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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formation Age, companies are in the state of infinite competition 
due to the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fierce competition. In this situation companies are making efforts 
to gain the competitive advantage by introducing information systems. Supply Chain Management (SCM) is considered a method 
to gain a competitive edge in rapid change. In fact, companies that already have introduced the SCM system are achieving 
company renovation with positive effects such as increase of sales stock reduction on-time delivery cost reduction and improved 
efficiency. This study was started to investigate the resistance that occurs in introducing the SCM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industries that have not yet introduced the SCM system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SCM system, and to check 
the effect on the intention of the introduction.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first is that the company has the higher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more positive the effect on Relative advantage Compatibility Perceived risk, Complexity. Second, The compatibility 
of the SCM system was rejected in innovation resistance, but it is adopted with the highest impact in the introduction intention.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innovation resistance was also rejected, confirming that if the SCM system is compatible 
for the company, it doesn’t affect the resistance and is the biggest factor to consider in the introduction of the SCM system. 
Third, the perceived risk of the SCM system doesn’t directly affect the intention to introduce, but has an indirect effect when 
mediation innovatio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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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4차 산업 명과 정보화시 가 도래함에 따라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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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무한 경쟁 시 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 에 따라서 경쟁 구도에서 우 를 선 하고 미래

성장을 하여 신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
내외 기업들은 정보시스템에 막 한 투자와 연구를 기울이

고 있다. 특히,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선진기업들은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며 경쟁우 를 차지하기 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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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고 있다. 공  사슬 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는 격한 변화에서 경쟁우 를 한 방안으로 꼽힌

다. SCM시스템은 IT(Information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하는 공 사슬과 련된 리 활동하는 경 정보시스템으

로 ‘공 사슬 리’, ‘공 망 리’ 등으로 표 되고 있다. 실
제로 SCM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은 매출 증가, 재고 감소, 
정시 배송, 비용 감  효율성 강화 등과 같은 정 인 

효과와 함께 기업 신을 이루어내고 있다.
SCM시스템은 단순히 기업 내에서 공 사슬에 한 

정보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에서의 업무를 포함

하는 반 인 공  로세스를 포함하는 범 한 정보

시스템이다[7]. 따라서 기업은 공 망 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한 SCM시스템 도입의 요성이 매우 커지

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SCM시스템의 요성과 성과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에서 

SCM시스템을 도입은 하게 낮은 수 이다. 소기업

이 SCM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는 많은 항요소가 

발생한다[23, 24, 25, 26]. 이러한 항요소들은 기업이 

SCM시스템 도입 의도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향을 미
친다. 때문에 SCM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신 항 요소들과 도입 의도 간의 계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
특히나 SCM시스템의 도입 상인 국내 제조 기업은 

통계청 기  2018년 약 14만 5천 개의 기업으로 국내 
체 산업에서 약 20%를 차지한다. 그  통계청 기  기업 

규모별 보자면, 기업이 471개, 소기업이 1,737개에 
그치지만, 소기업은 14만 3천 개의 기업으로 압도 인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제조 기업을 한 SCM시스
템 연구는 소기업을 으로 하여 더 깊은 연구의 필

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소제조업을 상으로 SCM시스템을 도입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항에 해서 알아보고자 한

다. 그리고 SCM시스템 도입에 항요소들이 도입 의도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앞

서 언 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기업들이 SCM시스템을 
도입할 방안을 제고 하는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SCM시스템

4차 산업 명에 따른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술의 발 과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 에 

맞춰 기업들은 경쟁우 를 선 하기 한 략  기법으로 

공 사슬의 통합  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를 도입하고 있다. SCM시스템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달되기까지 모든 단계가 사슬처럼 연결된 공

사슬을 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일환이다. Lee et al.[15]은 
SCM시스템은 생산자에서 고객까지의 공  사슬(supply 
chain)상의 정보(information), 물자(material), (cash)의 
흐름에 해 총체  에서 체인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합

하고 리함으로써 효율성을 극 화하는 략  기법이라 

정의하 다.
이러한 SCM시스템은 Oliver와 Webber에 의해 그 개

념이 처음 사용되었고, Porter[21, 22]에 의해 제시된 공
사슬(Supply Chain)개념을 이어받고 있다. 1990년  

반 이후 세계무역 자유화가 시작됨에 따라 다국  기업

의 등장과 함께 진행되는 세계화에 따라 SCM시스템의 
요성이 두드러지었다. 에 따라 SCM의 효율성 측
면으로 RFID를 반 하여 제품 개념에서부터 제품 폐기

