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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조직의 전략과 IS 전략 간의 적합성 요인이 IT 아웃소싱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도입성과 간의 조
절적 역할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T 아웃소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조직요인(정보시스템 성숙도, CEO

의 지원), 거래요인(자산 특수성, 불확실성, 정보시스템의 사용정도), 위험요인(안전성(보안)의 위험, 비용의 증가위험, 

자율성 상실의 위험)으로 설정하였고, 성과요인은 경제적 효과와 기술적 효과로 설정하였으며, 조직의 전략과 IS 전
략 간의 적합성 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의 전략 및 IS 전략의 적합
성 요인은 조직요인의 하위 변수인 정보시스템 성숙도, CEO의 지원, 거래 요인의 하위 변수인 불확실성, 정보시스템
의 사용정도, 위험 요인의 하위 변수인 안전성(보안)의 위험, 비용의 증가 위험, 자율성 상실의 위험 요인들과 도입성
과 간에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조직에서 아웃소싱을 통하여 정보기술의 도입 성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전략과 IS 전략이 잘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합성 요인이 자산 특수
성 요인과 도입성과 간에서는 조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IT 아웃소싱, 조직요인, 거래요인, 위험요인, 도입성과, 전략의 적합성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at adjustment roles of the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System strategy 
suitability factors between influence and introduction outcome factors in the IT outsourcing in government 
offices. Influence factors of IT outsourcing are organization factor(information system maturity, CEO's support), 
trade factor(asset speciality, uncertainty, using degree of information system), risk factor(risk of security, risk of 
increase in cost, risk of losing autonomy). And outcome factors are set as economic effect and technology 
effect. We analyzed that organization and IS strategy suitability factors as moderator variables. Results are the 
followings. It was analyzed that organization and IS strategy suitability factors are in charge of adjusting role 
among information system maturity which is lower variable of organization factor, CEO’s support, uncertainty 
of trade factor’s lower variable, risk of security which is risk factor’s lower variable, risk of increase in cost, 
loss of autonomy. Therefore, in order for organization to increase the outcome of information technology, 
organization strategy and IS strategy should be promoted in combined manner.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strategy suitability could not take the adjusting role between asset specialty and introduction outcome.

Key Words : IT outsourcing, organizational factors, trade factors, risk factors, introduction outcome, strategy 
su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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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공기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은 1997년 외환 기

를 배경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공공부문 개 , 

민간경제의 활성화, 공공기  업무추진 능력 향상을 목

으로 기획 산 원회 지침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국가 으로는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통

하여 민간 문기술 활용, 서비스 품질의 향상, 민간시장 

활성화 등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공공기 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외환 기를 배경으로 이루어졌

기 때문에 법과 제도  정비, 시장 환경에 한 고려, 정

보시스템의 특징  기 의 업무성격에 한 고려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도 있어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으로 인한 문제 이 노출되고 있다[1]. 그간 공

공기 에서는 원가 감, 경 효율화와 경쟁력 확보 등 

민간부문의 성공한 경 기법을 참고하여 능률성 제고를 

하여 아웃소싱을 추진하 으나 많은 사업이 기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것은 공공기 의 정보기술 아

웃소싱의 추진원칙이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동안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에 한 결정과정  

성과에 한 부분의 연구가 민간기업을 상으로 수행

되어 공공기 을 포 하는 실증 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 을 상으로 하여 

아웃소싱의 도입성과를 략의 합성 에서 분석하

여 정보시스템의 효율 인 아웃소싱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공공기 의 IT 아웃소싱의 도입에 따른 

향요인과 성과 요인에 해 선행연구 결과들을 심으로 

하여 문헌 인 고찰을 하 으며, 아웃소싱 도입 향요

인과 성과 요인에 간에 략의 합성 요인이 조 인 

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하여 이에 합한 연구모

형과 연구가설을 제시하여 통계 으로 실증분석을 하

다. 자료의 수집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 을 

상으로 하여 설문지 조사방법을 통하여 수행했으며, 수

집된 자료는 SPSS 20.2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목

을 하여 요인분석, 신뢰성 검정, 회귀분석 등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 다.

