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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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 성과 측정시스템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전통적

으로 기업의 경 성과는 원가회계에 기초한 재무적 지표에 의해서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재무

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은 지난날의 경 성과는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으나, 장기적 측면에서 기업성공을

예측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재무적 지표의 이러한 한계성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위해

요구되는 성과에 한 충분한 개선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적 측면에서 기업성장과 수익은 제품이나 서비스가치를 중심으로 한 제조성과, 시장점유율을 중

심으로 하는 시장성과 및 경 자의 경 능력에 의한 경 자성과에 크게 의존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

러한 제조성과, 시장성과 및 경 자성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나 수익에 향을 미치

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성과측정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측정하여 이를 경쟁기업보다 앞

서 개선하여 기업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의 초점은 경 자성과 ─

시장성과 ─ 제조성과를 중심으로 경 성과 측정모형인 3M 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3M 모형에 의한 경 성과 측정은 기업의 수익과 성장에 기여하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쟁우

위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 모형이 전통적인 원가회계에 기초한 재무성과 모형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경우 경쟁력의 원천을 개선하여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증가시키며 기업생존

에 요구되는 전략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이 직면한 경쟁환경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다. 세계경제는

로벌화가 가속되어 국가 간의 상품교역장벽은 낮아지고,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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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은 보다 심화되고 있다. 또한 경쟁유형도 지난날의 가격 중심의 경쟁에서 서비

스, 품질, 기술혁신, 이미지, 유통, 유연성 등의 다양한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러한 경쟁환경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경쟁능력(즉 제조성과 또는 가치성과)

을 반 할 수 있는 경 성과 측정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시장

경쟁능력이 높은 기업은 계속적인 성장과 함께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

이다.

기업의 수익성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시장경쟁력에도 의존하지

만 시장점유율과 같은 시장성과에도 크게 의존한다. 보스턴 컨설팅그룹(1972)에 의

하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기업전략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시장점유율의 극

화가 이익을 극 화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미국의 부분의 선도기업들은 보다 높

은 수익을 위해서 시장점유전략을 적용하고 있다(Henderson, 1979). 따라서 보다 높

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성과가 경 성과 측정에 반 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복잡하고 심화된 경쟁여건 하에서는 경 자는 기업성공에 핵심적인 역할

을 한다. 경 여건이 안정적이고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경우 경 자는 관리기능으로 충

분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여건이나 경 환경의 변화가 빠르고 복잡할수록 경 자의

리더쉽은 기업성공의 핵심요인이다.

기업성과는 조직문화에 관계되며, 경 자는 조직문화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경 자는 경 전략을 수립하고 자원할당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따라

서 기업의 성과는 기업전략에 의존한다. 경 자는 조직문화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

지만 경 자 자신도 조직문화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업은 보다 높은 수

익창출과 함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 자성과가 경 성과 측정에 반 되어

야 한다.

오늘날 널리 적용되고 있는 회계자료에 의존한 재무적 경 성과 측정은 지난날의

성과는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으나 미래의 기업성과가 이와 유사한지, 또는 다른지

를 나타내지 못하며, 또한 이러한 재무적 성과가 단순히 행운에 의해서 창출된 것인

지 또는 기업능력에 의한 것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기업의 미래성과는 지난날의 재무적 지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 자의 리더

쉽과 경 능력, 시장에서의 제품이나 서비스 가치에 의한 경쟁능력 및 시장성과 등에

크게 의존한다. 기업의 경 성과 측정은 단순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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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자료가 과거와 현재의 기업능력을 반 하고, 장기적인 기업생존과 성장 및 수

익확보를 위해서 기업능력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무엇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전통적인 회계자료에 의한 재무적 지표 중심의 경 성

과측정의 한계성을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 및 수익확

보를 위해 경 자성과(management performance), 제품이나 서비스 가치성과 또는 제

조성과(manufacturing performance) 및 시장성과(market performance)를 중심으로 한

통합성과 측정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나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경 성과

측정시스템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II. 재무적 자료에 의한 경 성과 측정의 한계성

기업성공은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기업성공을 매출액, 시장점유

율, 주식시장에서의 주식가치 등과 같은 규모(size)에 의해서 측정할 수도 있다. 때로

는 투자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return of equity), 매출수익률 등과 같은 수익

(return)에 의해서 기업성공을 측정한다. 기업성공의 또 다른 지표로서 매출성장률,

주당 이익의 변화율, 또는 가격 이익비율 등과 같은 성장률을 들 수 있다. 기업성공

을 원가를 중심으로 하는 능률지표로써 측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성과지표

는 기업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가?

1. 재무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의 한계성

Woo와 Willard(1983)는 투자수익, 매출수익, 수익성장, 현금흐름/투자, 시장점유

(market share), 시장점유수익(market share gain), 경쟁자 비 상 적 품질, 경쟁자

비 신제품 활동, 경쟁자 비 직접원가, 제품개발(product R&D), 공정개발(process

R&D), 투자수익의 변동(variation in ROI), 투자수익 변화율(percent point change in

R&D), 현금흐름/투자변화율(percent point change in cash flow/investment) 등의 변수

를 중심으로 경 성과측정에 해서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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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투자수익과 매출수익이 비록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측정에서 그 중요성을 지적하 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수

익성 요인, 상 적 시장위치 요인, 수익 및 현금흐름변화 요인, 매출성장 및 시장점유

율 요인 중 투자수익, 매출수익, 현금흐름/투자 등과 같은 수익성요인(profitability

factor)이 가장 높은 설명력(17.7% of the variance)을 지니고 있으며, 상 적시장 위치

요인(relative market position)은 다음으로 설명력(10.7% of the variance)을 지니고 있

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투자수익 지표가 다른 측정지표에 의해서 적절

히 보완되어 질 경우 투자수익률은 경 성과를 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을 보이고 있다.

Peters와 Waterman(1982)은 미국의 주요 컴퓨터회사를 상으로 매출수익, 총자본

수익(return on total capital) 및 자본수익(return on book equity)을 중심으로 기업성과

를 분석하 다. 이들에 의하면 이러한 3가지 지표 중 어느 것도 우수한 기업과 그렇

지 않은 기업을 구분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또한 자본시장에서의 주식가치(market to

book ratio)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이는 회계적 조작

(accounting manupulation)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Kay(1993)는 국의 중요 6개 슈퍼체인을 상으로 기업규모, 수익, 성장성,

능률변수를 중심으로 기업성공을 분석하 다. 그는 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기업의 총이익이나 자본시장에서 가치는 매출액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성공은 자본수익률, 주당수익(shareholder return), 매출성장률, 주

식가격 비 이익, 단위면적당 매출액, 재고회전률 등과는 관련성이 없다.

Argerti(1976)는 운전자본/총자산, 유보이익/총자산, 이자와 세전이익/총자산, 지

분의 시장가치/총부채의 장부가치, 매출액/총자산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기업의 파

산을 예측하는 파산모형(bankruptcy model)을 실증적으로 제시하 다. 그러나 우수한

기업은 파산을 회피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성과(short-term output)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파산모형은 기업의 우수성에 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자료에 의한 재무적 지표는 지난날의 의사결정에

의한 경 성과를 측정할 수는 있으나 미래의 기업성과가 이와 같은지 또는 그렇지 않

은지를 측정할 수 없다.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성과 측정은 단기적인 성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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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능하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재무적 성과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에는 그 한

계성이 있다.

