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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Use Big Data in Shipping and Port Companies

Lee, Joon Peel

           Department of Shipping & Port Logistics

           Graduate School of Marine Finance and Logistics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ng, Myung Hee)

As global competition is intensified, more and more companies have 

tried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by gaining insights through big 

data analysis. In particular, shipping and port companies which 

traditionally have focused on hardware expansion, are now actively 

driving themselves to introduce the new technology related to big data 

analysis. With the emerg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for sure that these companies are now faced with unprecedented 

opportunities which ICT could create. Nowadays, it is evident that 

success heavily depends on how strategically and effectively the 

companies utilize and analyze this massive volume of data. As an effort 

to adopt big data system in the field of shipping and port companies 

increases, ways of enhancing intention to use big data are absolutely 

needed for the companies which have just employed this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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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or consider to do so. 

In this resp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through prior research, the study identifies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big data, its related technology,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of the port and shipping companies. Secondly, based on 

the theory of TOE (Technology Organization Environment) and IDT 

(Innovation Diffusion Theory) this study is designed to indicat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companies' intention of using big data. Thirdly, 

this study is designed to empirically verify how those factors affect 

expected performance by and intention of using big data.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argeting for staff involved in the department of strategic plann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related field. However, since the 

recognition of big data is relatively low in general and rarely applied to 

works,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intention of using big data is 

heavily reliant upon staff having higher recognition on this area. 

In designing model of research, TOE is chosen  considering that big 

data changes work process of the organization, support from top 

management level is critical in its adoption, and sometimes big data can 

be used as means of responding to outside pressure (not by company's 

voluntary will), while IDT is chosen because big data can lead 

innovation of companies. The main reason of verifying an intention to 

use big data by individual level, is to take into account his or her 

separate intention, even though big data is adopted companywide. 

Variables of DOI (Diffusion of Innovation)'s are used instead of 

technology characteristic among technology characteristic, organization 

characteristic and environment characteristic of TOE model in this 

study. A relative advantage, complexity and compatibility are adopt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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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f the technology characteristic while a firm size and support 

from top management are adopted as variables of organization 

characteristic and a competitor pressure and regulatory support are 

adopted as environment characteristic. 

Eight hypotheses were set up in verifying relevance between  

variables of the above mentioned three characteristics, and expected 

performance and intention of using big data. A survey for hypothesis 

test had been conducted and collected for two weeks from 30th of 

October to 15th of November in 2017 by mail, e-mail and visit. Likert 

5-pont scale was used to develop measurement instrument and 

fomulate questionnaire, 155 effective questionnaires out of 200 were 

gathered. SPSS 21.0 was used to analyz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 

and frequency while Smart-PLS 3.0 was used to conduct hypothesis 

test,  analysi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summarized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from Technology Characteristic, relative advantage, complexity 

and compatibility reacted positively to the expected performance. 

Secondly, from Organization Characteristic, support from top 

management reacted positively but the firm size reacted not positively 

to the expected performance. Thirdly, from Environment Characteristic, 

competitive pressure reacted positively while the regulatory support 

reacted not positively to the expected performance. Uniqueness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empirically verifying various factors which could 

promote big data analytics for shipping and port companies, based on 

models of TOE and IDT.   

In addition, following practical implications are presented as result of 

this study. 

Firstly, if the big data has technical convenience and advantag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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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a positive effect on both expected performance and intention to 

use big data. In addition, if technology of big data analytics is as 

convenient as existing technology, can be easily employed in current 

works, and there is no extra burden in application, companies are 

positively likely to adopt this new technology. Therefore, to increase 

the intention to use big data technology, shipping and port companies 

have to make plans for enhancing relative advantage and compatibility 

while decreasing complexity.  

Secondly, in a view of organization characteristic, support from top 

management will have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of using big data 

because extra expenditure is required for operation and training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Size of the firms is found not to have 

statistically meaningful relevance with the expected performance. 

Therefore, support from top management is definitely required to 

develop the intention to use big data for the shipping and port 

companies. For future research it is suggested to clarify how the firm 

size is related to expected performance and intention to use big data 

conducted. 

Lastly, from environment characteristic, use of big data will increase 

if there is high level of competitor pressure and as a result company's 

effort not to fall behind in the competition is followed. When it comes 

to regulatory support rejection, it might be explained that the 

respondent may do not know their company's actual regulation well or 

even if they knew, due to limited awareness it might be difficult for 

them to respond with c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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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단순히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이 

글로벌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IT시스템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며, 기업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 IT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박

연숙, 2006; 최성호, 2006; Miles, 2008). 빅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 

불리고 있으며,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통해 전략적 가치를 도출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제대로 적용하는 기업과 조직이 향후 경쟁우위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Gartner, 2011). 하버드 대학의 마이

클포터 교수에 따르면 경쟁력의 원천으로 남들보다 저렴한 비용과 무관

심한 틈새시장 그리고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차별성을 거론했는데, 인건

비가 동일한 경우 그다음으로 원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자동화와 정

보기술이다 하였다. 빅데이터 시대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는 

기업활동에 관련된 인력뿐만 아니라 사물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영역, 그

리고 이를 가치사슬(value chain) 전체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IDC(2016)는 국내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8년까지 연평균 26.4% 성장하면서 3117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

로 예상했으며, 시장조사업체 오범(Ovum)에 따르면 세계 빅데이터 시장

은 2016년 17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에는 94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

로 전망했다. 해양수산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

상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양수산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마

련하여 해운항만분야에 빅데이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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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 2016. 11. 8.). 

그동안 빅데이터에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면 공공부문 및 일반 기업에

서의 빅데이터의 기술동향과 이를 활용한 사례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으

나, 국내 해운항만기업에서의 빅데이터를 도입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위

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서 빅데이터의 정의 및 특성, 빅

데이터 관련 기술을 파악하고, 해운항만기업의 빅데이터 도입현황을 파

악한다. 둘째, TOE(Technology Organization Environment)이론과 혁신

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을 기반으로 해운항만기업에서 빅

데이터 기술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한다. 셋째, 도

출된 요인들을 해운항만기업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빅

데이터에 대한 기대성과와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빅데이터 사용으로 기대하는 성과가 무엇인지를 확인

하고, 기대성과를 통해 빅데이터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

인한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과 범위에 대

해 기술하여 전체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

하여 빅데이터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빅데이터의 개념과 특징, 기술 및 

해운항만기업의 활용사례를 통해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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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혁신기술로 보고 TOE이론과 

혁신확산이론 및 관련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설정을 하

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설문을 바탕으로 실증분석 및 연구표본, 측정도구의 신뢰

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연구의 기여

도와 한계점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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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빅데이터 개요 및 연구동향

1. 빅데이터의 개념 및 특징

빅데이터 범위의 정의가 다른 경우 접근 방법 자체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정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만재, 2012). 여러 선행연구에서 빅데이터의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으나 기업의 기존정보시스템으로는 분석하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수집

되는 많은 양의 데이터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통해 전략

적 가치를 도출하고 비즈니스에 제대로 적용하는 조직과 기업이 미래 경

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Davenport et al. 

2012).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크기가 너무 커서 기존의 데

이터베이스 도구로는 캡쳐, 저장,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이터 세트

라고 정의하였다(Abouzeid, et al. 2009). 또한 빅데이터는 과거에는 특

수한 분야에 한정되었으나 ICT의 발달로 인해 전 분야로 확산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IDC(2011)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대량 데이터를 저비용

으로 초고속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치를 끌어낼 수 있

는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라고 정의하였다.

아울러, IT전문 컨설팅그룹 가트너는 빅데이터를 3V(Volume, Velocity, 

Variety)와 1C(Complexity)로 정의하였는데 Volume은 기존의 데이터베

이스 자료보다 거대한 크기의 자료를 의미하고, Velocity는 데이터가 실

시간으로 변화하며, Variety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

이터를 포함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omplexity는 빅데이

터의 접근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며 데이터의 특성이 고려된 다른 접근방

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Agrawal et al. 2010). 

Philip(2011)의 연구에서도 또한 빅데이터의 개념을 Volume,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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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y로 정의하였으나, 기존 3V에 대한 내용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제

시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대용량(Volume) 측면에서 볼때, 기존 연구에서

는 데이터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데이터의 종류, 생성되는 시간

에 따른 양 그리고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 이것은 빅데이터의 속도(Velocity) 측면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기존 연구의 형태를 빅데이터로 정의하

고 있다면, Philip(2011)에 따르면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측

면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의 다양성(Variety) 

측면에서의 기존 연구는 다양한 분야(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데이

터 형태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다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채널에 대한 부

분도 일정부분 감안해야 한다고 정의한다.

자료 : TDWI Research(2011).

<그림Ⅱ-1> 빅 데이터의 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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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빅데이터 관련 정의는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다.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예로 들면, 기존 기업에서 분석하고 있

는 데이터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큰 형태의 데이터 집합으로 다양한 형

태로 데이터가 실시간 수집되며, 기존 방식으로는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

에 새로운 방식으로 분석해야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21세기 원

유’로 비유되는 빅데이터는 IT 트렌드의 메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과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Gartner, 2012). 또한 정지선(2011)은  

가치와 잠재적 위험이 공존하는 사회·경제적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원천

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나아가 세계 각국의 기업과 정부 또한 빅데이

터는 향후 기업의 성패를 판가름할 새로운 경제적 가치의 원천이 될 것

이라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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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빅데이터정의

Gartner(2012)

향상된 시사점(Insight)과 더 나은 의사 결

정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효율이 높고, 혁

신적이며, 고속, 대용량, 다양한 특성을 가

진 정보 자산

McKinsey(2011)

일반적 데이터베이스SW가 저장, 관리, 분

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데이터의 

규모

IDC(2011)

다양한 종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낮은 비

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

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

Boyd &
Crawford(2012)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과학기술과 분석연

구 및 신화적 믿음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문화적·과학기술적·학문적 현상

Hunter
(2013)

매우 크고 복잡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구나 전형적인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으로 

쉽게 다루기 어려운 데이터들의 집합

Ovadia
(2013)

학문적으로나 대중적으로 유행어가 되었으

나 정형화된 정의가 없어 융통성이 있음.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혼란스

러울 수 있음

Wigan &
Clarke(2013)