2. 이론적 고찰

2.1 아웃소싱의 개념과 정의

아웃소싱은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고정비용(fixed 

cost)을 가변비용으로 환시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

시킬 수 있고, 자본 투자비용을 감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웃소싱은 기업경 의 유연성을 해칠 수

도 있고, 장기 으로 비용이 증가하거나 통제력을 상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험에 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

다. 따라서 아웃소싱은 사용자와 외부 공 업체가 목표

를 공유하고, 확고한 동반자 계를 형성하여 략과 인

력, 로세스, 문화의 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2]. 지 까

지 선행연구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아웃소싱과 련

한 이론들은 략  , 경제학  , 사회교환 

에서 근하고 있는데 각각의 이론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 아웃소싱의 이론적 배경

2.2.1 거래비용 이론

거래비용 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은 경제학  

에서 근하는 이론으로 외부  조정 비용에 을 

두어 조직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외부 문회사로부터 구

입할 것인지, 혹은 내부 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을 

두고 근하는 개념이다. 즉, 거래비용 이론은 외부 서비

스 제공자와 내부 자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에서 출발한다. 기업은 아웃소싱을 결정을 할 때 생산

비용(production costs)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구매를 통한 생산비용과 거래비용

의 합계가 자체 생산 비용보다도 다면 기업은 시장구

매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반 의 경우에는 생산형

태를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기업들이 거래 계

를 내부화 하는 주된 이유가 거래비용의 증가 때문이다

[2]. 따라서 기업은 아웃소싱을 결정함에 있어 리비용

(administrative cost)과 기업 조직(인소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비용을 이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다. 

결과 으로 거래비용 이론은 기업이 생산과 거래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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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이를 하여 기업내부에서 제

작할 것인가, 외부시장에서 구매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조직의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의 이론이다.

2.2.2 대리비용 이론

리비용 이론(Agency Theory)은 경제학  에서 

근하는 이론이다. 리비용 이론은 본인- 리인 계

에 한 근거와 그 계 내에 존재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 이론은 본인이 리인에게 의사 결정권을 부

분 으로 임하여 리인으로 하여  본인의 이익을 

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 계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리 문제는 목표 불일치성과 정보 비 칭성으로 

인해 리인 측이 노력을 게을리 하는 도덕  해이와 

리인이 능력을 허  진술하는 역선택(adverse section)의 

문제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리 계에서 본인은 

이러한 리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보

장하기 해 리비용(agency cost)을 부담하게 되는데, 

리 문제의 은 본인과 리인과의 계를 리하는 

가장 효율 인 계약을 결정하는 데 있다[3]. 한편, 아웃소

싱과 련하여 에서 설명한 리 이론은 명시 으로 

아웃소싱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부 조달

과 아웃소싱 간의 상  우 를 평가하기 한 우수한 

틀로 활용되고 있다. 즉, 아웃소싱의 경우 목표 불일치성

과 정보 비 칭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사용자)은 높은 불

확실성, 고 험의 회피, 낮은 계획의 가능성, 낮은 결과

의 측정 가능성, 보다 긴 계약 기간의 부담을 안게 되어 

리 비용은 높아지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조직은 

리 비용이 낮을 경우에만 아웃소싱을 선택되게 된다. 

2.2.3 자원기반 이론

자원기반 이론(Resource-based Theory)은 략  

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 기업에 투입되는 범 한 자

원은 기업능력(ability or capability)을 결정하고, 다시 기

업 능력은 기업 이익과 경쟁우 (competitive advantage)

의 원천이 되는 기업의 역량이 될 수 있다는 에서 

근하고 있다. Grant[4]는 자원기반 이론과 련하여 기업 

내부에 있는 자원과 능력은 기업 이윤창출을 한 원천

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기반 이론은 기업

의 내부  자원과 역량에 을 맞추고, 자원 자체를 기

업 특유의 임무를 가능  하는 투입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자원기반 이론은 재의 자원이 상에 못 미칠 

때 이러한 차이를 보충해 주기 해 아웃소싱을 하여야 

한다는 이다.

