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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SCM 성공요인이 SCM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최근 많은 기업에서 SCM을 도입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고 있지만, 아

직까지 경영환경이 열악한 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은 SCM의 도입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중소 제조업체의 SCM 도입을 위한 성공요인을 확인하고, SCM 성

공요인이 SCM성과와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다

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SCM 이용자를 대상으로 SCM 성공요인이 SCM

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SCM성과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안된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연구모형에서는 SCM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SCM성

과가 매개변수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SCM를 적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

포하여, 총 20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28부를 

제외한 174부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사용하

여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SCM 성공요인의 정보관리 특성, 조직지원 특성, 파트너

십 특성은 SCM성과의 고객서비스 증대와 운영효율성증대 및 비용절감 요인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CM성과의 고객서비스 증대와 운영

효율성증대 및 비용절감 요인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정보관리 특성, 조직지원 특성, 파트너십 특성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CM 성공요인과 경영성과 간에 SCM성과의 매

개역할을 검증한 결과, 정보관리 특성, 조직지원 특성, 파트너십 특성과 경영성과 

간의 SCM성과의 고객서비스 증대와 운영효율성증대 및 비용절감 요인은 모두 부

분매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문성일(2014), 전준수 등(2007), 그리고 서창적 등(2004) 등이 제안한 

연구모형을 확장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SCM 성공요인과 경영성과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였다. 또한 SCM성과의 매개효과를 밝혀 SCM 성공요인, SCM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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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영성과 변수들 간의 이론을 통합하고, 그 논리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이

론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SCM 성공요인인 정보관리 특성, 조직지원 특성, 파트너십 

특성을 강화하면 SCM성과인 고객서비스 증대와 운영효율화증대 및 비용절감이 달

성되고, 이를 통하여 경영성과에 중요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 제조업체들은 SCM 성공요인에 대한 조직차원의 강화를 통하여 SCM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 중요한 요소

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SCM 성공요인, SCM성과, 경영성과,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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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최근 많은 기업에서 경영혁신 기법인 SCM(Supply Chain Management: 이하 

SCM)을 도입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영환경이 열

악한 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은 SCM의 도입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중소 제조업체의 SCM 성공요인을 확인하고, 이러한 SCM 성공요인이 

SCM성과와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다고 하겠다.

  SCM은 전체 공급사슬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경영혁신 기법이다. SCM 

추진 기업들은 기업간 전자적 연결을 통한 정보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

급체인 파트너 간에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업무성과를 개선시켜 지속가

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있다(정락채,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SCM 성공요

인에 대한 기존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요인을 정보관리 특성, 조직지원 특성, 파

트너십 특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SCM성과에 대한 연구는 기업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적으로서 고객서비

스 증진, 비용 절감,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 운영효율성 향상 등을 SCM성과로 활

용한 연구들(Anderson et al., 1997; Elliff, 1998; Metz, 1998; Mariotti, 1999; 

한호영, 2001; 손승호, 2003; Chopra and Meindl, 2004; 김수욱, 2005)과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성장 관점에서 성과를 판단하는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지표)를 

도입하여 SCM성과 측정지표로 제시한 연구들(Brewer and Speh, 2000; 박연우, 

2003; 장형욱, 2006)로 구분할 수 있으며, SCM성과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성

과 달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SCM 시행 이후, SCM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효과

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금까지의 SCM과 관련

한 대부분의 이론 및 실증적 연구들은 SCM 성공요인이 다양한 성과 관련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여러 변수의 매개효과에 대해서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

지 SCM성과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SCM 성공요인은 기업 간

의 SCM성과의 향상을 통해 경영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임세헌, 2006)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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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성과의 매개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M을 적용하고 있는 울산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에 근무

하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SCM 성공요인이 SCM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과 그 과정에서 SCM성과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경영성과가 향상되도

록 SCM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SCM 성공요인이 어떤 과정을 통

해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SCM성과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SCM 도입 이후 

SCM성과와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통합모형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해답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첫째, SCM의 성공요인이 SCM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SCM성과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쨰, SCM의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SCM의 성공요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SCM성과가 매개작용을 

하는가? 

  즉, 본 연구에서는 SCM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조직에서 SCM 성공

요인이 SCM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이론을 수립하고 이를 실증 

검증하고자 한다. 

  상술하면, SCM 성공요인을 정보관리 특성, 조직지원 특성, 파트너십 특성의 3가

지 구성요소로 구분한 뒤 SCM 성공요인의 3가지 구성요소와 경영성과 간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SCM 성공요인이 선행 변수로서 SCM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서로 간의 인과관계를 규

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SCM성과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SCM 성공요인과의 연계관

계를 규명하는 체계적인 실증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SCM 성공요인

과 SCM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이론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SCM성과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도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이론을 축적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SCM 성공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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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넷째, SCM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 있어서 SCM성과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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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M의 성

공요인이 SCM성과를 통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

라 SCM 성공요인과 SCM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연구한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2019년 08월 10일부터 2019년 09월 18일까지로 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공간적 범

위로서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SCM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공업 및 자동차

의 부품을 제조하는 1차 벤더 및 2차 벤더에 근무하고 있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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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요인에 대한 이론을 비롯하여 SCM성과, 경영성과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조사

하였다. 

  제 3장은 연구의 설계 부분이며, 선행연구로부터 확인된 SCM 성공요인, SCM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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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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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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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M은 공급자로부터 기업 내 변환과정, 유통망을 거쳐 최종고객에 이르기까지의 

자재,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을 전체 시스템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급사슬 내에서의 모든 흐름을 원활히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고객 서비스 수

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공급망 구성 요소들 간에 이루

어지는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최적화를 달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적의 비용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가치를 최대

화 할 수 있는 것이다(신수용, 2018). SCM의 목적은 최종고객을 포함한 전체 공급

사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며,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것이고, 

마케팅 채널에서 기업 간 서로 다른 비즈니스 활동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영

철학이라고 하였다(Lambert et al,. 1998).

  Cooper et al.(1997)는 SCM을 공급사슬 상의 고객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모든 접근 방식으로 정의하였으

며, Bechtel와 Jayaram(1997)은 SCM을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원재료부터 최종 소

비자에게 배송되기까지 정보의 흐름과 활동들을 최적화 하려는 원칙으로 정의하고,

Lambert와 Copper(2000)는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제품과 서비

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것으로 SCM을 정의하였

다. 또한 Lee et al.(2007)는 SCM을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수

량이 제공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공급자, 제조자, 창고, 운송, 소매, 고객을 효

율적으로 통합하며 동기화된 결정과 활동의 집합을 통해 최적의 시간, 고객 서비스 

수준요구 사항을 만족하면서 시스템 전체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

로 정의 하였다(김태원, 2017).

  Farahani와 Elahipanah(2008)은 정보와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고 개발하며 처리용

량과 그 밖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것으로 SCM을 정의하였으며, Wisner et 

al.(2012)는 생산, 납품, 자재, 부품 관리 및 재활용까지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제

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SCM으로 정의하였다

(김태원, 2017).

  즉, SCM은 공급업자로부터 원자재를 획득하고, 이 원자재를 중간재나 최종재로 

변환하고, 최종제품을 고객에게 유통시키기 위한 조직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네

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최두원, 2015). SCM이란 기업이 제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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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기까지 공급사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정

보기술을 이용해서 관리함으로써, 재고를 최적화 하고 소요시간을 감축하여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홍일유, 차유상, 2015).

  SCM는 공급업자로부터 생산자 그리고 고객까지, 혹은 서비스의 공급업자로부터 

최종 고객까지의 원자재, 생산, 물류, 서비스, 정보의 흐름에 대한 계획 및 통제에 

관한 통합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경영관리 활동들 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Fantazya et al., 2010).

  SCM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부품 및 원자재 조달업체, 제조업

체, 유통업체, 고객 등으로 이어지는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이 상호 협

력하여 자원과 정보의 흐름을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관리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라고 하였다(김은정, 2009).

  SCM 개념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부품 및 원자재 공급업체, 제

조업체, 유통업체, 고객 등의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자원과 정보의 흐름을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관리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장

건오, 2009). 즉, 고객 서비스 수준을 만족 시키면서 시스템 전반적인 비용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량이 원하는 장소와 필요한 시간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공급자, 제조업자, 물류업자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데 이용되는 일련

의 접근법이며, 동시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 간 정보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임창욱, 2006).

