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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점차 많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국내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공급망에의 참여를 통해 지식과 기술력 습득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급망 참여업체들이 공급망 주도기업과 2차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증대시킬 수 있는 
경쟁력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고, 이들 참여업체의 SCM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SCM성과를 최종 종속요인으로 설정하고, 기술적 지
원, 2차 협력업체와의 협업, 인센티브 및 정보공유 등의 같은 주요 선행요인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형 공급망에 참여 중인 58개 중소기업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적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
과, 공급망 주도기업과의 협업은 기술적 지원과 2차 협력업체와의 협업, 그리고 인센티브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정보공유는 SCM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공급망 주도기업과의 공동노력이 SCM 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은 p값이 5%를 다소 상회하여 강한 연관관계는 도출되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 대
한 몇 가지 제안도 논문 말미에 추가하였다.

주제어 : 공급망 성과, 협업, 인센티브, 정보공유, 2차 협력업체

Abstract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re increasingly dependent on the knowledge and expertise of the 
supply chain as a whole to innovate and improve supply chain performance. This research examines the 
capabilities that enable firms to collaborate successfully, and aim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SCM 
performance of  the suppliers  participating in supply chains managed by Global Korean companies. This study 
proposes the technology  support, the collaboration with tier two companies, incentives and information sharing 
as major research variables, and collected the survey responses from 58 domestics suppliers. The statist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incentives, technology support and the collaboration with tier two firms influence the 
level of co-work with the firm leading supply chain, and that information sharing has some impact on SCM 
performance of  the suppliers. But  on the contrary to our expectation, the co-work with the firm leading 
supply chain has only moderate impact on SCM performance with p value just over 5%. We conclude this 
paper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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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기업(삼성, LG, 포스코 등)과 력사간 공 망

을 활용해 모기업의 생산기술, 노하우 등을 력사가 활

용하는 동반성장이 차 늘어나고 있다. 재 정부주도

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린 트 십부터 기업의 자체 트

십 로그램까지 다양한 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

으며 그 성과 한 차 증가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로

부터의 수요나 주문보다는 기업이나 형유통업체들

의 개별  주문을 기반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많은 

소기업들에게 공 망이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주

문의 불확실성을 자체 으로 해소하기도 힘들며, 거의 

부분의 작업이 자사 내의 설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웃소싱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원자재 구매 역시 소규

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매기능의 문화나 원자재 공

업체와의 장기 인 공 계약 역시 필요없다. 주어진 

납기와 품질수 을 충족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한 자사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제품이 공장 문을 

떠난 후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기업이나 형유

통업체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달된 상품에 품질문제

는 없는지 등에 한 정보도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1].

그러나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납품의 신뢰도 등을 기

반으로 기업규모가 견기업 수 으로 성장하게 되면, 

생산  운 리는 일상 인 검수 을 넘어선다. 제

품이 다양해지고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기업이나 

형 도․소매업체로부터의 주문에 의존하던 매방식

이 자사 리 을 통한 매, 자사 웹사이트와 쇼핑몰을 

통한 직  매, 외국 바이어들로부터의 주문 등으로 유

통채 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모든 생산공정을 자체 으

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 부품이나 조립품 생

산을 외부에 아웃소싱하고 경쟁력 있는 부문에만 주력하

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결과 으로 자사가 창출

하는 부가가치는 체의 반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고객에 한 공 리드타임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율보다는 기업 외부의 공 망상에서 발생하는 리드타

임 지체요인이 많다. 공 망 리의 도입․운 이 생존을 

한 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 망 원회(The Supply-Chain Council)에 의하면 

공 망 리는 수요와 공 의 리, 원자재와 부품의 조

달, 제조와 조립, 제품 보 과 재고 추 , 수주  주문

리, 공 망 경로간의 배송  고객에게의 배달 등을 포함

하는 략  리라고 정의하고 있다[1]. 공 망 리의 

최우선 목표는 고객만족과 신속 응에 있다. 즉 고객의 

모든 요구사항에 해 신속하게 응한다는 것이다. 이

는 언제, 어디든지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객의 요구

사양에 따른 주문(make-to-order)을 하며, 지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는 가격  납기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

를 해 공 망 리는 원자재 조달부문과 생산 리, 완

제품의 유통 등 상품이 고객에게 도착할 때까지 회사 

내․외부를 포 하는  과정의 경 효율화를 동시에 꾀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 망 리를 통한 체의 최

화 달성은 인센티 와 성과 배분, 정보 공유, 의사결정의 

조정, 헌신과 신뢰의 계 확립 등과 같은 많은 실  

이슈의 해결을 의미한다. 

