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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직시민행동이란 조직내의 공식  역할이나 기능을 넘어서는 구성원들의 재량  행동을 의미하며, 조직의 성과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 망 리(SCM) 시스템이 도입되면, 로벌 표 , 로세스 신, 핵심성과지표 등에 한 정보가 

여러 부서에 폭넓게 달되어 구성원들의 흡수  신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은 이런 과정을 활성화시켜 
SCM 성과를 증진시키며 결과 으로 조직 신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개하고 있는 로벌 제조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조직구성원의 흡수능력과 조직시민행동의식, SCM의 성과  신의도 간 인과 계 분석에 을 둔다. 122명으로부

터 수집한 설문자료를 통계 으로 분석한 결과, 조직시민행동은 SCM 성과와 흡수능력에 정  향을 미치며, 흡수능력 한 SCM 

성과에 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한 바와 같이 SCM 성과는 신의도의 유의한 선행요인으로 분석되었지만, 조직

구성원의 흡수능력은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본 연구결과의 학술 , 실무  시사 도 함께 제시하 다.

ABSTRAC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OCB) are discretionary behaviors of employees, which go beyond that which is required, and 

are known to be contributing factor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When a supply chain management(SCM) system is implemented,  

organizational knowledge concerning the global standards, process innovation and key performance indicators(KPI) is also spread out 

across different, disconnected silos, thus increasing the absorptive and innovative capacity of employees. Therefore, OCB may be an 

important antecedent to successful operation of supply chain. This paper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absorptive capacity 

of employe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SCM performance and intention to innovate in global manufacturing corporations in Korea. 

Empirical results from 122 survey responses indicate that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affects the level of  SCM performance and 

absorptive capacity, which, in turn, influences SCM performance. As expected, SCM performance has been found to affect intention 

to innovate, but absorptive capacity has no impact on intention to innovate. As a conclusion, th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 keyword : 흡수능력, 조직시민행동의식, 공 망 리 성과, 신의도, absorptive capacity, organizational citizenship, SCM 

performance, intention to inno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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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을 요하게 되면서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기 한 

 과정을 단일 조직 내에서 책임진다는 것이 거의 불가

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더불어 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리드타임 단축과 재고 축소는 지속가능경

을 한 기본 제조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재 공 , 생산, 유통, 고객서비스를 아우르는 공

망 반에 한 치 하고도 략 인 리가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 성공 인 공 망 운 을 

해서는 공 망구성원 간의 긴 한 정보교환과 공유가 

필요하며 이는 장기 으로 구성원 간의 극 인 의사결

정을 진시키며, 상호간의 신뢰형성에도 기여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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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

직차원의 학습과 정보공유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

해 새로운 기술과 경쟁환경에 할 수 있는 기회가 확

된다. 단순한 작업을 하청받아 처리하는 경우 학습이 발

생하지는 않겠지만 동반성장과 상생에 한 의지가 강력

한 선도기업이 공 망을 이끌어가는 경우 공 망 구성원 

부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지속

으로 신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기업들은 기업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소스에 많은 심을 기울인다.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도 그것을 소화시키기 한 

내  지식과 능력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효율 인 이

이 쉽지 않다. 

조직과 조직구성원 학습과 련하여 Cohen과 Levinthal[2]

은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이란 새로운 개념을 제시

하고, 이를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인지, 이해․동화(assimilation) 그

리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외부 환

경변화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공 망 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 운 을 해서는 외부소스에서 

습득한 정보와 기술의 조직내의 확산과 정착을 한 분

기 조성이 요구된다.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은 이

런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비공식 인 조직역량이다. 조직

시민행동은 공식  보상이나 처벌시스템에 의해서 명확

하게 인식․평가될 수 없지만, 이러한 행동이 체 으

로 확산되면 조직 기능이 효과 으로 진될 수 있는 개

인행동을 의미한다[3].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명시된 

공식  역할을 넘어서 보다 극 으로 업무에 임할 때 

조직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므로 조직시민행동은 조직구

성원들의 흡수능력 제고에 정  기여를 할 수 있다.

