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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도입된 BSC 성과관리제도는 공공부문에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 중심에는 고객관점의 성과와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이고 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공공부문 기업들도 고객관점의 성과가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대부분 외부고객만족과 경영성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했고, 고객관점 성과의 어떤 요인이 경영성과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내부

고객만족과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내부고객만

족의 어떤 요인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내부고객만족을

위한 효율적인 활동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2007～2012년(5개년) 동안의 한국농어촌공사 234개

부서들의 내부고객만족도 4개 분야의 평가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동일기간, 동일부서의 내부고객만족도 점수를 제외한 경영성과(내부경영

성과평가결과)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증

분석 결과의 의미있는 해석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경영성과평가

결과보고서(2012년) 검토와 담당직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내부고객만족도는 경영성과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경영

성과평가 구조가 BSC 성과관리체계에 적합함에 따라 내부고객만족도의

어떤 요인이 경영성과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는



분야의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점수가 높은 부서일수록 경영성과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내부고객만족도와 전체

성과도 함께 향상되는 것이다.

둘째, 신규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니즈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서비스 개선분야는 내부고객만족도 해당 평가요인 점수가 높을

수록 오히려 경영성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경영성과평가결과 보고서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분야 점수가 높은 부서들은 고유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런 활동들은 내부고객만족도의 평가점수를 향상시키지만, 궁극적 목적인

경영성과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친절성 등을 평가하는 서비스 자세와, 윤리성 등을 평가하는 부서

이미지 분야는 경영성과와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었다. 부서들은 친절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친절성은

경영성과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최근 공공부문의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평가를

위한 비효율적 요인으로 업무 외적 활동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관평가 뿐만 아니라 내부경영성과평가에서도 구성원들은 평가부

서에 평가의 비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개별평가의 점수를

향상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전체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BSC성과관리체계의 도입

목적에 부합토록 장기적 관점의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주요어 : BSC 성과관리체계, 고객만족경영, 내부고객만족, 경영성과

학번 : 2012-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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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 구 개 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기업은 무한경쟁, 정보의 다양성, 속도의 경쟁 그리고 기술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성장과 퇴보를 하게 된다. 기업은 이러한 다양한

기회와 위협들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업 생존의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Drucker, 1999). 따라서 각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고, 다양한 성과관리 방법을 동원해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BSC(균형성과

관리표, Balaced Scorcard)라 할 수 있겠다.1)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부문에서도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민간기업과

같은 성과관리체계의 확립과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공기업은 물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도 BSC를 도

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은 BSC의 효용

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는 고객관점이 민

간기업에 비해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실제 고객관점의

성과가 기업의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기 때문이다2)

BSC상의 고객관점의 성과측정은 크게 공공기관 외부고객만족도와 내부

고객만족도로 나뉜다. 공공기관 외부고객만족도는 해마다 정부경영실적평

1) BSC(Balanced Scorecard)를 균형성과표 혹은 균형성과관리표라고 번역하기도

하나, 일상적으로 BSC를 원어로 사용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BSC라고 사용한다.

2) 김인(2008) 『공공부문 BSC 도입 및 운영구조상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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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긴 하지만 계량적으로 7% 수준으로 영향을 주

고, 비계량적으로는 리더십 범주의 책임경영에 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외부고객만족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그 중요성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외부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에서는 내부

고객만족이 조직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외부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준다

는 것은 여러 선행논문을 통해 밝혀져 왔다. Cromton et al(1987)은 내부

고객만족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성공적인 외부 마케팅의 선결조건이라고

하였고, Rosenbluth and Peters (1992)는 서비스 기업에 있어서 내부고객

만족을 통한 내부 고객에게 동기부여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

을 결정하는데 핵심적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민간기

업 기업에서는 내부고객에게 제공되는 내부 서비스 품질의 중요성을 강

조하며 경영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외부고객만족과는 달리 내부고객만족에 대해

서는 여전히 간과하거나 내부평가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즉, 내부고객만족은 공공기관 외부고객만족도 측정을 위한의 준비 단계 또는

정부경영실적평가의 성과관리 지표를 평가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에서도 내부고객만족이 민간기업과

같이 경영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공공부문

에서도 외부고객만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왔다. 따라서 내부고객만족 역시 민간기업처럼 공

공부문에서도 경영성과와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BSC상의 고객만족 성

과가 경영성과와도 연계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BSC 성과관리체계 역시 효과성이 있다

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3 -

또한 각 기업들은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친절성과 혁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고객만족 향상방안으로 친절교육, 서비스 자세 확립 등

친절성 향상 노력과, 민원처리기간 감소 등을 위한 고객만족 관련 신규

시스템 도입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내부평가 및 정부경영실적평가 보

고서의 CS관련 지표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친절교육을 위한 과도한 투

자와 신규시스템 도입에 대한 실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별평가점수 향상을 위한 교육과 시스템의 신규 도입은

내부고객만족을 향상시켜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경영성과를 확대하는 것

일까? 그리고 각 기관과 기관하부의 조직은 설립목적이 존재하는데, 주

어진 임무의 책임있는 수행은 내부고객만족 측면에서 경영성과와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부고객만족이 경영

성과와 연계된다면 내부고객만족의 개별요인 중 어떤 측면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우리가 가치있게 생각해야 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나아가 CS경영

활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부고객만족도와 경영성과와의

2가지 측면을 확인해보가자 한다. 첫째, 선행연구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고객만족와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공공기관 BSC모델이 유

효한 것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즉, 내부고객만족도의 향상이 경영성과와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둘째, 내부고객만족의 여러 요인 중 어떤

측면이 경영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공기업이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내부고객만족의 여러 유형 중 어떤

요인을 향상시켜야 경영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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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분석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경영성과평가에 활용된 내부

고객만족도 결과(2007～2012, 5개년)를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내부고객만

족도의 조사는 해당부서와 직간접적으로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타 부서

원들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내부평가의 점수에 반

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기간 해당부서의 내부평가결과를 수집하여 분

석할 것이다. 다만 내부평가결과에 내부고객만족도가 반영되므로, 내부평

가결과의 총점에서 내부고객만족도 점수를 제외하였을 때 내부고객 만족

도와 내부경영성과평가결과(경영성과)와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공공부문의 BSC운영구조의 특성을

확인하고 내부고객만족도 및 내부서비스품질 만족도의 개념적인 정의와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의 BSC모델과 내부고

객만족도 측정방법을 확인할 것이다.

둘째, 2007～2015(5개년) 동안 내부경영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내부고객만족도와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내부고객

만족도의 개별요인들이 경영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

할 것이다. 또한 실증분석 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의미있는

해석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고객만족도 및 내부경영성과평가 담

당직원과 인터뷰를 실시할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내부고객만족와 개별요인의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내부고객만족도 요인 중 어떤 측

면이 최우선되어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고 조직의 발전과

성과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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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선 행 연 구

1. BSC의 개념적 정의와 공공기관 운영구조상의 특성

 BSC 성과측정 지표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Kaplan과 Norton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나 주요 성과요인의 본질을

파악하고, 현재 기업의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BSC를

개발하였다. BSC에는 기업의 유형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적 성과지표

와 고객만족지표, 내부 프로세스 지표 그리고 조직의 학습 및 성장과 관

련된 미래관점의 지표 등 세가지 비재무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

업이 장기적으로 생존 및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성과지표 뿐

만 아니라 무형자산 등 비재무적 성과지표에도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을

골자로 균형잡힌 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분야의 균형적인 핵심성과요인

(Key Performance Indicator : KPI)을 토대로 종합적인 성과평가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BSC의 핵심이다. 또한 BSC는 각 관점으로 분류

된 재무적․비재무적 측정지표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개별 사업단위

전략을 표현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BSC에서 조직의 전략은 인과

관계로 연결된 성과와 성과동인의 측정지표로 이루어진다. 후행지표로서

의 최종적인 성과의 측정지표는 대부분 재무적 결과로 표현되어 전략의

궁극적 달성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선행지표인 성과동인 측정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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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금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다(Kaplan과 Norton, 1996) 즉 전략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

직의 역량을 시장여건과 어떻게 대응시킬 것인가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가설적 표현이므로, 이러한 전략적 인과관계는 일단의 원인과 결과의 형

태로 당연이 표현될 수 있다(권오돈, 2004). 따라서 기업이나 사업단위

전략에 초점을 맞춘 결과(후행지표)와 성과동인(선행지표)이 인과관계로

적절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BSC 각 관점의 모든 측정지표들은 재무적

목표와 관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BSC의 이론적 정의는 여러 선행연구로

증명해왔다. Anderson(1994)는 77개 스웨덴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SCSB(Swedish Customer Satisfaction Barometer) 자료를 이용하

여 기대, 품질, 그리고 가격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고객만족이 회

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과거 투자수익율

(ROI)과 시계열 추세(time-series, trend)를 통제할 때 고객만족과 회계

적 투자수익률은 정(+)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Fornell, Ittner 및 Larcker(1996)는 비재무적 측정지표가 재무적 성과지

표의 선행지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연구자들은 두 개의 대형 서비스

업체로부터 수집한 고객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시장에 대해 고객만

족 측정치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상관관계 분석의 형태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객만족이라는 측정치들은 재무성과를 향상시키는 선행지표라

는 것을 발견하였다. Ittner 및 Larcker(1996)는 미국 항공사의 고객만족

지수 발표가 미래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비재

무적 측정지표의 정보는 분기별 재무성과의 선행지표로서 작용하고 있음

을 확인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안태식과 김

완중(2000)은 비재무적 성과평가지표인 고객만족도와 재무적 지표인 은

행의 수신규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객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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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향상이 즉각적인 재무적 지표의 향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은행의 수신액은 고객만족 지표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보

다는 영업점의 특성, 영업점의 연령변수 등에 의해 설명되는 부문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종락과 박무현은(2004)은 각 관점간의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해 한 지방은행 소매금융 그룹 34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BSC 모델의 각 관점별 개념이 선행동인과 결과물 측정결과의 인과관계

로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 측정지표도

일부 개념에서 만족스럽지 않으나 한계적으로 수용됨을 확인하였다.

