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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제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차왼을 넘어서 공급사슬과 공급사슬 간의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공급사슬의 관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가
되었다

공급사슬관리에 관함 많은 연구들에서 공급사슬관리의 영역은 한 기업에 국한된 것

이 아니라 공급사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활동들과 기업들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의 공급사슬이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으며， 공급사슬상에서의
구매자와 공급자의 관계 또한 각기 다르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급사슬관리를 위

한 효율적인 전략의 수립이나 실행도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공급사슬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사슬의 유형을 공급사슬의 구조와 구매자 공급자 관계에 따라 분류하고
유형별 공급사슬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공급사슬 유형에 따른 공급사슬관리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와 경영정보연구소의 연구비 지왼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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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공급사슬관리 (SCM: Supp!y Chain Management) 는 경영학의 핵심이슈로 떠오

르고 있다

이제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과 기엽과의 경쟁이 차원을 넘어서 공급사슬과 공급

사슬과의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공급사슬의 관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

결되는 과제인 것이다

공급사슬의 관리는 공급자와 생산자， 그리고 유통업자와 고객에 이르는 과정에 재화와 정
보의 흐름에 연관된 모든 주체들이 공급사슬의 구성왼이며， 제품의 개발에서 생산 판매되는

과정의 경영전략과 정책의 수립， 성과측정 그리고 재화와 정보의 흐름， 생산 공정， 유통 등
모든 과정올 관리하는 것이 공급사슬의 대상이다 (Lee and Billington , 1993) ‘

이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 중의 하나는 이제 기업의 개별적
인 경영은 더 이상 하나의 독집적인 개체로서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다 (Lambert & Cooper ,

2000)

즉. 하나의 완성된 제품의 특정 최종 제조기업에 속한다기보다는 공급사슬에 속한다

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경쟁은 개별 기업간의 경쟁이라기보다는

공급사슬과 다른 공급사슬 간의 경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공급사슬관리에 관한 많은 연구와 실행에서 공급사슬의 영역은 한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
니라 공급사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활동들과 기엽들입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공급사슬관리

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뜰은 구매， 생산， 마케팅， 물류에 이르는 공급사슬상의 활동들의 통합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사슬상의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

와 활동들은 기업의 공급사슬관리의 성과에 증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공급사슬관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 경향
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조직 간의 통합과 상호 작용에 있어서 조정을 통한 관계 관리에 관
심을 두고 있다

즉 공급사슬관리는 조직의 내부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의 파트너와의 연계를

통합 시스템의 구축이며 (Stevens ， 1989) , 공급 네트워크는 신뢰를 수립하고 파트너링을 이
용하여 공급사슬 상의 조직과 활동틀을 통합하고 조화하여 공급사슬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급사슬의 통합은 공급사슬관리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최큰 공급사슬통합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슈로 둥장하고 있다 공급사슬 통합에 관한 많은 기존 연구틀이 있으나 이
러한 연구들은 공급사슬의 통합의 중요성과 공급사슬의 통합과 공급사슬 통과의 성과와의 관

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 기업의 특성이나 공급사슬의 구조， 그리고 구매자-공급자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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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고려한 공급사슬의 통합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션이다
공급사슬관리를 시행하며 공급사슬의 통합올 시도하는 기업들은 자신의 기업이 속한 공급

사슬의 구조와 공급사슬상에서 구매자와 공급자의 판계구조에 따른 공급사슬 통합의 기능과
성과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공급사슬 통함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급사슬 통합을 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사

슬의 통합의 대상에 관한 연구와 공급사슬의 구조와 구매자 꽁급자 관계가 공급사슬의 통합
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마치는 지에 대한 실세적인 연구릎 통하여 기업의 공급사슬 통합전
략의 수립에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사슬의 구조와 공급사슬상의 구매자-공급자 관계에 따라 공급사슬의 유

형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어떠한 특성음 가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이플 통하여 공급사슬의 통합을 추구하는 기업이 자신이 속한 공급사슬이 유형을

파악하고， 이러한 유형에 적합한 효율적인 공급사슬관리룹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에 기
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공급사슬관리 (Supp!y

