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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공급망관리는 입찰 및 수주, 협력업체의 선정, 계약체결부터 시작하여 프로젝트 진행
을 위한 협력업체와의 협업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젝트 유형의 공급망에 참여한 바 있는 
협력업체들의 공급망 관련 성과를 최종 종속요인으로 설정하고, 흡수능력, 협력업체 평가의 공정성, 협업의 질 및 인
센티브 등과 같은 주요 선행요인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공급망에의 참여실적이 
있는 기업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적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업체들의 공급망 성과는 인센티브, 

흡수능력 및 협업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협력업체 평가공정성은 인센티브와 흡수능력에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인센티브는 유의수준 5%에서 흡수능력 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적 결과가 도출되었다. 

주제어 : 공급망의 성과, 협업, 인센티브, 흡수능력, 평가 공정성

Abstract  Supply chain management for engineering project focuses on planning acquisitions, identifying and 
choosing the right suppliers and subcontractors, planning and negotiating appropriate contracts, and administering 
the collaboration with the suppliers and subcontractor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SCM 
performance of the suppliers and subcontractors participating in the project-based supply chain. This study 
proposes the absorptive capacity, fairness of suppliers' evaluation, the quality of collaboration and incentives as 
major research variables, and collected the survey responses from the suppliers and subcontractors having 
experiences with major engineering projects. The statist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incentives, absorptive capacity 
and the quality of collaboration influence SCM performance of suppliers, and that the fairness of  suppliers' 
evaluation has some impact on the incentives and the absorptive capacity. But on the contrary to our 
expectation, the incentives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level of absorptiv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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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랜트 산업은 세계경기 침체  지역의 정세불안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 

의 하나이다. 랜트란 발 소나 정유공장과 같이 기계

와 장치를 기술 으로 설치하여 생산자가 목 으로 하는 

원료 는 간재, 최종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 설

비를 뜻하며, 랜트 엔지니어링이란 기업화를 한 생

산설비 는 시설에 한 계획  조사로부터 설계, 조달, 

시공, 시운 에 이르기까지의 반  업무에 해 문

기술을 유기 으로 결합함으로써, 통합  사고 하에서 

산, 공정, 품질 등을 효율 으로 계획․ 리․조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운 기술이다[1].

우리나라는 랜트 산업분야에서 2011년  2012년 

연속 650억불에 가까운 해외수주를 기록함으로써 지속

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 최  수주지역인 동지역

의 정세불안과 발주 지연은 수주실 의 감소요인으로 작

용하 지만, 고유가 지속에 따른 투자확 , 산업발  수

요로 오일  가스(해양․육상), 해양․담수․발  랜

트의 동반 성장을 통해 여 히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 랜트 건설은 일 인 턴키 발주와 공사 련 

이낸싱의 요구 등이 사업주로부터 요구되는 EPC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형식으로 

진행되어 기술경쟁력과 자재  기자재 구입비용, 로

젝트 통합 리, 사업 참여 트  간의 략  업 등이 

경쟁력의 핵심 구성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일사업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요구되는 기술력 수 도 격히 상

승함에 따라, 로벌화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랜트 엔

지니어링산업에서도 효율 인 공 망 구축과 운 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EPC 산업을 한 공 망

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는 기존 제조업 

기반의 수요 리, 공 리, 할당  주문 리, 라이  사

이클 리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EPC 산업을 한 공 망 리 는 로젝트 공 망

리는 력업체에서 사업주까지의 공 망상의 정보, 물

자, 자 의 흐름을 총제  에서 악하고 공 망 구

성원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합․ 리함으로써 효율성을 

극 화하는 도구이다. 사업주와의 계약요구를 보다 짧은 

기간내에 우수한 품질과 낮은 비용으로 공 할 수 있도

록 외 으로는 사업주와 력업체, 내부 으로는 로

젝트 리, 설계, 조달, 공사 등을 포함하는 체 공 망을 

상으로 로세스, 조직,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총체  

신활동이기도 하다. 

EPC형의 로젝트의 경우 제조업 SCM에서와는 달

리 리드타임, 물량변동율, 재고, 사업주에 한 응성 등

이 요 KPI로 작용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해서는 

력업체 간 실시간 정보공유, 설계변경정보의 실시간  공

유, 공 망의 기 정보  시스템 연계, 공사상의 품질불

량 원인분석  원가반  체계 구축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성공  수주와 고품질 로젝트 상품의 납기 내 완공

을 해서는 력업체들과의 트 십이 매우 요하다. 

력업체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로젝트 

공 망이 큰 이윤을 내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사업 자체

가 일회성이며 별개의 독립기업이기 때문에 공 망 주도

기업에 종속된 계열기업이 아닌 경우 한 인센티 나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강력한 트 십 구축이 성립되

기 힘들다[3]. 로젝트의 경우 작업의 진행상 선행작업

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은 시작하기 힘들다. 