대규모의 세부적인 데이터 집합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원에서 많은 데이터 집합을 통

합하는 것까지 포함하며, 나아가 데이터 관

리 및 분석 기술 포함

<표 -Ⅱ-1> 주요 기관 및 해외연구의 빅데이터 정의

자료: Gartner(2012), McKinsey Global Institute(2011), IDC(2011), 과학기술 정책

연구원(201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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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빅데이터의 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적인 개념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빠른 속도록 생

성되고 있고 둘째,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처리 분석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 따르면 빅데이터 관련 ICT 발전에 따른 데

이터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자료 : 정지선(2011), “新가치창출 엔진, 빅 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응전

략”,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림Ⅱ-2> ICT 발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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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관련 기술

기업에서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비즈니스 창출기회를 갖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 분석과 제반 작업이 따

라야한다.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Hadoop과 NoSQL의 성공으로 볼 수 있으며 Hadoop의 등장으로 인해 수

많은 인터넷 업체와 미디어 기업들은 관계형 DBMS와 SAN 구성없이도 

저비용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Erhard Rahm & Hong Hai Do,2000 “Data Cleaning: Problems 

and Current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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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빅데이터 기술 요소

구분 설명 오픈 소스

데이터 수집 데이터 발생원으로부터 안정적인 저장소로 
저장하는 기능 수행

Flume, Scribe,
Chukwa

원본 데이터 

저장

수집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저
장소
비구조적 데이터 저장소로 주로 대용량 파
일 저장소

Hadoop File
Sytem(HDFS). 
mOGILEfs

트렌젝션 

데이터 저장

원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 조회 처
리를 하기 위한 저장소
복잡한 분석보다 count, sum 등 단순한 
aggregation연산 정도 수행

NoSQL
(Cloudata,Hba
se,Cassandra),
Katta

실시간 분석 

플랫폼
데이터 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수행 S4, Storm

배치 분석 

플랫폼

전체 또는 부분 데이터에 대해 복잡하고 
다양한 분석
대용량 처리를 위해 분산, 병렬 처리 필요
단순 텍스트 분석부터 그래프 분석까지 다
양한 분석
모델 지원

Hadoop
M a p R e d u c e 
(Hive, Pig),
Giraph,
GoldnOrb

데이터 

마이닝 

통계도구

Cluster, Classification 등과 같이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기본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및 도구

Mahout, R

클러스터 

관리 및 

모니터링

대부분 분산 시스템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체 클러스터에 대한 관제 및 모니터링도 
복잡

ZooKeeper,
HUE,
Cloumon

데이터 

Serialzation

이기종 플랫폼 및 다양한 종류의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송 및 처리에 대한 표
준 플레임워크 필요

Thrift, Avro,
ProtoBuf

자료: Big Data를 위한 아키텍처와 기술(그루터2011.12)

1)빅데이터 처리 기술

빅데이터의 처리 기술은 아래와 같이 분석기술, 표현기술 그리고 분석 

인프라로 요약하여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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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예시

분석 기술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과 방법을 
의미하며, 통계, 테이터마이닝, 기
계학습, 자연어처리,  패턴인식 
등이 해당됨.
데이터 안정성에 초점을 두기 때
문에 일부 데이터 유·손실이 발생
해도 처리 결과가 영향 받지 않은 
업무에 적합.

로그데이터 처리 혹은 
분석 업무

표현 기술

데이터 시각화로 알려져 있으며, 
분석된 데이터의 특징이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해주는 기
술, 대표적 표현 기술  R(데이터 
분석용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언
어)은 통계계산 및 시각화를 위한 
언어 및 개발환경 제공.

게놈 프로젝트, 신약연
구, 금육 예측분석에 활
용

분석 인프라

분석과 표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기술과 플랫폼. 이것
은 다시 대규모 데이터를 안정적
으로 수집·저장하는 기술, 저장된 
데이터를 효과적이며 빠르게 처리
하 수 있는 기술 및 다양한 방식
과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가공하
고 관리해주는 기술로 나뉜다.

B I ( B u s i n e s s 
Intelligence), DW(Data 
Wearhousing),클라우드
컴퓨팅, 분산데이터베이
스(NoSQL),분산병렬처
리 ( H a d o o p 
MapReduce),분산파일
시스템 등

<표 -Ⅱ-3> 빅데이터 처리 기술

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의 시험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강상원(2013), 윤희정(2014, 재인용)

2) 빅데이터 분석 기법

거의 대부분의 분석기법들을 보면 통계학이나 전산학 분야에서 사용하

던 기법들을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빅데이터에 적용시키

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비정형 데이터의 사용 증가로, 분

석기법들 중에 대표적인 것에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오피니언 마

이닝(Opinion Mining),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tic), 군집 

분석(Cluster Analytics) 등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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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반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어처리

(NaturalLanguage Processing) 기술에 기반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 가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다.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통해 방대한 

텍스트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해 내고 다른 정보와의 그 이상의 결과

를 얻어낼 수 있다. 컴퓨터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자연어)를 분석하고 

숨겨진 정보를 발굴해 내기 위해 대용량 언어자원과 통계적·규칙적 알

고리즘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응용분야로 문서군집

(Document Clustering), 문서분류Document Classification), 정보추출

(Information Extraction), 문서요약(Document Summarization)이 있다.

<그림Ⅱ-3> 텍스트 마이닝의 수행 단계

②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오피니언 마이닝은 웹상의 정형·비정형의 텍스트에서 사용자의 의견

이나 선호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로 평판 분석(Sentiment 

Analysis)라고 불리며 대체로 긍정(Positive), 부정(Negative), 중립(Neutral)

의 선호도를 판별한다. 어느 특정의 서비스나 상품에서 시장규모를 예측

하거나 소비자의 반응과 입소문(Viral) 분석 등에 활용된다.

③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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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연결강도와 연결구조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영향력을 측정, 소셜 네트워크 상에 입소문(Viral)의 중심이나 허브(Hub)

역할을 하는 사용자를 찾는데 활용이 되며, 이런 역할을 하는 사용자를 

인플러언서(Influencer)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

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게 된다.

④군집 분석(Cluster Analytics)

군집 분석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유사 

특성군(Group)을 찾아내는데 사용되며 취미나 관심사 등이 다른 사용자

를 군집 분석하여 내부에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3)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기술

분석기법들은 테라바이트(TB, Terrabyte) 혹은 페타바이트 (PB, 

Petabyte) 규모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이 필요

하며 현재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이 인프라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하둡, R, NoSQL 등이 있다.

3. 빅데이터 연구동향

빅데이터가 미래를 바꿀 핵심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고 미래 시장이 크

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보호·보안 문제, 데이

터 확보의 문제, 예산문제, 분석 역량 및 전문가 부족 문제 등이 빅데이

터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다. 외부 데이터는 고사하고 기업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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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들도 파편화되어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필요한 

외부 데이터가 있어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

만, 기업들이 빅데이터 투자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트너(Gartner)가 기업 IT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빅데이터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울이 2013년 

64%에서 2014년 73%로 증가한 반면, 투자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31%에서 2014년 2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적으로 빅데이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빅데이

터에 대한 회의론도 나타나고 있다. 가트너는 2014년 기준으로 빅데이터

가 과잉기대의 정점을 지나 ‘환멸기(Trough of Disillusionment) 단계’

에 진입하였다고 한다. 이는 빅데이터 기술이 이미 널리 알려지고 그 한

계를 드러내면서 어느 정도 거품이 꺼진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Waller & Fawcett(2013)은 공급사슬 측면에서 빅 데이터의 활용가능성

에 대해 제시하였다. 빅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SCM 예측 및 분석 

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빅 데이터의 활용은 향후 SCM 성

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주요 분야별 활용방안을 제시하

였다.

김은영, 이정훈, 서동욱,(2013)은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시

스템의 수용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조직의 혁신성 여유자

원 정보시스템 인프라 성숙도와 빅데이터 시스템의 특성요인인 인지된 

혜택의 변수들이 빅데이터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에서는 빅데이터 시스템의 활용과 성공 경험 사례가 적어 빅데

이터 시스템과 조직의 직무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며 빅데이터 시스

템은 도입기라 할 수 있다.

김정선(2015)은 기업 경영층의 빅데이터 기술수용관련 의사결정을 지

원하고 빅데이터 기술관련 통합적 이론기반의 영구모형 제시와 적용 및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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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철 외(2012)은 기업이 빅데이터를 도입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와 

활용 방향 국·내외 선진 적용 사례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빅

데이터 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생산·유통·소

비 전 영역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김이환(2015)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조직내 업무에 활용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기술에서 도출되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시스템 활용에 있어서의 안정성과 처리속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윤수영(2016)은 자원기반관점 이론에서 빅데이터 사용의도에 미치는 

자원 및 역량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원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의 자원 수준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개인이 빅데이터를 활용

하고자 할 때 내부자원의 수준 정도에 따라 인지된 지식역량과 데이터활

용성이 향상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개인의 인지된 기대성과도 향상될 것

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또한 인지된 역량 향상, 기대성과 향상으로 실제 

빅데이터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선우(2016)은 조직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

항은 기존시스템 대비 기술적인 편리함, 보안과 비용, 경영층의 지원여

부, 경쟁사의 선제적 도입, 개개인의 지식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염수환(2015)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고객

이 인지하는 서비스기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한 바, 빅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기대가 클수록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은 빅데이터의 활용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기대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하였으며 서비스기대와 이용의도 간 관계에서 지각된 전자

상거래 유용성의 조절효과 중에서 전자상거래의 품질인식이나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을 크게 지각할수록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귀희(2016)는 행정서비스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

구에서 법제도요인, 행태요인과 기술요인, 데이터품질 관련 요인을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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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추출하여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의도에 미치는 연구모형을 이론

적으로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검증된 변수와 측정항목을 제시하

였고 신뢰성 및 타당성이 확보된 측정항목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공공기

관 빅데이터 관련분야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데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

다. 정형화된 내부 데이터의 경우에도 데이터 품질관리가 잘 될수록 데

이터 활용 수준은 높아지고 이는 고객지향성 및 고객 불만 감소, 고객 

유치 등 비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고객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더욱더 데이터 품질관리의 가치가 커질 수 있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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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 내용

고준철 외 

(2012)

기업이 빅데이터를 도입해야 하는 여러가지 이유와 활용 

방향 국내외 선진 적용 사례 등을 통해 빅데이터 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생산·유통·소비 

전 영역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

Waller

& Fawcett

(2013)

공급사슬 측면에서 빅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제시

하였다. 빅 데이터 활용으로 기존 SCM 예측 및 분석 방

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향후 SCM 성과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주요 분야별 활용방안을 

제시

김정선

(2015)

기업 경영층의 빅데이터 기술수용관련 의사결정을 지원

하고 빅데이터 기술관련 통합적 이론기반의 연구모형 제

시와 적용 및 검증.

