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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상황이론을 바탕으로 유연성, 략유형, 정보특성이 생산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규

명하고자 하 다. 유연성에는 제품유연성, 믹스유연성을 용하 고, 략유형에는 원가 략과 차별화

략을 용하 다. 정보특성에는 재무  정보와 비재무  정보를 용하 으며, 성과는 생산성과를 용하

다. 연구결과, 제품유연성은 차별화 략에 유의 인 향을 미치고, 믹스유연성은 원가 략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략  재무정보와 비재무 정보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원가 략만이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는 생산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믹스유연성은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에 간 인 향을 미치고 있고, 

한, 믹스유연성은 생산성과에도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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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mprove manufacturing performance by flexibilities, type of strategies, types of 

information with manufacturing companies in Korea. 

This study is based on the situation theory. The variables of flexibility  were applied with 

'product flexibility' and  'mix flexibility'. 'low-cost strategy' and 'differentiation strategy' were 

applied at strategy types. Financial information and non-financial information, information 

attributes are applied at.

At this study, product flexibility i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differentiation strategy. Mix 

flexibility i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low cost strategy. Only the low-cost strategy 

significantly affected on financial information and non-financial information. financial 

information and non-financial information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on Productive 

performanc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has been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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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해 제조 기

업은 소량생산의 효율성과 유연성에 의한 경쟁  강

의 확보가 매우 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  강

의 확보를 한 효율 인 수단으로 오늘날 크게 두되

고 있는 것이 생산시스템을 통한 유연성의 확보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유연성을 기업의 략  목표들로 

분석하고 이를 기업경 활동의 성과와 연계시켜 분석 

하 다. 특히 [1]는 유연자동화 상황하의 기술- 략-구

조간의 계를 설명하는 임워크를 제시하 는데. 

이는 기업의 유연자동화의 정도가 사업 략이나 조직

구조에 미치는 향 계에 한 임웍으로, 특히 

합성이론을 바탕으로 유연자동화, 사업 략, 조직 구조

가 상호작용하여 기업의 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치

는 가에 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기존의 많은 연

구들이 에서 열거한 변수들간의 련성이나 향

계에 한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일부 변수들간의 상

호작용효과나 향 계를 악한 연구들이 부분으로 

연구방법상의 한계로 많은 변수들을 동시에 용한 연

구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일반 으로 유연성과 략유형, 략유형

과 정보특성, 그리고 정보특성과 생산성과간의 연구들

이 기존에 연구되어져 있었다면, 이들을 하나의 연구의 

틀에 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상황 합성이론

을 용하여 이들 체 변수들간의 합성을 확인하고

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상황 합이론은 연구 방법상 

많은 변수들을 동시에 용하여 분석하기가 곤란하다

는 문제 이 있었는데, 본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용하여 이들 변수들을 동시에 분석에 용시켜 총체

인 합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해 AMOS 18.0을 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유연성
일반 으로 유연성(Flexibility)이란 환경변화에 한 

특정 조직이나 시스템의 응 능력(adaptability)를 의

미하는데, 역사 으로 유연성이라는 용어는 크게 경제

 (Economic perspective), 의사결정론  

(Decision-theoretic perspctive), 조직론  

(Organizational perspective), 그리고 생산시스템  

(Manufacturing perspective)의 각 분야에서 다양하

게 논의 되어 왔다[8][10]. 먼  경제  의 연구로

서, [3]은 상 으로 완만한 형태의 평균비용곡선을 나

타내는 공장이 다른 공장들에 비해 생산량유연성이 높

다는 것을, [3]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ope)이론

을 용하여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그 지 못

한 기업보다는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설명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수행하 다. 한 의사결정론  의 연구

들은 불확실성을 가진 의사결정에서 선택의 폭이 큰 것

을 유연한 안으로 보는 일련의 연구들로 [4]는 ‘유연

성이란 변화하는 환경에 응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능

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이론 의 기존 

연구들은 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응하기 한 조직

의 구조  유연성 개념을 조직이론에 용하여 검토하

다[24]. 

