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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은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사슬 전체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전략적 협업체이다. SCM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장기적 관계수립을 위한 변화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SCM 시스템의 구현은 공급사슬 내의 기업 및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는 기

업 및 구성원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변화관리 없이는 SCM 시스템의 성공

을 보장 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보특성 (정보품질, 정보공유)를 통한 SCM 시스템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정보역량

을 개념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관리가 정보품질과 정보공유를 통해 정보역량에 미치는 상호호혜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관리는 정보품질, 정보공유, 정보역량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둘째, 정보품질 역시 정보공유 및 정보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보공유

또한 정보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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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Supply Chain Management (SCM)은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사슬 전체를 유기

적으로 통합한 전략적 협업체이다(Mentzer et

al,, 2001). SCM은 원재료에서부터 최종소비자에

게 이르기까지 운송, 저장, 정보처리 등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Schroeder, 2007). SCM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장

기적 관계수립을 위한 변화관리가 강조되고 있

다. SCM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은 시장점

유율, 품질개선, 납기단축, 효율적 물류관리, 고객

서비스 증가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성과를 창

출하고 있다(Simatupang & Sridharan, 2002).

Geimer et al.(2004)은 SCM 시장규모는 2010년

60억 달러규모에서 매년 평균 7.7%씩 성장해

2015년에는 85억 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SCM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파트

너십에 관한 연구(정대현 & 박광오, 2016), SCM

추진전략(Kozan et al., 2006), SCM Critical

Sucess Factor(CSF) 연구(Derocher &

Kilpatrick, 2000), SCM과 Information

Technology(IT) 활용에 관한 연구(Kim &

Umanath, 2005), SC 프로세스 통합에 관한 연구

(Zhao et al., 2013)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이제 SCM은 단순한 기업의 정보시스템이라

아니라, 조직의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많은 기업들은 SCM 투자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내는데 실패하고 있다. SCM은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단순히 Information System

(IS)환경 뿐 아니라 조직간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한 형태인 SCM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다.

SCM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전략

적 요인과 정보시스템요인이 반드시 동시에 설

명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CM의 다

각적인 성과향상방안 연구를 모색하기 위해 조

직의 전략적 요인인 변화관리와 정보시스템 요

인인 정보품질 및 정보공유요인을 도출하여, 이

들 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모형화하고, 이들 간의

관계가 SCM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

고자 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공급사슬 내의 업

무프로세스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활동의

정보품질과 정보공유를 꼽고 있다(최호석, 2007).

또한,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IS 도입으로 기

업이 기대하는 성과 중에 대표적인 성과는 기업

의 정보역량 향상이다. SCM 도입으로 향상된

정보는 공급사슬 내의 참여기업 간의 원활한 의

견소통 및 의견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기술과 지

식을 연결해 준다(최수형 & 최진혁, 2011). 이러

한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SCM 도입 기업들은

파트너기업과의 효율적인 관계형성, 빠른 의사결

정을 통한 업무완성 및 거래목표 달성이 가능해

진다(장활식 & 최유정, 2015).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전략적 요인인 변화관리와 정보

성과요인간의 관계를 조망한다. SCM의 전략적

요인 중 구축협업전략(Grover & Saeed, 2007),

SCM 구축추진전략(Kozan et al., 2006) 등의 연

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변화관리전략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변화관리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조직 내·외의 변화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변화관리는 구성원

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Kaipia &

Hartiala, 2006). 따라서, SCM 도입으로 인해 실

시간으로 운영되는 정보를 통해 성과를 얻기 위

해서는 저항관리 및 갈등조정 등의 변화관리활

동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SCM 정보품질 및 정보공유와 SCM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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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Ｏ Ｏ Ｏ Ｏ Ｏ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 마련 Ｏ Ｏ

직무체제 및 역할 재정비 Ｏ Ｏ

변화관리 실무자 회의 Ｏ Ｏ

정보공유 Ｏ Ｏ

아이디어 제안제도 실행

사용자 참여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훈련

Ｏ Ｏ Ｏ

구성원별 차별화된 교육 실행

A : Van Hoek (2001) B : Lee & Lee (2007) C: Kavanagh & Ashkanasy (2006)
D : Huq et al. (2006) E : Harris & Crane (2002) F : Moberg et al. (2002)

