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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에서는 IOS(기업 간 정보시스템)활용이 협력업체 간 관계품질을 매개로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가에 대
해 검증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국내 340개 제조업체에서 수집한 자료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IOS활용은 만족과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친다. 둘째, 만족은 신뢰와 몰입, 신뢰는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만족과 몰입은 기업성
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신뢰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몰입은 신뢰와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IOS활용이 기업 간 거래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각 기업이 직면한 보다 다양한 환경을 고려함으
로써 보다 정확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IOS활용, 관계품질, 만족, 신뢰, 몰입, 기업성과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e association among IOS utilization, relationship quality, 
and firm performance.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we configure a research model and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by utiliz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data collected from 340 domestic manufacturers. The 
results of SEM are as follows. First, IOS utiliz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and firm performance. 
Second, satisfac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rust and commitment, and trust positive affect commitment. 
Third, satisfaction and commit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firm performance, but trust has not significantly 
affect firm performance. Finally, commitment plays a role of mediator in the association between trust and firm 
performance. The implication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at ISO utilization is an important factor to improve 
the performance in B2B transac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rive a more precise implication by 
considering diverse environment faced by each company in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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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시장의 로벌화를 비롯한 많은 환경요소들의 

격한 변화에 따라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

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율 으로 응하여 경쟁우 를 

창출하고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해 기업들은 보유자원

을 핵심역량에 집 하고, 상 으로 덜 요한 사항들

은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패러다임은 개

별 기업 간 경쟁보다는 여러 기업이 력 계를 형성한 

공 사슬 간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업 간 력의 

필요성  요성이 차 높아지고 있다.

기업 간 상생 력은 기업 간 거래 계를 바탕으로 하

는 력을 통해 트  모두가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며, 

상생 력의 결과는 국민과 국가 경제 체에 이익이 된

다. 이처럼 상생 력은 기업 간 거래를 바탕으로 하고 있

으며, 트  간 상생(win-win) 략이 되어야 한다.

성공  업을 해서는 기업 간 거래가 서로에게 이

익이 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거래에 한 만족이 발생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만족은 력업체에 한 믿음으로 

발 해 력업체 모두에게 정  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트 십을 강화한다[29]. 력업체 간 생성된 믿음

과 강화된 트 십은 력기업과 지속  거래를 하고자 

하는 몰입으로 발 한다. 이와 같은 계품질은 기업 간 

거래를 통해 상 방에 한 만족, 신뢰, 몰입의 단계를 거

쳐 기업성과를 향상시킨다[27]. 이처럼 기업은 지속  경

쟁우 를 확보하기 해 기업 간 상생 력을 추진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략  요

소  하나인 계품질이 차 요해지고 있다.

최근 정보화 사회 도래로 기업 간 정보시스템(IOS: 

inter-organization information system)의 도입  활용

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많은 학자들이 IOS 도입에 심

을 보이며 련 연구가 크게 진 되었다[23]. 제조기업이 

고객의 세부 니즈 변화, 새로운 시장, 기술기회를 상하

고 보다 완벽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트

 간 IOS를 활용해야 한다[33].

IOS활용은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통해 기업 간 계

품질에도 정  향을  것이다. IOS는 력업체 간 

정보 공유를 효율 으로 만들어주며, 거래비용을 감시

킬 수 있도록 한다. IOS를 통해 기업 간 정보거래가 공식

화, 표 화됨에 따라 정보가 재 소에 효율 으로 사

용됨으로써 기업 간 거래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IOS를 통한 정보공유가 좀 더 효율 으로 바 게 

됨에 따라 기업 간 거래가 투명해지게 되어 기업은 거래

에 한 만족이 발생된다. 한 정보가 공식화되고 표

화됨에 따라 력기업은 상호 간 신뢰하게 되며, 지속  

거래에 한 의지가 증가된다[5]. 기업 간 거래가 지속

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수록 기업 간 계품질은 더욱 

강화되고[27], 강화된 계품질은 기업성과로 이어질 것

이다. 그러나 IOS가 계품질에 미치는 향에 한 연

구는 상 으로 소홀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사회의 진 과 함께 그 

유용성과 활용도가 증하고 있는 IOS의 효과를 악하

고자 한다. 즉, IOS활용이 기업 간 계품질과 기업성과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 으로써 IOS활용에 

