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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업들은 기술적, 경제적, 전략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에 있어 아웃소싱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아웃소싱을 위하여 아웃소싱은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에서 서비스사와 고객사의 자원과 능력의 차이가 파트너십의 질에 영
향을 미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아웃소싱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
증을 통하여 고객사의 재무능력이 서비스사의 재무능력보다 높을 때 그리고 서비스사의 IT 자원이 고
객사의 IT 자원보다 우수할 때 파트너십의 질이 좋아 지는 것이 판명되었다. 또한 파트너십의 질은 아
웃소싱의 성공에 영향을 주며 특히 신뢰도가 아웃소싱의 성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최근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급증하
고 있으며, 조직 내부의 자원만으로는 다양한 기업
의 정보처리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워
졌다. 이에 기업들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을
외주업체에 의뢰하게 되었다.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을 외주업체에 의뢰하는 이유는 크게 기술적,
경제적, 전략적 요인들 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보기술의 발전 및 변화속도가 빨라져 일반기업
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의 정보시스템 담당 부서만으
로는 예측하고 대비하기가 어려워졌으며, 둘째 정보
기술이 기업의 모든 부문과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활
용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으
며,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첨단기술과 경험
이 있는 서비스 제공사에게 정보시스템을 아웃소싱
함으로서 자사는 핵심역량 강화에 주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의 계약 당사자인 고객
사와 서비스 제공사의 자원과 능력이 파트너십의 질

에 주는 영향과 파트너십의 질이 성공적 아웃소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전략적, 경제적 및 기술적인 3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13]. 전략적인 요소들로서 아웃소싱은 기업의 능
력을 보다 높은 수준의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고,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
시킬 수 있게 만든다. 경제적인 요소들로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술적인
요소들로서 정보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기술 도입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최신 정보 기
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전
달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으며, 또
한 정보기술 기반 구조의 낙후 위험을 회피할 수 있
으며 전산요원의 전문적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아웃소싱은 기업들의
비용절감, 기업 내부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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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 위험의 감소, 전문적
인 교육과 서비스, 조직적인 면에서 인력운용의 효
율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시행 중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회주의적 행동, 상호 비협조로 인한
아웃소싱의 추진의 지연이나 고객사에 보안상의 문
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서비스사의 기회주의적 행
동은 서비스 사의 과도한 이윤추구, 일방적인 계약
의 중단ㆍ파기, 의사소통 조정, 협력관계 관리에 따
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호간의 협조
불일치는 고객사의 당초 기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이 진행되기도 한다.
성공적인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 아웃소싱 또는 완전 인소싱 보다 융통성과 조
정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선택적 아웃소싱이 유리하
다.[16].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비용절감이나 경영성과 향상
을 위하여 아웃소싱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아웃
소싱의 동기는 비용절감에서 경영성과 향상으로 초
점이 이동하고 있다[9]. 그러나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용구조는 비즈니스와 IT측면에서 모두 아
웃소싱 정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나, 경제적 성
과는 비즈니스와 IT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미국 은행 산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경
제적 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아웃소싱을 고
려하는 기업은 생산비용과 거래비용의 영향력을 비
교함으로써 어떠한 비용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7].
초기의 기업들은 성공적인 아웃소싱이 효과적인
계약관리에 있다고 믿었지만 엄격한 계약의 관리만
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지는 못했고, 이러
한 상황은 아웃소싱 본질을 계약 위주에서 파트너십
위주 관계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18].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조직 간의 관계
를 크게 두 가지 형태 즉, 계약거래관계 형태
(Contract-based Outsourcing)와 파트너십 형태
(Partnership-based Outsourcing)로 구분할 수가 있
다[11]. 계약거래관계 형태의 관계는 조직 간의 관계
에 대한 규칙이 잘 정의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
면 계약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공식
적 계약관계를 말한다. 계약시에 측정 기준의 모호
성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에 포함된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한다[3].

반면 파트너십 형태의 관계는 서로의 관계를 유지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Firzgerald와 Willcocks[11]의 연구에서는
아웃소싱 대상의 기술분야나 비즈니스분야가 확실하
고 안전성을 가진 경우에는 계약거래관계에 있어 명
확성이 아웃소싱의 성공에 영향을 주며, 파트너십의
상황 변수인 신뢰도는 계약의 대체재라는 통합적인
시점에서 접근해야 아웃소싱에 성공을 가져올 수 있
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6, 10].
Henderson[14]은 파트너십의 인자들을 상황변수와
실행변수의 두 가지로 개념적 분류를 하였다. 그러
나 상황변수인 상호이익의 공유정도, 결속정도, 신뢰
도 같은 상황변수들이 사용자 만족도와 업무 만족도
측면에서 아웃소싱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5]. 계약거래형태의 관계는 계약을 근간으
로 한 계층적 관계로 향후 관계가 지속될 확률이 적
은 반면, 파트너십과 자산결합형태의 관계는 서로간
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 지속 가능성
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2]. 따라서 아웃소싱 당사자
간의 파트너십의 질에 따라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며, 파트너십의 질이 높을 때 아
웃소싱의 결과가 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8,
12, 15].
3. 연구 모형 및 가설
3.1. 연구 모형