조직시민행동도 조직구성원의 행동이지만 개인 스스

로의 재량 (discretionary)인 것으로 구체  보상을 바라

고 이루어지거나 업무 추진과정에서 명확히 요구되는 행

동이 아니다. 그 지만 구성원들의 이런 행동이 일반화

되면 조직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에서 조직시민

행동의 요성은 더해진다. 조직시민행동을 구성하는 개

인의 행동요소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Smith 

et al.[4] 등은 이타심(altruism)과 일반화된 순응으로 구분

한 바 있지만, 개는 이타심, 의성(courtesy), 양심성

(conscientiousness), 스포츠맨십, 시민정신(civic virtue) 등

으로 구분하는 Organ et al.,[3]의 분류를 많이 활용한다.

SCM은 치열한 경쟁환경에 해있는 많은 로벌 기

업들이 ERP, CRM 등의 정보시스템과 함께  심을 기울

이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시스템 도입을 통한 효과는 기

보다 높지 않다. 우선 공 망 리는 조직 외부의 여러 

력업체와의 업업무를 유기 으로 연계하고 동기화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신속한 피드백을 한 커뮤니

이션 채 의 구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

업간 신뢰는 공 망 리의 성패에 가장 큰 향을 미치

는 요소이다. 공 망 리 운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는 

용도 외의 다른 목 으로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의도

으로 력업체에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

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 망 리 운 에 여하는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 의식이 시되는 이유이기도 

한다. 

성공 인 공 망 리의 도입과 운 을 해서는 정보

시스템 차원에서의 소 트웨어 도입과 정보구축 노하우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속 으로 외부기술과 지식을 

선별․수용하고 신속하게 이를 조직내에 확산․정착시

킬 수 있는 토양도 요하다. 본 연구는 조직  략분

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흡수능력과 조직시민행동

에 한 기존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조직구성원들이 생

각하는 공 망 리의 성과와 조직 신의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념 인 

연구가설의 제시와 함께 공 망 리를 극 으로 운

하고 있는 로벌기업들의 구성원에 한 설문조사를 이

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을 검증해 보고 그 

결과에 한 해석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공 망 리의 성과

상품 다양성의 속한 증 , 라이 사이클의 단축, 고

제품  서비스에 한 수요 증가 상은 기존의 공

망 구조와 운 방식을 더욱 복잡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공 망 구성업체간의 정보공유와 자재․상품흐름의 조

정은 공 망 성과에 인 향을 미친다. 체계 인 

공 망 리는 채 효과를 축소시키며, POS 데이터의 공

유, EDI를 이용한 수요정보의 교환, 통합  계획수립 등

의 기능을 통해 불확실성의 축소, 과잉재고 축소, 고객서

비스 개선, 리드타임 단축 등을 통해 총비용의 35%까지 

감을 가능하게 한다[5]. 를 들어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과 같이 량 고객화를 략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공 망 리를 체계 으로 운 하지 않고서는 지속 인 

신제품 출시와 가격경쟁력 유지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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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인 공 망 리는 자연스럽게 력업체와의 동

반성장으로 이어진다. 정보공유, 기술  지원와 훈련 제

공, 자본투자와 같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력업체 

개발은 원가 감  품질개선, 리드타임과 공 스 의 

신축성 증  등과 같은 공 망 상의 상생  편익 추구를 

가능하게 한다. 력업체도 이에 한 반 부로 정보

공유, 문인력 할당 등을 통해 기술개발과 공정개선 노

력을 증 하게 된다[6]. 

