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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armaceutical industry is an industry that provides medicines related to the health and life of the people.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s a traditional regulation industr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R&D(Research and Development), purchasing, manufacturing,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under strict government management. Until now, pharmaceutical companies have continued to make 
efforts to maintain competitiveness through patent management, new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However, industries 
are rapidly changing, including rising costs for developing new products and expanding generic markets. As these changes and 
uncertainties in the management environment increase, effort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from a new perspective. In this study, we intend to examine the impact of SCM(Supply Chain Management) dynamic 
capability of pharmaceutical companies on corporate performance through partnerships to respond to market changes and 
uncertainties. It was determined that the agility, visibility and flexibility that constitutes the SCM dynamic capabilities would 
affect the performance of pharmaceutical companies.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SCM dynamic capabilities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was identified through surveys by SCM manager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Consequently,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hich is a regulatory industry, we have identified that SCM dynamic capabilities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partner compani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rporat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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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 생명과 련된 의약품을 제
공하는 산업이다. 제도  측면에서 제약산업은 제품의 

인허가, 연구개발, 생산 유통, 소비 단계마다 정부의 규
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엄격한 제도
 틀 속에서 제조사, 유통사, 병원, 의원은 의약분업 이
후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 합한 정형화된 역

할만을 수행하 다. 그러나 특허 기간 만료에 따라 제네
릭 제품이 확 되어 경쟁이 심화 되었고, 신제품 개발비
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시장변화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 4차산업 시  도래와 바이오 의약품 산업의 성장,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공 사슬 주체들의 역할이 빠

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 메르스 지역감염, 코로나 펜
데믹으로 인한 격한 시장의 변화도 제약기업이 고려해

야 할 요한 사안이 되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의
약품 원료 공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제약산업

의 로벌 가치사슬이 격히 변화될 것으로 망된다.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는 안정 인 공 망 

구축에 나섰으며, 국내 제약산업 회와 기 들도 새로

운 환경에 맞는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응 필요성을 주

장하고 나섰다. 
지 까지 제약산업의 발  방향은 기업과 정부 모두 

R&D(Research and Development), 특허 리, 정부 정책을 
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경  환경이 격히 변화

하고 있고 구매, 제조와 유통이 제약산업에서 요한 역
할을 하고 있음에도, SCM(Supply Chain Management) 
에서 제약산업의 성과 개선에 련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최근까지 제약산업에 한 연구는 정
부의 R&D 지원과 경 성과에 한 권재 의 연구, 정부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연구한 송석은의 연구가 있으나 

SCM 에서의 제약산업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39, 70].
공 사슬 리(SCM)는 원재료 구매단계에서부터 제조, 

유통을 비롯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달되는 체 

로세스를 포함한다. Davis[20]는 기업 간 경쟁의 심화, 
생산환경의 변화, 생산운 리의 필요성, 신속하고 신
뢰성 있는 고객서비스 확보, 효율 인 재고 리를 해 

SCM의 도입을 제안했다. Koh et al.[38]는 SCM을 통해 
체 업무 흐름을 최 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공 사슬 참여자들에게 SCM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 다. SCM은 장기 인 측면에서 제

약산업의 기업과 각 공 사, 구매사 간의 력을 유지하
게 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며, 기업성과를 한 요한 경
쟁우  요소가 될 것이다. 
제약산업의 생산은 배치(batch) 단 로 이루어지는데, 

배치 생산량 규모는 매우 크다. 아울러 다른 제품을 생산
하기 한 setup을 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된다. 의약품 특성상 항상 충분한 양의 제품 재고가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 매되지 않는 제품은 바로 폐기
된다. 한 일련번호 제도를 통해 의약품이 공 , 유통되
는 모든 과정이 엄격히 리되는데, 유통의 각 단 는 

부분 소규모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제약산업의 제조, 유통의 특성을 고려할 때 

SCM의 도입  개선은 의약품이 소비되는 최종 단계까
지의 흐름을 최 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 까지 제약산업에서 기업은 제조와 유통의 요성

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특허 리, 정부정책 측면에서 
기업성과를 한 략  선택을 해왔다. 의약품의 제조 
 최종 소비에 도달하는 과정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기
업이 공 사슬 리  에서 기업의 역량을 재고하고 

공 사, 구매사와의 력 계를 강화할 때 기업의 경쟁

력은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제약산업에
서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고, 향상시키는 SCM 요인들을 
살펴 으로써 실무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배경과 목 을 포함하는 서론으로 시

작하여 SCM 동 역량의 각 요소를 살펴보고 력 계

와 경 성과를 살펴보는 이론  배경, 이론  배경을 바

탕으로 연구 방법을 설계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연구방법

과 연구결과,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 로 논의가 이

루어지는 결론으로 구성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제약산업

국내 제약산업은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 확  등 지원

책을 마련하고 있는 분야이면서, 의약품의 허가부터 생
산·유통· 매에 이르기까지 타 산업과 비교해 정부의 엄
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71]. 제약산업의 연간매출은 2015
년 7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9조 4백억 원으로 20% 상
승하 고, R&D 투자에 있어서도 2014년 1조 1천억 원
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45% 상승하 다. 이러한 성장으
로 인해 <Table 1>과 같이 제약산업에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2020년 제약바
이오산업 DATABOOK 통계정보 한국제약바이오 회 

