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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말콤 볼드리지 요소와 BSC의 각 관점의 KPI 지수간의 연계를 통하여 기업 경영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모형 구축과 전략 설정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경영과 관련된 제 영역에 대한 고찰이 가능한 말콤 볼드리지 평가 항목을 살펴보고 1 기엽 

경영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항목을 제시함으로써 부서간 연계 빛 인과관계 설정， 전략과 

의 연계가 가능하여 경영자의 전략 설정과 리더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BSC 항목을 살펴 본 

후， 기업 경영혁신과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두 평가 항목의 연계를 통하여 평가항목 관리요소의 

중복을 제거하고 통일화를 달성， ‘기업성과 향상1이라는 공동 목표달성을 위해 MB 및 BSC 두 

개선 노력이 시너지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MB와 BSC의 연계방안을 

살펴용으로써 기업의 경영품질’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경영품질을 구체적 항목에 의거하여 체 

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음과 동시에 기업 전략 설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형구축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주제어 성과평가， 경영품질， 말콤 볼드리지. BSC 말콩볼드리지와 BSC의 연계 전략과의 연계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정보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응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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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31년 Shewhart가 ’생산제품의 경제적 품칠관리 {Economic Control of Quality of 

Manufactured Products'라는 책에서 대량생산시스템의 산포관리릎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관리도 {Control of Chart1 ’를 제시함으로써 통계적 품질관리 시대를 연 이후로 전통적 품질관 

리에 있어서 품질이란 ‘규격에 부합하는 새로운 것’으로 단순히 정의 내려졌다 하지만 시대가 

바핍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규격’이 아닌 규격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오 

늘날 품질은 ‘고객의 명시적， 묵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성의 전체’라고 정의 내려지고 

있다(lSO 84021 품질의 정의가 ‘규격적합성에서 ‘고객요구의 충족’으로 바렘에 따라 품질의 

대상도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고객의 개념이 단순히 내 • 외부 고객뿐 아니라 종업원， 고객， 주주， 협력업 

체， 지역사회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 전체로 확장됨에 따라 품질의 목표도 ‘고객요구의 충족’ 

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된 만족을 유지하면서 개선과 혁신을 성취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을 높여나가되，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곧 품질에 대한 현대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즉 품질이란 더 이상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영의 질’， 즉 ‘경영품질’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과거 기업의 경영성과는 주로 결과변수(lagging indicators1 언 재무 지표에 초점이 맞추어 

져 왔다 이에 따라 기업 내 여러 부서들의 활동이 기업의 전략과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전체적 

인 성과를 최적화{global optimization1하기 보다는 부분적인 부서의 성과를 최적화Oocal 

optimization1 하는데 그쳤으며， 따라서 부서간의 조화도 원활하지 못하였다 즉 조직의 전략 

이 부서 활동들의 논리적 인과관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해 

옹 성과측정의 주요 잣대는 재무 정보로 이는 오랫동안 기업의 운영현황과 결과를 측정하는 주 

요 방법론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재무 정보만 가지고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경영품질’ 

을 논의하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전통적인 재무 지표는 기업의 과거를 나타내 

주는 성과 지표로 단기적이며 과거지향적일 뿐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경쟁이 심화되고 환경의 

변화속도가 빠르며 기업의 총체적 운영현황을 평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미래 성과를 

올바로 예측해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관계와 제휴， 지식과 능력， 그리고 여러 무형의 변수들이 점접 더 기업의 성공 

을 결정짓는 세계에 살고 있다 따라서 보다 균형 잡힌 성과측정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 성과 

측정시스템에는 이윤， 수익성， 주주가치 등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 공급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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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내부프로세스의 개선， 지적 자산， 조직의 학습 및 성장 능력 등 변화의 동인이 될 수 있는 

비재무적인 성과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미래의 성과를 예측하고， 모니터하며，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의 성과측정은 기엽이 추구하는 전략과 맞물려 다양한 측면에 

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측정의 의미와 펼요성을 살펴본 후， 기업 성과 평가 모형으로서 말콤 볼드 

리지와 Balanced ScoreCard의 평가항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이 두 평가방법론을 토지공 

사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볍에 대하여 논해볼 것이다 그리 

고 결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기대효과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겠다 

H 성과측정의 의미와 필요성 

2.1 성과측정의 의미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YOU cannot manage what you cannot measure)'’, 

“기대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측정하고 점검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YOU get what you 

inspect , not what you expect) 라는 말은 성과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 말은 