2.2 조직시민 행동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운 상의 여러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동료나 인  부서와의 업, 불평없이 추

가시간 근무, 회의시간이나 출근시간 엄수, 근무시간 

의 집 , 자원 약, 아이디어 공유, 회사이미지에 한 

심 등이 비근한 이다. 조직시민행동이 반 된 업무추

진방식은 변 과 신에 기여하며, 복잡하고 애매하며 

주의 업무처리방식을 요구하는 불확실한 환경에 처

해 있는 조직일수록 그 가치가 더해진다[3]. 결과 으로 

조직시민행동의 확산은 조직에 부수 인 여유자원을 제

공하여 보다 새롭고 생산 인 활동에 투입자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서론에서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로 이타심, 의성, 

양심성, 스포츠맨십, 시민정신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분류체계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타심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자발 으로 동료를 도와주는 행동에

서 나타나는 개인의 속성이며, 의성은 업무수행에서 

동료가 범할 수도 있는 잘못이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

는데 도움을 주거나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향을 

받을 수 있는 동료나 부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행동할 

때 나타나는 속성으로 정의한다. 양심성은 자신에게 정

상 으로 요구되는 업무량이나 수 을 훨씬 넘어서는 정

도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속성이며, 스포츠맨십은 

별로 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는 인내심을 발휘하며 

불필요한 고충이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

다. 시민정신은 조직생활에 심을 가지고 조직 운 방

식이나 주요 략  이슈, 사내 정치문제 등에 심을 가

지는 태도를 의미한다. 

조직시민행동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행동은 

직 인 이해 계를 떠나 동료와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결과 으로 내게도 도움이 되고 상 방도 이런 

기회가 도래하면 같은 행동을 해  것이라는 믿음을 바

탕으로 한다. 조직을 운 하는 데 있어 개별 구성원들의 

직무를 완벽하게 정의하고 이 기 에 맞추어 보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

화하며 조직목표도 지속 으로 시장과 고객니즈에 맞추

어 변할 수밖에 없는데, 조직구성원들이 이에 맞추어 업

무를 재정의하고 할당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조직시민행

동의 개념은 더욱 요시된다.

IT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조직시민행동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 Lee and Lee[7]는 ERP시스템 운 과 

련된 변화 리에 해 조직시민행동이 미치는 향을 분

석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윤철호[8]와 길진호와 곽기

[9] 등이 조직시민행동이 ERP시스템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한 바 있다.

 

2.3 조직의 흡수능력

지속 으로 신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소스에 많은 심을 기울인다. 외

부에서 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도 그것을 소화시키

기 한 내  지식과 능력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효율

인 이 이 쉽지 않다[10]. 

Cohen과 Levinthal [2]이 흡수능력의 개념을 제시한 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흡수능력의 구성요인으로는 

Zahra와 George [11]의 분류가 많이 인용되는데, 흡수능

력의 구성요소로 획득, 동화, 변  그리고 활용을 들고 

있다. 이  획득은 외부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인지하고 

이를 습득하는 능력을 말한다. 획득은  조직 내에 축 된 

기존 지식 베이스를 기반으로 발휘되는데, 사 지식을 

토 로 외부지식을 평가하여 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을 수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쟁역량 제고에 기여한다. 

동화는 외부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충실히 이해하여 기존

의 지식베이스에 결합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변 은 

새로이 획득되거나 동화된 지식과 기존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시각과 시사 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식과 노하우

를 창출하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활용은 새로운 상품

과 서비스 는 업무방식을 창조해내기 해 변형된 지

식을 상업 으로 응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기업단 의 흡수능력 수 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기술정도에 의해 향을 받지만 조직구

조, 인센티 나 성과제도 등도 향을 미친다[12]. 특히 

인지와 동화는 지식 습득에 향을 미치고 활용은 기업

성과와 직결되어 있다. 개인 차원에서의 흡수능력은 교

육과 스킬과 같은 개인능력  외부지식을 흡수하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13]가 요 선행요인으로 지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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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가설의 요약

으며 경 자들의 지식에 한 욕구와 소화능력도 기업 

반의 흡수능력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14]. 