Korea Pharmaceutical and Bio-pharma Manufacturers 
Association). 최근에는 기업 환경의 격한 변화와 더불
어 코로나 펜데믹 같은 지역감염 발생으로 인해, 불확실
성에 한 응 능력이 기업 생존에 있어 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일시  생산 확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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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Permission
Manufacturers Suppliers

Finished goods Raw material Wholesales Manufacturer Importer

2015 740 356 215 1,988 262 195
2016 853 353 246 2,093 272 193
2017 855 357 116 2,354 259 174
2018 842 302 132 2,615 249 173
2019 918 257 220 2,919 108 182

<Table 1> Pharmaceutical Production and Supply Companies

유통 채 의 변화  재고 리에 리스크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경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제약기업 SCM의 요
성은 더욱 확 될 것이다.

2.2 SCM 동적역량

공 사슬의 동 역량(Dynamic Capability)은 “공 사

슬 활동을 진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내 , 외  자원

과 역량을 통합 으로 구축, 리하는 능력”이다[84]. 그
러나 경쟁환경이 변하면서 특정한 공 사슬의 형태를 

통해 장기간 지속 인 경쟁우 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59], 개별 인 공 사슬 역량들의 성과가 축 되고, 상
호보완되면서 총체 인 공 사슬의 역량이 향상될 수도 

있다[10]. 이는 공 사슬의 동 역량이 경쟁환경에 따라 

상이한 개별 역량들의 조합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47]. 
공 사슬의 역량을 민첩성, 유연성으로 구분할 수 있

다[49]. 변화에 응하고 반응하는 조직은 유연하고 민첩
한 응 능력을 갖추는데, ‘민첩성은 시장의 변화에 신속
하게 응답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이며, 유연성은 과 비용
이나 조직 내부, 외부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으면서 성과 
손실이 없이 시장요구를 만족시키는 조직의 역량’으로 
정의한다[56]. 한 Rao[59]는 공 사슬 가시성을 변화하

는 업무 로세스, 재고 리, 물류 리, 보 업무와 련

한 정보와 공 사슬 내에서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하는 

다양한 활동들과 련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정

의하 다. Jansen-Vullers et al.[27]은 시스템과 로세스 
통합을 통해 제품이 고객에게 달되는  과정의 정보

를 악함으로써 실시간 주문, 재고의 흐름 리, 외 

리 등에 한 측력을 향상시키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한 공 사슬 동 역량은 변

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제조와 재고유지  유통이 요

한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측 불가능한 상황에 

추가 인 자원의 소모 없이 응하게 하는 요한 요인

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첩성, 가시성, 유연성을 
공 사슬의 동 역량을 구성하는 변수로 하여 제약기업

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2.1 민첩성

민첩성은 변화되는 환경을 인지하고, 이러한 변화에 
보다 체계 으로 응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으로 Von 
Hoeket al.[80]는 정의하고 있다. 민첩성을 개념 으로 

시에 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의

으로 기업이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하여 구조

와 조직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의 역량으로 정리할 수 있다[15]. 
최근 민첩성과 기업의 성과와 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Yusurf et al.[84]는 경쟁우 의 확보를 해 공 사

슬 통합을 통한 민첩성 확보가 필수 이라고 주장하 다. 
Prater et al.[58]는 로벌 공 사슬 환경에서 민첩성의 부족

이 성과를 하한다고 제시하 다. Kidd[31]는 불확실성이 
높은 경 환경에서 민첩성이 경쟁우  확보를 가능하게 해

다고 제시하 다. Mason-Jones et al.[51]은 불확실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응하는 기업은 경쟁우 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 으며, Sambamurthy et al.[61]은 민첩성이 
신과 성과에 있어서 필수 인 요소라고 주장하 다. 

Jeong Jun-Sik[28]은 정보기술 역량  업 계가 공 사슬 

민첩성에 향을 미치고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 다. Christopher[17]는 민첩성을 민감성, 네트워
크기반, 정보공유, 로세스 통합으로 제시하 고, Van 
Hoek et al.[80]은 고객민감성  가상통합, 네트워크  
로세스 통합으로 보았다. 그리고, Agarwal et al.[1]은 시장민
감성  반응, 가상통합, 집 화된 업계획, 로세스 통합 

 성과 리를 민첩성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정리하자면 기업에 있어 민첩성은 일반 으로 격한 

시장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응하고, 이를 
해 고객과 소통, 운 체계의 통합  트 와의 업

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첩성은 기에 제
조업체의 유연성, 즉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 고객 요구사
항에 한 신속한 충족의 개념에서, 공 사슬 내에서 

업 트  회사를 포함하는 규모로 확 되고 있다[18, 
79, 80]. 민첩성은 제약 제조산업의 공 사슬 내에서도 

그 요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M 
동 역량  하나인 민첩성을 변화되는 환경을 인지하

고, 이러한 변화에 더욱 체계 으로 응할 수 있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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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고 제약산업의 제조사에서 가지는 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2.2.2 가시성

공 사슬 가시성에 한 이론  은 다양하고, 특히 
사람, 로세스  기술, 정보의 흐름과 연계된 복합 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기업의 에서는  세계 으

로 속히 변화하는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응하기 한 공 사슬의 통합 추진에 있어 에 보이는 