공급사슬관리의 개념과 정의

Chain Management:

SCM) 란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

게 최종적으로 판매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연결시켜 판리히는 것을 의마한다

이와 같이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보 판매되는 과정의 단계릎 연결한 것을 공급사숭
이라고 하며， 공급사슬은 제품과 정보의 흐릎상에 존재하는 공급자， 제조자， 유통자， 고객 전
체로 구성된다

공급사슬관리의 개념은 공급사슬상의 정보와 재화의 흐즙과 생산 및 유통의 파정을 하나의

통합된 전략과 정책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통업자， 고객 등의 물리적인 관계와 서비스
하에서 통합하여 정보흐름

> 상품흐름

다시 압하면 공급사슬은 공급자， 제조자， 유

정보， 현금 등의 논리적인 관계플 속도와 확실성

> 현금흐뷰의 과정을 거쳐 기능(설계， 제조

등)과 엽제(공급자， 생산자， 고객 등)간의 동신 및 의사소통

물류

조정 및 제어， 제품과 프로세스

의 혁신 및 라엔지니어링. 물류효율 증대. 재고 감축， 정시 배송， 고객 만족， 비용 감축， 생
산성 증대 등을 달성하는 전 과정 및 경영을 의미한다(이영해

2004) 지금까지의 경영혁신

기법이 주로 기업 내의 진략， 구조， 기능 등에 대한 개선 및 혁신에 중점을 둔 반면， 공급사
슬관리는 기업 내뿐만 아니라 기업간 부문까지도 관심영역으로 두고 공급자， 생산자， 고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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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여 판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급사슬관리는 공급자에서 고객까지의 공급사슬 상의 정보， 물자 현끔의 흐름
에 대해 총체적 관점에서 공급사슬상의 구성원틀 간의 인터페이스릎 통합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전략적인 기법으로써 제조업， 서비스업 및
공공기관 등 어느 곳에서도 공급사슬은 존재할 수 있다

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정의는 학자틀에 따라서 그리고 공급사슬관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범
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다
공급사슬관리의 실무와 이론 개발을 목적으로 학숭활동을 하고 있는

GSCF(Global Supply

Chain Forum) 는 공급사슬관리를 고객과 다른 제 상자에게 가치를 부가하는 제품，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최초의 공급자로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이르는 주요 업무 프로세스의 통합이
라고 하였다

La Londe (l 998) 는 왼자재의 조달에서 최종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유기적으로 관리하여 고객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으

며. Lardner(2000) 는 고객의 수주로부터 대금 지불에 이르기까지 과정의 구매， 생산， 판
매， 분배 기능과 고객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지지만 공통적으로 공급
사슬관리란 “원자재에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개체로 보고 이를
최적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전략적 경영방식”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m

공급사슬의 구조

오늘날의 기업의 경영활통에 있어서 외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경쟁이 심화

됨에 따라 공급사슬관리와 공급사슬통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급활동
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형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적합한 공급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공급사슬의 구조는 기업의 특성이나 그 기업에서 생산/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공급사숭의 관리에는 제품이나 기업의 특성 그

리고 시장상황에 적함한 형태의 공급사슬 구조를 선택하고 그 구조에 적합한 경영방식을 채
택할 것이 요구된다

공급사슬의 성과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공급사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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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저조한 이유는 적절한 공급사슬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Fisher ，

1997) , Fishel

는 공급사슬 구조의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이슈는 제품의 특정과 진

략이라고 하였으며

(innovative

제품의

유형을 기능적인 제품 (functional products) 과 혁신적인 제품

products) 으로 구분하였고

공급사슬을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유형에 따라

척절한 공급사슬의 구조둡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표 1) 에서와 같이 제품의 유형을 기능적 제품과 혁신적인 제품으로 분류였다

여기

서 기능적인 제품이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상용품들을 들 수 있으며， 열반
적으로 수요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제품의 수명이 긴 제품을 말한다

반면 혁신적인 제

품은 높은 이익을 얻을 수는 있으나 수요의 예측이 어럽고 경쟁사의 모방으로 인하여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기 때문에 경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을 하여야 한다

〈표

1)

