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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생산 및 제조 분야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인 JIT생산방식과 인력관리의 요인이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JIT생산방식과 인력관리가 생산성과 및 물류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구조방정

식 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 JIT생산방식은 두 가지 성과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인력

관리 요인은 생산성과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력관리는 JIT생산방식

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I. 서 론

제조업체의 경영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실제 추진방식(practice)들이 성과에 실제

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반대로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추진방식은 무엇인지

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경영자로서 당연한 태도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추진방식과 전략 들 속에서 실제로 기업의 성과 나아가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추진방식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의 기업 환경은 기업의 입장에서 따라잡기조차 쉽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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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기존의 가격경쟁 심화, 제품 수명주기 단축, 고객 요구의 다양화 등의 상황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산업의 증가는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의 시장 내에

서의 비중과 영향력을 점점 더 감소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제조업의 비중을 감소시킨다고는 하여도 그 필요

성과 중요성을 감소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다양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제조업의 새로

운 방향을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발전 및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적합한 계획과 효율적 운영

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생산 및 제조 부문의 운영 및 실제 추진방식의 기존 문

헌들에서 중요시되는 개념들인 ‘JIT생산방식’과 ‘인력관리’의 개념이 실제로 적합한지

를 확인하고, 두 가지 개념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과 요인으로는 ‘생산성과’와 ‘물류성과’의 두 가지 요인을 활용

하려 하고,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통한 분석을 수행한다. 그 결과로, JIT

방식과 인력관리의 성과에의 영향 여부를 통하여 제조업체의 실제 운영 방향에의 처방

및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관련 문헌 연구

1. JIT 생산방식

JIT의 대표적 연구인 Sakakibara et al(1993)은 JIT의 차원(dimension)으로서 ① 설비

교체시간 감축, ② 소 로트 생산, ③ 공급업체에 의한 JIT배달, ④ 공급업체 품질(수준) 

관리, ⑤ 다기능작업자, ⑥ 소집단에 의한 문제해결, ⑦ 지속적 훈련, 매일의 일정 준수, 

⑧ 반복적 MPS, ⑨ 예방적 유지보수, ⑩ 유연성 있는 설비배치, ⑪ 단순화된 제품설계, 

⑫ 간반(Kanban) 활용, ⑬ 풀(Pull) 시스템 활용, ⑭ JIT와 MRP 통합, ⑮ 회계업무의

JIT 지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차원은 실제 추진방식(practice)에 있어서 6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A) 작업장관리 (B) 일정관리 (C) 공정, 

제품 설계 (D) 인력관리 (E) 공급업체 관리 (F) 정보시스템의 범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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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위 연구는, JIT의 핵심구성요소(core component)와 지원적 구성요소

(supporting component)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15개의 JIT 차원들을 의미하며, 후자는

다사 다섯 가지로 분류되었다. 먼저 ‘생산전략’ 범주에는 장기적 지향, 공장전체의 제조

에 대한 관점, 생산목표, 생산전략의 강점, 핵심역량, 전략의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다. 

‘기술관리’ 범주는 제조가능성을 고려한 설계, 기술 소유권, 그룹 테크놀로지/셀 생산방

식, 신제품개발, 신공정 개발, CAD/CAM/CIM/Robotics 기술을 포함한다. ‘인적자원관

리’ 범주에는 선발과정, 안정적 고용, 훈련, 집단성과에 대한 동기부여, 감독자 리더십, 

작업장에 대한 경영진의 감독가능성, 의사결정의 조정, 경영진의 경험, 관리자에 대한

보상, 업무에 대한 충성심이 포함된다. ‘품질관리’ 범주는 공급업체 품질수준, 품질에

대한 보상, 작업장에서의 품질 피드백(feedback), 품질에 대한 경영진의 리더십, 통계적

공정관리(SPC), 고객지향, 물리적 작업환경, 신제품 품질, 예방적 유지보수, 제품설계로

구성되었다. 다섯 번째의 범주는 전반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영진의 지원, 제조

에서의 경영진의 리더십, 기능 간 협력에 대한 지원의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Sakakibara et al, 1993).

후속 연구인 Sakakibara et al.(1997)에서는 12개 공장에 대한 방문 및 면접 조사를

통하여 설비교체 시간 감축, 유연성 있는(변경 가능한) 일정관리, 유지보수, 설비배치, 

간반, 공급업체의 JIT수행의 여섯 가지를 “핵심(key) JIT 추진방식(practice)”으로 설정

하였다.

