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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SCM활동이 프로세스 혁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SCM 사용자를 대상으로 SCM활동이 프로세스 혁신과 경영성과에 미

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프로세스 혁신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선

행연구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안된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연구모형에서는 

SCM활동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프로세스 혁신이 매개변수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SCM를 적용하고 있는 제조업

체에 근무하고 있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총 210부의 설문지

를 배포하여 174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사용하

여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SCM활동의 활성화지원활동, 통합추진활동, 협업정책활

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 요인은 프로세스 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세스 혁신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M활동의 활성화지원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 요인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CM활동과 경영성과 

간에 프로세스 혁신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결과, 활성화지원활동, 협업정책활동, 기

업간 성과측정활동 요인과 경영성과 간의 프로세스 혁신은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문성일(2014)이 제안한 연구모형을 확장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으

며, SCM활동과 경영성과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였다. 또한 프로세스 혁신의 매개효

과를 밝혀 SCM활동, 프로세스혁신, 그리고 경영성과 변수들 간의 이론을 통합하고 

그 논리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SCM활동이 SCM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조직구성원의 프로

세스 혁신을 통하여 경영성과에 중요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SCM활동 자체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더 나

아가서 조직 내에서 조직구성원의 프로세스 혁신 마인드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이

를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SCM활동, 프로세스혁신, 경영성과,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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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최근 많은 제조기업들은 저성장, 저고용, 고물가 시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 하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환경이 지속됨에 따른 경영

상의 어려움 겪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들은 다양한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공급사슬(Supply Chain: 이하 “SC”) 

전체를 최적화 하지는 못하였다. 기업들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공급사슬의 

최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도입한 경영혁신 기법이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급사슬경

영(Supply Chain Management: 이하 “SCM”)이며, 이를 통해 공급 조달로부터 생

산, 유통을 통한 최종 고객까지 모든 단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Chopra & 

Meindl, 2013). 이러한 SCM 추진 기업들은 기업간 전자적 연결을 통한 정보자원

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급체인 파트너간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납기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재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게 되어 업무성과를 개선시키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있다(정락채, 2011; 강

민효, 2018). 이를 통해 납기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재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게 되어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하지만 SCM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기업들이 원하는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SC 파트너 간 협력이 부족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상호간 

업무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통합되지 않으면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를 충족할 수 없

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다(Fawcett et al., 2007). 더 나아가서 SC 전

반에 걸쳐 수급불균형을 일으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러

한 SCM의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SCM활동 

요인들과 프로세스 혁신 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강민효, 2018).

  SCM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SCM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SCM활동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형욱 등(2008)의 연구를 기반으

로 SCM활동을 통합추진활동, 활성화지원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 

정보시스템활동 요인으로 구분하였고(장형욱, 이상식, 김종원, 2008),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으로 성과를 분류하여 측정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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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성일, 2014).

한편 SCM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 혁신은 비용절감과 생산량증가로 기업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제품개발시간을 단축하며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의 개

선을 통하여 고객에게 부가가치를 줄 수 있다(SONG CHAO, 2018). 또한, 프로세

스혁신은 SCM 일부로서 관련 비용 및 재고의 최소화와 고객서비스의 충족이라는 

기본적 도입 목적이 갖추고 있는 동시에 상호관계 유지와 상충관계 조정하는 목적

도 있다(DING HUICONG, 2015). 이러한 프로세스 혁신은 투입요소에 가치를 부가하

여 내·외부 고객에게 가치 있는 산출물을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Harry & 

Schroeder, 1999). SCM과 같은 경영혁신 활동은 기업 내의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 및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이 최신의 기술을 받아들여 프로세스 혁신을 달

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손동주, 2009).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시

기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세스 혁신은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봉, 2005; 

문성일, 2014; 최용호, 20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Mitchell과 Coles(2003)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혁신 모델을 제안하면서 프로세스의 혁신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Bender 등(2000)은 프로세스 혁신이 기업의 경쟁우위

를 가지고 이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

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세스 혁신은 기업이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함에 있어 기

업 내부자원의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 달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SCM 시행 이후, SCM활동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효과에 관

한 실증적 연구는 극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금까지의 SCM과 관련한 대

부분의 이론 및 실증적 연구들은 SCM활동이 다양한 성과 관련 변수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여러 변수의 매개효과에 대해서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프로세

스 혁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SCM활동은 기업간 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최적화를 통해 경영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임세헌, 2006)는 점에서 프로

세스 혁신의 매개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 제조기업의 SCM 사용자를 대상으로 SCM활동이 프

로세스 혁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프로세스 혁신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경영성과가 향상되도록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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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SCM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경영성

과를 제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SCM활동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이러한 SCM활동을 수행

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 혁신 활동을 도입하면 비용절감, 생산량증대, 재고최소화, 

매출증대, 고객만족향상 등의 경영성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실증 연

구하기 위하여 기업의 SCM활동과 프로세스 혁신, 그리고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통합모형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해답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자 한다.

  첫째, SCM활동이 프로세스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프로세스 혁신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쨰, SCM활동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SCM활동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프로세스 혁신이 매개작용을 하

는가? 

  즉, 본 연구에서는 SCM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조직에서 SCM활동이 

프로세스 혁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이론을 수립하고 이를 실증 검

증하고자 한다. 

  상술하면, SCM활동을 통합추진활동, 활성화지원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 성과

측정활동, 정보시스템활동의 5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한 뒤 SCM활동의 5가지 구성

요소와 경영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SCM활동이 선행 변수로

서 프로세스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

들 서로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프로세스 혁신에 관한 풍부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SCM 분야에서 체계

적인 실증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SCM활동과 프로세스 혁신과의 관

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이론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세스 혁신과 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도 아직 미흡하다. 따라

서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이론을 축적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SCM활동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넷째, SCM활동이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 있어서 프로세스혁신의 매개효과를 규

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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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2.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첫

째,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SCM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직에서 SCM활동

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따

라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SCM활

동과 프로세스 혁신 간의 영향 관계를 연구한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2019년 09월 

5일부터 2019년 010월 14일까지로 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서는 울산

광역시에 소재한 SCM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공업 및 자동차의 부품을 제조

하는 1차 벤더 및 2차 벤더에 근무하고 있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필요성과 중요성을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연구의 범위를 언급하였다. 

  제 2장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SCM 

활동에 대한 이론을 비롯하여 프로세스 혁신, 경영성과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조사

하였다. 

  제 3장은 연구의 설계 부분이며, 선행연구로부터 확인된 SCM활동, 프로세스 혁

신, 경영성과의 영향관계를 근거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변

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를 설명하였고, 연구방법에서는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그리고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등을 밝혔다. 

  제 4장은 실증적 연구에 대한 결과로서 기초통계분석 및 연구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에서 제안된 연구변수들에 대

한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그리고 연구가설을 검증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

를 제시하였다. 

  제 5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의 요약, 이론적 시사점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

고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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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SCM의 정의

  오늘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불확실성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쟁우위를 강화시

키기 위해서, 기업들은 기업 내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과 외

부의 공급자를 연결하는 SCM을 통한 정보, 자금, 제품의 흐름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SCM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

가 존재한다(SONG CHAO, 2018). SCM 개념의 유래는 처음에 Forrester의 연구인 

‘Industrial Dynamics’에서 수요확대라는 개념의 소개에서 시작되었다(김영욱 

등, 2005). 대략적으로 SCM의 초기 연구들은 전통적 공급자 관계와 협력적 공급자 

관계의 특성을 구분하거나, 공급자와 생산자 그리고 고객까지의 모든 원재료와 정

보의 흐름을 조정하는 통합 SC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일반론에서 시작하여, 이

후 외주관리 능력 및 공급자 관리능력이 시장 내 경쟁우위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의 핵심 역량임을 강조하는 연구, 공급자 관계의 특성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이 점차 구체적인 연구들이 시도되었다(SONG CHAO, 2018).

  SCM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제조재고관리 

협회(APICS)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SCM이란 첫째, 최초의 원재료에서 최종적인 

완제품의 소비에 이르기까지 공급자-사용기업간의 연계를 시키는 과정이다. 둘째, 

제품을 제조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치체인을 용이하게 하는 기업 내ㆍ

외부의 기능이다. SCM은 이러한 SC 활동을 계획하고 편성하며 통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장성기, 이준혁, 2007). 미국의 공급체인협의(Supply Chain 

Council)에서는 SCM을 “공급과 수요를 관리하고 원자재와 부품의 출처를 밝혀내

며, 제조와 조립, 창고관리와 재고 추적, 수주입력과 수주관리, 모든 경로를 통한 

유통 그리고 고객에의 인도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SONG CHAO, 2018).

  SCM은 SC내 구성원 간 협업을 통한 고객서비스 개선, 품질 및 운영효율성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있어 협력하며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Wisner et 

al, 2012). 또한 SCM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비용(cost)을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전 제품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생산 활동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SC 파트너 간 

효과 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경영관리이다(Chopra & Meindl, 2013).

