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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인력 전문소양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 분석

: 중소기업 물류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선일석1), 이원동2), 정연봉3)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물류인력양성과정에 대한 선행연구와 함께 중소기업 물류기업을 대상

으로 교육현황과 기업의 원하는 물류인력의 필요 소양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보다 체계

적인 물류인력 양성의 교육과정 개발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직장

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인간관계 및 영어능력, 화주의 요청에 따른 개선안 제시능력, 물류

개념에 대한 이해, 서비스의 생산 및 수익성 분석 능력 등이 중요한 소양으로 조사되었으

며, 종업원 50명 이하의 업체가 종업원 50명 초과의 업체에 비해 물류원가에 대한 분석 능

력 및 화주요청에 따른 개선안 제시능력, 물류정보기술 운영 능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

다. 또한 매출액 40억을 기준으로 40억 이하의 업체가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기업 인

관관계 및 영어능력을 중요한 소양으로 보았으며, 물류 네트워크 범위가 국내 및 아시아 지

역인 업체가 국내외 전역인 업체에 비해 화주요청에 따른 개선안 제시능력, 서비스 생산 및

수익성 분석 능력, 물류원가에 대한 분석능력 등을 중요한 필요소양으로 보았다.

핵심 되는 말 : 물류인력교육, 핵심소양, 인식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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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경제발전으로 고객은 수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길 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이 대두되면서 기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살

아남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물류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글로벌 경쟁시대의 급속한 환

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류의 기획, 운영, 시스템 등 각 분야별 물류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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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정부차원에서도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의 7대과제의 하나

로서 국내 및 국제물류활동을 원활히 펼칠 고급 전문 인력 양성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물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전문 물류인력의 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하지만 대한 상공회의소(2002)의 조사에 의하면 61.7%가 물류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

고, 대한 상공회의소가 물류기업 4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물류인력 수급실태 조

사’에서도 56.8%가 물류현장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물류영업(18.9%), 국제물류

(9.3%), 물류기획(9.3%), 물류정보·IT(5.7%) 분야도 인력부족 현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업에서 느끼고 있는 전문 물류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물류인력난 해결을 위한 바람

직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기업이 ‘물류 협·단체 중심의 현장 실무교육 확

대’(27.2%)를 꼽았으며, 이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22.4%), ‘정규교육기관의 물류교육 강

화’(20.8%) 등으로 응답하여 물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물류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

육확대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물류신문 재인용) 기존연구에서도 현장에 맞는

물류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는데 Van Hoek(2001)는 물류 교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 맞는 교과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선일석, 이원동, 권재현(2011)는 물류산

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심화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현재 물류 관련업에 재직하고 있는 실무자의 경우에도 전문 교육을 받은 경우가 미

미하며, 물류관련 전공의 대졸신입사원의 경우에도 학교이론과 현장실무의 차이 및 경험부

족 등으로 실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재교육 후 현업에 투입할 필요가 있어 추가

교육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내부에서도 인력양성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

으나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현장교육(OJT) 등의 수동적인 교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고 교육투자에 한계가 있어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에 한국 물류협회, 한국물류관리사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다양한 물류전문단체 교육기관에

서 물류인력육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물류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과정이 주를 이

루고 있으며,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의 2011년 교육훈련 개

설 과정에서도 물류실무와 같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은 미미하였다. 직업능력개발 계

좌제 과정의 경우 419개 교육과정이 검색되었으며, 지게차 운전 등 하역장비 운전과정(항만

하역장비 10개 과정 및 항공물류장비 2개 과정 포함)이 65%(272개 과정)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고, CAD(28개 과정: 7%), 전산세무회계(8개 과정: 2%) 및 ERP(22개 과정: 5%)와 같은

컴퓨터 활용 프로그램 운영 과정과 물류관리사(10개 과정: 2%), 유통관리사(11개 과정: 3%)

등 자격증 양성과정이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지게차 운전 및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운

영과 같은 과정의 경우 물류현장에서 꼭 필요하지만 기능위주의 인력양성이 될 것이며, 자

격증 양성과정은 물류기업에서 꼭 필요한 맞춤형 실무교육 보다는 자격증을 위한 교육에 치

우쳐 있어 중소물류기업이 원하는 물류인력의 소양을 키우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물류인력양성과정에 대한 선행연구와 함께 중소물류기업을 대상

으로 교육현황과 기업의 원하는 물류인력이 갖춰야할 소양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물류인력 양성의 교육과정 개발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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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선행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은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이

므로 전문 인력양성의 연구는 다양한 분야 및 방법으로 지속되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산학

협동을 통한 인력양성 방안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맞춤형 교육”, “주문식 교육”, “협약교육”

