보가 공유되어 

제품 품질개선에 활용되고 있습니까?

8 고객의 구매/판매계획 및 재고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까?

〈그림 4＞ 영업 업무에 사용되는 门■시스템의 협업수준 지원 정도

목이며,〈그림 4＞는 조사 결과이다.

〈표 8＞은 구매 업무에 관련한 협업 수준 

에 대한 조사 항목이고,〈그림 5＞는 조사 결 

과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9＞는 생산 및 물류 업무의 협업 시 

사용 하는 IT 시스템의 협업 지원 수준에 대 

한 조사 항목이고,〈그림 6〉은 생산 및 물류 

업무의 협업 수준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0＞은 각 업무 영역별 협업 지원 수 

준의 평균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업무영역별 

로 협업을 하고 있는 항목들의 점수를 합산 

한 뒤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계산 한 것 

이다. 개발 업무 및 구매 업무의 협업 지원 

수준의 평균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오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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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구매 업무의 IT 시스템별 협업지원 수준에 대한 평가 항목

시스템 명칭 항목

구매 관리 

시스템

1
구매 관련 기준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판매계획 및 재고 수준에 따라 

구매시점 및 구매량이 자동으토 산출될 수 있습니까?

2 공급업체와 판매/구매계획 및 재고정보를 시스을 통해 공於흐卜고 잉 수니까?

3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모든 공급자들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구매 요청 및 입찰이 

가능합니까?

4
구매 요청자는 인터넷을 통해 생산, 출고, 입고까지의 일체의 공급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5 구매 요청자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공급사 

관계 관리 

시스템

6
공급사 평가를 위한 공급가격, 품질 납기준수율 등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분석될 수 있습니까?

7
개별 공급자에 대한 총제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 구매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8
비즈니스 중요도, 구매금액, 구매품질 및 성과 등에 근거하여 공금업체를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9
공급업체의 평가 등급에 따라 구매조건 차별화를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4 S 6 7 8

〈그림 5> 구매 업무에 사용되는 IT 시스템의 협업수준 지원 정도

업 업무와 생산 및 물류업무의 협업 지원수 

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5점 척도인 설문에서 평균 점수가 2 

점 이하로 낮게 나온 이유는 각 부문별로 협 

업을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0점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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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생산 및 물류 업무의 IT 시스템별 협업지원 수준에 대한 평가 항목

시스템 명칭 힝 목 지원 요소

생산/공정 

관리 시스템

1 생산관리 시스템은 예측을 위해 정보시스템과 통합되어 있습니까?

2
생산계획 관리를 사용하여 생산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까?

3
외주관리, 공정관리, 인력관리, 설비관리, 품질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4
공정/라인 운영 계획에 의해 생성된 생산 지시에 따른 각 설비에서의 제품 

완료 실적이 자동으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5
시스템을 통해 수요계획, 자재소요계획, 생산가용능력계획 등의 변동 상황을 

최소단위로 반영하여 최적의 생산계획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6
수요계획, 자재소요계획, 생산가용능력계획 등에 대한 계획과 변동 상황이 

외부 파트너/공급자와도 공유되고 있습니까?

품질관리 

시스템

7
해외 고객 및 디자인 파트너사와의 품질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온라인상으로 

가능합니까?

8
품질관리 시스템이 설계개발/조달/제조/시장품질/품질보증 품질분석 등의 

모든 품질 관련 기능들을 통합하고 있습니까?

창고/배송 

관리 시스템

9
창고/배송관리 시스템이 외부 거래처, 물류업처L 운송회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10
표준화된 바코드 시스템을 사내 뿐 아니라 입하선/출하선과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림 6> 생산 및 물류 업무에 사용되는 IT 시스템의 협업수준 지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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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업무 영역별 평균 협업 지원 수준

척，3 七!

개발 업무 0.88

영업 업무 1.205

구매 업무 0.728

생산 및 물류 업무 1.016

5. IT 시스템 활용도와 협업 

지원 수준의 관계 분석

이승제 등（2009）은 정보기술의 활용 수준 

이 기업들의 협업과 조직의 성과관계에 미치 

는 영향이 유의하다는 것을 검증했다［4丄 이 

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중소협력업체의 

IT 시스템 활용이 모기업과의 협업 지원 수 

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소 

기업의 IT 시스템 활용도 및 중소협력업체의 

모기업과의 협업 지원 수준을 각각 변수로 

하여 통계패키지 SPSS 18.0을 이용해 두 변 

수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데이터로는 IT 시스템 활 

용도 및 협업 지원 수준에 대하여 조사한 결 

과를 업무 영역별로 합산을 한 뒤 문항 수로 

나누어 각 업무영역별 평균 점수를 내어 사 

용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업무 영역별 구분 없이 전 

체 영역에서 볼 때 R값이 0.743으로 높게 나 

왔기 때문에 IT 시스템 활용수준과 모기업과 

의 협업 지원 수준이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 

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의 552%만큼 

설명 가능한 것을 R-제곱 값으로부터 알 수 

있다. 상수의 유의확률이 0.222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계수는 유의확률 0.000 

으로 유의하며, 분산분석결과 또한 유의확률 

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0.000이 나왔으므로 

이 회귀분석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가］발 업무에서는 R값이 0.679로 IT 시스템 