2.2.4 자원의존 이론

자원의존 이론(Resource Dependent Theory)은 이 역

시 략  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 기업의 외부 환경

에 을 맞춘 이론이다. 자원의존 이론은 기업이 경쟁

우 를 획득하기 해서는 자원을 보유․획득하는 능력

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략에 바탕을 두고 있다[5]. 즉, 

이 이론은 기업의 과업환경(힘과 권한의 집 정도, 요

한 희소자원의 이용 가능성, 조직간 계의 정도와 유형)

에 의존하며, 외부 환경에서 강한 단 와는 제휴를 맺거

나 아웃소싱하고, 약한 단 에 해서는 강한 통제를 한

다는 이론이다[5]. 자원의존 이론은 조직의 환경은 조직

의 생존에 필수 으로 필요한 가치 있는 자원을 보유하

고 있으며, 조직들은 다른 조직들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을 최 화 할 수 있도록 자원에 한 통제력을 획득한

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출발하고 있다[6].

2.2.5 경쟁우위 이론

경쟁우  이론(Competitive Advantage Theory)도 

략  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 아웃소싱의 략  가

치를 외부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경쟁  우 를 먼  획

득한다는 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Drucke[7]는 기업

들은 시장의 변화에 한 반응을 통해 략을 수립하고 

다른 기업들보다 가시 이고 수익성 있는 경쟁우 를 획

득하고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

업은 우수한 경쟁  성과를 달성하기 해서 우 의 포

지션으로 환하고자 할 것이며 경쟁 지향 , 고객 지향

, 마  지향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조직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하여 자체 으로 생산할 수 없는 자원

이나 생산 능력을 상호 교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경쟁우  략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일반 인 원칙이 

있다[8]. 첫째, 경쟁 우 는 최종재 시장에서의 높은 성과

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기업들은 시장 정보를 

하게 취 하기 해서 최종재 시장의 경쟁자나 고객

의 행동에 을 둔 략 지향성(Strategic Orientation)

을 가져야 하므로 시장은 다양하며 복잡한 구성요소를 

가진 정보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 우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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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이질성(resource heterogeneity)과 자원 고정성

(resource immobility)의 상황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자원이 경쟁우  유지에 공헌하기 해서는 가치, 희소

성, 불완 한 모방성, 비 체성의 속성을 지녀야 한다[6].

2.2.6 핵심역량 이론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이란 미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조직 내부에 있는 총체 인 능력, 기술, 지

식, 문화를 의미하는데[1], 이는 기업이 잘하는 경 활동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경쟁 기업에 비해 잘 할 

수 있는 상 인 경쟁능력을 뜻하며, 경쟁우 를 기업

에게 가져다주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와 련하여 Hamel 

and Prahalad[10]는 핵심 역량을 고객에게 가치를 높이

거나 효율 으로 그 가치가 달되게 하는 특정한 능력

이며, 기업에게 경쟁우 를 제공하여 신규산업으로 진출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므로 철 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기업이 탁월한 부문에 힘과 투자를 집

시켜 내부자원을 극 화하면 즉, 아웃소싱을 통한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면, 그러한 핵심역량은 경쟁자들

에게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여 시장 유율 등에서 략

 우 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은 이와 같은 

략 인 아웃소싱을 통하여 외부 공 자의 장기  투자나 

문 인 능력 등을 이용할 수 있어서 험 감소와 최소 

투자로 고객 욕구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잇 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핵심역량(Core Competence) 이론은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함에 있어 우 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 능력에 기업의 자산을 집 할 수 있도록 략 으

로 소싱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는데 이론  근거를 두

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어떤 기업이나 가질 수 있는 능

력이나 기업에 있어서 요하지 않은 활동들은 아웃소싱

을 하는 것이 더 효과 이다[11]. 

2.3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장단점

Grover 등[12]은 정보시스템을 아웃소싱을 할 경우 얻

을 수 있는 장 에 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먼  략 인 측면에서는 아웃소싱은 

기업의 업무능력을 높은 수 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을 사

용하게 함으로 인해 핵심역량을 집 할 수 있고, 경제

인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범 의 경제를 통해 비용 

감효과가 있으며, 기술 인 측면에서는 정보기술의 

격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의 험성을 일 

수 있으며, 최신의 정보기술에 근이 가능해져 제품이

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장 들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단 들도 있다[13]. 

