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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IT 아웃소싱에 미치는 향요인과 도입성과를 실증 으로 분석하 다. IT 아웃소싱에 미치는 

향 요인은 조직요인(정보시스템 성숙도, CEO의 지원), 거래요인(자산 특수성, 불확실성, 정보시스템의 사

용정도), 험요인(안 성(보안)의 험, 비용의 증가 험, 자율성 상실의 험)으로 설정하 다.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조직요인에서 정보시스템 성숙도와 CEO의 지원요인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변수로 분석되었고, 거래요인에서는 정보시스템 사용정도 변수만이 도입성과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자산의 특수성 요인과 불확실성 요인은 도입성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험요인에서는 안 성(보안)의 험, 비용의 증가 험 요인만이 도입성과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

었고, 자율성 상실의 험요인은 도입성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심어 :∣IT 아웃소싱∣조직요인∣거래요인∣위험요인∣도입성과∣

Abstract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influence factors and introducing outcomes empirically. The 

influencing factors over IT Outsourcing set up organizational factors(maturity of information 

system, the support of CEO), dealing factors(asset speciality, uncertainty, degree of using of 

information system), and risk factors(risk of safety/security. cost increase, loss of autonomy).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organizational factors, degree of a maturity of the 

information system and the support of CEO were analyzed as the variables affecting the 

introducing outcomes positively. In the dealing factors, however, the degree of using information 

system was only analyzed as the variables affecting the introducing outcomes positively, while 

the speciality of asset and the uncertainty factors were analyzed as the variables not affecting 

the introducing outcomes. In the risk factors, the risk of safety/security and the increase of cost 

were only analyzed as the variables affecting the introducing outcomes positively, therefore loss 

of autonomy, was not analyzed as the affecting variables. 

■ keyword :∣IT Outsourcing∣Organizational Factors∣Dealing Factors∣Risk Factors∣Introducing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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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정보기술은 속히 발 하여 공공부문의 경우

에는 국가발 의 핵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그 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한, 정보화 투자가 

지속 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정보기술에 하여 효율

인 투자와 운 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격한 

변화와 함께 고객이 요구하는 정보서비스의 다양화  

고 화는 조직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술만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공공기 에

서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공공기 의 노력만으로는 고

객의 다양한 정보서비스 요구에 능동 으로 응하기

가 어렵게 되어 정보기술 분야를 외부 문 조직이나 민

간 기업에 탁 리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

을 극 화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공부문을 상으로 하여 정보기술을 아웃

소싱하기 해서 고려해야할 향요인과 도입성과에 

해서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실증 인 분

석을 통하여 략 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T 아웃소싱에 

미치는 향요인과 도입성과에 해서 연구모형과 연

구가설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하 다. 자료 수집은 설

문지 조사방법을 통해 서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

기 을 상으로 하여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3.0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 으며, 연구목 을 

하여 요인분석, 신뢰성 검정, 회귀분석 등의 통계 기

법을 활용하 다.

Ⅱ. 아웃소싱의 이론적 배경 

1.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개념
조직에서 아웃소싱(Outsourcing)은 조직의 핵심 경

쟁력을 강화하기 해서 경쟁의 진, 분사화  자회

사화를 통해 내부사업의 일부 혹은 부를 외부화 하여 

업무의 유연성 향상, 효율화나 합리화를 진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한다는 개념이다. 앤더슨

컨설 사[1]에서는 아웃소싱은 단지 일시  어려움을 

회피하기 한 임시  수단이 아니라 훨씬 근본 인 

리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Clark 등

[2]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기술과 인 자원을 

해당 조직으로부터 외부의 문 회사에게 탁하고, 일

정비용을 외부 문회사에게 지불하면서 서비스와 품

질을 요구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련하

여 지정근[3]은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이란 조직이 

략․ 술  목표를 가지고 정보시스템의 일부 는 

부를 외부 문사업자에게 탁하는 문서비스의 일

종으로서, 정보시스템의 개발, 설계, 시공, 운 은 물론 

시스템 구축을 한 컨설 ,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장․단기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 형태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형태  상 역에 해서 