수요 및 공급의 불확실성 매트릭스

수요의 볼확실성

~。

:;:w
패r

낮옴
(안정적 프로세스)

기놓척제품

혁신척제품

식료품， 유류

와뷰， 컴퓨터， 때증 。 악

수력발전

정보통신，반도제

~Iro

한편

Hau

경r
이띠

높음

뎌。

(진화척 프로세스)

Lee(2002) 는 Fisher(997) 의

연구와 갇이 제품을 기능적

제품과 혁신적 제

품으로 나누었으나， 수요의 불확실성 및 공급의 불확실성을 통시에 감안하여 매트릭스를 구
성하고 각각의 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시하고 있다

공급사슬의 구조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따라서 각각의 셀에 따라 다른 공급사슬의 구조가 설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assar and Kerr(996) 은 차별화 전략， 원가우위전략， 집중화 전략 등과 같은 본원적
제품전략과 기업의 공급사슬 구조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and

또한 Anderson , Hakansson

Johanson(1994) 은 구매자와 공급자 간 협상력 상태와 수준에 따라， 공급사슬 구조의

진체적 설계와 형태가 달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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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불확실성 대응 전략

수요의 불확실성

τ。

낮융

;최『m

(안정척 프로세스)

기능적계용

혁신척 제풍

효율적 공급사슬

반응적 공급사슬

(Efficient Supply

(Responsive Supply

Chains)

Chains)

m써

강「
r] ll
꺼。

위험분산공급사슬

놓음

민칩한공납사슬

(Ri sk-hedging Supply

(진화적 프로세스)

(A밍 le

Supply Chains)

Chains)

다음의 〈표 3) 은 공급사슬의 구조에 따른 주요 경영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근거로 공급사슬의 구조를 파악하여 공급사슬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활용하였다

〈표

3) 공급사슬의 구조에 따른 주요 경영전략
효율적 공급사슬

주목적

생산초점

재고전략

리드타임

공급자의 선정
제풍 설계 전략

가능한 최저가격에 예상된 수요를 효
율적으로 공급한다

공급사슬상의

재고의

소화하기

위하여

예상하지

시장변화에

못한 수요에

대응하여

초과

생산능력을

갖춘다

최소화와 재고 완제품이나 부품의

의 회전률을 높인다
비용을 증가시키지

품절， 가격하락‘ 진부화된 재고 등을 최
신속히 대응한다

높은 수준의 평균 가동률을 유지한다

충분한 재고를 유지

한다
않는 범위내에서

리드타임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

리드타임의 최소화를 추구한다

를한다

가격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속도， 유연성. 풍질 둥을 모두 고려한다

비용의 최소화와 성과의 최대화에 초

가능한 한 제품의

점을맞춘다

위한 모율 설계를 활용한다

N.
과거의

시장 대웅적 공급사슬

차별화를 지연시키기

구매자-공급자 관계

전통적인 기업간 관계는 당사자위주 또는 독립적

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들은 다른 기업과 정보， 기술， 계획의 공유를 통해 얻게 되는 이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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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기업간 협력적인 활동이 기업에 더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며. 기업의 경쟁우위릎 확보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Maloni

and Benton.1997)

따라서 기업은 적절한 구애자-공급자 관계가 기업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측면에서

있다는

전략적인

구매기업과

공급기업간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Harland et a1. 1999)
일반적으로 구매자 공급자 관계는 적절하게 운영될 때 효율성과 경쟁력의 왼천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인식된다

최근 경영자플은 이러한 협력의 효율적 운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

익의 계량화를 추구한다 (Cooper and Slagmulder. 1999)
공급사슬관리에서 구매자 공급자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거래비용이론， 자왼의존
이론， 불완전계약 이론을 들 수 있다

거래비용이론의 초점은 기업간의 관계는 거래비용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는 것에 있다

거래비용이론에서 비용은 생산비용， 거래비용， 운영비용과 애볼비용을 포함하

며 최적의 기엽간 관계를 선택하는 결정과 관련이 있다

거래비용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인 Grossman and Hart( 1986) 의 연구는 악장성하에서의
기업간 계약은 언제나 불완전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불완전한 계약으로 인해， 특정 거래관

