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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기업의 특성이 공급사슬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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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기업(Real Time Enterprise: RTE) 특성이 공 사슬성과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한다. 재의 공 사슬 성과측정은 재무 , 비재무 , BSC, SCOR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충분하

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품질, 인도속도, 로세스 유연성, 가격리더십으로 측정되는 조합  

경쟁역량의 측면에서 SCM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가시성, 민첩성, 조합  경쟁역량의 변수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i) 가시성

은 민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ii), 가시성은 조합  경쟁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iii) 민첩성 

한 조합  경쟁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 중심어 :∣SCM∣SCM 성과∣RTE∣가시성∣민첩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TE characteristics on SCM 

performance. Extant approaches for evaluating the SCM performance adopt financial measures,  

non-financial measures, Balanced Score Card (BSC) methodology and Supply Chain Operations 

Reference (SCOR) methodology etc., but researches on SCM performance measurement are not 

sufficiently reviewed. 

In this study, SCM performance is measured with the Combinative Capabilities which a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of product quality, delivery speed, process flexibility, price leadership. 

The experimental results with the three factors of visibility, agility and combinative capabilities 

variables show the followings: (i) Visibili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gility. (ii) Visibili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ombinative capabilities. (iii) Agility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ombinative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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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다양한 기업환경 변화에 응하기 해, 기업들은 공

사슬 리의 요성에 해 빠르게 인식하고 있다. 

한, 차 기업들은 Supply Chain Management (SCM) 

시스템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체 공 사슬망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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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한 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Advanced Market 

Research (2009)에 따르면 SCM 시스템의 시장규모는 

2007년 60억 달러에서 매년 평균 7%씩 성장해 2012년에

는 92억 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망했다[40].

SCM은 기업의 생산·유통 활등 등의 모든 공 망 단계

를 최 화하는 기업의 략 는, 이를 리하는 정보시

스템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측면에서 

SCM에 해 논하고자 한다.

SCM의 성과평가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SCM 구축

략[1], SCM Critical Success Factors (CSFs)[2]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SCM 도입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실시간 정보  자료공유가 가능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SCM의 성공 인 도입  구

을 해서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달  처리하는 Real 

Time Enterprise (RTE) 략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RTE 략에 한 연구는 미

흡한 단계이다. 그러나, SCM 도입으로 인해 가능하진 

실시간 환경특성인 RTE는 SCM의 성공에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간 정보시스템의 한 형태

인 SCM 시스템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인, RTE 

특성변수들을 도출하여, 이들 간의 계가 SCM 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RTE 특성변수간의 계를 조망한다. RTE 특성

은 가시성과 민첩성으로 나뉠 수 있다. 가시성은 계획되

고 실행되는 정보가 의사결정자에게 얼마나 빠르고, 정

확하게 보여지는지를 의미한다. 민첩성은 빠르게 변화하

는 시장환경에서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응할 수 있는

가이다. 따라서, 실시간 경 환경에서 가시성은 필요한 

정보를 인지하기 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단계로

써, 빠른 의사결정  실행 등의 역할을 하는 민첩성에 

선행한다[3]. 그러나, 이러한 RTE 특성변수간의 계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TE 특성변수간의 계를 조망하고자 한다.

둘째, RTE 특성변수와 SCM 성과간의 계를 조망한

다. RTE는 비즈니스 로세스 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

가 필요한 사람에게 동시 으로 달되어 즉각 인 모니

터링과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재 RTE에 

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4], 실증 인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연구는 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5]. 그러나, SCM 도입으로 인해 가능해진 실시간 경

환경을 설명하기 해서는, RTE 특성변수가 SCM 도입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요성이 부각되고 있

는 RTE특성이 기업의 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실

증 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RTE에 한 연구를 

통해, RTE에 한 이론  · 실무  시사 을 제공할 것

으로 기 된다.

