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55

http://dx.doi.org/10.14400/JDC.2015.13.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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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경영전략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 SCM)시스템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SCM시스템을 구
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생산기업으로 부터 수집된 데이터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Likert 5점 척도로 구
성하였고, 인터넷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델을 구조방정식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공급사슬관리시스템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기업의 IT-활용능력과 기업의 공급사슬관계로 함축되었다. 이들 요인들의 관계는 구조방정식
(Structural Equation Model : SEM) 기법을 통해 상호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제조기업 들에게 공
급사슬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있어서 고려해야할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공급사슬관리시스템
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주제어 : 공급사슬관리시스템,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SCM 시스템 구축 및 활용

Abstract  This paper aim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implementation of supply chain management 
(SCM) system of manufacturing company in Korea. For preparation of the data for this research, the 
Internet-based questionnaires with 5 Likert’s scale were performed to the 125 manufacturing companies in 
Korea.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implementation of SCM system were crystallized through factor analysis 
methods.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factors were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implementation of SCM system are company’s IT-competence and  relationship with supply 
chains. This paper could contribute to show the guidelin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CM system to 
the korean manufactur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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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경 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를 해 다양한 경

략이 실행되고 있다. 이들 경 략 의 하나인  공

사슬 리 (Supply Chain Management : SCM)시스템의 

요도가 각별히 부상되고 있다.  공 사슬 리시스템은 

원재료, 반제품 는 상품의 공 선과의 계를 최 화 

시킬 수 있는 제도, 조직 그리고 응용시스템의 집합체라

고 정의할 수 있다[10]. 20세기 말부터 기업들이 사

자원 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ERP)시스템

을 구축하고 운 한 후 좀 더 확장된 공 선과의 계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확장형 공 사슬 리시스

템  (extended SCM : e-SCM)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

다[5, 11].

공 사슬 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첫째, 기업의 공

선과 상호 연계된 IT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함으로

써 공 물품의 품질, 가격 그리고 공 시간 (delivery 

time)을 최 화 하는 것이다. 둘째, 이뿐만 아니라, 공

사슬 리시스템을 통해서 기업의 모든 자원의 활용도를 

극 화시키는 데 있다[12]. 이러한 맥락에서 분명한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구축하고 운 해야 하는 

공 사슬 리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는 것은 기업

의 경 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목 을 해 구축된 공 사슬 리시스

템들은 투자된 시간, 자  그리고 인력에 비해서 기 만

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5].  이러한 결과는 공

사슬 내부에 상호 력 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악

되고 있다. 공 사슬 리가 효율 으로 운 되기 해서

는 공 사슬 내에서 공 하는 회사와 공 받는 회사 간

의 업무 인 업체계가 원활히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

에 두 트  사이의 정보 공유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한

다[6]. 그러나 실에서는 공 사슬 리의 로세스가 공

받는(고객)의 에서 구축되고 운 되는 경우가 많

은 것이 사실이다[16]. 

기존의 많은 연구가 SCM시스템의 성공요인에 

을 두고 진행되었다[4, 14, 15].  그러나 기 구축되어 운용 

인 SCM시스템의 운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왜 기

업에서 SCM시스템을 구축하려하고 있으며, 이 때 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 한 의미 있는 연구 과

제라고 단된다.  결론 으로, 효율 인 공 사슬 리시

스템을 구축할 때 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도

출하고, 이들 사이의 계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

구과제 라고 단된다[7, 8]. 

공 사슬 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는 기업의 내부요인과 외부요인들로 나  수 있다. 

내부요인으로는 경 략과 IT시스템을 들 수 있고, 외

부 요인으로는 공 사슬내의 계와 공 사슬 리시스

템의 업무성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공 사슬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하고자 할 때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

하고, 이들 사이의 상호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SCM시스템을 구축하려할 때 향을 미치는 주요요

인들은 기업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기존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5가지 요인그룹과 22개의 측정변수로 

정리하 다. 확인요인분석을 통하여 련 있는 요인들을 

그룹화하고, 이들 사이의 상호 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정리된 효율 인 SCM시스템의 구

축  활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미래에 SCM시스

템을 구축 하려는 기업에 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해주며, 

기 구축되어 운  인 SCM시스템의 운  효율을 제고

하는 데 요한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

다. 