김이환

(2015)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조직내 업무에 활용하고, 효과를 보

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기술에서 도출되는 정보에 대

한 정확성과 시스템 활용에 있어서의 안정성과 처리속도

의 중요성을 제시

염수환

(2015)

고객이 인지하는 서비스기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빅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기

대가 빅데이터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선우

(2016)

조직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이 기존시스템 대비 기술적인 편리함, 보안과 비용, 경영

층의 지원여부, 경쟁사의 선제적 도입, 개개인의 지식등

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 

윤수영

(2016)

자원기반관점 이론에서 빅데이터 사용의도에 미치는 자

원 및 역량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원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의 자원 수준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

였으며, 개인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때 내부자원의 

수준 정도에 따라 인지된 지식역량과 데이터활용성의 어

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

박귀희

(2016)

행정서비스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에서 법제도요인, 행태요인과 기술요인, 데이터품질 관련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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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보기술 사용의도 관련 이론

1. TAM(기술수용모델)

Davis(1989)는 초기의 기술수용모델 (TAM)에서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과 함께 행위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태도 변

수의 매개적 역할이 미미한 점을 발견하여 이들의 연구이후 다른 연구들

에서도 태도를 생략한 기술수용모델TAM)이 주요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

다.

<그림 Ⅱ-4> 기술수용모델(TAM) Davis, 1989)

2. TOE(기술·조직·환경 프레임워크)

Tornatzky et al.(1990)은 혁신 정보기술 채택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보

기술을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TOE를 제안하였으

며, TOE는 주로 조직에서의 기술도입에 제일 적합한 프레임워크로 많이 

쓰여 오고 있다. TOE는 세 가지 요인 즉, 기술적 요인(Technology 

Characteristic), 조직적 요인(Organization Characteristic)과 환경적 요인

(Environment Characteristic)이 있다. Schniederjans & Yadav(2013)의 연

구는 TOE의 기술적 요인으로 비용(Costs), 보안우려(Security Concerns),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복잡성(Complexity)과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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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tibility)을 채택하였고, 조직적 요인으로 회사의 규모(Firm Size)와 

최고 경영층의 지원(Top Management Support)을 채택하였다. 환경적 요

인으로는 경쟁자의 압박(Competitive Pressure)과 규정의 지원(Regulatory 

Support)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Lin(2014)의 연구에 따르면 TOE 각 독립변수들은 제품도입과 제품사용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OE를 사용한 사례들을 요약하

면 <표 Ⅱ-5>과 같다. 

<표 Ⅱ-5> 기술 도입에서 TOE를 사용한 문헌

참고 문헌 대상기술
독립변수

기술요인 조직요인 환경요인

Lian et 
al.<2014>

Cloud
Data Security 
Complexity 

Compatibility, Costs

Top Manager's 
Support, 
Adequate 
resource 
Benefits

Government 
policy 

Perceived 
industry 
perssure

Chan et 
al.<2013>

Mobile SCM

Perceived cost 
Expected benefit 

Complexity 
Technology 

integration Security 
and privacy

Top 
management 
support, Firm 

size

Competitive 
pressure 

Expectation 
of market 

trends

Oliveira et 
al<2014>

Cloud
Security Concerns, 
Cost, Technology 

Readiness

Top 
Management 
Support, Firm 

Size

Competitive 
Pressure, 
Regulatory 
Support

Tan and 
Teo<2000>

Internet 
Banking

Risk, Relative 
Advantage, 

Compatibility, 
Complexity, 
Trialibility

Zhu et 
al.<2006a>, 
Ciganek et 
al.<2014>

Digital 
Conversion

Relative Advantage, 
Compatibility, 

Complexity, Security 
Concerns

Firm Size

자료: 이선우(2016), “조직에서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을 위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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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 변수만으로 혁신 기술의 도입을 연구한 사례중 Jiunn-Woei et 

al.(2014)은 <그림Ⅱ-5>와 같은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Jiunn-Woei 

et al.(2014)는 타이완 병원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연구에서 TOE와 

인적(Human)요인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기술요인 변수는 DOI 변수이

기도 한 복잡성(Complexity)과 호환성(Compatibility)을 변수로 사용하였

다. 

자료: 이선우(2016), “조직에서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을 위한 결정요인에 대

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23

<그림Ⅱ-5> TOE 도입 모형 사례

3. 혁신확산이론

Rogers(2003)는 실증연구로 인지된 혁신의 특성들이 혁신 채택률에 미

치는 영향을 가장 폭넓게 검증해왔으며, 이러한 이론은 사회구성원이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아이디어, 관행 또는 사물’로 정의하는 혁신

의 확산속도와 채택시점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 등을 파악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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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re and Benbasat(1991)는 혁신확산이론이 ICT 기술의 확산 요인을 

검증하는데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림Ⅱ-6> 신제품

의 확산 속도에 대한 보고서에서 드러나듯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혁신

제품은 더욱 더 빠르게 보급되어짐을 알 수 있다.

자료: 이선우(2016), “조직에서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을 위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24

<그림 Ⅱ-6>  새로운 혁신 제품의 확산사례

초기의 소수 혁신가가 제품을 도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수의 사

용자가 제품을 도입하면서 확산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ogers(2003)는 <그림Ⅱ-7>와 같이 혁신 제품을 도입하는 고객을 다섯 

가지의 성향으로 분류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혁신 제품을 도입하는 비

율을 제시하였다. <그림Ⅱ-7>의 X축은 시간, Y축은 채택 비율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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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선우(2016), “조직에서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을 위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25

<그림Ⅱ-7> 혁신제품의 도입을 위한 도입자의 혁신성에 따른 분류

Robinson(2009)은 혁신확산이론의 변수 다섯 가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상대적 이점은 혁신의 정도가 

‘기존의 아이디어(제품과 서비스)에 대비해서 사용자들로부터 더 낫다고 

여겨지는 정도’이다. 아이디어로는 특히 기존의 경제적 이익, 사회적 명

성, 편리함과 만족감을 예로 들었다. 상대적 이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

라 사용자 그룹의 인식이나 필요에 따른다.

둘째, 호환성(Compatibility): 호환성은 혁신이‘기존의 가치, 경험과 필

요가 사용자 그룹으로부터 연속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이다. 새로운 

혁신 요인이 기존의 가치와 부적합의 경우에는 급속하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복잡성(Complexity): 복잡성은‘혁신이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렵다

고 여겨지는 정도’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는 적극적 사용자에 의해 변형될 

수 있다.  

넷째, 시도가능성(Trialability): 시도가능성은‘혁신이 사전에 경험 또는 

시험해볼 수 있는 정도’이다. 이는 제품 또는 서비스 도입자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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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이전에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섯째, 관찰가능성(Observability): 관찰가능성은 ‘혁신 채택의 결과를 

확인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더 쉽게 혁신 아이디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변 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도입을 용이하게 한다.

혁신확산이론의 다섯 가지 주요 변수 중에서 상대적 이점, 복잡성과 

호환성은 TOE의 기술변수로도 쓰이고 호환성은 기존과 같은 경험을 의

미한다. Ostlund(1974)는 혁신 도입시에 혁신확산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위험’을 여섯 번째 요인으로 추가하였는데 ‘위험’이 크다면 혁

신 채택과 확산에 음(-)의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으며, Sheth(1981)는 

혁신에 대한 저항으로 ‘인지된 위험(Perceived Risk)'가 혁신의 주요 장

애물이라고 언급하면서 ‘인지된 위험’으로 세 가지 유형을 들었다. 첫째

는 싫어하는 물리·사회적·경제적 결과, 둘째는 성능 불확실성 셋째는 혁

신에 따르는 부작용이라고 언급했다.

조직의 기술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혁신 성향의 기술 도입인 경우에

는 DOI와 통합하여 기술 수용 모형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TOE와 

DOI 통합한 기술 수용 모형에서는 변수 조합을 몇 가지 다양하게 구성

한다. 두 개 모형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TOE 요인 전부와 DOI 변

수 전부를 같이 사용하는 연구와 TOE에서 기술적 요인 대신에 DOI 변

수인 혁신 요인(Innovation Characteristics)을 사용하는 연구가 있다.

4. TOE 모든 요인과 DOI 모든 변수를 같이 사용하는 모형

Tiago et al.(2014)는 <그림Ⅱ-8>과 같이 혁신 기술인 클라우드 도입

을 연구하면서 TOE와 DOI를 통합하여 기술 도입을 설명하였는데 여기

서 사용되는 혁신 요인의 변수들은 또한 TOE 기술의 변수로써 사용되는 

사례들이 있다(James et al.,2012; Hsiu-Fen Len, 2013; 고형태 & 김

영택,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혁신요인 변수를 TOE의 기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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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수는 상대적 이점, 복잡성, 호환성이 있다.

