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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거래비용요소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불확실성은 재무적 성
과와 비재무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산특유성과 기회주의는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협력관계 지속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산특유성과 불확실
성으로 나타났으나. 기회주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관계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변수는 자산특유성과 기회주의로 나타났으며, 불확실성과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넷째, 협력관계 지속요
인과 관계만족도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성과에 각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거래비
용요소가 협력관계 지속요인과 관계만족도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 거래비용요소, 협력관계 지속요인, 관계만족도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 how transaction cost factors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cooperative relationship lasting factors and degree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set uncertainty directly influenced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lso  asset specificity and opportunism did not influence financial and non financial performance directly. 
Second cooperative relationship lasting factors were connected with transaction cost factors direct variables on 
cooperative relationship lasting factors are asset specificity and uncertainty, but opportunism did not directly 
influence. Third, degree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were connected with transaction cost factors direct variables 
on degree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are asset specificity and opportunism, but uncertainty had not affected 
degree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Fourth, cooperative relationship lasting factors and degree of relation 
satisfaction had affected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 financial performance. In summary, this study find that 
transaction cost factors had indirectly influenc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mediated variables such as 
cooperative relationship lasting factors and degree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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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메

카로 자리 잡기 해서는 완성차업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부품업체의 독자 인 발 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세계 자동차 선진국들이 부품업체 심의 계가 축

이 되어 부품산업이 진화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

우 완성차업체 심의 계가 선행되어 부품산업이 발

하 기 때문에 반 으로 부품업체의 기업성과가 아직

은 낮은 수 이다. 한 완성차 제조에 을 맞추다 보

니, 완성차업체의 순조로운 성장과는 조 으로 부분

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에 한 연구도 주로 완성차 업체인 모기업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력업체인 부품업체를 상

으로 한 연구는 조하 다. 이에 완성차업체인 모기업

과 부품공 자인 력업체 간의 상생 발 을 한 계 

구축에 실증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모기업과 력업체가 업  계를 형성하고 긴 한 

계를 유지하는 것을 설명하기 한 이론으로 거래비용

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이 있다. 이는 기업 간의 거

래특성에 한 투자를 높이는 기업이 그 지 못한 기업

에 비해 거래에 따른 각종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과

으로 공 사슬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Williamson, 1985). 거래비용이론을 용한 기존의 연구

들은 주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자가제조할 것

인가 아니면 시장에서 구입할 것인가 라는 이원  구조 

속에서 부품조달 구조를 악하려고 하 다(Masten 등, 

1991). 그러나 실제로는 외부에서 부품을 구입하는 과정

에서도 Kamath와 Liker(1995)가 구분한 것과 같이 다양

한 거래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기존연구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에서 거래비용이론을 용한 연구는 거래

비용 증가에 따른 수직  계열화의 필요성에 한 연구

만 일부 진행되어 왔고, 거래비용요소에 따른 기업 경

성과와의 계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 거래비용을 통하여 거래구조를 분석한 기존연구들은 

부분 마  에서 연구되어 왔고, 리회계 측면

에서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거래비용요소를 용하여 모기업과 력업체 간

의 력 계 지속요인과 계만족도, 그리고 경 성과와

의 인과 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2.1 거래비용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라 함은 생산비용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서 생산과정상의 시설, 인력, 기

술이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서 거

래될 때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즉, 거래비용은 경제시스

템을 운용하기 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일컫는다. 거래

비용의 경제  측면은 계약문제로서 경제조직의 문제이

기도 하다. 그것은 여러 가지 안의 방법으로 활용되어

지기도 한다. 거래비용을 심으로 한 거래비용이론

(Coase, 1937; Williamson, 1975)들은 거래비용요소를 여

러 가지로 악하고 있지만 일반 으로 자산특유성

(asset specificity), 기회주의(opportunism), 그리고 불확

실성(uncertainty) 등으로 분류한다.

