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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국문초록)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조직에서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을 도입․활용하고 있다. 기

존의 시스템과는 달리 ERP 시스템은 조직 전반의 업무에 적용되어 이를

도입하는 조직은 ERP를 통하여 경영 성과에 괄목할만한 향상이 있을 것

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조직의 적극적인 시스템 도입․활용에도 불구

하고 시스템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조직에서는 조직 구성원을 교육하

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자는 ERP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고 경영자의 지원, 기술적 환경, 유관

부서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등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특

히, ERP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이를 조직의 지식 흡수능력

(Absorptive Capacity)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RP 사용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식 측면에서 접근하여 조직의 지식 흡수능

력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흡수능력 구성요소를 잠재역량과 동기 측

면의 요소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선행요인으로서 인적자원관리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설계를 위하여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흡수능력과 인적자원관리의 구성요소 및

매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흡수능력을 잠재적 흡수능력과 실현된 흡수능

력으로 구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잠재역량을 기

반으로 하는 잠재적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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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중 능력중심 선발, 다양한 교육훈련, 성과지향 평가 등을 선정하였

다. 조직 구성원의 동기와 연관된 실현된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인적자원관리 요소 중 성과중심 보상과 정보공유 등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대상은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군

조직을 선정하였으며 ERP 시스템 성과와 조직의 흡수능력 및 인적관리

제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조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

다. 온라인 조사, 직접 방문 및 인터뷰 등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총 185

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SmartPLS 2.0 M3를 사용하

여 PLS 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ERP 시스템과 조직의 흡수능력의 관계는 실현된 흡수능력이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 흡

수능력은 실현된 흡수능력을 통하여 ERP 사용성과에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흡수능력에는 인적자원관리 요

소 중 다양한 교육훈련과 성과지향 평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실현된 흡수능력은 성과중심 보상과 정보공유에 의하

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지식 측면

에서 집약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흡수능력의 선행요인을 인적자원관리

구성제도로 분석하여 실무적으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영자에게 구성원의 지식 관련 잠재역량과 동기를 바탕

으로 하는 지식 활용능력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모든 변수를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하여 오

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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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법편의를 확인하기 위한 Harman’s one factor test 등을 실시하였

으나 여전히 설문조사 방법의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연구의 설문대

상을 군 조직으로 선정함에 따라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

로 실증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ERP 사용성

과를 선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흡수능력과 인적자원관리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 사용성과를 종속변수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흡수능력의 선행요인으로 인적자원관리 구성요소의

영향을 집약적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조직의 IT

투자, IT 활성화 역량 등의 IT 능력 및 IT 교육 등 다양한 IT 요소를

적용하여 연구한다면 의의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 인적자원관리(HRM, Human Resource

Management)

학 번 : 2012-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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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동기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기존에 조직운영을 위해

사용해 오던 구형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조직에서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을 도입․활용하고 있다. 기

존 시스템이 각 부서별 기능에 초점을 맞춰 활용되어 오던 것과는 달리

ERP 시스템은 조직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경영에

적용되고 있다(Sheu 2004). 많은 기업 및 조직은 ERP 시스템 도입을 통

하여 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통해 선진 기업의 지식을 얻

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Davenport 1998). 그러나 조직의 적극적인

ERP 시스템 도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새로운 시스템의 본질에 대

한 이해 부족으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여러 조직은 ERP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에 투자하고 그 효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Chang et al. 2002).

ERP 시스템 사용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충

분히 많은 정보를 시스템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

을 구축해야 한다. 즉, 시스템 사용자가 ERP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지식

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Cohen and Levinthal 1990; Park et al. 2007). 선행 연구는 이와 관련하

여 ERP 사용성과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지식 흡수능력(Absor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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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에 주목하였다. Ko et al. (2005)은 조직 구성원의 지식 흡수능

력이 ERP 도입․실행 시 컨설턴트로부터 시스템 사용자에게로의 지식

이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고, Park et al. (2007)은 ERP 시스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지식 흡수능력을 지식 획득, 지식 내재화,

지식 활용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는 ERP 사용성과 향상

을 위하여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한다. 이에 조직 구성원의 지식 흡수

능력이 시스템 사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소로 작용함을 주장하였다. 그

러나 지식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

루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 흡수능력과 ERP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조직의 인적자원관리가 조직 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과 지식 흡수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Lado and Wilson

1994; Minbaeva et al. 2003). 즉,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한 부족한 관심

과 투자는 조직 구성원의 지식과 학습 능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Lane and Lubatkin (1998)은 지식 흡수능력과 조

직 간 학습과 관련된 연구에서 인적자원관리 제도 중 보상과 조직의 구

조가 조직 간 학습과 지식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다. 또한 선행연구는 ERP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 구성

원 간 의사소통(Sarker and Lee 2003), 교육 및 훈련(Al-Mashari et al.

2002), 성과 측정(Umble et al. 2003), 부서 간 협조(Somer and Nelson

2003) 등 조직의 인적요소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인적자원관리 요소가 조직의 지식 흡수능력과 ERP 시

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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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ERP 시스템 사용성과 영향 요

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식 이전 측면에서의 조직

구성원의 흡수능력과 이의 선행요인으로서 인적자원관리 요소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선정하였

다. (1)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직의 흡수

능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요소들

중 조직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ERP 시스템 사용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조

직 차원에서의 흡수능력을 잠재적 흡수능력과 실현된 흡수능력으로 구분

하여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선행요인으로서 인적자원관리 요소를 독

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인적자원관리 요소를 능력

중심 선발, 다양한 교육훈련, 성과지향 평가, 성과중심 보상, 정보공유 등

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한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ERP 시스템, 흡수능력,

인적자원관리 등과 관련된 문헌 연구를 실시하여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한 후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ERP 시스

템을 사용하는 군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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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논문의 구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 문제를 구체화 하고 논문의 개요 및 방향을 제시

하였다.

제2장은 본 연구의 모델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이 되는 선행

연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ERP 시스템 및 성과 영

향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흡수능력 및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한 정의, 구성요소, 선행요인 등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하였다.

제3장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설

정하였다.

제4장은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한 연구 방법을 설명하였다. 연구 설계,

자료분석 방법 등 방법론적인 부분을 기술하였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등을 구체화 하였으며, 자료 수집, 표본의 구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5장은 연구 결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제시

하여 가설 분석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론적․실무

적 차원에서 시사점 및 한계점을 살펴본 후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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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

2.1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에 관

한 연구

2.1.1 ERP 시스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은 많은

기업과 연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주목을 받아왔다(Soh et al. 2000).

ERP 시스템은 조직으로 하여금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였다(Esteves et al. 2001). 이것은 인적자원관리로부터 적

용되어 IT 관리 전반에 걸쳐 성장해 왔다. ERP 시스템은 구매부터 고객

서비스에 이르는 기업 전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RP

시스템은 공급자와 고객을 통합하여 관리 가능하도록 한다(Al-Mashari

2002). 기존의 관리 체계는 조직 내 각각의 업무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반면, ERP 시스템은 기존에 분리되어 있는 영역을

하나의 관리체제 하에서 운영 가능하게 하고 각각의 분야가 긴밀하게 연

결되어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Gupta 2000).

ERP 시스템은 자재 관리, 품질 관리 인적자원 관리, 프로젝트 관리, 재

무․회계 관리, 판매 및 유통 관리 등 다양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ERP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듈은 다양한 공급자에 의해 구축되고 있기 때

문에 그 수와 명명법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Shehap et al. 2004). ERP

시스템은 각 모듈의 기능이 관리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공

유된 정보는 모든 모듈에서 접속 가능하게 된다(Chen 2001).

ERP 시스템의 모듈은 데이터 통제 엔지니어링, 판매, 구매, 재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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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소요계획, 인사 관리, 지점 관리, 가격 및 물류 관리와 IS 관리 등을

포함한다. 또한, ERP 시스템은 재무, 생산, 품질 관리 및 업무절차 관리

기능을 포함한다(Somers et al. 2001).

ERP 시스템은 일반 소프트웨어 패키지임과 동시에 비즈니스 체계를 구

축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선행 연구는 ERP 시스템이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일반적 소프트웨어일 뿐 아니라 구성원의 업무 방법 등

조직 구조 자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Davenport 1998). 이는 조

직의 전략과 문화 등에 새로운 논리구조를 구축하게 만든다(Lee and

Lee 2000). SAP R/3는 대표적인 ERP 시스템 공급자로서 재무, 물류, 인

적자원 관리 등을 포함하는 1,000여개의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다(Scott

and Kaindl 2000).

ERP 시스템은 재고 통제를 위한 자재소요계획(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MRP) 시스템 및 제조소요계획(Manufacturing Requirement

Planning, MRPⅡ) 시스템에서 유래되었다(Umble et al. 2003). 재고 통

제 시스템은 전통적인 재고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였다. 이것은 초기 비즈니스 개선책으로써 재무 또는 회계와 같은 영역

은 포함하지 않았다(Ptak et al. 1999).

1970년대에 들어서 MRP와 같이 생산 지향적인 IS가 등장하게 된다.

MRP는 적시에 발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써 계획에 따라 제조

를 진행하고 자재를 구매하여 소요에 따라 조직의 각 분야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MRP의 이점은 재고를 감소시키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

시키며 작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하는데 있다(Siriginidi 2000).

1980년대에 이르러 MRP 시스템은 기존의 자재계획 및 통제 시스템에

서 전사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으로 MRPⅡ가 구축되었고 이것의 주요 목적은 조직의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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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마케팅, 재무 등)과 기타 세부 기능(인사, 구매, 엔지니어링 등)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하여 제조 분야에서의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었다(Mabert et al. 2001). 1980년대를 시작으로 MRPⅡ 시스템을 구축

하는 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MRP와 MRPⅡ가 제조 프로세스

를 중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 시스템인 적기 공급 생산 방식

(JIT, just-in-time)의 시스템은 발전된 자동화 체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컴퓨팅 분야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Ptak 2004).

Gartner Group은 1970년대 초반에 MRPⅡ 시스템의 발전된 형태의 비

즈니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명명하기 위하여 ERP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다. MRPⅡ 시스템과 ERP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MRPⅡ시스템이

내부 자원에 대한 계획과 관리에 집중한 반면, ERP 시스템은 내부 자원

뿐 아니라 고객 소요에 따른 공급자의 자원 관리도 포함한다는데 있다

(Chen 2001; Shankanarayanan 2000).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ERP 시스템의 발전은 성숙기에 이른다.

ERP 시스템은 주문 관리, 재무 관리, 창고, 유통, 생산, 품질 및 인적 관

리 분야를 포함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판매 전략, 마케팅 자동화, 전자

상거래, 공급망 관리 등의 기능도 수용하였다. 조직의 전략적 우위를 확

보하기 위하여 ERP시스템은 단순히 정보를 확인할 뿐 아니라 정보를 기

반으로 조직, 고객 그리고 공급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한

다(Siriginidi 2000; Chung and Snyder 2000).

IS 기술의 발전에 따라 클라이언트/서버를 기반으로 하던 컴퓨팅은 그

기반을 인터넷으로 전환한다. 초기 ERP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서버 기반

의 모델로 구축되었다(Rao 2000). 기존의 환경에서는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지하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하였다. 반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오늘날의 ERP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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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은 비즈니스 실행 측면에서 보다 유연성을 갖고 신속하게 시스템을

도입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하였다(Rao 2000; Scheer and Habermann

2000; Yen et al. 2002).

조직에서 활용하는 여러 정보시스템과 달리 ERP 시스템은 도입과 실행

측면에서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 ERP 시스템은 선진 프로세스를 참

조하여 모델을 제시하므로 단위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과는 다른

영향력을 갖는다. ERP 시스템은 단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 아

니라 조직 전반의 업무 방식과 원칙에 영향을 미친다(Holland et al.

1999).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기존에 자신의 업무 이외의 모듈에 익숙

하지 않은 조직 구성원은 ERP 시스템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Park et al. 2007). 이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은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을

수용하는 것을 꺼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은 구성원을 교육하고

사용을 장려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되었다(Chang and

Gable 2002). 또한 ERP 시스템 도입을 위한 조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도입과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ERP 시스템의 활

용은 조직 전반에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자 대비 사용성과가 저하

될 수 있다. 실제로 ERP시스템 도입을 시도한 많은 업체가 도입에 실패

한 경우가 있으며 도입이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활용과정 중 기대 이하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Hong and Kim 2002).

2.1.2 ERP 시스템 성과 영향요인

많은 연구자가 ERP 시스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ERP 시스템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복잡하며 조직 전

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만약 도입에 실패할 경우 조직 경영 자체의

실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eddon 2010). 특히, 많은 연구자가 최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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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의 지원, 실행 추진 팀, 전사적 차원에서의 시스템 실행 노력, ERP

시스템과 조직 간의 적합성 등 ERP 도입 및 실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하였다(Finney and Corbett 2007; Hong and Kim 2002;

Murray and Coffin 2001; Shehab et al. 2004; Somers and Nelson 2001;

Somers and Nelson 2003; Stefanou 2012). ERP 도입 및 실행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 1>과 같다. 연구자들은 ERP

도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요인 상호 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Akkermans and van Helden 2002).

O’Leary(2000)는 e-비즈니스 수행 차원에서 ERP의 역할을 연구하였으

며, ERP 시스템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변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

과 기반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ERP 시스템의 안정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예산 초과, 계획

된 시간의 초과, 부적절한 시스템 신뢰성,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의 거부, 시스템 통합과 유연성 결여, 전략적 목표의 부재 등을 볼 수 있

다(Aloini et al. 2007).

ERP 시스템을 선별하는 것은 ERP 시스템 도입 성공을 도모하는 주요

한 요인이다(Chen et al. 1998). ERP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시스템 선

별 방법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Santhanam et al. 1995; Teltumbde

2000). Ptak (1999)은 스코어링 기법 사용을 주장하였고, Lee and Kim

(2001)은 분석적 네트워크 프로세스 모델을 통해 ERP 시스템을 선별하

는 것에 주목하였다. 조직 내부와 외부의 전문가를 모두 포함하고 관리

역량이 있으며 프로세스와 IT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능력있는 프

로젝트 팀을 구성하는 것은 ERP 시스템 성과를 창출하는데 필수적이다.

Barki et al. (1993)은 프로젝트 팀의 기술과 지식은 충분한 지식을 갖추

고 있지 않은 다른 부서원에게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 10 -

연구자 영향 요인

Bancroft et al.

(1998)

최고 경영자 지원, 도입 지지자 존재 유무, 이해

당사자 간 의사소통,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 등

Holland and

Light (1999)

실행 전반에 대한 전략, 기술적 소프트웨어 환경,

프로젝트 관리, 기존 컴퓨터 시스템의 실행

프로세스에 대한 영향, ERP 전략의 선별 등

Marsh (2000)

기능별 부서 간 소통, 유사 IT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경험, ERP 시스템 주요 사항에 대한

이해 등

Sarker and Lee

(2003)

관리자의 강한 리더십, 투명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실행 팀의 역할 등

Al-Mashari et al.

(2002)

ERP 패키지 선별, 원활한 의사소통, 프로세스

관리, 교육 및 훈련, 프로젝트 관리, 기존 시스템

관리, 시스템 통합, 시스템 테스팅, 문화 및

구조적 변화 등

Nah et al. (2003)

기존 비즈니스 및 IT 시스템, 비즈니스 계획 및

비전,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PR),

경영 문화 및 프로그램의 변화, 의사소통, ERP

팀워크 및 구성, 성과 분석 및 평가, 프로젝트

지지자 존재 여부,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테스팅, 최고 경영자의 지원 등

Umble et al.

(2003)

전략적 목표에 대한 이해, 최고 경영자의 추진,

프로젝트 관리, 교육 및 훈련, 성과 측정 등

Somer and

Nelson (2003)

사용자 교육 및 훈련, ERP 패키지 선별,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맞춤화, 데이터 분석, 경영 변화,

목적과 목표 선정,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

교육, 부서 간 의사소통, 부서 간 협조 등

Zhang et al.
(2005)

비즈니스 프로세스 변화, 최고 경영자의 지원,

교육 및 훈련, 국가 및 조직의 문화 등

Motwani et al.

(2005)

조직 문화의 적합성, 전략적 계획, 부서 간 관계, 학습

능력, IT 활용 활성화 및 지식 역량, 프로세스 관리 등

<표 1> ERP 시스템 도입 및 실행성과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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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설명하였다. 프로젝트 팀의 비즈니스 및 기술적 역량은 ERP 도

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Schwalbe (2010)은

ERP 도입 및 실행 프로젝트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는 의사소통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주고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에도 도

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부적절한 프로젝트 관리 역량 또한 ERP 실행

의 실패요인이 될 수 있다. 프로젝트 관리 활동은 ERP 프로젝트의 시작

부터 끝까지 추진 단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Somers and Nelson

2003). Umble (2002)은 ERP시스템 실행 목적과 시스템에 의해 구현될

비즈니스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비즈니스 목표와 조

직의 전략적 사항을 분명히 하는 것이 ERP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중요

함을 설명하였다.

지식 기반 측면에서의 ERP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시스템 실행 또는 도

입 과정에서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선행 연구는 시스템 생성 초기 단계

에 지속적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와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Srivardhana 2007). 지식 관련 ERP 시스템에 대한 선행 연구는 <표 2>

와 같다. 지식 기반 측면에서의 선행 연구는 지식 이전(Knowledge

Transfer) 또는 지식 이전 방해 요소 등을 조명하였다. 조직은 ERP 시

스템을 도입하여 실행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

공하고 최적의 프로세스에 탑재되어 있는 노하우와 논리 등을 이전한다

(Lee and Lee 2000). 특히, ERP 시스템이 제공하는 노하우와 논리 등과

같은 지식은 사용자가 획득할 수는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활용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공식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기가 어렵다

(Polanyi et al. 1983; Nonaka 1995). 이를 해결하기 위해 von Hippel

(1987) 등은 지식 제공자와 수혜자간 친밀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 형성은 공식적인 문서나 보고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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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내용

Baskerville et al.

(2000)

지식의 저장 분배, 학습 프로세스 등 조직의

지식에 대한 ERP의 영향

Braa and Rolland

(2000)

상호 의존성의 증가, 해석상 유연성의 저하,

지속적인 협상의 필요성 등 정보

인프라스트럭처로서 ERP 시스템의 애로사항

Lee and Lee

(2000)

ERP 소프트웨어 패키지 도입 조직에 대한

비즈니스 지식 이전 및 내재화

Huang et al.

(2001)

조직의 ERP 시스템의 관계 및 지식 관리 시스템:

효율성과 유연성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Pan et al. (2001)
ERP 도입 및 실행 단계에서 정보 통합의 본질,

구조 프로세스

Timbrell et al.

(2001)

ERP 시스템 공급자 및 실행 파트너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지식 이전

Newell et al.

(2004)

ERP 프로젝트 팀 내 사회적 자본과

지식 통합 간의 관계

Volkoff et al.

(2004)

ES 개발 팀으로부터 새로운 ES 사용자로의

지식 이전

Ko et al. (2005)
ERP 컨설턴트로부터 의로인으로의 ERP 실행

지식 이전

Jones and Price
(2004)

ERP 시스템 도입 및 실행 단계에서의 조직

차원에서의 지식 공유

Park et al. (2007) 지식 흡수능력이 ERP 도입성과에 미치는 영향

<표 2> 지식 관련 ERP 시스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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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경로 뿐 아니라 일상적 대화나 비정기적 회의 등과 같은 비공식

적인 경로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Mowery et al. 1995; Powell et al.

1996; Reagans and McEvily 2003). ERP 시스템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지식 제공자와 수혜자간 관계 형성이 어려운 반면, 시스템이 제공하는

매뉴얼이나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침서 등을 통해 지식을 전달한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는 지식 제공자와 비공식적으로 대면하고 지식을 이전 받

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Park et al. 2007). 사용자가 지식 제공자

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식을 이전받게 될 경우 지식 제공자의 역량이

지식 이전 효과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반면, ERP 시스템과 같이 지식

사용자가 제공자와 대면하지 않고 시스템의 기능을 통하여 지식을 획득

하게 되는 경우 지식의 가치를 인지하고 동화하며 변형하여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는 지식 수혜자의 능력이 지식 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Lee

and Lee 2000).

2.2 흡수능력에 관한 연구

흡수능력은 “새로운 외부 정보의 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동화하여 상업

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라 정의된다(Cohen and Levinthal 1990). 세계

화와 급격한 경영변화 및 경쟁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조직은 혁신

을 필요로 하며 적시에 대응하는 능력과 흡수능력은 조직의 성공을 위하

여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Lane et al. 2006). 흡수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은 조직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이는 조직의 지식 기반을 재조명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하다(Zahra

and George 2002a). 흡수능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조직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혁신 경향을 예측 가능하게 하며 상대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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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우위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해준다(Cohen and Levinthal

1994).

IS분야에서 흡수능력은 중요한 연구 요인으로 검토되고 있다(Roberts

et al. 2012). IT를 전략적인 자원으로 고려하였을 때, 관리자는 IT에 대

한 투자와 보완적인 요소를 융합하여 디지털 역량을 창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조직의 흡수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Wade and Hulland

2004, Gold et al. 2001). 흡수능력 개념은 IS분야 뿐 아니라 국제경영,

경영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Szulanski (1996)는 베스트

프랙티스의 이전 성과와 흡수능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의 논문에 따르면 흡수능력의 부족은 지식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Cockburn and Henderson (1998)은 흡수능력이 R&D 생산성에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Cohen and Levinthal (1990)은 R&D가 새로

운 지식을 동화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였다. Lane et

al. (2001)은 조직학습 분야에서 흡수능력이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고 Reagans and McEvily (2003)는 기술지식의 이전

성과와 흡수능력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IS분야 연구자들은 흡수능력

을 자산 또는 역량 측면에서 연구하였다(Roberts et al. 2012). 많은 IS

연구자는 Cohen and Levinthal (1990)이 정의한 흡수능력 개념을 사용하

였으며, 이를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조직이 보

유한 사전 지식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흡수능력을 조직의 자산 측면으로

주목하였다(Fichman and Kemerer 1997; Liang et al. 2007). ERP 컨설

턴트와 ERP 사용자 간 사전 지식 이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Ko

et al. 2005), Boynton et al. (1994)은 조직 내 정보기술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흡수능력을 언급하며, IT 활용과 관련된 요인을 이해하

기 위한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IT 연구자는 흡수능력을 조직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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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Pavlou and El Sawy (2006)는 새로운 상품 팀

이 외부의 지식을 획득하고 동화하며, 변형하고 활용하는 통상적인 방법

이나 절차라고 정의하였다. Tiwana and McLean (2003)은 소프트웨어

개발 팀의 흡수능력은 팀의 창의성을 구현하기 위한 팀의 전문지식 통합

에 기여한다고 설명하였다. Zahra and George (2002b)는 조직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흡수능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를 위해 기업이 관련된 사전지식 및 경영층의 지원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Malhotra et al. (2005)은 조직 간 시스템

이 공급망 내에서 지식 발전에 기여함을 언급하며 공급망 내 파트너 간

의 흡수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RP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 및

활용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흡수능력과 지식의 공

유 및 활용이 주목받았다(Davenport 1998; Soh et al. 2000; Wong et al.