이창대(2004)의 연구에서는 비재무적 측정지표의 활용도가 높은 기업

일수록 경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006년 김순기외 3명은『BSC 성과측정지표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

구』를 통해 2004년도 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기업(제조업

분야 425개 업체)과 코스닥기업(317개 업체), 그리고 외감법인(416개업

체) 들을 대상으로 BSC관점의 성과측정지표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학습 및 성장, 내부프로세스, 고객, 재무적 성과지표 등 4개

연구변수와 28개 측정대상지표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그림1> BSC 연구모형의 구조모델 분석결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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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학습 및 성장 지표의 성과가 높을수록

내부프로세스 성과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학습

및 성장 지표의 성과가 높을수록 고객 성과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내부 프로세스 지표의 성과가 높을수록

고객 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성과가

높아지면 재무성과도 더 높게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민간기업의 BSC운영 결과 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

습과 성장은 내부프로세스와 고객성과지표에 (+)의 영향을 주고 내부프

로세스는 고객성과지표에(+)의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고객성과지표는

재무적 성과에도(+)영향을 주고 있어 상호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직운영방식 및 성과의 가치가 다른 공공부문은 어떠

할까? 공공부문에서도 BSC가 성과측정지표간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BSC도입 및 성과지표간의 관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SC의 운영구조는 민간기업에 부합하게 설

계되어 있다. 민간기업의 궁극적 성과는 재무적 관점의 성과창출인 반면,

공공부문의 BSC운영구조는 고객관점의 성과창출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학습과 성장-내부프로세스-고객-재무적

성과로 측정지표를 연계한다면, 공공부문은 고객과 재무의 순서를 바꿔

학습과 성장-내부프로세스-재무-고객적 성과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로 공기업에게 고객은 수익창출의 원천이 되므로 성과관리에 있어서

고객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유성재, 윤종원, 2005).

또한, 민간기업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BSC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재무적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반면, 공공부문은 정부의 평가체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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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도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BSC의 본래 목적을 운영과정을 통해 최종목표인 성

과향상을 이뤄낼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김인(부산대)의 2006년 『공공부문 BSC도입 및 운영구조

상의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통해 공공부문의 BSC 운영구

조상의 특성을 정의하고 실증을 통해 분석했다. 그에 연구에 따르면 공

공부문에서의 BSC 운영구조상의 특성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비전과 전략을 들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BSC가 각광받는 이유는

정부평가체계가 리더십-주요활동-성과로 이어지면서 기관의 비전과 전

략이 각 활동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으며 활동 결과 어떤 성과가 있는지

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평가의 관점이기 때문이다3) 따라서 각 기관

들은 BSC관점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에서 긍

정적 결과를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비전 및 전략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은 조직구조에 내재되어 기존의 파편화된 성과체계

를 극복하고 BSC운영상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Ching. Lai &

Chih, 2005). 따라서 공공부문은 비전 및 전략의 우수성이 BSC성패에 큰

관건이 되고 있다.

둘째, 고객관점을 들 수 있다. BSC의 고객관점은 공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이유는 BSC의 관점들 중에서 고객관점이 재무관점

과 가장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Kaplan & Norton, 1992 : Parker,

2000). 공기업에서는 고객관점의 성장이 재무관점으로 연계되는 것은 공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고객이 지불하므로 재무적

성과와 연계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Maiga & Jacobs, 2003). 고객관점의

핵심적인 결과측정치에는 고객만족, 고객유지, 새로운 고객획득, 고객 수

3) 2013 정부경영실적평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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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성, 고객의 구매 점유율 등이 포함된다(Kaplan & Norton, 1992).

셋째, 내부프로세스 관점을 들 수 있다. 기업에 있어서 내부프로세스

혁신은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조직경쟁력과 성과향상

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윤수재, 김길수, 강은숙, 2005). 즉 기업의 경우

재무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직은 고객관점의 성과측정지표를 토대로

하여 조직이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내부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 가

에 대한 성과 측정지표를 도출해야 한다(Newwing, 1995). 기업은 고객

과 관련된 핵심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성과

측정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일회적으로 끝나 버릴수 있는 혁신을 지속

화하는 동시에 성과도 높일 수 있다. 즉 프로세스는 기업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절차이면서 고객에게는 만족을 제공하는 동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기업에서 내부 프로세스 관점과 목표는 고객관점과 거의 비슷한 수

준으로 재무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부 프로세스 관

점의 핵심적인 결과 측정치에는 개인과 부서간의 협력, 의사소통, 조직구

조의 탄력성, 업무처리절차의 특성 등이 포함된다(이종천, 홍미경, 2000)

넷째, 학습과 성장관점을 들 수 있다. 학습 및 성장관점은 네가지 관

점 중 가장 근원적이자 미래 지향적인 것으로 조직의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한 투자가 조직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

게 한다(Smith, 1998 ; Nigel, 2005 ; Gagne, Hollister & Tully, 2006).

이 관점은 재무․고객․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

으로서 이들 관점의 수립된 목표를 충족시키는 일은 근본적으로 조직의

학습과 성장역량에 달려있다(Kaplan & Norton, 2000 ; 2001). 환언하면

학습과 성장 관점은 다른 세가지 관점에서 수립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

도록 조직 하부구조를 제공한다. 따라서 학습 및 성장관점은 기업의 재

무적 성과에 분명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주의할 것은 그 효과가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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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Olve, Roy & Wetter, 1999 ; Sim &

Koh, 2001)

이런 4가지 관점으로 연구한 결과 공공부문 기업과는 달리 민간기업

처럼 BSC의 4가지 관점이 모두 유의미한 결과값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비전과 전략설정의 우수성은 수익률, 노동생산성 등 재무적 관점

과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고객관리의 질은 수익률에

(+)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습과 성장은 재무적, 고객관점에 모두 (+)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내부프로세스의 질은 고객관점

과 재무관점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결과를 도출했다. 이

를 종합해보면 공공부문도 BSC운영구조 역시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성

과지표간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BSC는 기관의 한계 및 정부 평가방식의 특성상 비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DeWayne, 2004), 즉 행정조직 및 출

자(출연)기관의 경우 정부정책이 해당조직의 BSC 도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이삼주, 이상범, 2005). 이렇게 수동적이며 비자발적으로

BSC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은 높은 성과표준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

에 따라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BSC를 도입한 특정한 공

공조직에서 도입의 고유한 동기는 BSC의 운영과정이나 최종 목표인 성

과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SC 도입시기도 성과영향을 미칠 것이

다. BSC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곧바로 성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논

란이 많다. 어떤 제도이든 그것이 도입되고 정착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Pineno(2004)는 BSC 도입이 최근에 이루어진 조직일수록, 그

리고 소규모 조직일수록 비재무지표와 재무지표간 인과관계나 연계성에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BSC는 조직규모가 클수록, 도입기관이 오래 경과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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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부산대)의 2006년 『공공

부문 BSC도입 및 운영구조상의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통

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02개 기관의 BSC운영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 도입시기에 따라 수익률과,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에 모두(+)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BSC 개념정의 및 공공부문 운영특성 선행연구 결과 시사점

BSC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민간부문, 공공부문 모두 성과지표간 연

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공공부문은 고객관점이 민간부문

보다 강조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고객관점은 재무적 성과와 연계성이 높고

도입기간이 오래될수록 BSC 성과지표가 순환적 혁신을 가져와 상호 관

계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고객관점으로 사용되었던 지표

들이 공공기관 외부고객만족도, 고객 점유율 등으로 외부고객에 치중되

고 있어 내부고객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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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고객의 개념적 정의와 기업성과와의 관계

 내부고객 만족의 개념적 정의

내부고객이라는 용어는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관점으로 많

은 조직들이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을 동시에 이루고자 노력하는 시기인

1980년대에 출현하였다(Davis, 1992). 내부고객만족은 부서간 만족도라

불리우며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의 적합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즉 내부

고객만족은 일선 지점 조직의 종업이 느끼는 거래부서와의 파트너십 형성

정도인 업무협조 적절성, 합목적성, 신속성, 효과성을 측정하여 이를 진

단하고 개선하는데 활용한다. 조직은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부고객이 경험하고 느끼는 상태를 외부고객에게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고객이 자신들의 직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

부는 고객들이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chneider and Bowen, 1993).

 내부고객 만족의 중요성과 구성요소

고객만족경영을 위해서는 내부 고객만족이 중요하다. 내부고객인 종업

원을 만족시키려면 내부종업원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내부

마케팅은 고객접촉 종업원과 지원 기능 직원들에게 고객 지향적 사고를

심어주는 것, 고객지향성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쇠로서 목표

시장의 필요와 요구를 결정하고 경쟁자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만족

을 제공하는 마케팅의 구성개념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Kotler and

Armstrong, 1991). 내부 마케팅은 직원들 사이에 고객에 대한 인식을 도

와줄 수 있는 내부환경을 만들어야하고 내부마케팅을 통해 보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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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종업원을 확보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고객만족

과 고객 충성 등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George and Gronroos, 1991).

Heskett and Schlesinger(1994)는 내부서비스 품질을 ‘사람들이 서로

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이며 사람들이 조직내에서 서로 대우하는 방

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제공받는 내부고객들에게 제공되는

내부서비스 품질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필요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 고객을 만족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Heskett and Schlesinger(1997)의 서비스 수

익모델(The Service Profit Chain)에서는 서비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

서는 종업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서비스 이익

사슬에서는 종업원 만족, 충성 및 생산성으로 대변되는 내부적 요소와

서비스 가치, 고객만족, 고객충성으로 대변되는 외부적 요소와 연관관계

를 나타내고 있다. 연관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기업의 수익이 증가

하고 기업의 총체적 평가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연관관계의

시작은 내부서비스 품질과 내부 고객만족이라는 것이다. Bruhn(2003)는

내부 서비스품질이 내부고객만족에 기여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외부고객

의 만족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즉 기업의 궁극적 성과인 재무적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외부고객 만족이 중요한 요소지만 이러한 외부고객 만

족을 위해서는 내부고객만족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이다. 내부고

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내부고객 만족을 향상시켜야 재무적

경영성과도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고객만족의 구성요소는 Hallowell 등(1996)의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의 욕구는 크게 경제적 욕구와 비경제적인 욕구로 구별할 수 있고

비경제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보다 종업원 만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들



- 15 -

은 내부 서비스 품질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제적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비교하였다.