성과의 계량화를 통한 관리의 실효성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성취한 바를 측정하고 비교하고 

이를 추적할 수 있을 때 미래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과 (performance) 라는 것은 우리가 취한 행동(actions) 의 효과성 (effecti veness)과 효율 

성 (efficiency)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영학에서 추구하는 두 가지 중요한 변수이다 여기서 효과 

성이란 설정한 목표수준에 우리의 행동 결과가 근접한 정도를 의미하고， 효율성이랑 특정 수준 

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기업의 자원이 경제적으로 활용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이다 따라서 기업이 이루어낸 성과의 수준은 기업이 취한 일련의 행동들의 효과성 

과 효율성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 즉 우리가 취한 행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관리를 위해 계량적으로 측정 

할 필요가 있으며，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성과지표 (performance measure) 라는 것이 필 

요하다 따라서 성과지표란 우리가 취한 행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계량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치적 변수(metrics)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성과측정이란 간단히 말해 이러한 성과지표를 이 

용하여 우리가 취한 행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계량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성 

과측정음 위해서 기업들은 나름대로의 성과측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시스템이란 이러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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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성과측정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우선， 기업이 취한 행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계량화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성과지표가 존 

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얻은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며， 그 분석 결과플 해석하고 전파하며 내부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 7t 필요하다 이러한 하부구조는 사실에 끈거한 의 

사결정과 이 의사결정에 근거한 후속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바람직한 성 

과측정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를 현재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과지표나 성 

과목표， 그리고 사업 전략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 

정이 성과측정시스템에 포함펌으로 해서 기업은 자신틀의 전략과 경영이론을 수정할 수 있는 

전략적 학습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2 성과측정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경쟁자의 위치와 비교함으로써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이고， 둘째， 기업이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내 

부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외부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이며， 셋째， 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와 미 

흡한 분야를 판별함으로 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이러한 우선순위에 

맞추어 기업의 한정된 자원의 배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넷째， 성과측정을 통하 

여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이전과는 달리 행동하도록 하고 엽무처리 방볍을 변모시키도록 함으 

로써 조직의 진보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기업이 사용해온 성과측정 시스템은 이러한 성과측정의 목적플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는 미홉하였다 전통적으로 기업이 사용해온 성과측정의 가장 큰 비판은 기업의 

성과가 재무적인 척도에 너무 의존되어 왔다는 것이다(Johnson & Kaplan 1987. Peters 

1987. Eccles 1991 , Eccles & pyburn 1992 , Kaplan & Norton 1992 , Smith 1992 , 

Shank & Govindarajan 1993 , Hofferker & Goldenberg 1994 , Ittner & Larket 

1998 , Neely 1998) 

사실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기업의 성과라는 것은 당기순이익이나 투자수익률. 자기자본수익 

률 등과 같이 과거 기업이 취한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재무 지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 

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의 성과는 재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조직의 혁신과 학습능력， 고객 

및 공급자 관계， 종업원 만족，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 비재무적이며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평가 

84 



Malcolm Baldrige와 Balanced Scorecard의 연계에 관한 연구 

되어야 하며， 이 모든 측연에서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모든 활동과 프로세스는 궁극적으로는 기 

업 전략과 연계되어 하나의 커다란 경영이론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성공적인 기업으 

로 존속하기 위해서 기업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전략， 수행하는 활동 1 그리고 성과의 측정이라는 

세가지 축의 관계를 밀접히 상호작용하는 삼각구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다 나은 품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전개할 필요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들이 과연 품질의 향상을 이끌어 내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써 주기 

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기업의 바람직한 성과측정이란 기업이 설정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 

련의 활동틀을 인과관계로 연결시켜 전개하고， 이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로써 평 

가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정조치와 함께 성취된 개선사항을 공표 및 보상하고 이를 피드백 

함으로써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는 일련의 순환과정이다 

즉， 기업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일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 

재 추구하고 있는 전략의 타당성을 다시 생각해보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2.3 전통적 성과측정의 문제점 

지금까지의 재무적 측정지표들은 ‘이미 행해진 결정틀의 결과’는 보여주지만 ‘장기적 전략개발 

을 위한 적절한 지칩’을 보여주지는 못했다(Olve ， Roy & Wetter 1999) 또한 최근 경제학자 

또는 회계학자틀간에 재무보고가 다른 기업의 정보제공요소들에 비해 중요도가 감소되고 있음 

이 지적되고 있으며 (Lev ， 1996: Grojet , 1993) , 이러한 현상은 재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B radley 1996: Arthur 1996) 

