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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고용과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주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도입과 이로 인한 성과에 관한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내외의 연
구를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연구는 국외연구보다 양적인 연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다
양한 정보기술에 대해서 도입과 성과요인을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연구의 적용이론은 기술-조직-

환경 프레임워크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가장 많이 활용된 도입요인은 최고경영자의 지원이며, 성공
요인은 사용자 만족도임을 도출해내었다.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이론을 적용한 질적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중소기업, 정보기술 도입, 중소기업 연구경향, 연구방법론

Abstrac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the backbones of the national economy in production and 
employment. Information technology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MEs. This study 
aims to organize the comprehensive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on the information technology adoption and 
success determinants in SMEs by comparing Korean domestic and aborad studies. The results show that 
domestic studies tend to be more quantitative research than the research aborad. Technology-Organization- 
Environment framework has been the most frequently deployed framework, and CEO support and user 
satisfaction factors are most frequently used in the adoption and success factors. With these findings we hope 
the future study should adopt more various theories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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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기업은 기업환경에 있어 역동 으로 활동하는 주

체로 이들의 생존과 성장은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있어 

요한 화두가 된다. 많은 국가에서 소기업은 체기

업에서 90%이상의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24][36], 우

리나라에서도 소상공업을 포함한 소기업은 312만개로 

체기업수의 99.9%를 차지한다. 한 1,226만명이 종사

하고 있어 체 고용의 86.8%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17]. 최근에 소기업의 육성은 기업에 집 된 경제구

조를 정상화할 수 있는 요한 안으로 인식되고 있기

도 하다. 국가에 따라 소기업에 한 정의는 업종과 규

모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의 기업을 일컫는다(<표 1>참고). 소기

업은 ①미흡한 재무, 기술, 인  자원과, ② 앙집   

개인화된 리, ③비공식 이고 유연한 략, ④수평 이

고 유연한 조직구조, ⑤반응 이고 임시방편 인 응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34].

이제 기업의 일상 인 업무처리를 해 없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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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존재가 된 정보기술은 소기업의 생존에 큰 향을 

미치며 략  경쟁우 를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35][25]. 기의 정보기술 도입은 단순 반복업무에 

집 되었지만, 차로 데이터 처리(data processing), 경

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략정

보시스템(strategic information system) 등 경쟁력을 강

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되고 있다[35][40]. 재 정보

기술은 업무와 불가분의 계로 결합되어 있으며, 자

상거래의 출 으로 기업 간 거래의 디지털화는 필수 인 

상으로 자리 잡았다[35]. 인터넷은 기업내외의 커뮤니

이션을 강화하기 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28], 정

보기술의 도입은 업무 로세스의 개선과 병행되어 거래

비용의 감소는 물론 트 사와의 계 한 증진시키고 

있다. 이제 정보기술은 그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

략과 연계(alignment)되는 측면에서 성공요인을 따지

는 수 에서 평가받고 있다[35]. 이러한 정보기술 활용에 

있어 소기업의 최고경 자들은 ‘IT에 의해 발생하는 

경쟁력’에 해 제한된 인식을 가져 략  정보시스템

에 한 응이 부 한 것이 실이며[32], 내부 IS 

문가가 부족하며 IT부서가 없는 경우도 많아 일반 으로 

매우 열악하다고만 보는 것이 통 인 시각이었다. 하

지만 최근의 연구결과는 IT 로젝트 경험의 축척으로 

내부 IT인력의 수 이 향상되고 있어 소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수 이 다르다고 보기도 한다[21].

정보기술의 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소기업들은 

정보기술을 극 으로 도입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인 , 

, 물질  자원으로 인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21]. 2010년 소기업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의 소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어느정도 차이는 있지만 

반 으로 미흡한 정보화 수 을 보유하고 있었다[16]. 

소기업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해 정부에서는 

 지원과 정보기술 컨설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

계에서는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 련역량의 강화를 

한 연구를 지속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간 국내외 학계에서 제시된 소기업의 

정보기술 련연구  정보기술의 도입과 성공요인에 

한 연구를 문헌연구의 형태로 조사하여 그간의 연구경향

과 주요시사 , 향후 연구방향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

로 하 다. 재 소기업의 개별 정보기술 도입과 성공

요인을 다룬 연구는 국내외 으로 많이 진행되었지만 이

들을 종합 으로 검토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체 인 연구흐름 속에서 자신의 연구

의 치를 악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소기업의 정보화 담당자들은 정보기술 도입과 

통제에 한 지식을 습득하여 체계 인 도입과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분석 상과 분석방법을 제시하 다. 제3장에

서는 국내외 연구의 비교분석결과를 분석방법에 따라 제

시하 으며, 제4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이에 따른 시사

, 향후 연구방향을 담았다. 