까지의 제품 개발과 제품 리를 반 하는 시스템도 포

함하여 포 으로 바라보기도 하 다. 이처럼 다수의 
연구에서 SCM시스템의 요성과 구매자와 공 자 간의 

계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산업에서의 제조

업은 기업 단독체가 아닌 생산에서부터 공 까지의 모든 

과정이 서로 력 계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4차 산업이 발 하고 있는 시 에서 SCM시스템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SCM시스템에 한 선행연구로 Cash and Konsynski[8]
과 Iacovou et al.[14]의 연구에서는 변하는 경쟁환경 

속에서 기업 내부와 외부의 운  효율성과 고객 만족을 

향상하는 방안으로, 변화 리 측면에서 업무 로세스의 

신과 기업 간 업 계, 새로운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에 한 

심과 투자를 말한다고 하 다. Mentzer et al.[18]은 제
조 산업에서 기업체 간의 경쟁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 혹은 공 사슬(Supply Chain) 간의 경쟁으로 변화
함에 따라서 비즈니스 로세스 간의 업(collaboration) 
계, 정보시스템 간의 통합(integration)은 매우 요한 

요소이며, 이를 리하기 한 기업의 인 , 물  역량

(capabilities)은 무엇보다 기업의 성공 인 시스템 구축 

 경 성과를 향상하는데 요한 향요인이라 하 다. 
Anderson et al.[2]은 공 사슬 리의 성공  도입  운

을 한 결정요인으로 SCM시스템 역량, 조직운 능

력, 부유 자원의 집 , 기업의 유연성, 공 자와의 략

 계 구축능력, 정보시스템 구축능력으로 보았다. 
Boxersox et al.[7]은 SCM시스템은 기업 내·외부를 연결
하는 공 사슬을 통합 으로 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내·
외부의 물류체계, 생산, 자원과 자 의 흐름 등을 최 화

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고 하 다. Arntzen et al.[3]
은 SCM시스템 도입성과로서 공 사슬의 비용 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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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투자의 효율성 제고, 사이클 타임 단축, 설비효율의 
제고 등의 효과를 제시하 고, Kim[15]은 업무효율향상, 
거래비용의 감, 납기단축, 재고감소, 물류비용의 감소 
등을 도입성과로 제시하 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SCM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성공 요인에 한 연구가 주

를 이룬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SCM시스템은 기업 간 
경쟁 구도에서 우 를 선 하기 해서 필수 인 요소임

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 경쟁우 를 선 하기 한 핵심

인 요소인 SCM시스템이 소제조업체를 상으로 SCM시
스템을 도입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2 기술혁신 

4차 산업 명에 따른 ICT(Information & Communicati-
ons Technology)의 발달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업 간 
경쟁은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 시 에서 기업의 

신 활동은 기업 간 경쟁 구도에서 우 를 선 하기 

한 필수 인 요소이다. 기업은 신 활동을 통해 성장의 
발 을 마련한다. OECD(2005)에 따르면 신은 ‘새롭거
나 하게 개선한 제품이나 공정, 마  방법, 는 

비즈니스 수행에 있어서 새로운 조직 방법, 직업환경 
는 외부 계 등의 달성’이라고 정의하 다. 특히 기술
신 분야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을 유

치하고 시장의 유율을 높이는 활동으로서 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고 기업을 성공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요한 동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
속 인 경쟁우   생산 효율성을 견인하는 데 필요한 

핵심요소이다[12]. 실제로 기업들은 신의 요성이 주
목받으면서 연구개발 등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9, 
12]. 최근 신에 한 연구 동향을 악할 때 기술 신

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경쟁 구도에서 우 를 

선 하기 해서는 기술 신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 신에 한 연구는 1950년 부터 활발하게 연구되

어왔다. Damanpour and Evan[11]은 기술 신 역량에 한 

개념을 주어진 기술을 실제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연구

해 창조해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 다. Solow[29]는 기술
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에 해서 기술 진보를 외생

변수로 간주하여 외생  성장이론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이후 기술은 자본  노동을 더불어 생산활동의 주요 
투입요소이며, 생산성 향상의 결정요인으로 인식되고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한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30]. Yam et al.[31]은 기술 신 요인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기술 신 역량으로 기

술에 한 조직학습역량, 자원할당  조정 역량, R&D 역

량, 제조역량, 조직역량, 마 역량, 략기획 역량 구분하

여 신성과에 미치는 향을 제시하 다. 기술 신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경 신과 직결되며 이는 경 성과로 

이어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술 신의 역량이 경 성과

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측할 수 있다. Ahn et al.[1]은 
기술규제에 따른 소기업 성과와 기술 신의 계 연구에

서 기술 신 수 을 제품의 품질개선, 제품의 다양화, 진부
한 제품/공정의 개선, 제품 생산능력 개선으로 측정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 다.
이러한 기업의 기술 신성은 경 성과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술 신성이 높은 기업은 경 성

과가 높을 것이라는 측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 신성에 따른 소기업에서의 SCM시스템 
도입 의도까지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2.3 혁신저항모델