무엇보다도 이제까지의 재무적 측정지표들은 측정 주체라 할 수 있는 경영자， 주주， 종업왼 

모두에게 치명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재무적 측정지표만으로는 경영자가 올바른 전략수립과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없다 경 

영자 관점에서 살펴보면 전통적 재무적 측정지표들은 지난 활통틀에 대한 결파만을 보여줄 뿐 

이므로 ‘전략적 목표와 일관되지 않은 행위셰 이르게 할 수 있다(Goldenberg & Hoffecker , 

1994) 즉， 재무척 관점의 측정에 고정됨으로써 제품품질， 고객만족도， 배달시간， 공장의 유연 

성， 신제품의 리드타임， 더 높은 수준의 종업원 노하우 등과 같이 ‘덜 실체적이고 비재무적인 측 

정지표들을 무시하게 만들고(Peters ， 1987) , 이로 인해 ‘시기별 부분 최적화’를 초래하여 장 

기와 단기 사이의 균형 달성‘을 어렵게 한다(ülve ， Roy & Wett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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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무적 측정지표는 주주들에게 투자를 위한 영확한 기준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재무적 

측정지표들은 그것만으로 진정하고 공정한 사업현황을 제공할 수 없다(Johnson & Kaplan 

1987) 재무적 핵심비율들의 초점이 외부보다는 내부에 맞추어지고， 내부적으로 개발된 기준 

에 근거하여 이전 회계연도와 비교되어지기 때문에 기업을 경쟁자들과 공정하게 비교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Ecc]es & pybum 1992) 

셋째， 재무적 측정지표는 조직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종업원들에게는 무의미하 

다 종업원들은 재무적 측정지표의 월별， 분기별 보고서에 나타난 숫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 

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알지 못하며 시스템들의 복잡성은 일선의 업무 유연성을 방해하기도 한 

다(Shank & Gorindarajan , 1993) 

이와 같이 단순한 재무적 지표는 경영자에게는 기업의 전략수입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적 지표와 함께 비재무 

적 지표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제 영역에 대한 고찰이 가능한 말콤 볼드리지 평 

가 항목을 살펴보고， 기업 경영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항목을 제시함으로써 부서간 연계 

및 인과관계 설정 , 전략과의 연계가 가능하여 경영자의 전략 설정과 리더십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BSC 항목을 살펴 본 후， 기업 경영혁신과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두 평가 항목의 연계를 통 

하여 평가항목 관리요소의 중복을 제거하고 동일화를 달성， 기업성과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달 

성을 위해 MB 및 BSC 두 개선 노선이 시너지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는 MB와 BSC의 연계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경영품질‘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경영품질 

을 구체적 항목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음과 동시에 기업 전략 설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형구축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m. Malcolm Baldrige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는 기업현장에서는 끊임없는 경영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품질도 그러한 경영혁신의 일환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조직이 경영품절을 도입한다 

는 것은 어떤 다른 개별적인 혁신기법을 도입하는 것과는 다르다 경영품질은 일회성 프로젝트 

가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전사적인 변화프로그램이며， 나아가 조직의 먼 미래플 바 

라보는 전략적 ‘품질여정 (Quality Journey) ’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품질상을 제정하여 각각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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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품질상의 평가기준은 품질관리에서 품질경영으로 그리고 경영품질 

로 바뀌어 감에 따라 품질상의 지표도 바뀌고 있다 대다수의 세계적 기업틀은 글로벌 스댄더드 

의 경영품질 중심으로 정착해가고 있다 국가별로 품질상의 기준이 차이는 있으나 경영 품질이 

라는 공통된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향하는 목표가 세계적 수준， 즉 월드 클래스의 기업을 

육성해 내고자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3.1 경영품질의 개념 

품질의 개념이 확장되고 경영에 있어서의 위상도 과거의 품질관리 (QC)체제에서 품질경영 

(QM)으로 바뀌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 주도의 전사적 품질관리에서 미국식 종합적 

품질경영 (TQM)체제로의 전환이 시도된 이래 10여년이 흐른 지금 현대적 품질경영의 초점은 

이제 리더십에서부터 자왼， 프로세스， 사업성과에 이르는 경영의 전 과정에 맞추어져 있다 TQ 

의 정의 역시 ‘업무의 모든 국변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도 남도록 조직의 역량을 개발하 

고 유지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Total Quality’를 .Management’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품질경영의 관점과 내용이 과거 제품 · 공정 품질에서 경영시스템 전체로 