2. 전략 유형
[6][7]는 략을 기업의 장기목표 결정과 그 목표 달

성을 한 행동 결정, 자원배분 결정으로, 목표달성을 

한 재  미래의 자원배치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근본 인 유형으로 정의하 다. 즉 략을 기

업의 외부  경쟁환경과 내부능력을 조화롭게 결합시

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략우 의 특성을 고려한 

임워크가 [8]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는 기업들이 경쟁우

을 도출하기 해 제품차별화 략과 가격 략의 

두가지  하나로 경쟁우 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제품차별화 략은 품질, 제품유연성, 배달과 제품설

계의 우 를 통해 고객의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고, 

가격 략은 기업이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제

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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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회계정보특성
경쟁이 치열해지고, 생산 환경의 속한 변화는 기존

의 리회계정보시스템의 목  합성의 상실을 가져

왔다. [9]은 오늘날 리회계시스템이 목  합성을 상

실한 원인을 경 자들이 지나치게 재무  정보 주의 

정보수요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

의 산물인 리회계시스템도 변하는 환경에 처하

기 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첫째, 원가통제, 생산성의 측정  향상, 제조공정

의 개선 등을 한 시기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야 한다. 둘째,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해 제품원

가를 보고해야 한다. 셋째, 조직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

를 하고 그들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야 한다. 넷째, 서로 다른 계층의 경 자들이 의사소통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4. 유연성수준과 전략유형간의 관계 연구
제조유연성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10]은 제조유연성을 생산 분야에서 효율성 제고를 목

으로 하는 내부유연성과, 시장불확실성이나 고객 요

구에 응하기 한 외부유연성으로 구분하 다. 한 

[10]은 제조유연성을 작업 공간 수 에서의 운 유연성

(operational flexibilities)과 공장단 에서의 술  유

연성(tactical flexibilities)  기업 수 에서의 략  

유연성 (strategic flexibilities)으로 구분하 다. 

경쟁우 란 어느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

서 우 에 설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단하는 개념으로

서, 경쟁우 는 기업과 기업의 경쟁사를 차별화 시키는 

기 이다[11]. 경쟁우 는 경쟁 략의 요한 목표이다. 

기업들이 독특한 자원, 심지어 필요한 모든 자원을 통

제 할 경우 정상  수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

음을 강조했다. 기업은 재 는 잠재 경쟁자들이 실

행하지 못한 가치있는 략을 실행할 때, 그리고 이러

한 략을 다른 기업들이 모방하기 어려울때 지속 인 

경쟁우 를 얻을 수 있다[12]. 일반 으로 경쟁우 를 

가지기 해 기업은 경쟁기업보다 낮은 가격과 차별화 

된 서비스로 경쟁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드는 것으로 경쟁우 를 가질 수 있다. [5]의 두 가지 

본원  략에 해 살펴보면, 크게 비용우 략(Cost 

advantage or Cost leadership)과 차별화 략

(differentiation)으로 나 수 있다. 

유연성을 통해 효율 인 물류시스템이나, 공 의 유

연성등을 통해 제품 조달비용의 감을 통해 비용우

의 략을 달성할 수 있게 되거나, 고객들의 다양한 제

품수요에 한 빠른 응에 의한 제품유연성이 고객들

에 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차별 인 결재우

를 달성하게 해  것으로 단되어 유연성이 경쟁

략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5. 전략유형과 정보특성간의 관계연구
[14]은 략  포지셔닝은 기업 내에서 원가 리의 

역할을 제고하기 한 개념으로 각 기업이 선택하는 

략에 따라 각기 다른 원가분석이 요구됨을 시사해 다.

[15]은 제품차별화 략을 강조하는 기업이 그에 

합한 경 기법과 리회계실무를 도입할 경우 높은 성

과를 나타내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16]는 방어, 신  분석 략에 따라 통제시스템의 

효과성지향정보, 계량  재무통제정도를 분석했고, [17]

은 의 경쟁 략별로 재무, 생산, 시장 조사 등의 경

리기능의 요성 인식정도와 계를, [19]은 의 경

쟁 략과 경 리의 향력과의 계를, [30]는 의 

경쟁 략과 산목표수치 보고회수, 목표설정과 산출

물과의 연 계 등의 통제시스템과의 성격을, [18] 등

은 제품수명주기와 재무  통제시스템과의 성격을 분

석하 다.