리를 해 공 사슬의 가시성이 요하게 되었다[83]. 이
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의 민첩한 응을 해서는 

가시성의 확보가 매우 요하게 되는데, 기업의 에서 

가시화를 통해서 사업의 수행 과정  결과를 체계 으로 

분석할 수 있고, 향후 진행할 일에 한 필요 정보와 추세를 
이해하여 사 에 응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정보와 
추세를 기반으로 한 측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자는 실시

간으로 필요한 결정을 수행하고, 이러한 결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고객과 기회를 얻게 된다[48]. 공 사슬에 있어서 

가시성은 공 사슬을 통해 기업의 근원 인 경쟁우 , 즉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주는 도구이자 요소이다[11]. 몇몇 선
행연구에서는 가시성을 시장 가시성, 고객가시성, 경쟁사 
가시성  기업내부 가시성의 4가지로 구분하 으나, 궁극
으로 공 사슬에서의 가시성을 로세스, 시스템 통합을 
통한 재고흐름 추 , 실시간 주문갱신, 외사항 리를 

통한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7, 39]. 
기업의 공 사슬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 사

슬의 체계 인 리를 해서는 효율 인 정보 공유  

리, 정보 활용의 용이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가
시성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요한 요인이 된다. 제약
산업은 제조부분은 불확실성에 응하여 생산 일정  

규모를 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제약산업에서 정보공유  활용도를 높이기 한 가시성

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3 유연성

기업 간 거래에 련하여 유연성은 트 와의 계약을 

통해 시장, 교환 계  트  상황에 합하게 조정으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 사슬 통합에 향을 미치는 

유연성은 변화에 처하고 공동의 이익을 해 역할을 조정

하고, 각 단 의 요구에 맞추어가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2]. 공 사슬 측면의 유연성에 한 연구를 보면 추가

인 비용, 시간의 투입 없이 시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
록 하는 조직의 능력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특히, 공 사슬 

유연성의 측정은 제품, 생산량, 신제품 출시, 근 유연성 

 목표시장 반응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2].  다른 연구

에서는 공 사슬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조 유연성 개념에서 

공 사슬로 확장하기도 하 는데, 개념  정의는 공 사슬

에서 고객의 요구를 신속하게 응하기 한 유연성으로 

정의되며, 불확실한 상황과 환경에 응하기 한 공 사슬

의 역량으로 설명하 다[77].
이처럼 유연성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빠르고 체계 으로 

응하는 역량으로 정   동  유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2]. 연구자들은 선행연구에서 유연성을 불확실성에 
처하는 최 의 방법으로 설명하면서, 특히 공 사슬의 경우 

공 자에서 고객에까지 가치를 제공하기 해 조정과 통합

을 고려하기 때문에 유연성 역량이 필수 이라고 주장하

고, 기업의 재무성과와도 직 인 련이 있다고 제시하

다[12]. 그리고 공 사슬의 유연성이 높은 경우 수익성 증가

에 향을 주게 되는데, 공 업체의 참여가 활발할수록 유

연성 수 이 제고되어 기업의 성과가 개선된다고 하 다

[62]. 한, 유연성은 기업내부의 역량이고 민첩성은 기업외
부의 역량으로 유연성이 민첩성에 향을 미치는 계를 

실증하기도 하 다[75]. Slack[69]은 공 사슬 유연성을 자

원과 시스템 유연성으로 구분하 고, Duclos et al.[21]은 
제조유연성과 공 사슬을 연계하여 공 사슬 유연성의 구

성요소로 6가지를 제시하 다. 그 항목은 운 시스템, 시장, 
공 , 물류 리, 조직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하 다. 
Vickery et al.[81]은 공 사슬 유연성에 해 제품, 생산량, 
신제품 출시  근 유연성과 반응성으로 구분하 다.
제약산업의 제조, 유통은 정부의 규제를 엄격하게 받

으며, 다수의 , 소규모 기업들로 그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제약기업은 이러한 제약된 상황 하에서도 재고
리, 물류 리 같은 공 사슬 단계에서 트 들의 극

 참여를 유도하고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추가 인 자

원의 투입 없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3 협력관계

공 사슬 리는 트 간 연계를 요시하여 력

계 유지를 요시하고 있고, 이를 해 과거 정보제공과 
공유의 에서 기업 간 업과 계만족의 방향으로 

확 되고 있다. 따라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기
반으로 한 유기 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공 사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능동

으로 상호 간의 이익 창출을 해 긴 한 력  계를 

유지하고 목표 지향  역할을 강조하며, 특별히 상호 간
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업  계만족에 한 지향

성을 강조하고 있다[53]. 효과 인 공 사슬 리의 방향

을 제시한 미래지향 인 연구에서는 효율  공 사슬

리 구축  운 에서 요한 은 장기간에 걸쳐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력  공 사슬 계를 유기 으로 

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3, 48, 5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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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슬 리에 있어 력이란 기업 간에 상호 필요

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직 간 신뢰를 형성하고, 업무 
몰입과 목표 공유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나감

으로써 력을 기반으로 공동의 목  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력 계가 직원 만족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의 지속 이고 안정 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한, 
공평하고 이해 가능한 수 에서 창출된 성과를 참여업체

들과 공유할 때 지속할 수 있는 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3]. 공 사슬 리에서 력은 공 사슬의 경쟁력

