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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ick response in the textiles and clothing industry is wid이y recognized as a strategic 

concept implemented by information technology to transfer changes in customer needs to the 

final product as soon as possible. This paper addresses which factors should affect the 

adoption of quick response systems in Korea.

We surveyed 108 companies in the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by using a questionnaire. 

We asked whether they adopted QR or not, and measured the usage level of QR-related ITs 

and the level of bo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 Likert's scale. We conducte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o analyze the data collected by using SA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adoption of QR, measured by the usage level of QR-related ITs, is positively affected 

by internal factors such as the recognition of QR concept and the capability for IT 

applications an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overall informating level of the industry, the 

needs for cooperation between organizations, and the leadership as an industry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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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경쟁시장에서는 시장변화와 고객니 

즈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업이 경쟁우 

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즉,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고객이 회사, 제품,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29]. 환경변 

화의 폭과 속도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외부 

환경이 파생시키는 불확실성에 기업이 전략적 

으로 대응하여야만 경쟁우위와 성장,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시장변화에 따라 점 

차 새로운 경영전략이 전개되는 가운데 세계 

섬유시장 구조도 생산자의 대량생산에 의한 

수요를 창출하는 Product-out 방식에서 정확 

한 수요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기획 생산하는 

Market-in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 욕 

구에 맞게 현대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섬유산업의 경쟁력은 누가 얼마나 빨리 

적절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 

을 공급하느냐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QR시 

스템은 바로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 

된 제도이다. 섬유 • 의류 산업과 같이 고객의 

유행에 민감한 산업에서는 현재의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시장상황을 제품생산 

이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에서의 고 

객욕구의 변화는 곧바로 새로운 디자인과 생 

산공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므로 QR도입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8]. 국내 섬유• 의류산업 

도 생산, 유통과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 

하고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제 

시되는 QR전략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QR도입의 영향 요인들 

을 기업내부적 요인과 기업외부적 요인, 즉 산 

업내 • 산업간 요인으로 나누어 변수를 파악함 

으로서 섬유 의류산업에의 실질적인 QR시스 

템의 도입에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모형을 개발하 

고 연구가설올 설정한다. 그리고 설문을 통하 

여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연구변수의 신 

뢰성을 분석하고 QR시스템의 도입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전체 요인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2.。日의 개념

2.1。日의 배경

80년대 중반 미국의 의류시장은 개발도상 

국의 저임금 저가격제품의 시장점유가 가속화 

되어 50% 정도가 수입품으로 채워졌고, 생산 

업체가 해외로 이전하는 등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었다. 이는 결국 섬유산 

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섬유산 

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산업혁신 전 

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섬유의류산업의 경우 그 동안 원사제조업, 

원단제조업, 의류제조업, 유통판매업간의 상호 

연계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의 요구 

(Nee/s)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각기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1986년 Kurt Salmon Associates는 원재료에서 

상품이 생산되어 고객에 이르기까지 66주가 

소요됨을 파악하였다. 이중 순수하게 의류생산 

에 걸리는 시간은 11주(6〜17%) 뿐이고, 나머 

지 55주(83%)는 재고상태로 체류하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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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특히 패션 산업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 

에 대응하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었으며 

기존의 디자인을 개선하는데에도 25주가 걸리 

고 있었다. 이로 인한 손실이 미국 의류업계 

1,250억 달러 시장에서 250억 달러에 달했으 

며, 이중 160억 달러가 가격인하, 품절, 재고비 

용과 같이 매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예상하지 못한 유행품목에 대한 대응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제품이 품절되어 추가 

판매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 

엄청난 손실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었 

고 이의 해결책으로 공급사슬관리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회복시키고자 QR시스템의 도입 

이 CPUC(Crafted with Pride in the USA 

Council), KSA(Kurt Salmon Associates)등에 

의해 추진하게 되었다.

2.2。日의 정의

AAMA(American Apparel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원사로부터 완제품까지의 파 

이프라인을 단축시키고, 立객의 욕구를 만족시 

킬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소매상과 

제조업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광범위한 전략” 

으로 QR을 정의하고 있다[9]. VICS(Voluntary 

Interindustry Communi- cation Standards) 에 

의하면, “QR은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에 신속 

하게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 소매업자, 의류 

제조업자간의 노력으로 정보와 제품의 흐름을 

신속히 하기위한 신경영 전략이며, 진행상의 

절차이자 관계의 수립”이라고 하였다[35]. 한 

편, Sullivan[32]은 “①섬유제조업자, 의류 제조 

업자, 소매업자 간에 재고관리와 정보 공유를 

위해 UPC(Universal Product Codes)를 사용하 

는 시스템. ②제조업에서 접근한 JIT 

(Just-In-Time)에 협동하는 경영철학. ③사업 

주기(Business Cycle)를 단축시키는 시스템”이 

라고 정의하였다.

