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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직원들이 지각한 조
직공정성과 정보시스템 품질이 흡수역량을 통하여 의사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239부의 설문데이터를 수집하였고, SPSS 22.0과 PLS 3.0을 사용하
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조직공정성과 정보시스템 품질이 흡수역량에 개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고, 흡수역량은 의사결정의 질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직공정성과 정보시
스템 품질이 흡수역량의 선행요인이 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인적자원에 동기부여가 되는 조직공정성
과 정보시스템 품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
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품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과 의사결
정의 질로 인한 성과부분에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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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impact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al justice perceived by 
the employees and the information system quality on the decision quality through absorption capabilities 
in order to find the factors that influences the corporate decision making in the rapidly changing market 
environment. With regards to this, 239 copies of survey data were collected subjecting the employees 
of the SMEs, and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verified using SPSS 22.0 and PLS 3.0.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organizational justice and information system quality has individually shown a positive 
(+) effect on the absorption capability, and the absorption capability has shown positive (+) effect on 
the decision quality. Through this study, a theological foundation for the organizational justice and 
information system quality was prepared as a prerequisite for the absorption capacity, and this study 
targets to suggest a theolog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hich secures the competitiveness by 
increasing the decision quality of the SMEs through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organizational justice 
and information system quality which motivates the human resource. Future study requires additional 
research regarding the information system quality and finds various studies on the performance part 
due to necesssary decision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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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의사결정은 기업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이
는 기업이 처한 역동적이고 급변적인 환경속에서 조직
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은 이유로 기업은 최상의 비즈니스 전략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집중한다[1]. 이런 결정은 기업의 분야, 규모 
또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중소기업 
역시 외부적·내부적 요인에 대처하는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
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2]. 의사결정의 과정은 기업의 
환경과 조직 속에서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
지는 조직 내부의 상호 협력적인 과정, 환경에 대한 신
중한 분석과 조사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결단적인 행동
까지도 포함된다[3][4].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
여 금융자본과 인적자원분야의 한계와 기술 및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5].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차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전
체사업체의 99.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
나,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 의한 업무처리는 많이 부족
하며 의사결정과정도 경영진이나 상사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결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6].

과거와 달리 현대는 지식경제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 기술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
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내부 역량만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외부지식을 도입하고 내
부의 지식을 외부로 내보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개
방형 혁신은 매우 중요하며[7][8], 이런 개방형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효과적
으로 획득하고 변형 및 활용하는 외부 지식관리의 중요
성이 함께 강조된다[8]. 다양하고 새로운 외부지식의 획
득과 동화, 외부지식의 내재화와 활용의 프로세스인 흡
수역량은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하는 핵심 역량
이다[9].

제한된 자본과 기술적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이 급변
하는 시장속에서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흡수역
량이 중요하다[10]. 중소기업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속
에서 경쟁우위를 위한 무리한 자기충족적인 투자보다

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기업 또
는 기관 등과의 제휴와 협력을 통하여 기술 관련 정보
를 교환하고 신기술 동향 정보를 습득함으로 경쟁우위
를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기존 문헌들에서는 흡수역량으로 인한 성과를 촉진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전이 매개체(transfer 
mediators), 조직과 조직 체계 등의 역할과 기본역량
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새로운 외부지식에 
대한 가치의 이해와 인식을 통해 흡수역량의 성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조직공정성과 같은 인적자본의 촉진요
인이 필요하고, 흡수역량으로 인한 인과적 모호성
(causal ambiguity)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이 매개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이 매개체의 종류로는 표준화된 템
플릿 또는 프로토콜(protocol) 타입의 전자적 수단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등이 있다고 하였다[10].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격차를 좁히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측면에서의 공정한 조직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6]. 형평성 이론으로 시작된 조
직공정성은 동기부여이론에서도 적용된다. 조직공정성
을 지각한 직원은 맡겨진 직무에 높게 만족하고 충분한 
동기가 부여된다. 또, 지식의 습득에도 영향을 미쳐 조
직의 목표를 향한 혁신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게 함으
로 조직공정성은 인적자원분야에 있어 중요하다.