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요한 요소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러한 력의 이 바로 략  일치성과 일

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69]. 력은 략  일치성에 

한 연구와 함께 력 유형에 한 연구도 지속 으로 

이어지고 있다[6, 42, 43, 51, 54, 69].
공 사슬 력연구에 있어 표 인 연구인 Simatupang 

et al.[68]은 력과 상호의존성을 기 으로 력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 다. 이러한 력  계는 공 사슬에서 

략 인 트 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Groves et 
al[24]은 제조기업을 심으로 구매자-공 자 간의 계 유

형을 트 십 계,  계, 그리고  계로 

분류하고 성과를 비교한 결과 우호 인 트 십 계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안정 인 공 사슬을 운 하기 한 조직간 략 유

사성이나 기업목표에 부합하는 운 특성 요소들은 력

에 련된 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제약기업은 부분 물류, 유통 과정에서 다수의 소규

모의 트 들과 연계되는데, 이로 인해 트 사에 

한 사  검증 비용  리 비용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

다. 따라서 트 들과의 우호  력 계는 공 사슬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감하고, 장기 으로 높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2.4 경영성과

공 사슬 리에 한 선행연구에서 요하게 다루어

진 주제는 공 사슬 리에 의한 성과, 즉 공 사슬 내의 

구성원과의 력을 통한 재무 , 비재무  성과라고 할 

수 있다[18, 74].
특히, 기업성과 측정에 있어서 재무  성과는 가장 일

반 으로 활용되는 정량  측정 방법이다. 구체 으로 

기업목표의 달성, 략의 실 , 기업의 성과지표 개선의 
기 을 무엇으로 정할지 재무성과로 성과측정이 가능

하다. 이러한 재무성과의 측정은 시장 유율, 매출  매
출이익, 업이익, 재고 회 율의 증가, 유통  물류비
용의 감소, 리드타임 감소와 같이 측정 가능한 성과를 말
한다. 반면에 정성  효과는 공 사슬 내 구성원들의 

계 개선, 업, 업무처리시간 감소, 효율성 증 , 만족도 
증가 등 비계량화 된 성과로 볼 수 있다[31, 73]. 
재무는 매출  원가와 로세스는 납기, 반응성  

주기시간과 고객경 은 제품  고객서비스를 학습  

성장 역은 자산 활용도, 시장 유율을 제시하 다[39]. 
공 사슬 성과에 한 기연구에서는 주로 재무  

성과만을 연구 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 으나, 최
근 많은 연구에서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를 포함

하여 같이 측정하는 것에 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에 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68].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약 

기업의 성과를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경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재무  성과는 매출액, 시장 유율, 매출액, 이익의 증가, 
흐름의 개선으로 정의하 으며, 비재무  성과는 업무 

만족도 증가  소속감 증가, 이직률로 정의하 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모델 및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제약산업에서도 SCM의 동  역량에 따른 성

과를 보고, 동  역량이 력 계를 매개로 나타나는 성과

의 변화를 보고자 연구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 다. 

 

〈Figure 1〉Reserch Model

Teece et al.[79]은 동 역량을 변하는 환경에 응하

기 해 기업 내부, 외부의 지식과 자원을 통합, 재구축,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 다. Park, B.S et al.[55]
은 공 사슬 동 역량을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추가 인 

자원의 투입이 없고, 조직의 혼란이 없이 유연하게 처
하는 기업의 역량이라고 하 다. Wei and Wang[82]은 
가시성을 공 사슬의 통합  운 을 한 역량이라고 하

다. 따라서 공 사슬 동 역량이 제약기업의 매출액, 
시장 유율 등의 재무  성과와 소속감, 만족감 증가와 
같은 비재무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을 상하여 아래

와 같이 가설을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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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공 사슬 동 역량의 민첩성은 재무  경 성과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공 사슬 동 역량의 가시성은 재무  경 성과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공 사슬 동 역량의 유연성은 재무  경 성과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공 사슬 동 역량의 민첩성은 비재무  경 성

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공 사슬 동 역량의 가시성은 비재무  경 성

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공 사슬 동 역량의 유연성은 비재무  경 성

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트 십에 련한 연구로 Kim and Seo[34]는 공 사

슬성과에 해 업이 매개효과를 가지고 간 효과일 때 

유의미하다는 연구를 하 다. Kim and Kwon[33]는 SCM
의 트 십을 매개하여 공 사슬 험 리가 사업성과

에 미치는 향을 보기도 하 다. 이처럼 공 사슬의 핵

심 요인들이 트 십을 매개할 때 성과에서 유의한 의

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약산업은 제조, 유통 
과정에서 다수의 력사들과 복잡한 계를 형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다수의 트 와 력 계가 공

사슬 네트워크의 동 역량과 기업 재무성과와 비재무  

성과에 향을  것으로 단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7: 력 계는 민첩성이 재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에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8: 력 계는 가시성이 재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에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9: 력 계는 유연성이 재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에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0: 력 계는 민첩성이 비재무  경 성과에 미

치는 향에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1: 력 계는 가시성이 비재무  경 성과에 미

치는 향에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2: 력 계는 유연성이 비재무  경 성과에 미

치는 향에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제약산업의 공 사슬의 동 역량의 정의는 앞선 연구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 사슬 활동 진을 해 기업 내부와 