위에서 정의한 QR 개념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나, 경영혁신의 대상으로 개별기 

업의 내부효율성과 기업과 기업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프로세스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인식 

하는 것이 QR프로그램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품의 원자재 공급으로부터 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까지 흘러가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부가가치 창출과정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합적 시각에서 공급사슬의 관점에서 다루고 

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QR은 “원사, 원 

단, 의류제조, 그리고 소매에 이르기까지 거래 

기업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원활한 정보 유 

통과 공유를 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적시에, 적절한 가격으로 적정량을 편리한 장 

소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최소의 리드타임과 

최소의 리스크로 최대의 경쟁력 갖는 업무환 

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각 산업의 기업이 신속하고 유연성 있게 

상품기획, 생산관리, 물류, 판매업무를 관리하 

기 위한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고 도입할 필요 

가 있으며, 이러한 기술과 설비가 납기나 비용 

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 

업간 정보유통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 

야 하며 그 정보교류를 표준화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1]. 따라서 QR의 성공요인으로 정보기 

술의 응용뿐만 아니라 기업간 산업간 상호협 

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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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R 도입에 관한 기존 연구

Kincade와 Cassill[23]은 QR올 도입한 기업 

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통계적 특성, 즉 기 

업의 규모, 제품범주, 수요의 계절성, 소매고객 

의 형태 등을 비교하여 보고, QR을 도입하면 

서 채택한 구체적 정보기술을 조사하였다. 

Ko[25]는 Rogers의 혁신도 입 이론을 배경으로 

기술 사용정도와 도입을 종속변수로, 기업규 

모, 조직전략, 제품범주, 유행변화, 수요의 계 

절변화 등의 제품특성, 그리고 효익지각 둥을 

독립변수로 사용해 QR도입과 기술 사용정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박승미[4] 

는 Ko[25]의 연구모형과 가설에 대해서 국내 

패션의류산업에서의 QR도입과 관련된 변수를 

조사하여 기업규모, 제품특성, 효익지각 등이 

QR기술의 사용정도나 QR시스템의 도입과 관 

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테크놀러지 사용정도 

에 있어서 자동재고관리, 재고량 감소, 다품종 

소량주문, 바코딩시스템 등 재고관리와 관련된 

항목들의 사용정도가 다른 항목들과 비교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에서 QR 

시스템을 패션의류산업에 있어서의 총체적 파 

트너십이나 전략적 제휴의 개념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본사와 판매점, 제조업자 사이에서 재 

고관리와 같은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해 업무 

의 효율화하는 시스템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표 1>과 같이 기존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종합하여, 크게 기 

업내부적 요인과 기업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보고 기업내부적 요인은 다시 조직요인과 기 

술요인으로, 기업외부적 요인은 산업내 환경요 

인과 산업간 환경요인으로 분류하여 연구모형 

올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특히, QR시스 

템의 경우 기업간 산업간 협력관계의 실현이 

대전제가 되므로 산업내 산업간 환경요인을

〈기업내부적 요인〉

조직 요인

〈기업외부적 요인〉 

一산업내 환경요인

1. 기업규모

2. 정보기반 조직화 

정도

3. 。日의 인지도

기술 요인

1. 정보 기술력

2. 정보기술간 호환성

> QR시스템 < 

도입

1. 산업별 협회 리더쉽

2. 경쟁강도

3. 표준화 정도

4. 정보화 수준

산업간 환경요인

1. 산업간 협력의 

필요성

2. 산업간 협상력

3. 산업간 조정자 역할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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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변수와 관련된 참고문헌 및 조작변수

범 주 변 수 참고 문헌 변수의 조작

기업 

내부적 

요인

기업내부 
조직요인

기업의 규모

Rogers(1971), Runge(1985), 

Ko(1993), Grover(1990), 

Hwang(1991), Kincade & 

Cassill(1993)f McGowan(1994)

종업원수, 연간 매출액

정보기 반 
조직화정도

J아mston & Can'icc (1988), 

Zmud(1983), Runge(1985), 

Grover(1990), Dewar & 

Dutton (1986)

IT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계획 유무 

최고경영자의 IT활용에 대한 관심 

정보기술 담당 최고책임자의 유무 >
:

QR 의 

인지도
Kym(1991), Ko(1993)

。日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정도

QR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지정도

기업내부 
기술요인

정보기술 

활용능력

Zmud(1983),

Emmelhainz(1988),

McGowan(1994), Kimberly &

Evanisko(1981)

전산 부서(혹은 정보지원부서)의 기술력' 

조직내 정보기술 전문가의 확보정도 

직원들의 정보기술 교육과 훈련정도 

직원들의 수용 마인드 정도

정보기술간 

호환성

Premkumar et al.(1994), 

McGowan(1994), Kimberly & 

Evanisko(1981)

데이터들과의 상호 교환성 .