기업성공은 시장에서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에 크게 의존한다. 전통적인 회

계자료에 의한 매출액, 순이익, 투자수익률, 예산 비 실적성과, 노동 및 장비 생산

성, 재공재고, 재고가치 등은 재무적 건강을 나타내고 있으나 시장에서 요구되는 성

과에 한 개선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재무적 성과는 주주나 기업의 이익을 표한다. 주주

나 기업의 가치를 증가하는 것이 언제나 고객이나 종업원들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수한 기업은 고객만족과 종업원의 만족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높인다. 그러나 재무적 지표는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재

무적 건강이 기업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재무적 건강은 기업성공의 필수

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2. 원가회계에 의한 성과측정의 한계성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는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기업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투입된 원가를 경 성과 측정의 중요 수단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원가회계는 과학적관리(scientific management)와 조립라인에 의한 생

산방식과 결합되어 GM이나 GE의 경쟁우위를 가능케 하 으며 이로 인해 2차 전

이후 부분의 기업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원가회계에서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비(예로서 직접노무비, 자재 및

에너지비용)와 생산량에 무관한 고정비용(예로서 건물비, 설비비용, 관리의 급료 등)

으로 구성된다. 원가회계에서 직접노무비 이외의 비용은 총괄적으로 제조 간접비로

파악하여 이러한 비용을 직접노무비 또는 직접노동시간에 의해서 배분한다. 이러한

원가회계는 역사적 자료, 예산, 표준원가, 경쟁기업의 성과와 비교를 통해서 기업으

로 하여금 생산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의 능률을 평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

다. 예로서 자재 및 설비의 활용 정도, 노동생산성 등을 비교함으로써 경 성과를 평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원가회계는 제품에 한 가격 결정이나, 생산라인에서 제품 생산을 계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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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또는 다른 제품으로 체할 것인가, 어떠한 제품, 부서 또는 경 자가 기업의

총괄적 이윤에 보다 기여하고 있는가 등의 평가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이경

환, 1994).

Drucker(1990)는 원가회계의 한계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원가회계 제도가 개발된 1920년 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직접노무비가 차지하는 비

율이 80% 이상이었다. 이 경우 나머지 20%의 비용을 직접노무비에 의해서 배분해도

원가구조가 크게 왜곡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생산기술의 변화로 직접노무비

가 총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25% 이내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의 직접

노무비 비율은 전체비용에서 8~12%이다. 따라서 80~90%에 해당하는 제조간접비용

을 20% 미만의 직접노무비로 배분할 경우 원가 구조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Howell(Howell et al., 1987)에 의하면 표준원가 제도가 개발될 그 당시에 직접노무

비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조간접비는 미약하 다. 오늘날에는 총원가에서 직

접노무비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제조간접비는 노무비의 감소로 인해 보다 증가할 것

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원가회계에서 공정이나 작업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수익(benefit)은 직접노무비의

절감의 관점에서 파악된다. 따라서 공정 또는 작업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다른 측면에

서의 절감효과는 직접노무비 이외의 비용에 의해서 작위적으로 분배된다. 그러나 공

정이나 작업방법의 변화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품질, 유연성, 총생산 시간, 서비스 등

과 같은 생산성과에 향을 미친다. Skinner(1986)에 의하면 제조활동에 기초한 경쟁

우위(manufacturing-based competitive edge)는 40-40-20 규칙을 따른다고 한다. 경쟁우

위의 40%는 제조구조의 변경으로부터 오며, 다른 40%는 장비나 공정기술의 변경으

로 인한 것이며, 나머지 20%는 생산성으로부터이다. 따라서 공정변경이나 작업방법

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직접노무비 절감의 관점에서 고려할 경우 이는 기업의 경쟁

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인 원가회계는 생산원가(cost of producing)를 고려한다. 따라서 원가회계는

기계 장애, 또는 품질결함으로 발생하는 비생산적 원가를 무시한다. 표준원가제도는

총가동시간의 80%를 규격제품생산에 투입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SQC제도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비생산시간이 20%를 넘고 있으며 어떤 공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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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를 넘고 있다. 기업에서 장비변경 및 작업준비에 간접노동력을 활용하고, 이 간

접 비용을 직접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 소량 생산제품의 비용은 과소평가

되고 량 생산제품 비용은 과 평가되어 원가를 왜곡시킨다.

경 의사결정은 기업의 실상(reality)이 반 된 정보에 의존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

에 의한 의사결정은 기업을 실패로 이끈다. 재무적 지표는 원가시스템으로부터 얻는

다. 재무적 지표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부문으로부터 성과를 총괄하

는데 있다. 재무적 지표의 기초를 제공하는 원가시스템의 한계성으로 재무지표의 유

효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Asbjørn(Asbjørn∙Rolstsdas, 1995)은 원가모형의 단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

다.

�가격결정의 오류

�구매 비 제조 의사결정의 부적절성

�분산분석의 비적절성(irrelevant)과 비시의성(untimely)

�자본과 자원의 잘못된 분배

�비생산적이며 값비싼 실상의 왜곡

�인과관계에 한 잘못된 인식

�부적절한 인센티브

기업에서 원가측정의 초점은 제조성과(manufacturing performance)를 원가 또는 생

산성 측면에서 파악하는데 있다. 능률이나 생산성은 생산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는 여

러 지표 중 하나이며 이는 기업을 실패로 이끌기도 한다. 생산성은 능률의 측정일 뿐

이며 기업성공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아니다(Peter R. Richardson, John R. M.

Gorden, 1980).

소비자의 요구 변화가 심하지 않아 시장환경이 안정(steady)되고, 총제조원가에서

직접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제조간접비가 총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산업환경에서는 원가성과에 의한 제조성과측정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요구변화가 심하지 않고 시장환경이 안정적일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는 주로 가격요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시장환경은 지난날과는 다르다. 개방시장에서의 경

쟁은 보다 심화되고, 소비자의 요구는 다양하며 이에 따른 경쟁유형도 지난날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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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에서 서비스, 품질, 기술혁신, 이미지, 유연성, 시간 등의 다양한 차원으로 변화

해야 한다. 기업이 보다 좋은 경쟁위치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변화하는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제조능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적절한 성과측정시스템

이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Asbjørn(Asbjørn∙Rolstsdas, 1995)은 측정의 의의를 다음

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이룰 수 있다.

�측정은 행위에 향을 미친다.

기업이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보다 높은 수

준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측정시스템은 고객요구의 변화에 맞게 적응되어야 하며 미

래지향적이 되어야 한다. 시장에서 고객요구가 가격중심에서 비가격중심으로 변화할

경우 측정시스템은 원가에서 비가격요소로 바뀌어야 한다. 측정시스템의 변화는 기

업으로 하여금 기업구성원의 행동양식뿐만 아니라 기업문화의 변화를 유발하여 보다

전향적으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업은 고객요구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달성하여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다.