2005; Shang and Hsu 2007).

학자들은 Cohen and Levinthal (1990)의 흡수능력에 대한 연구를 다양

한 방면으로 연구하였다. 이는 혁신, 조직 간 학습, 기업의 인수 합병, 신

제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성과와 기업의 경쟁 우위에 기여하는

요소로 분석되어 왔다(Lane et al. 2006). 조직은 새롭게 흡수된 지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지식 기반을 보완하고 기술 경향

을 예측할 수 있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재정비할 수 있다.

또한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도 있다(Van den

Bosch et al. 1999; Cohen and Levinthal 1994; Pavlou and El Sawy

2006). 선행 연구는 흡수능력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조직성과에 기

여함을 보여준다(Lichtenthaler 2009; Lane et al. 2006). 흡수능력이 조직

의 성과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조직은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학습을 하

고 그에 따라 조직의 흡수능력과 지식 기반은 개선된다. <그림 1>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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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흡수능력, 사전지식, 성과 간 관계 모형

련 사전지식과 흡수능력 프로세스 및 흡수능력의 결과 간의 관계를 나타

낸다(Roberts et al. 2012).

IS 분야에서 흡수능력은 IT 비즈니스 가치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

다. Melville et al. (2004)에 의하면 IT 비즈니스 가치란 프로세스 차원

과 조직 차원에서 IT의 조직성과에 대한 영향력을 말하며, 이는 효과성

과 경쟁력을 포함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IT는 분명 가치가 있지만 그

것은 흡수능력과 같은 조직의 보충적인 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Melville et al. 2004; Wade and Hulland 2004). IT 비즈니스 가치와 관

련된 연구는 흡수능력과 조직의 IT 역량 간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IT 역

량의 요소로서 조직의 지식 기반 역량과 지식 프로세스 역량은 조직의

지식 기반을 발전시키고, 이는 조직이 새로운 지식을 확인하고 동화하며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Gold et al. 2001). Pavlou and El Sawy

(2006)는 신제품 개발 측면에서 팀의 IT 기능을 활용하는 능력은 조직의

흡수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는 곧 조직의 경쟁 우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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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Marlhotra et al. (2005)은 조직 간 연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고품

질의 정보를 공유하며 IT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조직으로 하여금 공급

망 파트너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며 경쟁우의를 이루기 위한 흡

수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한다. 또한 IT 역량에 의한 흡수능력의 향상

은 공급망 내에서 비용을 절감하고(Lee et al. 2000), 유연성을 증가 시키

며(Gosain et al. 2004), 협력체계를 강화하고(Patnayakuni et al. 2006)

아웃소싱 성공을 이끈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Lee 2001).

Cohen and Levintal (1990)은 조직의 흡수능력은 점증적으로 향상되며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흡수능력은 몇 가지 주요

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Roberts et al. 2012). 흡수능력은 관련 사전지

식에 근거한다. 사전지식이 없이 조직은 외부 지식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 조직의 흡수능력은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조직 구성원 개인의 흡수능력의 총합을 말하는 것은 아니

다. 이것은 개인능력의 긴밀한 관계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Cohen and

Levinthal 1990). 조직의 흡수능력은 조직 구성원의 지식 구조와 구성원

또는 부서 간 지식 이전 등에 의해 형성된다.

흡수능력은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이에 대한 정의와 구성요인은 학자들

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Zahra and George 2002a). Cohen and

Levinthal (1990)이 흡수능력에 대해 정의한 후 여러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재정의를 하였다. 연구자에 따른 흡수능력에 대한 정의는 <표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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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 의

Cohen and

Levithal (1990)

새로운 지식의 가치를 인지하고 동화하며

적용하는 능력

Mowery and

Oxley (1995)

암묵적으로 이전된 지식을 처리하고 수용된

지식을 변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Kim (1998)
지식을 동화하기 위한 학습 능력과 혁신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문제 해결 기술

Zahra and George

(2002a)

역동적인 조직의 역량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식을

획득하고 동화하며 변형하고 활용하는 조직의

일상적이고 전략적인 프로세스

Ko et al. (2005)
공급받은 외부 정보의 가치를 인지하고 동화하며

활용하는 수용자의 능력

Pavlou and

El Sawy (2006)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식을

획득하고 동화하며 변형하고 활용하는 능력

Liang et al.

(2007)

외부의정보를동화하기위한사전지식과이를

상업적으로활용하는능력

Park et al. (2007) 새로운지식을인지하고동화하며활용하는개인의능력

<표 3> 흡수능력에 대한 정의

Lane et al. (2001)은 Cohen and Levinthal (1990)의 기존 정의를 재조

명하였다. 기존의 Cohen and Levinthal (1990)의 흡수능력에 대한 정의

는 과거 경험과 투자로부터 얻은 지식을 인지하는 능력과 이를 동화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나뉜다. 지식을 동화하는 능력은 지식 및 조직의 특

징과 기술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활용하는 능력은 기술적인 기회와

혁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Lane et al. (2001)은 외

부지식을 인지하고 동화하는 능력은 활용하는 능력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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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Zahra and George (2002a)는 선행 연구를 요약하여 흡수능력

에 대한 정의를 4가지의 요소로 구분하고 흡수능력 모형<그림 2>를 제

시하였다.

4개의 요소는 ‘획득’, ‘동화’, ‘변형’, ‘활용’으로 구성되고, 앞선 두 개의

요소는 ‘잠재적 흡수능력’으로 정의하며 다른 두 개의 요소는 ‘실현된 흡

수능력’으로 정의된다. 선행연구는 실현된 흡수능력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함을 언급한다. 이는 실현된 흡수능력이 사전 지식 활용을 더욱 활

성화하기 때문이다(Zahra and George 2002a). 조직은 지식을 획득하고

동화할 수는 있으나 이익 창출을 위하여 지식을 변형하고 활용하는 능력

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Zahra and George (2002a)는 선행 연구가

조직 구성원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고 이것은 지식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림 2> 흡수능력 모델

Minbaeva et al. (2003)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흡수능력의 개념과 측

정도구를 재정의 하였다. 그들은 사전에 획득된 지식을 활용하는 조직의

능력을 연구하기 위하여 조직의 흡수능력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의 능력

과 동기에 주목하였다. 또한 흡수능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조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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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요소를 연구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관리 관련 항목에 주목하였다.

흡수능력은 사전지식과 구성원의 노력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Cohen and Levinthal 1990; Kim 2001). 조직 구성원의 흡수능력은 교육

정도, 업무관련 기술 획득 정도 등 조직이 사전 지식을 동화하고 활용하

는데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Cohen and Levinthal 1990). 또한, 사

전 지식과 아울러 조직의 혁신 노력과 같은 조직 차원에서의 의지가 필

요하다(Cohen and Levinthal 1990). 조직 차원에서의 노력의 강도는 조

직 구성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Kim

2001). 조직 구성원의 노력의 정도는 기대이론(Expectancy-valence

theory)과 같은 인지 프로세스 이론(cognitive process theory)에 의해 설

명된다(Vroom 1964). 동기부여가 된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활동에 기여

하고자 한다. 조직이 학습 능력이 뛰어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

라도 조직 구성원의 동기가 낮다면 조직 차원에서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

는 능력은 낮아질 수 있다(Baldwin et al. 1991). 보통 능력과 관련된 요

소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잠재적인 요소로 고려되며 이는 실제 활용

여부와는 별개이다(Vroom 1964). 반면 동기와 관련된 요소는 실제 행동

여부와 깊이 관련된다. 사전 지식 기반과 조직의 노력 정도는 잠재적 흡

수능력과 실현된 흡수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Minbaeva et al. 2003).

잠재적 흡수능력은 조직 구성원의 능력에 의해 구성되고, 실현된 흡수능

력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에 의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Minbaeva et

al. 2003). 행동과학 분야의 연구에서 조직 구성원의 노력과 동기는 조직

의 행동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다.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

성원의 능력과 동기는 필수적이다(Baldwin, 1959).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구성원의 능력과 동기의 상호 작용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킨다(French

1957; Fleishman 1958; O’Reilly and Chatman 1994; Heid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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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초기의 인적자원관리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직무수행성과 또는

개인의 직무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Boudreau

(1996)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의 직무성과를 재무적인 지표로 환

산하고 이를 조직 구성원의 수로 곱하여 조직 차원에서의 효용으로 분석

하였다. 그러나 Latham and Whyte (1994)는 이러한 방식이 최고경영자

나 조직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수용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

적자원관리의 조직 차원에서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인적

자원관리의 각 기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선발, 훈련, 보상, 평가 등의 인적자원관리

기능이 개별적으로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Terpstra and Rozell 1993; Russel et al. 1985; Borman 1991;

Gerhart and Milkovich 1990).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방법 또한 인적자원

관리 기능의 효과들이 혼합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인적

자원관리의 기능이 과대평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Delaney and Huselid

1996).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인적자원관리를 묶음

단위로 분석하여 이것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Arthur 1994; Huselid 1995; Ichniowski et al. 1995). 이러

한 과정을 거쳐 발전한 선행 연구를 통해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성과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Becker and Gerhart 1996). 또한 이는 생산성

품질과 제조 전략, 재무 및 회계 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이어졌다(Arthur 1994; Ichniowski et al. 1997; MacDuffie 1995;

Youndt et al. 1996; Huseli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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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경로는 행동주의적 관점

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Schuler and Jackson 1987). 행동주의적 관점은

주어진 환경에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전략이 세워지면 전략을 수행

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의 역할행동이 정해지고 이것을 촉진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때 조직의 목표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

다(Schuler and Jackson 1987). Campbell et al. (1993)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 성과를 조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지향 행동이라고 설명

하였다. 또한, 그는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사실적 지식, 절차적 지식 및 기술, 동기 등에 주목하였다. 즉 직무

와 관련된 사실적 지식과 절차적 기술 등이 뛰어나더라도 조직 구성원의

동기가 없으면 역할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Campbell et al. (1993)과 행동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인적자원관리는 조

직 구성원의 역할행동을 매개로 하여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조직 구성원의 역할행동은 역량과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조직 구성원의 역량은 개인의 타고난 능력과 특성 및 후천

적으로 습득한 기술, 지식, 가치관 등 각각의 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잠재

력을 뜻하는 개념이다. 동기는 조직이 요구하는 일정한 방향 또는 대상

을 위해 개별 구성원이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정서적 심리상태를 뜻하

는 개념이다(Campbell et al. 1993). 인적자원관리란 조직이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요구하는 역할행동을 유도 및 촉진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의

역량과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성과에 기여하려는 노력

이라 정의할 수 있다(Campbell et al. 1993; Schuler and Jackson 1987).

선행 연구에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기능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실증연구에서 검토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개별기능은

작업팀, 직무순환, 직무특성, 종업원 참여, 모집/선발, 고용 보장, 내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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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변동급제, 고임금 수준, 인센티브/보너스, 교육/훈련, 평가, 분권화, 정

보공유, 고충 처리 등 다양하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인적자원관리 시

스템의 개별기능은 <표 4>와 같다.

교육/훈련, 정보 공유, 등의 인적자원관리 실행에 따른 성과는 조직차원

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연구되어 왔다(Bartel 1994; Knoke and

Kalleberg 1994; Kleiner and Bouillon 1988; Morishima 1991). 여러 학자

들은 인적자원관리 실행 요소가 조직 차원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념을 적용하여왔다(Delaney and Huselid

1996). Barney (1991)는 조직의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theory) 측

면에서 이를 설명하였고, Jackson and Schuler (1995)는 일반체계이론

(General systems theory)의 변형된 측면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조직 구성원과 조직 차원에서의 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보았다. 즉, 인적자원관리의 실행을 조직 구

성원의 기술, 능력, 동기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명하였다(Arthur 1994;

Kochan and Osterman 1995).

조직은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제도를 조직 구성원의 능력 신장의 도구로

도입할 수 있다(Delaney and Huselid 1996). 특히, 능력 중심의 선발은

잠재 능력이 있는 조직 구성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곧 조직성

과에 기여한다고 하였다(Becker and Huselid 1992). 또한, 조직 차원의

종합적인 훈련은 조직 구성원의 능력 신장을 통하여 조직성과에 기여한

다고 증명하였다(Bartel 1994; Knoke and Kalleberg 1994).

조직 구성원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충분한 동기가 없다면 그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Delaney and Huselid 1996). 임금 및 인센티브를 통한



- 24 -

기 능

연구자

Arthur

(1994)

Huselid

(1995)

MacDuffie

(1995)

Ichinioski

et al.

(1995)

Pfeffer

(1998)

Collins

&

Smith

(2006)

Kehoe

&

Wright

(2013)

작업팀 ● ● ●

직무

순환
● ● ●

직무

특성
●

종업원

참여
● ● ●

모집/
선발

● ● ● ● ● ●

고용

보장
● ●

내부

승진
● ● ●

변동

급제
● ● ● ●

고임금

수준
● ● ● ●

인센

티브/

보너스

● ● ● ●

교육/

훈련
● ● ● ● ● ● ●

평가 ● ● ●

분권화 ● ●

정보

공유
● ● ● ● ●

고충

처리
● ● ● ●

<표 4>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별 기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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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하여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Gerhart and Bretz 1994). 또한, 고충 처리를 통하여 차별 없는

대우를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기대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동기 부여에 기여할 수 있다(Ichniowski et al.

1995). 종업원 참여제도 등과 같이 능력과 동기를 모두 갖춘 조직 구성

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절차는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Wagner 1994). Ichniowski et al. (1995)은 고용 보장이

조직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여 조직에 대한 헌신도를 향상시킨다고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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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 본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

자 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 및 가

설의 중점은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식 이

전 관점에서의 흡수능력의 영향과 이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인적자원관리

요소의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3.1 연구모형 설계

ERP 시스템의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흡수능력 요소를

분석하고 인적자원관리 요소 중 흡수능력의 선행요인은 무엇인지 검증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

을 제시하고자 한다.

ERP 사용성과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흡수능력을 이에 대한 매개변수

로 선정하였다. Zahra and George (2002a)는 흡수능력을 획득, 동화, 변

형, 활용 4개의 요소로 정의하고 이를 다시 앞의 두 개의 요소를 잠재적

흡수능력으로 다른 두 개의 요소를 실현된 흡수능력으로 정의하였다.

Park et al. (2007)은 ERP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식 흡

수능력 구성요소를 사전지식, 지식내재화능력, 지식활용능력으로 선정하

였다. Minbaeva et al. (2003)은 조직의 흡수능력을 조직 구성원의 잠재

적 역량과 동기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매

개변수로서의 흡수능력을 잠재적 흡수능력과 실현된 흡수능력으로 선정

하였다.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기능은 모집/선발, 고용보장, 변동급제, 인센티

브, 교육/훈련, 평가, 분권화, 정보공유, 고충처리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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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Arthur 1994; Huselid 1995; Ichinioski et al. 1995; Kehoe and

Wright 2013). 본 연구에서는 Huselid (1995)와 Minbaeva et al. (2003)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적자원관리 요소 중 능력중심 선발, 다양한 교

육훈련, 성과지향 평가, 성과중심 보상, 정보공유 등을 독립변수로 선정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본 연구 모형에 따르면 잠재적 흡

수능력 및 실현된 흡수능력은 ERP 사용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고 잠재적 흡수능력은 실현된 흡수능력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능력중심 선발, 다양한 교육훈련, 성과지향

평가 등의 인적자원관리 요소는 잠재적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성과

중심 보상, 정보공유 등의 인적자원관리 요소는 실현된 흡수능력에 영향

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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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설 설정

3.2.1 ERP 사용성과와 흡수능력 간의 관계

조직의 흡수능력은 조직 구성원에 의해 형성되는 조직 차원의 역량이라

고 할 수 있다. 흡수능력은 사전 지식과 활용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Cohen and Levinthal 1990). 사전 지식이란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총합을 말한다(Kim 2001). 그러므로

조직 구성원의 교육 수준이나 직무 기술과 같은 역량은 지식을 획득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전 지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Cohen and

Levinthal 1990).

지식 획득은 외부의 가치 있는 지식을 인지하고 확보하는 조직의 역량

을 말한다(Zahra and George 2002a).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강도

와 속도, 방향성은 흡수능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한다. 조직이 지식을 인지

하고 확보하려는 노력의 강도와 속도는 조직의 지식 획득 능력을 향상시

킨다(Kim 1998). 조직이 지식을 축적하는 방향성은 외부 지식을 확보하

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을 때 조직은

효과적으로 사전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선행 연구는 지식 이전 측면에서의 사전지식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이나

지식 이전 프로세스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tock et al.

2001). 또한 조직 구성원의 사전 지식은 새로운 지식을 인지하는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직 구성원의 사전 지식과

이를 획득하는 능력은 ERP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된 지식을 획득

하여 사용성과에 기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Park et al. 2007).

지식 ‘동화’는 외부의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는 조직의 일상

적이고 전략적인 프로세스를 말한다(Kim 1998). 조직은 외부 지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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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Rosenkopf and Nerkar 2001). 외부 지식은 특정 맥락에서 형성되기 때

문에 이를 이해하고 모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Szulanski 1996).

특히, 외부지식이 보완재에 의존하여 형성될 경우 조직은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Teece 1993). 이와 같은 제약사항을 고려하였

을 때 지식을 이해하는 행위는 조직이 외부 지식을 동화하고 내재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지식의 획득 이후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화의 과정을 거쳐 내재화

할 필요가 있다. 직무와 관련된 가치 있는 지식을 습득하더라도 조직 구

성원이 이를 그들의 직무 환경과 동화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Gist et al. 1989). 조직 구성원은 새롭게 획득한 사전지식을 동

화함으로써 직무능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IS 분야의 선행 연구

에서도 지식의 동화를 시스템 활용성과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

한 바 있다(Cooper and Zmud 1990; Fichman and Kemerer 1997; Sethi

and King 1994). 조직 차원에서 새로운 정보체계의 도입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을 교육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

이 이를 충분히 내재화 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저하될 수 있다

(Chatterjee et al. 2002). ERP 시스템 사용자가 시스템의 지식과 관련된

논리적 구조를 내재화 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만을 이해한다면

시스템 사용성과는 기대 이하의 수준이 될 수 있다(Park et al. 2007).

Zahra and George (2002a)는 지식 획득과 동화를 ‘잠재적 흡수능력’으

로 정의하고 이는 조직의 전략적 유연성, 혁신, 업무 성과 등 경쟁 우위

를 확보하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

탕으로 잠재적 흡수능력의 영향을 ERP 사용성과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 30 -

가설 1. 잠재적 흡수능력은 ERP 사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Zahra and George (2002a)는 흡수능력에서의 지식 ‘변형’을 획득하고

동화한 사전지식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조직의 역량이라고 하였다. 이

러한 단계는 동일한 지식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여 보다 단순하게 빼거

나 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조직이 다른 종류의 정보를 인지하고

이것을 통합하여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지식 ‘변형’ 역량

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Koestler 1964). 지식 ‘변형’ 역량은 조직으로

하여금 기회를 인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경쟁 구도와 조직 경영전반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Smith and

DeGregorio 2002). 전략적 변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조직의 경쟁 전략

을 재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Christensen et

al. 1998). 흡수능력 구성 요소로서 지식 변형 역량은 조직의 전략적 변

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Zahra and George 2002a).

Cohen and Levinthal (1990)은 흡수능력을 정의함에 있어 특히 지식 활

용을 강조하였다. 조직의 지식 활용 역량은 기존의 지식 역량을 개선하

고 확장하거나 외부로부터 획득하고 변형된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수행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은 지식을 뜻하지 않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

으나 일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경로로 지식을 활용하

게 된다(Van den Bosch et al. 1999). 지식 활용 단계는 사전에 획득하

고 내재화된 지식을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회수해 냄으로써 실현가능하

다(Lyles and Schwenk 1992). 지식 활용 단계를 통하여 조직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체계와 프로세스, 조직 형태 등을 구축할 수

있다(Spender 1996). 성공적인 조직은 조직이 추구하는 업무를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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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행하기 위하여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Rumelt 2005).

흡수능력은 조직의 잠재적인 역량 뿐 아니라 내재화된 지식을 실제 업

무에 활용하는 능력을 보유하였을 때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Alavi and Leidner 2001). 조직은 획득한 지식을 업무에 활용하였을 때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

해 낼 수 있도록 한다(Park et al. 2007). 또한, 조직의 부서 및 팀 간의

상호 교류는 조직 구성원의 지식 활용 능력을 신장한다(Griffith and

Sawyer 2003). 조직 내 지식 이전 활동은 조직의 흡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Nonaka 1995). 즉, 조직 구성원 간에 지식을 공유하는 행위는

지식 활용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Zahra and George (2002a)는 지식을 변형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실현된

흡수능력’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조직의 지식 활용을 통한 성과를 향상시

킨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실현된

흡수능력의 영향을 ERP 사용성과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

하였다.

가설 2. 실현된 흡수능력은 ERP 사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식의 활용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간에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여야

한다(Gavin 1985). 조직은 구조적, 인지적, 행동적 문제로 인하여 지식

공유와 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Gavin 1985; Garud and Nayyar

199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

며 이를 통하여 잠재적 흡수능력과 같은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향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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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고 지식 이전과 조직의 지식 변형, 활용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

다(Sheremata 2000). 즉 조직의 사회적 통합을 통해서 잠재적 흡수능력

과 실현된 흡수능력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Zahra and George 2002a).

Purvis et al. (2001)는 기존의 업무와 유사한 방법과 관련된 사전 지식

은 새로운 방법을 동화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Zahra and

George (2002a)는 지식 획득과 동화를 포함한 잠재적 흡수능력이 지식

변형과 활용을 포함한 실현된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델을 제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두 가지로 구분된 흡

수능력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3. 잠재적 흡수능력은 실현된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2 흡수능력과 인적자원관리 간의 관계

Huselid (1995)는 인적자원관리 구성 요소를 조직 구성원의 잠재적 능

력 또는 동기에 미치는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조직 구성

원의 능력과 동기에 미치는 개별 인적자원관리 요소의 상호작용을 강조

하였다. 이와 같은 논지는 인적자원관리를 분석하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

해서도 유사하게 검토되었다(Arthur 1994; Ichiniowski et al. 1997;

Delaney and Huselid 1996). 그들은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양상으로 인

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성 제도를 ‘묶음’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조직 구성원

역량 및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조직은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실행함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기술 및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다(Huselid 1995). 조직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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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함양한 조직 구성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야 한다. 다양한 직능의 조직 구성원 역량을 분석하는 활동은 조직이 요

구하는 역량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Minbaeva et al.