따른 효과를 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 간 상생 력 략 수립에 요하게 고려해야 할 경

요소를 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업 간 정보시스템

기업 활동에는 정보기술이 다양한 목 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정보기술의 도입  활용 목 도 시  변화와 

함께 발 하고 있다. 기업이 정보시스템을 도입한 창

기에는 조직 내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하기 해 주로 사

람의 노동력을 정보기술로 체하는 기  수 이었다.

그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업의 정보기술은 조직 내

부 경 리를 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정보의 효율  

리를 한 용도로 변화하 으며, 최근 들어 정보기술

은 조직 내부의 효율성 증 와 비용 감을 해 활용되

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보기술을 효율 으로 활용

하기 해 력기업과 정보시스템을 구 하여 기업경쟁

력을 확보하는 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23].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를 효율 으로 진행하

고, 계기업(공 업체와 고객)과 동을 용이하게 하기 

해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IOS활용이라 한다[9]. 

이러한 IOS는 기업 간 연결을 통해 공 사슬 로세스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즉, 기업

은 IOS활용을 통해 효율성 증 와 비용 감을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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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력기업과 구조  연결이 가능하다[30].

표  IOS활용 로는 공 업체 재고 리(VMI: 

Vender Managed Inventory)와 Dell 컴퓨터의 정보공유

를 들 수 있다. VMI를 통해 구매업체가 공 업체와 매

‧재고정보를 자문서로 교환하면 공 업체는 이를 토

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요를 측하여 상품의 

정 납품량을 결정한다. 구매업체는 재고 리에 소모되는 

인력, 시간 등을 감할 수 있고, 공 업체는 정생산  

납품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6]. Dell 컴퓨터는 

인터넷 포를 통해 직  고객의 피드백을 아이디어로 

체계화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함으

로써 보 비용, 잉여처리 등을 사 에 제거하고 제품 구

성을 신속하게 하 다. 한 고객과 방향 커뮤니 이

션을 통해 유통비용 감효과를 극 화하 다[28].

Amy and Sohal(2002)[1]은 IOS가 계  에서 

공 자와 구매자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에 한 연

구를 통해 IOS활용이 기업 간 업무 로세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 실제 기업 간 거래 참여기업

들은 이 게 연결된 업무 로세스를 통해 기업 간 거래

에 한 만족이 향상된다. 

Kwon and Suh(2004)[24]은 기업은 기업 간 주문 결제 

정산에 IOS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용은 기업 간 

거래에 한 만족도를 높여 다고 하 다. 한 IOS활용

을 통해 추   품질 통제, 주문  배송 통제가 가능하

고, 이는 거래 방식에 한 만족을 불러온다. IOS활용을 

통한 기업 간 재고 조정  생산계획 통제가 이루어진다

면 기업은 기업 간 이루어지는 거래에 해 가지고 있던 

기 를 만족하게 된다. 이 듯 IOS활용을 통해 기업 간 

력을 효율 으로 수행하여 력에 한 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다[27].

홍 선(2006)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도움 행 에 한 

연구에서 IOS를 인본주의 으로 해석하여, 서로 도움을 

 수 있으며 상호 만족을 이끌어낸다고 보고하 다. 

Chatfield(1997)[7]은 항공회사가 정보시스템의 사이클 

타임을 감해 고객만족을 이끌어낸 사례를 제시하며, 

IOS활용이 만족에 향을 다고 하 다. 