III.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모형
지 까지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유연성수 , 략유

형, 그리고 정부특성이 생산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

치는 가를 악하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3]의 연구에서 용된 략  유연성과 [5]의 본원  

략 간의 계를 악하고, 이어서 재무  비재무 정

보간의 계를 악한 후 이들 계가 생산성과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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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상

황이론 연구에서는 유연성- 략, 략-정보특성 등의 

개별 연구가 일반 이었으나, 본연구는 이들 변수들을 

모두 용하여 구정방정식을 용하여 상황 합한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 [그림 1]은 이들 계를 바

탕으로 연구 모델을 설정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2. 가설설정
2.1 유연성수준과 전략유형간의 관계
[5]에 따르면 유연 자동화수 과  원가 략과는 갈

등 계에 있으며, 이들은 성과에 부정 인 상호작용효

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 [19]는 생산방식이 생산

설계에 변화가 없거나 생산설계를 최소화하는 장기  

생산형태를 나타낼 때  원가 략이 바람직하다고 보

았다. [18]의 연구에서도  원가 략을 추구하는 기업

의 경우 생산시스템의 유연성은 차별화 략보다는 경

쟁수단으로서의 요성이 상 으로 낮음을 보여 주

고 있다. 

제품유연성은 빠르고 다양한 제품생산을 통해 경쟁

우 를 확보하려는 유연성 련 략으로 이는 상

으로 많은 제품개발에 한 경제  부담을 안게되므로

써 제품유연성과 원가 략과는 부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다양한 제품의 요구에 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부품 

 완제품을 제공하기 한 믹스유연성의 지수는 효율

인 생산하에서의 제품믹스범 , 품종믹스변경에 필

요한 시간, 품종믹스변경에 필요한 비용등을 고려한 것

으로, 효율성에 기 하고 있어 원가 략과 유의 인 

련성이 있을 것이다. 

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연성(제품, 믹스)과 

략유형( 원가, 차별화)간의 계에 한 가설을 다음

과 같이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제품유연성과 원가 략간에는 음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제품유연성과 차별화 략간에는 양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믹스유연성과 원가 략간에는 양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믹스유연성과 차별화 략간에는 음의 향

을 미칠 것이다. 

2.2 전략유형과 정보특성간의 관계 
[14]은 략  포지셔닝은 기업 내에서 원가 리의 

역할을 제고하기 한 개념으로 각 기업이 선택하는 

략에 따라 각기 다른 원가분석이 요구됨을 시사해 

다. 가령, 성숙기에 이른 일용품을 매하는 기업이 원

가우 략(cost leadership)을 택하고 있다면 공학 으

로 계산된 표 제조원가가 주된 심사항이 된다고 했

다. 원가 략을 강조하는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기

업들은 주로 생산공정의 높은 원가 효율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주로 을 두고 있다[8][20]. [18]의 연구에서

는 원가 략과 같은 방어형 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제한되고 안정 인 제품에 집 하여, 제품을 가능한 한 

효율 으로 생산, 유통시킴으로써 기존 역을 방어하

고자 한다[25]. 통 인 회계시스템은 이러한 환경에 

유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의 기존 연구들

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5 : 원가 략과 재무  정보간에는 양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원가 략과 비재무  정보간에는 음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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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 연구에서는 차별화 략과 원가 략을 용

하여, 경 기법과 회계실무와의 합성이 성과에 미치

는 향을 규명하 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차별화 략

은 특히 비재무 인 회계실무의 용이 성과에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은 략  포지셔닝

에서 차별화 략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표 제

조원가의 유용성은 훨씬 어들 것이다. 차별화 략을 

강조하는 기업들은 그들의 략  우 를 질 높은 제

품, 문화된 설계특징,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달 

그리고 효과 인 post-sales 지원에 한 고객의 요구

를 만족시키는데 을 두고 있다고 한다[23]. 

이에 따라 차별화 략과 리회계정보특성간에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7 : 차별화 략과 재무  정보간에는 음의 향

을 있을 것이다. 

가설 8 : 차별화 략과 비재무  정보간에는 양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정보특성과 생산성과간의 관계
정보특성과 생산성과에 한 계연구는 단순히 이

들간의 계에 한 연구보다는 이들과 련있는 다양

한 향요인과 정보특성간의 결합 계를 통한 합성

이 생산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분석

을 통해 규명하 다. 

[15]의 연구에 따르면 제품차별화 략을 추구하는 기

업이 품질시스템, 통합시스템,  기  구조, 인간자원

리정책, 균형화된 성과 척도, 종업원 기  척도, 벤치

마킹, 략계획기법을 도입하면 높은 성과가 나타났다. 

[18]는 차별화 략과 유사한 공격형 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범 정보(비재무  정보, 미래 측정보, 외부

정보)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규명하 다. 

의 연구를 바탕으로 비재무  정보나 재무  정보

가 생산성과에 미치는 향 계에 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9 : 재무  정보는 생산성과에 유의 인 양의 

향을 미친 것이다. 

가설 10 : 비재무  정보는 생산성과에 유의 인 양

의 향을 미칠 것이다. 