공 망 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공 망에 참여하는 

개별구성원이 각기 다른 략  목표의 달성을 해 독

자 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다. 따라서 각 구성원의 독자 인 의사결정 내용이 

체계 인 틀에 의해 조정되지 않으면 공 망 체의 성

과는 체의 최 화가 아닌 부분의 최 화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공 망 참여기업간 이해 계 상충과 이의 해

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 망 리가 가져다  수 

있는 잠재력을 최 한도로 활용하기는 힘들다[1,2].

공 망의 물 흐름  정보공유 등이 잘 리되어 공

망의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기본 으로 신뢰에 기반

을 둔 트 십의 형성이 으로 필요하다. 정확하

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 망 체에 

걸쳐 수요와 공 을 동기화시키고 비용을 낮추는 것이 

용이해진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계가 공 망 체

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면, 수요 측과 검수활동 등과 같

은 복활동은 무의미해질 것이고 결과 으로 거래처리

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 망의 운 에서 가장 요한 이슈는 공

망 참여업체와의 업이다. 업은 정보공유, 계획수립, 

자재나 부품 흐름의 조정과 통제활동을 략 , 술  

차원에의 통합  운 을 가능하게 한다[3].  공 망내에

서의 업과 통합은 정보시스템 통합, 공 망 담당 직원

의 배정, 정보공유, 략  트 십, 동시  운

(synchronization) 등을 포함하며[4], 공 망 구성원들의 

트 십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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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통합의 요성, 즉 통합은 신뢰

를 구축하고 공 망의 성과에 정  향을 미치며 경

쟁역량의 제고를 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명제라는 

것은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 망 구성원들의 

트 십 수  제고와 SCM 성과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기업들의 업에 한 심층 연구는 미진하다. 

본 연구는 공 망 참여의 동기유발․인센티 , 정보공

유, 력업체에 한 기술지원 등과 같은 선행요인으로 

인해 그 수 이 결정될 수 있는 업정도와 SCM성과에 

한 계 모색을 주된 목표로 한다. 이들 주요 요인 간

의  상호연 계에 해 공 망 참여 력업체에 한 

설문조사 연구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공급망 내 협업에 관한 이론적 배경

2.1 공급망 상의 협업에 대한 시각

많은 로벌 기업들은 거래비용 감과 보다 강력한 

경쟁우  확보를 해 다양한 력업체들과 공 망을 형

성하고 장기 인 업 계를 유지한다[5]. 업 계는 참

여기업 간 험을 공유하고 상호보완 인 자원에의 근

성을 높이며[6], 거래비용 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수익성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7].

거래비용시각에서 보면 공 망 업은 수직  통합과 

시장에서의 교환(market exchange)의 간에 치한다

[8]. 업은 계약 계도 시하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하

는 사회  계를 더욱 강조한다. 기존의 공 망 업은 

기업 간 의사소통이나 정보공유 그리고 지식창출 측면보

다는 로세스 인 기술  통합에 역 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9]. 그러나 기업간 커뮤니 이션은  다양한 공

망 트 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며[10], 새로운 시장

과 기술에 한 정보공유와 지식구축은 이러한 업을 

더욱 진시키는 역할을 한다[11].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economics)은 기업간 

계를 설명해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이론이다[12]. 이 

이론에 의하면 수직  통합을 할 것인가 는 시장거래

에 으로 의존할 것인가의 여부는 거래 련 비용을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공 망 업은 수직  통합과 시

장메카니즘에의 의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을 

일 수 있는 안으로 로세스 통합과 상호간 신뢰를 

통해 기회주의 성향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험과 이

를 방지하기 해 필요한 모니터링 비용을 여주며, 거

래 상 기업의 이익을 해 행동할 가능성을 제고해 다. 

