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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많은 기업들이 공급사슬에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정보통신기술이 공급사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

여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역량

의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네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여 공급사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CT 역량을 구체적으로 협력과 변화 역량으로 구분하여 이를 토대로 집단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고, 공급사슬성과의 각 요인에 대하여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ANOVA분석과 사후검정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정보통신기술의 역량이 모두 높은 집단이 공급사슬성과 중 특히 통합과 유연성 성과에

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과 유연성 변수의 세부문항에 대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

함으로써기업실무자에게보다정확하고세세한정보를제공하고자하였다.

주요용어: 공급사슬성과, 분산분석,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역량, 탐색적분석.

1. 서론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은기업간거래에많은변화를가

져왔다. 특히 ICT는공급사슬상에존재하는여러기업들간의거래를보다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

도록하는등여러이점을제공하고있어, 많은기업들이그들의공급사슬에 ICT를도입하고있다.

그러나이처럼 ICT가도입되고널리사용됨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공급사슬성과와 ICT간의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 ICT와 공급사슬성과 간에 직접

적인관계가있다고주장하였으나, ICT와공급사슬성과사이에직접적인경로를확인할수없음을주장

하는연구들도다수존재한다. 이렇게기존의연구들이혼합된결론을보이는이유는첫째, ICT의역량

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과 둘째, 기존의 연구들이 공급사슬성과와 ICT 역량의 속성을 무시하고

이들을단일개념으로측정하고있다는점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이에 본 연구는 ICT와 공급사슬의 관계를 단순히 ICT의 도입의 아닌, ICT 역량의 관점에서 살펴보

고자 하였다. 또한 ICT와 공급사슬 변수를 단일의 변수로 설정하지 않고 이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여 ICT 역량과 공급사슬

성과를 세부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류된 ICT 역량을 기준으로 기업을 네 가지 집단으로 구

분하고 이들 집단이 공급사슬성과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ICT와 공급사슬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공급사슬성과의 특정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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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함양해야 할 ICT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써 기업에게 전략적 시사점

을제공해주고자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정보기술역량과 공급사슬성과와 이들 간의 관계에 관한

문헌을고찰한다. 이를토대로 3절에서는연구방법을제시하고 4절에서는이를통계적으로검증하여분

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

다.

2. 이론적 배경

2.1. 공급사슬과 ICT

공급사슬은 원자재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공급프로세스의 요소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

한다. 공급사슬관리는 여러 기관 및 학자들에 의해 그 정의가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

급자에서제조업자유통업자최종소비자에이르는전과정을하나의통합된네트워크로보고이들간의

제품과정보의흐름을유기적으로관리하는기업의경영방식이라는데기본적인공통점을가지고있다.

ICT가 공급사슬성과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ICT와 공급사슬에 대한 방대한 연구 중 전자데이터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과 extranet, e-marketplace, e-business 등을중심으로이루어진실

증연구를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은주로 ICT가공급사슬성과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과간접적인영향에대해서연구하였

다. 그 중 Sanders (2007)는 인터넷 거래 기술의 사용이 비용절감, 제품품질, 신제품개발, 납기속도로

규정되는 공급사슬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였으며, Tai 등 (2010)은 e-procurement의

사용은조직적측면에서구매자의즉각적인성과향상, 구매자의통합프로세스및구매자의구매비용, 품

질, 생산리드타임, 납기신뢰성, 유연성 등으로 정의되는 기업의 성과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하지만 ICT가 공급사슬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있는데, Devaraj 등

(2007), Li 등 (2008) 은 ICT 도입은 공급사슬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

소에영향을줌으로써간접적으로성과향상을도모한다고주장하였다.

Zhang 등 (2011)은 ICT와 공급사슬에 관한 실증연구들을 정리하였는데, 기존의 연구들이 ICT와 공

급사슬관계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은 결론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그 이유를 ICT와 공급

사슬의 주요 변수들의 개념과 측정이 상이하고 변수들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측정됨으로써 각각의 영향

력을 분리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개별적인 ICT 특성이 공급사슬성과의 특정요인에 기여하는

바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ICT를 도입한 것 자체만으로는 공급사슬성과 향상을 담

보할수없으며, ICT를사용하는역량에대한고려가포함되어야한다고하였다.