<표 1> 변화관리에 관한 주요 연구

보역량성과간의 관계를 조망한다. SCM 정보시

스템 품질(Lin, 2007)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SCM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

었으나, 그 관점이 제한적이어서 그 결과 또한

확정적이지 않다. 정보품질과 정보공유 또한 그

간 많은 정보시스템연구에서 주요성공요소로 제

시될 만큼 중요한 요소이지만, 두 변수가 동시에

연계되어 상호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는 미흡하고,

이러한 상호호혜적인 인과관계가 조직의 정보역

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된 바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품질 및 정보공유와

정보역량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기존의 SCM성과는 재무적인 관점, 비재

무적인 관점, Balanced Score Card (BSC) 방법

론, Supply Chain Operations Reference model

(SCOR) 방법론 등을 통하여 측정되고는 있다(경

태원 & 김상국, 2011). 하지만, SCM 시스템 등

의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기업이 기대하는 중요

한 성과는 조직의 정보역량의 향상이다. 그러나,

그간 SCM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정보성과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조직의 정보역량의

향상을 위해서는 변화관리를 통한 정보품질, 정

보공유 등의 원활한 정보흐름이 중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역량관점에서 시스템 도

입으로 인해 향상된 기업 및 공급사슬 내의 정

보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변화관리
SCM 도입으로 인한 변화관리는 조직 내·외에

변화가 발생될 경우 구성원들의 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변화관리는 변화에

대한 책임 및 지원을 증가시키고, 업무프로세스

변화 등에 구성원들이 잘 적응하여 성과를 향상

키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변화관리 활동은 변화를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심어줄 수 있게 하는 노력이다

(Toni & Nelson, 2001).

변화관리는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

하게 하여, 공급사슬 내의 기업들에게 변화를 긍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한

다. 따라서, 여러 정보시스템연구에서 변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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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ntecedents of Information Exchange

는 시스템 성공에 필수적인 주요성공요인으로

규명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은 주된 관심사항

이다(Van Hoek, 2001; Lee & Lee, 2007;

Kavanagh & Ashkanasy, 2006; Huq et al,

2006; Harris & Crane, 2002; Moberg et al.,

2002).

따라서, 변화관리는　 SCM 성공에 핵심으로

이 변화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내고,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변

화관리는 목적지를 향해 왜곡되지 않고 지속되

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

진하는 것이 중요하다(Robey et al., 2002).

이러한 변화관리 활동을 분류해 보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 마련,

직무체제 및 역할 재정비, 변화관리 실무자 회의,

정보공유, 아이디어 제안제도 실행, 사용자 참여,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훈련, 구

성원별 차별화된 교육 실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정보품질
정보품질은 시스템이 산출해 낸 결과물인 정

보품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효과적, 기술적, 의미

론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DeLone & McLean,

1992). 효과적 단계는 최종사용자의 정보수용에

대한 효과성을 의미하고, 기술적 단계는 정보가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정확한가를 의미하고, 의미

론적 단계에서는 산출된 정보가 성공적으로 사

용자에게 전달되었는가를 의미한다. 파트너 기업

과의 거래단계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부정확하고,

시의적절하지 않다면, 이를 바탕으로 내린 의사

결정은 기업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이다 (김

팔술 등, 2004). 따라서, 파트너 기업 간에 주고

받는 정보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정보를 활

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원활한 공유

를 위해서는 정보의 품질이 일정수준 바탕이 되

어야 한다. 또한, Moberg et al.(2002)는 <그림

1>과 같이 정보공유의 선행요인으로써 정보품질

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에 정보품질에 대한 연구는 파트너 기업

이 의사결정에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는 충분성(Seddon & Kiew, 1996), 업무처리과정

에 필요한 정보내용의 오차정도를 나타내는 정

확성(서창적 등, 2004), 파트너 기업이 필요로 하

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성(안준모 등, 2007),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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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 기업의 욕구충족정도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적절성(Salaun & Flores, 2001), 필요한 시

기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적시성(McGill et

al., 2003), 불필요하고 가외적 정보를 제외한 명

확성(Berry & Parasuraman, 1997)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즉,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가 기업

전반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면, 기업 간의 가치 있

는 정보공유를 통해 기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다.