과거와 달리 능동적이고 신속한 경영활동을 요구하
는 디지털화된 기업의 환경은 시장의 다양한 니즈
(needs)와 변화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기업의 내적역량
과 관련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내적역량을 높이는 
것은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12].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정보시
스템의 역할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피동적
인 지원 범위를 벗어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품질관리에 중점을 맞추어야 하며, 성공적인 정
보시스템 도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품질
이 중요하다[13].

인간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심리학 분야의 자극-유기체-반응(Stimulus-Organism- 
Response, SOR) 모형에 따르면 의사결정 상황에서 자
극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외부 요인들이라고 하였으며
[14], 인지적 행동과, 심리적 행동, 감정 등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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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유기체가 내부 프로세스를 통하여 외부자극과 
유기체의 반응을 매개한다고 하였다[15][16]. 앞서 살
펴본 SOR 모형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직공정성과 정
보시스템 품질이 직원들에게 자극으로 작용하여 유기
체의 내부 프로세스를 통하여 흡수역량을 높이는 변화
를 형성하고, 이러한 변화는 의사결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반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요인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와 각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조직공정성과 정보시스템 품질이 

조직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조직 흡수역량이 의사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 경영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
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조직공정성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에서 시작된 조직공정성은 조

직에서 공정성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으로 정의되며 공
정성 인식은 직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17]. 일반적으로, 조직공정성은 교환관계에 있
어 각 개인이 투자한 비용 또는 노력에 대한 보상의 공
정성을 나타내는 분배 공정성, 그 분배과정과 관련된 
의사결정 절차나 규칙을 나타내는 절차 공정성, 그리고 
조직 내의 의사결정자 또는 상사와 구성원 사이의 교환 
및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분류된다
[18].

절차 공정성은 의사결정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영향 
또는 일관성, 무 편견, 교정성, 표현성, 정확성 및 윤리
성과 같은 공정한 프로세스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만들
어진다[19]. 연구에 따르면 의사결정의 절차가 공정하
다고 인식되면 그 결정에 대한 헌신과 성공이 더 큰 것
으로 나타났고, 영감을 받은 직원들은 그 결정에 동의
가 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결정을 이행할 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20].
상호작용 공정성은 조직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상사

와 맺는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가 핵심
이다[21][22]. 절차 공정성이 공식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상호작용 공정성은 공식적인 측면을 
넘어 조직에서 매일 경험하게 되는 대인 간의 상호작용
을 포함하여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한다[23][24]. 직원
이 자신이 속한 조식에서 소모품이 아닌 인격체로서 상
호 관계한다고 느끼는 경우 조직에 더욱 몰입과 헌신하
려는 의지를 갖게 되며, 그 결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이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 한다[25].

2. 정보시스템 품질
정보시스템 품질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수행 요

인으로 시스템품질과 정보품질로 구분되었다[26]. 시스
템품질은 “사용자 접점 시스템(모든 시스템) 자체에서 
일관성 또는 결함(bug)의 발생여부에 관계되는 것“으
로 정의하였고, 정보 품질은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정
보의 정확성, 검색능력, 적시성에 대한 판단 같은 것“으
로 정의하였다[27].

시스템 성공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
이다. 예를 들어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기술적합이론(TaskTechnology Fit, TTF), 
기술·조직·환경(Technology Organization  Environment, 
TOE) 프레임워크 이론 등이 있다. 위의 다양한 이론들에
도 불구하고 DeLone & McLean[26]의 정보시스템 성
공모델(IS Success model; ISS)은 시스템품질, 정보품
질이 개인 또는 조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
향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 문헌들에 널리 적용되었
다[28].

