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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tructural relationships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customer integration, which 
is a type of integration in the supply chain, and market orientation of supply chain on the resulting change in the supply chain 
and management performance.

The results of analysi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ustomer integration and market orient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reducing the flexibility and uncertainty of SCM. The decreased flexibility and uncertainty of SCM had a positive effe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which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Second, customer integration and market 
orient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indirectly by decreasing the flexibility and uncertainty 
of SCM. Third, the effect of customer integration and uncertainty of SCM on the flexibility of SCM changed depending on 
the position in the supply chain; the effect was larger in the distribution group.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t is expected that the ability to deal with market changes in 
the overall supply chain is improved by laying the foundation for cooperation through establish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cluding sharing information with trade partners and integrating systems, and implementing customer integration based on these 
achievement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busines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ompanies in establishing in-
formatio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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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들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기업 경

Received 18 November 2020; Finally Revised 21 December 2020; 
Accepted 22 December 2020
†Corresponding Author : boojeman@hanmail.net

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 변화의 속도보다 비
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
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제품과 서
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기업으로서 어려움이 가중된다
고 볼 수 있다. 
즉,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단일 기업 중심의 경쟁

체계에서 공급망 전체의 경쟁체계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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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 참여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추구하
기 위해 자연스럽게 공급망통합과 운영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객 요구(needs)의
다양화, 수요의 변동성 증대와 더불어 제품수명주기의
단축은 통합된 공급망 경쟁체계로의 전환을 가속 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법으로 공급망통합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40]. 이러한 공급망통합의 문제는 공급망의 구성이 근본
적으로 협력을 기반으로 한 가치사슬이라는 점에서 공급
망의 태생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급망의 시장 지향적인 접근은 공급

망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공급
망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볼 때 공급망의 시장지향
성과 공급망통합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운영리스
크를 최소화하고 공급망 운영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공급망의 통합의 유형인 고객통합과 공급망의
시장 지향성으로 유발되는 공급망의 변화와 성과에 미치
는 구조적인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망통합 유형 중 외부통합 요인인 고객통합

과 시장 지향성이 공급망 불확실성의 감소와 유연성 증
대에 미치는 유기적인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제시된 공급망통합 관
련 연구가 주로 거래기업 간 기능적 통합이나 구조적 통
합의 핵심 요인을 제시한 연구와 달리 공급망의 외부통
합 요인인 고객통합이 미치는 영향과 변화에 대한 접근
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공급망의 불확실성 감소가 공급망의 유연성에 미

치는 영향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향 관계의
분석은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확실성의 문제와
연결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주요 요인으로는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공급망의 전략적 운영 문제와 결
합하여 공급망 전체로 확대되면서 채찍효과(bullwhip ef-
fect)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
된 공급망이 불확실성의 감소와 공급망의 유연성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공급망 내외부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공급망의 불확실과 유연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제
시된 연구 문제로 공급망의 최적화를 위한 활동은 주로
공급망 참여기업들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
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10, 46]. 하지만 비재
무적 성과에 관한 지표에 있어서는 통일된 기준이 제시

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질적 변수들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4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
과 요인들을 구분하여 공급망의 전략적 활동이 미치는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 가설 경로에 있어 업종
특성이나 공급망의 위치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와 달리 고객통합, 
시장지향성, SCM 유연성 및 SCM 불확실성 간의 유기적
인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성과에 이르는 영향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특징
이 있으며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선제적 요인
으로 고객통합과 시장지향성 변수를 활용한 점은 본 연
구의 차별적 기여점이라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2.1 고객통합

공급사슬 통합은 공급망의 물적 유통 및 정보의 전달
과정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7]. 또한, Pagell 
[42]은 공급망통합을 프로세스의 통합 측면에서 공급망
참여기업 간 협력기반의 프로세스로 설명하고 있다. 특
히, 공급망의 통합 목적이 근본적으로 공급망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급망통합은 공
급망의 발전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공급망 참여기업 간 기능적 특성을 통합한 연구

로 Lotfi et al.[34]은 내부통합, 외부통합, 고객통합으로
구분하였으며 고객통합을 공급망 참여기업 간 통합의 한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Bowersox et al. 
[5]은 공급망 참여기업 간 통합이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고객통합, 내부통합, 자원 및 공급자통합, 기술과 계획의
통합, 성과통합, 관계 통합의 6가지 조직 간 기능을 통합
한 유형들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급망 참여기
업 간 통합이 어떠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 
이와 달리 공급망통합을 공급망의 발전과정의 유형화