로젝트 공 망에 참여하는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보

유자원의 최  활용을 도모한다. 문제는 각 개별기업의 

최 화가 로젝트 체의 최 화에 부정 인 향을 미

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작업의 진행과정에서 불가

피한 지연 상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자원할당과 이로 

인한 추가비용처리 등 다양한 조정활동이 불가피해 진다. 

이런 문제 들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해 로젝트를 이

끌어가는 주도기업의 책임자는 이들 력업체와의 정보

공유, 기술개발 업, 인센티   자발  참여동기 유발, 

납기내 시공을 한 다양한 작업과 활동의 동기화 등을 

모색한다[4,5].

로젝트 공 망을 포함하는 일반 인 공 망에서의 

정보공유, 신뢰, 동기화, 통합  리 등에 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왔다. 공 망 통합이란 물리  통

합의 개념이 아니고 정보공유, 계획수립, 자재나 부품 흐

름의 조정과 통제활동을 략 , 술  차원에서 통

합․운 한다는 의미로서, 공 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 한다는 것은 개별기업의 최 화를 탈피한다는 의미

이다[6]. 통합된 SCM은 가격과 납기 측면에서 격한 경

쟁  우 를 가져다 주며, 채 효과 즉 변동성 증폭 상



An Empirical Study on Absorptive Capacity, Perceived Incentive Benefit and the Quality of Collaboration in Project-based Supply Chain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85

의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사실도 이미 밝 진바 있다[7]. 

공 망 통합은 정보시스템 통합, 공 망 담당 직원의 배

정, 정보공유, 략  트 십, 동시  운  등을 포함하

며[8,9,10], 기본 으로 공 망 구성원들의 트 십을 기

반으로 형성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통합의 요성, 즉 통합은 신뢰

를 구축하고 공 망의 성과에 정  향을 미치며 경

쟁역량의 제고를 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명제라는 

것은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 망 구성원들의 

트 십 수  제고와 SCM 성과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기업들의 흡수능력에 한 심층연구는 미진하

다. 지속 으로 신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로젝트 공

망의 참여기업들은 기업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소스에 

많은 심을 기울이지만,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지식이

나 기술도 소화시키기 한 내  지식과 능력이 뒷받침

하지 못한다면 효율  이 이나 학습이 쉽지 않다[11]. 

공 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외부지식과 정

보를 활용하여 신과 개선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빈번하다[12].

Cohen과 Levinthal[13]이 제시한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은 바로 이런 공 망 구성원들의 응과정의 성

패를 가름하는 핵심 개념이 될 수 있다. 조직학습과 련

하여 흡수능력이란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인지, 이해  동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정의된 바 있다[13].

구체 으로 참여기업들의 흡수능력, 공 망 참여의 동

기유발․인센티 요인 등에 따른 공유정보의 속성 그리

고 이와 같은 선행요인으로 인해 그 수 이 결정될 수 있

는 업의 질과 SCM성과에 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로젝트 기반의 공 망에 참

여하는 기업들의 흡수능력, 공 망 참여에 한 인센티

 시스템  력업체 평가, 업의 질 등의 상호연

계에 해 공 망 참여 력업체에 한 설문조사 연구

를 통해 심도 깊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2. 프로젝트 공급망관리의 이론적 배경

2.1 공급망의 통합적 운영

공 망의 통합  운 은 공 망 성과극 화의 제조

건이다. 공 망 통합이란 물리  통합의 개념이 아니고 

정보공유, 계획수립, 자재나 부품 흐름의 조정과 통제활

동을 략 , 술  차원에서 통합․운 한다는 의미이

다. 통합된 SCM은 원가와 납기, 리드타임 측면에서 격

한 경쟁  우 를 가져다 주며, 채 효과 즉 변동성 증폭

상의 해소에도 기여한다. 공 망 통합을 진하는 

향요인에 한 연구는 주로 거래비용이론, 권력- 계몰

입, 사회  교환이론을 이론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기업 간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즉 거래비용은 잠재  

력업체의 조사  평가비용, 계약조건의 의․체결

련 비용, 상 방이 계약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의 모니터링비용, 강제이행비용(상 방이 계약내용을 따

르지 않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한 의  이행강제 

련 행 ) 등으로 구성된다[14]. 공 망의 계 형성과정

에서 력업체는 해당 상품의 공 망과 련한 자산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기회주의  행동을 유발시킬 충

분한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 망 주도기업의 거래비용

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공 망 주도기업과 력업체 간의 계에는 규범  

계와 도구  계라는 두 유형이 있다[10]. 규범  

계는 상호간에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계로서 계

유지의 핵심요인은 신뢰, 즉 상 방이 기회주의  행

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에 반해 도구  계

는 상 방으로부터 무엇인가 바람직한 것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하에 상 방의 향력을 받아들일 

때 형성되는 계라 할 수 있다. 

