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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급사슬의 네트워크 내재성의 관점에서 관계적 내재성을 중심으로

공급사슬과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계적 내재성을 상호

작용, 연계강도, 신뢰 그리고 상호의존성으로 제시하고 이들이 공급사슬의 기업관

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후 기업관계성과가 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공급사슬 하에서 관계적 내재성과 성과와의 관계

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설검증결과 공급사슬의 관계적 내재성은 전반적으로 공급사슬의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사슬의 관계적 내재성 가운데에서도 특히 상호의

존성과 신뢰, 그리고 연계강도가 높을수록 기업관계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네트워크의 관계적 내재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성과가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함을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공급사슬의 기업관계성과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급사슬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네트워크의 관계적 성과차원의 개선이 실제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차원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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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밀도와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의 연계

관계의 강도에 따라 경제적 행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므로(Uzzi,

1997; Nahapiet and Ghoshal, 1998; Rowley, Behrens and Krackhardt, 2000),

공급사슬 내에서 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내재되어 있

는 각각의 네트워크 관계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Burt(1992)는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의 기업과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경의 기업

은 상이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관계 또는 관계구조의

특성이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상황론

적 관점에 주목하였으며, Rowley, Behrens and Krackhardt(2000)는 전략적 관

점에서 구조적 내재성과 관계적 내재성의 상호작용의 영향으로 조직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Min, Kim and Chen(2008)은 기업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얼

마나 시기적절하게 동원할 수 있는가에 따라 공급사슬 네트워크의 효과성은 달

라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사슬 내에서 공통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은 서로의 혜택을 획득하기 위한 협력관계에 보다 관심

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트워크 내재성은 공급사슬의 관계적 속성 및 협

력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보다 적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공급사슬의

내재성과 같은 이러한 다차원적인 복합관계는 높은 신뢰수준 및 일관성과 관련

이 깊은데, 이는 관계의 당사자가 서로를 다양한 환경에서 알고 지내며 서로 상

호작용하는 기회가 존재해야 비로소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급사슬의 관계적 속성이나 협력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공

급사슬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이슈나 혹은 공급사슬 내 기업 간 단편적인 협력

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공급사슬은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

지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흐름과 관련된 복합적인 기업의 집합체로써

(Min, Kim and Chen, 2008), 이는 단순한 구매자-공급자의 양자적인 관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경쟁우위 획득에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공급사슬의 협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슬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구매자-공급자의 양자적 관

계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 특성도 반영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네트워크 특성과 공급사슬 간의 관계를 파

악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내

재성의 관점에서 공급사슬의 관계적 속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공급

사슬 연구에서는 많이 제시되지 않았던 개념으로, 공급사슬에서 네트워크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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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대표 속성인 공급사슬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적 내재성이 기업의 성과차원

인 기업관계성과와 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네트워크 내재성의 개념

경제적 행위가 사회적 연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순수한 경제

적 행위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사회적 영향을 받는 내재성이 경제적 행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내재성(embededness)의 개념이다. 사회네트워크

이론(Bert, 1992, 1997; Coleman, 1988; Granovetter, 1985, 1992)에서 시작된 내

재성의 개념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배경적 요소로써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경

제적 행위가 영향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둔다.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교환에 영향

관계에 대한 Granovetter(1992)의 연구에서, 경제적 행위가 지속적인 사회적 연

결에 의해 내재된다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네트워크 연구에서 받아들여졌다

(Halinen and Tornroos, 1998; Uzzi, 1999, Zukin and Dimaggo, 1990; Rowley,

Behrens and Krackhardt, 2000). 또한 네트워크 구조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틀이며,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전체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구조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네트워크의 특성과

네트워크의 성과에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Granovetter, 1985).

구조적 관점에서의 네트워크 내재성은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구성

원들이 내재되는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관점이다. 네트워크 전체의 구조적 특

징이란 개별 구성원이 아닌 네트워크 전체의 관점에서 구성원 간의 연계(tie)의

정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밀집성(density)을 말한다(Gnyawali and Madhavan,

2001). 네트워크 밀도가 높다는 것은 네트워크 수준에서 개별 구성원들이 네트

워크 내 많은 구성원들과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써 구성원

들 간의 상호작용도 활발히 나타난다. 내재된 관계는 보다 장기적 관점이 나타

나며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Larson, 1992; Uzzi, 1997). 또한 내재된