3. 정보공유
정보공유는 파트너 기업에게 자사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로(이병주,

2007), 공급사슬 내에서 파트너 기업간 중요정보

를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Global Logistics

Research Team, 1995). 또한, 정보공유는 공급사

슬 내의 참여기업 간 의사교환 및 의견조정을

원활하게 해 주고, 지식과 기술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효율적인 과업완성), 거래관계의 효율성

을 향상시켜 거래목표를 달성하게 해준다(김팔술

등, 2004). 뿐만 아니라, 공급사슬 내의 참여기업

들 간의 정보공유는 다양한 내·외부적 요소들이

고려되어 의사결정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허지

혜, 2005).

즉, 공급사슬 참여기업들은 상호 공유된 정보

로부터 지식을 추출해내고, 공급사슬 성과와 관

련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들을 설계하고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유는 전략적 수준에

서 기업의 경쟁우위와 시스템적인 공급사슬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공하며, 이는 협력의 출발점

이 된다. 또한, 전술적 수준에서 정보공유는 구

성원들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의사결정의 복

잡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며, 기회주의적 행위로

인한 관계의 취약성을 극복하게 해 준다(허지혜,

2005). 따라서, 각기 원활한 정보공유는, 공급 사

슬내의 참여기업들의 정보역량의 향상을 통해 ,

궁극적으로 각 개체 및 조직의 정보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정보역량
기존의 SCM 성과를 측정하였던 연구들은 대

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재무적인 관

점에서 투자수익률, 성장률, 수익률 및 매출액,

재고자산회전률, 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등

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둘째 비재무적인 관점

에서 구성원 만족도, 고객서비스, 고객유지율, 고

객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셋째 Balanced

Score Card (BSC) 방법론은 고객관점, 학습 및

성장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재무적 관점 등에

초점을 두고 측정하는 방법론이다. 넷째로,

Supply Chain Operations Reference model

(SCOR) 방법론은 프로세스를 생산, 배송, 반품,

계획, 조달 등 5가지로 측정하였다.

물론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위의 방법론들은 훌륭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SCM 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기업이

기대하는 중요한 성과는 조직의 정보역량의 향

상이다. 조직의 정보역량의 향상을 위해서는 변

화관리를 통한 정보품질, 정보공유 등의 원활한

정보흐름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

보역량관점에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향상된

기업 및 공급사슬 내의 정보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Marchand et al., 2000).

정보역량의 구성요소는 <그림 2>과 같이

Marchand et al.(2000, 2002)가 처음 제시한

IO(Information Orientation) 모델에서 유래한다.

IO모델은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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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ow Managers View Effective Information Use

Practices(ITP_정보활용역량), Information

Management Practices(IMP_정보관리역량), 그리

고 Information Behavior and Value(IBV_정보이

용역량)으로 나뉘어진다 (이승창, 2003).

정보활용역량은 좀 더 나은 의사결정과 원활

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적합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는 기업의 역량을

의미한다. 기업의 정보활용역량 향상은 구성원들

의 창의적 업무수행, 새로운 비즈니스 이슈분석,

효과적 의사결정 등을 가능하게 한다. 정보관리

역량은 SCM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효율적으로

정보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말한다. 기업의 정보

관리역량 향상은 정확하고, 신속하고, 다양한 정

보를 제공받게 한다. 정보이용역량은 기업의 효

과적 정보이용을 위해 구성원들이 효율적인 정

보이용을 토대로 행동과 가치를 증진시키도록

주입시키는 능력이다(이승창, 2003).

결국, 정보역량은 하나의 기업이나 정보시스템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연계된 조직전체에

걸친 측정방식이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성과를

단순히 결과중심의 접근으로 유추하기보다,

SCM 도입으로 인해 가능하진 새로운 정보시스

템에서 프로세스와 데이터 통합으로 확보된 정

보역량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향상

된 정보역량은 높은 정보품질과 원활한 정보공

유가 선행된 상황에서 향상될 수 있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SCM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정보역량 향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포괄

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변화관리와 정보품질, 정

보공유를 도출하여, 이들 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모형화하고, 이들 간의 관계가 정보역량에 미치