2003). 또한, 성과중심의 평가는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이 요구하

는 역량을 인지하게 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 성과중

심의 평가 체계는 조직 구성원의 자기계발과 교육훈련을 총체적으로 포

함하게 된다.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며 이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Delaney and Huselid 1996; Koch and McGrath 1996).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과 아울러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발을 신중

하게 수행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의 전반적인 역량을 신장한다(Delaney

and Huselid 1996). 적합한 절차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선발하는 것은

잠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이는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rtel 1994; Russel et al. 198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인적자원관리 요소와 잠재적

흡수능력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4. 능력중심 선발, 다양한 교육훈련, 성과지향 평가는 잠재적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a. 능력중심 선발은 잠재적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b. 다양한 교육훈련은 잠재적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c. 성과지향 평가는 잠재적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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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elid (1995)는 조직이 역량을 갖춘 구성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들이 충분한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설

명한다. 인적자원관리 구성 제도 중 일부 요소는 조직 구성원에게 적절

한 보상을 제공하여 구성원의 역량 발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러한 보상제도는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제공과 조직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암묵적 성장 장벽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내부 승진 체계

등을 포함한다(Delaney and Huselid 1996). 인적자원관리를 연구하는 대

부분의 논문은 고성과 지향 인적자원관리 제도로써 성과중심의 보상에

주목하고 있다(Arthur 1994; Huselid 1995; MacDuffie 1995; Delery and

Doty 1996; Ichinioski et al. 1995; Collins and Smith 2006; Kehoe and

Wright 2013).

Vroom (1964)에 의해 정의된 기대 이론(Expectancy theory)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의 공헌도는 보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또한 Adams (1965)

의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 관점에서 보면 조직 구성원이 보상을 받

는다는 인식이 그들의 조직에 대한 기여도를 결정짓게 된다. 이러한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성과중심 보상 제도가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기

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조직 내에서 승

진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는 조직 구성원의 승진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

켜 그들의 업무 성실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Pfeffer 1994;

Lepak and Snell 1999).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목표나 비전과 같이 경영

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수록 더욱 강한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Arthur

1994; Huselid 1995). 조직의 전략과 성과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만든다(Pfeffer

1998). 요컨대, 조직 내 정보공유는 조직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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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성과중심 보상, 정보공유

등의 인적자원관리 요소와 실현된 흡수능력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5. 성과중심 보상, 정보공유는 실현된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a. 성과중심 보상은 실현된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b. 정보공유는 실현된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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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4.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ERP 사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ERP

사용성과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조직구성원의 잠재적 흡수능력, 실현된

흡수능력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능력중심 선발, 다양한 교육훈

련, 성과지향 평가, 성과중심 보상, 정보공유 등의 인적자원관리 요소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연구 모형의 실증 분석을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설문은 온라인, 직접 방문을 통한 조사 및

인터뷰 등으로 실시하였고 자기보고식 기법을 채택하였다. 설문은 군 조

직 중 공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ERP 사용성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시스템 사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인적자원관리 제도 등 조

직 경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조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성

(Reliability),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 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을 측정하였다. 신뢰성 측정을 위하여 평균 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Cronbach’s alpha 계수 등을 확인하였다. 수렴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균 분산 추출과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값을 검토하였

고 판별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요인에서 추출된 평균 분산 추출

의 제곱근 값을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와 비교하였다(Chin 1998;

Anderson et al. 1998; Straub et al 2004). 구조 모형의 실증 분석을 위

하여 PLS(Partial Least Square) 기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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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IS 사용성과에 대한 기존연구는 사용자 만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성공 요인을 측정하였다(DeLone and McLean 1992). Davis (1982)는 정

보시스템의 인지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을 사용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이란 IS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

용함에 따라 느끼는 업무성과의 향상 정도를 뜻한다. 또한 Seddon

(1999)은 IS 사용성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지각된 유용성을

활용하여 사용자 만족 등과 관련된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ERP 사용성과를 ‘ERP 시스템 사용에 따른 지각된 조직성과 향상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Cohen and Levinthal (1990)은 흡수능력을 ‘새로운 지식의 가치를 인지

하고 동화하며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Zahra and George

(2002a)는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역동적인 조직의 역량을 창출하기 위하

여 지식을 획득하고 동화하며 변형하고 활용하는 조직의 일상적이고 전

략적인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흡수능력의 구성 요소를 획득, 동화, 변

형, 활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획득’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요구

되는 지식을 인지하고 습득하는 역량을 의미하고 ‘동화’는 외부의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는 조직의 일상적이고 전략적인 프로세스를 의

미한다(Kim 1998). 지식 ‘변형’은 획득하고 내재화한 사전지식을 발전시

키고 개선하는 조직의 역량을 의미하고 ‘활용’은 기존의 지식 역량을 개

선하고 확장하거나 외부로부터 획득하고 변형된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수

행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Zahra and George (2002a)는 지식 ‘획득’

과 ‘동화’를 ‘잠재적 흡수능력’으로 정의하고 지식 ‘변형’과 ‘활용’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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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흡수능력’으로 설명하였다. Minbaeva et al. (2003)은 다국적 기업의

지식 이전을 연구함에 있어 잠재적 흡수능력을 조직 구성원의 역량으로

설명하고 실현된 흡수능력을 조직 구성원의 동기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흡수능력을 ‘ERP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필

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실현된

흡수능력을 ‘ERP 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지식을 발전시키고 업무에 적

용하는 능력’이라고 조작적 정의하였다.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성제도 중 능력중심 선발은 McDuffie (1995)에

의해 사용된 능력중심 채용 프로그램과 단계 등으로 측정하였다. 다양한

교육훈련은 Bae and Lawler (2002)가 활용한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계적 교육훈련 등으로 측정하였다. 성과지향 평가는 Minbaeva et al.

(2003)의 연구에서 제시한 정규적인 업무 및 직무 평가와 공정하고 투명

한 업무성과 평가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성과중심 평가는 Arthur

(1994)가 제시한 개인 및 집단성과의 보상 정도 등을 활용하여 측정하였

다. 정보공유는 Pfeffer (1998)의 연구에서 제시된 조직의 활발하고 다양

하며 투명한 정보공유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변수의 세부 측정항목은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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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항 목 세부 측정항목
이론적

근거

ERP

사용성과

PER1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

라 업무의 효과성이 향상되었다.

DeLone

and

McLean

(1992),

Davis

(1982)

PER2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

라 업무의 생산성이 증진되었다.

PER3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

라 업무의 신속성이 향상되었다.

PER4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

라 업무의 용이성이 향상되었다.

PER5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

라 업무 수행성과가 증진되었다.

PER6
우리 조직의 ERP시스템은 업무수행에 유

용하다.

잠재적

흡수능력

PAC1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 사용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지식을

획득한다.

Minbaeva

et al.

(2003),

Liao et al.

(2007)

PAC2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활용

하기 위한 직무지식을 갖추고 있다.

PAC3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활용

하기 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PAC4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 사용을

위한 직무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다.

실현된

흡수능력

RAC1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통하

여 업무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RAC2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으로부

터 얻은 지식을 동료들과 공유한다.

RAC3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업무에 적용한다.

RAC4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사용하여 업무 효율 향

상에 기여한다.

RAC5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표 5> 각 변수의 세부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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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항목 세부 측정항목
이론적

근거

능력중심

선발

SEL1
우리 조직은 구성원 선발 시 능력과 태

도를 중시한다.

McDuffie

(1995)

SEL2

우리 조직은 구성원 선발 시 인력이 갖

추어야 할 기술 및 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

SEL3
우리 조직은 구성원 선발 시 지원자의 능

력과 선발 기준의 일치여부를 고려한다.

SEL4
우리 조직은 구성원 선발 시 정해진 일

련의 단계를 거쳐 선발한다.

SEL5
우리 조직은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과 주의를 기울인다.

다양한

교육훈련

TRA1
우리 조직은 업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Bae and

Lawler

(2002)

TRA2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교육/훈련에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TRA3
조직 구성원이 새로운 직무에 투입될

경우 관련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TRA4
우리 조직의 구성원은 직무수행 과정

중 교육/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

화 되어있다.

TRA5
우리 조직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구성

원이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도록

한다.

TRA6
우리 조직은 조직의 목표나 비전과 관

련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성과지향

평가

APP1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업무성과에 대한

정규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Minbaeva

et al.

(2003)

APP2
우리 조직은 정규적인 직무분석을 실시

한다.

APP3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업무성과를 정기

적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APP4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능력과 성과 중

심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APP5
우리 조직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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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항목 세부 측정항목
이론적

근거

성과중심

보상

COM1
우리 조직은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Arthur

(1994)

COM2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노력에 부합하는

공정한 보상을 제공한다.

COM3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업무성과 및 기

여도에 부합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COM4
우리 조직의 보상결정기준은 합리적이

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COM5
우리 조직은 보상을 부여할 때 공정하

고 일관성이 있다.

정보공유

ICO1
조직 내 정보 및 지식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Pfeffer

(1998)

ICO2
우리 조직은 업무 관련부서 간 정보공

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ICO3
우리 조직은 관리자와 실무자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ICO4
우리 조직은 조직의 목표, 운영 등과 관

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ICO5
우리 조직은 경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구성원 간에 활발하게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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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의 세부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은 자

기 보고식 측정방법을 적용하였고 인구통계 관련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

항은 Likert 7점 척도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6>

과 같다.

구 분 문 항 문항수

ERP 사용성과 1-(1)∼(6) 6

흡수능력

잠재적 흡수능력 2-(1)∼(4) 4

실현된 흡수능력 3-(1)∼(5) 5

인적자원관리

능력중심 선발 4-(1)∼(5) 5

다양한 교육훈련 5-(1)∼(6) 6

성과지향 평가 6-(1)∼(5) 5

성과중심 보상 7-(1)∼(5) 5

정보공유 8-(1)∼(5) 5

인구통계변수 9-(1)∼(6) 6

총 계 47 문항

<표 6>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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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ERP 사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흡

수능력과 인적자원관리 구성 요소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ERP 사용성과, 지식 흡수능력으로 잠재적

흡수능력과 실현된 흡수능력, 인적자원관리 구성 요소로 능력중심 선발,

다양한 교육훈련, 성과지향 평가, 성과중심 보상, 정보공유 등의 항목을

조직 수준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은 군 조직 중 공군 군수분야에서 근무 중인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공군 군수분야는 물류, 분배, 수송, 항공기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다루는 조직으로서 ERP 시스템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ERP 시스템으로 DELIIS/F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공군의 군수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재고 관리, 작업 관리, 업무 계획 관리, 인

력 관리 등을 총체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하여 도입․실행되고 있는

ERP 시스템이다. 설문의 대상이 되는 관리자는 본 시스템 사용경험이

있으며 조직 경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3년 이상의 장기 근무자로 선정

하였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조직은 공군본부, 사령부급 부대 3개 조직,

비행단급 부대 12개 조직, 전대급 부대 6개 조직 등 총 22개 조직을 대

상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공군 인트라넷 설문조사 관리체계를 통한 온라인 조사 및

직접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기

간은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하였다. 총 500

부를 배포하여 212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답변이

누락된 37부를 제외하고 총 185부의 설문지를 실증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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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표본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수는 185개이다. Wasko and Faraj (2005)의

연구에 의하면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서 사용된 PLS(Partial Least

Squares)는 선행요인의 10배수에 이르는 표본의 크기가 분석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잠재적 흡수능력, 실현된

흡수능력, 능력중심 선발, 다양한 교육훈련, 성과지향 평가, 성과중심 보

상, 정보공유 등 총 7개의 선행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수

는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은 남성이 97.8%를 차지하고 여성이

2.2%로 구성되어있다. 군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에 따라 조직의

특성상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포를 나타내었다. 신분은 장교

34.6%, 부사관 63.8%, 군무원 1.6%로 구성되었다. ERP 시스템 사용경험

과 관리자 역할을 동시에 만족하는 직무를 장교와 부사관이 수행하기 때

문에 설문의 대상 선정 시 장교와 부사관에 집중되는 특성을 나타내었

다. ERP 사용기간은 3년 이상 사용자가 91.4%로 구성되었다. 이는 ERP

사용성과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1년 미만의 시스템

사용자는 표본에서 제외시켰다. 근속기간은 6∼10년 근무자가 10.8%, 10

년 이상 근무자는 87.6%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 응답자가 인적자원관리

제도 등 조직 경영에 대해 이해하기에 적합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연령

은 26∼30세가 14.1%, 31∼35세가 19.5%, 36∼40세가 28.6%, 41세 이상

이 37.8%를 차지하였다. ERP 시스템 활용 범위가 일반 행정, 분석 등의

실무분야부터 결재, 평가 등 관리업무에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짐을 고려

하였을 때 다양한 연령의 균등한 표본 분포는 실증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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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성 181 97.8

여 성 4 2.2

신 분

장 교 64 34.6

부사관 118 63.8

군무원 3 1.6

ERP 사용기간

1 ～ 2년 미만 4 2.2

2 ～ 3년 미만 12 6.5

3년 이상 169 91.4

근속기간

3 ～ 5년 미만 3 1.6

5 ～ 10년 미만 20 10.8

10년 이상 162 87.6

연 령

26 ～ 30세 26 14.1

31 ～ 35세 36 19.5

36 ～ 40세 53 28.6

41세 이상 70 37.8

<표 7>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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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료의 분석 방법

연구의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분석을 위해 PLS(Partial Least Square)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은 여러 측정항목으로 이루어진 모형의 구성개념 간 상호 영

향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고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모형이다(Gefen et al. 2000). 구조 방정식은 공분산 기반 접

근법(Covariance-based approach)과 주성분(Composite)을 기반으로 하는

PLS 기법으로 구분된다(Gefen et al. 2000). 공분산 구조방정식

(Covariance-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은 샘플 간 공분산 차

이를 최소화하고 이론적 모형을 통해 이를 예측한다. 즉, 모수추정

(Parameter estimation) 절차를 걸쳐 관측된 값의 공분산 매트릭스를 재

생하게 된다(Chin and Newsted 1999). PLS 분석은 실증적인 공분산 매

트릭스를 재생하기 보다는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분산을

극대화하는데 주목한다(Wold 1982). PLS는 측정항목과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유용하고 기존 이론이 부

족하거나 없을 때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수립하기에 적합하다(Chin

1998). PLS는 Lisrel 또는 AMOS에 비하여 표본 크기와 잔차 분포

(Residual Distributions)의 영향을 적게 받고 측정모형과 이론적 구조모

형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Chin 1998).

이에 IS 분야의 연구에서 PLS 방법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Wasko

and Faraj 2005) 본 연구에서도 구조방정식 중 PLS 기법을 사용하여 측

정모형을 평가하고 구조모형을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인구

통계변수의 분석과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를 검토하기 위

하여 PASW 18.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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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증 연구결과 분석

5.1 측정모형 평가

측정모형 평가를 위해서 신뢰성(Reliability),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과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구성하는 수렴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토하였

다. 또한 측정모형이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영향을 받

는지 확인하였다.

5.1.1 신뢰성 분석

신뢰성이란 동일한 항목과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을 때 측정 시간, 장소,

또는 대상이 다르더라도 일관된 결과를 얻는 것을 뜻한다(Cronbach

1951). 상당수의 응답자가 측정 항목에 대하여 일관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측정 항목은 신뢰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Straub et al. 2004). 따라서 각각의 측정항목은 문항 내적 신뢰도

(Inter-item reliability)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Wasko and Faraj 2005).

일반적인 신뢰성 평가 기준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게 된

다(Cronbach 1951). Cronbach’s Alpha는 측정항목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계수로써 그 값이 0.7을 넘을 경우 측정항목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Nunnally 2010).

PLS 기법을 활용한 연구에서 신뢰성을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는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를 확인할 수 있다(Sega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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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항목의 합성 신뢰도 값이 0.7

을 상회하여야 한다(Chin 1998). 합성 신뢰도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평

가 기준으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고려

하였다. 평균분산추출은 전체 분산에서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며 모든 측정항목의 AVE값이 0.5를 상회할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

였다고 할 수 있다(Fornell and Larcker 1981).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항목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0.9103∼

0.9472값을 나타내어 기준값인 0.7을 상회하였다. 합성신뢰도의 경우 모

든 측정항목이 0.9333∼0.9595로 계산되어 기준값인 0.7을 상회하였고 평

균분산추출 평가 결과는 0.7369∼0.8258로 나타나 모든 측정 항목이 기준

값인 0.5를 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신뢰성 평가 결과는 <표 8>과 같다.

변 수
Cronbach's
Alpha

합성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
(AVE)

ERP 사용성과 PER 0.9438 0.9553 0.7807

잠재적 흡수능력 PAC 0.9281 0.9488 0.8224

실현된 흡수능력 RAC 0.9391 0.9536 0.8044

능력중심 선발 SEL 0.9103 0.9333 0.7369

다양한 교육훈련 TRA 0.9405 0.9527 0.7705

성과지향 평가 APP 0.9203 0.9401 0.7583

성과중심 보상 COM 0.9472 0.9595 0.8258

정보공유 ICO 0.9263 0.9444 0.7725

기준값 α > 0.7 CR > 0.7 AVE > 0.5

<표 8> 측정모형의 신뢰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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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타당성 분석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과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토하여야 한다(Straub et

al. 2004). Straub (1989)은 내용타당성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와 사전조사

(Pretest)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연구모형 선정을 위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

성하여 IS분야 연구자 12명과 ERP 시스템 사용자 8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성타당성은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Straub et

al. 2004). 수렴타당도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측

정한 항목들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Straub et al.

2004). 수렴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고려해야

하며 이때, 기준값은 0.5를 상회하여야 한다(Fornell and Larcker 1981).

Gefen and Straub (2005)의 연구에 따르면 수렴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산출된 요인적재량의 t검증값이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구성개념과 연계된 측정항목들의 요인적재량은 0.7이상의

값을 가져야하며 다른 요인의 적재량보다 커야한다(Wasko and Faraj

2005).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변수별 측정항목의 요인적재량

은 0.7을 상회하며 요인적재량의 t검증값은 유의수준 0.001수준에서 유의

하다. 또한 각 변수의 AVE값은 0.5를 상회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은 수렴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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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요인적재량 표준편차 t검증값

ERP
사용성과

PER1 0.8881 0.0167 53.0557

PER2 0.8839 0.0185 47.8607

PER3 0.9074 0.0153 59.2555

PER4 0.8749 0.0181 48.4318

PER5 0.8632 0.0222 38.8937

PER6 0.8831 0.0193 45.7531

잠재적

흡수능력

PAC1 0.8961 0.0150 59.8449

PAC2 0.9124 0.0126 72.7046

PAC3 0.9202 0.0114 80.4192

PAC4 0.8985 0.0160 56.0474

실현된

흡수능력

RAC1 0.8650 0.0190 45.6423

RAC2 0.8936 0.0160 55.9099

RAC3 0.9042 0.0139 65.0418

RAC4 0.9173 0.0119 76.7838

RAC5 0.9036 0.0158 57.3547

능력중심

선발

SEL1 0.8224 0.0282 29.1423

SEL2 0.8714 0.0202 43.1842

SEL3 0.9052 0.0158 57.4133

SEL4 0.8159 0.0323 25.2900

SEL5 0.8741 0.0206 42.5216

<표 9> 측정 모형의 수렴 타당성 평가 결과(N=185; Bootstrapped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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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요인적재량 표준편차 t검증값

다양한

교육훈련

TRA1 0.8712 0.0220 39.6788

TRA2 0.8864 0.0174 51.0188

TRA3 0.8699 0.0174 50.0081

TRA4 0.8672 0.0214 40.4809

TRA5 0.8866 0.0186 47.5661

TRA6 0.8850 0.0163 54.3744

성과지향

평가

APP1 0.8543 0.0234 36.4788

APP2 0.8830 0.0203 43.4550

APP3 0.8878 0.0186 47.8453

APP4 0.8634 0.0252 34.3210

APP5 0.8651 0.0215 40.2562

성과중심

보상

COM1 0.8966 0.0158 56.6137

COM2 0.9141 0.0135 67.7184

COM3 0.9281 0.0113 82.3279

COM4 0.9073 0.0131 69.3604

COM5 0.8974 0.0144 62.4036

정보공유

ICO1 0.8792 0.0182 48.2779

ICO2 0.8942 0.0149 60.1897

ICO3 0.8759 0.0185 47.3296

ICO4 0.8862 0.0177 50.2026

ICO5 0.8586 0.0219 39.1763

※ 모든 요인적재량의 t검증값이 p〈0.001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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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COM TRA ICO PAC PER RAC SEL

APP1 0.8543 0.5468 0.6304 0.5502 0.4739 0.4608 0.4966 0.4265

APP2 0.8830 0.4923 0.6324 0.5967 0.4230 0.3583 0.4497 0.4851

APP3 0.8878 0.5675 0.6512 0.5857 0.4821 0.4020 0.4749 0.5216

APP4 0.8634 0.5669 0.5954 0.5439 0.4482 0.4203 0.4628 0.5271

APP5 0.8651 0.6469 0.6232 0.6604 0.4424 0.4064 0.5348 0.4635

COM1 0.5559 0.8966 0.5654 0.5473 0.4232 0.3832 0.4966 0.4840

COM2 0.5893 0.9141 0.6227 0.6031 0.4688 0.4225 0.5198 0.5574

COM3 0.6200 0.9281 0.6002 0.6174 0.4738 0.4016 0.5089 0.5652

COM4 0.5885 0.9073 0.5732 0.5968 0.5039 0.3549 0.5210 0.5270

COM5 0.5909 0.8974 0.5712 0.6336 0.4815 0.3722 0.5478 0.4808

TRA1 0.6176 0.5638 0.8712 0.5961 0.4711 0.4516 0.5214 0.5657

TRA2 0.6362 0.5488 0.8864 0.5664 0.5121 0.4956 0.5567 0.5750

TRA3 0.5857 0.5515 0.8699 0.5943 0.5665 0.4173 0.5369 0.5195

TRA4 0.6284 0.5650 0.8672 0.5633 0.4631 0.3644 0.4679 0.5247

TRA5 0.6310 0.5790 0.8866 0.5967 0.5130 0.3987 0.5234 0.5329

TRA6 0.6965 0.5930 0.8850 0.6509 0.5144 0.4795 0.5143 0.5730

ICO1 0.6186 0.6233 0.6162 0.8792 0.4518 0.4321 0.4841 0.5317

ICO2 0.5838 0.5857 0.6256 0.8942 0.5082 0.4415 0.5357 0.4875

ICO3 0.5802 0.5287 0.6045 0.8759 0.4860 0.4827 0.5398 0.5031

ICO4 0.6076 0.5741 0.5800 0.8862 0.4464 0.4368 0.4912 0.5217

ICO5 0.5739 0.5956 0.5526 0.8586 0.4866 0.4568 0.5321 0.4961

<표 10> 각 변수별 측정항목의 요인적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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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COM EDU ICO PAC PER RAC SEL

PAC1 0.4450 0.4425 0.4975 0.4904 0.8961 0.2496 0.5819 0.3976

PAC2 0.5040 0.5027 0.5566 0.4953 0.9124 0.2943 0.6956 0.4296

PAC3 0.4688 0.4720 0.5237 0.4892 0.9202 0.2304 0.6506 0.4021

PAC4 0.4736 0.4581 0.5213 0.4936 0.8985 0.2321 0.6441 0.3440

PER1 0.4304 0.4018 0.4680 0.5001 0.3014 0.8881 0.4418 0.3788

PER2 0.4153 0.3617 0.4774 0.5251 0.2583 0.8839 0.4386 0.4085

PER3 0.4153 0.3838 0.4231 0.4186 0.1693 0.9074 0.3848 0.3680

PER4 0.4097 0.3527 0.4312 0.4373 0.1962 0.8749 0.3640 0.3618

PER5 0.4254 0.3392 0.4206 0.4132 0.2330 0.8632 0.3881 0.3762

PER6 0.4045 0.4100 0.4042 0.4154 0.3017 0.8831 0.4515 0.4704

RAC1 0.5203 0.5205 0.5097 0.5049 0.6427 0.4188 0.8650 0.3639

RAC2 0.4973 0.4803 0.5287 0.5279 0.6134 0.3538 0.8936 0.3522

RAC3 0.5011 0.5267 0.5690 0.5297 0.6512 0.4450 0.9042 0.3551

RAC4 0.4978 0.5153 0.5472 0.5304 0.6282 0.4550 0.9173 0.3831

RAC5 0.4768 0.5180 0.5070 0.5486 0.6519 0.4213 0.9036 0.3329

SEL1 0.4029 0.4395 0.4541 0.4228 0.3517 0.3338 0.3122 0.8224

SEL2 0.5429 0.5403 0.5897 0.5439 0.3689 0.4106 0.4178 0.8714

SEL3 0.5335 0.5146 0.5887 0.5461 0.3950 0.4210 0.3708 0.9052

SEL4 0.4670 0.5069 0.5324 0.4720 0.3404 0.4105 0.3144 0.8159

SEL5 0.4419 0.4705 0.5135 0.4890 0.4038 0.3499 0.2969 0.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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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타당성은 하나의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측정항목들이 다른 구성개념

을 나타내는 측정항목과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Hatcher 1994).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요인의 평균분산

추출(AVE)의 제곱근 값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보다 커야하며(Fornell

and Larker 1981), 이때 그 차이는 0.1을 상회하여야 한다(Garrity et al.