III. 기업성공 요인에 한 이론적 고찰

기업성공은 궁극적으로는 수익성과 성장성 등에 의해서 측정되어진다. 그러나 앞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가회계 시스템의 한계성으로 기존의 재무지표에 의해서 기

업성공이나 미래의 성공가능성을 측정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성장과 수익은 제품이나 서비스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제조성과, 시장점유율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성과 및 경 자의 경 능력에 크게 의

존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업성공 요인으로 제조성과, 시장성과 및 경 자 성과

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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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성과와 경쟁우위

제조활동의 초점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내재된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내재된 가치가 고객이 지급하는 가격보다 높을수록 고객만족은 증가되며

결과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력이 높아진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력이 높

을 경우 이러한 기업은 상 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

는 기업은 산업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력과 성장력이 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제품가

치 또는 서비스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고객만족을 달성하며 동시에 보다 높은 수익

을 얻을 수 있다(이경환, 1994).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고객이 지각하는 가치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요

구(need)나 기호(like)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관계된다.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

치는 기능이나 성능 등에도 관계되지만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욕구를 얼마나 충족

시키는 가에도 관계된다(윤석철, 1994).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고객의 이러한 욕구는 가격, 품질, 납기, 유연성, 신제품,

디자인, 서비스 등과 같은 경쟁요소에 반 되며, 이러한 경쟁요소의 우위에 따라 산

업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경쟁요소의 우위를 지니기 위해서는 제조성과에서 우위를 가져야 한다.

제조성과(manufacturing performance)는 생산성, 품질, 시간(작업준비시간, 총생산시

간 등), 유연성(제품믹스, 수량변경 등), 신제품도입, 서비스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

한 제조성과는 기업의 경쟁요소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고객에게 보

다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조성과에서 앞서야 한다.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가격보다 클수록 경쟁력이 높아진다.

높은 가치를 지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고객은 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고객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만족하며, 기업은 보다 큰 이익을

얻게 되므로 고객이나 기업 모두가 만족한다. 따라서 제조성과 개선은 고객만족과 기

업이익을 위한 지름길이다.

장기적인 경 활동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환경적응적이어야 한다. 변화

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 조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Kim과 Miller(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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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래의 제조활동 조사(Manufacturing Future Survey)에 의하면 부분의 경 자들

은 세계화(globalization) 및 고객요구의 다양화로 인해 경쟁은 보다 심화되고, 경쟁환

경은 <표 1>과 같이 가격에서 비가격요소로 이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요소는 일본과 유럽에서는 중요 경쟁요소가 아니

며 품질과 의존적 납품(dependable delivery)요소가 중요 경쟁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서 경쟁우위를 지니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 요구된

다. Gilmore(1993)는 량생산(mass production)에서 량주문(mass customization)화

로의 이행을 예견하고 이를 위한 전략과 접근의 공통된 특성으로써 고객만족, 사업

프로세스(business process), 계속적인 개선, 부문간의 개선(interdepartmental

improvement), 팀워크, 시간 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성 패러다임

에서 벗어나 성과경 시스템(performance management system)으로의 이행을 요구하

고 있다.

Miller 와 Poter(1988)는 전통적인 경 접근보다 시간중점화(time-focused

management) 접근이 생산성 향상에 보다 기여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계

(accounting)에서 책임(accountability)으로, 부문에서 프로세스로, 개인에서 팀으로,

경 자에서 경 으로, 내부측정(internal measure)에서 고객측정(custom measure)으

로, 승자/패자 관계에서 파트너쉽으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성과(business performance)는 재무적 능률에서부터 고객만족과 미래의 가능성

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고립된 재무적 결과는 실제성과에 한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

수도 있다.

Peter(1980)는 측정시스템의 초점은 제조 활동과 사업전략을 결합하는데 있음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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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90~1995년의 경쟁우선 순위

순위 유 럽 일 본 미 국

1 적합 품질 제품 신뢰성 적합 품질

2 의존적 납품 의존적 납품 의존적 납품

3 제품 신뢰성 신속한 디자인 변경 제품 신뢰성

4 보다 높은 성능 적합 품질 보다 높은 성능

5 신속한 납품 주문 제품 가격 경쟁

자료원: Kim & Miller. op. cit.



조하고 공정성과가 사업에 미치는 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kinner(1985)

에 의하면 공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기준이 능률과 원가임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제품변경, 생산수량의 증감, 신속한 신제품 도입, 짧은 납기(delivery), 재고 및 고정

자산에의 최소투자를 위해서는 유연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의 경쟁우위는 경쟁요소에서 상 적 우위를 지닐 때 가능하다. 가장 이상적인 경

쟁방법은 모든 경쟁요소에서 앞서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쟁은 불가

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경쟁요소들 간에는 실현프로세스에서 상충되

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격에서 우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생산성을 실현해야 한다. 높은 생산성

은 생산수량의 유연성 또는 제품다양화 요인과는 상충관계에 있다. 따라서 높은 생산

성과 높은 유연성은 동시에 실현하기 힘든 과제다. 고품질과 낮은 가격도 상충관계로

볼 수 있다. 고품질을 위해서는 보다 좋은 원자재나 부품 및 기술력이 필요하므로 고

품질 실현을 위해서 기업은 보다 높은 원가를 부담해야 한다(이경환, 1994).

Porter(1985)는 산업 내에서 경쟁우위를 누리기 위해서 비용우위 전략, 차별화 전

략 및 중점화(focus)전략을 제시하고 이들을 동시에 추구하거나 뚜렷한 경쟁전략이

없는 기업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모든 경쟁요소에서 지배적 우위를 누리려고

하는 기업보다 비용우위 또는 차별화전략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추구하여 이를

지배적 경쟁전략으로 할 경우 이익이 높음이 실증적으로 분석되고 있다(곽수일, 이경

환, 1990).

제조활동에 기초한 기업의 경쟁우위를 위해 생산시스템의 전략적 목표는 기업의

경쟁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Skinner, 1974, Hayes & Wheelwright, 1984,

Voss, 1992). 생산전략은 생산활동에 통합지원을 함으로써 경쟁자보다 더 많은 주문

을 획득하는데 있으며, 생산시스템의 과업(task)은 주문획득기준(order winning

criteria)이다. 주문획득기준은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기준이다. 주문획득기준의

응개념으로서 질적기준(qualifying criteria)은 제품이 시장에 존재할 수 있는 요건이다

(Terry Hill, 1985).

공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능률과 원가임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제품변경, 생

산수량의 증감, 신속한 신제품 도입, 짧은 납기, 재고 및 고정자산에의 최소투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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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생산시스템의 유연성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공정이란 낮은

원가, 높은 품질, 최소투자, 짧은 생산주기, 높은 유연성, 신속한 신제품 도입 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공장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Skinner, 1985). 따라서 생산시

스템의 성과측정은 경쟁전략에 입각한 생산시스템의 전략적 우선순위 관점에서 추구

되어야 한다.

기업의 경쟁우위를 위해서는 기업목적이나 과거의 성과관점에서 제조활동의 효과

가 측정되어야 한다. Eccleo(1991)는 새로운 전략과 경쟁현실(competitive realities)은

새로운 측정시스템을 요구하며 이는 재무적 지표에서 성과측정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세계적 수준의 제조기업은 그들의 성과측정시스템을 제조활동의 탁월성

(manufacturing excellence)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1990년 의 성과측

정시스템은 전통적인 원가측정시스템에서 제조성과측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

다. 또한 이러한 제조성과측정시스템은 계속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성

과측정시스템은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전략 또는 기업의 경쟁전략과 일관

성을 유지해야 한다(Aleda V. Roth et al., 1991).

