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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업 간 공급사슬의 통합은 기업의 중요한 프로세스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업간 개별 경쟁에서 공급사
슬 경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혁신역량과 
공급사슬 외부통합 간의 관계, 공급사슬 외부통합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혁신역량인 조직역량과 전략역량은 각각 공급사슬 외부통합인 정보통합과 전략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사슬 외부통합인 정보통합과 전략통합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조직역량, 전략역량, 정보통합, 전략통합, 기업성과

Abstract  These days, Supply chain integration is considered an important process of companies. It is an 
particular issue in traditional environment changes in the supply chain compet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Organization capability, strategic capability in innovation capabilities had a positive impact on 
information integration and strategic integration in supply chain external integration which influenced management 
performance in a positiv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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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쟁의 심화, 고객수요의 다양화, 기술발  속도의 가

속화, 제품수명주기의 단축으로, 기업이 기존고객  새

로운 고객에게 신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1]. 이런 경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들은 많은 유용한 지식들을 기업 외부로부터 

획득하고 있다[2].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한 략으로, 

기업들은 공 사슬 통합(supply chain integration: SCI)

을 도입하고[3], 기업의 신역량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극 으로 나서고 있다[4]. 공 사슬 통합이란 

단일 조직 내부의 부서간 통합과 고객과 공 자와 같은 

외부 트 의 통합을 포함하는 포 인 개념이다. 즉,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 제공을 목표로 제품, 서비스, 정보, 

자  등의 효율 인 흐름을 해 기업이 조직 내부 뿐만 

아니라, 공 사슬 내에 포함된 다른 기업( 트 )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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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으로 업하고 계를 리하는 것을 의미한다[5]. 

최근 학계와 업계에서는 기업의 신역량(innovative 

capability)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6]. 기업의 신역

량은 기업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변하는 시장 환경에 

응할 수 있는 기업의 핵심 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7].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신역량 증진을 해 련된 

일련의 활동에 한 투자를 꾸 히 증가시키고 있다[8].

공 사슬 통합과 련된 선행연구들은 하나의 조직 

내에 존재하는 여러 기능 부서들 간의 통합을 다루는 공

사슬 내부통합(internal integration)에 한 연구[1][3]

와, 다른 조직과의 통합, 즉, 공 사슬 외부통합(external 

integration)에 한 연구[9], 마지막으로 공 사슬 내부

통합과 외부 통합을 동시에 다룬 연구[10] 등의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공 사슬 통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환경요인[11], 계요인[12], 내, 외

부 역량 요인[13]등으로 나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역량과 공 사슬 외부통합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이미 ERP, CRM 등을 통하여 내부

통합을 이루었고, 이를 토 로 외부통합에 을 맞추

고 있다[14]. Flynn 등[10]은 실증 연구를 통해 공 사슬 

외부통합이 기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 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공 사슬 외부통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내부통합을 주로 연구하거나, 

외부통합이 성과에 미치는 연구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공 사슬 내부의 트 , 고객들과 높은 수 의 외부통

합을 통한 기업의 성과를 극 화하기 하여 기업들은 

외부의 트 와 통합하려는 의지와 고유의 역량이 있어

야 한다[15]. 따라서 외부통합에 향을 미치는 기업의 

신역량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기업의 공 사슬 외부통합과 신역량의 계를 설

명하고, 이들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설정 

2.1 혁신역량과 외부통합 간의 관계

역량은 기업의 활동을 조정하고 자산을 활용하기 

한 조직 로세스를 통해 축 된 기술과 지식의 집합이

다. 이런 역량은 조직 루틴과 랙티스에 깊이 여되어 

있어 거래되거나 모방될 수 없으며,  가치로 측량

할 수 없다[16].

Lawson과 Samson[17]은 신역량을 높은 수

(high-order)의 통합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이런 신역

량을 보유한 조직은 주요 역량과 자원을 통합할 수 있다

고 주장하 다. Guan과 MA[18]은 신역량을 7개로 분

류하고 각각 학습역량, R&D역량, 생산역량, 자원탐색역

량, 마 역량, 조직역량, 략역량 등으로 설명하 다. 