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변화관리 활동

을 통한 구성원간의 갈등조정은 높은 정보품질

을 유지 및 원활한 정보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그림 1>과 같이

정보품질은 정보공유를 이끄는 선행요인이고, 이

는 <그림 2>에서 제시된 정보역량 (정보활용역

량, 정보관리역량, 정보이용역량)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결국, 높은 수준의

정보품질과 원활한 정보흐름 및 구성원들의 지

식공유 및 관리수준을 향상시켜 정보역량의 향

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상의 이론 및 논의를 종

합하여 <그림 3>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변화관리는 구성원에게 SCM 필요성 인식,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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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

분한 교육 및 훈련, 변화관리를 위한 실무자 회

의 실행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정보품질은 우리

회사와 파트너기업간에 주고받는 정보의 충분성,

정확성, 유용성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정보공유

는 우리회사와 파트너기업간에 공유되는 정보의

영향성, 필요성, 도움성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정

보활용역량은 SCM 도입 후 정보활용의 효율성,

혁신성, 의사결정의 용이성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정보관리역량은 SCM 도입 후 정보관리의 체계

적인 수집,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분석, 최신성

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정보이용역량은 SCM 도

입 후 정보의 공개환경, 투명성, 무결성으로 측

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변수의

측정항목은 <표 2>과 같다.

SCM 도입 후 공급사슬 개체들간의 갈등조정

과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SCM

은 여러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 시 조직 내·외의 시스템 통합 및 변화를 수

반한다. 따라서, 상호간의 안정적인 정보품질확

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Huq et al., 2006). 결국,

변화관리 활동을 통한 구성원들간의 갈등조정은

높은 정보품질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1. 변화관리는 정보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급사슬 내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참여기업들간의 협력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 도입은 항상 많은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

는 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변화관리 프로그램

을 통한 공급사슬 파트너기업간의 협력은 원활

한 정보공유로 이어져 상호 기업운영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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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항목 관련연구

변화

관리

우리 회사와 파트너기업은 정보역량 향상을 위해 SCM의 필요성을 구성원들

에게 인식시켰다.

우리 회사와 파트너기업은 정보역량 향상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SCM에 관한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 회사와 파트너기업은 정보역량 향상을 위해 변화된 업무환경과 관련된

실무자 회의를 실행하고 있다.

Huq et al. (2006)

Kavanagh &

Ashkanasy(2006)

Moberg et al. (2002)

정보

품질

우리 회사와 파트너 기업이 주고받는 정보는 충분하다.

우리 회사와 파트너 기업이 주고받는 정보는 정확하다.

우리 회사와 파트너 기업이 주고받는 정보는 유용하다.

김형욱 & 윤선희(2005)

서창적 등 (2004)

DeLone &

McLean(2003)

정보

공유

우리 회사와 파트너 기업은 상대방 기업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상

호 공유한다.

우리 회사와 파트너 기업은 상대방 기업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우리 회사와 파트너 기업은 상대방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호 공유

한다.

김팔술 등 (2004)

Moberg et al.(2002)

Bensaou(1997)

정보활

용역량

SCM 도입 후 업무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SCM 도입 후 정보이용이 향상되어 보다 혁신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SCM 도입 후 업무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용이해졌다.
Kettinger &

Marchand (2011)

Lee & Lee

(2007)

이승창 (2003)

Marchand et al, (2000)

정보관

리역량

SCM 도입 후 필요한 정보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집되었다.

SCM 도입 후 업무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가 SCM 통해 분석이 가

능해졌다.

SCM 도입 후 최신정보로 유지관리가 가능해졌다.

정보이

용역량

SCM 도입 후 정보를 공개 또는 제안하는 환경이 촉진되었다.

SCM 도입 후 정보가 조직 내·외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었다.

SCM 도입 후 정보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시스템에 정확한 정보

를 입력하였다.

<표 2> 변수의 측정항목

된다(Moberg et al.,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

시한다.