력사의 자원과 역량을 통합 으로 구축, 조정, 리하는 

능력이다[83]. 변화와 기에 응하기 한 공 사슬 체

의 민첩성을 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한 공 사슬의 

통합  리, 조정  민첩성의 확보를 한 가시성의 동 역

량을 민첩성, 유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49]. 그리고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응하기 한 정보와 로세스의 가시

성이 요한 역량이 된다. 여기서 민첩성은 시장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 으로 구조와 조직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말한다. 유연성은 변화에 
처하고 공동의 이익을 해 역할을 조정하고 요구에 맞추

어가는 능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가시성은 로세스, 시스
템 통합을 통한 재고흐름 추 , 실시간 주문갱신, 외사항 

리 등으로 에 보이는 리를 말한다. 설문 문항은 Hwang 
et al.[36], Shim[67], Lee[36], Choi et al.[1], Seideman[64], 
Sharma[66], Gosain and Malhotra[23]를 참조하여 략  

공 사슬 역량을 연구한 Shang et al.[65]의 논문에서 인용하
다.

Variables Measurement Items

Agility

∙Rapid decision-making for marketplace changes
∙Rapid response to market change
∙Agile response to customer needs
∙Execute decisions with agility

Visibility

∙Detailed tracking of internal business conditions
∙Real-time information system of production and sales
∙Ease of Information Sharing and Inform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haring environment in the enterprise

Flexibility

∙Responsibility to special requiements
∙Responsibility to fluctuations in demand
∙Responsibility to variations in delivery dates
∙Competitive Scope of Supply

<Table 2> SCM Dynamic Capability

본 연구에서 본 경 성과는 공 사슬 리에 의한 기

업의 역량  공 사슬 내의 력을 통한 성과이며[18], 
재무  성과는 매출, 순이익 등으로 비재무  성과는 만

족감, 이직률 등으로 정의하 다. 먼  재무  성과는 

Choi et al.[16]과 Choi[14]의 논문에서 인용하 으며, 비
재무  성과는 Kim[37], Lee[45], Beamon[37]의 만족성
과로 반 하 다.

Variables Measurement Items

Financial 
performance

∙Increase in sales
∙Net profit increase
∙Increase in total asset size
∙Increased market share
∙Positive change in cash flow

Non
Financial 

performance

∙Increased sense of belonging
∙Increased satisfaction
∙Reduced turnover

<Table 3> Manag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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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haracteristics

Response Frequency %

Gender
Male 161 53.7

Female 139 46.3

Age

20’s 36 12.0
30’s 136 45.3
40’s 89 29.7

50’s More than 39 13.0

Education

High school 1 0.3
College graduate 266 88.7

Graduate school or higher 32 10.7
Etc. 1 0.3

Career

Less than 5 years 73 24.3
6-10 years 105 35.0

11-15 years 66 22.0
More than 16 years 56 18.7

Affiliated 
Company 

Annual Sales
(billion won)

Less than 50 145 48.3
50 ~ Less than 100 70 23.3

100 ~ Less than 500 49 16.3
More than 500 36 12.0

Affiliated 
employees

Less than 500 190 63.3
500~999 56 18.7

1000~5000 24 8.0
More than 5000 30 10.0

Total 300 100.0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본 연구에서는 공 사슬 계를 바라보는 변수로 력

계를 설계하 다. 력 계란 력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와 가치를 공유하며, 변화와 기에 력하여 처하
고, 장기 으로 공 사슬의 경쟁력을 향상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수행해나가는 것이다. 설문 문항은 Bakos and 
Brynjyoolfsson[5], Bensaou and Venkatraman[9], Shim[67], 
Shang et al.[65]의 논문에서 인용하 다.

Variables Measurement Items

Cooperative 
relationship

∙Sincerity of partner companies in the supply chain
∙Relationship to work with system changes
∙Goodwill of partner companies in the supply chain

<Table 4> Cooperative Relationship

3.3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해 2020. 2. 8.~2020. 2. 29.의 기간 동안 
총 312건의 데이터를 수집하 으며, 이  불성실 응답, 
응답에 합하지 않은 응답자의 응답, 결측치를 포함한 
응답을 포함하여 12건을 제외하 다. 조사방법은 경력이 
높은 의사결정자의 경우 연령 가 높을 것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기업방문을 통한 오 라인 조사를 동시에 진행

하 다. 조사의 상은 의약품 제조  유통을 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한정하 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 로 

제약산업의 공 사슬  공 사슬의 역량에 한 정의를 

설명하 으며, 공 사슬 리자 역할을 분명히 하여 답

변하도록 설계하 다. 응답의 정확성을 하여 응답자를 
제약  의약품 기업에서 약 5년 이상의 공 사슬 리 

경력을 가진 리자와 임원으로서 재도 련 직무에 

종사 인 상자로 제한하 다. 
본 연구를 한 분석 도구로 SPSS와 AMOS를 활용하
으며, 복수의 참고문헌을 근거로 연구에 맞게 설문항
목을 재구성하 기에 타당성 검증을 한 탐색  요인분

석을 진행하 다. 가설 검증으로 AMOS를 통한 구조방
정식 모델의 검증을 진행하 으며, 경로계수로 가설을 
검증하 다. 신뢰성 확보를 한 분석과 변수의 계를 
이해하기 한 상 계 분석을 실행하 다. 