셋째, 재 SCM 도입성과는 재무  연구, 비재무  

연구, BSC 방법론, SCOR 방법론 등을 통하여 측정되고

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성과측정방법 한, SCM 성과

를 측정하는데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다양한 차원에서 SCM 성과를 측정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M 도입성과를 

제품품질, 인도속도, 로세스 유연성, 가격리더십 측면

에서 측정하는 방법인 조합  경쟁역량[6] 측면에서 측

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SCM 연구

의 황  문제 ,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  등을 제시

하 다. 2장에서는 본 연구와 련된 이론연구  문헌

연구를 수행하 다. 3장에서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SCM 성과에 향을 미치는 RTE 특성 변수간의 상호

향 계와 이러한 계가 SCM 성과에 미치는 향 계

를 반 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하 고, 연구모형에 한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4장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토

로 변수간의 계를 확인하기 하여 경로분석을 행하

여, 가설을 검증하 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 연구의 시

사 , 본 연구의 한계 을 제시하 다.

Ⅱ. 이론적 배경

1. RTE
RTE는 Business Process 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동시 으로 달되어 즉각 인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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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의 략이다[7]. 

실시간 경 환경에서의 경 리활동을 살펴보면 기

본 경 리활동과 차별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일

반 환경에서의 활동이 Plan-Do-See 순으로 개되었다

면, 실시간 환경에서의 기업 활동은 See-Plan-Do 순으

로 개된다[그림 1]. 이는 RTE 략이 기업의 역량(기

업의 속도와 질)을 강화함에 있어서, 경 의 내·외부 환

경요인(기업의 속도를 해하는 지연요소, 경 성과, 경

환경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비즈니스 이벤트 등)에 

한 모니터링 활동이 우선 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8]. 즉, 기존 경 환경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

던 See 활동이 실시간 환경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진

행된다[3].

그림 1. 경영환경별 기업의 관리활동[8] 

실시간 경 환경에서의 See 활동은 핵심 비즈니스 

로세스의 실시간화에 필요한 정보, 환경변화 리에 필요

한 기업성과 정보, 환경변화 정보 등을 인지하기 해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단계로써 Plan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Plan은 See 활동에 의해 인지된 정보

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사

에 계획되고 실행된 이벤트가 사후에 See 활동에 의해 

인지되어 Plan 단계로 달될 경우, 해당 정보의 분석, 

평가를 통해 사 에 계획한 비즈니스를 통제하는 단계가 

된다. 마지막으로 Do 활동은 Plan 활동의 결과를 실시간

으로 실행하는 단계로 정의된다[3].

2. 가시성
가시성은 계획되고 실행되는 정보가 의사결정자에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보여지는가를 의미한다. RTE 

환경에서는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기업의 

사업 정보에 한 가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업은 가

시화된 사업 수행 결과에 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진

행할 로세스를 한 정보와 경향, 추세를 이해하고 

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와 측을 기반으로 기업은 실

시간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신규고객 확보 기

회를 가지게 된다[9].

3. 민첩성
민첩성은 시간을 경쟁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원천인 시간은 이후, Time-Based Competition 

Theory[10, 11]으로 발 되어 오면서 1990년  반이후

로 Agile manufacturing[12], Agile SCM[13], Agility 

based Manufacturing Strategy[14] 등으로 발 되어 실

무에 용되었다[14]. 

이러한 연구들은 제조공정에서 지연요소를 임으로

써 납기 는 Cycle Time을 여서 시장에 빨리 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한 근 방법이나 핵심 구성 요

소 는 JIT, TQM 등의 신 기법의 활용 방안에 하

여 이 맞추어져 있다. 한, 제조업체의 민첩성을 측

정하기 한 방법론[15]이나 측정기법들[16]도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체 인 근방법에 있어서는 이론  수

에서 논의되고 있어 실증조사의 다양한 속성을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7].

4. SCM 성과 
재 진행되고 있는 SCM 성과측정에 한 연구들을 살

펴보면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재무  성과측정은 

매출액  수익률, 운 비용, 재고자산회 률, 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성장율, 투자수익률 등에 을 두었다. 