H2. 변화관리는 정보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SCM 시스템 도입 후 변화관리 활동을 통한

공급사슬 내 기업간의 갈등 및 이해 조정에 반

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품질 향상 및

원활한 정보공유로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향상시

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은 신속한 업무처리로 이어

져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기술 수용 마인드와 활

용능력을 향상시킨다(Kavanagh & Ashkanasy,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3. 변화관리는 정보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급사슬 내에서 파트너 기업간의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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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 명수 비율 직급 명수 비율

100명이하 3 2% 사원/대리 49 37%

100-500명 9 7% 과장 43 33%

500-1000명 29 22% 부장 28 21%

1000명 이상 91 69% 이사 12 9%

사용기간 업체수 비율 업종 업체수 비율

1-2년 1 1% 제조업 40 30%

2-3년 15 11% 유통업 45 34%

3-4년 17 13% 서비스업 38 29%

4-5년 11 8% 건설업 9 7%

5년 이상 88 67%

<표 3> 표본의 분포

향상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원활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다. 파트너 기업과 공유하는 정보의 유

용성, 충분성, 정확성은 기업의 재무적인인 요소

들뿐만 아니라, 상호 가치증진 등의 비재무적인

요소들에도 영향을 미친다(Delone & Mclean,

2003). 따라서, 파트너기업과의 높은 품질의 정보

가 공유되어야 한다. 결국, 높은 정보품질은 기

업의 운영적, 전략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

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4. 정보품질은 정보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높은 품질의 정보는 SCM을 사용하는 기업의

사용자의 역량을 향상시켜 기업의 정보역량를

향상할 수 있다(이승창, 2003). 높은 수준의 정보

를 사용하는 기업은 정보시스템 성숙도가 높아

져 적합한 시기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전략적으

로 활용할 수 있다(유석천 & 백진현, 2003). 결

국 높은 정보품질은 기업의 정보역량에 긍정적

이고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제시한다.

H5. 정보품질은 정보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급사슬 내에서 파트너 기업 간의 정보공유

를 통한 상호활동은 전략적 연대를 가능하게 한

다(Lee & Lee, 2007). 또한 기업은 원활한 정보

흐름과 정보공유는 공급사슬 내의 파트너기업간

의의 프로세스 지연이 방지할 수 있다(Van

Hoek, 2001). 파트너 기업 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노력은 기업 간의 원활한 정보흐름 및 구성원들

의 지식공유 및 관리수준을 향상시켜 정보역량

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

시한다.

H6. 정보공유는 정보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실증분석
본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표

2>과 같이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설문

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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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IBV IMP IS ITP CM

CM1 -.042 -.055 .009 .249 .071 .805

CM2 .268 .095 .225 .007 .049 .803

CM3 .078 .150 .145 .252 .275 .770

IQ1 .832 .251 .167 .171 .166 -.010

IQ2 .862 .138 .117 .238 .138 .116

IQ3 .787 .189 .261 .187 .146 .195

IS1 .185 .118 .225 .818 .142 .187

IS2 .242 -.016 .209 .853 .023 .096

IS3 .135 .117 .027 .830 .107 .218

ITP1 .070 .175 .145 -.046 .851 .137

ITP2 .223 .257 .239 .176 .702 .119

ITP3 .162 .101 .110 .175 .889 .102

IMP1 .347 .146 .813 .195 .157 .122

IMP2 .229 .206 .887 .125 .120 .117

IMP3 .018 .270 .770 .203 .288 .179

IBV1 .130 .854 .287 .054 .162 .071

IBV2 .208 .868 .261 .025 .090 .002

IBV3 .213 .822 .011 .147 .285 .096

고유치 2.604 2.581 2.557 2.517 2.426 2.146

설명분산(%) 14.466 14.340 14.205 13.982 13.479 11.925

누적백분율(%) 14.466 28.807 43.012 56.994 70.473 82.398

변화관리(CM), 정보품질(IQ), 정보공유(IS), 정보활용역량(ITP), 정보관리역량(IMP),

정보이용역량(IBV)

<표 4> 요인분석

SCM을 도입하여 사용한지 1년 이상 되는 제조,

유통, 서비스, 건설업을 수행하는 기업이었다. 보

다 체계적인 설문수행을 위해, SCM 전문가들에

게 설문지를 보내 Pilot-test를 거쳤다. 이 후 해

당기업에 1차로 설문지를 보냈으며, 설문문항에

응답할 수 있는 관리자나 담당자를 추천받아 설

문을 수행하였다. 1차로 설문응답자를 추천받은

까닭은 전체 공급사슬 운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로부터 설문을 받기 위함이었다. 설