2. 연구방법론 및 연구모델 구축

2.1 연구방법론 및 요인정의 

본 연구는 2 단계로 진행되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

서는 SCM시스템의 활용에 향을 미치는 측정변수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인을 요인 분석을 통해서 도

출했다. 이 때 변수들과 요인들의 신뢰도  타당성도 검

증하 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들 요인들 사이

의 계를 규명하기 하여 요인들 사이의 계를 규정

하는 가설을 세우고 이들을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2]. 

SCM시스템의 활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

하기 해서 국내 생산기업을 상으로 인터넷 설문을 

실시하 고, 이 에서 유효한 데이터를 125  기업으로부

터 수집하 다. 설문지는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었고 인

터넷 설문을 실시하 다. 이들 데이터의 수집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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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Table 1>에서와 같이 측정변수

를 22가지로 그리고 요인을 5 가지로 정의하 다. 

<Table 1> Measured Variables of SCM
Factor Measured Variables

Management 

Strategy

Standardization of logistics process (ms1)

Support from Top-Management (ms2)

Standardization of SCM process (ms3)

Expertise of SCM system (ms4)

Future management strategy (ms5)

IT Competence

IT Implementation (it1)

IT usability (it2)

IT maintainability (it3)

IT investment (it4)

SCM Relation

Information sharing with supplier (sr1)

Cooperation system with supplier (sr2)

Contingency plan of SCM (sr3)

Common data base structure (sr4)

Reliable cooperation system (sr5)

SCM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of SCM (sp1)

Betterment of internal process (sp2)

Customer satisfaction (sp3)

Learning effect of employee (sp4)

SCM 

Implementation 

Decision for SCM implementation (is1)

Expansion of SCM system (is2)

Maintain of SCM system (is3)

Future Coperation with supplier (is4)

2.2 모델 구축 및 가설 검증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연구모델을 설정하 으며, 

그 내용은 [Fig. 1]과 같다. 연구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듯

이 4 가지 요인, 즉 기업의 경 략 (Management Strategy), 

기업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IT Competence), 공 선

과의 계 (SCM Relation) 그리고 공 사슬 리시스템

의 경 성과 (SCM Performance) 는 독립변수로 정의되

고 있으며, 공 사슬 리시스템의 활용 (SCM 

Implementation)은 종속변수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연구 모델을 바탕으로 각 요인들 사이의 계를 

설명하는 가설을 설정하 고, 이 들 가설들은 구조방정

식을 이용하여 상 계에 한 검증 차를 수행하 다.

3. 요인 및 측정변수 정의

본 연구의 결과로 정리된 효율 인 SCM시스템의 구

축  활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미래에 SCM시스

템을 구축 하려는 기업에 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해주며, 

기 구축되어 운  인 SCM시스템의 운  효율을 제고

하는 데 요한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

다.

3.1 기업의 경영전략 (Management Strategy)

기업 경 략은 기업 경 을 항 여러 가지 경 수

단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 략이 SCM시스템의 활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5 가지 측정변수를 정

의하 다.

 

-. 기업의 로지스틱스 로세스의 표 화

  (Standardization of logistics process)

-.공 사슬 리시스템을 한 최고의사

  결정권자의 지원  의지 

  (Support of Top-management)

-.공 사슬 리체계의 표 화

  (Standardization of SCM process)

-.공 사슬 리를 한 문가 양성

  (Expertise of SCM system)

-.기업의 미래경 략

  (Future manag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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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측정변수 구성된 요인, 기업경 략, 과 

SCM 활용 요인과의 계를 검증하기 하여 아래와 같

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 요인 “기업경 략”은 요인, “SCM 활용” 과 정

(+)의 상 계를 갖는다.