등 다양한 이름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선진국의 사례 및 산학협동의 개선사항 위주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미국

의 교육운영 제도를 중심으로 대학에서의 효율적인 산학현동교육 운영방안을 제시한 김상길

(1994)의 연구와 산학협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산학협력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김상

호(1995)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후로 산학 협동 맞춤형 교육과정을 학교교육과정에 적용하

여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한 오승균 외(2004)의 연구 및 한동대학교와 LG전

자의 산학협동 사례를 통해 교육중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이동하 외(2004)의 연구 등

산학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었다. 또한 박봉규(2005)는

산학협력의 필요성 및 문제점 제시와 함께 대학의 교육과정혁신, 학·석사 통합과정 활용, 산

학협력 참여교수 인센티브확대, 특별세액 공제제도 도입 등 산학협력이 발전하기 위한 방향

을 제시하였으며, 최근에는 주문식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개발 사례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안한 문경호(2010)의 연구 및 공과대학 여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증 분석한 한지영 외(2010)의 연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연계된 산학협동 연구도 있는데 임세영, 최현숙(2008)

은 공업고등학교와 기업이 연계되어 운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수료자의 근로여건과

경력설계 실태를 연구하였으며, 임세영 외(2010)은 공업고등학교와 기업의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과정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취업 후 초기 2년간 습숙경험을 통하여 경력발달을 단

계별로 관찰하였다.

또한 전문 인력양성 연구는 산업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되어오고 있는데 조리교육의

운영 실태와 조리인력의 양성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장명희(2005)의 연구 및 섬유산업의 기

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방법에 대하여 연구한 박상주 외(2000)의 연구를 비롯하여 송경수

외(2007)는 신발산업의 인력양성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연구로는 방송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한 신광호 외(1999)의 연구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김수갑 외(2008)의 연구, SW인력양성에 관한 권문

주 외(2010)의 연구 등이 있으며, 홍석표(2006) 및 신승윤(2009)은 각각 스포츠 산업에서의

인력양성 실태와 활용방안과 스포츠 영재 양성에 대한 문제점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밖에 조은상, 이상돈(2005)은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투자사업 중 대표적인 5개 사업을 분

석하고 평가하였으며, 신현석 외(2008)는 한국, 일본, 중국의 고급인력양성 정책을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Elsdon(1999)은 시장경쟁 하에서 기업의 인적자원 수행능력에 대한 교육문제

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인력양성의 기존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학 등 교육기

관의 인력양성과정 및 산학협력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김정주, 권양이(200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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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부들의 면담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훈련의 중요성 및 저해요인을 분석

한 연구 등이 있으나 재직자 교육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였기 때문에 인력양성 연구 중 재직

자 교육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2. 물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현재 물류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본 교육기관은 대학교 교육과정으로 송계의(2003)는 학부

나 전공 형태로 물류교육과정을 설치한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관련학부 및 전공에 산발

적으로 물류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송계의(2003)의 연구 이후에 물류분

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대학에서는 물류부문을 특화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물류 전공과목 및 유사과목이 다양하게 운영되는 등 물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이 특화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물류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물류전문 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20억원 이내에서 5년

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MBA수준의 글로벌 물류인력을 배출을 위한 물류전문

대학원의 개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물류인력 양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표 Ⅱ-1>은 한국 전문대학 교육 협의회에 등록된 146개 2년제 대학 중 물류 및 유사전

공 학과가 개설된 28개 학교의 현황(이원동, 선일석, 2009 재인용)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

지하고 있으며, 경영 및 마케팅 전공학과에서의 물류과목 강의를 포함하면 더욱 많은 범위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물류인력양성을 위한 제도로는 자격증 제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자격인 물류관리사

제도는 수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합리적인 물류체

계를 구축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시

행하고 있으며 국내자격으로는 유일하게 광범위한 물류분야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물류 자격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정환(2005)은 자격시험이 단순 지식에 대한 평가 기능만을 갖기 때문에 업계가

원하는 실무지식을 가진 고급 인력의 체계적인 공급체계의 형성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안승

범(2001)의 연구에서는 물류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기업 내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56% 이었으며, 가장 큰 문제

점으로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 없음(32%)을 지적한 것과 같이 물류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자

격제도의 개선사항 및 보완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물

류의 필요성과 같은 물류자격제도의 개선요구로 인하여 국제물류 과목이 신설 되는 등 변화

를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2차 실기시험 또는 주관식 시험 도입 등을 검토하여 실무인재양성

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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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  정  명  일수 (시간)

정

규

과

정

초급
물류담당자를 위한 입문과정 5일(35HR)

사례로 풀어가는 물류센터 GO효율화 과정 3일(20HR)

실무

성공적인 SCM전략 및 운영실무 3일(20HR)