자산특유성(asset specificity)이란 거래를 하여 특

별히 투여된 자산을 의미하며, 만약 거래가 단된다면 

사라지게 되는 일종의 거래와 련된 매몰비용(sunk 

cost)이다. 이는 크게 물  특유자산(특수설비), 인  특

수자산(특별한 기술), 입지  특유자산(지리  근 성) 

등으로 나뉘며, 만약 자산특유성이 높다면 기회주의에 

노출될 험이 높아져 행동  불확실성을 래하게 되고 

결국 내부화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구나 자기에게 이

익이 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기

회주의(opportunism)란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이익

을 추구하는 행 를 포함한다. 이는 능동․수동 인 측

면과 사 ․사후 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거래

계에서 거래 트 가 기회주의를 발휘하게 되면 기업

은 마찬가지로 합리 인 단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거래 트 와 거래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불확실성(uncertainty)은 미래상황의 

측가능성 정도를 의미하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거래비

용이 높아지고 내부화에 따른 비용의 측정이 필요해진다. 

불확실성은 체로 환경의 다양성과 변동성으로 정의되

고 있다. 환경의 다양성이란 자원에 향을 미치는 조직, 

개인, 사회 인 세력을 포함한 각 사람들이 다루는 요소

들 간의 유사성 는 차이 의 인식정도로 정의된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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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변동성은 산출환경에서 마  향력의 변화속도

에 한 인식정도를 뜻한다(Pfeffer와 Salancik, 1978).

Noodewier 등(1990)은 불확실성에 한 연구에서 높

은 불확실성 하에서 계 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취득 

비용 측면에서 구매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하 다. 한 

거래비용 근법에 기 하여 거래를 결정짓는 요인을 자

산특유성, 불확실성, 거래빈도를 제시하고 산업재 구매

계에 한 성과를 측정하 다. 그는 특히 구매자와 공

자 공유조직과 반복사용품목구매와 성과의 계를 연구

하 는데, 불확실성이 큰 환경 하에서 계가 더욱 

할수록 성과가 향상된다고 하 다.

정재을(2002)은 모기업과 력업체 간의 거래비용이 

높은 경우 모기업에 내부화한 거래구조가 된다는 가설과 

부품공 단가 결정에 있어 제조원가 반  비 은 내부화 

수 이 높은 력업체가 낮은 력업체에 비해 상 으

로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 다. 거래비용이론

에 의하면 자산특유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래의 내부화

는 진된다고 하 다. 왜냐하면, 자산특유성이란 자산의 

투자자에 한 의존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거래 트

로 하여  기회주의를 발 하게 할 환경을 만들어  뿐

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

나 이것은 매우 단기 인 시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

은 거래 계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지나치게 부정 인 시

각에서만 분석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산특유성은 

때로 거래 기업과 거래 트  사이의 신뢰성을 증가시

켜 오히려 기회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

기도 한다.

Dyer(1996)는 자동차 부품의 구매자와 공 자들로 이

루어진 표본에서 계 특수 인 투자와 성과 사이에 정

(+)의 계가 있음을 발견하 다. 자산특유성이란 특정 

거래 트 와의 특정거래를 해 투자된 자산을 의미하

며, 이는 거래 계가 종료되면 소멸되는 자산이다. 따라

서 모기업과 거래하는 력업체의 입장에서 모기업을 

한 용설비와 장치를 갖추고 있고, 시장에서 쉽게 구매

하기 어려운 제품을 생산하는 력업체는 모기업에 독

으로 제품을 공 할 수 있어서 안정 인 구매자를 확

보하는 계로 경 성과가 지속 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

된다. 기회주의는 속임수를 이용하여 자기 개인의 

리를 추구하는 행 로 거래 상 방이 자신의 이익을 추

구하기 해서 거래에 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제공, 과도한 가격 상 등과 같은 행 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기업의 기회주의 성향은 력업체의 성과에 부

(-)의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 Noodewjer 등(1990)

은 불확실성에 한 선행연구에서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 

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취득비용 측면에서 구매성과를 

향상 시킨다고 하 다. 한 그는 산업재구매 계에서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자산특유성, 불확실성, 거래빈

도를 제시하고 불확실성 하에서는 계가 더욱 할수

록 성과가 향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1: 거래비용요소는 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1: 자산특유성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기회주의는 경 성과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3: 불확실성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협력관계지속요인과 관계만족도

력 계 지속요인은 모기업과 력업체 간에 생산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지속 인 거래를 통해 제품생산