계를 위한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얻는 부가적인 이익윤 거래상대에게
빼앗길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익의 안정적 보호룹 한 가지 방법은 거래 상대방

과 적극석인 동합을 이루는 것이다

자원의존이톤의 증심적 주제는 기업이 환경 또는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살아냥는데 필수적

인 자원을 가진 주체와 관계흘 구축함으로써 자원을 지키고 환경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허
한다는 것이다

공급사슬 상에서 종류살 불문하고 기업간에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간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 특유화 (co-speciali ZCl ti on) 는 윌-가피하다

기업간 관계에사 상호 특유화의

수준은 거래 특유적 자산 (transactio n- speci fïc asse t)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에 따라 다르다

Williamson (1979) 는 거래 특유자산을 위치 자산 특유화 (Site Asset Specificity). 물리적
자산 튜유화 (Physical Asset Specificity). 인적 자산 득유화 (Human Asset Specificity) 의
세 가지로 분듀하였다

Dye r( 1996) 는 이 세 가지 득유 자산의 상세범위를 제시하고 이를

설험적으로 측정하였다

William 와 DYCl 의 연구룹 종합하여 자산 특유화에 대한 측정항목

을 다유의 〈표 4> 에서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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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산특유화에 대한 정의와 척도

I

정의 (Williamson 1979)

척도(Dyer 1996)

지속적으로 생산단계에서 재고와 운

위지 자산특유화

송비용이 경제적이고 협력플 향상시 1 구매자와 공급자의 물리적 거리

(Site Asset
Specificity)

킬 수 있는 위치

물랴적 자산 득유화

공급자의 총자본 투자 중 거래가

거래 특유 자본 투자

(Physical Asset
Spccificity)

(고객화된 기겨1 ‘ 도구

중단될 경우 폐기 처리되는 비율

금형 둥)

전체 연간 작업 량 중 구매지←공급

인적 자산특유화

오랜 기간 지속된 공급자)생산자 관 자 접촉을 위해 쓰여지는 연간 작

(Human Asset
Specifici ty)

계를r 통해 담당자가 죽적한 거래 관 업량의 비윷
전체 기술자 중 양측에 상근하거
련 전문지식
나 파견된 기술자의 비율

이러한 특유자산의 구매자 공급자간의 투자 정도에 따라 공급사슬의 구조를 아래의 〈그림 1)
에서와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B cnsaou.

1999)

〈그림 1 ) 특유 자산의 투자에 따른 유형의 분류

구

DH
자

‘

142%.

15%

z

의

구매자종속

‘

1::응『

42%.

자

산
-ET드-

자

륭l

15%

전략적제휴

(Strategic Partnership)

(Captive Buyer)

Tc:T>

‘

I 42%.

l

x。:

시장많
(Market Exchange)

‘

42%.

15%

|I

15%

공많}종속
(Captive Supplier)
High

Low

T

:E『드 7C>

공급자의

자산

투자

l 밑본기영·미국기영

이와 같이 공급사슴상의 구매자-공급자 관계는 구깨자와 공급자의 특유 자산에 대한 투자

정도에 따라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매자와 공급자 모두 특유자산에 대한 투자가
낮은 경우를 시장교환

구매자의 득유자산에 대한 투자가 높고 꽁급자의 투자가 낮은 경우를

•

32

공급사슬 유형의 분류와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구매자 종속‘ 공급자의 특유자산에 대한 투자가 구매자의 특유자산에 대한 투자보다 높은 경
우플 공급자 종속， 구애자와 공급자 모두 특유자산에 대한 투자가 높은 경우플 전략적

제휴

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특유자산에 대한 투자의 정도로 분류된 유형별 특성은 아래의 〈표 5) 에서 정리하였다