물류 COST분석과 절감실무 3일(20HR)

물류실무자 및 리더를 위한 능력혁신과정 3일(20HR)

물류센터설계 및 운영실무 2일(16HR)

물류아웃소싱과 3PL실무능력 향상 2일(16HR)

물류성과지표실무(KPI) 2일(16HR)

녹색물류실무 ABC 2일(16HR)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실무 2일(16HR)

컨설팅사례로 배우는 물류혁신 노하우 2일(16HR)

수배송 효율화와 TMS실무 2일(16HR)

최적재고관리 및 WMS운영실무 2일(16HR)

물류

지도사

물류경영의 핵심과 성공요소 8일(18HR)

물류전문컨설턴트 양성과정 15일(150HR)

<표 Ⅱ-2>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교육 프로그램

학 교 명 학 과 명 학 교 명 학 과 명

강릉영동대학 유통경영과 서해대학 유통물류과

경남정보대학 경영계열 물류유통 전공 순천청암대학 물류 패키징과

광양보건대학 항만물류과 신흥대학 무역정보과

대구과학대학 서비스유통과 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

대구보건대학 유통경영과 울산과학대학 유통경영과

동양미래대학 유통마케팅과 유한대학 유통물류과

동의과학대학 경영계열 유통물류 전공 인천전문대학 무역과

동주대학 항만무역과 장안대학 물류경영과

마산대학 유통경영학부 재능대학 유통물류과

배화여자대학 국제무역과 창원전문대학 유통관리과

백석문화대학 광고마케팅 유통물류전공 청강문화산업대학 물류유통정보과

부산경산대학 유통물류과 한국철도대학 철도운수경영

부산정보대학 e-정보계열 유통물류전공 혜전대학 무역유통마케팅과

상지영서대학 유통경영과 혜천대학 물류유통정보과

<표 Ⅱ-1> 2년제 학교의 물류관련 및 유사전공 학과 현황

  

또한 실직자를 위한 취업프로그램 측면의 물류교육을 비롯하여 재직자의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정부지원 교육과정과 함께 물류전문 단체에서의 교육과정도 인력양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표 Ⅱ-2>는 2010년도 한국 통합물류협회 물류공개교육 프로그램으

로 크게 정규과정과 자격증 과정으로 나뉘며 정규과정의 경우 초급, 실무, 지도사 과정으로

나누어 다양한 물류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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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  정  명  일수 (시간)

자

격

증

과

정

유통 유통전문가 양성과정 23일(130HR)

CPIM

BSCM (Basic Supply Chain Management) 3일(24HR)

MPR(Master Planning of Resources) 2일(16HR)

DSP(Detailed Scheduling and Planning) 2일(16HR)

ECO(Execution and Control of Operation) 2일(16HR)

SMR(Strategic Management of Resources) 2일(16HR)

CSCP Certified Supply Chain Professional 5일(40HR)

물류

관리사

물류관리사 양성과정 10일(80R)

물류관리론 2일(16HR)

보관하역론 2일(16HR)

화물운송론 2일(16HR)

국제물류론 2일(16HR)

물류관련법규 2일(16HR)

물류관리사 양성과정 (주말과정) 5일(40HR)

물류관리사 시험 속성대비가정 5일(35HR)

3. 물류인력양성에 관한 선행연구

물류인력양성은 항만 및 국제무역 분야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임진수(1996)는 컨테

이너 터미널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항만의 특성상 인력양성에 상당한 시간과

세밀한 교육과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양성기관의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홍상태와 백

종실(2009)은 실증연구를 통하여 교육과정별 교육추진 단계를 설정하고 해운물류인력 양성

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한철환(2005)은 계량분석 및 향후 항만 개발계획을 토

대로 우리나라 항만물류 소요인력을 예측하고 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

으며, 방희석(2000)은 운송물류의 환경적인 요인을 검토하고 기존 무역학 교과과정을 발전적

으로 보완하여 무역물류관리에 관한 무역 전문 인력교육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을 통한 물류인력연구가 있는데, 권오경과 김상우(2002)는 정부정책 및 물

류인력 수급현황, 물류자격제도, 대학 및 대학원의 물류 교육현황 등을 제시하고 외국물류교

육의 벤치마킹을 통한 물류분야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으며, 홍석진과 한지영

(2005)은 국제물류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실무능력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물류인력양성에 필

요한 대학교과목 및 경쟁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원동과 선일석(2009)는 2년제 대

학의 물류과목 선정을 위하여 물류기업에서 요구하는 교과목과 교육기관의 교육내용과의 차

이를 파악하고 업체의 특성에 따른 물류과목 선호도를 분석하였으며, 박정섭 외(2009)는 한

국형 물류 마이스터고의 전환 및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중등교육에서의 물류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다.