아웃소싱에 있어 계약자 특성이란 아웃소싱의 발
주자인 고객사와 서비스 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
원과 능력을 말하며, 아웃소싱 계약 이전 단계에서
부터 상호 비교되어 아웃소싱의 형태를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비교된 자원ㆍ능력은 파트
너십의 질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는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계약 당사자인 고객사
와 서비스사의 자원 능력이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파트너십의 질이 아웃소싱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와 검증을 하고자 그림 1
과 같은 연구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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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파트너십의 협력도가 높을 것이다.

[그림 1]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성공 요인 모형
3.2. 가설 설정

자원기준이론(Resource Based Theory)에 의거한
연구들에 의하면. 사용자의 전산능력, 전산부문의 기
술적 성숙도, 서비스사의 자원과 능력[1], 기업의 규
모와 정보기술의 불확실성[4] 고객사와 서비스사의
자원과 능력[12] 등이 아웃소싱의 결정과 정보시스
템의 성공에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은 계약 당사자 간의 자원과 능력에서 각각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성립되며, 이러한 자원들의 수준은 계
약 당사자 간의 파트너십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12].
상호간의 자원과 능력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에게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기대치가 파
트너십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계약 당사자 간의 재무능력, IT자
원, IT능력에 따른 신뢰성, 협력도의 차이를 평가하
고자 다음과 같은 6개의 세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에서 고객사와 서비
스사의 자원과 능력은 파트너십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고객사의 재무능력이 서비스사의 재무능력보다
높을 때 파트너십의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
1-2. 고객사의 재무능력이 서비스사의 재무능력보다
높을 때 파트너십의 협력도가 높을 것이다.
1-3. 서비스사의 IT자원이 고객사의 IT자원보다 우
수 할 때 파트너십의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
1-4. 서비스사의 IT자원이 고객사의 IT자원보다 우
수 할 때 파트너십의 협력도가 높을 것이다.
1-5. 서비스사의 IT능력이 고객사의 IT능력보다 높
을 때 파트너십의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
1-6. 서비스사의 IT 능력이 고객사의 IT 능력이 높

파트너십은 “공유된 목적과 상호 신뢰에 기초한
기업들 간의 협동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증
적 연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파트너십의 질이
높을 때 아웃소싱의 결과가 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5], 서비스사의 서비스 품질과
계약 당사자 간의 파트너십 특성이 아웃소싱의 성공
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13].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고려하고 있거나 현재 정
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아웃소싱
성공의 핵심은 고객사와 서비스 사업자간의 질 높은
파트너십의 형성 및 유지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성공은 파트너십의
질에 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주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파트너십의 질에 대한 척도인 신뢰도와 협력
도가 높으면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이 성공할 것이라
는 세부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2.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에서 계약 당사자 간
파트너십의 질은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파트너십에서 신뢰도가 높으면 정보시스템 아
웃소싱은 성공할 것이다.
2-2. 파트너십에서 협력도가 높으면 정보시스템 아
웃소싱은 성공할 것이다
3.3. 연구 변수의 정의

(1)고객사의 자원과 능력
① 재무능력
고객사의 재무능력이란 아웃소싱의 발주 주체 회사
인 고객사의 장, 단기적 재무 안정성, 용역 대가의
지불능력 등을 뜻한다.
② IT 자원
고객사의 IT 자원은 당해 기업에서 보유한 IT 관련
장비, 온라인 인프라 수준, 업무 처리를 위한 소프트
웨어의 보유 현황과 정보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말한다.
③ IT 능력
고객사의 IT능력은 해당 기업이 구축된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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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업 업무 활동에 얼마나 능률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 가능 하는가를 뜻한다.
(2) 서비스사의 자원과 능력
① 재무능력
서비스사의 재무능력은 아웃소싱에서 정보시스템을
수주하여 실제 일을 진행하는 용역회사인 서비스사
의 장, 단기적 회사 재무의 안정성, 수주한 아웃소싱
업무의 진행 시 소요되는 자금의 운용 능력을 뜻한
다.
② IT자원
IT자원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유형의 장비와 무형의 노하우를 뜻한다.
③ IT능력
서비스사의 IT 능력이란 동일 분야의 서비스 경력
즉, 서비스 제공사의 기 실현 완성된 정보시스템 중
해당 고객사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한 전문 분야 또
는 유사 분야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기획, 유지, 관리
등에 대한 서비스의 이력을 뜻한다.
(3) 파트너십의 질
① 신뢰도
신뢰도는 문서상 명기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동
체적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믿음, 또는 동일 위험
인지 의식으로서 정의한다.
② 협력도
협력도란 아웃소싱 이행 중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했
던 당사자 간의 견해 차이에 대한 조정 시 용이성을
정의 한다.
개념
고객사 재무능력
고객사 IT자원
고객사 IT능력
서비스 재무능력
서비스IT자원
서비스 IT능력
신뢰도
협력도
아웃소싱성공