문수집은 2016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450여건의 설문지를 전화, 메일 및 직접 방문으

로 설문요청을 하였고, 회수된 143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거나 미응답이 포함된 11부를 제외

하고, 132부를 연구가설 검증 및 연구모형의 적

합성 검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AS

9.13과 SMART-PLS 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회수된 표본의 분포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

분석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수 결

정은 고유값이 1이상인 범주를 근거로 하였고,

회전방식은 Varimax 회전방식을 택하여 분석하

였다. 그리고, 특정 유의성을 위해 요구되는 표

본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표본의 크기가 100이상

인 경우에는 유의성을 위해 요구 되는 요인적재

량은 0.50～0.55로 보고 있다(Hair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표본의 크기가 132개로 요인

의 유의성을 위해 요인적재량을 0.50에서 추출하

였다.

요인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변화관리(CM),

정보품질(IQ), 정보공유(IS), 정보활용역량(I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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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AVE C.R. Cronbach α

변화관리(CM) 0.705 0.877 0.792

정보품질(IQ) 0.834 0.938 0.899

정보공유(IS) 0.803 0.924 0.876

정보활용역량(ITP) 0.777 0.913 0.857

정보관리역량(IMP) 0.856 0.947 0.916

정보이용역량(IBV) 0.831 0.936 0.895

<표 5> 경로모형의 적합도

CM IQ IS ITP IMP IBV

CM 0.70 　 　 　 　 　

IQ 0.58** 0.83 　 　 　 　

IS 0.66** 0.69** 0.80 　 　 　

ITP 0.60** 0.65** 0.56** 0.78 　 　

IMP 0.62** 0.72** 0.66** 0.68** 0.86 　

IBV 0.48** 0.69** 0.51** 0.68** 0.70**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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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관리(CM), 정보품질(IQ), 정보공유(IS), 정보활용역량(ITP), 정보관리역량(IMP), 정보이용역량(IBV)

<표 6> 판별타당성

Tolerance VIF Tolerance VIF

CM .790 1.267 IS .686 1.457

IQ .755 1.325 Dependent Variable : 정보역량

<표 7> 다중공선성 (VIF)

정보관리역량(IMP), 정보이용역량(IBV)의 모든

요인 적재량이 0.50을 넘고 있으므로, 측정변수

들 간에 판별타당성과 변수 내에서의 집중 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보활용역량, 정보관리

역량, 정보이용역량을 통하여 형성되는 정보역량

을 측정하기 위하여 Second-Order Construct 모

형을 통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하고, 연구

가설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

식 모형 중의 하나인 PLS 경로모형을 사용하였

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집

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집중

타당성은 하나의 구성개념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측정도구가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에 관한 것으

로 Construct Reliability(CR), Average Variance

Extracted(AVE)으로 판단한다. CR은 0.7이상,

AVE는 0.5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

값은 기준치 0.70을 상회하고 있고, 모든 AVE값

도 기준치 0.5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

성이 확보되었다(Hair et al., 2006).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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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연구결과

개념이 실제로 다른 구성개념과 얼마나 다른가

에 관한 것으로, 판별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두 구성개념 각각의 AVE와 그 두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AVE값이 상관관계 제곱값

보다 큰 가를 확인한다(이학식 · 임지훈, 2007).

<표 6>의 결과에서 보듯이 모든 구성개념간 상

관관계 제곱값보다 AVE값이 크므로, 모든 구성

개념들 간에는 판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개념들의 어떠한 상관계수의 절

대값도 기준치 0.8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구성개

념들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도

없으므로 구성개념들은 전반적으로 판별타당성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Variance Inflation

Factor(VIF)와 Tolerance(TOL)방식을 사용하였

다. 분석결과 이들 변수간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VIF값

이 10 이하, TOL값은 0.3 이상이면 다중공선성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Hair et al., 2006).