기업내 정보시스템의 통합정도

기업 전산시스템과의 외부 전산 시스템

간의 연결성

기업 

외부적 

요인

산업내 

환경요인

산업내 협회 

리더십
Kym(1991) 산업내 협회의 QR홍보 및 촉진활동

산업내 

경쟁강도

Utterback(1974), Hwang(1991), 

King & Grover(1989)f 

Robertson & Gatignon(1986)

산업내 가격경쟁 정도 

산업내 품질경쟁 정도 

산업내 서비스 경쟁정도

산업내 

표준화정도

Benjamin et al.(1990), 

Hwang(1991)f Kym(1991), 

Premkumar et al. (1994)

당해 산업내 상품코드 표준이 정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산업내 

정보화수준

Grover(1990), Kincade(1993), 

고은주 (1997)

산업내 다른 기업들의 정보기술 활용수 

준에 대한 인식

산업간 
환경요인

산업간 협력 

필요성

Robertson & Gatignon(1986), 

Johnston & Carrico(1988)

파트너 기업과의 목표 공유정도 

파트너 기업과의 정보공유 정도

산업간 

협상력 

(Bargaining 

Power)

Kym(1991), 이현정(1995)
공급자와의 가격 협상력, 

수요자와의 가격 협상력

___
산업간 

조정자로서 

의 역할

Hwang(1991)
파트너 기업과의 문제 해결에 보다 적 

극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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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요인범주로 구분한 것이 기존의 연구 

와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총 12개이며 이 

리한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표 1>과 

같다.

3.2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기업규모, 정보기반 조직화 정도, QR인 

지도, 기업내 정보기술 활용능력과 정 

보기술 호환성 정도 둥 기업내부 요인 

은 QR시스템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산업내 협회의 리더십, 표준화 정도, 

정보화 수준, 산업간 협력의 필요성 

정도, 협상력, 조정자로서의 역할 정도 

등 기업외부 요인은 QR시스템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 결과

4.1 조사방법

한국섬유산업 협회에서 발간한 97년 패션 

브랜드 연감을 근거로 해 본사가 서울지역에 

위치한 직물, 의류, 유통산업을 대상으로 표본 

을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작성된 후 국내 섬 

유• 의류업체 QR담당자의 사전 검토를 거쳤 

다.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수정된 설문지는 

구매생산 부서, 상품기획 부서, 전산 부서를 

대상으로 QR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대 

상자를 선정하여 배포하였다. 먼저 전화 인터 

뷰를 통해 본 설문서의 내용을 미리 설명한 

후 설문에 응해 주겠다고 응답한 기업 180개 

를 대상으로 팩시밀리 및 우편을 이용하여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 

기 위해 서울소재 회사를 중심으로 하였고, 우 

편설문의 경우는 복권을 넣어 주기도 하였다. 

그 결과 1998년 10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139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적절한 응답 31부 

를 제외한 108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표본구성의 세부사항은 다음(표 2, 3, 

4, 5>와 같다.

〈표 2> 응답기업의 업종분포

업종분류 기업 수 비율 (%)

직물 9 8.3

의류 78 72.2

유통 21 19.5

총계 108 100

〈표 3> 응답기업의 종업원수

종업원 수 기업 수 비율(%)

50명 이하 6.5

51-100 7.4

101-500 54.6

501-1000 11.1

10이명 이상 20.4

총계 108 100

조사 대상업종별 QR도입분포를 조사한 

결과 총 108개의 기업중 76개의 기업이 QR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류업과 유통업부문이 QR 

도입분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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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업종별 QR도입 구성비율

업종
QR 도입 QR비도 입

빈도 (%) 빈도 (%)

2 ( 2.6) 7 (21.9)

56 (73.7) 22 (68.8)

18 (23.7) 3 (10.0)

합계 76(100.0) 32(100.0)

〈표 5> 응답기업 매출액(1997년 기준)

매출액 범위 기업 수 비율(%)

100억 이하 8 7.4

101억〜500억 33 30.6

5()1억 ~ 1000억 23 21.3

10()1억〜5000억 30 27.8

5001억이 상 14 12.9

총 계 108 100

4.2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SAS Release 6.12를 이용하 

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4.2.1 신뢰도 분석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연구변 

수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표 6> 참조) 일 

반적으로 a 계수가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 

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3].