물류인력이 갖추어야할 소양에 관한 연구로는 Murphy와 Poist(1991)가 물류인력에 요구

되는 기술을 사업능력, 일반 관리능력과 더불어 수송, 보관, 하역,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능

간 연계와 조정능력 및 물류비파악, 문제점 발견과 개선 등을 포함한 로지스틱스(Logistics)

능력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으며, Hunt와 Morgan(1995)은 기업의 물류활동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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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사업능력

 경영능력

 의사결정스킬

 물류전략 수립능력

 화주 관리 능력

 - 경영 일반 지식

 - 물류조사 및 분석능력

 - 통계학 관련 일반 지식

 - 물류기업 전략수립의 입안 능력

 - 장기적 물류사업전략 입안 능력

 - 화주의 요청에 따른 개선안 제시능력

 - 사내 조정 능력

 - 물류센터 입지분석 능력

물류운영 능력

 물류지식

 물류관리 대응능력

 물류비 산정 및 물류원가

 물류정보관리

 물류활동 운영

 물류기능 능력

 - 물류개념에 대한 이해

 - 물류 프로세스에 대한 현상파악 능력

 - 물류원가에 대한 분석능력

 - 서비스의 생산 및 수익성 분석능력

 - 물류정보기술 운영능력

 - 물류관리 전략에 대한 이해 능력

 - 물류활동 문제점 발견 능력

 - 물류운영에 따른 자체적 개선방안 도출 능력

 - 물류관련 프로그램 사용능력

 - 물류현장 하역장비 및 관련 기기 운용능력

 - 재고관리 및 보관활동 운영 능력

 - 배차관리 및 운송활동 운영 능력

<표 Ⅱ-4> 물류전문인력 필요 소양

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류인력의 업무수행기술을 전문화된 업무지식과 경험이라고 하였

다. 또한 Daugherty 외(2004)는 물류분야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을 사회적 스

킬, 의사결정 스킬, 문제해결 스킬, 시간관리 스킬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일본 로지

스틱스 협회(1995)는 ‘기업의 물류교육에 관한 조사보고서’(구경모, 2005 재인용)에서 물류인

력의 수행능력을 경영능력, 물류전략구축능력, 로지스틱스 지식, 물류비 분석능력, 사내조정

능력, 문제발견 능력, 개선입안 능력, 물류관리 전반의 지식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구경모

(2005)는 물류전문인력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요인을 <표 Ⅱ-3>와 같이 제시하였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물류인력이 필요한 전문소양을 <표 Ⅱ

-4>와 같이 도출하였으며, 관련학과 교수 및 산업체 인사를 대상으로 Pilot 조사를 실시하

여 설문에 사용될 물류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소양을 확정하였다.

업무수행분야 공통성분 구체적요인

전략/ 계획수립

경영능력  - 장기적 사업전략 구상

 - 물류자산의 수익성과 채산성에 기초한 전략 

계획/입안

 - 로지스틱스(공급사슬관리) 이해력

 - 물류프로세스 파악

물류전략 수립능력

공급사슬관리 대응능력

공통 업무 부문/기능 간 조정능력
 - 물류 제기능의 통합과 조정

 - 물류프로세스 파악

영업/운영

물류비 산정
 - 고객별 서비스 생산성 및 수익성 분석

 - 물류원가에 기초한 사고

 - 물류활동의 문제점 발견

 - 물류활동 개선방안 제시문제발견 및 개선해결

<표 Ⅱ-3> 물류전문인력 평가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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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 수송시스템 및 네트워크 활용 능력

 - 국제물류관련 포워딩 업무 능력

 - 고객관리 및 클레임 처리 능력

 - 물류포장 및 화물 보존관리 능력

 - 물류센터 안전관리 능력

 - 물류 인적자원관리 능력

일반관리능력

 사회적 스킬

 환경물류

 -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 기업 인간관계 능력

 - 외국어(영어) 능력

 - 녹색물류에 대한 이해

 - 반품처리 및 폐기물 처리 능력

 - 프레젠테이션 등 발표 능력

 - 기획안 작성 능력

 - 문서 작성 능력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물류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설정에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물류관련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물류관련 업체에서 요구

하는 물류관리 인력에 대한 소양에 대하여 설문조사(2010년 4월 26일 - 5월 16일)하였으며

설문지는 물류관련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400부를 배포하여 이중 326부를 회수하였다. 설

문업체의 기본사항과 현재 교육 실태를 비롯하여 물류관리 인력에 대한 소양에 관한 내용

등을 리커트 5점 척도방식으로 설문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에 제시된 물류인력에 필요한 소양에 대한 항목은 Murphy와 Poist(1991), Hunt와