확대 발전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품질관리의 종주국인 일본이 기존의 데맹상과 별도로 일본경 

영품질상(JQA)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과거 제조업 위주의 ‘품질의 관리 (Management of Quality) ’ 시대에서 제조 · 

서비스 • 공공부분을 모두 포괄하는 이른바 경영의 품질 (Quality of Management) ’ 시대로의 

전환인 것이다 여기서 기존의 제품 위주의 원시적 품질 개념을 소위 ‘small q’라 한다면 토털 

( total) 시스뱀의 품질을 의미하는 전략적 품질 개념은 ‘Big Q’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품질 개 

념이 이와 같이 혁병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국내에는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대부분 ‘품질’이 

라 하면 과거 우리가 추진해 온 제조업 , 공장， 현장 작왼， 유형적 제품 위주의 품질 개염을 떠올 

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일차적인 과제는 품질에 대한 미래지향적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 

우선 아직도 주로 제조업에 머물고 있는 품질의 영역을 서비스업 · 정부 · 공공부문에까지도 

확대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 대상 또한 물건이나 재화의 질로부터 벗어냐 경영자의 려더십에 

서부터 사업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경영시스템 전체를 겨냥한 이른바 경영의 질’로 인식이 대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품질문제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는 바로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 

영진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품질분야의 세계적 대가의 한 사람인 Crosby는 “품질관리가 일 

선 작업자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라면 품질경영은 경영층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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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경영품질로의 품질패러다임 전환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것이며， 미국의 

경우는 민간 기업(제조， 서버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및 공공부문(학교， 병원 등) , 심지어 

군대에 이르기까지 전 국가적 품질혁신이 공유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연 경영품질이란 조직구성원의 창의성과 지식경영을 강화하는 경영시스템의 구축 

과 함께 재무의 건전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조직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 

로 사회 및 인류복지에 이바지하는 경영의 총체이다 따라서 경영품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기 

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탁월하게 경쟁력이 우수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수 

준이 잠시동안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3.2 국내외의 경영품질 현황 

미국 경제가 지난 1980년대 최악의 부진을 딛고 일어나 1990년대부터 새로운 성장을 구가 

하는 데 결정척 기여를 한 국가적 공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쌀콤 볼드려지 국가품질상 

(Malcolm Baldridge National Quality Award: MBNQA , MB 상)이라 할 수 있다‘ 근본적 

으로 이 상이 지향하는 것은 ‘시스템적 경영방식’과 ‘탁월한 경영성과(Business Excellence) ’ 

이다- 이와 함께 수상업체들의 우수사례 (best practices) 또한 그 중요한 성과물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MB상 심사기준 체계가 갖는 의의는 경영품질의 공인된 세계기준이자 최고의 경영 

시스댐 평가모델이라는 점이다 

간단히 MB상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경제 및 상품경쟁력이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반면， 미국은 최악의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록펠러센터， 라디 

오시티 뮤직홀， 페블비치 골프장， 콜럼비아 영화사 등과 같은 미국의 대표적 부통산과 기업이 

잇달아 일본에 넘어갔다 미국의 학계， 산업계， 및 정부 지도자들은 일본의 경쟁력에 대해 다방 

면에 걸쳐 검토한 결과， 그들 경쟁력의 원천이 품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에서도 일본의 

데맹상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품질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종합적 품질경영 (Total Quality Management 

TQM)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8월 말콤 볼드리지 국가품질개선법안을 입법화하였고， 그 이 

듬해에 MB상 재단을 설립하였다 즉， 미국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마련 

한 것이 품질경영이라연， 이를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척 차원의 시상제도가 MB상인 셈이다 

미국은 계속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품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한 품칠이 지니는 

의미와 그 내용을 이해시키는 한편， 품질 우수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화하여. 성공적인 품질 

전략과 이러한 실행으로써 얻어진 이익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기업들이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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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런 상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이 상은 대기업， 중소기업， 서비스업의 3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고 있으며， 총 7개 범주에 걸 

쳐 운영방식이나 제품， 서비스에 있어 최고의 고객만족과 경영성과를 보인 기업틀이 그 대상이 

다 한마디로 나라에서 최고의 실천방법을 보유한 기업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수상기업은 최고 

의 기업이라는 국민적 인정을 받는 것은 물론 엄청난 광고효과 등 직 · 간접적인 효과를 가진다 

이제 전 미국의 개혁운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상의 가이드라인과 평가기준은 모든 기업에 