이 안정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Richardson 

(1993)은 구매기업과 력업체의 계를 지속 으로 유

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무엇보다도 요하며, 이러한 

력  계는 장기  계의 지속과 원활한 정보공유 

여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완성차업체와 

1차 부품 력업체의 구매와 공  계에 있어서 력 수

을 높이는데 있어서 거래조건 결정권  계몰입 수

 변수가 요한 요인으로 지지되었다. 따라서 구매자

인 완성차업체는 1차 부품 력업체와의 계에 있어서 

장기거래 보장을 통한 거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계

몰입 수 을 높이고 상을 통한 합리 인 거래조건 결

정을 통해 상호 력 계 수 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Noordewier 등(1990)은 계  요소로서 공 자 유연

성, 공 자 지원, 정보 제공, 공 자에 한 감시

(monitering), 지속성 기  등을 측정하여 공 자가 구매

자의 요구에 호의 으로 반응할수록, 정보의 교환이 많

을수록, 공 자에 한 감시가 많을수록, 장기  계를 

지향할수록 성과가 향상됨을 제시하 다. 모기업이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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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지원하는 형태는 기술지원, 경 지도, 자 지원 

등이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거래방식  거래 계가 달라진다. 즉, 모기업과의 지속

인 거래에 의해 일정 수 의 품질이 유지되고, 거래조

건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력업체의 자 흐름이 어려

울 경우 모기업이 결제를 조 해 주는 등의 지원은 

력업체의 성과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

한상도(1996)는 구매기업과 부품 력업체 사이의 거

래 계에서 부품 력업체의 원가 감  기술·품질 향상

에 미치는 향을 실증분석하고,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력  거래 계 정

보시스템의 활용과 공 자의 거래조건결정권 그리고 구

매기업의 계열화를 밝 냈다.

자산특유성은 계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으로서 특

정거래에 특정한 자산의 존재여부는 그 특유성 정도라고 

할 수 있다(Williamson, 1985). 즉, 경로 계에 특별한 투

자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거래 계로의 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투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긴 히 하고 기술 력 수 을 높여 장기 력

계를 유지하여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상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기회주의란 거래 트 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하여 거래에 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잘못

된 정보를 제공, 는 지나친 가격 상 등과 같은 행 를 

의미한다. 이에 력업체들은 모기업의 기회주의 인 행

동에 한 비책으로 다수의 모기업과 제도  장치에 

호소하겠지만 법 인 고려가 없어 곤란을 겪을 것이다

(복득규, 1994). 거래 계에서 거래 상 방이 기회주의 

행동을 하게 되면 기업은 합리 인 단이 어려워지게 

되고, 거래 상 방과의 거래 시 거래비용이 발생하기 때

문에 력업체와의 지속 인 력 계유지는 어려워지

게 된다. 따라서 모기업의 기회주의 성향은 력업체와

의 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 

Noordewier 등(1990)은 산업재 구매 계에서 성과를 결

정짓는 요인으로 자산특유성, 불확실성, 거래빈도를 제시

하고, 불확실성 하에서는 계가 더욱 할수록 성과

가 향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 환경  불확실성 하에

서 구매자와 매자는 높은 수 의 력 계를 공유한다

고 하 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 : 거래비용요소는 력 계 지속요인에 향을 미

칠 것이다.

H2-1 : 자산특유성은 력 계 지속요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2 : 기회주의는 력 계 지속요인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3 : 불확실성은 력 계 지속요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공유 수 과 력 수 이 높을수록 여러 형태의 

만족도 수 이 높으며, 이는 력형의 기업 계가 상

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이다(정지택, 1995). 

Dauch(1993)는 설계 시의 품질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구매자들에게 공 자들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라고 하

다. 한 Aoki(1988)는 완성차업체와 부품 력업체 간 기

술 력 계나 교섭 계 등의 상호 력 계는 성과향상

에 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 다. 이와 같이 력업체

와 모기업과의 계에서 생산  기술정보를 많이 공유

하고 있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작기 을 제공받으며 

부품개발 시 모기업과 력하여 개발하며, 모기업과의 

지속 인 거래로 인한 생산  품질의 안정  합리 인 

거래조건 등의 력 계 지속요인은 경 성과에 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3 : 력 계 지속요인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력업체 간 계만족도란 력 계를 지속 으로 유

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장기지향성이 있고, 력 계의 

종결을 감소시키며, 력 계에서의 결속을 증진시킨다

고 하 다. 한 력 계를 유지하기 해서 단기  희

생을 감내하겠다는 자발  의도, 그리고 계의 안정성

에 한 확신 등을 포함한다고 하 다(Anderson과 

Weitz, 1992). 일반 으로 계의 주체인 공 기업  그  

담당 직원의 활동과 행 에 한 것과 구매업체  그 기

업의 담당 구매직원의 활동과 행 에 한 만족을 포함

한다. 따라서 계만족을 이성 인 결과와 반 되는 감

정  상태로 개념화한다.