  최낙훈(2002)은 SCM을 원료조달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제품 및 

상품의 계획, 생산, 이동 등의 물적 유통과 전사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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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전략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Jacob & Chase (2014)는 공급사슬관리

를 회사의 전체 시스템적인 접근이며 원자재 공급업자, 유통업자 및 최종고객에 이

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보, 원자재 및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특

히 이 관리의 목적은 고객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핵심활

동요소를 최적화하는 것이다(Jacob & Chase, 2014). 김창봉(2004)은 SCM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원재료부터 최종 사용자로의 배달까지 모든 제품 및 정보의 흐

름과 활동 등을 기업 간, 지역 간 경제 등을 통합하여 일괄 관리하고 전체 관리를 

최적화(optimization)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Gandhi(2017)는 성공적인 SCM을 위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기법과 주요 선행

요인을 도출하여 연구하였다. 그 첫번째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으로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SCM으로 공급업체와 유통업체간의 

의미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한 경영기법이다. 세 번째로는 정보공유인데, 이는 고객

과 SC 파트너에게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것이다. 네 번째 선행요인은 목

표공유로서 SCM의 운영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다음으로 매개변수는 공급사슬성과

(SCP; Supply Chain Performance)이고, 종속변수는 기업의 경영성과이다. 이러한 

개념적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SCM에서 핵심적으

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Ross(2010)는 “SCM은 이해관계자의 통합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같은 IT 문명의 혜택으로 정보기술과 데이터

통합 및 분석이 나날이 발전할수록 SC 참가자들 간의 협업은 긴밀해지고 고객의 요

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선구 외(2014)는 “SCM은 기업의 물류통합과 기업구성원과의 전략적 관계를 구

축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황채영 외(2014)는 “SCM은 원료에서부터 고객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영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하였

다. 박지영(2012)은 “기업은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단일기업의 힘만으로는 생

존할 수 없으며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서는 자사만의 SC을 구축하여 경쟁사의 SC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실행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니즈 분석을 통한 만족을 위해 SC 내 기업들 상호간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자사만의 이윤추구가 아닌 SC 참여기

업 전체의 이윤 확대를 통해 파이를 키우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홍관수와 김남영 그리고 이돈희(2015)는 SCM은 “고객에게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면서 SCM내에서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품을 적재적소

에서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해 공급자, 생산자, 창고, 소매상, 고객 등 SCM을 효율적

으로 통합하는 데 이용되는 일련의 활동”으로 하였다. 원동환(2012)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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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을 최초 공급자로부터 최종 수요자에 이르기까지 제품, 서비스, 정보 등의 가치

를 부가시켜 전달하기 위해 상호간 활동의 조정 및 통합을 통해 공급사슬 상의 모

든 단계를 최적화하고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기법이라고 정의하

였다.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SCM 정의 관련 논문들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2-1>와 

같다(최용호, 2016).

<표 2-1> SCM에 대한 정의

연구자 정의

Lambert et 

al.(1999)

공급체인 관련기업 및 고객에게 최초의 공급업체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

르기까지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제품, 서비스, 정보 등 공

급사슬 전반에서 부가가치가 창출하는 전략

Simchi-Levi  

et al.(2000)

시스템 전반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간 관계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고객 서비스 요구 수준을 만족시키는 전략

Koh et 

al.(2007)

고객 만족을 위해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제품 및 정보의 흐름,

기업간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전체를 최적화 하는 것

김재곤(2004)
최종고객에 이르기까지 정보 및 재화의 흐름 뿐 아니라 공급까지 관련

된 기업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

김팔술(2004) 경쟁 우위를 위해 기업 간의 업무활동을 통합하는 것

김선구 등

(2014)

기업의 물류통합과 기업구성원과의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개념

황채영 등

(2014)

SCM은 원료에서부터 고객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영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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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CM활동

  SCM활동이란 공급사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으

며, 이러한 SCM활동의 규명은 기업의 전략을 수행하고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김종열. 2008; 장형욱 등, 2006). 최근 기업은 SCM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창조하고 성과를 개선하여 직면한 새로운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다

(Simpson & Power, 2005; Huo, 2012; Zhao, etc., 2011). 기업들은 자신들이 경쟁

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들보다 낮은 가격이거나 또는 높은 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들은 이익을 갖는 동시에 고객들에

게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SCM활동은 최종 소비자들에까지 공급

사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 내부 부서들과 구매자들, 공급자

들, 그리고 다른 사슬 구성원들을 연결시키는 데 있다(Saeed, et al., 2005). 특히 

SCM활동은 기업의 조직 내부 그리고 SCM내 조직 상호 간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달

성하기 위해 참여구성원 간 협력하는 프로세스의 혁신이 중요하다(Pagell, 2004; 

Flynn, et al., 2010). 이는 공급사슬 파트너들과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조직개선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 정보, 자본과 고객들에게 적은 비용과 높

은 속도로 가치를 극대화하여 제공하기 위한 결정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

할 수 있도록 내부, 그리고 외부 프로세스들을 협력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Huo, 2012; Van der Vaart and van Donk, 2008). 

  또한 Swink and Nair(2007)는 SCM활동은 결과가 아닌 전략적 지식을 얻고 견고화

하는 프로세스 혁신으로서 SCM내 구성원들 간 내부 프로세스와 외부 프로세스를 연

결, 일치시키는 중요한 노력으로 보았다. Flynn et al.(2010)는 SCM활동은 낮은 비

용과 빠른 속도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위해 제

품, 서비스, 정보, 그리고 의사 결정의 효과와 효율적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

적으로 SCM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조직 내부와 외부간의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정도로 

보았다. Cao and Zhang(2011)은 공급사슬활동을 기업들의 상호 이익과 목표를 향한 

공급사슬 운영이 실행되고 계획되어지는 프로세스 혁신으로 정의한다. 이는 기업들

이 서로 협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합 활동이 거래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하였다. Stock and Boyer(2009)은 SCM활동이 공급사슬의 파트너들

이 동등한 혹은 협력적인 통합 활동에서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조정적 통합은 동기화, 계획 그리고 생산, 재화, 서비스의 흐름을 포함하는 활동들

의 배열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협력적 통합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지식과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적으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지식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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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공유 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렇듯 SCM활동은 단기적인 성

과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기업이 기존 시장에서 기존의 지식과 역량을 개선하는 활

동이며, 탐색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새

로운 기술,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여 기회를 추구하는 노력을 의미한다(노재덕, 이

헌수, 2006). Kristal et al.(2010)은 활용과 탐색을 동시에 추구하는 SCM전략이 

기업의 성과를 통해 시장 및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관계로 설명하였다. 특히 

기업의 혁신과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기제임을 뒷받침 해준다. 즉 빠른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역량극대화가 요구되는데 많은 중소

기업이 직면한 이러한 문제는 공급사슬의 활용으로 대처할 수 있다. 여기서 공급사

슬의 활용은 단기적인 성과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기업이 기존 시장에서 기존의 결

집된 역량을 개선시키려는 활동과 노력을 말한다. 또한, 기업은 단기적 성과개선과 

장기적 시장적응을 위해 활용과 탐색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여

야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문상미, 허문구, 2013; 이설빈, 김채

수, 2017).

  Mentzer 등(2001)은 SCM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 활동들로서 통합행위,

정보의 상호공유, 위험‧보상의 상호 공유, 협력, 고객봉사에 대한 동일한 목표 및 

초점, 프로세스 통합, 장기적 관계 수립‧유지를 위한 파트너 등 일곱 가지를 제시

하고 있다. Chircu& Kauffman(2000)은 e-비지니스를 통한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공

급사슬 기업 간의 협업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IT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

조하고 공급사슬 파트너 등과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기업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Moberg 등(2002)은 정보공유를 

SCM의 주요활동으로 보고 정보공유를 운영적 정보공유와 전략적 정보공유로 구분하

였고, 김경규와 신수정(2003)은 전자적 정보공유를 SCM의 주요활동으로 제시하였

다. 

  Sahin & Robinson(2002)은 SCM활동으로 정보공유와 협력을 제시하였고, 김철수와 

서창수(2006)는 협력(협업)을 SCM의 주요 활동으로 보고 선행요인을 구매사의 관계

특성과 공급사의 관계특성으로 구분하여 공급사의 운영효율성과 구매사 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Barratt59)는 기업간 협업에는 수직적 협업과 수평적 협

업이 있고 수직 협업은 내부 협업과 외부 협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수직적 협업

의 영역을 외부 조직과의 활동과 내부 조직 간의 활동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업 간 

전략, 전술, 운영활동의 수준에 따른 외부조직과의 활동과 내부조직간 활동의 통합

을 언급하였다. Frohlich & Westbrook(2001)은 제조와 서비스 공급체인에 있어서 

SCM활동으로 기업 간 업무활동의 통합으로 보고 공급자와 구매자 양쪽 모두 업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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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많이 통합한 기업일수록 더 높은 성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Wisner(2003)는 구매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능력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기업 간 거

래에 필요한 업무활동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구매, 수요관리, 배송계획, 

품질관리, 생산계획, 자재관리 등을 기업 간에 통합이 필요한 업무활동으로 보았

다. 또한 Ballou 등(2001)은 SCM에서 기능 내부 통합, 기능 간 통합, 조직간 통합

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기능 내부 통합은 기업의 물류 기능 내에서의 

활동과 프로세스 관리를 나타내고, 기능 간 통합은 기능적 분야 가운데서의 활동과 

조화를 나타내며, 조직 간 통합은 제품 흐름채널 내에서 법적으로 분리된 기업 가

운데서 발생하는 공급체인 활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노재덕, 이헌수(2006)에 의해 제안된 SCM전략은 전략적 제휴, 기술개발, 조직역

량집중, 정보공유요인으로 집약된다. 홍인숙‧정은숙(2005)은 의류업체의 SCM활동수

준을 파악하고 연계 주거래 공급체인 특성과 SCM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SCM

의 활동요인으로 의사전달과 교환, 협력적 파트너십, 수요특징 파악, 정보시스템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설빈(2019)은 SCM활동에 있어 활용과 프로세스 혁신

과 품질성과를 높이는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공급사슬활용 요인으로 전략적 제휴, 

기술개발, 역량집중화, 정보공유 요인을 반영하여 측정하였다. 장형욱 등(2006)은 

SCM활동을 조직역량활동, 활성화지원활동, 기업간 협업활동, 평가와 책임활동, 정

보시스템활동이라는 여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장형욱 등(2008) 등은 

SCM활동들을 통합추진활동, 활성화지원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 

정보시스템활동으로 분류하여 경쟁전략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SCM활동들은 SCM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SCM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2-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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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SCM활동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SCM활동

Sung(2016) 정보공유, 물류통합, 협력, 공급기반감소

박상범(2011) 통합추진활동, 협업정책활동, 정보시스템활동

원동환(2012) 활성화 지원, 기업간 협업, IT 활용

이설빈(2019) 전략적 제휴, 기술개발, 역량집중화, 정보공유

강민효(2018) 협력, 프로세스 통합, 정보공유

장형욱,이상식,박

병권(2006)