자료: 이선우(2016), “조직에서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을 위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28

<그림Ⅱ-8> TOE와 DOI의 통합모형 사례

5. TOE에서 기술적 요인 대신에 DOI 변수를 사용한 모형

Mumtaz et al.(2012)는 <그림Ⅱ-9>와 같이 ICT의 혁신 기술을 도입

하는 연구에서 TOE에서 기술적 요인 대신에 혁신적 요인을 포함시켜 도

입을 연구하였다. 즉, TOE에서 기술적 요인, 조직적 요인, 환경적 요인 

중에서 기술적 요인 대신에 혁신특성인 DOI를 사용하였다. 이는 DOI가 

TOE의 기술특성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Mumtaz et 

al.(2012) 연구에서는 TOE의 기술적 요인대신 혁신 요인인 DOI 변수를 

대신하였고, ICT 제품의 도입과 도입 이후에 제품을 확장하여 사용하는 

단계까지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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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선우(2016), “조직에서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을 위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29

<그림 Ⅱ-9>TOE에서 기술요인을 DOI로 대체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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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양산업에서 빅데이터 적용현황

1. 해운분야

1)해운업의 ICT 도입배경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

던 보수적인 해운기업도 ICT 핵심기술로 꼽히는 사물인터넷(IOT), 빅데

이터, 클라우딩 컴퓨터, 인공지능(AI)등의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점점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해운산업은 전 세계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고정자산의 투자비중이 큰 산업이기 때문

에 실제 디지털 관점에서는 다른 물류업종에 비해서는 수십 년간 기술이 

뒤쳐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통

적인 해운업의 역할은 점점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ICT기술 융·복

합으로 글로벌 공급방의 기반은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운시장에서의 성공과 경쟁력은 어떻게 선박과 화

주, 화물을 확보하는데 달려 있었으나 해운 호황기를 지나 선박공급이 

과잉되는 불황이 지속되면서 이를 극복할 생존전략으로 빅데이터, IOT 

투자를 통한 가시성 확보와 선박운항 효율성 개선을 통한 운영비 절감 

등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최근 해운시장의 치킨게임에

서 살아남기 위해 전통 해운산업에 ICT를 접목시켜 새 비즈니스를 창출

한다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기존처럼 

선박에 화물만 채우는 사업으로 수익성을 얻으려 하기 보다는 ICT 시스

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 

ICT 기술은 해운업의 안전과 스마트화, 친환경 부문에 도움을 줄 뿐 아

니라 비용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기술로 여겨진다. 통신기술

의 발달로 과거보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양이 훨씬 많아지면서 비

용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가 해운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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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GPS와 인공위성을 통해 선상과 육상이 실시간 연결되면서 선박의 

실시간 유지보수와 화물상태 관리 및 추적, 효율적인 선박운행 경로, 선

박안전 및 보안강화, 선상 인터넷 통한 선원 복지 증대 등 해운업의 지

속가능한 성장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2)주요 해외선사의 빅데이터 도입 사례

하파그로이드는 2016년 초반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개발업체인 

XVELA와 파일럿 프로그램을 최초로 진행하였다. 실시간 정보공유 솔루

션으로서 하파그로이드의 운송공급망이 한층 투명해지고, 공급망 참여자

들의 자산과 자원 투입 결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 컨테이너 3사의 NYK, K라인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

출을 감소시켰다. 양사는 2015년 선박의 에너지 절감기술과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절감목표 이상을 달성하였다. NYK는 2011년 목표

치인 10%를 뛰어넘는 14.3%의 탄소배출을 절감하였으며 K라인은 에너지 

절감기술과 빅데이터로 2015년에 13.6%의 탄소배출 절감을 이뤘다.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는 ICT 기술을 가장 빠르게 해운업에 적용시

켰으며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컨테이너 전선대의 디지털화 전략을 추진

중이며, 중국 알리바바와 협력을 맺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컨테이너 부

킹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머스크는 이를 위해 매년 수천만 달러를 투자

해왔으며 오는 2018년까지 모든 선박이 디지털로 연결될 것으로 목표하

고 있다. 2016년 7월 에릭슨은 머스크의 400여척의 컨테이너선에 운영 

컨설팅을 포함한 이동통신/VSAT 기반 컨테이너 트래킹 솔루션 전반의 

설치 및 시스템 통합 작업을 통해 선박과 선적된 컨테이너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박연료 절감을 위한 최적 항로를 계산하는 서비스

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네트워크의 개선과 육·해상 

간 이동통신의 혁신적인 통신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엔드투엔드

(End to End)라는 컨테이너 트래킹 솔루션은 기존의 단일 GSM 안테나



- 28 -

를 통해 장애가 발생하는 음영지역 없이 선박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효

율적인 연결성을 제공한다. 또한 냉동컨테이너에 부착된 RCD(Remote 

Container Device)에서 실시간 정보를 선박 내 대부분의 지역을 효과적

으로 커버하도록 설계된 GSM 기지국을 통해 수집해 해상·육상간 실시

간 통신을 한다. 이러한 신속한 네트워크킹을 통해서 문제해결 방안을 

선제적으로 도출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을 이끌 수 있다.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최적화 항로 개발, 냉동컨테이너 유지관리, 장비의 효

율적 활용, 업무 자동화 및 데이터 품질 개선, 해상 운송 보험료 절감, 

대고객 실시간 운송 정보 제공 및 선원 복지향상 등 대내외적으로 해운

시장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을 하고 있다. 

CMA CGM은 2012년부터 프랑스의 해운스타트업 기업인 'Traxens'와 

협력해 빅데이터를 비롯한 R&D 투자를 강화해오고 있다. 지난 5월 CMA 

CGM은 세계 최초로 1만8000teu급 컨테이너선인 ‘CMA CGM 

Bougainville’호에 트라센(TRAXENS) 기술을 적용해 아시아-북미서안 항

로의 PRE(Pearl River Express) 서비스에 투입했다.

트라센은 해상이나 육상에 있는 컨테이너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선박, 화주, 보험사, 세관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다. 서비스에 투입된 컨테이너선에서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센터를 통해 

CMA CGM 본사(프랑스 마르세유)에 전송되며 이 정보는 컨테이너의 현

재 위치, 습도, 온도, 진동, 상태, 통관진행상태 등이며, 냉동컨테이너의 

경우 원격으로 온도제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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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년도),“4차산업혁명과 조선산업 대응”

<그림 Ⅱ-10> 주요 해운사의 ICT 융합기술 적용

2. 항만분야

그동안 항만 터미널 내 ICT기술은 규모에 집중해 왔다. 선박이 대형화

됨에 따른 대형선의 입항과 빠른 서비스를 위해 항만들은 우선 항만의 

규모에 따른 인프라를 갖추고 대형선 처리를 위한 겐트리크레인 등 장비 

확보를 우선으로 여겼다. 최근 들어 ICT 기술의 발달로 항만내 데이터의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단순한 데이터 집계를 통한 자료를 분

석하고 처리하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과 클라우

딩 시스템을 통한 진보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IoT(사물인터넷)와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해 항만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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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보안, 안전성, 친환경성을 높이는데 이러한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IT기반의 터미널

운영시스템은 항만내의 자원 이용을 최적화하여 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

시킬 수 있는 지능형항만으로 변화될 것이다.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5

<그림 Ⅱ-11> 항만물류산업 적용 가능한 첨단 ICT 

부산신항의 PNC터미널과 HJNC 등에 자동화 터미널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완전 자동화를 통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HJNC에 따르면 

컨테이너와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함에 따

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물류 입·출 관리를 하고, 이러한 무인 자동화 시

스템에 따라 터미널 운영 효율을 10~15% 높였다. 또한 항만 물량 처리

속도가 증가하고, 크레인의 동선이 최적화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감소하

는 등 물량처리 비용절감으로 운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현장 야드의 자동화뿐 아니라 항만 개발과 본선 하역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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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빅데이터는 계속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희(KMI)에 따르면 

빅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면 물리적 공간과 장비 없이도 항만 처리능력

을 현재의 2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항만 터미널과 배후단지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터미널 이용자

의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생산성과 

효율성 뿐 아니라 탄소규제에 따른 그린포트 구현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료 :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www. busanpa.com

<그림 Ⅱ-12> IOT MOU 개념도

인천항만공사 IPA는 2016년 2월부터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내의 상황

과 터미널주변 교통상황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싱글윈도우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터미널의 선석배정, 야드장치, 본선작업현황과 

같은 터미널 상황정보와 화물정보, 터미널인근 CCTV 영상을 통하여 교

통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IPA의 각 터미널 기항하는 선박운항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 BPA는 해운·항만·물류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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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여 환적화물 물동량 흐름패턴 분석, 수출입화물 물동량 흐름패턴 

분석, 환적 수출입화물 물동량 트렌드 변화 감지·환적 수출입 화물 물

동량 이상 감지 및 예측, 터미널 생산성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공컨테

이너 현황 분석, 세관 수출입 화물 현황분석, 부산항 기항업체 선박 현

황 분석, 인센티브 지급 현황 분석 등 총 21개 서비스로 운영한다 하였

다. BPA에 따르면 해운항만물류 DB 및 분석시스템 1단계를 시작으로 부

산항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목적으로 데이터 통합센터 및 4차 산업혁

명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SMART 항만을 추진한다 하였다.

부산신항 PNC터미널에 국내 항만 최초로 DR(Disaster Recovery)센터를 

지난 2012년 싸이버로지텍에서 구축하여 운영중이며 기존 DR시스템과 

다르게 실시간 데이터 복제이외에 가상 솔루션 기반으로 항만내의 자동

화 장비 및 기타 내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PNC 터미널은 천재지변, 기타 사이버 테러 등으

로 터미널 전산자원이 손상, 파괴됐다 하더라도 DR 센터를 활용해 전산

자원의 즉각적이며 순차적인 복구 및 비즈니스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

다. 또 3시간 이내 RTO(Recovery Time Objective)를 목표로 구축돼 국내

외적으로 항만 운영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울산항만공사 UPA에 따르면 물류산업 경쟁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운항만물류 플랫폼으로서 항만을 이용하는 여러 기업들

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동량 분석 및 통계에 빅데이

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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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해양수산전망대회 www.kmi.re.kr

<그림 Ⅱ-13> 항만에서의 IoT의 활용

3. 조선분야

조선도 제조업의 한 부분으로 간주한다면 제조업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나 조선업의 경우 국내 대우조선해양과 현

대중공업 이외는 학술적 성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

근 조선해양산업 분야에서도 ICT 융합기술이 중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

으며 국내 조선업체는 스마트십과 스마트야드, 스마트운항 등 ICT 기술

에 있어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2016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도 ICT 기술은 핵심쟁점이었으며 정

부는 스마트 선박 육성방안으로 선박자율운항시스템, 원격관제시스템, 

센서 등 핵심기술 개발에 5년간 350억원을 지원한다고 .(해양한국,“4차 

산업혁명시대의 해사산업계”,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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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십(Smart Ship)은 선박 엔진과 제어기, 각종 기관 등의 운항 정

보를 위성을 통해 육상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박 내 통

합시스템을 원격 진단 및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이다. 스마트십의 

기대효과는 비용 최소화로 선주와 해운사에 원격 모니터링해 지능적 진

단 및 유지보수 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되고 고장기간이 감소된다.