즉, 정보 시스템을 아웃소싱 하는 과정에서 제공 업체의 

기회 주의 인 행동, 상호 비 조로 인한 아웃소싱의 지

연이나 고객사에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4 관련 선행 연구

Lee[9]는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 결정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경제 / 략 인 으로 나 어 험 측

면과 정보서비스를 심으로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 

향요인들을 연구하 다. 향요인으로는 독립변수로 외

부 서비스 공 자를 이용하는 상  이 (relative 

advantage), 보안에 한 험(security risk), 환 불가

능성에 한 험(irresponsibility risk), 정보시스템의 

요성 등을 설정하 고 종속변수로는 정보시스템 아웃소

싱 경향 등을 설정하여 연구하 다. 연구변수들에 한 

구체 인 세부요인으로 외부 서비스 공 자를 이용하는 

상  이  요인은 내부에서 정보시스템 센터를 운 하

는 것보다 외부 공 자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의 정

도로서, 정보시스템 서비스에 한 품질, 본업의 집 , 비

용 감  재무  이 , 보다 나은 문 기술의 근 정

도 등으로 설정하여 연구하 고, 보안에 한 험 요인

은 핵심 정보의 출 가능성, 주요 정보시스템에 한 

근 가능성, 략정보  기 의 출 가능성 등으로 설정

하여 연구하 다. 환 불가능성에 한 험은 정보시

스템 서비스를 아웃소싱에서 내부 조달로 환하 을 때 

겪는 어려움으로서, 험 요인은 기술 재건과 련하여 

문 기술 축 의 어려움 등으로 설정하여 연구하 다. 

한 정보시스템의 요성 요인은 기업의 경쟁  치와 

수익에 공헌하는 향 정도 등으로 설정하여 연구하 다. 

연구결과,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외부 서비스 공 자를 

이용하는 상  이 과는 정 인 계가 있고, 환 

불가능성에 한 험과 보안에 한 험은 부정 인 

계가 있으며, 정보시스템의 요성은 유의한 계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밝 냈다. 한편, 아웃소싱 성과에 미

치는 향요인으로 합성에 한 연구가 있었다. 합

성은 상황이론의 핵심개념으로 규모, 기술, 환경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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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직의 상황 인 요소와 조직의 구조 간에 합성이 

높아야 조직의 성과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으로, Van 

de Ven & Drazin[14]은 조직의 성과는 둘 혹은 그 이상

의 요인들 간의 합성이 높을 때 조직의 성과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

자들은 합성을 기업의 최고 경 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와 정보화담당 최고 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CIO) 간의 합성에 한 문제, 기

업 략과 정보 시스템 략 간의 합성에 한 문제, 

공 사와 기업 간의 합성에 한 문제들에 해서 연

구하 다. 이태호[14]는 정보 시스템 아웃소싱의 결정요

인  성공요인에 한 연구에서 벤더와 기업간의 합

성, 기업의 최고 경 자와 정보화담당 최고 책임자간의 

합성, 기업  IS 략간 합성을 조  변수로 설정하

여 연구하 다. 

3 연구의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정보 시스템의 아웃소싱에 미치는 향 요

인과 그 성과에 한 연구로 공공 기 을 상으로 조직 

요인, 거래 요인, 험 요인이 아웃소싱의 도입 성과(경

제  효과, 기술  효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으로 분석, 검증하고자 하며, 연구 목 을 해 앞에서 

살펴본 이론  근거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Teng 등[5], Lee[9], 이태호[15], 신형

식[16], Broadbent & Weill[17] 등의 연구 결과를 이론  

근거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웃소싱의 도입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조직 

요인, 거래 요인, 험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 으며, 종속변수는 아웃소싱의 도입성과를 설정