모델로 제시한 연구는 통합의 선제적 조건으로 기업 간
협력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공급망 참여기업 간 협력
의 강도와 깊이가 확대되어 가는 측면에서 공급망통합 유
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기능 중심의 통합
과는 다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Stevens 
[51]는 공급망통합을 기능적 독립단계에서(stage 1) 기능적 
통합단계(stage 2), 내부통합단계(stage 3), 외부통합 단계
(stage 4)로 제시하며 공급망이 발전되어 가는 4단계 과정
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Stevens[51]는 공급망통합 초기에
는 주로 공급망 참여기업 간 기능적 통합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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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특성을 통합의 중요한 관리 문제로 인식하지만, 공
급망의 후방과 전방이 통합되는 되는 4단계에서는 기업
간 전략과 조직간 조화를 통합의 핵심 문제로 인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통합의 특성은 공급망 참여기업 간
부분 통합에서 전체 통합의 방향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중심통합에서 전체 통합으
로 변화하는 특성에 대하여 Marien[37]은 전략, 조직, 자
원 정보의 4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통합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제시하였다.
한편 공급망통합을 기능 측면[2, 34]이나 구조적 통합

측면[27, 37, 51]에서 다루어진 연구와 달리 기업 간 협력
프로세스 관점에서 다루어진 Flynn et al.[12]의 연구는 공
급망통합을 자연스러운 협력기반의 프로세스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고객통합은 공급망이 효과적인 공급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 프로세
스를 의미하며 이러한 고객과의 통합을 통해 수요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설계-생산-재고관리에 효율성을 증
대시키며,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고객통합을 달성할 때 고객의 요

구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
에 맞추어 상품을 제공하게 되며, 이는 곧 높은 고객 만족
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특성에 대해 Kim et al.[25]은 공급
망의 고객통합은 적절한 수요예측과 공급을 통해 재고 감
소와 성과향상을 이루는 등 고객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려는 행위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들을 기반으로 Flynn 

et al.[12]과 Kim et al.[25]에서 제시한 공급망 참여기업
과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프로세스 관점에서 고객통합의
개념적 특성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통합을
‘고객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도’로
정의하였다.

2.2 시장지향성

시장 지향성이란 소비자에게 우월한 가치를 제공하여
기업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기업의 효율
적⋅효과적 문화이며[39], 현재와 미래의 고객 욕구를 포
함하는 시장정보의 전사적인 창출과 전파 그리고 이에
대한 기업이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26].
시장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요소로는 고객지향성, 경쟁자 지향성, 기능 간 조정성 등
이 주로 언급된다. 고객지향성은 기업 내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는 신념
[9], 또는 기업의 목표에 우선하는 소비자를 향한 가치창
조와 기업의 성장 및 교감을 위한 규범의 제공[49] 등으

로 설명된다. 경쟁자 지향성은 경쟁자의 장단점, 역량, 
전략 등을 이해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기능 간 조정성은
고객에게 우월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자원을
조화롭게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39].
한편,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시장 지향성의 개념은 전

통적인 단일 조직에서 나타나는 시장 지향성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38], 공급망 참여기업들의 시장 지향
적인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연구로 Min et al.[38]은 공급망 참여기업 간

협력 강도가 강하게 연계된 공급망에서는 특정 기업이 시
장정보는 공급망 전체 기업들에 공유되며 이를 통해 시장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공급망 전체의 역량이 향상된
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공급망 참여기업 간 연계성이 강
한 공급망일수록 경쟁업체가 이용할 수 없는 정보공유뿐
만 아니라 기업 간 협력과 조직학습을 통해 차별적 경쟁우
위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33].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 지향성은 ‘고객

및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대응하려는 공급망 참여기업의 노력’으로 정의하
였다. 