2. 시장성과와 경쟁우위

경쟁우위란 산업 내에서 수익성, 시장점유율, 성장성, 투자수익률 등에서 장기적으

로 다른 기업을 능가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은 제조능력의 탁월

성을 통한 보다 좋은 가치를 지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도 가능

하나 이는 보다 앞선 마케팅 능력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시장 점유율(market share)은 시장에서 달성된 경쟁위치(competitive position)를 반

한다. 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지닌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고객의 요

구를 보다 잘 만족시킨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면 보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지닌 기업은 투자수익율이 보다 높게 나타난다. Buzzell et al.(1987)은 PIMS

자료로부터 2,611개의 기업을 분석하 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지닌 기업의 투자수익율은 10% 미만의 시장 점유율을 지닌 기업의 그것보

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방안 중에 먼저 시장

증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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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kerly(1984)는 PIMS의 2,000개의 기업을 상으로 상 적 시장점유율(relative

market share)이 높을수록 투자수익과 매출수익이 높아짐을 밝히고 있다. 그는 상 적

시장점유율을 해당기업의 시장점유율을 3개의 규모 경쟁자의 점유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 다. Kay(1993)는 국의 슈퍼마켓의 수익성을 연구하 다. 그에 의하면 슈

퍼마켓의 수익과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가치는 매출액 순위와 유사함을 밝히고 있다.

Ravenscraft(1983)는 미국의 FTC 데이터베이스의 3,168개의 기업 분석으로부터 시

장점유율과 이익은 선형관계(linear relationship)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시장점

유율이 10% 증가할 때 매출수익(ROS)은 1.8%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Buzzell et al.(1987)은 시장점유율이 10% 증가할 때 매출수익이 1.4% 증가함을 보이

고 있어 이는 앞의 연구와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Marshall(1987)은 PIMS와

FTC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시장점유율과 자산수익과의 관계를 분석하 다. 그의

연구결과도 앞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Schoeffler et al.(1974)는 상 적 시장점유율, 수직적 결합의 정도, 신제품 도입 활

동, 자본집약도 및 매출액에 한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이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 요

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인호(1989)는 수익성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시장성장

률, 시장점유율, 상 적 시장점유율, 투자집중도, 제품수명주기상의 위치 등을 지적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은 정의관계(positive relationship)에 있

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Porter(1980)는 비용우위, 차별화 및 중점화 경쟁전략에 기초하여 시장점유

율과 수익성간에는 단지 하나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포터는 특

정의 시장에서는 중점화 전략 또는 차별화 경쟁전략에 의해서도 보다 높은 수익을 얻

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중간규모의 기업은 비용우위, 차별화 또는 중점화 경쟁전략

중 어느 하나의 이점을 갖지 못하여 수익성이 낮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시장점유율과 수익성과의 관계는 U자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Hamermesh et al.(1978)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도 수익성이 높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Woo와 Cooper(1984)는 PIMS 데이터베이스의 649개의 기업 중 40개

기업이 시장점유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투자수익률이 최소한 20%임을 밝히고 있

다. 또한 Woo(1984)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112개의 기업 중 41개 기업의 투자수익율

이 11% 미만임을 밝히고 있다. 이경환(1990)은 우리나라의 전기∙전자산업에서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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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기업을 분석한 결과 매출규모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표 2와 같이 나타내고 있

다.

<표 2>에서 매출액 규모가 매출액의 중위값(매출액 중위값은 133억임)보다 상 적

으로 큰 기업의 경우 표본의 평균 매출이익률 15%보다 크며, 중위값에 위치한 19개

기업의 매출평균이익률, 매출평균성장률, 평균투자수익률은 표본 평균보다 낮게 나

타나고 있다.

Schwalbach(1991)는 PIMS 데이터 베이스의 2,744개의 기업을 상으로 수익성과

시장점유율과의 관계를 분석하 다. 그는 내구성 소비제품의 311개 기업, 비내구성

소비제품 455개 기업, 자본재 431개 기업, 원자재 또는 반제품 377개 기업, 부품 618

개 기업, 원료 또는 기타 소비제품 377개 기업, 서비스 81개 기업, 도소매 94개 기업

을 상으로 시장점유율과 투자수익률을 분석하 다. 그에 의하면 모든 산업에의 시

장점유율과 투자수익률은 긍정적인 관계(positive relation ship)를 지니고 있으나 투자

수익률의 최 값은 시장점유율이 65% 부근에서 발생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시장점유율과 투자수익은 동일한 패턴을 보이

고 있지 않다. 내구성 소비재 시장에서 시장점유율과 투자수익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이 45~60%에서 분산(variance)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점

유율이 65% 이상일 경우 투자수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시장에서 선도자가 자동

적으로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추정할 수 있다. 비내구성 소비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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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매출액 규모와 경제적 성과

(단위: %)

경제성과

매출액(기업수) 매출 평균이익률 매출 평균성장률 평균 투자수익률

26억 미만(19) 13 (0.07) 45 (0.42) 24 (0.15)
56억 미만(19) 16 (0.06) 27 (0.20) 21 (0.13)
99억 미만(20) 17 (0.08) 49 (0.40) 23 (0.11)

199억 미만(19) 13 (0.06) 38 (0.26) 20 (0.11)
430억 미만(20) 17 (0.07) 55 (0.53) 19 (0.13)
431억 이상(38) 15 (0.06) 44 (0.43) 25 (0.18)

평 균 15 (0.06) 43 (0.07) 23 (0.14)

주: (  ) 내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장의 경우 시장점유율과 투자수익은 선형관계를 지니고 있으나 내구성 소비재와 마

찬가지로 시장점유율이 65% 이상일 경우 수익성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시장점유율과 투자수익률은 U자 또는 J자형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규모가 적거나 큰 기업은 경쟁우위를 누리고 있으나 중간 규모 기업(시

장점유율이 15~30%)은 그렇지 않다. 도소매업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30%까지는 투

자수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후 감소하다가 35%에서 가장 낮은 투자수익률이 나타

난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40~50%에 이르기까지 투자수익률은 다시 증가하나 이

후에는 큰 변화가 없다. Schwalbach(1991)의 PIMS 데이터베이스의 분석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이 점유율이 높은 기업에 비해서 수익성이 낮은 것은 아

니다. 서비스 시장, 원자재 또는 반제품 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이

점유율이 높은 기업 보다 수익이 높거나 같다.

�서비스 시장이나 도소매업에서는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의 관계는 U자형으로 나

타난다.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기업은 수익성이 낮게 나타난다. 시장점유율이 65~

70% 이상일 경우 투자수익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시장점유율과 수익성과의 관계는 단지 하나의 관계만 있는 것

이 아니라 보다 낮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우 규모경제, 시장지배력(market power) 등으로 보다 높은 수

익을 올릴 수도 있으나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의 경우 차별화 또는 중점화 경쟁의

이점으로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수익성은 기업

의 내부능력과 시장환경의 적합 정도에 따른 경쟁능력에 크게 의존됨을 추정할 수 있다.