2005).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측정모형을 검토한 결과 각 요

인의 AVE 제곱근 값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보다 크고 그 차이가 0.1이

상이므로 측정모형은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APP COM TRA ICO PAC PER RAC SEL

APP 0.8708 　 　 　 　 　 　 　

COM 0.6484 0.9087 　 　 　 　 　 　

TRA 0.7200 0.6455 0.8778 　 　 　 　 　

ICO 0.6738 0.6608 0.6780 0.8789 　 　 　 　

PAC 0.5225 0.5182 0.5798 0.5426 0.8879 　 　 　

PER 0.4716 0.4256 0.4957 0.5128 0.2784 0.8835 　 　

RAC 0.5559 0.5716 0.5938 0.5891 0.7112 0.4682 0.8969 　

SEL 0.5567 0.5752 0.6244 0.5774 0.4345 0.4479 0.3986 0.8585

<표 11> AVE 제곱근 값과 변수 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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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동일방법편의는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함에 따라 측정의 타당성

을 저해하는 문제이다(Podsakoff et al 2003).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되는 행동과학 연구에서 동일방법편의는 일반적으로 발생

하고 있으며(Turel et al. 2011)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에서

Harman’s one-factor test를 활용하고 있다(Podsakoff and Organ 1986).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만

이 도출되어서는 안되고 여러 개의 요인이 도출되어도 하나의 일반적인

요인으로 변수들 간 분산의 대부분을 설명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하

나의 요인이 50%미만의 설명력을 가져야 한다(Yun et al. 2011).

Harman’s one factor test를 수행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한 결과 7개의 요인이 추출

되었다. 7개의 요인으로 설명된 총분산은 77.085%였으며 하나의 요인에

의해 추출되는 가장 큰 설명력은 47.995%였다. 이는 기준값 이하의 수치

를 나타내므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다른 검토 방법으로는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avlou et al. (2007)에 따르면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서는 모든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9이하로 나타나야 한다.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최대 상관계수는 0.7200이므로 기준값에 부합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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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구조모형 평가

측정모형 평가 결과 연구모형은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내용타당성을 충

족함과 동시에 구성타당성을 설명하는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구조모형 평가를 위하여

smartPLS 2.0 M3를 사용하여 PLS(Partial Least Square) 분석을 수행하

였다. PLS 분석은 새로운 이론에 대한 분석에 적합하여 IS분야의 선행

연구에서 두루 사용하여왔다(Igbaria et al. 1994). 이에 PLS분석은 본 연

구의 구조모형에 적합한 도구라 판단된다.

PLS 분석을 활용한 구조모형 평가에서는 선행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

속변수의 분산값( ), 경로계수의 크기와 부호, t검증값을 통한 통계적

유의성 등으로 연구모형을 평가하게 된다.

PLS분석에서의 t검증값 분석은 잭나이프 방법과(Jackknife method) 부

트스트랩 방법(Bootstrap method)(Chin 1998) 등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

서는 부트스트랩 방법을 채택하여 리샘플링(N=185, Bootstrapped 1,000

times)을 실시한 후 구조모형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선행변수로 능력중심 선발, 다양한 교육훈련, 성과지향 평가에 의해 설

명되는 잠재적 흡수능력의 분산값( )은 0.363으로 나타났다. 성과중심

보상, 정보공유, 잠재적 흡수능력에 의해 설명되는 실현된 흡수능력의 분

산값은 0.581로 나타났으며, 선행변수인 잠재적 흡수능력과 실현된 흡수

능력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로서의 ERP 사용성과 분산값은 0.225로

나타났다.

경로계수와 t값을 통한 가설검증 결과 및 선행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

속변수의 분산값( )은 <그림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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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 총 8개의 가설 중 6개의 가설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변수들 간의 영향을 설명하는 8개의 가설에 대한 검

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잠재적 흡수능력은 ERP 사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조직 구성원이 ERP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잠재적 흡수능력과 ERP 사용성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1의 경로계수 값이 –0.110(t=1.269)으로 나

타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가설 1을 기각하였다.

가설 2. 실현된 흡수능력은 ERP 사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조직 구성원이 ERP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지식을 발전시키고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실현된 흡수능력과 ERP 사용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2의 경로계수 값은 0.547(t=6.379)로 나타나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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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에서 유의하였다. 이에 가설 2를 채택하였다.

가설 3. 잠재적 흡수능력은 실현된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 구성원의 잠재적 흡수능력과 실현된 흡수능력을 설명하는 가설 3

의 경로계수 값은 0.515(t=6.833)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이에 가설 3을 채택하였다.

가설 4a. 능력중심 선발은 잠재적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인적자원관리 구성 요소 중 능력중심 선발과 조직 구성원의 잠재적 흡

수능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4a의 경로계수 값은 0.084(t=0.941)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4a를 기각하였다.

가설 4b. 다양한 교육훈련은 잠재적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양한 교육훈련과 조직 구성원의 잠재적 흡수능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4b의 경로계수 값은 0.384(t=3.759)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4b를 채택하였다.

가설 4c. 성과지향 평가는 잠재적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성과지향 평가와 조직 구성원의 잠재적 흡수능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

설 4c의 경로계수 값은 0.200(t=2.066)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4b를 채택하였다.

가설 5a. 성과중심 보상은 실현된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성과중심 보상과 조직 구성원의 실현된 흡수능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

설 5a의 경로계수 값은 0.178(t=2.651)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



- 59 -

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5a를 채택하였다.

가설 5b. 정보공유는 실현된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공유와 조직 구성원의 실현된 흡수능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5b의 경로계수 값은 0.192(t=2.803)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5b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가설 검증 결과는 <표 12>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가 설 경 로 경로계수 t 값 유의수준 검증결과

가설 1 PAC→PER -0.110 1.269 - 기각

가설 2 RAC→PER 0.547 6.379 p〈0.001 채택

가설 3 PAC→RAC 0.515 6.833 p〈0.001 채택

가설 4

a SEL→PAC 0.084 0.941 - 기각

b TRA→PAC 0.384 3.759 p〈0.001 채택

c APP→PAC 0.200 2.066 p〈0.05 채택

가설 5

a COM→RAC 0.178 2.651 p〈0.01 채택

b ICO→RAC 0.192 2.803 p〈0.01 채택

<표 12>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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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 결과 분석

6.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논의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는 조직의 당면과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ERP 시스템은 여러 기업과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활용

되고 있다. 이에 여러 연구자는 ERP 시스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왔다. 특히, ERP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식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어져 왔으며(Ko et al.

2005; Park et al. 2007; Roberts et al. 2012), 그 요인으로 지식 흡수능

력 등이 주목받아왔다. 이에 본 연구는 ERP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식 흡수능력의 효과와 그 선행요인으로서 인적자원관리 구성

요소의 영향에 대한 실증 검증을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ERP 사

용성과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선행변수로 잠재적 흡수능력, 실현된 흡

수능력과 인적자원관리 구성요소로 5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을 위해 선행연구의 사례를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작성 후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ERP 시스템 사용성과와 조직 구성원의 지

식 흡수능력과 인적자원관리 제도 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ERP 시스템

을 사용하는 공군의 관리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은 총 2주간 실시하였으

며 185개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에 대한 실증 분석

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수립

하기에 적합한 PLS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조직 구성원의 실현된 흡수능력은 ERP 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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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주

장한 바와 같이 지식을 ‘변형’하는 능력이 조직의 전략적 변화에 기여하

고(Zahra and George 2002a) 지식의 ‘활용’을 통하여 조직의 새로운 체

계와 프로세스 등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Spender 1996)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잠재적 역량을 기반으로 조직에 내

재화된 지식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능력을 보유하였을 때 조직의 성과

가 향상된다는 선행 연구(Alavi and Leidner 2001)와 일치하는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조직 구성원의 잠재적 흡수능력은 ERP 사용성

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잠재적 흡

수능력은 실현된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 흡수

능력은 실현된 흡수능력을 경유해 ERP 사용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이 ERP 시스템 사용을

위하여 지식을 획득하고 동화하는 능력이 충족되었을 때 ERP 시스템으

로부터 얻은 지식을 내재화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ERP 사용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흡수능력 구성 요소 중 지

식 활용 능력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는 기

존연구 결과(Zahra and George 2002a)를 지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흡수능력과 인적자원관리 구성 요소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다양한 교육

훈련과 성과지향 평가는 잠재적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구

성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성과중심의 평가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이 요구하는 역량

을 인지하게 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조직성과에 기여한

다는 선행연구의 주장(Delaney and Huselid 1996; Koch and McGrath

1996)을 지지한다. 반면, 능력중심 선발은 잠재적 흡수능력에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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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의 대상이 되는 공군이

군 특성상 다양한 신분의 조직 구성원을 각기 다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함에 따라 도출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인적자원관리 구성제도 중 성과중심 보상과 정보공유는 실현된 흡수능

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selid (1995)는 구성원

의 잠재적인 역량과 더불어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적합한 보상을 강조하였다. 실현된 흡수능력이 구성원의 동

기에 기반함을 고려하였을 때 성과중심 보상이 실현된 흡수능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상과 동기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Arthur

1994; Huselid 1995; MacDuffie 1995; Delery and Doty 1996; Ichinioski

et al. 1995; Collins and Smith 2006; Kehoe and Wright 2013)를 지지한

다. 또한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목표나 비전과 같은 경영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더욱 강한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선행연구의 주장(Arthur

1994; Huselid 1995)을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조직의 정보공유가

구성원이 ERP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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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으로서 조직의 흡수능력을 Zahra and George(2002a)의 연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는데 있다. 즉, 흡수능력을 잠재적 흡수능력과 실현된 흡

수능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인이 ERP 사용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잠

재적 흡수능력이 실현된 흡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

구와 달리 흡수능력의 요소 중 잠재적 흡수능력을 조직 구성원이 ERP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지식을 획득하고 동화하는 능력으로 정

의하고 이를 구성원의 잠재역량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현된 흡

수능력을 조직 구성원이 ERP 시스템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변형하고 활

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구성원의 동기와 관련된 요인으로 분석

하여 조직 차원에서의 흡수능력의 영향을 연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

다. 잠재적 흡수능력이 실현된 흡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직

구성원의 ERP 사용관련 사전 지식이 직․간접적으로 ERP 시스템 사용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 주목하였다. 즉, 잠재적 흡수능력은 ERP

시스템을 사용하는 조직 구성원의 동기와 관련된 실현된 흡수능력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ERP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흡수능력의 선행요인으로 인적

자원관리 구성요소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그 영향이 잠재적 흡수능력과

실현된 흡수능력에 각각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즉, 인

적자원관리 구성요소 중 능력중심 선발, 다양한 교육훈련, 성과지향 평가

가 조직 구성원의 잠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선행 연구

(Delaney and Huselid 1996; Koch and McGrath 1996)를 바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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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잠재적 흡수능력에 미치는 요소로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성과중심

보상, 정보공유 등이 조직 구성원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연

구된 선행연구(Arthur 1994; Huselid 1995; MacDuffie 1995; Delery and

Doty 1996; Ichinioski et al. 1995; Collins and Smith 2006; Kehoe and

Wright 2013)를 바탕으로 이러한 제도가 구성원의 동기와 관련된 실현

된 흡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ERP 사용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영

자에게 성과 영향요인으로 최고경영자 역할, 전략 및 환경적 요소, 조직

특성 및 구성원의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나열식으로 제시하기보다 지식

측면에서 흡수능력의 영향을 집약하여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즉, ERP 시

스템 사용을 위한 사전지식 획득과 이를 내재화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조

직 구성원이 실제 ERP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얻게 되는 지식을 업무

에 적용하는 능력이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제

시하였다. 이를 통해 경영자로 하여금 구성원의 지식 관련 잠재역량과

동기를 바탕으로 하는 활용능력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흡수능력에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잠재적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로서 교육훈련 및 평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현된 흡수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보상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검증하여 경영

자에게 ERP 시스템 사용성과 향상을 위한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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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방법론적으로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모형의 변수인 ERP

사용성과, 조직의 흡수능력, 인적관리제도 구성제도의 특성 등을 모두 자

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는 각 변수를 응답자의 인지된 답

변으로 측정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Edwards 1991). 선행 연구에서는 조직의 성과 등을 측정할 경우 설문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의 능력 또는

조직의 성과를 응답자가 인지된 정도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일방법편의를 확인하기 위

한 Harman’s one factor test(Podsakoff and Organ 1986)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여전히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법의 한계는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둘째, 연구의 대상을 군 조직으로 선정함에 따라 선행연구와는

달리 연구의 결과를 일반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모형의 변수인 조직 구성원의 선발의 경우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의 잠재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Delaney and

Huselid 1996, Pfeffer 1998) 일반기업과는 달리 신분별로 선발 단계를

다르게 적용하는 군 조직의 특성에 따라 가설 검증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군 조직과 같은 공공

기관뿐 아니라 일반기업 등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지식 흡수능력 등의 선행요인이 ERP 사용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주목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중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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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계관리) 등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Roberts et al. (2012)이 설명한 바와 같이 지식 흡수능력의

영향은 정보시스템 사용성과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조직의

효과성 등에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지식 흡수능력은 Zahra and George (2002a)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보 시스템 운영성과 및 지식 이전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요소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Roberts et al.

2012). 따라서 지식 흡수능력의 본질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

구는 정보시스템 분야에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지식 흡수능력의 선행요인으로 인적자원관리 구성요소에

주목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IT 투자 및 IT 활성화 역량 등의 IT 능력, IT 교육 요소,

지식 공유 프로세스, IT 활용을 위한 협력 프로세스 등의 요소를 종합적

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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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경영정보(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를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김지오입니다.

본 설문은 조직 내에서 사용하고 계신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조직의 모든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실증자료를 얻기 위함입니다. 세부 연구 요인으로 조직
구성원의 지식 흡수능력(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외부의 새로운
정보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동화하여 활용하는 능력)과 이의
선행요인으로서 인적자원관리 관련요소를 포함합니다.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실시되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응답하신
내용은 그 비밀이 보장되고 결과는 오직 학술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의 어떠한 항목에도 정답은 없으며, 귀하가 느끼고 생각하시는
대로만 모든 항목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은 저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귀하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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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에서의 ERP시스템은 조직의 모든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예: DELIIS/F). 지식 

흡수능력이란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외부의 새로운 정보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동화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또한, 

인적자원관리는 조직 구성원의 능력개발, 동기부여, 참여제도 등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의 질문을 잘 읽으시고,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각각의 숫자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대한 질문

※ ERP시스템: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예: DELIIS/F)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업

무의 효과성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업

무의 생산성이 증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업

무의 신속성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업

무의 용이성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업

무 수행성과가 증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우리 조직의 ERP시스템은 업무수행에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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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 흡수능력에 대한 질문

※ 지식 흡수능력: ERP시스템(예: DELIIS/F)을 사용하기 위한 지식을 

획득하고 동화하며(잠재적 흡수능력), ERP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실현된 흡수능력)

  가. 잠재적 흡수능력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 사용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지식을 획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직무지식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 사용을 위한 
직무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 실현된 흡수능력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통하여 업
무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동료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통해 획득
한 지식을 업무에 적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통해 획득
한 지식을 사용하여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통해 획득
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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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질문

  가. 능력중심 선발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조직은 구성원 선발 시 능력과 태도를 중

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조직은 구성원 선발 시 인력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조직은 구성원 선발 시 지원자의 능력과 

선발 기준의 일치여부를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조직은 구성원 선발 시 정해진 일련의 단

계를 거쳐 선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조직은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노

력과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 다양한 교육훈련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조직은 업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교육/훈련에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조직 구성원이 새로운 직무에 투입될 경우 관

련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조직의 구성원은 직무수행 과정 중 교육/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조직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구성원이 직

무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우리 조직은 조직의 목표나 비전과 관련한 교

육/훈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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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과지향 평가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업무성과에 대한 정규적

인 평가를 실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조직은 정규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업무성과를 정기적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조직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원

의 업무성과를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라. 성과중심 보상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조직은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노력에 부합하는 공정한 

보상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업무성과 및 기여도에 

부합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조직의 보상결정기준은 합리적이고 투명

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조직은 보상을 부여할 때 공정하고 일관

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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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공유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조직 내 정보 및 지식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

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조직은 업무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가 활

발하게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조직은 관리자와 실무자 간 정보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조직은 조직의 목표, 운영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조직은 경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구성원 

간에 활발하게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음은 연구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작성하신 자료들은 통계적인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령
①21-25세(    ) ②26-30세(    ) ③31-35세(    ) ④36-40세(    ) 

⑤41세 이상(    )

2. 성별 ①남(    )   ②여(    )

3. 신분 ①장교(    ) ②부사관(    )③군무원(    )

4. 직급

①영관장교(    ) ②대위(    ) ③중/소위(    )

①준위/원사(    ) ②상사/중사(    ) ③하사(    )

①5급 이상(    ) ②6/7급(    ) ③8급 이하(    )

5. ERP 시스템

  사용기간

①6개월 미만(    ) ②6개월~1년 미만(    )  ③1년~2년 미만(    ) 

④2년~3년 미만(    )  ⑤3년 이상(    )

6. 근속기간
①1-2년(    ) ②3~5년(    )  ③6년~10년(    ) 

④10년 이상(    ) 

귀중한 시간을 내어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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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bsorptive Capacity

Antecedents on ERP System

Performance

: Focusing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Kim, Jioh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y organizations implement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 to compete in the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In

contrast to legacy systems, ERP system is applied throughout the

organization’s work process. Organizations implementing the system

expected remarkable improvement in business performance, however,

despite aggressive investments, performance of the system was not

achieved because of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system nature.

To solve this problem, various organizations sought ways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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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ducate members of the organizations. In addition, many

researchers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such as chief

executive support, education and training, communication of relevant

departments, and technical environment. In particular, researchers

argued that ability of understanding and applying related knowledge

of ERP systems affects system performance – termed as Absorptive

Capacity.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ERP system

performance was verified in terms of access to the knowledge such

as absorptive capacity. Moreover, absorptive capacity was separated

by factors in terms of potential competence and motivation, and the

influenc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on absorptive

capacity was verified empirically.

To design research model, the factors that affect ERP system

performance were reviewed and previous studies of absorptive

capacity and component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mechanism

were studied.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bsorptive

capacity affecting on ERP performance was defined as potential

absorptive capacity and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In addition,

factors that affect potential absorptive capacity were chosen such as

selection, variety of education, training and performance-oriented

appraisal,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hese constructs were verified as factors that affect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which is related to employees’ motivation.

On the basis of previous related studies, questionnaire was designed

and survey was conducted. Military administrators who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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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system performance,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s and

absorptive capacity of organization were selected as the target of the

survey. A total of 185 survey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surveys, interviews, and personal visits. Measurement model

analysis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PLS

analysis using SmartPLS 2.0 M3.

The study results show that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directly

affect ERP system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potential

absorptive capacity indirectly affect ERP system performance through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Potential absorptive capacity was affected

by component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such as education,

training and performance-oriented appraisal. Furthermore,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showed positive influence on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These results presented factors affecting ERP system performance in

knowledge context. At the same time, it showed that human resource

management components are antecedents of absorptive capacity that

implicates for better management. Based on these results, executives

can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mployees’ potential competence

related to knowledge and knowledge application based on motivation.

This study may have methodological error due to self-report survey.

To improve limitations, research model conducted Harman’s one factor

test to verify common method bias. Also, this study selected military

organization as targets of survey, thus, has limitations for

generalization. Future study should target various organization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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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lly analysis the research model. In this study, ERP system

performance was selected as dependent variable, and absorptive

capacity and component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were

verified as antecedents of ERP performance. Furthermore, future

study may select various information systems such as SCM(Supply

Chain Management) and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as

dependent variables. Lastly, future study may have implications by

selecting IT capabilities such as knowledge infrastructure capabilities,

knowledge process capabilities, IT leveraging competence, IT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IT education factors as antecedents of

absorptive capacity.