2.4 조직시민행동, 흡수능력, SCM성과 간 계

공 망 내외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면 공 망 참

여업체와의 업읕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 인 근방

법이다. 력업체의 기술과 지식기반, 문인력을 자사의 

문  역량과 결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경

우 공 망 주도업체는 물론 력업체의 구성원도 흡수능

력과 업 역량이 제고된다. 조직구성원의 흡수능력은 

새로운 제조기술이나 행을 제조 장에 도입․소화시

키는 능력을 제고하며, 공 망 트 와의 업을 증진

시키고[15], 공 망 반에 걸쳐 필요로 하는 기술도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학습과정이 

자연스럽게 신과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하

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빈

번하다[16].

조직 구성원의 흡수능력은 새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지식콘텐츠가 기존의 지식베이스와 연계되어 있을수록 

흡수눙력 활용 자체가 조직내에서의 일상 인 활동으로 

도입․유지되는 경향이 있다[17]. SCM과 같은 첨단 정보

시스템이 도입되면, 로벌 표 , 로세스 신, 핵심성

과지표 등에 한 정보가 여러 부서에 폭넓게 달되어 

구성원들의 흡수  신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조직시

민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축되는 공식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18]는 구성원들의 정보공유와 흡수능력 

제고에 정  향을 미치게 되어 SCM 성과 증진과 조

직 신에 기여하게 된다. 

2.5 신의도 

SCM과 같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조직내의 

의사결정 구조와 이를 지원하는 정보의 구조와 흐름패턴 

등도 변하게 된다. 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SCM시

스템은 도입과 함께 조직구성원들의 신마인드를 자극

하게 된다. 신의도는 조직의 신성(innovativeness)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신성은 Rogers[19]에 의하면 개인이

나 조직이 다른 구성원에 비해 얼마나 일  새로운 아이

디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개념이다. 

Wang과 Ahmed [20]는 신성은 제품개발, 로세스 

개선, 행동변화, 그리고 시장에의 침투 등을 통해 나타나

는 결과이며, Dobni [21]는 신성의 달성은 신의도, 

신능력 그리고 신을 가능하게 하는 하부 구조에 달려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런 신성은 당연히 새로운 것

을 능동 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조직문화, 기업의 능

력 그리고 몰입(commitment)에 의해서도 향을 받게 된

다. Jones et al. [22]도 신에 한 욕구와 의지, 신을 

진시키는 구조, 조직 문화  등을 신성을 제고하는 

요 요소로 제시한 바 있다. SCM을 통해 속히 확산되는 

시장 내외의 련 정보는 박한 환경변화에 한 경각

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구성원들의 신마인드를 제고

하고 신을 당연시 하는 조직분 기 조성에 기여한다. 

3. 연구모형의 설정

3.1 연구가설

본 연구는 SCM 시스템을 운  인 로벌 기업의 조

직구성원을 상으로 SCM 활용성과와 신의도의 선행

요인으로서의 조직시민행동과 흡수능력의 향 정도를 

분석하는 데에 주된 목표가 있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정리한 것이다. 

이 모형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과 흡수능

력 요인은 2차 다차원 변수(second-order multi -dimensional 

construct)로 가정한다[23]. 즉 조직시민행동과 흡수능력

을 구성하는 개별요인들이 각각 다른 변인에 향을 미

칠 것이라는 여러 개의 련 가설을 설정하기 보다는 조

직시민행동과 흡수능력을 표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 요

인과 SCM성과와 신의도 간의 인과 계를 가정한다.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연구가설을 순차 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시민행동이 반 된 조직문화는 조직의 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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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기여하며, 복잡하고 애매하며 주의 업무처리방

식을 요구하는 불확실한 환경에 처해 있는 조직일수록 

그 가치가 더해진다. 조직시민행동의 확산은 조직에 부

수 인 여유자원을 제공하여 보다 새롭고 생산 인 활동

에 투입자원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부서 간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조직시민행동은 한 계층간 의사소통과 정보공유의 

질도 높일 수 있게 되어[24],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조

직에 한 신뢰를 제고하게 된다. 조직구성원 간의 의사

소통과 정보공유 수 의 개선은 조직구성원의 흡수능력

을 강화하고 조직차원의 정보와 기술공유에도 정  

향을 미치며 조직구성원의 몰입도를 제고하여 조직성과

에 상당한 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

로 다음의 두 가설을 설정하 다. 