정보시스템활동, 기업간 협업활동, 변화관리활동, 조직역량활동, 평

가와 책임활동, 활성화지원활동

강민효와 김석수

(2017)
협력, 정보공유

장형욱, 이상식, 

김종원(2008)

통합추진활동, 활성화지원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 

정보시스템활동

  본 연구와 직접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SCM활동을 요약해 보

면, 조직 역량, 활성화 지원, 기업간 협업, 평가와 책임, 정보시스템 등 5개 요인

의 SCM 활동이 4개 요인의 종합적 관점의 성과(BSC)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을 구축

한 연구(장형욱, 2006; 장형욱, 2008), 통합 추진, 협업 정책, 활성화 지원, 정보

기술 등 4개의 활동 중 활성화 지원 활동이 비재무적 성과에만 영향을 주지 않을 

뿐 나머지는 모두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검증한 연

구(김형준, 오경환, 2009), 전략적 SCM 활동과 운영적 SCM 활동이 모두 재무적 성

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이태희, 2011)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SCM활동에 대한 기존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형욱 등( 

2008)이 제시한 통합추진활동, 활성화지원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활

동, 정보시스템활동 등 5가지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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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프로세스 혁신

오늘날 경영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하게 변하는 경영환

경 속에 기업경영은 혁신의 연속이다. 근본적인 혁신의 중심에 SCM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프로세스 혁신은 중소기업 업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이설빈, 2019). 즉, 기업 내부의 방해 요인을 제거함으

로서 프로세스 흐름을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납기일정에 따른 낭비요소 제거와 

작업시간 단축이 가능해 진다. 또한 기업들은 수익 증대와 비용의 최적화를 위하여 기

업 내 프로세스 혁신은 물론 기업 간 혁신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들의 경

영환경에 있어서 협업 및 통합, 그리고 제휴 활동 등이 기업의 생존에 중요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객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전반적인 비

용을 최소화 시키는 기업간 경영혁신 기법인 SCM은 공급사슬에 속한 전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혁신을 바탕으로 한 경영혁신 기법으로 기업들의 관심

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장형욱 등, 2008).

프로세스는 기업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업무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프로세스는 투입요소에 가치를 부가하여 내·외부 고객에게 가치 있는 산출물을 제

공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Harry & Schroeder, 1999). 프로세스 혁신이란 효율적

이고 효과적인 조직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변화이며,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환경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최용

호, 2016). SCM과 같은 경영혁신 활동은 기업 내의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 및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이 최신의 기술을 받아들여 프로세스 혁신을 달성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손동주, 2009; 문성일, 2014). 

프로세스 혁신(process innovation)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Business process redesign 이나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BPR)으로 불리

던 것을 공정 혹은 경영 프로세스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

고자 하였다. Hammer(1993)보다 BPR의 개념을 먼저 정리하였던 Davenport(1993)

는 BPR 또는 프로세스 혁신의 개념에 새로운 작업 전략의 비전 설정과 실질적인 프

로세스 디자인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왕흔(2008)은 업무 

프로세스를 해당 기업의 주 고객에 대한 주요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업무 흐

름 과정으로 설명하고 혁신의 급진적 특성과 개선 특성을 연속선상에서 파악하여 평

가하였다. 한편 BPR의 개념을 널리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Hammer와 Champy(1993)

에 따르면 리엔지니어링은 기업의 정보화추진과 함께 프로세스의 재구축을 통한 기업

운영의 효율화를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수익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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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주장이다.  Kettinger, Teng과 Guha(1997)들은 업무프로세스 혁신 관련 항

목으로 전략적 집중도, 정보기술의 역할, 프로세스 변혁의 범위, 상위관리자의 참여정

도, 성과측정의 기준, 프로세스의 직능적 기능, 자원의 이용가능성, 구조의 유연성, 변

화에 대한 조직 구성원 수용능력, 경영자의 의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목표 등을 제시

하였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주요 동기는 기업 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지만 정보기

술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주요한 촉매 역할을 수행해 왔다(Grover et. al., 1993).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나 많은 기업의 변화가 반드시 정보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기업 활동 영역의 시공

간을 더욱 확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Keen(1991)은 정

보기술을 이용하여 중복 거래 단계, 관리 조정 지체 등을 제거함으로써 조직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로써 조직 내나 조직 간의 업무 프로세스를 재편성시

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함께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 미치는 정보기술의 역

할에 대해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제시하였듯이(Hammer, 1990; Hammer와 Champy, 

1993; Davenport와 Short, 1990; Davenport, 1993), 정보기술은 정보기술의 적용 

결과로써 업무 프로세스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

였다(Grover, Teng와 Fiedler, 1994). 정보기술을 업무 프로세스 변화의 기본적인 창

출요인으로 파악한 Grover 등(1993)은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업무 프로세스 혁신

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의 연구 방향, 정보기술과 조직 간의 관련성 연구, 정보기술

의 전략적 계획 수립, 조직 혁신에 대한 연구로 구분하여 문헌 검토를 행하였다. 

Krovi(1993)는 조직 변화와 정보기술의 이행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변화에 대한 

조직 저항을 검토한 바 있다. Whitman(1996)은 정보기술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마

찬가지로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대는 과도하게 평가되어 왔다

고 평가하고, 업무프로세스 혁신에 대한 정보기술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결과는 다양

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은 정

보기술의 전략적 활용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으며, 기업내 정보기술의 전략

적 영향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 혁신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Daft(1978, 1989), Damanpour와 Evan(1990), Damanpour(1991)의 연구결

과는 유기적 조직과 기계적 조직의 차이, 최고경영층에로의 권력 집중 및 의사결정 형

태 등의 차이에 따라 혁신 활동과 방향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Daft(1978)는 조직 혁신의 이중 모형(dual-core model)에서 기계적 조직은 업무 프

로세스 혁신에 적절한 조직이며, 유기적 조직은 기술 혁신이 용이한 조직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리고 기술혁신은 상향적 과정과 공식화 정도가 낮고 분권화되어 있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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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정도가 높은 유기적인 조직 구조에 의하여 실현되지만 관리혁신은 하향적 과

정이 이루어지는 기계적 조직구조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이다. 이들 조직혁신

과 연관된 조직 양면성 모형(Ambidextrous Model)과 이중 모형(Dual-core model)

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들을 정리하면 유기적 조직은 기술 혁신의 도입을 촉진시키

고, 기계적 조직은 경영혁신의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며, 변화에 대한 경영자의 태도 

역시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하위 관리자 중심의 조직에서는 급진적인 혁

신보다는 점진적인 혁신을 추구하게 된다(Damanpour, 1991)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들을 토대로 하되, 혁신과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특성 역시 최고경영층의 

성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최고경영층의 가

치관은 조직 전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CEO 행동 특성이 정보

시스템의 전략적 활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조직의 혁신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Hewitt(1994)에 따르면 CEO들은 업무 프로세스를 14개로 구분한다고 하였고, 다

른 예로는 1994년 ICCE(International Center for Competitive Excellence)는 공급

사슬의 업무 프로세스를 다음의 7가지 구분하였는데, 그것은 고객관계관리, 고객서비

스관리, 수요관리, 주문충족, 제조흐름관리, 조달, 제품개발 및 상업화 등이다. 고객관

계관리란 고객의 성향과 구매패턴 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을 말하고, 고객서비스는 고객에게 원하는 정보제공의 이행을 뜻하는 것이며, 수요관

리는 고객의 수요를 분석, 예측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문충족은 주문을 

적시에 정확하게 인도하는 프로세스를 말하고 제조흐름관리는 제조과정에 있어서 일

어나는 프로세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조달 프로세스는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관리

하는데 초점을 두고, 제품개발 및 상업화는 제품개발 과정을 설명하다고 제시고 있다

(임진선, 2001; 문성일, 2014).

SCM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확실성으로 공급체인 프로세스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

형을 위한 조달, 생산, 판매의 적절한 시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업

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혁신을 통하여 공급체인 효율성의 극대

화가 필요하다(Jeffery, 2005; 김창봉, 2004). 공급체인의 프로세스 혁신은 기업의 생

산 프로세스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원천기술 및 정보 시스템 등의 이

해를 요구한다. 기업의 노하우 등은 프로세스 혁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관계

된 자원, 절차, 지식을 습득하고, 완전히 이해하고, 변형시켜 이용할 수 있다

(Frishammar, Kurkkio, Abrahamsson and Lichtenthaler, 2012; 원동환, 2012). 또

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급체인 활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객요구에 

신속대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김창봉, 2009). 기업이 



-15-

업무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은 기업 내부의 프로세

스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기업 외부 프로세스까지 연계하는 네트워크로 확장하기 위

해서이다(김창봉, 2013).

기업의 SCM활동에 있어 프로세스 혁신에 대한 필요성은 다음 3가지로 구분하여 나

타낼 수 있는데 첫째, 프로세스가 경영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급자에서 

소비자로의 시장 환경의 이전, 셋째, 불학실성의 증가이다. SCM의 본질은 공급체인상

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프로세스 혁신을 통하여 공급체인의 효율성을 극대

화하여야 한다. White and Hamermesh(1981)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기업이 인적,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및 프로세스 구축이 경쟁우위 달성여부에 중요하다고 명시하

였으며, 프로세스 혁신에 대한 노력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인다고 명시하였다. 

Blaskeslee Jr.(1999)는 기업이 고객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개선 중심의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고객만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전사적 프로세스 혁신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경영에 핵심이

라고 주장하였다(최용호,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로세스 혁신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세

스 혁신의 개념을 손동주(2009)와 문성일(2014)이 제시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현

장의 공정프로세스 개선으로 정의한다.