둘째, 비재무  성과측정은 주로 고객만족도, 고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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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

고객서비스, 종업원 만족 등의 비재무  측면을 측정 상

으로 했다. 셋째, BSC 성과지표는 SCM 성과를 재무  

뿐만이 아니라 고객 , 학습  성장 , 그리고 내

부 로세스 으로 나 어 측정했다. 넷째, SCOR 모델

은 로세스를 계획, 조달, 생산, 배송, 반품의 5개 로세

스로 나 어 수 별로 성과지표 표 을 제시했다.

그러나, 각각의 SCM 성과측정 방법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재무  성과측정은 매출액  수익률 등의 재무지

표를 이용한 방법이지만 재무지표 향상을 시스템 도입만

의 향으로 보기 어렵다. 비재무  성과측정은 고객만

족도, 종업원 만족 등의 정성  지표를 이용한 방법이지

만 외부와의 비교  객 인 성과측정이 어렵다. BSC 

성과측정은 재무  , 고객 , 학습  성장 , 

내부 로세스 으로 나 어 측정하는 방법이지만 공

사슬상 연계활동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SCOR 모

델은 로세스를 계획, 조달, 생산, 배송, 반품의 5개 

로세스로 나 어 측정해지만 체기업이 아닌 개별기업 

에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18-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합  경쟁역량 측면에서 

SCM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류

춘호 & 이정호(2008)[6]가 제안한 성과측정방법인 조합

 경쟁역량은 정보시스템 성과를 제품품질, 인도속도, 

로세스 유연성, 가격리더십 측면에서 측정한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조합  경쟁역량은 SCM시스템 

도입 후, 기업의 성과를 제품품질, 인도속도, 로세스 

유연성, 가격리더십 측면에서 조망한다는 면에서, 기존 

SCM 성과측정연구와의 차별화를 기 할 수 있게 한다.

그림 2. 조합적 경쟁역량[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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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항목 련연구

가시성
 SCM 시스템 도입 후 주문이력정보를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SCM 시스템 도입 후 제품 생산이력정보를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SCM 시스템 도입 후 유통이력정보를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Alfaro & Rabade (2009) [23]
 Cheek (2006) [24]
 Bertolini, et al. (2006) [25]

민첩성
 SCM 시스템 도입 후 시장변화에 좀 더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게 되었다.
 SCM 시스템 도입 후 의사결정사안을 좀 더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었다.
 SCM 시스템 도입 후 문제발생시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Braunscheidel & Suresh (2009) [26]
Atuahene-Gima et al. (2005) [27] 
Brown & Bessant( 2003) [28] 

조합적

경쟁역량

제품
품질

 SCM 시스템 도입 후 우리 회사의 제품품질이 향상되었다.
 SCM 시스템 도입 후 우리 회사의 제품 내구성이 향상되었다.
 SCM 시스템 도입 후 우리 회사의 제품 신뢰성이 향상되었다.

 류춘호 & 이정호 (2008) [6]
 

 Flynn & Flynn (2004) [21]
 

 Lee (2004) [22]
 

 Helo (2004) [29]
 

 Rosenzweig & Roth (2004) [30]
 

 Otto & Kotzab (2003) [31]
 

 Sharifi & Zhang (2001) [12]
 

 Ward & Duray (2000) [32]

인도
속도

 SCM 시스템 도입 후 우리 회사는 납품일자를 좀 더 잘 지키게 되었다.
 SCM 시스템 도입 후 우리 회사의 납품 처리속도는 단축되었다.
 SCM 시스템 도입 후 우리 회사의 주문 처리속도는 단축되었다.

프로세스
유연성

 SCM 시스템 도입 후 다양한 제품구성이 가능해졌다.
 SCM 시스템 도입 후 제품생산에 대한 의사결정변경 능력이 향상되었다.
 SCM 시스템 도입 후 다양한 제품을 혼합 제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가격
리더십

 SCM 시스템 도입 후 제조비용이 절감되었다.
 SCM 시스템 도입 후 현금화 싸이클 타임이 감소하였다.
 SCM 시스템 도입 후 경쟁업체보다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었다.