하 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상황이론의 핵심개념인 합성 

요인을 조  변수로 설정하 다.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

과 련한 합성 요인은 조직의 최고책임자와 정보화담

당 최고책임자 간의 합성에 한 요인, 조직의 략과 

정보시스템 략 간의 합성에 한 요인, 공 사와 조

직 간의 합성에 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들 요인들 가

운데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략과 정보 시스템 략 간

의 합성에 한 요인을 조  변수로 설정하여 연구하

다.  내용을 기 로 한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Organizational factors

· IS maturity

· CEO's support

   Trade factors

· asset speciality

· uncertainty 

·using degree of IS

   Risk factors

· risk of security

· risk of increase in
  cost

· risk of losing
  autonomy

 Introduction 
outcome

Strategy

suitability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조직의 략과 정보시스템 략 간의 합성은 조직

의 략과 정보시스템 략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진

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17]. Broadbent & Weill[17]

은 조직의 략과 정보시스템 략의 합성은 매우 

요한 요인으로 이들은 조직의 략은 정보시스템 략과 

일치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략 한 조직의 략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아웃소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련하여 Chan[18]은 조직의 략과 

정보시스템 략 간의 합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조직의 

성과와 정보시스템의 성과가 모두 높게 나타나며, 합

성이 낮은 조직에서는 조직의 성과와 정보시스템 성과도 

모두 낮게 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자

들의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조직의 략과 정

보시스템 략 간의 합성은 아웃소싱의 도입성과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여 조직의 략과 정보시스템 

략 간의 합성 요인이 아웃소싱의 도입성과에 조

인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1: 조직의 략과 IS 략의 합성은 정보시스템 

성숙도와 도입성과 간에 조 인 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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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가설2: 조직의 략과 IS 략의 합성은 최고책임자

의 지원과 도입성과 간에 조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3: 조직의 략과 IS 략의 합성은 자산의 특수

성과 도입성과 간에 조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4: 조직의 략과 IS 략의 합성은 불확실성과 

도입성과 간에 조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조직의 략과 IS 략의 합성은 정보시스템 

사용 정도와 도입성과 간에 조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조직의 략과 IS 략의 합성은 안 성(보

안)의 험과 도입성과 간에 조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조직의 략과 IS 략의 합성은 비용의 증가

험과 도입성과 간에 조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조직의 략과 IS 략의 합성은 자율성 상실

의 험과 도입성과 간에 조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3.1 조직 요인

1) 정보시스템 성숙도

정보시스템의 성숙도는 정보시스템의 유연성과 활용

성에 한 것으로 Grover & Teng[19]은 업무의 산화 

정도, 최고 경 자의 참여정도, 정보화 장비의 설치정도, 

정보화 교육의 정도, 데이타베이스의 구축 정도 등으로 

측정하 고, 이선규[20]는 기술  문제에 한 인지 정도, 

기술 문가 확보정도 등으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는 Grover & Teng[19]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시에 시

스템의 정보 제공 능력, 시스템의 정확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정도, 정보시스템 구축수  등 4개 항목으로 정보시

스템 성숙도를 측정하 다.

2) 최고책임자의 지원

최고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동원에 큰 미친다. Arnett & Jones[21]는 정

보시스템 아웃소싱의 향요인을 최고책임자의 특징

인 에서 근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Arnett & 

Jones[21], 지정근[22]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최고책임자

의 정보시스템에 한 기 , 정보기술에 한 문지식, 

정보기술 투자에 호의  반응, 정보시스템 부서 운 결

과를 평가에 활용 정도 등으로 최고책임자의 지원 정도

를 측정하 다.

3.3.2 거래 요인

1) 자산의 특수성

자산의 특수성은 해당 조직이 가지는 자산의 특수한 

정도를 의미한다. 련된 선행연구들은 Nam[23], 지정근

[22] 등의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들

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정보시스템 구조의 특수한 정도, 

정보 시스템의 처리 차의 특수한 정도, 정보시스템 담

당 직원 교육의 특수한 정도 등으로 자산의 특수성 정도

를 측정하 다.