신 항모델의 한 연구로 기 Sheth[27]의 연구가 
표 으로 해지며, 이후 Ram[24, 25]와 Ram and 

Sheth[23]은 Rogers[26] 등의 연구를 통해 발 해왔다. 
Ram[24]은 신 항을 ‘ 신을 채택함으로 인해 수반되
는 소비자들의 거부감이나 항’ 한 ‘ 신 변화에 
해 받고 있는 수 ’이라 정의하 고, 이를 기존에 
행이나 습 에 한 변화와 새로운 변화에 해서 창출

되는 신 항을 4가지로 분류하 다. 습  신 항

(Habit Resistance Innovations)은 험은 비교  낮지만, 
기존의 행이나 습 을 변화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항을 말한다. 험 신 항(Risk Resistance Innovations)은 
험도 고 기존의 행이나 습 변화에 항이 은 

항을 말한다. 이 신 항(Dual Resistance Innova-
tions)은 기존의 행이나 습 에 한 변화에 해서 

험을 높게 인식하여 발생하는 항이다. 이 신 항은 

변화에 해서 가장 강력하게 발생하는 신 항으로 실

패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 마지막으로 비 신 항(No 
Resistance Innovations)은 기존 행동이나 습 에 한 

험을 인식하지 않는 항을 말한다. Sheth는 이러한 신
항요인들로 인해 기업의 시스템 도입에 있어 최종 의

사결정자(임원 는 표)의 심리상태를 반드시 반 해

야 한다고 주장하 다. 
Roger[26]은 신확산이론에서 ‘ 신은 이를 채택하는 

개인 혹은 집단이 새롭다고 인식하는 아이디어, 행 

는 제품과 서비스라고 정의하며, 인구통계학  특성, 내
재  신성, 신의 지각된 특성이 신 채택에 향을 

미친다.’라고 하 다. 많은 선행연구가 신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항에 한 유발요인에 해서 연

구하 다. Roger는 신 항의 요인으로 상  이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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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성, 인지된 험, 시험 가능성  통신 가능성과의 
계를 제시하 다. Ram은 신 채택하는데 발생하는 
항에 한 유발요인으로서 신 특성, 소비자 특성, 그리
고 달 메커니즘 등 3가지를 제시하 다. 이후 Ram and 
Sheth[23]의 연구에서는 신 항의 유발요인으로 사용
장벽(usage barrier), 가치장벽(value barrier), 험장벽(risk 
barrier)을 포함한 기능  장벽(functional barrier)과 통

장벽(traditional barrier)과 이미지 장벽(image barrier)을 
포함한 심리  장벽(psychological barrier)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Rogers[26]은 신은 개인의 인
지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신 항의 유발요인으로 

신 특성으로 상  이 , 지각된 험, 복잡성, 합성

을 제시하 으며, 확산 메커니즘으로 학산 유형  특성
을 제시하면서 신 항 모델을 도출하 다. 가장 최근 
연구로서는 Park et al.[20]의 확장된 신 항모델로서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한 연구를 하 는데, 신 항 

요인인 상  이 , 합성, 지각된 험, 복잡성에 추
가하여 네트워크 효과, 사회  향까지를 구성하기도 

하 다.
먼  상  이 은 신확산이나 도입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좋
은 가치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4]. Rogers[26]
은 상  이 이란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기술 는 아이
디어보다 더 나은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합성은 신이 기존의 가치나 과거의 습 이나 

습 등과 일치하는 수 으로 정의된다. 합성은 신 확

산이론과 기술 도입 성과 모형에서 상  이 과 함께 

신 항과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17].
인지된 험은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 련된 험

들을 일컫는다. 인지된 험은 신 항모델의 인지된 

신 특성  한 변인으로서 신 도입 의도뿐만 아니라 

험 역 연구에서도 주요한 향요인으로 다 지고 있

다[13, 23, 28].
Rogers[26]와 Chang et al.[10]은 복잡성(Complexity)을 

기술의 이용이나 이해에 한 상  어려움이라고 정의

하 다. Ram[24]은 복잡성을 ‘기존의 것보다 이해하거나 
이용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 혹은 번거롭다고 지각하

는 정도’라고 정의하 다. 
신 항은 ‘ 신을 수용하지 아니하려는 태도’이며

[27], ‘ 신에 의한 강요 인 변화에 해 소비자가 지각

하는 감’이기도 하다[24, 25]. 신 항은 신을 채

택하기 한 변화하려는 상황에서 기존의 행이나 습

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행 를 일컫는다. 
신 항요소는 신을 수용하기 해서는 극복해야 할 

요소임이 분명하다. SCM시스템은 효과 인 정보시스템의 

일환으로  경쟁 시 에서 기업은 경쟁 구도에서 우 를 

차지하기 해 필요한 기술 신 요소  하나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소기업에서는 SCM시
스템 도입이 비교  낮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
항을 유발하는 요소를 상  이 , 합성, 인지된 험, 
복잡성으로 설정하여 앞서 언 한 4가지의 신 항요소들

