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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정부경영평가를 받고 있고 그 평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면서 기관의 성과관리가 정부경영평가에 동조화되어 성과관
리의 왜곡이 발생할 것이란 가정하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정부경영평
가 지표는 기관의 내부경영평가에 대부분 100%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의 영향으로 기관의 성과관리 지표 운영에 제약을 받을 것이란
가정하에서 접근을 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구체적이고 실증적 사례연구를 하기 위해 경영평가 성
적이 우수하고 경영평가 전과 후를 비교하기 쉬운 기업을 선정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성과관리체계인 BSC관점과 회사 경영전략 측면
에서 정부경영평가 전후의 지표운영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더불어, 평가
주체의 변화로 인한 직원들의 내부경영평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경영평가가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
하여도 분석을 별도로 하였다. 또한, 정부경영평가가 내부경영평가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이 분야의 내부 전문가
인 기관 성과관리 전·현직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BSC관점과 경영전략 측면에서 내부 평가지표들이 회사의 장기적 성장
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골고루 지표가 관리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진
행을 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BSC관점에서 정부경영평가후에 본사 및 사업소의
가중치 및 지표의 수 변화가 긍정적 방향으로 바뀌었다. 재무적 관점에
쏠려있던 지표 가중치와 지표 수가 정부 경영평가로 인하여 고르게 분산
되어 모든 분야에서 균등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중하다
고 여겨졌던 재무지표가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중이 가장 낮게
관리 되고 있었고 경영전략 측면에서도 정부경영평가 후에 내부 평가지
표들의 가중치나 지표의 수가 균형을 잡아가고 있었다. 공공기관으로서
고객관점 지표의 비중을 늘렸고 기관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
세스 관점의 지표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 i -

또한, 내부경영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보면 평가에 대한 수용성,
평가지표 설정의 합리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분석해 봤을 때 모둔 분야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표설정의 합리성에서 직원들 대부분이 정부평가이후 예전에 비
해 내부경영평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고 이로서 성과에 따
른 평가가 더욱 안정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부경영평가로 인해 내부경영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회사의 성과관리가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
이란 우려와는 반대로 성과관리 체제인 BSC관점이나 회사의 장기적 경
영전략 측면에서 정부경영평가 이전보다 더욱 안정되고 균형된 모습으로
관리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부경영평가 수검을 위해 기관에서 준
비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회사의 장기 경영전략에 맞추어 회사를 운영
하게 되고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판단
된다. 따라서, 정부경영평가는 기관의 내부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며 이는 기관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간 성과가 좋았던 특정 한 기관에 대한 정부경영
평가의 영향에 대해 연구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그 범위를 확대하
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정부경영평가의 올바른 지향점을 찾아낼 수 있
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주요어 : 공공기관, 경영평가, 동조화, 성과관리, BSC, 만족도
학 번 : 2013-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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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
되는 기관을 말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2014년 현재
304개로서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87개이다.1) 이
들 공공기관은 그 규모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핵심
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2013년 총예산은 정부예산의 1.7배
인 574.7조원이고 2013년말 총고용은 27.2만명으로 국가 행정공무원의
40%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공공기관은 전기·가스 등의 에너지와 도로·
철도·항공등의 사회간접자본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고, 의료 및 사회 복지서비스와 보증·보험 등의 연기금 관리 운용, 국
민생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련 공적검사 실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개발 및 진흥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다.
이런 중요성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통제해 오고 있으며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은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부담으로 전환되므로 주
주인 국민을 대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
다. 특히,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핵심적 지배원리가 적용되는 공기업은
효율적 기업경영을 위해 상당한 자율성이 필요하지만 이윤추구에 치중할
경우 설립목표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
킬 수 있는 정부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오연천, 1996).
따라서, 정부는 적절한 관리수단의 하나로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공공
기관의 성과관리를 시행 중에 있다. 정부부문의 성과관리는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1) 기획재정부 발표 ‘2014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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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연도
별로 달성한 경영실적을 사전에 만든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
하여 그 결과를 기관장 인사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에 활용하고 있다.
1984년 처음 도입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경
영평가제도는 지난 30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의 국민경제적인 실적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관리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 왔다(장지인 등, 2013).
성과관리란 조직 구성원들을 성과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관리
도구라 볼 수 있다.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반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그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기관운영
및 정책에 반영하고,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촉진하는 일
련의 과정과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성과관리는 전략의 수행관리도구로서,
어떤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알고, 상사의 분명한 기대와 이해
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하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전략적 성과관리인 BSC를 주축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재 공공기관 성
과관리는 상부에서 하부조직에 걸쳐 비전과 전략을 정렬하고 비전과 전
략에 따라 Cascading으로 개개인까지 목표를 수립하여 재무, 고객, 프로
세스, 학습과 성장의 측면에서 기관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정
부경영평가의 비중이 증가하여 내부 성과관리 지표에 그 영향력이 확대
됨으로서 성과지표를 회사의 전략과 방향에 일치하여 관리하는 것에 소
홀해 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부경영평가와 내부경영평가간의 연계의 정도를
분석하고 연계지표의 정도가 기관 본연의 성과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 분석하였다. 공기업의 정부경영평가는 그 평가의 한계로 각 기관들
이 추구해야할 전략목표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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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임직원에게 끼치는 파급효과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기업들은
정부경영평가와 내부경영평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서 평가 득점을 관리
하고 있고 이 영향으로 성과관리 지표운영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졌다. 이런 측면에서 외부경영평가가 정부평가로 전환된 공기업의 성과
관리에 대해서 정부평가 도입전과 도입후를 비교해 봄으로써 정부평가가
공기업의 성과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내·외부 평가지표의
동조화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내·외부 평가의 동조화가 성과관리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평가가 내부평가의 공정성,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에 대해 분석해 보고 공기업 체제하에서 성과관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바른 지향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공공기관에서 정부경영평가를 대비해 기관 자체의 내부경영평가 지표
를 정부경영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기관의 중·장기
전략과 일치된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행하는데 걸림돌로서 작용되어 성
과관리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기관의 발전
을 저해할 것이다. 또한, 회사의 전략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위
성과관리 지표는 성과관리를 왜곡 시킬 수 있고 중·장기 성과관리 지표
에 대한 평가를 올바로 시행하지 못함으로서 성과관리의 질이 떨어질 수
도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정부경영평가나 내부경영평가 중 평가 자체에
대한 논의만 되어왔고 연계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성과지표간 상관관계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부족했었다. 정부경영평가에 의한 기관평가가
개별 기관의 성과관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
한 문제 제기나 논의는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양 평가의 관계에
서 나타나는 동조화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장단점 분석을 통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도출하여
성과관리 본연의 목적에 다가 갈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
은 공공기관 성과평가의 질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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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앞 절에서 언급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자료를 이용한 문헌 연구와 선행연구를 시행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
영평가 방법에 대해 분석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실증적 분석 과정을 거쳤다. 이론적 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통되는 부분을 추출함으로써 분석에 필요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정부경영평과와 기관 내부경영평과와의 연계정도에 대
해서 분석하기 위해 특정 기관의 경영평가를 심층분석하는 과정을 거쳤
다. 여기서 내·외부평가의 동조화 정도를 살펴보고 이로 인한 내부평가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경영평가를 받지 않았을
때와 받았을 때 임직원이 느끼는 평가의 수용성, 합리성, 적정성, 결과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의 동조화가 경영성
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구체적 실증자료를 보
완하기위해 평가업무 실무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시스템의 장
단점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향등에 대해 심층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층분석을 위해서 최근 공기업에 편입되어 평가를 받아 정부경영평가
와 내부경영평가에 대한 비교가 용이하고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체험
했으리라 예상되는 한 기관을 선정한 후 사례연구를 시행하여 분석의 신
뢰도를 높였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2011년부터 정부경영평가
를 받기 시작했고 평가의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공기업 2군의 「한국남동발전」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한국남동발전은 정부경영평가를 받기 전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에서
동종업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
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사와 같이 기업 특성에 맞는 발전사업 기
업으로서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2011년부터 발전회사들은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정부경영평가를 받아 사업분야가 다른 이종 업종과 경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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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평가방식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한국남동발전은 다른 발전사와 같이 정부경영평가 평가군 중 공기업2
군으로 분류가 되어 2013년 평가 기준으로 총20개 기관이 같이 평가를
받았다. 여기서 다른 업종과 평가를 같이 받게 됨으로서 평가항목에 따
른 유불리도 발생하고 기업의 특성을 정확이 반영하여 평가요소를 결정
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정부의 요구에 의해 경영평가에 따
른 성과급 차등의 격차가 심해짐으로서 임직원들의 평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평가의 공정성, 수용성을 더욱 높여야 하는 2중고의 상황에 놓
이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내부적 성과관리와 평가방식이 조정이 되고 내
부성과도 올리면서 경영평가도 잘 받아야 되는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하
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경영평가 지표가 기업내의 성과관리지표에 반영되는
동조화가 이루어 지게 된다. 이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면 여러 기관을 공
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이 되어있는 정부경영평가 지표가 그
보편성으로 인하여 기관의 성과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정부경영평가 전·후로 기관의 내·외
부평가 편람을 비교하고 실증적 분석을 위해 한국남동발전의 정부경영평
가 지표와 내부경영평가 지표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하
여 성과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과평가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지표의 비교는 현
재 남동발전이 성과관리 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BSC(Balanced
Scorecard) 시스템의 4가지 관점 즉 재무, 고객,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측면에서 양평가제도를 비교를 하였다. 그리고, 경영전략 측면에서 두 평
가 지표의 균형성을 살펴보아 동조화 정도 및 균형성을 살펴보고 분석을
하였다. 정부경영평가로 인해 경영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지표가 영향을
받았는지와 전략운영의 왜곡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살펴 보았다.
또한, 정성적 평가로 직원들의 내부경영평가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
았다. 정부경영평가를 받기 전인 2010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와 정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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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가를 받고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인 2013년도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
교해 봄으로서 정부경영평가의 득실을 고찰하였다.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0년도와 2013년도에 설문에 응한 동일 직원을 대상으
로 비교하였으며 설문항목이 변한 것은 제외를 하고 동일 문항에 대해서
만 분석을 하도록 하여 조사의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2010년도 응답자는
1,968명 중 911명 이었으며, 2013년도 응답자는 2,134명 중 537명이었다.
이중 2011년도 이후에 입사한 직원과 2010년이후 퇴사한 직원들이 제외
되고 대외파견이나 전출 직원등이 조사 특성상 제외되어 2010년과 2013
년 두해 모두 설문에 응한 조사자는 총 313명 이었다. 조사결과 분석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 WIN18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및 대응
집단간의 평균차이를 분석해 그 변화 추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경영평가 전·현직 담당자들의 경영평가에 대한 인식을 인터뷰
형식으로 평가의 수용성, 합리성, 적정성, 보상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
다. 또한, 경영평가의 전문가 측면에서 정부경영평가가 내부경영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더불어, 정부경영평가의 긍정
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과 적극 수용
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논문의 흐름은 우선 2장에서 공기업 성과관리와 성과평가에 대해서 개
념 및 BSC 성과관리에 대해서 살펴 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
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에 관한 연
구를 검토하여 기존 연구들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성과관리에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3장에서는 연구방향 및 평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내
외부경영평가 동조화에 따른 지표변화 분석방법, 성과평가의 설문조사
방법 및 인터뷰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내외부평가 지표변화를 BSC관점에서 내부 지표의 가중치
변화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결과를 나타내도록 한다. 또한 성
과관리 담당자들의 내외부평가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기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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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은 결론으로서 전체 논문의 요약 및 종합적 의견 제시로 실무적으
로 활용가능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 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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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성과관리
성과라는 용어는 공공부문에서 기관의 조직별, 사업별로 수행하는 행정
활동의 결과로서 예산집행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결과로 창출되는
결과물과 그 영향 및 파급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세구, 2003: 137). 즉, 어떤 일을 수행함으로서 얻은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며, 인력·재원·자원 등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각종 역량을 업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투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또는 사업등의
다양한 활동이 집행과정을 거쳐 이루어 낸 결과물을 의미한다(공병천·차
경엽외, 2006: 30). 따라서 성과는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서비스 형평성,
서비스 품질, 정부정책의 순응, 정부의 재정의 안정성등의 의미를 포함하
는 다차원적 개념이다(이윤식 외, 2005: 202-203). 성과는 어떤 일을 통해
얻은 직접적이며 1차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인력, 재원 등 각종 조직이 가
지고 있는 보유 요소를 업무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투입하고 이를 바탕으
로 이루어진 다양한 정책 또는 사업 활동들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집
행과정을 거쳐 생산해 낸 직접적인 산출물만이 아닌, 직간접적으로 사회
와 수혜자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하여 각종 사업 활동이 의도한 효과와
궁극적인 목적의 실현 정도인 그 영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공병천,
2009: 300).
이러한 성과개념을 바탕으로 성과관리의 일반적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
면, 성과관리란 성과계획서에 명시한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인 성과지표를
통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조직의 활동 및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이세구, 2003).
성과관리란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사업을 설계·시행하고,
목표하였던 산출과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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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시키는 과정을 나타낸다(고영선·윤희숙·이주호, 2004: 1). 즉 성과관
리는 계획-집행-측정·평가-환류의 기본구조로 이루어지며, 전략목표-성
과목표-세부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집행한 후에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여 얻은 결과를 조직, 인사, 예산 및 정책
등의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국무총리실, 2008: 8).
성과관리의 특징은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우선, 목표/전략을 중
심으로한 사업계획과 업무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둘째는 기관활동의
성과에 대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용으로 한다. 기관의 단일사업
이나 정책을 단위로 그 효과를 평가하는 사업/정책평가 및 특정한 분야
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평가와 달리, 성과관리는 기관이 존립하는 미션에
근거하여 기관의 운영실태와 성과를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됨
을 의미한다. 셋째, 결과측면에 초점을 둔 성과관리와 관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업활동에 대한 투입량 또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 및 결과를 기준으로 접근함을 의미한다. 넷째, 성과정보의
광범위한 활용을 의미한다. 이는 성과결과를 자원배분 등에 있어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성과와 보상을 구체적으로 연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한국행정연구원, 2005: 3).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들을 기반으로 성과관리 절차에 따른 주요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성과계획단계에서의 성과지표를 들 수 있다. 성과계획은 성과지
표를 통하여 구현되며, 이는 조직의 미션, 비전, 전략으로부터 도출된다.
이때 성과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은 성과관리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성과관리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성과관리의 목적인 기관의 비전달성 및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의 임무
와 장기적인 목표를 경영전략에 명시하고, 전략목표간 상호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성과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성공요인을 설정한다.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과계획 단계에서 최종적인 산출물로
서 측정·검증가능한 핵심 성과지표(KPI)를 도출하게 된다. 성과계획서에
는 기관 단위의 실질적인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설정되고, 이 것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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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 제시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이는 연도
별 내부경영성과평가편람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이를 통해 조직 단위별
목표의 설정이 명확해진다.
둘째, 계획집행단계에서의 실행으로서 성과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실행을 의미한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인 업무계획을 설
정하여 조직단위별 보유하고 있는 예산, 인력 등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
으로 배분, 투입하여 실행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조직단위
목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구체화된다. 여기서
성과관리의 세번째 요소인 측정/평가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조정 등 환
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 성과의 측정/평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성과관리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과정을 점검하고 측정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과모
니터링과 성과측정 및 평가가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성과점검의 세
부내용은 과제해결을 위한 자료수집, 재무성과의 측정, 재배정 검토 등이
고, 성과 측정과 평가의 세부 활동내용은 성과결과 측정 및 평가등으로
구성된다(신승호, 2006: 48). 여기서, 성과관리의 수단이 ‘평가’나 ‘측정’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 즉, 성과평가는 특정시점의 상태를 측정
하여 성과보상과 연계하려는 과거지향적이며 결과지향적인 성격이 강하
며 타인에 의한 평가로 대부분 이루어진다. 또한, 성과평가는 개인의 보
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서열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성과의 측정은 설정된 성과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목표치나 기대
치와 비교하는 작업을 말하며, 대부분 자기에 의한 측정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한편,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의 성과개선 활동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윤수재 등(2008: 34)은 평가가 정책결정자들의 기대를 맞추지
못하며,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되므로, 미국 등 성과평가가 일찍 발달
한 국가들에서 성과평가보다는 관리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한
다. 오늘날 성과관리시스템은 평가위주에서 모니터링과 측정 위주로 바
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환류이다. 성과측정 및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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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업무계획서나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달
성도와 성과결과, 성과목표 미달분야 및 조정분야와 사유, 종합평가 결과
를 도출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계획수립과 자원배분과정에 피드백함으로
써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올리는 데 활용된다.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
적으로 배분하고, 성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알아내고
이의 개선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조정과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한다. 성과정보는 기관의 차기 전략목표, 예산편성, 자원할당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된다. 따라서 성과정
보를 목표수준의 달성여부만으로 단순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보상의 수
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피드백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기관의 학습을 통
한 조직의 성장과 가치실현이 성과정보 피드백의 궁극적인 목표라 하겠
있다(국무조정실, 2005: 25, 84).
전통적 성과측정 논의는 경영학에서 발달한 관리회계시스템을 바탕으
로 공공기관에 적용하였으므로 많은 수의 성과지표들이 재무지표에 한정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과측정 방법은 수익, 원가 등의 재무적 정보
를 사용하기 떄문에 전략 목적 성취로 정렬된 일관된 행동을 발생시키지
못하며, 비재무적인 성과를 소홀히 다루고 또한 각 분야의 다양한 성과
정보를 제공하기 힘들다. 그리고, 성과지표들이 조직의 목표를 향하여 인
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전략적 학습이 이루어 지기 힘들다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재훈·최홍석, 2007: 5).
이러한 전통적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성
과관리시스템을 위한 여러 기법들이 요구되었다. 유무형 자산의 효율적
활용, 전략적 목표와의 조화,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인 예측지표와 성과
지표의 개발 필요성, 경영전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판다기준 등이
그것이다.
공공분야에서의 성과관리는 공공분야의 성과를 개선·제고·증진할 수 있
도록 통제·점검하는 모든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협의와 광의로 나
눌 수 있다. 우선, 협의의 성과관리를 보면 투입-과정-산출-결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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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전통적인 성과관리방식은 투입이나 과정에 관점
을 두고 있으며 최근의 성과관리방식은 산출 또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광의의 성과관리는 4단계의
과정인 투입-과정-산출-결과를 모두를 포괄하되 가급적 각각을 핵심화하
는 방식이다. 즉, 투입-과정-산출-결과로 연결되는 4단계는 어디에 중점
을 두느냐에 따라 경제성과 능률성 및 효과성의 가치가 강조되는 것이다
(임우진, 200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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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기관 경영평가
1. 외부 경영평가
공공기관의 외부 경영평가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정부의 공공기
관에 대한 사전적 관여를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기관 경영과 운영을 하여, 사후에 경영성과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
고 경영진에게 경영책임을 묻는 제도이다(유훈 외, 2011: 413). 즉, 공공기
관이 일정기간 동안에 달성한 경영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과
거의 성과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가 제대로 작동하
기 위해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을 미리 지표로 설정하고 나중
에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은 경영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성과감사적인 특성을 갖게 되고 공공기관의 사후적 경영 통제로서
의 의미를 지닌다(박용기·송영렬, 2007).
경영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정부와 공공기관이
성과계약을 통해 관계를 재정리하도록 만들어 준다. 둘째, 공공기관 경영
진이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
준다. 셋째, 공공기관 경영자에게는 경영효율성 제고하게 하고 조직구성
원에게는 목표달성에 대한 동기와 책임의식을 부여 할 수 있다. 넷째, 공
공기관 최고경영자에게 경영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기업이 상업적
인 추구 사항과 공익적인 추구사항을 조화시키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가
지고 있는 대리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다섯째, 경영혁신
을 이루기 위한 시장원리와 경쟁원리를 공공기관에 도입함으로서 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촉발시킬 수 있다. 여섯째, 평가결과가 공공기관의 경영에
환류되어 우수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일
곱째,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박석희, 2009).
경영평가의 역할로서 첫째,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경
영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준다. 경영평가편람의 작성과정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한다(곽채기, 2010).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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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영평가 지표의 선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방침을 제시해 주는 향도
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이영길·백정선, 2011), 탄력적인 경영목표의
설정과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한 공공기관의 자기목적 추구, 동기유발요인
상실, 위험을 회피하려는 행동 등의 문제를 최소화한다(박석희, 2007).
둘째, 경쟁과 성과중심의 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
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간에 경쟁 환경을 만들
어 경영혁신을 하도록 촉진하고 벤치마킹할 경영혁신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영길·백정선, 2011).
셋째, 공공기관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진단 및 경영개선을 유도한다.
경영평가결과로 얻게 된 다양한 정보들을 경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진단
과 시정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자발적 문제해결으로 유인을 증
가시킬 수 있고 종결장치가 없는 공공기관 운영의 한계점를 보완할 수
있다(박석희, 2007).
넷째, 최고경영진의 임면의 기초 뿐만이 아니라 경영의 투명성 확보 측
면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 경영실적에 관련된 자료가 국회 및 국민등 모
두에게 공개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한층 확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
다(이영길·백정선, 2011). 또한,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연동하여 금전적뿐
만 아니라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 직원
들의 보상기대를 만족시키고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통하여 공공기관 경영
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고객만족 경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
서 형성 등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곽채
기, 2010). 즉, 경영평가의 결과가 최고경영진의 인사에 기초자료로서 경
영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1.1 평가제도의 발달 과정