관계에서는 시장거래를 통한 연계관계와는 달리 교환파트너와의 밀접한 연계관

계가 나타난다. 이런 관계는 경제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 간의 사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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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성과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반대로 밀도가 매우 낮다는 것은 개별 구성원

들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줌으로서 네트워크 내의 정보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이점을 가기

는 하지만(Granovetter, 1985), 정보원천의 중첩으로 인해 정보가 중복될 가능성

도 가진다(Lee and Qualls, 2010). 반면 밀도가 낮은 네트워크는 Burt(1992)의

구조적 공백(structure hole)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거나 중

복되지 않은 정보교환을 중재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는 있지만, 기회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owley, Behrens and

Krackhardt, 2000). 결국 내재성의 정도는 지각된 밀도를 반영하며 거래기회의

가능성과 거래기회의 실제적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구조적으로 내재된 거래의

경우, 기업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거래기회의 가능성 때문에 기업들은 보다

네트워크에 내재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할 수 있다.

2. 관계적 내재성(relational embeddedness)

관계적 내재성은 네트워크 전체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내 구성원들 간의 연계

강도(tie strength)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연계강도란 당사자들 간

의 친밀성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연계강도가 강할수록 구성원들 간에는 빈번

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신뢰가 구축되며(Granovetter, 1985), 협력기업 간의

의존성이 높아짐으로써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Larson,

1992). 상대적으로 약한 연계는 새로운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게 해주

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협력 당사자들 간에 고유한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기업 간 형성된 연계가 약할수록 구성원 간에 밀집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보다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구성원들

간에 새로운 정보교환이 가능하다(Granovetter, 1973). 따라서 약한 연계를 통해

조직은 방대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며, 새로운 정보를 더욱 많이 획득할 수 있

다. 한편 정제된 정보교환과 신뢰기반의 지배구조로 대표되는 강한관계의 이익

은 약한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과는 차이가 있다. 강한 관계는 정보를 얻고

자하는 행위자가 이미 알고 있는 네트워크 구성원과 연결되어 정보가 중복될

수 있는 반면, 약한관계는 동질적인 집단에서 얻지 못한 독특한 지식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Perry-Smith and Shalle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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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전체의 수준에서 개별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연계의 강도는 구성원

들 간의 상호작용 정도를 반영하며 상호작용의 정도는 구성원들의 행위에 제약

을 주기 때문에 관계적 차원에서의 내재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결국 구조적

내재성이 네트워크 내에서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형성하는 관계의 전체구

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관계적 내재성은 개별적인 양자관계의 질(quality)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Lee and Qualls, 2010).

Ⅲ.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서로의 혜택을 획득하기 위해

협력을 지향한다는 시각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내재성(embeddedness)의 관점에

서 공급사슬의 협력관계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공급사슬의 관계적

내재성이 기업관계 성과 및 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공급사슬의 네트워크 내재성 가운데 관계적 내재성으로 연구를 한정시킨 이

유로써 관계적 내재성은 양자적 관계에 적용시킬 수 있지만, 구조적 내재성의

속성인 밀집성과 중심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전체의 관점에서 분석

해야하기 때문이다(Anerson, Forsgren and Holm, 2002). 구조적 내재성은 쌍무

적인 모든 경제적 관계를 의미하는 동시에 이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

적 네트워크 연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Mandják and Szántó, 2010), 구조적

내재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두 구성원 간의 양자적(dyadic) 관계가 아닌 시스

템적(systematic) 관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공급사슬관리의 측면에

적용시켜 본다면, 관계를 맺고 있는 공급자-구매자 수준의 개별 기업뿐만 아니

라 공급사슬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든 기업 즉, 공급사슬의 중심기업(focal firm)

에 연계되어 있는 공급사슬 네트워크 전체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공급사슬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연구하기 위

해서는 다소 제약이 있어, 네트워크 내재성 가운데 구조적 내재성을 배제하고

공급사슬의 관계적 내재성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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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특히 공급사슬의 성과차원에 있어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관계적 차원의

성과변수에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보다 확장하여 공급사

슬의 관계적 차원의 기업관계 성과와 함께 공급사슬의 재무적 차원의 성과도

고려하여 살펴볼 것이다.