게 하나의 경영교과서로 널리 사용되어 매년 수백만부 이상이 배부될 정도다 각 수상기업은 수 

상 후 5년간 공개견학 개방은 물론 각종 회의와 세미나 등에서 자기 회사를 소개하는 기회를 갖 

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른 기업틀의 벤치마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케 하고 이러한 선진경 

영에 관한 기엽 노하우의 범국가적 공유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현재 이 상에 도전하는 대상은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분야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기타 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기관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IBM 

과 같은 초우량 기업도 두 차례나 도전에서 실패했을 정도로 수상자로 결정되기까지는 엄격한 

평가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에서 말콤볼드리지 국가품질상이 커다란 성공을 거두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자 유럽 

제국의 대표적 기업가들도 유럽품질경영재단을 설립하고 1992년 유럽품질상(EQA)을 제정하 

였다- 사실상 MB상 제정시 벤치마킹 대상이었으며， 품질관리 분야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까지도 1996년 사회경제생산성본부가 주축이 되어 MB상과 거의 홉사한 일본경영품질상 

(JQA)을 신설하였다 이는 기존의 데맹상과 달리 경영의 질 전체를 향상시키자는 것이 그 최 

대 목적이라고 할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품질상 체계는 품질경영의 수준을 평가하는 하나의 수단에서 탈피하 

여， 탁월한 성과를 향해 나아가도록 안내해 주는 통일된 경영 가이드라인이자 구체적인 성과 로 

드랩 (road map)으로 발전하고 있다 품질상의 심사기준 또한 수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기 

업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총체적인 질을 높이기 위한 자가진단도구로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차원의 품질상에 대한 국제적 추세와 국가품질상이 산업계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해 불 때， 국가품질상 제도 및 평가기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시급하고 

도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앞선 1975년 품질관리대상을 도입하였다 1951년 일본 

과학기술연맹 (JUSE) 이 제정한 데빙상을 모방한 품질관리대상은 20년 동안 계속 운영되어 왔 

다 이후 미국식 품질경영 이론의 도입에 따라 1994년 당시 공업진홍청은 기존의 품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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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본격적인 미국식품질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MB상을 참고로 심사기준을 대폭 수 

정한 한국품질경영상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어 1999년 미국 볼드리 

지상을 벤치마킹하여 품질경영상을 제정하는 결실을 보였다 당시 심사기준은 볼드리지보다 세 

분화하였고， 자주개선활동 등 국내 기업의 관행을 평가하려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 특정이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2천년을 대비한 한국형 국가품질상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 

천년 품질경영상의 심사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1999년 품질경영 

상의 운영이 정부에서 민간 전문기간인 한국표준협회로 이양되면서， 심사기준뿐 아니라 심사절 

차나 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미국의 MB상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국가품질상 제도를 개선해 

보자는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말콤볼드리지 평가모텔은 경영품질에 대한 글로별 스탠더드로서 전 세계적으로 약 64개국에 

서 활용되고 있다 미 모델은 크게 3가지 목적하여 운영되고 있다‘ 

첫째， 품칠성과와 능력을 개선하는데 지원하고 

둘째， 기업 내에서 의사전달을 촉진하고， 베스트 프헥티스를 공유하며 

셋째， 성과관리， 계획， 훈련과 평가를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겸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경영요소를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댈을 정립하였다 MB 모텔의 7개 범주는 리더십， 전략 

계획， 고객시장 초점， 정보와 분석， 인적자원 초점， 프로세스관리 그리고 경영성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가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 비전 있는 리더십 

• 고객주도의 우수성 

• 조직과 개인의 학습 

총업원과 파트너의 가치 창출 

민첩성 

미래에 초점 

이다 

• 혁신을위한관리 

• 사실에 입각한 경영 

• 공공책입과 시민정신 

• 결과와 가치 창출에 초점 

• 시스템 관점 

- 90 -



MaJcolm Baldrige와 Balanced Scorecard의 연계에 관한 연구 

조직개요 환경 및도전 

tegic 
1In이 때 f똘 f ]•

계g T 원자원화1 기 
(HR Focus) 

경영잉쩍 1 씨 

「 기 (Business Results’ 1: 

~，機] r 흐려li 관리 / 
끼 (process 
: I Management) 

「←→←←←←드드드 

; 정보와분석 
(lnformation and Analysis) 

L • •] 