Keywords : ERP Performance, Absorptive Capacity, Human

Resource Management

Student Number : 2012-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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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국문초록)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조직에서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을 도입․활용하고 있다. 기

존의 시스템과는 달리 ERP 시스템은 조직 전반의 업무에 적용되어 이를

도입하는 조직은 ERP를 통하여 경영 성과에 괄목할만한 향상이 있을 것

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조직의 적극적인 시스템 도입․활용에도 불구

하고 시스템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조직에서는 조직 구성원을 교육하

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자는 ERP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고 경영자의 지원, 기술적 환경, 유관

부서의 의사소통, 교육훈련 등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특

히, ERP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이를 조직의 지식 흡수능력

(Absorptive Capacity)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RP 사용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식 측면에서 접근하여 조직의 지식 흡수능

력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흡수능력 구성요소를 잠재역량과 동기 측

면의 요소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선행요인으로서 인적자원관리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설계를 위하여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흡수능력과 인적자원관리의 구성요소 및

매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흡수능력을 잠재적 흡수능력과 실현된 흡수능

력으로 구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잠재역량을 기

반으로 하는 잠재적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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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중 능력중심 선발, 다양한 교육훈련, 성과지향 평가 등을 선정하였

다. 조직 구성원의 동기와 연관된 실현된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인적자원관리 요소 중 성과중심 보상과 정보공유 등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대상은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군

조직을 선정하였으며 ERP 시스템 성과와 조직의 흡수능력 및 인적관리

제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조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

다. 온라인 조사, 직접 방문 및 인터뷰 등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총 185

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SmartPLS 2.0 M3를 사용하

여 PLS 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ERP 시스템과 조직의 흡수능력의 관계는 실현된 흡수능력이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 흡

수능력은 실현된 흡수능력을 통하여 ERP 사용성과에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흡수능력에는 인적자원관리 요

소 중 다양한 교육훈련과 성과지향 평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실현된 흡수능력은 성과중심 보상과 정보공유에 의하

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지식 측면

에서 집약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흡수능력의 선행요인을 인적자원관리

구성제도로 분석하여 실무적으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영자에게 구성원의 지식 관련 잠재역량과 동기를 바탕

으로 하는 지식 활용능력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모든 변수를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하여 오

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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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법편의를 확인하기 위한 Harman’s one factor test 등을 실시하였

으나 여전히 설문조사 방법의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연구의 설문대

상을 군 조직으로 선정함에 따라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

로 실증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ERP 사용성

과를 선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흡수능력과 인적자원관리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 사용성과를 종속변수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흡수능력의 선행요인으로 인적자원관리 구성요소의

영향을 집약적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조직의 IT

투자, IT 활성화 역량 등의 IT 능력 및 IT 교육 등 다양한 IT 요소를

적용하여 연구한다면 의의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 인적자원관리(HRM, Human Resource

Management)

학 번 : 2012-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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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동기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기존에 조직운영을 위해

사용해 오던 구형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조직에서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을 도입․활용하고 있다. 기

존 시스템이 각 부서별 기능에 초점을 맞춰 활용되어 오던 것과는 달리

ERP 시스템은 조직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경영에

적용되고 있다(Sheu 2004). 많은 기업 및 조직은 ERP 시스템 도입을 통

하여 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통해 선진 기업의 지식을 얻

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Davenport 1998). 그러나 조직의 적극적인

ERP 시스템 도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새로운 시스템의 본질에 대

한 이해 부족으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여러 조직은 ERP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에 투자하고 그 효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Chang et al. 2002).

ERP 시스템 사용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충

분히 많은 정보를 시스템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

을 구축해야 한다. 즉, 시스템 사용자가 ERP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지식

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Cohen and Levinthal 1990; Park et al. 2007). 선행 연구는 이와 관련하

여 ERP 사용성과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지식 흡수능력(Absor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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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에 주목하였다. Ko et al. (2005)은 조직 구성원의 지식 흡수능

력이 ERP 도입․실행 시 컨설턴트로부터 시스템 사용자에게로의 지식

이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고, Park et al. (2007)은 ERP 시스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지식 흡수능력을 지식 획득, 지식 내재화,

지식 활용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는 ERP 사용성과 향상

을 위하여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한다. 이에 조직 구성원의 지식 흡수

능력이 시스템 사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소로 작용함을 주장하였다. 그

러나 지식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

루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 흡수능력과 ERP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조직의 인적자원관리가 조직 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과 지식 흡수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Lado and Wilson

1994; Minbaeva et al. 2003). 즉,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한 부족한 관심

과 투자는 조직 구성원의 지식과 학습 능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Lane and Lubatkin (1998)은 지식 흡수능력과 조

직 간 학습과 관련된 연구에서 인적자원관리 제도 중 보상과 조직의 구

조가 조직 간 학습과 지식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다. 또한 선행연구는 ERP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 구성

원 간 의사소통(Sarker and Lee 2003), 교육 및 훈련(Al-Mashari et al.

2002), 성과 측정(Umble et al. 2003), 부서 간 협조(Somer and Nelson

2003) 등 조직의 인적요소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인적자원관리 요소가 조직의 지식 흡수능력과 ERP 시

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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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ERP 시스템 사용성과 영향 요

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식 이전 측면에서의 조직

구성원의 흡수능력과 이의 선행요인으로서 인적자원관리 요소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선정하였

다. (1)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직의 흡수

능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요소들

중 조직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ERP 시스템 사용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조

직 차원에서의 흡수능력을 잠재적 흡수능력과 실현된 흡수능력으로 구분

하여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선행요인으로서 인적자원관리 요소를 독

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인적자원관리 요소를 능력

중심 선발, 다양한 교육훈련, 성과지향 평가, 성과중심 보상, 정보공유 등

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한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ERP 시스템, 흡수능력,

인적자원관리 등과 관련된 문헌 연구를 실시하여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한 후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ERP 시스

템을 사용하는 군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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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논문의 구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 문제를 구체화 하고 논문의 개요 및 방향을 제시

하였다.

제2장은 본 연구의 모델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이 되는 선행

연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ERP 시스템 및 성과 영

향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흡수능력 및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한 정의, 구성요소, 선행요인 등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하였다.

제3장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설

정하였다.

제4장은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한 연구 방법을 설명하였다. 연구 설계,

자료분석 방법 등 방법론적인 부분을 기술하였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등을 구체화 하였으며, 자료 수집, 표본의 구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5장은 연구 결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제시

하여 가설 분석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론적․실무

적 차원에서 시사점 및 한계점을 살펴본 후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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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

2.1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에 관

한 연구

2.1.1 ERP 시스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은 많은

기업과 연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주목을 받아왔다(Soh et al. 2000).

ERP 시스템은 조직으로 하여금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였다(Esteves et al. 2001). 이것은 인적자원관리로부터 적

용되어 IT 관리 전반에 걸쳐 성장해 왔다. ERP 시스템은 구매부터 고객

서비스에 이르는 기업 전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RP

시스템은 공급자와 고객을 통합하여 관리 가능하도록 한다(Al-Mashari

2002). 기존의 관리 체계는 조직 내 각각의 업무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반면, ERP 시스템은 기존에 분리되어 있는 영역을

하나의 관리체제 하에서 운영 가능하게 하고 각각의 분야가 긴밀하게 연

결되어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Gupta 2000).

ERP 시스템은 자재 관리, 품질 관리 인적자원 관리, 프로젝트 관리, 재

무․회계 관리, 판매 및 유통 관리 등 다양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ERP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듈은 다양한 공급자에 의해 구축되고 있기 때

문에 그 수와 명명법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Shehap et al. 2004). ERP

시스템은 각 모듈의 기능이 관리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공

유된 정보는 모든 모듈에서 접속 가능하게 된다(Chen 2001).

ERP 시스템의 모듈은 데이터 통제 엔지니어링, 판매, 구매, 재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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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소요계획, 인사 관리, 지점 관리, 가격 및 물류 관리와 IS 관리 등을

포함한다. 또한, ERP 시스템은 재무, 생산, 품질 관리 및 업무절차 관리

기능을 포함한다(Somers et al. 2001).

ERP 시스템은 일반 소프트웨어 패키지임과 동시에 비즈니스 체계를 구

축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선행 연구는 ERP 시스템이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일반적 소프트웨어일 뿐 아니라 구성원의 업무 방법 등

조직 구조 자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Davenport 1998). 이는 조

직의 전략과 문화 등에 새로운 논리구조를 구축하게 만든다(Lee and

Lee 2000). SAP R/3는 대표적인 ERP 시스템 공급자로서 재무, 물류, 인

적자원 관리 등을 포함하는 1,000여개의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다(Scott

and Kaindl 2000).

ERP 시스템은 재고 통제를 위한 자재소요계획(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MRP) 시스템 및 제조소요계획(Manufacturing Requirement

Planning, MRPⅡ) 시스템에서 유래되었다(Umble et al. 2003). 재고 통

제 시스템은 전통적인 재고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였다. 이것은 초기 비즈니스 개선책으로써 재무 또는 회계와 같은 영역

은 포함하지 않았다(Ptak et al. 1999).

1970년대에 들어서 MRP와 같이 생산 지향적인 IS가 등장하게 된다.

MRP는 적시에 발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써 계획에 따라 제조

를 진행하고 자재를 구매하여 소요에 따라 조직의 각 분야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MRP의 이점은 재고를 감소시키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

시키며 작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하는데 있다(Siriginidi 2000).

1980년대에 이르러 MRP 시스템은 기존의 자재계획 및 통제 시스템에

서 전사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으로 MRPⅡ가 구축되었고 이것의 주요 목적은 조직의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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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마케팅, 재무 등)과 기타 세부 기능(인사, 구매, 엔지니어링 등)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하여 제조 분야에서의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었다(Mabert et al. 2001). 1980년대를 시작으로 MRPⅡ 시스템을 구축

하는 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MRP와 MRPⅡ가 제조 프로세스

를 중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 시스템인 적기 공급 생산 방식

(JIT, just-in-time)의 시스템은 발전된 자동화 체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컴퓨팅 분야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Ptak 2004).

Gartner Group은 1970년대 초반에 MRPⅡ 시스템의 발전된 형태의 비

즈니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명명하기 위하여 ERP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다. MRPⅡ 시스템과 ERP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MRPⅡ시스템이

내부 자원에 대한 계획과 관리에 집중한 반면, ERP 시스템은 내부 자원

뿐 아니라 고객 소요에 따른 공급자의 자원 관리도 포함한다는데 있다

(Chen 2001; Shankanarayanan 2000).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ERP 시스템의 발전은 성숙기에 이른다.

ERP 시스템은 주문 관리, 재무 관리, 창고, 유통, 생산, 품질 및 인적 관

리 분야를 포함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판매 전략, 마케팅 자동화, 전자

상거래, 공급망 관리 등의 기능도 수용하였다. 조직의 전략적 우위를 확

보하기 위하여 ERP시스템은 단순히 정보를 확인할 뿐 아니라 정보를 기

반으로 조직, 고객 그리고 공급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한

다(Siriginidi 2000; Chung and Snyder 2000).

IS 기술의 발전에 따라 클라이언트/서버를 기반으로 하던 컴퓨팅은 그

기반을 인터넷으로 전환한다. 초기 ERP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서버 기반

의 모델로 구축되었다(Rao 2000). 기존의 환경에서는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지하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하였다. 반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오늘날의 ERP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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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은 비즈니스 실행 측면에서 보다 유연성을 갖고 신속하게 시스템을

도입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하였다(Rao 2000; Scheer and Habermann

2000; Yen et al. 2002).

조직에서 활용하는 여러 정보시스템과 달리 ERP 시스템은 도입과 실행

측면에서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 ERP 시스템은 선진 프로세스를 참

조하여 모델을 제시하므로 단위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과는 다른

영향력을 갖는다. ERP 시스템은 단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 아

니라 조직 전반의 업무 방식과 원칙에 영향을 미친다(Holland et al.

1999).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기존에 자신의 업무 이외의 모듈에 익숙

하지 않은 조직 구성원은 ERP 시스템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Park et al. 2007). 이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은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을

수용하는 것을 꺼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은 구성원을 교육하고

사용을 장려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되었다(Chang and

Gable 2002). 또한 ERP 시스템 도입을 위한 조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도입과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ERP 시스템의 활

용은 조직 전반에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자 대비 사용성과가 저하

될 수 있다. 실제로 ERP시스템 도입을 시도한 많은 업체가 도입에 실패

한 경우가 있으며 도입이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활용과정 중 기대 이하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Hong and Kim 2002).

2.1.2 ERP 시스템 성과 영향요인

많은 연구자가 ERP 시스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ERP 시스템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복잡하며 조직 전

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만약 도입에 실패할 경우 조직 경영 자체의

실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eddon 2010). 특히, 많은 연구자가 최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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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의 지원, 실행 추진 팀, 전사적 차원에서의 시스템 실행 노력, ERP

시스템과 조직 간의 적합성 등 ERP 도입 및 실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하였다(Finney and Corbett 2007; Hong and Kim 2002;

Murray and Coffin 2001; Shehab et al. 2004; Somers and Nelson 2001;

Somers and Nelson 2003; Stefanou 2012). ERP 도입 및 실행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 1>과 같다. 연구자들은 ERP

도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요인 상호 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Akkermans and van Helden 2002).

O’Leary(2000)는 e-비즈니스 수행 차원에서 ERP의 역할을 연구하였으

며, ERP 시스템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변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

과 기반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ERP 시스템의 안정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예산 초과, 계획

된 시간의 초과, 부적절한 시스템 신뢰성,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의 거부, 시스템 통합과 유연성 결여, 전략적 목표의 부재 등을 볼 수 있

다(Aloini et al. 2007).

ERP 시스템을 선별하는 것은 ERP 시스템 도입 성공을 도모하는 주요

한 요인이다(Chen et al. 1998). ERP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시스템 선

별 방법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Santhanam et al. 1995; Teltumbde

2000). Ptak (1999)은 스코어링 기법 사용을 주장하였고, Lee and Kim

(2001)은 분석적 네트워크 프로세스 모델을 통해 ERP 시스템을 선별하

는 것에 주목하였다. 조직 내부와 외부의 전문가를 모두 포함하고 관리

역량이 있으며 프로세스와 IT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능력있는 프

로젝트 팀을 구성하는 것은 ERP 시스템 성과를 창출하는데 필수적이다.

Barki et al. (1993)은 프로젝트 팀의 기술과 지식은 충분한 지식을 갖추

고 있지 않은 다른 부서원에게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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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영향 요인

Bancroft et al.

(1998)

최고 경영자 지원, 도입 지지자 존재 유무, 이해

당사자 간 의사소통,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 등

Holland and

Light (1999)

실행 전반에 대한 전략, 기술적 소프트웨어 환경,

프로젝트 관리, 기존 컴퓨터 시스템의 실행

프로세스에 대한 영향, ERP 전략의 선별 등

Marsh (2000)

기능별 부서 간 소통, 유사 IT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경험, ERP 시스템 주요 사항에 대한

이해 등

Sarker and Lee

(2003)

관리자의 강한 리더십, 투명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실행 팀의 역할 등

Al-Mashari et al.

(2002)

ERP 패키지 선별, 원활한 의사소통, 프로세스

관리, 교육 및 훈련, 프로젝트 관리, 기존 시스템

관리, 시스템 통합, 시스템 테스팅, 문화 및

구조적 변화 등

Nah et al. (2003)

기존 비즈니스 및 IT 시스템, 비즈니스 계획 및

비전,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PR),

경영 문화 및 프로그램의 변화, 의사소통, ERP

팀워크 및 구성, 성과 분석 및 평가, 프로젝트

지지자 존재 여부,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테스팅, 최고 경영자의 지원 등

Umble et al.

(2003)

전략적 목표에 대한 이해, 최고 경영자의 추진,

프로젝트 관리, 교육 및 훈련, 성과 측정 등

Somer and

Nelson (2003)

사용자 교육 및 훈련, ERP 패키지 선별,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맞춤화, 데이터 분석, 경영 변화,

목적과 목표 선정,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

교육, 부서 간 의사소통, 부서 간 협조 등

Zhang et al.
(2005)

비즈니스 프로세스 변화, 최고 경영자의 지원,

교육 및 훈련, 국가 및 조직의 문화 등

Motwani et al.

(2005)

조직 문화의 적합성, 전략적 계획, 부서 간 관계, 학습

능력, IT 활용 활성화 및 지식 역량, 프로세스 관리 등

<표 1> ERP 시스템 도입 및 실행성과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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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설명하였다. 프로젝트 팀의 비즈니스 및 기술적 역량은 ERP 도

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Schwalbe (2010)은

ERP 도입 및 실행 프로젝트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는 의사소통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주고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에도 도

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부적절한 프로젝트 관리 역량 또한 ERP 실행

의 실패요인이 될 수 있다. 프로젝트 관리 활동은 ERP 프로젝트의 시작

부터 끝까지 추진 단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Somers and Nelson

2003). Umble (2002)은 ERP시스템 실행 목적과 시스템에 의해 구현될

비즈니스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비즈니스 목표와 조

직의 전략적 사항을 분명히 하는 것이 ERP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중요

함을 설명하였다.

지식 기반 측면에서의 ERP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시스템 실행 또는 도

입 과정에서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선행 연구는 시스템 생성 초기 단계

에 지속적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와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Srivardhana 2007). 지식 관련 ERP 시스템에 대한 선행 연구는 <표 2>

와 같다. 지식 기반 측면에서의 선행 연구는 지식 이전(Knowledge

Transfer) 또는 지식 이전 방해 요소 등을 조명하였다. 조직은 ERP 시

스템을 도입하여 실행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

공하고 최적의 프로세스에 탑재되어 있는 노하우와 논리 등을 이전한다

(Lee and Lee 2000). 특히, ERP 시스템이 제공하는 노하우와 논리 등과

같은 지식은 사용자가 획득할 수는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활용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공식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기가 어렵다

(Polanyi et al. 1983; Nonaka 1995). 이를 해결하기 위해 von Hippel

(1987) 등은 지식 제공자와 수혜자간 친밀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 형성은 공식적인 문서나 보고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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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내용

Baskerville et al.

(2000)

지식의 저장 분배, 학습 프로세스 등 조직의

지식에 대한 ERP의 영향

Braa and Rolland

(2000)

상호 의존성의 증가, 해석상 유연성의 저하,

지속적인 협상의 필요성 등 정보

인프라스트럭처로서 ERP 시스템의 애로사항

Lee and Lee

(2000)

ERP 소프트웨어 패키지 도입 조직에 대한

비즈니스 지식 이전 및 내재화

Huang et al.

(2001)

조직의 ERP 시스템의 관계 및 지식 관리 시스템:

효율성과 유연성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Pan et al. (2001)
ERP 도입 및 실행 단계에서 정보 통합의 본질,

구조 프로세스

Timbrell et al.

(2001)

ERP 시스템 공급자 및 실행 파트너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지식 이전

Newell et al.

(2004)

ERP 프로젝트 팀 내 사회적 자본과

지식 통합 간의 관계

Volkoff et al.

(2004)

ES 개발 팀으로부터 새로운 ES 사용자로의

지식 이전

Ko et al. (2005)
ERP 컨설턴트로부터 의로인으로의 ERP 실행

지식 이전

Jones and Price
(2004)

ERP 시스템 도입 및 실행 단계에서의 조직

차원에서의 지식 공유

Park et al. (2007) 지식 흡수능력이 ERP 도입성과에 미치는 영향

<표 2> 지식 관련 ERP 시스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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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경로 뿐 아니라 일상적 대화나 비정기적 회의 등과 같은 비공식

적인 경로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Mowery et al. 1995; Powell et al.

1996; Reagans and McEvily 2003). ERP 시스템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지식 제공자와 수혜자간 관계 형성이 어려운 반면, 시스템이 제공하는

매뉴얼이나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침서 등을 통해 지식을 전달한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는 지식 제공자와 비공식적으로 대면하고 지식을 이전 받

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Park et al. 2007). 사용자가 지식 제공자

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식을 이전받게 될 경우 지식 제공자의 역량이

지식 이전 효과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반면, ERP 시스템과 같이 지식

사용자가 제공자와 대면하지 않고 시스템의 기능을 통하여 지식을 획득

하게 되는 경우 지식의 가치를 인지하고 동화하며 변형하여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는 지식 수혜자의 능력이 지식 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Lee

and Lee 2000).

2.2 흡수능력에 관한 연구

흡수능력은 “새로운 외부 정보의 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동화하여 상업

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라 정의된다(Cohen and Levinthal 1990). 세계

화와 급격한 경영변화 및 경쟁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조직은 혁신

을 필요로 하며 적시에 대응하는 능력과 흡수능력은 조직의 성공을 위하

여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Lane et al. 2006). 흡수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은 조직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이는 조직의 지식 기반을 재조명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하다(Zahra

and George 2002a). 흡수능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조직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혁신 경향을 예측 가능하게 하며 상대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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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우위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해준다(Cohen and Levinthal

1994).

IS분야에서 흡수능력은 중요한 연구 요인으로 검토되고 있다(Roberts

et al. 2012). IT를 전략적인 자원으로 고려하였을 때, 관리자는 IT에 대

한 투자와 보완적인 요소를 융합하여 디지털 역량을 창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조직의 흡수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Wade and Hulland

2004, Gold et al. 2001). 흡수능력 개념은 IS분야 뿐 아니라 국제경영,

경영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Szulanski (1996)는 베스트

프랙티스의 이전 성과와 흡수능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의 논문에 따르면 흡수능력의 부족은 지식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Cockburn and Henderson (1998)은 흡수능력이 R&D 생산성에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Cohen and Levinthal (1990)은 R&D가 새로

운 지식을 동화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였다. Lane et

al. (2001)은 조직학습 분야에서 흡수능력이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고 Reagans and McEvily (2003)는 기술지식의 이전

성과와 흡수능력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IS분야 연구자들은 흡수능력

을 자산 또는 역량 측면에서 연구하였다(Roberts et al. 2012). 많은 IS

연구자는 Cohen and Levinthal (1990)이 정의한 흡수능력 개념을 사용하

였으며, 이를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조직이 보

유한 사전 지식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흡수능력을 조직의 자산 측면으로

주목하였다(Fichman and Kemerer 1997; Liang et al. 2007). ERP 컨설

턴트와 ERP 사용자 간 사전 지식 이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Ko

et al. 2005), Boynton et al. (1994)은 조직 내 정보기술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흡수능력을 언급하며, IT 활용과 관련된 요인을 이해하

기 위한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IT 연구자는 흡수능력을 조직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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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Pavlou and El Sawy (2006)는 새로운 상품 팀

이 외부의 지식을 획득하고 동화하며, 변형하고 활용하는 통상적인 방법

이나 절차라고 정의하였다. Tiwana and McLean (2003)은 소프트웨어

개발 팀의 흡수능력은 팀의 창의성을 구현하기 위한 팀의 전문지식 통합

에 기여한다고 설명하였다. Zahra and George (2002b)는 조직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흡수능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를 위해 기업이 관련된 사전지식 및 경영층의 지원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Malhotra et al. (2005)은 조직 간 시스템

이 공급망 내에서 지식 발전에 기여함을 언급하며 공급망 내 파트너 간

의 흡수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RP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 및

활용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흡수능력과 지식의 공

유 및 활용이 주목받았다(Davenport 1998; Soh et al. 2000; Wong et al.