2. 제조업에서의 ‘인력관리’ 개념

인력관리(workforce management) 또는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는 생산 및 제조 측면과는 다른 분야로서 독립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여러 연구 결과

에 의하면 생산 및 제조 분야 내에서 하나의 요인으로서의 중요성도 지니고 있다.

Flynn et al.(1995)에 의하면, 작업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작업인력 관리는 문제해결

과 보상에 있어서 기존과는 다른(non-traditional) 접근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접근은

종업원 아이디어의 중요성과 그것의 지속적 성장 및 개발을 강조한다. 다기능간 팀은

문제해결의 기초가 되며, 보상을 강조하는 접근은 집단성과에 대한 동기부여, 품질에

기초한 동기부여 및 보상을 포함한다. 



72  經營論集, 第 40 卷 1․2號

팀에 의한 문제해결 접근을 개선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이 위에서 아래

로의 명령이 아닌 ‘코치’(coach)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치로서의 관

리자는, 직원들이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실수하는 것을 내버려 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 하에서 관

리자들은 상급자라기보다는 자원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Flynn et al, 

1995)

JIT생산방식의 영향과 제조성과에 대한 기반(infrastructure)으로서의 역할을 연구한

Sakakibara et al.(1997)에서는 ‘작업인력 관리’(workforce management)로서 선발, 보상

계획, 소집단에 의한 문제해결, 훈련 프로그램을 들고 있다.

보다 최근의 연구인 Swink et al.(2005)에서는 ‘작업인력 개발’(workforce develop- 

ment)의 범주에 소집단 문제해결, 훈련, 일정준수, 예방적 유지보수, 팀워크 잠재력의

선택, 훈련, 아이디어 공유 및 문제해결의 동기부여, 개선에 대한 보상, 기술적 능력의

달성(skill attainment), 감독자의 관심과 리더십, 팀에 기초한 동기부여, 노동 유연성, 충

원과 선발, 다기능 작업자 훈련, 자율적 목표설정 팀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III.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하여, 생산운영관리에서 ‘JIT생산방식’과 ‘인

력관리’개념을 설정하고 이 개념들이 실제로 유의미한지의 여부와 생산성과 및 물류성

과에의 영향 여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개념들의 실제 설문지 문항을

통한 조작적 정의와 관련 연구들은 아래 표와 같다.

많은 생산성과에 대한 연구 중 대표적 연구인 Kim and Arnold(1992)와 최근의 대표

적 연구인 Swink et al(2005)를 참고하였고, 물류성과는 Kim and Arnold(1996)의 성과

요인 중 대표적인 것을 활용하였다.

위 표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JIT생산방식과 인력관리의

두 요인이 생산성과와 물류성과의 두 가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 

관련된 연구가설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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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에 사용된 개념과 실제 측정문항(조작적 정의)

개념 측정문항 및 변수 관련 및 참고한 문헌

JIT생산방식 실행

(JIT)

생산준비시간의 감축 실행(Setup)

Sakakibara et al.(1993)
Sakakibara et al.(1997)

칸반(Kanban)시스템의 사용(Kanban)

기술적 특성에 따른 집단 설비배치(Layout)

적시조달의 중요시 정도(Procure)

인력관리

(WF)

하향적 권한 위양(Emp)
Flynn et al.(1995)
Sakakibara et al.(1997)
Swink et al.(2005)

정확한 성과 측정과 적절한 보상(Meas)

소집단에 의한 문제해결(Group)

지속적 교육과 훈련(Edu)

생산성과

제품개량능력의 향상(PdImp)
Kim and Arnold(1992)
Swink et al.(2005)공정개선능력의 향상(PrImp)

생산비용의 절감(Cost)

물류성과

고객 주문량의 충족 정도(OQ)

Kim and Arnold(1996)납기준수 정도(Due)

고객이 배달빈도에 만족하는 정도(Freq)

연구가설 1: JIT생산방식은 생산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2: JIT생산방식은 물류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3: 인력관리 요인은 생산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4: 인력관리 요인은 물류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개념과 가설에 기초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연구모형의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관측된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의 개

념과, 실제 관측되지 않는 ‘잠재변수’ 또는 개념적 ‘구인’(construct)간의 관계를 검토하

기 위하여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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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IV. 실증분석

1. 연구대상 업체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설문은, 서울 및 경기 지역은 물론, 충남, 경북 구미, 전북 등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17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 중 응답되지 않

은 부분이 있는 6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167개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 업체들을 매출액 별로 살펴보면 100억 이하는 50개, 100억에서 500억 사이

의 업체가 26개, 500억에서 1천억 사이의 업체가 6개, 1천억에서 5천억 사이의 업체가

23개, 5천억 이상이 20개 업체였다. 

