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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정보역량으로 측정된 SCM 정보성과에 정보특성이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검증하

고자 함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정보품질, 운  정보공유, 략  정보공유, 정보역량이다. 본 

연구모형은 SPSS 21과 SMART-PLS 2.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정보품질과 운  정보공유, 략  정보공유, 정보

역량간의 향 계를 밝 내었다. 한, 기 한 바와 같이 정보공유는 정보역량으로 측정된, SCM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 은 정보특성과 SCM 정보성과간의 존재하는 계를 실증 으로 검증하 다는 것

이다. 이러한, 본 연구는 향후 SCM의 성공 인 실행을 원하는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에게 견실한 리지침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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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nd empirically validate a model in which information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success of SCM system as assessed by the Information Capabilities 

method. The four factors examined in this study include Information Quality, Operational 

Information Sharing, Strategic Information Sharing, Information Capabilities. The research model 

was analyzed b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echnique, supported by SPSS 21 and 

SMART-PLS 2.0.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tudy confirmed the presence 

of positive influence of information quality on operational information sharing, strategic 

information sharing and IO. And, information sharing, as expected,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CM performance as assessed by the IO method.

A major contribution of the study is that it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f the relationships 

that have been presumed to exist between information characteristics and information 

performance of SCM system. Also, the study provides both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a solid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and practice for mor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C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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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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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Supply Chain Management(SCM) 시스템이 보 되

면서, 체 공 망의 최 화  합리화에 한 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SCM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

들은 재고감축, 효율  생산 등의 가시 인 효과를 보

고하고 있다. PRTM(2004)에 따르면, 효과 으로 SCM

을 운 하는 기업은 매출성장(17%), 시배송률 향상

(97%) 등의 성과를 보 다고 보고하고 있다[1]. 따라서, 

기업들은 앞다투어 SCM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AMR(2007)에 따르면 SCM 시장규모는 2007년 

60억 달러규모에서 매년 평균 7%씩 성장해 2012년에는 

92억 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망했다[48]. 이제 SCM은 

단순한 Information System(IS)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CM은 막 한 투자가 

요구되고, 단순히 Information System (IS)환경 뿐 아

니라 조직간 비즈니스 로세스의 변화를 래한다. 따

라서, Inter Organizational Systems (IOS)의 한 형태인 

SCM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기업이 기 하는 성과 에 

표 인 성과는 기업의 정보역량 향상이다[2]. SCM  도

입으로 향상된 정보는 기업 간의 커뮤니 이션과 조정

을 원활하게 해주고, 기술과 지식을 연결해 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효과 인 업무완성  효율 인 거래

계로 거래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

들[3-5]이 독립 인 공 자, 제조업자, 배송업자, 소매

업자로 구성되는 기업 간 업무 로세스의 통합의 개념

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 사슬 리의 주요활동으로 기

업의 정보품질과 정보공유를 꼽고 있다[6].

한, 기업 간에 공유되는 정보는 운  정보와 

략  정보로 나뉠 수 있다[5][7]. 운  정보는 단기 , 

계량  정보로써 일상 인 경 활동 (배송, 매, 주문, 

재고수 )에 한 정보이다. 반면, 략  정보는 장기 

마 , 물류계획 등과 같은 기업의 ·장기 략과 

련된 정보이다. 이 듯, 다른 특성을 지닌 정보는 각기 

다르게 기업의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목적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SCM 정보품질과 SCM 성과간의 계를 조망

한다. SCM 정보품질과 정보시스템 품질[8-10]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SCM 성과와의 계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그 이 제한 이어서 그 결과 

한 확정 이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 품

질을 다차원 으로 고려하여,  SCM 정보품질과 SCM 

성과간의 향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정보공유와 SCM 성과간의 계를 조망한다. 