〈표

5) 기업간 관계 포트폴리오 프로화일
공급자의 특유자산에 대한 투자

낮음

높음

구매자종속

전략적 제휴

정보 공유 1에커니즘

정보 공유 메커니즘

• 지속적인 기반위에서의 상세한 정보의 광 • 빈번하고 ‘풍부한 매체’를 통한 광범위한
볍위한교환

교환

• 빈번하고 정기적인 상호 방문

•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사대 기술자의 교육

Boundary Spanner윈 업뭄 른성

Boundary Spanner 잎 업또 듬성

• 예측가능하고 구조화된 업무
• 공급자와 구매자의 대리인 및 기술자간의
낮

교류에 많은 시간 할애

n
。

구

자

의

번하게 발생함

분위기 및 특성

•
•
•
•

uH

긴장된 분위기

• 완진히 정의되거나 구조화되지 옷함
• 비정례적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빈
• 공급자측 직원과 업무 조융플 위해 많은

상호 신뢰 부족

시간을 할애

설계 단계에서 공급자의 조기 참여 부재

협력을 위한 구매자의 적극적 노력
공급자의 좋은 평판이 펼수적이지 않음

분위기 빚 특성

• 높은 상호 신뢰와 관계에 대한 높은 수준
의 올입

• 구매자의 공정성에 대한 강한 인식
• 설계단계에서 공급자의 조기 참여

「
E

유

• 광범위한 공동 작업과 협력
• 평판이 좋은 공급자

자

산
에
대

시장교환

공급자종속

정보공유 메커니즘

정보공유 메커니즘

• 제한된 정보교환， 계약의 협상에 많은 시 • 정보 교환 거의 없음
간을소요
• 상호 방문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공급자
• 구조화된 정례적 방식에 의한 운영관련 협
가 구매자를 방문

한
←E
「

력과감시

자

Boundary
높
。。

Boundary
SpanneI 임 업로 틈성

Spanner임 업로 틈성

• 구매자측 직왼이 공급자에게 할애하는 시

• 공급자측 직왼과 직접적인 교류에 제한적
시간할애

간이 거의 없음

• 대부분 복잡한 조정 업무

• 공급자와의 협력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고도로 정 례화피고 구조화된 업무

분위기 빚 특성

•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 그러나 직접적인
공공 작업과 협력은 제합된

분위기 및 특성

• 긍정적 분위기
• 체계적인 협력이 없음
• 설계 단계에서 공급자의 조기 참여 부재
• 구매자가 공급자를 공정하게 대항
• 공급지는 좋은 평판과 실적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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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급사슬의 유형의 분류
군집분석은 다수의 대상들을 그들이 소유하는 특성을 토대로 유사한 대상들끼리 그룹핑하

는 다변량 통계기법이다

군집분석에 의해 두 개 이상의 그룹이 형성되면 각 그룹올 군집

(Cluster) 이라 부른다 군집분석의 핵심은 군집 내의 구성원들은 가급적 유사하게 그리고 군
집들간에는 가급적 상의하게 대상들을 그룹핑하는 데 있다
군집분석을 위하여 가장 혼히 사용하는 자료는 간격척도 혹은 비율척도로 측정된 거리값

(distance measures) 이다， 경우에 따라 명목척도 혹은 서열척도로 특정된 값들로도 군집분
석이 가능하다 1)

군집의 추출방식에는 계충적 방식과 비계충척 방식이 있다‘

계충척 군집화 (hierarchical clustering) 는 처음 각 대상이 독립군집으로 출발하는데， 거
리가 가장 가까운 어느 두 대상이 군집을 이루기 시작하여 가까운 군집들끼리 계속적인 군집
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군집의 수가 감소한다

계충적 군집화는

군집들간의 거리계산방식에 따라 단일결합법， 완전결합법 1 평균결합법. Ward법 등이 있다
비계층적 군집화 (nonhierarchical clustering) 는 군집의 수가 한 개씩 감소하는 것이 아
니라 사전에 정해진 군집의 숫자에 따라 대상들이 군집들에 할당되는 것이다 비계충적 군집
화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이 K-평균 (K-means) 이다- 여기서 K
는 군집의 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계충적 군집화 중에서 특히 Ward 방법과 평균결합법이 널리 이용되었다 그런데
계충적 군집화 방볍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연 다른 군집으로의 이동이 될 수 없다