Gray(1989)는 시장성과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모델이 기업의 이익율을 15~40%

정도 설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 경 자성과와 경쟁우위

Bracker(1980)에 의하면 기업정책 또는 전략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정책 또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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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통된 특성은 조직의 목적을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환경분석 및 기업자원의 분배이다. 흔히 기업의 성공은 수익성과 성장성에 의해서 측

정되어진다(Grinder, 1979). 따라서 성공적인 전략경 자는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환

경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환경요인에 의해서도 향을 받고 있으나 조직적 요인

또는 행동과학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향을 받고 있다. 기업문화 또는 조

직문화는 과업수행을 위한 지식구조집합(a complex set of knowledge structures)으로써

이는 사회적 행동(social behavior)을 생성한다(Hofstede et al., 1990). Gregory(1993)는

문화는 공유된 의미(shared meanings)에 관계됨을 지적하며, Deal과 Kennedy는 조직

구성원들간에 공유하고 있는 가치(shared value)로 규정하고 있다. Buzell 과

Gale(1987)에 의하면 기업문화는 기업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기업문화의 차이는 명

백히 기업성과의 차이를 가져옴을 지적하고 있다. Susan et al.(Susan D.A. et al., 1992)

은 미국의 37개 공장을 상으로 하여 공장의 조직문화와 성과를 연구하 다. 세계적

수준에 있는 공장은 높은 수준의 협동성, 그룹에 의한 문제해결, 팀워크, 충성심, 전

체 지향적 성향 등의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공장들은 위계적, 권위

적 조직문화와 함께 개인 지향적 성향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바람직한 조직

문화로의 전환을 위한 경 자의 노력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Hayes와 Wheelwright(1984)는 제조기능(manufacturing function)의 발전 4단계 모

형을 제시하고 제조기능의 역할이 1단계에서 4단계로 나아갈수록 보다 경쟁력이 높

아짐을 지적하고 각 단계별 특성을 제시하 다. 우리나라 전기전자 산업에서 이들이

지적한 제조기능의 발전 4단계에서 발전단계가 높을수록 기업경쟁력이 제고되어, 보

다 높은 단계에 있는 기업이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증적으

로 검증되었다(성기홍, 1991. 전 식, 1994).

새로운 전략은 의미있는 문화 변화를 요구하며 문화는 전략수행을 제한할 수도 있

다. Saffold(1988)는 전략은 조직문화의 산출물이라고 한다. Weick(1985)은 기업전략

(business strategy)과 문화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문화

와 전략은 모두 경 행위(management behavior)의 태생적 패턴(ingrained pattern)이

며, 이들은 모두 다양한 알려진 행동(informed action)과 조직원에 의한 의사결정의 누

적적 효과로부터 나옴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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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직문화 유형이 기업의 수익이나 경쟁력에 많은 향을 미침을 추정할 수

있다.

경 자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구조, 계획, 보상, 통제 및 정보시스템, 기능(skill)과

인격, 환경과의 관련성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종업원에게 향을 미치며 이는 결

과적으로 조직성과에 향을 미친다. 즉 경 자는 조직 컨텍스트(organizational

context)를 형성하여 조직성과에 향을 미친다. 조직 컨텍스트(organizational context)

는 규모(size), 기술 및 관리철학(administrative philosophy)을 의미한다(Osborn et al.,

1980).

Daft(1986)는 조직 컨텍스트를 규모, 조직적 기술, 환경 및 조직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컨텍스트는 심리적, 사회적 및 물리적 상호관계의 복잡한 집합

(complex set)의 결과이며 이는 조직분위기(organizational climate)를 형성한다.

조직분위기는 조직의 현상(organizational phenomena)으로서 구조, 동기부여, 의사

결정, 집단동학(group dynamics), 직무 충실화, 목표설정 및 계획 등의 복잡한 상호작

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Litwin과 Stringer(1968)는 조직분위기 개념은 개인의 동기부

여와 행동이론 및 조직이론간에 유용한 다리를 제공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Steers(1983)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조직에 의해서 취해진 행동의 결과로서 작

업환경(work environment)의 특성이 결정되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행동에 향을 미친

다. Glick(1985)에 의하면 조직분위기는 유일하게 광범위한 조직적, 지각적 변수이

며, 이는 개인과 조직간의 상호관계를 반 하며 개인의 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한

다. 조직분위기는 규모, 생산공정, 배치(arrangement), 또는 계층 수(number of levels)

등으로 구성되는 구조가 아니다. 또한 조직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동을 관

찰할 필요성은 없다. 조직이 다를 경우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이는 다른 조직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한다. 구조는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에 한 지각(perceptions)에 향

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다.

Hugh(1983)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략적 경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경 자는 첫째로 미래의 기회 평가와 함께 현행의 기업의 운

용(operations)을 분석한다. 둘째로 기업의 경쟁우위를 모색하고 셋째로 경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경 자는 경 하부구조(management intrastrcture) 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경환(1994)은 우리 나라 전기`전자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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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생산전략군을 도출하고 동일한 생산전략군 내에서 생산구조(제조구조, 통제,

절차, 조직 등)의 차이가 생산시스템의 경제적 성과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경환, 1994). 또한 횐경불확실성과 복잡성 정도에 따라 4개의 생산환경군을 도출

하고 동일한 생산환경에서 생산전략군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다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경 자의 전략적 역할에 크게 의

존됨을 알 수 있다.

Peter et al.(1988)은 국의 45개 기업을 상으로 하여 시장변수와 조직변수를 중

심으로 기업의 성장과 이익에 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 다. 그는 이 연구에서 산

업과 시장구조, 다각화 정도, 전략과 구조적합, 사업부제도, 조직의 관료화

(bureaucracy) 정도, 계획 및 통제, 전문경 자의 지배 정도, 경 스타일, 연구개발 수

준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 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이익은 시장점

유율, 자본집약 정도, 매출성장률, 계획과 통제, 경 스타일(외부에 의한 자금으로

성장 강조)에 의해서 유의적인 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시장점유율, 자본집약도,

매출성장률은 정( )의 기여를 하며 나머지는 부( )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 변수

는 기업이익을 63% 정도(R2 = 0.63)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들 변수 중 경 스타일

변수의 이익설명 정도는 10%(R2 = 0.10)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는 경쟁 정

도는 기업이익에 유의적인 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에도 기업간의 경쟁 정도가 기업의 이익에 유의적인 향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경환, 1991).

매출성장률은 이익, 가격경쟁 정도, 노동조합 및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제약, 경

스타일, 신제품 도입 비율 등에 의해서 유의적인 향을 받으며, 이들 변수는 매출성

장률을 82% 정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변수 중 이익과 경쟁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는 매출성장률에 정( )의 기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변수는 부( )의 기여를

하고 있다.

Peter에 의하면 시장점유율과 진입장벽은 기업의 이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

으며, 운전자본의 긴 한 통제 및 공격적인 경 자 스타일도 상당한 향을 미친다.

중소기업의 경우 집권적 통제는 이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나 과도한 예산통

제와 계획 및 다각화는 이익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출

성장률에 가장 많은 향을 끼치는 것은 이익이다. 노동조합이나 외부로부터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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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제공, 보수적 경 스타일, 제품변경률, 연구개발의 집약도, 분권화 등은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Gray et al.(1989)은 fortune 1,000개의 기업 중 60개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경제적

모델과 조직적 모델이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경제적 모델에는 기

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성장성, 집중도, 자본집약도, 광고집중도 등), 경쟁측면에서

상 적인 기업의 위치(상 적 시장 점유)와 기업자원의 질적, 양적 (규모, 다각화 정

도)변수를 적용하 으며, 조직적 모델에는 커뮤니케이션의 흐름 특성, 인적 자원의

중요성, 의사결정관행, 작업력, 직무설계, 목표지향성 정도 등의 조직분위기 변수를

적용하 다.