정보공유는 SCM의 동 특성으로 분류된다[11]. SCM

의 동 특성  구축 업 략[12], SCM 구축추진유형

[13] 등은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 정보공유는 역시 기

존의 많은 IS연구에서 IS성과의 Critical Success 

Factor(CSF)로 제시될 만큼 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공유되는 정보는 운  정보와 략  정보로 나뉘어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유

와 SCM 성과간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SCM 성과는 재무  연구, 비재무  연구, BSC 

방법론, SCOR 방법론 등을 통하여 측정되고는 있다

[14][15]. 하지만, SCM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이 기 하

는 성과  표 인 성과는 조직의 정보역량의 향상이

다. 정보역량의 향상을 해서는 높은 정보품질과, 원활

한 정보공유가 필수 이다.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향상

된 정보품질은 트  기업간의 정보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결국 기업성과에 정  향을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M 성과를 정보역량 에서 측정함으

로써,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향상된 기업  공 사슬 

내부의 정보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공 사슬 리의 정보특성을 다각 으로 분석

하는 본 연구는 향후, 디지털 콘텐츠가 공 자에서부터 

소비자에게 달되는  과정을 리하는 디지털 공

사슬 리 역에서도 가치 역을 규명하고, 고객가치를 

새롭게 개념화시켜 이를 효과 으로 달하기 한, 디

지털 공 사슬통합 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이론

 기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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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정보품질  
기업의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해, 정보품질

에 한 인식과 필요성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16]. SCM 정보품질은 정보이용자들이 취득한 정보에 

해서 얼마만큼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를 의미하고

[16], 기업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바탕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정보이용자의 사용상 합성을 

의미하며 만족의 도구로 사용된다[17]. 기업이 어떤 특

정한 용도에 합한 정보를 활용하기 해서는 정보가 

내용상의 정확성 뿐 아니라 사용상에서도 합해야 한다. 

정보품질을 측정하기 해 여러 연구자들은 다양한 

기 으로 정보품질을 측정하 다. 정보품질은 트  

기업 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는가[18][19], 불필요

한 것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는가[20][21], 제공

하는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시 으로 이루어졌는가

[20][22], 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 는가[23][24],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상호실행하

는가[25]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기업 반에 효

과 으로 용되면, 기업 간의 가치 있는 정보공유를 

통해 기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 정보공유
정보공유는 요한 정보를 트  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 로써, 요정보를 공 사슬 내의 다른 

트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의 표 이

다[26]. 한, SCM은 통  근법에 비해 더 많은 노

력, 조정 그리고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공 인 

SCM 실행을 해서는 트  기업 간의 정보공유가 

필수 이다[27]. 한 정보공유는 트  기업 간 커뮤

니 이션과 조정을 원활하게 해 주고, 기술과 지식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효과 으로 업무를 완성과[28], 거

래 계의 효과성을 높여주고 나아가 거래목표를 달성

하게 해 다[7].

정보공유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26]. 첫째, 기

업 간 정보공유는 불확실성을 여[29], 제조업자의 생

산계획, 구매업자의 수요계획, 공 업자의 공 계획에 

불확실성을 여  수 있다[30]. 둘째, 정확한 정보의 

공유로 정보왜곡 상을 감소시켜[4][31], 제조원가, 재

고비용, 운송비용, 선 ․하역비용등의 비용을 감시

킬 수 있다. 셋째, 기업간 정보공유로 공 사슬의 성과

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32].

그림 1. 정보공유의 선행요인[5]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공 사슬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공유를 좀 더 다각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

다. [그림 1]과 같이 기업 간 거래성과의 극 화를 한 

정보공유는 운  정보와 략  정보로 나뉠 수 있다

[5]. 운  정보는 단기 , 계량  정보로써 일상 인 

경 활동 (배송, 매, 주문, 재고수 )에 한 정보이

다. 이러한 운  정보를 통한 주문시간과 재고수 을 

감소를 통해, 기업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이룰 수 있다. 

반면, 략  정보는 장기 마 , 물류계획 등과 같은 

기업의 ·장기 략과 련된 정보이다. 따라서, 이는 

트 와의 깊은 신뢰 계 구축, ·장기 인 SCM 계

획수립 등에 활용된다[7]. 이 듯 운  · 략  정보

는 각기 다른 차원에서 기업활동에 요한 역할을 한

다. 따라서, 각기 다른 차원의 원활한 정보흐름은, 구성

원들의 정보역량의 향상으로 이어져, 궁극 으로 각각

의 개체  조직의 정보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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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역량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기 해 

정보역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정보역량은 

조직의 성과를 효과 으로 측정하기 해 정보, 사람, 

기술을 사용하여 기업의 역량을 측정하고자 한다[34]. 