H1 : SCM을 운  인 기업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시

민행동 수 은 구성원들의 흡수능력 제고에 정  향

을 미칠 것이다.

H2 : SCM을 운  인 기업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시

민행동 수 은 SCM 성과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SCM은 ERP와 같은 사내 정보시스템과는 달리 기업 

내외의 각종 정보와 다양한 의사결정  운 시스템을 

결합하는 역할을 하며, 데이터를 축 하는 기능에서 벗

어나 기업의 운 구조를 정립하고 일 성 있는 의사결정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그 지만 SCM을 도입한 많은 기업들은 실제 으로 

시스템 도입의 잠재  기 효과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첨단 SCM 시스템은 시장변화에 따른 상세한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응책 도출을 해 사용자

들이 손쉽게 상세한 데이터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평균 인 사용자들은 제공되는 

데이터로부터 필요 정보를 신속하게 추출할 수 있는 능

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SCM의 극  활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응  의사결정체제 운 은 기업과 기업구성원들의 흡수

능력에 의해 향을 받는다. 공 망 구성기업들에 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면서, 력업체들의 숨은 잠재

력을 인식하고 이를 극 활용하는 것은 경쟁우 를 

한 핵심 성공요인이다. 

제조업체의 경우 력  공 업체의 신능력을 활

용하여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하기도 하는데, 한 

기회 획득과 상품화 능력은 흡수능력에 의해 향을 받

을 가능성이 높다. 력업체도 공 망 주도기업의 신

능력과 지식베이스를 직․간 으로 해 받아 신성

을 새롭게 한다. 이와 같은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

의 두 가설을 설정하 다. 

H3 : SCM을 운  인 기업의 조직구성원들의 흡수

능력이 제고될수록 SCM 성과에 정  향을 미칠 것

이다.

H4 : SCM을 운  인 기업의 조직구성원들의 흡수

능력은 SCM을 기반으로 하는 신의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SCM은 유통과정상의 재고  매 련 정보의 공유, 

새로운 측기법의 개발, 재고 련 의사결정의 신, 리

드타임 단축을 한 다양한 활동의 개를 가능하게 한

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SCM 운 성과가 가시화되면 

조직구성원들은 새로운 신활동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조직구성원들이 SCM과 같은 신  

도구를 통해 사용상의 이 이 인지되면(perceived benefit) 

이는  다른 신활동의 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8, 25], 다음 가설을 설정하 다.

H5 : SCM 성과는 조직구성원들의 SCM 기반 신의

지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3.2 설문항목의 개발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한 데이터는 공

망 리를 사 으로 도입하여 운 인 로벌 기업

들의 SCM 서비스사용자들만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 다.

조직시민행동 련 설문항목은 Organ et al.,[3], 길진호

와 곽기 [9] 등의 연구결과를 주로 참고하 다.  이타성, 

양심성, 의성, 스포츠맨십  시민정신의 5개 요인을 

심으로 SCM 운 과 연 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14개 

항목을 선택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하 다. SCM 운 과 

련한 흡수능력 련 설문항목은 Minbaeva et al.[13]와 

Lichtenthaler[26]의 연구결과를 참고하 으며, 특히 

Lichtenthaler[26]가 제시한 25개의 항목 에서 12개를 택

하여 SCM 환경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 다. SCM 성과항

목은 Holweg & Pil [5], Krause et al. [6] 등의 연구를 활용

하여 6개의 항목을 직  개발하 으며, 신의도는 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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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측정변수 재치

복합

신뢰도

크로바하

알 값

평균분

산추출

이타성

나는 일이 많은 동료를 기꺼이 도와주는 편이다. 0.916

0.92 0.89 0.827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담당이 아니어도 응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편이다. 0.896