Apte and Winiford[4]는 설비 리, 시스템 통합, 운 지

원, 데이터 입력․처리, 계약 로그래  등으로 분류하

으며, Collins and Millen[5]은 시스템 통합, 정보센터 

리, 교육, 텔 커뮤니 이션․네트워크 서비스․어

리 이션․시스템 개발 등으로 분류하 다. Grover 등

[6]은 텔 커뮤니 이션․네트워크 유지, 최종 사용자 

지원, 시스템 계획․ 리, 시스템 운  등으로 아웃소싱

의 상 역을 분류하 으며, Nam 등[7]은 어 리

이션 개발․유지, 네트워크 설치․유지, 데이터 센터 운

, 시스템 통합, 교육, 재해복구 등으로 분류하 다.  

   

Ⅲ. IT 아웃소싱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Loh and Venkatraman[8]은 기업의 내부 조직비용

(firm cost)과 서비스 제공회사 간의 교환에서 일어나는 

계비용을 정보기술의 통합  리 에서 연구를 

하 다. 이들은 기술  자원과 인  자원의 내부화 정

도를 변수로 설정하여 정보 기술의 아웃소싱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제  에서 분석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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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아웃소싱에 미치는 향요인으로 기업의 

비용구조, 기업성과, 정보시스템의 비용구조, 정보시스

템의 기술성과, 기업의 규모, 재무 버리지(leverage)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 다. 분석결과 기업의 비용구

조, 정보시스템의 비용 구조, 정보시스템의 기술 성과는 

정보기술의 아웃소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 졌지만 재무 버리지와 기업성과는 정보기술

의 아웃소싱에 정 인 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밝

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업의 비용구조가 높으

면 기업은 경  효율화를 해 하부구조(Infrastructure)

에 하여 재검토를 하게 되며, 그 결과 정보기술의 비

용을 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정보기술을 외부 문기

으로 부터 아웃소싱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Teng 등[9]은 정보의 질, 정보시스템 지원의 질, 정보

시스템 비용의 효과성이 기 되는 수 과 실제 수  사

이에 모순이 많이 발생할수록 아웃소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정보기술의 아웃소싱을 조

직의 략  형태 에서 근하 다. 정인수[10]는 

계약자 특성과 아웃소싱의 유형, 트 십의 질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업무개선, 비용의 감, 편의 증가 

에서 연구하 다. 계약자 특성에서는 고객사 자원능

력(재무능력, IT자원, IT능력), 서비스사 자원능력(재무 

능력, IT자원, IT능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고, 아웃

소싱의 유형은 지원형과 의존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옥선종 등[11]은 물류정보 시스템 아웃소싱의 성

공요인을 정보시스템의 성숙도와 최고경 자의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한부학[12], 문용은 등

[13]은 외주 공 자의 선정  외주계약과 련한 계획

이 IT 아웃소싱의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Ⅳ. 연구의 설계 

1. 연구 모형
연구목 을 하여 앞에서 살펴본 이론  근거와 선

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Loh & Venkatraman[8], 손 욱[14], 지정근[3], 이태호

[15], 한부학[12], 문용은 등[13], 신형식[16], Teng 등

[17]의 연구결과를 이론  근거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웃소싱의 

도입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조직요인, 거래요인, 험요

인 등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 으며, 조직요

인 한 세부 인 하 변수로는 정보시스템 성숙도, 

CEO의 지원을 설정하 고, 거래요인의 구체 인 하

변수로는 자산 특수성, 불확실성, 정보시스템의 사용정

도를 설정하여 사용하 다. 험요인의 하 변수로는 

안 성(보안)의 험, 비용의 증가 험, 자율성 상실의 

험 등을 설정하 다. 종속변수는 아웃소싱의 도입성

과를 설정하 다. 