향상된 기업의 정보역량은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이 직 으로 얻을 수 있는 표 인 성과이다.  

정보역량의 하  구성개념은 [그림 2]와 같이 

Marchand et al.(2000, 2002)[33][34]이 제시한 

IO(Information Orientation) 모델에서 제시한 정보활용

역량(Information Technology Practices, ITP), 정보

리역량(Information Management Practices, IMP), 그

리고 효과 인 정보이용을 한 정보이용역량

(Information Behavior and Value, IBV) 차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정보 리역량은 IT부서 는 다른 정보 리 

지원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조직 체에 걸친 측정이다. 

다시 말해, SCM 성과는 정보역량의 향상으로 ITP, 

IMP, 그리고 IBV의 향상을 의미한다[35][36]. 정보활용

역량은 운  의사결정과 커뮤니 이션을 지원하기 

해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는 기업역량을 

의미한다. 향상된 정보활용역량으로 인해 비지니스 이

슈 분석, 효율  의사결정, 새로운 아이디어 공유, 구성

원들의 창의  업무수행 등이 가능해진다. 정보 리역

량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직이 효과 으로 정보를 

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향상된 정보 리역량으로 인해, 

시스템 사용자들은 다양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보이용역량은 정보의 효과 인 

사용을 해 구성원들이 효과 인 정보사용 결과에 따

른 행동과 가치를 증진시키도록 주입시키는 기업의 능

력이다. 결국, 정보역량은 IT부서나 혹은 개별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연계된 조직 체에 걸친 측정방식

이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성과를 단순히 결과 심의 

근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시스템 구축으로 가능해진 통

합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  로세스 통합으로 확보

된 정보역량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정보역량은 높은 정보품질과 원활한 정보공유가 선행

된 상황에서 향상될 수 있다.

 

그림 2. How Managers View Effective Information
Use [33]

Ⅲ. 연구 모형

1. 연구모델
본 연구의 목 은 SCM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정보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를 해 표 인 

정보특성인 정보품질과 정보공유가 기업의 정보역량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다각 인 정보특

성을 측정하기 해 정보공유를 운  정보공유와 

략  정보공유로 나 어 측정하고, 정보역량 한 정보

활용역량, 정보 리역량, 정보이용역량으로 구성하

다. 이들 간의 계를 모형화한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 

2. 연구가설
공 사슬 내에서 트  기업 간의 정보공유는  트

십의 상호작용과 성과에 기여한다. 트  기업과 공

유하는 정보의 충분성[18], 정보의 정확성[20], 정보의 

유용성[24]은 기업의 재무비율, 비용/이익 분석등에 재

무  요인 뿐만 아니라, 경쟁  & 략  가치[38], 마

 가치[39], 조직효율과 의사결정 효과성[40] 등의 

비재무  요인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41]. 따라

서, 트 기업과의 공유하는 정보는 높은 정보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7]. 결국, 높은 정보품질은 기업의 단

기 , 일상 인 운  정보와 장기 인 략  정보에 

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품질이 

운  · 략  정보공유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명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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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

H1. 정보품질은 운  정보공유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 정보품질은 략  정보공유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높은 품질의 정보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의 사용

자의 정보역량을 향상시켜 기업의 성과를 향상할 수 있

다[35]. 정보시스템이 성숙하여 높은 수 의 정보를 사

용하는 기업은 신기술 도입에 한 부담이 으며, 선

도 으로 는 한 시기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략

으로 활용할 수 있다[42]. 결국 높은 정보품질은 기업

의 정보역량에 정 이고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43].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보품질

이 정보역량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H3. 정보품질은 정보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공 사슬 내에서 트  기업 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작용은 성과 만족에 기여하며, 상호간의 략  연