2.2. 공급사슬성과

일반적으로기업들은비용절감, 납기신뢰성, 유연성등과같은여러가지요소에대하여경쟁한다. 이

러한 요소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직구조와 프로세스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업은 모든 영

역에 전부 집중할 수 없다 (Sanders와 Premus, 2002). 그러므로 ICT에 관한 연구에서 비용, 납기, 유

연성, 민첩성 등을 공급사슬성과라는 단일의 개념이 아닌 각각의 분리된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요구된

다. 특히 ICT와 공급사슬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주장하는 몇몇 연구들은 공급사슬성과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Silveira와 Cagliano,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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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언급된 공급사슬성과를 여러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급사슬성과에 관

한문헌들을고찰하고이중중요하게고려되어온변수를선정하였다.

ICT와 공급사슬성과에 관한 연구들은 공급사슬성과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비용, 납기 (속도와 의존성), 품질, 유연성과 같은 운영성과를 공급사슬성과로 채택하였다

(Slack 등, 2007). 또한 여러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프로세스 향상, 협력 및 통합 변수를 중요하게

다루고있다 (Vickery 등, 2003; Devaraj 등,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비용절감, 납기신뢰성, 통합, 유

연성, 민첩성을 공급사슬성과로 선정하고 이들을 분리하여 각각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비용절감은 상대

적으로 더 적은 자원을 이용하여 공급사슬을 운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납기신뢰성은 공급사슬내의 공

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제품 납기가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정도이다. 통합은 기업 내 부서들 및

기업간공급사슬참가자들사이에구매및물류관련활동을통합적으로수행하는정도를의미한다. 유

연성은일반적으로제품의다양성, 수량의유연성을포함하며제품의공급변화또는고객의변화하는요

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 민첩성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시장의

변동 및 기타 불확실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프로세스를 다이내믹하게 수정하

거나재구성하는정도를의미한다.

2.3. 정보기술역량

ICT와공급사슬성과간의관계를설명하기위한또다른연구의흐름은조직이 ICT를성공적으로도

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으며 조직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 조직

문화 등 ICT를 적용하는 기업의 운영적 요소를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Soroor 등, 2009; Albadvi 등,

2007).

Soroor 등 (2009)은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급사슬의 성공 및 실패가 조직, 비즈니스 환경, 기업 문화와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

다. Akyuz와 Rehan (2009)은 성공적인 전자적 공급사슬 (e-supply chain)을 구축하는데 있어 관리적

지원, 헌신, 적절한 계획, 조정,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며, 전자적 공급사슬의 모든 파트너들의 상호신뢰,

정보교환의 의지, 다양한 비즈니스 기능들의 협력의지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Albadvi 등 (2007)은

ICT가 강력한 능력을 준다고 해도 이러한 역량은 기업이 조직적 인프라 (리더쉽, 종업원, 권한위임, 분

권화, 팀워크, 프로세스관리)를구축하여야성과로이어진다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정보기술의 도입에 따른 성과향상의 일관되지 않은 결론에 대하여 ICT 외에 이

를 사용하는 조직의 운영역량 측면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어떤 역

량이공급사슬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는논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ICT 역량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information System; IS) 관

련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그 중 Wade와 Hulland (2004)은 IT자원을 outside-in 역량 (외부관계관리,

시장반응성), spanning 역량 (정보시스템-비즈니스 파트너쉽, 정보시스템 계획과 변화관리), inside-out

역량 (정보시스템 인프라, 정보시스템 기술 스킬, 정보시스템 개발, 비용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으

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Wade와 Hulland (2004)의 연구를 기초로 e-procurement에 적용될 수 있는

ICT 관리적 역량을 선별하여 재구성 하였다. 특히 e-procurement의 이점이 거래의 효율성 향상과 다

양한 거래자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임을 고려하여 e-procurement와 관련된 정보기술역량을 크게 협력역

량과 변화역량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협력역량은 외부협력과 내부협력, 변화역량은 시장적응성과 운

영적유연성을포함하는개념으로설정하였다 (Oh 등, 2013).