한편, 기업은 IOS활용을 통해 기업 간 업무 로세스

를 연결하여 업무처리속도를 향상시키며 품질, 배송, 생

산계획 통제를 통해 조달 효율성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24]. 한 IOS를 통한 기업 간 주

문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흐름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재고 조정을 통하여 재고회 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IOS활용은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2. IOS활용은 기업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관계품질

기업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경쟁력 확보를 해 기업 

간 력 계가 요시 되고, 경쟁이 심화될수록 계품

질이 경 략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와 같이 계품

질은  기업에서 요한 략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그에 한 정의는 아직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

고 선행 연구자 마다 다양한 정의가 시도되고 있다. 

Jarvelin and Lehtinen(1996)[20]은 계품질을 계에 

한 기 , 측 요구, 목표 충족 는 실  정도에 한 

지각이라고 정의하 으며, 한  시 의 비용에 한 

이익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는 장기 지향성과 이를 기

반으로 안정된 거래 계를 유지하기 한 단기  희생 

의지와 계에 한 자신감과 확신이라고 정의하 다.

최근 들어 계품질에 한 구성요소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구자들은 계품질의 요소로 

만족, 신뢰, 몰입  일부 혹은 모두를 활용하고 있다

[13][24][29].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계품

질 구성요소로 만족, 신뢰, 몰입을 활용하고자 한다.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력업체는 항상 거래의 공정

성 여부를 단한다. 거래가 공정하다고 단되었을 때 

기업은 거래에 하여 만족하게 된다. 이러한 트 에 

한 만족은 기업에게 서로에 한 믿음을 발생시킨다

[29]. 기업 간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신뢰는 트 로 하여

 효과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게 하여, 기업 간 거래에서 

희생을 하더라도 지속 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의지인 몰

입으로 발 한다[20]. 즉, 기업 간 몰입을 이끌어내기 

해서는 기업은 장기 계에 한 투자가 필요하며, 선행

으로 거래에 한 만족과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29].

기업 간 거래 계에서 느끼는 심리  만족은 력

계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

[3]. 기업 간 거래가 성공 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은 기



기업 간 정보시스템 활용이 관계품질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6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Oct; 12(10): 157-168

업 간 거래, 기업 간 거래에 한 기 , 거래 규모와 방식

에 하여 만족하게 된다[24]. 기업이 거래에 하여 만

족하면 거래 자체  거래상 에 한 믿음이 나타나 상

호간에 신뢰가 차 으로 커지게 된다.

신뢰는 다른 당사자가 호의 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  혹은 믿음이다[35]. 기업 간 계에서 신뢰는 한 당

사자가 거래 트 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믿을 때 존재

한다[36]. 신뢰는 상 방이 의무를 다할 것이며, 공정하게 

행동하고 상할 것이며, 측가능 한 방법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 로 정의할 수 있다[2].

기업 간 거래에서 한 기업이 기 하는 것을 충족하여 

만족하게 되면, 기업은 거래기업이 자사에게 우호 이라 

단하고 차 신뢰로 발 하게 된다[10]. 즉, 만족은 신

뢰 상의 평가로 결정되므로 신뢰의 선행요인이다[14].

Morgan and Hunt(1994)[29]는 만족이 력, 장기 계

지향, 충성도, 계몰입 같은 바람직스러운 성과를 이끈

다고 하 다. 만일 구매자가 거래당사자로서 만족한다면 

계 트 에게 몰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만족은 구매자가 력업체에 한 몰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요한 요소이다. 기업 간 력 계에서 몰입

은 신뢰 없이 개발될 수 없다[19]. 다양한 환경에서 신뢰

는 몰입의 직  선행요인이다[29]. 신뢰는 마 계

에서 감정  몰입의 직  선행요인이다[4]. 트 에게 

감정 으로 몰입하는 행동은 고객을 약자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트 를 신뢰할만한 가치

가 있다고 인지할 때에만 몰입하려 할 것이다[29].