를 가능하게 한다[28]. 한 기업은 원활한 정보공유 

 정보흐름을 통해 공 사슬 내의 로세스 지연이 방

지할 수 있다[44]. 트  기업 간의 정보공유를 한 

노력은 기업 간의 원활한 정보흐름  구성원들의 지식

공유  리수 을 향상시켜 정보역량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보공유가 정

보역량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H4. 운  정보공유는 정보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5. 략  정보공유는 정보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설계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해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설문 상은 

기업과 거래하는 1차 공 업체를 상으로 하 다. 설

문수행은 해당기업에 1차로 설문지를 보낸 후 해당문

항에 답할 수 있는 리자나 담당자를 추천받아 수행되

었다. 1차 공 업체를 설문 상으로 한 이유는 SC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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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업체 수 비율 직 명수 비율

서비스업 43 35% 사원
/대리 52 42%

제조업 34 27% 과장 38 31%
유통업 29 23% 부장 27 21%
건설업 18 15% 이사 7 6%

종업원수 명수 비율
사용
기간

업체 수 비율

100명
이하 21 17% 1-2년 2 2%
100-
500명 16 13% 2-3년 19 15%
500-
1000명 30 24% 3-4년 16 13%
1000명
이상 57 46% 4-5년 20 16%

5년이상 67 54%

표 2. 표본의 분포

변수 측정항목 련연구

정보
품질

파트너 기업과 주고받는 정보는 충분하다. [18]
[20]
[24]

파트너 기업과 주고받는 정보는 정확하다.
파트너 기업과 주고받는 정보는 유용하다.

운영적

정보공유

<운영적 정보>
단기적인 주문, 배송, 재고, 생산 등과 같은 운영적 활동과 관련된 정보

[7]

[5] 

[28]

우리 회사와 파트너 기업은 상대방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영적 정보를 공유한다.
우리 회사와 파트너 기업은 상대방 기업의 운영적 활동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우리 회사와 파트너 기업은 상대방 기업에 도움이 되는 운영적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전략적

정보공유

<전략적 정보>
장기적인 가격전략, 제품개발, 기술개발, 판매전략 등과 같은 전략적 활동과 관련된 정보
우리 회사와 파트너 기업은 상대방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정보를 공유한다.
우리 회사와 파트너 기업은 상대방 기업의 전략적 활동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우리 회사와 파트너 기업은 상대방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정보

활용역량

SCM 도입 후 향상된 정보활용으로 업무운영이 용이해졌다.

[37]

[35]

[33]

SCM 도입 후 향상된 정보활용으로 혁신적 업무수행이 가능해졌다.
SCM 도입 후 향상된 정보활용으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

관리역량

SCM 도입 후 업무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집되었다.
SCM 도입 후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적절하게 분류되어 관리되었다.
SCM 도입 후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정보

이용역량

SCM 도입 후 파트너 기업과의 정보공유가 원활해졌다.
SCM 도입 후 업무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환경이 촉진되었다.
SCM 도입 후 시스템에 정보무결성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여러 조직이 연결하는 시스템이지만, 한국실정에서 아

직까지 체 공 사슬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 공 사슬 운 에 

해 특정 기업이나 특정 개인이 공 사슬 체 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1차 공 업체를 상으로 하

다. 설문수집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400여건의 설문지를 화, 메일  직  방문으로 설문

요청을 하 고, 회수된 131부의 설문지  불성실하거

나 미응답이 포함된 7부를 제외하고, 124부를 연구가설 

검증  연구모형의 합성 검증에 사용하 다. 통계분

석에는 SPSS 21과 SMART-PLS 2.0을 사용하여 분석

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변수의 측정항목은 

[표 1]과 같고, 회수된 표본의 분포는 [표 2]와 같다.

Ⅴ.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요인수 결정은 

Varimax 회 방식을 택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특정 

유의성을 해 요구되는 표본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표

본의 크기가 100이상인 경우에는 유의성을 해 요구

되는 요인 재량은 0.50～0.55로 보고 있다[45]. 따라서 

본 연구는 표본의 크기가 124개로 요인의 유의성을 

해 요인 재량을 0.50에서 추출하 다.