〈그림 1) Malcolm Baldrige의 기본 Framework 

N. Balanced ScoreCard 

Kaplan & Norton (l 992. 1993. 1996. 2000)은 전통적인 성과측정시스템이 갖는 성과측 

정의 단점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엽의 성파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써 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card: BSC)를 제안하였다 BSC는 기엽의 비전과 

전략으로부터 성과 영역들을 판별하고 각 성과영역에서 추구하는 사업성과를 관리 가능한 몇 

개의 주요성과지표들 (key performance indicator: KPI)로 병료하게 통합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의 건강상태를 신속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하 

며， 그 형태논 시간에 따라 행동을 평가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하고 있다 

BSC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는 전통적인 재무성과에만 한정하여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재무 성과의 동인이 되는 비재무 

적 성과에도 초점을 맞춘 균형 잡힌 성과측정의 틀로서의 유용성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BSC는 

기업의 성과를 다차왼적으로 측정한다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띠를 내포하고 있다 즉， 단순히 

재무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측정하여 기업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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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역의 성과지표들을 사업단위의 독특한 전략으로부터 도출하고， 이들을 인과관계로 연계시 

킴으로써 조직。l 취하는 모든 노력이 조직이 설정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웅집되도록 하며， 성 

과명가를 통해 자신의 전략을 새로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척 경영 시스냄으로서의 보다 

큰가치를갖고있다 

BSC는 기 본적 으로 기 업 의 성 과를 재 무관점 (finance perspective). 고객 관점 (customer 

perspective) . 내부 프로세스 관점 (internal process perspective). 그리고 조직의 학습 및 

성장 관점 (Learning & Growth Perspective) 이라는 네 가지 영역에서 측정하여 기업의 성 

과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근접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가치 

를 창조하고자 하는 시스댐이다 BSC는 이러한 네 가지 영역 각각을 세 개 내지 다섯 개의 주 

요성과 지표들로 축약하여 평가함으로써 조직의 단기적 및 장기적 건강을 한 눈에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영역은 분리되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엽의 비전과 

전략에 맞추어 인과관계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를 가지고 연계되어 있으며， 재무성 

과가 궁극적인 결과 지표(lagging indicator)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2>는 BSC의 네 가지 성과 영역을 도식화한 것으로 각 영역의 특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재무핀정 

(기엄의 기치) 

비전괴전럭 

혁신괴 학습잉 관정 

(미래톨 위한 투자) 

〈그림 2> 8alanced Scorecard의 기본 Framework 

우선 재무관점은 주주들의 눈으로 바라본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과거에 기업이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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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최종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고객관정은 고객의 눈으로 바라본 기업의 시장위치플 나 

타내는 것으로 기업이 제공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매력도 빚 고객만족도를 의미하여 세 

번째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기업의 일 처리 방법 및 과정， 그리고 현재 역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혁신 및 학습 관점은 미래로의 진보적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적자원 및 시스멈 향상 

을위한 투자를 의미한다 

v. MB-BSC 연계 토지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품질경영’을 위한 경영시스템의 기준플 제공하는 MB상과 기업성과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하 

는 구체적 항목을 제공하는 BSC를 연계시킴으로써 기업 경영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경영 

품질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MB상과 BSC틀 연계시키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MB상의 항목들은 BSC상의 항목들과 구체적으로 연계 

가가능하다 

MaJcolm Baldrige BSC 

Leadership ‘ 
Learning & Growth Perspective 

Strategic Planning ‘ Strategy Map 

Customer Focus ‘ J뎌StaJ뼈o이뼈l떠빼뼈d따er/ιCustorr삐 Persp야ect뼈 | 
Information and Analysis ‘ Mcasurements and Targets 

Human Resource Capital 

‘ 
Learning & Growth Perspective 

Process Managem략김 ‘ Internal Process Perspective 

Business Resul ts • Measurements and Targets 

〈그림 3) MB와 BSC 연계의 기본 Framework 

MB상의 리더십 항목들의 평가가 우수하연. BSC KPj 지수 중 학습 빚 성장 관점과 관련된 

평가항목의 점수가 향상된다 MB의 고객과 시장 중시 항목은 BSC의 고객관정. MB의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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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BSC의 재무관점， MB의 인적자왼 중시는 BSC의 학습 및 성장관점， MB의 프로세스 

관리는 BSC의 내부프로세스 관점 , 경영성과는 BSC의 재무관점과 구체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조직의 전략은 그 조직이 어떻게 기업 내 ·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할 계획 