(4)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성공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성공이란 정보시스템 아웃
소싱의 전후를 비교하여 재화의 척도로서 측정 가능
한 금전적 이익 즉 재무적 만족도와 재화의 척도로
측정은 불가능하나 부수적인 성과 또는 사용자 만족
으로 대변되는 비재무적 만족도를 모두 포함하여 정
의 한다.
4. 결과 분석
4.1. 자료의 일반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 방법의 일환으로
아웃소싱을 선택하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의
중소기업을 중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방법은 직접방문 및 우편회신 등의 방법
을 이용하였으며, 총 400부를 배포하여 265부를 회
수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한 245
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크론바하
알파(Cronbach' Alpha)를 이용하였다. 고객사의 자
원․능력이 .8893 서비스 제공사의 자원․능력이
.9093. 파트너십 .6626, 아웃소싱 성공이 .8380으로
일반적인 기준보다 상회하고 있어 신뢰할 만한 수준
으로 판단되었다.
신뢰성분석을 실시한 항목들에 대해 척도들의 집
중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직각 회전
에 의한 탐색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개념들에
설문 문항들이 유의적인 적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변
수들만을 이용하여 공분산 행렬을 이용한 확증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로 항목 구성의 최적 상태를 도출하기 위
한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GFI (Goodness-of-Fit
Index; ≥ .90이 바람직), AGFI(Adjusted