  SCM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비용을 낮춤으로써, 최종 고객에게 가치

를 창출하여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공급사슬의 디자인, 관리 그리고 통제

에 관한 통합적인 프로세스 중심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Giannoccaro와 

Pontrandolfo, 2002).

  이러한 SCM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으며, 주요 연구

자들의 정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SCM의 개념을 논하는데 있어 

Lalonde는 소싱(sourcing)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유기

적으로 관리하여 고객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Lalond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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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SCM의 정의

저자 내용

B. Lalonde 

(1997)

소싱(sourcing)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유기

적으로 관리하여 고객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는 활동.

Lee et 

al.(2007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수량이 제공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공급자, 제조자, 창고, 운송, 소매, 고객을 효율적으로 통합

하며 동기화된 결정과 활동의 집합

Simchi-Levi,

et al(2008)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시스템 전반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이 적정한 수량으로, 적정한 장소로, 적정한 시간에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 제조업체, 물류업체, 소매업체들을 효율적으로 통

합하기 위한 일련의 접근방법.

Global Supply

Chain Forum

(한국로지스틱

스학회, 2014)

고객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초의 공급

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상품,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

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전략.

CSCMP

(Council of

Supply Chain

Management

Professionals)

(한국로지스틱

스학회, 2014)

공급사슬관리는 조달 및 구매, 가공에 관련된 모든 활동과 모든 물류관

리활동의 계획과 관리를 포괄함. 중요한 점은 공급사슬관리가 공급자, 

중계자, 3자 서비스제공자와 같은 채널 파트너 간 조정(co-ordination)

과 협업(collaboration)을 포함한다는 것임.

본질적으로 공급사슬관리는 기업 내 및 기업 간 공급 및 수요관리를 

통합하는 데 초점을 둠

최두원(2015)

공급사슬관리(SCM)는 공급업자로부터 원자재를 획득하고, 이 원자재를 

중간재나 최종재로 변환하고, 최종제품을 고객에게 유통시키기 위한 조

직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네트워크

신수용 등

(2018)

SCM은 공급사슬 상에 있는 모든 단계의 흐름 즉, 공급, 생산 및 운영, 

조달, 물류, 유통, 고객 등의 전 단계에 걸쳐 최적화를 도모하는 개념과 

활동. 즉, SCM은 공급자에서부터 고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의 물류 흐름을 관리하는 전사적이며 통합적인 철학.

  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SCM은 공급사슬 상에 있는 모든 단계의 흐름 즉, 

공급, 생산 및 운영, 조달, 물류, 유통, 고객 등의 전 단계에 걸쳐 최적화를 도모

하는 개념과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SCM은 공급자에서부터 고객에 이르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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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계에서의 물류 흐름을 관리하는 전사적이며 통합적인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신수용 등, 2018). 기업의 SCM 실행은 기업 성과와 경쟁적 이점을 증가시키고 전

방산업과 후방산업의 협력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Farahani et al., 2008). 이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개별기업의 경쟁력 보다는 기업 

간의 가치사슬에 의해 형성된 집단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

므로 하나의 완성된 제품은 특정 제조 기업만의 산출물이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공급사슬의 합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차원을 넘어서 공급사슬과 공급사슬 간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으

며, 성공적인 공급사슬의 관리는 해당기업의 경쟁력을 대변하게 되었다(이내준, 

2006).

  공급사슬 내의 모든 조직이 지속적으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효

율, 품질,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공급사슬 관련 기업 간의 제품관련 활동을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공급사슬에 관한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SCM의 목적은 고객과 공급자의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글로벌 환경 또는 

시장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제조환경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Sinha et al., 

2014). 이러한 SCM의 특징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SCM의 개념은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최적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둘째, SCM의 목적은 전체 생산 및 관리시스템에 걸친 최적화 활동을 효율적으로 통

합하여 비용절감을 달성하는 것이다. 셋째, SCM의 관리범위는 공급자, 제조사, 소

매상, 최종 사용자의 효율적인 통합을 고려하기 때문에 전략적 차원에서 운영단계

의 모든 기업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Lee et al, 2007; 김태원, 

2017).

  앞에서 설명한 SCM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정의를 비교하면, 다음 세 가지의 공

통적인 개념 정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SCM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필요로 하는 최종 소비자까지의 공급사슬 전 과정을 관리한

다는 것이다. 결국 SCM은 과거 기업 내부 통합을 넘어서 협력업체와 고객사까지의 

공급사슬 네트웍크에 대한 통합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SCM은 최초 원

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고객까지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공급사슬 

정보 등의 가치를 공유하여 공급사슬관리 활동에서 발생되는 전략적인 조정 및 통

합을 추구하는 경영혁신 기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셋째, SCM은 품질 및 납기 

등 고객 대응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기업 오퍼레이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

써, 최종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

을 확보하고자 한다(강철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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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CM 성공요인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공급사슬 전

체를 최적화 하지는 못하였다. 기업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공급사슬의 최적

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도입한 경영혁신 기법이 SCM(Supply Chain Management)이다. 

SCM 추진 기업들은 기업간 전자적 연결을 통한 정보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

로 공급체인 파트너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업무성과를 개선시켜 지속가

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있다(정락채, 2011).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SCM 성공요인은 SCM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SCM 도입 기업의 목적과 특성, 그리고 연구자의 접근방식에 따

라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llram et al.(1995)은 구매자와 공급자의 관점에서 파트너십의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구매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을 순서대로 제시

하였는데, 양방향 정보공유, 최고경영자의 지원, 목적의 공유, 제품변화나 신제품 

개발 초기의 의사교환,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총체적 품질관

리, JIT 시스템의 활용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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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고객서비스 증진 및 기업의 적정 이윤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서의 성공 요

인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프로세스 차원의 통합적인 SC 운영능력, 둘

째, 제3자 물류업체를 이용한 효율적 로지스틱스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능력, 셋

째,SC 구성원들을 판매 및 운영계획에 참여시켜 실제수요에 접근할 수 있는 예측시

스템 활용능력, 넷째, 시장수요 발생시점까지 제품의 완성을 지연시킬 수 있는 SC

의 유연성 확보능력, 다섯째, 공급업자와의 전략적 관계 구축능력, 여섯째, SC 전

체 프로세스의 운영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능력, 마지막으로 SC 

구성원간의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한 성과 측정능력 등이다.

  Ellift(1998)는 5개 기업의 사례 연구를 통해 SCM 성공요인을 SCM 도입에 따라 

모호해질 수 있는 책임과 역할에 대한 조직의 재구축능력, 공정한 성과배분이 가능

한 성과측정시스템 구축능력, 기업 간 또는 부서간의 장벽을 허물고 환경변화에 신

속히 대응하기 위한 통합관리팀 구축능력, 그리고 SC 주체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보유능력 등을 성공요인으로 꼽고 있다.

  Edrocher와 Kilpatrick(2000)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SC전략 실행

능력, 정보시스템 구축능력, 동맹관계 구축능력, 통합관리조직 구축능력, 성과 측

정시스템 구축능력 등을 SCM 성공요인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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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dra와 Kumar(2000)은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유연한 조직, 조직들 

관계, 전체 SC의 조정, 향상된 의사소통과정, 비핵심 역량 분야의 외주, 재고관리, 

BTO(Build to Order:수주생산) 제조전략, 그리고 비용통제 등을 제시 하였고, 

Rao(2006)은 사례 연구를 통해 SCM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함에 있어 고객과 공급자 

관계 구축, 정보 및 의사소통기술 실행, 제품 흐름의 재조정, 기업문화 창출, 그리

고 성과측정 명확화 등 다섯 가지를 전략적 성공요인으로 제안하였다.