3.2 기업의 IT-활용능력 (IT competence)

기업 IT-활용능력도 SCM 활용에 향을 미치는 요

한 요인 의 하나라고 단된다. 그래서 기업의 IT-활

용능력과 련된 4 가지 측정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 정보시스템 구축능력 

   (IT-implementation)

-.정보기술의 활용능력  

  (IT-usability)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능력   

  (IT-maintainability)

-.공 사슬 리를 한 문가 양성

  (Expertise of SCM system)

-.정보시스템에 한 투자능력  

  (IT-investment)

이와 같은 측정변수 구성된 요인, “IT-활용능력”, 과 

“SCM 활용” 요인과의 계를 검증하기 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 : “IT 활용능력” 과 “SCM 활용” 의 사이에는 정

(+)의 상 계가 존재한다.

3.3 기업의 공급사슬관계 (SCM relation)

기업의 공 사슬 계시스템의 성공 인 구축  활용

에 있어서 기업의 공 선과의 계는 특히 요한 요인

으로 연구되고 있다.  IT-활용능력도 SCM 활용에 향

을 미치는 요한 요인 의 하나라고 단된다. 기업의 

공 사슬과의 계를 측정하기 해 다음과 같이 5가지 

변수를 정의하 다. 

 

-. 공 선과의 정보공유

  (Information sharing with supplier)

-.공 선과의 업 계

  (Cooperation with supplier)

-.SCM시스템의 비상계획

  (Contingency plan of SCM system)

-.공통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Common data base structure)

-.상호 력 계에서의 신뢰도

  (Reliable cooperation system)

이와 같은 측정변수 구성된 요인, “공 사슬 계”, 과 

“SCM 활용” 요인과의 계를 검증하기 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3 : “기업의 공 사슬 계” 와 “SCM 활용” 의 사이

에는 정(+)의 상 계가 존재한다.

3.4 SCM의 경영성과 

    (Performance of SCM system)

기업은 원천 으로 이윤추구라는 목  하에 경 되고 

있으므로 SCM시스템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SCM 시스템을 통한 경

성과도 한 SCM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지 않은 향

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SCM시스템의 성과와 

련하여 4 가지 측정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13]. 

 

-. SCM시스템을 통한 재정 인 성과

(Financial performance of SCM system)

-.기업 내부업무 로세스의 개선

(Betterment of internal business Process)

-.고객만족도 증가

(Increase of customer satisfaction)

-.내부인력의 학습 성과

(Learning effect of employee)

이와 같은 측정변수 구성된 요인, “SCM 성과”, 과 

“SCM 활용” 요인과의 계를 검증하기 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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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Hypotheses Verification>
Hypotheses Estimate (βi) S.E. C.R. Pi

* Finding

Management 

Strategy
positive(+)

SCM 

Implementation
H1 -.611 .312 -1.956 .050 Reject

IT Competency
　

positive(+)

SCM 

Implementation
H2 .486 .228 2.135 .033* Accept

SCM Relation
　

positive(+)

SCM 

Implementation
H3 .423 .084 5.036 *** Accept

SCM 

Performance
positive(+)　

SCM 

Implementation
H4 .211 .126 1.671 .095* Reject

* significant, when p < 0.05 , ***significant, when p<0.001

H4 : “SCM 성과” 와 “SCM 활용” 사이에는 정(+)의 

상 계가 존재한다.

3.5 SCM의 활용 

    (Implementation of SCM system)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델에서 종속변수의 역할

을 하는 요인인 “SCM의 활용”을 측정하기 하여 4 가

지 측정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 SCM시스템 활용의 결정

(Decision for SCM system)

-.기 활용 인 SCM시스템의 확장 

(Expansion of SCM system)

-.기 활용 인 SCM시스템의 개선

(Maintain SCM system )

-.공 선과의 미래 략

(Future cooperation with supplier)

4. 연구결과

4.1 요인과 변수의 측정 결과 

앞 에서 정의된 측정변수를 바탕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후 실시한 요인 분석의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요인 “경 략 

(Management strategy)” 에서는 3 개의 변수, IT수행능

력에서는 2 개, SCM 성과에서는 4 개, SCM 계에서는 

3 개 그리고 SCM 활용에서는 2 개 측정변수가 그룹화 

되었다. 요인의 선정 기 은 신뢰도(Cronbach-α)값이 

0.5 이상인 것으로 선정하 다. 공통성이 0.5를 약간 상회

하는 측정 변수도 일부 있었지만 좀 더 연구 결과를 만족

스럽게 추진하고자 요인의 측정변수에 포함시켰다. 이을 

통해서 좀 더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2, 3].