이에 반해 자원기반 (resource based view)은 기

업 성과는 핵심역량, 동태  역량, 흡수능력과 같은 략

 자원에 의해 달라진다는 가정을 제로 한다. 다양한 

자원을 창조 으로 결합함으로써 핵심역량을 증 시킬 

수 있는 기업은 지속 인 경쟁우  유지가 가능하다[13]. 

공 망의 배태성이 가져다  수 있는 계  자본의 축

과 활용능력은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역량으

로 평가된다. 

계  (relational view)은 자원기반 을 보완

하는 이론으로 기업은 자체 으로 보유하는 자원의 활용

뿐만 아니라 력 계에 있는 기업과의 계를 통해 도

출되는 비정상 인 이익도 창출가능함을 주장한다. 개별 

기업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력 계나 업을 통해 추가

인 이익실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14]. 개별 기업이 보

유하는 특이자산, 특허권과 같은 기술과 노하우 등이 해

당 기업간의 업과 지식공유, 보완  자산의 공유과정 

등을 통해 교환될 때 계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Lavie 등[14]이 주장한 확장된 계  (Extended 

resource-based view)도 이와 유사한 시각을 견지하나 

각 기업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반드시 보유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자원에 한 근성,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2.2 협업의 질과 정보공유

공 망은 참여기업으로 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한 근경로를 제공한다[15,16]. 공 망을 구성하는 다

양한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기술이나 업무처리방식 등과 

같은 경 노하우에 한 정보에 할 기회가 많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조직차원의 학습능력을 제고할 뿐만 아

니라, 기업 간의 지식경 의 형태로까지 발 할 수 있다[11].

공 망 참여기업이 공 망 내의 정보공유를 통해 기

할 수 있는 가장 요한 정보는 최종 인 고객  해당

기업보다 공 망 상 상 에 치하는 공 망 구성기업의 

잠재  수요  그 외 련 동향정보일 것이다. 특히 새

로운 엔지니어링 로젝트의 경우, 공 망 상 에 치

하는 기업과의 상호작용과 해당 로젝트에 련하여 제

공할 수 있는 정보의 품질수 은 공 망에의 지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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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여부를 결정지울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공 망 참

여기업이 신상품과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정보, 

기술, 조언 등과 같은 다양한 공유정보의 요성은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지 된 바 있다[17].

공 망 참여를 계기로 획득가능하게 된 정보는 조직

의 학습능력이 신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을 더욱 강화시

키는 핵심요인으로 평가된다. 공 망 선도  참여기업

과의 정보교류  공유는 신  아이디어의 창출[18], 

기존 행의 문제  인식과 탈피 등을 가능하게 하며, 고

객과 시장동향, 업무처리, 기술동향 등 다양한 정보의 공

유정도가 강화될수록 상 기업의 니즈를 측하고 충족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제고된다. Song and Thieme[19]은 

신  로젝트의 상용화과정에서 기업이 공유하는 시

장정보의 수 은 상품의 신성과 성능을 개선하는데 기

여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보교류  공유의 수

이 높아질수록 조직 내의 신기술  신지식 활용능력

과 신간의 계가 더욱 강화된다고 기 할 수 있다.

2.3 협력업체의 평가와 인센티브

공 망 참여기업 간의 사회  자본축 은 공 망 

체의 성과에 정  향을 미친다[20]. 그러나 두 기업 

간에 축 된 계  자본은 구축 기에는 신뢰수 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지만, 상  기업 평가과정에서의 객

성 결여, 기회주의  행   불합리한 의사결정 등을 불

러일으킬 가능성도 생겨나게 되면서 오히려 공 망 성과

에 악 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거래 상 방과의 

신뢰구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투입된다는 

을 감안한다면 이런 수 상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안이 요구된다[21]. 

공 망 체의 성과를 책임지는 선도기업의 경우 리

드타임의 단축, 품질의 완벽성 등의 목표달성에 따른 직

인 수혜를 기 할 수 있지만, 공 망 참여기업에 해

당하는 력업체의 경우 공 망 선도기업이 기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 는 찾아보기 힘들다. 력업체의 

작업 범 가 명확한 경우가 많지 않고 여러 력업체들

의 업을 통해 마무리되는 경우가 부분이어서 계량

인 기여도 평가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 지만 공 망 

성과의 개선을 해서는 공 망 트  모두에 한 인

센티  설정이 필요하다[22]. 인센티 와 성과의 연계성

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Bubshait[23]의 연구에서도 로

젝트에 참여하는 력업체의 60%가 인센티  제공에 

한 기 이 계약 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3. 연구가설의 설정

3.1 연구가설의 이론적 배경 및 구조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고의 기․ 자  공업업