Anderson과 Narus(1990)는 조직 간의 교환모형에서 

상 방과의 트 십을 형성하는데 핵심 인 요소로 



The Effects of Transaction Cost Factors on Cooperative Relationship Lasting Factors, Degree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7

악하고, 만족은 인지된 효과성에 한 한 리효과

(close proxy)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상 방이 미래에 행

할 행동을 보다 잘 측할 수 있게 됨을 지 하 다. 이

수형 등(2001)의 연구에서는 고객이 매원과의 거래를 

통해 형성하는 계에 한 만족이 매원의 계  

매행동과 지속 인 계유지 사이의 매개역할을 검정해 

본 결과, 만족이 요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한 Ganesan(1994)은 그의 연구에서 만족이 

고객과 매원과의 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 인 

요소라고 주장하 다. 따라서 계만족은 조직간 교환

계에서 거래 상 방과의 장기 인 유 감을 형성하는데 

핵심 인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어느 공 기업이 특정 제조업체의 구매업자에게 자신

의 부품을 매하기 하여 그들의 부품을 특이하게 만

들었거나 납품시스템을 특수하게 설계했다면 이러한 노

력  특정한 투자는 두 조직 간의 계를 더욱 결속시키

고 장기화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구매

업자 측면에서 볼 때 자신에게 필요한 부품을 특정 공

자가 납품을 해주기 때문에 거래 계에 보다 몰입할 수 

있으며, 공 업자 측면에서는 특유자산으로 인해 확고한 

거래처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에, 계만족도는 향상

될 것으로 기 된다. 모기업의 기회주의 성향은 정보를 

략 으로 조작하거나 자신의 의도나 성과를 왜곡하여 

표시하는 행 이다. 모기업이 자사의 이익만을 하여 

가격이나 제품설계 등에 해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문

제 발생 시 책임 가를 하고, 원가를 핑계로 경쟁업체로 

업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면, 력업체의 모기업과의 

계에 한 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모기업의 

기회주의 성향은 계만족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

으로 측된다. 신제품이 자주 출시되고 련 기술의 발

 속도가 빠르며 재 거래하는 제품분야의 경쟁이 치

열한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럴수록 문제 에 한 긴 한 조의 필요성이 생길 

것이고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에 따른 업무 조의 축 은 

거래 계의 계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 된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4 : 거래비용요소는 계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4-1 : 자산특유성은 계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2 : 기회주의 성향은 계만족도에 부(-)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4-3 : 불확실성은 계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모기업과의 계에서 력업체가 업무수행정도에 

체로 만족하고, 문제 발생시 의를 많이 하며 애로사

항 건의에 해 모기업이 체로 잘 수용하는 등의 원만

한 계가 형성되어 모기업과의 계만족도가 좋아진다

는 것은 경 성과와 한 인과 계가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즉, 모기업과의 지속 인 거래로 인한 안정된 생

산과 품질은 업무수행에 만족을 느끼게 할 것이고 이는 

장기거래로 발 하여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5 : 계만족도는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설계

3.1 변수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요소의 측정을 해 정재을

(2002), Williamson(1985), Ganesan(1994)의 연구에서 사

용된 설문항목을 사용하여 총 11항목  자산특유성에 4

항목, 기회주의 성향에 4항목, 불확실성에 3항목을 연구

목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자산특유성이란 거래

를 하여 특별히 투여된 자산을 의미하며 만약 거래가 

단된다면 사라지게 되는 일종의 거래와 련된 매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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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정의한다. 이에 한 설문 문항은 제품의 용설