활용 수준과 모기업과의 협업 지원 수준이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회귀분석 결과

■■■■■
R

R

제교

분산분석 계수

善i：芸1荟"

F 가

유의확률 

（유의수주 

0.05）

상수 계수

비瑟순 화 

게 수

유의
|*||

W 표준화 

계수

유의확률 

（유의수수 

（）.毎）

업무 전체 0.743 0.552 119.67 0.0)0 0.118 0.222 0.626 O.(XX)

개발 업무 0.679 0.462 83.1S4 0.000 0.^9 0.0)4 0.493 0.0)0

영업 업무 0.423 0.179 21.0 0.000 0.726 0.0)0 0.398 o.（x）o

구매 업무 0.439 0.193 23.219 0.000 0.379 0.000 0.313 o.(m
생산 및 

물류 업旱
0.714 0.549 117.929 0.000 O.(B7 0.435 （戒）3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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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제곱 값으로부터 이 회귀식이 46.2%의 설 

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고 분산분석 결과 유 

의확률이 0.000이므로 회귀식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상수와 계수 역시 유의확률이 유의 

수준인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업 업무와 구매 업무에서는 R 

값이 각각 0.423과 0.439로 상관관계가 보통 

임을 알 수 있다. R-제곱 값 또한 각각 0.179 

와 0.193으로 설명력은 높지 않다. 생산 및 

물류 업무영역에서는 R값이 0.714로 네 개의 

업무 영역 중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상수항의 유의확률이 0.435로 유의하지 

않지만 분산분석과 계수의 유의확률이 0.000 

이므로 회귀식 및 계수는 유의 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과로부터 IT 시스템 활용 수 

준과 모기업과의 협업 지원 수준사이의 관계 

는 모든 업무 영역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생산 및 물류 

업무와 개발 업무의 경우 상관관계 및 설명 

력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IT 시스템의 활용 

도가 높을수록 모기업과의 협업 지원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모기업과의 정보공유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전사적인 측면과 개별 

업무영역에서의 IT 시스템 활용 수준이 모기 

업과의 협업 지원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모두 채택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그림 7＞부터〈그림 11＞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7＞에서는 중소기업 

의 전체 업무 영역에서,〈그림 8＞부터〈그 

림 11＞까지는 개발, 영업, 구매, 생산 및 물류

가말업무IT 시스텸홀巻수준

〈그림 8＞ 개발 업무의 IT 시스템 활용 수준에 

따른 모기업과의 협업 지원 수준

K卜J 
4- 
明

5S 
潛 
Or 
员
68 
位

잉업업우 IT■시스텀활#수준

〈그림 7＞ 중소기업의 IT 시스템 활용 수준에 

따른 모기업과의 협업 지원 수준

〈그림 9＞ 영업 업무의 IT 시스템 활용 수준에 

따른 모기업과의 협업 지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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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구매 업무의 it 시스템 활용 수준에 

따른 모기업과의 협업 지원 수준

각 업무 영역별로 IT 시스템 활용 수준이 증 

가 할수록 모기업과의 협업 지원 수준역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 협업에서 업무 영 

역별로 IT 시스템의 활용도와 협업 지원 수 

준을 분석하고, IT 시스템의 활용도가 협업 

지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전사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발 업무, 영업 업무, 

구매 업무, 생산 및 물류 업무의 개별 업무 

영역별로도 정보시스템의 활용 수준이 높은 

협력업체일수록 모기업과의 협업의 지원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발 업 

무, 생산 및 물류 업무는 상관관계 및 회귀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이 비교적 높은데 반해 

영업 업무, 구매 업무는 비교적 낮게 나온 결 

과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업무 

영역별로 상관계수와 설명력의 차이가 발생

〈그림 11〉생산/물류 업무의 IT 시스템 활용 수 

준에따른모기업과의 협업 지원 수준

하는 이유는 IT 시스템의 활용도와 협업 지 

원 수준의 차이에서 오며, 이는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 협력의 니즈의 차이에서 오는 것 

으로 사료 된다. 한국 IT비즈니스진흥협회에 

서 발간한 “대 • 중소 상생 IT 혁신 연구 분 

석 및 백서 발간 사업(2009)”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협력업체의 협력에 대한 니즈는 1순위가 

판매 및 마케팅勿.2%), 2순위가 기술협력(21.8%), 

3순위가 자금신용(18.8%)인데 반해서 대기업 

은 협업의 니즈가 1순위 생산혁신(34.8%), 2 

순위 기술 협력(19.6%), 3순위 판매 및 마케 

팅(16.3%)으로 조사되었다[10]. 즉,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대기업의 요 

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협 

업에 대한 니즈보다 대기업의 협업에 대한 

니즈가 우선시 되고 이러한 결과로 생산 및 

물류 업무, 기술 및 개발 업무의 영역의 IT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우선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 간 협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 기업 간 협업 관계에서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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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간 협업의 문제는 각 기업 

들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기업들이 요구하 

는 사항이나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기업 간 협업의 향상과 이를 

위한 IT 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여건이 고려되어 기업별, 업무 

영역별로 차별화된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현 

실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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