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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군에서도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포병화력지

원부대에서는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전술사격지휘 시스템(BTCS-A1)을 활용하고 있다. 하

지만, BTCS-A1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사격지휘 절차를 자동화하여 사격시간을 단축하는 등 임무수

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시스템으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시스템이 제공하는 효과성이나 포병부대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기여정도에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합구조화이

론(Adaptive Structuration Theory)에 근거하여 BTCS-A1의 활용을 전유(Appropriation)로 개념화한 후, 

BTCS-A1의 전유가 포병 사격지휘팀 구성원의 과업성과(Task Performance)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BTCS-A1의 전유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으로 기술적 특성(정보시스템 품질), 

조직환경 요인(조직압력), 사격지휘팀의 내부 환경요인(팀 학습풍토, 팀 권한위임풍토)을 고려하여 

연구가설과 모형을 제시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조직압력, 팀 학습풍토, 팀 권한위임풍토가 정보시스템의 

전유를 촉진하였으며 정보시스템의 전유는 과업성과를 개선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정보시스템품

질은 정보시스템의 전유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BTCS-A1을 사용하는 

포병부대가 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하여 과업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제공과 사용의 

강조뿐만 아니라 시스템 활용을 위한 상급자의 관심과 제도적 장치의 지속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팀 학습풍토와 권한위임풍토의 여건을 마련해주는 조치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키워드 : 전유, 팀 풍토, 조직압력, 적합구조화이론, 정보시스템 품질

Ⅰ. 서  론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시스템의 활용은 

어느 조직에서나 보편화되었으며 조직의 성과향

상과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Mata et al., 1995; Piccoli and Ives, 

2005).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활용 및 보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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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업과 마찬

가지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정보시스템

의 도입 및 개발과 적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군에서도 

국방정보화 추진을 통하여 군 조직의 과업성과

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육군은 제대별로 감시-결심-타격시스템을 네트

워크화한 포병부대의 통합화력지원 시스템을 구

축하였고 관련된 전체 군 정보시스템과 통합성

을 발휘케 함은 물론, 네트워크화된 통합전투수

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성능

개량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 2012). 정보시스템은 이렇게 군 조직의 

임무수행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활용은 곧 군

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과 지속적인 투

자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효과성이나 

시스템이 조직성공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예를 들면, 상당수의 기

업에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과 같은 전사적 정

보시스템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큼의 기대이익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Gattiker and 

Goodhue, 2005). 문제의 원인을 보면 우선, 정보

시스템의 성공 자체가 단기적인 성과지표로 나

타나기 어렵다는 점이 이미 지적되어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조직성공으로 이어지기 위

해서는 시스템의 도입 또는 수용보다는 조직의 

제반 여건과 환경에 맞춰 적응해 가는 지속적인 

실행(Implementation)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Grover et al., 1995). 부연하면, 어느 특정 조직이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다고 해서 성과를 바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동

이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정보시스템 성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Sasidharan 

et al., 2012). 이렇게 조직성공을 위한 정보시스

템의 기여정도에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조직들이 정보시스템을 조직의 성과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보면서 정보시스

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Gattiker and Goodhue, 2005).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

템의 사용방법과 이러한 사용방법에 대한 다양

한 영향요인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군에서 정보시스

템이 실제로 실행되고 활용되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과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더불어 정보시스템의 

활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조직성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기여

정도에 대한 해답을 정보시스템의 활용과 이러

한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 찾으려고 하였

다. 이를 위해 현재 육군 포병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술사격지휘 시스템(BTCS-A1)이 포병부대

에 구조화(Structuration) 되어가는 과정을 밝히는 

연구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새롭고 혁신적인 기

술로서 BTCS-A1이 포병부대에서 활용되는 과정

에서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한 

어떻게 사용자의 과업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eSanctis and Poole(1994)의 적합구

조화이론(Adaptive Structuration Theory)에 근거하

여 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전유(Appropriation)로 개

념화하였고, 정보시스템의 전유가 사용자의 과

업성과를 높인다는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또

한 정보시스템의 전유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영

향요인으로 기술적 특성(정보시스템 품질), 조직

환경 요인(조직압력), 집단 내부 시스템요인(팀 학

습풍토와 팀 권한위임풍토)을 고려하였다. 본 연

구를 실증하기 위해서 육군 포병부대에서 BTCS- 

A1을 사용하고 있는 사격지휘팀 구성원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다. BTCS-A1은 화력지원의 효

과성을 높이기 위해 포병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전장상황에 관한 각종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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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포병화력지원을 위한 각종 제원과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포

병부대 사격지휘팀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Ⅰ장

에서는 논문의 배경, 선행 연구 경향과 연구 목

적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제 Ⅱ장에서는 이론

적 배경을 제시하였고, 제 Ⅲ장에서는 연구 모형

과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제 Ⅳ장에서는 

연구방법으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변수를 

제시하고, 데이터의 수집과 표본의 기술적 특성, 

신뢰성과 타당성 및 연구모형 검정결과를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는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

하였다.

Ⅱ. 이론  배경

2.1 군 정보시스템의 이론  고찰

2.1.1 국방정보화와 BTCS-A1

최근 미래의 전쟁수행 개념으로 네트워크 중심

전(Network Centric Warfare: NCW)이 주목을 받

고 있다. 이는 컴퓨터의 자료 처리 능력과 네트워

크로 연결된 통신기술의 능력을 활용하여 정보

의 공유를 보장함으로써 군사력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한다는 개념이다(박휘락, 2005). 미

군의 군사혁신 추진과정에서 나온 NCW의 개념

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

한 개념을 발전시켜 우리 군도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 지식정보화를 국방정보화의 비전으로 제시

하며 첨단 정보기술을 적용한 선진 군사역량의 

구축과 효율적인 국방경영을 구현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국방부, 2012).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는 전장관리 정보시스템 

및 자원관리 정보시스템의 발전으로 구분하여 추

진되고 있으며, 특히 전장관리 정보화는 정보기

술능력을 전력요소에 결합하여 통합성과 지능화가 

발휘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유천수, 정은주, 

2011), 전장의 제 전력요소를 통합 운용할 수 있

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장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

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네트워크중심 전장관

리시스템의 핵심으로 지휘통제 시스템(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System: C4I)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 통

제, 통신, 컴퓨터, 정보의 각 요소를 통합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군 지휘관을 비롯한 구성원

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전장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실시간으로 지휘통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C4I의 하위 시스템으로 육군은 지상전술 지휘통

제시스템을 전력화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C4I의 

기타 주요 시스템들도 개발되어 합동성과 상호

운용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도록 성능개량이 진

행되고 있다(김의순, 2012).

육군의 전술지휘통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화력분야 시스템으로 BTCS-A1이 개발 및 도입

되어 포병부대에서 사용되고 있다. 초기 포병사

격지휘 시스템 모델인 BTCS(BTCS-A1의 이전 단

계 모델임)는 과거 포병부대의 수동식 전투수행

방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던 사

격제원계산기를 발전시켜서 사격제원을 자동으

로 계산하고 표적획득으로부터 포탄이 발사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사용하였다. 하

지만 이러한 초기시스템은 상급부대의 C4I와 연

계된 작전수행이 제한되었고, 유선통신망에 기

반을 둔 시스템의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신

형 자주포의 첨단기능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

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개량화

된 BTCS-A1은 최근 개발된 자주포의 운용을 지

원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망 등 다양한 첨단기능

이 추가되었다. BTCS-A1의 사용을 통하여 포병

부대는 육군 전술 지휘통제 시스템(ATCIS)과 연

동하여 상급부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탐지자산의 표적정보를 지휘소와 동시에 전달받

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Window 운영체

제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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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

켰다. 이처럼 BTCS-A1은 포병부대의 복잡한 사

격절차를 간소화하고 사격제원 산출 시간을 단

축하며 정확한 사격제원을 산출해주는 기능적 

역할로 그동안의 화력지원 임무의 제한점을 극

복하였고 상급부대와 연계된 신속한 사격지원 

임무수행이 가능해졌다.