사회  교환이론은 공 망 통합과정에서 비경제  요

인의 요성을 강조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기업 

간의 정보공유와 자원이 은 해당 기업 간의 계 정립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본다. 기업 간의 거래는 단순

히 경제  동기요인 외에도 반복 인 거래 계, 상 방

에 한 믿음과 의무감 등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  요인

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

인 계정립은 안정 이고 장기 인 계형성으로 이어

지며 거래 상 방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행동을 자제하기 

때문에 기회주의  행  발생도 어들며 자발 인 정보

공유 상도 나타나게 된다. 장기 으로 공 망 참여기업 

간의 의사소통, 가치 공유  방간 이해 등을 통해 형

성되는 신뢰는 공 망통합의 가장 요한 요인이며 기회

주의  행 가 상되는 경우에도 신뢰는 가장 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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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15].

2.2 흡수능력과 공급망의 통합적 성과

공 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

직차원의 학습과 정보공유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

해 새로운 기술과 경쟁환경에 할 수 있는 기회가 확

된다. 공 망내외에서 긴 한 문제가 발생하면 공 망 

참여업체와의 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  근방

법이다. 력업체의 기술과 지식기반, 문인력을 자사의 

역량과 결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경우 공

망 주도업체는 물론 력업체도 업 로세스 역량이 제

고된다. 단순한 작업을 하청받아 처리하는 경우 학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동반성장과 상생에 한 의지가 강

력한 주도기업이 공 망을 이끌어가는 경우 공 망 구성

원 부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속 으로 신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소 력업체

들은 기업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소스에 많은 심을 기울

이지만,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도 그것을 

소화시키기 한 내  지식과 능력이 뒷받침하지 못한다

면 효율  이 이나 학습이 쉽지 않다[11]. 공 망에 참

여하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외부지식과 정보를 활용하

여 신과 개선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

을 겪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12].

Cohen과 Levinthal[13]이 제시한 흡수능력은 바로 이

런 공 망 구성원들의 응과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 

개념이 될 수 있다. Zahra와 George[16], Todorova와 

Durisin[17] 등도 기존의 흡수능력 개념을 확장하여 획득

(acquisition), 동화(assimilation), 변 (transformation) 

그리고 활용(exploitation)으로 정의하고 연구결과를 새

롭게 발표한 바 있다.

획득은 외부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인지하고 이를 습

득하는 능력을 말한다. 획득은 조직 내에 축 된 기존 지

식을 토 로 외부지식을 평가하여 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수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쟁역량 제고에 기여

한다. 동화는 외부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충실히 이해하

여 기존의 지식베이스에 결합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변 은 새로이 획득되거나 동화된 지식과 기존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시각과 결과를 도출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노하우를 창출하는 능력이다[17]. 마지막

으로 활용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는 업무방식을 창

조해내기 해 변형된 지식을 상업 으로 응용하는 능력

을 말한다.

흡수능력은 새로운 제조기술이나 행을 제조 장에 

도입․소화시키는 능력을 제고하며[18], 공 망 트

와의 업을 증진시키고[19], 공 망 반에 걸쳐 필요로 

하는 기술도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다 

다[20]. 순수한 R&D부문의 흡수능력과는 차별화되는 운

(operational) 흡수능력은 생산․운 부문의 흡수능

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제조부문의 신

축성 제고에 결정  역할을 한다[18,21].

력업체와 공 망 주도기업 간에 어느 정도 복되

는 기술  문성이나 인 자원 구성의 유사성은 방간

의 지식 공유와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22,23]. 한 이러

한 복성은 특정 상품이나 기술을 심으로 긴 한 상

호작용을 진하여 조직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데, 기업차원의 흡수능력은 이와 

같은 학습 상을 더욱 진시킨다. 나이키와 같은 로

벌 기업들도 력업체와의 계강화를 해 업체별로 

담담당자를 두고 있으며[24], 도요타는 력업체 공장에 

담자를 상주시키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보공

유와 상호작용 그리고 긴 한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구축하며, 장기 으로는 기업의 성과와 경쟁력에 

정  향을 미치게 된다. 

SCM과 같은 정보기반 운 시스템은 기업 내의 각종 

정보와 다양한 의사결정  운 시스템을 결합하는 역할

을 한다. 단순히 데이터를 축 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기

업의 운 구조를 정립하고 일 성 있는 의사결정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25]. 그 지만 SCM을 도입한 많은 

기업들은 실제 으로 시스템 도입의 잠재  기 효과 만

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SCM과 같은 사  시

스템은 고도로 통합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데

이터를 제공하지만 평균 인 사용자들은 제공되는 데이

터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추출할 수 있는 능력

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첨단 SCM 시스템은 

시장변화에 따른 상세한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응책 도출을 해 사용자들이 손쉽게 상세한 데이터분석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5]. 

SCM의 극  활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응  의

사결정체제 운 은 공 망 구성기업들의 흡수능력에 의

해 상당히 향을 받는다. 공 망 구성기업들에 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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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도가  더 높아지면서, 력업체들의 숨은 잠재력

을 인식하고 이를 극 활용하는 것은 경쟁우 를 한 

핵심요소로 등장한지 오래다[26]. 제조업체의 경우 력 

 공 업체의 신능력을 활용하여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하곤 한다. 이와 역으로 력업체들은 공 망 주도

기업의 다양한 신능력과 지식베이스를 직․간 으

로 해 받아 신성을 새롭게 하기도 한다. 