내부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본연의 과업과, 상호 커뮤니

케이션 정도와 같은 내적요인과 친절성, 지속적 역할개선, 직무분위기 등

외적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요인인 직무와 관련한 본연의 과업은

본연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장치 등 업무적

요인과, 윤리성,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는 등 기본적 자질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외적요인은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신속한 업무처리 등 업무적 요인과 친절한 , 협조적인 태도 등

비업무적인 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내부고객 만족과 경영성과와의 관계

Hoffman과 Ingram(1991)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고객 지향성과의 관계

를 검증하였는데 직무만족이론과 고객지향성간의 관계를 사회교환이론

(Social exchange theory)으로 설명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 개인이 긍정

적인 감정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들을 더 자주

하게 된다는 결과를 얻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직무 만족은 조직원들의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며 직무만족도가 높은

종업원일수록 대인관계에서의 민감성이 높아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고객의 욕구와 필요성을 빨리 파악하며, 친절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Brown과 Peterson(1993)은 판매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메타 분석을 하였는데 연구 결과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Heskett, Sasser and Schlesinger(1997)이 종사자의 직무만족이 높아

지면 서비스 기업에 대한 종사자의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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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내부서비스품질, 내부고객만족과기업성과연계성 연구모형

서비스 기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계속해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서비스 기업에 더 큰 수익을 가져다준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에 대해 권미영, 윤관호(2011)의『내부서비스 품질이 내부고

객만족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내부고객 만족

이 서비스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성과가 서비스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금융서비스 서비스 품질이 내부고객 만족과 기업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1차로 분석하고, 내부고객만족과 기업성과가 서비스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연구모형 검증결과 유형성, 커뮤니케이션, 보상은 내부고객만족에 (+)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적합성은 내부고객만족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과 적합성은 기업성과에 (+)

의 영향을 주고 있으나, 유형성과 보상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부고객만족과 기업성과는 서비스 지향성에 (+)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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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결론적으로 내부서비스 품질이 내부고객만족과 기업성과에 긍정적

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지향과도 연계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내부고객 만족개념과 성과와의 연계성 검토결과 시사점

내부고객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내부고객만족이 외부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내부고객서비스의 품질제고가 내부고객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또한 실증적 분석에서는 내부

고객서비스 품질요인이 내부고객만족과 경영성과에 각각 연계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내부고객만족과 경영성과가 서비스 지향요인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쳐 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가져온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기업들은 외부고객만족이 경영성과와 연계되고 있고,

민간기업은 내외부고객만족 모두 경영성과와 연계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 기업들의 내부고객만족과 경영성과와의 연계성은

어떠한가?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공공부문 기업들도 내부고객만족과

경영성과와 연계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내부고객만

족을 구성하는 개별요인들은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공공부문

기업들의 내부고객만족 요인을 세분화하여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를 확

인해 봄으로써 경영성과 확대를 위해 내부고객만족의 어떤 요인을 향상

시키고 발전시켜야 효율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18 -

<그림3> 한국농어촌공사 BSC성과관리체계 구조5)

제 2 절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고객만족도 사례검토

1. 내부경영성과평가의 구조 검토

한국농어촌공사의 BSC성과관리 체계는 2004년에 도입되었다. 내부경

영성과에 고객-성과-활동-미래 관점별로 CSF를 설정하고 KPI를 도출하여

시스템화 하였다4). 성과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드백

하여 2007년 이후로는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등 현행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BSC성과관리체계 구조는 <그림3>과 같다.

한국농어촌공사의 BSC 성과관리체계의 최상위의 관점은 공공부문

특성상 고객관점이다. 세부 평가내용으로는 공공기관고객만족도, 내부고

객만족도가 가장 비중이 높고, 전화친절응대, 사회공헌, 청렴도 등을 반

4)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경영성과평가 담당(2011～2012)직원 인터뷰 결과

5)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경영성과평가 편람(200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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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다. 둘째, 성과관점에서는 재무적 성과로 성장성, 생산성, 수익

성 등을 확인하고 공익적 성과로 정부권장정책 이행성과, 곡물자급률 향

상을 위한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활동관점에서는 내부프로세스의 혁신 및 운영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전사목표-부서별 목표-팀별목표 등을 Cascading하여 전사전략 목

표달성을 위해 노력한 실적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미래관점에서는 학

습과 성장실적을 반영한다. IT, R&D, 교육, 조직문화 등을 반영하여 평

가하고 있다. 지표별로 비중은 고객관점이 16%, 성과관점이 25%, 활동

관점이 55%, 미래 관점이 14%로 운영되고 있다.

평가대상은 1범주에서 본사군, 지역본부군, 사업단군, 지사군으로 운

영하고 있다. 본사군은 본사부서(연 평균 22개) 및 3원6)으로 이루어 져

있고 지역본부군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단군은 화안, 천수만, 금강, 새만금,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영산강, 기술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지

사군은 9개 지역본부 하위조직으로 총 93개 지사이며, 지사군의 평가는

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평가방식은 사업별 목표에 따른 본부이사

별로 위임평가, 공통된 특정평가는 본사주관부서에서 평가하고 평가 총

괄부서에서 공통지표를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부고객만족도는 고객성과로 분류되어 100점 만점 중 4점이 반영되

고 있으며, 본사군, 지역본부군, 사업단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사군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지역본

부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6) 3원 : 농어촌연구원, 인재개발원, 농어촌자원개발원 등 3개 특정부서로 본사의

역할 중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규 직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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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고객만족도 평가구조 검토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고객만족도 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된

다.7) 첫째, 일상적 업무수행과정에서 부서 상호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업

무능률 향상과 원활한 업무처리 유도를 일차적 목표로 설정했다, 둘째,

내부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여 부서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강화로 公社 고객만족도 향상 및 경영성과 확대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내부 고객만족도 평가주기는 1년에 2회(상․하반기)이며 인트라넷을

활용한 표본 설문조사 형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본 추출방식은 부서별로

15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직접 업무를 교류하는 부서를 평가하는 방

식으로 평가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하여 결과값을 도출한다.

평가항목은 4개 분야 8개요인 이고, 2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업무수행 분야에서는 부서 설립목적에 부합토록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부이해관계자들과 교류채널

을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즉, 내부고객들과

의사소통을 통한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평가한다. 둘째, 서비스 개선 분야

에서는 내부고객만족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부

고객의 니즈를 처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셋

째, 부서의 이미지 분야에서는 피평가 부서 및 부서원들이 얼마나 윤리

적인지와 신뢰성을 주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평가분야는 단기간의 이

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장기간 축척되는 부서의 이미지라는 측면이 특

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자세에 대한 분야이다. 피평가 부서의

친절한 자세와 협조적 자세, 즉 서비스 지향적 자세를 평가한다.

7)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고객만족도 도입 보고서(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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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요인

한국농어촌 공사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요인은 <그림4>와 같다.

3. 내부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추진현황 분석

내부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부서별 추진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12년

내부경영성과평가 보고서 중 CS 관련 지표의 실적조사를 실시했다8).

조사 대상 부서는 본사 22개, 지역본부 9개, 사업단 및 기술본부 7개 부

서이다. 비계량 실적보고서인 점을 고려하여 CS 관련 지표의 중분류 이

상의 제목이 내부고객만족도의 어떤 측면과 관계가 있는지를 개수로 분

8) 한국농어촌공사 2012년 내부경영성과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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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하였으며, 전체 중분류 대비 실적을 비율로 표기하였다. 비계량 보고

서를 중분류 기준으로 일괄 구분하여 객관성은 없으나 내부고객만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 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본사군은 110건의 실적 중 업무수행(2건)과 부서이미지(12건)으로 소수

였으나, 서비스개선은 45건으로 40.9%를 차지했고, 서비스 자세는 51건

으로 46.4%를 차지하여 부서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분야인 것

으로 조사됐다.

지역본부군은 업무수행(1건), 부서이미지(3건)으로 2개 분야의 실적은

9% 이하였으며, 서비스 자세가 31건으로 2/3 이상이었고, 서비스 개선

분야는 10건으로 22.2%를 차지했다.

사업단군 역시 서비스 자세(10건)와 서비스 개선(8건)으로 지역본부

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3개 평가군을 종합 합산한 결과 전체 190건 중 서비스 자세 분야는

106건으로 55.8%를 차지했으며, 서비스 개선 분야가 63건으로 33.2%를

뒤를 이었다. 그리고 부서이미지 분야는 17건으로 8.9%, 업무수행 분야

는 4건으로 2.1%에 불과했다.

주요 실적으로는 서비스 자세 분야는 “친절교육”, “부서 친절왕”, “전

화 친절” 등 친절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친절교육은 모든 부서에

서 1건 이상 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개선 분

야는 “고객 도우미 콜센터”, “고객경영위원회”, “정보 공유방” 등 가시적

인 실적이 많았으며, 제도 개선 등은 거의 없었다. 한편, 부서 이미지 분

야는 “윤리․청렴 교육”, “윤리성 자가진단”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

렴․윤리경영의 실적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업무수행 분

야는 “멘토링 실시”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적과, “일부 부서와 TF 구

성”으로 국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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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내부고객만족을 위한 실적 분포는 <표1>과 같다.