제 4 절 경영성과

  SCM의 목적은 SC 전 과정을 통하여 낮은 비용을 실현함과 동시에 고객만족과 매

출향상을 달성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SCM 

경영성과에 대한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영성과 측정을 통해 관리자들은 업무

의 진전 상태를 파악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화 및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며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된다. 따라서 SCM 도입 및 활용 실적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 측정지표의 개발과 측정은 기존 시스템을 진단

하고 상이한 SC간의 경쟁력 비교 분석을 통해 구축된 SCM을 더욱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SCM 성과 측정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업

들의 SCM 실행 사례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SCM의 기본 목적, 즉 고객서비스 

증진, 비용 절감, 매출 증진 및 운영효율성 증진 등을 성과 항목으로 설정한 연구

들과 Kaplan & Norton(1992)이 제시한 BSC(Balanced Score Card:균형성과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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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성과측정을 수행한 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Anderson et al.(1997)은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로지스틱스 비용 절감, 주문 리드타임 단축, 재고 감축, 매출 증진, 그리고 재

고회전율과 설비효율의 향상을 SCM 성과로 제시하였고, Beamon(2003)은 선행 연구

들을 토대로 SCM 성과지표를 정성적 부분과 정량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성과로 제시

한 고객만족과 반응성, 유연성, 공급자 성과 그리고 비용 등을 측정하였다.

  Elliff(1998)는 사례 연구를 통해 SCM 비용 절감, 품질개선, 싸이클 타임 단축, 

생산설비 효율 제고, 신제품 개발주기 단축, 재고와 설비할당 효율 제고, 고객서비

스 수준 향상 등을 성과로 설정하였고, Metz(1998)는 SCM 성공기업들의 사례를 조

사해 재고감축, SC 총비용 절감, 납기 준수율 향상, 싸이클 타임 단축, 매출 증진, 

재고회전율 증가, 반품 감소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Metz(1998)는 SCM 성공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SCM의 성공요인인 통합관리팀의 구

축능력, 성과측정시스템의 구축능력, 정보시스템 구축능력, 구성원간의 신뢰구축능

력 등을 제시하고, 재고 감축, SC총비용 절감, 납기 준수율 향상, 싸이클 타임 단

축, 매출 증진, 재고회전율 증가, 결품율 감소 등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Mariotti(2000)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영자본 감소,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매출 증진, 현금흐름 개선 등을 성과로 파악하였으며, SCM최적화를 위

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익성 증가, 고객서비스 및 부가가치 향상, 설비효율 

향상, 재고감축, 싸이클 타임 단축, 비용 절감 등을 달성하였다고 하였다.

  Vickery 등(2003)은 미국의 자동차업체의 1차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고객서비스와 

재무적 성과에 대한 통합 공급사슬 전략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공급사슬 관계의 

재무적 성과는 고객서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성과가 나타났으며, 고객서비스 성과

는 공급사슬과 기업성과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열(2008)는 SCM 추진 기업들의 성과로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을 들었고, 박대

현(2008)은 기업간 거래비용 감소를 성과로 제시하였는데 긴밀한 SCM 활동은 거래

비용을 줄여 경쟁우위 요소의 하나인 원가우위를 달성할 수있다고 하였다.

  SCM 성과와 관련된 국내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학싱과 김종성(2001)은 우리나라 

PC 산업의 부품공급체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SCM 성과를 고객서비스 증진, 비용 절감, 운영효율성 향상, 그리고 매출 및 재정 

효율 증진 등으로 구분하였고, 손승훈(2005)은 한호영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객서

비스 증진, 비용 절감, 운영효율성 향상, 그리고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을 SCM 성

과로 설정하였으며, 측정지표로 납기 준수율, 결품율, 정시 인도율, 주문 충족율, 

주문 리드타임(이상 고객 서비스 증진), 재고 및 관련비용, 수․ 배송 비용,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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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 비용, 구매 비용, 생산비용(이상 비용 절감), 재고회전율, 재고 감축, 재

고배치 효율, 설비 효율, 시장점유율, 자재수익율, 현금흐름 개선, 자본투자효율

(이상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등을 설정하였다.

  김팔술(2004)은 공급자와의 SCM 활동으로 구매자가 달성한 투입자원의 절감 정도

를 나타내는 효율성과 공급자와의 SCM 활동으로 구매자가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나

타내는 효과성으로 SCM 성과를 나타내었고, 김수욱(2004)은 SC통합 유형과 다각화 

전략의 연계에 관한 연구에서 매출 성장, 시장점유율 성장 및 수익성 등을 경영성

과로, 원가감소 정도와 차별화를 SCM 성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다.

  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측정은 오랫동안 재무적 성과 측정에만 의존하여 왔는데, 

비재무적 성과(품질, 기술혁신 역량 등) 또한 중요한 경영성과임에도 불구하고 통

일된 평가 기준이 없어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측정에만 의존하여 비공식적인 성과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재무적 성과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은 측정지표의 기본이 되

는 정보가 과거 지향적이어서 과거의 의사결정이나 실적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으

나,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 수립에는 그 활용도

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Kaplan & Norton(1996)은 사업단위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측정방법으로 BSC를 고안하였다. BSC는 재무적 관점

(Financial Perspective)뿐 아니라 고객 관점(Customer Perspective), 내부 프로세

스 관점(Internal Process Perspective), 그리고 학습 및 성장 관점(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업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

템 이다. BSC는 SCM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은 아니지만 SCM 성과가 비

용 절감, 물류 및 유통 효율성 증대, 고객서비스 증진,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 품

질 향상 등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재무적 

성과만 측정하는데 따른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들

어 SCM 성과 측정에 BSC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다만, SCM이 조직 간

의 프로세스 통합과 협업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BSC가 세부기능에 초점을 맞춘 성과 

측정을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성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만 

업무를 수행하여 다른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고 SC 전체의 목표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적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SC를 활용하여 SCM 성과를 측정한 연구로서,Brewer & Speh(2007)는 SCM 추진에 

따르는 특성을 재무 수익, 최종 고객 수익, SCM 개선, SCM 목표 측면에서 균형성과

를 고려하여 측정하였으나, 실증적인 접근이 미흡하다는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박연우(2003)는 SCM 추진 유형에 따른 성공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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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는데, 성과측정을 위해 BSC를 이용하였으며, SCM 추진에 있어 전략적 제휴

형의 성과가 제조업체 주도형, 유통업체 주도형, 시장 메카니즘형 성과보다 높다고 

분석하였다.

  나승덕(2005)은 SCM을 도입‧실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SCM시스템 구축

이 SCM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SCM의 시스템 구축 요인으로 운영시스

템,정보기술시스템, 아웃소싱시스템을, 성과 요인으로는 고객 만족도, 리드타임단

축, 효율성 증대를 도출하였고, 정보기술시스템과 아웃소싱시스템이 SCM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석(2007)은 SCM 참여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연구에서, SCM의 참여특성 요

인인 기술요인, 환경요인, 조직요인이 기업성과인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세헌(2006)은 파트너십 수준에 따라 SCM성공요인과 SCM성과(사용자 만족

도, 재무성과) 사이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파트너십이 낮은 집단은 지

원 및 참여, SCM 전담팀 운영이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 만족

도는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파트너십이 높은 집단의 경우 유통 및 물류

지원, 향상된 기술지원이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재무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미영(2006)도 BSC를 활용하여 SCM 성과를 측정하였으며, 세 가지로 분류한 SC 

구조 중에서 유통중심 네트워크 구조가 공급중심 네트워크 구조와 전환중심 네트워

크 구조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며, 특히 재무성과와 학습 및 성장성과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하였다.

  최용호(2016)은 경영성과를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으로 나누고, 정량적

인 성과로는 양업이익, 매출액 등 재무적인 성과를 포함한 리드타임 감소, 재고 회

전율의 증가, 물류비용 감소, 공급체인 파트너의 응답률 감소 등이며, 정성적인 효

과로는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 업무처리시간의 감소, 사용자의 만족도, 공급망관

리 참여기업 기업들의 지속적인 협업 및 관계 개선 등과 같은 성과로 제시하였다.

  정진홍(2005)은 6 시그마 성공요인과 성과 간의 실증적 연구에서, 경영성과를 비

재무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였고, 비재무적 성과로는 생산성 향상, 품질향

상, 고객만족 향상, 종업원의 사기 향상을 성과변수로 이용하였고, 재무적 성과로

는 매출 증가, 순이익 증가, 비용 절감을 성과 변수로 이용하였다.

  한호영108)은 SCM의 성과 요인들 중 가격경쟁력은 비용절감,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 운영효율 향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비가격경쟁력은 고객서비스 증진,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 운영효율 향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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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SCM의 경영성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경영성과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경영성과

Anderson et al. (1997),

Beamon(2003)

로지스틱스 비용 절감, 주문 리드타임 단축, 재고감축, 

매출 증진, 재고회전율과 설비효율 향상

Elliff(1998)

SCM 비용 절감, 품질개선, 싸이클 타임 단축, 생산설비 

효율 재고, 신제품 개발주기 단축, 재고와 설비할당 효율 

제고,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Mariotti(2000)
운영자본 감소,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매출 증진, 현금

흐름 개선

Metz(1998)
재고 감축, SC총비용 절감, 납기 준수율 향상, 싸이클 타

임 단축, 매출 증진, 재고회전율 증가, 결품율 감소 등

이학식과 김종성(2001),

손승훈(2005)

고객서비스 증진, 비용 절감, 운영효율성 향상,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

한효진(2011) 고객서비스 증진, 비용절감, 매출증진, 운영 효율성 증진

Kaplan & Norton(1996), 

Brewer & Speh(2007), 

박연우(2003), 장미영(2006)

BSC 관점(재무 관점, 고객 관점, 업무 프로세스 관점, 학

습과 성장 관점) 

정진홍(2005), 문성일(2014)

비재무적 성과(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고객만족 향상, 

종업원의 사기 향상), 재무적 성과(매출 증가, 순이익 증

가, 비용 절감)

최용호(2016)

경영성과를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으로 나누고, 

정량적인 성과로는 양업이익, 매출액 등 재무적인 성과를 

포함한 리드타임 감소, 재고 회전율의 증가, 물류비용 감

소, 공급체인 파트너의 응답률 감소 등이며, 정성적인 효

과로는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 업무처리시간의 감소, 

사용자의 만족도, 공급망관리 참여기업 기업들의 지속적

인 협업 및 관계 개선 등과 같은 성과로 제시하였음.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로서 정진홍(2005)과 문