이 소기업체가 SCM시스템을 채택하는데 있어 도입의도 
미치는 향에 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델 및 연구가설

소기업이 기술 신의 일환으로 SCM시스템을 도입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신 항 요인을 찾아보고 이러한 

신 항이 SCM시스템 도입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기 하여 연구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Figure 1> Proposed Research Model

OECD[19]에 따르면 신은 ‘새롭거나 하게 개선

한 제품이나 공정, 마  방법, 는 비즈니스 수행에 

있어서 새로운 조직 방법, 직업 환경 는 외부 계 등
의 달성’이라 정의하 으며, 실제로 기업들은 신의 
요성이 두드러지면서 연구개발 등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10, 13]. 따라서 기술 신 수 이 높은 기업은 신

의 일환인 SCM시스템에 하여 악이 더 높을 것이다. 
이에 더 높은 상  이 , 합성, 인지된 험성, 복잡
성을 악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1.1: 기술 신은 상  이 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2: 기술 신은 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1.3: 기술 신은 인지된 험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4: 기술 신은 복잡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신 항모델을 연구한 부분의 선행연구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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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 합성의 수 이 증가할수록 신 항의 수 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즉, SCM시스템이 우수
하다는 상  이 을 느끼고 있고, 자사에 합한 시스
템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입에 항이 낮아질 것이다. 이
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2.1: 상  이 은 신 항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합성은 신 항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Bettman[4]은 제품이 기술 으로 복잡성을 담고 있거나 

사용자가 제품에 한 경험과 신이 부족할 때 인지된 

험이 커지고 그 결과 신기술에 한 도입 의도가 감소

한다고 주장하 다. Bölen[5]은 특히나 복잡성이 신 항 

태도를 형성하는 가장 향력 있는 변수라고 주장했다. 즉, 
SCM시스템에 복잡하다고 느끼거나 인지된 험이 높을 
때, 신 항의 수 이 증가한다는 것을 측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2.3: 인지된 험은 신 항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4: 복잡성은 신 항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1과 가설 2.2의 바탕으로 신 항을 이는 
상  이 과 합성은 항의 반 인 도입 의도에 

정 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한, 가설 2.3과 가설 2.4
인 인지된 험과 복잡성이 신 항에 정(+)의 향을 
미치는 만큼, 도입 의도에는 부정  향을 미칠 것이 

측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3.1: 상  이 은 도입의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2: 합성은 도입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3.3: 인지된 험은 도입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복잡성은 도입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신 항은 기업이 신을 채택함에 있어서 항을 

의미하므로 부정 인 향을 다는 것을 측할 수 있

다. 즉, 소기업에 SCM시스템 도입함에 있어서 발생하
는 신 항은 SCM시스템 도입하는데 있어 도입의도에 
부정 인 향을 다는 것을 측할 수 있다. 

가설 4: 신 항은 도입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

이다.

신 항의 선행연구에서 Ram[24]은 신 항을 ‘
신을 채택함으로 인해 수반되는 소비자들의 거부감이나 

항’이라고 하 다. 그만큼 신 인 새로운 무언가를 

도입할 때, 신 항이 동반되며 도입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SCM시스템의 도입에 향을 주
는 요인들이 신 항을 매개하여 최종 인 도입의도에 

향을  것이 측 가능하다. 따라서 신 항의 매개

역할에 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 다.

가설 5.1: 신 항은 상  이 이 도입의도에 미치는 

향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2: 신 항은 합성이 도입의도에 미치는 향

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3: 신 항은 인지된 험이 도입의도에 미치는 

향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4: 신 항은 복잡성이 도입의도에 미치는 향

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기술 신은 새롭거나 하게 개선한 제품이나 공정, 
마  방법, 는 비즈니스 수행에 있어서 새로운 조직 

방법, 직업 환경 는 외부 계 등의 달성으로서 본 연
구에서는 제조업을 상으로 하기에 제품과 공정에 맞

춰, Ahn et al.[1]의 문항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Variables Measurement Items

Technology 
Innovation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products
∙Attempts to improve the quality of products
∙Efforts to diversify products
∙Efforts to improve existing products or manufacturing 

processes
∙Efforts to increase production capacity or improve 

flexibility

<Table 1> Technology Innovation

본 연구는 제조기업의 기술 신으로 SCM시스템을 꼽으
며, 소기업에서 SCM시스템 도입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
는 신 항요소를 찾고, 소기업에서 SCM시스템 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에 목 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신 항 모델은 신 항요인인 상  이 , 
합성, 지각된 험, 복잡성과 신 항, 도입 의도로 구성
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Park et al.[20]과 Ram[24]의 문항에 
SCM시스템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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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Frequency Ratio