협력역량은 기업이 ICT를 잘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내·외부 조직과 협력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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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기업외부의 공급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역량과 기업 내부의 프로세스 간의 협력을 구축

하는 역량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외부협력 역량은 기업이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ICT를

통한 연결을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내부협력 역량은 ICT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업의 내부

부서들간의이루어지는협력을의미한다.

변화역량은 시간, 노력, 비용, 성과에 적은 패널티만으로 변화하거나 반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역량을 시장적응성 역량과 그리고 조직적 유연성 역량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시장적응성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재구성할 수 있

는 것과 관련된 역량이다. 운영적 유연성은 ICT와 관련한 변동 및 변화에 잘 대응하고 이를 관리하는

조직의능력으로정의될수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ICT 역량과 공급사슬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분석이다. 설문대상은 한국의 제조업

체 중 현재 e-procurement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전문리서치 업체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설문방법은 대상 기업에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실제

e-procurement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담당자 리스트를 확보한 다음 구매담당자에게 전화로

설문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10월 26일

에서 2011년 11월 15일동안진행되었다. Kim과 Kim (2013)은데이터의사전처리로써이상치의제거

와 대체 값에 대해 기술한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142부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일반적 사항은 표 3.1과 같다. 1000억 이상에서 5000억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

수가모두 39개로제일큰비중을차지했다. 종업원수의경우 200명에서 1000명미만에해당하는기업

수가 63개로가장많았으며, 응답자의직급은관리자가 118명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Table 3.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s

frequency %

Annual sales (￦100,000,000)

5000 ≥ 37 26.0

1000 - 5000 39 27.5

500 - 1000 31 21.8

< 500 35 24.7

total 142 100

Number of employees

1000 ≥ 33 23.2

200 - 1000 63 44.4

< 200 46 32.4

total 142 100

Respondent’s title

Director 9 6.3

General manager 15 10.6

Manager 118 83.1

total 142 100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들을 토대로 공급사슬성과를 다음의 네 가지 변수로 분류하고 측정하였다. 척

도는 리커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1점은 ‘전혀 아니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그렇다’, 5점은 ‘매우그렇다’ 이다.

먼저 공급사슬 비용절감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자원을 이용하여 공급사슬을 운영하는 정도를 의미하

며 본 연구에서는 Lai 등 (2008)의 연구를 따라 ‘경쟁사에 비해 재고비용이 낮은 편이다’, ‘경쟁사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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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물류비용이 낮은 편이다’ 등 2문항을 측정하였다. 공급사슬 납기신뢰성은 공급사슬 내의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제품 납기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로 보고, Narasimhan 등 (2006)의 연구

를 바탕으로 ‘공급기업의 제품납기는 약속한 날에 정확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공급기업이 공급하는 제

품은 주문한 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편이다’, ‘비상 시 공급기업의 제품공급능력이 높은 편이다’, ‘공급

사슬내의납기의안정성이높은편이다’ 등 4문항으로측정하였다.

공급사슬 통합은 공급사슬내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Stank 등 (2002)의 연

구를 참고하여 ‘공급사슬 내에서 구매, 조달, 및 재고관리의 통합정도가 높은 편이다’, ‘공급사슬 내에서

통합 물류시스템의 구축정도가 높은 편이다’, ‘공급사슬내에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공급사슬

상의정확한재화의흐름파악정도가높은편이다‘, 등 4문항을측정하였다.

공급사슬의유연성은구축된공급사슬내에서변경에대응할수있는지에대한것으로, 기존의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Swafford 등 (2008)의 연구를 참

고하여 ‘우리는 경쟁사보다 특별주문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편이다’, ‘우리는 경쟁사보다 제품 공급물량

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편이다’, ‘우리는 경쟁사보다 제품 납기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편이다’,

‘우리는경쟁사보다제품공급범위변동에대한대응력이높은편이다’, 등 4문항으로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급사슬 민첩성은 시장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품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변화에 대응

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Swafford 등 (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우리는 경쟁사보다 신제품을 더 빠르고

신속하게 개발하고 출시한다’, ‘우리는 경쟁사보다 신제품의 제조리드타임이 짧다’, ‘우리는 경쟁사보다

변화하는시장요구에빠르게대응할수있다’, ‘우리는경쟁사의전략변화에빠르게대응할수있다. 우

리는매해출시되는신제품의수가경쟁사보다많다’ 등 5문항으로측정하였다.