<표1>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실적 분포

구분 계 본사군 지역본부군 사업단군

계 190(100%) 110(100%) 45(100%)) 35(100%)

업무수행 4 (2.1%) 2 (1.8%) 1 (2.2%) 1 (2.9%)

서비스개선 63(33.2%) 45(40.9%) 10(22.2%) 8(22.9%)

부서이미지 17 (8.9%) 12(10.9%) 3 (6.7%) 2 (5.7%)

서비스자세 106(55.8%) 51(46.4%) 31(68.9%) 24(68.6%)

* 숫자는 실적 비율, ()은 평가별 건수 합계 대비 해댱분야의 비율임

4. 내부고객만족 평가 및 운영현황 검토결과 시사점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경영성과평가는 BSC성과관리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2004년 도입 이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조직 구성원에게 수용

성이 높았다. 그리고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연2회 실시하면서 BSC 기

본 이론인 내부고객만족이 외부고객만족으로 연계되고 궁극적으로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이론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만,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요인은 4개분야, 8개요인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부서에서 제시하는 실적은 “친절교육” 등 서비스 자세 분야와 “고객

경영위원회” 등 서비스 개선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내부고객만족도

담당직원 인터뷰 결과9) 부서에서 이 분야에 집중하는 이유는 내부고객

만족도 점수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분야가 실제로 경영성과와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9)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고객만족도 담당직원(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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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의 발전적 검토

내부고객만족과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BSC의 개

념과 내부고객만족의 정의 및 공공부문에서 BSC성과관리체계의 운영

특성 연구결과를 검토했다. 그리고 내부고객만족과 경영성과와의 인과관

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확인하고 두 요인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민간부문에서는 내외부 고객만족 향상이 경영성과

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외부고객만족도 향상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의 내부고객만족 향상이 경영성과와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실증 분석을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고객만족도 평가구조와 실제 부서에서

내부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실적을 내부고객만족도 개별

평가요인을 기준으로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부서에서는 서비스 자세 분

야와 서비스 개선분야에 집중하여 CS경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들이 부서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내

부고객만족이 실제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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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설 계

제 1 절 연구자료와 분석틀

1. 연구자료와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 기업들도 민간기

업과 동일하게 내부고객만족이 경영성과와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 한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 분석을 위해 내부고객만족도의 요인 중 어

떤 측면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실증분석은 2007～2012(5개년)동안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고객만족도 결과

와 내부경영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내부고객만족도를 실시한 234개

부서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동일부서의 동일기간 내부경영성과평가 결

과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실시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고객만족도는 본사부서(연평균 22개), 3원(농어촌연구원, 인재개발원,

농어촌자원개발원), 지역본부, 사업단(연평균 6개) 및 기술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내부고객만족도는 피평가 부서와 직접 업무가 연계되는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방식으로 조사한다. 만족도 조사유형은

피평가부서에 대한 만족요인을 업무수행(책임성, 교류채널 활용성), 서비스

개선(새로운 서비스제도 도입, 신속한 업무처리) 등 업무적 요인과 서비스

자세(친절성, 협조성), 부서 이미지(윤리성, 신뢰성) 등 업무외적 요인을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 값을 만족도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경영성과평가(이하 경영성과라고 한다)에는 내부고객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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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내부고객만족도와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 연구모형

가 연평균 4점(100점 만점) 수준에서 반영되므로 내부고객만족도 결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경영성과 점수에서 내부고객만

족도 점수를 제외하였다.

내부고객만족도와 경영성과의 연계성 및 내부고객만족도(4개분야 8개

요인)와 경영성과(내부경영성과평가결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SPSS 18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분석 틀

 내부고객만족도와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

연구모형 에서는 부서별 내부고객만족도결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외부고객

만족도 뿐만 아니라, 내부고객만족의 향상도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민간기업의 실증분석이 공공부문 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을 통해 공공부문의 내부고객만족도와 경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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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내부고객만족도 개별요인과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 연구모형

과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모형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BSC성과관리체계가 고객

관점과 학습과 성장, 내부프로세스, 재무성과 등 고객외 관점과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설계되었고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모형이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할 경우 내부고객 만족의 어떤 요

인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방식이 평가군별 평가자가 상이하고, 고객의 특성 및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군별 내부고객만족도 평균을 통제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BSC도입시기에 따라 평가점수가 상이해진다는 선행연구 결

과를 고려하여 평가시행연차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내부고객만족도 개별요인과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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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에서는 부서 내부고객만족도의 업무수행, 서비스개선, 부서

이미지, 서비스 자세 등 4가지 분야의 책임성, 교류채널 활용, 시스템개선,

고객니즈 처리기간 단축, 윤리성, 신뢰성, 친절한자세, 협조적 자세 등

8개 개별평가요인과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기관은 내부고객만족도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선행연구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서들도 내부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한 우수한 내부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해 내부고객만족도 평가 역시 이런 노력들에 대한 평가를 시

행하고 있다. 부서에서는 업무 관련해서는 첫째, 업무수행의 내부고객과

의 교류채널을 활용한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둘째, 고객

관련 신규시스템 도입을 통한 고객니즈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외적으로 셋째, 친절성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협조적 자세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윤리성과 신뢰성과 같은 부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4가지 분야 중 어떤 분

야가 실제 경영성과와 실효성 있는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고객만족도 평가결과를 개

별요인으로 세분화하여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연구모형에서도 연구모형과 같이 내부고객만족도 평가군별 평가

자와 고객특성이 상이한 것을 고려하여 평가군별 평균점수와, 평가시행

연차에 따른 평가결과의 변화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

해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시행 연차를 통제변수로 활용할 것이다.

연구모형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내부고객만족을 위해 가장 우선적

으로 추진되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효과적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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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설정

1. 종속 변수

한국농어촌공사 부서 중 내부고객만족도를 실시한 234개 부서(2007～

2012, 5개년)의 내부경영성과평가 결과를 경영성과로 활용10)하여 종속변

수로 사용한다. 경영성과에는 학습과 성장(14%), 내부프로세스11)(55%),

고객관점 성과12)(16%), 재무적성과(25%)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고객관점 점수 중 내부고객만족도 점

수(4점)을 제외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를 활용한다.

2. 독립변수

 내부고객만족도와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

연구모형에서는 내부고객만족도와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부서별 내부고객만족도 결과를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김인(2006

년)의 『공공부문 BSC도입 및 운영구조상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서는 공공기관고객만족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공공기관고객만족도 점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

10)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경영성과평가 편람 및 평가결과(2007～2012)

11) 내부 프로세스 지표에는 부서별 고유목표, 평가군별 고유활동 지표, 전사

활동지표 등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고객관점의 지표는 외부고객만족도, 전화친절응대도, 내부고객만족도, 청렴

윤리 정착도(지역사회 공헌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내부고객만족도의 결과

값을 제외한 점수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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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부서별 내부고객만족도 점수(2007～2012)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경영성과

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고객만족도 점수는 내부경영성과평가에서 비중

은 4%를 차지하나, 내부고객만족도 결과는 100점으로 표기되므로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내부보고서(2007～2012)를 그대로 활용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는 평균적으로 본사(22개부서),

3원(농어촌연구원, 인재개발원, 농어촌자원개발원), 지역본부(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본부), 사업단(화안사업단, 천수만

사업단, 새만금사업단, 금강사업단, 영산강사업단)13) 및 기술본부 등을 대

상(234개 부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내부고객만족도 개별요인과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방식은 피평가부서와 업무를 교류

하는 타부서원들의 만족도 평가로 운영되고 있다. 평가의 왜곡이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평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직접적 업무교류가 없는 부서들은

피평가 부서의 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내부고객만족도 평가대상은 <표2>와 같다

<표2>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운영현황

본사(3원) 지역본부 사업단및기술본부

본사(3원) ○ ○ ○

지역본부 ○ × ×

사업단및기술본부 ○ × ×

13)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단 중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의 경우는 2010년

개설되어, 2011년부터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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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요인에 따른 독립변수 및 의미

독립변수 세부요인 평가적 의미

업무수행

책임감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정도

▪내부고객요구에 대한 책임있는 반응

교류채널
▪업무교류를 위한 채널 확보정도

▪내부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정도

서비스

개선

시스템 개선
▪내부고객만족을 위한 시스템 신규도입

▪내부고객니즈 충족을 위한 시스템 개선

업무처리속도
▪내부고객니즈에 대한 업무 처리 기간

▪전년대비 업무처리기간 단축 노력정도

부서

이미지

윤리성
▪해당 부서의 윤리경영확산 정착 정도

▪해당 부서원들의 윤리경영 준수 정도

신뢰성
▪해당 부서 업무에 대한 신뢰성 정도

▪내부고객니즈 충족 결과에 대한 신뢰정도

서비스

자세

친절한 자세
▪업무교류 시 친절성 정도

▪업무교류 외적으로 친절한 정도

협조적 자세
▪업무교류에 대한 협조적인 마인드

▪타부서 업무에 대한 협업노력 정도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고객만족도는 4가지 유형, 8가지 요인으로 평

가되고 있다. 평가방식은 각 요인별로 5점 리커드 척도로 평가하여 100

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8가지 요인을 평가한 결과값을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주관부서에서 평균값을 계산하여 내부경영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본연구의 독립변수는 내부고객만족도의 8가지 평가요인이다. 내부고객

만족도 유형 및 독립변수의 의미는 <표3>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고객만족도의 책임감, 교류채널,

시스템 개선, 업무처리속도, 윤리성, 신뢰성, 친절한 자세, 협조적 자세 등

8개 평가요인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업무수행분야, 서비스 개선,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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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서비스 자세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독립 변수화 하였다.

업무수행 분야는 책임감과 교류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만족도 조사의

방향은 내부고객만족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내부고객 니

즈를 충분히 파악하고 본연의 업무를 책임감있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

한 평가요소이다. 즉 사내 직무규정에 의해 해당 부서가 해야 할 역할을

다른 부서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다. 본연의 업무나, 커뮤니케이션 활용정도는 외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지

만 내부 구성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요소이다.

서비스 개선 분야는 시스템 개선, 즉 혁신성과 개선된 시스템을 활용

하여 내부고객 니즈를 얼마나 빠르게 충족해 주는지에 대한 평가요소이

다.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이후 부서들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부고객만족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과지표로 고객니즈 처리기간 단축을 설정하고 있어 시스템 개선여

부나 고객니즈 처리기간 단축은 정량적․정성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부서 이미지는 피평가 부서와 부서원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평소 윤리적 마인드로 업무를 공정하게 처

리하고 있으며, 그런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신뢰성 정도를 주는지에 대

해 평가한다. 윤리성과 신뢰감을 특정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의해 축척

된 부서 이미지라는 측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 자세 분야는 친절성과 협조성이다. 친절교육 등을 통해 내부

고객에게 서비스 지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타부서의 업무에 협조적 자세

인지를 평가하는 요소로 피평가 부서의 표현 등으로 결정되는 요인이다.