표 1. 변수의 측정항목

Ⅲ. 연구 모형

1. 연구모형 도출과정
본 연구의 목 은 SCM 성과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

인 RTE 특성변수를 도출하여, 이들 간의 상호 향 계

를 모형화하고, 이들 간의 계가 조합  경쟁역량으로 

측정된 SCM 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고자 하

는 것이다. 이들 간의 계를 모형화한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 한, 본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측정항목

은 [표 1]과 같다.

2. 연구가설

가설 1. 가시성은 민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실시간 경 환경에서의 기업 활동은 일반 경 활동과 

달리 See-Plan-Do 순으로 개된다. 따라서, 정보를 인

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See 단계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

행하는 Plan, Do 활동에 선행한다[8]. 그러므로, 실시간 

경 환경에서 가시성(See)은 민첩성(Plan, Do)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시성이 민

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명제를 제

시한다.

가설 2. 가시성은 조합  경쟁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시성은 기업 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시스템 성과에 향을 다[33]. 

한 높은 가시성은 제품품질[34], 납기  납품능력[35], 

가격경쟁력[33] 등을 향상시킨다. 한 Supply Chain 상

의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문제추   

해결에 정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시

성이 성과변수인 조합  경쟁역량에 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민첩성은 조합  경쟁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

칠 것이다.

SCM 도입을 통해 향상된 기업의 민첩성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시장  소비자의 요구에 빠르게 응할 

수 있게 한다[36].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이 

제품품질, 납기능력, 가격경쟁력 등의 성과를 얻기 해

서는, 수요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

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14].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

의를 종합하여 민첩성이 성과변수인 조합  경쟁역량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명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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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VI PL AG DS PF

VI1 -.197 .819 .104 .120 -.118 .223
VI2 .135 .876 .055 .069 -.053 -.020
VI3 -.219 .760 .040 .024 -.198 -.026
AG1 .069 -.007 .123 .844 .025 .206
AG2 .144 .179 .096 .880 .060 .062
AG3 .189 .073 .257 .627 .235 .211
PQ1 .819 .063 .134 .066 .069 .160
PQ2 .808 -.100 -.008 .255 .173 .065
PQ3 .804 -.249 .095 .076 .256 .014
DS1 .205 -.166 .209 .124 .681 .339
DS2 .196 -.071 .040 .274 .726 -.061
DS3 .107 -.155 .066 -.050 .837 -.075
PF1 .174 -.125 -.030 .273 .055 .731
PF2 -.125 .130 .146 .094 -.350 .660
PF3 .161 .162 .016 .083 .184 .767
PL1 .131 -.022 .820 .161 .140 -.009
PL2 -.064 -.008 .862 .158 -.072 .106
PL3 .167 .296 .777 .050 .185 .010

 VI : 가시성   AG : 민첩성   PQ : 제품품질   DS : 인도속도    PF : 프로세스 유연성   PL :가격 리더십

표 3. 요인분석

Ⅳ.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  가설 검증을 해 설

문을 통해 샘 을 수집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설문

상은 SCM을 도입한 지 1년 이상 되는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보다 과학

이고 체계 인 분석을 해 설문 상 기업에 1차로 설문

지를 보냈으며, 해당기업으로부터 설문문항에 응답할 수 

있는 리자나 담당자를 추천받아 설문을 수행하 다. 1

차로 설문응답자를 추천받은 까닭은 체 공 사슬 운

에 해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로부터 설문을 받기 

함이었다. 설문수집은 2012년 5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400건의 설문지를 화, 메일  직  방문으로 설문

요청을 하 으나, 실제 회수된 설문지는 149부로, 회수율

은 37% 다. 회수된 설문지  불성실하거나 미응답이 

포함된 8부를 제외하고, 141부를 연구가설 검증  연구

모형의 합성 검증에 사용하 다. 통계분석에는 SAS 

9.13과 SMART-PLS 2.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회수

된 표본의 분포는 [표 2]와 같다.

