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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포스코는 지난 4년 연속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철강기업으로 뽑혔다. 포스코의 성공은 기술혁신과 함
께 수많은 협력업체와 고객과의 파트너십에 기인한다. 특히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은 효과적인 공급망관리(SCM)를 
기반으로 한다. ERP시스템이 표준화된 영업관리를 지원해 주지만 예외사항과 변동으로 이어지는 환경의 변화에는 효
과적이지 못하다. SCM 첨단계획수립기능(APS)는 이런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
에서는 포스코가 운영 중인 APS의 구조와 성과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SCM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공유, 협업, 협력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SCM 성과 등에 대한 인지정도를 연구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례연구 및 통계적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몇 가지 함의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공급망관리, 첨단계획수립시스템, 정보공유, 협업, 제철업
  
Abstract  POSCO has been chosen as the most competitive steelmaker in the world, for the 4th year in a row. 
It's potentials and key success points lay at technology innovation as well as effective partnerships with 
suppliers and customers. Partnership with suppliers is based upon the effective supply chain management. While 
ERP system supports the standard business work flows, the biggest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is created 
by exceptions and variability. A SCM Advanced Planning System reduces the amount of exceptional situations, 
helping to keep business in a standard mode of operation. A case summary on SCM Advanced Planning System 
of POSCO as well as its impact on firm performances is presented. As a supplement to this case study, we 
also investigate the employees' perceived level of SCM-related factors,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collaboration, incentive system for suppliers and their impacts on SCM performances. As a conclusi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Key Words : SCM, Advanced Planning System, information sharing, collaboration, steelmaker

Received  2 January 2014, Revised 26 January 2014

Accepted 20 April 2014

Corresponding Author: Tae Ung Kim (Dept of Business, 

SungKyunKwan University)

Email: tukim@skku.edu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SCM 첨단계획수립시스템의 구조와 도입효과 분석 : 포스코 사례를 중심으로

14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Apr; 12(4): 145-155

1. 서 론

ERP시스템과 e-비즈니스 역량을 기반으로 새롭게 그 

략  가치가 인지되고 있는 공 망 리(Supply Chain 

Management)는 로벌 시장에서의 생존여부에 결정  

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공 망 리는 원자

재의 구매, 가공에서부터 완제품의 생산, 유통에 이르는 부

가가치활동에 련된 일련의 기업들을 지칭하는 공 망을 

효과 으로 리하여 최종고객에게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기에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국경을 월한 경쟁,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

, 기업 활동 역의 국제화, 정보기술의 발달 등의 요인으

로 인해 경쟁의 양상은 개별 기업간 경쟁의 차원을 넘어서 

공 망간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환경에서 생존하기 해 기업들은 개별 기업수 이 아닌 

공 망이라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의 에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1]. 

국내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던 철강산

업도 바야흐로 수익, 성장시 로 어들었고 국 

철강산업의 양 팽창으로 인한 공 과잉 상과 맞물려 

수요 한 감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불어 석탄, 철 석

등 원재료 구입비도 상승하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는 

가운데 지속 으로 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해 산지역 심의 일 제철소 건설과 고객 수요에 

걸맞는 효율 , 반응  공 망을 히 혼합한 공 망

의 운 이 요구된다. 

장치산업에 속하는 철강업계도 여타의 업종과 마찬가

지로 공 망 리의 최우선 목표는 고객만족과 신속 응

에 있다. 즉 고객의 모든 요구사항에 해 신속하게 응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 공 망 리는 원자재 조달부

문과 생산 리, 완제품의 유통 등 상품이 고객에게 도착

할 때까지 회사 내․외부를 포 하는  과정의 경 효

율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효과 인 공 망

리를 해서는 공 망 참여기업을 아우르는 통합  운

이 요구된다. 