4. 연구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제약산업의 제조사와 도매, 유통 기업의 공
사슬 담당자를 상으로 300건의 데이터를 수집하 다. 소
규모 기업이 많은 제약산업의 특성상 기업 공 사슬 리

자의 비 이 작았고, 소규모 기업의 비 이 매우 높게 나타

났다. 공 사슬의 이해도가 높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 사슬의 리자와 임원을 상으로 하 다.

4.2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활용

할 것이므로 이에 앞서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은 모형을 구성하는 측정변수의 추정치

와 모형의 반 인 합성을 검토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카이스퀘어 값 이외에 
RMR, CFI, GFI, RMSEA 등의 합도 지수를 통해 모형
합도를 평가하 다. CMIN/DF 값은 카이스퀘어 값을 자유
도로 나  값으로써 일반 으로 카이스퀘어 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형으로 단하기 때문에 CMIN/DF 값도 5 미만이면 
양호한 것으로 단한다. RMR 값은 자료에 의해 모형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분산의 크기를 의미하며 0.05 미만이면 
양호한 것으로 단하 다. CFI값은 변수 간의 모든 계를 
가정한 포화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

주며 0.9 이상인 경우 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단하 다. 
GFI값은 측모형에서 설명되는 분산과 공분산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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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Estimate
S.Esti
mate

S.E. C.R. p AVE CCR

Agility

1 1.000 .853 　

.704 .905
2 1.054 .850 .057 18.325 ***
3 1.002 .828 .057 17.570 ***
4 .973 .825 .056 17.473 ***

Visibility

1 1.000 .804 　

.668 .890
2 1.100 .807 .071 15.410 ***
3 1.125 .845 .069 16.323 ***
4 1.070 .812 .069 15.520 ***

Flexibility

1 1.000 .822 　

.695 .901
2 1.085 .854 .063 17.297 ***
3 .989 .812 .061 16.137 ***
4 1.026 .848 .060 17.125 ***

Partnership
1 1.000 .811 　

.688 .8682 1.036 .824 .066 15.752 ***
3 1.118 .852 .068 16.399 ***

Financial 
performance

1 1.000 .711 　

.588 .877
2 1.080 .764 .089 12.100 ***
3 1.091 .742 .093 11.771 ***
4 1.059 .740 .090 11.743 ***
5 1.033 .690 .094 10.999 ***

Non
financial 

performance

1 1.000 .884 　

.655 .9042 .953 .885 .050 19.240 ***
3 .739 .694 .054 13.653 ***

Notes: ***p < .001.

<Table 7>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양을 나타내며 일반 으로 0.9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단하 다. RMSEA 값은 합도 지수들  표본의 수와 

모형의 간명성이 고려되는 지수이며 합도가 0.08 이하인 
경우에 양호한 것으로 단하 다.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표 화 요인 재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의 크기  통계  유의성, 평균분산추출값
(AVE), 합성신뢰도(CCR) 등으로 집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28].

Model fit χ2 df p χ2/df RMR GFI CFI RMSEA

Value 293.862 215 .000 1.367 .021 .924 .983 .035
Reference 

value - - - <5 <.05 >.9 >.9 <.08

<Table 6> Model fit of C.F

각 측정변인의 표 화계수는 최소 0.5 이상이 되어야 한
다. 평균분산추출값(AVE)은 0.5 이상, 합성신뢰도(CCR)
는 0.7 이상의 값을 나타내야 집 타당성이 있다고 단할 

수 있다[22]. 확인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에 한 측정

문항들의 표 화 계수는 모두 0.5를 상회하 으며 유의하

다. 평균분산추출값(AVE)의 경우 0.588~0.704로 기 치 

0.5를 상회하 으며, 합성신뢰도(CCR) 한 0.868~ 0.905로 
모두 기 치 0.7을 상회하여 집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단하 다.
다음으로는 평균분산추출값(AVE)을 통해 변수들 간의 
별타당성을 검토하 다.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
근이 변수들 간의 상 계수보다 높으면 별타당성이 있

는 것으로 본다. <Table 7>에 상기된 바와 같이 각 변수
의 평균분산추출값(AVE)이 0.588 이상으로 0.5보다 높아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하 다.

1 2 3 4 5 6
Cronbach’s 

α

1 (.704) .905

2 .619** (.668) .889

3 .590** .586** (.695) .901

4 .608** .656** .622** (.688) .868

5 .538** .563** .548** .559** (.588) .876

6 .572** .534** .516** .611** .563** (.655) .880

<Table 8> Correlation Analysis

** p≤.01, (AVE).
1. Agility, 2. Visibility, 3. Flexibility, 4. Partnership, 5. Financial 
performance, 6. Non-financial performance.

4.3 적합성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은 구조방정

식(SEM) 모형을 분석하 고, 합도 지수를 검토하 다. 
모형 합도 검토결과 CMIN/DF 값이 1.432, RMR .025, 
CFI .980, GFI .921, RMSEA .038 등으로 나타나 반 으

로 합도 지수들이 기 치에 부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형 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단하 다.