관계적 내재성

상호작용

연계강도

신뢰

상호의존성

기업관계성과 재무적성과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가 수행할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림 1>에 나타난 변수의 개

념들 간의 가설관계를 뒷받침하는 논리와 실증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급사슬에서 사회적 자본은 모든 공급사슬 파트너 기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업원에 이르기 까지 구성원 전체가 소유한 자본의 총체로 나타나며, 이는 공

급사슬 관계에 영구적으로 내재되어 있다(Bourdieu and Wacquant, 1992; Hitt,

Lee and Yucel, 2002). 기업 간의 관계적 내재성을 통한 가치창출에 영향을 주

는 요소로써 Holm, Eriksson and Johnson(1999)은 상호의존성과 상호몰입도의

정도를 제시하였다. 네트워크 내 기업들은 서로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몰입을 하며, 협력 파트너들 간에

상호 보완적 또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형성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창출시킨다

고 제시하였다. 공급사슬에서 관계는 공급사슬 통합과 효과성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므로, 공급사슬에서 양당사자 간의 밀접한 관계는 공급사슬의 성과를

더욱 더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Panayides and So, 2005).

Lin(2005)은 공급사슬의 관계적 내재성이 신뢰와 몰입을 포함하는 공급사슬관

계를 근본으로 하는 관계적 자산을 의미하며, 공급사슬 내에서 집단적인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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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배구조로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신뢰는 공급사슬

파트너들 간의 신뢰성과 진실성에 관한 기업의 신뢰수준을 의미하며(Morgan

and Hunt, 1994), 이는 근본적인 관계형성의 지침을 제공한다고 하였다(Wilson,

1995). 몰입은 공급사슬 파트너들 간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재적 혹은 외재적

약속으로(Dwyer and Oh, 1987), 가장 중요한 관계자산인 신뢰와 몰입은 네트워

크 내재성의 관계적 차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Dyer and Nobeoka(2000)에 따르면 관계적 내재성은 구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커뮤니케이션 장벽을 극복하게 하고, 지식의 자유로운 교환을 촉진시키는 공통

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지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Anerson, Forsgren and Holm(2002)은 관계적 내재성을 자회사가 고객, 부품

공급업자, 경쟁기업 등과 맺고 있는 개인적이며 직접적인 관계가 학습원천으로

작용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관계적 내재성을 사업내재성과 기술적 내재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공급업자-고객 간의 관계에서 관계적 내재성이 조직의 성과

에 주는 이점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공급업자가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재고와 생산일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

인 재고관리 및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고객의 욕구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공급업자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구매활동

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장기적인 관계구축은 서로 간에 있

어 자원의 이질성을 증가시키므로, 이질적인 자원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

활동을 할 수 있다.

Kawai(2007)는 내재된 네트워크에서는 구매자-공급자 간의 관계가 잘 형성되

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는 곧 공급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생산의 유

연성 및 조절가능성은 커지는 한편 기회주의적인 행동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Min, Kim and Chen(2008)은 관계적 내재성과 관련하여, 특정 공급사슬 구성

원들 간의 신뢰는 협력적 행동을 이끌어내며(Das and Teng, 1998), 이는 파트

너 혼자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해서 달성하는 성과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Anderson and Narus, 1990). 또한 프랜차이즈 상황과 같이,

계약으로 연결된 관계에서는 관계적 자산이 공통의 문제해결을 장려하며(Dant

and Schul, 1992), 전문화된 자원과 같이 신뢰성 있는 몰입은 공급사슬 파트너

들을 더욱더 공통의 협력과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한다고 하여 공급사슬 내에

서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손정민과 박영렬(2008)은 기업특유우위와 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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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내재성을 외국인 비용 발생의 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즉, 기업의 내재성

을 Anerson, Forsgren and Holm(2002)의 정의와 같이 다양한 네트워크 관계

속에서 습득한 지식을 비즈니스 관행, 주요 기능별 업무, 제품개발과 생산 공정

에 얼마나 반영하는가 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성으로 보고, 현지자회사의 네

트워크 내재성이 현지자회사의 로컬특유우위를 더욱더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로써 자회사에게 네트워크 내재성은 현지시장의 정보획득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자원 등은 기존에 보유한 로컬기업의 특

유우위와 결합하여 새로운 우위를 창출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Lee and Qualls(2010)는 공급사슬의 관계적 내재성이 협력을 위한 사회적인

상황요건을 제공하며, 또한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통제 메커

니즘을 위한 장치라고 하였다. 관계적 내재성이 높은 관계에서는 고품질의 정보

와 암묵적 지식의 교환이 이루어지며, 신뢰구축 및 협력적인 문제해결의 노력이

일어난다(Uzzi, 1997). 이때 신뢰는 내재된 관계에서 보다 촉진되며, 이는 구매

자와 공급자 간의 양자적 관계에서 파트너십 행동을 통제하는 사회적인 통제시

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적 내재성이

낮은 관계에서는 보다 파트너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

급사슬에서 현재의 파트너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관계를 이탈하려는 성향이 더 많다고 하였다.