변화관리가 정보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γ

=0.35, t=8.38). 세부모형 검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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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품질(IQ) 정보공유(IS) 정보역량 (IC)

변화관리(CM)

Direct Effect 0.35** 0.31** 0.22**

Indirect Effect - 0.13** 0.22**

Total Effect 0.35** 0.44** 0.44**

정보품질(IQ)

Direct Effect 0.37** 0.46**

Indirect Effect - 0.04

Total Effect 0.37** 0.50**

정보공유(IS)

Direct Effect 0.12*

Indirect Effect -

Total Effect 0.12*

* Significant at α = 0.05 ** Significant at α = 0.01

<표 8> 연구모형의 직접, 간접, 총효과 분석

First-Order Construct 모형검증에서도 변화관리

가 정보품질(γ=0.35, t=8.65)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이러한 결과는 변화관리와 정보품질간의

관계를 역설했던 연구(Huq et al., 2006)와 유사

한 것이다. 따라서, 변화관리 활동을 통한 구성

원들간의 갈등조정은 높은 정보품질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화관리가 정보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γ

=0.31, t=7.20). 세부모형 검증을 위한

First-Order Construct 모형검증에서도 변화관리

가 정보공유(γ=0.44, t=10.09)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변화관리와 정보공유간의

관계를 역설했던 연구(Moberg et al., 2002)와 유

사한 것이다. 따라서,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공급사슬 파트너기업간의 협력은 원활한 정보공

유로 이어져 상호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역량을 정보활용역량, 정보

관리역량, 정보이용역량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이 세 가지 변수를 Subconstruct로 하여 정보역

량을 측정하였다. 위 <그림 4>에서와 같이

Subconstruct인 정보활용역량, 정보관리역량, 정

보이용역량은 종속변수인 정보역량에 로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관리가 정보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γ=0.22, t=5.70). 세부모형 검증을 위한

First-Order Construct 모형검증에서도 변화관리

가 정보역량(γ=0.44, t=12.13)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변화관리와 정보역량간의

관계를 역설했던 연구(Kavanagh & Ashkanasy,

2006)와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변화관리 활동을

통한 공급사슬 내 기업간의 갈등 및 이해 조정

은 정보품질 향상 및 원활한 정보공유로 이어져

정보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품질이 정보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β

=0.37, t=8.28). 세부모형 검증을 위한

First-Order Construct 모형검증에서도 변화관리

가 정보역량(β=0.37, t=8.27)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품질과 정보공유간의

관계를 역설했던 연구(Delone & Mclean, 2003)

와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높은 품질의 정보는,

파트너 기업과의 업무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

쳐, 정보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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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정보품질이 정보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β

=0.46, t=12.13). 세부모형 검증을 위한

First-Order Construct 모형검증에서도 정보품질

이 정보역량(β=0.50, t=14.02)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품질과 정보역량간의

관계를 역설했던 연구(이승창, 2003)와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높은 품질의 정보는 SCM을 사

용하는 기업의 사용자의 역량을 향상시켜 기업

의 정보역량를 향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공유가 정보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β

=0.12, t=2.78). 세부모형 검증을 위한

First-Order Construct 모형검증에서도 정보공유

가 정보역량(β=0.12, t=3.08)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공유와 정보역량간의

관계를 역설했던 연구(Lee & Lee, 2007)와 유사

한 것이다. 따라서, 파트너 기업 간의 정보공유

를 위한 노력은 기업 간의 원활한 정보흐름 및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및 관리수준을 향상시켜

정보역량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SCM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정보역량(정보활용역량, 정보관리역량, 정보이용

역량) 향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포괄적으

로 반영하기 위해 변화관리와 정보품질, 정보공

유를 도출하여, 이들 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모형

화하고, 이들 간의 관계가 정보역량에 미치는 영

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Kettinger &

Marchand, 2011).

따라서, 본 연구의 큰 시사점은 변화관리 및

정보요인들이 정보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

는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연구도 진행하였다.

첫째, 변화관리는 정보품질, 정보공유, 정보역

량(정보활용역량, 정보관리역량, 정보이용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모

형 검증을 위한 First-Order Construct 검증에서

도 변화관리는 정보품질, 정보공유, 정보역량(정

보활용역량, 정보관리역량, 정보이용역량)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Huq et al.(2006), Kavanagh &

Ashkanasy(2006), Moberg et al.(2002)와도 유사

한 결과이다. 결국, SCM 도입 후 공급사슬 개체

들간의 갈등조정과 이해공유를 돕는 변화관리활

동은 정보품질, 정보공유, 정보역량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보품질은 정보공유, 정보역량(정보활