Ⅳ.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1.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 상은 2007년 우리나라의 FMS 설비

를 갖춘 제조업체를 상으로 표본을 선정하 다. 설문

은 표본 추출된 제조업체를 상으로 우편조사와 

E-mail 조사를 실시하 다. 표본기업들은 건설업을 제

외한 19개 업종의 제조업체로 구성되었으며, 표본기업

의 특성들을 고루 용하기 해 각 업종별로 고루 표

본을 추출하 다. 설문에 한 응답자는 기업의 생산 

활동  원가 리활동 반에 해 충분히 악할 수 

있는 회계 련부서  원가 리부서의 책임자나 리

자, 부서 담당자 등을 상으로 하 다. 본 설문지는 총 

105부를 회수하 고, 설문에 한 일 성이 없거나 무

성의하게 작성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100부를 본 연

구에 이용하 다. 이들 최종 분석에 사용되어진 표본의 

기업특성은 [표 1]과 같다. 

 

업  종 표본수 비율 매출액 표본수 비율

 음식료품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선박 ․기타운송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섬유제품
 의복․모피․가죽․신발제품

 목재․나무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석유 정제품
 고무․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3
3
5
5
4
5
8
5
4
9
8
2
7
1
6
9
1
3
2

13.
0
3.0
5.0
5.0
4.0
5.0
8.0
5.0
4.0
9.0
8.0
2.0
7.0
1.0
6.0
9.0
1.0
3.0
2.0

1000억 
이하 26 26%

1000 
~2000억 20 20%

2000 
~4000억 5 5%

4000 
~7000억 10 10%

7000 
~9000억 26 26%

무응답 13 13%

합  계 100 100 합  계 100 100%

표 1. 표본기업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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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척도는 Likert 7  척도를 

사용하 다. 먼  제품유연성을 측정하기 해서 [13] 

이 사용한 단일 항목을 활용하 으며, 믹스유연성을 측

정하기 해서 [13]이 사용한 3개 항목을 활용하 다. 

원가젼략을 측정하기 해 원가항목  가장 명확

한 단일 항목을 활용하 으며, 차별화 략을 측정하기 

해 [8]가 사용한 4개 항목을 활용하 다. 그리고 재무

정보를 측정하기 해서 [15]의 6개 항목을 활용하

으며, 비재무 정보를 측정하기 해서[22] 의 5개 항목

을 활용하 다. 마지막으로 생산성과는 [22] 의 5개 항

목으로 구성되었다. 

3. 측정척도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척도를 측정모델을 통하

여 체 으로 평가하기에 앞서, 척도별로 탐색  요인

분석, 항목- 체 상 계(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 α를 사용하여 척도순화작업(scale purification)

을 실시한 후,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확인 여요인 분석결과 3개 항

목지표(item indicator)로 구성된 믹스유연성, 단일항목

지표로 구성된 제품유연성,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차별

화 략, 단일항목지표로 구성된 원가 략, 6개 항목

으로 구성된 재무정보, 5개 항목로 구성된 비재무정보,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생산성과, 등 모든 변수는 사용가

능한 수 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척도 순화 과정을 실

시한 후, [23]이 제시한 2단계 근방법에 따라 제품유

연성(단일항목), 믹스유연성(3개 항목), 원가 략(단

일 항목), 차별화 략(4개 항목), 재무정보(6개 항목), 

비재무정보(5개 항목), 생산성과(5개 항목)으로 구성된 

측정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AMOS 18을 통해 추정 평가

하 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조직단  수 의 표본

이지만 카이제곱(χ2)과 자유도(df)의 계 그리고 

RMR, GFI, AGFI, CFI 값 등 요한 값들이 수용할 있

는 수 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χ2= 336.454, df = 

257,  RMR=.089, GFI = .83, CFI = .932). 한편,  모든 

척도에 한 Cronbach α값이 .70을 상회하는 신뢰성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집 타당성을 나타내는 AVE(average 

bariance extracted)를 살표보면, 차별화 략과 생산성

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0.5이상으로 나타나 집 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구성개념 측정항목
표 화
요인 재치

CR AVE

제품유연성 v1.10 1.00  

믹스유연성
v2.4  .860 5.614 .617
v2.5  .812 5.548
v2.6  .672 

저원가전략 v1.4 1.00   

차별화전략
v1.1  .587 4.097 .359
v1.3  .627 4.335
v1.5  .596 4.383
v1.6  .586

재무정보

v4.1 .675 5.821 .551
v4.2 .701 6.602
v4.3 .873 8.464
v4.4 .710 6.890
v4.5 .737 7.171
v4.6 .743