나는 체로 주 의 동료를 돕는 편이다.                  0.917

양심성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회사의 공식 인 규범과 규칙을 수한다. 0.832

0.72 0.67 0.719
내가 받는 보수만큼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한다.            0.864

의  

스포츠

맨십

나는 동료에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일은 피한다.         0.832

0.91 0.88 0.631

나는 내 행동이 다른 동료에게 미칠 향을 생각한다.           0.827

나는 다른 동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0.793

회사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일은 문제삼지 않는다.    0.850

일에 해 부정  측면보다는 정  측면에 을 두는 편이다.  0.742

나는 회사 문제 을 지 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편이다.  0.712

시민

정신

내 업무에 속하지 않더라도 회사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자발 으로 동참한다.  0.814

0.76 0.74 0.658회사가 요구하는 정책이나 경 신에 따르고자 노력하는 편이다.  0.857

회사가 목표달성을 해 제시하는 정보를 잘 악하고 있는 편이다. 0.762

획득

공식 으로 교육이나 력업체를 통해 SCM시스템의 사용  리에 한 정보를 얻는다. 0.878

0.89 0.83 0.738정기 으로 다른 부서나 력업체를 방문한다.             0.834

SCM시스템 사용법을 익히기 해 동료나 정보시스템 부서와 빈번한 상호 작용을 한다. 0.865

변형

나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동료와 공유하는 편이다. 0.799

0.85 0.66 0.740동료들과 상호간의 의견을 나 는 모임에 정기 으로 참여한다. 0.918

나는 미래에 참고 는 활용하기 해 SCM 련 지식을 장, 기록하는 편이다 0.816

동화  

활용

SCM 시스템을 사용하기 한 기술과 차를 잘 이해하고 있다.  0.816

0.91 0.86 0.660

나는 SCM 시스템을 사용하기 한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0.892

SCM 시스템 련 교육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0.605

SCM 시스템으로부터 얻은 지식, 정보를 다른 업무에도 활용하는 편이다. 0.882

업무 처리시 력업체나 유통업체에 한 지식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0.836

업무 처리시 다른 부서의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0.819

SCM

성과

SCM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업무 련 의사결정이 용이해졌다. 0.829

0.95 0.94 0.697

SCM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처리 속도가 증 되었다. 0.889

SCM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정확성이 증 되었다.    0.879

SCM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력업체와의 정보공유가 용이하게 되었다.    0.838

SCM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시장흐름에 한 정보획득이 용이하게 되었다 0.764

SCM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  력업체에 한 정보 신뢰성이 제고되었다. 0.789

신

의도

기회가 있으면 SCM이나 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극 으로 개선해 보겠다.  0.919
0.92 0.84 0.860

업무개선을 해 SCM이나 련 정보시스템을 극 으로 사용하겠다.    0.936

(표 1) 설문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호[8], Ching & Niehoff [25] 등을 참조하여 SCM에서 도

출되는 정보의 극  활용과 이를 토 로 하는 업무개

선 의지의 2개 항목으로 구성하 다.

4. 연구모형 검증을 한 설문분석 결과  

4.1 설문자료의 수집, 표본특성  기술통계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한 데이터 수집을 하여 

2011년 10월 재, SCM 시스템을 구축․운  인 국내 

기업  로벌 제조․유통기업의 국내법인 11곳에 설

문을 배포하여 142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이  불성실하게 답한 20명의 설문을 제거하고 122명

의 응답결과만을 분석에 사용하 다. 일반 황을 제외한 

모든 설문문항은 리커트 7  척도를 이용하 다. 일반

으로 응답자들이 5  척도의 설문이 주어질 때 양 끝에 

치한 극단값 선택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듯 하

여 본 연구에서는 7  척도를 이용하 다. 