체가 주도하는 공 망에 참여하고 있는 력업체들의 공

망을 통한 자사의 SCM 성과 평가수 을 종속요인으

로 설정하고, [그림 1]에서와 같이 업 는 공동노력, 

정보공유, 기술지원, 인센티 , 2차 력업체와의 업 

등과 같은 선행요인의 직․간  향 계를 연구가설로 

설정하고자 한다. 

[Fig. 1] A framework for SCM Performance 

이제 [그림 1]에 제시된 요인간의 인과 계에 한 이

론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공 망 리의 정의를 감

안하더라도 공 망 선도기업과 참여업체간의 공동노력 

는 업은 리드타임 축소에 결정  기여를 한다. 업

을 하지 않고 단순히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품질, 코스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리드타임 축소라는 

략  효과는 기 하기 어렵다. 선도기업과 공 망 참

여업체간의 로세스 업은 시장에의 진입속도

(time-to-market)에 정  향을 미치며[24], 체 인 

리드타임 축소를 통해 품질, 원가, 신축성 등에도 정  

향을 미친다. 

한 공 망 상의 정보공유는 고객기업과 공 망 참

여기업의 활동 황에 한 정확하고도 시의 하면서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정도에 따라 그 수 이 결정

되며, 결과 으로 공 망의 성과 제고와 연계된다[12]. 

즉, 가시성 제고를 통해 환경변화에 한 응력이 제고

되고 계획수립능력이 개선되며, 결과 으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 두 가설

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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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 공 망 선도기업과의 공동노력은 SCM 성과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H2 : 공 망 선도기업과에 정보공유는  SCM 성과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기술력이 뛰어난 력업체에게 공 망 로세스의 일

부를 업 형태로 아웃소싱 한다는 것은 경쟁역량의 제

고라는 정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구조화되고 통합된 

의사결정과 액션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책임도 따른다. 

공 망 참여기업 입장에서는 선도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 

공 망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기업과도 거래 계를 유지

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자원의 최  활용을 도모하고자 

계획한다. 따라서 력업체에 한 한 인센티 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SCM 운 의 성과는 좋지 않을 

수 있다. 한 공 망 구성원 간 신뢰는 업수 , 정보공

유  SCM 성과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거래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력업체 입장에서도 다소 느

슨한 형태의 업이 진행되기도 하여 공 망 성과에 부

정  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 평가와 인센티  제

도는 이런 부정  측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

을 고려하여 다음 가설을 설정하 다. 

H3 : 공 망 선도기업이 제공하는 인센티  제도의 

성은 선도기업과의 공동노력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Tu et al.[25]의 연구를 참고하면, 생산공 망 운 과 

련된 흡수능력(Operational absorptive capacity)은 새

로운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고 흡수․동화․변

하는 능력이다. 공 망에 참여하는 공 업체의 학습능력

은 엔지니어링․생산역량의 갱신을 진하는 역할을 함

으로써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한 신속하고도 효과 인 

응책 비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즉, 경쟁환경  도

의 변화, 생산기술과 엔지니어링  생산공 망 련 

로벌 스탠다드의 변화에 한 정보를 인지하고 이에 

한 생산공 망  응 략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공 망 선도기업이 략 으로 제공하는 기술지원  

련 정보의 제공은 공 망 트 와의 업을 진시키

고, 운 조직의 신 등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구체

인 응책 마련을 구하는 역할을 한다[26]. 이런 이론

 배경을 제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4 : 공 망 선도기업이 제공하는 기술지원은 선도기

업과의 공동노력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상호보완 인 기술력을 보유하는 소 력업체들은 

공 망을 매개로 하여 정보공유와 기술교류의 기회를 확

함으로써 신상품이나 공정개발과정을 업할 수 있다. 