공 망 통합이란 물리  통합의 개념이 아니고 정보

공유, 계획수립, 자재나 부품 흐름의 조정과 통제활동을 

략 , 술  차원에서 통합․운 한다는 의미로서[2], 

공 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 한다는 것은 개별기업

의 최 화를 탈피한다는 의미이다. 통합된 SCM은 가격

과 납기 측면에서 격한 경쟁  우 를 가져다 주며, 채

효과 즉 변동성 증폭 상의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사실

도 이미 밝 진바 있다[3]. 공 망 통합은 정보시스템 통

합, 공 망 담당 직원의 배정, 정보공유, 략  트

십, 동시  운  등을 포함하며[4][5][6][7], 기본 으로 

공 망 구성원들의 트 십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신뢰의 요성도 여러 연구[8][9]에서 지 된 바 있으

며, 이의 선행요인으로서의 력업체 계조성과 인센티

 제공의 요성을 보고하고 있다. 공 망 내의 기업간 

정보공유와 력체계의 략  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10][11], 당연한 논리이지만 정보공유는 

SCM 성과에 정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

고 있다[12]. 공 망구성원 간의 긴 한 정보교환과 공유

는 인터넷 기반의 IT 지원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며[13] 구

성원 간의 통합  의사결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밝

지고 있다[14]. Han et al (1993) 등의 연구[15]에 의하면 

지속 이면서도 상세한 정보교환은 상호간의 신뢰형성에 

기여한다고 한다. 력업체와의 지식공유는 생산스 의 

공유와 같은 데이터 공유, 기술로드맵이나 가치공유와 같

은 암묵  지식의 공유[16] 등을 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공 망 리에 한 기존 연구들을 공 망

의 성과를 제고한다고 기 할 수 있는 요 요인들 간의 

직․간 인 향 계에 상당한 심을 두는 경향이 있

다. 이런 흐름을 재조명해보면, 시장과 고객 니즈의 변화

에 실시간 인 응을 모색하는 제조기업의 통합  공

망 리를 구조 으로 살펴보면 개 다음의 두 가지 요

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 망을 이끌어가

는 기업과 력 계에 있는 기업들의 구성과 업 계를 

정의하는 네트워크 구조와 공 망 내의 정보 달체계, 

공 망 운 을 담당하는 로세스의 구조, 공 망 내에

서의 실질  운 을 계획하는 SCM 계획수립기능의 두 

가지이다[17]. 공 망의 구조를 결정짓는 네트워크 요소

는 력업체 선정, 력업체와의 업수  결정, 공 망

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상 등으로 구성되며 공 자 

계 리의 주된 심사이다. 두 번째 요소인 SCM 계획수

립기능은 공 망을 통해 사업을 하는 실질  과정으

로, 자사와 공 망에 참여 인 력업체와의 IT기반의 

커뮤니 이션 방법, 기존의 기능별 리방식을 타 하는 

로세스 신, 그리고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해 

필요한 SCM 계획수립과 실행과정으로 구성된다. 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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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모듈에는 수요 리, 공 리, 할당  납기약

속, 재고  물류 리, 신제품수명 리 등의 계획수립기

능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로세스간의 면 한 

연계와 조정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로벌 철강제품 시장을 주도 으로 

이끌어가는 포스코의 SCM시스템 운 황과 핵심 인 

SCM 계획수립기능의 구조와 역할을 살펴보고, 포스코의 

조직구성원들을 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SCM의 

략  효과에 한 인지도 조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삼성 자와 함께 국내 산업계 표주자인 포스코의 SCM 

운 방식을 조명하는 것은 수출산업에서 큰 비 을 차지

하는 장치산업 업계의 공 망 리 도입을 진하고 이를 

통한 잠재  성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사례를 통해 실

증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포스코의 SCM관련 운영현황

2.1 기업 및 제조공정 개요

포스코는 1968년 설립된 국내 최 의 고로(용 로) 업

체로서 포항과 양에 일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열

연, 냉연, 기강 , 후 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

하고 있다. 연간 조강 생산능력은 포항 1500만t, 양 

1800만t으로 총 3300만t에 이르며, 룩셈부르크의 아르셀

로미탈, 국의 허베이강철그룹과 바오강그룹에 이어 세

계 4 에 해당한다. 

2013년 세계  철강 문 분석기 인 WSD(World 

Steel Dynamics)는 최근 세계 34개 철강회사를 상으로 

생산규모, 수익성, 기술 신, 가격결정력, 원가 감, 재무

건 성, 원료확보 등 총 23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포스

코를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근로자 숙련도와 생산성, 그리고 기술력과 원가경쟁력 

항목에서 높이 평가 받았으며 그 외에도 고부가가치 제

품 확 , 원가 감, 수익성, 신흥시장 확장 분야에서도 높

은 수를 받았다[18].