기업 간 력을 통해 형성된 신뢰는 몰입을 이끌어 낸

다. 상호 신뢰가 차 쌓여 나감에 따라 지속  거래에 

한 의지가 생성되며, 이러한 의지는 기업 간 력에 

한 몰입으로 발 한다[4]. 신뢰를 통해 력기업이 자사

에 해 정  행동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기업은 

력기업이 더욱 성장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

기도 한다[20]. 따라서 신뢰는 몰입(장기 계 지향)의 선

행요인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어 왔다[22].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3. 만족은 신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만족은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신뢰는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기업성과

기업들이 력을 추구하는 궁극  이유는 자신이 부

족한 부분을 다른 기업들과 력을 통해 보완하고, 단독

으로 경 활동을 할 때보다 험성을 낮추어 효율  성

과를 획득하기 함이다. 

 경쟁사회에서는 기업규모에 상 없이 자신들의 

핵심역량이 아니거나,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제휴 

트 를 통해 얻고자 한다. 자신보다 상 으로 뛰어

난 핵심역량이나 자원을 보유한 기업들과 트 십을 통

한 외부자원 유입은 경쟁력확보에 도움이 된다.

기업 간 력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ROI, 매출액 증가

율, 시장 유율 증가율 등과 같은 재무  지표와 품질 개

선, 력에 한 만족도, 핵심역량  경쟁우 에 한 기

여도, 납기 효율성, 고객 련 성과 개선 등과 같은 비재무

 지표들이 다각도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의 재무  성과는 체로 투자수익률 등과 같은 

회계자료에 의해 측정된다. 그러나 회계자료에 의한 성

과지표는 과거의 투자결정만을 반 할 뿐 기업이 창출하

는 미래의 흐름을 반 해주지 못한다는 비 이 따른

다. 그래서 성과에 한 경 자의 주  평가가 객  

성과와 상당히 일치한다는 에서 주 으로 비재무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연구들도 있다.

력업체와 성공  업을 한 신뢰 형성을 해서

는 기본 으로 거래 계에 한 만족이 요구된다. 신뢰

가 형성되면 트 들은 업에 해 높은 가치를 부여

하며, 이에 따라 계에 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궁극

으로 계품질을 향상시킨다.

신뢰는 력업체 모두의 성과에 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트 와 업을 강화시킨다[29]. 몰입은 상호 력

의 범 를 넓히고 력활동을 강화시킴으로써 기업성과

를 더욱 개선시켜 다. 즉, 만족은 조직 간 신뢰도를 높

여주며, 신뢰하는 두 기업은 궁극 으로 업에 한 몰

입을 통해 장기  발 을 해 단기  희생도 감수한다. 

결국 업 참여에 향을 미치는 도입 요인과 력 계

를 유지, 발 시킬 수 있는 참여기업 간 계품질(만족, 

신뢰, 몰입)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6. 만족은 기업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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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7. 신뢰는 기업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8. 몰입은 기업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3.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계  은 기업의 요한 자원의 경계를 확 하

여 기업 간 계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11]. 즉 기업

은 기업 간 통합  략  트 십을 통해 자사 내부에 

부족한 자원을 획득하여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 기업 

간 통합은 종종 특화 자산, 기술, 정보를 복제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공 사슬 체 이익을 증 시키는 상생의 상황

을 만들 수 있다[25].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의 능력을 기

업 간 계를 리할 략  자원으로 보아야 한다. 기업

은 공 사슬통합에 이러한 략  자원을 활용하여 복수

의 기업 간 계이 을 창출하고 궁극 으로 기업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다.

자원기반 은 기업 내부 자원 측면에서 기업경쟁력

을 이해하는 반면에 계  은 양방향 혹은 네트워

크 계와 로세스에 을 맞춘다[9]. 기업 간 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기업은 정보를 효율 으로 활용할수록 성

과를 높일 수 있다[15]. 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은 기업 

자체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으며 기업의 공 사슬 성과

에 정  향을 미친다[25]. 의사결정자는 외부 정보원

천과 원활한 커뮤니 이션을 통해 부가가치활동을 쉽게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를 제거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32].