2) 불확실성

지정근[22] 등은 정보시스템을 아웃소싱하는 이유  

하나의 요인으로 정보기술의 불확실성을 제시하 다. 정

보기술의 불확실성과 련한 연구로는 Loh[24], Nam[23] 

등의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행 연구결과

를 참조하여 H/W의 변화에 한 측 불확실성, S/W의 

변화에 한 측 불확실성, 비용과 성과에 한 측 불

확실성 등으로 정보기술의 불확실성을 측정하 다.

3) 정보시스템의 사용 정도

정보시스템의 사용정도는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얼

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한 사항으로, 이와 련된 연

구로는 Williamson[2], 이선규[20] 등의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정보시스템의 

필요정도, 정보시스템의 이용 정도, 정보시스템의 활용범

 등으로 정보시스템 사용정도를 측정하 다,

3.3.3 위험 요인

1) 안 성(보안) 험

안 성(보안) 험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조직의 

요한 정보가 외부로 출되는 험이나 외부인에 의해 

정보의  가능성 정도를 의미한다. 이와 련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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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Lee[25], 지정근[22] 등의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들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정보 출 험, 업무수

행 시 외부인의 근,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정보공유 등

으로 안 성 험을 측정하 다.

2) 비용의 증가 험

조직에서 정보시스템을 아웃소싱할 경우 아웃소싱의 

계약 비용과 실행 비용 등으로 인해 사용자 조직에서는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다Earl[26].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외부 서비스 제공회사

와의 의사소통 비용, H/W의 재구축에 따른 비용, 계약체

결 비용의 소요, 계약 실행비용의 소요 등으로 비용의 증

가 험 정도를 측정하 다.

3) 자율성 상실 험

자율성 상실 험은 해당 기업의 정보서비스 기능을 

외부 문업체에 의존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험

을 의미하는데, 이와 련한 연구로는 Lee[25], Jurrison 

[27] 등의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정보시스템의 활동의 자율성 상실, 

기술 련 자율성 상실, 비용 리의 자율성 상실, 추가

인 H/W 지원의 자율성 상실 등으로 자율성의 상실 험 

정도를 측정하 다.

3.3.4 조직의 전략과 정보시스템 전략의 적합성 

요인

조직의 략과 정보시스템 략의 합성이란 조직의 

략과 정보시스템 략 간의 양호한 계라고 할 수 있

는데, Broadbent & Weill[17]는 조직의 략과 정보시스

템 략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진되는 정도로 설명하

고 있다. 이와 련한 연구로는 Lee & Kim[28], 이태호

[15], Teo & King[29] 등의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들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정보시스템 략에 

조직 략의 반  정도, 조직의 략 수립에 정보시스템 

략의 기여 정도, 조직의 략과 정보시스템 략 간의 

상호 일 성 정도, 정보시스템 략이 조직의 략을 기

반으로 수립된 정도 등으로 합성 요인을 측정하 다.

3.3.5 도입성과

도입성과는 사용자가 외부 문업체로부터 정보서비

스를 아웃소싱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유형과 무형의 

효과로, 이와 련한 선행연구로는 이태호[15], 안 호 등

[30] 등의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

를 참조하여 경제  효과, 기술  효과 등으로 도입성과

를 측정하 다.

3.4 자료의 수집

3.4.1 표본의 선정

표집 상의 선정방법은 무작  표본추출을 하 다. 

상지역은 서울  수도권에 소재하는 150여개 기 을 

상으로 하 으며, 수집방법은 직  방문, 팩스, e-Mail 등

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3.4.2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3.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

구의 모형과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기 해서 신뢰성 분

석과 타당성 분석을 하 으며, 표본의 인구 통계학  특

성을 살펴보기 해서 빈도분석을 하 다.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해서 회귀분석을 하 다.

4. 실증 분석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일반 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근무처별 구성 비율은 ① 정부기 (15.2%, 

52명) ② 정부투자기 (39.7%, 136명) ③ 지자체(25.4%, 

87명) ④ 군/경찰 12.5%, 43명) ⑤ 기타 (7.3%, 25명) 등으

로 정부 투자기 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응답자의 

해당 근무 기간별 구성비율은 ① 3년 미만(4.4%, 15명) 

② 3년 ～ 7년(18.1%, 62명) ③ 7년 ～ 15년(39.1%, 134

명) ④ 15년 ～ 20년(31.5%, 108명) ⑤ 20년 이상(7.0%, 

24명)으로 7년 이상 15년 미만의 재직자가 제일 많았다. 