철강제품은 원료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 등이 

부분 최 로 설치된 설비에 하여 생산  유지보수

가 이 지기 때문에 부분 고정된 력업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력업체와의 장기 인 업이 시된다

[19]. 철강산업의 경쟁력은 지속  고객사 개발, 효율  

원자재 공   생산공정 신, 력업체와의 략  제

휴  업,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공 망의 통합  리

가 지속가능경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2 포스코의 SCM 운영현황

공 망 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매․생산 로세

스는 통합 매생산계획, 주문 리, 생산 리, 출하유통

리, 매 사후 리, 신제품·신수요 리의 6개 서  

로세스와 그 하단의  33개 세부 로세스로 구성되어 있

으며 다시 로세스 에 133개의 태스크 단 로 업무를 

재분류하고 있다. [Fig. 1]에서와 같이 매·생산 로세

스는 주문처리·진행 리·원가연결 등 실행 부문에는 

ERP시스템을 용했으며, 통합 매생산계획, 공정계획, 

운송계획 등 계획 최 화 부문에는 SCM의 첨단계획수

립기능을 채택하고 있다. 한 재무·구매·설비·기술투자 

등과의 사  통합을 해 ERP와의 연동도 로세스 

설계에 반 되어 있다. SCM의 첨단계획수립기능은 통

합 매생산계획, 주문처리, 공정계획, 유통 리 등으로 

구성되며 [Fig. 2]에 도시되어 있다. [Fig. 1]과 [Fig. 2]는 

포스코의 정보흐름을 기반으로 사례연구를 해 연구자

들이 자체 구축한 설명이다.

[Fig. 1] Integration of ERP and SCM

[Fig. 2] Advanced Planning Module of 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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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합 판매생산계획

이 모듈은 수요 측, 제품믹스계획, 매생산계획, 공

능력 계획, 고객사별 능력 약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일 내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통합 매생산계획을 로세스 단 로 살펴보면, 수요

측은 고객의 구매계획  매실 을 기 로 고객, 

업 , 마 이 의·조정해 작성하고, 로덕트 믹스 

계획은 수요 측·설비수리 계획·제철소 통계 데이터베이

스의 조업실 ·표 원가 등의 정보를 투입해 수익성 분

석을 하면서 최 의 로덕트 믹스를 수립한다. 통합

매·생산계획은 이 계획을 사용해 180여 개의 공장  공

정에 한 S&OP(Sales and Operations Planning)을 수

립하며, 공 능력계획은 제품별 부하공정을 감안해 공

능력을 산정한다. 능력 약계획은 이 공 능력계획을 고

객사별로 일단  능력을 할당한다. 고객사별로 할당된 

능력 약은 고객사가 주문입력시 납기약속을 한 

ATP(Available To Promise)로 사용된다. 

이러한 로세스의 수행을 해 i2 Technology사의 

SCP 패키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개략 인 구조는 [Fig. 

3]과 같다. 이 그림도 앞의 두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해를 

돕기 해 연구자들이 자체 으로 정리한 것이다. 고객 

 매 트 들과의 동수요 측에는 RCP(Rhythm 

Collaboration Planner), 수요 측에는 DM(Demand 

Management), 제품믹스· 매생산계획에는 MP(Master 

Planner)·PO (Profit Optimizer), 공 능력 계획에는 

FP(Factory Planner), 고객사별 능력 약 계획에는 

DF(Demand Fulfillment) 모듈을 사용한다. 단, 매생산

계획의 매출·가격계획은 재무 련 모듈인 OFA(Oracle 

Financial Analyzer)를 사용하고 있다. 

[Fig. 3] Integrated Sales and Operations Planning

2.4 주문처리, 품질설계 및 진행관리

주문처리는 고객의 주문 입력시 아이템 넘버 부여, 소

로트(LOT) 단, 생산 가능한 제철소 지정, 생산이 가능

한 주문인지의 정합성 검을 오더라인 행번 별로 처리

하고, 납기  가격 부가, 품질설계를 자동으로 수행해 수

주 즉시 납기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 10

일 단 체제를 주간 단 체제로 환함과 동시에 수주와 

동시에 일자별로 공  가능량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사 에 자재수  계획을 비할 수 있도록 했

다. 수출재의 경우에는 배선일정을 고려한 납기회신을 

함으로써 재고 감소  인도납기 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품질설계는 포항· 양의 품질 설계항목을 표 화해 

품질설계 데이터베이스를 매로 통합함으로써, 고객의 

주문에 해 생산할 통과공정, 성분, 재질, 사이즈, 제조

조건 등을 주문 입력시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수주 즉시 납기응답을 지원하고 납기단축이 가능하도록 

상세설계에 반 하고 있다. 한편 주문처리에는 

OM(Order Management), 품질설계에는 SCP의 

PP(Product Planner)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 진행 리시

스템은 공정계획과 같이 매에서 주 하여 고객에게 납

기를 부여한 시 에서부터 고객 인도시 까지의 진행 정

보를 제공하도록 설계했다. 공정계획의 주문배치계획은 

SCP의 FP(Factory Planner)를 용하고 있다.