성일(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경영성과 척도인 재무적 성과(매출 증가, 순이익 증

가, 비용 절감 등)과 비재무적 성과(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고객만족 향상, 종업

원의 사기 향상 등)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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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SCM활동, 프로세스 혁신 및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에 근

거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제안된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그림 3-1>에서 SCM

활동이 프로세스 혁신과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프로세스 혁신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SCM활동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프로세스 혁신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된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그림 3-1>의 연구모형에서는 SCM활동이 경영성

과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프로세스 혁신이 매개변수로 사용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SCM활동에 대해서 다차원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SCM활동에 대한 세부 개념들을 통합추진활동, 활성화지원활동, 협

업정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 정보시스템활동 등 5 가지로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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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2.1 SCM활동과 프로세스 혁신의 관계 

  기업의 SCM활동에 있어 프로세스 혁신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나타날 수 있는데, 첫째, 프로세스가 경영시스템의 핵심이고, 둘째, 공급자에서 소비

자로의 시장 환경의 이전이며, 셋째, 불확실성의 증가이다. 즉, SCM의 본질은 불확

실성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프로세스 혁신을 통하여 공급사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

여야한다(최용호, 2016). 또한, 기업들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하여 내부 역량 수준을 

향상시키고, 높은 수준의 외부 통합 성취 기업들은 프로세스 혁신을 추구하는 목적

이 내부역량 수준 향상, 높은 수준의 외부통합성취 필요성에 의하여 동기 부여가 

된다. 특히, 기업의 내부 통합 수준이 높을 때, 기업은 외부적 파트너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공급체인의 네트워크를 잘 이해하여 외부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기

업의 내·외부적 통합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Hillebrand and Biemans, 

2004; 김창봉, 2013).

  먼저 SCM활동과 프로세스 혁신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자면, SCM은 공급사슬

내의 모든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수행되므로 SCM활동의 효과적인 운용 

시에는 공급사슬 내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개별적으로 업무절차를 수립하여 수행하

는 것에 비해 상당히 간결하고 짧은 업무 절차와 같은 프로세스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김도헌·김상덕, 2008).

  김창봉(2004)은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경영성과를 획기적으로 향

상시키기 위한 경영혁신 방안으로써 SCM 도입을 통한 프로세스 혁신을 제시하면

서, SCM 프로세스 혁신의 특성과 사업성과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

과 SCM 프로세스 혁신의 특성으로 조정능력, 예측정확성, 신속대응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SCM 사업성과로는 재고적정성과 효율성 증대 등이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설빈(2019)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SCM활동이 프로세스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공급사슬활동에 따른 조달, 생산, 납품에 이르기까지

의 전 프로세스 과정을 통합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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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SCM활동은 프로세스 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통합추진활동은 프로세스 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활성화지원활동은 프로세스 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1-3: 협업정책활동은 프로세스 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기업간 성과측정활동은 프로세스 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정보시스템활동은 프로세스 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2.2 프로세스 혁신과 경영성과의 관계 

  프로세스 혁신(Process Innovation)은 ‘핵심 프로세스의 재설계’ 또는 ‘업무처리 

리엔지니어링(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

타나고 있다(조흔매, 2017). 프로세스 혁신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프

로세스 내부조직 뿐만 아니라 외부조직과 연계된 체인까지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보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조정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프로세스 혁신

이 이루어지면 개인의 직무가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다차원적으로 기능이 확

대되고 종업원은 고객중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함으로써 재고 적정

성과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영성과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김창봉, 2004). 

또한, 전사적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기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

사적 프로세스의 개선은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고객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봉, 2005)

  한윤경(1998)은 프로세스를 혁신할 경우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

치는데, 이것은 핵심 사업과 비전을 개발하고 선정된 핵심사업의 역량을 배양하며 

이를 주축으로 그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혁신한 결과 기업의 경쟁

력 향상, 고객만족 및 잠재적인 매출신장으로 재무성과 향상, 종업원의 주인의식 고

취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Mitchell & Coles(2003)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혁신 모델을 제안하면서 전사적 

프로세스의 혁신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Bender et 

al.(2000)도 프로세스 혁신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핵심

적인 방법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고객 만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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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활동의 중심에 프로세스 개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업은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고

객만족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Blaskeslee Jr., 1999)

  White와 Hamermesh(1981)은 글로벌 환경 하에서 기업의 경영성과 즉, 생산원

가, 사이클 타임, 생산성 등은 인적/물적 자본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 및 고객지

향적인 관점에서 프로세스의 재구축을 통한 경쟁우위 달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

장하면서, 특히 비용 경쟁력의 관점에서 볼 때 고정비, 변동비, 물류비 절감을 위한 

프로세스 혁신 노력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성과를 높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신제품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제품의 가

치 상승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Johan Frishammar(2012)는 프로세스 혁신이 

기업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이 된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bernathy and Utterback(1978)은 기업의 규칙, 역할, 구

조, 의사소통 등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문성일(2014)은 “SCM 

성공요인이 프로세스 혁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프로세스 혁신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Hartono 등(2010)은 “SCM 프로세스 혁신의 효율적 진행과 기능적 활용이 전반

적인 기업성과 증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전자 산업의 

운영역량과 최고 의사결정그룹의 지원은 정보공유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는 

공급 망 운영의 성과와 최종 기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Iyer 등(2009)은 “SCM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기업 간 전자적 거래에 따른 공급

망 통합이 적시 조달, 재고부족 방지, 생산 또는 운송 오류 방지나 높은 재고자산 

회전율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 성과와 판매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실증하였다.

  Butner(2010)가 제시한 “SCM 프로세스 혁신 성과 최적화를 위한 전략으로 먼

저, 수요예측을 통한 변동성의 완화 노력과 협업을 통한 통찰력 증대로 가시성 확

보 노력, 그리고 원가구조 최적화, 비용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제품개발 등의 가치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재원(2009)의 “SCM 혁신과 성과와의 연구에서는 혁신이론을 바탕으로 SCM 

성공에 대한 조직 내, 조직간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기업 내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술 적합성, 업무 적합성, 용이성, 교육훈련”으로 제시하였다.

  김창봉(2009)은 연구에서 “정보 품질의 높고 낮음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SCM 

프로세스 현신의 특정요인인 예측정확성, 조정능력, 고객서비스는 생산성 향상을 위

한 기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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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대(2011)는 “기업의 SCM 프로세스혁신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제

고되면 이러한 경쟁력을 통하여 기업의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및 연구개발비 투자

액 등 경영성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기업이 SCM 프로세스혁신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확실히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길상 등(2015)의 연구에서는 “SCM 프로세스 혁신 결정요인을 효과적으로 수

행할 때 업무 프로세스, 공정 프로세스 등 모든 프로세스에서 혁신을 하여 기업 비

용절감, 매출액 증가, 순이익 증가 등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기업 경쟁력 중심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SCM 경영혁신 기법과 SCM 프로

세스혁신 활동을 활용하여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본다.

  최창열(2007)은 “중국 물류기업의 SCM 혁신 결정요인과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에서 성과 측정에 있어서 SCM 프로세스 혁신의 성과와 기업의 성과로 나누어서 

SCM 프로세스 혁신의 성과에는 생산유연성과 납기 및 품질을 들고 있고 기업의 

성과를 시장성과와 재무성과를 분류해서 모형화하여 SCM 프로세스 혁신이 SCM 

프로세스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다음에 SCM 프로세스 혁신 성과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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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프로세스 혁신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주장내용

김창봉(2004)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보공유 및 프로세스 혁신이 고객만족 통한 재고 

적정성 및 효율성 증대 같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최봉(2005)
전사적 프로세스의 개선은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한윤경(1998)

프로세스 혁신과 경영성과 간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사례연구와 실증

연구를 통하여 프로세스 혁신이 경영성과에 높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입증

Mitchell & 

Coles(2003)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혁신 모델을 제안하면서 전사적 프로세스의 혁

신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줄수 있다고 주장

Bender et 

al.(2000)

프로세스 혁신은 기업의 경쟁우위를 이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가

장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입증

Blaskeslee Jr. 

(1999)

프로세스 혁신 활동을 통해 기업은 품질과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

고 궁극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유도

White &  

Hamermesh(1

981)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은 프로세스 재구축을 통한 업무혁신 노력이 비

용 절감과 같은 경영성과를 향상시킨다고 주장

한윤경(2011)

프로세스 혁신이 핵심 사업의 비전을 개발하고, 조직원의 역량을 강화

하는 목적으로 실시 된 결과, 경쟁력 향상, 매출상승에 따른 재무성과 

향상, 종업원의 마인드 셋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함

문성일(2014),

최용호(2016)

프로세스 혁신은 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기업이미지 향상,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다양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고자 한다.