Industries

Manufacturing of instruments, 
machinery and equipment 51 .135

Manufacturing of Metalworking and 
mineral 25 .066

Manufacturing of medical materials 
and chemicals 19 .050

Manufacturing of leather, textile, 
clothing and accessories 21 .056

Manufacturing of beverage and food 18 .047
Manufacturing of telecommunication 
and acoustic electronic 74 .196

Manufacturing of furniture and 
wooden products 6 .016

Manufacturing of primary metal, 
rubber and plastic products 59 .156

Manufacturing of transport 
equipment, automobiles and trailers 28 .074

Manufacturing of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15 .040

Manufacturing of Other product 62 .164

age
(year)

Less than 30 28 7.4
30~Less than 40 129 34.1
40~Less than 50 165 43.7

More than 50 56 14.8

Career
(year)

Less than 10 128 .338
10~Less than 15 102 .270
15~Less than 20 73 .193
20~Less than 25 38 .101
25~Less than 30 26 .069

More than 30 11 .029

Position

Manager 47 .124
General Manager 158 .418

Director 116 .307
President 57 .151

Total 378 100

<Table 3> Specimen Characteristics

Variables Measurement Items

Relative 
advantage

∙Expecting the work time reduction by using SCM system
∙Expecting the manufacturing time by using SCM system
∙Expectiong the improving efficienvy of stock management 

by using SCM system
∙Expecting the improving demanding forecasting and 

managerial efficiency by using SCM system 
∙Expectiong the improving of overall managerial efficiency 

by using SCM system

Compatibilit
y

∙Expectation that the SCM system will fit the company’s 
business process 

∙Expectation that the SCM system will be suitable for 
the company’s manufacturing process

∙Expectation that the SCM system is necessary for the 
company’s manufacturing process

∙Expectation that the SCM system will be helpful in 
reflecting customer requirements

∙Expectation the the SCM system will be suitable for the 
business process within the organization

Perceived 
risk

∙Expecting the performance error and accident risk of the 
SCM system

∙Expecting the financial burden and and inefficiency waste 
of SCM system

∙Anxiety about the safety of the SCM system
∙Expecting the increase in procedure and processing time 

of SCM system
∙Expecting the overall uncertain risk prediction of the SCM 

system

Complexity

∙Predicting the difficulty of using the SCM system
∙Predicting the training time required for SCM system
∙Predicting the need for time to proficient use of the SCM 

system
∙Predicting the difficulty of acquiring detailed funcions 

of SCM system

Innovation 
resistance

∙Non-preferred of SCM system
∙Rejection of SCM system
∙Willingness to utilize SCM system
∙Willingness to learn SCM system
∙Hassle of introducing the SCM system

Intention to 
use

∙Plans to introduce SCM system in the future
∙Plans to expand and scope of use throughout the enterpris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CM system
∙Possibility of continuous use after introducing the SCM 

system in the future
∙Recommend introduction of SCM system
∙Confidence in introducing SCM system in the future

<Table 2> Innovation Resistance

3.3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기 해 2021.07.15.부터 2021.07. 31. 
까지 기간 동안 총 378건의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표
본은 비확률 표본추출법으로 조사 방법은 온/오 라인 

설문 조사로 진행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SCM시스템을 
도입되지 않은 소기업의 SCM시스템의 도입 의사에 
한 연구이므로 설문의 상자는 소기업을 재직 이

고, 재직 회사가 SCM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SCM
시스템 도입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임원 는 경 진

을 상으로 설문 상을 한정하 다.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여러 참고문헌을 통하여 본 연

구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리커트 7  척도를 사용하 다. 

회수된 설문의 분석을 한 자료 분석 도구로는 SPSS21
과 AMOS22를 사용하여 분석하 고, 타당성  신뢰성 
확보를 해 요인분석을 시행하 고, 신뢰도 분석  상
계 분석을 시행하 다.

4. 연구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설문 된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응답자의 43% 이상이 40~50 의 연령이며, 경력은 10년 
이하가 약 33%, 10~15년 사이가 27%로 조사 되었다. 한, 
응답자의 86% 이상이 기업의 업무부서의 부서장 는 임원 
 기업의 표로서 실제로 SCM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표본으로 표집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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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Estimate
S.E 

stimate
S.E. C.R. p AVE CR

Technology 
Innovation

5 1 .896

.812 .956
4 .980 .891 .029 33.95 ***
3 1.001 .892 .039 25.923 ***
2 1.044 .928 .038 27.758 ***
1 1.029 .897 .040 25.474 ***

Relative 
advantage

1 1 .921

.829 .960
2 .891 .873 .033 26.959 ***
3 1.002 .929 .031 32.271 ***
4 .971 .912 .032 30.504 ***
5 .959 .917 .031 31.046 ***