ICT 역량은 기존의 문헌들을 토대로 외부협력, 내부협력, 시장적응성, 운영적 유연성의 네 가지 변

수로 분류하고 측정하였다. 척도는 리커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1점은

‘전혀아니다’, 2점은 ‘그렇지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그렇다’, 5점은 ‘매우그렇다’ 이다.

먼저 외부협력은 기업이 e-procurement 시스템을 통해 거래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외부 공급자와

얼마나 협력적으로 일하는 가로 정의된다. Bharadwaj 등(1998), Mata 등 (1995), Byrd 와 Turner

(2000), Barua 등 (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ICT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래기업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ICT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을 위해 거래기업과 협력적으로 일한다’, ‘ICT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래기업

과 장기적 거래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ICT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래기업과 상호간의 거래 프로세

스를통합하기위해공동의노력을기울인다’, 등 4문항으로측정하였다.

내부협력 변수는 기업이 e-procurement 시스템을 통해 거래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내부 부서들

간에 얼마나 협력적으로 일하는 가로 정의된다. Mata 등(1995), Powell과 Dent-Micallef (1997),

Bharadwaj 등 (1998)의 문헌을 토대로 ‘ICT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 여러 부서가 함께 일한다’,

‘ICT시스템이 다른 부서들을 지원하도록 IT활동을 조직화한다’, ‘ICT시스템의 활용과 문제해결에 있

어 다른 부서와 함께 일한다’, ‘ICT 시스템을 통한 부서 간 통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등 4문항으

로측정하였다.

시장적응성은시장의변화에따라기업이가지고있는 e-procurement 시스템의재구성을잘할수있

는능력을의미한다. Wu 등 (2010), Raschke (2010)의연구를토대로 ‘시장변화에따라 ICT 시스템상

의 프로세스를 수정할 수 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ICT 시스템 내의 거래기업을 분리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추가할 수 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ICT 시스템의 역량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등

3문항을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영적 유연성은 기업의 e-procurement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변동 및 변화

에 잘 대응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변수이다. Powell과 Dent-Micallef (1997), Wu 등 (2010), Byrd와

Turner (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ICT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 변화를 주는데 개방적이며 이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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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다’, ‘ICT 시스템과관련한갑작스러운변동을잘조정하고대응할수있다’, ‘ICT 시스템과관련하

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ICT 시스템을 이용하는 다양

한부서의갈등이나문제를신속하게해결할수있다’, 등 4문항으로측정하였다.

Table 3.2 The rotated component matrix for supply chain performance

factor

Agility Delivery reliability Flexibility Integration Cost reduction

COS3 .181 .162 .050 .079 .846

COS4 .037 .151 .119 .159 .853

DER1 .152 .798 .050 .094 .197

DER2 .067 .799 .158 .164 .030

DER3 .063 .787 .256 .104 -.007

DER4 .043 .800 .170 .172 .216

SIT1 .250 .381 .028 .597 .237

SIT2 .074 .158 .308 .754 .211

SIT3 .233 .162 .110 .777 -.081

SIT4 .115 .078 .138 .859 .109

FLX2 .253 .042 .818 .104 .031

FLX3 .298 .414 .679 .127 .109

FLX4 .251 .281 .810 .253 .067

FLX5 .315 .215 .807 .181 .108

AGI1 .824 .049 .212 .195 .131

AGI2 .797 .078 .246 .134 .149

AGI3 .797 .112 .215 .112 .111

AGI4 .833 .203 .158 .144 -.017

AGI5 .846 .004 .170 .085 .001

% variance 20.410 16.563 15.316 13.685 9.107

설문지 구성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급사슬역량에 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2와 같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 회전방법은 카이저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와 5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다. 문항 ‘Cost reduction’은 비용절감, 문항 ‘Delivery reliability’는 납기신뢰성,

문항 ‘Integration’은 통합, 문항 ‘Flexibility’는 유연성 그리고 문항 ‘Agility’는 민첩성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정보기술역량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3과 같다. 문항 ‘External collaboration’는 외부협

력, 문항 ‘Internal collaboration’은 내부협력, 문항 ‘Market adaptation’은 시장적응성, ‘Operational

flexibility’는운영적유연성요인으로볼수있다.