종업원수 업체수 비율

100명이하 1 1%
100-500명 10 7%
500-1000명 28 20%
1000명 이상 102 72%
업종 업체수 비율

제조업 51 36%
유통업 24 17%
서비스업 45 32%
건설업 21 15%
직 명수 비율

사원/대리급 54 38%
과장/차장급 48 34%

부장급 31 22%
이사급 8 6%

표 2. 표본의 분포

한, 본 연구에서는 제품품질, 인도속도, 로세스 유

연성, 가격 리더십을 통하여 형성되는 조합  경쟁역량

을 측정하기 하여 Second-Order Construct 모형을 통

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하 고, 연구 가설에 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 의 하나인 

PLS 경로모형을 사용하 다. 경로모형의 타당성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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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erance VIF Tolerance VIF

VI 0.977 1.024 AG 0.977 1.024
 Dependent Variable : CC

표 6. 다중공선성 (VIF)

가시성 민첩성 제품품질 인도속도 로세스 유연성 가격 리더십

가시성 (0.843)
민첩성 0.162* (0.847)
제품품질 0.221** 0.338** (0.857)
인도속도 0.270** 0.298** 0.453** (0.811)

프로세스 유연성 0.167* 0.382** 0.194* 0.091 (0.728)
가격 리더십 0.160* 0.353** 0.190* 0.232** 0.14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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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판별타당성

하기 해 실행한 요인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분

석 결과, 모든 요인 재량이 0.50을 넘고 있으므로, 측정

변수간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합성 평가를 해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 분석을 시행

하 다. 집 타당성은 하나의 구성개념에 한 두 개 이

상의 측정도구가 상 계를 갖는 정도에 한 것으로 

Construct Reliability(CR),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으로 단한다[37]. CR은 0.7이상, AVE는 0.5 이

상이면 집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표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값은 0.70 이상, 모든 AVE값도 

0.5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집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구성개념 AVE C.R. Cronbach α

가시성 0.710 0.880 0.808 
민첩성 0.717 0.884 0.806 
제품품질 0.735 0.892 0.819 
인도속도 0.657 0.851 0.742 

프로세스 유연성 0.530 0.753 0.622 
가격 리더십 0.715 0.883 0.804 

표 4. 경로모형의 적합도(Second-Order Construct 모
형)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한 구성개념이 

실제로 다른 구성개념과 얼마나 다른가에 한 것으로, 

별타당성 평가의 상이 되는 두 구성개념 각각의 

AVE와 그 두 구성개념간의 상 계를 비교하여 AVE 

제곱근값이 상 계보다 큰 가를 확인한다[38]. [표 5]

의 결과에서 보듯이 모든 구성개념간 상 계보다 

AVE 제곱근값이 크므로, 모든 구성개념들 간에는 별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 모든 개념들의 어

떠한 상 계수의 값도 기 치 0.85를 과하지 않으

므로 구성개념들 간의 다 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

제도 없으므로 구성개념들은 반 으로 별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으로, 다 공선성 문제를 검토

하기 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와 TOL 

(Tolerance) 방식을 사용하 다. 분석결과 이들 변수간

에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VIF값이 10 이하, TOL값은 0.3 이상이면 다 공

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39].