첫째는 한 대상이 일단 어느 군집에 소속되

둘째， 예외값 (outlier) 이 제거되지 않고 반드시 어느

군집에 속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해 비계층적 군집화는 최근 보다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계충적 군집화가
갖는 문제점은 없으나 군집의 수를 사전에 지정해 주어야 한다 연구자는 사전에 몇 개로 군
집의 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념을 갖지 않는 경우 군집의 수를 달리하여 여러 번

실행한 후 한 가지 결과를 선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계충적 방법에
의해 군집화를 한 다음， 그 결과로부터 가장 적절한 수의 군집 수를 결정하여， 다시 비계충
적 방법에 의해 분석하연서 그 수를 수정하는 것이다

1 ) 이학식 • 김영

SPSSIO.O 애뉴열→통계분석방법 및 해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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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군집의 수를 정한 뒤 비계층

적 군집화 방법인

1

K 평균법으로 군집을 나누었다

조사 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상， 조사의 대상을 공급사슬을 구성하고 공급사슬상에서 모든 가치 활동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제조업체를 하였다

섣문에

대한 응담은 회사내에서

SCM 을 담당하고 있는 임왼이나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12 개 업체의 설문지
를 검토한 결과 기업의 규모가 작아 SCM 을 수행할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업체들과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03 개의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공급사슬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공급사슬의 구조에 대해서는
대로 효율적 공급사슬 (efficient

Fisher ( 1997) m! 연구를 토

supp!y chain) 과 시장 대응적 공급사슬 (market responsive

supp!y chain) 으로 분류하였으며， 구매자 공급자 관계구조에 대해서는 Bensaou( 1999) 의
연구를 토대로 특정자산의 투자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2

공급사슬의 구조에 따른 유형 분류

공급사슬의 구조에 대한 측정항목들을 가지고 군집분석을 한 결과 섣문 대상 기업들은 두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분석에서

분류된

두개의

군집에

대하여

각 측정항목별

최종군칩의

중심을 분석한 결

과. (표 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군집 1 은 공급사슬의 목적， 생산계획의 초점， 리드타임의 관
리， 제품설계 전략 등에서 시장 대응적으로 나타났으며 군집 2 의 경우 생산계획의 초점과 재
고관리， 리드타임의 관리는 시장 대응적으로 나타났으나， 공급사슬의 목적과 공급업체의 선

정， 제품설계 전략에서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개의

측정항목 중 공급사슬관리의

목적과 제품설계진략

재고 전략 등이

대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변수들이므로， 군집

시장의

변화에

1 을 시장 대응적 공급사슬

구조로， 군집 2 를 효율적인 공급사스로 구조로 병명하였다
총 203 개 대상기업 중 공급사슬 구조에 대한 특정항목에 응답을 하지 않은 2 개 기업을 제

외하고

2017H

기업을 두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장 대응적 공급사슬 구조인 군집

1에

군집분석 결과， 각 군집별 기업 수는 시

114 개 기업이， 효율척 공급사슬 구조인 군집 2 에

개 기업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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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최종군집중심

군집

2

3

공급사슬관리의 목적

0

0

생산계획의 초선

0

1

재고전략의 유형

0

1

리드타임의 관리

1

1

공급업체의 선전

0

0

제품설계 전략

0

1

구매자-공급자 관계에 따른 유형 분류

공급사슬 상에서 구매자 공급자 간의 관계에 따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구매자-공급자
간의 특유자산에 대한 투자정도를 측정하는 항목들을 가지고 군집분석을 한 결과 설문 대상
기업들은 두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분석에서

분류된 두개의 군집에

대하여

각 측정항목별 최종군집의

중심을 분석한 결

과， <표 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군집 1 은 구매자의 특유자산에 대한 투자가 공급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집 2의 경우 전반적으로 특유자산에 대한 투자가 구매자가 공급자에
비하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유자산에 대한 구매자의 투자가 많은 군집 l 은 공급자가 구얘가-공급자 간의 관
계에서 고착(l ock-inl 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공급자 주도의 관계로， 군집 2 는 공급자가 더 많

은 특유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구매자 주도의 관계로 정의한다

〈표

7)