4.2.2 가설의 검증

단계적 추출법 (stepwise method)을 사용하 

여 다중회귀분석 하였다. 본 회귀분석은 QR도 

입을 도입과 비도입의 카테고리 변수로 보지 

않고 도입정도를 나타내는 proxy변수로 QR기 

술의 활용정도를 사용하였다. 즉, QR시스템의

〈표 6> 독립변수의 신뢰도 분석

연구변수 문항수
Cronbach's

Alpha
。日의 인지도 3 0.8037

정보기반조직화정도 3 0.6023

정보기술 활용능력 4 0.7621

정보기술간 호환성 3 0.6885

산업별 협회의 리더십 2 0.8503

산업내 경쟁강도 3 0.7257

산업내 표준화 정도 2 0.6554

산업내 정보화 수준 2 0.7267

산업산 협력의 필요성 2 0.8326

산업간 협상력 2 0.7588

산업간 조정자로서의 역할 2 0.6337

도입(QR기술 활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를 기업내부요인과 기업외부요인으로 나 

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기업내부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Y= -0.5054 + 0.1260x1 + 0.1317x3 -

0.0002x12

따라서 유의수준 0.01 에서 QR 인지도(xl) 

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보기술 활용능력(x3)이 

높을수록 QR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의 규모(xl2)는 작을 

수록 도입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외부적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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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업내부적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값 T 값 P 값
F Value； 23.529 

Prob>F : 0.0001 

R-square：0.4043 

Adj R-sq：0.3871

QR 인지도 (xl)

정 보기 술활용능 력 (x3) 

기업의 규모(xl2)

0.1260

0.1317

0.0002

3.992

4.238

-3.115

0.0001

0.0001

0.0024

〈표 8> 기업외부적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값 T 값 P 값 F Value : 12.048 

Prob>F : 0.0001

R-square : 0.2884 

Adj-sq : 0.2678

산업내 정보화수준(x8) 

산업간 협력 필요성 (x9) 

산업간 조정자 역할(xll)

0.1493

0.1698

0.1409

2.734

2.794

2.240

0.0074

0.0062

0.0272

Y = - 0.4405 + 0.1493x8 + 0.1698x9 + 

0.1409x11

기업외부적 요인의 경우 유의수준 0.01 에서 

산업내 정보화 수준(x8)과 산업간 협력 필요성 

(x9)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유의수준 0.05에서 

산업간 조정자로서의 역할(xll)이 유의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4.2.3 QR도입 장애요인에 대한 빈도분석

〈표 9>는 전체 조사 대상기업들의 QR도 

입의 장애요인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거래업 

체간 업무연계 및 시스템 통합부족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거래업체의 낮은 정보화 수준, 산업간 조정역 

할자의 리더십, 산업내 조정 역할자의 리더십, 

초기 투자비용의 과다, 공급사슬상 QR도입의 

주도적인 리더업체 부재 등의 순서로 응답하 

고 있다. 108개 조사 대상기업중 76개 업체가 

QR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QR도입의 장애요인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 

면, 거래업체간 업무연계 및 시스템통합의 부 

족, 그리고 거래업체의 낮은 정보화 수준이 가 

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 

아서 대부분의 의류기업이 기업내의 업무효율 

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별기업별로 QR시스템 

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QR시스템 

의 도입환경이 성숙되어 있지 않아 기업과 기 

업의 연계를 통한 원할한 통합프로세스의 구 

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QR정보기술 활용정도를 도입의 정도를 나 

타내는 proxy변수로 사용하여 독립변수들과의 

회귀분석을 한 결과, QR인지도가 높을수록, 

정보기술의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산업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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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QR도입의 장애요인

QR 도입의 장애요인 평균 순위

거래업체간 업무연계 및 시스템통합 협력부족 3.80 1

거래업체의 낮은 정보화 수준 3.66 2

산업간 조정역할자의 리더십 부재 3.55 3

산업내 조정역할자의 리더십 부재 3.48 4

초기투자비용의 과다 3.42 5

공급사슬상 QR도입에 주도적인 리더업체 부재 3.39 6

KAN코드의 사용저조 3.23 7

상품규격, 색상등 표준화 부족 3.17 8

기업내 QR도입을 위한 정보기술 능력의 부족 3.13 9

QR구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부족 2.97 10

QR 투자효과에 대한 확신부족 2.95 11

최고경영자의 QR도입 의지 부족 2.93 12

주） 5점 리커트척도 사용（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화수준이 높을수록, 산업간 협력의 필요성 정 

도가 높을수록, 산업간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클수록, 그리고 규모가 작을수록 기업들의 QR 

정보기술의 활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 측면에서 종업원의 수가 적은 기 

업이 QR도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국내 의류업체의 경우 매출액에 의한 기업규 

모가 QR도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 

느 반면, 인원이 적은 기업일수록 QR정보기술 

의 사용을 고도화할 필요성을 더욱 더 느끼고 

도입에도 민감하게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응답대상의 업종별 분포가 세 개 

의 조사업종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못하 

여 업종간 각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지역적 

측면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 

고, 표본의 분포가 의류업종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의류산업 전체로 일반화 시 

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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