2.1.2 군 정보시스템의 성과에 한 연구

군 정보시스템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성능개선을 통한 정보

시스템 품질향상 측면은 성과를 보고 있지만, 정

보시스템의 과업성과 및 조직성공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아직은 논쟁의 여지가 있고 실증적

인 분석도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해 등

(2007)에 따르면, 군의 정보시스템 인프라가 구

축되고 각종 정보시스템이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측면을 볼 때 군의 국방정보화가 당초 목표로 

했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C4I의 전투력 운용측면의 성과

는 C4I 이전의 시스템 대비 10.4배를 달성하였다

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군 정보시스템이 과업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시스템을 개

발할 당시에 목표한 기대효과를 충족하기에 미흡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유천수, 정은주, 2011). 

구체적인 연구사례를 보면, 김성태 등(2013)과 김

종만, 김인재(2009)는 현재 사용중인 정보시스템

의 활용도가 대체적으로 낮다고 지적하면서 정

보시스템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문제점 식별

과 개선방안 도출에 도움이 되는 활용도 평가방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C4I가 단순한 전산화 수

준의 개발에 그쳐 운용과정에서 사용자의 편의

성과 적합성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이 제기

되고 있으며(김의순, 2012),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보완노력이 필요하고(차승렬, 

이석형, 2012), 국방정보화가 업무 프로세스 재

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적용단계에

서 저항에 부딪혀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조직성

과와의 연계가 제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

였다(유천수, 정은주, 2011).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군에서의 정보시스템의 

개발, 도입, 활용은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시스

템품질과 정보품질 등 기술적 성숙도 측면에서

는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활용저조

에 따른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보완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과업성과와의 연계성, 업무

프로세스 개혁과의 연결,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

직성과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2 유와 합구조화 이론

정보시스템의 전유(Appropriation)란 조직에서 

정보시스템 사용을 통해 조직 업무성과를 달성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

하는 것을 말한다(DeSanctis and Poole, 1994). 정

보시스템 성공 관점에서 보면, 정보시스템의 전

유는 한 조직에서 특정 정보시스템을 받아들여 

이를 조직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업무에 적절히 

활용할 경우 개인적 성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조

직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DeLone and McLean, 

1992, 2003).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전유(appropria-

tion)는 정보시스템 자체의 정보품질이나 서비스

품질에 의하여 조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조직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

DeSanctis and Poole(1994)은 동일한 정보시스

템을 도입하여 활용하더라도 조직마다 변화와 성

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

를 설명하기 위해 적합구조화 이론(Adaptive Struc-

turation Theory)을 제안하였다. 본 이론은 기업이

나 조직이 정보시스템을 도입한 후 수용하고 사

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이 조직에 적응되고 

구조화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DeSanct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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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eSanctis and Poole(1994)의 합구조화모형

Poole(1994)은 집단의사결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의 전유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

로서 기술적 특성, 조직환경 및 과업특성, 그리

고 집단의 내부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술

적 특성은 기술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특정형

태의 규칙이나 자원적 요소를 말하는데, 이는 사

용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의미를 부여하고 사용

자들의 사용행동을 결정한다고 보았다(DeSanctis 

and Poole, 1994; 김용진, 백승령, 2010). 예를 들

면 포병 전술사격지휘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술적 

특성으로서 시스템 품질이나 정보품질은 사용자

에게 특정 형태의 사용규칙이나 과업에 도움이 

되는 자원적 요소를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

용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전술사격지휘 시스템이 

어떤 도움이 되거나 혹은 제한하는지에 대한 의

미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행동이 통제된다

는 것이다.

둘째, 조직환경은 조직이 갖는 문화적 특성, 행

동규범, 과업 수행방식 등을 의미하며, 과업특성

은 과업 자체가 갖는 정형성이나 복잡성을 말하

는데(DeSanctis and Poole, 1994; 김용진, 백승령, 

2010), 이러한 특성 역시 사용자가 과업수행을 위

해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

의 제도적 압력 또는 상급자의 영향 역시 그 조

직의 문화적 특성, 행동규범 및 과업수행방법 등

에 반영되어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집단 내부 시스템은 정보시스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용자들의 사회적 상호작

용(Social Interaction)의 모습, 지식 또는 경험 등을 

말한다(DeSanctis and Poole, 1994; 김용진, 백승

령, 2010). 특정 집단의 사용자들이 정보시스템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이러한 기술의 사용행태가 달라

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BTCS-A1은 사격지휘

팀 단위로 운용되고 있는데 팀의 학습풍토, 권한

위임풍토와 같은 내부 시스템적 요소는 그 팀이 

팀원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격지휘시

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행위에 영

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정보시스템 전유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정보시스템의 기능이 다양하게 사

용되도록 하거나, 정보시스템 자체가 다양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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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며, 정보시스

템 설계자가 의도하고 계획한 원안대로 사용하

거나, 애초 설계의도와는 다르게 사용하게 된다

는 것이다(DeSanctis and Poole, 1994). 이렇게 정보

시스템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게 되면 관련

된 과업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적합구조화이론

은 설명하고 있다(DeSanctis and Poole, 1994; 김

용진, 백승령, 2010). <그림 1>은 적합구조화이론

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CS-A1의 전유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

하기 위해 단순화된 적합구조화 이론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적합구조화 모형은 일부 

변수들을 모형의 간략화와 테스트 가능성을 고

려하여 연구목적상 제외하고 단순화하여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1>은 적합구조화이

론을 사용한 선행연구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2.3 정보시스템의 기술  특성과 유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특성은 크게 시스템 품질

과 정보품질로 구분된다(Delone and Mclean, 1992; 

2003; Petter and McLean, 2009). 시스템 품질은 특

정 정보시스템의 기능수행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수단으로 신뢰성(reliabi-

lity), 편의성(convenience), 사용 용이성(ease of use), 

기능성(functionality) 등이 있다. 반면, 정보품질은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산물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accuracy), 시기적

절성(timeliness), 완벽성(completeness) 등이 있다

(Petter and McLean, 2009).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적 수행 능력과 시

스템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산물의 특성은, 

정보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경우 사용자들에게 

기능성과 산물에 대한 기대감과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이러한 기대감과 의미는 사용자들의 시스

템 사용 태도와 행동을 결정짓게 된다(Delone and 

Mclean, 1992; 2003; Petter and McLean, 2009). 예

를 들면, 특정 정보시스템을 과업에 활용하기에 

신뢰감을 주고, 사용편의 등 사용이 용이하거나 

시스템적 기능들을 과업에 충분히 활용할 유용

성을 느낀다면 사용자들의 정보시스템 사용행위

는 강화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사용자들의 기

대감이나 가치가 감소하여 사용자의 사용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특정 정보시스템

을 과업수행에 활용한 결과로 얻는 산물들이 정

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시기적절하게 제

공되며, 요구하는 산물이 별도의 가공과정 없이 

적절하게 제공되어 과업의사결정을 돕는다면 정

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기대감이나 가치는 

이들의 사용행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Bhattacherjee, 2001).

2.4 조직압력과 유

조직이론 연구에서는 조직의 의사결정, 행동,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통상 제도적 압력

(Institutional Pressure)과 경영층의 영향(Influence 

of Top Management)을 들고 있다(이준기 등, 2009; 

Liang et al., 2007). 제도화 이론에 따르면, 제도

화의 힘(Institutional Forces)이 조직전체 시스템의 

수명주기에 걸쳐 영향을 주면서 조직을 지속적

으로 적응시키고 변화시켜 나간다고 설명하고 

있다(Gosain, 2004; Swanson and Ramiller, 1997). 

특히 이 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구조적 및 행동적 

변화는 경쟁이나 효율성 추구의 측면도 있지만 

조직의 정당성(Legitimacy)의 필요에 의해서도 

촉구된다고 보고 있다(Liang et al., 2007).