학습역량은 지식을 발견해 내고, 흡수하고, 이용하는 역

량이며, R&D 역량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역량이고, 

생산 역량은 연구개발 결과를 시장의 요구에 맞게 제품

으로 만들어 내는 역량을, 자원탐색 역량은 기술, 인 자

원,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마  역량

은 소비자의 재와 미래 요구를 이해하여 제품을 제공

하고 홍보하는 역량이며, 조직 역량은 조직문화를 육성

하고 훌륭한 리기술을 습득하며, 조직체계와 조화를 

이루어내는 역량을 의미한다. 략 역량은 환경변화 속

에서 경쟁력을 획득하기 해 서로 다른 략에 응하

는 역량을 의미한다.

기업은 다른 외부 조직의 역량을 활용하여 자신의 처

한 환경 , 물리  제약을 극복하고 지속 인 성장을 할 

수 있다[27]. 따라서 공 사슬 상의 기업은 역량이 높은 

다른 기업과의 력을 강화함으로써 성과를 개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역량이 다른 기업의 성과를 제고

하는 데에 기여하므로, 기업들은 높은 수 의 역량을 보

유한 기업과의 통합을 강화하고 있다[13].

Peterson 등[19]는 공 사슬 통합을 해 각 공 업체

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공 업체의 역

량이 공 사슬 내부 기업 간에 개되는 다양한 로세

스와 력에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이다[13]. 즉, 공

사슬 내부의 트 , 고객들과 높은 수 의 외부통합을 

이루기 하여 기업들은 기업 외부의 트 와 통합하려

는 의지와 역량이 있어야 한다[15]. 결과 으로, 높은 수

의 내부 의사소통과 조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높은 

수 의 외부통합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20]. 따라서, 기

업이 가진 신역량과 공 사슬 외부통합에 하여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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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 기업의 조직역량은 기업간 공 사슬 정보통

합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가설 2 : 기업의 략역량은 기업간 공 사슬 략통

합에 정 인 향을 미친다. 

2.2 외부통합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

Krajewskis와 Wei[21]은 공 사슬 통합과 련된 연

구를 단일 조직 내 여러 기능부서들간의 내부통합과, 공

업체 – 구매업체와의 트  간의 계와 력을 다

루고 있는 외부통합으로 구분하 다. Narasimhan과 

Kim[22]는 공 사슬 통합을 공 업체와의 통합, 내부 통

합, 고객과의 통합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그  공 사슬 외부통합은 서로 다른 기업들 간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조정과 업, 상호작용으

로 정의할 수 있다[1][20]. 한, 공 사슬 외부통합은 고

객과 트 와의 략  제휴를 포함하며, 기업은 이를 

통해 략  트 쉽을 구축하고, 시장에 맞는 개발 

략을 수립할 수 있다[22].

공 사슬 외부통합에 한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

다. Zhao 등[20]은 고객이나 트 와의 계몰입을 통한 

정보공유, 력 등이 기업의 공 사슬 외부통합에 있어 

요하다고 주장하 다. Marien[23]은 공 사슬의 기능

통합을 략, 조직, 정보, 자원 등의 4가지 측면에서 연구

하 다. Stvens[24]는 공 사슬통합의 발 단계에 한 

연구에서 공 사슬 외부통합 단계에서는 략과 조직에 

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를 토 로, 공 사슬 외부통합을 

략과 정보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략통합은 

략수립 과정에서 공 사슬 멤버의 참여 정도, 략, 비즈

니스 로세스의 공유, 공 사슬 통합의 비  공유, 통합

인 략의 실행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공 사슬 외부통합은 기업의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가 제시되었다[10]. 기업은 공 사슬 

통합을 통해 신상품 개발기간 단축, 품질  원가경쟁력 

강화, 주문 주기 단축, 유연성 향상, 납기 성과 향상, 재고 

비용 감축, 핵심역량 강화, 고객서비스 향상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15] [25]. Armistead와 Mape[26]은 국 38

개 기업의 경 자를 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외부통합 

정도에 따라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을 실증 분

석하 다. Narashimhan과 Jayaram[27]은 자원조달과 생

산목표 달성 간의 상 계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외부통

합이 고객 응과 생산성 향상에 정 인 향을  수 

있음을 규명하 다. Droge 등[28]은 회귀분석을 통해 내

부통합은 물론 외부통합이 직, 간 으로 로젝트 성

과뿐만 아니라 회사의 반 인 성과에 모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 으로 규명하 다. 따라서, 

기업의 공 사슬 외부통합과 기업성과에 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 기업간 공 사슬 략통합은 기업의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가설 4 : 기업간 공 사슬 정보통합은 기업의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

3. 연구모형 및 조작적 정의

3.1 연구모형 구축

본 연구의 목 은 기업의 신역량과 공 사슬 통합 

 외부통합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하여 기업의 역량과 공 사슬 통합과 

련한 논문들[15][17][19][20]을 검토하 다. 기업이 공

사슬 외부통합을 통한 성과를 극 화하기 해서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와 그를 뒷받침하는 역량이 있어야 함으

로 본 연구에서는 신역량과 공 사슬 외부통합에 성과

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Fig. 1]과 같은 연구모형

을 제시하 다.