Model fit χ2 df p χ2/df RMR GFI

Value 309.398 216 .000 1.432 .025 .921

Model fit AGFI NFI IFI TLI CFI RMSEA

Value .898 .938 .981 .977 .980 .038

<Table 9> Model fit of Models

4.4 가설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각 경로의 유의성 검정결과는 다음

과 같다. 공 사슬 동 역량이 경 성과  재무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민첩성(C.R. = 2.065, p < .05), 
가시성(C.R. = 2.232, p < .05), 유연성(C.R. = 2.428, p <
.05)이 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동  역량이 성과에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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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Model Results

Hypothesis Estimate S.E C.R p S.Estimate Assesment

Agility → Financial_performance .140 .068 2.065 .039 .168 Supported
Visibility → Financial_performance .176 .079 2.232 .026 .205 Supported
Flexibility → Financial_performance .157 .065 2.428 .015 .198 Supported

Agility → Non financial performance .304 .095 3.203 .001 .249 Supported
Visibility → Non financial performance .120 .110 1.093 .274 .095 Not Supported
Flexibility → Non financial performance .065 .090 .728 .466 .056 Not Supported

Agility → Partnership .220 .075 2.922 .003 .211 Supported
Visibility → Partnership .437 .082 5.337 *** .406 Supported
Flexibility → Partnership .299 .070 4.304 *** .300 Supported

Partnership → Financial_performance .198 .079 2.489 .013 .248 Supported
Partnership → Non financial performance .502 .113 4.434 *** .429 Supported

*p≤.05, **p≤.01, ***p≤.001.

<Table 10> Path Model Results

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제약산업에서도 동일하게 나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민첩성은 비재무  성과에도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C.R. = 3.203, p < .001), 가시
성과 유연성은 비재무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나타내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비재무  성과는 만족이나 소속

감으로서 정량  성격을 가진 재무  성과와 다르다. 이
에 에 보이는 리로서 가시성과 유연  조정인 유연

성이 기각된 결과로 나타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매개변수인 력 계와의 계에서 민첩성은 력

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R. = 2.922, p < .01), 가시성(C.R. = 5.337, p < .001)과 
유연성(C.R. = 4.304, p < .001)은 보다 유의한 수 에서 

력 계에 정(+)의 향을 나타냈다. 공 사슬에서 핵

심역량은 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제약산업도 마찬
가지일 것이다. 이에 공 사슬의 동 역량이 력 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 것은 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향도가 가장 높게 나온 가시성은, 에 보이는 가

시  리는 더 력 계을 강화한다는 결과로서 제약산

업을 비롯한 공 사슬에서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력 계가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력

계가 재무 인 성과(C.R. = 2.489, p<.05)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치며, 비재무 인 성과에는 (C.R. = 4.434, 
p < .001)는 보다 유의한 수 에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 공 사슬에서 력 계는 공 사슬의 필수 요소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 사슬의 력 계가 기업의 경

성과에 유의한 의미를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 사슬 동 역량이 력 계 통해 경 성과에 미치

는 간 효과를 검증하기 해 부트스트랩을 통한 유의성 

검증방법을 활용하 다(2000회 추출). 력 계의 매개

효과에 한 각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첩성이 력 계를 통해 재무  성과(effect =. 248,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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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Assesment

Agility → Partnership → Financial_performance .168* .052*(.211**, .248*) .221* Supported
Visibility → Partnership → Financial_performance .205* .100*(.406***, .248*) .305** Supported
Flexibility → Partnership → Financial_performance .198* .074*(.300***, .248*) .272*** Supported

Agility → Partnership → Non financial performance .249*** .090*(.211**, .429***) .339*** Supported
Visibility → Partnership → Non financial performance .095 .174***(.406***, .429***) .269** Supported
Flexibility → Partnership → Non financial performance .056 .129**(.300***, .429***) .185* Supported

*p≤.05, **p≤.01, ***p≤.001.

<Table 11> Mediation Effect Results

< .05)와 비재무  성과(effect = .429, p < .001)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성은 력
계를 통해 재무  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effect = .248, p < .01), 유연성이 력
계를 통해 재무  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ffect = .248, p < .001). 경로계수 분석에
서 가시성과 유연성은 비재무  성과에 직 으로 향

을 미치지 않았지만, 매개효과 검증 결과 력 계를 통해 

간 으로 향을 미쳐 완 매개 향을 가진 것으로 나

타났다. 정확한 확인을 한 Sobel test에서 가시성은 Zp 
값이 3.412***

로 나타났으며, 유연성은 3.079**
로 나타났다. 

즉, 가시 인 성과는 재무  성과에 유의미한 효과로 나타

났으나, 만족 등의 비재무  성과에서는 력 계를 통해

서 그 효과가 드러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한, 유연성
은 시장, 교환 계  트  상황에 맞는 조정인 만큼 

력 계를 통할 때 그 효과가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공 사슬의 동 역량은 기업의 내부, 외부의 자원과 
역량을 통합 으로 리, 조정함으로써 변화하는 경 환

경의 불확실성에 응하는 기업의 역량이다. 제약산업은 
경쟁환경, 정부정책의 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코로
나 지역감염과 같은 불확실성 상황에 놓여있다. 제약산
업에서 제조와 유통은 요한 비 을 차지하며, 기업이 
다수의 소규모 력사들과 계를 맺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법률과 정부 정책하에 엄
격히 리된다. 반면 제약산업과 련된 연구는 연구개
발투자  정부정책, 특허 리 등에 한정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제약산업에서 력 계를 매개로 하여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써, 제약 기업의 
공 사슬 에서, 변화와 불확실성에 응하는 기업의 
역량과 기업성과의 계를 살펴보고자 하 다.
먼  첫 번째로 제약산업의 공 사슬 동 역량도 기