조직 요인 

정보시스템 성숙도

CEO의 지원

거래 요인

자산 특수성

불확실성

정보 시스템의 

사용 정도

험 요인

안 성(보안)의 험

비용의 증가 험

자율성 상실의 험

도입 성과

경제  효과

기술  효과

<그림 Ⅲ-1 연구 모형>

2. 연구 가설의 설정
2.1 조직요인과 도입성과에 관한 가설
2.1.1 정보시스템의 성숙도와 련한 가설

Premkumar 등[18]은 조직에서 정보시스템의 성숙도

가 높으면 정보시스템의 활용성과 유용성이 높다고 설

명하면서 조직 내에서 정보시스템에 한 문성이 충

분하다면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심리 으로 

안정감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은 새로운 정보시스템

을 도입하는데 극 으로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

보시스템의 성숙도와 련하여 Grover and Goslar[19]

도 정보시스템의 성숙도는 구 단계에서 정 인 

향을 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련하여 Nam[20]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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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템과 련된 조직의 차나 규칙이 잘 개발되고 

조직화되어 있다면 아웃소싱에 정 인 향을 미친

다고 밝히고 있다.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성숙도 요인과 련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1-1: 정보시스템 성숙도는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1.2 CEO의 지원과 련한 가설

정보시스템에 한 CEO의 심  지원정도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필요한 인력, 경비 등의 지원에 매

우 정 인 향을 미치며, 조직 구성원들의 시스템 

개발 참여도나 시스템 수용정도 등에도 많은 향을 미

친다. CEO의 지원과 련하여 Grover and Goslar[19]

는 CEO은 내․외부  선행요인들과 법률  행 와 

련 있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폭을 조정

할 수 있고, 그러한 의사결정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

에 따라 CEO의 지원요인과 련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1-2: CEO의 지원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2.2 거래요인과 도입성과에 관한 가설
2.2.1 자산 특수성과 련한 가설

자산의 특수성 요인은 거래비용이론에 근거한 요인

으로 Grover and Goslar[19]는 자산특수성은 어떤 조직

이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

을 때 일어나는 자산의 특수성으로 이러한 자산의 특수

성은 거래비용 에서 외부 조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요

인 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산의 특이성이 높

은 경우의 거래비용은 아웃소싱으로 발생하는 생산비

용의 우 를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거래비용 에

서 볼 때 아웃소싱을 통한 생산비용이 거래비용 보다 

작을 경우에는 정보서비스를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것 

보다 자체 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 

자산의 특수성 요인과 련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 다.

가설 2-1: 자산의 특수성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2.2 불확실성과 관련한 가설
불확실성은 시장의 변화 정도와 측의 불가능성에 

련된 것으로 다양성과 변동성 때문에 조직이나 제품 

등에 한 요한 정보나 어떤 활동들이 정확히 알려지

지 않아 환경요소 간의 인과 계가 불명확한 상태를 

의미한다. Lacity & Hirschheim [21]은 불확실성이 증

가하는 경우 시장 리(시장구입)에서 조직계층 구조

리(내부화)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 불확실성 요인과 련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2-2: 불확실성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2.3 정보시스템의 사용 정도와 관련한 가설
정보시스템의 사용 정도는 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는 

보고서의 수, 정보시스템과 연결된 시간, 는 연결된 

빈도 등으로 알 수 있다[22].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시

간, 사용자 수, 활용 범 가 넓어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유지/보수 등에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경우 조직은 정

보시스템을 자체 으로 조달하여 사용하려고 할 것이

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사용도가 낮으면 정보시스템

의 구축비용, 유지/보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외부 문 

공 업체들로 아웃소싱을 하려 할 것이다. 선행 연구결

과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사용 정도 요인과 련한 가설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2-3: 정보시스템의 사용 정도는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3 위험요인과 도입성과에 관한 가설
2.3.1 안 성(보안)의 험과 련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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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all[23]는 비즈니스에 한 통제력 상실, 조직 정

보의 외부 노출, 자사 내에 련 노하우를 축 할 수 없

기 때문에 험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

에 조직은 아웃소싱을 도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Grover & Teng[20]은 만약 정보시스템을 