우리나라에서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68년에 공식적으로 도입되
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정부의 과도한 사전통제로 인하여 공기업에 대
한 경영관리수단으로 경영평가제도가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오
연천·곽채기, 2003: 123). 이는 자체적으로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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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준으로 요식행위에 머물러 거의 모든 기관이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는 등 동기유발이 될 수 있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의 연관성이 부족하
였기 때문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08: 6). 공기업 성과관리제도는 1984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시행이후인 1985년부터 의미있는 역할을 시
작하였다. 1984년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내부평가제도 내실
화' 지표가 신규 공공기관 평가에 적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내부평가제
도가 구축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기관
경영의 전반에 걸쳐 매년마다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경영에 반영하도
록 하고 있으며,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되며 기관장
해임도 가능하다. 따라서 오늘날 공공기관의 내부경영평가제도가 경영관
리제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경영평가지표의 한 분야로서 내부
경영평가지표의 합리성, 평가제도 정착노력 및 평가결과 활용 적정성을
정부에서 관리하여 온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다(오연천외,
2003: 364).
2007년 이전에는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제도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로서 경영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다 강화되고 전반적으로 공기업 관리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가 더욱 확대되었다. 다시 말해 경영평가체계가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
로 양분되고, 지표체계와 평가모형이 더욱 체계화되었으며, 상여금의 지
급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인사 예산 조직운영 등의 모든 분야에
서 공기업의 자율 책임경영체제가 좀더 확대되었다(오연천외, 2003).

1.2 현 제도 및 운영방식

정부의 공기업 등 평가유형의 분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 2-1>과 같이 공기업·준정부기관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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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표 2-1> 평가유형 기준
유형구분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Ⅰ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
무로 하는 대규모기관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Ⅱ 공기업 중 특정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
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
50인 이상이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기금관리형 이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중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
관 (강소형기관은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
준정부 위탁집행형 이 50인 이상이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중에서 위탁집
기관
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강소형기관은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탁집행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500인 미만인 기관과
강소형 형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위탁관리하
는 기금자산 포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이 500인 미만인 기관
출처 : 기획재정부(2013)
평가 절차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평가방법과 기준을 정한 평가 편람
의 작성으로부터 시작한다. 평가 편람은 평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결
과에 따른 조치 사항 등 평가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법
률 제47조에 따라 평가 대상 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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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고서를 미리 규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
부 장관은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제고측면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인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경영실적 평
가를 시행한다. 경영평가단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영평가단은 제출된 실적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
가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기관의 현장방문, 임직원의 인터뷰
등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해 6월 20일까지 평가 대상 공공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끝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경
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리더십·책임경영-경
영효율-주요사업의 3개 범주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다.
<표 2-2>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범주별 주요평가 내용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리더십·책임경영 리더십, 책임경영, 국민평가, 사회적 기여
업무효율,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재무예산 관리
경영효율
및 성과, 보수 및 성과 관리, 노사관리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
주요사업
으로 평가

출처 : 기획재정부(2013)

평가범주 및 평가지표의 구성체계는 <그림 2-1>과 같이 구성되어 평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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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평가범주 및 평가지표의 구성체계

* 밑줄은 유형 또는 기관에 따라 평가지표 또는 세부평가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는 지표
* 주요사업은 기관별로 5개 이내로 구성

출처 : 기획재정부(2013)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표2-3>과 같이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등급구간은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등을 이
용하여 평가결과 확정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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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탁 월
(S)
우 수
(A)
양 호
(B)
보 통
(C)
미 흡
(D)
아주미흡
(E)

<표 2-3>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등급
수 준 정 의
모든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
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일부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
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
도가 필요한 수준
출처 : 기획재정부(2013)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크게 기관에 대한 관리상의 조치, 기관장에
대한 인사상 조치 또는 성과급 지급에 활용된다.