제도화의 힘은 크게 강제적(Coercive), 모방적

(Mimetic), 규범적(Normative) 압력의 세 가지 힘

으로 나누어진다. 강제적 압력은 정부 규제나 정

책, 산업분야 또는 전문 협회 등과 같은 공식적 

외부 압력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때 받는 제도적 

힘(또는 압력)을 말한다(DiMaggio and Powell, 

1983; Liang et al., 2007). 모방적 압력은 정보기

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목표가 모호하고 



정보시스템 품질, 조직압력,  풍토가 정보시스템 유에 미치는 향과 과업성과

2015. 4. 71

-전유
(Appropriation)

의사결정절차
(Decision 

Processes)

기술적 특성

- 정보시스템 품질

조직환경

-조직압력

상호작용의 유형

-팀 학습풍토
-팀 권한위임풍토

구조에 대한 지식, 경험

성과

-과업성과

정보기술의 구조

집단의 내부시스템

구조의 다른 요소들

정신(Spirit)

과 업 특성

타인의 지식 인식 정도

전유에 대한 동의 정도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새로운 사회구조
(New Social 
Structures)

Emergent Sources
of Structure

: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음

<그림 2> 합구조화모형 기반의 연구모형

불확실한 환경조건 하에서 조직이 다른 조직의 

행위를 모방할 때 나타나는 제도화의 힘의 한 

형태이다. 이때 모방한 조직은 다른 조직의 행위

를 정당하고 성공적이라 지각하는 것이다. 규범

적 압력은 조직의 구성원에 의해 과업을 수행하

는 조건이나 방식이 이미 규범적으로 정해져 있

고 바로 그 규범이 직무상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행위에 제

도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DiMaggio and 

Powell, 1983; Liang et al., 2007).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들은 공식적 교육이나 전문적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조직

구성원은 동일한 규범적 압력 하에서 유사한 지

향방향(Orientation)이나 성향(Disposition)을 보이

게 된다(Liang et al., 2007). 이러한 제도화 이론은 

여타 사회과학이나 경영학연구 뿐만 아니라 정보

시스템 연구에도 응용되고 있으며, 특정 정보시

스템의 실행과 활용과정을 통하여 조직에서 정

보시스템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가는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Liang et al., 2007).

한편, 혁신동화(Innovation Assimilation)에 관한 

연구문헌에 따르면 최고 경영층(Top Manage-

ment) 또는 관리자는 조직에서 규범(Norms), 가

치(Values), 문화(Culture)를 변화시켜 나갈 책임과 

역할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과 역할은 조직 구성

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기술에 적응해 가고 

활용하는데도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Liang 

et al., 2007). 최고 경영층이 만들어내는 규범, 가

치, 문화는 절차(Procedures), 규칙(Rules), 규정

(Regulations), 그리고 일상적 행위(Routines)를 통

해 조직 구성원에게 파급되고 구성원의 행동을 통

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Liang 

et al., 2007; Purvis et al., 2001). 그런 의미에서 

최고경영층이나 관리자는 조직에서 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제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것이다.

논의한 바와 같이, 조직의 제도적 압력과 최고

경영층 또는 관리자의 영향은 조직 환경요인으

로서 조직의 문화적 특성, 행동규범, 과업수행 

방식에 방향을 제시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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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합구조화이론의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주 요 내 용

노희옥, 

유일(2011)

∘ 정보기술의 이 기술 심 인 에서 사회  으로 이동하고 있음

∘ 유의 개념으로 유의 충실도와 유에 한 합의도를 사용

∘ 시스템이 조직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새롭게 유되어야 함을 강조

김용진, 

백승령(2010)

∘ 지식 서비스 기업과 사용자 기업 간 지식 이 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계를 지식의 

구조  특성, 조직  업무특성, 기능부서의 내부 환경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그룹화 함

이 기, 

신호경, 

최희재(2009)

∘ 신기술을 도입한 조직의 기술 유과정 연구를 통해 기술의 사용이 사회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분석

∘ 신기술을 병원의 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에 한 면담과 찰을 토 로 질 연구를 함

∘ 유를 유의 흐름(Appropriation Moves), 도구  사용, 태도, 충실도, 유에의 동의로 

측정하여 구체화

이웅규(2008)

∘ 정보기술 사용에서의 유의 충실도와 유에 한 일치도 고려

∘ 블로그 사용자들을 심으로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 그리고 사용용이성에 미치는 향 

연구

∘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개인  이 아닌 사용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으로 

강소라 

방지(2007)

∘ 그룹지원시스템을 상으로 과업기술 합도가 시스템의 사용 성과에 미치는 향 연구

∘ 과업기술 합도 모형에 유방식의 동의정도와 사용자와 설계자간의 일치의 조 효과를 고려

Jones and 

Karsten(2008)

∘ Giddens의 구조화이론을 사용한 331개의 정보시스템 련 논문 분석

∘ 구조화이론의 핵심 양상을 추출하고 정보시스템 연구에 시사 을 제시

Niederman 

et al.(2008)

∘ 합구조화이론에 근거하여 GSS 사용에서 조직 , 맥락  요소를 고려함

∘ Structuring tactics at three levels of abstraction: the meeting level, activity level, and real 

time intervention level

Chin 

et al.(1997)
∘ 유의 충실도(Faithfulness of Appropriation) 설문도구 개발

주) 배열순서는 한 본/ 문본 별 최신 발간순서임.

인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인도하는 힘이 되며 

사용자들이 과업수행을 위해 특정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때, 다양한 형태의 행동통제 및 안내의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5  풍토와 유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기술적 특성 및 조직 환

경적 요인과 함께, 팀 풍토(Team Climate)와 같은 

맥락적 요인(Contextual Factor)이 사용자의 정보

기술 사용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Maruping and Magni, 2012). 팀 풍토란 팀 안

에서 지지되는 팀 구성원의 행동(Behaviors), 관행

(Practices), 절차(Procedures)에 관한 공유된 인식

(Shared Perceptions)이며, 이러한 팀 풍토는 사회

적 정보가 처리되는 메커니즘(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을 통해서 팀 구성원의 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Maruping and Magni, 2012). 

팀이 운영되는 환경은 어떤 특정 정보시스템을 사

용하는 사용자들의 행동을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

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Galli-

van et al., 2005; Liang et al., 2010). 최근 Liang et 

al.(2010)의 연구를 예로 들면, 외과의사들의 의

료정보기기의 채택 및 활용과정에서 의료팀의 

혁신풍토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였다. 이러한 팀 풍토의 영향은 팀 구성원의 행동

을 통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팀 풍

토가 제공하는 사회적 신호(Social Cues)에 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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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

성원이 의지하게 되며, 불확실성이 높은 업무 상

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Maruping and Magni, 

2012). 이는 팀 구성원이 속해있는 사회적 환경(팀 

풍토)이 팀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환경속에서 어

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

공하기 때문이다(Salancik and Pfeffer, 1978). 이러

한 정보는 직무관련 과업수행을 위한 정보시스

템의 활용에서도 구성원의 지각, 태도, 행동을 통

제하고 안내하는 사회적 신호의 역할을 함으로

써 정보시스템의 다양한 활용에도 다르게 영향을 

줄 것이다. BTCS-A1을 활용하는 팀이 가지고 있

는 행동, 관행, 절차에 관한 공유된 인식(팀 풍토)

은 상황, 임무, 지형, 기상 등 여러 가지 불확실

성이 높은 업무수행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보시

스템을 독특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통제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Ⅲ. 연구 모형  가설

3.1 연구 모형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된 연구목적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BTCS-A1의 활용이 포병 사격

지휘팀 구성원의 과업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와 시스템 활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

인들의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

적 특성으로 정보시스템 품질을, 조직환경 요인

으로는 조직압력(Organizational Pressure)을, 집단 

내부 시스템 요인으로 팀 학습풍토와 팀 권한위

임풍토를 변수로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활용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정보시스템의 활용을 

개념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의미의 전유(Appropriation)를 사용하

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

3.2 연구 가설

3.2.1 정보시스템 품질과 유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특징으로서 정보시스템

품질은 조직 구성원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능적인 도움을 주고, 산출된 정보는 의사결정

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시스템 사용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DeLone and McLean, 

1992, 2003). 여기서 시스템 품질이란 사용자가 효

율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

며, 정보품질이란 정보시스템의 산출물로서 사용

자가 제공받게 되는 정보에 대해 사용자가 느끼

는 정보의 품질을 의미한다(DeLone and McLean, 

1992, 2003). BTCS-A1이 제공하는 시스템품질과 

정보품질의 수준에 따라 팀 구성원의 과업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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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다주는 기대감이 달라짐으로써 사용자들의 

정보시스템 전유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렇듯 BTCS-A1이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품질은 사

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감과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시스템 사용활동을 

다양하게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BTCS-A1의 정보시스템 품질은 정보시스템의 

전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조직압력과 유

조직압력으로서 조직의 제도적 압력요인과 상

급자의 영향은 조직환경 요인으로서 조직 구성

원의 문화적 특성, 행동규범, 과업수행 방식을 

제시하고 강제하는 요인이다(Liang et al., 2007). 