Zahra와 George[16]는 조직내부의 공식 , 비공식  

연결정도가 지식 에 향을 미친다고 한 바 있다. 규

정이나 행을 통해 부서 간의 직  상호 계를 유지

하는 경우에도 공식 인 문건 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지

식이 공유되고 유통될 수 있다. 공 망 리의 한 모듈인 

S&OP(생 회의)와 같은 기능이 좋은 이다. 이런 연결

고리를 통해 다양한 부서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합하고 정

보 공유와 커뮤니 이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사

회  자본의 구조  측면은 기업의 흡수능력 수 을 

정 으로 제고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조직구성

원 간의 신뢰 역시 정보공유와 유통을 진시키는데 기

여한다. 그 외에도 정보유통에서는 조직간 는 부서간 

용어 통일도 한 몫을 한다. 통일된 용어와 코드 활용은 

정보의 유통속도와 명확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지식콘텐츠가 기존의 지식베

이스와 연계되어 있을수록 흡수능력은 조직 내에서의 일

상 인 활동으로 도입,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27]. 특히 

공식   비공식  달메카니즘이 자연스럽게 조직 내

에 내재될 때 흡수능력의 효율성은 더욱 제고된다. 공

망과 같은 조직간 네트워크는 새로운 지식에의 근, 조

직학습과정의 진, 지식베이스 구축의 진을 추구하는 

기업에 정  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제시된 바  

있다[28]. Andersen and Foss[29]도 기업 내부 사업단

간 커뮤니 이션은 략  성장기회를 높이며 기업내

의 사업단 간 지식이   흡수능력 제고에 기여함을 

찰한 바 있다. 

2.3 협력업체의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

력업체 평가제도(supplier evaluation program)는 

기술, 목표원가, 품질수 , 리드타임 련한 목표를 설정

하고 이의 수 여부를 토 로 평가하는 경우가 부분

이었다. 력업체와 주도업체 간의 계  시각을 기반

으로 하는 통 인 평가제도의 유용성에 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방 간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한 무

리한 요구를 력업체에 하지 못하게 하다는 정 인 

측면도 있다. 기존의 계약기반의 력업체 평가제도는 

표 화되고 일상 인 업무와 련하여서는 효과 일 수 

있지만 신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신  업추진, 흡

수능력 제고에는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26].

공 망 주도기업이 략 으로 운 하는 공 자 계

리(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로그램에는 

력업체와의 계를 쌓기 한 여러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  가장 요한 것이 바로 인센티

제도라 할 수 있다. 인센티 는 분석단 에 따라 개인, 조

직( 력업체), 공 망 체라는 3가지 수 으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30]. 력업체의 조직구성원들에게 

력업체 자체와 공 망 주도기업이 제공하는 혜택, 주

도기업이 력업체에게 제공하는 조직 수 에서의 혜택, 

그리고 공 망 체의 맥락에서 로젝트 공 망 주도기

업과 력업체들의 커뮤니티에 형성되는 상호 력에 

한 사회  규범을 수하거나 어김으로 인해 얻는 혜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인센

티  제공과 력업체 리를 한 평가의 공정성, 공

사의 정 화, 주도기업과 력업체와의 계에 한 철

학 등으로 인해 형성되는 사회  규범은 구성원으로서의 

력업체들에게 무형  혜택을 제공하고 일종의 충성도

를 함양하는 선순환의 사이클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실 으로 공 망 참여 트  간의 정보공유와 함께 

각자의 능력이 통합될 수 있는 구조와 인센티  체계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여기업의 흡수능력, 평가의 공정성, 인센티  등에 한 

세 한 연구가 요구된다. 로젝트가  더 복잡해가

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서 공

망에 참여하는 력업체들과의 지속  의사교환과 정

보공유는 로젝트의 성공에 더욱 요한 요소로 등장하

게 되었다. 력업체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

는 로젝트 공 망이 큰 이윤을 내기를 바라기는 하지

만, 사업 자체가 일회성이며 자체 으로 독립기업이기 

때문에 한 인센티 나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강력

한 트 십 구축이 성립되기 힘들다[3]. 력업체들은 

당연히 로젝트 진행상의 갖가지 험 응에 한 보수

와 인센티 를 요구하게 된다. 

산업조직론 는 게임이론 등과 같은 경제학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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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업체에 한 인센티  디자인에 한 연구가 단속

이나마 진행되어 왔다. 주로 인센티  디자인 측면에서

의 상충 계가 주종을 이루는데, 를 들면, 인센티 와 

험공유, 단일 소싱과 복수 소싱, 장기  력 계와 경

쟁  입찰, 집권화와 분권화 등이다[31]. 핵심이슈는 성공

 력 계를 도모하기 한 인센티  제도에 한 것

인데, 공 망 참여기업 상호간에 력 계가 구축될지 

여부는 투자비용과 기 수익의 규모, 과거 력 계, 상

방 움직임에 한 찰여부 등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

이 높다고 본다. 