[Fig. 1] The research model

3.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측정하려는 신역량, 공 사슬 외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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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loading P-value Cronbach’s α CR AVE

Organization

capability

Purpose of innovation projects can change organizational 

structure
0.810 p<0.001

0.764 0.851  0.590Ability to commercialize the results of product development 0.646 p<0.001

Collaboration between R&D, marketing and production function 0.831 p<0.001

Exchange information with other departments 0.771 p<0.001

Strategic

capability

Interest and understanding to the most important competitive 

and goal.
0.789 p<0.001

0.749 0.857 0.667
Technology strategy and business strategy are well connected 0.866 p<0.001

Excellent decision-making system 0.792 p<0.001

Information

integration

Standardized information sharing with partners 0.918 p<0.001
0.640 0.808 0.589

Planning and building information systems with partners 0.918 p<0.001

Strategic

integration

Common business strategy target with partners 0,804 p<0.001

0.813 0.914 0.842Vision sharing of supply chain integration with partners 0.867 p<0.001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strategy with partners 0.607 p<0.001

Performance

After integration external supply chain, cost was reduced 0.805 p<0.001

0.833 0.883 0.601

After integration external supply chain, Quality had improved. 0.777 p<0.001

After integration external supply chain, new product 

development time was shortened
0.728 p<0.001

After integration external supply chain, Delivery time was 

shortened.
0.836 p<0.001

After integration external supply chain, Responsiveness has 

been improved.
0.725 p<0.001

Organization capability and Strategic capability [18]

Information integration and Strategic integration [23]

Performance [25]

<Table 2> Construct measurement

합, 성과에 한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역량은 조직역량과 략역량으로 구성되며, 조직 

역량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조직시스템과 조화

를 이루는 역량을 의미하고, 략 역량은 환경변화 속에

서 경쟁력을 획득하기 해 략에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공 사슬 정보통합과 략통합으로 구성되며, 정보통

합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업간의 정보 통합을 의미하며, 

략통합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한 략  로세

스 통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성과는 공 사슬 외부통합으로 인한 

향상된 성과를 의미한다.

변수의 조작  정의와 련된 선행연구와 측정변수는 

<Table 2>에 자세히 정리하 다.

4. 가설검정

4.1 표본자료의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은 공 사슬 외부통합을 실행하는 미

국 120개 기업에 e-mail을 발송하여 사  연락한 후, 설

문을 발송하여 67개 기업에서 설문지를 회수하 다.

산업분야별로 자 10개, 화학 13개, 자동차/부품 9개, 

건설 10개, 의약 6개, 철강 3개, 기타 16개, 매출규모별로 

50억원 미만 5개, 100억원 미만 7개, 500억원 미만 18개, 

1000억원 미만 16개, 1000억원 이상이 21개 기업이었다. 

기업들의 일반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N % Cumulative %

Industry

Electronics 10 14.9 14.9

Chemical 13 19.4 34.3

Automotive 9 13.4 47.7

Construction 10 14.9 62.6

Pharmaceutical 6 9.0 71.6

Steel 3 4.5 76.1

Etc 16 23.9 100.0

annual 

sale

(KRW)

< 5 billion 5 7.5 7.5

5 billion-10 billion 7 10.4 17.9

10 billion-50 billion 18 26.9 44.8

50 billion-100 billion 16 23.9 68.7

> 100 billion 21 3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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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정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SPSS 19를 통해 기 분석이 이루어

졌으며, Warp PLS 3.0을 통하여 신뢰성 분석  확인요

인분석, 경로분석이 수행되었다. 분석에 앞서 표본자료의 

이상값(outlier)과 결측값(missing data)을 검토한 결과, 

둘 다 없는 것으로 명되었다.