업의 재무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하 다. 공 사슬의 동 역량이 경 성과에 유의한 의

미를 갖는 것에 제약산업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제약산업의 공 사슬 동 역량  민첩성

을 제외한 가시성과 유연성은 비재무  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웠다. 민첩성의 결과를 바탕
으로 공 사슬 리자들은 정책,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응함으로써 성과와 직무 만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조 Setup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유통, 소비 각 단계에서 엄격한 리가 이루어지는 제약
산업 환경하에서 기업이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응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시 인 리를 

말하는 가시성은 직무만족을 측정한 비재무  성과보다

는 으로 바로 느껴지는 정량 인 부분인 재무  성과

에 높은 향도를 나타냈기에, 재무  성과향상 시 가장 

효과 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시성
이 비재무  성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시장, 제품
변화와 성과평가에 한 성과평과와 련된 학습가시성

이 비재무  성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데, 이것은 공 사슬 정보의 가시성으로 인해 

성과 달성의 압력이 확 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56]. 유
연한 응을 의미하는 유연성은 재무  성과로 연결될 

수 있으나, 직무 만족과 연결되지 않는데 이것은 제약산
업이 통 인 규제산업으로 유연한 응에 따른 압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약산업에서는 변화에 
규제 내에서 유연하게 처하는 것보다 민첩하게 공 사

슬을 리하는 것이 요하다고 단된다. 그러나 엄격
한 규제가 용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SCM 
리의 유연성을 재고함으로써 더욱 효율 인 재고, 유
통 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 사슬 리자들이 규제 

내에서도 변화와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제약산업에서 가지는 력 계는 공 사슬 

동  역량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에서 모두 매개 역

할을 하 다. 특히나 가시성과 유연성은 력 계를 통

할 때 비재무  성과에서도 완 매개 역할을 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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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제 심의 제약산업에서도 공 사슬  단 에서 신

뢰를 바탕으로 연합 인 계를 유지하고 긴 한 역할 

계를 설정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나 다수의 소규모 력사들과의 계가 복잡하게 연결되

어 있는 제약기업의 특성상, 력사들과의 효율 이며 

가시 인 계가 리 비용 감소와 직무만족의 성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력업체와 상호 력 하

는 것이 요하다는 결과는 공 사슬 력업체와의 신뢰

와 상호 력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응하고 기회

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그리고 연구 개발 
 신제품을 통한 도약을 시하는 제약산업에서 공 사

슬 각 단 의 력 수 을 높이는 것이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공 사슬 동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향을 제약산업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시사 을 도출하

기 해 시작되었다. 제약산업은 타 제조업과 비교해 생산
부터 매까지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다수의 소규
모 력사들과 계를 갖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실무  시사 은 제약산업

에서도 공 사슬의 동 역량의 요성을 확인 한 부분이

며, 특히나 다수의 소규모 력사와 계를 갖는 만큼 
력 계의 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을 확인한 것이다. 
비재무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웠던 가시성

과 유연성도 제약산업의 력 계를 통하면 그 향을 

나타내었다. 이에 제약산업의 기업들은 다수의 소규모 
력사를 보유하더라도 력에 비 을 두고 더 높은 성

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  시사 은 공 사슬의 동 역량이 

가지는 향과 력 계의 계로 그 향력의 변화를 

검증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시성과 
유연성이 성과에 유의미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 다[11, 
12, 76]. 가시성이 공 망 성과 개선을 한다 하 고[11], 
유연성이 공 망 성과에 필요한 요소로서 사례를 도출하

기도 하 다[76]. 제조기업의 경쟁우 에 요성으로 유

연성을 강조하기도 하 다[12]. 그러나 제약산업에서 가
시성과 유연성은 비재무  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치

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제약산업에서 가시성과 유연성은 
트 십을 통해서 그 효과가 완 매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약산업의 트 십이 무엇보다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학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은 제약산업에 을 

두다 보니 동일한 환경에서 다른 제조업과 비교 연구가 

미흡하다는 부분이다. 제약산업이 정부의 규제를 강하게 
받는 산업으로서 이와 련된 변수로 인과 계를 다루지 

못했다는 부분도 연구의 한계로 남을 것이다. 더하여 정
보시스템의 발 으로 인하여 가시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변화를 감지하는 감지가시성, 성과 평과와 련된 학습
가시성, 실무 조정과 련한 조정 가시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 다면 제약기업의 재무 , 비재무  성과에 향

을 주는 요인을 더 구체 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56]. 가시성과 유연성이 력 계를 매개로 하여 비재무

 성과에 향을 미쳤는데, 비재무  성과에 향을 미

치는 공 사슬 개별 역량에 한 추가 연구도 필요해 보

인다.
본 연구는 제약산업의 발 을 해 제약산업의 공

사슬 동 역량이 가지는 인과 계를 살펴보았다. SCM 
에서 제약기업의 성과를 살핀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

서 규제산업인 제약산업에서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SCM 역량들이 더 구체 으로 연구되길 기 한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SCM 에서 제약산업의 성

과를 고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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