2.3 SCM 유연성

기업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유연성이란 개념은 최고
경영자로부터 공급사슬에까지 포괄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58]. Manceil[36]은 기업의 유연성을 거래 파트너 간 계
약이 시장, 교환관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태도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의 유연성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써, 한 제품의 생산에서 다른 제품의 생
산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설비 및 공정변환 소요 비용의
크기, 시장수요의 변화에 부응하여 생산량을 증감시킬 수
있는 폭,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55]. Vickery et al.[57]의 경우에는 공급사슬에서의
유연성을 제품, 생산량, 납품, 반응 유연성 등으로 세분화
하였다. 제품 유연성은 시장의 변화나 요구에 따라 비표
준 주문을 처리하거나 차별화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며, 생산량 유연성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생산을
줄이거나 늘려 대응하는 능력이다. 납품 유연성은 신제품
의 빠른 출시나 다품종 소량 납품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반응 유연성은 목표 시장에 대응 가능한
전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Arawati[3]는 공급망에서 나타나

는 유연성이 개념을 3가지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제품 유
연성이며 둘째는 수량 유연성, 끝으로 신제품 개발 유연성
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은 공급망에서 나타
나는 고객지향적인 제품생산과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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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망의 유연성의
문제는 공급망의 내ㆍ외부의 불확실성(uncertainty)과 변
화에 대한 민첩성(agility)의 개념들로 확대되어 다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CM 
유연성을 ‘공급사슬에서 시장의 변화와 요구에 대해 적
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역량’으로 정의
하였다. 

2.4 SCM 불확실성 감소

공급망의 근본적 목적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
적인 대응능력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성과가 공급망 전체의 비용 절감
과 더불어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
에 의해 합의된 연구 결과이다[11, 31, 56]. 따라서 공급
망의 불확실성의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제시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확실성의 구조
적인 원인을 찾는 것은 공급망이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
성의 문제들에 대해 Paulraj and Chen[44]은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공급망 내ㆍ외부의 불확실성
에 관한 요인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요
인들은 시장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공급 불확실성 및 기
술 불확실성으로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공급망 내ㆍ외
부의 불확실성의 문제는 공급망 운영전략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들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법이 곧
기업의 위험 회피전략이 되고 있다[53].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의 문제에 대해 선구적

인 연구를 제시한 Fisher[11]는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불
확실성의 문제를 상품과 수요의 특성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공급망 운영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Fisher[11]는 공
급망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공급과 수요에 대
한 불확실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상품 특성으로 기
능적 제품과 혁신적 제품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전략
유형으로 반응적 공급망 전략과 효율적 공급망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구조적 프레임은
추후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
으며 추후 연구자들[9, 35, 39]은 Fisher[11]의 연구를 확
장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Lee[31]는 공급망
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해 Fisher[11]가 제시한 수요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공급의 불확실성을 결합하여 4개
의 상품 특성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들 상품에 적합한 공
급망 운영전략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SCM 불확실성 감소는 ‘공급
망에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관리 정도’로 정의하였다.

2.5 경영성과

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이익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기
본적인 경영성과의 측정은 재무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다. 그러나 조직의 성과측정을 재무적 측면에서만 측정
한다면 성과 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못
하게 되므로,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파악해야 한다[22]. 이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비재무적 성과 또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본 연구
에서도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측정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고 객관화하기가 어렵다[23]. 비재무
적 측정치에 대해 연구한 Lee[28]의 경우 대표적인 비
재무적 성과 측정지표로 고객만족, 품질, 생산성, 납기
관련 지표, 구성원 만족 관련 지표, 구성원에 대한 투
자 등 매우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지표로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고품질의 제품생산, 납기준수, 구성원에 대한 각종 복
지 및 투자 등은 고객만족을 통해 더 많은 재무적 성과
를 얻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객
의 만족과 관련된 지표들 위주로 비재무적 성과를 구
성하였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고객통합, 시장 지향성이라는 공급망의
전략적 행위가 SCM 유연성과 SCM 불확실성의 감소에
어떠한 관련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기업
성과로 연계되는 인과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체 연
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Figure 1> 참조).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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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모형에서 활용한 변수의 측정 요인을 제시하
면 고객통합은 Kim[24]이 구성한 공급사슬 통합수준 척
도의 하위척도인 기업-소비자 통합 척도 7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내용은 고객과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고객 주문 실시간 정보시스템 반영, 고객과 정보시스템

을 통한 유기적 연계, 고객과 시장정보 공유, 주문처리
신속함, 고객 반응 실시간 조회 및 분석시스템, 고객과
정기적 정보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등이다.
시장 지향성은 Narver and Slater[39]에서 사용된 시장

지향성 척도 1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 내용은 고
객 관점의 기업전략과 정책 결정, 고객 만족을 위한 경
영, 고객에게 집중하는 내부조직 행위, 가치창조 대상 인
식, 고객 만족을 위한 조직문화, 고객 요구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 고객의 새로운 요구 충족 노력, 차별화 서비
스 제공 노력, 경쟁기업에 대한 논의,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 전략 중시, 판매원들의 경쟁업체 정보공유, 경쟁사
행동에 대한 빠른 대응 등이다.