<Table 2> Result of factor analysis
Rotated   Component Matrix

Factors Measured Variables
Factor 

Loading
Cronbach-α

IT 

Compe-

tency

it maintainability .812
.772

it usability .812

Manage-

ment Strategy

scm standardization .720

.793expertise scm .694

top-management support .589

SCM Relation

information sharing .886

.972contingency plan .881

common DB .866

SCM Perfor-

mance

customer satisfaction .891

.857
financial performance .832

internal process .803

learning effect .619

SCM Imple-

mentation

scm decision .887
.850

scm expansion .884

* Extraction Method: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 Rotation Method: Ve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 Rotation converged in 6 iterations

4.2 가설의 검증 결과

구조방정식모델은 제안된 연구모델이 일 성 있고 

(consistent) 채택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다[2,3]. 

그래서 연구자는 측정변수와 연구모델의 신뢰성을 검증

하기 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모델은 합도 (good level of fit) 우수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χ2(311)=201.5, p=0.000 NFI=.911, 

RMSEA=.080, CFI=.938, TLI=.902, χ2/df=3.01. 그러므로 

연구모델은 신뢰할 수 있다[9].

<Table 3>의 가설검증 결과를 보면  측정변수들의 통

계  요도는 모수의의 검증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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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검증에서는 연구모델에서 보듯이 독립변수, “기업의 

경 략 (Management Strategy)", ”기업의 IT 활용능

력 (IT Competency)“, “공 사슬과의 계 (SCM Relation)", 

그리고 “공 사슬 리시스템의 성과 (SCM Performance)" 

가 종속변수인 ”공 사슬 리시스템의 활용 (SCM 

Implementation)"에 정(+)의 향 (H1 -H4)

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 다. 결론 으로 요인 

“회사의 IT 활용능력” 과 “공 사슬 계” 는 공 사슬

리 시스템의 활용에 정(+)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증

명이 되어, 가설 H2 와 H3는 채택이 되었으며, 가설 H1 

은 회귀값이 부(-)의 상 계를 가지므로, 그리고 H4는 

Pi > 0.05 의 범 에 있으므로 의미가 없어서 (not 

significant) 기각되었다.  [Fig. 2]에서는 연구모델을 구

조방정식으로 검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각 독

립변수들 사이의 상 계까지도 설명하고 있다.

[Fig. 2] Analysis Result of Research Model

5. 토론 및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경 략의 한 요한 수단인 공 사

슬 계 리(SCM)시스템의 활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분석하 다. 이를 해 125개 생산기업을 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설문을 생산기업의 담당자  문가들을 

상으로  실시하 다. 데이터를 통계처리 하여 요인분

석을 실시하 고 이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구조 방정식 

모델 (SEM)로 처리하여 각 요인들 사이의 상 계를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SCM시스템의 활용을 

해서 고려되거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요인들  특히 기

업의 IT 활용능력과 공 선과의 계가 정(+)의 상

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외에도 다

른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이

들의 향에 해서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 은 첫째, 연구를 산업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 사슬 리

시스템이 서비스 산업에서도 요시 되는 만큼 이러한 

상도 미래의 연구에 반 되어야 한다. 둘째, 공 사슬

이 로벌화 되고 있어서 해외 공 선과의 공 사슬 리

에도 심을 기울여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 사슬 리와 기업의 아웃소싱 략과의 연계를 연구

모델에 포함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이론 으로 향 후 연구방법론에 한 

개선 을 제시해  수 있는 시발 으로 기여할 수 있으

며, 실무 으로는 생산 장에서 공 사슬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시스템을 구축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SCM시스템의 구

축  활용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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