2. 공공기관의 내부 경영성과평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내부 경영성과평가 시스템으로 전략관리시스템
이라 할 수 있는 BSC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내부 경영성과평가는
BSC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내부 경영성과평가 관
점에서 BSC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Kaplan and Norton(1992)에 의해 개념이 정립된 BSC는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의 균형 관리를 중요시하는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으로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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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뿐만아니라 기업으로 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신홍철·김육덕,
2003; 김진환 등, 2007). BSC는 균형성과관리로 표현하며 균형잡힌 성
과평과표라는 뜻으로, 미션, 비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성
공요인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관점에서 모색한 성과 측정 지표를 말한다.
BSC의 특징은 전략과 명확한 연계가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며 내부 소통 촉진의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재무적 관점
과 함께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의 4가지 시각에
서 성과 지표를 도출한다. 성과지표는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 장기지표
와 단기지표, 선행지표와 후행지표, 그리고 내부지표와 외부지표 등으
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특징은 모든 지표들 간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고,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즉, BSC는
여러 성과지표들간의 종적이고 횡적인 인과관계를 정리하여 전략지도로
나타내고, 각각의 단계에서 이루어야할 구체적인 목표를 보여주며 조직
전체의 전략과 부서 성과지표들 간의 인과관계를 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킴
으로써 구성원들이 미션, 비전, 전략, 실행과제로 이어지는 전략적 사고
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aplan and Norton, 1996b).
BSC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전과 미션에 기반으로 전략과 목표를 측정지표와 연계하고 이 지표를
4가지 관점에서 균형있게 관리하기 위한 성과관리도구라고 정의될 수 있
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국내 기업들이 BSC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도 조직의 목표설정 및 조직간 의사소
통, 경영성과 평가등을 위해서 BSC를 이용하고 있다. BSC란 재무지표에
편중된 기존 성과평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마련된 성과평가시
스템으로서 조직의 비전과 전략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요소를 재
무적 관점, 고객관점,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관점에서
균형 있게 평가하는 새로운 전략적 성과평가 시스템으로(Olson& Slater,
2002: 11-16), 조직으로 하여금 전략을 확인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활동으
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통합된 전략적 성과관리기법이라고 볼 수 있
다. (Bremser 외, 2000: 24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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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기업과 정부의 BSC 도입과 사용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이유는, 이 시스템이 조직 전체의 전략
과 비전을 조직구성원들 각자에게 구체적인 행동목표와 연계하게 함으로
써 전략의 수립과 실행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조직의 운영시 목표 지향성이 한층 강화되고 조직전략에
대해 일치감을 형성함으로써 조직의 효율과 능률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조군제 2002).
지속적인 성과관리의 제도로서 BSC 시스템의 역할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BSC 시스템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수립의 기본방향
을 제시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실제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이다. BSC 시스템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창출의 원천을 ‘관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조직화하여 구체화시킴으로써, 전략수립의 프레임을 제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핵심가치가 어떤 부문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성과를 최고로 끌어 올리기 위한 구
체적인 활동으로 조직 및 구성원을 이끈다.
둘째, BSC 시스템은 성과의 체계적 점검을 통해 경영과 관련된 현상
과 결과에 대한 원인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게 하며, 그 현상에 대한 시
의적절한 전략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은 경영시에 목표
와 전략을 설정하고 추진해 가지만 도중에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대내외
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과관계에 의한 전략지도를
통하여 원인을 추적하고 현상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을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와같은 인과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BSC 시스템은 기관내에서 전사적인 전략에서 시작하여 각각의 하
위 조직 전략과 이를 이행하는 조직 개별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이루어야 할 활동들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최고 경영자들에게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기적 체계를 제공하여 준다.
셋째, BSC 시스템은 기관의 전략 달성을 위한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
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역할을 하며, 기관의 자원을 핵심역량에 집
중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기관들은 아직 자신의 조직이 무엇을 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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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무엇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지니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 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사적인 자원관
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유용하다.
실제로 BSC 성과관리 시스템은 전략과 실행계획, 자원관리, 활동방안
등의 통합을 통해 실제로 이러한 유기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한 조
직의 업무과정은 여러 단위의 하위 부서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의사소
통이 원활치 않으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에 BSC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 시스템은 기관 전체의 역량집중과 의사
소통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직구성원에게 조직의 비
전 및 전략, 경영목표를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기능도 가능하며,
단위 조직 및 조직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충되는 목표를 조정하는 역
할을 하고, 기관과 개인의 성과에 대한 정보제공과 환류를 통해 지속적
으로 성과 달성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성과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환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를 제공하여 준다. 이 경로를
통해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 경영참여를 통한 성과향상을 이루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이창길, 2006: 130-132).
하지만, BSC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성과중심 조
직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생성
되었다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강제에 의하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비자발
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BSC에 대한 실증분석 사례에서 시스템 도입에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
고 실제적 활용도는 떨어져 시스템 도입의 의의가 떨어져 있음을 지적하
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BSC가 공공부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
속적인 성과관리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낳았다(김은 외, 2007; 강윤호, 2010; 김관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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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정부경영평가와 성과관리, 평가제도, BSC, 경영전략과의 관계를 분석
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성과관리 및 경영평가에 관련하여서는 많은 논
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숙찬(2014)은 기관특성과 경영평가 결과
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기관의 규모가 크고 수익성·성장성이 높고 기관
장의 재직년수가 오래될수록 종합평가점수가 높았고 기관규모가 크며 시
장형 공기업에 속한 경우 비계량지표의 점수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진상
기(2012)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피 평가 기관에 조직적·개인적 차원
의 인센티브 보다는 기관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영향이 큰 경영평가 순
위 그 자체에 매료되어 경영평가에 동조하고 있다고 하고 기관이 평가서
열에 몰입할 수 밖에 없는 ‘서열 훈육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개별적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에서 박용성과 남형우(2011)는 공공기관
의 규모, 재무건전성, 역사성 등 기관의 외형적 특성이 경영성과평가 결
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경영성과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무건전성
과 관련된 정성적인 평가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석희
(2006: 526)는 공기업 성과관리와 조직생산성간의 영향분석 연구를 통하
여 경영성과평가에 의한 공기업성과관리가 강화된 후 공기업의 조직생산
성이 증가되었고 공기업 조직역량이 조직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되
었었다고 하였다. 또한, 곽채기(2003: 123)는 공기업운영에 있어서 성과
중심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사
후적이고 유인적인 성과관리제도가 강화되어 평가결과의 차년도 경영 피
드백되고 경영성과와 보상과 연계하며 정부의 사전적 개입을 최소화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공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촉진하여 조직생
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논의하였다.
조택(2007: 310)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는 세계적으
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런 평가제도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들의 경영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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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경영기법 도입을 촉진하였으며, 경영효율화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
를 하였음을 주장한다. 다만, 이은경(2007: 94)은 13개 공기업의 경영효
율성 분석을 통해 공기업은 전체 자산, 매출액 증가 등으로 외형의 성장
은 이루었지만 매출액 순이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
은 개선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하여 연구되
고 검토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지인(2007: 113-114)
은 50개의 중앙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성과관리의 과
열경쟁으로 조직인화의 저해가 일어난 점과 낮은 목표설정으로 쉽게 성
과 달성이 가능한 지표의 만연에 따른 성과평가 왜곡 현상을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공동성 등(2006: 200)의 행정자치부 성과관리제
도 분석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조직원들의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과관리를 평가
제도와 연계하면서 조직의 전략적 목표보다는 평가의 편의성에 더 주안
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윤상오(2005: 18-20)는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는 매
우 어려우며,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달성이 힘들거나 평가에 불리
한 지표가 누락된다고 하였다. 또한, 좋은 점수를 위해 목표치의 보수적
설정 등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을 주장한다. 황성원·김한창(2007: 15-16)
은 성과측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시 총체적인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불신
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과 평가의 객관화를 위하여 계량화 작업이 중요
함을 강조했다(2007: 118-121).
그리고,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
향과 바람직한 성과관리제도 구축방향에 대한 연구와 검토된 주요 내용
들을 다음과 같다. 이석환(2012)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를 보면 성과관리자체의 한계가 있다
기 보다는 최고경영자의 이해와 의지, 조직성과와 개인성과와의 연계, 성
과목표를 위한 성과지표의 설정, 측정된 성과정보의 활용, 조직내 부서간
협력유도 등에 대하여 현실에서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 24 -

대한 분석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박개성·곽태우·김형진(2002: 324)은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성과지표는 비전과 전략을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그룹의 각 계층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유기
체에 대해 일관된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성과
지표 수는 일반적으로 7～13개를 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장기와 단기,
재무적인것과 비재무적인 것, 과정과 결과지표가 균형을 이루어 평가되
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오연천·곽채기(2003: 133)는 정부 경영실적평가제도는 소기의 정책목표
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평가지표가 지녀야할 이상적인 조건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표체계에 대하여서는 평가자나 평가시
점의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둘째,
지표체계가 기관의 경영개선에 기여하여야 하며,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표는 경영환경 변화 등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넷째, 기관의 사업
성격이나 사업구조 등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햐 하며, 일관적이고 포
괄적이어야 한다. 여섯째, 평가를 위한 보고서 준비 등 도가 지나친 부담
과 비용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석환(2008: 269-270)은 성과평가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
과평가방법과 운영이 타당하게 인식되어야 하고, 올바른 성과지표를 설
정하고 이의 활용이 조직성과에 실용적 이라고 인식되어야 하며, 평가결
과의 보상이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분배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주장한다. 장지인 등(2007: 115)은 정부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개
선을 위해 구성원들의 성과향상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 효과가 높아질 수
있록 성과평가결과와 성과보상과의 연계 강화 뿐만 아니라, 성과보상방
법의 활용에도 정부부처에게 자율권을 주어져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방지, 경영개선 등과 같
은 다양한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박석희(2009: 1-2)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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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가제도에 대해 첫째,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의하고
명문화하여 정부의 무분별한 경영 개입과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고 둘째, 공공기관 경영진이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였다. 셋째는 경영성과평가를 통
하여 공공기관 경영자에게 경영효율성 제고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동
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에게 목표 달성에 대하여 책임 의식
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넷째, 공공기관 최고경영자의 경영 목표
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윤추구 측면
과 공익 추구 측면의 조화를 통해 공공기관이 지닌 대리인적 성격 형태
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이
라고 지적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이 내·외부로부터 경쟁 압력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경영평가제도는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시장 원리와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혁신적 기
업가 정신을 촉발할 수도 있다. 여섯째, 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의 경영에
피드백되어 경영 개선을 이끌어 내는 관리 순환의 과정을 구성하고 있음
으로 평가 과정에서 경영 현안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으며, 우수한 제도와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노력을 적극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데 상
당한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공기업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공익성을 충족하고 하나의 ‘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기업성과 효
율성에 대한 요구 및 정치적·관료적 통제 요구 등 서로 상충되는 요구를
조화시켜 주는 공공기관 개혁의 효과적 대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경영평
가제도는 공공기관 경영성과 관리와 자율적 책임경영체제을 구축하기 위
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조택, 2009: 35). 하지만, 평가의
부담, 부적절한 평가지표, 평가의 공정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 되기
도 한다. 평가제도가 꾸준히 진화되어 상당부분 해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존재한다.
성과관리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보면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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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측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비교를 통한 성과관리 차이분석
연구, 기관내 구성원들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하여 수용도제고를 위한 설
문분석을 통한 연구, 기관내 성과관리 운영제도의 이론적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연구 등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성과는 경제성, 생산성, 효과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경
제성이란 투입관점을 강조하는 용어로써 생산요소와 투입비용의 최소화
를 의미하며, 생산성이란 산출관점을 강조하여 투입 대비 산출이나 투입
대비 활동수준으로 평가하고, 효과성은 산출 대비 효과 또는 결과를 가
지고 측정한다. 정부의 사업에 대한 투입을 보면 이는 자본 또는 인력과
같은 생산요소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입을 기반으로 정부는 직접적
결과를 산출하고, 산출 결과로 변화하는 것이 결과나 효과라고 할 수 있
다.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성과는 통념적으로 계획했던 목표에
대한 달성정도를 의미하고 있다.
BSC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BSC 도입이 반드시 조직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또 BSC 정착과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충족시켰다고 반드시 BSC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BSC 도입효과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BSC 도입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 이창대(2012)는 성과관리체계와 균형성과표를 연계를 시
도하였는데 리더십과 전략을 비전과 전략으로 연계하였고, 경영시스템의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는 학습 및 성장관점으로 연계하였다.
또한 성과관리체계와 경영정보관리 측면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으로
연계하였으며 경영성과를 고객과 재무적 관점에 연계시킬 수 있음을 분
석하였다.
BSC 도입효과 영향요인에 대한 국내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신철
(2009)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 중에서 프로세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경영역량 요인, 성과관리시스템 요인,
최고경영자 리더십과 조직문화 요인, 보상체계 요인의 순서로 경영성과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오상회·지성권(2008)은 정부조직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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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C가 조직성과 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비치는 요인으로서 비전과 전
략의 명확성과 환류의 적절성, BSC 도입경과 기간 및 조직규모 등을 보
고하였다.
BSC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강상원(2012)은 구성원의 수용성 확
보, 성과관리에 적합한 직무특성, 전략몰입이 BSC도입효과에 직·간접적
으로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 영향 요소를 중심으로 BSC 성과관
리 시스템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를 높여, 성과관리가 용이하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며 조직전체 전략을 쉽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집중
형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BSC 도입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홍석·김재훈·정재진(2007: 145)은 공공기관 경영성과의 영
향요인 분석을 통해 BSC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관이나 자체 평가체계
를 구축한 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경영성과가 양호하다고 주장하
였고 평가결과를 인사분야에 반영함으로써 조직몰입과 동기부여를 촉진
시킨 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경영성과가 월등하게 양호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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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분석틀과 남동발전의 성과관리
제 1 절 연구대상 및 분석의 틀
우선 평가를 위하여 최근에 평가방식이 정부경영평가로 바뀐 공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대상기
업으로 2010년까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에게 평가를
받아오다가 2011년부터 공기업으로 분류되어 정부경영평가를 받게 된 한
국남동발전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림 3-1> 연구분석틀
내·외부경영평가 동조화에 따른 지표변화 비교
○ BSC관점에서 내·외부경영평가 지표 변화
○ 경영전략 관점에서의 내·외부평가지표 지표 변화
(외부·내부 평가편람 분석)
내·외부경영평가 동조화에 따른 성과평가 인식의 변화
○ 직원의 만족도 / 지표설정의 합리성 / 평가방법의 적정성
○ 평가결과의 활용 및 보상
(설문조사, 인터뷰)
⇩