국가 범

한

민국

·제조업: 근로자수 300인 미만 는 자본  80억원 이하

· 업·건설업·운송업: 근로자수 300인 미만 는 자본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근로자 수 50인∼300명 는 매출액 

50억원∼300억원 이하

미국

·제조업: 근로자수 500인∼1500인, 업: 500인 이하, 

도매업 100인 이하 등

 *Small Business를 상으로 정의

EU ·근로자수 250인 미만, 매출 50백만 Euro미만

<표 1> 각국의 중소기업 정의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2.1 문헌분석 대상

본 연구를 해 소기업의 정보기술 도입과 성과

련문헌을 google scholar와 같은 학술정보포털, science 

direct와 wiley online 등의 해외 논문 데이터베이스, 디피

비아, 교보스칼라, 학술교육원 e-아티클 등의 국내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수집하 다.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학회나 논문지의 홈페이지에서 개별 논문을 검토하

며 수집하 고, 주요 문헌검토(literature review)논문이

나 참고문헌 목록에서 련주제의 연구를 발견한 경우 

이를 추가하 다. 검색어는 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자상거래(e-commerce), 도입(adoption), 성공(success) 

등이었으며 국내문헌은 78건, 국외연구는 64건으로 총 

142건을 수집하 다. 검증된 논문만을 상으로 하기 

해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은 제외하 으며 기타 정보

기술 역량에 한 문헌, 문헌검토 논문 등도 분석에서 제

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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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헌분석 방법

분석은 우선 오철호[8]의 문헌연구 임워크를 확장

하여 연구가 시행된 연도와 국내/국외 연구별로 분석하

여 연구의 수행 추이를 조사하 고, 다음으로는 질 연

구와 양 연구 그리고 이 두가지 방법론을 모두 용한 

연구를 조사하여 연구의 경향을 조사하 다. 다음으로는 

연구 상을 조사하여 어떤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를 살펴보았고 분석기법에서는 양 연구에서 주로 어떤 

분석기법이 용되었는지를 조사하 다. 분석기법은 

체요인 에서 ①특정요인의 선호도나 비 을 알아보는 

기 인 분석과 t검정, ②분산분석을 통해 특정요인의 

향력 여부를 별하거나, 요인들간의 상 계를 악

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용한 경우, ③회귀분석, 구조방

정식 등을 통해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 종속변수의 인과 계를 검증해보는 경우를 분류해보

았다. 연구모형에 의한 가설을 검정하는 경우라도 t-검정 

등을 사용하여 향이 있는지 만을 검증하는 경우는 ②

의 방법론으로 분류하 다. 다음으로는 어떤 이론을 

용하여 분석하 는지를 분석하 고 마지막으로는 도입

요인과 성공요인 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요인을 조사하

여 제시하 다. 소기업(small business)을 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에도 소기업에 한 일반 인 연구경향을 

악하기 해 조사 상에 포함하 다. [그림 1]에서는 

연구 차를 설명하 으며, <표 2>에는 연구의 분석기

을 제시하 다.

[그림 1] 연구절차

분류기 세부내용

연구자 국내, 국외1) 

연구방법 양 연구, 질 연구, 둘다(양 /질 연구)

분석기법

(기 분석)변수의 우선순 , 비율분석 등 상을 

단순하게 악할 수 있는 기 통계기법 용

(단순분석)t검증 등 그룹간 차이를 분석할 수 있

거나, 변수간의 상 계를 단할 수 있는 분석

기법 용

(고 분석)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등 인과 계를 

악할 수 있는 고 통계기법 용

연구 상
ASP, 자상거래, EDI, 인터넷, 정보시스템/정보

기술, SCM 등

용이론
신수용이론, 계획행동이론, 기술-조직-환경 

임워크, 험-혜택 임워크 등

주요변수 도입요인, 성공요인  자주 인용된 변수

<표 2> 연구의 분석기준

3. 국내외 관련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3.1 연구년도

먼  연구가 수행된 연구를 분석하 다(<표 3> 참고). 