2.4 협업의 질과 정보공유

다양한 형태의 정보공유는 그 효과가 되어 장기

으로는 고객서비스, 리드타임, 생산코스트 등과 같은 

성과에 정  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소기업의 경

우 상 인 자본과 워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공 망 

주도기업의 IT와 정보처리 로세스의 도입을 강요받을 

우려가 크며, 이 경우 투자효과는 도입업체보다는 주도

업체에 더 큰 비율로 혜택이 돌아가 여지가 있다[32]. 정

보공유는 공 망 참여기업 간의 업체제 구축의 필수  

제조건이다. 공 망 참여기업과의 업을 해서는 많

은 노력과 업무 조율이 필요하지만, 공동수주의 성공가

능성 제고나 수주 후 로젝트 리드타임 단축을 도모하

기 해서는 다양한 업체계가 필요하다. 단순히 작업

을 공동으로 하는 수 을 넘어서 설계  개발에서 조기

업 체계를 구축한다거나, 원가  품질 신을 한 태

스크포스의 공동구축, 기술지원세미나의 공동 개최 등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업체계가 로젝트 성공의 핵심요

인이다. 이런 업활동은 공 망 참여기업으로 하여  

지속 인 신활동을 도모하고 공 망 주도기업과의 연

결고리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동기유발요인이 된다. 

3. 연구가설의 설정

3.1 연구가설의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로젝트 공 망에 참여하고 있는 

력업체들의 공 망에 한 성과 평가수   업의 질

을 핵심 종속요인으로 설정하고, [그림 1]에서와 같이 흡

수능력, 력업체 평가의 공정성, 인센티  등과 같은 공

망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논의된 주요 선행요인 간

의 상호연 계를 연구가설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제 

[그림 1]에 제시된 요인간의 인과 계에 한 이론  배

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Todorova and Durisin[17]는 사회  통합, 피드백 과

정, 권력 계 등이 흡수능력에 향을 미침을 지 했는

데, 사회  통합메카니즘은 조직 내의 연결성 제고와 가

치의 공유를 진시켜주며 지식습득  과정에 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Fig. 1] A framework of Absorptive Capacity and 
        SCM Performance in Project Supply Chain

기업단 의 흡수능력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기술정도에 의해 향을 받지만 조직구조, 인센

티 나 성과제도[33] 등도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공 망 참여기업의 흡수능력은 이들 기업들이 인식 는 

지각하는 유․무형 인센티  제도의 가치, 력업체 평

가의 공정성 등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다음 

가설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단, 흡수능력은 획득, 동화, 

변형, 활용 등의 요소로 구성된 2차 다차원 변수

(second-order multidimensional construct)로 가정한다. 

즉 흡수능력을 구성하는 개별요인들이 각각 다른 변인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러 개의 련 가설을 설정하기 

보다는 흡수능력을 표요인으로 설정하고 이 요인과 종

속변수와의 인과 계를 가정한다.

H1 : 로젝트 공 망을 이끌어가는 주도기업의 참여

기업에 한 평가의 공정성은 력업체의 흡수

능력 제고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H2 : 로젝트 공 망을 이끌어가는 주도기업이 제공

하는 인센티  제도의 성은 력업체의 흡

수능력 제고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An Empirical Study on Absorptive Capacity, Perceived Incentive Benefit and the Quality of Collaboration in Project-based Supply Chain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89

공 망 구성원 간 신뢰는 업수 , 정보공유  SCM 

성과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공 망에 참여하는 

력업체 입장에서는 계  자본의 축 이 지속가능경

의 핵심축이 될 수 있다. 트  간의 선순환  계는 

개별 기업의 역할에 한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될 때야 

지속될 수 있다. 평가의 공정성을 통해 호혜  기 감이 

증 되면 상 방에 한 학습과 응의 사이클이 반복된

다[34]. 이런 과정에서 력 계에 있는 기업들에 특화된 

자산이 늘어나고 방간의 의존도도 증 된다. 평가가 

공정하지 않을 때 공 망 참여기업이 지각하는 인센티  

제도는 주도기업의 의도와는 달리 정한 것으로 평가되

지 않을 수도 있다. 한 참여기업에 한 평가는 정하

나 인센티  제도를 통해 기 할 수 있는 혜택의 유의성

이 낮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다음 가설을 제시한다.

H3 : 로젝트 공 망을 이끌어가는 주도기업의 력

업체에 한 평가공정성은 력업체가 지각하는 

인센티  제도의 유용성 수 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기술력이 뛰어난 력업체에게 로젝트의 일부를 아

웃소싱 한다는 것은 로젝트 진행상의 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그만큼 구조화되고 통합된 의

사결정과 액션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책임도 따른다. 한

편 공 망 참여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보유자원의 최  

활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로젝트 진행시 

지연 상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자원할당과 이로 인한 

비용에 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특히 로젝트 

사업 자체가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고 력업체에 요구하

는 기술이나 아이템을 가까운 시간 안에 반복 으로 구

매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3], 한 인센티 나 동기

가 부여되지 않으면 SCM 운 의 성과가 기  이하일 수

도 있다. 