연구대상업체를 규모 별로 분석해 보면, 10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82 개 업체, 

100명에서 1000명의 중간 규모 업체가 55개 업체,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 30개 업체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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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 대상업체의 매출액 별 분류

매출액 업체 수

100억 미만 54

100~500억 40

500~1천억 13

1천억~5천억 미만 31

5천억 이상 29

계 167

<표 7> 연구 대상 업체의 사원 수 기준 규모 분류

전체 사원 수 업체 수

100명 미만 82

100~1000 명 55

1000명 이상 30

계 167

설문 대상이 되었던 업체들을 업종에 따라 구분해 보면, 전자산업에 속하는 업체가

40개 업체, 기계관련 제조업체가 43개 업체, 화학 산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24개 업체, 

반도체 제조 및 정보산업 관련 업체가 18개 업체, 금속 제조 관련 업체가 7개였으며, 

<표 8> 연구 대상 업체의 업종별 분류

업종 업체 수

전자 40
기계 43
화학 24

반도체 및 정보산업 18
금속 7
건설 2
식품 14
의약품 8

기타 (제관, 인쇄, 봉제 등) 11
계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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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및 아스콘 을 포함한 건설업체가 2개, 식품 제조업체가 14개, 의약품 제조 업체

가 8개, 의류 및 봉제, 인쇄, 제관, 라벨제조 등의 기타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가 11개 업

체였다. 특히, 전자산업과 반도체 업체의 경우 S전자와 같은 대규모 업체는 같은 회사

라도 사업부 별로 설문을 수행하여, 동일한 업체에서 중복 설문을 받는 폐해를 방지하

였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기존 관련 문헌을 통하여 설정된 개념들과 그것을 변수화하는 조작적 정의가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AMOS 프로그램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JIT생산방

식과 인력관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아래 그림과 같다.

0.52

JIT

Setup
Kanban

Lay
Proq

0.74
0.57
0.59
0.38

WF

Empo
Meas
Group
Edu

0.65
0.77
0.85
0.68

[그림 2] JIT생산방식과 인력관리의 확인적 요인분석

위 그림에서 보이는 숫자는 1.0을 전체로 하여 설명력을 보여주는 ‘표준화된 추정

치’(standardized estimate)값을 나타낸다.

위 표의 결과를 보면, 적합도(Goodness of Fit) 지수가 0.951로서 일반적 기준인 0.9

를 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실제 설문결과 자료에 의하면 JIT생산방식과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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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JIT생산방식과 인력관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수치

지수

(index)
χ2

통계량
자유도 RMR GFI AGFI NFI RFI CFI

결과수치 33.030 19 0.110 0.951 0.907 0.916 0.876 0.961

<표 10> Infra 요인과 Process 요인에 대한 측정된 외생변수 유의도 검정 결과

Estimate Standardized S.E. C.R.(t) P-value

Edu←WF 1.000 0.678 - - -
Group←WF 1.180 0.851 0.134 8.793 0.000**
Meas←WF 1.175 0.765 0.141 8.325 0.000**
Emp←WF 0.887 0.650 0.122 7.282 0.000**
Proq←JIT 1.000 0.381 - - -
Lay←JIT 1.716 0.592 0.451 3.806 0.000**

Kanban←JIT 1.807 0.567 0.481 3.753 0.000**

Setup←JIT 1.677 0.735 0.425 3.946 0.000**

**: p≤0.01에서 유의함

*: p≤0.05에서 유의함

Pdperf

Logiperf

PdImp

PrImp

OQ

Due

Freq

0.57
0.87
0.72

0.86
0.90
0.75

0.62

Cost

[그림 3] 생산성과와 물류성과의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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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두 가지 성과 요인인, 생산성과와 물류성과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및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3]과 <표 11, 12>와 같다.