요인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정보품질(IQ), 운  

정보공유(OI), 략  정보공유(SI), 정보활용역량

(ITP), 정보 리역량(IMP), 정보이용역량(IBV)의 모든 

요인 재량이 0.50을 넘고 있으므로, 측정변수들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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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 1 SI 2 ITP 3 IQ 4 IBV  5 IMP  6 Cronbach α
OI1 .808 .221 .260 .191 .158 .343

0.965OI2 .832 .220 .187 .263 .231 .214
OI3 .820 .239 .350 .140 .247 .154
SI1 .197 .886 .117 .210 .187 .034

0.906SI2 .132 .870 .209 .056 .195 .220
SI3 .307 .734 .148 .287 .309 .205
ITP1 .235 .237 .812 .172 .184 .315

0.951ITP2 .387 .135 .742 .211 .288 .310
ITP3 .286 .203 .754 .356 .193 .240
IQ1 .273 .260 .120 .724 .168 .399

0.902IQ2 .100 .145 .329 .733 .384 .135
IQ3 .229 .177 .211 .846 .189 .237
IBV1 .227 .295 .210 .232 .799 .313

0.939IBV2 .206 .237 .249 .345 .778 .080
IBV3 .271 .313 .169 .167 .736 .359
IMP1 .307 .197 .342 .255 .192 .751

0.935IMP2 .237 .164 .375 .237 .318 .718
IMP3 .265 .165 .262 .368 .245 .690
고유치 2.978 2.805 2.709 2.691 2.657 2.556

설명분산(%) 63.243 8.191 6.553 4.747 4.566 3.789
누적백분율(%) 63.243 71.434 77.987 82.735 87.301 91.090
정보품질(IQ), 운영적 정보공유(OI), 전략적 정보공유(SI), 정보활용역량(ITP), 정보관리역량(IMP), 정보이용역량(IBV)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별타당성과 변수 내에서의 집  타당성이 있는 것으

로 단된다. 

구성
개념

AVE C.R.
Cron
bach α

Commu
nality

Redun
dancy

 IQ 0.852 0.945 0.902 0.852 
 OI 0.738 0.878 0.965 0.738 0.338
 SI 0.701 0.865 0.906 0.701 0.265
ITP 0.820 0.872 0.951 0.820 0.750
IMP 0.787 0.859 0.935 0.787 0.747
IBV 0.801 0.865 0.939 0.801 0.682

정보품질(IQ), 운영적 정보공유(OI), 전략적 정보공유(SI)  
정보활용역량(ITP), 정보관리역량(IMP), 정보이용역량(IBV)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에 한 합성 평가는 공분산 구조모형이 가정

에 얼마나 합하는가를 살펴보는 차이다. 집 타당

성은 하나의 구성개념에 한 두 개 이상의 측정도구가 

상 계를 갖는 정도에 한 것으로 Construct 

Reliability(CR), Average Variance Extracted(AVE)으

로 단한다. CR은 요인부하량과 오차분산의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값이 0.7이상이면 집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AVE는 표 화 요인부하량

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크기가 

0.5 이상이면 집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46].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개념신뢰도(CR)는 기

치 0.70을 상회하고 있고[45], 모든 평균분산추출값

(AVE)도 기 치 0.5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집 타당

성이 확보되었다.

Communality 값은 측정모형에 한 통계량으로서 

측정모형의 합성을 나타내며, Communality 값은 최

소 0.5 이상이어야 하는데,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서는 

Communality 값이 모두 0.5이상이므로 측정모형의 

합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한, 구조모형 체의 합도 

지표로는 Stone -Geisser Q2 test 통계량인 교차검증된 

Redundancy 지표가 있다. 이 지표는 구조모형의 통계

추정량으로서 구조모형의 합성을 나타내며, 그 값이 

양수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Redundancy 값은 모두 

양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구조모형의 합성이 있

다 하겠다.