용역량, 정보관리역량, 정보이용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모형 검증

을 위한 First-Order Construct 검증에서도 정보

품질은 정보공유, 정보역량(정보활용역량, 정보관

리역량, 정보이용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Delone &

Mclean(2003), 이승창(2003) 등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높은 품질의 정보는,

파트너 기업과의 업무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

쳐, 정보공유 및 정보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

져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정보공유는 정보역량(정보활용역량, 정

보관리역량, 정보이용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모형 검증을 위한

First-Order Construct 검증에서도 정보공유는

정보역량(정보활용역량, 정보관리역량, 정보이용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Lee & Lee(2007)등의 연구결

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결국, 파트너 기업 간

의 정보공유를 위한 노력은 기업 간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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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흐름 및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및 관리수준

을 향상시켜 정보역량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학문적․실무적 관점에서의 기여도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무적 측면에서 변화관리가 공급사슬

내의 참여기업의 정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를 측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저항을 관리하는 변

화관리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관련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져 왔지만, 공급사

슬 내의 변화관리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조직 내·외 변화

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조나, 문화 등

을 혁신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변화관

리가 주된 선행요인으로 판단하였고, 실증분석에

서도 변화관리는 정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변화관리의 역할을 파악

해보고, 보다 나은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해 필요

한 강구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둘째, 기존의 SCM에 관한 연구들은 공급사슬

기업의 프로세스 통합에 관한 연구, 파트너십구

축에 관한 연구, SCM의 구축전략, SCM 주요성

공요소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러나, SCM은 여러 형태의 기업들을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SCM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공급사슬의 정보특성을 함께 조망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M 내의

정보특성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정보

품질, 정보공유가 공급사슬 내의 참여기업의 정

보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실무적 차원에서

볼 때 SCM 정보특성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제시

함으로써, 향후 SCM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

업들에게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기존의 SCM성과를 측정했던 방법론과

는 다르게 조직간 정보시스템 성과를 측정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SCM성과는 재무

적 연구, 비재무적 연구, BSC 방법론, SCOR 방

법론 등을 통하여 측정되고는 있지만, SCM 시

스템 등의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기업이 기대하

는 중요한 성과는 조직의 정보역량의 향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간과되어왔던 시

스템 도입으로 인해 향상된 기업 및 공급사슬

내의 정보역량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역량을 정보활용역량, 정보관리역량, 정보이

용역량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SCM을 도입하였지만 기업 내/외부 정보을 효과

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업체들에도 보다 유

익한 관리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된다.

본 연구의 학문적․실무적 측면에서 여러 가

지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내용 및 방법상에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델을 검증하

기 위하여 SCM 시스템을 도입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기업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렇지만

충분한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 응

답자는 과장, 사원 대리층이 70%를 차지하고 있

어, 직급에 따른 편견이나 오류로 인한 응답의

대표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종단적인 연구가 아닌 특정한

시점에 수집된 표본을 가지고 결과를 분석한 횡

단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되었기 때문에,

SCM 시스템 도입 후 체계적인 변화과정이 충분

히 감안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감안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SCM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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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은 SCM을 도입하

여 사용한지 1년 이상 되는 제조, 유통, 서비스,

건설업을 수행하는 기업이었다. 하지만, SCM은

다양한 형태의 여러 조직들을 전자적으로 연결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한 공

급사슬망에 속해있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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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Change Management Capability in Real-Time Environment:

An Information Orientation Perspective in Supply Chain Management†

Park, Kwang-O
*

SCM system is a strategic cooperative that organically integrates all supply chain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a company. For effective SCM system, emphasis is placed on securing

long-term, mutual relationships and change management.

The implementation of an SCM system is likely to introduce a wide range of changes in and

across member organizations and these changes are likely to be met with scepticism and resistance

by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 the chain.

Thus, the success of an SCM system cannot be guaranteed without effective change

management. And we adopted the concept of information orientation (IO) as our method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an SCM system through information quality and information sharing.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mutual, reciprocal relationships among change

management on information capability through information quality and information Sha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ange managemen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formation quality, information Sharing and information capability. Second,

information qualit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formation Sharing and information capability.

Third, information sharing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formation capability.

Key Words: SCM, Change Management, Information Quality, Information Sharing, Information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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