2.5 출하유통관리

출하유통 리는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고객 운송비 

감  운송효율성 향상을 해 운송사 경쟁 입찰계약 

 운송건별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해 상세 설계했다. , 

입고부터 고객사 도착까지의  물류 진행정보를 이동통

신(GPS 등)을 활용해 도착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고객 재고 감소  인도납기 률을 향

상시키게 된다. 특히, 수출재는 사  배선계획에 따라 주

문 리가 수행되고 배선계획에 따라 생산, 선 됨으로써 

제품 재고가 감소되도록 설계했다. 운송사 경쟁 입찰계

약  운송건별 입찰제도에는 ERP의 캐리어 포털

(Carrier Portal), 운송지시는 배송모듈을 사용하고, 운송

계획  일정계획은 SCP의 RTO(Rhythm 

Transportation Optimizer)와 DS(Dock Schedul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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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2.6 e-Business를 활용한 SRM/CRM 관리

내부 로세스의 단순화, 표 화와 함께 SCM 체의 

효율성 극 화를 해서는 고객과 공 사 그리고 회사 

자체 로세스 정보가 실시간을 공유되도록 노력하고 있

다. 이를 해 [Fig. 4]와 같이 공 사-자사-고객사 간 공

망 체를 통합 으로 운 하는 e-Business체제를 구

축한 바 있다.

[Fig. 4] The Structure of Steel-N.Com

e-Business내 e-Sales는 고객사가 자사의 생산제품 

구매를 보다 빠르고, 간편하며, 안 하게 지원하며 고객

사와 자간의 완벽한 Supply Chain을 형성, 구매  생산

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

한다. 한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 한국 자인

증㈜로부터 자인증 System을 도입하여 인터넷상의 모

든 거래에 한 안 성과 신뢰성을 보증받고 있다. 

e-Sales내 구성요소  하나인 e-Market은 자사의 생

산제품을 On-line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매품목은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포함, 재고품과 주문품

까지 가능하며 특정 고객사에게만 매했던 방식에서 벗

어나 구매를 원하는 법인  개인사업자에게까지 매를 

확 함으로써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이고, 경매 방식을 

통한 가격 결정을 통해 철강 매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e-Logistics는 내수제품 운송하역 작업  수출제

품 해상운송계약 업무를 Web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시스

템이다.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며, 물류에 련

된 자사  운송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물류정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다.

e-Transaction은 생산제품 구매를 한 주문서작성, 

생산  진행정보 조회, 세 계산서 발생 등의 제반활동

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3. 구성원의 SCM성과에 대한 인지도 조사

3.1 설문조사의 배경

본 에서는 효율 인 SCM 시스템 운 을 통해 상당

한 략  성과를 달성한 포스코의 구성원들을 상으로 

SCM 시스템을 통해 인지하는 조직 내 변화 정도를 분석

해보고자 한다. 이를 해 SCM 도입을 통해 기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 성과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이

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인 인지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Fig. 5] A Summary of Research Model

설문내역은 인구통계학  요소와 함께 공 망을 구성

하는 력업체에 한 평가와 인센티 , 정보 공유, 업

과 SCM성과, 그리고 공 망 리를 통해 축 될 수 있는 

신뢰에 한 항목 등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이들 연구요

인들의 상호연 계를 [Fig. 5]와 같은 연구가설의 형태

로 설정하고 구성원들의 설문결과를 토 로 모형의 타당

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3.2 연구가설의 이론적 배경

제품의 품질이 속히 고 화되고 고객에 따라 요구

하는 스펙이 다양해지면 공 망에 참여하는 력업체들

과의 지속  의사교환과 이들 기업들의 신속한 응이 

효율 인 공 망 운 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포스코와 같은 공 망 주도기업은 품질, 가격, 공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력  계를 지