H4 : 로젝트 공 망을 이끌어가는 주도기업이 제공

하는 인센티  제도의 성은 SCM 성과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흡수능력의 제고는 경쟁우 [13], 신과 기업의 성과

[35] 등으로 나타나는데, 거시 으로는 흡수능력 증 는 

기업의 기 수 을 높이고 기업이 보유하는 테크놀로지

의 발 방향이나 망에 해 보다 정확한 측을 가능

하게 해  수 있다. 흡수능력의 증 는 업을 한 노력

과 업무 조율의 필요성을 여주며, 궁극 으로는 업

의 질 증 에 기여한다. 공동수주의 성공가능성 제고나 

수주 후 로젝트 리드타임 단축, 품질 신 등을 도모하

기 해서는 다양한 업체계가 필요한데, 이는 방 간 

장기  력 계, 경 의사결정  행 의 투명성, 트

 간의 다양한 지식공유 연결망 등의 략  효과를 나

타낼 수 있는 흡수능력 제고를 제로 한다. 이런 측면에

서 다음 가설을 제안한다.

H5 : 로젝트 공 망 참여기업의 흡수능력은 업의 

질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H6 : 로젝트 공 망 참여기업의 흡수능력은 SCM 

성과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H7 : 로젝트 공 망 참여기업의 업의 질은 SCM 

성과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3.2 측정항목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의 검증은 로젝트를 이끌어가

는 형주도기업의 공 망에 참여한 실 이 있는 기업들

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 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연구모형에 제시되어 있는 각 요인에 한 조

작  정의가 필요한데, 우선 흡수능력은 Zahra와 

George[16], Todorova와 Durisin[17] 등이 제시한 흡수능

력 개념을 토 로 하여 ‘ 로젝트 공 망을 통해 력업

체들이 공 망 선도기업과 참여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증 될 수 있는 흡수능력’으로 정의하고 Pankaj et al,[21] 

 Tu et al.,[18], Tessa et al.,[36]의 연구결과를 참조하

여 측정항목을 개발하 다. 인센티 는 ‘주도기업이 다양

한 인센티  제도를 제공하는지 여부 정도’로 정의하

으며 구체 인 설문항목은 Eriksson[37]의 연구결과와 

로벌 엔지니어링 업체의 인센티  사례를 참조하여 개

발하 다. 

력업체 평가의 공정성은 ‘ 로젝트 공 망에 참여하

고 있는 력업체들이 인지하는 평가의 공정성’으로 정

의하고 McMillan[31]과 Azadegan[26]의 연구결과와 우

리나라의 형 엔지니어링 업체의 평가제도를 참조하여 

개발하 다. 업의 질은 ‘주도기업과의 다양한 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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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Measurement
Factor 

Loading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s 

Alpha AVE

Acquisition

XX-Engineering helps our search for relevant information to improve our 

competitiveness through supplier development program.  
0.782

0.926 0.903 0.677

We obtain information through information exchange workshop regularly 

sponsored by XX engineering.
0.783

XX engineering lets our company share their strategic information for our 

competitiveness enhancement.
0.868

XX engineering lets our company share and obtain their strategic 

information about for potential new projects.
0.858

We are regularly provided the news and information about the world 

economy, culture and technologies, etc, normally not available to us, by 

XX engineering.

0.769

XX engineering establishes the social network for exchanging information 

and improving the marketability of suppliers.
0.862

Assimilation

In  our company, ideas and information are communicated and shared for  

successful contact acquisition. 
0.882

0.885 0.804 0.720
In  our company, informations concerning project execution, shop load, and 

work-related quality are shared with XX engineering.
0.876

XX engineering and our company emphasize  periodical meeting to 

exchange new development, problems and work achievement.
0.784

Transfor-

mation

We standardize the process for better responsiveness toward design and 

process change.
0.857

0.918 0.881 0.738

We integrate the process for better responsiveness toward design and 

process change. 
0.915

We integrate the process to save the cost of material and equipment, etc. 0.854

We have the ability to structure and to use project and work related 

knowledge and data. 
0.808

Exploitation

XX engineering and our company support the task force to save cost and 

improve quality.
0.899

0.886 0.805 0.723
XX engineering and our company use the early supplier involvement 

program.
0.866

XX engineering and our company has the ability to work more effectively 

by synchronizing the joint works and activities.
0.756

Quality of 

Collaboration

We think our company to be an important team member of XX 

engineering. 
0.812

0.894 0.842 0.678

We are proud of ourselves announcing our company being an important  

suppliers of XX engineering.
0.801

XX engineering and our company works based upon the similar value and 

vision.
0.871

XX engineering recognizes the value of the relationship with our company. 0.810

Incentive

Frame agreement, proof of concept, work priority is appled as informal 

incentives for supplies and contractors. 
0.853

0.903 0.839 0.757Incentive system of XX engineering is very excellent. 0.892

XX engineering provides us with sufficient motivation for effective 

collaboration.
0.866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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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aboration performance. 
0.858