Morgan(1995), Daugherty 외(2004), 구경모(2005)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Pilot

조사를 통하여 상위 12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물류인력에 필요한 소양에 관한 항목은

전문적인 인식을 요하므로 326개의 설문 중 물류분야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업종의 설문인

61개의 설문을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t-Test 및 Cronbach의 알파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 검증을 하였다. 통계적 결과 및 집단

에 따른 차이점의 도출로 인하여 향후 물류관련 기업의 물류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

그램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IV. 연구결과

1. 설문응답의 기본현황

총 326명의 응답자 중 제조업 248명(76%), 물류업 61명(19%), 도소매 17명(5%)을 차지하

였으며, 업체의 종업원 수는 50명 이하는 75업체(23%), 51-100명은 112업체(34%), 101-200

명은 131업체(40%), 200명 초과는 8업체(3%)로 나타났다. 물류네트워크 범위는 국내 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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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56업체(17%), 국내전역은 191업체(59%), 국내 및 아시아 지역은 32업체(10%), 국내,

아시아 및 북미지역은 24업체(7%), 국내외 전역은 23업체(7%)를 차지하였다.

구분　 전체 제조업 물류업 도소매

응답자수 326 (100%) 248 (76%) 61 (19%) 17 (5%)

<표 Ⅳ-1> 설문업체의 업종

50명 이하 51-100명 101명-200명 200명 초과 합계

75 (23%) 112 (34%) 131 (40%) 8 (3%) 326 (100%)

<표 Ⅳ-2> 설문업체의 종업원수

국내 한정된 

지역
국내전역 국내 + 아시아

국내 + 아시아 + 

북미
국내외 전역 합계

 56(17%)  191 (59%) 32(10%) 24(7%)  23 (7%) 326 (100%) 

<표 Ⅳ-3> 설문업체의 물류네트워크 범위

교육의 필요성 및 현재 교육여건 등을 조사한 결과 교육이 매우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는 전체 326명 중(미응답 3명) 중 96 명(30%),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207명(64%)으로

교육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는 전체의 94%를 차지하였다.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치 않음
매우 필요치

않음
합계

 96 (30%)  207 (64%) 19 (6%) 0 (0%)  0 (0%) 323 (100%) 

<표 Ⅳ-4> 교육의 필요성

기존의 교육 방식은 전체 326명 중 미응답 2명을 제외한 324명 중 234명(72%)이 자체교

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외부위탁의 경우 67명으로 21%, 원격교육은 14명(4%)을 차

지하였다.

자체교육 외부위탁 원격교육 기타 합계

234 (72%) 67 (21%) 14 (4%) 9 (3%) 324 (100%)

<표 Ⅳ-5> 기존교육 방식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체 326명 중 미응답 2명을 제외한 324명 중 전문기관

부재 187명(58%), 교육비용 부담 57명(18%), 교육으로 인한 업무차질 50명(15%) 순이었다.

절반이 넘는 58%의 응답자가 교육이 어려운 이유로 전문기관의 부재를 꼽았으며, 물류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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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부재

교육비용

부담

교육으로 인한

업무차질

빈번한

이직

교육효과

미비
기타 합계

 187 (58%)  57 (18%) 50 (15%) 14 (4%)  3 (1%) 13 (4%) 324 (100%) 

<표 Ⅳ-6> 교육실시가 어려운 이유

물류전문 기관의 외부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간, 교육시기, 교육일정 등을 조사한 결과

년 중 교육기간은 전체 324명 중(미응답 2명) 5일 이내 102명(32%), 10일 이내 103명(32%),

15일 이내 103명(32%)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96%) 15일 이내의 교육 기간을 원했

다. 또한 교육 시기는 2분기(4월 ～ 6월)에 교육하기를 원하는 응답자가 145명으로 45%를

차지하였으며, 3분기(7월 ～ 9월) 95명(30%), 1분기(1월 ～ 3월) 63명(20%) 순으로 나타났

다. 교육일정은 평일 근무시간 237명(74%), 근무 외 시간 65명(20%), 주말 16명(5%), 기타

6명(1%) 순으로 나타나 근무 외 시간에 비해 근무시간에 교육하기를 희망하였다.