BTCS-A1의 운용에 관한 상급부대의 지침 또는 

규정은 포병부대가 BTCS-A1을 활용하는데 있어

서 강제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DiMaggio and 

Powell, 1983; Liang et al., 2007). 또한 BTCS-A1

을 효과적으로 잘 운용하고 있는 경쟁적인 다른 

포병부대들이 있다면 포병부대 사격지휘팀 구성

원들은 그들의 시스템 활용방법을 모방할 수밖에 

없는 압력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압력을 받게 되는 포병부대는 팀 

구성원의 행동과 과업수행 방식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제도적 압력의 크기 정도에 따라 BTCS-A1 

활용에도 다양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BTCS- 

A1의 활용과 관련된 상급자(지휘관 또는 관리자)

의 가치, 태도, 관심과 행동 역시 팀 구성원의 다

양한 시스템 활용행위에 통제와 방향제시의 역할

을 하면서 팀 구성원의 시스템 전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Liang et al., 2007; Purvis et al., 

2001).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2: 조직압력은 정보시스템의 전유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3  풍토와 유

포병부대의 사격지휘팀 내부 시스템이 BTCS- 

A1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행동에 방향을 제시

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Gallivan 

et al., 2005; Liang et al., 2010). 사격지휘팀마다 

팀 안에서 지지되는 팀 구성원의 행동, 관행, 절차

에 관한 공유된 인식에 차이를 보일 것이며, 이러

한 팀마다의 풍토는 사회적 정보가 처리되는 메

커니즘(Social Informatin Processing Mechanism)을 

통해서 팀 구성원의 행동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팀의 구성원들은 그러한 팀 

풍토의 사회적 신호에 영향을 받고, 특히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불확실성에 직면하거나 예상

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팀 풍토가 주는 사회

적 신호(Social Cuses)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Maruping and Magni, 2012).

팀 학습풍토의 영향으로 팀 구성원들은 실무에

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배워가려

는 태도, 실험정신에 공감하는 정도나 주어진 과

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질문과 

대화를 통해 알아가려고 할 것이다(Edmondson, 

1999; Maruping and Magni, 2012). 사격지휘팀의 

팀 학습풍토 정도가 높을수록 BTCS-A1을 다양

한 방법으로 응용하여 화력지원의 효과성을 높이

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노하우의 공유, 질문

과 대화를 통한 문제점 해결, 협력의 정도 역시 높

아질 것이다. 

군은 특히 경험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

는데 이는 군의 임무수행 방법이 군이라는 특수

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팀 구성원과 협력하

여 경험을 공유하며 학습해 나가는 노력이 사격

지휘팀에 중요하며, 학습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

용상의 시행착오를 보다 나은 학습의 기회로 여

기는 풍토를 통해서 사용자의 BTCS-A1 활용수

준이 향상되고 팀에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이다. 이러한 팀 학습

풍토가 없다면 군 복무기간에 의해 인적자원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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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교체되는 군에서 사용자들의 BTCS-A1 

활용능력의 수준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팀 학습풍토는 구성원들의 BTCS-A1의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도록 도울 것이며, 

학습활동을 자극함으로써 정보시스템 전유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팀 권한위임풍토는 사격지휘팀 구성원이 과업

을 수행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행동

하며 이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려는 행동 

및 태도에 대한 공유된 인식으로(Maruping and 

Magni, 2012; Seibert et al., 2004), 이러한 인식이 

높을 때 정보시스템을 주도적으로 다양하게 활

용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위임풍토가 높은 팀 구성

원들은 BTCS-A1 운용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 뿐

만 아니라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시스템을 재량적

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높은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갖게 된다. 내적 동기는 활동 그 자

체가 목적이 되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

로 다소 그 행동의 결과물이나 외재적 보상과는 

무관하게 작용한다(안수미 등, 2014). 따라서 내

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사용자는 책임의식을 가

지고 주도적으로 효과적인 사격지원을 위한 시

스템 사용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팀 환경속에서 이렇게 재량과 권한을 가졌다고 

인식하는 구성원은 BTCS-A1의 활용에 있어서도 

재량과 자율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방법을 시도하고 개발하여 시스템 사용 효율성

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군 조직이 또는 팀 자체

적으로라도 사용자에게 자유재량과 권한을 부여

할 때 자발적 환경이 조성되어, 사용자는 시스템

의 운용 방침과 절차를 융통성 있게 수정하고 다

양한 방법들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조직의 지침이

나 메뉴얼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들은 사용자의 

세부적인 사용활동까지 제시하고 안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팀과 사용자 개인에 대한 이

러한 재량과 권한은 시스템의 다양한 활용에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3a: 팀 학습풍토는 정보시스템의 전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b: 팀 권한위임풍토는 정보시스템의 전유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유와 과업성과

포병부대 사격지휘팀 구성원들이 BTCS-A1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전유)는 사용자

들이 과업(화력지원임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

록 돕고, 과업을 수행하는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과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DeLone and McLean, 1992; 2003; Sasidha-

ran et al., 2012). Ranganathan et al.(2004)은 혁신

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ehory)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채택과 사용이 정보

시스템의 성과를 위한 역할을 하면서 특히, 정보

시스템을 조직 내부에 잘 동화시켰을 때 기업의 

전체성과를 향상시킨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De-

Lone and McLean(1992, 2003)은 정보시스템의 사

용이 기업의 업무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스템의 성공을 측정하는 경험적인 연구에서 

정보시스템의 사용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

렇듯 정보시스템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

스템의 사용이 중요하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때 과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유를 몰두행위, 재혁신행위, 

학습행위로 고려하였다(곽기영, 오송우, 2009). 몰

두를 통해 BTCS-A1을 사용하는 행위가 다른 행

위에 대한 인지적 수고를 줄이고 정보시스템 사

용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서 시스템 사용을 통한 

과업성과의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Burton-Jones 

and Straub, 2006). 다음으로 임무와 정보시스템

간의 적합성을 높이려는 사용자의 재혁신 활동

은 BTCS-A1의 다양한 사용행위를 반영함으로써 

과업성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것이다(Bark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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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7).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의 사용 행위가 

사용자들이 정보시스템을 알아가고 노하우를 공

유하는 학습활동이 된다면, 지식과 노하우의 축

적과 활용으로 사용자 개인의 과업성과에 긍정

적 역할을 할 것이다(Barki et al., 2007). 이러한 

이론과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

출하였다.