앞서 언급한 4가지 분야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인 경영성과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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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내부고객만족도와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

연구모형의 통제변수는 해당연도 내부고객만족도 평가군별 평균

만족도이다. 평가군별로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원들이 상이함에 따라 평

가결과도 평가군별 차이를 나타낼 것이므로 평가군별 평균 만족도를 통

제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BSC운영 연차가 진행됨에 따라 평가결과의 상이한 부분을

통제하고자 한다. BCS운영 연차를 통제하는 이유는 평가가 반복됨에 따

라 조직은 평가에 대해 학습이 가능하여 인위적으로 내부고객만족도 조

사에서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도별로 내

부평가결과가 상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내부평가결과는 연도

별로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되었지만, 특정연도의 특이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BSC성과관리체계는 2006년부터 현재까

지 운영되고 있으나, 내부고객만족도 결과를 활용한 시기는 2007년부터

이므로 2007년을 1년차, 2008년을 2년차, 2012년을 5년차 등 Dummy변수

로 설정하였다.

 내부고객만족도 개별요인과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

연구모형는 내부고객만족도 개별요인과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요인 개별

요인 중 어떤 부분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효율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

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더욱 세분화하여 진행되는 모형이므로 통제변

수는 연구모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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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가설

1. 내부고객만족도와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

2006년 김인(부산대)의 『공공부문 BSC도입 및 운영구조상의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와, 2006년 김순기외 3명은『BSC 성과측정지

표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고객관점의 성과와 경영성과가 상

호 인과관계를 가지고 (+)의 영향을 주고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Heskett, Sasser and Schlesinger(1997)에 의하면 종사자의 직

무만족이 높아지면 서비스 기업에 대한 종사자의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

고, 이에 따라 서비스기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계속해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서비스 기업에 더 큰 수익을 가져다준

다고 하였다. 그리고 권미영, 윤관호(2011)의『내부서비스 품질이 내부고

객만족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내부고객 만족

이 서비스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성과가 서비스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Heskett, Sasser and Schlesinger(1997)의 연

구에서는 민간기업의 BSC운영 상황을 확인하였고, 권미영, 윤관호(2011)

는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외부고객만족도와 경영성과와

의 연계성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증명하지

못했지만 BSC 이론에 의해 공기업의 내부고객만족도 역시 경영성과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1. 부서 내부고객만족도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서 경영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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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고객만족도 개별요인과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

권미영, 윤관호(2011)의『내부서비스 품질이 내부고객만족과 기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개별요

인들이 내부고객만족도와 (+)의 인과관계가 있고, 내부고객만족도는 기

업성과와 (+)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내부고객만족도 역

시 개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요인이 경영성과와 인과관계가 있

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개별부서에서 내부고객만족을 위

해 친절교육,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들

의 궁극적 목적인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고객만족도의 개별요인과 경영성과와의 인

과관계를 확인하여 바람직한 내부고객만족 향상방안은 어떤 것인가에 대

해 제시할 것이다. 연구모형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2-1.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요인 중 부서의 업무수행 분야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서의 경영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2-2.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요인 중 부서의 서비스 개선 분야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서의 경영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2-3.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요인 중 부서 이미지 분야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서의 경영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2-4.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요인 중 부서의 서비스 자세 분야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서의 경영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 36 -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는 공공부문 기업의 내부고객만족도와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

를 파악하고,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요인 중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2007～2012(5개년) 동안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실

시한 234개 부서의 점수와 내부경영성과평가결과(경영성과)를 수집하였

다. 평가군의 특성 및 평가연도의 특이성을 통제하고, 전반적 내부고객만

족도와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 내부고객만족도 개별요인과 경영성과와

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에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이 변수들은 해당기간의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고객만족도와 내부경영성과평가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 1 절 기술통계

본 연구의 기초 데이터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고객만족도 점수와

내부경영성과평가결과는 모두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어 있다.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기초 데이터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분

석하였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의 통폐합, 부서

이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일원화하여 재

코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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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경영성과에 대한 기술통계

종속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경영성과 212 75.93 97.67 92.85 2.75

결측치 31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2007～2012년(5개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내

부고객만족도를 실시한 234개 부서의 경영성과(내부경영성과평가 결과)

이다. 내부고객만족도와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영성

과의 요소 중 내부고객만족도 점수(4점)을 제외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

산하였다.

경영성과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234개 부서 중 경영성과 결과가 있는

부서는 212개 부서이고, 결과가 없는 부서는 22개 부서이다. 조직개편 및

부서 특성상 내부경영성과평가 미 실시에 따라 결측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212개 부서의 최소값은 75.93점이고 최대값은 97.67점이다. 평

균값은 92.85점이며 표준편차는 2.75점이다. 최소값인 부서는 2007년 신

설부서로 2007년 당시 내부경영성과평가를 시범운영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내부고객만족도의 평가군으로 구분하여 내부경영성과평가결과에 대해

연도별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2007년 35개 부서가 최저 빈도수이고

2010년 이후는 41개 부서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최소값은 앞

서 언급한 2007년 시범운영한 부서를 제외하고 84점에서 94점 수준이었

으며, 연도별 최저점수를 받은 부서는 모두 상이한 것으로 조사했다.

최대값은 90점에서 97점 수준이었으며, 연도별 최고점수를 받은 부서 역

시 모두 상이했던 것을 확인했다. 평균값은 89점에서 95점 수준이었으며,

3개 평가군 모두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고, 특정 평가군이 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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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경영성과에 대한 연도별/평가군별 기술통계

구분 경영성과

연도 평가군 빈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07

1 20 75.9310 93.9653 89.9375 3.5672

2 9 89.3900 94.0776 92.2207 1.6303

3 6 92.9080 93.9770 93.2522 .4051

2008

1 22 88.0000 95.5000 93.0974 1.7266

2 9 85.8830 97.2553 93.0816 4.5561

3 6 91.2872 94.8830 93.4344 1.3142

2009

1 23 84.2787 90.8266 89.0449 1.5331

2 9 88.0200 93.0000 91.0600 1.5572

3 7 87.3085 92.9255 90.9911 2.0168

2010

1 24 91.5181 95.3383 93.6849 .9112

2 9 89.5000 96.0500 92.0422 2.0621

3 8 93.4211 95.2632 94.6370 .7035

2011

1 24 93.7619 96.2660 95.1307 .6036

2 9 88.9830 95.1965 93.2809 1.8398

3 8 87.5426 97.6714 94.5161 3.0101

2012

1 24 94.0051 96.8160 95.3217 .6705

2 9 89.0130 95.3205 93.3909 1.6205

3 8 88.1021 97.8720 94.6205 3.0002

군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했다. 이는 한국농어촌

공사의 내부평가시스템이 부서의 역할에 따라 차등적 목표를 부여하여는

등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표준편차는 최소 0.4에서 4.6점 수준이며 이 역시 일정한 패턴이나 특정

평가군에 특징적인 수치는 없었다. 경영성과에 대한 연도별․평가군별

기술통계량은 <표5>와 같다.

※ 평가군1 : 본사(3원), 평가군2 : 지역본부, 평가군3 : 사업단 및 기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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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연구모형 내부고객만족도결과에 대한 기술통계

독립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내부고객

만족도결과
234 65.08 90.08 79.91 5.05

2. 독립변수

1) 내부고객만족도와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는 2007～2012년(5개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고객만족도를 실시한 234개 부서의 평가결과이다. 내부고객만족도는

8가지 평가요인을 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내부고객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최소값은 65.08점이고, 최대

값은 90.08점이다. 234개 부서의 평균 점수는 79.91점이며, 표준편차는

5.05점이다. 내부경영성과평가결과(92.85점)와 달리 평가점수 대는 80점

수준으로 조사했다. 이는 내부경영성과평가 결과는 목표부여 지표가 많은

반면, 내부고객만족도는 바람직한 서비스 수준대비 해당부서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있어 평균값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모형의 내부고객만족도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은 <표6>과

같다.

내부고객만족도에 대한 5개년 평가군별 만족도 평균은 지역본부군이

82.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업단 및 기술본부 군이 80.17점, 그리

고 본사 및 3원14)은 78.8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했다.

14) 3원 : 농어촌연구원, 인재개발원, 농어촌자원개발원으로 본사 또는 본사 인근에

위치하면서 본사의 기능 중 특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국농어촌공사 사규 직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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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연구모형 내부고객만족도 평가군별 평균

독립변수 본사 및 3원 지역본부
사업단 및

기술본부

내부고객

만족도결과
78.86 82.39 80.17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고객만족도와

내부경영성과평가 담당직원과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2가지 측면의 추정을

할 수 있었다. 첫째, 피평가 부서와 평가 부서원들간의 관계이다. 본사 및

3원은 본사 및 3원, 지역본부, 사업단 및 기술본부 직원들이 무작위로 추

출되어 평가를 하고 있다. 조직운영 특성상 본사 직원들이 보유하는 다

소 우월적 지위에 대한 지역본부와 사업단 및 기술본부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 내부고객만족도 평가표의 평가자 의

견란에는 본사직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지방부서 직원의 불만이

제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다른 평가군과는 달리 본사 및 3원은 상호 평가를 한다는 측면

이 있다. 내부고객만족도 점수는 내부경영성과평가에 4% 비중으로 반영

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경영성과평가 편람에 의하면 본사 및 3

원은 상호 경쟁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평가자가 속한 부서의 이익을 위

해 객관적 평가를 시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내부경영성과평

가 담당직원의 의견에 의하면 본사 부서는 지방부서와 경쟁하지 않고 있

으므로 평가체계에 불합리성은 없으나, 점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경영성과평가 군과 중복되지 않도록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자를

선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평가 직원들이 소속을 정확

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실증하지는 못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고객만족도 평가군별 평균은 <표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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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객만족도에 대한 연도별/평가군별 내부고객만족도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우선 내부고객만족도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3개 평가군 모두