공 망 선도기업의 지원이 뒷받침해야 하겠지만, 력업

체 간의 호혜  업과 이들 기업 고유의 하청업체 간의 

정보공유, 기술 력  공동노력은 공 망 체 성과에 

정  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국내외 기

업들이 공 자 계 리(SRM)를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

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단순한 조달 차원을 넘어서 공

사와의 략 인 계를 설정하고 개발과정에까지 참여

하는 경우가 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여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H5 : 2차 력업체와의 공동노력은 공 망 선도기업

과의 공동노력에도 정  향을 미칠 것이다.

3.2 측정항목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의 검증은 국내 신업을 표하

는 굴지의 기․ 자  공업기업들이 주도하는 공

망에 참여하고 있는 소기업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 로 이루어진다. 산업의 선정이유는 기, 

자, 공업의 산업 분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력업체와

의 트 십이 성과에 미치는 향이 더 요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연구모형에 제시되어 있는 각 요인에 한 조

작  정의가 필요한데, 우선 정보공유는 ‘공 망 주도기

업과 참여업체가 공식 으로 공유하는 정보의 수 ’으로 

정의하고 Mentzer et al.[7], Barratt와 Barratt[27]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하 으며, 기술지원은 ‘공 망 주도

기업이 참여업체가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기술정보 수 ’

으로 Tu et al.[25]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여 개발하 다. 

공동노력과 2차 력업체와의 업의 두 개 요인은 ‘공

망의 상 권 기업과 진행하는 다양한 력활동과 공동노

력’으로 정의하고 Zhou와 Benton[28], Sanders[29]의 연

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측정항목을 수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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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Measurement Factor Loading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s 

Alpha AVE

Co-Work

Through the co-work with Company X, the competitiveness of our 
product have been improved.

.954

.983 .980 .853

We set up the collaborative plan with  Company X to reduce cost 
and improve delivery service.

.924

We share the common goals with Company X. .896

We maintain very active communication channel with Company X 
during the period of new product development.

.873

We utilize Early Supplier Involvement system with Company X. .878

We work very closely with Company X to reduce the lead time for 
new product development

.971

Through the collaborative plan with Company X, we improve risk 
management  and reduce the operating cost. 

.978

Through the collaborative plan with Company X, we reduce the 
nonproductive work.

.917

Information

Sharing

Company X provides funding or supports specifically for information 
system and sharing.

.963

.955 .936 .842

Company X regularly provides the training program for mutual 
development and success. .939

We and Company X share the information about the inventory level. .842

We maintain very active collaboration channel with Company X for 
information exchange.

.923

Incentive

System

Company X provides funding or supports specifically for equipment 
or facility.

.938

.968 .960 .836

Company X provides funding or supports specifically for new 
product development. .928

Company X provides funding for factory operation. .946

Suppliers evaluation system is objective and fair. .924

Company X‘s incentive system for suppliers is based on monetary 
reward. 

.899

Company X‘s incentive system is helpful for our company. .836

Technology 

Consulting 

Support

We maintain very active communication channel with Company X to 
improve the technology level and quality of services.

.894

.962 .941 .895We recognize the contribution of Company X in technical innovation 
and performance improvement of our products and services.

.970

Expert knowledge and experiences of Company X help us improve 
our product development process.  .972

Collaboration

with Tier 

Two 

We share the information about new technology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with tier two companies.

.934

.937 .909 .791

We apply the incentive system, similar to the one used by Company 
X, to our suppliers.

.924

We closely work with our suppliers for sustainable and competitive 
improvement. 

.954

In general, we generously support our suppliers. .923

SCM

Performance

Quality and service has been improved since we joined Company 
X's supply chain.

.872

.965 .956 .798

Productivity has been improved since we joined Company X's 
supply chain.

.949

Competitiveness has been improved since we joined Company X's 
supply chain. .904

Cost  has been reduced since we joined Company X's supply chain. .749

On-time delivery has been improved since we joined Company X's 
supply chain. .895

Operating profit has been improved since we joined Company X's 
supply chain.