인지를 나타내준다 성과측정 시스템은 최대의 효과를 위해 조직체의 전략이 어떻게 미래의 지 

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집중해야만 한다 따라서 기업은 BSC를 디자인할 때 장기적인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을 나타내주는 몇 가지 주요 매개 변수틀을 측정해야 하며， 0] 과정에서 

경영품질 향상을 위한 MB의 전략 및 리더십 부분의 관점을 반영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BSC에서 수립된 전략과 성과측정은 MB의 전략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해 피드백 되어야 한다 

따라서 MB의 전략 부문은 BSC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전략 부문과 연계가 된다 

BSC와 MB상의 각각의 영역을 토지공사를 바탕으로 연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5.1 재무 관점 

재무관점은 주주들의 눈으로 바라본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과거에 기업이 수행한 행동 

의 최종 결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BSC의 재무관점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MB 항목은 정보 

와 분석 범주와 경영성과 범주이다 

MB의 정보와 분석 범주는 조직의 정보관리와 성과측정 시스템을 심사하고 성과 데이더와 정 

보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섬사한다 정보와 분석 범주는 조직을 경영하고 조직성과와 경쟁력 

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관한 정보에 관련된 MB 기준 

의 중요한 부분이다 정보와 정보 기술， 그리고 분석이 경쟁의 이점과 생산력 증대의 첫 번째 

원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문은 또한 이러한 전략적 고려 사항을 포함한다 모든 수준에서 리 

더는 계획하고， 전략적 방향과 행동의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모니터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왼을 할당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정보릎 이용한다 종업원은 그들의 직무 프 

로세스플 다루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통제할 수 없어서 조정이 필요할 때 데이터와 정보를 이용 

한다 

MB의 경영성과 범주는 핵심 사업 분야 고객만족， 제품 및 서비스 성과， 재무 및 시장성 

과， 인적자원 1 운영성과에 있어서의 조직성과 및 개선을 심사한다 또한 경쟁자와 비교해서 성 

과 수준을 심사한다 이 경영성과 범주는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의 고객 평가， 조직의 전반적 재 

정， 시장성과와 핵심 인적자원， 운영 프로세스의 성과 및 프로세스 개선 활동의 성과에 관한 관 

점을제공한다 

이를 토공 사례룹 바탕으로 MB 기준과 BSC KPI지수를 연계시켜보면 기업의 IT 시스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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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구축 노력은 조직의 정보관리와 성과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경영성과 달성이 가능하도 

록 조직을 모니터하고 정보를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어 기업의 경영성과 달성이 가능하도록 한 

다 또한 기업의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기업 활동 개선활동은 기엽의 BSC 재무관련 핵심 KPI 

지수인 매출액과 이윤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IT 시스템 투자는 업무관련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융 달성 여부의 지속적 모니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5.2 고객 관점 

고객관점은 고객의 눈으로 바라본 기업의 시장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이 제공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매력도 및 고객만족도를 의미한다 BSC의 고객관점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MB 항목은 고객과 시장중시 범주이다 

MB의 고객과 시장 중시 범주는 조직이 고객과 시장의욕， 기대， 선호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심사한다 또한 회사가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와 고객의 만족도를 어떻게 결정하 

는지도 심사한다 고객과 시장 중시 범주는 조직이 고객과 시장의 요구와 기대를 어떻게 체계적 

으로 이해하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에 초점은 둔다 이 범주는 전반적인 듣고 배우는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고객관계 구축을 강조한다 고객과 시장의 소리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정 

보는 역시 고객만족의 결과로부터 나온다 많은 경우에서 이러한 결과들과 경향들은 고객의 견 

해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장행동과 충성도에 대해서도 가장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묘 

로 고객만족과 충성도 데이터를 얻는 프로세스가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이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수 정보왼천으로부터의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이를 토공 사례를 바탕으로 MB 기준과 BSC KPI지수를 연계시켜보면 기업은 고객정보 처 

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는 고객만족도 지수(NCS I) 

를 높여준다 또한， 토지공사의 공공성을 염두에 두어 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원가 이하의 

저렴공동주택지 공급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공공시설설치， 토지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국 

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으로써 명성지수를 높인다 이는 모두 고객을 중시하여 행하는 활동플 

로써 MB기준의 고객 및 시장 중시 기준에 입각하여 기업의 BSC의 고객관점 핵심 KPI 지수인 

명성지수， 고객만족도지수등과 연관을 가지게 된다 

5.3 내부 프로세스 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은 기업의 일 처리 방법 및 과정， 그리고 현재 역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쟁 