<표 Ⅱ-6> 스마트쉽의 정의 및 핵심 기능

스마트쉽의 정의 스마트쉽의 핵심기능

조선·해운 등 가치사슬과 연결되어

(connected)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지능적 연계

(Smart Connectivity)

스스로/원격(remote)으로 진단하고 

관리(monitoring& maintenance)

지능적 제어

(Smart Control)

최소 에너지로 안전하고 오염물질이 

적은 자율(auto)·원격 운항이 가능한 

선박

효율적 에너지

(Efficient Energy)

스마트 쉽 서비스에 필요한 ICT 기

술, 국제 표준, 국내외 규약

원격유지보수, 안전/진단

(Smart Maintenance)

(Self Diagnostics & Safe)

스마트 쉽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기

자재, 소재 및 플랫폼 기술을 포함

자율운항

(Autonomous Navigation)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차산업혁명과 조선산업 대응, 재인용

현대중공업은 2015년 8월에는 선박 운항과 적재 화믈, 항만 물류정보 

등을 연결하는 ‘커넥티드 스마트십(connected smart ship)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여 디지털 기술과 해운산업 정보를 결합하여, 해상 운송부터 

하역, 육상 운송에 이르기까지 해운산업의 전체 밸류체인(Value Chain)

을 종합 관리한다. 또한 2016년 5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십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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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으며 해상의 위험물을 자동으로 탐지해 충돌을 예방하는 ‘충돌 회

피 지원시스템’을 탑재해 선박의 안전성을 높이고, 각종 기자재에 대한 

이상 여부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예방 진단함으로써 선박의 유지보

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했다. 또한 2018년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선박연료사용량 데이터 수집 의무화 규제에 필요한 연간 연료 

소비량, 항해 거리, 운항시간도 제공하는 등 국제 환경 안전 규제에 탄

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년도), “4차산업혁명과 조선산업 대응”

<그림 Ⅱ-14> 스마트 친환경 선박

원천기술 : 스마트 친환경 선박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로 산업 고부가가  

             치의 핵심

융합제품 : 스마트 선박 공통 플랫폼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실증연구 : 스마트 친환경 기자재 산업 분야의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선박 신수요 예측 플랫폼 및 MRO 서비스 모델 

개발하였다. 선박 신조 수요 예측 및 Segment별 선박 발주량 예측을 바

탕으로 한 선박 신수요 예측 플랫폼을 통해서 최적 MRO 패키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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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고객 추정, 선박 실 운항 데이터 분석, 선박 기자재 상태진단 시뮬

레이터 분석 등을 통한 선박 MRO 서비스 모델을 설정하고 조선소 관점

의 시장 전망과 시장(고객)에 필요한 제품 및 기술을 최적기에 개발하여 

제품 수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적 MRO 패키지 제공을 

통한 고객사의 비용 및 납기 절감, 국내 선박 MRO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매출 성장에 목적을 두고 있다. (POSTECH www. postech.ac.kr)

자료 : POSTECH 홈페이지, www. postech.ac.kr

<그림 Ⅱ-15> 조선업 BIG DATA 전략모델 -POSTECH

4. 기타 해양산업

1)한국선급(KR)

한국선급은 INDUSTRY 4.0(4차 산업혁명) 시대로 ICT센터에서 해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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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소기술 연구를 통해서 해사분야 빅데이터

로는 상태기반 유지보수(CBM : Condition-Based Mornitoring & 

Maintenance), 이네비게이션, SEEMP 기반 운항경로 등을 포함, 향후 

‘해사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를 축적, 분석하여 고객의 가

치를 창출하는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인적 과

실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첨단 ICT기술을 기존 항법기술에 융·

복합하고 선박 항해설비의 표준화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는 이네비게이션 

도입을 결정, 2020년 시행할 예정이다.(해양한국,“4차 산업혁명시대의 

해사산업계”, 2017년 4월) 

2)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사안전국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

되던 e-Navigation 대응체계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사고의 획기적 예방

뿐 아니라 연관 산업의 융복합 발전을 위한 촉매로써의 e-Navigation 기

능을 2014년 11월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 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을 시작하였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e-Navigation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필요에 따라 추진하고 있고 GICOMS 기존 DB

와 선원 여객정보 추가연계를 통해 각종 해사안전정보의 통합 전산시스

템을 구축하여 선박모니터링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해양한국 2017.8 특집기획 항만터미널분야-빅데이터,IOT,드론,로봇활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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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 mof.go.kr

<그림Ⅱ-16> e-Navigation 개념도

3)기타

KL-NET 지난 2015년부터 수출입물류를 온라인으로 원스톱 처리하고 

물류흐름의 가시성을 제공하는 ‘통합물류플랫폼’ 구축하고 있으며, 선

박위치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항로정보의 가시성을 제공, 물류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및 선박 운항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적용 모델을 지속적

으로 개발하고 있다. KL-NET에 따르면 이를 통해 전 세계에 항행하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와 적하목록 데이터를 접목하여 항만, 해역, 해

상교통 거점을 항해하는 해운 물류 부분에서 물동량 예측과 운임지수 결

정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가치적 변수값을 제공하고 항구별 장치장 공급

까지 예측할 수 있다 하였다.

선박엔진고장예측시스템(e-CBM) 투그램시스템즈가 e-CBM을 개발하여 

선박에 테스트 적용중이며 이것은 선박엔진에서 추출한 각종 정보를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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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술로 분석해서 현재 상태를 진단, 고장을 비롯한 앞으로의 변

동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온도·소리 등 엔진에서 발생하

는 단순 정보를 활용한 기존 시스템과 다르게 수백가지 엔진 내 세부 정

보를 빅데이터로 실시간 분석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한다. 선주나 

선사 등 사용자가 입력 데이터의 종류, 수량, 진단 값 등을 설정할 수 

있어 정보 유출 위험이 낮다.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시킨 가장 정확한 최

신 선박용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스마트물류가 효과적으로 발현되기 위

해서는 차세대 물류기술로 부각되는 빅데이터 기술이 필수적이다. 로이

드선급(Lloyd's Register)이 키네틱(QinetiQ)사, 사우샘스턴대학과 공동 연

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적이고 경제성을 갖춘 스마트 선박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커뮤니케이션, 센서, 로보스틱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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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모형의 설정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빅데이터를 해운항만분야에 도입하고자 하

는 노력이 지대해짐에 따라 빅데이터를 막 도입했거나 빅데이터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해운항만기업에서 빅데이터 사용의도를 높여줄 방안이 절

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운항만기업을 대상

으로 빅데이터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운항만기업의 빅데이터 사용의도를 해운항만기업의 

전략기획부서나 정보시스템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 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인지도가 일반사원들에게

는 높지 않고, 빅데이터를 도입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극소수 인 관계로 빅데이터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개인을 대상으

로 빅데이터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가 조직의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최고경영층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때로는 자의보다는 기업이 처한 환경적 압박에 대처할 수 있

는 수단인 점에서 TOE모형과 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기술로 보고 

혁신확산이론모형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적합한 변수들을 도출하여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구성하여 <그림 Ⅲ-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

였다. 개인차원에서 빅데이터 사용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빅데이터 도입

이 조직차원의 도입이지만 개별적인 의도를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Mumtaz et al.(2012)는 ICT의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연구에서 TOE에서 

기술적 요인 대신에 혁신적 요인을 포함시켜 도입을 연구하였다. 즉, 

TOE에서 기술적 요인, 조직적 요인, 환경적 요인 중에서 기술적 요인 

대신에 혁신특성인 혁신확산모형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혁신확산모형

의 변수들이 TOE의 기술특성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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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mtaz et al.(2012) 연구에서는 TOE의 기술적 요인대신 혁신 요인인 

혁신확산이론 변수를 대신하였고, ICT 제품의 도입과 도입 이후에 제품

을 확장하여 사용하는 단계까지 적용하였다.

<그림 Ⅲ-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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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설 설정

1. 혁신확산모형과 TOE의 기술요인과 기대성과 간의 가설

먼저 TOE의 기술요인과 기대성과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Roger(2003)은 상대적 이점을 혁신이 기존의 아이디어보다 더 좋은 정

도로 정의하였으며, 매출증대와 같은 전략적 효과와 비용절감 같은 운용

적 효과를 분명히 발생시키는 혁신은 도입에 큰 촉진을 줄 것이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복잡성을 혁신이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

운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호환성을 혁신이 도입자의 기존 가치와 현재 

필요성과의 적합한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Crump(2012)는 복잡성에 관하

여 빅데이터 시스템이 기존업무에 쉽게 통합될 수 있다면 도입에 더 용

이할 것이라고 하였다. Sila(2010)은 상호운용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도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

였으며,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존 시스템과 유사하여 호환

성이 있고 사용이 용이하다면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운항만기업의 빅데이터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중 기술적 요인, 조직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과 세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기술적 요인에는 상대적 이점,

복잡성 그리고 호환성 3가지 수준으로 세부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빅데이터의 상대적 이점은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기대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빅데이터의 복잡성은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기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빅데이터의 호환성은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기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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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E의 조직적요인과 기대성과 간의 가설

Lancaster et al.(2006)은 시스템 도입은 큰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고, 규

모가 큰 회사에서 좀 더 쉽게 도입이 될 수 있다는 규모의 조직 장점을 

언급하였고, 회사의 규모는 ICT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

였다. 규모가 큰 회사는 자원, 유연성과 리스크를 잘 관리하기 때문에 더 

쉽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주장하였다.