H4: 정보시스템의 전유는 사용자의 과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 방법

4.1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변수

전유를 측정하기 위해 곽기영, 오송우(2009)가 

사용한 사용관련활동 변수인 몰두(Immersion), 재

혁신(Reinvention), 학습(Leaning)의 세 가지 요인을 

인용하였다. 정보시스템 사용을 통해 일어나는 

적합구조화 과정이 이러한 시스템의 다양한 사용

활동들을 반영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세 가

지 변수를 측정한 다음 각각의 변수에 대해 내적

일관성을 확인한 후 평균을 내어 하나의 지표로 

만든다음, 정보시스템 전유를 위한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또한 정보시스템 전유에 영향을 주

는 주요 변수로 정보시스템 품질은 시스템 품질과 

정보품질로 나누어 측정하였다(Wixom and Todd, 

2005; DeLone and Mclean, 2003). 이 경우도 마찬

가지로 시스템 품질과 정보품질 각각의 변수를 평

균을 내어 하나의 지표로 만든 다음 정보시스템

품질의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집단 내부 시스템 

요인으로서 팀의 학습풍토와 권한위임풍토를 변

수로 선정하였는데(Maruping and Magni, 2012) 

이는 포병부대 사격지휘팀 구성원들이 다양한 전

장 환경하에서 학습과 재량적 권한의 풍토를 가지

는 것이 BTCS-A1을 융통성 있고 다양한 방법으

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

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조직환경 요인인 조

직압력은 제도적 압력요인과 상급자의 영향을 고

려하였는데(Liang et al., 2007) 이는 군 조직의 위

계적 특성상 상급부대 또는 조직제도의 영향이

나 압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휘관 또는 

상급자는 군을 지휘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전적

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행위에

도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본연

구의 변수로 고려하였다. 조직압력의 경우도 제도

적 압력요인인 강제적 압력, 모방적 압력과 상급

자의 영향의 세가지 변수를 측정한 다음 각각의 

변수를 평균을 내어 하나의 지표로 만든 다음 

조직압력의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정보시스템

의 활용을 통한 팀 구성원의 성공 변수는 Delone 

and Mclean(2003)과 Sasidharan et al.(2012)의 논

문을 참고하여 과업성과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의 각 문항은 기존의 

실증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모두 7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보시스템 품질은 ‘BTCS-A1이 제

공하는 기능과 산출물의 품질이 임무수행에 적

절한 정도’로 조작화 하였으며, 시스템 품질과 정

보품질로 나누어 측정한 후, 각각의 변수를 하나

의 지표로 만든 다음 정보시스템 품질의 측정지

표로 사용하였다. 시스템 품질은 ‘BTCS-A1의 기

능이 요구되는 임무수행에 적절한 정도’로 정의

하였으며(DeLone and McLean, 2003), Wixom and 

Todd(2005)가 사용한 5개의 문항을 응용하여 사

용하였다. 설문문항의 예로 ‘BTCS-A1의 시스템 

운영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를 들 수 있다. 

정보품질은 ‘BTCS-A1이 제공하는 산출물의 품

질이 임무수행에 적절한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DeLone and McLean, 2003), Sasidharan et al. 

2012)가 사용한 5개 문항을 발전시켜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의 예로 ‘BTCS-A1은 우리 팀에서 필요

로 하는 적절한 산출물을 제공한다’를 예로 들 수 

있다. 

조직압력은 ‘BTCS-A1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자

가 지각하는 강제적 압력, 모방적 압력, 상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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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의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제도적 압력요

인(강제적 압력과 모방적 압력)과 상급자의 영향

으로 나누어서 측정한 후 각각의 변수를 하나의 

지표로 만든다음, 조직압력의 측정지표로 사용

하였다. 제도적 압력요인으로서 강제적 압력은 

‘상급부대나 조직이 강조하는 지침이나 규정 등

의 압력을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Teo 

et al.(2003)의 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문항

으로 ‘상급부대는 우리부대가 BTCS-A1을 활용

할 것을 요구한다’를 예로 들 수 있다. 모방적 압

력은 ‘BTCS-A1의 사용에 관하여 경쟁자의 Best 

Practices를 모방하고자 하는 힘의 정도’로 정의

하였으며(Liang et al.. 2007), Teo et al.(2003)의 3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으로 ‘BTCS-A1을 

충분히 활용하는 인접부대는 사격지휘소의 임무

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를 예로 들 수 있다. 상

급자의 영향은 ‘상급자가 사용자들에게 제도적인 

규범과 가치를 정의하여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용활동을 하도록 하는 구조화 행동의 정도’로 

정의하였으며(Chatterjee et al., 2002), 2개 문항을 

Chatterjee et al.(2002)에서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을 예로 들면 ‘우리부대의 상급자는 

BTCS-A1이 부대의 전투력 향상에 충분히 기여

할 것이라 믿는다’를 들 수 있다.

집단 내부 시스템 요인으로는 팀 학습풍토와 팀 

권한위임풍토를 사용하였다. 팀 학습풍토는 ‘BTCS- 

A1의 활용을 위해 실험과 혁신을 증진하고 위험

을 감수려하는 활동에 대한 팀 구성원들의 인식 

정도’로 조작화 하였고(Edmondson, 1999; Maruping 

and Magni, 2012), Maruping and Magni(2012)가 

사용한 5개 문항을 적용하여 반영하였다. 설문

문항의 예로 ‘우리 팀은 BTCS-A1의 운용중의 실

수를 학습의 기회로 여긴다’를 들 수 있다. 팀 권

한위임풍토는 ‘BTCS-A1의 활용을 위해 정보공

유, 자율적 행동, 책임감과 의무감을 증진하는 

정책과 행동들에 대한 팀 구성원들의 인식 정도’

로 정의하였으며(Seibert et al., 2004), Maruping 

and Magni(2012)가 사용한 6개 문항을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의 예로 ‘우리 팀은 BTCS- 

A1 운용에 대한 개인의 결정을 존중한다’를 들 

수 있다. 

정보시스템의 전유는 ‘BTCS-A1을 사용하면서 

몰두행동, 재혁신행동 및 학습행동을 행하는 정

도’로 조작화하였고 몰두, 재혁신, 학습을 측정

한 후 각각의 변수를 하나의 지표로 만든다음 

전유의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몰두는 ‘직무에 

집중함으로써 업무수행과 관련된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도’로 조작화 하였고(Burton-Jones 

and Straub, 2006), 재혁신은 ‘사용자가 자기의 성

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와 시스템 간의 적합성

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Barki 

et al., 2007). 학습은 ‘정보기술에 적응하기 위하

여 사용자 자신을 변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Barki et al., 2007). 몰두, 재혁신 및 학습은 곽기영, 

오송우(2009)의 사용활동과 관련된 12개 문항을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몰두의 예로 ‘BTCS-A1을 

사용할 때 팀의 임무에 매우 열중할 수 있다’를, 

재혁신의 예로 ‘우리 팀은 BTCS-A1을 사용하면

서 시스템과의 적합성을 위해 임무수행 방식을 

변경한다’를, 학습의 예로 ‘우리 팀은 BTCS-A1의 

사용법을 이해하기 위해 동료 또는 전문가와 대

화의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한다’를 들 수 있다.

과업성과는 ‘BTCS-A1의 활용을 통하여 사용

자가 지각하는 과업의 성취 정도’로 정의하였으

며(Sasidharan et al., 2012), Delone and Mclean 

(2003)과 Sasidharan et al.(2012)이 사용한 4개 문

항을 인용하였다. 문항의 예로 ‘BTCS-A1의 도입 

후 우리 부대의 업무시간 단축 효과가 있었다’를 

들 수 있다. 이들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선행 

연구자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4.2 데이터 수집과 표본의 기술  특성

연구모형을 검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기법은 관찰법이나 인터뷰 방식 등 

정성적 연구기법과는 달리 짧은 기간 내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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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변수의 조작  정의와 선행 연구자 

측정변수 조작  정의 선행 연구자

정보시스템 품질

(Information 

System Quality)

BTCS-A1이 제공하는 기능과 산출물의 품질이 

임무수행에 한 정도

Sasidharan et al.(2012)

Wixom and Todd(2005)

DeLone and McLean(2003)

 학습풍토

(Team Learning 

Climate)

BTCS-A1의 활용을 해 실험과 신을 증진하고 

험을 감수려하는 활동에 한  구성원들의 인식 

정도

Maruping and Magni(2012)

Edmondson(1999)

 권한 임풍토

(Team Empowerment 

Climate)

BTCS-A1의 활용을 해 정보 공유, 자율  행동, 

책임감과 의무감을 증진하는 정책과 행동들에 한 

 구성원들의 인식 정도

Maruping and Magni(2012)

Seibert et al.(2004)

조직압력

(Organizational 

Pressure)

BTCS-A1의 사용에 하여 사용자가 지각하는 

강제  압력, 모방  압력, 상 자의 향의 정도

이 기 등(2009)