SCM 유연성은 Vickery et al.[57]에서 사용된 SCM 유
연성 척도 중 제품 유연성과 생산량 유연성에 관련된 6
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 내용은 비표준화 주문처

리, 시간지연 없는 고객 요구 대응, 시간지연 없는 제품
개선, 시간지연 없는 생산량 증가, 시간지연 없는 생산량
감소, 생산량 변화 대응 시스템 등이다.

SCM 불확실성 감소는 Sung et al.[54]에서 사용된
SCM 개선 외부동기 척도 9문항을 역문항 활용하여 측
정하였다. 문항 내용은 자재 수급 안정성, 자재 가격 변
동에 영향 받지 않는 생산원가, 발주량 변화에 영향 받지
않는 주문 비용, 자재 품질의 안정성, 자재 납기일 예측
성, 최소화된 생산일정 변경, 고객 클레임 감소, 납기일
을 맞추려는 연장근무 감소, 급격한 생산계획 변동 감소
등이다.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는 Lee[30]에서 사용된

경영성과 척도를 참고하여 비재무적 성과의 불필요한 문
항을 제외한 재무적 성과 5문항, 비재무적 성과 7문항으
로 측정하였다. 문항 내용은 현금흐름 개선, 매출액 증

가, 자산 회전율 증가, 이익증가, 비용감소, 서비스 적시
성 향상, 납기 일 준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주문
리드타임 단축, 주문처리 정확도 개선, 고객만족도 증가, 
A/S 편의성 증가 등이다. 

3.2 연구가설

고객과의 효과적인 공급사슬 통합은 수요 정보의 정
확성을 향상시켜 제조업체의 제품 설계와 생산 계획시간

을 줄여주고, 고객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
며,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12]. 이
러한 대응능력이 곧 공급사슬에서의 제품, 생산량, 납품, 
반응 유연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고객통합을 통해
SCM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알려져 있다[12, 29, 
30]. 또한 SCM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객과 경쟁
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30]. 이 때문에 SCM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지향성을 높여 고객

과 경쟁사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통합 및 시장 지향성과 SCM 유연성에 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가설 1 : 고객통합은 SCM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 : 시장지향성은 SCM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과 가설 4는 고객통합 및 시장 지향성이 SCM 
불확실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가설로 기존 연
구에서는 고객통합과 시장 지향성은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과 더불어 재고감축,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
여 시장의 다양한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Kang[21]은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경쟁자, 기술변화, 공급자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
도록 높은 수준의 시장 지향성을 갖추어야 함을 주장하

였고, Suh and Lee[52]도 고객수요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시장 지향성이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객통합과 시장 지향성이
SCM 불확실성성 감소에 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가설 3 : 고객통합은 SCM 불확실성 감소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시장 지향성은 SCM 불확실성 감소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공급망의 성

과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를 최소화하
기 위한 다양한 선제적 활동들을 수행하게 된다[31]. 즉, 
불확실성의 통제를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으며 높

은 수준의 SCM 유연성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들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게 해주며, 높은 수
준의 SCM 불확실성 감소는 불확실성 요소들을 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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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Group Freq.(%)

Position

staff 57 (19.0)

assistant manager 91 (30.3)

manager 92 (30.7)

director(general manager) 52 (17.3)

director 8 (2.7)

Supply chain 
position

Manufacturer 160 (53.3)

Distributor 140 (46.7)

Number of 
employees

~9 29 (9.7)

10~29 42 (14.0)

30~49 36 (12.0)

50~99 60 (20.0)

100~499 74 (24.7)

500~ 59 (19.7)

Total 300

사전에 최소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를 비
재무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비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고객 만족과 관련
된 문항을 선정하였다. 고객 만족 등의 비재무적 성과가
미래의 재무적 성과를 개선 시켜주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알맞고 선행연구들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다[2, 4, 
18, 20, 45, 59]. 본 연구에서도 비재무적 성과가 재무적
성과에 선행된다고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였다.