Table 3.3 The rotated component matrix for ICT capabilities

factor

External Collaboration Internal Collaboration Operational flexibility Market adaptation

EXT2 .782 .196 .133 .144

EXT3 .912 .114 .186 .093

EXT4 .895 -.038 .095 .171

EXT5 .885 .146 .037 .159

INT2 .075 .841 .213 .208

INT3 .212 .767 .288 .077

INT4 .125 .772 .364 .180

INT5 .043 .789 .224 .267

MAR1 .180 .211 .235 .801

MAR2 .213 .193 .156 .801

MAR3 .192 .251 .410 .647

OPF2 -.011 .169 .768 .276

OPF3 .146 .335 .736 .222

OPF4 .308 .334 .706 .180

OPF5 .144 .324 .798 .128

% variance 22.324 20.599 19.258 14.086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ly chain performance and ICT capabilities 761

정보기술 역량의 신뢰성 분석 결과는 Table 3.4와 같다. 외부협력의 크론바 알파 값이 .918이고, 내

부협력의 값은 .888, 시장적응성 값은 .812이고, 운영적 유연성은 .867이므로 모두 .700 이상이므로 대

체적으로신뢰성이있다고볼수있다.

Table 3.4 Reliability of survey items for ICT capability

factor number ofitems reliability (Cronbach alpha)

External collaboration 4 .918

Internal collaboration 4 .888

Market adaptation 3 .812

Operational flexibility 4 .867

공급사슬성과의 신뢰성 분석 결과는 Table 3.5와 같다. 공급사슬성과의 크론바 알파값이 .749에서

.914로나타나므로신뢰성이있다고볼수있다.

Table 3.5 Reliability of survey items for supply chain performance

factor number ofitems reliability (Cronbach alpha)

Cost reduction 2 .749

Delivery reliability 4 .861

Integration 4 .826

Flexibility 4 .906

Agility 5 .914

3.3. 자료분석

기업이 각각의 ICT 역량을 모두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기업의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관점에서 ICT의 이용 목적에 따라 ICT 역량을 선택적으로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h,

2013). 그러므로 어떠한 ICT 역량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공급사슬성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는 것은 기업에게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나 ICT의 역량 중 일부와 공급사슬성과 중

일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일부 존재하나, 세부적으로 분류된

ICT 역량과 공급사슬성과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연구모형이부재한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ICT역량과 공급사슬성과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협력역량과 변화역량의 보유정도를 기준으로 기업을 네 가지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공급사슬성과

의 각 요인에 대하여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ANOVA분석과 사후검정으로 Tukey법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세부 문항에 대한 ANOVA분석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공급사슬성과간의차이를분석하였다. 자료의통계분석은 SPSS 19 프로그램을이용하였다.

4. 통계분석결과

4.1. 정보기술 이용역량의 유형 분류

ICT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기업을 구분하기 위하여, ICT 역량 중 협력역량 (외부협

력과 내부협력 합산 값)과 변화역량 (시장적응성과 조직적 유연성의 합산 값)의 각 평균을 기준으로 평

균이상 (high)과 평균이하 (low)로 분류하여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집단 (GP1)은 협

력과 변화역량이 모두 평균 이하의 유형으로 45개의 기업, 두 번째 집단 (GP2)는 협력은 평균이상이나

변화가 평균이하의 유형으로 17개의 기업, 세 번째 집단 (GP3)은 협력은 평균이하이나 변화가 평균이

상의유형으로 22개의기업, 네번째집단 (GP4)는협력과변화모두평균이상의유형으로 58개의기업

으로분류되어 Table 4.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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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 집단의 독립성과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카이제곱 검정과 감마 값 (gamma

value)을 Table 4.1에 표시하였다 (Oh. 2010, 2012). 협력과 변화역량은 종속적이며, 연관성이 있음을

알수있다. 감마값이유의하므로협력역량이높은집단이변화역량도높음을나타내고있다.