한편 공급사슬의 성과와 관련하여 단순한 성과지표로 복잡한 공급사슬 관계

의 전체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였으나(Lambert and Pohlen, 2001),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사슬 내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적 속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전체 공급사슬의 효과성과 고객가치의 증대의 측면에서 유용하

다고 할 수 있다(Nix, 2000). 달리 말하면, 공급사슬의 성과는 다차원적인 개념

으로 공급사슬의 효율성(비용절감)과 효과성(고객서비스)은 공급사슬의 고객가

치의 창출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공급사슬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Min, Kim and Chen,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급사슬의 성

과차원으로 기업관계 성과와 재무적 성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

으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설 1: 공급사슬의 관계적 내재성은 공급사슬의 기업관계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공급사슬의 기업관계성과는 공급사슬의 재무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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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이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설계와 자료수집

본연구의 산업분류는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이용하였으며, 표본은 대한상공회의

소 발행 2010년 전국기업체총람을 기준으로 기업주소록을 작성하였으며 그 중

564개의 제조 기업을 설문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우편, E-mail, FAX 및 직접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는 94부이며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72부의 설문지가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기업 특성을 살펴보면 72개의 일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선․기계․장

비․정밀기계 기업이 19개로 26.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자

동차․운송장비 기업이 9개로 12.5%, 섬유․피혁․모피․신발기업 및 철강․비

철금속 기업이 각각 6개로 8.3%, 전자․영상․음향․통신장비 기업이 5개로

6.9%로 나타났다. 가구․사무용품, 전기기계․기구 그리고 금속소재․조립금속

기업은 각각 3개로 4.2%의 비중을 보였고, 석유화학․플라스틱과 전자․통신장

비 기업은 각각 2개로 2.8%, 기타는 10개 기업으로 15.3%로 나타났다.

2. 변수의 조작화

본 연구에서 공급사슬의 관계적 내재성은 Uzzi(1997), Yi-Renco(2001),

Anerson, Forsgren and Holm(2002), Dhanaraj, Lyles, Steensma and

Tihanyi(2004), Min, Kim and Chen(2008)의 연구를 토대로 측정하였다.

Uzzi(1997)는 기업들 간의 내재된 관계의 요소들을 신뢰, 정교한 정보, 공동의

문제해결장치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영향을 준 사회구조적인 선행요인들을 강조

하였으며, Yi-Renco(2001)는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적 내재성은 사회적 상호작

용과 관계의 질로 나타내어, 관계의 질이란 협력 당사자들이 얼마나 선의를 가

지고 상호의 기대에 실망을 주지 않고, 상호의 목표 및 규범을 잘 개발시키는가

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Dhanaraj, Lyles, Steensma and Tihanyi(200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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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연계가 양자 간의 사회적 결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도로 관계적 내재성

을 제시하였으며, Min, Kim and Chen(2008)은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서로의 혜택을 획득하기 위해 협력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관계적 내재성은 공

급사슬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몰입으로 구체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논

의를 바탕으로 변수의 조작화 정도를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변수의 조작화

변수명 조작화 연구자

관계적

내재성

상호작용

빈도

①거래기업과의 직접적 접촉빈도(a1) ②업무

에 관한 의사소통 빈도(a2) ③업무처리시의

밀접하게 협력하는 정도(a3) ④장기적 관계를

위한 노력정도(a4)
Uzzi(1997),

Yli-renco(2001),

Anderson,

Forsgren and

Holm(2002),

Dhanaraj, Lyles,

Steensma and

Tihanyi(2004),

Min, Kim and

Chen(2008)

Lee and

Qualls(2010)

연계강도

①문제발생시 대화를 통한 합의노력(b1) ②거

래기업과의 개인적인 친분정도(b2) ③문제발

생시 공동으로 노력하는 정도(b3) ④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정도(b4)