본 연구에서는 계  과 자원기반 에 따라 

IOS활용이 계품질을 향상시키고, 계품질은 기업성

과에 향을 미치는가에 한 검증을 통해 IOS활용의 유

용성과 계품질의 요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3.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IOS활용, 계품질, 기업성과를 변수로 

사용하 다. 기업성과에 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특성요인  본 연구의 의도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 

요인과 용어가 유사하여 응답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

가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은 배제하 다.

IOS활용은 Massetti and Zmud(1996)[26]의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IOS를 통한 기업 간 업무 로세스 연결 정

도, IOS를 통한 기업 간 주문 결제 정산, IOS를 통한 기

업 간 추   품질 통제, IOS를 통한 기업 간 주문  

배송 통제, IOS를 통한 기업 간 재고 조정, IOS를 통한 

기업 간 생산계획 통제를 측정항목으로 선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계품질에 한 구성요인은 만족, 신뢰, 몰입으로 설

정하 다. 만족은 Kwon and Suh(2004)[24]의 연구를 바

탕으로 거래에 한 만족, 기  불일치와 차이 정도, 거래 

규모와 방식에 한 만족을 측정항목으로 선정하 다. 

신뢰는 Doney and Cannon(1997)[10]의 연구를 바탕으로 

거래에 한 신빙성, 상호 신뢰 정도, 성과 배분 공정성 

정도, 기  보안성, 정  행동에 한 기 를 측정항목

으로 선정하 다. 몰입의 측정항목은 Ganesan(1994)[13]

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거래 지속의지, 자원 제공, 단기 

이익 포기, 력에 한 최고경 자의 의지, 공 사슬 참

여 충성도를 선정하 다.

기업성과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익 증가, 매출액 

증가, 재고 회 율 증가, 흐름 개선, 품질 향상, 생산

성 향상, 조달효율성 증가, 업무처리 속도, 설비자산 효율

성 증가를 측정항목으로 선정하 다[8][33][36].

IOS활용, 계품질(만족, 신뢰, 몰입), 기업성과에 

한 모든 항목은 응답자의 인지정도를 Likert 7  척도로 

측정하 다.

3.3 설문조사 대상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한 측정항목에 해 5명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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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와 인터뷰를 통해 내용타당성과 응답편의성을 

검증받았다. 최종설문지는 IOS활용 정도에 한 항목 6

개, 계품질에 한 항목 13개, 기업성과에 한 항목 8

개 등 총2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조사 문기 인 Now & Future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하 다. 조사기 의 회원 가운데 제조업 

종사자, 기업 간 력업무 담당자, IOS활용 기업 등을 검

토하여 본 연구를 한 설문 상으로 합하다고 단되

는 총 452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384부(85%)를 회수

하 다. 회수된 384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40부

를 통계분석에 활용하 다. 설문에 응답한 모든 기업은 

IOS를 활용하고 있으며, 응답자 한 이와 련된 직무

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 는 

리  과장이 160명(47.01%)으로 가장 많고, 일반사원

(28.8%), 부장(15.3%), 임원(8.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생산품은 완제품(62.1%), 반제품(22.9%), 부품

(15.0%)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치는 서울/경기 

229(67.4%), 부산/경남 53(15.6%), 구/경북 26(7.7%), 

주/ 라 28(8.2%), 강원/제주 4(1.2%) 순으로 나타났다. 

4. 분석결과

4.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측정항목을 추출하고,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활용

하여 개념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ICR)

와 평균분산추출 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을 산출하여 타당성을 확인하 다.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과정에서 IOS활용은 2개, 계

품질은 3개, 기업성과는 1개가 제거되었다. 그리고 남은 

항목을 활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

과 χ2값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p<0.001), 모델 합도는 GIF=0.958, NFI=0.992, 

CFI=0.953, RMSEA=0.044로 만족스러운 수 을 보여주

고 있다. 측정항목들과 구성개념을 연결하는 요인 재량

이 최소 0.654에서 최  0.843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여 수렴타당성을 확보하 다.