2. 물류인력 소양에 관한 집단 간 차이분석

설문회수 결과 제조업 248부, 물류업 61부, 도소매 17부 등 총 326부가 회수되었으나, 물

류인력에 대한 필요 소양은 전문적인 분야의 설문이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물류업

에 종사하는 61부의 설문 중 적합하지 못한 2부를 제외한 59부의 설문으로 분석하였다. 설

문에 제시된 물류인력에 필요한 소양에 대한 항목의 선정은 기존 물류인력에 관한 선행연구

와 함께 관련학과 교수 및 기업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정되었으며, Pilot 조사를 통

하여 34개 중 높은 평균을 보인 12개 문항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분석방법은 집단 간의 인

식차이를 알아보는데 용이한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항목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내적일관성

평가 방법인 Cronbach의 알파 계수를 이용하였다. 물류인력 소양에 대한 설문은 12항목 이

었으며, Cronbach의 알파 계수가 0.922로 설문의 내적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의 알파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922 .920 12

<표 Ⅳ-7> 설문의 신뢰도

물류인력이 갖춰야할 소양의 상위 12개 항목은 <표 Ⅳ-8>과 같으며, 직장인의 커뮤니케이

션 스킬(4.25), 인간관계 및 영어능력(4.21), 화주의 요청에 따른 개선안 제시능력(4.20), 물류

개념에 대한 이해(4.14), 서비스의 생산 및 수익성 분석 능력(4.02) 등이 중요한 소양으로 조

사되었다. 물류 전문 분야에서 요구되는 소양에 비해 직장생활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및 인

간관계가 중요한 소양인 것으로 나타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국제물류와 같

은 업무에서 필요시 되는 외국어 및 화주에 대한 서비스 등을 필요한 소양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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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전문인력 소양 종업원수 N 평균
표준

편차
F t

유의

확률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50명 이하 40 4.35 0.70 
0.63 1.42 0.16 

51명 이상 19 4.05 0.85 

기업 인간관계 및

영어능력

50명 이하 40 4.28 0.72 
1.21 1.01 0.32 

51명 이상 18 4.06 0.87 

물류개념에 대한 

이해

50명 이하 40 4.25 0.74 
0.43 1.72 0.09** 

51명 이상 19 3.89 0.74 

물류프로세스에 대한

현상파악능력

50명 이하 40 3.95 0.78 
0.46 0.51 0.61 

51명 이상 19 3.84 0.69 

물류원가에 대한

분석능력

50명 이하 40 4.10 0.84 
0.25 2.06 0.04*

51명 이상 19 3.63 0.76 

<표 Ⅳ-9> 종업원수에 따른 물류전문인력 필요 소양

문          항 N 평  균 표준편차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59 4.25 0.76 

기업 인간관계 및 영어능력 59 4.21 0.77 

물류개념에 대한 이해 59 4.14 0.75 

물류 프로세스에 대한 현상파악 능력 59 3.92 0.75 

물류원가에 대한 분석능력 59 3.95 0.84 

서비스의 생산 및 수익성 분석 능력 59 4.02 0.82 

화주의 요청에 따른 개선안 제시능력 59 4.20 0.78 

물류관리전략에 대한 이해 능력 59 4.08 0.88 

물류기업 전략 수립의 입안 능력 59 3.81 0.86 

장기적 물류사업전략 입안 능력 59 3.98 0.90 

물류정보기술 운영 능력 59 3.97 0.83 

녹색물류에 대한 이해 59 3.67 0.86

<표 Ⅳ-8> 물류관리 인력 소양

1) 종업원 수에 따른 집단 간 인식차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의 소규모 집단과 51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물류

전문인력이 갖춰야할 소양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유의수준 0.05 기준으로 판단할 때 물류원가에 대한 분석 능력, 화주요청에 따른 개선안

제시능력, 물류정보기술 운영 능력이 집단 간 차이가 있는 소양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의수준

0.1 기준으로 범위를 넓히면 물류개념에 대한 이해, 장기적 물류사업전략 입안 능력, 녹색물

류에 대한 이해 등이 추가된다. 즉 종업원 수에 따라 소규모 업체는 대규모 업체에 비해 물

류원가 대한 분석 능력, 화주요청에 따른 개선안 제시능력, 물류정보기술 운영 능력 등을 중

요한 소양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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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전문인력 소양 종업원수 N 평균
표준

편차
F t

유의

확률 

서비스의 생산 및

수익성 분석능력

50명 이하 40 4.08 0.83 
0.01 0.79 0.43 

51명 이상 19 3.89 0.81 

화주의 요청에 따른

개선안제시능력

50명 이하 40 4.35 0.74 
0.01 2.15 0.04*

51명 이상 19 3.89 0.81 

물류관리전략에 대한

 이해 능력

50명 이하 40 4.15 0.92 
1.47 0.83 0.41 

51명 이상 19 3.95 0.78 

물류기업전략수립의

입안능력

50명 이하 40 3.90 0.84 
0.86 1.12 0.27 

51명 이상 19 3.63 0.90 

장기적 물류사업전략

입안능력

50명 이하 40 4.13 0.88 
0.01 1.79 0.08** 

51명 이상 19 3.68 0.89 

물류정보기술 운영 

능력

50명 이하 40 4.15 0.80 
0.07 2.59 0.01*

51명 이상 19 3.58 0.77 

녹색물류에 대한 

이해

50명 이하 40 3.83 0.87 
0.95 1.72 0.09** 

51명 이상 19 3.42 0.77 

* p<0.05, **p<0.1

물류 전문인력  소양 매출액 N 평균
표준

편차
F t

유의

확률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40억 이하 30 4.47 0.63 
1.01 2.27 0.03*