아웃소싱 하는 경우 자료의 외부 출 험이 높거나, 

불법 인 자료의 근 가능성이 있다면 아웃소싱은 하

지 않을 것이고, 자료의 안 성에 한 험이 없다면 

외부 문업체를 통한 아웃소싱은 조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한 조직의 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 안 성(보안)의 험 요인과 련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3-1: 안 성(보안)의 험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3.2 비용의 증가 위험과 관련한 가설
아웃소싱은 조직 내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fixed cost)을 가변비용으로 환시켜 조직의 

재무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자본투자 비용을 

감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한 외부 문 공

자가 보유하고 있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정보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련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용의 증가 험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아웃소싱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공 사와의 상과 통제, 계약의 강화 

등으로 인해 거래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선

행 연구 결과에 따라 비용의 증가 험 요인과 련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3-2: 비용의 증가 험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3.3 자율성 상실 위험과 관련한 가설
자율성 상실 험(autonomy risk)이란 정보서비스를 

외부 문 공 업체의 의존함으로 인하여 정보서비스 

기능에 한 자율성을 상실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아

웃소싱의 도입은 외부 문공 업체에 의해서 련 서

비스들을 통제받기 때문에 특정 외부 문공 업체에 

의존 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외부공

자에 의존하는 정보서비스는 내용과 질 인 면에서 

자율성을 상실할 험성이 높아지게 되어 결과 으로 

이러한 상은 아웃소싱의 도입에 부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24].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 자율성 상실의 

험요인과 련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3-3: 자율성 상실의 험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1 조직 요인
3.1.1 정보시스템 성숙도

정보시스템의 성숙도와 련한 선행 연구들은 정보

기술의 도입단계, 기술 문가의 보유, 기술의 호환성, 

상 방 기업의 정보시스템의 성숙도 등의 에서 이

루어졌다[22]. 정보시스템의 성숙도를 측정하기 한 

항목으로 Grover & Goslar [19]는 업무의 산화 정도, 

최고경 자의 참여정도, 정보화 장비의 설치정도, 정보

화 교육의 정도, 데이타베이스의 구축 정도 등을 제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Lacity 등[21], 지정근[3], 이선규 

외[25]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IS의 성숙도 측정 항목을 

참조하여 시에 시스템의 정보 제공 능력, 시스템의 

정확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도, 정보시스템 구축 수  

등 4개 항목을 설정하 다.  

  

3.1.2 CEO의 지원

CEO의 심  지원 정도는 조직에서 활용하는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동원에 

큰 향을  수 있다. CEO의 지원요인은 Arnett & 

Jones[26], 지정근[3] 등의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로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변수들을 참조 하여 

CEO의 정보시스템에 한 기 , CEO의 정보기술에 

한 문 지식, 정보기술 투자에 호의  반응, 정보시스

템 부서 운  결과를 평가에 활용 정도 등 4개 항목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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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거래요인
3.2.1 자산의 특수성

자산의 특수성은 해당 조직만이 가지는 자산의 특수

한 정도를 의미한다. 자산의 특수성 요인은 Loh[27], 

Nam[20], 손 욱[41], 지정근[3] 등에 의해서 활용된 변

수이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변수들을 

참조하여 자산의 특수성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정보시

스템 구조의 특수한 정도, 정보시스템의 처리 차의 

특수한 정도, 정보시스템 담당 직원 교육의 특수한 정

도 등 3개 항목을 설정하 다.

3.2.2 불확실성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과 련한 불확실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해서 Loh[27]는 기술  불확실성과 성과측

정에 한 불확실성, Lee[28]는 기술  불확실성  수

요 불확실성, 손 욱[14]은 기술  불확실성과 환경 불

확실성 등으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도 Loh[27], 

Lee[28], 손 욱[14] 등의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변수들

을 참조하여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H/W의 변

화에 한 측 불확실성, S/W의 변화에 한 측 불

확실성, 비용과 성과에 한 측 불확실성 등 3개 항목

을 설정하 다.