  국내 연구자 김창봉(2001)은 SCM 성공요인을 정보교환, 새로운 정보기술투자, 

SCM을 위한 기업목표의 조정, 장기 중점 개발, SCM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관심, 거

래파트너와의 밀접한 유대관계 등을, 서아영과 신경식(2001)은 공급업체와 구매업

체와의 관계, 계획과 통제, 조직간 조정, IT 활용, 고객반응과 유연성, SC간의 협

력 정도 등을 성공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방희석과 김영민(2001)은 우리나라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공요인으

로 최고경영자의 지원, 위험과 보상의 공유, 목적의 공유, 사회적 ․ 관습상 장애물

의 극복, 조직적 양립성, 재무적 안정성, 장기적 전략, 신뢰성, 원활한 의사전달, 

부가 가치의 창출, 경쟁우위의 확보, 파트너로서의 가치, 제휴관계, 정보기술의 활

용, SC 전략, 총체적 품질관리 및 JIT 시스템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박연우(2003)는 SCM 추진유형별로 SCM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간 협업, 상호

신뢰, 비즈니스 이해, SCM 계획 및 추진, 프로세스 표준화와 통합화, SCM 활성화 

지원, IT의 전략적 활용을 제시하였으며,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기업간 협업, 비즈

니스 이해,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통합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수욱(2004)은 기업성과 향상을 위한 SC통합의 전략적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주

요 성공요인을 SC통합 수준, SC 기반활동 수준, 전사적 경쟁역량으로 분류하였고, 

송승호(2008)은 조직역량활동, 활성화지원활동, 기업간 협업활동, 평가와 책임활

동, 정보시스템 활동 등을 성공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최용호(2016)는 SCM 성공요인

과 프로세스 혁신이 파트너십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SCM의 

성공요인을 정보관리, 활성화 지원, 계획 및 협업, 성과관리 등의 4가지로 제시하

였다.

  한효진(2011)은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SCM 성공요인을 정보관리 특성, 

조직지원 특성, 파트너십 특성의 3가지 성공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문성일

(2014)의 연구에서도 한효진(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관리 특성, 조직지원 특

성, 파트너십 특성의 SCM 성공요인을 사용하였다. 다음 <표 2-1>은 SCM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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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SCM 성공요인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SCM 성공요인

Anderson et al.

(1997)

통합적인 SC 운영능력, 효율적 로지스틱스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능력, 예측시스템 활용능력, SC 유연성 확보능력, 공급업자와 전략

적 관계 구축능력, 정보시스템 구축능력, 성과 측정능력

Elliff(1998)
조직 재구축능력, 공동관리팀 구축능력, 성과측정 및 보상체제 구축

능력

Edrocher와

Kilpatrick(2000)

SC전략 실행능력, 정보시스템 구축능력, 동맹관계 구축능력, 통합관

리조직 구축능력, 성과시스템 구축능력

서아영과 신경식

(2001)

공급업체와 구매업체와의 관계, 계획과 통제, 조직간 조정, IT 활용, 

고객반응과 유연성, SCM의 협력 정도

박연우(2003)
기업간 협업, 상호신뢰, 비즈니스 이해, SCM 계획 및 추진, 프로세

스 표준화와 통합화, SCM 활성화 지원, IT의 전략적 활용

김수욱(2004) SC통합 수준, SC 기반활동 수준, 전사적 경쟁역량

Rao(2006)
고객과 공급자 관계 구축, 정보 및 의사소통기술 실행, 제품 흐름의 

재조정, 기업문화 창출, 성과측정 명확화

송승호(2008)
조직역량활동, 활성화 지원 활동, 기업간 협업활동, 평가와 책임활

동, 정보시스템활동

최성호(2016) 정보관리, 활성화 지원, 계획 및 협업, 성과관리

한효진(2011), 

문성일(2014)
정보관리 특성, 조직지원 특성, 파트너십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SCM 성공요인에 대한 기존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효진( 

2011)과 문성일(2014)이 제시한 정보관리 특성, 조직지원 특성, 파트너십 특성 등 

3가지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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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SCM성과

최근 상품 다양성의 급속한 증대, 라이프사이클의 단축, 고급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현상은 기존의 공급망 구조와 운영방식을 더욱 복잡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공급망 구성업체간의 정보공유와 자재․상품흐름의 조정은 공급망 성과에 절대적인 영

향을 미친다.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는 채찍효과를 축소시키며, POS 데이터의 공유, 

EDI를 이용한 수요정보의 교환, 통합적 계획수립 등의 기능을 통해 불확실성의 축소, 

과잉재고 축소, 고객서비스 개선, 리드타임 단축 등을 통해 총비용의 35%까지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Holweg et al., 2008). 예를 들어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과 같이 대량 

고객화를 전략적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공급사슬경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서

는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와 가격경쟁력 유지가 쉽지 않다. 체계적인 공급사슬경영은 

자연스럽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진다. 정보공유, 기술적 지원과 훈련 제

공, 자본투자와 같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협력업체 개발은 원가절감 및 품질개선, 

리드타임과 공급스케줄의 신축성 증대 등과 같은 공급사슬 상의 상생적 편익 추구를 

가능하게 한다. 협력업체도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보공유, 전문인력 할당 등을 통해 

기술개발과 공정개선 노력을 증대하게 된다(Krause et al., 2007; 김태웅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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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향상을 달성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목적 향상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SCM성

과에 대한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SCM 도입과 실행에 따른 성과 측정을 통해 관

리자들은 공급사슬 내부시스템을 진단하고 업무의 진전 상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

결할 수 있으며, 다른 SC와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보다 향상된 공급사슬을 구축할 

수 있다(전준수, 원동환, 2007).

SCM성과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SCM의 기본 

목적, 즉 고객서비스 증진, 비용절감,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 그리고 운영효율성 향상 

등을 성과 항목으로 활용한 연구들과 Kaplan & Norton(1992)이 제시한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를 이용해 성과측정을 수행한 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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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스틱 비용절감, 주문 리드타임 단축, 재고 감축, 매출 증진, 그리고 재고회전율과 

설비효율의 향상을 SCM성과로 제시하였고, Beamon(2003)은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SCM성과지표를 정성적 부분과 정량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성과로 제시한 고객만족과 

반응성, 유연성, 공급자 성과 그리고 비용 등을 측정하였으며, Elliff(1998)는 사례

연구를 통해 SCM 비용절감,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생산설비 효율 제고, 재고 및 설

비효율 향상, 품질개선, 신제품 개발주기 단축 등을 성과로 설정하였다. Metz(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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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CM 성공기업들의 사례를 조사하여 재고감축, SC 총비용 절감, 납기 준수율 향

상, 싸이클 타임 단축, 매출 증진, 재고회전율 증가, 결품율 감소 등이라는 성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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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매출증진, 현금흐름 개선 등을 SCM성과로 파악하였다. 그 외

에 Chopra와 Meindl(2004)은 기업 간 거래비용 감소를 성과로 제시하였는데, 긴밀한 

SCM 활동은 거래비용을 줄여 경쟁우위 요소의 하나인 원가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전준수, 원동환, 2007).

SCM성과와 관련된 국내 문헌들을 살펴보면, 한호영(2001)은 우리나라 PC산업의 

부품공급체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SCM성과를 고

객서비스 증진, 비용 절감, 운영효율성 향상, 그리고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 등으로 

구분하였다. 손승호(2003)는 한호영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객서비스 증진, 비용 절

감, 운영요율성 향상, 그리고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을 SCM성과로 설정하였으며, 측

정지표로 납기 준수율, 결품율, 정시 인도율, 주문 충족율, 주문 리드타임(이상 고객 

서비스 증진), 재고 및 관련 비용, 수/배송 비용, 기획 및 관리 비용, 구매비용, 생산비

용(이상 비용 절감), 재고회전율, 재고 감축, 재고배치 효율, 설비 효율, 자산 효율, 물

류 네트워크 단축, 신제품 개발주기 단축(이상 운영효율성 향상), 시장점유율, 자재수

익율, 현금흐름 개선, 자본투자효율(이상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 등을 설정하였다. 김

팔술(2004)은 공급자와의 SCM 활동으로 구매자가 달성한 투입자원의 절감 정도를 

나타내는 효율성과 공급자와의 SCM 활동으로 구매자가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나타

내는 효과성으로 SCM성과를 나타내었고, 김수욱(2005)은 SC통합 유형과 다각화 전

략의 연계에 관한 연구에서 매출 성과, 시장점유율, 성장 및 수익성 등을 경영성과로, 

원가감소 정도와 차별화를 SCM성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전준수, 원동환, 

2007). 또한, 김종열(2008)는 SCM 추진 기업들의 성과로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을 

들었고, 박대현(2008)은 기업간 거래비용 감소를 성과로 제시하였는데 긴밀한 SCM 

활동은 거래비용을 줄여 경쟁우위 요소의 하나인 원가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최근 들어 SCM성과 측정에 BSC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다만, SCM이 

조직 간의 프로세스 통합과 협업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BSC가 세부기능에 초점을 맞

춘 성과 측정을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성과를 개선하는 방

향으로만 업무를 수행하여 다른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고 공급사슬 전체의 목표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적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SC를 활용하여 SCM성과를 측정한 연구로서, Brewer와 Speh(2001)는 SCM 추진에 

따르는 특성을 재무 수익, 최종 고객 수익, SCM 개선, SCM 목표 측면에서 균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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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여 측정하였으나, 실증적인 접근이 미흡하다는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박연우(2003)는 SCM 추진 유형에 따른 성공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성과측정을 위해 BSC를 이용하였으며, SCM 추진에 있어 전략적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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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였다.