40억 초과 29 4.03 0.82 

기업 인간관계 및

영어능력

40억 이하 30 4.37 0.67 
0.95 1.67 0.10** 

40억 초과 28 4.04 0.84 

물류개념에 대한 이해
40억 이하 30 4.07 0.74 

0.73 -0.71 0.48 
40억 초과 29 4.21 0.77 

물류 프로세스에 대한

현상파악능력

40억 이하 30 3.77 0.77 
1.85 -1.57 0.12 

40억 초과 29 4.07 0.70 

물류원가에 대한

분석능력

40억 이하 30 3.97 0.89 
1.32 0.16 0.87 

40억 초과 29 3.93 0.80 

<표 Ⅳ-10> 매출액에 따른 물류전문인력 필요 소양

2) 매출액에 따른 집단 간 인식차이

매출액은 40억 기준으로 매출액 40억 이하의 업체와 40억 초과의 업체로 나누어 집단 간

물류전문인력이 갖춰야할 소양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기

준으로 판단할 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소양에는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분석되었

으며, 유의수준 0.1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기업 인관관계 및 영어능력이 집단 간 인식차

이를 보였다. 즉 매출액 측면에서 저매출 업체(4.47)가 고매출 업체(4.03)에 비해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중요한 소양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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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전문인력  소양 매출액 N 평균
표준

편차
F t

유의

확률 

서비스의 생산 및

수익성분석능력

40억 이하 30 3.97 0.89 
1.07 -0.48 0.64 

40억 초과 29 4.07 0.75 

화주의 요청에 따른

개선안 제시능력

40억 이하 30 4.20 0.76 
0.49 -0.03 0.97 

40억 초과 29 4.21 0.82 

물류관리전략에 대한

 이해 능력

40억 이하 30 3.97 0.96 
0.95 -1.05 0.30 

40억 초과 29 4.21 0.77 

물류기업전략수립의

입안 능력

40억 이하 30 3.80 0.89 
0.03 -0.12 0.90 

40억 초과 29 3.83 0.85 

장기적 물류사업전략

입안능력

40억 이하 30 4.00 0.91 
0.00 0.15 0.88 

40억 초과 29 3.97 0.91 

물류정보기술 운영 

능력

40억 이하 30 4.00 0.83 
0.65 0.32 0.75 

40억 초과 29 3.93 0.84 

녹색물류에 대한 

이해

40억 이하 30 3.63 0.85 
0.00 -0.56 0.58 

40억 초과 29 3.76 0.87 

* p<0.05, **p<0.1

물류 전문인력  소양
물류네트워크 

범위
N 평균

표준

편차
F t

유의

확률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국내 및 아시아 21 4.38 0.80 
1.04 0.96 0.34

국내외 전역 38 4.18 0.73 

기업 인간관계 및

영어능력

국내 및 아시아 21 4.24 0.77 
0.00 0.23 0.81 

국내외 전역 38 4.19 0.78 

물류개념에 대한 이해
국내 및 아시아 21 4.19 0.87 

4.87 0.39 0.70 
국내외 전역 38 4.11 0.69 

물류 프로세스에 대한

현상파악능력

국내 및 아시아 21 4.05 0.86 
2.84 1.01 0.32 

국내외 전역 38 3.84 0.68 

물류원가에 대한

분석능력

국내 및 아시아 21 4.19 0.87 
0.64 1.67 0.10** 

국내외 전역 38 3.82 0.80 

<표 Ⅳ-11> 물류 네트워크 범위에 따른 물류전문인력 필요 소양

3) 물류 네트워크 범위에 따른 집단 간 인식차이

물류 네트워크 범위가 국내 및 아시아 지역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인 집단으로 나누어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1 기준으로 판단할 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소양에는

화주요청에 따른 개선안 제시능력 이었으며, 유의수준 0.05 기준으로 판단할 때 서비스 생산

및 수익성 분석 능력, 유의수준 0.1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물류원가에 대한 분석능력이

집단 간 인식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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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전문인력  소양
물류네트워크 