Table 4.1 Contingency table for groups

Dynamic
total

low high

Collaboration
low 45 GP1 22 GP3 67

high 17 GP2 58 GP4 75

total 62 80

chi-square value=28.485, p <0.001, gamma value=.749, t-value=5.992, p <0.001

4.2. 정보기술역량 집단별 공급사슬성과 분석

공급사슬성과의다섯가지요인, 즉, 비용절감 (cost reduction), 납기신뢰성 (delivery reliability), 통

합 (integration), 유연성 (flexibility), 그리고 민첩성 (agility)이 4.1절에서 분류한 정보기술 이용역량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분석과 사후검정으로 Tukey HSD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4.2와 같다. 여기에서 평균 (mean)은 표준화 자료의 각 집단별 평균값을 나타

낸다. 통합은 집단 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연성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비용절감, 납기신뢰성 그리고 민첩성에서도 정보기술역량이 높은 집단에 따라 다소

높은값을나타내고있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통합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는 GP4와 GP1, GP4와 GP2, GP3와

GP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순서는 GP4 > GP3> GP2> GP1로 나타나고 있지

만, (GP4, GP3), (GP3, GP2), (GP2, GP1)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나타낸다고할수는없다. 결

론적으로 ICT 역량이 높은 집단이 공급사슬성과 중 통합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ICT 역량 중에서도

변화역량으로 정의한 시장적응성과 운영적 유연성이 높을수록 공급사슬 통합성과가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있다.

다음으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유연성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는 GP4와 GP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비록 순서는 GP4 > GP2> GP3> GP1로 나타나고 있지만, (GP4, GP3,

GP2)와 (GP3, GP2, GP1)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나타낸다고할수는없다. 그러므로 ICT 역량

이 높은 집단이 공급사슬의 유연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CT 역량 중에서 협력역량이 높은 집

단 (GP2)이 변화역량이 높은 집단 (GP3)보다 공급사슬의 유연성성과가 다소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않으므로좀더연구해볼필요가있다.

Table 4.2 The result of ANOVA for supply chain performance

group F -value

GP1 GP2 GP3 GP4
p

n=45 n=17 n=22 n=58

Cost reduction
mean -.079 -.267 .024 .130 1.745

rank 4 3 2 1 .161

Delivery reliability
mean -.116 .000 -.055 .111 1.264

rank 4 2 3 1 .289

Integration
mean -.385a -.177ab .152bc .293c 12.390

rank 4 3 2 1 .000***

Flexibility
mean -.222a -.039ab -.056ab .205b 3.332

rank 4 2 3 1 .021**

Agility
mean -.142 -.191 -.016 .173 1.982

rank 3 4 2 1 .120

(a,ab,b,bc,c): equality group by Tukey HSD for p <0.10, F -value: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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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급사슬성과 중 통합의 세부문항 분석

공급사슬성과 중에서 특히 통합에서 ICT 역량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통합

의 세부문항에 대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4.3과 같다. 여기에서 평균

(mean)은 5점척도에대한각집단별평균을나타낸다. 통합의모든문항이집단간에통계적으로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문항 SIT3 (공급사슬 내에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 된다)에서 매우

유의한차이를나타내었다.

사후검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항 SIT1 (공급사슬내에서 구매, 조달, 및 재고관리의 통합정도가

높은 편이다)에서는 GP1 < GP2 < GP4 < GP3의 순서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GP3와 GP1,

GP4와 GP1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나타내고있지만, (GP1, GP2), (GP2, GP3, GP4)는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정보기술역량이 높을수록 공급사슬 내에서 구매, 조달, 및 재고관리의

통합정도가높은편이고, 변화역량이좀더영향을미친다고볼수도있다.