가설 5 : SCM 불확실성 감소는 SCM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SCM 유연성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 SCM 불확실성 감소는 비재무적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 비재무적 성과는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급사슬관리가 수행되는 기업
들의 공급망 위치에 따라 고객통합, 시장지향성, SCM 
유연성, SCM 불확실성 감소, 비재무적 성과, 재무적 성
과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였으며, 공급망
위치는 제조와 유통으로 분류하였다. 

가설 9 : 고객통합, 시장지향성, SCM 유연성, SCM 불확
실성 감소, 비재무적 성과,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는 공급망 위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4. 실증분석 

4.1 표본 구성

동일 기업 내 복수 응답자들의 특성을 배제하기 위해
기업 당 1명의 응답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4.2 타탕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 요인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전체 분석 결과
는 <Table 2>에 제시하였으며 모형 적합도는 <Table 3>
과 같이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Hong[17]의 제
안에 따라 TLI, CFI, RMSEA 등을 검토하였고, TLI 0.9 
이상, CFI 0.9 이상, RMSEA 0.1 미만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요인부하량을 통해 집중타당

성을 평가하게 된다. 집중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에서 측
정지표들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으로, 표준화 요인부하
량의 크기, 평균분산추출값(AVE), 합성신뢰도(CCR) 등
으로 집중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36]. 표준화 요인적
재량 0.5 이상이 되어야 하며, AVE 0.5 이상, CCR 0.7 
이상의 값을 가져야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1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집중타
당성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M 
불확실성 감소의 AVE값이 기준값에 조금 못 미쳤지만, 
AVE가 0.5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CR값이 0.7 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13], 이후 분석을 그대로 진행하
였다.
다음으로는 <Table 4>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의 상

관계수를 토대로 판별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부트스트랩으로 상관계수의 표준오차를 산출하여 판
별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때 ‘상관계수±2×표준오차’의 
범위에 1이 포함되지 않으면 판별타당성을 충족하는 것
으로 보았다[16]. 본 연구에서는 모든 상관계수 표준오차
추정구간에 1이 포함되지 않아 판별타당성을 가지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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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FA Factor Load

U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CCR AVE

Customer 
Integration

int_c1 1.000 .776 　 　 　

.915 .608

int_c2 1.018 .750 .074 13.817 .000
int_c3 1.026 .798 .069 14.907 .000
int_c4 .986 .781 .068 14.505 .000
int_c5 .880 .718 .067 13.100 .000
int_c6 1.118 .801 .075 14.970 .000
int_c7 1.150 .827 .074 15.570 .000

Market 
Orientation

mo_b1 1.000 .754 　 　 　

.915 .574

mo_b2 .997 .776 .072 13.907 .000
mo_b3 .980 .731 .075 12.985 .000
mo_b4 1.060 .783 .075 14.058 .000
mo_b5 1.054 .752 .079 13.421 .000
mo_b6 1.015 .771 .073 13.805 .000
mo_b7 1.047 .779 .075 13.958 .000
mo_b8 .954 .709 .076 12.561 .000

SCM
Flexibility

SCM_a1 1.000 .808 　 　 　

.885 .607
SCM_a2 1.059 .774 .071 14.836 .000
SCM_a3 1.124 .827 .069 16.219 .000
SCM_a4 1.079 .804 .069 15.603 .000
SCM_a5 .856 .675 .069 12.452 .000

Reduced SCM 
Uncertainty

SCM_d2 1.000 .660 　 　 　

.825 .485
SCM_d3 .949 .663 .096 9.935 .000
SCM_d4 1.019 .728 .095 10.737 .000
SCM_d8 .955 .686 .093 10.219 .000
SCM_d9 .923 .742 .085 10.908 .000

Financial 
Performance

pf_a1 1.000 .801 　 　 　

.895 .681
pf_a2 1.122 .839 .069 16.167 .000
pf_a3 1.057 .808 .069 15.404 .000
pf_a4 1.133 .851 .069 16.441 .000

Non-Financial 
Performance

npf_b3 1.000 .798 　 　 　

.868 .622
npf_b4 .903 .729 .067 13.514 .000
npf_b6 1.003 .809 .065 15.449 .000
npf_b7 .950 .815 .061 15.583 .000