별타당성은 한 구성개념이 다른 구성개념과 얼마

나 다른가에 한 것으로, 별타당성 평가의 상이 

되는 두 구성개념 각각의 AVE와 그 구성개념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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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erance VIF Tolerance VIF

IQ 0.571 1.751 SI 0.587 1.704
OI 0.546 1.833  Dependent Variable : IO

표 5. 다중공선성 검증

IQ OI SI ITP IMP IBV
IQ (0.85)
OI 0.36** (0.74)
SI 0.31** 0.35** (0.70)
ITP 0.43** 0.50** 0.30** (0.82)
IMP 0.52** 0.47** 0.31** 0.59** (0.79)
IBV 0.45** 0.40** 0.44** 0.43** 0.49** (0.80)

※ The shaded numbers in the diagonal row are the average variance extracted
 * Significant at α = 0.05     ** Significant at α = 0.01

표 6. 판별타당성

계를 비교하여 AVE값이 상 계 제곱값보다 큰 

가를 확인한다. [표 6]의 결과에서 보듯이 모든 구성개

념간 상 계 제곱값보다 AVE 값이 크므로, 모든 구

성개념들 간에는 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으로, 다 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와 TOL(Tolerance)방

식을 사용하 다. 분석결과 이들 변수간에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VIF값

이 10 이하, TOL값은 0.3 이상이면 다 공선성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본다[47].

정보품질이 운  정보공유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β=0.60, 

t=7.04). 세부모형 검증을 한 First-Order Construct 

모형검증에서도 정보품질은 운  정보공유(β=0.60, 

t=6.78)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한, 정보품질이 

략  정보공유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β=0.56, t=8.54). 세부모형 

검증을 한 First-Order Construct 모형검증에서도 정

보품질이 략  정보공유(β=0.56, t=8.25)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품질과 정보공유간의 

계를 역설했던 연구[5][7]와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높은 품질이 보장되는 정보는 기업의 단기 , 일상 인 

운 활동  장기 이고 략 인 활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OI SI IO

IQ
 Direct Effect 0.60*** 0.56*** 0.42***

 Indirect 
Effect - - 0.34***

 Total Effect 0.60*** 0.56*** 0.76***

OI
 Direct Effect 0.39***

 Indirect 
Effect -

 Total Effect 0.39***

SI
 Direct Effect 0.19**

 Indirect 
Effect -

 Total Effect 0.19**
    * Significant α < 0.01           ** Significant α < 0.05 
  *** Significant at α < 0.001

표 7. 연구모형의 직접, 간접, 총효과 분석

정보품질이 정보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3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β=0.42, t=4.68). 

세부모형 검증을 한 First-Order Construct 모형검증

에서도 정보품질이 정보역량(β=0.42, t=4.53)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품질과 정보역량간

의 계를 제시했던 연구[35]와 같은 결과이다. 따라서, 

높은 수 의 정보품질은 기업의 정보역량에 정 이

고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역량을 정보활용역량, 정보 리

역량, 정보이용역량으로 나 어 측정하 고, 이 세 가지 

변수를 Subconstruct로 하여 정보역량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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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onstruct인 정보활용역량(β=0.36, p<0.001), 정보

리역량(β=0.37, p<0.001), 정보이용역량(β=0.38, 

p<0.001)은 변수인 정보역량에 로딩되었다.

운  정보공유가 정보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β=0.39, 

t=6.13). 세부모형 검증을 한 First-Order Construct 

모형검증에서도 운  정보공유는 정보활용역량(β

=0.59, t=8.34), 정보 리역량(β=0.56, t=7.72), 정보이용

역량(β=0.37, t=3.05)에 각각 유의한 향을 미쳤다. 

략  정보공유가 정보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5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β=0.19, t=2.15). 

세부모형 검증을 한 First-Order Construct 모형검증

에서도 략  정보공유는 정보활용역량(β=0.20, 

t=2.07), 정보 리역량(β=0.23, t=2.19), 정보이용역량(β

=0.44, t=5.28)에 각각 유의한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

과는 정보공유와 정보역량간의 계에 한 연구들

[28][44]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트  기업 간의 정

보공유를 한 노력은 기업 간의 원활한 정보흐름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리수 을 향상시켜 정보역

량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단된다.