평가 동조화가 성과관리에 미치는 영향
평가 동조화가 성과관리의 공정성,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공기업 체제하에서 성과관리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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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은 정부경영평가를 받기 전에도 그룹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사
최고 등급을 획득하였고 정부경영평가를 받을 시에도 2년 연속 ‘A’등급
을 획득하는 등 경영실적이 좋아 성과관리 변화를 비교하기에 좋은 여건
을 갖추어 연구의 질적 향상에 좋은 모델이 되어 줄 수 있다고 본다.
분석은 2010년도 한국전력공사에서 평가를 받을 시기와 2013년 정부평
가를 받은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성과관리지표의 변화와 내부 구성원
들의 성과평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양 시점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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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절차
1. 정부경영평가에 따른 지표변화 분석
외부경영평가 측면에서 한국남동발전은 2010년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5개 발전회사와 같이 경영실적을 평가받았고 평가지표는 <표 3-1>과
같이 계량지표를 70점, 비계량 지표를 30점으로 하여 계량지표 9분야(세
부 19항목), 비계량 분야 11개 분야로 하여 평가를 받았다. 정부경영평가
3년차인 2013년에는 <표 3-2>와 같이 계량지표 49점, 비계량지표 46점
으로 계량 13개분야(세부 22항목), 비계량 11개분야로 평가를 받았다. 한
국남동발전의 내부평가를 보면 <표 3-3> 본사 기획처의 지표변화 예나
<표 3-4>의 사업소 평가 지표 변화의 예처럼 2010년에는 평가지표가
본사는 44개 지표, 사업소는 13개 지표를 평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본사
73개, 사업소 19개 지표를 평가하였다. 여기에 2012년부터 사업소의 경우
고유지표를 신규로 생성토록 하여 공통관리지표가 아닌 사업소 자체내에
서의 별도 지표도 관리하게 하였다. 사업소의 경우는 추가로 2～3개의
지표를 더 생성하여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외부평가의 주체가 바뀌면서 지표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음에
주목하여 BSC관점에서 외부평가 및 내부평가 지표의 변화를 분석해보
고 경영전략과 내부평가지표의 연계성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재무, 고객,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측면에서 지표를 분석하고 특정
관점에서 한쪽으로 편중되었는지와 기업의 장래를 고려하면 문제가 없는
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연구해 보았다.
또한, 성과지표는 회사의 경영전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표가 설정되
어야 한다. 한국 남동발전의 4대 경영전략은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확보, Global 경영확대, GWP 조직문화 구축이다. 이 전략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 전략들에 맞춰 지표들이 균
형있게 각 지표에 설정되어야 한다. 이 점에 주목하여 정부경영평가를
전후하여 이 균형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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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010년도 발전회사 경영실적 평가 지표 구성
계량지표
비계량지표
지 표 명
배점
지 표 명
배점
경영진리더십
4점
발전원가절감
30 점
전및전략
2점
설비 신 뢰 도
8 점 사 장 비이사회·경영공시
2점
계통 기 여 도
7 점 리더십 투명경영·감사
2점
전기품질향상
5점
노사 선진화
4점
금융비용절감
2 점 경 영 연료수급효율
4점
3점
투 자 효 율
1 점 성 과 설비 신뢰도
그룹경영발전
3점
그룹경영발전
9점
2점
정부권장정책
5 점 경 영 예산재무관리
조직인사관리
2점
시스템
청 렴 도 지수
3점
정부권장정책
2점
계
70 점
계
30 점
출처 : 2010년도 6개 발전회사 경영실적 평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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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국남동발전 2013년 정부경영평가 지표총괄표
평가범주

지표명

1. 리더십
2. 책임경영
리더십· 3. 국민평가
책임경영 4. 사회적 기여
(1) 사회공헌
(2) 정부권장정책
1. 업무효율
㉮ 노동생산성
㉯ 자본생산성
2.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관리
(2) 재무예산성과
경영
㉮ 총자산회전율
효율
㉯ 이자보상비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3) 계량관리업무비
4. 보수 및 성과관리
(1) 보수 및 성과관리
(2) 총인건비 인상률
5. 노사관리
1. 발전설비 운영사업
(1) 발전설비의 합리적 운영
(2)-㉮ 비계획손실 저감실적
(2)-㉯ 고장정지율 글로벌 경쟁력
2. 발전연료 수급사업
(1) 연료구매 효율화와 수급안정성
주요
(2)-㉮ 유연탄 도입단가 글로벌 경쟁
사업
력
(2)-㉯ 유연탄 안전재고 확보실적
3. 발전설비 건설사업
(1) 발전설비 건설 적정성
(2) 건설사업 종합공정률 관리
4. 미래성장사업
(1) 미래성장사업 육성 및 활성화
전체 합계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5
5
3
3
2
2
4

5
(6)
3
3
(6)
2
2
2
2

2
4
(6)

2
4
4
3
3
3
3
(7) (13) (20)
7
7
6
(6) (11) (17)
6
7
4
(6) (3) (9)
6
3
(4)
(4)
4
46 49 95

출처 :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편가편람(2012. 1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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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6)

<표 3-3> 한국남동발전 본사 기획처 지표의 변화

2010년

2013년

지표명

배점
지표명
총원가
30 총원가
윤리경영 온라인 교육
2 윤리경영 활동실적
제안 건수 및 실시 제안율
3 혁신활동 등 수익창출
회사평가노력도
5 회사평가노력도
경영방침 및 책임경영 이행노력도 10 경영방침 및 책임경영 이행노력도
총 차입금 이자
10 자본생산성
순 외환차익
10 계량관리업무비(계량)
상반기 투자비 조기 집행
10 중장기 재무예산 계획수립(비계량)
전사 인당 봉사활동 마일리지
7 기관 자산운용 개선(비계량)
내부평가 만족도
6 적정 부채관리(계량)
전사 IT 서비스 만족도
7 경영공시 및 정보공개(비계량)
이사회(비계량)
정부권장정책
사회봉사활동(비계량)
노동생산성(계량)
조직관리(비계량)
경영효율화(비계량)
성과관리(비계량)
경영진의 리더십(비계량)
정보보안 관리수준
합계
100
합계
출처 : 한국남동발전 내부평가편람(2010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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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6.4
4
5.6
10
10
4
4
4
4
4
4
4
4.8
2.4
4
4
3.2
4
9.6
4
100

<표 3-4> 한국남동발전 사업소 평가지표의 변화
2010년
2013년
지표명

배점
목표이익
30
발전원가
15
청렴도
4
노사관계 안정화
5
사회적책임 심사점수(KSMI) 2
중소기업 지원노력도
2
상반기 투자비 조기 집행
1
비계획 손실률
10
계획 손실률
10
품질관리
1
재난안전관리
3
제안건수 및 실시 제안율
2
경영방침 및 책임경영 이행노력도 15

배점
목표이익
4.85
계량관리업무비 절감액
4.85
청렴지수
4.85
계약관련 투명성 향상
0.81
합리적 노사관계 노력
4.85
사회적책임 심사점수(KSMI) 3.23
동반성장 실적
0.81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활동 1.62
정부권장정책(5가지)
4
RPS 이행실적
3.23
비계획손실률
4.85
고장정지율
4.85
발전설비의 합리적 운영(확대) 3.23
시스템기반
뢰도 향상 정비 및 설비 신 2.44
전력거래 신뢰도 제고
2.44
품질관리
3.23
재난안전관리
6.47
정보보안 관리수준
3.23
혁신활동 노력도(확대)
4.85
사업소 고유지표
11.31
경영방침 및 책임경영 이행노력도 10
회사평가노력도
10
계
100
계
100
출처 : 한국남동발전 내부평가편람(2010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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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2. 정부경영평가에 따른 성과평가 만족도 비교

기관 내부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전평가를 받았을 당시와 정부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임직원들의 성과평가에 대한 만족도, 지
표설정의 합리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평가결과의 활용 및 보상제도의 변
화 정도를 분석했다. 즉, 각 항목들간의 5점 척도치를 2010년과 2013년
두 시점간에 변화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설문은 2010년 설문조사 항목과 2013년 설문 조사항목 중 설문문항이
변하지 않은 총 12개항목으로 분석을 하였고 직원만족도 2문항, 지표설
정의 합리성 4문항, 평가방법의 적정성 5문항, 평가결과의 활용 및 보상
제도 1문항을 분석하였다. 설문은 매해 연말에 사내망을 통하여 온라인
설문 방식을 채택하여 조사가 이루어 졌다. 직원 2,000여명 중 2010년에
설문참여자는 913명이었으며 2013년도 설문에 참여한 직원은 537명이었
다. 이중 2010년과 2013년에 모두 설문조사에 응답한 직원은 313명으로
두해년도에 모두 응답한 직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여 결과의 신뢰
성을 높였다.
설문 문항은 <표 3-5>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설문은 Likert척도를 이
용하여 등간척도로 구성되었고 1점은 ‘전혀 아니다’, 2점은 ‘아니다’, 3점
은 ‘보통’, 4점은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3점
이상이면 보통수준 이상(효과가 있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3점 이하이면 보통 수준 이하(효과가 없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
한다.
내부평가의 수용도, 평가지표 설정의 합리성, 평가방법의 적정성은 각
항목의 점수를 영역별로 평균을 산출해 분석을 시행하였고 항목이 하나
인 평가결과 활용 영역은 평균산출 없이 분석을 하였다.
패널 조사에 의한 설문이 아닌 관계로 설문의 내용이 매 해 조금씩 바
뀌어 같은 문항이 적어진 관계로 설문 분석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정
부경영평가 시행전 내부경영평가 담당자 2명과 정부경영평가 시행 후 담
당자 2명과의 집중 인터뷰를 통하여 설문항목에 대한 추가 자료 조사를
시행하였다. 즉 실무자의 입장에서 현 시스템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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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논의하여 설문에 의한 분석의 왜곡을 최대한 줄였다.
이 결과를 가지고 평가 동조화 진행된 공기업에게 성과관리 목표 달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내부평가의 공정성,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아 이를 토대로 공기업 체제하에서 성과관리의 올바른 방향과 동
조화의 심화가 장기적으로 기관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3-5 설문문항의 구성>
내부평가 수용도
1. 내부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 회사경영평가, 경영효율 향상에 기여도
평가지표 설정의 합리성
3. 비전·경영목표 및 중장기 경영전략과제의 설정의 공감도
4. 처/사업소의 지표가 전략, 성과지표와 합리적 연계 정도
5. 전략 및 전략의 변화를 알려주는 제도의 만족도
6. 주기별 실적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정도
평가방법의 적정성
7. 평가군 편성의 적절성
8. 평가과정의 투명도
9. 평가과정의 객관성
10. 이의신청 제도 운영의 합리성
11. 평가지표에 대한 담당부서의 통제 가능성
평가결과 활용
12. 보상체계가 전략실행 및 성과창출을 위한 동기유발 정도

3. 자료수집과 처리방법

외부경영평가 자료는 한전의 ‘발전회사 경영실적 평가편람’과 기획재정
부에서 발간한 년도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으며 BSC관점 및 경영전략에 부합하도록 지표를 배분하였다. 또한
내부평가 지표는 한국남동발전의 연도별 ‘내부 경영성과 평가 편람’을 참
- 37 -

조하여 자료를 작성하였다. 사업소 자료 분석시에 2010년과 2013년의 자
료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신설된 사업소 고유지표에 대해서
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전사 공통지표에 대해서만 분석을 시행하여 자료
의 신뢰도를 높였다.
직원설문에 대한 자료는 분석을 위해 온라인 통계자료를 엑셀형식으로
코딩한 후 2010년과 2013년에 모두 응답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SPSS 통
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분
석을 하였기 때문에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고 이 분석을 통하여 평
균, 표준편차, t값 및 유의수준을 판단하였다.
성과담당 실무자와의 인터뷰는 2011년 이전에 2년 이상 회사내부경영
성과 평가를 총괄했던 차장 2명과 대면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2011년 이
후에 담당했던 차장 1명과는 대면 인터뷰, 사업소 평가 담당자 1명과는
전화통화와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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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국남동발전의 성과관리제도
1. 한국남동발전의 일반현황
한국남동발전은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발족된 6개의 발전
회사 중 하나로 2011년 1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이 되었다. 화석연료
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며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2014년 9월 기준 발전 설비 총 설
비 용량은 9,106MW로, 국내 설비용량의 약 10.2%를 점유하고 있다. 운
전중인 설비는 삼천포, 영흥, 여수, 영동 등 4곳의 석탄화력발전소와 복
합화력발전소인 분당 등 총 5곳이며,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운
영하고 있다.
조직은 2014년 6월 현재 2본부 4처 3실 2그룹 6개 사업소이며 인원은
임원 4명을 포함하여 2,034명이다.
<그림 3-1> 한국남동발전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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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
[8,기104MW]
(89%)
첨두
[922MW]
(10%)
신재생
[81MW]
(1%)
합계

<표 3-6> 한국남동발전 발전설비의 구성(’14.9)
발전소명
사용연료
설비용량(㎿)
삼천포화력 유 연 탄 3,240(560×4기, 500×2기)
영흥화력 유 연 탄 4,210(800×2기, 870×3기)
여수화력 유 연 탄
329(329×1기)
영동화력 유연탄, 국내탄 325(125×1기, 200×1기)
ST(185×1기)
분당복합
LNG
922 GT(77.8×8기), ST(115×1기)
풍 력
46.0
소수력
18.6
태양광
12.7
연료전지
3.4
9,106

2. 한국남동발전의 성과관리제도 변화
한국남동발전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시기적으로 크게 내부경영성과평가
의 변화와 외부경영성과평가의 변화를 각각 1번씩 겪게 된다. 내부경영
성과평가는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BSC시스템 도입전과 후를 나눌 수
있고 외부경영성과변화는 2011년부터 공기업으로 지정되면서 평가를 모
회사인 한국전력공사에서 받던 것을 정부로부터 받으면서 시스템의 변화
를 맞이한다. 시기적 성과관리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제1기 BSC 도입전(2001～2007)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외부경영평가를 받으면서 BSC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001년 4월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되어 공기업으로 지정되는 2011
년 전까지 10년간 자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외부경영평가를 받았
다. 한국남동발전의 성과관리제도는 한전시절부터 시행해 오던 내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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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평가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시행하였으며 내부경영실적 평가편람
의 기본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한전사장과 계약된 사장경영계약에 명시된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해 사장 경영목표 지표를 내부평가 지표에 반영하
는 체제를 BSC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까지 유지하였다.