.928

<Table 1> Measurement constructs, factor loadings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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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 는 ‘주도기업이 다양한 인센티  제도를 제공

하는지 여부 정도’로 정의하 으며 구체 인 설문항목은 

Eriksson[30]의 연구결과와 국내의 로벌 기․ 자 

업체의 인센티  사례를 참조하여 개발하 다. 력업체

의 SCM 성과는 공 망 성과평가시 주로 사용되는 지표

인 리드타임, 품질, 납기, 원가 등에 한 설문항목으로 

신하 다[28]. 구체  설문내역은 <표 1>과 같으며, 연

매출액, 주도기업과의 거래기간  매출비  등의 기

통계를 한 항목을 제외한 설문항목은 ‘  동의 할 수 

없음’에서 ‘매우 동의함’까지의 7  만 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4. 설문분석 및 결과

4.1 연구방법 및 표본의 특성 

설문자료의 수집은 로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

내 기․ 자  공업 업체 3곳을 공 망 주도기업으

로 설정하고 이들 기업과 력 계에 있는 기업들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기업 규모는 공 망 리의 특성상 규모가 작은 기업

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공 자 계 리가 일정

규모의 견기업을 심으로 략 으로 도입되고 있는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규모가 작은 소기업을 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단되어, 매출액 500억 이상의 

제조업, 유통업으로 제한하 다.  

공 망 주도기업을 설문지 상에서 X기업이라 표기하

고 이 기업과 설문 상 력업체 간의 계에 해 조사

를 실시하 는데, 설문을 첨부한 200통 이상의 메일을 2

차에 걸쳐 해당 기업의  기획  략담당부서에게 보낸 

결과, 모두 58매의 설문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설문 조사 

상 기업의 업무형태는 제조업이 86%, 유통업이 14%를 

차지하 으며, 확정된 표본을 산업별로 분류하면 지․

자가 28개 업체(48%), 화학이 12개 업체(21%), 기계가 

8개 업체(14%), 유통이 10개 업체(17%)로 나타났다. 

한 주도기업 A는 20개 력사, 주도기업 B는 30개 력

사, 주도기업 C는 8개 력사로 구분된다. 

4.2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의 주된 통계분석도구는 PLS(partial least 

square) 분석법이다. PLS는 측정․구조모형에 해 실증

인 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법으

로 구성개념에 한 척도 재치를 추정한 후 요인 간 인

과 계 분석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일반 으로 측정모형의 수렴타당성은 구성개념에 

한 복합신뢰도  평균분산추출에 의하여 평가된다. 

별타당성의 경우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의 제곱근이 구성개념 간 상 계수값을 

상회하고 평균분산추출값 자체가 0.5 이상 되면 충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측정모형 결과는 <표 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개별 설문항목의 재치가 표본 체에서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났으며 t값 역시 유의수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신뢰도 역시 모두 0.7 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값

도 기 치인 0.5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구성개념 간 수렴

타당도도 확보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한 통계표는 

생략하 지만 AVE의 제곱근 값도 모든 구성개념 간 상

계수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별타당성도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가설의 검정결과

가설 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연구요인의 평균값

을 계산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7  척도기 으로 

략 3.385(인센티 )에서 4.039(SCM 성과)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CM 성과만이 4.0을 넘는 것으

로 나타나 체 으로 력업체들이 인식하는 공 망 참

여로부터 기 되는 략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으로 사료된다. 

<Table 2>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Constructs

Average S.D.

Co-work 3.976 1.268 

Technology
Support 3.736 1.118 

Incentive System 3.385 1.623 

Information
Sharing 3.462 1.248 

Collaboration 
with Tier Two 3.871 1.080 

SCM
Performance 4.039 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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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모든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부

트스트랩 재표본 차를 수행하 다[31]. 검증 결과, [그

림 2]와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공 망 선도기업과의 

공동노력이 응답업체의 SCM 성과에 정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H1를 제외한 다른 모든 가설은 p값이 

1% 미만으로 도출되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명되었다. 가설 H1은 p값이 5%(단측검정 기 )를 약

간 상회하여 유의수  10%에서 약하게나마 수용된 것으

로 결론지었다. 

참고로 SCM 성과의 설명력(R
2)은 56.2%, 공동노력

(Co-work)은 41.1%로 나타나 일반 으로 인정되는 정 

검정력 10%를 상회하고 있어 모형에 한 설명력도 충

분한 것으로 명되었다[32].