Tarofder et al.(2010)은 ICT를 도입하는데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

해서는 경영층의 지원은 조직의 비전, 직원의 비전 또는 확신에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Vong et al.(2014)는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경영층의 지원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도

입하는데는 큰 비용이 수반될 뿐만아니라 업무 프로세스까지 영향을 주

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경영층의 지원에 따라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번째 조직적 요인

에는 조직의 규모와 최고경영층의 지원 2가지 수준으로 세부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4: 조직의 규모는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기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최고경영층의 지원은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기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TOE의 환경적요인과 기대성과 간의 가설

Mansfield(1997)은 시장의 경쟁정도를 환경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시

장에서의 경쟁정도가 증가할수록 혁신의 확산을 자극한다고 주장하였다.

Dasgupta(1999)에 따르면 경쟁자의 압박은 조직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

함으로써 경쟁우위에 있게 하여 많은 연구에서 전산화 수준에 중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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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고 e-Business를 수용하여 사용하는데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Zhu & Kraemer(2005), Zhu et al.(2004)는 심한 경쟁을 하는 기업

일수록 IT 기술의 수용 압력을 강하게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Jeyaraj et al.(2006)은 IT 도입 확산과 촉진요인으로 경쟁 정도와 

외부압력이 환경적 요인으로 유의하다고 주장하였다.

Umanath & Campbell(1994)에 따르면 정부의 규범에 대한 변화가 

e-Busines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Dasgupta et al.(1999), Zhu & Karemer(2006)의 연구에서도 정보의 정

책적인 요인들이 기업의 정보시스템 도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또한 Zhu et al.(2006)에 따르면 규범적 환경은 IT 혁신 

확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규범적 

요인은 기업의 IT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결국 수용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세 번째 환경적 요인의 변수로는 경

쟁자의 압력과 규정지원 2가지 수준으로 세부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빅데이터에 대한 경쟁자의 압력은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기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빅데이터에 대한 규정지원은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기대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기대성과와 사용의도 간의 가설

기대성과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업무수행 효과와 직무성과의 향상 정

도를 의미한다. 기대성과는 일관되게 도입 또는 행위의도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친다.(Venkatesh and Morris, 2000; Davis et al., 1992)

가설 8: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기대성과는 사용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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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면밀하게 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였으며 관련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표 Ⅲ-1>과 같이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해운항만기업의 빅데이터 사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각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술적 요인에는 상대적 이점, 복잡성, 호환성의 3

가지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대적 이점은 신속한 업무처리와 업

무의 질적 향상, 쉬운 일 처리 그리고 가치 향상의 정도를 말한다. 둘째 

복잡성은 기존 방식보다 업무처리가 쉬우며 현재업무와도 쉽게 연계가 

되어 빅데이터 도입과정에서 이해와 사용이 쉬운 정도를 말한다. 셋째, 

호환성은 업무방식에 적합한 정도를 말한다.

<표 Ⅲ-1> 기술적 요인 측정도구 및 관련연구

변 수 측정 도구 관련 연구

상대적 

이점

신속한 업무 처리

업무의 질적 향상

쉬운 일 처리

가치 향상
Moore and 

Benbasat(1991);

Wu and Wu(2005);

Robinson(2009);

이선우(2016) 

복잡성

기존방식보다 업무처리가 쉬움

현재업무와 쉽게 연계

도입과정에서 기술적 어려움이 없음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쉬움

호환성

업무의 모든 관점에서 적합

업무스타일과의 일치

업무방식에 적합

업무방식에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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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요인에는 기업의 규모와 최고경영층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란 매출액 규모, 종업원 수와 같은 전체적인 규모를 말한다. 

최고경영층의 지원은 경영층의 빅데이터의 이해정도, 도입의 적극성, 사

용의 권장정도를 말한다.

<표 Ⅲ-2> 조직적 요인 측정도구 및 관련연구

변 수 측정 도구 관련 연구

조직

규모

매출액 규모

종업원수
Lancaster et 

al.(2006);

Tarofder et 

al.(2010);

Chan et al.(2012); 

Vong et al.(2014); 

Lian et al.(2014)

최고경영층 

지원

빅데이터 이해정도

빅데이터 도입의 적극성

빅데이터 사용의 권장 정도

빅데이터 대한 아이디어 유무

환경적 요인에는 경쟁자의 압력과 규정지원으로 분류하였다. 경쟁자의 

압력이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빅데이터를 사용하도록 받는 압

박, 경쟁자의 빅데이터 사용유무, 고객들로부터의 요구와 빅데이터 미 

사용시 받는 타격 정도를 말한다. 규정지원이란 기업의 법적 정보보호 

규정과 빅데이터 사용에 필요한 법규의 유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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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환경적 요인 측정도구 및 관련연구 

변 수 측정 도구 관련 연구

경쟁자의 

압력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빅데이터를 사용 압박

경쟁자의 빅데이터 사용유무

고객들의 빅데이터 사용요구

빅데이터 미 사용시 받는 타격

Dasgupta(1999);

Venkatesh et 

al.(2003);

Zhu et al.(2006a); 

Fuksa(2013); 

Borreo(2013)

규정지원

기업의 법적 정보보호 규정 유무

빅데이터 사용에 필요한 법규의 유무

정부의 법안 지원

기대성과의 정의는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조직 및 개인 업무성과 

향상 기대 정도를 말하며 <표 Ⅲ-4>와 같은 측정도구로 분류하였다.

변 수 측정 도구 관련 연구

기대성과

신속한 업무 진행속도

주어진 시간 내 업무 완수정도

직무성과 향상 정도

업무관련 의사결정 시간 단축

Mayers et 

al.(1997);

Delone and 

McLean(2004); 

Venkatesh et 

al.(2003)

<표 Ⅲ-4> 기대성과 측정도구 및 관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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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측정 도구 관련 연구

사용의도

빅데이터를 업무에 적용 여부

빅데이터를 앞으로 적극적 사용의향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여부

Davis et al.(1989);

Agarwal and 

Karahanna(2000);

Im et al.(2010);

Lai and Lai(2014)

사용의도의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지속적인 사용의도 정도를 말하며 

<표 Ⅲ-5>와 같은 측정도구로 분류하였다.

<표 Ⅲ-5> 사용의도 측정도구 및 관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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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해운항만기업의 빅데이터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기 위해 해운선사,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공사의 전략기획부

서나 정보시스템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

다.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2주 동안 우편, 전자우편,

방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을 회수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은 기술적 요인, 조직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관한 변수들과 기대성과 및 

사용의도의 측정도구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200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55개의 유효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인구통계특성 및 빈도분석을 하

였으며. PLS(Smart-PLS 3.0)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분석 및 가설검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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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연구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해운항만기업의 빅데이터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해운선사,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공사의 전략기획

부서나 정보시스템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

였다. 설문의 신뢰도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빅데이터에 대한 인지

도가 비교적 높은 부서의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우편, 전

자우편, 방문을 통하여 총 200부 배포 설문 중 155개의 유효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Ⅳ-1>에서는 본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

타내고 있다.

첫째, 총 155명의 설문대상자 중 빅데이터를 도입한 응답자가 23명

(15%), 도입하지 않은 응답자가 132명(85%)으로 빅데이터를 도입하지 

않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둘째, 업종별로는 해운선사 77명, 컨

테이너터미널 52명 이었으며, 항만공사 24명 그리고 기타 2명으로 해운

선사가 77명(50%)으로 가장 많았다. 셋째, 근부부서는 전략기획부서가 

78명, IT관련부서 74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였다. 넷째, 연령은 

20~30세 20명, 30~40세 79명, 40~50세 49명, 50세 이상은 7명이었으

며, 연령대가 30~40세 범위가 79명(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으며, 그 다음으로는 40~50세 범위가 49명(32%)으로 많았다. 다섯째, 

직위는 사원/계장급은 28명, 대리급은 48명, 과장/차장급은 56명, 부장

급은 21명, 임원급은 2명이었으며, 직위가 과장/차장급인 대상이 56명

(3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리급이 48

명(31%)으로 많았다. 여섯째, 근속 연수는 1년 미만이 9명, 1~5년 미만

이 47명, 5~10년 미만이 44명, 10~20년 미만이 41명, 20년 이상이 14

명이었었다. 일곱째, 종업원 수는 50명 이하가 8명, 50~100명 이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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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 100명~300명 이하가 67명, 300명~500명 이하가 16명, 500명 

이상은 29명 이었으며, 종업원 수가 300명~500명 이하인 기업이 67명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명~100명 

이하인 기업이 35명(23%)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연매출 규모는 

300억 이하가 6명, 300억~500억 이하가 19명, 500억~1,000억 이하가 

41명, 1,000억~3,000억 이하가 34명, 3,000억 이상이 55명으로, 연매

출 범위가 가장 큰 3,000억 이상이 55명(35%)로 가장 많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징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근부부서가 전략기획부서와 

IT관련부서가 전체의 152명(98%)를 차지하였고, 직위는 대리급이상 부

장급이하가 전체의 135명(81%), 근속년수는 5년이상 20년이상이 전체

의 99명(63%)를 차지하였다. 이는 초기에 실증분석을 위해 의도하였던 

실증대상 표본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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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도입유무 응답자 수(비율) 근무부서 응답자 수(비율)

도입함 23(15%) 전략기획부서 78(50%)

도입하지않음 132(85%) IT관련부서 74(48%)

Total 155(100%) 기타 3(2%)

업종 응답자 수(비율) Total 155(100%)

해운선사 77(50%) 연령 응답자 수(비율)

컨테이너터미널 52(34%) 20~30세 20(13%)

항만공사 24(15%) 30~40세 79(51%)

기타 2(1%) 40~50세 49(32%)

Total 155(100%) 50세 이상 7(5%)

연매출 규모 응답자 수(비율) Total 155(100%)

300억이하 6(4%) 직위 응답자 수(비율)

300~500억 19(12%) 사원/계장급 28(18%)

500~1,000억 41(26%) 대리급 48(31%)

1,000억~3,000억 34(22% 과장/차장급 56(36%)

3,000억 이상 55(35%) 부장급 21(14%)

Total 155(100% 임원급 2(1%)

종업원 수 응답자 수(비율) Total 155(100%)

50명 이하 8(5%) 근속년수 응답자 수(비율)

50명~100명 이하 35(23%) 1년미만 9(6%)

100명~300명 이하 67(43%) 1~5년 47(30%)

300명~500명 이하 16(10%) 5~10년 44(28%)

500명 이상 29(19%) 10~20년 41(26%)