비재무정보

v5.1 .689 6.483 .526
v5.2 .747 7.034
v5.3 .810 7.576
v5.4 .625 5.872
v5.5 .743

생산성과

v8.1 .671 .492
v8.2 .800 6.504
v8.3 .667 5.667
v8.4 .634 5.427
v8.5 .724 6.058

표 2. 측정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 제안모델 평가 및 가설검증
[그림 2]는 제품유연성, 믹스유연성, 원가 략, 차

별화 략, 재무정보, 비재무정보, 생산성과간의 가설  

계를 제시하고 있다. 모델평가와 가설검증을 하여 

r)를 척도로 사용하 다. [표 3]은 [그림 1]의 이론모델

을 AMOS 18로 추정한 결과이다. 

이론  모델의 반  합도 역시 측정 모델의 자료

합도와 비슷한 수 이었다(χ2= 314.262, df = 264, p= 

.018, RMR = .087, GFI = .84, AGFI = .7836, CFI = 

.946). 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10개의 가설  6개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품유연성과 차별화 략간에는 양의 향을 미

칠 것이다.”라는 가설2은 검증되었다(S.R=.831)). “믹스

유연성과 원가 략간에는 양의 향을 미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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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가설3 역시 채택되었다(S.R=.59). “ 원가 

략과 리회계정보  재무  정보간에는 양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5도 채택되었다(S.R=.43). 그리

고 “ 원가 략과 리회계정보  비재무  정보간에

는 음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6은 채택

(S.R=.62)되었으나, 음의 향이 아닌 양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무  정보는 생산성과에 

유의 인 양의 향을 미친 것이다.”라는 가설9 역시 

채택되었다(S.R=.28). 마지막 “비재무  정보는 생산성

과에 유의 인 양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10

도 채택되었다(S.R=.37). 

그림 2. 제안모델
 

경로
직 효과 간 효과

계수
 제품유연성 → 저원가전략 -.200
 제품유연성 → 차별화전략 .591***
 믹스유연성 → 저원가전략 .835**
 믹스유연성 → 차별화전략 .361
 저원가전략 → 재무정보 .426**
 저원가전략 → 비재무정보 .615**
 차별화전략 → 재무정보 .088
 차별화전략 → 비재무정보 .167
 재무정보 → 생산성과 .283**
 비재무정보 → 생산성과 .374**
 믹스유연성 → 비재무정보 .513
 믹스유연성 → 재무정보 .356
 믹스유연성 → 생산성과 .292
 저원가전략 → 생산성과 .350

 모델적합도 
χ2(264)= 314.262, RMR =.087, GFI = .84, CFI = .946

표 3. 이론모델의 효과분석

  * p<.01, ** p<.05 *** p<.001

1) 표 화 회귀가 치 값

가설검증을 한 직 효과 분석에 이어,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① 믹스유연성 → 비재무정보, ② 믹

스유연성 → 재무정보, ③ 믹스유연성 → 생산성과, ④ 

원가 략 → 생산성과에 한 간 효과를 검토하 다. 

V. 결론

본 연구는 상황이론을 바탕으로 유연성, 략유형, 정

보특성이 생산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 다. 유연성에는 제품유연성, 믹스

유연성을 용하 고, 략유형에는 원가 략과 차

별화 략을 용하 다. 정보특성에는 재무  정보와 

비재무  정보를 용하 으며, 성과는 생산성과를 

용하 다. 연구결과, 제품유연성은 차별화 략에 유의

인 향을 미치고, 믹스유연성은 원가 략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략  재무정

보와 비재무 정보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원가 략만이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는 생산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믹스유연성은 재무정

보와 비재무정보에 간 인 향을 미치고 있고, 한, 

믹스유연성은 생산성과에도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그리고, 원가 략은 생산성과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제조기업은 다양한 환경  변화

에 의한 보다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이런 

우리나라의 제조기업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합하게 

응하기 해서 어떠한 응방안이 있는가를 규명하

기 해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특히 구조방정식

을 용하여 다양한 변수들의 복합 인 계규명을 실

시한 것이 기존의 연구와 다른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가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 제조업

의 상황에 한 변수를 유연성, 략유형, 정보특성간의 

계로 악하 다는 과, 각각의 변수들에 한 다양

한 근에 한계가 있었다는 을 들 수 있었다. 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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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변수의 용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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