ISS 모델에서 언급되는 정보시스템 품질 중 시스템품
질은 시스템과 시스템 이용자의 의사소통 수준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26]. 시스템품질의 측정 지표로는 사용 
용이성, 신뢰성, 기능성, 데이터 품질, 유연성, 중요성, 
통합성, 휴대성 등이 있다[29][30].

구조모델링 분석으로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이 
BI&A(Business Intelligence and Analytics)를 매개
하여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에서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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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조직의 이익을 
보장하는 충분한 조건이 아닌 것을 이해하고, 시스템 
사용의 본질을 조직의 이점과 조화시켜야 한다고 하였
다[28].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을 지식서비스 품질로 
정의한 연구에서는 지식서비스 품질이 산업역량(R&D, 
기술)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기초역량
(개인, 학술)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산업역량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산업역
량을 높이기보다는 기초역량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지식서비스 품질을 설계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30].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프로그
램과 관련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시스
템, 정보, 서비스 품질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며, 
회의시간 단축,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속성 등의 의사
결정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31].

3. 흡수역량
Cohen & Levinthal[32]은 흡수역량(Absorptive 

Capability)을 “새로운 외부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고 
동화하여 사업의 목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
의하였다. 또 조직의 흡수역량은 누적되어 발전하는 경
향이 있고 경로마다 다르며 기존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Zahra & George[9]는 흡수역량
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요약하여 잠재적 흡수역량
(Potential absorptive capacity)과 실현적 흡수역량
(Realized absorptive capacity)으로 정의하였다. 잠
재된 흡수역량은 외부 지식의 획득과 동화과정, 실현적 
흡수역량은 지식의 내재화와 활용을 의미하였다. 지식
획득이란 외부의 정보를 통해 파악하고 획득하는 조직
의 능력을 말하며, 지식 동화는 획득된 정보를 분석하
고 해석 및 이해하는 조직의 능력이다. 또한 지식의 내
재화는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결합을 촉진하는 동
시에 내면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지식 활용은 변형된 
지식을 사업적 목적에 적용하는 것이다[33]. 따라서 흡
수역량은 동적 프로세스를 반영하는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33][34]. 사전지식기반(또는 직원의 능력)과 
조직의 노력(또는 직원의 동기)은 잠재적·실현적 흡수
역량과 모두 관련이 있지만, 잠재적 흡수역량은 직원의 

능력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현적 흡수역량
은 직원의 동기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였다[35]. 기업의 흡수역량은 직원
들과 함께 존재하는 조직 수준의 구성이며, 흡수역량의 
두 가지 요소는 사전지식(prior know-ledge)과 노력
의 강도(intensity of effort)이다. 사전지식은 종업원의 
능력, 학력, 후천적 직무기술로 나타낼 수 있고, 노력의 
강도는 직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 또는 의욕, 동기 유발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32][36].

잠재적·실현적 흡수역량의 개념이 지칭하는 조직행동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9][37], IS 분야의 연
구에서는 새로운 혁신을 위해 흡수역량의 정의를 채택
하고 있다. IS 흡수역량에는 IS기능을 이해하고 동화하
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포함하였다[38].

4. 의사결정의 질
의사결정과정은 기업대표나 기업의 내부적 구조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갖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광범위하
게 논의된 것은 합리성(rationality)에 관한 것이다
[39].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목표설정 또는 당면한 문제
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
해 나아가는 종합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40].

고품질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의 원천
이 되며, 새로운 정보와 지식기반의 고품질 의사결정은 
기업의 전략적 결정을 내부 및 외부 환경과 일치시켜 
복잡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도록 하여 기
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41][42].

의사결정은 높은 성과를 위한 지식경영의 적용과정
이며 동적 지식창출 과정의 핵심이다[43]. 올바른 의사
결정은 항상 정확한 정보와 관련 지식에서 나온다. 지
식 축적과 내·외부의 지식 공유 등의 효과적인 지식관
리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42].