2007년에 비해 9.06～18.09점이 증가 했으며, 특히 사업단 및 기술본부는

2007년 68.44점으로 최저 평가결과 집단에서 2012년 86.53점수로 18.09점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지역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내부

고객만족을 위해 가장 노력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7년 3개 평가군의 최소값은 65～66점 수준이었으나, 2007년

에는 지역본부와 사업단군의 최소값이 83점 이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다만, 본사군은 2012년 75점으로 향상폭이 가장 낮았다. 이는 지역본부군

과 사업단군은 내부고객만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비

교적 본사군의 부서들의 노력은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사군의 낮은 향상 폭에 대해 내부고객만족도 담당직원은 고객만족도

평가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본부군과 사업단군 부서들은

고객접점 부서로 내부고객만족도외에 공공기관고객만족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부서원들은 공공기관고객만족도 점수향상을 위해 평가요소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무수행

분야의 책임감 향상 및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규시스템 도입, 친절교

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내부경영성과평가에서 부서간 경쟁체계는

내부고객만족의 향상을 가져왔다15).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고객만족경영

계획(2007～2012년)을 확인한 결과 본사군의 부서들의 외부고객은 정부,

국회 등 관료집단과 언론 등으로 정의 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고객

만족도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업무수행의 방향이 고객만족도 평

가요인과 상이하여 내부고객만족을 위한 경영체계 정착에 어려움이 존재

15)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보고서(200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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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지방부서들은 공공기관고객만족도와 내부고객

만족도의 평가방향에 따라 업무추진이 가능하나, 본사부서들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이 내부고객만족 상승에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내부고객만족도의 연도별/평가군별 기술통계는 <표8>과 같다.

<표8> 내부고객만족도에 대한 연도별/평가군별 기술통계

구분 내부고객 만족도

연도 평가군 빈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07

1 20 66.85 76.85 72.39 2.86

2 9 66.82 78.54 73.23 3.60

3 6 65.08 69.92 68.44 1.78

2008

1 22 72.33 80.87 77.04 2.67

2 9 76.48 84.01 79.83 2.30

3 6 74.57 80.36 78.33 1.97

2009

1 23 73.05 84.12 79.07 2.74

2 9 83.04 85.96 84.35 1.10

3 7 74.93 81.36 77.15 2.47

2010

1 24 77.93 85.89 81.04 2.09

2 9 80.05 87.06 83.82 2.05

3 8 79.24 84.12 81.18 1.49

2011

1 24 75.33 88.40 81.20 3.30

2 9 83.66 90.54 86.57 2.10

3 8 83.32 90.98 86.07 2.42

2012

1 24 75.82 88.52 81.45 3.15

2 9 83.87 90.78 86.62 2.05

3 8 83.53 91.02 86.53 2.12

※ 평가군1 : 본사(3원), 평가군2 : 지역본부, 평가군3 : 사업단 및 기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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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고객만족도 개별요인과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고객만족도는 4개 유형, 8개 개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평가유형은 첫째,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제규정에 부합토록 내

부고객의 니즈를 수용하면서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로 2개

요인으로 구성된다. 둘째, 내부고객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

선하고 있는지와 이로 인해 업무처리 속도가 단축되고 있는지로 구분된

다. 세 번째 요인은 피평가 부서가 윤리적인지와 내부고객만족에 신뢰감

을 주고 있는지로 구분되며, 마지막 요인은 친절성과 협조적 자세로 구

성되어 있다. 8개 개별평가 요인의 평균의 차이 분석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평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개별요인들의 평

균은 큰 차이가 없고, 부서별로 평가점수가 상승, 하락이 반복되기는 하

지만 특정요인이 높거나 낮지는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고객만족도 개별평가요인별 기술통계는 <표9>와 같다.

<표9> 내부고객만족도 개별평가요인의 기술통계

독립변수 기술통계

유형 개별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업무

수행

책임감 67.5000 91.4000 79.9890 4.5862

교류채널 61.3333 91.4500 79.0442 5.7687

서비스

개선

시스템개선 60.0000 91.2500 78.6757 5.7748

업무처리속도 62.5000 90.8500 79.2400 5.4312

부서

이미지

윤리성 67.5000 90.4500 81.6406 4.3769

신뢰성 65.2101 90.8500 80.1386 5.1679

서비스

자세

친절한 자세 64.4269 92.5000 81.0160 4.8394

협조적 자세 59.2437 91.1500 79.5703 5.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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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1은 고객니즈를 수용을 통해 업무수행을 책임있게 수행하는

지이다. 업무수행에 대한 연도별/평가군별 기술통계 분석결과 전체 평균점

수와 동일하게 사업단군은 2007년 평균67.97점(최하위)에서 2012년 평균

86.20점으로 18.23점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다만 표

준편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기술 통계상의 특징적 문제는 아니었다.

독립변수1-업무수행에 대한 연도별/평가군별 기술통계는 <표10>과 같다.

<표10> 독립변수1-업무수행에 대한 연도별/평가군별 기술통계

구분 업무수행-책임감

연도 평가군 빈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07

1 20 67.07 76.94 72.47 2.74

2 9 66.56 78.10 73.06 3.74

3 6 66.00 70.25 67.97 1.75

2008

1 22 72.13 80.62 76.88 2.46

2 9 74.22 82.32 78.31 2.30

3 6 74.24 80.76 78.25 2.21

2009

1 23 72.14 83.61 78.17 2.86

2 9 82.07 85.64 83.70 1.39

3 7 73.75 81.99 76.47 3.13

2010

1 24 76.80 85.28 80.63 2.13

2 9 79.97 86.60 83.52 1.96

3 8 78.90 84.13 80.82 1.68

2011

1 24 75.10 88.33 80.75 3.28

2 9 83.33 90.55 86.32 2.20

3 8 83.15 91.43 86.06 2.47

2012

1 24 75.35 88.50 80.80 3.25

2 9 83.62 90.60 86.50 2.15

3 8 83.20 91.40 86.20 2.42

※ 평가군1 : 본사(3원), 평가군2 : 지역본부, 평가군3 : 사업단 및 기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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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객만족을 위한 지속적 서비스개선 및 이를 통한 업무처리 속도

증가, 즉 서비스개선에 대한 연도별/평가군별 기술통계 분석결과도 사업

단의 증가폭이 컸다. 하지만 지역본부 역시 2007년 71.82점에서 2012년

86.05점으로 14.23점이 증가하였고, 3개 평가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기간 표준편차도 3.51에서 2.12점으로 감소했다.

독립변수2-서비스개선에 대한 연도별/평가군별 기술통계는 <표11>과 같다.

<표11> 서비스 개선에 대한 연도별/평가군별 기술통계

구분 업무수행-교류채널

연도 평가군 빈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07

1 20 66.40 76.56 71.55 3.06

2 9 64.17 75.28 71.82 3.51

3 6 61.25 66.83 65.08 2.08

2008

1 22 69.50 79.63 74.77 3.02

2 9 72.87 82.36 77.08 2.93

3 6 71.68 77.89 76.39 2.40

2009

1 23 71.98 83.63 78.21 2.96

2 9 81.27 85.01 83.25 1.25

3 7 73.50 80.60 76.98 2.43

2010

1 24 77.40 85.48 80.57 2.09

2 9 78.97 86.23 83.09 2.18

3 8 78.30 83.65 80.47 1.54

2011

1 24 74.65 88.45 80.80 3.56

2 9 83.38 89.95 86.00 2.09

3 8 83.28 91.05 85.78 2.46

2012

1 24 74.83 88.62 80.92 3.52

2 9 83.45 89.98 86.05 2.12

3 8 83.52 91.25 85.89 2.36

※ 평가군1 : 본사(3원), 평가군2 : 지역본부, 평가군3 : 사업단 및 기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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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평가 부서 및 부서원들의 윤리의식과 이를 통한 신뢰감을 주는, 즉

부서 이미지에 대한 연도별/평가군별 기술통계 분석결과 t-검정결과 유의

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윤리성 및 신뢰감은 4개 독립변수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본부는 평가 초년도인 2007년 74.91

점 받은 이후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80점 이상 점수를 나타냈다.

독립변수3-부서이미지에 대한 연도별/평가군별 기술통계는 <표12>와 같다.

<표12> 독립변수3-부서 이미지에 대한 연도별/평가군별 기술통계

구분 부서 이미지

연도 평가군 빈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07

1 20 68.64 78.52 73.66 2.89

2 9 68.33 79.93 74.91 3.80

3 6 67.81 73.75 70.84 1.99

2008

1 22 73.15 82.86 78.98 2.82

2 9 79.59 85.60 82.21 1.87

3 6 76.53 81.39 79.97 1.84

2009

1 23 73.45 84.39 80.08 2.60

2 9 83.60 87.36 85.52 1.09

3 7 75.41 81.68 77.60 2.59

2010

1 24 78.60 86.48 81.53 2.07

2 9 80.70 87.88 84.32 2.07

3 8 79.78 84.10 81.61 1.30

2011

1 24 76.40 88.68 81.95 3.22

2 9 83.60 90.35 86.92 2.11

3 8 83.23 90.20 86.05 2.35

2012

1 24 76.55 88.75 81.98 3.15

2 9 83.65 90.52 86.97 2.05

3 8 83.35 90.35 86.25 2.08

※ 평가군1 : 본사(3원), 평가군2 : 지역본부, 평가군3 : 사업단 및 기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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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피평가 부서원의 친절성 및 협조적 자세, 즉

서비스 자세에 대한 연도별/평가군별 기술통계 분석결과도 사업단의 증

가폭이 가장 높았고, 지역본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하지만, 본사

및 3원은 타평가 분야 점수를 고려할 때, 서비스 자세 분야에서 2007년

73.13점, 2012년 87.25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독립변수3-서비스자세에 대한 연도별/평가군별 기술통계는 <표13>과 같다.