국외 연구에서는 DeLone[23]의 기업규모와 컴퓨터의 활

용에 한 연구를 기 소기업에 한 연구로 볼 수 있

으며, 소기업만을 상으로 한 본격 인 연구는 Cragg 

& King[20]의 소기업에 있어서 정보시스템의 활용요인

과 해요인에 한 연구를 기 연구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2) 국내연구는 손성호, 김종득[5]이 소기업의 정보

화 수 과 성과와의 상 계를 분석한 것이 최 이며, 

이후 장시 [12], 곽두진 등[2]의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기업을 상으로 한 연구가 

1990년 부터 경 정보학연구(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APJIS)에서 수행되었으나, 이는 

일반 인 기업 상의 연구이거나 기업의 사례 연구등

으로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연구추이를 살펴보면, 국

외연구는 최  연구이후 비교  비슷한 수 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국내연구의 경우에는 2000년  반이

후 연구가 격히 활성화 되었다가 재는 안정 인 수

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국내, 국외 연구는 연구가 시행된 지역(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에따라 국내연구자가 외국저널에 게재한 경우는 국
내연구로 분류하였다.

2) DeLone[23]의 연구 또한 일반적인 기업대상의 연구로 볼 수 있으나, 기업규모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하였고 후속연구에 대한 
영향이 있음을 감안하여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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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 국외 합계

1981 - 1 1

1985 - 1 1

1988 - 2 2

1992 - 1 1

1993 - 1 1

1995 - 3 3

1996 1 1 2

1997 - 2 2

1998 1 2 3

1999 - 3 3

2000 1 1 2

2001 8 7 15

2002 5 6 11

2003 5 3 8

2004 15 7 22

2005 4 6 10

2006 13 1 14

2007 3 3 6

2008 5 2 7

2009 3 4 7

2010 7 2 9

2011 5 2 7

2012 2 3 5

합계 78 64 142

<표 3> 연구년도에 의한 분석

3.2 연구방법

다음은 연구방법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 다. 양 연구

(quantitative research) 질 연구(qualitative research), 

혹은 두가지 연구방법을 모두 용한 연구를 분류하 다

(<표 4> 참고). 국외연구에서는 계량기법을 용한 양

연구가 48건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69건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질

 연구방법론을 모두 용한 연구는 국내보다 국외가 

약간 더 많음도 알 수 있다.

구분 국내 국외 합계

양 연구 69 48 117

질 연구 6 10 16

양 /질 연구 3 6 9

<표 4> 연구방법에 의한 분석 

3.3 분석기법

다음은 체연구 에서 질 연구 16건을 제외한 126

건의 양 연구를 분석기법의 용수 에 따라 분석하

다(<표 5> 참고). 기 분석의 경우 도입요인들의 우선순

를 별하기 한 비율분석을 수행한 경우, 특정지표

의 도달수 을 측정해서 단순 제시한 경우를 포함하는데 

국외연구에서 해당분석의 비 이 더 높았다. 고 분석의 

경우 국내연구에서 비 이 더 높았는데 이는 의 연구

방법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연구에서 양 연구가 

우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려 다. 

구분 국내 국외 합계

기 분석 6 12 19

단순분석 6 6 12

고 분석 60 36 95

합계 72 54 126

<표 5> 분석기법에 의한 분석

3.4 연구대상

연구 상인 정보시스템 혹은 정보기술 측면에서는 

AIS(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BSC(balanced score-card),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CM./IOS(supply chain management/inter- 

organizational system), 일반 인 정보시스템/정보기술, 

인터넷 혹은 자상거래(e-commerce)를 기 으로 분류

하 다. AIS, ASP, BSC를 상으로 하는 연구는 국내에

서만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ASP등의 특정시

스템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도입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ERP의

국외에서는 일반 인 인터넷/ 자상거래, 혹은 정보

시스템/정보기술을 상으로 한 연구가 52건으로 81%를 

차지한 으로 보아, 이들은 특정 정보시스템 유형 보다

는 일반 인 정보기술의 도입과 성공요인의 분석에 더 

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참고). 

구분 국내 국외 합계

AIS 3 - 3

ASP 7 - 7

BSC 1 - 1

EDI 3 5 8

ERP 15 2 17

INTERNET/EC 21 23 44

IS/IT 18 29 47

SCM/IOS 7 3 10

기타 3 2 5

<표 6> 연구대상에 의한 분석 

3.5 적용이론

연구에서 용된 이론 살펴보면, 우선 기술-조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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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워크(TOE; technology-organization-environment 