설문 응답자  남자는 73명, 여성은 49명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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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경로계수 t-값 검증

H1 :
조직시민

행동
→

흡수

능력
0.674 39.2

유의수

1%에서 수용

H2 :
조직시민

행동
→

활용

성과
0.404 13.6

유의수

1%에서 수용

H3 : 흡수능력 →
활용

성과
0.36 13.1

유의수  

1%에서 수용

H4 : 흡수능력 →
신

의도
0.008 0.32 기각

H5 :
활용

성과
→

신

의도
0.786 39.1

유의수  

1%에서 수용

(표 2) 연구모형의 검증 

(그림 2) 가설검증 결과

으며 35세미만이 66명, 35세 이상 40세 미만이 39명 그리

고 40명 이상이 17명이었다. 응답자들이 이수한 SCM 

련 교육시간은 10시간 미만이 75명이며, 10시간 이상 20

시간 미만이 17명,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 24명, 30

시간 이상이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4.2 설문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연구가설의 검증에 앞서 설문자료에 한 탐색  요

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 그 결

과 의의식과 스포츠맨십에 해당하는 설문항목들이 같

은 요인으로 묶이었고, 흡수능력을 평가하기 해 도입

한 동화와 활용도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게 되었다. 따라

서 연구모형에 한 검증도 2개 요인을 여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통계분석도구는 PLS(partial least 

square) 기법이다. PLS 활용이유는 본 연구가 모형의 

합성 보다는 주요 요인 간 인과 계 분석에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 최소한 100-150개 정도의 표본을 필

요로 하는 LISREL이나 AMOS에 비해 상 으로 은 

수의 표본을 필요로 한다는 이 도 있다. PLS는 정보기

술 연구 역[27] 뿐만 아니라 마 [28]이나 조직행동 

연구[29] 등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PLS에서 측정모형은 별타당성과 수렴타당성을 이

용하여 평가될 수 있다. 별타당성의 경우 평균분산추

출값의 제곱근이 구성개념 간 상 계수값을 상회하고 평

균분산추출값 자체가 0.5 이상이면 한 것으로 단

된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 설문항목의 재치

가 표본 체에서 0.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t값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각  재치에 한 t값은 모두 

10.0을 과하는 매우 큰 값으로 도출되어 표 1에서 상세

한 t값 제시는 생략하 다.

복합신뢰도는 모두 0.7 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값도 

0.5 이상을 과하는 것으로 나와 수렴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되었다. 결과표 제시를 생략했지만 PLS

분석결과에서는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 값이  구성개

념 간 상 계수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별타당성

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4.3.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모든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부트스트랩 재표본 차를 수행하 다. 모형검증 결과 

(표 2)와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가설 H4를 제외한 모

든 가설이 유의수  1%에서 채택되었다. 한, 신의도

에 한 설명력(R
2)이 62%, SCM 활용성과 49%, 흡수능

력 45%로 나타나 일반 인 수용기 인 정 검정력 10%

를 상회하고 있어 모형에 한 설명력도 충분한 것으로 

명되었다.

5. 결   론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우선 조직시민행동과 흡수

능력이 2차 다차원 변수라는 가정은 어느 정도 검증되었

는데, 본 연구의 경우 의와 스포츠맨십, 그리고 동화와 

활용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첫 번째 가설인 조직시민행동이 흡수능력(H1)에 미친

다는 가설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되었다. 조

직시민행동이 반 된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자율성

과 업을 진하는 분 기 조성에 기여한다. 이는 곧 

SCM 련 활용정보  의사결정방식에 한 새로운 정



조직 구성원의 흡수능력, 조직 시민 행동, SCM 성과  신의도 간 연 계 연구

72 2012. 10

보와 노하우 습득 노력으로 이어지며, SCM 련 종사자

들 간의 정보공유와 활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

직시민행동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유통망과 고객 련 정

보의 구축과 공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련 이해

당사자 간의 업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

다. 본 연구에서도 조직시민행동이 SCM 련 흡수능력 

제고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되었다.