<표13> 서비스 자세에 대한 연도별/평가군별 기술통계

구분 서비스 자세

연도 평가군 빈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07

1 20 64.83 78.51 71.87 3.66

2 9 68.23 81.37 73.13 3.94

3 6 65.00 74.25 69.85 3.09

2008

1 22 71.93 82.01 77.52 3.08

2 9 77.09 85.76 81.72 2.67

3 6 75.84 81.39 78.71 1.81

2009

1 23 73.50 84.86 79.80 2.97

2 9 82.73 86.73 84.92 1.22

3 7 75.74 81.17 77.53 2.12

2010

1 24 77.97 86.33 81.42 2.12

2 9 80.55 87.55 84.34 2.02

3 8 79.95 84.60 81.80 1.57

2011

1 24 75.18 88.15 81.29 3.27

2 9 83.45 91.30 87.04 2.22

3 8 83.63 91.25 86.38 2.50

2012

1 24 75.23 88.30 81.32 3.20

2 9 83.52 91.42 87.25 2.17

3 8 83.65 91.28 86.45 2.48

※ 평가군1 : 본사(3원), 평가군2 : 지역본부, 평가군3 : 사업단 및 기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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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평가요인별 상관관계는 0.01수준(양쪽)에서 모두 유의하여 요인간 상

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8개 요인간 상관관계는

0.670에서 0.717사이로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업무수행 서비스 개선 부서이미지 서비스 자세

책임성
교류

채널

시스템

개선

업무

속도
윤리성 신뢰성

친절한

자세

협조적

자세

책임성

Pearson

상관계수
1 .670** .690** .683** .684** .687** .685** .67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교류

채널

Pearson

상관계수
.670** 1 .714** .717** .670** .714** .684** .709**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시스템

개선

Pearson

상관계수
.690** .714** 1 .712** .667** .696** .672** .706**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업무

속도

Pearson

상관계수
.683** .717** .712** 1 .676** .711** .680** .707**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윤리성

Pearson

상관계수
.684** .670** .667** .676** 1 .688** .692** .706**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신뢰성

Pearson

상관계수
.687** .714** .696** .711** .688** 1 .696** .706**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친절한

자세

Pearson

상관계수
.685** .684** .672** .680** .692** .696** 1 .69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협조적

자세

Pearson

상관계수
.671** .709** .706** .707** .680** .706** .691** 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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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평가군별 만족도 평균과 평가 시행연차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고객만족도 3개 평가군은 본사군(본사 및 3원), 지

역본부군(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단

(화안, 천수만, 금강, 새만금, 새만금자유구역, 영산강) 및 기술본부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평가군의 평가자 구성이 상이16)하므로 평가군별 만족도 평균의

상이함이 종속변수에 미칠 영향이 추정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One

Way ANOVA 분석을 실시했다.

본사군은 지역본부군과 평균 -3.516점(P<=0.05)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사군의 내부고객만족도 평균은 지역본부군

의 내부고객만족도 평균과 상이하여 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사업단군과는 평균 -1.156점의 차이가 나지만 p값이 0.398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없었다.

지역본부군은 본사군과 평균차이는 3.516점(P<=0.05)이었고, 사업단군

과는 2.361점(P=.061)의 평균차이를 보여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없으나,

p값을 고려할 때 두 집단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17).

따라서 본사-지역본부군의 내부고객만족도 평균은 차이가 존재하고,

지역본부-사업단군은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여

평가군들의 내부고객만족도 평균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3개 평가군별 내부고객만족도 평균의 One-Way ANOVA 분석결과는

<표15>와 같다.

16)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고객만족도 평가군별 평가자 구성 : 본사군(본사, 지역

본부, 사업단), 지역본부군(본사), 사업단군(본사)

17) 90% 신뢰구간이라고 가정할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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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평가군별 만족도 평균의 One Way ANOVA 분석

평가군 비교평가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본사군
지역본부군 -3.516** .781 .000

사업단군 -1.156 .850 .398

지역본부군
본사군 3.516** .781 .000

사업단군 2.361 .993 .061

사업단군
본사군 1.156 .850 .398

지역본부군 -2.361 .993 .061

**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Pineno(2004)는 BSC 도입이 최근에

이루어진 조직일수록 비재무지표와 재무지표간 인과관계나 연계성에 문

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즉 BSC도입

시기에 따라 평가의 정착도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공공기관고객

만족도의 경우에도 처음 도입한 시기에 비해 기관별 평균점수가 높아졌

다. 이는 평가가 도입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BSC성과관리체계가

해당 조직에 정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를 시행하면

피평가자들은 해당 평가에 대한 학습과 혁신을 진행하게 된다. 평가에

따른 학습은 연차별로 내부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라고 추정할 수 있다.

평가 시행 연차별로 내부고객만족도의 평균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

기 위해 연도별 내부고객만족도 평균점수에 대한 One-Way ANOVA 분석

을 실시하였다.

1년차(2007년)의 경우 2년차와 평균차이는 -5.707점(p<=0.05), 3년차와

평균차이는 -7.705점(p<=0.05), 4년차와 평균차이는 -9.556점(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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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와 평균차이는 -11.258(p<=0.05)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년차의 경우 3년차와 평균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4년차와

-3.849점(p<=0.05), 5년차와 -5.551점(p<=0.05)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였다.

3년차의 경우는 5년차와 -3.553점(p<=0.05)의 평균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평가시행 연차에 대해 Dummy변수화 하여 통제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평가시행 연차별 만족도 평균의 One Way

ANOVA 분석결과는 <표16>과 같다.

<표16> 평가시행 연차별 만족도 평균의 One Way ANOVA 분석

평가군 비교평가군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1년차

2년차 -5.707** .785 .000

3년차 -7.705** .775 .000

4년차 -9.556** .766 .000

5년차 -11.258** .672 .000

2년차

1년차 5.707** .785 .000

3년차 -1.998 .764 .149

4년차 -3.849** .755 .000

5년차 -5.551** .659 .000

3년차

1년차 7.705** .775 .000

2년차 1.998 .764 .149

4년차 -1.851 .745 .190

5년차 -3.553** .648 .000

4년차

1년차 9.556** .766 .000

2년차 3.849** .755 .000

3년차 1.851 .745 .190

5년차 -1.702 .637 .133

5년차

1년차 11.258** .672 .000

2년차 5.551** .659 .000

3년차 3.553** .648 .000

4년차 1.702 .637 .133
**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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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연구모형 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β

(상수) 103.934 5.175 20.085 .000

독립

변수

부서별

내부고객

만족도점수

.209 .064 .390** 3.236 .001

통제

변수

평가군별

평균
-.404 .100 -.656 -4.032 .000

평가시행

연차
1.326 .218 .719 6.098 .000

R=.502, R²=.252, 수정된R²=.241, F=23.340, p=.000,

제 2 절 연구모형 분석결과

1. 연구모형 내부고객만족도 점수와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

가설1. 부서 내부고객만족도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서 경영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부서 내부고객만족도 점수가 부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17>과 같다.

**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부서 내부고객만족도 점수가 부서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한 연구모형의 회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산분석의 F통계

량이 23.340(p<=0.05)으로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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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1.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요인 중 부서의 업무수행 분야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서의 경영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가설2-2.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요인 중 부서의 서비스 개선 분야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서의 경영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가설2-3.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요인 중 부서 이미지 분야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서의 경영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또한 결정계수(R-squre)는 0.252, 수정된 R제곱(Adjusted R-squre)은

0.241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1개이므로 회귀선이 자료의 25.2%정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의 표준화 계수의 β값은

0.390(t=3.236, p<=0.05)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부서의 내부고객만족도

점수가 1점 향상될 때, 내부경영성과평가결과는 0.39점 향상된다고 말할

수 있다. 내부고객만족도 점수가 내부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반영되는 점

을 고려하여 경영성과평가결과에서 내부고객만족도 점수를 제외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검토했던, 민간기업의 내부고객만족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향상되었던 실증결과와,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기관고객만족

도 점수가 향상될 때 경영성과가 증가했던 실증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부서별 내부고객만족도 점수는 부서별 경영성과와의 인과

관계가 존재하며, 상호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모형 내부고객만족도 개별요인과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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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연구모형 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β

(상수) 103.135 5.259 19.610 .000

독립

변수

업무

수행

책임감 .391 .119 .667** 3.300 .001

교류

채널
.438 .123 .939** 3.554 .000

서비스

개선

시스템

개선
-.459 .127 -.970** -3.627 .000

업무처리

속도
-.332 .125 -.669** -2.645 .009

부서

이미지

윤리성 .094 .117 .153 .808 .420

신뢰성 .035 .107 .075 .326 .745

서비스

자세

친절한

자세
-.041 .112 -.073 -.365 .715

협조적

자세
.116 .130 .221 .888 .375

통제

변수

평가군별

평균
-.450 .101 -.730 -4.467 .000

평가시행

연차
1.663 .237 .901 7.007 .000

R=593, R²=.352  수정된R²=.320 F=10.926, p=.000, 

가설2-4.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요인 중 부서의 서비스 자세 분야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서의 경영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부서 내부고객만족도 개별 평가요인이 부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18>과 같다.