해당 구성개념 간 별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AVE 

값과 <Table 2>에 나타난 구성개념 간 상 계수를 비교

하 다. 그 결과 AVE의 최소값(0.765)이 구성개념 간 상

계수의 최 값(0.758)의 자승치(0.575)보다 크므로 구

성개념 간 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1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일 응답자로부터 수집한 데

이터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문제  가운데 

하나가 CMV(common method variance)가능성이다[21]. 

CMV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해 Harmon's single-factor 

test를 수행하 다[31]. 본 연구에서 활용된 모든 변수를 

투입해 비회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단일요인이 추출되

거나 하나의 요인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부분 공변

량을 설명한다면 심각한 CMV가 존재한다. 그러나 요인

분석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

으며, 첫 번째 요인의 분산 설명력이 17%로 체 공변량

의 부분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CMV는 존재

하지 않는다.

<Table 2>는 구성개념 간 상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모든 개념 간에 상 계가 상방

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 타당성

(criterion-related validity)을 충족하고 있다[21].

 FL ICR AVE
Cronb

ach α
Model Fit

IOS

utilization

0.785**

0.933 0.810 0.829

χ2=55.148 

(df=24, p<0.001)

GIF=0.958, 

NFI=0.992, 

CFI=0.953, 

RMSEA=0.044

0.758**

0.697*

0.773**

relation

ship 

quality

trust

0.762**

0.890 0.765 0.8360.843**

0.772**

com

mitm

ent

0.700**

0.804 0.776 0.839
0.818**

0.698**

0.689**

satis

facti

on

0.722**

0.758 0.638 0.8710.654**

0.717**

performance

0.734**

0.775 0.633 0.831

0.682**

0.795**

0.724**

0.765**

0.821**

0.801**

***P<0.01, **P<0.05,  *P<0.1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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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d. IOS. satis. trust
comm

.
perf.

IOS util. 4.587 1.147 1

satisfaction 4.936 0.811 0.383* 1

trust 4.885 0.943 0.446* 0.758* 1

commitment 4.752 0.854 0.385* 0.665* 0.638* 1

performance 4.835 0.813 0.442* 0.667* 0.577* 0.612* 1

*p<0.0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constructs

 

4.2 연구모형 분석 및 가설검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사용하여 연구모

형을 검정하 다. SEM은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을 분석하

기 해 활용되며, 통계  효율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일련의 의존 계를 검토할 수 있다[17]. 한 찰변수를 

통해 측정할 수밖에 없는 잠재변수의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직 으로 측정할 수 없는 IOS활용, 

계품질, 기업성과를 잠재변수로 활용한다. 한 SEM은 

측정오차를 설명할 수 있고, 이론  모델에서 제안된 모

든 계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IOS활용, 계

품질, 기업성과의 계를 하나의 모델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SEM이 합하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합도는 χ2(df=127, 

p=0.001), RMR=0.049, GFI=0.913, NFI=0.922, CFI=0.954

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검증결과

를 요약하면 <Table 3>과 같다.

[Fig. 2] SEM analysis results

Hypo

thesis
Path Estimate P Accept

H-1 satisfaction<-IOS .355 *** ○

H-2 performance<-IOS .176 *** ○

H-3  trust<-satisfaction .721 *** ○

H-4  commitment<-satisfaction .557 *** ○

H-5  commitment<- trust .345 .012 ○

H-6 performance<-satisfaction .397 .014 ○

H-7 performance<- trust -.007 .957 ×

H-8 performance<- commitment .263 .023 ○

*** : p<0.001

<Table 3> Hypothesis testing results

IOS활용은 만족과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설1과 가설2는 채택되었다. 계품질 

요소 간 계에서는 만족은 신뢰와 몰입, 신뢰는 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므로 가설3, 가설4, 가설5는 

채택되었다. 그리고 계품질 요소와 기업성과의 계에

서는 만족과 몰입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설6과 가설8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신

뢰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

설7은 기각되었다.