2.2 제2기 BSC 도입기(2008～2010)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인 BSC를 외부기관의 진단을 받아 2008년부터
도입하게 된다. 즉, 평가체계를 비전·전략과 평가지표 간에 연계하여 성
과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이로서,
지표를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으로 분류하여 균형적 관
점에서 성과평가를 시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됨으로 인하여 위
기의식이 고취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9년에는 소사장를 도입하여
BSC와 접목시키면서 재무적 성과와 현장중심의 성과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이는 최하단위 부서까지 BSC가 조기 정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3 제3기 BSC 발전기(2011～ )

전략적 통합 성과관리제도는 정부경영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한국남
동발전은 성과중심의 업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기존
의 BSC제도를 대폭 리모델링하여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는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전사 성과가 종합적으로 측정되고 차기 전략이 수정될 수 있도
록 정부경영평가, 소사장제도, 과제관리(6시그마, 혁신)제도 등 개별 성과
관리제도를 BSC제도를 기반으로 최적화 및 통합하여 각 평가제도의 실
행력을 극대화하고 경영목표 및 전략 달성을 위한 역량을 결집한 시스템
이다.
이 결과 한국남동발전은 2011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첫해부터
정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기관 및 기관장 A등급을 달성하는 좋은 성
적을 거두었다. 정부경영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는
전략적 통합 성과관리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역할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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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3. 전략적 통합 성과관리

이 체제의 특징은 조직과 개인, 본사와 현장의 목표를 전사 전략목표
달성 중심으로 정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 달성을
위한 장단기 성과목표를 균형적으로 관리하고, 당해 연도 재무 및 설비
관련 핵심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소사장제도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가를 위한 평가나 성과급 배분, 인사제도 활용을 위한 평
가가 아닌 고성과 촉진 및 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으로 성과기
여도가 높은 부서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과관리제도의
통합운영을 통한 성과달성 시너지 창출을 달성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또
한 경영계약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책임경영 구현을 구현하는 것을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3-2> 통합 성과관리 프로세스 재정립을 통한 개선
종

전

개

선

그리고, 조직의 성과목표는 개인 MBO제도2)와 연계되어 개인에게까지
배분되며, 각 성과관리제도는 u-BSC시스템을 중심으로 개별 성과관리
IT시스템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2) Management By Objectives(목표에 의한 관리) 신 인사평가제도에서는 상위 조직의
KPI와 연계한 개인 KPI를 설정하도록 하고 조직평가결과를 업적평가에 반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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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성과관리시스템(u-BSC)의 메인 화면

<그림 3-4> 경영자정보시스템(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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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는 매월 경영자정보시스템(EIS)3)과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핵심성과지표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으며 반기별 개최되는 경영전략 회
의에서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을 Rolling하고 있다.

3.1 남동발전의 전략체계

한국 남동발전은 미션을 ‘양질의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
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에 기여한다’라고 정하고 비전을 ‘Global Power
Leader' 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전 달성을 위해 4대전략(주력사업 경
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확보, Global 경영역량 확대, GWP 기업문화 구
축)을 중심으로 12대 전사과제를 설정하고 32개 전략과제로 세분화하여
131개의 Acton Plan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림 3-5 전략체계도>

3) EIS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 44 -

3.2 계층별 소사장제도

남동발전은 소사장제도라는 독특한 성과관리제도를 내부 경영평가제도
와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영목표·전략달성 실행력 제고를 위
해 재무 및 설비관련 핵심성과지표를 CEO가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성과개선 활동을 관리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소사장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예산 등 주요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하여
성과관리에 가장 중점을 두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고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전년실적과 예산목표대비
130%로 설정4)하여 도전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소사장 협약식을 통해
사장에서 처급 소사장, 팀단위 소사장, 파트단위 소사장에게까지 계층별
로 단계적 목표를 배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계로 배분된 목표는 매월
CEO가 주도하여 경영자정보시스템을 활용, 수시로 성과점검을 실시한
다. 더불어 VP Dash Board5)와 경영상황실을 이용하여 현장중심의 실적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을 꾸준히 시행 중이다.
그리고, 남동발전은 소사장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의 수
직적 목표배분이 되어있는 계층별 소사장제도에 발전소 호기별 사업부제
와 독립채산형 소사장제를 접목하여 현장의 성과를 보다 정교하게 관리
하고 있다. 발전소 호기별 사업부제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호기별로
목표를 배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수직적 목표관리인 계층별 소사장제와 발전단위별 수평적 목표
관리인 호기별 사업부제를 접목한 매트릭스형 성과관리를 도입, 현장 성
과관리를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 아울러 독립체산제를 도입하여 분
4) 이룰의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예측된 경영여건의 변화로 금년도 실적이 전년
실적의 130%를 초과하여 달성이 예상되거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될 경
우 ②전년도 실적이 급격한 환경변화 등에 의하여 적정수준과 상당히 괴리된 경우 ③성
과목표가 금년도의 신규지표인 경우
5) Visual Planning Dash Board : 눈으로 보는 경영, 모든 업무를 계획하고 가시화함으
로써 조직과 개인간에 숨어있는 문제와 낭비를 발견하고 이를 감축함으로써 가치있는
일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 남동발전은 '10년 VP를 도입하였고, '11
년 부터는 Web 방식으로 전환 및 시범운영함. '12년 부터는 기존 목적 외에 “소통과
공유의 매개체 역할”로서의 VP를 강조하며, 사업소별, 팀별 업무특성에 맞도록 Web형,
카렌다형, 프로젝트 관리형 등으로 최적화하여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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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별 출자회사 성과를 점검, 피드백함으로써 신사업 추진에 따른 재무적
성과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소사장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나가기 위해 EIS시스템을 지
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특히 보다 정교한 원가관리가 가능하
도록 MFCA(물질흐름 원가회계)6)를 활동원가시스템과도 연계하였다.
구축된 조직의 성과목표는 단순히 회사만의 목표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목표 수립도 이를 기반으로 정립하고 있다. 조직성과를 개인
MBO제도와 연계하여 각자의 업무목표와 배분하고 있다. 성과관리시스
템인 u-BSC와 인사관리시스템인 e-HR시스템과 연동시켜 조직의 KPI가
개인업무 목표 설정시 결과를 공유하는 체계이다. 개인 업무목표는 동료
검증을 실시하여 상호검증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부서장의 승인 후 등
록된다. 정해진 업무목표는 개인의 목표달성도와 현재 상황을 체크해주
는 코칭플래너가 정기적으로 점검·피드백한 다음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직 및 개인의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성과연봉 및 연
봉등급이 산출되는 성과연봉제를 2011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이는 성과에 따라 개인의 성과연봉 등급을 5개로 구성하여 성과연봉 비
중을 총 연봉의 30%이상으로 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성과연봉 차
등폭을 2배 이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더불어 조직 및 개인 MBO
평가결과와 개인역량 평가를 종합하여 개인 인사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승진 및 이동 등에 활용하고 있다.

6) Material Flow Cost Accounting(물질흐름 원가회계) : 생산공정 또는 제품 전 과정
(Product Life Cycle)의 각 단계에 투입된 물질(Material)과 그로부터 산출된 제품(양
품) 및 손실(불량품, 폐기물 폐수 등)에 대한 원가를 파악하여 원가절감과 동시에 자원
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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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성과관리시스템과 경영정보시스템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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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와 해석
제1절 내·외부경영평가 지표 변화
1. BSC관점에서의 변화
BSC는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간, 재무적 측정지표와 비재무적 측
정지표간, 후행지표와 선행지표간, 외부적인 관점과 내부적인 관점 간의
균형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표간의 균형적 조화에 의해서 관리
되어야 기업의 지속적 가능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를 진행하였
다.

1.1 지표의 가중치 변화
1.1.1 외부 평가 지표의 가중치 변화

BSC의 4가지 관점인 재무, 고객,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측면에서 지표
의 변화를 보면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평가를 받을 시 외부 평가
지표는 재무적 관점이 전체 가중치의 40%, 고객관점은 16%, 프로세스
관점은 28%, 학습과 성장의 관점은 16%로 운영되었다. 반면 2013년 정
부경영평가시 외부평가 지표는 재무관점 16%, 고객관점 7%, 프로세스
관점 53%, 학습과 성장24%로 지표의 가중치가 조정되었다. 정부경영평
가로 평가주체가 바뀌면서 가중치에 따른 평가 무게의 중심이 재무적 관
점에서 프로세스 관점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기업의 그 설립
목적으로 봤을 때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관리해야 되며 정부의 평
가를 받게됨으로서 수익성에 중점을 둔 경영기조가 생산성, 효율성, 안정
성에 더욱 초점이 맞춰진 프로세스 관점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한전
평가 시점에서 고객의 비중이 높은 것은 남동발전의 모회사이자 주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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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국전력과의 협력관계로 인한 지표가 추가되어 나타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외부경영평가는 성과평가측면의 가중치 부분에서는 BSC를 고
려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경영평가를 받기 전에는 수익에 중점을 둔 기업
운영을 요구받았음을 알 수 있고 정부경영평가를 받고 부터는 효율성,
생산성에 중점을 둔 기업의 운영을 요구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포괄적 경영성과를 평가한다고 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의 증
가는 평가를 받는 기관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는
상시적 성과관리에 더욱 집중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표 4-1> 외부평가 지표 가중치 변화
평가시기 ‘10년(한전평가시)
‘13년(정부평가시)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관점
재무 38 2 40 40% 18 4 22 23%
고객 10 5 15 15% 5 2 7 7%
프로세스 21 7 28 28% 20 23 43 45%
학습과성장 1 16 17 17% 6 17 23 24%
계

70

30

100 100% 49

1.1.2 내부 평가 지표 중 본사의 가중치 변화

46

95 100%

외부경영평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본사의 경우 정부경영평
가 전후를 비교하여 보면 지표별 비계량적 요소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
다. 평가시 전반적 사항에 대한 비계량 평가는 양 시기에 모두 존재하였
다. 하지만 개별 지표에 대한 비계량적 요소는 한전평가시에는 없었던
반면 정부경영평가시에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정성적 평가가 늘어남
으로 인해 평가의 부담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BSC 관점에서 정부경
영평가의 영향으로 재무적 측면이 52%에서 21%로 줄고 고객관점에서는
9%에서 22%로 비중이 늘어났다. 또한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면 23%에서
38%로 늘어났는데 이는 정부경영평가에서 비중이 대폭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습과 성장도
16%에서 20%로 비중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BSC 관점에서 고른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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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다. 4가지 지표의 가중치가 20～30%로 유지하는 것을 이상
적으로 봤을 때 적정한 지표가중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정부 경영평가로 인하여 지표 운영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기서, 정부경영평가 지표와 내부경영평가 지표의 뚜렷한 동조화는
단정짓기 힘들다.
반면 한전평가시 가중치의 비중을 보면 동조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경영평가의 고객관점은 7%였으나 내부경영평가의
고객관점은 22%를 유지하고 있어 상당한 영향을 주지만은 동조화되어서
움직인다고는 볼 수 없다. 가중치의 변화로만 분석한다면 내부경영평가
의 본사 지표 가중치는 정부경영평가 전인 한전경영평가시 외부경영평가
에 더욱 동조화 되어 있었으며 정부경영평가시 탈 동조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표 4-2> 내부평가 본사 지표 가중치 변화
평가시기 ‘10년(한전평가시)
‘13년(정부평가시)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관점
재무 220 0 220 52% 70.3 12 82.3 21%
고객 38 0 38 9% 73.2 12.8 86.0 22%
프로세스 98 0 98 23% 122.7 30.4 153.1 38%
학습과성장 69 0 69 16% 53.7 24.8 78.5 20%
계