**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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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내부고객만족도 개별 평가요인의 점수가 부서의 경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모형의 회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산분석의 F통계량이 10.926(p<=0.05)으로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정계수(R-squre)는 0.352, 수정된 R제곱(Adjusted R-squre)은

0.320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8개이므로 회귀선이 자료의 35.2%정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설2-1의 업무수행 분야와 경영성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결과 책임감

요인의 β값은 0.667(t=3.300, p<=0.05)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책임감 요인의

점수가 1점 높아지면 경영성과의 점수가 0.667점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류채널 요인의 β값은 0.939(t=3.554, p<=0.05)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교류채널 요인의 점수가 1점 높아지면 경영성과의 점수가 0.939점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류채널의 β값이 8개 평가요인 중 가장

높아 경영성과와 가장 높은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설 2-1의 2개 평가요인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가설의 내용

과 같이 부서의 업무수행 분야 내부고객만족도 점수가 향상되면, 부서의

경영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업무수행 분야는 (+)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2-2의 서비스개선 분야와 경영성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 개선 요인의 β값은 -0.970(t=-3.627, p<=0.05)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시스템 개선 요인의 점수가 1점 높아지면 경영성과의 점수는 오히려

0.970점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업무처리속도 요인의 β값은 -0.669

(t=-2.645, p<=0.05)로 유의미하였다. 업무처리속도 요인의 내부고객만족도

점수가 1점 높아지면 경영성과의 점수는 0.669점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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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의 2개 평가요인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가설은 평가

요인과 경영성과는 (+) 인과관계일 것이라고 설정하였으나, 오히려 (-)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가설은 기각되었으나, 부서의 서비스 개선은

오히려 부서의 경영성과와 (-)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설2-3의 부서이미지 분야와 부서의 경영성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결과 표준화 계수의 β값은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윤리성 평가요인의 β값은 0.153(t=0.808, p>=0.05)이고, 신뢰성 평가요인은

β값은 0.075(t=0.326, p>=0.05)였다. 2개 개별평가요인의 가설이 모두 기각

되어 부서 이미지 분야와 부서의 경영성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었다. 하지만 β값의 부호는 2개 개별 평가요인 모두 (+)로 부서의 윤

리성과 부서가 주는 신뢰감은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

정할 수 있으나, 통계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가설2-4의 서비스 자세 분야와 부서의 경영성과의 인과관계를 확인

한 결과 표준화 계수의 β값은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친절한 자세, 즉 부서원들의 친절한 정도에 대한 평가요인의 β값은

-0.073(t=-0.365, p>=0.05)이고, 협조적 자세, 즉 내부고객들의 요구에 대한

협조성 정도에 대한 평가요인은 β값은 0.221(t=0.888, p>=0.05)였다. 2개

개별 평가요인의 가설이 모두 기각되어 부서의 서비스 자세 분야와 부서의

경영성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었다. 또한 β값의 부호는 친절

한 자세는(-)이고, 협조적 자세(+)로 서비스 자세분야는 일관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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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검증 결과 및 시사점

1.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여러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내부고객만족도 점수와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와, 내부고객만족도 개별평가요인과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회귀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가설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표19>와 같다.

<표19> 가설검증 결과

모형 가설 내용 결과 비고

 1
부서 내부고객만족도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서의 경영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채택



2-1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요인 중 부서의 업무수행

분야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서의 경영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채택

2-2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요인 중 부서의 서비스개선

분야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서의 경영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기각

가설과

반대로

결과

도출

2-3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요인 중 부서의 부서이미지

분야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서의 경영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기각

2-4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요인 중 부서의 서비스자세

분야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서의 경영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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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에 대한 해석

2. 가설검증 결과 시사점

연구모형의 부서내부고객만족도 결과와 경영성과와는 (+)의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와 같이 내부고객만족도는 외부

고객만족에 영향을 주고, 이는 경영성과로 연계되는 것이 공공부문에서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연구모형 의 가설 검증결과에 대한 해석은 <그림7>과 같다.

연구모형 의 가설 검증결과 업무수행분야는 경영성과와 (+)의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서비스 개선 분야는 가설과

반대로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 자세 분야와 부서이미지 분야는 경영성과와 인과관계 분석



- 59 -

결과 유의미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경영성과평가, 내부고객만족도

담당직원과 인터뷰 및 내부경영실적보고서(2012년)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서비스 개선 분야에서는 가설과는 반대의 결과로 나온 이유는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내부고

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적 개선을 하기

보다는 단순히 평가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서비스를 신

규로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고객만족도는 향상되지만 하지만 BSC

성과관리체계의 다른 관점의 성과로 연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한 반복적인 시스템 도입 및 개선은 오히려 부서의 역

할의 충실성을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자세 분야는 서비스 지향적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것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친절함은 실제 고객에게 도움이 되

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

시하지만, 전문성 강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는 업무수행 분야는 실증분석 결과이다. 내부고객

들과 교류채널을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는 것은

실제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업무분장에서 부여된 부서 업무의 책임감 있는 수행은 해당 부서와 직접

적 관계가 형성되는 부서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 고객들이 만

족하고 이는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즉, 개별평가의 테두리에서 가시적인 효과에 집착하면, 개별평가에서는

긍정적일지 모르나 전체평가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역할을

고객과 호흡하면서 충실히 이행할 때 궁극적 성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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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내부고객만족이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내부고객만족의 개별요인 중 어떤 측면이 경영성과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2007년～

2012년(5개년)동안의 234개 부서의 내부고객만족도와 내부경영성과평가

결과를 수집하였다.

연구모형에서는 부서의 내부고객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영성과도 향

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서의 내부고

객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평가군 특성과 평가 시행연차가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항을 배제하기 위해여 평가군별 내부고객만족도 평균과 평

가시행 연차를 통제하였다. 종속변수는 부서의 내부고객만족도 점수를

제외한 내부경영성과 평가결과(경영성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가설과

동일하게 내부고객만족도가 높은 부서일수록 경영성과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연구모형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에서는 내부고객만족의 개별

요인 중 어떤 측면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업무수행, 서비스개선, 서비스자세, 부서이미지 등 평가의 4개분

야의 개별요인의 내부고객만족도 점수가 높아질수록 경영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내

부고객만족도의 4개 분야의 8개 개별요인으로 설정하였고, 통제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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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는 연구모형과 같도록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4가지 가설 중

첫째, 업무수행 분야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서의 경영성과도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가설과는 반대로 서비스 개선분야의 경우 경영성과

와 (-)의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서비스 자세와 부서이미지 분야

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모형의 실증분석결과에 대한 의미있는 해석을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의 내부고객만족도, 내부경영성과평가 담당직원과 인터뷰 및 내부

경영성과평가 보고서 검토(p21)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부고객만족도

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 업무와 무관하거나 단기적 관점의 서비스 개선

은 오히려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된

친절함과 협조적 자세는 경영성과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즉, 연구결과에

서 나타난 것처럼 내부고객과 교류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의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할 때 경영성과도 함께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에서도 내부고객만족이 높을수록

경영성과도 향상되나, 주어진 임무를 책임있에 수행할 때 내부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노력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제 2 절 정책적 함의

BSC 성과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공공부문에 적용이 곤란하다는 의

견도 많았고, 평가만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을 받아왔다. 그 중심에는 고객관점과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측면이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외부고객만족은 경영성과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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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 본 연구를 통해 내부고객만족 역시 경영성과와

인과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경

영성과 보고서 검토한 결과 내부고객만족을 위해 대부분 시스템 개선과

친절성 교육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경영성과와 긍정적 인과

관계를 가지는 요인은 내부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 결과는 공공부문 BSC 성과관리체계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줄 것이라고 보인다

첫째, 공공부문 기관의 내부고객만족은 경영성과와 인과관계를 가지

고 있으므로,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내부고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검토했듯이 내부고객만족은 서비스 지

향적 마인드에 영향을 주고 이는 외부고객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공공부문 기관 특성상 외부고객의 만족은 경영성과 향상이라는

고객만족경영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민간기업과 같이 공공부

문 기관들의 지속적 발전은 결국 구성원이 만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평가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단기적 관점의 업무추진은 경영

성과와 연계성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공공부문 기관들은 평

가를 위한 평가가 진행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서들의

실증분석처럼 단순히 내부고객만족도 점수 향상을 위한 노력은 경영성과

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SC측면

에서 살펴보면 기업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측면의

평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의 니즈를 충실히 파악

하고, 본연의 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외부고객 측면으로 확대해 보면 기관의 고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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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소통하면서, 고객들의 니즈를 충실히 파악하여 설립목적에 부합한

임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는 것이 궁극적 경영목표를 달성한다고 할 수 있

다. 단순히 한해의 평가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 공공기관고객만족도 조

사대상 고객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사례를 여러 언론들을 통해 우리

는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관의 전략

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BSC 성과관리 체계는 각 관점으로 분류된 재무적․비재무적 측정지

표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개별 사업단위 전략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

이다. BSC에서 조직의 전략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조직의 전략수

준을 나타낸다. 공공부문에서도 BSC 성과관리체계는 효용성이 있고 이

는 조직의 전략 목표수준을 관리하는 성과관리 체계라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과관리체계도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성과관리체계를 설계하여 조직에 적

용하기에 앞서 개별지표의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위한 단기적인 활동을

지양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조직 구성원들이 성과관리 체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활동을 수행할 때 성과관리체계의 궁극적 목

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고객만족도와 내부경영성과평가결과

만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내부고객만족이 외부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경영성과도

향상된다는 논리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고객만족과 외부고객 만

족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2007～2012년(5개년) 외부고객만족도는 100점 만점 중 95점 이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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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객관화 될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공기업의 자료를

활용해서 공공부문 기업들의 내부고객만족도가 외부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기업들의 유형을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에관한 법률”

에서 분류하는 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 조직과, 지자체 등 정부기관으로 구분

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공공부문의 BSC 운영의 효용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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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on

Management Performance with foucus on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im Young Ik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Balanced Scorecard(BSC), as a tool of performance

measurement for corporation management, Especially in the public

sector. Recent public sector has been increasing criticism in the

evaluation The most important topic in the public sector is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in corpo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factors in the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effec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For this study, internal customer score four areas for 2007∼2012

years of the 234 departments in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were set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Results of

Operations for the same period as the dependent variab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 :



- 70 -

First, it shows us that While meeting the needs of internal

customers responsibly to perform a given task management

department and also was higher the more. When departments perform

their duties faithfully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nd overall

business performance will also be improved.

Second, The introduction of new services, the customer needs to

shorten the processing time to evaluate the degree of service

improvement areas that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rating factors

the higher the score, the lower financial performance which was

rather. The reason is simply,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unique

mission to improve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because the new

system is introduced. These activities improve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scores but the ultimate purpose, the management

performance can be interpreted as giving a rather negative.

Third, Services attitude such as kindness and ethics such as

department image are not related to the field of business performance

Friendly training without the expertise of mission that does not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As a result to increase individual assessment scores caused

inefficiency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Long-term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ir coporation. In this study confirmed that BSC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the public sector effectiveness

and the organization's strategic objectives is to manage the level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keywords : BSC,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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