가설 2: 프로세스 혁신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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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CM활동과 경영성과의 관계 

  SCM활동과 경영성과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강석우‧박지양

(2007)은 호텔 레스토랑의 SCM활동 요인들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는데, SCM활동 

요인인 SCM계획, 정보공유, 협업활동이 재무성과와 비재무 성과에 유의한 영향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형욱 등(2008)의 연구에서는 SCM활동의 통합추진활

동, 활성화지원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 정보시스템활동 요인이 경

영성과인 학습과 성장, 고객, 재무, 내부 프로세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SCM활동의 협업정책활동과 활성화지원활동 요인이 학습과 성장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통합추진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 요인은 고객 성과에 영

향을 미치며, 협업정책활동과 기업간 성과측정활동 요인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

고, 협업정책활동 요인은 내부 업무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박상범(2011)은 SCM활동의 통합추진활동, 협업정책활동, 정보시스템활동 요인들이 

경영성과인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통합추진활동으로 공급사슬상에서 기업들과의 협상능력, 수요/공급계획의 연결, 

통합된 성과에 대한 책임 및 보상(인센티브), 보상에 대한 공정성이 잘 이루어지고, 

협업정책 활동으로 공급사슬상의 기업들의 공동목표수립 및 실현에 대한 노력, 상

황변화에 따른 공동대응, 계약의 준수, 기업들 간 정책절차 및 지침의 통일성, 기업 

간 효율적 관리프로그램의 수행이 원활하며, 정보시스템활동으로 SCM을 위한 소프

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 인프라 지원, 공급사슬 기업 간의 데이터베이스 구

축과 정보시스템의 통합 등이 잘 이루어져야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더 나아가서 박성법(2011)의 연구에서 SCM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영

성과로는 자금흐름의 안정성, 구매비용의 절감, 수‧배송비용의 절감, 재고유지 및 관

련비용의 절감, 기획 및 관리비용의 절감의 재무성과 요인과 시장점유율 증가, 제품

/서비스 품질 개선, 설비운영의 효율성 향상, 자산운영의 효율성 향상, 업무처리의 

사이클 타임 향상, 기업의 이미지 향상과 같은 비재무성과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강민효(2018)는 SCM활동의 협력, 프로세스 통합, 정보공유 요인이 경영성과

인 재무적 성과와 운영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세부적

으로는 협력, 프로세스 통합 및 정보공유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성과인 재무적 성

과와 운영적 성과에 대해 양(+)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공급사슬

관리에서 SC 파트너 간의 긴밀한 협력과 프로세스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시스

템 조정과 운영을 통하여 정보공유를 강화하게 되고 이는 최종적으로 경영성과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김형준과 오경환( 2009)은 통합 추진, 협업 정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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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보기술 등 4개의 SCM활동 중 활성화 지원 활동이 비재무적 성과에만 영향

을 주지 않을 뿐 나머지는 모두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

다고 검증한 연구를 제시하였고, 이태희( 2011)는 전략적 SCM활동과 운영적 SCM

활동이 모두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제시하였다

(원동환, 2012).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고자 한다.

가설 3: SCM활동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통합추진활동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활성화지원활동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협업정책활동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기업간 성과측정활동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3-5: 정보시스템활동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SCM활동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 프로세스 혁신의 매개효과 

  SCM활동은 기업 내의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 혁신 및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기

업이 최신의 기술을 받아들여 프로세스 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SCM활동 요인의 효과적인 운용 시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다(한윤경, 1998; 김찬봉, 2004). 한윤경(1998)은 정보기술 활용이 프로세스 혁

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프로세스 혁신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프로세스 혁신이 매개작용을 한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하여 제

시하였다. 즉 기업이 처한 특정 환경에서 프로세스 혁신 없이 정보기술만 도입하는 

수준으로 단순히 전산화 수준에 머문다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의미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문성일(2014)의 연구에서도 SCM 성공요인과 경영성과 간

에 프로세스 혁신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민효(2018)의 연구에서는 협

력, 프로세스 통합, 정보공유 등의 SCM 활동요인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결과, 협력, 프로세스 통합 및 정보공유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성과인 재무적 성과와 운영적 성과에 대해 양(+)의 영향이 있음이 나

타났다. SCM에서 SC 파트너 간의 긴밀한 협력과 프로세스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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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스템 조정과 운영을 통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게 되고 이는 최종적으로 경영성

과를 증가시킨다. 이설빈(2019)은 중소기업에서의 SCM활동이 프로세스 혁신에 영

향을 미치며, 프로세스 혁신은 품질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프로세스 혁

신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로부터 SCM활동

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프로세스 혁신의 매개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고자 한다.

가설 4: SCM활동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프로세스혁신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4-1: 통합추진활동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프로세스 혁신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4-2: 활성화지원활동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프로세스 혁신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4-3: 협업정책활동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프로세스 혁신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4-4: 기업간 성과측정활동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프로세스 혁신이 매개

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4-5: 정보시스템활동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프로세스 혁신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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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방법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3.1.1 SCM활동

  SCM 활동은 SC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 통합추진활동, 

활성화지원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 정보시스템활동 등으로 구성

된 SCM 활동의 척도로는 장형욱 등(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31개 문항을 측정하

고자 한다. 통합추진활동은 파트너간 협상능력, 파트너간 개방적 의사교환, 파트너

와 공동 생산 및 판매계획 수립, 파트너와 수요 및 공급계획의 상호 연결, 파트너간 

관리권한 공유, 파트너의 운영 및 의도 파악, 파트너와 정보전달방식의 표준화, 파

트너와 SCM 정보시스템 통합, 내부 SCM 정보시스템 통합의 요소를 의미하며 9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활성화지원활동은 최SCM 중장기 계획 및 전략 수립, 회

사 내 SCM 마인드 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교육, SCM 전문가 활용, 파

트너와 다기능 협력팀(Cross Functional Team) 구성, 회사 내 SCM 교육 실시, 경

쟁전략의 실행능력 보유의 요소를 의미하며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협업정책

활동은 파트너간 공동목표 공유, 구성원들의 SCM 목적과 필요성 인식, 조직간 조

정능력, 주기적인 파트너와 수요 및 공급계획 관리, 상황변화에 대한 파트너와 공동

대응, SCM에 대한 기업문화 수용수준, SCM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참

여, 파트너간 정책절차 및 지침의 통일성 유지, 최고경영자의 SCM에 대한 의지의 

요소를 의미하며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업간 성과측정활동은 파트너와 통

합된 성과에 대한 책임 및 보상 실시, 파트너와의 책임 및 보상에 대한 공정성, 파

트너간 이익과 부담 공유의 요소를 의미하며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보시스

템활동은 EDI, POS 등 기반기술의 구축, SCM 솔루션의 체계적 활용, SCM 추진을 

위한 IT기반의 H/W, S/W, N/W 등의 인프라 지원 투자, SCM 추진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화의 지속적 수행의 요소를 의미하며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1.2 프로세스 혁신

  프로세스 혁신은 업무 프로세스와 공정 프로세스 등의 모든 부문에서의 프로세스

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Lazarus & Novicoff(2004)의 설문문항을 손동주

(2009) 및 문성일(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9개 문항을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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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문문항 문항수 출처

SCM활동

통합추진활동 9

장형욱 등(2008)

활성화지원활 6

협업정책활동 9

기업간 성과측정활동 3

정보시스템활동 4

프로세스 혁신 9
손동주(2009), 문성일

(2014)

경영성과 7
정진홍(2006), 문성일

(2014)

인구 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결혼유무, 학력, 

직책, 부서, 월소득, 재직기간)
8

<표 3-2> 연구변수별 설문 문항 및 출처

  3.1.3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의미하며, 정진홍(2006) 및 문성일

(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재무적 성과 3문항과 비재무적 성과 4문항 총 7개 문항

을 측정하고자 한다.

3.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에 의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성된 설문내용을 조직구성원

들에게 배포하고 회수하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3-2>의 

내용과 같다.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SCM 활동이 31문항, 프로세스 혁신 9문항, 경

영성과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일반통계분석 내용은 성별, 연령, 결혼유무, 학

력, 월소득, 직책, 부서, 재직기간 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문

항의 합계는 5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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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조직에서 근무하는 조직구성원으로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편의성을 자료수집의 근거로 사용하는 편의표집법(convenience sampling)에 의해

(권대봉, 현영섭, 2004) 울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 정규직 종사자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해당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 300부를 배부하였다. 2019년 08월 10일부터 09월 18일까지 약 40

일간 총 21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36부를 제외

한 174부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모든 연구변수의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

관계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기술적 통계처리와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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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및 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의 표본은 울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공업, 자동차 분야의 부품제조업

체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해당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 300부를 배부하였다. 

2014년 3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40일간 총 21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

며, 이들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36부를 제외한 174부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

되었다. 모든 연구변수의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분석대상인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응답자의 95.4%가 남성, 

4.6%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 20.1%, 30대 41.4%, 40대 36.2%, 50대 

이상 2.3%로 나타났다. 기혼자가 67.8%, 미혼자가 32.2%이었고, 학력은 고졸 

2.3%, 전문대졸 6.9%, 대졸 90.0%, 대학원졸 0.6%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200만

원 미만 6.9%, 200-400만원 미만 82.2%, 400-600만원 미만 8.0%, 600만원 이

상이 2.9%이였다. 부서는 마케팅/영업 35.1%, 인사/재무/회계 18.4%, 생산/연구/개

발 39.1%, 기타 7.4%이였다. 직책은 사원 27.6%, 대리 24.1%, 과장 39.1%, 차장 

4.6%, 부장 이상 4.6%이였다. 그리고 재직기간은 5년 미만 31.6%, 5-10년 미만 

36.8%, 10-15년 미만 21.8%, 15년 이상이 9.8%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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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표본의 특성

구분 항목 빈도수 백분율

성별
남 166 95.4

여 8 4.6

연령

20대 35 20.1

30대 72 41.4

40대 63 36.2

50대 이상 4 2.3

결혼유무
기혼 118 67.8

미혼 56 32.2

학력

고졸 4 2.3

전문대졸 12 6.9

대졸 157 90.2

대학원졸 1 0.6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2 6.9

200-400만원 미만 143 82.2

400-600만원 미만 14 8.0

600만원 이상 5 2.9

부서

마케팅/영업 61 35.1

인사/재무/회계 32 18.4

생산/연구/개발 68 39.1

기타 13 7.4

직책

사원 48 27.6

대리 42 24.1

과장 68 39.1

차장 8 4.6

부장 이상 8 4.6

재직기간

5년 미만 55 31.6

5-10년 미만 64 36.8

10-15년 미만 38 21.8

15년 이상 17 9.8

제 2 절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실증 분석에 앞서 복합지수로 구성된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항목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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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이 확보된 항목을 중심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많은 측정지표들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해야 하므로 독립변수, 매개변

수, 그리고 결과변수로 나누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고, 요인이 적어도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

며, 항목의 축소와 각 요인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리맥스(varimax) 방법

으로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평가기준으로는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 