  장미영(2006)도 BSC를 활용하여 SCM성과를 측정하였으며, 세 가지로 분류한 공급

사슬 구조 중에서 유통중심 네트워크 구조가 공급중심 네트워크 구조와 전환중심 

네트워크 구조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며, 특히 재무성과와 학습 및 성장성과가 상대

적으로 높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SCM성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SCM성과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SCM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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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욱(2005) 원가감소, 차별화

Brewer와 Speh(2001), 

박연우(2003), 장미영(2006)

BSC 관점(재무 관점, 고객 관점, 업무 프로세스 관점, 학

습과 성장 관점) 

한호영(2001),

손승호(2003),

전준수와 원동환(2007)

고객서비스 증진, 비용 절감, 운영효율성 향상,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SCM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SCM성과를 공

급사슬 전 과정을 통하여 낮은 비용을 실현함과 동시에 고객만족과 판매향상을 달

성하고자 하는 SCM의 목적 달성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성과를 의미하며, SCM성과

로 손승호(2003)와 전준수와 원동환(2007)이 제시한 고객서비스 증진, 비용절감,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 운영효율성 증진 등 4가지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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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경영성과

  경영성과(business performance)는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에 의해서 형성되고, 두 

가지 분류가 일반적이라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Walker와 Ruekert(1987)는 경

영성과 지표를 유효성 또는 사업적 성공(예, 매출액, 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인

지적 품질), 효율성(이익, 투자이익률), 그리고 변화와 환경기회에 반응하는 기업

의 능력을 의미하는 적응성(예, 신제품 성공, 총매출액 중 신제품의 비율)으로 구

분하고 있다. 

  Venkatraman와 Ramanujam(1986)은 경영성과를 재무적 성과지표와 운영 성과지표

로 구분한다. 전자는 매출액, 이익, 또는 투자이익률 등과 같은 경제적 결과에 초

점을 두는 데 반해, 후자는 만족도, 인지적 품질, 또는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경

제적 성공을 이끌어야 하는 활동의 중간적인 결과를 포함한다. Draft와 

Steers(1986)는 조직유효성을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수익

성, 생산성, 종업원의 복지, 고객만족과 같은 운영목표와 연관되는 개념으로 설명

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의 활동을 고려하

여야 한다. Brentani(1989)는 성과의 측정에 있어 기업의 수익성과 같은 재무적 성

과뿐만 아니라, 경쟁력이나 품질, 목표원가의 달성여부, 원가절감 정도와 같은 비

재무적 지표를 사용하여 혁신의 성공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쟁력

에 대한 성과로는 목표 시장점유율, 판매량, 성장률, 기업의 명성과 이미지에 미치

는 고객의 상대적 수준 등이 포함되었다. Forsman와 Temel(2011)은 50명 미만의 종

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이한 혁신유형을 개발한 기업들 간에 

경영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연구하였고, 경영성과가 과거 5년 동안 어떻게 변

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들이 연구에서 사용한 경영성과의 측정변수는 영업이익률, 

투자이익률(ROI),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그리고 종업원 1인당 연평균 매출액 성장

률 등 다섯 가지를 사용하였다. 

  Evelyn Garcia-Zamora et al.(2013)은 혁신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조직 및 환

경 요인의 조절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면서, 경영성과는 네 가지 지표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즉, (1) 효익, 이익, 투자이익률(ROI),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전환

되는 수익성으로, 이는 달성된 경제적 성과를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2) 기업

들에 의해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반응 또는 수요 반응으로, 이는 매

출액과 시장점유율 성장 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3) 소비자에게 유

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시장가치로, 이 지표는 고객만족도와 회사

의 이미지/명성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측정한다. (4) 신제품의 성공으로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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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으로 측정한다. 오늘날 경영환경은 고객, 종업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고, 이는 기업에게 복수목표 지향성을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기업의 이익이론(Cyert와 March, 1963)은 더 이상 기업성과의 타당한 측

정치가 아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성과 이외

에 비재무적 성과도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다차

원적인 성격을 지닌 경영성과의 평가시스템을 연구하였지만, 비재무적 지표와 재무

적 지표의 식별, 분류, 측정 및 평가를 위한 단일 접근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학자

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용건, 2015).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Kaplan와 Norton(1996)은 사업단위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측정방법으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BSC)를 고안

하였다. BSC는 재무적 관점(Financial Perspective)뿐 아니라 고객 관점(Customer 

Perspective), 내부 프로세스 관점(Internal Process Perspective), 그리고 학습 

및 성장 관점(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업 성과

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이다. BSC는 SCM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은 

아니지만, SCM성과가 비용 절감, 물류 및 유통 효율성 증대, 고객서비스 증진, 매

출 및 재정효율 증진, 품질 향상 등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재무적 성과만 측정하는데 따른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용건(2015)은 Walker와 Ruekert(1987)의 경영성과을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경영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

하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총자산수익률(ROA)을 재무적 성과지표로, 고객만족도, 

시장점유율을 비재무적 성과지표로 제시하였다. 김홍원(2010)은 6시그마 성과로서 

재무성과는 매출액증가율 및 시장점유율 증가,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증가, 경상

이익률 증가, 경영혁신으로 비용감소 등을 제시하였고, 비재무성과는 종업원만족

도, 업무역할과 의사소통 향상, 업무효율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업무정보화를 위한 

시스템구축, 경제적 보상 등을 제시하였다. 박효근(2015)은 6시그마 성과로서 재무

성과는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증가, 시장점유율 증가, 재무구조, 원가절감, 재

고회전율 등을 제시하였고, 비재무성과는 고객만족도, 업무 프로세스 개선, 품질향

상, 프로젝트 수행능력 향상, 종업원 직무만족도 향상, 부서 간 협력정도 향상 등

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진홍(2005), 문성일(2014), 그리고 안완준(2017)은 6 시그

마 성공요인과 경영성과 간의 실증적 연구에서, 경영성과를 비재무적 성과와 재무

적 성과로 구분하였고, 비재무적 성과로는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고객만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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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사기 향상을 성과변수로 이용하였고, 재무적 성과로는 매출 증가, 순이익 

증가, 비용 절감을 성과 변수로 이용하였다. 위의 경영성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경영성과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경영성과

Walker와 Ruekert(1987)

유효성(매출액, 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인지적 품질), 

효율성(이익, 투자이익률), 적응성(신제품 성공, 총매출

액 중 신제품의 비율)

Venkatraman와 Ramanujam 

(1986)

재무적 성과(매출액, 이익, 투자이익률), 운영 성과(만족

도, 인지적 품질, 신제품 개발)

Draft와 Steers(1986) 수익성, 생산성, 종업원의 복지, 고객만족 

Brentani(1989)

재무적 성과(수익성), 비재무적 성과(시장점유율, 판매

량, 성장률, 기업 명성과 이미지, 목표원가 달성여부, 원

가절감)

Forsman와 Temel(2011)
영업이익률, 투자이익률(ROI),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종

업원 1인당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Evelyn Garcia-Zamora et 

al.(2013)

수익성,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와 회사의 이미

지/명성, 신제품 개발

Kaplan와 Norton(1996)
BSC 관점(재무 관점, 고객 관점, 업무 프로세스 관점, 학

습과 성장 관점) 

이용건(2015)
재무적 성과(매출액, 영업이익률, 총자산수익률(ROA)), 

비재무적 성과(고객만족도, 시장점유율)

박효근(2015)