속하기 한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을 가진 우수 력

업체를 별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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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망 주도기업과 력업체 간의 업과 신의 효

과는 일정변경  오류축소로 인한 작업장 처리능력  

재고 리의 효율성 제고, 내부 거래시스템의 자동화, 

산  품질과 련된 문제의 사  인식과 처, 기자재 

물량  설계 변경 등의 요 활동에 한 실시간 의사소

통  피드백 등을 통해 나타나는 비용 감과 리드타임 

단축 등으로 나타난다. 력업체 입장에서도 공 망상에 

공유되는 노하우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개발능력 

제고와 품질 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력

업체와의 업은 SCM성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고 다

음 가설을 설정하 다.

H1 : 력업체와의 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SCM성과도 증 될 것이라

고 인식한다.

공 망 참여기업 간의 의사소통  피드백은 인터넷 

기반의 IT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지만[20], 구성원 

간의 통합  의사결정  신뢰 형성에 정  향을 미

친다. 실 으로 공 망 참여기업 간 정보공유의 효과

는 신속한 의사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나타난다. Zhou & 

Benton[8]은 정보공유의 가치는 정확성, 시의 성, 내

부 연결성, 외부 연결성, 완 성, 계성, 근성 그리고 

정보업로드 주기 등을 통해 평가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실시간 인 정보공유는 SCM성과에 정  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므로 다음 가설을 설정하 다.

H2 : 력업체와의 정보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SCM성과도 증 될 것이라

고 인식한다.

H3 : 력업체와의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이들 기업과의 업활동도 

활발히 진행된다고 인식하게 된다.

력업체 입장에서는 주도기업의 략과 수주내역 수

정 등에 따른 갖가지 험 응과 응과정 상의 업무에 

한 보상과 인센티 를 필요로 한다. 공 망에 참여하

는 력업체들은 주도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족

시키기 한 추가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성공 인 력 계는 방간에 략 으로 도움이 되는 

한 인센티  제도를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공

망 주도기업이 운 하는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로그램에는 력업체와의 계를 쌓기 

한 여러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  

가장 요한 것이 바로 인센티 제도라 할 수 있다[1]. 인

센티  제도의 특성에 따라 SRM 로그램의 효과성, 즉 

력업체들이 느끼는 주도기업과 공 망에 한 충성도

와 몰입수 , 력의향 등의 수 이 매우 달라질 것이다

[21]. 

따라서 공 망 주도기업이 주도면 한 계획 하에 

방간의 투자와 추진활동이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노력하더라도, 력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한 그

리고 동의할만한 투자․운 계획이 인센티 와 같은 형

태로 입증되지 않으면 자사 보유의 공정과 제품에 한 

보완, 개선 는 련 기술의 개발과 같은 업과 신활

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보공유를 한 기술도입에 한 주

도기업 압력이 강하더라도 한 인센티 가 제되지 

않으면 효율  정보공유는 쉽지 않은데 이 역시 투자보

상에 한 확신이 어렵기 때문이다. 표 화된 상품이나 

패키지를 제공하는 업체와는 고유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력업체에 한 계조성과 인센티  제공은 

공 망 내의 신뢰구축을 한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 두 가설을 제안한다.

H4 : 력업체에 해 한 인센티  제도가 제공된

다고 인식할수록 이들 기업과의 업활동도 활

발히 진행된다고 인식하게 된다.

H5 : 력업체에 해 한 인센티  제도가 제공된

다고 인식할수록 이들 기업과의 정보공유도 원

활히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게 된다.

신뢰는 사회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인 요소이다. 기업 간 신뢰는 기회주의  행 에 

한 우려감을 여주며, 상 방에게서부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도 여 다. 결과 으로 공 망내

의 기업 간 신뢰는 공 망 주도업체와 력업체 간에 상

호작용이 자주 일어날수록, 즉 력 계의 지속  유

지․발 을 통해 나타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비용에 한 기 치를 여  가능성이 높다. 