Compatibility

1 1 .914

.808 .955
2 .973 .909 .033 29.351 ***
3 1.008 .916 .034 30.052 ***
4 .969 .904 .034 28.891 ***
5 .897 .850 .036 24.701 ***

Perceived
risk

5 1 .896

.790 .950
4 1.023 .904 .038 27.193 ***
3 .966 .900 .036 26.876 ***
2 .959 .873 .038 25.034 ***
1 .925 .871 .037 24.87 ***

Complexity

5 1 .908

.778 .950
4 1.021 .931 .034 30.414 ***
3 1.002 .927 .033 30.077 ***
2 .859 .808 .039 21.749 ***
1 .874 .830 .038 22.971 ***

Innovation 
resistance

1 1 .864

.785 .948
2 1.105 .898 .045 24.56 ***
3 1.120 .903 .045 24.827 ***
4 1.109 .897 .045 24.483 ***
5 1.056 .867 .046 22.892 ***

Intention to 
use

1 1 .855

.748 .937
2 1.046 .878 .046 22.726 ***
3 1.079 .907 .045 24.139 ***
4 .981 .833 .047 20.704 ***
5 1.038 .849 .049 21.376 ***

***p < .001.
CMIN(965.658), DF(536), P(.000), CMIN/DF(1.802), RMR(.050), 
GFI(.871), NFI(.936), RFI(.929), IFI(.971), TLI(.967), CFI(.971), 
RMSEA(.046)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fit χ2 df p χ2/df RMR GFI

Value 932.912 540 .000 1.728 .077 .901
Model fit NFI RFI IFI TLI CFI RMSEA

Value .938 .932 .973 .970 .973 .044

<Table 6> Model fit of Models

표본의 업종 분포를 보면, 통신  자 제조업이 

19.6%로 가장 많았고, 1차 속  고무/ 라스틱 제조

산업이 15.6% 이고, 기계  장비 제조 산업이 13.5% 등
으로 구성되었다.

4.2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변수와 측정 문항을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을 진행하 다. 확인  요인분석

은 측정 문항의 추정치와 체 모형의 반 인 합성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3]. 먼  확인  

요인분석의 모형 합도는 <Table 4>와 같이 CMIN 
(965.658), DF(536), CMIN/DF(1.802, 기 :<3)로 유의확률 
0.001기  유의하여 연구모형이 모집단의 자료로 합함을 

나타내었다. 더해서 RMR(.050, 기 :<.08), GFI(.871, 기 : 
>.8), CFI(.971, 기 : >.9), RMSEA(.046, 기 : <.08) 등으로 
나타나, 체 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표 요인 재량(Standard factor loading)은 

모두 0.8으로 변수의 측정 문항으로 합함을 나타냈으
며, 평균분산추출값(AVE) 값은 0.7(기 : >.5) 이상으로 
변수의 설명에 한 신뢰성을 증명하 다. 개념 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한 0.9(기 : >.7) 이상으로 내  

일 성에 해서도 신뢰성을 증명하 다.
상 계 분석을 통해 다른 변수와의 계를 살펴본 

결과, 타 변수와의 상 계수가 자기상 계수인 AVE보다 
낮게 나타나 별 타당성을 증명하 다.

1 2 3 4 5 6 7 Cronbach’s α

1 (.812) 　 　 　 　 　 　 .959
2 .364** (.829) 　 　 　 　 　 .960
3 .437** .736** (.808) 　 　 　 　 .954
4 .111** .078 .120* (.790) 　 　 　 .950
5 .120* .138** .186** .496** (.778) 　 　 .950
6 .010 -.220** -.116* .388** .399** (.785) 　 .948
7 .228** .424** .421** -.086 -.155** -.390** (.748) .937

**p ≤ .01, (AVE).
1. Technology Innovation, 2. Relative advantage, 
3. Compatibility, 4. Perceived risk, 5. Complexity, 
6. Innovation resistance, 7. Intention to use.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4.3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으로 시행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

하 다. 결과 검증에 앞서 모델 합도를 <Table 6>과 같이 
제시하 다. 유의확률 0.001 기  CMIN/DF(1.728, 기 : 
<3)으로 모집단의 자료로 합성을 나타내었다. RMR(Root 
Mean-Square Residual)은 Joreskog and Sorbom가 제안한 것
으로 잔차를 기반하여 합도를 보여주는 기 이다. 0.05 
이하를 좋은 합도로 해석하지만 체 인 수치를 종합

으로 단하며, 0.08 이하도 수용할만한 수 으로 단한다

[32]. 본 연구모델의 RMR은 0.077이지만 다른 지수가 높은 
수치로서 종합 으로 수용 가능한 모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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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Sobel test(ZP) Assesment