비 장치 유무, 용자산의 타용도 환 시 손실정도, 시장

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정도, 공 의 불안정시 모기업 

생산에 미치는 향으로 구성하 다. 기회주의란 거래 

트 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하여 거래에 한 

정보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 는 지나친 가

격 상 등과 같은 행 로 정의한다. 이에 한 설문 문항

은 모기업의 이익을 한 지나친 요구, 문제발생시 책임

가, 결제 차질로 인한 경 손실, 경쟁업체로의 납

품업체 변경 가능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불확실성이란 

외부환경에서 측할 수 없는 변화의 정도라고 정의하

으며, 이에 한 설문문항은 신제품 발생빈도, 기술발  

속도, 경쟁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변수 모두

는 Likert 7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력 계 지속요인은 모기업과 력업체가 신뢰를 바

탕으로 장기거래에 이르게 하기 한 요소로 정보공유 

 의사소통, 기술 력 수 , 거래조건결정권  지속

인 거래, 모기업지원 등으로 정의 하 다. 이들을 측정하

기 해 곽정수(2010),  Aoki(1988)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목을 사용하여 총 10개의 항목을 연구에 맞게 수

정하여 사용하 다. 생산정보공유, 기술정보공유, 주문구

매 정보공유, 도면제공, 제작기  제공, 부품개발 시 모기

업과 력, 안정 인 제품생산, 일정 수 의 품질, 원만한 

거래조건, 모기업의 자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변수는 리커드 7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Anderson and Narus(1990)는 만족은 다른 상 방과

의 일을 통한 계 속에서 상 방의 모든 요소에 한 산

출물로부터 나오는 정 인 상태라고 정의하 다. 본 연

구에서는 계만족이란 구매업체와 공 업체의 계에 

해 반 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 생겨나는 감정 상태로 

정의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계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정지택(1995)과 Anderson and Narus(1984)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목을 사용하여 총 5개 항목을 연구목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계만족도의 문항은 업무수

행에 한 만족, 문제  발생 시의 의 정도, 애로사항 

건의에 한 수용여부, 거래의 지속  유지  반  만

족 상태 등을 리커드 7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경 성과는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로 구분하고 

이들을 측정하기 해 Kaplan and Norton(1992)의 연구

문헌을 기 로 재무  성과 3항목, 비재무  성과 7항목 

등 총 10개의 항목을 연구목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재무성과는 설문응답자의 인지  성과로서 매출액

증가율, 업이익률, 원가 감률 등을 리커드 7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비재무성과는 업무처리비용

감, 낮은 수 의 제품원가, 주문  재고 유지비용 감, 

납기의 신속성  수, 품질향상, 불량률 감소 등을 리커

드 7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3.2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첫째, 자동차 부

품제조업체들  SQ(Supply Quality)인증 상 부품업체

들을 상으로 도장분야 54업체, 제분야 44업체, 사출

분야 52업체와 기타 부품제조업체의 구성원을 설문 상

으로 하 다. 둘째, 설문지는 각 회사 당 1부의 설문지 회

수를 기본으로 하 다. 본 연구를 한 설문조사는 2010

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 다. 설문지는 총 

274부가 배포되었으며, 209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76.2%로 나타났다. 이  결측치가 존재하는 등의 불완

한 설문으로 연구목 에 부 합하다고 단된 39부를 

제외한 총 170부의 설문지를 연구에 활용하 다. 

4. 실증분석   

4.1 기술통계

인구 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40 (69명), 

50 (64명), 60  이상(27명), 그리고 30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 에서는 임원이 44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과장 42명, 리 34명, 부장 26명, 그리고 차장 

24명 순서로 나타났다. 연 매출액은 150억 이상 업체의 

응답자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억 이하의 업체의 응

답자가 45명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력업체 유형으로

는 2차 력업체의 응답자가 101명, 1차 력업체 56명, 

그리고 3차 력업체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산특유성의 경우, 제품의 공  불안정이 모기업 생