조직시민행동(H2)과 흡수능력(H3)이 SCM활용성과에 

미친다는 두 가설도 모두 채택되었다. 성공 인 SCM 운

을 해서는 로벌 운 과 실행의 투명성,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한 응, 업을 한 툴의 효과  활용, 성공  

조직문화를 통한 로세스 구 [30]이 필요하다. 조직시

민행동은 상시 으로 공유하게 되는 공 망 트 기업

의 정보에 한 철 한 보호와 계약 상의 이용목  이외

로의 용 방지가 요구된다. 공 망 트 기업의 기술, 

신상품개발, 시장  재고 련 정보에 한 철 한 보호

정책이 요구되며, SCM 련 제도와 업무규정 수도 당

연한 로세스로 도입되어야 한다. 공 망 트 기업과

의 신뢰 증 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업의 질 증 는 

SCM활용성과에 큰 향을 미치게 되는데, 조직시민행동

과 흡수능력 모두 신뢰와 업의 질 증 에 기여한다.

연구모형에서 최종 인 종속변인인 지속  신의도

의 선행변수로 두 개의 선행요인을 설정하 는데 SCM 

활용성과(H5)는 상 로 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흡수능력(H4)은 직 인 향 보다는 SCM 

활용성과를 통한 간  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새로운 ICT 출 이 모든 조직구성원에게 신  도구

로 인지되지는 않는다. Rogers[19]는 신 확산의 향요

인 의 하나로 시험 가능성과 찰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SCM 운 성과의 가시성

도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새로운 개선과 신의 성공가

능성을 높게 평가하게 되면서 련 활동에 한 참여도

가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SCM 활용성과로 나타

나는 가시성 제고는 개선과 신의 선행요인으로서의 역

할을 하나, SCM 활용을 진시키는 잠재요인인 흡수능

력은 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M은 단순히 조직 내외부에서 수집한 정보를 축

하고 요약·검색하는 거래처리 시스템의 일종이 아니다. 

SCM 문컨설  기 인 액센 어는 SCM의 성공요인으

로 SCM 운 체제의 확립을 한 교육과 인재양성 략

을 강조한 바 있다[30]. SCM 구조의 설계와 운 과정에

서 도출되는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기 해서는 

상당한 문교육을 필요로 한다. 

SCM은 수요 리, 자원운 , 납기 리, 공장운 계획, 

상품수명 리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모듈들이 상호 연

계되어 있지만, 이용자의 한 개입없이 자동으로 모든 

정보가 이용자 입맛에 맞게 정제되어 의사결정에 활용되

지는 않는다. 어느 시 에 어떻게 가공된 정보가 어떤 의

사결정문제에 활용될지는 모두 사용자가 결정한다. 따라

서 조직구성원들의 SCM 운 과 신  활용에 한 

극  교육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 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

기 쉽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SCM 교육에 한 니즈분석

을 토 로 하는 조직계층별 교육과정 개발이 실하다. 

SCM 시스템 활용에 있어  하나의 어려움은 소 트

웨어 안에 내재된 의사결정 모듈의 수학  구조를 이해

하는 업 종사자가 별로 없다는 이다.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이나 시스템에서 도출되는 결과물이 내포

하는 요성에 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외부환

경의 변화가 극심한 경우 어떤 가정과 수학 인 분석과정

을 거쳐 그와 같은 산출물이 도출되는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측면도 고려한 실질  교육이 진

행되어야만 지속가능한 SCM 운 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많은 기업들이 심을 보이고 있는 SCM의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

동과 흡수능력에 한 인과 계를 알아보기 해, 실제 

SCM을 극 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 국내에

서 업 인 로벌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제시하 다. 설문참여자 

수가 많지 않아 다양한 분석을 하기 어려웠지만 SCM의 

성과 제고를 한 시사 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

은 한계가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상이 된 SCM 도입 기

업수가 많지 않고 조직 계층별로 충분한 설문을 확보하지 

못해 계층 간 차이분석을 시도하지 못했으며,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과의 비교분석도 시도하지 못해 연구결과의 일반

화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나은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해서는 다양한 SCM 도입 기

업을 상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조직, 략  

향요인을 추가한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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