Path
Coeffi-

cient

t-

value
Result

H1 : Co-Work →
SCM

Performance
.237 1.64

Accept 

at α = 

10%

H2 :
Information

Sharing
→

SCM

Performance
.701 4.93

*

Accept

at α = 

1%

H3 :
Incentive 

System
→ Co-Work .428 6.83

*

Accept

 at α = 

1%

H4 :
Technology

Support
→ Co-Work .253 2.62

*
Accept

at α = 

1%

H5 :

Collaboration 

with Tier 

Two

→ Co-Work .316 4.08
*
Accept

at α = 

1%

<Table 3> Path Coefficient and t-Value

[Fig. 2] Summary of Testing Results

5.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 자산업  공업분야

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주도하는 공 망에 참여하고 있

는 력업체들이 공 망 주도기업과의 업과정을 통해 

제고될 수 있는 SCM성과에 분석의 을 두고, 이에 

향을 미친다고 논의된 주요 선행요인 간의 상호연  

계에 한 실증연구를 목 으로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 로 한 실증분석 결과, 공 망 참

여업체들의 공 망을 통해 증 될 수 있는 SCM성과는 

공 망 주도기업과의 정보공유(H2)에 의해 상당한 향

을 받지만, 연구가설 설정 단계에서 기 했던 바와는 달

리 선도기업과의 직 인 공동노력(H1)를 통해서는 

SCM성과가 그다지 획기 인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유의수  10%에서는 가설이 수용되었지만 정보공

유보다는 그 향력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

인 공동작업 그 자체를 통해 체득하게 되는 기술이나 업

무경험이 조직 체의 성과에는 큰 향을 미치지 못하

고 오히려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정보의 공유를 통해 

력업체의 체질이 개선되고 SCM 련 업무수행능력이 

제고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선도기업과의 공동작업의 선행요인으로 설정된 인센

티 (H3), 기술  지원(H4)  2차 력업체와의 업

(H5)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망에 참여하

는 력업체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인센티  시스템은 

공 망을 통한 신뢰 구축에 정  향을 미치며 계

 자본 축 을 통해 지속가능경 의 핵심축이 될 수 있

다. 합리 인 인센티  제도의 운 을 통해 그 유효성이 

확인되면 공 망 선도기업과의 업을 효율 으로 이끌

어갈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기술  지원 역시 업의 질 제고를 통해 정  효과

를 나타내게 된다. 경쟁  수주 환경 련정보의 수집, 공

망 주도업체와의 기술정보 교류  활용 등과 같은 활

동은 신제품개발  생산 장에서의 응력 제고로 이어

져 공 망 반에 정  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차 력업체와의 업(H5)도 공 망 주도기업과의 

업과 공동노력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 배태성

(embeddedness)의 략  효과와도 연계된다.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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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성은 공 망에 참여하는 기업이 거래 계에 있는 선

도기업과의 계가 얼마나 서로 가까운 가뿐만 아니라 

거래기업과 력 계에 있는  다른 기업과도 얼마나 

한 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를 의미한다[33]. 네트워

크 배태성은 공 망 참여기업 체를 아우르는 공동의 

이해를 진시킴으로써 일종의 집단규범을 강화하는 역

할을 규범을 벗어나는 기회주의  활동을 개하고자 하

는 구성원은 공 량 축소나 정보공유 배제 등의 불이익

을 당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네트워크 배태성이 

강화되면 거래 상 방기업이나 그 기업과 거래 계가 있

는 제 3의 기업에 한 신뢰를 버리는 행 를 범할 가

능성이 어든다.

본 연구는 설문에 참여한 기업체수가 많지 않아 다양

한 분석을 하기 어려웠지만, 국내 산업을 이끌어가는 

표기업들이 주도하는 공 망 참여업체들의 SCM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선행요인에 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는 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 이 있다. 첫

째, 본 연구의 상이 된 로젝트 주도기업이 소수에 불

과하고 표본의 수도 작아 연구결과의 일반화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

한 향변수들 이외에도 력업체의 SCM 성과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많을 것이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정보공유가 업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지 못하 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

교를 하지 못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다양한 선

행요인을 살펴보는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호보완 인 기술력을 보유하는 소 력업체들 

간의 기술교류  정보공유 등에 한 연구도 흥미로울 

것이다. 력업체 간의 호혜  업은 공 망 체 성과

에 정  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내부 기술

과 노하우의 유출, 상 기업의 기회주의  행태에 한 

우려를 불식하기 어려워 업을 꺼려하는 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한 

공 망 주도기업의 역할과 지원정책, 력업체의 업체

제, 공 망의 배타성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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