이 연구에서 그는 경제적 모델에서 기업이 속한 산업의 이익률, 상 적 시장점유

율, 총자산규모 변수가 이익에 유의적인 향을 미치며 이들 3개 변수가 기업이익을

18.5% 설명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조직적 모델에서는 인적자원변수와 목표

지향성변수가 이익에 유의적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두 변수는 기업이익을

37.8% 설명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Gray et al.에 의하면 기업의 성과는 산업의 특성과 산업 내에서 기업의 위치

(positioning)가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적 관행

(administrative practice)이다. 또한 그는 경제적 효과와 조직적 효과는 어느 정도 독립

적이므로 보다 성공적인 기업을 위해서 경 자는 시장에서 경쟁적 위치 설정

(competitive positioning)과 조직 컨텍스트의 형성에 보다 몰입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

다.

전략경 에서 경 자는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된 기업자원을 분배하며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활성화하여 수립된 전략을 조직 내에 확산하여 통제해

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곽수일, 이경환(1991)은 우리 나라 전기`전자산업을 중심으

로 전략경 자의 역할이 기업의 수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전략

수립기능으로서 최고경 자의 경쟁전략 및 생산전략에 한 인식과 장기적 발전도모

를 적용하 으며,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서 생산부분의 목표가 타 부분에의 인식 정

도, 전략수립에서 타부분과의 협조 정도 변수를 적용하 으며, 전략실행 및 통제기능

으로써 경 정책의 일관성, 기업자원의 전략적합성 및 전략수립에 참여 변수를 사용

하 다. 이 연구에서 생산구조가 동일할 때 경 자의 전략적 역할에 따라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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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 매출이익률을 17%, 투자수익률은 16%의 설명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

일한 생산환경에서 경 자의 전략적 역할이 유의수준 5%에서 매출이익률에 33%, 매

출성장률에 13% 투자수익률에 35%의 설명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로부터 경 자의 전략적 역할 또는 조직모델은 이익을

15~40%까지 설명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직모델에서 기업이익에 유의적으

로 기여하는 변수는 전략수립 및 실행자로의 역할(전략 우선 순위에 한 명백한 인

식, 장기적 발전 도모, 전략의 일관성 등),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역할(조직 내에 전략

의 수직적, 수평적 확산, 전략수립에 부분간의 협조) 및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변수 등을 지적할 수 있다.

IV. 경 성과 측정을 위한 3M모형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제조성과(manufacturing performance), 시장

성과(market performance) 및 경 자 성과(management performance)에 크게 의존됨을

논의하 다. 경제적 성과와 이들의 관계를 모델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기업전략은 기업수익의 원천이라는 측면에서 방어적인 제조성과전략

과 공격적인 시장성과전략 및 경 자의 전략경 능력이다. 방어적인 제조성과전략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고객만족을 도모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내

재된 가치는 생산성, 품질, 유연성, 시간, 디자인, 신제품과 같은 제조성과에 의존한

다. 경쟁사에 비해서 제조성과에서 앞선 기업은 경쟁우위를 누리며 보다 높은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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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 성과 측정을 위한 3M모델

제조 성과�

시장 성과�

경 자 성과�

기업전략� 경제적 성과�



과 성장을 실현한다.

PIMS분석에 의하면 제품의 품질수준과 투자수익율 또는 매출수익율은 비례관계에

있다. 즉, 품질수준이 높을 경우 투자수익율과 매출수익율은 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

한 제품품질 수준과 시장점유율 및 투자수익율간에는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동일한 품질수준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동일한 시장점유율에서 품질수준이 높은 기업은 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예로써 시장점유율이 25% 미만인 기업에서 품질수준이 높을 경우 19%,

낮을 경우에는 14%의 투자수익을 내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기업에서 품

질수준이 높을 경우 38%, 낮을 경우 28%의 투자수익을 내고 있다(R.G. Wakerly,

1984).

1970년 의 경우 품질이 개선된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빨리 증가하며, 고품질 기업은 <표 3>과 같이 마케팅비용이 상 적으로 낮고 투자수

익율이 높다(Robert Luchs, 1986).

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제품은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수익은

증가한다. Wakerly(1984)는 PIMS자료로 부터 시장점유율과 제품품질은 상호보완적

이며, 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은 비용을 절감하여 이익을 개선하며, 보다 높은 품질은

가격성과를 통해서 이익을 개선함을 밝히고 있다.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내재된 가치가 고객이 지급하는 가격보다 클

때 고객은 만족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은 기업의 이익을 창출한다

(Business International, 1990). OECD 생산성 지수에 의하면 일본이나 서독의 생산성

지수는 개발도상국보다 낮으나 이들 국가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며 제품품질면

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

보다 높은 품질은 고객보존력(customer retention)을 높이며 이는 기업의 수익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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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품질성과/마케팅비용/투자수익율

품질수준

비용/수익 낮은 품질 고품질

마케팅비용/판매비용 16% 3%
투자수익율 5% 33%

자료원: Robert Luchs, op.cit., p. 15.



가시킨다(Reichheld and Sasser, 1990). 산업의 성장율이 낮고 경쟁이 심할 경우 제품

이나 서비스의 가치 증진을 통한 방어전략이 효과적이다. 기업성장이 경쟁자의 희생

위에 이루어질 경우 방어능력이 약한 기업이 첫번째 희생자이다. 고객만족을 통한 방

어전략은 고객이탈(customer turnover)을 최소화한다(Fornell and Wernerfelt, 1988).

고객만족전략의 성공여부는 고객보존력의 변화(changes in customer retention)에 의해

서 측정한다. 행동과학적 측면에서 볼 때 방어전략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데 있

다.

방어전략의 다른 하나는 구매전환장벽(switching barriers)을 높이는 것이다. 구매전

환장벽은 고객으로 하여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이에 따른 부 비용

을 감당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Fornell, 1992). 구매전환장벽은 탐색비용, 거래비용,

학습비용, 단골고객할인, 고객의 습관, 감정적 비용(emotion cost), 인지적 노력, 재무

적∙사회적∙심리적 위험, 재교육비용, 변경에 드는 자본비용 및 새로운 부 장비획

득비용 등이다(Porter, 1980).

고객만족과 구매전환장벽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에 한 명확한 결론은 없다. 그

러나 고객이 구매시점에서 구매전환장벽을 알고 있을 경우 초기 구매를 어렵게 하지

만 고객만족은 그렇지 않다. 구매전환장벽의 또다른 문제점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쉽

게 제거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전환장벽은 오히려 부담(liability)이 될 수 있다. 낮은

장벽과 낮은 고객만족은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게 한다. 고객만족이 높을 경우 높은

가격경쟁에 보다 유리하다(Claes Fornell, 1992).

공격적인 시장성과전략의 초점은 새로운 고객획득(customer acquisition)에 있다. 전

통적으로 기업은 고객보존보다 고객획득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왜냐하면 II

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점유율이 기업의 수익에 많은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장모델은 기업이익을 15~40% 정도 설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광고는 기존

고객의 유지보다 새로운 고객의 획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Fornell, 1992).