4.2 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

요인분석 결과, 측정치들의 재량은 0.6 이상으로 나

타나 측정 항목들이 집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신뢰성 계수는 0.6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항목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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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factor

factor1 factor2 factor3

 3, 1, a 0.662 -0.169 -0.115 

 3, 1, b 0.611 0.023 -0.014 

 3, 1, c 0.753 0.421 0.009 

 3, 2, a 0.094 0.825 0.191 

 3, 2, b -0.049 0.820 0.254 

 3, 2, c -0.024 0.792 0.294 

 3, 2, d 0.052 0.783 0.268 

 3, 3, a -0.011 0.272 0.725 

 3, 3, b -0.035 0.362 0.747 

 3, 3, c 0.068 0.239 0.848 

 3, 3, d 0.057 0.252 0.814 

eigenvalue 1.776 3.688 3.110

variance (%) 21.344 23.154 29.156

 cumulate ariance(%) 21.344 44.498 73.654

Cronbach's  0.742 0.751 0.842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td.

Error

IS maturity * A 0.077 0.047 1.651 0.010

신뢰성에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Organizational Factors

item
factor

factor1 factor2

 1, 1, a 0.801 0.045 

 1, 1 b 0.744 0.155 

 1, 1, c 0.692 0.255 

 1, 1, d 0.670 0.416 

 1, 2, a 0.525 0.607

 1, 2, b 0.326 0.612

 1, 2, c 0.138 0.803

 1, 2, d 0.153 0.839

eigenvalue 2.951 2.292

variance (%) 38.534 39.108

 cumulate variance (%) 38.534 77.642

Cronbach's  0.784 0.873

<Table 2>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Dealing Factors

item factor

factor1 factor2 factor3

 2, 1, a 0.657 -0.029 0.200 

 2, 1, b 0.637 0.184 0.049 

 2, 1, c 0.638 0.292 0.104 

 2, 2, a -0.004 0.808 -0.093 

 2, 2, b -0.006 0.834 -0.041 

 2, 2, c -0.138 0.807 -0.096 

 2, 3, a 0.119 -0.150 0.788 

 2, 3, b 0.094 -0.132 0.800 

 2, 3, c 0.118 -0.051 0.783 

eigenvalue 2.364 2.653 1.900

variance(%) 25.466 29.478 20.234

 cumulate variance (%) 25.466 54.944 75.178

Cronbach's  0.679 0.763 0.613

<Table 3>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Risk 
Factors

<Table 4>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strategy suitability

item factor 

 4, a 0.786

 4, b 0.801

 4, c 0.808

 4, d 0.789

eigenvalue 2.537

 variance (%) 63.414

  cumulate variance (%) 63.414

Cronbach's  0.806

<Table 5>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Introducing Outcomes

item factor 

 5, 가, a 0.725

 5, 가, b 0.687

 5, 가, c 0.808

 5, 나, a 0.793

 5, 나, b 0.815

 5, 나, c 0.772

 eigenvalue 3.414

 variance (%) 56.902

 cumulate variance (%) 56.902

Cronbach's  0.698

4.3 연구가설의 검증 

조 변수로 설정한 조직의 략과 IS 략의 합성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조 인 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하여 조 회귀분석(MRA;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다음은 조

직의 략과 IS 략의 합성이 도입성과에 미치는 향

을 조 인 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6> Results of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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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s support *  A -0.022 0.046 -0.487 0.027

asset speciality * A 0.056 0.049 1.149 0.251

uncertainty * A 0.096 0.044 2.154 0.032

 using degree of IS * A 0.007 0.040 0.180 0.037

risk of security * A 0.041 0.040 1.022 0.007

risk of increase in cost 

* A
0.057 0.040 1.412 0.019

risk of losing autonomy 

* A
0.138 0.052 2.657 0.008

A: strategy suitability 

가설1: 조직의 략과 IS 략의 합성은 정보시스템 

성숙도와 도입성과 간에 조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략의 합성 요인은 정보시스템 성숙도와의 상호작

용 측면에서 도입성과에 B=0.077, t=1.651, p=0.010로 유

의 수  5%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여 가설1은 채

택되었다.