3.2.3 정보시스템의 사용정도

정보시스템의 사용정도는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얼

마나 자주 사용하는가에 한 것이다. 정보 시스템 이

용도는 구성원들에 의해 시스템이 실제로 사용된 정도

를 행태 인 측면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정보시스템이 

산출하는 보고서의 수, 일의 변경 수, 정보시스템과 

연결된 시간, 연결 빈도 등으로 측정한다[22]. 본 연구

에서는 Williamson[29], 이선규[22] 등의 선행연구자들

의 연구변수들을 참조 하여 정보시스템의 사용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정보시스템의 필요 정도, 정보시스

템의 이용 정도, 정보시스템의 활용 범  등 3개 항목을 

설정하 다.

3.3 위험 요인
3.3.1 안 성(보안) 험

안 성(보안) 험은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외부로 출되는 험이나 외부인에 의해 정보의  

가능성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안 성 험의 측정과 

련하여 Lee[28]는 보안에 한 험 에서 안 성 

험을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도 Aldrich[30], 지정근

[3]등의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변수들을 참조 하여 안

성 험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정보 출 험, 업무수행 

시 외부인의 근,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정보공유 등 3

개 항목을 설정하 다.

 

3.3.2 비용의 증가 험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과 련하여 Earl[31] 등은 아

웃소싱의 계약비용과 실행비용 등으로 인해 사용자 조

직에서는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비용의 증가 험을 측

정하는 항목을 Earl[31], 지정근[3] 등의 선행 연구를 참

조하여 외부 서비스 제공회사와의 의사소통 비용, H/W

의 재구축에 따른 비용, 계약 체결 비용의 소요, 계약 실

행비용의 소요 등 4개 항목을 설정하 다.

 

3.3.3 자율성 상실 험

정보시스템의 자율성 상실 험은 해당 기업의 정보

서비스 기능을 외부 문업체에 의존함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험으로, Lee[28]는 환 불가능성 측면에

서 연구하 다. 환 불가능성이란 정보 서비스를 아웃

소싱 형태에서 인소싱 형태로 환하고자 할 경우, 아

웃소싱 형태로 정보 서비스를 받던 기업은 기술 축 의 

기회 상실로 인해서 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어 결과 으

로 정보 시스템의 자율성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

다. 본 연구에서도 Cheon[32], Lee[28], 지정근[3] 등의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변수들을 참조 하여 정보시스템

의 자율성 상실 험을 측정하기 한 항목으로 정보시

스템의 활동의 자율성 상실, 기술 련 자율성 상실, 비

용 리의 자율성 상실, 추가 인 H/W 지원의 자율성 

상실 등 4개 항목을 설정하 다. 

3.4 도입성과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 도입성과는 사용자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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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문업체로부터 정보서비스를 아웃소싱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효과를 의미한다. 이와 

련하여 이태호[15]는 아웃소싱의 효과를 략  효과, 

경제  효과, 기술  효과 등 3가지로 분류하 다. 안

호 등[33]은 아웃소싱의 효과로 정보시스템의 략  

활용, 정보서비스 수 의 향상, 기업의 본질  역에 

념, 정보시스템의 리 부담에 한 감소, 정보시스템 

비용의 감 등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도 이태호

[15], 안 호 등[33]의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변수들을 

참조 하여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 도입효과를 측정하

기 한 항목으로 경제  효과, 기술  효과 등 2개 항

목으로 설정하 다.

         

4. 자료의 수집
4.1 표본의 선정
실증분석을 하여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아웃소싱하

고 있는 7개의 기 을 선정하여 비조사를 하 다. 최

종 으로 사용된 설문지는 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부 항목에 하여 수정  보완을 하여 설문지

를 다시 설계하 다. 표집 상 지역은 서울  수도권

에 소재하는 기 을 상으로 하 으며 자료수집 방법

은 직  방문, 팩스, e-Mail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4.2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3.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의 모형과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기 

해서 먼  설문의 개념이 신뢰성 있게 이해되었는지를 

분석하기 해 신뢰성 분석을 하 고, 측정도구가 측정

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제 로 반 하고 있는지

를 측정하기 해 타당성 분석을 하 다. 