새로운 고객획득은 시장증가 또는 시장점유율 증가에 의해서 가능하다. 시장증가

는 산업의 성장율에 관계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 증가에 의한 새로운 고객획득은 경

쟁자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다. 시장점유에서의 성공여부는 경쟁자와의 상 적인 관

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공격적 전략의 초점은 고객으로 하여금 자사의 제품으로 구

매전환(patranage switching)을 유도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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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격적 전략은 방어적 전략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방어전략은 경쟁자로 하여금 보다 많은 비용을 지급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시장점유전략과 방어적인 고객만족전략은 모두 기업이익을 창출하고 있

으나 이 둘의 관계는 반드시 정( )의 관계(positive relation)에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수요가 이질적(heterogeneous)이고 공급이 동질적(homogeneous)일 경우 시장

점유율과 고객만족은 부( )의 관계(negative relation)에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공급

자는 표준품을 제공하는데 비해 고객의 요구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점유율

이 높을 경우 고객만족이 높은 것은 아니다. Fornell(1992)은 시장점유전략과 고객만

족전략을 <표 4>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충성심이 높은 고객이 반드시 만족한 고객은 아니다. 그러나 만족한 고객은 충성심

이 높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우 고객만족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낮은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객만족이 높아지

면 기업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시장점유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미국의 자동차시장의 경우 시장점유에서 선두자와 고객만족에서 선도자가 동일한

회사는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격적인 시장성과전략과 방어적인 제조성과

전략이 기업이익에 주는 향은 어느 정도 독립적임을 추정할 수 있다.

우리는 앞절에서 조직모델로부터 경 자성과는 기업의 이익을 15~40%까지 설명

할 수 있음을 지적하 다. Aleda et al.(1990)에 의하면 세계적 수준의 기업경 자의 리

더쉽은 세게적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기업에서 경 자들은 미래에

한 비젼을 제시하며, 이러한 비젼에 의거 일관된 경 방침을 제시한다. 세계적 수

준의 기업에서는 최고경 자와 하위직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원은 가치를 공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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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장점유와 고객 만족

시장 점유 고객 만족

시장특성 낮은 성장 또는 포화시장 낮은 성장 또는 포화시장

전략유형 공격적 방어적

초점 경쟁 고객

성공척도 경쟁자에 한 상 적 시장점유 고객 보전율

행위목표 구매자 전환 구매자 충성심

자료원: Claes Fornell, op.cit., p. 99.



다. 세계적 수준의 기업가치와 비젼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는 차별화되어 있다.

보다 우위의 기업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원동력은 경 자이다. 경 자는 전략

수립자 역할과 함께 전략실행자이다. 따라서 경 자는 장기적인 전략목표를 설정하

고 기업자원을 분배하며 수립된 전략을 조직 내에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경 자는

조직 내에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활성화해서 우호적인 조직분위기를 형성하며, 기업

성공에 중요한 성과지표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경 시스템을 개발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 이익이 제조성과-시장성과-경 자성과에 크게 의존됨을 논

의하 다. 제조성과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통해 고객만족을 도모한다. 이러한

고객만족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력을 창출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 기업의 수익을 창출한다. 제조성과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업의 이익을

20~55% 정도 설명하고 있다.

시장성과는 시장점유율에 관계된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수익력이 높다. 이

러한 시장성과는 기업이익을 15~40%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경 자성과는 기업이익

을 15~40%까지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조성과-시장성과-경 자

성과에 의한 3M모형은 기업이익을 최소한 50% 이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되며, 그 상한은 90%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3M모형은 기업의 수익성을

증진시킨다.

성과측정모델에서 측정방법은 보다 용이하고 또한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M

모형에서 제조성과는 생산성, 품질수준, 시간(납기준수, 신속납품, 총생산시간 등),

유연성(1회 생산로트, 제품다양성), 신제품도입속도, 서비스 수준 등으로 측정되며,

시장성과는 시장점유율에 의해서 측정한다. 따라서 제조성과와 시장성과측정에서는

측정의 용이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경 자성과는 경 자의 전략적 의사 결정관행, 조직구조, 동기화, 그룹동화, 직무

관계, 리더쉽, 계획과 통제 등과 같은 다중의 조직 모델과 관련되어 그 측정에는 한계

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모형에 한 측정방법의 한계성이

극복되어 어느 정도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다. 조직모델에 관련된 다중의 변수들은 조

직분위기로 체할 수 있다(Litwin & Stringer, 1968; Steers & Lee, 1983; Field &

Abelson, 1982; Springer & Gable, 1980; Lawler et al., 1974; Gray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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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직 분위기는 부문 수준(departmental level), 또는 하위조직 수준에서보다 사

업부 수준(firm level), 또는 조직수준에서 형성됨을 밝히고 사업부 수준 또는 조직수

준에서의 측정이 바람직함을 지적하고 있다(Drexler, 1977; Denson, 1984; Glick,

1985).

따라서 경 자성과를 Drexler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앞절에서

제시한 전략수립 및 실행자 역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역할에 관련된 변수를 적용할

수도 있다.

3M모형은 기업이 선택한 전략적 우선순위 또는 조직특성에 따라 측정우선순위를

달리할 수 있다. 생산시스템은 시장특성에 따라 프로젝트 생산, 주문생산, 배치생산,

조립생산 및 연속생산으로 구분된다. Lowson(1983)은 프로젝트 및 주문생산의 경우

제품지향적 조직이 바람직하며, 배치생산의 경우 생산지향적 조직이 바람직하고, 조

립 및 연속생산의 경우 시장지향적 조직이 바람직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시

스템의 유형에 따라 제조성과와 시장성과가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러므로 생산조직의 유형에 따라 제조성과와 시장성과에 한 우선순위나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III장에서 생산시스템의 성과측정은 경쟁전략에 입각한 생산시스템의 전략적 우선

순위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 다. 따라서 성과측정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요인들이 보다 개선되고 있는가를 추적, 비교

하는데 있다. 기업의 경쟁위치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경쟁

력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의 향상 정도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측정에서 기업경쟁력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측정하여

역사적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경쟁력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경쟁사의 제

조성과를 벤치마킹 등의 방법으로 파악하여 이를 자사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시장

에서의 경쟁위치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3M모형은 경쟁지향적이며 전

략지향적이다.

기업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고객의

주문획득기준에 변화가 예견될 경우 이를 즉각 제조성과측정에 반 할 수 있다. 측정

은 행동을 변화시키며 또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의 변화

하는 구매우선순위를 성과측정에 반 할 경우 조직원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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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업은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응할 수 있으며 혁신성을 증진시킨다.

조직에서 경 자는 전략수립자이며 전략실행자이다. 경 자는 조직문화 또는 조직

분위기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조직원으로부터도 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경 자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전략을 확산시키고 부문간의 이해 증

진을 통해 우호적인 조직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생산성과와 시장성과가 조직 내에

서 피드백되어 조직원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게 한다. 3M모형은 이러

한 경 자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우호적인 조직분위기를 통한 조직효과를 증 하여 기

업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가능케 한다.