425

0

425 100% 320.0 80 400.0 100%

1.1.3 내부 평가 지표 중 사업소의 가중치 변화

사업소의 경우도 한전평가 시기의 경우 재무지표의 가중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정부평가로 넘어오면서 그 비중을
줄여 14%라는 다소 적은 비중으로 까지 그 영향력을 줄였다. 발전설비
특성상 과도한 경비절감은 설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설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정비기간을 줄이며 정비부품의 교체 주기의 늘리는 것은
그 한계가 있는 만큼 재무 비중이 줄어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기업의 지속성장발전을 위해 학습과 성장이 강조되어 기업의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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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표운영이 진행된 것 또한 매우 긍정적
현상이다. 사업소의 가중치 변화도 정부의 가중치와 동조화를 보이지 안
하고 있으며 사업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표의 구성이 진
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SC측면에서 사업소도 가중치가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옮아감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한전평가시는 외부평가지표와 내부평가지표의 가중치 배분
비율이 비슷한 경향을 보임으로써 정부경영평가 전에는 외부경영평가에
내부경영평가가 동조화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정부경영평가 후에는 탈 동
조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내부평가 사업소 지표 가중치 변화
평가시기 ‘10년(한전평가시)
‘13년(정부평가시)
관점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재무 45 0 45 53% 9.7 0 9.7 14%
고객
9 0 9 11% 15.32 0 15.32 22%
프로세스 20 0 20 24% 18.6 0 18.6 27%
학습과성장 11 0 11 13% 25.07 0 25.07 36%
계
85 0 85 100% 68.69 0 68.69 100%

1.2 지표수의 변화

지표수는 많은 의미를 가진다. 가중치가 적은 지표라도 피평가자에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종합 점수차가 적게 날수록 그 역할이 더욱 중요
해진다. 특히, 기관내부평가에 있어서 지표 종합 점수차가 더욱 적게나고
있는데 이는 평가에 따른 경쟁이 점점 심해져 피평가부서에서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내부평가에 있
어서 지표의 가중치가 작더라도 지표로서의 중요성은 작지 않게 되었다.
이로서 지표의 개수 또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 가중치 만큼 영향력이 발
생하게 되었다. 즉 평가에 있어서 가중치와 더불어 요소별로 지표의 수
를 적정히 배분을 해야 한쪽으로 편중되는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BSC 4가지 관점에서 지표수를 정부경평 전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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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평가 주체 및 본사, 사업소의 지표수 배분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1.2.1 외부 평가 지표수의 변화

BSC의 4가지 관점에서 외부평가의 지표수 변화를 살펴보면 재무적
관점에서는 22%에서 29%로 변화가 있었고 고객관점에서는 28%에서
33%로 변화했으며,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19%에서 24%로 바뀌었고 학습
과 성장 관점에서는 31%에서 21%로 변화하였다. 전반적으로 외부평가
의 지표수는 BSC의 4가지 관점측면에서 보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배분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된 측면이 있다. 지표의 수만을
봤을 때 외부평가가 다방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 외부평가 지표수 변화
평가시기 ‘10년(한전평가시)
‘13년(정부평가시)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관점
재무
5 2 7 22% 6 1 7 21%
고객
6 3 9 28% 10 1 2 33%
프로세스 4 2 6 19% 4 4 8 24%
학습과성장 1 9 9 31% 2 5 7 21%
계
16 16 32 100% 22 11 33 100%

1.2.2 내부 평가 지표 중 본사의 지표수 변화

본사의 지표수의 배분을 보면 학습과 성장 및 재무 지표의 비중이 낮
아 지면서 고객의 비중이 높아 졌다. 한전평가시와 정부평가시의 지표수
변화를 보면 한전평가시에 더욱 지표수가 동조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가중치의 경우와 같은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13
년 지표수의 변화는 골고루 이루어져 배분이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외부평가의 변화와는 다르게 평가지표수는 정부경영평가 이후 증가
했다. 이는 정부경영평가 지표를 100% 반영하고 기관에서 필히 관리하
여야 하는 고유지표인 구성원의 역량개발이나 신사업개발에 의한 설비용
량, 기술개발진도율 등의 지표를 추가로 운영하여서 나타난 결과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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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정부경영평가와 동조화되어 끌려가지는 않지만 정부경영평가와
100% 연계가 되어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
는 것이다.
<표4-5> 내부평가 본사 지표수 변화
평가시기 ‘10년(한전평가시)
‘13년(정부평가시)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관점
재무 12 0 12 27% 13 3 16 20%
고객
5 0 5 11% 16 3 19 24%
프로세스 11 0 11 25% 18 4 22 28%
학습과성장 16 0 16 36% 17 5 22 28%
계
44 0 44 100% 64 15 79 100%

1.2.3 내부 평가 지표 중 사업소의 지표수 변화

사업소의 지표 변화수를 보면 프로세스 관점이 강화되었고 재무관점에
서는 오히려 비중이 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중치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적은 지표에 가중치를 무리하게 많이 할 당
하여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지표에 너무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
다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이나 수용성에서 많은 반발을 가지고 올 수 있
는 상황인데 한국전력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시는 지표설정에 무리가 따
랐음을 알 수 있다. 정부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표들의
숫자가 늘어남으로서 재무적 관점이 좀 약해짐을 지표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지표의 숫자와 지표의 가중치가 조화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라 봤을 때 일정 부분 지표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결과적으
로 보면 과거보다 사업소도 지표수가 늘어 평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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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내부평가 사업소 지표수 변화
평가시기 ‘10년(한전평가시)
‘13년(정부평가시)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관점
재무
2 0 2 17% 2 0 2 11%
고객
4 0 4 33% 6 0 6 32%
프로세스 2 0 2 17% 5 0 5 26%
학습과성장 4 0 4 33% 6 0 6 32%
계
12 0 12 100% 19 0 19 100%

2. 경영전략 관점에서의 변화

전략적 성과체계로 미션을 수립하고 비젼을 정하여 핵심가치를 설정한
후 경영방침이 설정되면 구체적으로 경영전략을 성과체계에 맞추어 설정
하게 된다. 중장기 관점에서 설정된 경영전략은 기업이 추구해야하는 구
체적 실행과제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남동발전은 이 경영전략으
로 주력사업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확보, Global 경영확대, GWP 조직
문화 구축를 정하고 2009년부터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기
업의 미션과 비젼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이 전략 또한 균형을 맞추어 달
성을 해 나가야 기업의 장기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 전략별 지표의 가중치와 지표수를 비교해 보고 외부경영평가에 의해
그 균형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살펴 보았다.

2.1 지표의 가중치 변화
2.1.1 외부 평가 지표의 가중치 변화

외부평가 지표를 보면 기관의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해서 운영하여 지
표를 설계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서 의미를 두는 지표일 지
라도 외부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한전평가시나 정부평가시도
미래성장동력확보에는 비중이 거의 실리지 않는 불평형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 평가는 피평가 기관의 현재의 상황만 중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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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상황이나 내부적 약점에 대한 보완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
한국남동발전에서는 향후 국내전력 시장이 포화되고 신재생에너지 사
업이 기업 경영의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한 지표개발이 절
실한 상황이다. 또한, 강성노조에 의한 노사간의 불협화음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타 공공기관과 다르게 노사 갈등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정부경영평가 지표에는 그러한 부분
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즉, 외부 지표에서 비중을 보면 현업에 대한 비
중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고 기관이 추구하는 바와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정부경영평가에 동조화하여 지표를 설정하면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따름을 알 수 있다.
<표 4-7> 외부평가 지표 가중치 변화
평가시기 ‘10년(한전평가시)
‘13년(정부평가시)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전략
주력사업경쟁력 강화 38 6 44 44% 38 23 61 64%
미래성장동력확보 0 0 0 0% 0 4 4 4%
Global 경영확대 21 13 34 34% 6 17 23 24%
GWP조직문화 구축 11 11 22 22% 5 2 7 7%
계
70 30 100 100% 49 46 95 100%

2.1.2 내부 평가 지표 중 본사의 가중치 변화

정부평가 전에는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많은 비중이 아주 높은
기형적인 가중치 배분이 있었지만 2013년 정부경평을 받고 있는 시점에
서는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 부분이 타 지표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정
부경평전보다 양호한 구조이다. 주력사업경쟁력 강화 부분이 줄고 타 지
표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경영전략 수행 측면에서 긍적적임을 알 수
있다. 자칫 소홀할 수도 있었던 미래성장 부문이나 동반성장을 강조한
GWP부문의 지표 비중이 조정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노사화합이나
- 55 -

직원만족도를 위한 지표에 대한 비중이 적은 것등 세부적 사항에서는 균
형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표 4-8> 내부평가 본사 지표 가중치 변화
평가시기 ‘10년(한전평가시)
‘13년(정부평가시)

전략
주력사업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확보
Global 경영확대
GWP조직문화 구축
계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275
43
65
42
425

0
0
0
0
0

275
43
65
42
425

65%
10%
15%
10%
100%

117.8
67.7
54.0
80.5
320

2.1.3 내부 평가 지표 중 사업소의 가중치 변화

37.6
4.8
24.8
12.8
80

155.4
72.5
78.8
93.3
400

39%
18%
20%
23%
100%

사업소의 평가지표도 ‘주력사업경쟁력 강화’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정부
평가 이후 ‘미래성장동력 확보’ 가 미진하고 다른 분야는 고루 지표가 설
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경우 예산도 수반되며
기획업무가 상당한 부문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소의 지표개발이 이루어
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본사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표를 Cacading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지표의 개발부족은 실적 부족으로 이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표의 균형에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부경영평가
지표와 동조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력사업 분야에 비중이 많은
것은 정부경영평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경영평가 이후 사업
소도 지표의 가중치 변화가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
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표의 세부적 조정은 또 다른 과제로서 지속
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분야이다.

- 56 -

<표 4-9> 내부평가 사업소 지표 가중치 변화
평가시기 ‘10년(한전평가시)
‘13년(정부평가시)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전략
주력사업경쟁력 강화 65 0 65 76% 25.07 0 25.07 36%
미래성장동력 확보 0 0 0 0% 3.23 0 3.23 5%
Global 경영확대 6 0 6 7% 20.22 0 20.22 29%
GWP조직문화 구축 14 0 14 16% 20.17 0 20.17 29%
계
85 0 85 100% 68.69 0 68.69 100%

2.2 지표수의 변화
2.2.1 외부 평가 지표수의 변화

경영전략에 따른 지표수를 비교해 보면 정부경영평가 받기 전이나 후
의 전략별 지표수의 배분이 고르지 않다. 회사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
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정부경영평가에 기관의 주
요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에 지표를 신설할 수도 있겠으나 사
업의 불확실성으로 평가점수를 우려하여 지표를 설정하여 넣지 않는 부
작용이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평가의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표 4-10> 외부평가 지표수 변화(경영전략 관점)
평가시기 ‘10년(한전평가시) ‘13년(정부평가시)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전략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 5 3 8 25% 10 4 14 42%
미래성장동력 확보 0 0 0 0% 0 1 1 3%
Global 경영확대 4 7 11 34% 2 5 7 21%
GWP조직문화 구축 7 6 13 41% 10 1 11 33%
계
16 16 32 100% 22 11 33 100%

2.2.2 내부 평가 지표 중 본사의 지표수 변화

본사의 지표수 변화를 보면 정부경영평가 후에 경영전략에 부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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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경영평가 후에 좀 더 안정화된 모습이
다. 정부경영평가 지표와 동조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부경
영지표와 연동하지 말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미래성장 동력확보에는 조
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이 지표수의 숫자에서도 나타났다.
<표 4-11> 내부평가 본사 지표수 변화(경영전략 관점)
평가시기 ‘10년(한전평가시) ‘13년(정부평가시)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전략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 18 0 18 41% 19 6 25 32%
미래성장동력 확보 5 0 5 11% 11 1 12 15%
Global 경영확대 12 0 12 27% 16 5 21 27%
GWP조직문화 구축 9 0 9 20% 18 3 21 27%
계
44 0 44 100% 64 15 79 100%

2.2.3 내부 평가 지표 중 사업소의 지표수 변화

사업소 지표수의 배분도 균형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 사업소에서 자
체적으로 시행하기에 부담이 많이 되는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지표
는 나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타 지표에 비해서 지표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가중치도 낮고 지표의 수도 낮은 것은 개선을 위해 시급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미래성장동력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여 백분율에서
는 정부경영평가와 지표의 배분이 비슷한 것으로 느낄 수 있는데 지표의
수에서는 차이를 보임으로서 동조화는 되고 있다고 판정내리기 힘들다.
하지만, 경영전략에 맞는 지표의 개발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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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내부평가 사업소 지표수 변화(경영전략 관점)
평가시기 ‘10년(한전평가시) ‘13년(정부평가시)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계량 비계량 합계 백분율
전략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 4 0 4 33% 6 0 6 32%
미래성장동력 확보 0 0 0 0% 1 0 1 5%
Global 경영확대 3 0 3 25% 5 0 5 26%
GWP조직문화 구축 5 0 5 42% 7 0 7 37%
계
12 0 12 100% 19 0 19 100%

3. 지표 변화의 영향

정부경영평가로 전환된 후의 지표 가중치의 변화와 지표수의 변화를
외부평가 측면과 내부평가의 경우 본사와 사업소측면에서 비교해 보았
다. 종합해 보면 외부평가의 지표 가중치 및 지표수의 변화는 BSC측면
이나 경영전략 측면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내부
평가의 경우 정부경영평가 후의 지표의 균형이 고르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무적 측
면에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지니고 재무지표에 대한 비중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운영해온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프로세스 측면이 강조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정부경영평가를 받으면서 프로세스 측면의 가중
치가 대폭 늘어 났기에 이를 반영하고 지표중 과도하다고 판단된 영역은
비중을 낮췄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부경영평가로 인하여 특정 분야에 지
표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 되었고 이는 정부경영평가의
요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회사 전 분야에 고른 발전과 성장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공기업의 특성상 재무적 이익
에만 집중하는 것은 기업운영상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며 몇 년간 진행
해 왔던 원가절감의 노력이 일정부분 한계에 도달했던 것이 지표의 변화
를 더욱 가속화 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계량적으로 살펴본 정부경
영평가는 기관의 내부경영평가에 긍적적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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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내·외부경영평가 인식의 변화