측정모형은 일반 으로 수렴타당성과 별타당성을 

이용하여 평가된다. 수렴타당성은 구성개념에 한 복합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등에 의해 평가되며, 별타당성은 

하나의 측정변수가 해당 잠재요인에 하여 갖는 재값

이 다른 잠재요인에 한 재값보다 높거나, 두 잠재요

인 각각의 AVE와 두 잠재요인간의 상 계의 제곱을 

비교, AVE의 값이 더 크면 별타당성이 높다고 본다

[29].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개별항목의 재치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 복합신뢰도가 0.6 이상이고, 평

균분산추출값 역시 기 인 0.5 이상[29]를 상회하고 있어 

측정모형에 한 구성개념 간 수렴타당성에 이상이 없음

이 명되었다. 한 별타당성 역시 요구조건을 충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분석결과는 <Table 2>, 상 계  별타

탕성은 <Table 3>으로 정리하 다.

<Table 3> Correlation and discriminant validity

O C S C I I S I Perf

O C 0.768
#

　 　 　 　

S C 0.334 0.817# 　 　 　

I I 0.417 0.348 0.767# 　 　

S I 0.280 0.429 0.514 0.918# 　

Perf 0.383 0.483 0.529 0.522
0.775
#

p< 0.001

# Root of AVE

4.3 가설검정

PLS 분석 결과, 4개의 가설 모두 유의수  0.01에서 

채택되었다. 설명력은 정보통합 0.210, 략통합 0.220, 기

업성과 0.390으로 각각 나타나 Fornell과 Larcker[29]가 

제시한 기 인 정 검정력 10%를 상회하고 있어 모형

설명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조직역량은 기업간 공 사슬 정보통합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1 (H1)은 경로계수 0.450으로 

채택되었다. 한 기업의 략역량은 기업간 공 사슬 

략통합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2 (H2)는 경

로계수 0.470으로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신역량은 공

사슬 외부통합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업간 공 사슬 략통합은 기업의 성과

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3 (H3)과 기업간 공

사슬 정보통합은 기업의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는 가설4 (H4) 역시 경로계수 0.350, 0.330으로 각각 채택

되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역량이 공 사슬 통합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4][20]과 일치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역량을 세분하여 조직

역량과 략역량으로, 공 사슬 외부통합을 략통합과 

정보통합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실증분석하 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들

과 차별성을 가진다. 가설검정 결과를 <Table 4>와 [Fig. 

2]로 정리하 다.

<Table 4> Results of hypotheses 1–4 tests using 
SEM

S.C P- value
out

come

H1
Organization capability

 -> information integration
0.45 p<0.001 supported

H2
Strategic capability

 ->  strategic integration
0.47 p<0.001 supported

H3
Information integration

-> performance
0.35 p<0.001 supported

H4
Strategic integration

-> performance
0.33 p<0.001 supported

[Fig. 2] Estim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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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최근 기업 간 공 사슬의 통합은 기업의 요한 로

세스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업간 개별 경쟁에서 공 사슬 

경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환경에서 특히 요한 이슈

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신역량과 공 사슬 

외부통합 간의 계, 공 사슬 외부통합과 기업성과 간

의 계를 미국기업들을 상으로 연구하 다. 연구결과, 

신역량인 조직역량과 략역량은 공 사슬 외부통합

인 정보통합과 략통합에 각각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 사슬 외부통합인 정보통합과 

략통합도 기업성과에 정 인 향을 나타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이 보유한 신역량, 공 사

슬 외부통합  기업성과 간의 계를 규명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보유한 

신역량은 공 사슬 외부통합에 향을 미친다. 신역

량은 기업의 요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실증 분

석을 통해 공 사슬 통합과 련하여 신역량의 역할을 

구체 으로 설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업의 신역량이 공 사슬 외부통합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한 것은 공 사슬통합 연

구분야에서 기업이 보유한 신역량이 어떤 역활을 하는

지를 설명하 다.

둘째, 기업간 공 사슬 외부통합을 정보통합과 략통

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공

사슬 외부통합을 공 사슬 상의 트 , 고객과의 계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목

표 달성을 한 략과 기업 시스템의 활용이라는 정보

의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하 다. 그 결과 

략 분야를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기업성과의 향상을 하여 시스템 인 정보통합과 동시

에 장기 인 략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공

사슬 외부통합에서 기업들이 유기 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략통합이 필수 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와 같은 시사 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음

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은 표본자료이다. 표본자료가 부족한 이유는 

미국기업을 상으로 했기 때문인데, 한정된 연구 비용

과 조사 기간으로 인한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별 혹은 국가별로 

비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신역량을 조직역량과 략역량

만을 고려하 다. 이들 역량 외에도 공 사슬 외부통합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신역량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를 포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신역량 간의 상 계를 추가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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