<Table 3> CFA Model-Fit

x2 DF P CMIN/DF TLI CFI RMSEA

Index 892.370 480 <.001 1.859 .932 .939 .054(.048~.059)
Reference - - - < 5 > .900 > .900 < .1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Coefficient SE
2 standard error interval 

p
LL UL

Customer Integration ↔ Market Orientation .822 .034 .754 .890 .000
Customer Integration ↔ SCM Flexibility .817 .035 .747 .887 .001
Customer Integration ↔ Reduced SCM Uncertainty .789 .035 .719 .859 .001
Customer Integration ↔ Financial Performance .673 .047 .579 .767 .001
Customer Integration ↔ Non-Financial Performance .792 .035 .722 .862 .000
Market Orientation ↔ SCM Flexibility .800 .036 .728 .872 .001
Market Orientation ↔ Reduced SCM Uncertainty .754 .038 .678 .830 .000
Market Orientation ↔ Financial Performance .682 .047 .588 .776 .000
Market Orientation ↔ Non-Financial Performance .851 .029 .793 .909 .000

SCM Flexibility ↔ Reduced SCM Uncertainty .762 .052 .658 .866 .001
SCM Flexibility ↔ Financial Performance .714 .049 .616 .812 .001
SCM Flexibility ↔ Non-Financial Performance .826 .030 .766 .886 .000

Reduced SCM Uncertainty ↔ Financial Performance .705 .048 .609 .801 .000
Reduced SCM Uncertainty ↔ Non-Financial Performance .816 .036 .744 .888 .001

Financial Performance ↔ Non-Financial Performance .753 .040 .673 .83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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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M Model-Fit

x
2

DF P CMIN/DF TLI CFI RMSEA

Index 929.105 487 <.001 1.908 .929 .934 .055(.050~.060)
Reference - - - < 5 > .900 > .900 < .1

<Table 6> Hypothesis Test

Path
Unstandardized 

Estimate
C.R. p Hypothesis test

H1 Customer Integration → SCM Flexibility .374 4.222 .000 Accepted
H2 Market Orientation → SCM Flexibility .406 4.292 .000 Accepted
H3 Customer Integration → Reduced SCM Uncertainty .401 4.850 .000 Accepted
H4 Market Orientation → Reduced SCM Uncertainty .371 4.128 .000 Accepted
H5 Reduced SCM Uncertainty → SCM Flexibility .167 1.672 .095 Rejected
H6 SCM Flexibility → Non-Financial Performance .505 6.653 .000 Accepted
H7 Reduced SCM Uncertainty → Non-Financial Performance .555 5.998 .000 Accepted
H8 Non-Financial Performance → Financial Performance .794 12.052 .000 Accepted

<Table 7> Multigroup SEM Model-Fit : Supply chain position

x2 DF P CMIN/DF TLI CFI RMSEA △x2

Unconstrained model 1576.279 972 <.001 1.622 .905 .912 .046(.042~.050) 23.492
(p = .658)Measurement weights model 1599.772 999 <.001 1.601 .908 .913 .045(.041~.049)

4.3 가설검증

4.3.1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하였으며, <Table 
5>과 같이 TLI 0.9 이상, CFI 0.9 이상, RMSEA 0.1 미만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합도가 양호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8개의 경로 중 7개가 유의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객통합은 SCM 유연성에 정(+)
의 영향, 시장지향성도 SCM 유연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객통합은 SCM 불확실성 감소에
정(+)의 영향, 시장지향성도 SCM 불확실성 감소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CM 불확실
성 감소는 SCM 유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SCM 유연성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 SCM 불확
실성 감소도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재무적 성과는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2 공급망 위치에 따른 다집단 분석

공급망 위치(제조-유통)에 따라 고객통합, 시장지향성, 
SCM 유연성, SCM 불확실성 감소, 비재무적 성과, 재무
적 성과 간의 관계가 유의하게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
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에서의 경로별 분석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집단 간의 측정모형에 따른 차이가 아님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비제약 모형과 요인부하량 제약 모형 간의 카이스
퀘어 검정 및 적합도 지수 검토를 통해 기본적인 측정동
일성을 확인하였다(<Table 7> 참조). 비제약 모형과 요인
부하량 제약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양호하였으며, 모형 간
카이스퀘어 검정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제조 집단과 유
통 집단 간에 측정동일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급망 위치에 따른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해 요인부하량 및 경로계수 제약모형(이하 제약모형)을
설정하고, 여기서 경로계수 차이를 검증할 경로 하나의
제약만을 풀어준 검증모형 간에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
하였다. 이 때 카이스퀘어 검정이 유의하다면, 두 모형의
차이는 한 개 경로의 제약-비제약에 의한 경로계수 차이
뿐이므로 공급망 위치에 따라 해당 경로계수의 차이가
유의하게 변화하였다고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Table 8>과 같으며, 두 개의 경로계수