5.1
Relative advantage → Innovation resistance
Innovation resistance → Intention to use
Relative advantage → Intention to use

-.327***

-.296***

.151*

0
0

.097***

-.327***

-.296***

.248**

0
0

3.346***
Accept

5.2
Compatibility → Innovation resistance
Innovation resistance → Intention to use
Compatibility → Intention to use

.042
-.296***

.315***

0
0

-.012

.042
-.296***

.302**

0
0

-.556
Reject

5.3
Perceived risk → Innovation resistance
Innovation resistance → Intention to use
Perceived risk → Intention to use

.280***

-.296***

.062

0
0

-.083***

.280***

-.296***

-.021

0
0

-3.700***
Accept

5.4
Complexity → Innovation resistance
Innovation resistance → Intention to use
Complexity → Intention to use

.290***

-.296***

-.163**

0
0

-.086***

.290***

-.296***

-.249***

0
0

-3.774***
Accept

*p ≤ .05, **p ≤ .01, ***p ≤ .001.

<Table 7> Mediation Effect Results

본 모델의 경로에 한 결과는 <Figure 2>와 <Table 7>로 
나타내었다.

<Figure 2> Model Results

먼  가설 1.1~가설 1.4까지인 기술 신이 각 상  

이 , 합성, 인지된 험, 복잡성에 미치는 향에서 

유의확률 0.05 기  모두 정(+)의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기술 신이 높은 기업일수록 신기술의 하나인 

SCM시스템에 하여 잘 악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본 
가설이 채택됨으로 그를 증명하 다. 특히나 기술 신이 

높은 기업은 새로운 신에 한 활용이 높기 때문에 

SCM시스템이 가지는 이 과 합성에서 각 표 화계수 

0.380과 0.449로 높은 향을 미쳤다. 그 , 합성의 

향이 가장 높은 0.449로 기술 신이 높은 기업일수록 자

사의 합한지에 해 더 강하게 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설 2.1~가설 2.4는 각 신 항요인이 신 항에 

미치는 향을 본 것이다. 유의수  0.05 기 에서 가설 

2.2인 합성(p: .574)만 기각되었다. 합성이 높을수록 

신에 한 항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라 수립된 
가설 2.2가 기각된 부분은 자사의 합한 시스템이라면 
항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상
 이 이 미치는 향을 본 가설 1.1은 -0.327로 높은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M시스템이 
상 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된다면 신 항을 낮출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 다. 가설 2.3
과 가설 2.4는 신 인 무언가가 험성이 있다고 인식

하고 있거나 복잡하다고 느낄 때, 신 항에 부(+)의 
향을 미친다고 수립된 가설이다. 인지된 험인 가설 2.3
은 SCM시스템이 가지는 험인 시스템  오류, 불확실
성 는 성능문제 등이 인식되면 SCM시스템에 한 
항이 높아짐을 증명한 것이다. 복잡성인 가설 2.4는 
SCM시스템이의 조작이나 사용이 복잡하다고 느낄수록 
항이 높아짐을 증명한 결과이다. 
신 항요인이 도입의도에 미치는 향을 본 가설 

3.1~가설 3.4는 인지된 험을 제외하고 유의확률 0.05수
에서 채택되었다. SCM시스템이 가지는 상  이 과 

합성은 도입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데 특히나 

자사의 합한 시스템인지를 보는 합성이 표 화계수 

0.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입 의도를 낮추는 요인으
로 보았던 인지된 험은 p값 0.247로 유의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는 SCM시스템의 험성을 인지하고 있더라
도 도입 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사에 합한지가 더 요한 요인임을 볼 수 있는 결과

이다. 다만 SCM시스템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이는 
도입 의도를 낮추는 결과에 부(-)의 향을 미친다는 것
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신 항이 도입 의도에 부(-)의 향을 고려

한 가설 4는 유의확률 0.001기 , 표 화계수 -0.296으로 
채택되었다. 신시스템인 SCM시스템에 항심을 가지면 
도입 의도를 낮추게 된다는 결과를 증명한 것이다.

신 항의 매개 효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가설 5.1-5.4
의 결과는 <Table 8>과같이 제시하 다. 본 매개변수의 
간 효과를 명확히 보기 해 부트스트랩(2000회, 95%)
을 통한 유의성 검증과 Sobel test를 활용하 다. 먼  상