최근 조직들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
터(Big Data)와 빅데이터해석(Big Data Analytics)의 
능력을 높이고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 많은 데이터 
소스와 품질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지만 먼저 선행되
어야 하는 요인들이 중요하다. 그 요인들로는 확장가능
한 시스템품질, 데이터 품질, 역량이 높은 인적자원 유
지, 지식 교환, 프로세스 변환과 통합 등이 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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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SOR모형을 배경으로 중소기업 조직구성

원들이 인지한 조직공정성과 정보시스템 품질이 흡수
역량을 통하여 의사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
펴보고자 하였으며,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변수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 중 중소기업의 제한된 금
융자본과 연관되어 있으며 임금과 직무만족 등의 개인
수준의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분배공정성은 배재
하였고, 조직차원의 성과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
차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
였다[45].

2. 연구가설
2.1 중소기업의 조직공정성과 흡수역량
이해관계자 이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

는 이해관계자들을 관리할 때 정의와 공정성이 핵심적
인 고려사항이라 하였으며,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 
중 조직의 직원이 지식 습득을 통하여 흡수역량을 높여 
기업의 가치(경쟁우위, 지속가능성)를 창출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 촉진 요인으로는 절차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이해관계자 관리 
접근 방식에 일관성이 있는 기업은 정보 획득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개발할 수 있어, 이러한 기술은 기업의 비
즈니스 운영에 핵심 역량이 되며 시간이 흘러 회사의 
문화에 내재 된다고 하였다[46].

흡수역량의 측정을 위해 하위 개념인 혁신성과를 적
용하여 인적자원의 조직행동에 대한 영향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 제도를 시행하는 조직은 
다양한 외부지식에 노출되고,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
는 관련 지식과 가능성을 인적자원에게 제공함으로 혁
신성과를 높인다고 하였다. 또,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보상, 승진 또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한 조직은 내적 흡수역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37]. 조직의 혁신역량은 기업의 내부·외부의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업의 가치로 전환
하는 조직의 잠재력과 관련 있다는 연구를 근거로 절차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이 지식공유를 통하여 혁신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47].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지식이
전에 대한 효과성 연구에서는 암묵적 지식이전이 높은 
경우에 흡수역량과 절차 공정성이 그 효과를 높인다고 
하였다. 특히, 절차 공정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흡수역량
의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된다고 하였다[48].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직구성원이 인지하는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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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과 흡수역량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H1 : 중소기업 조직의 절차 공정성은 흡수역량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중소기업 조직의 상호작용 공정성은 흡수역량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정보시스템 품질과 흡수역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품질이 흡수역량을 

통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시스템품질이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개인들의 개별적인 영향은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이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품
질이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
기 위해 정보시스템 품질에 대한 관리와 투자 및 관심
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49].

금융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분야의 정보시스템 
품질이 흡수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개인과 기업의 성과
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이 개인
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흡
수역량을 통하여서는 개인과 기업에 모두 영향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흡수역
량의 매개효과를 인정하고 정보시스템 품질이 높을수
록 사용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개인과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50].

ERP의 시스템품질과 조직 성과의 관계에서 동적 역
량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변화역
량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ERP 시스템품질이 비즈
니스의 변화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업이 성과향상을 위해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 
전략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 ERP 활용을 통하여 정보
를 획득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는 경쟁사보다 정확하고 민첩하게 데이터를 구성하여 
위험과 보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고, 기회를 활용
하거나 위협에 대해 완화 또는 극복하게 되는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게 된다[51].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직구성원이 인지하는 

정보시스템 품질과 흡수역량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H3 : 중소기업 조직의 정보시스템 품질은 흡수역량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흡수역량과 의사결정의 질
Novianty et al.[52]은 동적역량이 의사결정과정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인 요인이며 환경변화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동적
역량이 의사결정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기업의 동적 역량이 동적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
영진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기업 환경의 변화와 
압력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Wang & Byrd[53]는 의료분야의 헬스케어관점에서 
흡수역량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
구결과 흡수역량이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고,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과 해석, 집계가 흡수역량을 
매개하여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의료환경에서 비
즈니스 분석기능이 흡수역량을 매개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공하였다고 하였
다.