2005; Shang and Hsu 2007).

학자들은 Cohen and Levinthal (1990)의 흡수능력에 대한 연구를 다양

한 방면으로 연구하였다. 이는 혁신, 조직 간 학습, 기업의 인수 합병, 신

제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성과와 기업의 경쟁 우위에 기여하는

요소로 분석되어 왔다(Lane et al. 2006). 조직은 새롭게 흡수된 지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지식 기반을 보완하고 기술 경향

을 예측할 수 있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재정비할 수 있다.

또한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도 있다(Van den

Bosch et al. 1999; Cohen and Levinthal 1994; Pavlou and El Sawy

2006). 선행 연구는 흡수능력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조직성과에 기

여함을 보여준다(Lichtenthaler 2009; Lane et al. 2006). 흡수능력이 조직

의 성과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조직은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학습을 하

고 그에 따라 조직의 흡수능력과 지식 기반은 개선된다. <그림 1>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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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흡수능력, 사전지식, 성과 간 관계 모형

련 사전지식과 흡수능력 프로세스 및 흡수능력의 결과 간의 관계를 나타

낸다(Roberts et al. 2012).

IS 분야에서 흡수능력은 IT 비즈니스 가치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

다. Melville et al. (2004)에 의하면 IT 비즈니스 가치란 프로세스 차원

과 조직 차원에서 IT의 조직성과에 대한 영향력을 말하며, 이는 효과성

과 경쟁력을 포함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IT는 분명 가치가 있지만 그

것은 흡수능력과 같은 조직의 보충적인 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Melville et al. 2004; Wade and Hulland 2004). IT 비즈니스 가치와 관

련된 연구는 흡수능력과 조직의 IT 역량 간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IT 역

량의 요소로서 조직의 지식 기반 역량과 지식 프로세스 역량은 조직의

지식 기반을 발전시키고, 이는 조직이 새로운 지식을 확인하고 동화하며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Gold et al. 2001). Pavlou and El Sawy

(2006)는 신제품 개발 측면에서 팀의 IT 기능을 활용하는 능력은 조직의

흡수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는 곧 조직의 경쟁 우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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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Marlhotra et al. (2005)은 조직 간 연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고품

질의 정보를 공유하며 IT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조직으로 하여금 공급

망 파트너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며 경쟁우의를 이루기 위한 흡

수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한다. 또한 IT 역량에 의한 흡수능력의 향상

은 공급망 내에서 비용을 절감하고(Lee et al. 2000), 유연성을 증가 시키

며(Gosain et al. 2004), 협력체계를 강화하고(Patnayakuni et al. 2006)

아웃소싱 성공을 이끈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Lee 2001).

Cohen and Levintal (1990)은 조직의 흡수능력은 점증적으로 향상되며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흡수능력은 몇 가지 주요

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Roberts et al. 2012). 흡수능력은 관련 사전지

식에 근거한다. 사전지식이 없이 조직은 외부 지식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 조직의 흡수능력은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조직 구성원 개인의 흡수능력의 총합을 말하는 것은 아니

다. 이것은 개인능력의 긴밀한 관계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Cohen and

Levinthal 1990). 조직의 흡수능력은 조직 구성원의 지식 구조와 구성원

또는 부서 간 지식 이전 등에 의해 형성된다.

흡수능력은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이에 대한 정의와 구성요인은 학자들

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Zahra and George 2002a). Cohen and

Levinthal (1990)이 흡수능력에 대해 정의한 후 여러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재정의를 하였다. 연구자에 따른 흡수능력에 대한 정의는 <표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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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 의

Cohen and

Levithal (1990)

새로운 지식의 가치를 인지하고 동화하며

적용하는 능력

Mowery and

Oxley (1995)

암묵적으로 이전된 지식을 처리하고 수용된

지식을 변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Kim (1998)
지식을 동화하기 위한 학습 능력과 혁신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문제 해결 기술

Zahra and George

(2002a)

역동적인 조직의 역량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식을

획득하고 동화하며 변형하고 활용하는 조직의

일상적이고 전략적인 프로세스

Ko et al. (2005)
공급받은 외부 정보의 가치를 인지하고 동화하며

활용하는 수용자의 능력

Pavlou and

El Sawy (2006)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식을

획득하고 동화하며 변형하고 활용하는 능력

Liang et al.

(2007)

외부의정보를동화하기위한사전지식과이를

상업적으로활용하는능력

Park et al. (2007) 새로운지식을인지하고동화하며활용하는개인의능력

<표 3> 흡수능력에 대한 정의

Lane et al. (2001)은 Cohen and Levinthal (1990)의 기존 정의를 재조

명하였다. 기존의 Cohen and Levinthal (1990)의 흡수능력에 대한 정의

는 과거 경험과 투자로부터 얻은 지식을 인지하는 능력과 이를 동화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나뉜다. 지식을 동화하는 능력은 지식 및 조직의 특

징과 기술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활용하는 능력은 기술적인 기회와

혁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Lane et al. (2001)은 외

부지식을 인지하고 동화하는 능력은 활용하는 능력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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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Zahra and George (2002a)는 선행 연구를 요약하여 흡수능력

에 대한 정의를 4가지의 요소로 구분하고 흡수능력 모형<그림 2>를 제

시하였다.

4개의 요소는 ‘획득’, ‘동화’, ‘변형’, ‘활용’으로 구성되고, 앞선 두 개의

요소는 ‘잠재적 흡수능력’으로 정의하며 다른 두 개의 요소는 ‘실현된 흡

수능력’으로 정의된다. 선행연구는 실현된 흡수능력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함을 언급한다. 이는 실현된 흡수능력이 사전 지식 활용을 더욱 활

성화하기 때문이다(Zahra and George 2002a). 조직은 지식을 획득하고

동화할 수는 있으나 이익 창출을 위하여 지식을 변형하고 활용하는 능력

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Zahra and George (2002a)는 선행 연구가

조직 구성원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고 이것은 지식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림 2> 흡수능력 모델

Minbaeva et al. (2003)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흡수능력의 개념과 측

정도구를 재정의 하였다. 그들은 사전에 획득된 지식을 활용하는 조직의

능력을 연구하기 위하여 조직의 흡수능력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의 능력

과 동기에 주목하였다. 또한 흡수능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조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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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요소를 연구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관리 관련 항목에 주목하였다.

흡수능력은 사전지식과 구성원의 노력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Cohen and Levinthal 1990; Kim 2001). 조직 구성원의 흡수능력은 교육

정도, 업무관련 기술 획득 정도 등 조직이 사전 지식을 동화하고 활용하

는데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Cohen and Levinthal 1990). 또한, 사

전 지식과 아울러 조직의 혁신 노력과 같은 조직 차원에서의 의지가 필

요하다(Cohen and Levinthal 1990). 조직 차원에서의 노력의 강도는 조

직 구성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Kim

2001). 조직 구성원의 노력의 정도는 기대이론(Expectancy-valence

theory)과 같은 인지 프로세스 이론(cognitive process theory)에 의해 설

명된다(Vroom 1964). 동기부여가 된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활동에 기여

하고자 한다. 조직이 학습 능력이 뛰어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

라도 조직 구성원의 동기가 낮다면 조직 차원에서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

는 능력은 낮아질 수 있다(Baldwin et al. 1991). 보통 능력과 관련된 요

소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잠재적인 요소로 고려되며 이는 실제 활용

여부와는 별개이다(Vroom 1964). 반면 동기와 관련된 요소는 실제 행동

여부와 깊이 관련된다. 사전 지식 기반과 조직의 노력 정도는 잠재적 흡

수능력과 실현된 흡수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Minbaeva et al. 2003).

잠재적 흡수능력은 조직 구성원의 능력에 의해 구성되고, 실현된 흡수능

력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에 의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Minbaeva et

al. 2003). 행동과학 분야의 연구에서 조직 구성원의 노력과 동기는 조직

의 행동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다.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

성원의 능력과 동기는 필수적이다(Baldwin, 1959).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구성원의 능력과 동기의 상호 작용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킨다(French

1957; Fleishman 1958; O’Reilly and Chatman 1994; Heid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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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초기의 인적자원관리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직무수행성과 또는

개인의 직무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Boudreau

(1996)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의 직무성과를 재무적인 지표로 환

산하고 이를 조직 구성원의 수로 곱하여 조직 차원에서의 효용으로 분석

하였다. 그러나 Latham and Whyte (1994)는 이러한 방식이 최고경영자

나 조직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수용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

적자원관리의 조직 차원에서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인적

자원관리의 각 기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선발, 훈련, 보상, 평가 등의 인적자원관리

기능이 개별적으로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Terpstra and Rozell 1993; Russel et al. 1985; Borman 1991;

Gerhart and Milkovich 1990).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방법 또한 인적자원

관리 기능의 효과들이 혼합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인적

자원관리의 기능이 과대평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Delaney and Huselid

1996).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인적자원관리를 묶음

단위로 분석하여 이것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Arthur 1994; Huselid 1995; Ichniowski et al. 1995). 이러

한 과정을 거쳐 발전한 선행 연구를 통해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성과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Becker and Gerhart 1996). 또한 이는 생산성

품질과 제조 전략, 재무 및 회계 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이어졌다(Arthur 1994; Ichniowski et al. 1997; MacDuffie 1995;

Youndt et al. 1996; Huseli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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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경로는 행동주의적 관점

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Schuler and Jackson 1987). 행동주의적 관점은

주어진 환경에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전략이 세워지면 전략을 수행

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의 역할행동이 정해지고 이것을 촉진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때 조직의 목표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

다(Schuler and Jackson 1987). Campbell et al. (1993)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 성과를 조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지향 행동이라고 설명

하였다. 또한, 그는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사실적 지식, 절차적 지식 및 기술, 동기 등에 주목하였다. 즉 직무

와 관련된 사실적 지식과 절차적 기술 등이 뛰어나더라도 조직 구성원의

동기가 없으면 역할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Campbell et al. (1993)과 행동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인적자원관리는 조

직 구성원의 역할행동을 매개로 하여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조직 구성원의 역할행동은 역량과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조직 구성원의 역량은 개인의 타고난 능력과 특성 및 후천

적으로 습득한 기술, 지식, 가치관 등 각각의 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잠재

력을 뜻하는 개념이다. 동기는 조직이 요구하는 일정한 방향 또는 대상

을 위해 개별 구성원이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정서적 심리상태를 뜻하

는 개념이다(Campbell et al. 1993). 인적자원관리란 조직이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요구하는 역할행동을 유도 및 촉진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의

역량과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성과에 기여하려는 노력

이라 정의할 수 있다(Campbell et al. 1993; Schuler and Jackson 1987).

선행 연구에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기능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실증연구에서 검토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개별기능은

작업팀, 직무순환, 직무특성, 종업원 참여, 모집/선발, 고용 보장, 내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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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변동급제, 고임금 수준, 인센티브/보너스, 교육/훈련, 평가, 분권화, 정

보공유, 고충 처리 등 다양하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인적자원관리 시

스템의 개별기능은 <표 4>와 같다.

교육/훈련, 정보 공유, 등의 인적자원관리 실행에 따른 성과는 조직차원

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연구되어 왔다(Bartel 1994; Knoke and

Kalleberg 1994; Kleiner and Bouillon 1988; Morishima 1991). 여러 학자

들은 인적자원관리 실행 요소가 조직 차원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념을 적용하여왔다(Delaney and Huselid

1996). Barney (1991)는 조직의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theory) 측

면에서 이를 설명하였고, Jackson and Schuler (1995)는 일반체계이론

(General systems theory)의 변형된 측면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조직 구성원과 조직 차원에서의 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보았다. 즉, 인적자원관리의 실행을 조직 구

성원의 기술, 능력, 동기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명하였다(Arthur 1994;

Kochan and Osterman 1995).

조직은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제도를 조직 구성원의 능력 신장의 도구로

도입할 수 있다(Delaney and Huselid 1996). 특히, 능력 중심의 선발은

잠재 능력이 있는 조직 구성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곧 조직성

과에 기여한다고 하였다(Becker and Huselid 1992). 또한, 조직 차원의

종합적인 훈련은 조직 구성원의 능력 신장을 통하여 조직성과에 기여한

다고 증명하였다(Bartel 1994; Knoke and Kalleberg 1994).

조직 구성원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충분한 동기가 없다면 그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Delaney and Huselid 1996). 임금 및 인센티브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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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연구자

Arthur

(1994)

Huselid

(1995)

MacDuffie

(1995)

Ichinioski

et al.

(1995)

Pfeffer

(1998)

Collins

&

Smith

(2006)

Kehoe

&

Wright

(2013)

작업팀 ● ● ●

직무

순환
● ● ●

직무

특성
●

종업원

참여
● ● ●

모집/
선발

● ● ● ● ● ●

고용

보장
● ●

내부

승진
● ● ●

변동

급제
● ● ● ●

고임금

수준
● ● ● ●

인센

티브/

보너스

● ● ● ●

교육/

훈련
● ● ● ● ● ● ●

평가 ● ● ●

분권화 ● ●

정보

공유
● ● ● ● ●

고충

처리
● ● ● ●

<표 4>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별 기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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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하여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Gerhart and Bretz 1994). 또한, 고충 처리를 통하여 차별 없는

대우를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기대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동기 부여에 기여할 수 있다(Ichniowski et al.

1995). 종업원 참여제도 등과 같이 능력과 동기를 모두 갖춘 조직 구성

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절차는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Wagner 1994). Ichniowski et al. (1995)은 고용 보장이

조직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여 조직에 대한 헌신도를 향상시킨다고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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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 본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

자 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 및 가

설의 중점은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식 이

전 관점에서의 흡수능력의 영향과 이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인적자원관리

요소의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3.1 연구모형 설계

ERP 시스템의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흡수능력 요소를

분석하고 인적자원관리 요소 중 흡수능력의 선행요인은 무엇인지 검증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

을 제시하고자 한다.

ERP 사용성과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흡수능력을 이에 대한 매개변수

로 선정하였다. Zahra and George (2002a)는 흡수능력을 획득, 동화, 변

형, 활용 4개의 요소로 정의하고 이를 다시 앞의 두 개의 요소를 잠재적

흡수능력으로 다른 두 개의 요소를 실현된 흡수능력으로 정의하였다.

Park et al. (2007)은 ERP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식 흡

수능력 구성요소를 사전지식, 지식내재화능력, 지식활용능력으로 선정하

였다. Minbaeva et al. (2003)은 조직의 흡수능력을 조직 구성원의 잠재

적 역량과 동기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매

개변수로서의 흡수능력을 잠재적 흡수능력과 실현된 흡수능력으로 선정

하였다.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기능은 모집/선발, 고용보장, 변동급제, 인센티

브, 교육/훈련, 평가, 분권화, 정보공유, 고충처리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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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Arthur 1994; Huselid 1995; Ichinioski et al. 1995; Kehoe and

Wright 2013). 본 연구에서는 Huselid (1995)와 Minbaeva et al. (2003)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적자원관리 요소 중 능력중심 선발, 다양한 교

육훈련, 성과지향 평가, 성과중심 보상, 정보공유 등을 독립변수로 선정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본 연구 모형에 따르면 잠재적 흡

수능력 및 실현된 흡수능력은 ERP 사용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고 잠재적 흡수능력은 실현된 흡수능력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능력중심 선발, 다양한 교육훈련, 성과지향

평가 등의 인적자원관리 요소는 잠재적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성과

중심 보상, 정보공유 등의 인적자원관리 요소는 실현된 흡수능력에 영향

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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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설 설정

3.2.1 ERP 사용성과와 흡수능력 간의 관계

조직의 흡수능력은 조직 구성원에 의해 형성되는 조직 차원의 역량이라

고 할 수 있다. 흡수능력은 사전 지식과 활용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Cohen and Levinthal 1990). 사전 지식이란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총합을 말한다(Kim 2001). 그러므로

조직 구성원의 교육 수준이나 직무 기술과 같은 역량은 지식을 획득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전 지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Cohen and

Levinthal 1990).

지식 획득은 외부의 가치 있는 지식을 인지하고 확보하는 조직의 역량

을 말한다(Zahra and George 2002a).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강도

와 속도, 방향성은 흡수능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한다. 조직이 지식을 인지

하고 확보하려는 노력의 강도와 속도는 조직의 지식 획득 능력을 향상시

킨다(Kim 1998). 조직이 지식을 축적하는 방향성은 외부 지식을 확보하

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을 때 조직은

효과적으로 사전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선행 연구는 지식 이전 측면에서의 사전지식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이나

지식 이전 프로세스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tock et al.

2001). 또한 조직 구성원의 사전 지식은 새로운 지식을 인지하는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직 구성원의 사전 지식과

이를 획득하는 능력은 ERP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된 지식을 획득

하여 사용성과에 기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Park et al. 2007).

지식 ‘동화’는 외부의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는 조직의 일상

적이고 전략적인 프로세스를 말한다(Kim 1998). 조직은 외부 지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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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Rosenkopf and Nerkar 2001). 외부 지식은 특정 맥락에서 형성되기 때

문에 이를 이해하고 모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Szulanski 1996).

특히, 외부지식이 보완재에 의존하여 형성될 경우 조직은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Teece 1993). 이와 같은 제약사항을 고려하였

을 때 지식을 이해하는 행위는 조직이 외부 지식을 동화하고 내재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지식의 획득 이후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화의 과정을 거쳐 내재화

할 필요가 있다. 직무와 관련된 가치 있는 지식을 습득하더라도 조직 구

성원이 이를 그들의 직무 환경과 동화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Gist et al. 1989). 조직 구성원은 새롭게 획득한 사전지식을 동

화함으로써 직무능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IS 분야의 선행 연구

에서도 지식의 동화를 시스템 활용성과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

한 바 있다(Cooper and Zmud 1990; Fichman and Kemerer 1997; Sethi

and King 1994). 조직 차원에서 새로운 정보체계의 도입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을 교육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

이 이를 충분히 내재화 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저하될 수 있다

(Chatterjee et al. 2002). ERP 시스템 사용자가 시스템의 지식과 관련된

논리적 구조를 내재화 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만을 이해한다면

시스템 사용성과는 기대 이하의 수준이 될 수 있다(Park et al. 2007).

Zahra and George (2002a)는 지식 획득과 동화를 ‘잠재적 흡수능력’으

로 정의하고 이는 조직의 전략적 유연성, 혁신, 업무 성과 등 경쟁 우위

를 확보하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

탕으로 잠재적 흡수능력의 영향을 ERP 사용성과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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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잠재적 흡수능력은 ERP 사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Zahra and George (2002a)는 흡수능력에서의 지식 ‘변형’을 획득하고

동화한 사전지식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조직의 역량이라고 하였다. 이

러한 단계는 동일한 지식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여 보다 단순하게 빼거

나 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조직이 다른 종류의 정보를 인지하고

이것을 통합하여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지식 ‘변형’ 역량

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Koestler 1964). 지식 ‘변형’ 역량은 조직으로

하여금 기회를 인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경쟁 구도와 조직 경영전반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Smith and

DeGregorio 2002). 전략적 변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조직의 경쟁 전략

을 재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Christensen et

al. 1998). 흡수능력 구성 요소로서 지식 변형 역량은 조직의 전략적 변

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Zahra and George 2002a).

Cohen and Levinthal (1990)은 흡수능력을 정의함에 있어 특히 지식 활

용을 강조하였다. 조직의 지식 활용 역량은 기존의 지식 역량을 개선하

고 확장하거나 외부로부터 획득하고 변형된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수행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은 지식을 뜻하지 않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

으나 일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경로로 지식을 활용하

게 된다(Van den Bosch et al. 1999). 지식 활용 단계는 사전에 획득하

고 내재화된 지식을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회수해 냄으로써 실현가능하

다(Lyles and Schwenk 1992). 지식 활용 단계를 통하여 조직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체계와 프로세스, 조직 형태 등을 구축할 수

있다(Spender 1996). 성공적인 조직은 조직이 추구하는 업무를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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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행하기 위하여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Rumelt 2005).

흡수능력은 조직의 잠재적인 역량 뿐 아니라 내재화된 지식을 실제 업

무에 활용하는 능력을 보유하였을 때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Alavi and Leidner 2001). 조직은 획득한 지식을 업무에 활용하였을 때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

해 낼 수 있도록 한다(Park et al. 2007). 또한, 조직의 부서 및 팀 간의

상호 교류는 조직 구성원의 지식 활용 능력을 신장한다(Griffith and

Sawyer 2003). 조직 내 지식 이전 활동은 조직의 흡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Nonaka 1995). 즉, 조직 구성원 간에 지식을 공유하는 행위는

지식 활용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Zahra and George (2002a)는 지식을 변형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실현된

흡수능력’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조직의 지식 활용을 통한 성과를 향상시

킨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실현된

흡수능력의 영향을 ERP 사용성과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

하였다.

가설 2. 실현된 흡수능력은 ERP 사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식의 활용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간에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여야

한다(Gavin 1985). 조직은 구조적, 인지적, 행동적 문제로 인하여 지식

공유와 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Gavin 1985; Garud and Nayyar

199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

며 이를 통하여 잠재적 흡수능력과 같은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향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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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고 지식 이전과 조직의 지식 변형, 활용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

다(Sheremata 2000). 즉 조직의 사회적 통합을 통해서 잠재적 흡수능력

과 실현된 흡수능력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Zahra and George 2002a).

Purvis et al. (2001)는 기존의 업무와 유사한 방법과 관련된 사전 지식

은 새로운 방법을 동화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Zahra and

George (2002a)는 지식 획득과 동화를 포함한 잠재적 흡수능력이 지식

변형과 활용을 포함한 실현된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델을 제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두 가지로 구분된 흡

수능력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3. 잠재적 흡수능력은 실현된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2 흡수능력과 인적자원관리 간의 관계

Huselid (1995)는 인적자원관리 구성 요소를 조직 구성원의 잠재적 능

력 또는 동기에 미치는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조직 구성

원의 능력과 동기에 미치는 개별 인적자원관리 요소의 상호작용을 강조

하였다. 이와 같은 논지는 인적자원관리를 분석하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

해서도 유사하게 검토되었다(Arthur 1994; Ichiniowski et al. 1997;

Delaney and Huselid 1996). 그들은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양상으로 인

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성 제도를 ‘묶음’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조직 구성원

역량 및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조직은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실행함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기술 및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다(Huselid 1995). 조직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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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함양한 조직 구성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야 한다. 다양한 직능의 조직 구성원 역량을 분석하는 활동은 조직이 요

구하는 역량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Minbaeva et al.