재무성과(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증가, 시장점유율 증

가, 재무구조, 원가절감, 재고회전율 등), 비재무성과(고

객만족도, 업무 프로세스 개선, 품질향상,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 종업원 직무만족도 향상, 부서 간 협력정도 

향상 등)

정진홍(2005), 

문성일(2014), 

안완준(2017)

비재무적 성과(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고객만족 향상, 

종업원의 사기 향상), 재무적 성과(매출 증가, 순이익 증

가,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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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경영혁신 기법의 일환으로서 6 시그마와 SCM이 

동일한 프로세스 혁신 도구라는 맥락에서 경영성과도 다르지 않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로서 정진홍(2005), 문성일, 그리고 안완준(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경영성과 척도인 재무적 성과(매출 증가, 순이익 증가, 비용 절감)과 비재

무적 성과(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고객만족 향상, 종업원의 사기 향상) 등을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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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SCM의 성공요인, SCM성과 및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

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제안된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그림 3-1>에서 

SCM의 성공요인이 SCM성과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SCM성과가 경

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SCM의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SCM성과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된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그림 3-1>의 연구모형에서는 SCM 성공요인이 경

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SCM성과가 매개변수로 사용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SCM 성공요인과 SCM성과에 대해서 다차원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SCM 성공요인에 대한 세부 개념들을 정보관리 특

성, 조직지원 특성, 파트너십 특성 등 3 가지로, SCM성과에 대한 세부 개념들을 고

객서비스 증진, 비용절감,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 운영효율성 증진 등 4가지로 설

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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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2.1 SCM 성공요인과 SCM성과의 관계 

  먼저 SCM의 성공요인과 SCM성과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자면, 전준수와 원동

환(2007)은 수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SCM 성공요인과 SCM성과가 수출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SCM 이해, SCM 계획 및 협업, SCM 활성화지원, 프로

세스 표준화 및 통합화, 평가와 책임, IT의 전략적 활용 등의 SCM 성공요인이 

SCM성과인 고객서비스 증진, 비용절감,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 운영효율성 증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신기일(2018)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파트너십 요인이 SCM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에서 파트너 간 협력(협업), 정보공유, 비즈니스 간 이해(갈등) 등의 파

트너십 요인이 SCM성과인 정성적성과(파트너십을 통한 재고비용 감소와 운영비용 

감소, 기업매출 향상)과 정량적성과(파트너십을 통해 업무 능력 및 의사 결정의 신

속성 향상, 파트너 간 정보공유 활용 향상,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물류 및 조달 관

리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창적 등(2004)의 정보품질과 협업이 SCM성과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공급사슬 내의 정보품질(적절성, 유용성, 정황성, 신뢰성, 명확성, 적

시성, 접근성)과 협업(공급사슬 가시성, 협력관계증진, 정보관리 용이성,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이 총재고수준, 적시납기, 리드타임, 총재고비용 등의 SCM성과에 영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김창봉(2004)은 SCM의 프로세스혁신과 사업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SCM 성공요

인인 조정능력, 예측가능성, 신속대응은 SCM성과인 재고적정성, 효율성증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최진혁과 신상무(2012)는 패션산업 스트림에 따라 SCM 성공요인이 SCM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SCM 성공요인의 공급사슬 전략적 관계구축능력, 통합적 공

급사슬 운영능력, SCM 전문화 및 공급사슬 간 신뢰관계 구축, 그리고 SCM 활성화 

지원 등이 SCM성과인 고객반응 성과 및 비용 최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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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SCM 성공요인(정보관리특성, 조직지원특성, 파트너십특성)은 SCM성과(고객

서비스 증진, 비용절감,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 운영효율성 증진)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SCM성과와 경영성과의 관계 

  원동환(2012)의 한국 전자업체의 SCM 활동 및 SCM성과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SCM 구축을 통해 기업이 얻고자 하는 근본적 목적이 비용

절감과 매출확대에 따른 수익창출이며, 기업 내부 차원에서는 운영효율성 증진을 

통한 비용절감이고, 기업 외부 차원에서는 매출확대의 전제조건인 고객서비스 증진

이 중요하다고 간주하여, 이 두 요인을 SCM성과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SCM성과

의 비용절감과 고객서비스 증진이 수출에 따른 만족도를 나타내는 비재무적 요인인 

수출성과(수출액 증가 만족도, 수출 이익률 증가 만족도, 전반적인 수출성과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한호영(2001)은 수출경쟁력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비용절감, 매

출 및 재정효율 증진, 운영효율 향상 SCM성과가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고객서비스 증진,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 그리고 운영효율 향상 등의 

SCM 성과가 비가격경쟁력에 영향을 주어 수출성과로 연결된다는 관계구조를 제시

하였다.

  전준수와 원동환(2007)는 한호영(2001)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SCM성과 요

인 4가지(고객서비스 증진, 비용절감,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 운영효율성 증진)가 

수출성과(수출이익율, 수출성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서창적 등(2004)은 정보품질과 협업이 SCM성과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

구에서 성과를 SCM성과와 기업의 경영성과로 분리하고, SCM성과로는 실제로 공

급사슬의 구축을 통해 얻게 되는 관점의 성과로서 총재고수준, 적시납기, 리드타임, 

총재고비용 등을 포함하고, 이러한 SCM성과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업의 경영성과를 재무성과와 고객성과로 구분하였으며, 고객성과로는 고객의 불

평, 재구매, 타인에게로의 권유이고, 재무성과로는 순이익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시

장점유율을 사용하였으며, SCM성과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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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SCM성과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SCM 성공요인과 경영성과의 관계 

  SCM의 성공요인과 경영성과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정보관리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통합 공급 사슬 환경에서 정보관리가 극히 중요

함을 인식한 많은 조직들이 다양한 형태의 조직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

업 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써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데, 제반 기술의 사용정도와 조직 간의 정보기술의 활용은 공급 사슬을 통합하고 

정보의 흐름을 최적화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비용절감과 연계되어 높은 경영성과

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서아영, 신경식, 2001). 

  조직지원 특성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최고 경영자의 지원 등과 같은 조직지원은 

단순한 승인 정도가 아니라 전체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지원을 의미

하는 것으로(Grover, 1993), 이러한 조직지원은 혁신 관련 연구와 정보시스템 실용

화 연구 모두에서 일관되게 거론되어 온 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도헌, 김상덕, 

2008). 

  파트너십 특성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SCM에서 바람직한 파트너십 관계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위험과 이익을 공유하며 한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필

요하면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

고, 재고를 감축하고, 배달 서비스 및 품질을 향상 시키고, 상품 개발기간을 더 짧

게 하는 등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Corbett et al., 1999). 이성욱, 홍사선

(2010)은 SCM 파트너십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상호이익, 조

직역량, 커뮤니케이션 등의 SCM 파너십형성 요인과 몰입, 정보공유, 신뢰 등의 

SCM 파트너십 강화요인이 기업성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용호(2016)는 SCM 성공요인과 프로세스 혁신이 파트너십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SCM 성공요인(정보관리, 활성화지원, 계획 및 협업, 

성과관리) 중에서 성과관리 요인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문성일

(2014)의 연구에서는 SCM 성공요인의 하위 차원을 정보관리특성, 조직지원특성, 

파트너십특성으로 나누고, 이들 하위 요인들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였다. 임계현(2004)은 SCM 도입의 성공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SCM 성공요인의 환경요인, 조직요인, 정보시스템요인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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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과(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수익성 강화, 고객서비스 경영쟁력 강화, 협력업체의 

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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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SCM 성공요인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 SCM성과의 매개효과 

전준수와 원동환(2007)와 최진혁과 신상무(2012)의 연구에서 SCM 성공요인이 

SCM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고, 서창적 등(2004)은 SCM성과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그리고 문성일(2014) 등 많

은 선행연구에서 SCM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SCM 성공요인이 SCM성과에 영향을 미

치고, SCM성과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SCM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SCM 성공요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SCM성과가 매개역할

을 할 것으로 합리적인 연계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고자 한다.