다음으로 정부경영평가를 받게 되면서 직원들이 느끼는 인식의 변화를
보면서 정부평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겠다. 이 인식의 변화를 통해 정
부경영평가의 긍정적인 면과 개선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남
동발전에서는 내부경영성과 평가의 공정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내부평가제도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오고 있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0년도 정부경영평가를 받기전의 직원들의 인식과 2013년도 정부경영
평가를 3년간 받은 후의 직원들의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식
의 변화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2010년과 2013년에 설문조사에 응했던
동일인의 평가에 대한 인식을 대응표본 t 검정을 활용하여 비교해 보았
다. 양 기간에 모두 설문에 응했던 직원은 313명이었다. 설문 문항 27개
항목 중 설문내용이 변하지 않아 비교가 가능한 것은 총 12항목이며 내
부평가의 수용성, 평가지표 설정의 합리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및 평가결
과에 대한 보상제도를 자료를 조사하였다.(상세 설문 문항, 부록 1참조)

1. 설문대상자의 기본 정보
재직년수로 보면 21년 이상이 가장 많고 이는 참여율이 높은 상위직급
으로 갈수록 고령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사의 특성상 2011년부
터 2013년에 입사한 신입직원은 설문에서 제외되어 5년 이하의 설문응답
자가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직급별로 보면 인원수가 가장 많은 4직급
이 가장 많았고 인원비율로 보면 3직급이 인원대비 참여율이 높았던 것
으로 나타났다. 직군으로 보았을 때 인원비율이 높은 발전기계, 발전전기
의 비율이 높았으나 전체 인원 구성상 비슷한 비율의 참여율을 보여 주
었다. 근무지로 보았을 때 사업소가 인원구성대비 조금 참여율이 높은
편이었다. 평가업무 경험 유무의 경우에 평가업무 경험이 없는 인원이
있는 인원보다 2배정도 높은 비율을 보여 줬다. 종합해 보면 회사인원의
비율에 맞게 골고루 설문에 응답했으며 평가관련 실무 처리 비중이 가장
높은 3직급의 참여율이 높은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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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직년수

직급

직군

근무지
평가업무
경험

<표 4-13> 설문대상자의 기본정보
내용
빈도
백분율
5년 이하
9
2.9
6～10년
87
27.8
11～15년
17
5.4
16～20년
69
22.0
21년 이상
131
41.9
계
313
100
1직급
6
1.9
2직급
30
9.6
3직급
101
32.3
4직급
159
50.8
5직급 이하
17
5.4
계
313
100
사무
33
10.5
발전기계
100
31.9
발전전기
116
37.1
화학
40
12.8
토목,건축,통신
14
4.5
기타
10
3.2
계
313
100
본사
38
12.1
사업소
275
87.9
계
313
100
있음
100
31.9
없음
213
68.1
계
3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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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식의 변화에 대한 분석
2.1 내부평가 수용도의 변화
수용도
사전
사후

<표 4-14> 내부평가 수용도 분석
M
SD
t
3.85
0.85
-4.316
4.08
0.78

p
0.000***

주 :***p<0.01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정부경영평가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수용도의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정부경영평가를 받은 후 수
용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경영평가가 내부경영평가에 유의한 역
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15> 수용도에 대한 성과담당자 의견
구분 수용도
기타의견
- 최근들어 평가시 평가자가 계량지표 보다 평가기준
이 명확하지 않은 비계량지표를 중시하기는 부담스
따라서 계량지표 점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
a 상승 러우며
게됨
- 평가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평가를 위한 평
가에 매몰되어 있음
정부경영평가에 기여하고 있지만 경영효
b 상승 - 내부평가가
율과 직결되다고 보기 어려움
정성적 평가가 많음
c 상승 -- 과거평가는
현재는 계량화가 많이 되어 있음
- 최근에는 경영진 및 노조도 평가에도 관심을 가짐
d 보통 - 우열을 가리기 힘든상황에서 상대적 평가로 등급 나
누기가 이루어 지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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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평가 수용도가 향상된 것에 대한 성과담당자들의 의견은 수용도가
전보다 나아진 건 인정하나 아주 높은 수준이라는데에는 동의하지 않았
다. 아직도 성과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우열을 가리는 경우도 있으며
내부평가가 정부경영평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다들 동의하였다.
과거보다 비계량적 요소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드물어 졌다는 의
견도 있었다. 경영효율이 좋아지는 것에 내부경영평가가 큰 영향을 미친
다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수용도는 소폭 상승했
으나 여전히 개선해 나갈 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2.2 내부평가 지표 설정 합리성의 인식 변화
합리성
사전
사후

<표 4-16> 내부평가 합리성 분석
M
SD
t
3.91
0.72
-7.443***
4.24
0.66

p
0.000

주 :***p<0.01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정부경영평가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합리성의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정부경영평가를 받은 후 내
부평가 지표 설정의 합리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경영평가가 내
부경영평가에 유의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평가지표의 합리성에 대해 대부분의 성과담당자가 합리성이 예년에 비
해 좋아 졌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부서에서 관리하는 고유지표는 득점율
이 만점에 가깝고 만점을 안 받으면 이상하게 여기는 지표로 전락한 경
우도 있고 정부경영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는 부서는 항상 불리한 면이
있은 점이 거론됬다. 고유지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 난이도 평
가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합리성도 마찬가지로 예년보다 좋아
진 것은 인정하지만 지표 설계, 운용, 평가 등에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
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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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
b
c
d

<표 4-17> 합리성에 대한 성과담당자 의견
합리성
기 타 의 견
- 일방적 지표 설정 제한, 게시판을 통한 의견교환 등
은 긍정
상승 - 부서 관리 지표의 경우 득점률이 너무 높으나 통제
가 안됨
- 고유지표에 대해서 지표 난이도 평가가 필요
- 최고 경영진에 따라 중점이슈가 변함
및 수정시 충분한 논의가 부족
상승 -- 전략수립
지표를 생성할 때 회사의 전략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스템
비젼은 전 직원이 공감한 것으로 여겨짐
보통 -- 회사의
정부경평 지표의 보유 여부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
- 과거 정부정책지표가 합리성이 결여된 채 하달되었
현재는 무리한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지 않
상승 으나
음
- 성과관리시스템 사용 방법이 사용자 위주가 아님

2.3 내부경영평가방법 적정성 인식의 변화
적정성
사전
사후

<표 4-18> 내부평가 적정성 분석
M
SD
t
3.74
0.69
-6.646
4.04
0.70

p
0.000***

주 :***p<0.01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정부경영평가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평가방법
의 적정성의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정부경영평가를
받은 후 내부평가방법의 적정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경영평가가
내부경영평가에 유의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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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

b
c
d

<표 4-19> 적정성에 대한 성과담당자 의견
적정성
기 타 의 견
- 평가시기가 늦다보니 비계량 요소에서 전년도 평가
가 올해의 이슈에 의해 평가가 되기도 함
연동으로 내부평가 지표가 중간에
상승 - 정부경영평가와의
수정되는 경우가 발생함
- 평가군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현 평가군을 찬성하는
측이 많음
- 평가군 개선이 필요(본부군 평가시 해결과제가 많
상승 - 음)
평가과정은 투명하지만 비계량지표 평가기준의 객관
성이 다소 결여됨
보통 - 평가군의 선정에 불합리한 요소가 여전히 존재함
상승 - 평가지표 목표에 대한 검증이 여전히 어려움

적정성에 대한 성과평가자의 의견은 투명성과, 객관성에서 많이 좋아
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비계량 지표의 평가방법이 모호한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경우가 있었고 평가군 구성에서 본부군, 사업소군
내에서의 처실간의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복하여 나왔다. 정부경영평가에 묶여 있다보니 시기적
으로 너무 늦게 평가가 이루어져 지표관리에 필요한 피드백이 정부 경영
평가 보다도 늦는등 전년도 결과를 당해연도에 피드백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경영평가 결과까지 내부경영평가에 연계시키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어쩔
수 없으니 피드백은 차년도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잦은 조직의
개편으로 평가군의 혼선이 발생하고, 평가군 자체에도 개선할 점이 있으
나 전반적으로 과거 보다는 평가시스템이 좋아지고 적정성이 나아졌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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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평가활용 및 보상제도에 의한 동기유발의 변화
동기유발
사전
사후

<표 4-20> 내부평가 동기유발 분석
M
SD
t
3.64
0.91
-5.268
3.96
0.83

p
0.000***

주 :***p<0.01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정부경영평가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평가활용
및 보상제도에 대한 동기유발의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1), 정부경영평가를 받은 후 내부평가 평가활용 및 보상제도에 대
한 동기유발 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경영평가가 내부경영평가
에 유의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21> 동기유발에 대한 성과담당자 의견
구 분 동기
기 타 의 견
유발
a 상승 - 성과급 외의 동기 부여 수단 지속 개발 필요
b 상승 - 성과급 차등강화로 인한 동기부여 상승
부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c 상승 -- 보상
해외기업 벤치마킹등의 제도를 상시화 했으면 함
차등이 심해짐에 따라 등급을 5등급에서 9등
d 상승 - 성과급
급까지 세분화하여 체감 차등폭을 줄였으면 함
성과급에 의한 보상의 차등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다. 내부경
영평가를 통한 성과창출의 핵심적인 도구이다. 모두가 동기유발 요인이
예전보다 대단히 상승한데 동의하고 있다. 급여에만 집중한 보상제도 보
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보상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확실한 보장으로 정
확한 시그널을 주자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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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식변화에 대한 종합 의견

설문항목을 문항별로 정리하여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정부경영평가 후의
척도들이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 전반적 만족도는 올라갔다고 봐야
한다. 특히 성과관리 담당자들의 진단도 진일보했다고 평가 했기에 조사
의 신뢰도를 높여 준다.
<표 4-22> 내부평가 인식 척도 차이
’10년 ’13년 차이
항 목
(a) (b) (b-a)
내부평가 수용도
1.내부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3.79 3.97 0.188
2.회사경영평가, 경영효율 향상에 기여도
3.91 4.19 0.284
평가지표 설정의 합리성
3.비전·경영목표 및 중장기 경영전략과제의 설정의 3.92 4.24 0.319
공감도
4.처/사업소의 지표가 전략, 성과지표와 합리적 연 3.86 4.23 0.371
계 정도
5.전략 및 전략의 변화를 알려주는 제도의 만족도 3.81 4.15 0.339
6.주기별 실적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정도 4.03 4.32 0.297
평가방법의 적정성
7.평가군 편성의 적절성
3.76 3.99 0.236
8.평가과정의 투명도
3.74 4.09 0.342
9.평가과정의 객관성
3.74 4.07 0.329
10.이의신청 제도 운영의 합리성
3.73 4.04 0.310
11.평가지표에 대한 담당부서의 통제 가능성
3.71 4.01 0.300
평가결과 활용
12.보상체계가 전략실행 및 성과창출을 위한 동기 3.64 3.96 0.323
유발 정도
모두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여기서 전후 차가 많은 항목을 보면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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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 성과지표와의 합리적 연계’ 부문이 높이 올랐는데 이는 지표의
개발이 예전보다 많이 발전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인식척도의 ‘13년과 ’10년의 차이 폭이 0.3점 이하인 항목을 보면 ‘전반
적 만족도, 경영효율 향상 기여도, 주기별 적절한 실적관리 및 평가군 편
성의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점수폭이 좁은 데 이는 실무 담당자들도 개
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평가집단을 공평하게 만족시
키는 것이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임을 알 수 있다.
정부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경영평가에 대한 직원
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어 정부경영평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성과담당자들도 본인들의 업무이거나 업무였기 때문에
객관적 시각을 가지지는 못해도 정부경영평가가 도입되고 나서의 평가업
무가 매우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종합해 볼 때 정부경영평가는 내부경영평가에 긍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적적 측면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3. 성과평가 만족도 상승의 요인