가설2: 조직의 략과 IS 략의 합성은 최고책임자

의 지원과 도입성과 간에 조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략의 합성 요인은 최고책임자의 지원 요인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도입성과에 B=-0.022, t=-0.487, 

p=0.027로 유의 수  5%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여 

가설2는 채택되었다.

가설3: 조직의 략과 IS 략의 합성은 자산의 특  

수성과 도입성과 간에 조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략의 합성 요인은 자산의 특수성 요인과의 상호 

작용 측면에서 도입성과에 B=0.056, t=1.149, p=0.251로 

유의 수  5%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3은 기각되었다. 

가설4: 조직의 략과 IS 략의 합성은 불확실성 과 

도입성과 간에 조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략의 합성 요인은 불확실성 요인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도입 성과에 B=0.096, t=2.154, p=0.032로 유의 

수  5%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여 가설4는 채택되

었다.

가설5: 조직의 략과 IS 략의 합성은 정보시스템 

사용정도와 도입성과 간에 조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략의 합성 요인은 정보시스템 사용정도 요인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도입성과에 B=0.007, t=0.180, p=0.037

로 유의 수  5%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여 가설5

는 채택되었다

가설6: 조직의 략과 IS 략의 합성은 안 성(보

안)의 험과 도입성과 간에 조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략의 합성 요인은 안 성(보안)의 험요인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도입성과에 B=0.041, t=1.022, p=0.007

로 유의 수  5%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여 가설6

은 채택되었다.

가설7: 조직의 략과 IS 략의 합성은 비용의 증가

험과 도입성과 간에 조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략의 합성 요인은 비용의 증 험 요인과의 상호

작용 측면에서 도입성과에 B=0.057, t=1.412, p=0.019로 

유의 수  5%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여 가설7은 

채택되었다.

가설8: 조직의 략과 IS 략의 합성은 자율성 상실

의 험과 도입성과 간에 조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략의 합성 요인은 자율성 상실의 험요인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도입성과에 B=0.138, t=2.657, p=0.008

로 유의 수  5% 내에서 유의미하여 가설8은 채택되었다.

5. 결 론

5.1 연구 결과

조직의 략  IS 략의 합성 요인은 독립 으로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변수로도 분석되었

지만, 조직요인의 하  변수인 정보시스템 성숙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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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의 지원, 거래 요인의 하  변수인 불확실성, 정보

시스템의 사용정도, 험 요인의 하  변수인 안 성(보

안)의 험, 비용의 증가 험, 자율성 상실의 험 요인

들과 도입성과 간에 조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조직에서 아웃소싱을 통하여 정보기술의 

도입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조직의 략과 IS 략이 

잘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합성 

요인이 자산 특수성 요인과 도입성과 간에서는 조 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보시스템 구조의 

특수한 정도, 정보시스템 처리 차의 특수한 정도, 정보

시스템 담당 직원 교육의 특수한 정도 등과 같은 요인은 

조직의 략  IS 략의 합성 요인은 잘 조화롭게 추

진된다 하더라도 조직이 가지는 자산의 특수성 때문에 

아웃소싱 도입 성과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2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정보기술을 외부 문업체로부터 아웃소싱

하여 활용하고 있는 공공기 을 상으로 하여 조직의 

략  IS 략의 합성 요인이 도입요인과 성과요인 

간에 조 인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 다. 부분의 선

행 연구들은 도입요인과 성과요인에 해서 인과 계 측

면에서 연구를 하 으나 어떤 요인이 조 인 역할을 

하는지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취약하 다. 본 연구

에서는 조직의 략  IS 략의 합성 요인을 조  변

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조 변수가 어

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하 다는 에

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한편, 

Brown 등(1995)은 조직에서 정보기술의 도입성과는 도

입 후 일반 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IT 아웃소싱의 성과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IT 아웃소싱의 도입성과도 종단면

(longitudinal) 차원에서 근하여야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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