0.913 0.858 0.779There is n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supplier evaluation system of 

XX engineering.
0.894

The supplier evaluation of XX engineering  is objective and fair. 0.887

SCM

Performance

Project(related with XX engineering) leadtime has been shortened. 0.825

0.850 0.766 0.587
Project quality has been improved. 0.796

On-time delivery rate has been improved. 0.739

Project cost has been reduced. 0.701

<Table 1> Measurement constructs, factor loadings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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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행 과정에서 느끼는 력 계의 인지  가치’로 정

의하고 Zhou와 Benton[38], Sanders[39]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측정항목을 수정하 다. 

력업체의 SCM 성과는 공 망 성과 평가시 주로 사용

되는 지표인 리드타임, 품질, 납기, 원가 등에 한 설문

항목으로 신하 다[38]. 

구체  설문내역은 <표 1>과 같으며, 연매출액, 주도

기업과의 거래기간  매출비  등의 기 통계를 한 

항목을 제외한 설문항목은 ‘  동의 할 수 없음’에서 

‘매우 동의함’까지의 5  만 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4. 설문분석과 결과

4.1 연구방법과 표본의 특성

설문자료의 수집은 로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형 엔지니어링  공업기업들을 공 망 주도기업으로 

설정하고 이들 기업과 력 계에 있는 기업들만을 상

으로 이루어졌다. 로젝트를 이끌고 가는 기업을 설문

지 상에서 XX기업이라 표기하고 이 기업과 설문 상 

력업체 간의 계에 해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을 첨

부한 400통 이상의 메일을 2차에 걸쳐 해당 기업의 최고

경 자나 기획담당부서에게 보내어 모두 131개의 설문자

료를 받을 수 있었다.

표본으로 선정된 131개 기업의 연매출액을 보면 100

억원 미만이 19%, 100억 이상～500억원 미만 17%, 500억

원 이상～1000억원 미만 12%, 1000억원 이상이 21% 그

리고 무응답이 31%를 차지하고 있다. 공 망 주도기업과

의 거래기간은 12개월 미만이 42%,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29%,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6%, 24개월 이

상～30개월 미만 8%, 그리고 30개월 이상이 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 망 주도기업에 한 응답기업의 매출비 은 

10% 미만이 49%, 10%이상～20%미만 26%, 20%이상～

30%미만 17%, 30%이상은 10개 기업(8%)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표본의 기 통계를 보면 연매출액, 거래기

간, 매출비  등 기본  특성이 그룹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본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바람

직할 수도 있으나 표본 간의 차이가 커 연구결과의 일반

화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된다.

4.2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의 주된 통계분석도구는 PLS(partial least 

square) 분석법이다. PLS는 측정․구조모형에 해 실증

인 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법으

로 구성개념에 한 척도 재치를 추정한 후 요인 간 인

과 계 분석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일반 으로 측정모형의 수렴타당성은 구성개념에 

한 복합신뢰도  평균분산추출에 의하여 평가된다. 

별타당성의 경우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의 제곱근이 구성개념 간 상 계수값을 

상회하고 평균분산추출값 자체가 0.5 이상 되면 충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측정모형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 설

문항목의 재치가 표본 체에서 모두 0.7이상으로 나

타났으며 t값 역시 유의수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복합신뢰도 역시 모두 0.7 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

값도 기 치인 0.5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구성개념 간 수

렴타당도도 확보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한 AVE의 

제곱근 값도 모든 구성개념 간 상 계수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별타당성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struct For all Samples

Acquisition 0.82*

Assimilation 0.67 0.84*

Transfor-

mation
0.57 0.53 0.85*

Exploitation 0.68 0.68 0.66 0.83*

Quality of 

Collaboration
0.61 0.35 0.41 0.37 0.82*

Incentive 0.62 0.51 0.48 0.53 0.35 0.86*

Fairness 0.59 0.66 0.53 0.66 0.34 0.68 0.88*

SCM

Performance
0.52 0.43 0.48 0.40 0.51 0.46 0.46 0.76*

* ) Square Root Value of AVE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VE Values

4.3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 모든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부

트스트랩 재표본 차를 수행하 다[40]. 검증 결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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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와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인센티 가 흡수능력

에 정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유의수  5%(단측검정 가정)에서 수용되었다. 