0.4 이상(한효진, 2011)으로 하였고, 총 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50% 이상(Bagozzi 

& Yi, 1988)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4.0을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은 선험적인 경우에는 전체

적인 크론바하 알파계수의 값이 있다(Hair et al., 2006). <표 4-2>와 <표 4-3>에

서 제시된 모든 연구변수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6 이상으로 신뢰성이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요인분석은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기법인 요인추출방법

으로 주성분분석을 통한 직각회전을 이용하였다. <표 4-2>는 독립변수에 대한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SCM활동은 활성화지원활동의 6개 문항 중에서 

5개 문항(1개 문항제거), 통합추진활동의 9개 문항 중에서 3개 문항(6개 문항제거), 

협업정책활동의 9개 문항 중에서 4개 문항(5개 문항제거), 기업간 성과측정활동의 

3개 문항 중에서 3개 문항(1개 문항 제거, 협업정책활동의 1개 문항 포함)이 1이상

의 고유치를 가졌으며, 누적분산비율은 추출된 3개 요인에 대하여 전체 분산의 

58.427%를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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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독립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독립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변수 요인 문항

SCM

활동

활성화지

원활동

파트너와 다기능 협력팀(Cross Functional Team)

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0.818

SCM 중장기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0.672

SCM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0.643

경쟁전략의 실행능력이 있다. 0.477

회사 내에 SCM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를 형성하

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0.423

통합추진

활동

파트너간 관리권한을 공유하고 있다. 0.833

파트너와 정보전달방식의 표준화를 구현하고 있다. 0.694

파트너간 협상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0.474

협업정책

활동

파트너와 수요 및 공급계획을 주기적으로 관리하

고 있다.
0.796

상황변화에 대하여 파트너와 공동대응이 가능하다. 0.754

파트너간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다. 0.531

파트너간 정책절차 및 지침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

다.
0.439

기업간

성과측정

활동

파트너와 통합된 성과에 대한 책임 및 보상이 이

루어지고 있다.
0.803

SCM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참여를 하

고 있다.
0.696

파트너간 이익과 부담을 공유하고 있다. 0.586

아이겐값 5.148 1.415 1.157 1.044

누적 분산비율 34.323 43.753 51.465 58.427

신뢰계수 0.731 0.720 0.723 0.675

  <표 4-3>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프로세스 혁신은 9개 문항 중 7개 문항(2개 문항제거)이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으

며, 경영성과는 7개 문항이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다. 또한 추출된 2개 요인

은 전체 분산의 64.112%를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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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매개 및 종속변수
요인1 요인2

변수 요인 문항

프로세스

혁신

프로세스

혁신

SCM을 이용하여 프로세스를 개선 운영하고 있으며, 전

사적 관점에서 이를 관리한다.
0.702 0.171

프로세스 혁신(개선)의 방법을 다른 사업부나 프로세스

에 적용할 수 있는 조직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0.693

기계설비의 예방활동 및 공정의 전반에 발생하는 문제

해결 활동이 매우 자유롭다.
0.654

모든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정보(개선사항)를 내·외부 고

객의 개선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0.640

모든 임직원들은 프로세스 혁신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 한다.
0.598

공정과정 속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성과관리를 위해

프로세스 혁신에 기여한 종업원의 활동을 문서화하고

있다.

0.508

입고자재, 부품, 공급서비스 및 각종 품질자료를 체계적

으로 검토 관리하며,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를 해결하려 한다.

0.476

경영성과 경영성과

SCM으로 인해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0.735

SCM으로 인해 비용 절감이 되고 있다. 0.634

SCM으로 인해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 0.616

SCM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0.600

SCM으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0.558

SCM으로 인해 종업원들의 사기가 향상되고 있다. 0.496

SCM으로 인해 고객만족이 향상되고 있다. 0.464

아이겐값 5.051 1.125

누적 분산비율 46.076 64.112

신뢰계수 0.788 0.773

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표 4-4>는 가설검증을 위한 선행단계로 SPSS 24.0을 이용하여 연구변수들과 

통제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서 연구변수들은 서로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연구변수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SCM활동의 조직지원특성과 프로세스 혁신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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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1. 2.21 0.78 1.000

2. 1.32 0.47 .501*** 1.000

3. 2.89 0.39 .477*** .551*** 1.000

4. 2.19 1.01 .505*** .453*** .411*** 1.000

5. 2.10 0.96 .590*** .594*** .672*** .544*** 1.000

6. 3.18 0.68 .645*** .512*** .598*** .560*** .662*** 1.000

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SCM 성공요인의 정보관리특성과 파트너십특성 

간의 관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 1.활성화지원활동, 2.통합추진활동, 3.협업정책활동, 4.기업간성과측정활동, 5.프로세스혁신, 6.경영성과
    *p < 0.10,  **p < 0.05,  ***p < 0.01

제 4 절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앞서 연구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검토를 위해 분산팽창요

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VIF의 값이 10을 넘

지 않으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유승동, 2001). 연구변수들 

간의 VIF의 값을 확인한 결과, 가장 큰 값이 2.515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SPSS 24.0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가설 1은 SCM활동(활성화지원활동, 통합추진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성과측정

활동)과 프로세스혁신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세부 가설은 가설 1-1에서 1-4까지

설정하였다. <표 4-5>에서 SCM활동의 활성화지원활동, 통합추진활동, 협업정책활

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 모두 프로세스혁신에 대해 유의한 수준(β=0.215, p<0.01; 

β=0.185, p<0.01; β=0.388, p<0.01; β=0.191, p<0.01)에서 영향을 미치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1, 가설1-2, 가설1-3, 가설1-4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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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가설1-1에서 가설1-4까지의 회귀분석 결과

프로세스혁신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324 0.184 　 1.763 0.08

활성화지원활동 0.208 0.060 0.215 3.498 0.001***

통합추진활동 0.156 0.053 0.185 2.958 0.004***

협업정책활동 0.359 0.056 0.388 6.364 0.000***

기업간성과측정활동 0.177 0.055 0.191 3.252 0.001***

R²= 0.602, 수정된 R²= 0.593, F = 63.996***, *p < 0.1, **p < 0.05, ***p < 0.01

  가설 2는 프로세스혁신과 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표 4-6>에서 프로세

스혁신은 경영성과에 대해 유의한 수준(β=.662, p<0.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4-6> 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경영성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206 0.169 　 7.125 0.000***

프로세스혁신 0.602 0.052 0.662 11.573 0.000***

R²= 0.438, 수정된 R²= 0.435, F = 133.931***, *p < 0.1, **p < 0.05, ***p < 0.01

가설 3은 SCM활동(활성화지원활동, 통합추진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성과측정

활동)과 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세부 가설3-1에서 가설3-4은 SCM활동이

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표 4-7>에서 SCM활동의 활성화지원활동, 협업

정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은 경영성과에 대해 유의한 수준(β=0.353, p<0.01; 

β=0.300, p<0.01; β=0.228, p<0.01)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합추

진활동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1, 가설3-3, 가

설 3-4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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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가설 3-1에서 가설 3-4까지의 회귀분석 결과

경영성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574 0.175 　 3.290 0.001***

활성화지원활동 0.311 0.057 0.353 5.503 0.000***

통합추진활동 0.051 0.050 0.067 1.019 0.310

협업정책활동 0.252 0.053 0.300 4.713 0.000***

기업간성과측정활동 0.192 0.052 0.228 3.716 0.000***

R²= 0.602, 수정된 R²= 0.593, F = 63.996***, *p < 0.1, **p < 0.05, ***p < 0.01

  가설 4는 SCM활동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프로세스혁신의 매개효과에 

관한 것이다.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4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는 매개작용을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로 구분하고 각 매개작용이 성립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1) 1단계에서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고, (2) 2단계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야하며, (3) 3단계에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적인 영향

을 미쳐야 한다. (4) 매개변수를 포함한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의 영향은 조건(3)의 경우보다 적거나 전혀 없어야 한다. 감소한 경우는 부분매개효

과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없는 경우는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표 4-8>는 독립변수인 SCM활동과 종속변수인 경영성과 간에 매개변수인 프로

세스혁신의 매개효과에 대한 단계별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1단계에서 활

성화지원활동, 통합추진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성과측정활동은 프로세스혁신에 

대해 유의한 수준(β=0.215, p<0.01; β=0.185, p<0.01; β=0.388, p<0.01; β

=0.191, p<0.01)에서 영향을 미치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회귀분석 조건(1)

이 충족되었다. 2단계에서 프로세스혁신은 경영성과에 대해 유의한 수준(β=.662, 

p<0.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회귀분석 조건(2)가 충족되

었다. 3단계에서 활성화지원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성과측정활동이 경영성과에 

대해 유의한 수준(β=0.353, p<0.01; β=0.300, p<0.01; β=0.228, p<0.01)에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회귀분석 조건(3) 또한 충족되었다. 마지

막으로 3단계에서의 경영성과에 대한 프로세스혁신을 동시 투입한 활성화지원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의 영향이 조건(3)에 비해 감소(β=.353, p<.01

에서 β=.305, p<.01, β=.300, p<.01에서 β=.213, p<.01, β=.191, p<.01에서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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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1단계

(독립->매개)

경영성과

2단계

(매개->종속)

3단계(독립, 매개->종속)

매개통제(O) 매개통제(X)

연구변수:

활성화지원활동 0.215*** 0.353*** 0.305***

통합추진활동 0.185*** 0.067 0.025

협업정책활동 0.388*** 0.300***  0.213***

기업간성과측정활동 0.191*** 0.228*** 0.185***

프로세스혁신 0.662*** 0.222***

R² 0.602 0.438 0.568 0.582

수정R² 0.593 0.435 0.588 0.576

F 63.996*** 133.931*** 55.644*** 47.97***

=.185, p<.01)하여 조건 (4)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SCM활동의 활성화

지원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프로세스혁

신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4-1, 4-3, 4-4은 채

택되었다.