 이 이 신 항을 매개한 가설 5.1은 Sobel test의 
Z값이 3.346, 부트스트랩의 간 효과 0.097로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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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Estimate S.Estimate S.E C.R p Assesment
1.1. Technology Innovation → Relative advantage .380 .380 .052 7.351 *** Accept
1.2. Technology Innovation → Compatibility .453 .449 .052 8.717 *** Accept
1.3. Technology Innovation → Perceived risk .096 .118 .044 2.186 .029 Accept
1.4. Technology Innovation → Complexity .129 .135 .051 2.504 .012 Accept
2.1. Relative advantage → Innovation resistance -.259 -.327 .060 -4.337 *** Accept
2.2. Compatibility → Innovation resistance .033 .042 .059 .562 .574 Reject
2.3. Perceived risk → Innovation resistance .274 .280 .053 5.143 *** Accept
2.4. Complexity → Innovation resistance .242 .290 .045 5.322 *** Accept
3.1. Relative advantage → Intention to use .101 .151 .050 2.025 .043 Accept
3.2. Compatibility → Intention to use .208 .315 .048 4.289 *** Accept
3.3. Perceived risk → Intention to use .051 .062 .044 1.157 .247 Reject
3.4. Complexity → Intention to use -.114 -.163 .038 -2.989 .003 Accept
4. Innovation resistance → Intention to use -.249 -.296 .047 -5.316 *** Accept

*p ≤ .05, **p ≤ .01, ***p ≤ .001.

<Table 8> Hypothesis Test Results

0.001 기 으로 매개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가설 5.2의 합성은 Sobel test와 부트스트랩의 간 효과 

모두 유의성이 증명되지 않아 신 항의 매개효과가 없

음을 나타냈다. 자사의 합한 시스템이라면 항을 매
개로 향 받지 않고 도입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설 
5.3은 인지된 험이 신 항을 매개로 도입 의도에 미

치는 향을 본 결과이다. 인지된 험은 도입 의도에 직
인 향을 가지지 않으나 신 항을 매개할 때 

Sobel test의 Z값이 -3.700, 부트스트랩의 간 효과 -0.083
로 P값 0.001기  유의성을 증명하 다. 마지막으로 가
설 5.4의 복잡성이 신 항을 매개하여 도입 의도에 미

치는 향은 Sobel test의 Z값이 -3.774, 부트스트랩의 간
효과 -0.086로 P값 0.001기  유의성을 나타내며 매개 

효과를 증명하 다. 

5. 결  론

SCM시스템은 공  사슬을 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서 제조업에게 공 사슬의 요성만큼 SCM시스템도 
요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SCM시스템의 요성에도 아
직 SCM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소제조업을 상으로 
SCM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항에 

해서 알아보고 도입 의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 번째는 기술 신이 높게 나타난 

기업일수록 상  이 , 합성, 인지된 험, 복잡성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신 수 이 높을수록 상

으로 SCM시스템이 가지는 이 과 자사의 시스템에 

합한지에 하여 잘 악하고 있을 것이며, SCM시스템
의 험성이 무엇인지와 SCM시스템의 복잡성에 해서
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
히 상  이 과 자사의 합성이 높게 나타난 부분은 

기술 신이 높은 기업일수록 신기술에 한 이 과 자

신에게 합한지를 더 크게 본다는 을 나타낸 결과일 

것이다.
두 번째는 SCM시스템의 합성이 신 항에서는 기각

되었으나, 도입 의도에서는 가장 높은 향으로 채택되었다. 
한, 신 항의 매개 효과도 기각되어 SCM시스템이 자
사에 합하다면 항의 향을 주지 않고, SCM시스템의 
도입에 가장 큰 고려요소가 된다는 을 확인하 다. 따라
서 SCM시스템의 도입을 해서는 SCM시스템이 제조업에 
요하고 합한 시스템이라는 을 더욱 부각한다면 효과

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는 SCM시스템의 인지된 험이 도입 의도에 

직 인 향을 주지 않지만, 신 항을 매개할 시 간

효과를 나타낸 부분이다. 즉, SCM시스템의 불확실한 
에러, 성능 오류 등의 험은 항감을 통해 도입 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실무 으로 기업은 SCM시스템에 한 

자사의 합성을 더 인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 항

을 낮추기 해 상  이 을 인지할 필요성을 가진다. 
한, 도입 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복잡성에 

한 응으로 SCM시스템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설계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  시사 은 신 항모델이라는 이론

을 통해 실무 인 시스템인 SCM시스템의 도입 의도를 
검증한 것이다. SCM시스템의 경우 앞선 신 항모델의 



Yongmin Oh․Jeman Boo174

이론들처럼 모든 항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나 자사의 합성은 항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아 항에 향을 주는 요인이라 보기 어려웠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이어간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은 SCM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제

조 기업을 상으로 하면서 산업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

았다. 공 사슬 자체가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여러 산업

이 이어져 있기에 산업의 구분을 두지 않았지만, 더 높은 
수 의 분석을 해 산업별 특징을 고려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가 SCM시
스템을 상으로 하면서 부품과 완제품 등 각 제조단계

와 공 사, 구매사 등 공 사슬 상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

고 진행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도 역할의 치가 가지
는 의존이나 SCM시스템 합정도가 다를 것이다. 향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더 높은 수 의 연구가 이어지

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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