범위
N 평균

표준

편차
F t

유의

확률 

서비스의 생산 및

수익성분석능력

국내 및 아시아 21 4.33 0.66 
1.77 2.28 0.03* 

국내외 전역 38 3.84 0.86 

화주의 요청에 따른

개선안 제시능력

국내 및 아시아 21 4.57 0.60 
0.78 2.84 0.01*

국내외 전역 38 4.00 0.81 

물류관리전략에 대한

 이해 능력

국내 및 아시아 21 4.29 0.96 
2.08 1.32 0.19 

국내외 전역 38 3.97 0.82 

물류기업전략수립의

입안 능력

국내 및 아시아 21 3.86 0.85 
0.22 0.29 0.76 

국내외 전역 38 3.79 0.87 

장기적 물류사업전략

입안능력

국내 및 아시아 21 4.05 0.86 
0.42 0.41 0.69 

국내외 전역 38 3.95 0.93 

물류정보기술 운영 

능력

국내 및 아시아 21 4.14 0.73 
1.89 1.22 0.28 

국내외 전역 38 3.87 0.88 

녹색물류에 대한 

이해

국내 및 아시아 21 3.81 0.87 
0.10 0.62 0.45 

국내외 전역 38 3.63 0.85 

* p<0.05, **p<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소기업 물류기업 재직자 교육을 위하여 물류관련 업체에서 요구하는 물류관

리 인력이 갖추어야할 소양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종업원 수 및 매출액, 물류 네트

워크 범위에 따라서 집단 간의 어떠한 인식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인간관계 및 영어능력, 화주의 요청에 따른 개선안

제시능력, 물류개념에 대한 이해, 서비스의 생산 및 수익성 분석 능력 등이 중요한 소양으로

조사되었으며, 종업원 수 50명을 기준으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업원 50명 이하의 업

체가 종업원 50명 초과의 업체에 비해 물류원가에 대한 분석 능력 및 화주요청에 따른 개선

안 제시능력, 물류정보기술 운영 능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매출액 40억을 기준

으로 40억 이하의 업체가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기업 인관관계 및 영어능력을 중요

한 소양으로 보았으며, 물류 네트워크 범위가 국내 및 아시아 지역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

우인 집단으로 나누어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화주요청에 따른 개선안 제시능력, 서비스

생산 및 수익성 분석 능력, 물류원가에 대한 분석능력 등이 집단 간 차이가 있는 소양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인력의 필요소양을 종업원, 매출액, 물류네트워크 범위 등을

기준으로 집단 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설문분석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 되었다.

조사한 중소기업 중에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보다 소규모 업체가 물류원가 분석능

력, 화주요청에 따른 개선안 제시능력, 물류 정보기술운영 능력 등 전문소양 필요성의 요구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는 중규모 이상의 물류업체에서 전문소양에 대한 요구가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분석결과,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정수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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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에서는 물류전문인력 소양을 갖춘 인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의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수 물류인력을 보유한 대기

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국한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업체 특성에 맞는 필요

소양을 도출하여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대기업을 포함한 물류산업 전체가

대상인 포괄적이면서 세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인식차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부족한 한계점은 있으나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물류인력 양성교육에 집단 간 인식차이가 큰 물류원가 분석능력, 화

주요청에 따른 개선안 제시능력, 물류 정보기술운영 능력 등의 전문소양을 고려한 교육과정

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향후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른 재직자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 정부의 지원과 물류분

야의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한 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기업은 교

육 재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교육을 통해 배출된 물류 전문 인력은

물류 경쟁력 도모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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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Cognitive Difference Among Groups for Required Knowledge of

Logistics Human Resource :

Logistics Human Resource Training of Small & Medium Business

Ilsuck Sun, Wondong Lee, YeonBong Jung

This study is to find education course development plan to grow more systematic

logistics human resource through empirical study on status of education and required

knowledge of logistics human resource that companies need, targeted at company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in logistics industry, including precedent studies on the

existing logistics human resource training program. As a result, correctives suggestion

ability, understanding of logistics, analysis ability of production and profitability of

service, etc, according to communication skill of office workers, relationship and English

capability and request of shippers were examined as important knowledge.

Companies of less than 50 employees considered correctives suggestion ability,

operating ability of logistics information and technology, etc, according to analysis ability

of production cost of logistics and request of shippers to be more important, than those

of more than 50 employees. Companies of less than 4 billion, based on the turnover of 4

billion, regarded, as more important, communication skill, relationship and English

capability and companies whose range of logistics network was the domestic region and

the Asia region took, as more important and necessary knowledge, corrective suggestion

ability, analysis ability of production and profitability of service, analysis ability of

production cost of logistics, etc, according to request of shippers, than companies whose

range was both the whole domestic and overseas regions.

Key words : Logistics human resource training, Necessary knowledge, Difference of

recogn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