산에 미치는 향이 5.65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 으며, 

모기업을 한 투자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손실 정

도가 4.18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 다. 기회주의 성향의 

경우, 모기업의 경쟁업체로 납품업체 변경 가능성이 4.61

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 으며, 모기업의 결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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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ross-Loading Analysis from PLS  
ass oppor uncer coopet satis finan non-fi

as1 0.934 -0.035 0.215 0.475 0.375 0.379 0.398

as2 0.647 0.163 0.003 0.314 0.097 0.173 0.135

op1 0.046 0.859 -0.124 -0.109 -0.351 -0.186 -0.125

op2 0.065 0.884 -0.089 -0.058 -0.373 -0.142 -0.182

op4 -0.036 0.767 -0.091 -0.098 -0.294 -0.175 -0.143

un1 0.048 -0.137 0.686 0.137 0.113 0.180 0.163

un2 0.128 -0.161 0.853 0.296 0.239 0.390 0.281

un3 0.200 0.005 0.761 0.295 0.175 0.242 0.318

co1 0.347 -0.114 0.271 0.813 0.446 0.492 0.434

co2 0.383 -0.187 0.301 0.788 0.525 0.566 0.451

co3 0.339 -0.141 0.290 0.794 0.498 0.493 0.393

co5 0.290 -0.016 0.154 0.685 0.337 0.372 0.354

co6 0.274 -0.024 0.254 0.675 0.344 0.433 0.404

co7 0.451 -0.076 0.291 0.767 0.494 0.513 0.507

co8 0.528 0.020 0.193 0.762 0.43 0.459 0.555

sa1 0.298 -0.360 0.225 0.555 0.916 0.535 0.503

sa2 0.332 -0.240 0.136 0.542 0.854 0.473 0.461

sa3 0.203 -0.420 0.230 0.391 0.824 0.458 0.395

sa5 0.330 -0.376 0.235 0.530 0.845 0.502 0.503

fi1 0.372 -0.077 0.334 0.612 0.481 0.857 0.540

fi2 0.283 -0.212 0.330 0.535 0.492 0.900 0.482

fi3 0.304 -0.234 0.298 0.487 0.514 0.831 0.498

nf4 0.389 -0.096 0.295 0.570 0.45 0.557 0.873

nf5 0.337 -0.158 0.312 0.572 0.445 0.554 0.892

nf6 0.263 -0.207 0.294 0.427 0.511 0.445 0.857

nf7 0.312 -0.174 0.304 0.499 0.497 0.499 0.882

로 인한 경  차질이 2.49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 다. 불

확실성의 경우, 거래 제품 분야의 경쟁이 4.53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 으며, 모기업과 거래제품의 신제품 발

생 빈도가 4.10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 다. 력 계 

지속요인은 지속  거래로 일정 수 의 품질유지가 5.51

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 으며, 자 흐름이 어려울 경

우 모기업이 조 이 4.02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 다. 

계만족도에서는 거래 계 지속에 한 기 가 5.76으

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 으며, 애로사항 건의에 한 

수용이 4.16으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 다.

4.2 가설검정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등을 토 로 수립된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Fig 1>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에 따라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SMART 

PLS(Partial Least Squares)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측

정모형의 검증을 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

에 한 집 타당성, 내 일 성, 그리고 별타당성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순기와 이상완, 2011).

첫째, 집 타당성은 요인 재값으로 평가되며 0.6 이

상의 값을 가질 경우 개별항목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처음 분석에서는 자산 2, 4번 항목, 기회주의 3번 

항목, 력 계 지속요인 4번 항목, 계만족도 4번 항목, 

그리고 비재무성과 1, 2, 3번 항목이 각각의 요인 재량 

값이 0.6 이하의 값이 나타나 이들 항목을 제거하고 다시 

분석을 수행하 다. 그 수행 결과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변수의 요인 재값이 0.7이상으로 나타

나고 있어 각 측정 항목이 집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내 일 성은 Chronbach's alpha, 복합

신뢰도, 그리고 평균분산 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이하 AVE)으로 분석하 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내 일 성 측정치는 기 치(Chronbach's alpha 값: 0.6 

이상, 복합 신뢰도: 0.7 이상, AVE 값: 0.5 이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높은 수 의 내 일 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별타당성은 요인분석에서 각 측정항목들이 이론

으로 계를 갖는 요인에 재된 값이 그 지 않은 요

인에 재된 값보다 커야 하며, 모든 변수의 AVE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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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t of PLS measurement model
AVE CP R