신뢰

①거래기업의 신뢰정도(c1) ②기회주의적 행

동여부(c2) ③거래기업의 능력에 대한 신뢰정

도(c3) ④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정도(c4)

상호

의존성

①상호협력관계를 위한 투자정도(d1) ②거래

기업과의 거래 파기시의 손실정도(d2) ③예기

치 못한 상황에서도 관계를 지속하려는 정도

(d3) ④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과 약속을 지

키는 정도(d4)

공급

사슬

성과

기업관계

성과

①시장에 대한 유연한 대응의 가능성(e1) ②

서비스와 납기의 적시성 향상여부(e2) ③제품

과 서비스의 품질향상여부(e3) ④주문리드타임

의 단축여부(e4) ⑤주문처리의 정확성 증가여

부(e5) ⑥고객불만의 감소여부(e6)

Nix(2000),

Giannakis(2007)

Min, Kim and

Chen(2008)
재무적

성과

①현금흐름의 개선여부(f1) ②매출액의 증가여

부(f2) ③총자산이익률의 증가여부(f3) ④투자

수익률의 증가여부(f4)

3. 가설검증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mart-PLS(partial least

square) 2.0을 이용하였다. 가설검증에서 PLS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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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요약된다. 첫째, 다른 구조방정식 모델링 기법과는 달리 PLS는 적합도에

구애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초창기 단계의 이론을 검증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omell and Bookstein, 1982). 본 연구도 공급사슬관리의

여러 문헌에서 관계적 내재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특히 재무

적 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기존의

연구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모형이라는 점에서 PLS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PLS는 기존의 선행연구 사례가 적고 설문조사

샘플의 개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n=35)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분석에 효율적

인 기법으로 논의되고 있다(Chin, 1998). 본 연구와 같은 기업관련 연구들은 일

반적으로 자료수집이 쉽지 않고 분석에 이용되는 표본의 수도 상대적으로 작으

므로 PLS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3.1 측정모형 분석

PLS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측정모델 분석을 위해 개별 측정항목의 신뢰성, 수

렴타당성, 그리고 판별타당성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된다(Chin,

1998).

첫째, 개별항목들에 대한 신뢰성은 측정항목의 적재값으로 확인할 수 있다

(Henseler, 2009). 개별 측정항목과 관련변수의 공유된 분산이 오차분산보다 크

기 위해서는 측정항목에 0.7이상의 적재값이 요구된다. <표 2>는 측정항목과

관련 변수들 간의 적재값과 교차적재값을 나타낸 것으로 음영처리된 로딩값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측정항목들이 0.7이상의 적재값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변

수들에 비해 교차적재값이 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측정도구가 잠재변수를 잘 설

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요구수준의 적재값이 나타나지 않은 항목들은

제외하였다. 나머지 측정항목들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으며, 연

계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들이 0.7을 상회하고 있어 개별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위한 기준은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사용할 수 있다(Nunnally,

1978). 개념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시되는 기준은 CR이 0.7이상, AVE가 0.5

이상이어야 한다. <표 3>에서는 개별 구성개념에 대한 CR과 AVE값을 제시하

고 있으며,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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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연계강도
기업관계

성과
상호작용 신뢰

상호

의존성

재무적

성과

기업관계

성과

(e2) 0.360 0.780 0.347 -0.018 0.186 0.296

(e3) 0.219 0.832 0.174 -0.025 0.004 0.516

(e4) 0.151 0.888 0.073 -0.028 0.146 0.480

(e5) 0.194 0.888 0.079 -0.028 0.249 0.444

(e6) 0.163 0.853 0.087 -0.086 0.114 0.532

재무적성과

(f1) -0.006 0.269 0.136 0.159 -0.050 0.815

(f2) 0.231 0.358 0.307 0.056 -0.037 0.884

(f3) 0.112 0.592 0.345 0.030 0.054 0.934

(f4) 0.024 0.546 0.361 0.019 0.019 0.890

상호작용

(a1) 0.461 0.154 0.967 0.187 0.169 0.339

(a2) 0.243 -0.026 0.748 0.447 0.221 0.123

(a3) 0.405 0.042 0.725 0.341 0.223 0.244

연계강도

(b1) 0.980 0.070 0.393 0.250 0.027 0.219

(b2) 0.756 0.259 0.400 -0.135 -0.027 0.053

(b3) 0.701 0.280 0.423 -0.101 -0.013 0.032

신뢰

(c1) -0.114 -0.038 0.123 0.888 0.549 0.093

(c2) 0.002 -0.041 0.093 0.871 0.624 0.011

(c4) 0.102 0.225 -0.035 0.850 0.261 -0.003

상호

의존성

(d1) -0.091 0.102 -0.054 0.724 0.806 -0.004

(d2) 0.027 0.177 0.235 0.534 0.958 0.017

<표 2> 적재값(교차적재값 포함)