Liang et al.(2007)

Teo et al.(2003)

Chatterjee et al.(2002)

 유

(Appropriation)

BTCS-A1을 사용하면서 몰두행동, 재 신행동  

학습행동을 행하는 정도

곽기 , 오송우(2009)

Burton-Jones and Straub(2006)

Barki et al.(2007)

과업성과

(Task Performance)

BTCS-A1의 활용을 통하여 사용자가 지각하는 

과업의 성취 정도

Sasidharan et al.(2012)

DeLone and McLean(2003)

집단에 대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설문

조사와 같은 횡단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화과

정을 거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특정 시점에서

의 연구에 적합하고, 한정된 시간에 특정행동에 

대한 대상 집단의 태도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우선 본 설문조사에 앞서 설문문항을 예비 검정

하기 위해 사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사

전조사는 육군의 포병부대에서 BTCS-A1을 사용

하고 있는 사용자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

며, 조사결과 설문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우

려할 만한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 본 설문조사는 

BTCS-A1을 업무에 사용하는 전방 및 후방 15개 

사단의 예하 포병부대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작

위로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의 회수율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군을 대상으로하다 보니 설문협

조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어서 다소 높게 나왔다. 

최종 설문은 15개 사단 예하의 25개 포병대대의 

300명 중 훈련, 부대사정, 개인적 사유 등의 이유

로 미응답한 인원 36명을 제외한 254명의 설문

지를 회수하였다. 수집한 설문지 중 중심화경향, 관

대화 경향이 있는 응답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12

부를 제외하고 총 242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연령은 20대 

초반이 56.6%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중후반 30.2%, 

30대 초반 12.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전문대 이하가 14.5%, 대학교 재학이 44.2%, 대학

교 졸업 이상이 41.4%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병사가 56.6%, 부사관이 2.1%, 장교는 41.3%으로 

나타났다. BTCS-A1 사용자의 이용기간은 대부분

이 2년 이하(88.5%)이지만, 병사중에서 이병을 제

외한 대부분의 사용자가 통상 6개월 이상의 시

스템 사용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별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여군의 경우에

는 장교로만 2014년 6월부터 극히 소수인원에 

한정하여 포병부대에 최초로 배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설문이 불가능하였다. 

BTCS-A1은 포병대대급에서 초급장교(소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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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본의 일반 인 특성

구 분 빈도(N = 242) 비율(%)

연령

20  반(20～24세) 137 56.6

20  후반(25～29세) 73 30.2

30  반(30～34세) 31 12.8

30  후반(35세 이상) 1 0.4

합계 242 100

학력

고졸 12 5.0

문  재학/졸업 23 9.5

4년제 학교 재학 107 44.2

4년제 학교 졸업 87 36.0

학원 이상 13 5.4

합 계 242 100

신분

병

이병 11 4.5

일병 50 20.7

상병 52 21.5

병장 24 9.9

부사 ․상사 5 2.1

장교
소․ 50 20.7

50 20.7

합 계 242 100

직책

사격지휘병 137 56.6

사격제원담당 (부사 ) 5 2.1

사격지휘장교 59 24.4

포 장(유경험자 포함) 41 16.9

합 계 242 100

BTCS-A1

사용기간

1년 이하 133 55.0

1년 과～2년 이하 81 33.5

2년 과～3년 이하 7 2.9

3년 과～4년 이하 6 2.5

4년 과 15 6.2

합 계 242 100

위, 대위), 일부 부사관(사격제원담당 주특기 보유

자), 병사들만이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정보시스템

이기 때문에, 표본 역시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포병

부대가 배치된 전 지역의 사단과 예하포병부대에

서 균형되게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따라서 위 인구

통계적 분석결과는 연구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

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은 조사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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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탐색  요인분석 결과

구 분　 요 인
요인 재값 Cronbach's 

alpha1 2 3 4 5 6

정보

시스템

품질

시스템품질
*

(5문항, 0.839)
0.915 0.444 0.408 0.577 0.490 0.412

0.835
정보품질*

(5문항, 0.880)
0.937 0.522 0.476 0.628 0.564 0.498

조직

압력

강제압력*

(2문항, 0.776)
0.508 0.890 0.463 0.509 0.556 0.593

0.871
모방압력*

(3문항, 0.791)
0.420 0.874 0.478 0.450 0.601 0.583

상 자 향*

(2문항, 0.886)
0.476 0.910 0.446 0.525 0.608 0.671

학습

풍토

학습풍토1 0.369 0.394 0.816 0.526 0.566 0.412

0.871

학습풍토2 0.355 0.406 0.855 0.559 0.560 0.379

학습풍토3 0.454 0.476 0.834 0.630 0.624 0.488

학습풍토4 0.433 0.493 0.867 0.672 0.687 0.449

학습풍토5 0.407 0.414 0.857 0.631 0.645 0.398

권한

임

풍토

권한 임1 0.530 0.407 0.536 0.782 0.589 0.394

0.882

권한 임2 0.547 0.535 0.595 0.848 0.693 0.532

권한 임3 0.593 0.473 0.626 0.867 0.670 0.421

권한 임4 0.498 0.443 0.534 0.769 0.525 0.452

권한 임5 0.407 0.388 0.556 0.708 0.484 0.400

권한 임6 0.509 0.372 0.572 0.776 0.532 0.35

유

몰두
*

(4문항, 0.916)
0.556 0.561 0.615 0.634 0.850 0.568

0.845
재 신*

(4문항, 0.887)
0.522 0.552 0.653 0.683 0.892 0.575

학습
*

(4문항, 0.886)
0.423 0.616 0.651 0.628 0.878 0.608

과업

성과

과업성과1 0.501 0.644 0.507 0.528 0.636 0.842

0.887
과업성과2 0.294 0.510 0.347 0.382 0.479 0.818

과업성과3 0.451 0.652 0.462 0.486 0.619 0.931

과업성과4 0.433 0.567 0.405 0.448 0.557 0.865

주) *: 각각의 1차 요인(First-Order Factor)을 다수의 문항으로 측정하여 내 일 성을 확인한 후, 체 분석을 단

순화시키기 해 평균값을 산출하여 2차 요인(Second-Order Factor)의 지표로 사용하 음. 호안은 각각

의 측정 문항수와 Cronbach's alpha 값임.

4.3 측정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검정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통계 패키지로 SPSS Statistics 18.0과 AMOS 

Graphics 18.0을 사용하였다. 먼저 신뢰성과 타당

성을 검정하고자 신뢰도를 분석하였고 AMO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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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나타내는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

정모형을 검정하기 위해 AMOS Graphics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

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인 가설검정

에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ing: SEM)을 사용하였다.

4.3.1 요인  신뢰성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강제적 압력, 모방적 압

력, 상급장의 영향, 몰두, 재혁신, 학습 등의 1차

요인(First-Order Factor)을 여러 개의 문항으로 측

정하여 내적일관성을 확인한 다음, 전체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평균을 내어 2차 요인(Second-Order 

Factor)인 정보시스템 품질, 조직압력, 정보시스템 

전유의 지표로 각각 사용하였다. <표 4>에서 제

시된 것처럼, 1차 요인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의 최소값이 0.776이므로 신뢰성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연구모형의 각 변수요인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

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고유치는 1.0 이상을, 

요인적재치는 0.5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회전을 위해서 요인들 간의 상호

독립성 검정에 유용한 직교회전(Verimax Rotation) 

방식을 이용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가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요인

분석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Cronbach’s 

alpha 계수의 최소값이 0.835이므로 신뢰성에 무

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3.2 모형 합도

본 연구는 AMOS Graphics 18.0을 활용하여 전

체 측정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를 알아보았다. 