2
Cronbach's alpha 

ass 0.6463 0.7796 0.5006

oppo 0.7032 0.8763 0.7871

unce 0.593 0.8126 0.6684

coope 0.5728 0.9033 0.3244 0.8752

satis 0.741 0.9195 0.3082 0.8831

finan 0.7457 0.8978 0.4905 0.8291

non-fina 0.7684 0.9299 0.4345 0.8996

Global of fit 0.515

<Table 3> Correlations and AVE squared roots  from PLS 
     ass oppor uncer coopet satis finan non-fi

ass 0.803

oppo 0.033 0.838

unce 0.175 -0.121 0.770

coope 0.503 -0.105 0.334 0.756

satis 0.340 -0.406 0.242 0.589 0.860

finan 0.372 -0.199 0.372 0.634 0.573 0.863

non-f 0.373 -0.179 0.344 0.592 0.543 0.588 0.876

근 값은 다른 변수와의 상 계수 값보다 커야한다는 두 

가지 조건으로 평가하 다. <Table 1>에서 보면 모든 측

정항목의 각 해당 구성개념에의 로딩 값이 다른 구성개

념에의 크로스로딩 값보다 큰 것을 알 수 있고, <Table 

3>에서 각선 부분에는 변수의 AVE값의 제곱근 값이 

다른 변수들과의 상 계계수 값 보다 모두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수 의 별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정은 PLS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실행되었다. T값은 표본자료로부터 복원추출

에 의해 동일한 분포를 갖는 측정치를 추정하는 방식인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통한 반복추출 서 샘 링

(500개) 생성을 통해 계산되었다. PLS의 특성을 반 한 

반  합도 지수는 모든 내생변수의 R2 값의 평균과 

공통성의 평균값을 곱한 뒤에 이를 다시 제곱근해서 산

출된다. 이 합도의 크기는 최소 0.1이상이어야 하며, 값

의 범 에 따라서 상(0.36이상), (0.25～0.36), 하(0.1～

0.25)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의 PLS 경로모형의 체 

합도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0.515로 모형의 

합도가 높다고 단된다. 한 구조모형에 한 평균

인 합도의 평가에는 R2값을 이용한다. R2값은 각 내

생변수별 경로모형에 한 평가로서 상(0.26이상), 

(0.13~0.26), 하(0.02~0.13)로 구분할 수 있다(Cohen, 

1988).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모든 변수의 R2값이 0.30

이상이므로 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체 인 구조

모형의 합도가 유의한 것으로 단되어 PLS를 이용하

여 가설을 검정하려 하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설정된 가설을 심으로 차례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은 거래비용요소가 경 성과

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산특유성과 기회주의는 재무  성과 그리고 비재무

 성과에 각각 유의 인 정(+)의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확실성은 재무  성과에 1% 유의

수 에서 그리고 비재무  성과에는 5% 유의수 에서 

각각 유의 인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특유성과 기회주의는 직 으로 경  성과를 

개선시키지 못하나, 불확실성은 선행연구(Noodewjer 등, 

1990)와 일치하는 연구결과로 불확실성성 하에서는 기업 

간의 계가 더욱 해져 경 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으

로 단된다.

가설 2는 거래비용요소는 력 계 지속요인에 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자산특

유성과 불확실성은 력 계 지속요인과 각각 1% 유의

수 에서 유의 인 정(+)의 계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Noordewier 등(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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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자산특유성이 높을수록 력 계 지속요인이 향

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모기업만

을 한 용설비와 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모기업과의 

거래를 한 자산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모기업과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력하며 안정 인 제품생산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력 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모기업과 거래하는 제품은 신제품의 출시

가 빈번하고 련기술에 한 발  속도가 빠르며 제품

분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으면, 

모기업과 지속 으로 생산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제

품생산에 필요한 제작기 을 제공받는 등의 력 계 지

속요인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회주의는 력 계 지속요인과 유의 인 계

를 보여주지 못하 다.