Ⅵ.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 은 기업이 SCM 도입으로 기 할 수 

있는 정보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반 하기 

해 정보품질, 정보공유 (운  정보공유  략  정

보공유) 등의 정보특성을 도출하여, 이들 간의 상호

향 계를 모형화하고, 이들 간의 계가 정보역량에 미

치는 향 계를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를 3가지 

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품질은 운  정보공유, 략  정보공유, 

정보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보품질은 운  정보공유, 략  정보공유를 통

해 정보역량에 간 으로도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세부모형 검증을 한 First-Order 

Construct 검증에서도 정보공유는 운  정보공유, 

략  정보공유, 정보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운  정보공유는 정보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모형 검증을 한 

First-Order Construct 검증에서도 운  정보공유는 

정보역량을 구성하는 정보활용역량, 정보 리역량, 정

보이용역량에 각각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략  정보공유는 정보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모형 검증을 한 

First-Order Construct 검증에서도 략  정보공유는 

정보역량을 구성하는 정보활용역량, 정보 리역량, 정

보이용역량에 각각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SCM에 

한 연구들은 SCM의 구축 략, SCM 주요성공요소 등

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기업

이 SCM 시스템 도입으로 얻을 정보역량 등의 성과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한, 재 SCM 성과

를 측정하는 방법론들도 각각이 한계 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성과측정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M의 정보성과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한 연구를 해서 정보품질, 운  정

보공유, 략  정보공유 등의 정보특성요인이 SCM 

정보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는 에서 그 의

의가 있다 하겠다. 한, 실무  차원에서 볼 때 SCM 

정보특성요인을 포 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SCM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뿐만 아니라 SCM을 

도입하 지만 기업 내/외부 자원을 효과 으로 리하

고 있지 못한 업체들에도 보다 유익한 리 지침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첫째, 정보품질이 SCM 정보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

는가를 측정한 에서 의의가 있다. 시스템  특성  

정보시스템특성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연구되었으나 

SCM 정보품질에 한 연구는 미흡하 다. 한, 시

이고 유용한 정보가 의사결정에 용되고, 공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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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통하여 효과 으로 정보가 달․공유되면, 조

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보활용도가 높아지고 이는 

공 사슬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분석결과, 

Second-Order Construct 검증  First-Order 

Construct 검증에서 모두 정보품질은 정보공유  정보

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공유가 SCM 정보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

는가를 측정한 에서 의의가 있다. 그간 IS 연구분야

에서 정보공유는 항상 주요성공요소로 제시되었지만, 

SCM 연구에서는 미흡하 다. 개체들 간의 원활한 정

보흐름은 상호 트 십 향상에 정  향을 미쳐,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리수 을 향상시키기 때문

에, 반드시 연구되어야 하는 분야 다. 한, 정보공유

는 운  정보공유와 략  정보공유로 나뉘어 분석

될 필요가 있었다. 분석결과, Second-Order Construct 

검증  First-Order Construct 검증에서 모두 운  

· 략  정보공유는 정보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 SCM 도입성과는 재무  연구, 비

재무  연구, BSC 방법론, SCOR 방법론 등을 통하여 

측정되고는 있지만, 모든 방법론들이 각각이 한계 을 

가지고 있어, SCM 성과측정에 한 연구가 충분히 검

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M 성과를 정보역량 에서 측정하 다. 정보역량

은 정보활용성과, 정보 리성과, 정보이용성과 측면에

서 SCM 성과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SCM 성과를 정보역량 에서 측정함으로써, 기업의 

정보역량 향상에 시스템 도입이 향이 있었는가를 측

정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 과 추후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

러한 연구의 한계 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서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재 정보역량에 한 기존 연구

가 미흡하고 정형화되지 못하여 본 연구가 실증연구 자

료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정보역량의 선행 

요인에 한 구체 인 변수의 정의와 설명력이 부족하

여 향후 좀 더 정보역량에 한 이론 , 실증 인 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한 

번의 설문조사를 토 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

인의 편견이나 오류로 인한 응답의 표성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SCM의 

정성 인 성과와 정량 인 성과가 연 성이 있는지 

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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