<표 3> 측정모형의 결과 요약

변수 AVE CR Alpha 변수 AVE CR Alpha

상호

작용

(a1)

(a2)

(a3)

0.577 0.701 0.712
기업

관계

성과

(g2)

(g3)

(g4)

(g5)

(g6)

0.722 0.928 0.903

연계

강도

(b1)

(b2)

(b3)

0.593 0.724 0.627

신뢰

(c1)

(c2)

(c4)

0.774 0.873 0.708
재무적

성과

(h1)

(h2)

(h3)

(h4)

0.771 0.930 0.904

상호

의존성

(d1)

(d2)
0.791 0.883 0.752

셋째, 판별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AVE의 제곱근과 다른 변수와의 상관

계수 값을 확인하면 되며, 이때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과의 상관계

수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본다(Barclay, 1995). <표 4>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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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 제곱근의 값이 다른 구성개념과의 상관계수보다 모두 크게 나타나 역시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와 AVE

1 2 3 4 5 6

1. 기업관계성과 0.850 　 　 　 　 　

2. 상호작용 0.172 0.759 　 　 　 　

3. 상호의존성 0.166 0.143 0.889 　 　 　

4. 신뢰 0.045 0.122 0.668 0.880 　 　

5. 재무적성과 0.537 0.347 0.010 0.057 0.878 　

6. 연계강도 0.251 0.458 -0.018 -0.061 0.102 0.770

* 대각선의 숫자들은 평균분산추출량(AVE)의 제곱근임.

3.2 구조모형 분석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Barclay(1995)이 제시한 단계별 분석방법에 의해 측정모델 평가결과를 기초로

구조모델을 평가하였으며, 구조모델에서는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가설

을 검증하였다. 구조모델에서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resampling을 실시하였으며, Chin, Marcolin and Newsted(2003)에 기

초하여 resampling의 회수는 200회로 하였다. 이러한 PLS 구조모델 분석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 PLS 구조모형의 결과

Structure Model Path
Path

Coefficients

Standard

Error
T Statistics

관계적

내재성→

기업관계

성과

상호작용→기업관계성과 0.057 0.152 0.375

연계강도→기업관계성과 0.215 0.114 1.883*

신뢰→기업관계성과 0.265 0.140 1.893*

상호의존성→기업관계성과 0.338 0.143 2.368**

기업관계성과→재무적성과 0.537 0.071 7.573***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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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분석결과와 같이 공급사슬의 관계적 내재성은 공급사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사슬의 관계적 내재성 가운데에서도 특히

네트워크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기업관계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368). 공급사슬 네트워크 내에서의 상호의존성은 상호협력관계를 위한 투자

의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사슬의 구성원들 간 상호의존성을 저해

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은 당사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구성원들

의 행위에 상당한 제약조건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호의

존성이 보다 기업의 관계성과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 이는 관계적 내재성이 구성원 양자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는 기존연구(Lee and Qualls, 2010)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급사슬 내재성의 신뢰(t=1.893) 및 네트워크의 연계강도(t=1.883)도

기업관계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

적 내재성의 연계강도가 강할수록 구성원들 간의 친밀성에 영향을 주므로 당사

자들 간의 신뢰구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관계적 내재성의 기존연구들과 비슷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구성원들의 관계구조의 형성을 통

한 관계밀도의 강화와 정보의 수집이 보다 한정적이라 하더라도, 강한 연계와

신뢰구축과 같은 관계적 내재성의 확립을 통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관계적 내재성 가운데 상호작용은 기업관계성과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t=0.375), 이는 공급사슬 내에서 기업 간의 의사소통이나 접촉빈도가

많다하더라도 공급사슬 네트워크 내에서의 이러한 구조적 노력과 실제 성과차

원으로 나타나는 관계의 개선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설 1

은 부분적으로 채택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급사슬의 기업관계성과는 공급사슬의 재무적 성과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7.573). 즉, 관계적 내재성에 기인한 기업관계성과의 개선은