문항 SIT2 (공급사슬내에서 통합 물류시스템의 구축정도가 높은 편이다)에서는 GP1 < GP2 <

GP3< GP4의순서로높은값을나타내고있으며, GP4와 GP1, GP4와 GP2, GP3와 GP1은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GP1, GP2), (GP2, GP3), (GP3, GP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정보기술역량이 높을수록 공급사슬 내에서 통합 물류시스템의 구축정도가 높은 편이고,

협력역량보다는변화역량이좀더많은영향을미친다고볼수도있다.

Table 4.3 The result of ANOVA for integration

group F -value

GP1 GP2 GP3 GP4
p

n=45 n=17 n=22 n=58

SIT1
mean 3.18a 3.24ab 3.64b 3.62b 4.828

rank 4 3 1 2 .003***

SIT2
mean 2.98a 3.06ab 3.50bc 3.55c 6.043

rank 4 3 2 1 .001***

SIT3
mean 2.58a 3.12ab 3.27b 3.62b 13.513

rank 4 3 2 1 .001***

SIT4
mean 2.84a 3.00ab 3.32bc 3.50c 7.476

rank 4 3 2 1 .000***

(a,ab,b,bc,c): equality group by Tukey HSD for p <0.10, F -value: ***p <0.01

문항 SIT3 (공급사슬 내에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에서는 GP1 <GP2 <GP3 < GP4의 순

서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GP4와 GP1, GP3와 GP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

지만, (GP1, GP2), (GP2, GP3, GP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ICT 역량이 높을수

록 공급사슬 내에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잘 공유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변화역량이 좀 더 많은 영향

을미친다고볼수도있다.

문항 SIT4 (공급사슬상의 정확한 재화의 흐름파악 정도가 높은 편이다)에서는 GP1 <GP2 <GP3 <

GP4의순서로높은값을나타내고있으며, GP4와 GP1, GP4와 GP2, GP3와 GP1은통계적으로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GP1, GP2), (GP2, GP3), (GP3, GP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ICT 역량이 높을수록 공급사슬 내에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잘 공유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협력역량보다는변화역량이좀더많은영향을미친다고볼수도있다.

4.4. 공급사슬성과 중 유연성에 대한 세부문항 분석

공급사슬성과 중에서 유연성도 ICT 역량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유연성의

세부문항에 대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4.4와 같다. 유연성에서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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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FLX3 (우리는 경쟁사보다 제품 공급물량 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편이다), 문항 FLX4 (우리

는 경쟁사보다 제품 납기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편이다)에서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고, 문항

FLX5 (우리는 경쟁사보다 제품 공급범위 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편이다)는 유의수준 10%에서 유

의하였다. 그러나 문항 FLX2 (우리는 경쟁사보다 특별주문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편이다)에서는 통계

적으로유의한결과를얻지못하였다.

Table 4.4 The result of ANOVA for flexibility

group F -value

GP1 GP2 GP3 GP4
p

n=45 n=17 n=22 n=58

FLX2
mean 3.33a 3.53a 3.50a 3.69a 1.616

rank 4 2 3 1 .188

FLX3
mean 3.27a 3.47ab 3.45ab 3.74b 3.387

rank 4 2 3 1 .020**

FLX4
mean 3.24a 3.35ab 3.45ab 3.74b 3.649

rank 4 3 2 1 .014**

FLX5
mean 3.31a 3.53ab 3.41ab 3.69b 2.135

rank 4 2 3 1 .099*

(a,ab,b): equality group by Tukey HSD for p <0.10, F -value: *p <0.10, **p <0.05

사후검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항 FLX3 (우리는 경쟁사보다 제품 공급물량 변동에 대한 대응

력이 높은 편이다)에서는 GP1 < GP3 < GP2 < GP4의 순서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GP4와

GP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GP1, GP3, GP2), (GP3, GP2, GP4)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ICT 역량이 높을수록 경쟁사보다 제품 공급물량 변동에 대한 대응력

이높은편이고, 협력역량이변화역량보다다소더영향을미친다고볼수도있다.