모형 적합도는 χ2값과 각종 지수들을 통해 결정

되는데 수용기준과 측정치는 <표 5>와 같다. χ2

의 경우 표본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χ2

지표에서 제안된 측정모형이 수용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χ2 지표만으로 측정모형이 적

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우

종필, 2012), 반드시 다른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

여 모형 적합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표 5>와 

<표 6>에서 보면, 요인분석을 통해 χ2값이 적합

하지 않게 나왔지만 다른 지표의 지수 값들이 우

수하거나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모형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모형 합도 분석 결과

합도지수 수용수 * 분석 결과

χ2(p) p >= 0.05 이상 415.282(0.000)

χ2/DF(Q값) 3 이하 1.959

GFI 0.8 이상 0.870

AGFI 0.8 이상 0.831

NFI 0.9 이상 0.901

RMSEA 0.05 이하 0.063

주) *: 신건권(2013).

4.3.3. 집  타당성

집중 타당성를 검정하기 위해 AMOS 18.0을 활

용하여 각 변수별 AVE값과 개념 신뢰도를 구했다. 

집중 타당성의 검정기준은 표준화계수가 0.5∼

0.95사이, 유의성(C.R.)은 1.96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AVE는 0.5 이상, 개념 신뢰도는 0.7 이상이

어야 한다. 분석결과, 표준화계수가 0.607∼0.933

이고 유의성(C.R.)값은 모두 1.96 이상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AVE값은 모두 0.5 이상이고 개념 

신뢰도는 0.7 이상이므로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되었으며 <표 6>에서 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4.3.4 별 타당성

연구모형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

변수간 상관계수와 AVE값이 필요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 타당성 검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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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확인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항목 표 화계수 표 오차 C.R.(t값) p값 CR AVE

정보시스템

품질

시스템 품질 0.806 - - -
0.827 0.706

정보품질 0.889 0.069 13.043 ***

조직압력

강제 압력 0.834 - - -

0.827 0.615모방 압력 0.778 0.065 13.693 ***

상 자 향 0.888 0.066 16.219 ***

학습풍토

학습1 0.705 - - -

0.842 0.549

학습2 0.761 0.071 14.299 ***

학습3 0.775 0.090 11.293 ***

학습4 0.865 0.102 12.488 ***

학습5 0.84 0.102 12.164 ***

권한 임

풍토

권한1 0.750 - - -

0.847 0.509

권한2 0.832 0.081 13.266 ***

권한3 0.862 0.084 13.756 ***

권한4 0.696 0.079 10.871 ***

권한5 0.607 0.076 9.341 ***

권한6 0.694 0.080 10.817 ***

유

몰두 0.769 - - -

0.848 0.622재 신 0.837 0.085 13.756 ***

학습 0.812 0.078 13.326 ***

과업성과

과업성과1 0.780 - - -

0.945 0.640
과업성과2 0.747 0.083 12.363 ***

과업성과3 0.933 0.073 16.089 ***

과업성과4 0.819 0.079 13.873 ***

합도 χ2 = 415.282(df = 212, p = 0.000), χ2/DF(Q값) = 1.959, 

GFI = 0.870, AGFI = 0.831, NFI = 0.901, RMSEA = 0.063

주) *** p < 0.001. 

모든 변수들 사이의 검정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는 개념적으로 유사하거나 변수간의 상관 

계수가 가장 높은 쌍을 선택하여 대표로 검정하

게 된다.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판별 타당성이 떨

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선택하여 판별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판별 타당

성을 검정하는 기준은 상관계수보다 AVE의 제곱

근값이 더 커야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판별타

당성을 검토하였다. <표 7>의 분석결과를 보면 

가장 큰 상관계수가 0.697이고 대각선상에 제시

된 모든 AVE의 제곱근값들이 0.697보다 크기 때

문에 측정모형은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Fornell and Larcker, 1981).

4.3.5 Common Source Bias와 다 공

선성 검정

추가분석으로 본 연구에서는 SmartPLS 2.0을 

이용하여 Common Source Bias의 영향을 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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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별타당도 분석결과

구 분 정보시스템 품질 조직압력 학습풍토 권한 임풍토 유 과업성과

정보시스템 품질 0.840

조직압력 0.514 0.784

학습풍토 0.456 0.473 0.741

권한 임풍토 0.655 0.520 0.697 0.713

유 0.574 0.644 0.653 0.638 0.789

과업성과 0.456 0.665 0.437 0.466 0.629 0.800

주) 진하게 표시된 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값임.

였다. 모든 변수에 대한 설문문항을 동일자료원

(Common Source)으로부터 설문했기 때문에 측정

값이 Common Source Bias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

성이 있다(Campbell and Fiske, 1959; Avolio et al., 

1991; Podsakoff et al., 2003). 이를 검정하기 위해 

Liang et al.(2007)과 Williams et al.(2003)이 사용

했던 Common Source Bias 검정방법을 이용하였

다. 최초 설문시 Marker Variable인 ‘사회적 바람

직성(Social Desirability)’ 변수를 설문에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MartPLS 구조모형에

서 각각의 측정변수와 잠재변수와의 공유된 분산

의 크기를 구하고, 또한 각각의 측정변수와 ‘사

회적 바람직성’ 변수 사이의 공유된 분산의 크기

를 구하여 이들 상호간을 비교하였다. 이 경우 각

각의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사이의 분산이 각각

의 측정변수와 ‘사회적 바람직성’ 변수 사이의 

분산보다 압도적으로 클 경우에는 Common Source 

Bias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적 바람직성’이 각 측정변수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경로계수는 총 23개 중 2개였으며, 

경로계수의 크기는 절대값으로 0.002에서 0.184

값을 보였다. 그리고 어느 ‘사회적 바람직성’ 변

수의 영향에 의한 분산도 측정변수와의 분산보다 

큰 경우는 없었다. 모형에서 제시된 측정변수의 

평균분산은 0.754인 반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평균분산을 0.035로 그 크기의 비율로 22:1 

정도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mmon Source의 

사용으로 인한 오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정보시스템 품질, 조직압력, 팀 학습풍토, 팀 권

한위임풍토 사이의 다중공선성 우려 여부를 검

정하기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조

사하였다. 분석결과, 위에 언급한 변수들 사이의 

공차한계는 최소 0.354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

자는 최대 2.825 이하였다. 공차한계와 VIF의 임

계치가 각각 0.1보다 크거나 10 이하임을 고려할 

때 본 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높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4.3.6 가설 검정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정을 위해서 AMOS 18.0

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95%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와 같았다. 우선 H1은 

정보시스템의 품질이 정보시스템 전유를 향상시

킨다고 예측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084, t = 

1.125, p = 0.261). 따라서 H1은 기각되었으며 정

보시스템 품질이 정보시스템의 전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2는 조직환

경 요인으로 조직압력이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전

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하였다. H2는 

예측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282, t = 4.653, p < 0.001). 

따라서 H2는 채택되었다. H3a와 H3b 역시 채택

되었다. 팀 내부환경 시스템 요인인 팀 학습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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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0.282*** (4.653)

0.432*** 

(5.246)

0.2
63**

(2.55
9)

0.666*** 
(9.193)

정보시스템
품질

조직압력

팀 학습풍토

팀 권한위임
풍토

정보시스템
전유

과업성과

R2 = 0.859 R2 = 0.538

     주) 일반숫자는 표 화된 경로계수, 호 안의 숫자은 t값. 
**: p < 0.01, ***: p < 0.001, n.s.: not supported.

<그림 4> SEM에 의한 가설검정 결과 모형

<표 8> SEM 분석에 의한 가설검정 결과

가설(경로) 경로계수 t값 p값 채택여부 R2

H1(정보시스템 품질 → 유) 0.084 1.125 0.261 기각 0.859

H2(조직압력 → 유) 0.282 4.653 *** 채택 0.859

H3a( 학습풍토 → 유) 0.432 5.246 *** 채택 0.859

H3b( 권한 임풍토 → 유) 0.263 2.559 0.010(**) 채택 0.859

H4( 유 → 과업성과) 0.666 9.193 *** 채택 0.538

합도 χ2 = 409.736(df = 214, p = 0.000), χ2/DF(Q값) = 1.915, 

GFI = 0.873, AGFI= 0.837, NFI = 0.902, RMSEA = 0.062.

주) **p < 0.01, ***p < 0.001.