V. 실증 분석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을 아웃소싱하여 활용하고 

있는 공공기 을 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 다. 분

석에 사용된 설문은 총 343부 다.  표본의 일반 인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근무처별 구성은 ① 정부기 (15.2%, 52명) 

② 정부투자기 (39.7%, 136명) ③ 지자체 (25.4%, 87

명) ④ 군/경찰(12.5%, 43명) ⑤ 기타 (7.3%, 25명)로 정

부투자기 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보시스템의 

사용기간은 ① 3년 미만(13.7%, 47명) ②3년-5년

(22.2%, 76명) ③ 5년-7년(19.2%, 66명 ) ④7년 이상

(44.9%, 154명)으로 사용기간이 7년 이상의 경우가 가

장 많은 비 을 차지했다.

2. 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서는 먼  측정하고자 하

는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여 변수들이 가

설화 하고 있는 개념을 표하고 있는가를 검증하여야 

한다. 변수들의 타당성(validity)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상들을 정확히 측정하 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고, 

신뢰성(reliability)은 동일한 개념에 해서 여러 번 반

복 측정해도 그 결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가? , 측정 

도구들로 부터 획득된 측정값들이 측정 상에 한 실

제의 측정치들인가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요인분석 결

과 각 측정치들의 재치는 0.6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들이 집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

며, 설문항목들에 해서 신뢰성을 검증하기 하여 신

뢰성 분석을 하 는데 신뢰성 계수(Cronbach's Alpha 

값)가 0.6 이상의 높은 값을 가지고 있어서 측정항목들

의 신뢰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직요인의 신뢰성 및 요인분석 결과

설 문 항
요인

요인1 요인2
 1, 가, a 0.801 0.045 
 1, 가 b 0.744 0.155 
 1, 가, c 0.692 0.255 
 1, 가, d 0.670 0.416 
 1, 나, a 0.525 0.607
 1, 나, b 0.326 0.612
 1, 나, c 0.138 0.803
 1, 나, d 0.153 0.839
고유값 2.951 2.292
분산 (%) 38.534 39.108

누적분산 (%) 38.534 77.642
Cronbach's  0.784 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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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VIF
B 표 오차

 (상수) 0.000 0.044 0.000 1.000 
 정보시스템 

성숙도 0.245 0.053 4.605  0.000 1.430 
 고관리자의 

지원 0.249 0.046 5.395  0.000 1.082 
자산특수성 -0.047 0.068 -0.686 0.493 2.358
 불확실성 -0.046 0.055 -0.837 0.403 1.530 

정보시스템사용
정도 0.206 0.054 3.786  0.000 1.491 

안전성(보안)의 
위험 -0.108 0.056 -1.944 0.050 1.559 

 비용의 증가 
위험 0.274 0.054 5.070  0.000 1.481 

 자율성 상실의 
위험 -0.066 0.062 -1.066 0.287 1.943 

표 2. 거래요인의 신뢰성 및 요인분석 결과

설 문 항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2, 가, a 0.657 -0.029 0.200 
 2, 가, b 0.637 0.184 0.049 
 2, 가, c 0.638 0.292 0.104 
 2, 나, a -0.004 0.808 -0.093 
 2, 나, b -0.006 0.834 -0.041 
 2, 나, c -0.138 0.807 -0.096 
 2, 다, a 0.119 -0.150 0.788 
 2, 다, b 0.094 -0.132 0.800 
 2, 다, c 0.118 -0.051 0.783 
고유값 2.364 2.653 1.900
분산 (%) 25.466 29.478 20.234