문항 FLX4 (우리는 경쟁사보다 제품 납기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편이다)에서는 GP1 < GP2 <

GP3 < GP4의 순서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GP4와 GP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GP1, GP2, GP3), (GP2, GP3, GP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ICT 역량이

높을수록경쟁사보다제품납기변동에대한대응력이높은편이고, 변화역량이협력역량보다다소더영

향을미친다고볼수도있다.

문항 FLX5 (우리는 경쟁사보다 제품 공급범위 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편이다)에서는 GP1 <

GP3 < GP2 < GP4의 순서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GP4와 GP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고 있지만, (GP1, GP3, GP2), (GP3, GP2, GP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ICT 역량이 높을수록 경쟁사보다 제품 납기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편이고, 협력역량이 변화역량보

다다소더영향을미친다고볼수도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ICT 역량이 공급사슬성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ICT 역량을

협력역량과 변화역량으로 나누고 이 역량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집단을 4 그룹 (협력역량과 변화역량이

모두 낮은 그룹, 협력역량은 높고 변화역량은 낮은 그룹, 협력역량은 낮고 변화역량은 높은 그룹, 협력

역량과변화역량이모두높은그룹)으로분류한다음이들간에공급사슬성과에차이가있는지실증적으

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급사슬성과 중 비용절감, 납기신뢰성, 민첩성 간에는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통합과 유연성에 대해서는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T 역

량이 모든 공급사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과 유연성 성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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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그룹4 (협력역량과 변화역량이 모두 높은 집단)가 통합과 유연성 성과에서 가

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1 (협력역량과 변화역량이 모두 낮은 집단)이 통합과 유연성 성

과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이 공급사슬의 통합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ICT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룹2와 그룹3에 있어서는 약

간다른결과를보였는데, 통합의경우그룹3이그룹2보다높은수준을나타내었으나, 유연성의경우그

룹2가 그룹3보다 높은 수준임이 나타났다. 즉 변화역량만 높을 경우 통합성과가 높았으나, 협력역량만

높은 경우 유연성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룹2와 그룹3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추후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통합과 유연성 변수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측정항목에 대하여 그룹 간 차이가 분석해본 결과 FLX2 항목을 제외하

고모든항목에서차이가있음을알수있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ICT를 활용하는 역량을 두 가기 측

면으로 구분하고 이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급사슬성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ICT의 도입 또는 ICT 시스템과 공급사슬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는 ICT 역량이라는 측면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단순히 ICT 시스템을 도입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공급사슬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공급사슬성과를 하나의 변수로 설정하고

통합적으로살펴보고있는데반해, 본연구에서는 ICT에영향을받는공급사슬성과를비용절감, 납기신

뢰성, 통합, 유연성, 민첩성으로세부적으로분류하고이들각각에대한 ICT 역량의관계를분석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향후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셋

째, ICT 역량의 보유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던 통합과 유연성 변수에 관하여 세부문항에 대하여 집단

간차이를분석함으로써기업실무자에게보다정확하고세세한정보를제공하였다는점에서세번째의

의를찾을수있겠다.

모든 연구가 그렇듯 본 연구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공급사슬 성과 중 통합의 경우

변화역량이, 유연성의 경우 협력역량이 높은 집단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들 간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 좀 더 정교하게 세분

화된틀을이용하여이러한부분을분석한다면보다풍부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이라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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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many firms have introdu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nto supply chain.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not yet insisted definite con-

clusion with respect to ICT impact on supply chain. Thus, this study subdivides supply

chain performance which previous researchers have studied comprehensively while sug-

gesting perspective of the use of firm’s ICT capabilities. We classify ICT capabilities

into four types of group and then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regarding each

factor of supply chain performance by ANOVA analysis and Tukey method. As a re-

sult of analysis, the group in which all ICT capabilities are high shows the highest level

of integration and flexibility performance among supply chain performances. On the

other hand, the group in which all ICT capabilities are low presents the lowest level

of integration and flexibility performance. We also provide more precise and specific

information with practitioners by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with regard

to detailed measurements on integration and flexibilit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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