설문조사의 결과 내부경영평가의 수용도, 지표 설정의 합리성, 평가방
법의 적정성, 동기유발의 변화가 모두 2010년에 비해 2013년이 좋은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편람
의 분석과 경영성과평가 담당자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영
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첫째, 지표개발이 많이 되고 다양한 분야를 평가하면서 편협된 평가를
벗어나게 되어 지표의 공정성, 수용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부서별 고유
지표를 운영하도록 하여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운영하게 함
으로써 공정한 변별력을 유지토록 했다. 내부평가 중 가중치가 50% 넘
게 운영되던 재무지표의 가중치를 낮추고 프로세스 측면의 지표 가중치
를 높였다. 특히, 지속적 원가절감의 시행으로 추가 원가절감에 대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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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느끼고 있는 부서들에게 재무지표 가중치의 경감은 심리적으로 부
담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게 되었다. 또한 정부경영평가의 비
계량 부분에 대한 노력과 투자는 회사의 전반적 부분을 상향 시켰다. 기
존의 발전사만 비교하던 좁은 시야에서 30여개의 전 공기업과 비교하고
필요시 벤치마킹하여 효과적 시스템을 과감하게 적용하는 등의 노력은
평가의 긍정적 부분이다. 또한, 그간 비중이 낮았던 학습과 성장 부분의
지표비중 확대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비중의 증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로서 선진 기업으로 다가 서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기존의 성
과평가는 일정부분 형식적인 면이 있었다. 실제로 우열을 가려 평가를
한다기 보다는 사업소의 규모나 정성적인 부분에 치우쳐 순위를 정하는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성과급 차등이 기존보
다 4배가 넘게 차등이 주어질 수 있음에 따라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무
척 높아졌고 관심도 만큼 순위 결정에 좀 더 객관적 평가가 도입되게 되
었다. 비계량 지표에 대한 외부평가위원의 참여를 증대 시키고 평가자를
사장에서 경영진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시행하여 이로 인한
직원들의 수용성, 공정성이 좋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사업소 평가군의 조정으로 본부군과 사업소군으로 2원화하여 큰
규모를 지니고 있어서 평가에 유리했던 본부급 사업소의 장점을 제거했
다. 이로 인해 규모가 작은 사업소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주었다. 사업장 규모에 의한 평가 등급획득의 유
불리를 없앴다.
넷째, 전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로 인한 만족도 상승을 볼 수 있겠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재개발로 타 시스템과의 자료 공유·연결이 자동화, 또
는 반자동화됨으로서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였다. 그리고, 기존의 단순한
자료 입력 시스템에서 내부경영성과평가 및 정부경영성과평가를 모두 모
니터링하고 개인의 성과평가 및 개인이 속한 조직의 성과까지 모니터링
이 가능하여 주기적으로 업무성과에 대한 환류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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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들이 결국 성과관리 만족도를 상향시키고 있는데 이는 정
부경영평가를 받으면서 계량, 비계량적 관리요소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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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정부경영평가를 받고 있고 그 평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면서 기관의 성과관리가 정부경영평가에 동조화되어 성과관
리의 왜곡이 발생할 것이란 가정하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정부경영평
가 지표는 기관의 내부경영평가에 대부분 100%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의 영향으로 기관의 성과관리 지표 운영에 제약을 받을 것이란
가정하에서 접근을 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경영평가의 당위성이나
경영평가 결과의 수용성, 경영평가제도와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지만 정부경영평가가 내부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
해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정부경영평가가 내부경영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서 이 논문의 연구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이고 실증적 사례연구를 하기 위해 경영평가 성적이 우수하고
경영평가 전과 후를 비교하기 쉬운 기업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대상으로 공기업 2군에 속한 한국남동발전을 연구대상으로 진행하였
고 연구는 성과관리체계인 BSC관점과 회사 경영전략 측면에서 정부경
영평가 전후의 지표운영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또한 평가주체의 변화로
인한 직원들의 내부경영평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경영평가가 긍정
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분석을
별도로 하였다. 이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을 더하고 실제적으로 정부경영
평가가 내부경영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
해 이 분야의 내부 전문가인 기관 성과관리 전·현직 담당자들의 인터뷰
를 통해 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BSC관점과 경영전략 측면에서 내부 평가지표들이 회사의 장
기적 성장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골고루 지표가 관리되어야 한다는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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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분석을 하였다. 서두에서 우려했던 지표의 동조화 현상은 없었다.
물론 지표를 확인해 본 결과 정부경영평가 지표를 모두 연계하여 기관내
부 평가지표로 흡수는 하였지만 기타 지표들과의 비중 조정과 항목 신설
등으로 기관의 성과관리의 균형과 전략과의 연계를 충실히 시행하고 있
었다. 특히 정부경영평가 전 보다 평가 후에 더욱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점은 정부경영평가의 긍정적 측면으로 판단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BSC관점에서 정부경영평가후에 본사 및 사업소의
가중치 변화가 긍정적 방향으로 바뀌었다. 재무적 관점에 쏠려있던 지표
가중치와 지표의 수가 정부 경영평가로 인하여 고르게 분산되어 모든 분
야에서 고르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중하다고 여겨졌던 재
무지표가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중이 가장 낮게 관리 되고 있었
다. 경영전략 측면에서도 정부경영평가 후에 내부 평가지표들의 가중치
나 지표수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이 또한 긍적적 흐름으로 나타났
다.
또한, 내부경영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보면 평가에 대한 수용성,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직원들 대부분이 정부평가
이후 예전에 비해 내부경영평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고, 성
과에 따른 평가가 더욱 안정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부 성과
담당자의 인터뷰에서도 과거 평가는 성과에 따른 평가 보다는 인물에 대
한 평가, 이미지에 대한 평가로 공정성, 수용성에서 일정 부분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최근 들어 실적에 따른 평가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동의 하였다. 지표설정의 합리성도 과거와는 달리 지
표를 설정할 때 타 경쟁 부서와의 형평성 등에 아주 민감해짐에 따라 지
표 선정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야 지표가 확정되는 등 합의 과정이
길어져 합리성도 높아 졌다. 평가 방법도 기존의 본사, 사업소로 단순하
게 분류하던 것을 본사, 본부군, 사업소군, 특수목적군 등으로 세분화하
여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정을 거침에 따라 이에 대한 인
식도 좋아졌다고 여겨진다.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도 정부경영평가의 도
입에 따라 성과급의 차등이 더욱 심화 되어 평가를 잘 받기위해 민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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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반응하고 있으며 동기유발도 잘 되고 있다고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부경영평가로 인해 내부경영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회사의 성과관리가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
이란 우려와는 반대로 성과관리 체제인 BSC관점이나 회사의 장기적 경
영전략 측면에서 정부경영평가 이전보다 더욱 안정되고 균형된 모습으로
관리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부경영평가 지표가 기관에 100% 반
영되어있으나 지표동조화가 이루어져 기관의 개별적 특성까지 사라지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정부경영평가를 잘 받기위해 기관에서
준비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회사의 장기 경영전략에 맞추어 회사를 운
영하게 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준비로 지표를 개발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판단된다.
또한, 정부경영평가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정비가 잘 되어 있
었고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평가 방법이 향
상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그리고 정부경영평가 준비를 위
해 기관들은 서로를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이 또한 다른 장점을 제공해
준다. 서로의 잘된 점을 따라하고 더 진일보한 것을 제시하는 선순환 구
조가 정부경영평가의 대표적 장점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경영평가는
기관의 내부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기관의 발전에도 기
여하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장점만 있을 수 없다. 정부경영평가로 인한 어려운 점도 많
다. 특정 기간 동안은 정부경평평가에 관련된 직원들은 그것에만 매몰
되어야 하는 점, 정부경영평가 관련지표를 많이 지닌 부서는 그 노력도
에 상관없이 정부경영평가 점수에 의해 내부경영평가 순위가 결정나는
구조, 내부경영평가의 최종 마무리는 정부 경영평가가 끝이나야 마무리
를 지울 수 있다는 점, 정부경영평가 방안이 평가년도 중에 변경이 되면
내부평가의 평가 방안도 바뀌어야 되는 등 연동과 동조화에 따른 내부평
가의 변동성이 있어 연초부터 꾸준한 관리에 한계를 지니는 점이 문제점
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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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정부경영평가가 공기업의 내부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 지표의 동조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30개에 달하는 공기업
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한 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기 때문에 그 결과의 개연성에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물론 공기업
의 운영 특성상 유사한 면이 많아 성과관리 측면에서 크게 다르게 운영
되지 않는 면이 있어,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리라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에너지공기업, SOC공기업, 서비스 공기업 등으
로 분류하여 사업영역에 따른 정도의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고 본다.
또한, 성과관리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 방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좋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의 결과를 가지고
전체를 논하는 것이 일정한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정부경영
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과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을 장기적 측면에서
BSC관점과 경영전략 측면에서 분석해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BSC관점과 경영전략 측면에서 지표의 구분을 할 때 지표의
정의에 따라 분류가 변할 수도 있는 오류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표의
영향이 2가지 BSC관점이나 또는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칠 경우 영향력
이 큰 쪽으로 분류를 하여 영향력이 적은 쪽에 미치는 효과를 찾아내지
못하는 영역분류의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기업으로 선정한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정부경영평가
를 지속적으로 상위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기업운영과 직원의식이 그렇지
못한 기업과 차별을 나타낼 수 있다. 즉, 하위등급을 지속적으로 받아왔
던 기관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부경영평가와 기관내부경영평가와의 상
관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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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지

내부경영성과평가제도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 안내

직원 여러분!
우리 회사는 2011년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공
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기관평가부문과 기관

장평가부문 동시에 A등급 달성이라는 탁월한 성과를 거
두었습니다. 이는 성과관리제도를 통해 전직원 개개인의
업무역량과 성과가 경영목표/전략 달성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013년에는 회사의 성과역량을 한층 더 고도화하여 정
부경영평가 S등급 달성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에 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모아 전략적 통
합 성과관리제도를 보다 수준 높은 시스템으로 고도화
하고자 하오니, 바쁘시겠지만 회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고견은 여러분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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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경영성과평가 만족도 및 기여도
문1) 지표 설정, 평가 운영절차,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 등을 전반
적으로 고려하여 귀하는 현행 내부평가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2) 현행 내부평가제도가 정부경영평가, 경영효율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평가지표 설정의 합리성
문3) 우리 회사의 비전 ․ 경영목표 및 중장기 경영전략과제의 설정
은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4) 귀하가 속한 처/사업소의 지표가 회사의 전략, 성과지표와 연
계되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5) 우리 회사는 전략 및 전략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알 수있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및 제도가 완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문6) 우리 처/사업소는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
을 활용하여 주기별 실적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3. 평가방법의 적정성
문7) 평가군 편성(본사/본부/사업소/특수목적 군)이 적절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문8) 평가과정이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9) 평가과정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10) 지표의 이의신청 제도 운영이 합리적이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1) 평가지표에 대한 지표담당부서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 80 -

4. 평가결과 활용 및 보상제도
문12) 내부평가의 결과에 따른 현행 보상체계가 전략실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유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을 위하여 몇가지 인적사항에 대하여 여쭈
어 보겠습니다.
1. 귀하의 총 재직년수는?
① 5년 이하

(

② 6-10년

)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

년 이상
2. 귀하의 현재 직급은?
① 1직급

② 2직급

(

)

③ 3직급

④ 4직급

⑤ 5직급 이하

직원
3. 귀하의 직군은? (
① 사무
축, 통신

② 발전기계

③ 발전전기

⑤ 토목, 건

)

② 사업소

5. 귀하의 평가업무 경험은? (
① 있음

④ 화학

⑥ 기타

4. 귀하의 근무지는? (
① 본사

)

)

② 없음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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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Government Evaluation on Internal
Evaluation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
Focused on the Indicator Syntonization of
KOSEP

Ju, Hyung-Wook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started on the assumption that public institution
performance management may be distorted due to syntonization to
government's performance evaluation as the public institutions are
under government's performance evlauation and its importance
becomes increasing. As the indicators of government's performance
evaluation are mostly 100% reflected to internal performance
evaluation, this study approach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indicator
oper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would be
influenced by these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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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roceeded selecting out company with outstanding
record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easy comparability of before and
after it. The study analyzed the indicator operations before and after
management evaluation from the viewpoint of BSC(Balanced Score
Card) as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management
strategy. At the same time, a separate analysis was conducted to see
whether the management evaluation has positive or negative effect on
satisfaction degree of personnels experiencing change of assessing
object on the internal management evalu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see more deeply in what effect the government's management
evaluation has on internal management evaluation, interviews were
practiced with former and current responsible personnels for
institution achievement management who are internal experts in this
field.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assumption that indicators
in each field should be evenly managed for long-term growth of the
company from the view point of BSC and management strategy.
Survey by items from the BSC view point has found a positive way
in the weighted value and number of indicators of head and project
office after the government's management evaluation.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s management evaluation made the weighted
value and number of indicators that have been focused on financial
viewpoint be evenly distributed for being equally operated in each
field. The financial indicator which has been regarded overburden was
being managed at the lowest level in its importance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public institutions, and in the side of management
strategy, weighted value or number of internal evaluation indicators
were gradually on stabilized balances. It eventually showed increased
importance from client's viewpoint indicator as of public institution
and enhanced indicator from viewpoint of process for treating 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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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Furtherly, positive reaction was shown in all aspects seen from the
point of receptivity, reasonability of evaluation indicator setup,
propriety of evaluation method and application of evaluation result in
personnels' awareness of internal management evaluation. Among
other things, most personnels had positive awareness of reasonability
of indicator setup compared to the past after government's evaluation
and this looked to lead to the stabilization of evaluation on
performances.
Summarizing these all, it was found that the internal management
evaluation was more stabilized and better balancedly operated than
before gevernment's management evaluation from BSC viewpoint as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from management strategy
viewpoint, contrary to the concern that negative awareness would be
overflowing against internal management evaluation and company's
performance management would be leading to distorted way due to
government's management evaluation.
This may be thought to be the result appearing from the operation of
enterprise inevitably according to long-term management strategy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s preparation for inspection for
government's management evaluation and from development and
mangement of indicators. Accordingly, government's management
evaluation can be judged to have positive effect on internal
management achievement and also to be contributive to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s.
However, as this study has been limited to the research on the effect
that the government's management evaluation has on specific
institutions that have had outstanding performances so far, an
opportunity will be desirable for finding a correct directive poi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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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s management evaluation through its extended scope
for implementing the researches.
Keywords :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Syntonization, Performance Management,
BSC(Balanced Score Card), Satisfaction Degree
Student Number : 2013-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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