(β = 0.432, t = 5.246 p < 0.001)와 팀 권한위임풍

토(β = 0.263, t = 2.559, p < 0.01)는 각각 사용자

들의 전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 전유는 과업성과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한 

H4는 채택되었다(β = 0.666, t = 9.193, p < 0.001). 

가설검정 결과를 종합하면 <표 8>과 같다.

Ⅴ. 결  론

5.1 연구결과  시사

본 연구는 포병부대가 사용중인 정보시스템인 

BTCS-A1의 활용이 사격지휘팀 구성원의 과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과 시스템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요인으로 기술적 특성(정보시스템 품

질), 조직환경 요인(조직압력), 집단 내부 시스템 

요인(팀 학습토와 팀 권한위임 풍토)의 역할과 

영향의 정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들의 정보시스

템 전유가 사격지휘팀 사용자들의 과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

직에서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정보시스템 활용에 

몰두하고, 업무수행을 위해서 직무와 시스템간 

적합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며, 정보기술을 더

욱 잘 활용하기 위한 학습을 통하여 자신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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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나가려고 노력할 때, 사격지휘팀의 구성원

들은 불필요한 노력의 낭비를 줄일 것이고 업무

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요구되는 업

무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으리라 기대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과업성

과를 향상시킨다는 기존연구(DeLone and McLean, 

1992; 2003; Sasidharan et al., 2012)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포병부대가 조직 구성원의 과업성과를 높

이기 위해서 사용 중인 BTCS-A1을 적극적이고 다

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팀 학습풍토와 팀 권한위임풍토는 각각 정

보시스템 전유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실험과 학습(experimentation and Learning)

을 자극하고 지원하는 팀 학습풍토는 사용자의 정

보시스템 explora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Maruping and Magni, 2012)의 연구결과

를 지지함은 물론 팀 학습풍토가 사용자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활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정보

시스템 전유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

과를 제시하면서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팀 구성원간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요정

보를 서로 공유하며 권한과 책임을 주어 스스로 

통제하는 팀 권한위임풍토가 형성되면 사용자들

의 정보시스템 사용을 더욱 촉진한다는 선행연구

(Maruping and Magni, 2012)를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팀 학습풍토와 팀 권한위임풍토가 정보

시스템의 다양한 활용인 전유에도 정(+)의 영향

관계를 밝힘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영역을 확대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는 포병부대가 과업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부대의 지휘관(지휘자) 또는 

관리자가 사격지휘팀으로 하여금 팀 단위의 탐색

과 학습(Experimentation and Learning)활동을 활

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

격지휘팀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자율성과 책

임감을 부여하며 팀에게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

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

해 주는 노력 역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조직압력(제도적 압력과 상급자의 영향)

은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전유에 정(+)의 여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조직의 제도적 압

력(강제적․모방적 압력)이 시스템 사용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Teo et al.(2003)의 연구와 

조직의 제도적 압력이 의사결정권자의 참여와 

사용자의 관여를 증가시켜 정보시스템 전유를 

촉진한다는 이준기 등(2009)의 연구에도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조직의 제도적 

압력이 사용의도보다는 전유에 직접 영향을 준

다는 것과 전유에 간접적인 효과가 아닌 직접적

인 영향관계를 밝힘으로써 기존의 연구의 분야

를 보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급자의 영

향은 정보시스템을 조직에 동화시키는데 있어서

(Chatterjee et al., 2002; Liang et al., 2007) 그리고 

조직에서 정보시스템을 조직에 구현하는 과정에

서(Thong et al., 1996)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상급자의 영향이 구

성원의 다양한 정보시스템 활용(전유)에 정(+)의 

영향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정보시스템의 활용과 

동화를 위한 상급자 역할의 의미를 재확인하였다. 

조직압력의 이러한 영향을 고려할 때, 조직의 제

도적 압력과 상급자의 영향은 정보시스템의 다

양한 활용뿐만 아니라 조직차원의 동화 또는 구

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포병부대의 지휘관

(지휘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조직의 정보시스템

을 과업성과에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도적으로 정

착시키고 Best Practice의 사례에 대해서는 모방

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상

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상급자의 관심과 지원, 믿음 등은 사용자의 

태도, 의도 및 행위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므

로 시스템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 품질은 사용자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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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유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정보시스

템 활용 역시 높게 나타난다고 보아 왔다(DeLone 

and McLean, 2003; Petter and McLean, 2009). 추

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보시스템 품질과 

정보시스템 전유와의 독립적인 영향관계에서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팀풍토

나 조직압력과 함께 분석하였을 경우, 팀 풍토의 

정도가 낮거나 조직압력의 정도가 낮을 때, 정보

시스템 전유에 대한 정보시스템 품질의 영향은 

정(+)의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팀 풍토나 조직

의 압력이 정보시스템 전유에 강한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품질의 영향이 상대적으

로 약해졌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았다.

요약하면, 정보시스템의 성공이라는 것은 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과 이를 사용하는 조직의 

환경적 요인, 그리고 시스템을 직접 다루는 사람

들과 집단의 속성이 함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구조화되는 과정을 반복할 때 가능

한 것으로 예측된다(DeSanctis and Poole, 1994). 

그리고 본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정보시스템의 다

양한 활용인 전유를 고려할 때, 다양한 요인이 영

향을 주지만 특히, 조직 환경적 요인과 집단 내부

적 요인이 정보시스템 품질보다 유의미한 영향

을 주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단지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보다는 그들이 정보시스템의 활용함으로써 과업

성과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환경적 또

는 집단 내부 시스템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과 중

재(Intervention)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5.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와 결

과변수 모두를 동일자료원(Common Source)으로

부터 측정하여 동일자료원 오류(Common Source 

Bias)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설문 응

답자가 응답할 때(특히 성과변수에 응답 할 때) 

객관적인 응답보다는 긍정적이고 관대하게 응답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Campbell and Fiske, 

1959; Avolio et al., 1991; Podsakoff et al., 2003). 

물론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구성 시 결과변수, 원

인변수 순으로 배열하였고 결과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에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이라

는 Marker Variable을 넣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사전 예측과 이를 통한 오류 발생을 줄이

고자 노력하였다(Lindell and Whitney, 2001).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측정 지표인 과업성과 변

수를 응답자의 상급자에게 설문하거나, 포병부대

의 포 사격 측정결과를 이용하거나, 또는 조직의 

객관적인 성과측정 자료를 활용하였다면 이러한 

오류의 가능성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Podsakoff et al., 2003; Spector, 1987). 

두 번째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의 문

제가 제기된다. 포병 사격지휘 시스템(BTCS-A1)

의 활용과 과업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때 주의 깊게 접

근할 필요가 있다. 각 시스템마다 시스템이 추구

하는 목적, 제공하는 능력이나 사용대상, 시스템

을 사용하는 조직의 환경 등이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이 작동하는 다양한 조직환

경 변수, 집단 내부 시스템 변수들을 상황에 맞

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

모형을 다른 정보시스템 연구나 연구 상황에 적

용하여 추가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 사용과 과업성과에 대

한 인과관계와 정보시스템 전유와 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

게 밝히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 사용했던 횡단적 

연구방법보다 종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횡단적 연구는 한정된 시간에 특정 행동에 

대하여 대상 집단의 태도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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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수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앞서 언급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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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iven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information system (IS) use has been com-

mon even in military organizations. In particular, field artillery is currently using the Battalion Tactical 

Commanding System-A1 (BTCS-A1) to improve fire support. The use of BTCS-A1 makes fire-com-

manding processes simple and autonomous, which leads to shorten time to support fire. Although 

BTCS-A1 has been considered as a helpful system, there still exists some dispute regarding its effec-

tiveness and impact on task performance. By conceptualizing BTCS-A1 use as appropri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BTCS-A1 appropriation promotes task performance. We also hypothesize that 

IS quality, organizational pressure (institutional pressure and supervisor influence), and team climate 

(team learning climate and team empowerment climate) increase the appropriation. Survey results 

show that organizational pressure and team climate promote BTCS-A1 appropriation, which improves 

users’ task performance. However, effect of IS quality is not signific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

plication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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