<Table 4> Research Results
Path 

Coefficient

T 

Statistics

H1

H1-1
Ass -> fin 0.0566 1.0213

Ass -> non-fi 0.0857 1.0941

H1-2
opp  -> fin -0.0282 0.4765

opp -> non-fi -0.0184 0.2869

H1-3
unc  -> fin 0.1635 2.7152 **

unc  -> non-f 0.1483 2.0447 *

H2

H2-1 Ass -> coop 0.4641 8.1001 **

H2-2 opp -> coop -0.0909 1.2715

unc  -> coop 0.2423 3.6723 **

H3
coor -> fin 0.3847 4.2616 **

coor -> non-fi 0.3374 3.61 **

H4

H4-1 Ass -> satis 0.3296 5.7835 **

H4-2 opp -> satis -0.4014 5.6079 **

H4-3 unc  -> satis 0.1353 1.9317

H 5
sat -> fin 0.277 3.105 **

sat -> non-f 0.2725 3.3393 **

*p < 0.05, **p < 0.01

가설 3은 력 계 지속요인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한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력 계 지속요인은 재무성과 그리고 비재무성과에 각

각 1% 유의수 에서 유의 인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Aoki, 1988; 정지택, 1995)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정보공유 수 과 력 

수 이 높을수록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가 개선되는 것

으로 해석된다. 즉 완성차업체와 부품 력업체 간 기술

력 계 그리고 교섭 계 등의 상호 력 계는 경 성

과의 개선에 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가설 4는 거래비용요소는 계만족도에 향을 것이

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산특유성은 계만족도와 

1% 유의수 에서 유의 인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

로 그리고 기회주의 성향은 계만족도에 1% 유의수

에서 유의 인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특유성에 한 결과는 자산특유성이 높을수록 계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기업만을 

한 용설비와 장치 그리고 투자한 자산이 높다는 것은, 

모기업과의 업무수행과 거래 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므

로 계에 해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기회주의 성향에 한 결과는 모기업이 력업체에게 자

신만의 이익을 해 가격이나 제품설계에서 지나친 요구

를 하거나 책임을 가시키는 행 는, 모기업과의 거래

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계에 해 만족하는 데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계만족도에 유의 인 정(+)의 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5는 계만족도는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 이에 한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계만

족도는 재무성과과 비재무성과에 1% 유의수 에서 각각 

유의 인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모기업과 력업체 간에 계만족도가 좋으면 계유지

를 해서 력업체는 불량률을 감소, 생산제품의 품질

향상, 그리고 원가 감 등을 해 노력할 것이므로 재무

성과와 비재무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결론 및 함의

본 논문에서 가설 검정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비용요소  력업체 지속

요인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산특유성과 

불확실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래비용요소  계만족

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산특유성(정

(+)의 향)과 기회주의(부(-)의 향)로 나타났다. 셋째, 

력 계 지속요인과 계만족도 각각 재무 성과와 비

재무 성과에 유의 인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 분석들을 종합하면, 거래비용

요소와 경 성과 간의 계에서 력 계 지속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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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만족도의 매개  역할을 발견하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하도 거래 유형은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

국과는 다르게 폐쇄 인 거래 계를 특징으로 하고, 낮

은 신뢰 계로 인해 체에서의 기회주의  행 가 제

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모기업의 기회

주의 성향은 력업체와의 계를 지속시키고 계만족

을 증진시키는데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거래비용이 높고, 용자산에 한 

투자가 활발하지 않아 그만큼 제품차별화가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한 표 화나 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어려워 부품업체인 소기업의 임 에 의존

한 생산비용 감에 주력하게 된다. 이는 력업체의 경

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모기업의 기회주

의 성향을 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둘째, 거래비용요소는 경 성과에 직 인 향보다 

력 계 지속요인과 계만족도라는 매개변수를 통하

여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경 자들과 리회계 담당자들은 모기업과 력업

체 계에서 높은 경 성과의 달성을 하여 지속요인인 

정보공유  의사소통의 확 와 기술 력 수 의 증 , 

공정한 거래조건 결정  성과의 공정한 배분, 모기업지

원의 확 를 통한 장기 력 계로의 발 을 유도하여 상

호간의 계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연구만으로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는데 한

계가 있다. 보다 구체 인 한계  몇 가지를 지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을 상으로 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따라서 산업이 제한되어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존

재한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력업체(1차, 2차, 3차)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그들을 통 털어 력업체로 일원

화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에서 느껴지는 인식

의 차이를 검정하지는 못했다. 이는 력업체가 특정 모

기업과 지속 인 거래 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모기업의 안일한 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확장해서 해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여 그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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