공 망 내에서의 기술  경쟁환경에 한 최신 자료

와 정보의 배포, 기술지원과 교육․훈련 로그램 제공, 

자본투자와 같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력업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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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cale items, Factor Loadings and Reliability
Constructs Scale-Items Loading

Composite

Reliability
AVE

Cronbach's 

alpha

SCM-PER

With SCM implementation, we have reduced considerable product supply 

leadtime.
0.831

0.831 0.555 0.726
With SCM implementation, we have reduced considerable inventory level. 0.752

With SCM implementation, we have reduced considerable production and 

operating costs.
0.572

SCM implementation has improved the competitiveness of our company. 0.809

CO-OP

With SCM implementation, our company, suppliers and buyers have 

established more effective collaboration system.
0.716

0.756 0.509 0.610Our company and suppliers support the task force to save cost and improve 

quality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0.736

Our company and suppliers work together for process improvement. 0.687

SHARING

With SCM implementation, we can effectively manage the product data base, 

originating from various suppliers. 
0.811

0.847 0.648 0.731

We regularly provide the news and information about the world economy, 

market and technologies, etc, to suppliers and buyers, normally not available 

to them.

0.791

In  our company, informations concerning product quality and process-related 

quality are shared with suppliers and buyers. 
0.812

EVALU

The level(class) of suppliers ate determined based on the collaboration 

performance.
0.697

0.770 0.501 0.605
The supplier evaluation of our company is objective and fair. 0.654

Incentive system for suppliers is very attractive. 0.699

TRUST

SCM implementation has helped us establish higher level of trust with 

suppliers and contractor. 
0.703

0.843 0.573 0.883

SCM implementation has helped us establish higher level of trust with  

buyers. 
0.790

SCM implementation has generated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ompetitiveness of suppliers and buyers.
0.775

SCM has generated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long term relationship with 

suppliers and buyers. 
0.757

은 력  신뢰 계 증진에 도움을 주며, 원가  품질

개선, 리드타임과 신축성 증  등과 같은 상생 인 유형

 편익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공 망 내의 신뢰의식

은 정보공유와 업, 신이 SCM 성과에 미치게 될 정

 성과를 더욱 증 시킬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신뢰

의 조 효과를 가설에 포함하 다.

H6 : 구성원들의 공 망에 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력업체와의 업활동이 SCM성과에 미칠 

향력은 더욱 증 될 것이다. 

H7 : 구성원들의 공 망에 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력업체와의 정보공유가 SCM성과에 미칠 

향력은 더욱 증 될 것이다. 

3.3 측정항목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의 검증은 사례 상기업이 포스

코의 임직원  SCM시스템의 운 에 참여하거나 심

이 많은 집단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 로 이

루어진다. 따라서 연구모형에 제시되어 있는 각 요인에 

한 조작  정의가 필요한데, 최종 종속요인인 SCM 성

과는 공 망 성과 평가시 주로 사용되는 지표인 리드타

임, 재고, 원가, 경쟁력 등 4개 설문항목으로 신하 다

[22]. 업은 ‘주도기업과의 다양한 력활동의 진행 여

부’로 정의하 으며, Sanders[23], Zhou와 Benton[22]의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상황에 맞게 측정항목을 수정하

여 3개 항목을 사용하 다. 정보공유는 ‘데이터, 시장, 기

술, 품질 련 자료의 공유 정도’로 정의하 으며, 김태웅

[24]에서 제시한 정보공유 사례를 주로 참조하여 3개 측

정항목을 개발하 다. 평가  인센티 는 ‘주도기업이 

다양한 인센티  제도를 제공하는지 여부 정도’로 정의

하 으며 설문항목은 Eriksson[25]의 연구결과와 포스코

의 인센티  사례를 참조하여 3개 항목을 사용하 다. 신

뢰는 ‘주도기업과의 질높은 력 계 유지를 한 신뢰

성 있는 노력과 거래 계의 신뢰 정도’로 정의하 으며, 

설문항목은 Smyth 등[21], Li와 Lin[26] 등의 연구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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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여 4개 항목을 선정하 다.

설문내역은 <Table 1>과 같으며, 기 통계항목을  제

외한 나머지 항목은 ‘  동의할 수 없음’에서 ‘매우 동

의함’까지의 5  만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4. 설문분석 및 결과

4.1 연구방법 및 표본의 특성 

설문조사는 포스코의 공 망 리의 의의와 략  기

효과에 한 구성원들의 인지도 수 을 악하기 해 

2013년 12월에 실시하 다. 포스코의 공 망 리에 한 

어느 정도의 심과 인지도가 있다고 평가된 120명을 섭

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 다. 모두 115개 설문이 회수되

었으나 이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평가된 13개 설문데

이타를 삭제하고 총 102개 설문만을 실증분석에 이용하

다.