최종군집중심
군집

1
지리적 근접성을 위한 투자

2

l

거래 자산의 특유화 정도
인적 자산의 특유화정도

1

전반적 자산특유화 투자 정도

0

2

총 203 개 대상 기업 중 구매자 공급자 관계에 대한 특정항목에 응답을 하지 않은 2 개 기
업을 제외하고 2017H 의 기업을 두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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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수는 공급자 주도 관계인 군집

1에

112 개 기업이， 구매자 주도 관계인 군집 2 에 89 개 기

업이 포함되었다

4

구초와 관계에 따른 공급사슬 유형의 분류

공급사슬의 구조와 구애자←공급자 관계에 따른 공급사슬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군집분
석을 통하여 조사 대상기업을 공급사슬의 구조에 따라 2 개의 군집으로， 구매자-공규자 관계

에 따라 2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먼지 공급사슬의 구조에 따라 분류된 2 개의 군집을 다시 구매자-공급자 관계에 따라 2 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공급사슬의

구조와 구매자 공급자 관계에

따른 4 가지

공급사술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구조와 관계에

따른 분류에서

EB (effìcient buyer

효율적인 공급사숭 구조에서

구매자 주도인

효율적 구매자)유형， 공급자 주도 관계인 경우른

관계의

경우를

ES(efficient supplier

효율적 공급자)유형으로 나누었다

또 시장 대응적 공급사슬 구조에서 구얘자 주도 관계인 경우를
대응적 구매자)유형으로， 공급자 주도 관계인 경우를

급자)유형으로 분류하였다

RS (responsive supplier

분류결과 총 199 개 기업 중

56 개 기업이. RB 유형에 537~ 기업이

RB (responsive buyer
대응적 공

EB 유형에 58 개 기업이. ES 유형에

RS 유형에 32 개 기업이 포함되었다

〈그림 2) 구조와 관계에 따른 공급사슐 유형

공급사슬의 구조

n자R
구

구매자
주도

二。il.

효율적 공급사슬

시장 반응적 공급사슬

겨1

EB
58

RB
49

111

급자관

공급자
주도

ES
56

RS
32

88

계

계

114

85

199

VI. 공급사슬의 유형별 특성
공급사슬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에서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업뜰의 규모， 엽총， 제품유형， 매출액， 종업윈 수， 공급업체 수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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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해당되는 기업군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형별 군집의 기업규모를 분석한 결과 EB( 효율적 구매자)와 RB( 대응적 구매자)유형이
대기업의 비중이 높았고. ES( 효율적 공급자)와 RS( 대응적 공급자)유형이 중소기업의 비중
이 높았다

따라서 구매자 주도관계는 대기업의 경우 공급자 주도 관계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각 유형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속해 있는 산업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ES( 흉류척 공급자)유
형은 소비재 산업의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RB 와 RS 유형의 경우 전자 · 기계 산업의 비율
이 높아 전자 · 기계 산업에서 시장 대응적 공급사슬 구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각 유형에 해당되는 기업틀이 생산/공급하는 제품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ES( 효율적 공급
자)유형의 경우 생산재의 비율과 중간재의 비율이 전체 평균과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ES 유형은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보다는 생산재 완제품을 생산

하는 기업들에 더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공급사슬의 네 유형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EB 유형은 1 조 이상. ES

유형은 3.000 억에서 l 조. RB 유형은 1.000 억에서 3.000 억. RS 유형은 100 억에서 1. 000 억
사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효율적인 공급사

슬 구조가 시장 대응적인 공급사슬 구조보다， 구매자 주도 관계가 공급자 주도 관계보다 매
출액 면에서 규모가 더 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vn.

연구의 의의와 향후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공급사슬의 유형플 공급사슬의 구조와 구매자 공급자 관계의 차원에서 분류하
여 각각의 유형에 속한 기엽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공급사슬의 구조나 구매
자 공급자 관계 중 하나의 차원에서 공급사슬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파악한 데 반하여，
공급사슬의 구조와 구매자 공급자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한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탐색적인 차원의 연구이며， 유형별 특성의 파악도 기술 통
계의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설제 기업의 공급사슬관리와 공급사슬관리 전략의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공급사슬관리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유형에 적합한 공급사슬관리 전략의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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