[Fig. 2] Summary of Testing Results

Path
Coeffi-

cient

t-

value
Result

H1 : Fairness →
Absorptive 

Capacity
0.591 5.72* Accept

H2 : Incentive →
Absorptive 

Capacity
0.172 1.51 Reject

H3 : Fairness → Incentive 0.783 17.8* Accept

H4 : Incentive →
SCM

Performance
0.221 1.73* Accept

H5 :
Absorptive 

Capacity
→

Quality of 

Collaboration
0.526 7.24

*
Accept

H6 :
Absorptive 

Capacity
→

SCM

Performance
0.262 1.74* Accept

H7 : 
Quality of 

Collaboration
→

SCM

Performance
0.312 2.92

*
Accept

<Table 3> Path Coefficient and t-Value

참고로 SCM성과의 설명력(R2)은 39%, 인센티 는 

41%, 흡수능력 53%, 업의 질 27%로 나타나 일반 으

로 인정되는 정 검정력 10%를 상회하고 있어 모형에 

한 설명력도 충분한 것으로 명되었다[41].

5.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자산업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의 

선 장 역할을 하는 EPC 산업에서 일상 으로 하게 

되는 로젝트형 공 망을 제로 공 망에 참여하는 

력업체들의 SCM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논의된 주요 

선행요인 간의 상호연  계에 한 실증  조사연구를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우리나라의 형 EPC기업들

이 주도하는 로젝트형 공 망에 참여한 실 이 있는 

업체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실증분석 결과, 력업체들의 로젝트 공 망을 통해 

증 될 수 있는 흡수능력은 력업체 평가의 공정성(H1)

에 의해 향을 받지만, 연구가설 설정 단계에서 기 했

던 바와는 달리 인센티 (H2)는 흡수능력 제고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망을 통한 

흡수능력의 제고는 공 망 네트웍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공 망 주도기업의 력업체 개발 략과 

공정한 력업체 평가과정에 의해 상당한 향을 받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 망에 참여하는 력업체 입

장에서 평가 공정성은 공 망을 통한 신뢰 구축에 정

 향을 미치며 계  자본 축 을 통해 상생과 지속

가능경 의 핵심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센티 가 

흡수능력 제고의 선행요인일 것이라는 가설(H2)은 유의

수  5%에서 기각되었지만, p값이 6.7% 정도로 약하나

마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인센티  제도가 존재하

더라도 실제 경험 축 을 통해 유효성이 확인되고 흡수

능력 증 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SCM성과가 평가과정

으로 거쳐 인센티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이클이 

구체 으로 확인되는 과정을 거쳐야 그 계가 더욱 명

확해 질 것으로 사료된다. 력업체 평가의 공정성(H3)

이 인센티  제도의 인지에 정  향을 미친것이라는 

가설이 수용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력업체의 SCM 성과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

인에 한 가설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인센티 (H4), 흡

수능력(H6)  업의 질(H7) 모두가 통계 으로 유의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SCM 성공의 핵심은 이해 계자간

의 정보공유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의사소통을 

통해 실화되는데, 이런 과정은 한 인센티 가 뒷

받침하지 않으면 구체화되기 쉽지 않다. 력업체가 하

더라도 경쟁력 강화와 투자에 한 보상  성과공유에 

한 기  없이는 공 망만을 한 특이자산에 투자를 

감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흡수능력과 업의 질은 당

연히 SCM성과에 정  향을 미치게 된다. 

력업체의 경쟁  수주 환경 련정보의 수집,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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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의 공유와 확산, 공 망 주도업체와의 기술정보 

교류  활용 등의 흡수능력은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실

시간 커뮤니 이션 능력과 장 응력 제고로 이어져 

SCM 련 KPI에 정  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흡수능력은 SCM성과에 직 인 향

(H6)을 미치기도 하지만, 업의 질(H5) 제고를 통해 

SCM성과에 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

수능력 제고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공 망 주도기

업과의 교류와 사회  자본축 은 업  업 계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SCM성과에 정  

향을 미치게 된다.

규모 랜트 사업의 경우 요구되는 기술도 다양하

며 력업체 수도 많아, 업의 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의사소통이나 피드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사업 장에서의 실시간 의사소통의 미비는 로젝트의 

진척사항, 특히 품질불량  기술 련 어려움의 시의

한 처리에 부정  향을 미치게 되어 사후 로젝트 

마무리 시 에 큰 손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EPC산업의 국내 경제에의 기여도를 감안한다면 로

젝트 공 망 성과에 한 연구는 아직 기단계라 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설문에 참여한 기업체수가 많지 않아 

다양한 분석을 하기 어려웠지만, EPC 련 로젝트를 

심으로 하는 공 망에 참여하는 력업체들의 SCM성

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선행요인에 한 실증분

석을 시도하고 몇 가지 시사 을 도출했다는 데에 의의

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상이 된 로젝트 

주도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고 EPC 산업에 참여하는 기술 

심의 로젝트에 집 되어 있으며, 표본 간의 특성 차

이도 커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

으로 사료된다. 보다 나은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해서는 여러 유형의 로젝트와 다양한 주도기업을 상

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 로 해야 한다. 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향변수들 이외에도 력업체의 SCM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많을 것이다. 다양한 선행요

인을 포함한 실증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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