2003). 또한, 성과중심의 평가는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이 요구하

는 역량을 인지하게 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 성과중

심의 평가 체계는 조직 구성원의 자기계발과 교육훈련을 총체적으로 포

함하게 된다.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며 이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Delaney and Huselid 1996; Koch and McGrath 1996).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과 아울러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발을 신중

하게 수행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의 전반적인 역량을 신장한다(Delaney

and Huselid 1996). 적합한 절차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선발하는 것은

잠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이는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rtel 1994; Russel et al. 198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인적자원관리 요소와 잠재적

흡수능력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4. 능력중심 선발, 다양한 교육훈련, 성과지향 평가는 잠재적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a. 능력중심 선발은 잠재적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b. 다양한 교육훈련은 잠재적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c. 성과지향 평가는 잠재적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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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elid (1995)는 조직이 역량을 갖춘 구성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들이 충분한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설

명한다. 인적자원관리 구성 제도 중 일부 요소는 조직 구성원에게 적절

한 보상을 제공하여 구성원의 역량 발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러한 보상제도는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제공과 조직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암묵적 성장 장벽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내부 승진 체계

등을 포함한다(Delaney and Huselid 1996). 인적자원관리를 연구하는 대

부분의 논문은 고성과 지향 인적자원관리 제도로써 성과중심의 보상에

주목하고 있다(Arthur 1994; Huselid 1995; MacDuffie 1995; Delery and

Doty 1996; Ichinioski et al. 1995; Collins and Smith 2006; Kehoe and

Wright 2013).

Vroom (1964)에 의해 정의된 기대 이론(Expectancy theory)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의 공헌도는 보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또한 Adams (1965)

의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 관점에서 보면 조직 구성원이 보상을 받

는다는 인식이 그들의 조직에 대한 기여도를 결정짓게 된다. 이러한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성과중심 보상 제도가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기

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조직 내에서 승

진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는 조직 구성원의 승진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

켜 그들의 업무 성실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Pfeffer 1994;

Lepak and Snell 1999).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목표나 비전과 같이 경영

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수록 더욱 강한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Arthur

1994; Huselid 1995). 조직의 전략과 성과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만든다(Pfeffer

1998). 요컨대, 조직 내 정보공유는 조직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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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성과중심 보상, 정보공유

등의 인적자원관리 요소와 실현된 흡수능력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5. 성과중심 보상, 정보공유는 실현된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a. 성과중심 보상은 실현된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b. 정보공유는 실현된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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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4.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ERP 사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ERP

사용성과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조직구성원의 잠재적 흡수능력, 실현된

흡수능력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능력중심 선발, 다양한 교육훈

련, 성과지향 평가, 성과중심 보상, 정보공유 등의 인적자원관리 요소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연구 모형의 실증 분석을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설문은 온라인, 직접 방문을 통한 조사 및

인터뷰 등으로 실시하였고 자기보고식 기법을 채택하였다. 설문은 군 조

직 중 공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ERP 사용성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시스템 사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인적자원관리 제도 등 조

직 경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조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성

(Reliability),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 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을 측정하였다. 신뢰성 측정을 위하여 평균 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Cronbach’s alpha 계수 등을 확인하였다. 수렴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균 분산 추출과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값을 검토하였

고 판별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요인에서 추출된 평균 분산 추출

의 제곱근 값을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와 비교하였다(Chin 1998;

Anderson et al. 1998; Straub et al 2004). 구조 모형의 실증 분석을 위

하여 PLS(Partial Least Square) 기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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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IS 사용성과에 대한 기존연구는 사용자 만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성공 요인을 측정하였다(DeLone and McLean 1992). Davis (1982)는 정

보시스템의 인지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을 사용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이란 IS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

용함에 따라 느끼는 업무성과의 향상 정도를 뜻한다. 또한 Seddon

(1999)은 IS 사용성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지각된 유용성을

활용하여 사용자 만족 등과 관련된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ERP 사용성과를 ‘ERP 시스템 사용에 따른 지각된 조직성과 향상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Cohen and Levinthal (1990)은 흡수능력을 ‘새로운 지식의 가치를 인지

하고 동화하며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Zahra and George

(2002a)는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역동적인 조직의 역량을 창출하기 위하

여 지식을 획득하고 동화하며 변형하고 활용하는 조직의 일상적이고 전

략적인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흡수능력의 구성 요소를 획득, 동화, 변

형, 활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획득’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요구

되는 지식을 인지하고 습득하는 역량을 의미하고 ‘동화’는 외부의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는 조직의 일상적이고 전략적인 프로세스를 의

미한다(Kim 1998). 지식 ‘변형’은 획득하고 내재화한 사전지식을 발전시

키고 개선하는 조직의 역량을 의미하고 ‘활용’은 기존의 지식 역량을 개

선하고 확장하거나 외부로부터 획득하고 변형된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수

행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Zahra and George (2002a)는 지식 ‘획득’

과 ‘동화’를 ‘잠재적 흡수능력’으로 정의하고 지식 ‘변형’과 ‘활용’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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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흡수능력’으로 설명하였다. Minbaeva et al. (2003)은 다국적 기업의

지식 이전을 연구함에 있어 잠재적 흡수능력을 조직 구성원의 역량으로

설명하고 실현된 흡수능력을 조직 구성원의 동기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흡수능력을 ‘ERP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필

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실현된

흡수능력을 ‘ERP 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지식을 발전시키고 업무에 적

용하는 능력’이라고 조작적 정의하였다.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성제도 중 능력중심 선발은 McDuffie (1995)에

의해 사용된 능력중심 채용 프로그램과 단계 등으로 측정하였다. 다양한

교육훈련은 Bae and Lawler (2002)가 활용한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계적 교육훈련 등으로 측정하였다. 성과지향 평가는 Minbaeva et al.

(2003)의 연구에서 제시한 정규적인 업무 및 직무 평가와 공정하고 투명

한 업무성과 평가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성과중심 평가는 Arthur

(1994)가 제시한 개인 및 집단성과의 보상 정도 등을 활용하여 측정하였

다. 정보공유는 Pfeffer (1998)의 연구에서 제시된 조직의 활발하고 다양

하며 투명한 정보공유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변수의 세부 측정항목은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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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항 목 세부 측정항목
이론적

근거

ERP

사용성과

PER1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

라 업무의 효과성이 향상되었다.

DeLone

and

McLean

(1992),

Davis

(1982)

PER2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

라 업무의 생산성이 증진되었다.

PER3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

라 업무의 신속성이 향상되었다.

PER4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

라 업무의 용이성이 향상되었다.

PER5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

라 업무 수행성과가 증진되었다.

PER6
우리 조직의 ERP시스템은 업무수행에 유

용하다.

잠재적

흡수능력

PAC1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 사용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지식을

획득한다.

Minbaeva

et al.

(2003),

Liao et al.

(2007)

PAC2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활용

하기 위한 직무지식을 갖추고 있다.

PAC3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활용

하기 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PAC4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 사용을

위한 직무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다.

실현된

흡수능력

RAC1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통하

여 업무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RAC2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으로부

터 얻은 지식을 동료들과 공유한다.

RAC3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업무에 적용한다.

RAC4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사용하여 업무 효율 향

상에 기여한다.

RAC5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표 5> 각 변수의 세부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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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항목 세부 측정항목
이론적

근거

능력중심

선발

SEL1
우리 조직은 구성원 선발 시 능력과 태

도를 중시한다.

McDuffie

(1995)

SEL2

우리 조직은 구성원 선발 시 인력이 갖

추어야 할 기술 및 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

SEL3
우리 조직은 구성원 선발 시 지원자의 능

력과 선발 기준의 일치여부를 고려한다.

SEL4
우리 조직은 구성원 선발 시 정해진 일

련의 단계를 거쳐 선발한다.

SEL5
우리 조직은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과 주의를 기울인다.

다양한

교육훈련

TRA1
우리 조직은 업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Bae and

Lawler

(2002)

TRA2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교육/훈련에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TRA3
조직 구성원이 새로운 직무에 투입될

경우 관련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TRA4
우리 조직의 구성원은 직무수행 과정

중 교육/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

화 되어있다.

TRA5
우리 조직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구성

원이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도록

한다.

TRA6
우리 조직은 조직의 목표나 비전과 관

련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성과지향

평가

APP1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업무성과에 대한

정규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Minbaeva

et al.

(2003)

APP2
우리 조직은 정규적인 직무분석을 실시

한다.

APP3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업무성과를 정기

적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APP4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능력과 성과 중

심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APP5
우리 조직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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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항목 세부 측정항목
이론적

근거

성과중심

보상

COM1
우리 조직은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Arthur

(1994)

COM2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노력에 부합하는

공정한 보상을 제공한다.

COM3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업무성과 및 기

여도에 부합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COM4
우리 조직의 보상결정기준은 합리적이

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COM5
우리 조직은 보상을 부여할 때 공정하

고 일관성이 있다.

정보공유

ICO1
조직 내 정보 및 지식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Pfeffer

(1998)

ICO2
우리 조직은 업무 관련부서 간 정보공

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ICO3
우리 조직은 관리자와 실무자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ICO4
우리 조직은 조직의 목표, 운영 등과 관

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ICO5
우리 조직은 경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구성원 간에 활발하게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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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의 세부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은 자

기 보고식 측정방법을 적용하였고 인구통계 관련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

항은 Likert 7점 척도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6>

과 같다.

구 분 문 항 문항수

ERP 사용성과 1-(1)∼(6) 6

흡수능력

잠재적 흡수능력 2-(1)∼(4) 4

실현된 흡수능력 3-(1)∼(5) 5

인적자원관리

능력중심 선발 4-(1)∼(5) 5

다양한 교육훈련 5-(1)∼(6) 6

성과지향 평가 6-(1)∼(5) 5

성과중심 보상 7-(1)∼(5) 5

정보공유 8-(1)∼(5) 5

인구통계변수 9-(1)∼(6) 6

총 계 47 문항

<표 6>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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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ERP 사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흡

수능력과 인적자원관리 구성 요소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ERP 사용성과, 지식 흡수능력으로 잠재적

흡수능력과 실현된 흡수능력, 인적자원관리 구성 요소로 능력중심 선발,

다양한 교육훈련, 성과지향 평가, 성과중심 보상, 정보공유 등의 항목을

조직 수준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은 군 조직 중 공군 군수분야에서 근무 중인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공군 군수분야는 물류, 분배, 수송, 항공기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다루는 조직으로서 ERP 시스템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ERP 시스템으로 DELIIS/F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공군의 군수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재고 관리, 작업 관리, 업무 계획 관리, 인

력 관리 등을 총체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하여 도입․실행되고 있는

ERP 시스템이다. 설문의 대상이 되는 관리자는 본 시스템 사용경험이

있으며 조직 경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3년 이상의 장기 근무자로 선정

하였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조직은 공군본부, 사령부급 부대 3개 조직,

비행단급 부대 12개 조직, 전대급 부대 6개 조직 등 총 22개 조직을 대

상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공군 인트라넷 설문조사 관리체계를 통한 온라인 조사 및

직접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기

간은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하였다. 총 500

부를 배포하여 212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답변이

누락된 37부를 제외하고 총 185부의 설문지를 실증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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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표본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수는 185개이다. Wasko and Faraj (2005)의

연구에 의하면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서 사용된 PLS(Partial Least

Squares)는 선행요인의 10배수에 이르는 표본의 크기가 분석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잠재적 흡수능력, 실현된

흡수능력, 능력중심 선발, 다양한 교육훈련, 성과지향 평가, 성과중심 보

상, 정보공유 등 총 7개의 선행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수

는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은 남성이 97.8%를 차지하고 여성이

2.2%로 구성되어있다. 군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에 따라 조직의

특성상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포를 나타내었다. 신분은 장교

34.6%, 부사관 63.8%, 군무원 1.6%로 구성되었다. ERP 시스템 사용경험

과 관리자 역할을 동시에 만족하는 직무를 장교와 부사관이 수행하기 때

문에 설문의 대상 선정 시 장교와 부사관에 집중되는 특성을 나타내었

다. ERP 사용기간은 3년 이상 사용자가 91.4%로 구성되었다. 이는 ERP

사용성과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1년 미만의 시스템

사용자는 표본에서 제외시켰다. 근속기간은 6∼10년 근무자가 10.8%, 10

년 이상 근무자는 87.6%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 응답자가 인적자원관리

제도 등 조직 경영에 대해 이해하기에 적합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연령

은 26∼30세가 14.1%, 31∼35세가 19.5%, 36∼40세가 28.6%, 41세 이상

이 37.8%를 차지하였다. ERP 시스템 활용 범위가 일반 행정, 분석 등의

실무분야부터 결재, 평가 등 관리업무에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짐을 고려

하였을 때 다양한 연령의 균등한 표본 분포는 실증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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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성 181 97.8

여 성 4 2.2

신 분

장 교 64 34.6

부사관 118 63.8

군무원 3 1.6

ERP 사용기간

1 ～ 2년 미만 4 2.2

2 ～ 3년 미만 12 6.5

3년 이상 169 91.4

근속기간

3 ～ 5년 미만 3 1.6

5 ～ 10년 미만 20 10.8

10년 이상 162 87.6

연 령

26 ～ 30세 26 14.1

31 ～ 35세 36 19.5

36 ～ 40세 53 28.6

41세 이상 70 37.8

<표 7>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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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료의 분석 방법

연구의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분석을 위해 PLS(Partial Least Square)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은 여러 측정항목으로 이루어진 모형의 구성개념 간 상호 영

향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고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모형이다(Gefen et al. 2000). 구조 방정식은 공분산 기반 접

근법(Covariance-based approach)과 주성분(Composite)을 기반으로 하는

PLS 기법으로 구분된다(Gefen et al. 2000). 공분산 구조방정식

(Covariance-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은 샘플 간 공분산 차

이를 최소화하고 이론적 모형을 통해 이를 예측한다. 즉, 모수추정

(Parameter estimation) 절차를 걸쳐 관측된 값의 공분산 매트릭스를 재

생하게 된다(Chin and Newsted 1999). PLS 분석은 실증적인 공분산 매

트릭스를 재생하기 보다는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분산을

극대화하는데 주목한다(Wold 1982). PLS는 측정항목과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유용하고 기존 이론이 부

족하거나 없을 때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수립하기에 적합하다(Chin

1998). PLS는 Lisrel 또는 AMOS에 비하여 표본 크기와 잔차 분포

(Residual Distributions)의 영향을 적게 받고 측정모형과 이론적 구조모

형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Chin 1998).

이에 IS 분야의 연구에서 PLS 방법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Wasko

and Faraj 2005) 본 연구에서도 구조방정식 중 PLS 기법을 사용하여 측

정모형을 평가하고 구조모형을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인구

통계변수의 분석과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를 검토하기 위

하여 PASW 18.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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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증 연구결과 분석

5.1 측정모형 평가

측정모형 평가를 위해서 신뢰성(Reliability),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과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구성하는 수렴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토하였

다. 또한 측정모형이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영향을 받

는지 확인하였다.

5.1.1 신뢰성 분석

신뢰성이란 동일한 항목과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을 때 측정 시간, 장소,

또는 대상이 다르더라도 일관된 결과를 얻는 것을 뜻한다(Cronbach

1951). 상당수의 응답자가 측정 항목에 대하여 일관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측정 항목은 신뢰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Straub et al. 2004). 따라서 각각의 측정항목은 문항 내적 신뢰도

(Inter-item reliability)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Wasko and Faraj 2005).

일반적인 신뢰성 평가 기준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게 된

다(Cronbach 1951). Cronbach’s Alpha는 측정항목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계수로써 그 값이 0.7을 넘을 경우 측정항목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Nunnally 2010).

PLS 기법을 활용한 연구에서 신뢰성을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는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를 확인할 수 있다(Sega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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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항목의 합성 신뢰도 값이 0.7

을 상회하여야 한다(Chin 1998). 합성 신뢰도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평

가 기준으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고려

하였다. 평균분산추출은 전체 분산에서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며 모든 측정항목의 AVE값이 0.5를 상회할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

였다고 할 수 있다(Fornell and Larcker 1981).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항목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0.9103∼

0.9472값을 나타내어 기준값인 0.7을 상회하였다. 합성신뢰도의 경우 모

든 측정항목이 0.9333∼0.9595로 계산되어 기준값인 0.7을 상회하였고 평

균분산추출 평가 결과는 0.7369∼0.8258로 나타나 모든 측정 항목이 기준

값인 0.5를 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신뢰성 평가 결과는 <표 8>과 같다.

변 수
Cronbach's
Alpha

합성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
(AVE)

ERP 사용성과 PER 0.9438 0.9553 0.7807

잠재적 흡수능력 PAC 0.9281 0.9488 0.8224

실현된 흡수능력 RAC 0.9391 0.9536 0.8044

능력중심 선발 SEL 0.9103 0.9333 0.7369

다양한 교육훈련 TRA 0.9405 0.9527 0.7705

성과지향 평가 APP 0.9203 0.9401 0.7583

성과중심 보상 COM 0.9472 0.9595 0.8258

정보공유 ICO 0.9263 0.9444 0.7725

기준값 α > 0.7 CR > 0.7 AVE > 0.5

<표 8> 측정모형의 신뢰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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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타당성 분석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과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토하여야 한다(Straub et

al. 2004). Straub (1989)은 내용타당성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와 사전조사

(Pretest)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연구모형 선정을 위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

성하여 IS분야 연구자 12명과 ERP 시스템 사용자 8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성타당성은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Straub et

al. 2004). 수렴타당도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측

정한 항목들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Straub et al.

2004). 수렴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고려해야

하며 이때, 기준값은 0.5를 상회하여야 한다(Fornell and Larcker 1981).

Gefen and Straub (2005)의 연구에 따르면 수렴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산출된 요인적재량의 t검증값이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구성개념과 연계된 측정항목들의 요인적재량은 0.7이상의

값을 가져야하며 다른 요인의 적재량보다 커야한다(Wasko and Faraj

2005).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변수별 측정항목의 요인적재량

은 0.7을 상회하며 요인적재량의 t검증값은 유의수준 0.001수준에서 유의

하다. 또한 각 변수의 AVE값은 0.5를 상회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은 수렴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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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요인적재량 표준편차 t검증값

ERP
사용성과

PER1 0.8881 0.0167 53.0557

PER2 0.8839 0.0185 47.8607

PER3 0.9074 0.0153 59.2555

PER4 0.8749 0.0181 48.4318

PER5 0.8632 0.0222 38.8937

PER6 0.8831 0.0193 45.7531

잠재적

흡수능력

PAC1 0.8961 0.0150 59.8449

PAC2 0.9124 0.0126 72.7046

PAC3 0.9202 0.0114 80.4192

PAC4 0.8985 0.0160 56.0474

실현된

흡수능력

RAC1 0.8650 0.0190 45.6423

RAC2 0.8936 0.0160 55.9099

RAC3 0.9042 0.0139 65.0418

RAC4 0.9173 0.0119 76.7838

RAC5 0.9036 0.0158 57.3547

능력중심

선발

SEL1 0.8224 0.0282 29.1423

SEL2 0.8714 0.0202 43.1842

SEL3 0.9052 0.0158 57.4133

SEL4 0.8159 0.0323 25.2900

SEL5 0.8741 0.0206 42.5216

<표 9> 측정 모형의 수렴 타당성 평가 결과(N=185; Bootstrapped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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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요인적재량 표준편차 t검증값

다양한

교육훈련

TRA1 0.8712 0.0220 39.6788

TRA2 0.8864 0.0174 51.0188

TRA3 0.8699 0.0174 50.0081

TRA4 0.8672 0.0214 40.4809

TRA5 0.8866 0.0186 47.5661

TRA6 0.8850 0.0163 54.3744

성과지향

평가

APP1 0.8543 0.0234 36.4788

APP2 0.8830 0.0203 43.4550

APP3 0.8878 0.0186 47.8453

APP4 0.8634 0.0252 34.3210

APP5 0.8651 0.0215 40.2562

성과중심

보상

COM1 0.8966 0.0158 56.6137

COM2 0.9141 0.0135 67.7184

COM3 0.9281 0.0113 82.3279

COM4 0.9073 0.0131 69.3604

COM5 0.8974 0.0144 62.4036

정보공유

ICO1 0.8792 0.0182 48.2779

ICO2 0.8942 0.0149 60.1897

ICO3 0.8759 0.0185 47.3296

ICO4 0.8862 0.0177 50.2026

ICO5 0.8586 0.0219 39.1763

※ 모든 요인적재량의 t검증값이 p〈0.001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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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COM TRA ICO PAC PER RAC SEL

APP1 0.8543 0.5468 0.6304 0.5502 0.4739 0.4608 0.4966 0.4265

APP2 0.8830 0.4923 0.6324 0.5967 0.4230 0.3583 0.4497 0.4851

APP3 0.8878 0.5675 0.6512 0.5857 0.4821 0.4020 0.4749 0.5216

APP4 0.8634 0.5669 0.5954 0.5439 0.4482 0.4203 0.4628 0.5271

APP5 0.8651 0.6469 0.6232 0.6604 0.4424 0.4064 0.5348 0.4635

COM1 0.5559 0.8966 0.5654 0.5473 0.4232 0.3832 0.4966 0.4840

COM2 0.5893 0.9141 0.6227 0.6031 0.4688 0.4225 0.5198 0.5574

COM3 0.6200 0.9281 0.6002 0.6174 0.4738 0.4016 0.5089 0.5652

COM4 0.5885 0.9073 0.5732 0.5968 0.5039 0.3549 0.5210 0.5270

COM5 0.5909 0.8974 0.5712 0.6336 0.4815 0.3722 0.5478 0.4808

TRA1 0.6176 0.5638 0.8712 0.5961 0.4711 0.4516 0.5214 0.5657

TRA2 0.6362 0.5488 0.8864 0.5664 0.5121 0.4956 0.5567 0.5750

TRA3 0.5857 0.5515 0.8699 0.5943 0.5665 0.4173 0.5369 0.5195

TRA4 0.6284 0.5650 0.8672 0.5633 0.4631 0.3644 0.4679 0.5247

TRA5 0.6310 0.5790 0.8866 0.5967 0.5130 0.3987 0.5234 0.5329

TRA6 0.6965 0.5930 0.8850 0.6509 0.5144 0.4795 0.5143 0.5730

ICO1 0.6186 0.6233 0.6162 0.8792 0.4518 0.4321 0.4841 0.5317

ICO2 0.5838 0.5857 0.6256 0.8942 0.5082 0.4415 0.5357 0.4875

ICO3 0.5802 0.5287 0.6045 0.8759 0.4860 0.4827 0.5398 0.5031

ICO4 0.6076 0.5741 0.5800 0.8862 0.4464 0.4368 0.4912 0.5217

ICO5 0.5739 0.5956 0.5526 0.8586 0.4866 0.4568 0.5321 0.4961

<표 10> 각 변수별 측정항목의 요인적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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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COM EDU ICO PAC PER RAC SEL

PAC1 0.4450 0.4425 0.4975 0.4904 0.8961 0.2496 0.5819 0.3976

PAC2 0.5040 0.5027 0.5566 0.4953 0.9124 0.2943 0.6956 0.4296

PAC3 0.4688 0.4720 0.5237 0.4892 0.9202 0.2304 0.6506 0.4021

PAC4 0.4736 0.4581 0.5213 0.4936 0.8985 0.2321 0.6441 0.3440

PER1 0.4304 0.4018 0.4680 0.5001 0.3014 0.8881 0.4418 0.3788

PER2 0.4153 0.3617 0.4774 0.5251 0.2583 0.8839 0.4386 0.4085

PER3 0.4153 0.3838 0.4231 0.4186 0.1693 0.9074 0.3848 0.3680

PER4 0.4097 0.3527 0.4312 0.4373 0.1962 0.8749 0.3640 0.3618

PER5 0.4254 0.3392 0.4206 0.4132 0.2330 0.8632 0.3881 0.3762

PER6 0.4045 0.4100 0.4042 0.4154 0.3017 0.8831 0.4515 0.4704

RAC1 0.5203 0.5205 0.5097 0.5049 0.6427 0.4188 0.8650 0.3639

RAC2 0.4973 0.4803 0.5287 0.5279 0.6134 0.3538 0.8936 0.3522

RAC3 0.5011 0.5267 0.5690 0.5297 0.6512 0.4450 0.9042 0.3551

RAC4 0.4978 0.5153 0.5472 0.5304 0.6282 0.4550 0.9173 0.3831

RAC5 0.4768 0.5180 0.5070 0.5486 0.6519 0.4213 0.9036 0.3329

SEL1 0.4029 0.4395 0.4541 0.4228 0.3517 0.3338 0.3122 0.8224

SEL2 0.5429 0.5403 0.5897 0.5439 0.3689 0.4106 0.4178 0.8714

SEL3 0.5335 0.5146 0.5887 0.5461 0.3950 0.4210 0.3708 0.9052

SEL4 0.4670 0.5069 0.5324 0.4720 0.3404 0.4105 0.3144 0.8159

SEL5 0.4419 0.4705 0.5135 0.4890 0.4038 0.3499 0.2969 0.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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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타당성은 하나의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측정항목들이 다른 구성개념

을 나타내는 측정항목과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Hatcher 1994).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요인의 평균분산

추출(AVE)의 제곱근 값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보다 커야하며(Fornell

and Larker 1981), 이때 그 차이는 0.1을 상회하여야 한다(Garrity et al.