응답자  남성이 86%, 여성이 14%인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  구성은 35세 미만이 50명(49%), 40세 미만 25

명(24.5%), 45세 미만 13명(12.7%), 45세 이상 14명

(13.7%)이다. 직 별로는 과장  이상이 19명(18.6%), 

리  51명(50%), 사원  32명(31.4%)로 구성되어있다. 

직종별로는 생산/기술직은 27명(26.5%) 등 일반 리직 

14명(23.5%), 업/마  15명(14.7%), 문서비스 31명

(30.3%), 연구개발  기타 5명(4.9%)로 등에 고루 분포

되어 있다. 

4.2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주된 통계분석도구는 PLS(partial least 

square) 분석법이다. PLS는 측정․구조모형에 한 평가

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법으로 구성개념에 

한 척도 재치를 추정한 후 구성개념 간 인과 계를 분

석하는 과정을 수행한다[26]. 측정모형은 수렴타당성과 

별타당성을 이용하여 평가될 수 있다. 수렴타당성은 

구성개념에 한 복합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등에 의하

여 평가되며, 별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이 

구성개념 간 상 계수값을 상회하고 평균분산추출값 자

체가 0.5를 상회하면 충분한 것으로 단된다. 

측정모형 분석결과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

별 설문항목의 재치가 표본 체에서 0.5이상으로 나

타났으며 t값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신뢰도 

역시 모두 0.7 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값도 기 치인 0.5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구성개념 간 수렴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되어, 측정모형에서 고려한 모든 설문

항목이 가설검증에 사용되었다.

Construct Sample

CO-OP 0.71*
**

EVALU 0.43 0.71*
**

SCM-PER 0.35 0.20 0.74*
**

SHARING 0.66 0.37 0.29 0.80*
**

TRUST 0.30 0.28 0.40 0.28 0.75*
**

 *) Square Root Value of AVE 

<Table 2> Latent Correlation and Square Root of 
AVE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

근 값도 구성개념 간 상 계수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

타나 별타당성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4.3 가설의 검정결과

구조모형의 검증은 경로계수의 크기와 방향성, 통계  

유의성, 선행 변수를 통해 설명되는 최종 종속변수의 결

정계수값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경

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부트스트랩 재표본 차를 

수행하 다[22]. 모형검증 결과 [Fig. 6]과 <Table 3>에

서 알 수 있듯이 정보공유가 성과에 정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 신뢰가 업과 성과요인 사이에 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H6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

의수  5% 이내에서 통계 으로 수용하 다. 

[Fig. 6] A Summary of Hypothesis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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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Coeffi-ci
ent

t-
value Result

H1 CO-OP → SCM-PER 0.293 2.05****** Accept

H2 SHARING → SCM-PER 0.031 0.227 Reject

H3 SHARING → CO-OP 0.697 11.44****** Accept

H4 EVALU → CO-OP 0.174 2.28****** Accept

H5 EVALU → SHARING 0.373 4.08**
**** Accept

H6
Moderating 
Effect of 
TRUST

→ CO-OP → 
SCM-PER 0.263 1.20 Reject

H7
Moderating 
Effect of 
TRUST

→ SHARING→ 
SCM-PER 0.313 1.73****** Accept

<Table 3> Path Coefficient and t-Value

              (**  : p < 5%, One-Tailed Test)

참고로 조 효과의 향 정도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추정해 볼 수 있다[26].

 
상호작용이있는변수

상호작용이있는변수 상호작용이없는변수

SCM-PER의 R2이 25.4%이고 상호작용변수를 제거한 

후 추정한 SCM-PER의 R2이 22.8%로 도출되어 이 식을 

이용하면 효과는 (0.254 - 0.228)/(1 - 0.254) = 0.035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값이 0.02면 효과가 작은 편이고 0.15

면 간정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뢰

(TRUST)가 정보공유와 성과 사이에 조 변수로서의 역

할이 그리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그외 업(CO-OP)의 설명력(R2)은 61%, 정보공유

(SHARING)은 14%로 나타나 일반 으로 통용되는 정 

검정력 10%를 상회하고 있어 모형에 한 설명력은 매

우 높은 것으로 명되었다.  