3M모형은 제조기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모형이지만 서비스 기업의 경우에도 적용

할 수 있다. 서비스 기업은 서비스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서비스기업의

서비스 가치는 유용성(avalability), 편의성, 의존성(dependability), 개인화(personaliza-

tion), 가격, 품질, 명성, 안전성, 신속성(speed) 등에 크게 의존한다(Fitzsimmons,

1992). 따라서 3M모형에서 제조성과를 서비스 생산성과(service delivery performance)

로 체할 경우 서비스 기업의 경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기업성공은 궁극적으로는 수익성과 성장성 등이 경쟁사에 비해 보다 빨리 계속적

으로 개선되는가에 의존한다. 오늘날 널리 적용되고 있는 재무적 성과측정은 지난날

의 재무적 성과는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으나 장기적 측면에서 기업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다.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재무적 지표는 성공한 기업과 그렇

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단지 경 활동의 결과의 기록일

뿐 기업의 경쟁능력을 반 한 것은 아니다. 또한 재무성과 측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

회계는 전통적으로 직접노무비에 의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분한다. 오늘날에는 부분

의 산업에서 생산기술의 변화로 총원가에서 직접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직

접노무비로써 제조간접비를 배분할 경우 원가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업에서 원가측정의 초점은 제조성과를 원가 또는 생산성 측면에서 파악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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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소비자 요구는 다양하여 경쟁유형도

가격중심에서 비가격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가회계에 기

초한 재무적 지표는 기업의 경쟁우위를 위해 요구되는 필요정보는 될 수 있으나 충분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기업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은 제조성과, 시장성과 및 경 자성과에 크게 의존한다.

제조성과는 생산성, 품질, 시간(작업준비시간, 총생산시간), 유연성(제품믹스, 수량

변경 등), 신제품 도입속도, 서비스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친다.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내재된 가치가 가격

보다 높을수록 고객만족은 높아지며, 또한 이는 제품구매력으로 연결되어 경쟁력은

제고된다. 제품이나 서비스 가치 증진을 통한 고객만족은 고객보존력을 높이며, 기업

이익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고객만족은 고객이탈을 최소화하며 이는 기업의 생존력

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방어전략이다.

방어전략의 또다른 하나는 구매전환 장벽을 높이는 것이다. 구매전환 장벽은 고객

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이에 따른 부 비용을 감당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고객이 구매시점에 구매전환 장벽을 인지할 경우 최초구매를 어렵게 하지만 고

객만족은 그렇지 않다. 또한 구매전환 장벽은 외부 힘에 의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전환 장벽은 부담(liability)이 될 수 있다.

고객만족이 높은 경우 기업에 한 충성도가 높아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킨다. 따라

서 고객만족을 통한 기업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성과가 측정되어져야 한다. 만

족한 고객은 기업의 자산이다. 고객만족의 변화는 지난날의 의사결정의 결과임과 동

시에 미래성과의 예측척도(predictors)이다.

시장성과는 시장점유율에 관계된다.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은 시장점유율을 높인

다. 따라서 시장성과 전략의 초점은 새로운 고객획득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성

과 전략은 공격적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의 관계는 흔히 정의 관

계(positive relationship)가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시

장점유율과 수익성과의 관계는 산업에 따라 선형관계, U자형, M자형 또는 J자형 등

의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업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시장점유율과

수익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산업에 따라 보다 높은 수익을 주

는 시장규모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성과는 측정되어야만 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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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의 예측척도가 된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우 규모경제, 시장지배력 등으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으나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도 차별화 또는 중점화 경쟁의 이점으로 보

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점유를 통한 수익성 획득은 경쟁자의 경쟁

적 행동 및 시장점유 전략에 따른 차별화된 생산기술의 측면에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공격적인 시장성과 전략과 방어적인 제조성과 전략은 모두 기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이들의 관계는 반드시 정( )의 관계에 있지 않다. 공급이 동질적이고 수요가

이질적인 경우 시장점유율과 고객만족은 부의 관계에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하

여 고객만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충성심이 높은 고객이 반드시

만족한 고객은 아니다. 그러나 고객만족이 높아지면 시장점유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이런 측면에서 공격적 제조성과 전략과 방어적인 시장성과 전략은 어느 정도

독립적이다.

경 자성과는 조직문화, 조직분위기 또는 전략경쟁 등에 관계된다. 새로운 전략은

새로운 조직문화 또는 조직분위기를 요구하며, 조직문화나 조직분위기는 전략수행에

제약을 가한다. 조직문화나 조직분위기는 조직원의 행동에 향을 미치며 이는 경

성과에 향을 미친다. 또한 경 자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자이다. 산업 내에

서 기업이 선택한 전략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생산구조에서도 경 자의 전략적 역할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다

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성과는 산업의 특성과 산업 내의 기업의 위치에 의

해서 향을 받고 있으나 관리적 관행에 의해서도 그 차이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제조성과, 시장성과, 경 자 성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성공을 위해서 경 자는 경쟁적 위치설정 및 조직컨텍스트 형성에 몰

입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경 자의 전략적 역할 또는 경 자 성과는 측정되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예측하는 척도가 된다.

성과측정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요인들을

측정하여 이를 경쟁기업보다 앞서 개선하여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조성과-시장성과-경 자성과에 의한 3M 모형은 시장에서 경

쟁위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이 수익성과 성장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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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재무성과 측정모형은 기업성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충분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재무성과 측정

모형과 3M 모형이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어질 경우 경쟁력의 원천을 개선하여 기업

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기업생존에 요구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전략정보시스템의 초점은 기업의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는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하여 이를 경 의사결정에 피드백하여 경쟁능력을 보다 앞서 개선하는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3M모형은 전략정보시스템의 구축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3M모형에서 제조성과는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관계된다. 제품이나 서비스가치

에 한 고객의 요구가 변화할 경우 전략정보시스템은 이를 즉각 반 하여 제조성과

에 피드백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속한 산업특성과 기술특성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시장규모가 존재한

다. 전략정보시스템은 시장규모와 수익성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경 의사결

정에 반 함으로써 효과적인 시장성과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조직문화 또는 조직분위기는 정태적이라기보다는 동태적이다. 내부고객이 만족할

때 외부고객이 만족할 수 있다. 전략정보시스템은 조직문화 또는 조직분위기를 계속

적으로 탐색 및 추적함으로써 작업환경에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 및 의사소통 활성화

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전략정보시스템은 기업의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제조성과, 시장성과, 경 자성과 및 재무지표를 2차적 자료 또는 벤치마킹 등의 방법

으로 수집, 저장, 검색함으로써 이를 자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시장에서 경쟁위치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3M 모형은 경쟁지향적이며 또한 전략지향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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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erformance Measurement of
Manufacturing Firms for Competitive Advantage

Kyung Hwan Lee*

ABSTRACT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managers who are

trying to identify the source of their problems or the reasons for their success. But financial

measurement systems based on cost accounting in place today does not provide the kind of

information needed by companies that seek to create a competitive edge through

manufacturing.

Manufacturing performance has a direct impact on the primary source of future revenue

for most firms. Market share leads to profitability and management performance has a great

impact on the competitive position of the business unit. However it is far from certain that

manufacturing performance, market share and management performance themselves are

closely correlated. Hence this article develops the 3M model based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 market performance — manufacturing performance to measure business

performance, thus enhances the competitive edge of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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