framework)의 용이 국내는 27건(34%), 국외는 22건

(34%)으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보기술

의 도입을 기술, 조직, 환경 요인으로 분류하여 도입요인

을 연구한 TOE 용연구는 Iacovou et al.[27]와 Thong 

& Yap[42]의 작업이 기연구로 이후의 연구에 많은 

향을 주었다. IDT(innovation diffusion theory)는 

Rogers[39]의 신확산이론을 용한 경우인데, TOE는 

기술부문의 요인에서 주로 신확산이론의 상  우

(relative advantage), 호환성(compatibility), 복잡성

(complexity)을 채택한 경우가 부분이므로 TOE를 

용한 경우는 IDT도 용하 다고 볼 수 있다. BSC는 

BSC의 4가지 (고객-재무-업무 로세스-학습  성

장)을 용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임워크로 활용한 

경우이고[29], 험-혜택 임워크(R-B; risk-benefit 

framework)는 정보기술의 도입요인에 한 험과 혜택

을 분리하여 이를 도입요인으로 연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의 의사결정을 거하는 송선옥 등[6]의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용연구, 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용한 연구도[38][9][26] 있었는

데 이는 소기업의 특성상 의사결정자의 역할의 요하

고 이들의 의사결정구조를 해당이론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고경 진이론(upper echelon 

theory)이 용된 Chuang et al.[19]의 연구 한 소기

업에서 최고경 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흐름 속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상황이론은 기업의 경 환경 변수가 

정보기술의 도입에 주는 향을 연구하는데 용되었으

며[10][11], 성숙도이론은 정보기술의 성과측정에 있어 

단계가 있다고 가정하여 달성수 을 측정하는 이론으로 

자상거래를 활용하는 소기업의 정보화수 을 측정

하는데 활용되었거나[37][30], 정보화수 과 성과와의 연

계를 악하는데 사용되었다[3][14]. IS 성공모형

(Information Systems Success Model)은 DeLone & 

McLean[22]의 모형을 기반에 둔 것으로 정보품질

(information quality), 시스템품질(system quality), 서비

스품질(service quality)을 정보기술 도입요인으로 가정

하 다[31][15][7]. 기타이론을 용한 경우는 단평형

설(punctuated equilibrium theory)과 같은 소수이론을 

용한 경우도 있었으나[41], 기술-조직-환경 임워

크에서 특정 부문을 활용하고 다른 모형을 결합하여 모

형을 구성한 연구가 부분을 차지하 다. 특별한 이론

용 없이 산업특성, 기업특성과 같은 변수를 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이론미 용으로 분류하 다3)(<표 7> 

참고). 

구분 국내 국외 합계

BSC 3 - 3

IDT 2 1 3

R-B 1 4 5

TAM 1 1 2

TOE 27 22 49

TPB 1 3 4

상황이론 2 - 2

성숙도 2 2 4

편승효과 1 - 1

자원기반이론 - 1 1

IS 성공모형 3 - 3

최고경 진이론 - 1 1

기타이론 용 9 10 19

이론미 용 26 19 45

<표 7> 적용이론에 의한 분석

3.6 주요요인

마지막으로 연구에 활용된 도입요인과 성공요인을 조

사하여 정리하 다. 도입요인에 있어서는 국내 논문의 

경우 외국논문의 요인을 다수 인용하고 있고, 국내와 

국외를 구분해서 분류하기 한 체 인용횟수가 많지 

않아 국내외연구를 구분하지 않았다. 개별 연구에서는 

조 씩 다른 표 으로 제시되었지만 체 으로 같은 개

념을 측정하고 있는 경우는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하여 

인용횟수를 조사하 다. 

독립변수로 활용된 도입요인 에선 최고경 자의 지

원이 가장 인용횟수가 많았다. 순 에는 포함되지 않았

지만, 최고경 자의 정보기술 지식과 경험이 9회, 신성

이 6회 인용되어 소기업의 정보기술 도입에 있어 최고

경 자가 미치는 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13]. 치

열한 환경 속에서의 경쟁. 고객/공 사가 미치는 도입에 

한 압력이 2, 3 를 차지해 환경요인 역시 도입에 있어 

큰 향을 주고 있음도 확인하 다. 신확산이론에서 

언 된 기술요인인 상  우 , 합성, 복잡성도 인용

횟수가 많았는데[39] 이는 해당변수를 사용하는 기술-환

3) 한 연구에서 여러 이론을 적용한 경우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이론으로 분류하였다. 이에따라 TOE에서 기술부문에 IDT를 적용한 
경우는 TOE로 분류하였다.  TOE중 기술, 조직, 환경 중 두 부문이상을 적용하거나, TOE의 일부를 다른 부문으로 정의하는 경우
는 모두 TOE로 분류하였다(예: 경영진의 특성을 관리적 특성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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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직 임워크가 용된 연구가 많은 비 을 차지

했기 때문으로 단된다(<표 8> 참고).