2005).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측정모형을 검토한 결과 각 요

인의 AVE 제곱근 값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보다 크고 그 차이가 0.1이

상이므로 측정모형은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APP COM TRA ICO PAC PER RAC SEL

APP 0.8708 　 　 　 　 　 　 　

COM 0.6484 0.9087 　 　 　 　 　 　

TRA 0.7200 0.6455 0.8778 　 　 　 　 　

ICO 0.6738 0.6608 0.6780 0.8789 　 　 　 　

PAC 0.5225 0.5182 0.5798 0.5426 0.8879 　 　 　

PER 0.4716 0.4256 0.4957 0.5128 0.2784 0.8835 　 　

RAC 0.5559 0.5716 0.5938 0.5891 0.7112 0.4682 0.8969 　

SEL 0.5567 0.5752 0.6244 0.5774 0.4345 0.4479 0.3986 0.8585

<표 11> AVE 제곱근 값과 변수 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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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동일방법편의는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함에 따라 측정의 타당성

을 저해하는 문제이다(Podsakoff et al 2003).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되는 행동과학 연구에서 동일방법편의는 일반적으로 발생

하고 있으며(Turel et al. 2011)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에서

Harman’s one-factor test를 활용하고 있다(Podsakoff and Organ 1986).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만

이 도출되어서는 안되고 여러 개의 요인이 도출되어도 하나의 일반적인

요인으로 변수들 간 분산의 대부분을 설명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하

나의 요인이 50%미만의 설명력을 가져야 한다(Yun et al. 2011).

Harman’s one factor test를 수행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한 결과 7개의 요인이 추출

되었다. 7개의 요인으로 설명된 총분산은 77.085%였으며 하나의 요인에

의해 추출되는 가장 큰 설명력은 47.995%였다. 이는 기준값 이하의 수치

를 나타내므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다른 검토 방법으로는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avlou et al. (2007)에 따르면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서는 모든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9이하로 나타나야 한다.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최대 상관계수는 0.7200이므로 기준값에 부합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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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구조모형 평가

측정모형 평가 결과 연구모형은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내용타당성을 충

족함과 동시에 구성타당성을 설명하는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구조모형 평가를 위하여

smartPLS 2.0 M3를 사용하여 PLS(Partial Least Square) 분석을 수행하

였다. PLS 분석은 새로운 이론에 대한 분석에 적합하여 IS분야의 선행

연구에서 두루 사용하여왔다(Igbaria et al. 1994). 이에 PLS분석은 본 연

구의 구조모형에 적합한 도구라 판단된다.

PLS 분석을 활용한 구조모형 평가에서는 선행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

속변수의 분산값( ), 경로계수의 크기와 부호, t검증값을 통한 통계적

유의성 등으로 연구모형을 평가하게 된다.

PLS분석에서의 t검증값 분석은 잭나이프 방법과(Jackknife method) 부

트스트랩 방법(Bootstrap method)(Chin 1998) 등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

서는 부트스트랩 방법을 채택하여 리샘플링(N=185, Bootstrapped 1,000

times)을 실시한 후 구조모형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선행변수로 능력중심 선발, 다양한 교육훈련, 성과지향 평가에 의해 설

명되는 잠재적 흡수능력의 분산값( )은 0.363으로 나타났다. 성과중심

보상, 정보공유, 잠재적 흡수능력에 의해 설명되는 실현된 흡수능력의 분

산값은 0.581로 나타났으며, 선행변수인 잠재적 흡수능력과 실현된 흡수

능력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로서의 ERP 사용성과 분산값은 0.225로

나타났다.

경로계수와 t값을 통한 가설검증 결과 및 선행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

속변수의 분산값( )은 <그림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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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 총 8개의 가설 중 6개의 가설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변수들 간의 영향을 설명하는 8개의 가설에 대한 검

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잠재적 흡수능력은 ERP 사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조직 구성원이 ERP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잠재적 흡수능력과 ERP 사용성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1의 경로계수 값이 –0.110(t=1.269)으로 나

타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가설 1을 기각하였다.

가설 2. 실현된 흡수능력은 ERP 사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조직 구성원이 ERP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지식을 발전시키고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실현된 흡수능력과 ERP 사용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2의 경로계수 값은 0.547(t=6.379)로 나타나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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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에서 유의하였다. 이에 가설 2를 채택하였다.

가설 3. 잠재적 흡수능력은 실현된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 구성원의 잠재적 흡수능력과 실현된 흡수능력을 설명하는 가설 3

의 경로계수 값은 0.515(t=6.833)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이에 가설 3을 채택하였다.

가설 4a. 능력중심 선발은 잠재적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인적자원관리 구성 요소 중 능력중심 선발과 조직 구성원의 잠재적 흡

수능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4a의 경로계수 값은 0.084(t=0.941)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4a를 기각하였다.

가설 4b. 다양한 교육훈련은 잠재적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양한 교육훈련과 조직 구성원의 잠재적 흡수능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4b의 경로계수 값은 0.384(t=3.759)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4b를 채택하였다.

가설 4c. 성과지향 평가는 잠재적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성과지향 평가와 조직 구성원의 잠재적 흡수능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

설 4c의 경로계수 값은 0.200(t=2.066)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4b를 채택하였다.

가설 5a. 성과중심 보상은 실현된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성과중심 보상과 조직 구성원의 실현된 흡수능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

설 5a의 경로계수 값은 0.178(t=2.651)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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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5a를 채택하였다.

가설 5b. 정보공유는 실현된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공유와 조직 구성원의 실현된 흡수능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5b의 경로계수 값은 0.192(t=2.803)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5b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가설 검증 결과는 <표 12>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가 설 경 로 경로계수 t 값 유의수준 검증결과

가설 1 PAC→PER -0.110 1.269 - 기각

가설 2 RAC→PER 0.547 6.379 p〈0.001 채택

가설 3 PAC→RAC 0.515 6.833 p〈0.001 채택

가설 4

a SEL→PAC 0.084 0.941 - 기각

b TRA→PAC 0.384 3.759 p〈0.001 채택

c APP→PAC 0.200 2.066 p〈0.05 채택

가설 5

a COM→RAC 0.178 2.651 p〈0.01 채택

b ICO→RAC 0.192 2.803 p〈0.01 채택

<표 12>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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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 결과 분석

6.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논의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는 조직의 당면과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ERP 시스템은 여러 기업과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활용

되고 있다. 이에 여러 연구자는 ERP 시스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왔다. 특히, ERP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식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어져 왔으며(Ko et al.

2005; Park et al. 2007; Roberts et al. 2012), 그 요인으로 지식 흡수능

력 등이 주목받아왔다. 이에 본 연구는 ERP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식 흡수능력의 효과와 그 선행요인으로서 인적자원관리 구성

요소의 영향에 대한 실증 검증을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ERP 사

용성과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선행변수로 잠재적 흡수능력, 실현된 흡

수능력과 인적자원관리 구성요소로 5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을 위해 선행연구의 사례를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작성 후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ERP 시스템 사용성과와 조직 구성원의 지

식 흡수능력과 인적자원관리 제도 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ERP 시스템

을 사용하는 공군의 관리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은 총 2주간 실시하였으

며 185개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에 대한 실증 분석

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수립

하기에 적합한 PLS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조직 구성원의 실현된 흡수능력은 ERP 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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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주

장한 바와 같이 지식을 ‘변형’하는 능력이 조직의 전략적 변화에 기여하

고(Zahra and George 2002a) 지식의 ‘활용’을 통하여 조직의 새로운 체

계와 프로세스 등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Spender 1996)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잠재적 역량을 기반으로 조직에 내

재화된 지식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능력을 보유하였을 때 조직의 성과

가 향상된다는 선행 연구(Alavi and Leidner 2001)와 일치하는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조직 구성원의 잠재적 흡수능력은 ERP 사용성

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잠재적 흡

수능력은 실현된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 흡수

능력은 실현된 흡수능력을 경유해 ERP 사용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이 ERP 시스템 사용을

위하여 지식을 획득하고 동화하는 능력이 충족되었을 때 ERP 시스템으

로부터 얻은 지식을 내재화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ERP 사용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흡수능력 구성 요소 중 지

식 활용 능력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는 기

존연구 결과(Zahra and George 2002a)를 지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흡수능력과 인적자원관리 구성 요소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다양한 교육

훈련과 성과지향 평가는 잠재적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구

성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성과중심의 평가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이 요구하는 역량

을 인지하게 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조직성과에 기여한

다는 선행연구의 주장(Delaney and Huselid 1996; Koch and McGrath

1996)을 지지한다. 반면, 능력중심 선발은 잠재적 흡수능력에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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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의 대상이 되는 공군이

군 특성상 다양한 신분의 조직 구성원을 각기 다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함에 따라 도출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인적자원관리 구성제도 중 성과중심 보상과 정보공유는 실현된 흡수능

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selid (1995)는 구성원

의 잠재적인 역량과 더불어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적합한 보상을 강조하였다. 실현된 흡수능력이 구성원의 동

기에 기반함을 고려하였을 때 성과중심 보상이 실현된 흡수능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상과 동기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Arthur

1994; Huselid 1995; MacDuffie 1995; Delery and Doty 1996; Ichinioski

et al. 1995; Collins and Smith 2006; Kehoe and Wright 2013)를 지지한

다. 또한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목표나 비전과 같은 경영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더욱 강한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선행연구의 주장(Arthur

1994; Huselid 1995)을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조직의 정보공유가

구성원이 ERP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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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으로서 조직의 흡수능력을 Zahra and George(2002a)의 연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는데 있다. 즉, 흡수능력을 잠재적 흡수능력과 실현된 흡

수능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인이 ERP 사용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잠

재적 흡수능력이 실현된 흡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

구와 달리 흡수능력의 요소 중 잠재적 흡수능력을 조직 구성원이 ERP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지식을 획득하고 동화하는 능력으로 정

의하고 이를 구성원의 잠재역량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현된 흡

수능력을 조직 구성원이 ERP 시스템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변형하고 활

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구성원의 동기와 관련된 요인으로 분석

하여 조직 차원에서의 흡수능력의 영향을 연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

다. 잠재적 흡수능력이 실현된 흡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직

구성원의 ERP 사용관련 사전 지식이 직․간접적으로 ERP 시스템 사용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 주목하였다. 즉, 잠재적 흡수능력은 ERP

시스템을 사용하는 조직 구성원의 동기와 관련된 실현된 흡수능력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ERP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흡수능력의 선행요인으로 인적

자원관리 구성요소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그 영향이 잠재적 흡수능력과

실현된 흡수능력에 각각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즉, 인

적자원관리 구성요소 중 능력중심 선발, 다양한 교육훈련, 성과지향 평가

가 조직 구성원의 잠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선행 연구

(Delaney and Huselid 1996; Koch and McGrath 1996)를 바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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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잠재적 흡수능력에 미치는 요소로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성과중심

보상, 정보공유 등이 조직 구성원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연

구된 선행연구(Arthur 1994; Huselid 1995; MacDuffie 1995; Delery and

Doty 1996; Ichinioski et al. 1995; Collins and Smith 2006; Kehoe and

Wright 2013)를 바탕으로 이러한 제도가 구성원의 동기와 관련된 실현

된 흡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ERP 사용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영

자에게 성과 영향요인으로 최고경영자 역할, 전략 및 환경적 요소, 조직

특성 및 구성원의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나열식으로 제시하기보다 지식

측면에서 흡수능력의 영향을 집약하여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즉, ERP 시

스템 사용을 위한 사전지식 획득과 이를 내재화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조

직 구성원이 실제 ERP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얻게 되는 지식을 업무

에 적용하는 능력이 ERP 시스템 사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제

시하였다. 이를 통해 경영자로 하여금 구성원의 지식 관련 잠재역량과

동기를 바탕으로 하는 활용능력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흡수능력에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잠재적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로서 교육훈련 및 평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현된 흡수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보상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검증하여 경영

자에게 ERP 시스템 사용성과 향상을 위한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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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방법론적으로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모형의 변수인 ERP

사용성과, 조직의 흡수능력, 인적관리제도 구성제도의 특성 등을 모두 자

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는 각 변수를 응답자의 인지된 답

변으로 측정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Edwards 1991). 선행 연구에서는 조직의 성과 등을 측정할 경우 설문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의 능력 또는

조직의 성과를 응답자가 인지된 정도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일방법편의를 확인하기 위

한 Harman’s one factor test(Podsakoff and Organ 1986)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여전히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법의 한계는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둘째, 연구의 대상을 군 조직으로 선정함에 따라 선행연구와는

달리 연구의 결과를 일반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모형의 변수인 조직 구성원의 선발의 경우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의 잠재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Delaney and

Huselid 1996, Pfeffer 1998) 일반기업과는 달리 신분별로 선발 단계를

다르게 적용하는 군 조직의 특성에 따라 가설 검증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군 조직과 같은 공공

기관뿐 아니라 일반기업 등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지식 흡수능력 등의 선행요인이 ERP 사용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주목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중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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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계관리) 등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Roberts et al. (2012)이 설명한 바와 같이 지식 흡수능력의

영향은 정보시스템 사용성과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조직의

효과성 등에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지식 흡수능력은 Zahra and George (2002a)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보 시스템 운영성과 및 지식 이전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요소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Roberts et al.

2012). 따라서 지식 흡수능력의 본질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

구는 정보시스템 분야에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지식 흡수능력의 선행요인으로 인적자원관리 구성요소에

주목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IT 투자 및 IT 활성화 역량 등의 IT 능력, IT 교육 요소,

지식 공유 프로세스, IT 활용을 위한 협력 프로세스 등의 요소를 종합적

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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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경영정보(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를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김지오입니다.

본 설문은 조직 내에서 사용하고 계신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조직의 모든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실증자료를 얻기 위함입니다. 세부 연구 요인으로 조직
구성원의 지식 흡수능력(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외부의 새로운
정보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동화하여 활용하는 능력)과 이의
선행요인으로서 인적자원관리 관련요소를 포함합니다.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실시되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응답하신
내용은 그 비밀이 보장되고 결과는 오직 학술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의 어떠한 항목에도 정답은 없으며, 귀하가 느끼고 생각하시는
대로만 모든 항목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은 저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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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에서의 ERP시스템은 조직의 모든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예: DELIIS/F). 지식 

흡수능력이란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외부의 새로운 정보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동화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또한, 

인적자원관리는 조직 구성원의 능력개발, 동기부여, 참여제도 등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의 질문을 잘 읽으시고,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각각의 숫자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대한 질문

※ ERP시스템: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예: DELIIS/F)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업

무의 효과성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업

무의 생산성이 증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업

무의 신속성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업

무의 용이성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조직은 ERP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업

무 수행성과가 증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우리 조직의 ERP시스템은 업무수행에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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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 흡수능력에 대한 질문

※ 지식 흡수능력: ERP시스템(예: DELIIS/F)을 사용하기 위한 지식을 

획득하고 동화하며(잠재적 흡수능력), ERP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실현된 흡수능력)

  가. 잠재적 흡수능력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 사용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지식을 획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직무지식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 사용을 위한 
직무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 실현된 흡수능력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통하여 업
무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동료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통해 획득
한 지식을 업무에 적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통해 획득
한 지식을 사용하여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조직 구성원은 ERP시스템을 통해 획득
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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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질문

  가. 능력중심 선발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조직은 구성원 선발 시 능력과 태도를 중

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조직은 구성원 선발 시 인력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조직은 구성원 선발 시 지원자의 능력과 

선발 기준의 일치여부를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조직은 구성원 선발 시 정해진 일련의 단

계를 거쳐 선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조직은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노

력과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 다양한 교육훈련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조직은 업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교육/훈련에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조직 구성원이 새로운 직무에 투입될 경우 관

련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조직의 구성원은 직무수행 과정 중 교육/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조직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구성원이 직

무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우리 조직은 조직의 목표나 비전과 관련한 교

육/훈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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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과지향 평가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업무성과에 대한 정규적

인 평가를 실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조직은 정규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업무성과를 정기적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조직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원

의 업무성과를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라. 성과중심 보상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조직은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노력에 부합하는 공정한 

보상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업무성과 및 기여도에 

부합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조직의 보상결정기준은 합리적이고 투명

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조직은 보상을 부여할 때 공정하고 일관

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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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공유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조직 내 정보 및 지식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

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조직은 업무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가 활

발하게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조직은 관리자와 실무자 간 정보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조직은 조직의 목표, 운영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조직은 경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구성원 

간에 활발하게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음은 연구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작성하신 자료들은 통계적인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령
①21-25세(    ) ②26-30세(    ) ③31-35세(    ) ④36-40세(    ) 

⑤41세 이상(    )

2. 성별 ①남(    )   ②여(    )

3. 신분 ①장교(    ) ②부사관(    )③군무원(    )

4. 직급

①영관장교(    ) ②대위(    ) ③중/소위(    )

①준위/원사(    ) ②상사/중사(    ) ③하사(    )

①5급 이상(    ) ②6/7급(    ) ③8급 이하(    )

5. ERP 시스템

  사용기간

①6개월 미만(    ) ②6개월~1년 미만(    )  ③1년~2년 미만(    ) 

④2년~3년 미만(    )  ⑤3년 이상(    )

6. 근속기간
①1-2년(    ) ②3~5년(    )  ③6년~10년(    ) 

④10년 이상(    ) 

귀중한 시간을 내어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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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bsorptive Capacity

Antecedents on ERP System

Performance

: Focusing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Kim, Jioh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y organizations implement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 to compete in the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In

contrast to legacy systems, ERP system is applied throughout the

organization’s work process. Organizations implementing the system

expected remarkable improvement in business performance, however,

despite aggressive investments, performance of the system was not

achieved because of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system nature.

To solve this problem, various organizations sought ways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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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ducate members of the organizations. In addition, many

researchers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such as chief

executive support, education and training, communication of relevant

departments, and technical environment. In particular, researchers

argued that ability of understanding and applying related knowledge

of ERP systems affects system performance – termed as Absorptive

Capacity.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ERP system

performance was verified in terms of access to the knowledge such

as absorptive capacity. Moreover, absorptive capacity was separated

by factors in terms of potential competence and motivation, and the

influenc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on absorptive

capacity was verified empirically.

To design research model, the factors that affect ERP system

performance were reviewed and previous studies of absorptive

capacity and component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mechanism

were studied.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bsorptive

capacity affecting on ERP performance was defined as potential

absorptive capacity and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In addition,

factors that affect potential absorptive capacity were chosen such as

selection, variety of education, training and performance-oriented

appraisal,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hese constructs were verified as factors that affect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which is related to employees’ motivation.

On the basis of previous related studies, questionnaire was designed

and survey was conducted. Military administrators who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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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system performance,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s and

absorptive capacity of organization were selected as the target of the

survey. A total of 185 survey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surveys, interviews, and personal visits. Measurement model

analysis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PLS

analysis using SmartPLS 2.0 M3.

The study results show that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directly

affect ERP system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potential

absorptive capacity indirectly affect ERP system performance through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Potential absorptive capacity was affected

by component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such as education,

training and performance-oriented appraisal. Furthermore,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showed positive influence on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These results presented factors affecting ERP system performance in

knowledge context. At the same time, it showed that human resource

management components are antecedents of absorptive capacity that

implicates for better management. Based on these results, executives

can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mployees’ potential competence

related to knowledge and knowledge application based on motivation.

This study may have methodological error due to self-report survey.

To improve limitations, research model conducted Harman’s one factor

test to verify common method bias. Also, this study selected military

organization as targets of survey, thus, has limitations for

generalization. Future study should target various organization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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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lly analysis the research model. In this study, ERP system

performance was selected as dependent variable, and absorptive

capacity and component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were

verified as antecedents of ERP performance. Furthermore, future

study may select various information systems such as SCM(Supply

Chain Management) and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as

dependent variables. Lastly, future study may have implications by

selecting IT capabilities such as knowledge infrastructure capabilities,

knowledge process capabilities, IT leveraging competence, IT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IT education factors as antecedents of

absorptive capacity.

Keywords : ERP Performance, Absorptive Capacity, Human

Resource Management

Student Number : 2012-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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