흡수역량을 통한 지식활용은 업무에 대한 신속한 대
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의사결정과정에도 영향을 미
쳐 업무프로세서를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는 흡수역량이 의사결정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검증하였고[54], 재창업자의 흡수역량이 
의사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문헌에서는 그 
영향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흡수역량을 높이
는 재창업 정책을 통하여 재창업기업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과 성과를 향상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55].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직구성원이 인지하는 
흡수역량과 의사결정의 질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 중소기업 조직의 흡수역량은 의사결정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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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하여 각 변수들의 조

작적 정의를 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
이 확보된 측정변수들 중에서 일부분을 수정하여 연구
모형 검증에 사용하였다.

우선 조직공정성 중 Moorman[56]과 남상민 외[57]
의 연구에서 사용한 절차 공정성은 ‘자신이 받게 될 합
리적인 보상과 혜택을 결정하는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절차에 반영하는 정도’, 상호작용 공정성은 ‘직
장상사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공손하게 대
우해주는 정도’로 정의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정보시스템 품질은 Delone & Mclean[29]과 Yoo 
et al,[49]의 연구에서 사용한 ‘인터넷 환경에서 전자상
거래 시스템의 원하는 특성’으로 정의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흡수역량은 Zahra & Geroge[9]와 손인배, 허철무
[58]의 연구에서 사용한 ‘외부지식과 정보의 획득 및 동
화 수준’과 ‘외부지식과 정보의 내재화 및 활용 수준’으
로 정의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의 질은 Paul et al.[59], 전정
구, 서영욱[55]의 연구에서 사용한 ‘당면한 문제 해결에 
반응하고 취할 수 있는 여러 행동의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행위의 질’이라고 정의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
였다.

이에 대한 설문지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구성

2. 표본의 특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국내의 중소기업에서 근무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39부
의 유효한 데이터를 회수하였다. 설문 자료는 온·오프라
인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빈도분석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57 67.1
여 77 32.9

연령

29이하 22 9.2
30∼39세 54 22.6
40∼49세 125 52.3
50∼59세 38 15.9

직급

사원 43 18
대리 25 10.5
과장 40 16.7
차장 32 13.4
부장 45 18.8

이사 이상 54 22.6

소재지

인천/경기 105 43.9
서울 53 22.2

대전/세종/충청 68 28.5
강원 3 1.3

부산/울산/경상 5 2.1
광주/전라/제주 5 2.1

연구변수 항목 참고자료

조
직
공
정
성

절차
공정성

공정한 업무 결정

Moorman[56],
 남상민 외[57]

업무 기준의 일관성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

의사결정 사항을 공정하게 적용

상호
작용

공정성

상사는 개인적인 편견 억제 능력

상사는 의사결정 후 즉시 결정내용 제공 

상사는 나에 대한 친절, 호의적인 감정

상사는 나의 권리에 대해 관심

상사는 나에 대한 진실된 태도

연구변수 항목 참고자료

정보
시스템 품질

정보시스템을 배우고 적응하는 시간

Delone & 
McLean[29],

Yoo et al.[49]

정보시스템의 로그인 및 부팅 속도

정보시스템 업무처리 속도

정보시스템 장애 횟수

흡수
역량

개방적인 태도로 외부지식 습득

Zahra & 
Geroge[9]

손인배,허철무[58]

외부지식의 적극적인 분석

외부지식과 정보의 내재화

외부지식과 정보를 내부지식과의 통합

외부지식과 정보의 변형

외부지식과 정보의 활용

의사결정의
질

실무적 의사결정

Paul et al.[59],
전정구,서영욱[55]

공정성있는 의사결정

최선의 의사결정이라는 확신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최종 의사결정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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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하여 설문을 
진행하였고 239부의 정제된 자료를 가지고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표본의 특징으로는 지식서비스의 사업분야
가 41.8%를 차지하였고, 소재지는 서울/인천/경기 지
역이 66.1%, 2018년 매출액이 10억 미만 업체가 
28.9%, 300억 이상 업체가 24.3%의 수준으로 조사되
었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22와 Smart PLS 3.0을 활
용하여 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PLS를 활용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으로
도 분석이 유효하기 때문이다[60]. 추가적으로는 공분
산 행렬과 ML(Maximum Likelihood) 추정법의 기존 
검증방법과는 다르게 변수와 측정 오차간의 예측 에러
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경로계수의 예측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61].