가설 4: SCM 성공요인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SCM성과가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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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방법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  SCM 성공요인

  SCM 성공요인은 연구자 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효진

(2011)와 문성일(2014)의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관리 특성, 조직지원 특성, 파트너

십 특성의 척도를 사용하며 21개 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정보관리 특성은 IT기

반 SCM 투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수집 비용의 경제성, 그리고 업무처리에 

IT 활용 수준의 요소를 의미하며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직지원 특성은 최

고경영자의 의지, SCM 전문가 활용, SCM 전략 수립 그리고 SCM 교육 실시의 요

소를 의미하며,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파트너십 특성은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신규 파트너와의 거래 증가, 그리고 파트너와

의 관계 강화를 의미하며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SCM성과

  SCM성과는 공급사슬의 전 과정을 통하여 낮은 비용을 실현함과 동시에 고객만

족과 판매향상을 달성하고 하는 SCM의 목적 달성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성과를 

의미하며, SCM성과 척도로는 전준수와 원동환(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24개 문

항을 사용하고자 하며, 세부적으로 고객서비스 증진 9개 문항, 비용절감 6개 문항,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 4개 문항, 그리고 운영효율성 증진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 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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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리고 안완준(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재무적 성과 3문항과 비재무적 성

과 4문항 총 7개 문항을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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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문문항 문항수 출처

SCM 성공요인

정보관리 특성 8

한효진(2011),

문성일(2014)
조직지원 특성 8

파트너십 특성 5

SCM성과

고객서비스 증진 9

한호영(2001),

손승호(2003),

전준수 등(2007)

비용절감 6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 4

운영효율성 증진 5

경영성과 7

정진홍(2006),

문성일(2014),

안완준(2017)

인구 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결혼유무, 학력, 

직책, 부서, 월소득, 재직기간)
8

<표 3-1> 연구변수별 설문 문항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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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요인이 21문항, SCM 24문항, 경영성

과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일반통계분석 내용은 성별, 연령, 결혼유무,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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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는 6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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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업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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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정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해당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 250부를 배부하였다. 2019년 08월 10일

부터 09월 18일까지 약 40일간 총 20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응

답이 불성실한 28부를 제외한 174부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모든 연구변

수의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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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분석, 선형회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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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부를 배부하였다. 

2019년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40일간 총 20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

며, 이들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28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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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이 확보된 항목을 중심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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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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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M 성공요인은 조직지원특성의 8개 문항 중에

서 5개 문항(3개 문항제거), 정보관리특성의 8개 문항 중에서 4개 문항(4개 문항제

거), 파트너십특성의 5개 문항 문항 중에서 3개 문항(2개 문항제거)이 1이상의 고

유치를 가졌으며, 누적분산비율은 추출된 3개 요인에 대하여 전체 분산의 6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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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변수 요인 문항

SCM

성공요인

조직지원

특성

SCM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다. 0.766

내부직원의 SCM전문가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을 진행한다.
0.684

SCM 운영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0.676

SCM 운영에 내부인을 전문가로 육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0.671

CEO는 SCM 구현에 대한 관심이 높다. 0.465

정보관리

특성

컴퓨터 등 IT 기반 기술 운영 비용이 경제적이다. 0.840

SCM을 통해 정보관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0.623

IT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다. 0.616

업무 관련된 정보수집 비용이 경제적이다. 0.603

파트너십

특성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한 편이다. 0.768

체계적인 SCM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0.705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높은 편이다. 0.655

아이겐값 4.602 1.206 1.050

누적 분산비율 48.346 58.400 67.154

신뢰계수 0.774 0.712 0.674

  <표 4-3>은 매개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SCM성과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객서비스 9개 문항 중 5개 문항(4개 문항 제거)이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으며, 운영효율성 증진 3개 문항(2개 문항 제거)과 비용절감 

2개 문항(4개 문항 제거)이 합쳐졌어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지므로 이를 운영효율성 

증진 및 비용절감이라 하위 차원으로 묶였어,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매

출 및 재정효율 증진 요인의 4문항은 제거되었다. 또한 추출된 2개 요인은 전체 분

산의 51.329%를 설명해주고 있다.

    <표 4-4>은 결과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경영성과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경영성과 7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으며,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또한 추출된 1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42.661%를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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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매개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매개 및 종속변수
요인1 요인2

변수 요인 문항

SCM성과

고객서비스

증진

A/S 처리율이 향상되었다. 0.779

결품율의 감축이 이루어졌다. 0.769

주문리드타임이 단축되었다. 0.651

고객의 클레임이 감소되었다. 0.638

제품의 정시인도율/출하율이 향상되었다. 0.527

운영효율성

증진 및

비용절감

신제품 개발주기가 단축되었다. 0.733

재고유지 및 관련비용이 절감되었다. 0.700

수송 및 배송비용이 절감되었다. 0.688

물류 네트워크가 단축되었다. 0.653

자산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0.533

아이겐값 3.930 1.203

누적 분산비율 39.300 51.329

신뢰계수 0.760 0.744

<표 4-4> 결과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매개 및 종속변수
요인1

변수 요인 문항

경영성과 경영성과

SCM으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0.716

SCM으로 인해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 0.703

SCM으로 인해 비용 절감이 되고 있다. 0.699

SCM으로 인해 종업원들의 사기가 향상되고 있다. 0.656

SCM으로 인해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0.643

SCM으로 인해 고객만족이 향상되고 있다. 0.618

SCM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0.516

아이겐값 2.986

누적 분산비율 42.661

신뢰계수 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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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에서 타당성 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SCM성과는 기존의 4개 요인(고객

서비스 증진, 비용절감,  매출 및 재정효율 증진, 운영효율성 증진)에서 2개 요인

(고객서비스 증진, 운영효율성 증진 및 비용절감)으로 구성되었고, 경영성과는 기존

의 2개 요인(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에서 경영성과의 단일 요인으로 묶였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축소 및 조정하여 이후 상관관계 분

석 및 가설검증을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타당성 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림 3-1>에

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수정하면, 다음의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수정된 연구모형 

  수정된 연구모형에 따라서 3절에서 수립한 가설들을 재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SCM 성공요인(정보관리특성, 조직지원특성, 파트너십특성)은 SCM성과(고객

서비스 증진, 운영효율성 및 비용절감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SCM성과(고객서비스 증진, 운영효율성 및 비용절감에)는 경영성과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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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 2.21 0.78 1.000

2. 1.32 0.47 .201** 1.000

3. 2.89 0.39 -0.009 0.097 1.000

4. 2.19 1.01 0.068 0.078 -0.079 1.000

5. 2.10 0.96 -.194* -0.585** -0.033 0.047 1.000

6. 3.18 0.68 0.102 -0.145 -0.038 0.107 0.102 1.000

7. 3.17 0.68 .163* -0.118 -0.017 0.167* 0.029 0.544** 1.000

8. 3.13 0.71 0.129 -0.048 -0.040 0.297** 0.047 0.482** 0.564** 1.000

9. 3.27 0.65 0.146 -0.020 -0.002 0.139 -0.005 0.554** .589** .490** 1.000

10 3.26 0.60 0.107 -.200** -0.139 .179* .177* .582** .491** .512** .553** 1.000

11 3.13 0.55 0.148 -0.148 0.013 0.183* 0.113 0.599** 0.616** 0.569** .649** .648** 1.000

가설 3: SCM 성공요인(정보관리특성, 조직지원특성, 파트너십특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SCM 성공요인(정보관리특성, 조직지원특성, 파트너십특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SCM성과(고객서비스 증진, 운영효율성 및 비용절감에)가 매개작

용을 할 것이다.

  

제 4 절 상관관계 분석

  <표 4-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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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M성과의 고객서비스 증진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SCM 성공요인의 정보관리특성과 파트너십특성 

간의 관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 1.연령, 2.결혼유무, 3.학력, 4.부서, 5.재직기간, 6.정보관리특성, 7.조직지원특성, 8.파트너십특성, 

   9.고객서비스 증진, 10.운영효율성 및 비용절감, 11.경영성과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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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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5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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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같다.

  가설 1은 SCM 성공요인(정보관리특성, 조직지원특성, 파트너십특성)과 SCM성과

(고객서비스 증진, 운영효율성 증진 및 비용절감)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세부 가설

은 각 변수에 3개 요인과 2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6가지 가설, 즉 가설 1-1에

서 1-6까지 설정하였다. 세부 가설 1-1에서 1-3은 SCM 성공요인이 SCM성과 중 

고객서비스 증진 요인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표 4-6>에서 SCM 성공요인의 정보

관리특성, 조직지원특성, 파트너십특성 모두 SCM성과의 고객서비스 증진 요인에 

대해 유의한 수준(β=4.229, p<0.01; β=4.526, p<0.01; β=2.050, p<0.05)에서 영

향을 미치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은 채택

되었다.