<표 4-8> 가설 4-1에서 가설 4-4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p < 0.10  **p < 0.05  ***p < 0.01

  본 연구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SCM활동의 하위변수인  활성

화지원활동, 통합추진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은 프로세스 혁신에 

영향을 미치며, 프로세스 혁신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성화지원활동, 통합추진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들 SCM활동 중 활성화지원활동, 협업정책활

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의 하위변수들은 프로세스 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프로세

스 혁신이 다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4-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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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SCM활동은 프로세스 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1
통합추진활동은 프로세스 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활성화지원활동은 프로세스 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3
협업정책활동은 프로세스 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4
기업간 성과측정활동은 프로세스 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프로세스 혁신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SCM활동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부분 

채택

가설 3-1
통합추진활동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2
활성화지원활동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3
협업정책활동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4
기업간 성과측정활동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4
SCM활동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프로세스혁신이 매개작

용을 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4-1
통합추진활동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프로세스 혁신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기각

가설 4-2
활성화지원활동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프로세스 혁신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 4-3
협업정책활동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프로세스 혁신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 4-4
기업간 성과측정활동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프로세스 

혁신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채택

<표 4-9> 가설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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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토의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해석

  기업의 경영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조기업의 SCM은 기존 파트너

기업과 신규 파트너 기업들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SCM의 역할에 주목하여, SCM활동이 경영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서 프로세스 혁신의 매개작용을 밝히려는 연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SCM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프로

세스 혁신이 이들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

해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적으로 검증하였다. 

  첫째, SCM활동의 통합추진활동, 활성화지원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

활동은 프로세스 혁신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설빈(2019)의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SCM활동

이 프로세스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둘째, 프로세스 혁신은 경영성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김창봉, 2004; 최

봉, 2005; 한윤경, 1998; Mitchell & Coles, 2003; Bender et al., 2000; 

Blaskeslee Jr., 1999; White &  Hamermesh, 1981, 문성일, 2014; 최용호, 

2016)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셋째, SCM활동의 활성화지원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은 경영성

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장형욱 등(2008)과 강민효(2018)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들 연구에

서는  SCM활동의 통합추진활동, 활성화지원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활

동이 기업의 성과(학습과 성장, 고객, 재무, 내부 업무프로세스 관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또한 SCM활동의 협력, 프로세스 통합, 정보공유 

요인이 경영성과(재무적 성과, 운영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SCM활동의 활성화지원활동, 협업정

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프로세스 혁신이 부분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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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설빈(2019)의 연구에서도 나타나

는데, 이 연구에서는 SCM을 기업 전반에 걸친 기업내·외부 조직들의 비즈니스 프

로세스의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SCM 활동(전략적 제휴, 기술개발, 역량집중화, 정보

공유)이 기업들의 프로세스 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품질성과(비용감소, 품

질수준 확보, 납기준수율 향상, 재고비용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것은 본 논문에서 SCM활동의 활성화지원활동, 협업정책활동, 그리고 기업간 성과

측정활동 등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하여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지

지함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다. 첫째, 최근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SCM활동과 프로세스 혁신이 경영성

과에 중요한 설명변수임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장형욱 등(2008), 

문성일(2014), 최용호(2016), 그리고 이설빈(2019)이 제안한 연구모형을 확장한 새

로운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SCM활동의 후행변수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SCM활동, 프로세스 혁신, 경영성과 간의 이론을 통합하고 그 논리를 확

대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프로세스 혁신이 경영성과의 선행변수일 뿐만 아니라 SCM활동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한 것으로, 이는 

SCM과 프로세스 혁신의 이론을 축적하고 그 논리를 확대하여 향후 연구의 선행연

구로써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프로세스 혁신

이 SCM활동과 경영성과 사이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다루는 경우, 완전매개보다는 부분매개가 현실적으로 보다 

더 의미 있는 이론적 설득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Baron & Kenny, 1986). 이

러한 점은 SCM활동과 경영성과의 연구에 있어서 프로세스 혁신뿐만 아니라, 다양

한 매개변수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SCM 기법을 도입하여 그 SCM활동이 지향하는 정통합추진활동, 활성화

지원활동, 협업정책활동, 기업간 성과측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경우 업무 프로

세스 및 공정 프로세스 등 모든 프로세스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고객만족 향상, 종업원 사기 향상으로 이어지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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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기업의 비용 절감, 매출 증대, 순이익 증가 등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기업이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SCM과 같은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할 때에 프로세스 혁신 활동도 동시에 추진하여야 궁극적으로 

기업이 목표로 하는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이러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

어 향후 연구에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 변수들에 대한 측정은 자

기보고식(self-report) 설문지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에 따른 공통방법분

산(common method variance)의 가능성이 높다. 둘째, 수집된 자료는 어느 한 시

점에서의 횡단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

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연구변수들의 

인과관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조사대상이 지역적으로 제한된 울

산지역의 중공업, 자동차 1, 2차 부품 제조업체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

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업종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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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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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지는 “SCM활동이 프로세스 혁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위한 목적에서 작성 되었습니다. 연구결과는 SCM 적용 기업의 발전을 도모 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본 설문지는 실증적 연구에 사용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써 응답하신

    내용은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무기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에 관한 모든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업무에 여러모로 번거로우시겠지만, 본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면 

    본 연구를 가능케 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귀하의 도움과 호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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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곳에 ○표해 주십시오.

J 서로 유사한 문항 또는 비슷하다고 느끼게 되는 문항이라 할지라도,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J 귀하의 귀중한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훌륭한 연구로 보답하고자 하오니 마지        

   막 페이지까지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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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SCM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귀하의 느낌이

나 생각을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파트너는 귀하의 거래업체를 의미합니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파트너간 협상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파트너간 개방적 의사교환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파트너와 공동으로 생산 및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파트너와 수요 및 공급계획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파트너간 관리권한을 공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파트너의 운영 및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파트너와 정보전달방식의 표준화를 구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SCM 구현을 위해 파트너와 정보시스템 통합을 이루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SCM 구현을 위해 내부 정보시스템 통합을 이루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SCM 중장기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회사 내에 SCM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SCM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파트너와 다기능 협력팀(Cross Functional Team)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회사 내에서 SCM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경쟁전략의 실행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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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SCM 활동】에 대한 계속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을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6. 파트너간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구성원들이 SCM의 목적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조직간의 조정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파트너와 수요 및 공급계획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상황변화에 대하여 파트너와 공동대응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SCM에 대한 기업문화 수용수준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22. SCM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파트너간 정책절차 및 지침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최고경영자의 SCM에 대한 의지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25. 파트너와 통합된 성과에 대한 책임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파트너와의 책임 및 보상에 대하여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파트너간 이익과 부담을 공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EDI, POS 등 기반기술이 구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SCM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SCM 추진을 위해 IT기반의 H/W, S/W, N/W 등의 인프라 

    지원에 투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SCM 추진을 위해 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63-

2. 다음은 【프로세스혁신】과 【경영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

시고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을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회사는 SCM을 이용하여 프로세스를 개선 운영하고 있으며, 

전사적 관점에서 이를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프로세스 혁신에 장애가 되는 요인

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프로세스 혁신(개선)의 방법을 다른 사업부나 프로세

스에 적용할 수 있는 조직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는 프로세스의 변화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

스 변화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의 모든 프로세스는 품질향상을 최우선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는 입고자재, 부품, 공급서비스 및 각종 품질자료를 체계

적으로 검토 관리하며, 문제점이 있을시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를 해결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는 공정과정 속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성과관리를 위

해 프로세스 혁신에 기여한 종업원의 활동을 문서화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는 모든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정보(개선사항)를 내외부 

고객의 개선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회사는 기계설비의 예방활동 및 공정의 전반에 발생하는 문

제해결 활동이 매우 자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1. SCM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SCM으로 인해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SCM으로 인해 비용 절감이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SCM으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SCM으로 인해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SCM으로 인해 고객만족이 향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SCM으로 인해 종업원들의 사기가 향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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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설문을 완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에 체크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결혼유무는?   ① 기혼    ② 미혼    

4.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5. 귀하의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6. 귀하의 월소득은? ① 200만원 미만 ② 200~400만원 미만 ③ 400~600만원 미만 ③ 600만원 이상

8. 귀하의 부서는?  ① 마케팅/영업  ② 인사/재무/회계  ③ 생산/연구/개발  ④ 기타(   )

7. 귀하의 직책은?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 이상 – 관리직

8. 귀하의 재직기간은? ①5년 미만 ②5~10년 미만 ③10~15년 미만 ④15년 이상

끝까지 설문에 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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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CM Activities on Process Innov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Kim, Su-Chan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Ulsan

Supervisor: Prof. Jang, Gil-Sang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e effects of SCM activities on process 

innov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process 

innovation in the proces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proposed, a research hypothesis was established, and a hypothesis 

based on previous studies was verified.

  In the proposed model, the SCM activity influences business performance. In 

the process, process innovation is used as a mediating variable. For this 

study, we surveyed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orking for a 

manufacturer applying SCM located in Ulsan. A total of 21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174 were used for this study.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24.0.

  Looking at the proposed research model, in the research model, the results 

of SCM activities on business performance are as follows. The factors 

supporting the activation of SCM activities, integrated promotion activities, 

collaboration policy activitie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activities among 

firms have a positive effect on process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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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The factors 

supporting the activation of SCM activities, collaborative policy activitie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activities among companie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on role of process innovation between SCM activity and 

business performance, process innovation between activation support activity, 

collaboration policy activity, performance measurement activity between 

companies and business performance plays a part of mediating role.

  This study presents a new model that extends the research model proposed 

by Moon Sung-il (2014) and promotes understanding of SCM activities and 

business performance. In additi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found by 

integrating theories between SCM activities, process innovations, and business 

performance variables and expanding the logic by identify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rocess innovations.

  Practical implications are that SCM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indirect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through process innovation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directly performing SCM. Therefore, the SCM activity itself is 

an important factor to improve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but it should be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in order to inspire the 

process innovation mind of the members in the organization.

key words: SCM activities, process innovation, business performance, 

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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