Total 155(100%)
20년 이상 14(9%)

Total 155(100%)

<표 Ⅳ-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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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PLS 분석 기법을 사용

하였다. PLS분석을 통해서 이론적인 구조 모형에 대한 평가와 측정모형

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또한 PLS는 주성분(Principle 

Component Analysis)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표본크기와 변수 및 잔차에 

대한 정규분포 제약이 없어 탐색적 연구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Gefen 

and Straub, 2005). 그리고 PLS는 모수추정법에 있어 최대우도법이 아

닌 최소제곱법을 사용하여 예측오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World, 

1996). PLS 분석은 측정모델의 분석과 구조모델의 분석 등 2단계로 나

누어 진행되는데, 측정모델은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집중타당성 그리고 

판별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신뢰성은 안정성(s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예측가능성

(predictability), 정확성(accuracy) 그리고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등

으로 표현될 수 있다. 신뢰성이란 유사한 측정도구 혹은 동일한 측정도

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복 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뢰성의 기본적인 의의는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을 높일 수 있으나 결과해석에 대한 필요조건일 뿐이며 충분조건은 아니

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측정변수 값에는 측정 오차가 존재하며, 측정오

차는 제거 가능한 체계적 오차와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무작위 오차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연구를 통해 체계적 오차가 제거된 상태로 가정한다

면 측정변수의 값은 관측이 블가능한 실제값과 무작위 오차로 구분되는

데, 이 경우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값의 분산에서 실제값의 분산이 차

지하는 바로 정의 된다. PLS에서는 측정 항목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과 유사한 복합신뢰성(Composite Reliability)과 평

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이용한다.

내적 일관성에 대한 전통적인 기준은 Cronbach's Alpha 값이다. 이 

값은 측정문항 간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도에 대한 추정값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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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준다. 따라서 신뢰성검증은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 값으로 평가하였으며 이 값은 측정문항 간 상관관계를 기

반으로 한 신뢰도에 대한 추정값을 제공해 준다. 전통적인 Cronbach's 

Alpha 값은 PLS 모형에서 잠재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에 대한 신뢰성을 

과소추정 값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PLS 모형이 복합 신뢰성

(composite reliability, CR)의 다른 측정값을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고 볼 수 있다(Werts et al,. 1974). 복합신뢰성은 측정항목들이 서로 다

른 적재값을 가지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Cronbach α 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한다. 대부분 연구자들은 잠재변수는 각 측정항목의 분산의 상당부

분을 설명(보통 50% 이상)해야 한다고 가정을 한다. 즉 잠재변수와 그

것의 각 측정변수 간 절대 상관관계는 0.7 이상이어야 내적 일관성이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다(Nunnally and Bernstein 1994). 그리고 0.6도 활용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Bagozzi and Yi, 1988) 반면에 0.6 이하

는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복합신뢰성와 평균

분산추출 값을 이용하였으며, Fornell and Larcker (1981)에 의해 제안

된 CR 값의 경우 보통 0.7 이상일 때, Barclay et al. (1995)에 의해 제

안된 AVE 값의 경우 0.5 이상이면 측정변수들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

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 중, 복잡성3, 경쟁자의 압력2, 

경쟁자의 압력3, 규정지원3은 요인적재값이 0.7이하로 나와 분석에서 제

외되었으며, 나머지 변수들의 신뢰성과 집중타당성의 결과는 <표 Ⅳ-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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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요인적재치 t-value C.R. AVE
Cronba

ch's α 

상대적
이점

상대1 0.805 24.026

0.867 0.621 0.795
상대2 0.809 21.143

상대3 0.822 33.429

상대4 0.710 12.394

복잡성

복잡1 0.879 39.155

0.878 0.706 0.792복잡2 0.831 17.720

복잡4 0.808 21.965

호환성

호환1 0.792 20.873

0.907 0.710 0.862
호환2 0.896 45.634

호환3 0.889 47.068

호환4 0.788 20.816

조직의 
규모

규모1 0.958 7.137
0.866 0.765 0.728

규모2 0.783 4.601

최고
경영층

의 
지원

최고1 0.892 22.094

0.955 0.842 0.938
최고2 0.945 103.859

최고3 0.946 91.462

최고4 0.885 23.573

경쟁자 
압력

압력1 0.865 28.989

0.916 0.785 0.863압력4 0.888 39.956

압력5 0.904 65.706

규정
지원

규정1 0.939 72.181
0.941 0.888 0.874

규정2 0.945 74.309

기대
성과

성과1 0.899 49.792

0.931 0.770 0.901
성과2 0.879 43.043

성과3 0.862 40.128

성과4 0.869 39.767

사용
의도

의도1 0.902 47.106

0.940 0.797 0.915
의도2 0.907 42.975

의도3 0.842 34.688

의도4 0.919 58.823

<표 Ⅳ-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집중타당성



- 56 -

　
변수　

추출된 평균분산의 제곱근 값

상대적
이점 복잡성 호환성 조직의 

규모

최고경
영층의 
지원

경쟁자 
압력

규정
지원

기대
성과

사용
의도

상대적
이점 0.788

복잡성 0.500 0.840

호환성 0.617 0.520 0.843

조직의 
규모 0.162 0.026 0.096 0.875

최고경
영층의 
지원

0.511 0.438 0.513 0.232 0.917

경쟁자 
압력 0.446 0.295 0.447 0.313 0.567 0.886

규정
지원 0.398 0.393 0.442 0.227 0.681 0.473 0.942

기대
성과 0.734 0.550 0.688 0.190 0.599 0.585 0.443 0.878

사용
의도 0.622 0.479 0.575 0.192 0.688 0.628 0.561 0.782 0.893

(Coefficients of diagonal are square root of AVE)

둘째, 연구 모형에 포함된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에 대한 개념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조사하였다. 우선 집중타당성

은 측정항목들이 그들의 단일 차원성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

다. Fornell and Larcker(1981)는 집중 타당성 기준으로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의 사용을 제시하였다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상회할 경우(Fornell and Lancker,1981)나 0.5이상

일 경우 (Hair et al., 2009)에는 판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모델은 신뢰성과 판별성에 대한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뢰성 및 집중타당성의 결과는 <표Ⅳ-2>, 판별타당성

의 결과는 <표Ⅳ-3>과 같다. 

<표  Ⅳ-3> 변수 간 상관계수와 AVE의 제곱근 값(판별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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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분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Ⅳ-1>과 같다. PLS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의 해석은 경로계

수의 크기, 부호, 통계적 유의성, 선행변수들로 설명되는 최종 종속변수

의 결정계수( R 2) 등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의 가설 검정은 PLS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실행되

었다.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토된 요인에 대해 측정모형을 이

용하여 각 변수간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

다. t값은 표본자표로부터 복원추출에 의해 동일한 분포를 갖는 측정치

를 추정하는 방식인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통한 반복추출 서브샘

플링(500개) 생성을 통해 계산되었다. 

연구모형을 PLS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한 경로계수로 각 가설을 검

증한 결과를 보면 첫째, 기술적 특성에 해당하는 상대적 이점, 복잡성, 

호환성의 경로계수는 상대적 이점의 경우 0.366(t값=5.574, p<0.01), 복

잡성의 경우 0.138(t값=2.108, p<0.05), 호환성은 0.249(t값=4.041, 

p<0.01)의 값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가설1, 2, 3은 채택되었다. 

두 번째, 조직적 특성에 해당하는 조직의 규모와 최고경영층의 지원에 

대한 경로계수 값은 조직의 규모가 0.018(t값=0.422)로 기대성과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는 지지되지 못하였으며, 최고경영층의 지원은  

0.148(t값=2.225,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5는 채택

되었다. 세 번째, 환경적 특성에 해당하는 경쟁자 압력과 규정지원에 대

한 경로계수 값은 경쟁자 압력이 0.215(t값= 3.585, p<0.01)로 기대성

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규정지원은  

-0.074(t값=1.191)로 기대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6은 채택되었으나 가설 7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

로 기대성과와 사용의도 간의 가설에 대한 검정결과 경로계수 값이 

0.782(t값=0.782,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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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8은 채택되었다.

또한 본 구조모형에서 설명되는 기대성과의 R 2의 값이 0.701로 나타

나 독립변수들과 기대성과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모형의 설명력은 크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들과 기대성과를 매개로 한 빅데이터 사

용의도에 관한 모형의 설명력 역시 0.611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 Ⅳ-1> PLS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부트스트랩 방식은 PLS 경로모형에서 주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

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Tenenhaus et al., 2005). 부트스트랩 리

샘플링 기법은 예측통계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를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각 샘플링으로부터 통계 분포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Efron, 1979). 일반적으로 공분산기반 구조방정식은 모형의 적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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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적합도 지수(global fit)가 개발되었다. PLS의 

경우 주로 SRMR값에 따라서 값이 0.08보다 작을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PLS 경로모형의 전체 적합도는 <표 Ⅳ-4>와 같

다. <표 Ⅳ-4> 하단에 제시된 바와 같이 0.066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높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PLS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고 <표 Ⅳ-4>에 분석결과를 

요약하였다.

경로 경로계수 t-value p-value
가설지지

유무

상대적 이점->기대성과 0.366 5.574** 0.000 지지

복잡성->기대성과 0.138 2.108* 0.036 지지

호환성->기대성과 0.249 4.041** 0.000 지지

조직의 규모->기대성과 0.018 0.422 0.673 기각

최고경영층의 지원 

->기대성과
0.148 2.225* 0.027 지지

경쟁자 압력->기대성과 0.215 3.585** 0.000 지지

규정지원->기대성과 -0.074 1.191 0.234 기각

기대성과->사용의도 0.782 21.318** 0.000 지지

Model Fit (SRMR) 0.066

* p<0.05 ** p<0.01 (one-tailed tests)

<표  Ⅳ-4> PLS 경로분석 결과

제4절 분석 결과

첫째 기술적 특성과 기대성과 간의 가설검정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상대적 이점이 기대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로계수가 0.366이

고, t-값이 5.574로써 p<0.01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1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복잡성이 기대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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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계수가 0.138이고, t-값이 2.108으로써 p<0.05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2를 지지한다. 호환성이 기대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은 경로계수가 0.249이고, t-값이 4.041로써 p<0.01 유의수준에서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3을 지지한다. 