누적분산 (%) 25.466 54.944 75.178
Cronbach's  0.679 0.763 0.613

표 3. 위험요인의 신뢰성 및 요인분석 결과

설 문 항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3, 가, a 0.662 -0.169 -0.115 
 3, 가, b 0.611 0.023 -0.014 
 3, 가, c 0.753 0.421 0.009 
 3, 나, a 0.094 0.825 0.191 
 3, 나, b -0.049 0.820 0.254 
 3, 나, c -0.024 0.792 0.294 
 3, 나, d 0.052 0.783 0.268 
 3, 다, a -0.011 0.272 0.725 
 3, 다, b -0.035 0.362 0.747 
 3, 다, c 0.068 0.239 0.848 
 3, 다, d 0.057 0.252 0.814 
고유값 1.776 3.688 3.110
분산 (%) 21.344 23.154 29.156

누적분산 (%) 21.344 44.498 73.654
Cronbach's  0.742 0.751 0.842

표 4. 도입성과 요인의 신뢰성 및 요인분석 결과

 설문항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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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값 3.414
 분산 (%) 56.902

 누적 분산 (%) 56.902
Cronbach's  0.698

3. 연구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도입성과(경제  효과, 기술  효과)

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를 조직요인(정보시

스템 성숙도, CEO의 지원), 거래요인(자산 특수성, 불

확실성, 정보시스템의 사용정도), 험요인(안 성(보

안)의 험, 비용의 증가 험, 자율성 상실의 험)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하 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3.1 조직요인과 도입성과의 검증결과
가설 1-1: 정보시스템 성숙도는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시스템 성숙도 요인은 B=0.245, t=4.605, p=0.000

으로 유의수  5%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어  가설 1-1은 채택되어 정보시스템 성숙도 요

인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시에 시스템의 정보제공 능력, 시

스템의 정확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정도, 정보시스템 구

축수  등 4개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된 정보시스템 성

숙도 요인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가설 1-2: CEO의 지원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CEO의 지원요인은 B=0.249, t=5.395, p=0.000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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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  5%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어 

 가설 1-2는 채택되어 CEO의 지원요인은 도입성과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CEO의 정보시스템에 한 기 , CEO의 정보기술

에 한 문 지식, 정보기술 투자에 호의  반응, 정보

시스템 부서 운 결과를 평가에 활용정도 등 4개의 세

부요인으로 구성된 CEO의 지원요인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거래요인과 도입성과의 검증결과
가설 2-1: 자산의 특수성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자산의 특수성 요인은 B=-0.047, t=-0.686, p=0.493으

로 유의수  5%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아니함

을 알 수 있어  가설 2-1은 기각되어 자산의 특수성 

요인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구조의 특수한 

정도, 정보시스템 처리 차의 특수한 정도, 정보시스템 

담당직원 교육의 특수한 정도 등 3개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된 자산의 특수성 요인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2-2: 불확실성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불확실성 요인은 B=-0.046, t=-0.837, p=0.403으로 유

의수  5%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어  가설 2-2는 기각되어 불확실성 요인은 도입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H/W의 변화에 한 측 불확실성, S/W

의 변화에 한 측 불확실성, 비용과 성과에 한 

측 불확실성 등 3개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된 불확실성 

요인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가설 2-3: 정보시스템의 사용 정도는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시스템의 사용 정도 요인은 B=0.206, t=3.786, 

p=0.000으로 유의수  5%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

을 알 수 있어  가설 2-3은 채택되어 정보시스템의 

사용정도 요인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필요 정도, 

정보시스템의 이용 정도, 정보시스템의 활용 범  등 3

개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된 정보시스템의 사용정도 요

인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3.3 위험 요인과 도입성과의 검증결과
가설 3-1: 안 성(보안)의 험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안 성(보안)의 험 요인은 B=-0.108, t=-1.944, 

p=0.050으로 유의수  5%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

을 알 수 있어  가설 3-1은 채택되어 안 성(보안)의 

험요인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보 출 험, 업무수행 시 

외부인의 근,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정보공유 등 3개

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된 안 성(보안)의 험 요인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3-2: 비용의 증가 험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비용의 증가 험 요인은 B=0.274, t=5.070, p=0.000으

로 유의 수  5%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어  가설 3-2는 채택되어 비용의 증가 험 요인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외부 서비스 제공 회사와의 의사소통 비