실제 매출액과 현금흐름 및 수익률과 같은 공급사슬의 전반적인 재무적 성과의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는 채택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공급사슬의 관계적 내

재성은 직접적으로 공급사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내재성을 통한 공

급사슬의 네트워크 효과는 특히 공급사슬 내 구성원들의 기업관계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사슬의 기업관계성과가 높을수

록 구성원들 간에 내재된 특성으로 인하여 공급사슬의 재무적성과는 크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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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공급사슬의 네트워크 내재성의 관점에서 관계적 내재성을 중심으

로 공급사슬의 협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적 내재성이 공급

사슬의 기업관계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이후 재무적 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관계적 내재성과 성과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시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학이나 전

략경영의 문헌에서 많이 연구되었던 네트워크 내재성의 개념을 제시하여 공급

사슬의 관계적 속성을 살펴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개념들에 대한 설문항목 및 이들 개념들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주축으로 연구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검증결과 공급사슬의 관계적 내재성은 공급사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사슬의 관계적 내재성 가운데에서도 특히 상호의존성과

신뢰 그리고 연계강도가 높을수록 기업관계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사슬 내재성의 기업관계성과가 높을수록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공급사슬과 관련된 문헌에서는 많이 제시되지 않았던 네

트워크 내재성이란 개념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즉 네트워크 및 사회적 자본이론

에서 주로 적용되던 개념인 내재성의 논리를 공급사슬의 연구에 새로이 적용시

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공급사슬 내에는 여러 기업들이 유기적인 상

호작용을 통해 연결된 네트워크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로써 공급사슬에

속한 기업도 공급사슬 내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 내재되어있기 때문에, 네

트워크 내재성의 관점에서 공급사슬의 협력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공급사슬의 네트워크 내재성과 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기존의 공급사슬의 관계적 측면과 관련된 연구들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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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요인의 도출이나 특성에 관련된 연구, 또는 관계의 질이나 품질에 관련된

연구가 주로 차지하고 있다. 또한 관계적 특성과의 성과를 규명한 연구도 살펴

볼 수 있으나 성과변수의 차원이 주로 구성원들 간의 만족이나 유연성등 주로

구성원들 간의 개별 행위적 차원의 관점에서 공급사슬의 효율성을 살펴본 연구

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던 정성

적 측면인 기업관계 성과변수와 함께 정량적 지표인 재무적 성과도 함께 측정

하였다. 이로써 공급사슬의 관계적 내재성을 통한 공급사슬의 효과성도 함께 제

시함으로써 보다 성과차원의 논의를 풍부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진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공급사슬의 네트워크 내재성을 중심으로 한 공급사슬의 관계적 차원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며,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공급사슬의 관계적 내

재성과 성과와의 관계만을 파악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내재성의 다

른 차원인 구조적 내재성에 관련하여서도 살펴봄으로써 보다 다차원적으로 공

급사슬의 내재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내재성의 다양한 영향관계

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공급사슬의 내재성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 본 연구도 선험적

차원에서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제시한 현재의 연구모형은 단순하고 실제

연구의 실증분석에 있어서도 표본의 수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한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LS 분석은 표본이 적거나 초기연구 및 탐색적 연구에

보다 적합한 방법이기는 하나,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자료를 동일 응답자에게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는 면에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있을 수 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Harmon의 단일요인검증(single-factor test)을 실시

하였다. 이는 Podsakoff and Organ(1986)이 제시한 방법으로 공통방법오류가

심각하게 되면 모든 변수들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에서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이 한 개만 도출되거나, 도는 여러 개의 요인이 도출될지라도 그

설명력이 한 요인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사후검증을 통해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그 설명력도 20.911%에 그치고 있어 동일방법편의에 의

한 오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수

집과 더 많은 표본 확보를 통해 연구의 제약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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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al Embeddedness of

Supply Chain and Financi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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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beddedness of supply

chain on supply chain performance. The development of research model is

based on network embeddedness that the literature of strategic management

and sociology.

To examine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we have used an

empirical method based on field survey in which most of measurements

used and verified in previous studies are selected as measurements. The

data from survey was analyzed using Partial Least Squares(PLS). The result

from empirical model suggest as follow; First, relational embeddedness of

supply chain effects on supply chain performance. Especially, reciprocal

dependance affects interfirm relation performance. Also trust and tie strength

of relational embeddedness affects interfirm relation performance. Second,

interfirm relation performance affects financi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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