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표 3]는 설문 문항들의 신뢰성 분석결과이다. 내적일

관성을 측정하는 Chronbach's α값이 0.884∼0.967
으로 모두 0.7이상으로 측정되어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
하고 있으며, 요인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Factor Loading 확인 결과 0.819∼0.932로 모두 0.7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개념 신뢰도(CR)는 0.920∼
0.973으로 0.7이상이며, 평균분산추출(AVE)은 0.741
∼0.859로 0.5이상이므로 집중타당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

※ CR : Composite Reliability

그리고 서로 다른 잠재변수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척
도가 되어지는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표 4]과 같이 각각 요인들의 상관계수 값보다 대각선
상에 표현된 AVE의 제곱근 값이 크게 분석되어 판별타
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

※ 표의 대각선 음영부분은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 값

4. 가설검증 결과
[그림 2]는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통하여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PLS 구조모형의 
적합성 판단을 나타내는 분산설명력(R²)은 흡수역량이 
55.3%, 의사결정의 질은 흡수역량에 의해 66.7%가 설
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빈도 비율(%)

사업분야

기계소재 16 6.7
정보통신 22 9.2

바이오·의료 11 4.6
전기·전자 10 4.2

화학 4 1.7
에너지·자원 1 0.4
지식서비스 100 41.8

기타 75 31.4

매출액

10억미만 69 28.9
10∼30억 미만 40 16.7
30∼50억 미만 33 13.8
50∼100억 미만 18 7.5
100∼300억 미만 21 8.8

300억 이상 58 24.3
계 239 100

측정 항목명 1 2 3 4 5

1.절차공정성 0.861

2.상호작용공정성 0.620 0.902

3.정보시스템 품질 0.449 0.352 0.871

4.잠재적 흡수역량 0.638 0.578 0.577 0.927

5.의사결정의 질 0.672 0.611 0.619 0.813 0.879

측정 항목명 요인
적재치

Chronbach's 
Alpha CR AVE

절차
공정성

절차1 0.827

0.884 0.920 0.741절차2 0.881
절차3 0.865
절차4 0.871

상호작용
공정성

상호작용1 0.880

0.943 0.956 0.813
상호작용2 0.896
상호작용3 0.904
상호작용4 0.904
상호작용5 0.924

정보시스템 
품질

시스템1 0.837

0.894 0.926 0.759시스템2 0.883
시스템3 0.900
시스템4 0.864

흡수역량

흡수1 0.916

0.967 0.973 0.859

흡수2 0.930
흡수3 0.921
흡수4 0.932
흡수5 0.929
흡수6 0.932

의사결정의
질

의사결정1 0.819

0.926 0.944 0.773
의사결정2 0.910
의사결정3 0.890
의사결정4 0.865
의사결정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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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모든 가
설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분
석결과 중 기업 통제변수로 사용된 사업분야, 소재지, 
매출액과 개인 통제변수로 사용된 성별과 직급에 상관
없이 의사결정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
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p<0.05, **p<0.01, ***p<0.001

Ⅴ. 결 론

본 연구는 중소기업 직원들이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과 정보시스템 품질이 조직의 흡수역량을 통하여 의사
결정의 질에 대한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H1∼H2를 통하여 절차 공정성과 상호작