용, H/W의 재구축에 따른 비용, 계약체결 비용의 소요, 

계약실행 비용의 소요 등 4개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된 

비용의 증가 험 요인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3-3: 자율성 상실의 험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자율성 상실의 험 요인은 B=-0.066, t=-1.066, 

p=0.287로 유의수  5%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어  가설 3-3은 기각되어 자율성 

상실의 험 요인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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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활

동의 자율성 상실, 기술 련 자율성 상실, 비용 리의 

자율성 상실, 추가 인 H/W 지원의 자율성 상실 등 4

개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된 자율성 상실의 험요인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Ⅵ. 결 론

1. 연구의 요약     
연구목 을 하여 설정한 연구 가설들을 검증한 결

과 첫째, 조직요인에서는 정보시스템 성숙도, CEO의 

지원 변수가 도입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조직 요인은 도입성과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조직에서는 IT 아웃소싱의 도입 성과를 높이기 해

서는 조직 내에서 정보시스템의 성숙 정도를 고려하고, 

아울러 CEO의 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IT 아웃

소싱 도입성과가 성공 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거래요인에서는 정보시스템 사용정도 변수만

이 도입성과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고, 자산

의 특수성, 불확실성 요인은 도입성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정보

시스템 사용정도 요인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으나 자산의 특수성 요인과 

불확실성 요인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이 정보기술을 

아웃소싱하여 그 효과를 얻기 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사용정도가 높을 경우에 그 효과가 나타나므로 조직의 

구성원들로 하여  정보시스템의 사용정도를 최 화하

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 자산의 특수성 

정도가 크면 클수록 정보기술을 아웃소싱하는데 부정

인 향을 미치므로 조직에서 자산의 특수한 정도가 

큰 경우에는 이러한 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불확실성 요인도 그 불확실한 정도가 크면 

클수록 정보기술을 아웃소싱하는데 부정 인 향을 

미치므로 조직에서 불확실한 정도가 큰 경우에는 역시 

이러한 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험요인에서는 안 성(보안)의 험, 비용의 

증가 험 변수만이 도입성과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고, 자율성 상실의 험요인은 도입 성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에 따라 안 성(보안)의 험과 비용의 증가 험요인

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율성 상실의 험요인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과 기여도 
본 연구에서 조직요인의 정보시스템 성숙도와 최고

리자의 지원, 거래요인의 정보시스템 사용 정도, 험

요인의 안 성(보안)의 험, 비용의 증가 험 요인들

은 도입 성과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고, 거

래요인의 자산의 특수성 요인과 불확실성 요인, 험요

인의 자율성 상실의 험요인은 도입 성과에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시스템 성숙도  최고 리자의 지원 요인과 

련하여 Grover and Goslar[19], Nam[20] 등의 정보시

스템의 성숙도와 최고 리자의 지원은 정보시스템 도

입에 정 이라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정보

시스템 사용정도와 련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사용정도

가 높을수록 역시 정보시스템 도입에 정 이라는 연

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 성

(보안)의 험, 비용의 증가 험 요인도 Randall[23], 

Grover & Teng[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

다. 한 거래요인의 자산의 특수성 요인과 불확실성 

요인과 련해서는 Grover and Goslar[19], Lacity & 

Hirschheim[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고, 자율성 상실

의 험요인과 련해서는 Benko[24]의 자율성 상실의 

험이 큰 경우에는 역시 정보시스템 도입에 부정 이

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의 공공부문에서 정보기술을 아웃소싱하여 그 효과를 

얻기 해서는 안 성(보안)의 험, 비용의 증가 험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자율성의 상실 정도가 

크면 클수록 정보기술을 아웃소싱하는데 부정 인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도입 성과 349

향을 미치므로 공공기 에서는 자율성 상실의 험정

도가 큰 경우에는 역시 이러한 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 에서 정보시스템의 아

웃소싱을 결정할 경우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실증 분석

을 통해 제시하 다는 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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