[표 1] 각 개념들에 대한 확증요인 분석결과
제거 최종 χ² df p GFI AGFI RMR NFI 개념
항목 항목
신뢰도
.8529
2
7 13.4901 11 .2625 .9844 .9604 .0196 .9864 .8491
.8583
.6542
2
7 33.2837 11 0.0004 0.9625 0.9045 0.0381 0.9683 .9479
.8466
.7698
2
7 43.4967 11 0.0000 0.9515 0.8766 0.0495 0.9339 .8924
.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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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연구 구성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
신뢰도
협력도
아웃소싱성공 재무능력
IT자원
IT능력
신뢰도
1.0000
협력도
0.9317**
1.0000
아웃소싱성공 0.8657**
0.8848**
1.0000
재무능력
-0.3377*
-0.5253**
-0.3203*
1.0000
IT자원
0.1393*
-0.1816*
0.0285
0.9162**
1.0000
IT 능력
-0.0216
-0.1054
-0.0454
0.5695**
0.6361**
1.0000
Goodness-of-Fit Index; ≥ .90이 바람직), 포함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어떤 상관계수에 대
RMSR(Root Mean Squre Residual; ≤ .08이 바람 한 구간 추정치도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판별 타
직), NFI(Normed Fit Index; ≥ .90 바람직), χ2에 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요인들 간
대한 p값(≤ .05가 바람직) 등을 이용하였다. 확증요 의 방향성을 알아본 결과 재무 능력은 신뢰도와 협
인분석 결과 고객사와 서비스 제공사 모두 자원ㆍ능 력도, 아웃소싱 성공요인 모두 부(-)의 방향으로 나
력 요인 중 재무능력 3개 항목 중 1개, IT자원 3개 타났다. 그 밖의 다른 요인들은 표 2과 같이 정(+)의
항목 중 1개 항목이 제외되었고 IT능력 3개 항목이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모두 투입되었다.
확증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4.2 가설 검증
내생변수는 d.f.= 11, χ²= 43.4967(p=.0000), RMR= (1)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 아웃소싱성공의 영향요
0.0495, GFI= 0.9515, AGFI= 0.8766, NFI= 0.9339로 인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생 변수는 고객사의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²
자원ㆍ능력은 d.f.= 11, χ²= 13.4901(p=.2625), RMR= =147.69(p=.0000), df = 54, GFI = 0.9148, AGFI
0.0196, GFI= 0.9844, AGFI= 0.9604, NFI= 0.9864로 = 0.8564, RMR = 0.064, NFI = 0.8739로서 구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제공사의 자원ㆍ능력은 방정식의 일반적인 적합도 평가 기준에 NFI가 약간
d.f.= 11, χ²= 33.2837(p=.0004), RMR= 0.0381, GFI= 낮게 나타났고 다른 평가 기준이 충족하고 있어 대
0.9625, AGFI= 0.9045, NFI= 0.9683으로 높게 나타 체적으로 모델이 경험 자료에 부합되고 있기 때문에
났다. 연구 단위들에 대한 표준요인 부하 량 전체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
(standardized loading)이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났으 할 수 있다.
며, 서비스 제공사의 재무능력을 제외한 모든 척도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의 AVE가 .5 값을 상회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
구분 χ² df p GFI AGFI RMR NFI
여 주었다. 따라서 AVE 결과 적재 추정치의 통계적
적합도
유의성, 만족스러운 수준의 구성개념 신뢰성을 등을
지수 147.69 54 0.0000 0.9148 0.8564 0.064 0.8739
감안할 때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 척도는 전체
적으로 집중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연구 모형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 파트너십의 신뢰
확증요인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고객사와 서비스 도가 아웃소싱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가
제공사의 자원ㆍ능력 요인의 차이를 구하고 그 차이 0.6037(t=3.096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를 이용하여 연구 단위들 간의 상관관계와 연구모형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도가 아웃소싱 성공에
을 검증하였다.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가 0.3330(T=2.1408)로서 통
신뢰도분석과 타당성분석 결과 단일 차원성이 입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된 각 연구 단위 별 척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특히 신뢰도가 협력도 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갖는지, 서로의 관계가 어떤 방향인지를 알 것으로 나타났다.
아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 나타난 상관관
아웃소싱의 성공에 파트너십의 질이 영향을 미치
계를 알아보았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의 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파트너십의 질에 어떠한
95% 구간 추정치가 구성 개념간의 상관계수 값 1을 자원ㆍ능력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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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간접효과
가설 채택여부
재무능력 → 신뢰도
-2.7355
0.7869
-3.4762
채택
재무능력 → 협력도
-4.0805
1.2794
-3.1894
채택
IT자원 → 신뢰도
1.5067
0.4690
3.2127
채택
IT자원 → 협력도
2.0341
0.7077
2.8744
채택
IT능력 → 신뢰도
-0.1496
0.3176
-0.4710
기각
IT능력 → 협력도
-0.1411
0.4584
-0.3077
기각
신뢰도 → 아웃소싱성공 0.6037
0.1950
3.0961
채택
협력도 → 아웃소싱성공 0.3330
0.1556
2.1408
채택
재무능력→아웃소싱 성공
-3.0103(-3.5443)
IT 자원 → 아웃소싱성공
1.5870(3.2400)
IT 능력 → 아웃소싱성공
-0.1373(-0.4022)
신뢰도에는 자원ㆍ능력요인 중 재무능력은 경로계수
가 -2.7355(t=-3.4762), IT자원은 경로계수가
1.5067(t=3.2127), IT 능력의 경로계수는
-0.1497(t=-0.4710)로 재무 능력과 IT자원만이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IT능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재무능력이 파트너십의 신뢰도에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고객사의 재무능력
이 서비스 제공사의 재무능력보다 높을 때 파트너십
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연구 모형의 검증 결과
파트너십의 협력도에서는 자원ㆍ능력 요인 중 재
무능력은 경로계수가 -4.0805(t=-3.1894), IT자원은
경로계수가 2.0341(t=2.8744), IT 능력은 경로계수가
5. 결론
-0.1411(t=-0.3077)로 재무능력과 IT자원이 유의한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에서 고객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IT능력은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와 서비스 제공사의 자원과 능력이 상호 비교되어
재무능력이 파트너십의 협력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 계약 당사자 간의 파트너십의 질에 주는 영향, 그리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고객사의 재무능력이 고 파트너십의 질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아웃소싱의
서비스 제공사의 재무능력보다 높을 때 파트너십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연구를 하
협력도가 높게 형성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 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에서 고
다. 즉 파트너십의 질을 높이는 데는 자원ㆍ능력 요
인 중 재무 능력과 IT자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객사의 재무능력이 서비스사의 재무 능력보다 높을
재무 능력은 고객사의 재무능력이 서비스 제공사의 때 파트너십의 질의 척도인 신뢰도와 협력도가 좋아
재무능력보다 높을 때, IT자원은 서비스 제공사의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IT자원이 높을 때 파트너십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에서 서비스사의 IT자원이 고객사의 IT자원보다 우
수할 때 파트너십의 질의 척도인 신뢰도와 협력도가
있다.
좋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T 능력은 파트
너십 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
다.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에서 파트너십의 질은 아웃소
싱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
뢰도와 협력도 중 신뢰도가 아웃소싱 성공에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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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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