순 도입요인 인용횟수

1 최고경 자의 지원 31

2 경쟁압력 23

3 호환성( 합성) 21

4 고객/공 사 압력 20

5 상  우 19

6 기업규모 18

7 비용 14

8 복잡성 13

9 기업의 IT 비도 12

10 사용자 교육훈련정도 11

<표 8> 주요 도입요인

종속변수로 활용된 성공요인 엔 사용자 만족도가 

가장 인용횟수가 많았고, 다음으로는 재무  성과가 많

았다. 6번 인용된 비용 감과 3번 인용된 매출/이익 증  

한 재무 성과로 볼 수 있어 사용자만족도와 함께 정

보기술 도입의 성공을 측정하는 요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재무  성과, 내부 효율성, 학습  성장 측

면에서의 요인이 자주 인용된 이유는 성과요인을 측정하

는 연구에서 홍순구 등 (2009)을 비롯한 일부 국내연구가 

BSC에서 제시한 재무-고객-업무 로세스-학습  성장 

을 거했기 때문이다(<표 9> 참고).

순서 성공요인 인용횟수

1 사용자 만족도 23

2 재무  성과 13

3 IT 활용도 13

4 품질향상 10

5 조직성과 10

6 비용 감 6

7 내부효율성 3

8 생산성 증 3

9 략  성과 3

10 학습  성장 성과 3

11 매출/이익 증 3

<표 9> 주요 성공요인

4.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소기업의 정보기술 도입과 성공요인을 

다룬 국내외의 연구를 수집하여 재까지의 연구경향과 

시사 을 도출하 다. 연구결과, 정보기술은 이들 소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다양

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특히 2000년  반 국내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다. 국내연구는 국

외연구보다 양 인 연구를 구조방정식과 같은 고 통계

기법을 용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강하 으며, 일반 인 

정보기술보다는 세부 정보기술별로 도입과 성과요인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연구에 용된 이

론면에서는 국내외 연구가 비슷한 다양성을 보 으나, 

기술-조직-환경 임워크나 이를 응용한 임워크

를 용한 연구가 큰 비 을 차지함을 확인하 다. 연구

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도입요인은 최고경 자의 지원으

로 소기업에 있어 최고경 자의 요성을 다시 인식할 

수 있었으며 기술, 조직, 환경요인이 골고루 활용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이 활용된 성공요인은 사용자 

만족도로 사용자 혹은 고객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정보기

술의 성공을 측정하는데 가장 우선하여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재무  성과와 업무 로세스 

향상으로 인한 품질개선 등의 성과요인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향후 국내에서 추진될 정보기술 도입 

 성과연구에  수 있는 시사 은, 첫째 소기업의 다

양한 정보화 수 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둘째 소

기업 정보기술 의사결정요인을 체계 으로 밝힐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이론  기반의 연구가 필요하고, 셋째 이론

이 용된 심층 인 사례연구와 마지막으로 양 인 데이

터와 질 인 사례가 결합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

다. 

지 까지 소기업의 정보기술 수용에 한 이론의 

비교를 통한 모델 제안[4], 소기업의 자상거래(EC) 

도입 연구 경향에 한 연구[1], 소기업의 ERP도입에 

있어 필요한 주요 결정 사항을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연구는[33] 있었지만, 소기업의 정보기술 도입과 성과

에 한 국내외의 문헌을 종합하여 양 인 분석을 수행

한 연구는 없었다. 특히, 소기업의 정보기술 연구에 일

반 으로 용될 수 있는 이론의 정리, 변수의 제시는 본 

연구가 가지는 가장 큰 공헌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소기업의 정보기술 련연구자는 물론, 기업과 공공

기 을 상으로 연구자도 해당 연구에 필요한 지식의 

흐름을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공

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검색과 개별 논문지의 조사에 따른 조사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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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일부 락된 연구가 있을 수 있다는 이다. 이

런 을 우려해 MIS Quarterly, Information Systems 

Research와 같은 MIS 분야의 주요 외국문헌, APJIS, 

소기업학회지와 같은 국내 주요 정보기술 련 문헌과 

소기업 련 주요문헌은 모두 검토하 고, 문헌연구 논문

[1,4,33]에서 언 된 주요연구, 개별연구에서 인용된 련

연구는 모두 추가하여 연구하 지만 일부 락의 우려는 

계속 남는다. 다음으로는 양 인 분석의 한계를 들 수 있

다. 연구 개상 개별연구이론의 개상황이나 주요논문

의 연구 경향을 소개하지 않았는데 차후의 문헌연구는 

특정이론이나 특정정보기술의 도입  성공요인의 정리, 

다른 연구에 향을  주요연구의 의미와 역할을 조명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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