5. 분석결과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 로 IOS활용, 계품질 요

소(만족, 신뢰, 몰입), 기업성과 간 계에 한 연구가설

을 설정하 다.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결과에 따

른 의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OS활용은 기업 간 거래에 한 만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IOS를 

통해 트 와 거래되는 제품을 추 하고, 거래 제품의 

품질  유통과정(배송, 주문)을 통제 한다. 이러한 통제

는 기업 간 거래에 한 기 를 충족시키는 결과를 불러

온다[24]. 한 체계화된 IOS는 생산계획과 통제를 효율

으로 만들어 으로써 력기업은 거래에 한 규모와 

방식에 하여 만족하게 된다. 이처럼 기업은 IOS활용을 

통해 기업 간 업무 로세스를 연결함으로써 트 와 

거래에 만족한다.

둘째, IOS활용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 기업은 주문결제 생산시스템을 통해 효율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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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은 IOS를 통해 

생산계획을 통제하고, 재고를 조정하여 생산성을 향상시

킬 수 있으며, 재고회 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33]. 한 

IOS를 통한 기업 간 주문  배송을 통제하고, 거래 제품 

추   품질을 통제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은 효율  IOS활용을 통해 기

업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셋째, 기업 간 계품질 요인 간에는 유의한 인과 계

가 존재한다. 먼 , 만족은 신뢰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 IOS활용을 통해 공정하고 체계화된 기업 간 

력은 트 의 행동을 정 으로 바라보게 된다[29]. 따

라서  IOS활용을 통해 기업 간 만족이 발생되면, 이는 

차 상호간 신뢰로 발 한다. 즉, 기업 간 거래에 만족하

면, 기업은 거래에 하여 신빙성을 느끼게 되어 트

에 한 신뢰가 차 쌓여 나간다.

한 만족은 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 

IOS를 통한 효과  거래로 인해 형성된 만족은 최고경

자에게 력에 해 정 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이는 력에 한 최고경 자의 의지로 발 된다. 즉, 거

래가 지속될수록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  안목으로 력

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에 만족하면, 공

사슬 참여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트 와 지속 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몰입을 형성하게 된다.

신뢰는 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 거래에 

한 믿음과 상호 신뢰 정도가 크면 기업은 단기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지속 으로 거래하고자 하

며, 공 사슬을 유지하고자 하는 몰입상태가 된다[11].

넷째, 기업 간 형성된 만족과 몰입은 기업성과에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친다. 기업 간 거래에 한 만족은 

상호 업무를 원활하게 해주어 업무처리 속도를 향상시킨

다. 한 거래 방식에 한 만족은 조달효율성을 증가시

킨다[8]. 결국 기업 간 원활한 거래는 상호 흐름을 개

선할 뿐만 아니라 이익 증 를 가져온다.

한편, 기업은 력기업과 지속  거래를 통해 꾸 히 

이익을 증 시키며, 지속  거래 유지는 매출액 증가, 

흐름 개선과 같은 효과로 나타난다. 한 력에 한 

최고경 자의 의지는 업무처리 속도 향상, 조달효율성 

증가 등 기업의 업무 반에 향을 미쳐 기업 간 거래를 

효율화시키는 시 지 효과를 창출한다. 

그러나 기업 간 거래에 해 형성된 신뢰는 기업성과

에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신뢰는 몰입을 매개로 기업성과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해 

신뢰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몰입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해 추가분석을 수행하 다. 먼  신뢰가 기

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제약하지 않은 모형(χ2=38.84, 

df=17)과 0으로 제약한 모형(χ2=39.52 df=18)의 χ2 차이

검증을 시행한 결과 두 모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Vickery et al., 2003)[34]. 즉 두 모형의 차이는 

0.68(df=1)로 95% 신뢰수 에서 χ2 임계치 3.84보다 작

다. 한 신뢰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제약하지 않

은 모형에서 신뢰가 기업성과에 직 으로 유의한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와 기업성

과 사이에 몰입이 완  매개변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국내 기업 간 거래 행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기업 간 거래업무 경험이 많은 실