연구결과는 [그림 4]  [표 7]에 제시하 다. 가시성이 

민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고(β=0.14, t=1.98), 변수간 상 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0.16, p<0.05). 이러한 결과

는 실시간 경 환경에서의 RTE 활동간의 계를 역설

했던 연구(Raskino, 2002)[8]와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실시간 경 환경에서 정보를 인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가

시성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인 민첩성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합  경쟁역량을 제품품질, 인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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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결과

도, 로세스 유연성, 가격 리더십으로 나 어 측정하

고, 이 네 가지 변수를 Subconstruct로 하여 조합  경쟁

역량을 측정하 다. 가시성이 조합  경쟁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β=0.26, t=2.70). 세부모형 검증을 한 First-Order 

Construct 모형검증에서도 가시성은 제품품질(β=0.15, 

t=2.69), 인도속도(β=0.22, t=3.34), 로세스 유연성(β

=0.16, t=2.00), 가격 리더십(β=0.23, t=2.45)에 각각 유의

한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실시간 가시성이 정보

시스템 성과에 향을 미치는 연구결과[33]와 같은 것이

다. 결국 높은 가시성은 Supply Chain 상의 문제들을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문제추   해결에 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된다.

민첩성이 조합  경쟁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3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β=0.54, t=15.13). 

세부모형 검증을 한 First-Order Construct 모형검증

에서도 민첩성은 제품품질(β=0.34, t=4.27), 인도속도(β

=0.33, t=3.69), 로세스 유연성(β=0.34, t=4.91), 가격 리

더십(β=0.36, t=4.46)에 각각 유의한 향을 미쳤다. 이러

한 결과는 기업의 민첩성과 정보시스템 성과간의 계를 

역설했던 연구[36]와 유사한 것이다. 결국, 기업들이 제

품품질, 납기능력, 가격경쟁력 등의 성과를 얻기 해서

는, 수요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된다.

민첩성(AG) 조합  경쟁역량 (CC)

가시성 (IS) 0.14* 0.26**
민첩성 (AG) 0.54**
 * Significant at α = 0.05   ** Significant at α = 0.01

표 7. 연구모형 결과분석

Ⅴ. 결론

1.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 은 SCM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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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인 RTE 특성변수를 도출하여, 이들 간의 상호 향

계를 모형화하고, 이들 간의 계가 조합  경쟁역량으

로 측정된 SCM 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를 3가지 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TE 특성변수  가시성과 민첩성간에는 유의

한 선행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시성은 성과변수인 조합  경쟁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세부모형 

검증을 한 First-Order Construct 검증에서도 가시성

은 제품품질, 인도속도, 로세스 유연성, 가격 리더십에

도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첩성은 성과변수인 조합  경쟁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세부모형 검증을 

한 First-Order Construct 검증에서도 민첩성은 제품

품질, 인도속도, 로세스 유연성, 가격 리더십에도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SCM에 한 연구들은 SCM의 구축 략, 

SCM 주요성공요소 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SCM 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기업이 도입하

면서, 기업환경이 실시간 환경으로 바 어 가고 있다. 따

라서, SCM 성과에 한 향을 분석하기 해서는 RTE 

특성이 반 되어야 한다. 한, 재 SCM 성과를 측정

하는 방법론들도 각각이 한계 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성과측정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M 성과에 RTE 특성요인이 미

치는 향을 살펴보고, SCM 성과를 기업의 경쟁력 차원

을 측정하는 조합  경쟁역량 측면에서 측정하 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 실무  차원에서 볼 

때 SCM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실시간 특성을 반 한 연

구를 통해, 향후 SCM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여러 업체

들뿐만 아니라 SCM을 도입하 지만 기업 내/외부 자원

을 효과 으로 리하고 있지 못한 업체들에도 보다 유

익한 리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본 연구의 한계 과 추후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

러한 연구의 한계 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서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한 번의 설문조사를 토 로 연구가 이

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의 편견이나 오류로 인한 응답의 

표성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RTE에 한 기존 

연구가 미흡하고 정형화되지 못하여 본 연구가 실증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RTE에 한 구체

인 변수의 정의와 설명력이 부족하여 향후 좀 더 RTE

에 한 이론 , 실증 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조합  경쟁역량측면에서 

SCM 성과를 측정하 지만, 이 방법 한 SCM 성과를 측

정하는데, 여러 한계 을 남긴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측

면에서의 SCM 성과측정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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