5. 결 론

포스코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 를 고수하다 철

석 산을 보유한 세베르스탈, 타타스틸 등 러시아, 인

도 철강사들에게 1  자리를 내주었으나 2010년부터 지

속 인 원가 감과 수익성 개선, 기술력 향상, 신흥시장

으로의 극  진출 등을 통해 6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오

른 이후 4년 연속 1 를 지킨 로벌 기업이다. 2012년 1

월에는 스 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로벌 지속가능 

경  100  기업에서 한국기업  가장 높은 순 인 30

에 오른 바도 있다[18].

이러 신 인 성과는 철강 련 기술개발과 함께 

1999년부터 사 으로 추진해온 로세스 신 기반의  

공 망 리 시스템의 도입과 운 에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생산자 심의 운 에서 과감히 탈피

하여 고객 심 인 로세스 신과 SCM 도입, 그리고 

공 사와 고객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달해  수 있는 

e-Business를 통해 상생 력과 성과공유 등을 도모하

다. 특히 공 망 리 시스템을 통해 원료 수송조달에서

부터 생산, 납품, 재고 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객사와 

공 사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ERP와 공 망 첨단계획수립시스템의 극  활용은 

신제품 출시리드타임 1.5년, 제조 리드타임 14일, 납기 응

답시간 3분, 인도납기 률 95% 등의 성과를 낳게 되

었다. 를 들어 열연제품의 경우 생산리드타임을 12일

로 축소시키고, 수송은 2일로 단축함으로써 재 30일의 

주문투입부터 고객사 도착까지의 리드타임이 14일이 되

도록 설계했고 납기 한 행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바 

있다. 

이런 성과를 지속 으로 창출하고 있는 포스코의 공

망 리 도입사례를 살펴본다는 것은 국내 수출을 이끌

고 있는 부품  화학, 반도체 등 장치산업  성격을 

띠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상당한 시시 을  수 있

을 것이다. 로벌경 을 지향하는 제조업의 경우 로

벌 고객사들의 니즈변화에 한 실시간 인 응이 요구

되며 업이익 극 화를 한 생산․물류의 효율화도 요

구된다. 공 망 리의 도입은 바로 이러한 로벌 자향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사

료된다. 

그 지만 공 망 리와 같은 복잡다단한 정보시스템

의  출 이 모든 조직구성원에게 신  도구로 인지되

지는 않는다. 공 망 리가 단순히 조직 내외부에서 수

집한 정보를 축 하고 요약·검색하는 거래처리 시스템의 

일종이 아니다. 수요 리, 자원운 , 납기 리, 공장운

계획, 상품수명 리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모듈들이 상

호 연계되어 있지만, 이용자의 한 개입없이 자동으

로 모든 정보가 이용자 입맛에 맞게 정제되어 의사결정

에 활용되지는 않는다. 어느 시 에 어떻게 가공된 정보



SCM 첨단계획수립시스템의 구조와 도입효과 분석 : 포스코 사례를 중심으로

15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Apr; 12(4): 145-155

가 어떤 의사결정문제에 활용될지는 모두 사용자가 결정

한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의 공 망 리 운 과 신  

활용을 통한 성과에 한 인지도와 기 감이 높아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들 수 있을 것이다. 

조직구성원에 한 설문조사결과는 공 망 리에 

한 상당한 기 감을 잘 표출하고 있다. 공 망 리시스

템을 통한 정보공유와 업은 공 망의 성과에 향을 

미치며, 한 공 망 내의 신뢰가 강화될수록 업의 효

과도 더욱 커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공 망 리

의  하나의 요 요소인 평가와 인센티 제도도 공

망을 성공 으로 이끌어가기 한 기반역할을 한다는 것

이 구성원들의 인지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흥미로운 연구결과 도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있다. 우선 포스코의 

SCM 사례연구를 함에 있어서 한정된 자료로 인해 실질

인 부분에 한 분석이 미흡하 고, 회사의 내부 자료

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업보안과 정보유출에 한 폐쇄

성으로 인해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심도깊은 

논의가 어렵다는 이다. 한 포스코가 주도하는 공

망에 참여하는 력업체에 한 조사가 추가되지 못했다

는 도 본 연구의 한계로 지 될 수 있다. 한 조직구

성원에 한 연구에서는 보다 나은 일반화된 결론을 도

출하기 해서는 다양한 SCM 도입 기업을 상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조직, 략  향요인을 추가

한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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