무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 기업 간 거래

에서는 아직 장기거래를 통해 이익을 내는 방식이 리 

확산되지 않고 있다. 한 단기 이익에 따라 기업 간 거

래계약이 기되고 있으며, 특히 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언제 거래계약을 기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

달리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 간 거래에서 신뢰는 기업

성과에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고, 몰입을 

통해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5.2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학문 ․실무 으로 다양한 시사 을 제공

하고 있다. 이를 구체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상생 력 필요성 증 와 더불어 IOS활용

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를 통해 IOS활용에 한 개념을 정리하 다. 일반 인 

정보시스템이 기업 내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

된다면, IOS는 기업 간 서로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

고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향상시켜 

매출액 증 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간 

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한 요소임을 확인하 다. 

한 IOS활용을 통해 기업 간 계품질에 정  향을 

미침으로써 지속  경쟁우 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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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IOS활용이 계품질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기 한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 그 동안 IOS

활용과 계품질, IOS활용과 만족, IOS활용과 기업성과, 

계품질 요인과 기업성과의 계에 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그러나 본 연구처럼 IOS활용, 계품질, 기업성과

를 모두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계품질 구성요인 간 인과 계를 

악하 다. 즉,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기업 간 업 환경

에서 계품질 구성요인(만족, 신뢰, 몰입)이 기업성과 

향상에 요한 요소임을 확인하 다는 에서 학문 으

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업 간 력에서 IOS활용은 트 와 계 형

성  유지뿐만 아니라 기업성과 향상에도 유의한 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는 은 

실무 으로 큰 의미가 있다. 기업들은 IOS를 극 으로 

활용함으로써 트 와의 계품질  기업성과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들은 IOS활용을 통해 트 를 만족시키고, 신뢰와 몰입

을 이끌어냄으로써 원활한 력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 으로 자사의 기업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신뢰와 만족이 

몰입의 선행요인이고, 만족과 몰입은 기업성과에 직  

유의한 향을 미치지만 신뢰는 몰입을 매개로 기업성과

에 간 으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따

라서 기업이 거래 트 로부터 재 력 계를 지속

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몰입을 이끌어내기 해서는 먼  

거래 트 를 만족시키고, 이러한 만족을 기반으로 신뢰

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기업 간 거래에서 느끼는 

트 의 심리  만족은 우리 기업과 재의 력 계를 

지속 으로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며, 이러한 믿음은 상호 신뢰로 발 한다. 그러나 트

 간 신뢰만으로는 기업성과를 개선하기 어려울 수 있

기 때문에 트 의 몰입을 심화시키는 것이 요하다. 

즉, 재 거래에 한 트 의 만족을 통해 신뢰를 형성

하고, 상호 신뢰 계를 기반으로 트 가 단기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 력 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래의지를 

갖도록 해야 기업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문 ․실무  시사 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

러한 한계 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친다고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실

시하 으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선행연구와 다른 분석결

과가 나타난 이유에 해서는 앞에서 설명하 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악할 수 있는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업은 산업,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경 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 환경을 

고려하여 산업별, 기업규모별 차이를 분석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산업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했지만, 

체 표본을 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 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각 기업의 경 환

경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의 한계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IOS활용, 계품질 구성요소, 기업성과의 

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

후에는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이들 개념 간 인과 계를 

보다 정확하게 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항목에 한 자료를 

단일 응답자의 인지정도로 측정하 기 때문에 CMV 발

생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CMV 우려를 최소

화하기 해 두 가지 노력을 하 다. 먼 , 설문지 표지에 

무기명으로 응답하고, 응답자료는 통계분석에만 활용할 

것이므로 솔직히 응답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리고 수

집된 자료를 통해 모든 항목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

증을 수행하 을 뿐만 아니라 Harmon's single-factor 

test를 수행하 다. 그 결과 우려할만한 CMV는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 지만, 여 히 CMV 발생가능성

으로부터 완 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한 기업 내 복수의 응답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려는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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