용 공정성이 흡수역량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능력과 동기를 흡수역량의 핵심으
로 살펴본 연구에서, 형평성 이론과 기대 이론의 측면
을 근거하여 조직공정성이 승진과 보상 그리고 조직 내
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동기를 부여하여 흡수역량
에 정(+)의 영향을 보인 것과 같은 결과이다[35]. 중소
기업의 공정한 업무와 일관성 있는 업무기준,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편견없이 이루어지는 의견 수렴과정
은 조직내의 흡수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설 H3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품질이 흡수역
량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과 의료분야, 금융분야를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품질이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와 동
일한 결과로 나타나 시스템품질이 다양한 분야의 기업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기
업의 정보시스템 품질은 신뢰성, 유연성, 접근성, 빠른 
응답시간을 제공하여 직원이 일상 업무에서 직면하고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내재화하
여 변형하는 역량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가설 H4을 통하여 흡수역량이 기업의 의사결
정의 질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의 내·외부지식공유를 통한 지식경영이 의사결정의 질

가설
번호 경로명칭 경로

계수 T-value 검증
결과

H1 절차 공정성 → 흡수역량 0.328 3.856*** 채택

H2 상호작용 공정성 → 흡수역량 0.254 3.160** 채택

H3 정보시스템 품질 → 흡수역량 0.340 5.037*** 채택

H4 흡수역량 → 의사결정의 질 0.806 29.110*** 채택

표 5. 가설검증 결과 요약

*p<0.05, **p<0.01, ***p<0.001

그림 2. 경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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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42].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하여, 기업은 내부자원
의 역량을 잘 활용하고 외부지식과의 정보공유를 효과
적으로 매칭함으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기
업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 또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
우, 흡수역량이 기업과 조직의 특성이 반영된 제한된 
합리성 과정을 도와 실무에 적합하고 공정한 최선의 의
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지식경영의 핵심이 되는 기업의 흡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한다. Zahra & George[9]는 흡수역량을 
중요하고 복잡한 조직 현상을 분석하는데 사용해 왔으
나, 선행 요소 및 결과의 모호성과 다양성 때문에 연구
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조직행동 분
야와 동기부여 과정 이론에 속한 조직공정성을 흡수역
량의 개념과 연계시켜 새로운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성과와 연관된 의사결정의 질을 높
이기 위해 조직공정성의 효과를 논의하는 과정에 흡수
역량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별
적인 시도는 조직공정성으로 인한 조직행동과 동기부
여 효과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소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질
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메커니즘을 탐구하
였다.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지식관리 분야
의 흡수역량 변수에 새로운 촉진요소를 발견하였고, 기
업의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흡수역량과 정보
시스템을 함께 사용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된 
문헌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절차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기업의 흡수역량을 높인
다는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영자는 실무교육,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과
기반의 보상과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

여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흡수역량
을 높여 경쟁력 있는 기업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이해관계자들은 조직의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 고품질의 필요성
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개념을 뒷받침한다. 중소
기업은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품질이 높을 때 실질적
인 업무에 직면하는 데이터와 정보의 증가량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62]. 또, 최근 주 52시간이라는 노동환
경의 변화속에서 조직의 미숙련된 직원들도 쉽게 적응
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빠른 응답의 시스템은 역량을 
높여 업무의 성과를 높일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의사결정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의 지식경영
(Knowledge Management)으로 조직의 흡수역량을 
높여야 한다. 흡수역량은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게 지식
확장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32]. 중소기업은 기업환경
을 고려하여 R&D투자, 내·외부 교육 활동, 외부전문업
체(아웃소싱) 및 IT솔루션 업체의 기술지원 등으로 관
련 정보와 자원을 획득함으로써 흡수역량을 강화하여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보시스템 품질은 
시스템품질에만 집중하였다. DeLone & McLean[26]
은 정보시스템 품질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시스
템품질과 정보품질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향후에는 정
보품질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기업마다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이 다양
함으로 사업 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검증하
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의사결정의 질로 인한 경영성
과나 조직성과의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
에서는 성과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
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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