둘째, 조직적 특성과 기대성과 간의 가설검정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의 규모가 기대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대성과에 미치는 영

향력은 경로계수가 0.018이고, t-값이 0.422로써 정(+)의 영향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가설4는 기각되었다. 이를 통해 해운항만기업 구성원들의 빅

데이터에 대한 기대성과는 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최고경영층의 지원이 기대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은 경로계수가 0.148이고, t-값이 2.225로써 p<0.05 유의수준에서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5는 채택되었다.

셋째, 환경적 특성과 기대성과 간의 가설검정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경쟁자의 압력이 기대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로계수가 0.215이

고, t-값이 3.585로써 p<0.01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6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규정지원이 기대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

로계수가 -0.074이고, t-값이 1.191으로써 정(+)의 영향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가설7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제 규정을 잘 모르고 있

거나, 알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

단을 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기대성과가 사용의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대성과는 경로계수가 0.782이고 t-값이 21.318로써 p<0.01 유의수준 

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8은 채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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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의 전략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중요해짐에 따라 해운항만기업에서 빅데이터를 도입, 사용을 통하여 성

과를 창출하기 위한 주요 요인 연구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운

항만기업의 빅데이터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을 하

였으며, 연구 분석을 위해 해운항만기업의 종사자들의 빅데이터 기대성

과에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인지된 기대성과에 따라 사용의

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빅데이터를 도입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소수인 관계로 빅데이터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전략기획부서나 정보시스템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빅데이터를 도입하여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업들

의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조직적 요인, 기술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도출하고, 주요요인이 인지된 기대성과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기술적 요인(상대적 이점, 복

잡성, 호환성), 조직적 요인(조직의 규모, 최고경영층의 지원), 환경적 요

인(경쟁자 압력, 규정지원)이고, 매개변수는 기대성과, 종속변수는 사용의

도이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요인에서는 상대적 이점, 복잡성, 호환성은 기대성과에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조직적 요인에서는 최고경영층의 지원은 기대성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으나, 조직적 규모는 기대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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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환경적 요인에서는 경쟁자의 압력은 기대성과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규정지원은 기대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적인 편리함과 이점이 있으면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기존 정보 기술과 유사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업무처리가 기존 

업무처리 방식보다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고, 현재 업무와 연계하는 것 

또한 기술적인 부담이 없다면 도입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조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직내·외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며, 

운영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투입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고경영층의 

지원이 있다면 빅데이터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직의 

규모가 기대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증분석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운

항만기업에서 빅데이터 기대성과는 조직의 규모가 커야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조직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기대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가능성이 높다. 

셋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경쟁사의 선도입으로 인해서 상대적 경쟁

에서 뒤쳐져 경쟁력에서 타격을 받을 경우가 발생한다면 빅데이터 시스

템 도입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규정지원은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규정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

더라도 이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하기가 어려

웠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의 실무적 시사점은 빅데이터 도입을 하였거나, 검토

하고 있는 해운항만기업에서 도입시 고려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

여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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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빅데이터의 사용의도

에 미치는 다른 변수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

술적, 조직적, 환경적인 관점에서만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외에 이론적·실무적 고찰을 통해 연구 변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변

수가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해운항

만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을 해운선사,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공사 등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해운항만기업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대상은 빅데이터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

적 높은 전략기획부서나 정보시스템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

으로 제한하였으나, 실제로 인지도가 높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할 수 

있어 향후 다른 일반부서의 표본도 추출하여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실제 빅데이터를 선도입한 외국적 선사, 해외 터미널, 해외 항만

운영사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국내의 상황과 비교를 통

한 연구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통합프레임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라는 최신 기술은 아직 발전단계에 있는 분야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긍정적인 

부분 이외에도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야기

되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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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기업의 빅데이터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해운항만기업의 빅데이터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빅

데이터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조사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

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이 분야의 학문적, 실무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조사에 협조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연 구 자: 이 준 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물류대학원 

                             항만물류학과 석사과정)

        ■전화번호: 051-410-4384(연구실)

                   010-9665-1165(연구자)

        ■전자우편: reolee83@hanmail.net

        ■지도교수: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장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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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 기존 데이터에 비해 양이나 종류가 너무 커서 기존 방법으

로는 도저히 수집, 저장, 검색, 분석 등이 어려운 데이터를 말합니다. 

특히 빅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3V의 특성이 있습니다.

1. Volume : 기존 데이터에 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규모

2. Variety : ‘다양성’은 로그기록, 소셜 데이터, 위치정보 등 데이터

의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텍스트 외에 멀티미디어 등 비정형화, 반정

형화, 정형화 데이터 등을 모두 포함

3. Velocity : '속도'는 곧 데이터 처리 능력,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에 맞춰 처리할 수 있

어야 함

※ 귀하의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미도입하고 있더라도 빅데이터에 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Ⅰ. 다음의 각 문항은 빅데이터의 기술적 측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Ⅰ-1 상대적 이점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빅데이터의 사용은 업무를 보다 빨리 처리하게 

할 것이다.
➀ ② ③ ④ ⑤

2.
빅데이터 사용으로 인해 내 업무의 질적 향상이 

있을 것이다.
➀ ② ③ ④ ⑤

3. 빅데이터 사용은 내 일을 쉽게 할 것이다. ➀ ② ③ ④ ⑤

4. 빅데이터의 사용은 내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➀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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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복잡성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빅데이터를 통한 업무처리가 기존 업무처리 방

식보다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➀ ② ③ ④ ⑤

2.
빅데이터를 현재 업무와 연계하는 것이 어렵거

나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➀ ② ③ ④ ⑤

3.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어려움

이 없을 것이다.
➀ ② ③ ④ ⑤

4.
빅데이터에 대해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어렵

거나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➀ ② ③ ④ ⑤

Ⅰ-3 호환성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빅데이터 사용은 나의 업무의 모든 관점에서 

적합하다.
➀ ② ③ ④ ⑤

2.
빅데이터 사용은 나의 업무스타일에 잘 맞을 

것이다.
➀ ② ③ ④ ⑤

3.
빅데이터 사용은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방식에 

적합할 것이다.
➀ ② ③ ④ ⑤

4.
빅데이터 사용은 기존의 업무방식에 가치를 더

해줄 것이다.
➀ ② ③ ④ ⑤

Ⅱ. 다음의 각 문항은 빅데이터의 조직적 측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Ⅱ-1 최고경영층의 지원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기업의 최고경영층은 빅데이터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➀ ② ③ ④ ⑤

2.
우리기업의 최고경영층은 빅데이터 도입에 적

극적이다.
➀ ② ③ ④ ⑤

3.
우리기업의 최고경영층은 빅데이터 사용을 적

극 권장한다.
➀ ② ③ ④ ⑤

4.
우리기업의 최고경영층은 빅데이터에 대한 자

신만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➀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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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빅데이터 개인 기대성과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빅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업무 진행속도가 빨

라질 것이다.
➀ ② ③ ④ ⑤

2.
빅데이터가 나의 업무를 위해 주어진 시간 내

에 완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➀ ② ③ ④ ⑤

3.
빅데이터 사용으로 인해 나의 직무성과가 향

상될 것이다.
➀ ② ③ ④ ⑤

4.
빅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나의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➀ ② ③ ④ ⑤

Ⅲ. 다음의 각 문항은 빅데이터의 환경적 측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Ⅲ-1 경쟁자의 압력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해운항만산업 내에서 빅데이터의 사용이 우리기

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➀ ② ③ ④ ⑤

2.
경쟁사로부터 빅데이터를 사용하도록 압박받고 

있다.
➀ ② ③ ④ ⑤

3.
우리기업의 일부 경쟁자는 이미 빅데이터 사용

을 시작하였다.
➀ ② ③ ④ ⑤

4.
우리기업은 파트너 또는 고객들과의 비즈니스를 

위해 빅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➀ ② ③ ④ ⑤

5.
우리기업이 빅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앞

으로 경쟁력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➀ ② ③ ④ ⑤

Ⅲ-2 규정 지원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기업에 빅데이터 사용을 위한 법적인 정보

보호 규정이 있다.
➀ ② ③ ④ ⑤

2.
현재 우리기업의 법규는 빅데이터를 사용하기에 

충분하다.
➀ ② ③ ④ ⑤

3. 현재 정부 법안은 빅데이터를 지원한다. ➀ ② ③ ④ ⑤

Ⅳ. 다음의 각 문항은 빅데이터에 대한 기대성과에 관련된 질문입니

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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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의 각 문항은 빅데이터의 사용의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Ⅴ. 빅데이터 사용의도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앞으로 빅데이터를 업무에 적용할 것이

다.
➀ ② ③ ④ ⑤

2.
나는 앞으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
➀ ② ③ ④ ⑤

3.
나는 앞으로 빅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적극 

추천 할 것이다.
➀ ② ③ ④ ⑤

4.
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빅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것이다.
➀ ② ③ ④ ⑤

Ⅵ. 다음의 각 문항은 인구통계적 분석을 위한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1. 귀사는 현재 빅데이터를 도입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귀하가 속한 직장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해운선사   ② 컨테이너터미널  ③ 항만공사  ④ 기타(  )   

3. 귀하가 근무하시는 업체의 연매출 규모는?

  ① 300억 이하 ② 300억~500억  ③ 500억~1,000억 

  ④ 1,000억~3,000억 ⑤ 3,000억 이상

4. 귀하가 근무하시는 업체의 종업원 수는 몇 명입니까?

  ① 50명 이하 ② 50명~100명 이하 ③ 100명~300명 이하 

  ④ 300명~500명 이하 ⑤ 500명 이상

5.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는?

  ① 전략기획부서   ② IT관련부서   ③ 기타(  )

6. 귀하의 연령은?

  ① 20~30세   ② 30~40세   ③ 40~50세   ④ 50세 이상

7. 귀하의 회사 내 직위는?

① 사원/계장급  ② 대리급  ③ 과장/차장급  ④ 부장급  

⑤ 임원급

8. 귀하의 근속 년수는?

  ① 1년 미만  ② 1∼5년  ③ 5∼10년 ④ 10∼20년 ⑤ 2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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