<표 4-6> 가설 1-1에서 가설 1-3까지의 회귀분석 결과

고객서비스
증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754 0.450 　 1.677 0.095

연령 -0.019 0.079 -0.023 -0.242 0.809

결혼유무 0.071 0.114 0.051 0.623 0.534

학력 0.026 0.097 0.016 0.272 0.786

부서 0.003 0.041 0.004 0.070 0.944

재직기간 -0.005 0.058 -0.007 -0.086 0.932

정보관리 0.068 0.068 0.304 4.229 0.000***

조직지원 0.330 0.073 0.346 4.526 0.000***

파트너십 0.142 0.069 0.154 2.050 0.042**

R²= 0.446, 수정된 R²= 0.419, F = 16.593***, *p < 0.1,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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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가설 1-4에서 1-6은 SCM 성공요인이 SCM성과 중 운영효율성증진 및 비용

절감 요인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표 4-7>에서 SCM 성공요인의 정보관리특성, 

조직지원특성, 파트너십특성 모두 SCM성과의 운영효율성증진 및 비용절감 요인에 

대해 유의한 수준(β=0.368, p<0.01; β=0.142, p<0.1; β=0.232, p<0.01)에서 영향

을 미치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4, 가설 1-5, 가설 1-6은 채택되

었다.

<표 4-7> 가설 1-4에서 가설 1-6까지의 회귀분석 결과

운영효율성/
비용절감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652 0.412 　 4.009 0.000

연령 -0.013 0.072 -0.017 -0.182 0.855

결혼유무 -0.090 0.104 -0.070 -0.864 0.389

학력 -0.153 0.089 -0.101 -1.727 0.086*

부서 0.026 0.038 0.044 0.691 0.490

재직기간 0.056 0.053 0.090 1.063 0.289

정보관리 0.321 0.063 0.368 5.139 0.000***

조직지원 0.125 0.067 0.142 1.871 0.063*

파트너십 0.197 0.063 0.232 3.108 0.002***

R²= 0.451, 수정된 R²= 0.425, F = 16.955***, *p < 0.1, **p < 0.05, ***p < 0.01

  가설 2는 SCM성과(고객서비스 증진, 운영효율성증진 및 비용절감)과 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표 4-8>에서 SCM성과의 두 요인 모두 경영성과에 대해 유

의한 수준(β=.413, p<0.01, β=.402, p<0.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2-1과 2-2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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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경영성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309 0.354 　 0.872 0.384

연령 0.062 0.059 0.088 1.043 0.298

결혼유무 -0.042 0.086 -0.036 -0.492 0.624

학력 0.108 0.074 0.077 1.468 0.144

부서 0.027 0.030 0.050 0.905 0.367

재직기간 -0.022 0.043 -0.039 -0.516 0.607

고객서비스 증진 0.351 0.053 0.413 6.574 0.000***

운영효율성 및 비용절감 0.371 0.060 0.402 6.166 0.000***

R²= 0.558, 수정된 R²= 0.54, F = 29.960***, *p < 0.1, **p < 0.05, ***p < 0.01

  가설 3은 SCM 성공요인과 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표 4-9>에서 정보

관리특성, 조직지원특성, 파트너십특성이 경영성과에 대해 유의한 수준(β=.308, 

p<.01; β=.303, p<.01; β=.234, p<.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 3-2, 3-3은 채택되었다.

<표 4-9> 가설 3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경영성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710 0.354 　 2.007 0.046

연령 0.025 0.062 0.036 0.408 0.684

결혼유무 -0.032 0.089 -0.027 -0.355 0.723

학력 0.063 0.076 0.045 0.828 0.409

부서 0.016 0.032 0.029 0.490 0.625

재직기간 0.012 0.045 0.021 0.260 0.795

정보관리 0.248 0.054 0.308 4.627 0.000***

조직지원 0.245 0.057 0.303 4.274 0.000***

파트너십 0.183 0.054 0.234 3.367 0.001***

R²= 0.524, 수정된 R²= 0.501, F = 22.719***, *p < 0.1,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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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1단계

(독립->매개)

경영성과

2단계

(매개->종속)

3단계(독립, 매개->종속)

매개통제(O) 매개통제(X)

통제변수:

연령 -0.023 .073 0.036 0.043

결혼유무 0.051 -.065 -0.027 -0.043

학력 0.016 .072 0.045 0.040

부서 0.004 .068 0.029 0.027

재직기간 -0.007 -.020 0.021 0.023

연구변수:

정보관리특성 0.304*** 0.308*** 0.210***

조직관리특성 0.346*** 0.303*** 0.191***

파트너십특성 0.154** 0.234*** 0.185***

고객서비스 증진 0.413*** 0.322***

R² 0.446 0.558 0.524 0.582

수정R² 0.419 0.54 0.501 0.559

F 16.593*** 29.960*** 22.719*** 25.329***

  가설 4는 SCM 성공요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SCM성과의 매개효과에 

관한 것이다.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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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가설 4-1에서 가설 4-3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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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4-10>는 독립변수인 SCM 성공요인과 종속변수인 경영성과 간에 매개

변수인 SCM성과 중 고객서비스 증진 요인의 매개효과에 대한 단계별 회귀분석결

과를 보여준다. 먼저 1단계에서 정보관리특성, 조직지원특성, 파트너십특성은 고객



-38-

서비스 증진 요인에 대해 유의한 수준(β=0.304, p<.01; β=0.346, p<.01; β=0.154, 

p<.05)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회귀분석 조건(1)이 충족되

었다. 2단계에서 고객서비스 증진 요인은 경영성과에 대해 유의한 수준(β=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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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다. 3단계에서 정보관리특성, 조직지원특성, 파트너십특성이 경영성과에 대해 유

의한 수준(β=.308, p<.01; β=.303, p<.01; β=.234, p<.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회귀분석 조건(3) 또한 충족되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

서의 경영성과에 대한 고객서비스 증진 요인을 동시 투입한 정보관리특성, 조직지

원특성, 파트너십특성의 영향이 조건(3)에 비해 감소(β=.308, p<.01에서 β=.210, 

p<.01, β=.303, p<.01에서 β=.191, p<.01, β=.234, p<.01에서 β=.185, p<.01)하

여 조건 (4)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SCM 성공요인과 경영성과간의 관

계에서 고객서비스 증진 요인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4-1, 4-2, 4-3은 채택되었다.

  <표 4-11>는 독립변수인 SCM 성공요인과 종속변수인 경영성과 간에 매개변수

인 SCM성과 중 운영효율성증진 및 비용절감 요인의 매개효과에 대한 단계별 회귀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1단계에서 정보관리특성, 조직지원특성, 파트너십특성은 

운영효율성증진 및 비용절감 증진 요인에 대해 유의한 수준(β=0.368, p<.01; β

=0.142, p<.1; β=0.232, p<.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회

귀분석 조건(1)이 충족되었다. 2단계에서 운영효율성증진 및 비용절감 요인은 경영

성과에 대해 유의한 수준(β=0.402, p<0.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매개회귀분석 조건(2)가 충족되었다. 3단계에서 정보관리특성, 조직지원특성, 

파트너십특성이 경영성과에 대해 유의한 수준(β=.308, p<.01; β=.185, p<.01; β

=.234, p<.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회귀분석 조건(3) 

또한 충족되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의 경영성과에 대한 운영효율성증진 및 비

용절감 요인을 동시 투입한 정보관리특성, 조직지원특성, 파트너십특성의 영향이 조

건(3)에 비해 감소(β=.308, p<.01에서 β=.185, p<.01, β=.303, p<.01에서 β

=.255, p<.01, β=.234, p<.01에서 β=.156, p<.05)하여 조건 (4)도 충족시키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SCM 성공요인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운영효율성증진 및 비

용절감 요인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4-1, 4-2, 

4-3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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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1단계

(독립->매개)

경영성과

2단계

(매개->종속)

3단계(독립, 매개->종속)

매개통제(O) 매개통제(X)

통제변수:

연령 -0.017 0.088 0.036 0.042

결혼유무 -0.070 -0.036 -0.027 -0.003

학력 -0.101 0.077 0.045 0.079

부서 0.044 0.050 0.029 0.014

재직기간 0.090 -0.039 0.021 -0.010

연구변수:

정보관리특성 0.368*** 0.308*** 0.185***

조직관리특성 0.142* 0.303*** 0.255***

파트너십특성 0.232*** 0.234*** 0.156**

운영효율성 증진 및

비용절감
0.402*** 0.336***

R² 0.451 0.558 0.524 0.586

수정R² 0.425 0.54 0.501 0.563

F 16.955*** 29.960*** 22.719*** 25.812***

<표 4-11> 가설 4-4에서 가설 4-6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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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SCM 성공요인의 하위변수인  

정보관리 특성, 조직지원 특성, 파트너십 특성은 SCM성과의 하위변수인 고객서비스

증진과 운영효율성증진/비용절감에 영향을 미치며, SCM성과의 두 하위변수 모두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관리 특성, 조직지원 특성, 

파트너십 특성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들 SCM 성공요인

의 하위변수들은 SCM성과의 하위변수들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SCM성과의 하위변수

들은 다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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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SCM 성공요인은 SCM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채택

가설 1-1
정보관리특성은 고객서비스 증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조직지원특성은 고객서비스 증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3
파트너십특성은 고객서비스 증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4
정보관리특성은 운영효율성 및 비용절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5
조직지원특성은 운영효율성 및 비용절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6
파트너십특성은 운영효율성 및 비용절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SCM성과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1
고객서비스 증진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채택

가설 2-2
운영효율성 및 비용절감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SCM 성공요인과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1 정보관리특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2 조직지원특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3 파트너십특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4
SCM 성공요인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SCM성과가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 4-1
정보관리특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고객서비스 증진이 매개작

용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 4-2
조직지원특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고객서비스 증진이 매개작

용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 4-3
파트너십특성과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고객서비스 증진이 매개작용

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 4-4
정보관리특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운영효율성 및 비용절감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 4-5
조직지원특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운영효율성 및 비용절감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 4-6
파트너십특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운영효율성 및 비용절감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채택

<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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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제조기업의 SCM은 기존 파

트너기업과 신규 파트너 기업들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SCM의 역할에 주목하여, SCM 성공요인이 경영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SCM성과가 어떻게 매개작용을 하는지 밝히려는 연구

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SCM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SCM성과가 이들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

해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첫째, SCM 성공요인의 정보관리특성, 조직지원특성, 파트너십특성은 SCM성과의 

고객서비스 증진, 운영효율성증진 및 비용절감 요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준수 등(2007)

과 최진혁 등(2012)의 연구에서 SCM 성공요인이 SCM성과에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둘째, SCM성과는 경영성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서창적 등(2004)의 연구에서도 동일

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셋째, SCM 성공요인의 정보관리특성, 조직지원특성, 파트너십특성이 경영성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이상만 등(2007)과 문성일(2014) 등 많은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연구에

서는 공급망관리에 참여하는 기업 간 파트너십이 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이것은 공급망 관리에 참여하는 기업 간 협업, 정보공

유, 갈등, 그리고 파트너 명성 등이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되고 결국에는 기업의 성

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SCM 성공요인의 정보관리특성, 조

직지원특성, 파트너십특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SCM성과가 부분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준수 등(2007)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연구에서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SCM 성공요인이 경영성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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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할 수 있는 수출성과(이익률,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SCM성과가 매개작용을 한

다고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본 논문에서 SCM 성공요인이 SCM성과를 통하여 경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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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M 성공요인과 SCM성과가 경영성

과에 중요한 설명변수임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문성일(2014), 전준

수 등(2007), 그리고 서창적 등(2004)이 제안한 연구모형을 확장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SCM 성공요인의 후행변수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SCM 성공요인, SCM성과, 경영성과 간의 이론을 통합하고 그 논리를 확대하였

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SCM성과가 경영성과의 선행변수일 뿐만 아니라 SCM 성공요인과 경영성

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한 것으로, 이는 

SCM 성공요인과 SCM성과의 이론을 축적하고 그 논리를 확대하여 향후 연구의 선

행연구로써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SCM성과

가 SCM 성공요인과 경영성과 사이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것은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다루는 경우, 완전매개보다는 부분매개가 현실적으로 

보다 더 의미 있는 이론적 설득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Baron & Kenny, 

1986). 이러한 점은 SCM 성공요인과 경영성과의 연구에 있어서  SCM성과뿐만 아

니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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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요인이 지향하는 정보관리, 조직지원, 파

트너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경우 고객서비스 증대와 운영효율성 증대 및 비용절감 

등 SCM성과의 달성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향

상, 고객만족 향상, 종업원 사기 향상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하여 기업의 매출 증

대, 순이익 증가, 비용 절감 등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기업이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SCM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하고, SCM성과

를 극대화시키면, 궁극적으로 기업이 목표로 하는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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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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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SCM 성공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을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세요. 파트너는 귀하의 거래업체를 의미합니

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SCM 업무도입에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SCM을 통해 정보관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IT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대부분의 업무에서 업무정보화가 이루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컴퓨터 등 IT 기반 기술 운영 비용이 경제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업무 관련된 정보수집 비용이 경제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성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파트너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CEO는 SCM 구현에 대한 관심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10. CEO는 SCM 도입 및 활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SCM 운영에 외부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SCM 운영에 내부인을 전문가로 육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SCM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SCM 업그레이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SCM 운영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부 직원의 SCM 전문가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체계적인 SCM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파트너와의 관계가 강화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파트너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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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SCM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귀하의 느낌이

나 생각을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세요. 파트너는 귀하의 거래업체를 의미합니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부품공급의 납기준수율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결품율의 감축이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3. 완제품의 정시인도율/출하율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주문충족율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주문리드타임이 단축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긴급주문의 대응력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주문내용 변경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A/S 처리율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고객의 클레임이 감소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구매비용이 절감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수송 및 배송비용이 절감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생산비용이 절감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재고유지 및 관련비용이 절감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기획 및 관리비용이 절감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SC 총 운영비용이 절감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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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6.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자재수익율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8. 현금흐름이 개선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9. 자본투자효율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0. 부품 및 완제품의 재고회전율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자산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2. 물류 네트워크가 단축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3. SC의 유연성이 강화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4. 신제품 개발주기가 단축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SCM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귀하의 느낌이

나 생각을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세요. 파트너는 귀하의 거래업체를 의미합니다.

Ⅲ. 다음은 【경영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귀하의 느낌이

나 생각을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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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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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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cess Factors on SCM Performance and 

Business Performance.

Zhang, Y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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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cess factors on SCM 

performance and management performanc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CM 

performance in the proces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proposed, research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hypotheses based on previous studies were verified. In the proposed model, 

the SCM success factor influences the management performance, and SCM 

performance is used as a parameter in this process. 

  For this study, we surveyed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ork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applying SCM in Ulsan Metropolitan 

City. A total of 2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a total of 202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174 of them were used as the data for 

this study, except for 28 unsatisfactory responses.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24.0.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formation management 

characteristics, organization support characteristics, and partnership 

characteristics of the success factors of SCM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in customer service, operational efficiency and cost 

reduction. The increase in customer service, operational efficiency and cost 

reduction of SCM performance have a positive effect 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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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management, organizational 

support, and partnership have a positive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on role of SCM 

performance between SCM success factors and management performance, 

the increase of customer service, operational efficiency and cost reduction 

factors are all part of SCM performance between information management 

characteristics, organization support characteristics, partnership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performance. It has been shown to carry 

out mediation. 

  This study presents a new model that expands the research model 

proposed by Moon Sung-il (2014), Jeon Jun-su et al. (2007), and Seo 

Chang-eop et al. (2004). In additi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found 

by integrating theories between SCM success factors, SCM performances, 

and management performance variables by expanding the logic of them.

  Practical implications include strengthening SCM success factors such as 

information management, organizational support, and partnership 

characteristics, which will result in increased customer service, operational 

efficiency and cost reduction, which have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management performance. Therefore,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should consider that checking the SCM performance through organizational 

reinforcement of the success factors of SCM is an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the company's management performance.

key words: critical success factors of SCM, SCM performance, business

performance,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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