<표 11> 생산성과와 물류성과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수치

지수

(index)
χ2

통계량
자유도 RMR GFI AGFI NFI RFI CFI

결과수치 21.065 8 0.035 0.961 0.898 0.956 0.917 0.972

<표 12> 생산성과와 물류성과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내생변수 유의도 검정 결과

Estimate Standardized S.E. C.R.(t) P-value

Cost←Pdperf 1.000 0.572 - - -

PrIm←Pdperf 1.423 0.872 0.208 6.847 0.000**

PdIm←Pdperf 1.210 0.723 0.182 6.656 0.000**

Due←Logiperf 1.000 0.904 - - -

OQ←Logiperf 0.955 0.857 0.071 13.487 0.000**

Freq←Logiperf 1.040 0.753 0.091 11.411 0.000**

**: p≤0.01에서 유의함

*: p≤0.05에서 유의함

위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지 성과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0.961로 나타났으며, 설문문항 상의 변수들이 조작적 정의에 대하여 1% 유의수

준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3. 모형의 분석결과

앞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16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지들의 응답자료 수치들을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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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T

WF
LogiPerf

Kanban Lay Proq

FreqDueOQ

Pdperf

PdImpPrImp Cost

Setup

MeasGroup EduEmpo

0.52

0.52

0.30

0.63

0.15
0.65 0.76 0.85 0.69

0.75 0.46 0.60 0.38

0.75 0.81 0.62

0.86 0.90 0.76

[그림 4] 분석 후 연구모형

위 그림에서 ‘실선’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의미하며, ‘점선’은 그렇지 못한

것을 표시한다. 즉 연구가설 1, 2, 3은 채택되었고, 4는 기각되었다. 즉, JIT생산방식은

생산성과와 물류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인력관리는 생산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인력관리가 물류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인력관리

는 JIT생산방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물류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관련 지수들은 아래 표와 같다. 적합도(GFI)지수는 0.911로 나타

나 일반적 기준을 넘고 있으며, 유의성 검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3> 연구모형의 적합도 수치

지수

(index) χ2통계량 자유도 RMR GFI AGFI NFI RFI CFI

결과수치 113.735 72 0.097 0.911 0.870 0.887 0.85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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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연구모형에 대한 유의도 검정결과

Estimate Standardized S.E C.R(t) P-value

Pdperf←JIT 0.841 0.633 0.230 3.661  0.000**

Pdperf←WF 0.223 0.298 0.075 2.955  0.003**

Logiperf←JIT 0.752 0.519 0.223 3.370  0.001**

Logiperf←WF 0.124 0.152 0.083 1.487  0.137

Edu←WF 1.000 0.692 - - -

Group←WF 1.150 0.845 0.126 9.091  0.000**

Meas←WF 1.148 0.762 0.135 8.517  0.000**

Emp←WF 0.863 0.646 0.117 7.379  0.000**

PdIm←Pdperf 1.000 0.754 - - -

PrIm←Pdperf 1.052 0.813 0.114 9.263  0.000**

Cost←Pdperf 0.856 0.618 0.117 7.333  0.000**

Proq←JIT 1.000 0.379 - - -

Lay←JIT 1.738 0.597 0.431 4.030  0.000**

Kanban←JIT 1.488 0.464 0.408 3.643  0.000**

Setup←JIT 1.721 0.750 0.403 4.274  0.000**

OQ←logiperf 1.000 0.862 - - -

Due←logiperf 1.034 0.897 0.077 13.433  0.000**

Freq←logiperf 1.089 0.757 0.097 11.182  0.000**

**: p≤0.01에서 유의함

*: p≤0.05에서 유의함

V. 결 론

생산 및 제조 분야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인 JIT생산방식과 인력관리의 요인이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전국에 소재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결과, 기존 문헌을 통하여 도출한 두 개념과 생산성

과 및 물류성과라는 성과요인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개념에 기초하여, JIT생산방식과 인력관리가 생산성과 및 물류성과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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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JIT생산방식은 두 가지 성과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

지만, 인력관리 요인은 생산성과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

력관리는 JIT생산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러한 결과는 인력관리는 JIT의 하나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JIT는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다 발전된 연구의 방향으로는 JIT와 인력관리와 성과 간의 조정효과

를 분석하는 모형과, 다른 생산 및 제조 측면의 요인을 포함시킨 보다 확장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조정효과에 의한 성과에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 등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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