가 공급망위치에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객통합이
SCM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SCM 불확실성 감소가 SCM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검증모형 기준으로
고객통합이 SCM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 집단이
.290(p < .01), 유통 집단이 .455(p < .001)로 유통 집단이
정(+)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CM 불확실성
감소가 SCM 유연성에미치는영향은제조집단이 .074(n.s)로 
비유의하였지만, 유통 집단은 .273(p < .05)으로 정(+)의 영향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9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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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oderating Effect Verification : Supply Chain Position

Path

Unstandardized Estimate

x2

△x
2

Unconstrained model
(df = 972)

Verification model
(df = 1006)

Manufacturer
(N = 160)

Distributor
(N = 140)

Manufacturer
(N = 160)

Distributor
(N = 140)

Structural 
Weights Model
(df = 1007)

Verification 
model

(df = 1006)

Customer 
Integration → SCM Flexibility .210 .524*** .290** .455***

1623.294***

1618.188*** 5.107*

Market 
Orientation → SCM Flexibility .645*** .028 .390*** .464*** 1622.487*** .807

Customer 
Integration → Reduced SCM 

Uncertainty .645*** .210* .399*** .352*** 1622.881*** .413

Market 
Orientation → Reduced SCM 

Uncertainty .185 .483*** .367*** .401*** 1623.113*** .181

Reduced SCM 
Uncertainty → SCM Flexibility .053 .562** .074 .273* 1618.472*** 4.822*

SCM Flexibility → Non-Financial 
Performance .706*** .281** .531*** .488*** 1622.947*** .347

Reduced SCM 
Uncertainty → Non-Financial 

Performance .366*** .873*** .560*** .596*** 1623.135*** .159

Non-Financial 
Performance →

Financial 
Performance .742*** .880*** .808*** .798*** 1623.284*** .010

*p < .05, **p < .01, ***p < .001.
note) Verification model : Do not restrict the path to verify the moderation effect based on Structural weight model.

5. 결론 및 시사점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통합과 시장지향성은 SCM 유연성 측면에

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
히,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
응력은 공급망 운영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공급망통합이 기능적 통합에
서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수준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고객통합이 공급망의 전반적인 대응력을 높인다
는 Stevens[51]의 연구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실무적 활용가치가 있다. 한편, 공급망의 시장지향성과
유연성의 연구가설 결과도 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시장지향적
인 정보의 공유는 공급망 전체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Min et al.[38]의 연구를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실무적 특성으
로 제시하면 공급망의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은 크게
공급과 수요의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으로 설명할 수 있
는데 공급망의 유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특히, 고객통합과 시장지향성의 추구
는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시장 요인들에 대한 대

응력을 높이고 거래 기업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개발
측면에서 관리적 시사점이 있다[1, 3]. 
둘째, 공급망의 시장불확실성 감소 활동과 공급망의

유연성에 대한 관련성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유의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관련성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 간의 시장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활동이 공급망의 유연성을 추구
하는 활동과 일치하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업종별로 시
장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운영전략의 차
이에서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
에서 공급망의 유연성 역량은 공급망의 전체 재고를 낮
추고 공급망의 소요비용과 수익성과 같은 가시적 이익을
달성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지만[19, 50], 이러한 공급
망의 운영전략이 제조와 서비스의 측면의 업종 간 운영
전략의 이질감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서비스
공급망의 시장불확실성과 유연성에 대한 접근은 제조 중
심적인 공급망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전제 공급망 운영의 다양
한 기존 이론들을 실증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매우 제
한적이라는 것[48]을 연구결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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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최근 들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
어 스마트팩토리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
으며 스마트팩토리컨설팅은 주로 업무 환경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 정책
의 근본적 목적은 거래 기업 간 물적 흐름과 정보의 흐
름을 동기화시키고 이를 통해 거래기업뿐만 아니라 공급
망 전체의 가시성 확보와 이를 통한 공급망 전체의 성과
를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망의 정보
시스템 구축은 단순한 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래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이 되며 이를
통해 산업이 기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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