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BSC의 내부프로세스 관전과 인과관계틀 가지고 있는 MB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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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관리 범주이다 

MB의 프로세스 관리 범주는 프로세스 관리의 주요한 변을 조사하는 것인데 고객 지향설계， 

제품 및 서비스 인도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 빛 모든 작업 단위에서의 공 

급 및 외주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이 범주는 주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설계되었고. 효과적으로 

관리되었고， 또한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하여 개선되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프로세스 

관리 범주는 주요 작업 프로세스의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안에 들어 있는 효과적 

인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중점 요구사항들 - 효과적인 설계， 예방 위주， 공급자와 파트너와의 

관계， 공급사슬 통합 중시， 운영성과， 사이클타임과 평가， 지속적인 개선과 학습틀이다 프로세 

스 관리 및 조직의 디자인의 모든 변에서 점차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개념은 유연성， 원가 절하 

및 사이클 타임의 감소이다 간단히 말해서 유연성은 변화하는 요구사항 즉 관료적 경직생 및 

시스댐에 연연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토공 사례를 바탕으로 MB 기준과 BSC KPI지수를 연계시켜보면 기업은 내부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투자를 하여 건설기술 개발을 하고 이는 기업 프로세스의 업무 처리 

속도를 증가시키고， 결함률을 낮춤으로써 프로세스 품칠을 향상시킨다 또한 IT 시스템 구축은 

자료의 처리 및 수집 • 분석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프로세스 품질 향상에 더욱 도움을 준다 。l

는 모두 내부프로세스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들로써 MB기준의 프로세스 관리 기준에 입각 

하여 기업의 BSC의 내부프로세스 관점 핵심 KPI 지수인 Process Cycle Time. Process 

Quality 풍과 연관을 가지 게 된다‘ 

5.4 성장 및 학습 관점 

성장 및 혁신 관점은 미래로의 진보적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 

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적자원 및 시스템 향상을 위한 투자를 의미한다 BSC의 성장 및 학습 

관점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MB 항목은 고객과 리더섭 범주와 인적자원 범주이다 

MB의 인적자원의 중시는 종업원들이 조직의 목표와 일관성을 갖고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개 

발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뚜렷한 성과와 모든 종업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개인 및 조 

직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의 구축과 유지를 위한 회사의 노력이 검토된다 인적자원 

지향 부문은 모든 인적 자왼 실행 높은 성과 작업장의 창출과 이를 달성할 종업왼의 개발과 

변화를 수용하는 조직의 개발 에 대한 표준 중 핵심이다 이 부문은 통합된 방볍， 조직의 전 

략적 지시에서의 인척 자원 개발과 관리 요구를 의미한다 

MB의 리더십 범주에서는 경영진이 고객 및 이해관계자를 중시하고， 조직의 방향‘ 학습，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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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권한위양 둥과 가치 및 기대성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심사한다‘ 또한 조직이 사회 

적 책임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주요 지역사회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를 심사한다 

이 리더십 범주는 경영진의 경영 스타일과 회사의 방향을 정하고 회사를 이끌어 가는 기준에 

관한 주요 포인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경영진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지와 

또한 우수성과에 도달하기 위한 리더십 시스템을 어떻게 만틀었는가를 포함한다 조직이 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는가도 포함한다 

이를 토공 사례를 바탕으로 MB 기준과 BSC KPI지수를 연계시켜보면 기업은 기업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인력투자를 하고 이는 인력의 인당 교육 시간을 증가시켜 직무 수행 

능력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정보 개발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또 내부 

평가제도 개선 노력을 통하여 조직성과 프로세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을 

확보， 이는 인력운용의 적정성 및 보수관리의 합리화를 달성하여 총업원의 직무만족도를 향상 

시켜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이는 기업의 내부프로세스 향상 및 서비스 품질 향 

상을 통한 고객 안족도 증대와 연관되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수익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또한 

공사는 IT 시스템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하여 기엽의 미래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모 

두 기업의 성장의 기본 Infrastructure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학습 

관점의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들로써 MB기준의 인적자원 중시와 리더십 기준에 입각하여 

기업의 BSC의 성장 및 학습 관점 핵심 KPI 지수인 인력투자비， IT시스범 투자비 등의 각종 

투자비와 내부고객인 인력의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는 직무만족도 등과 연관을 가지게 

된다 

다음 〈표 D은 BSC의 각 성과 영역의 구성항목을 전략적 목표， 주요성공요소， 그리고 성과 

지표로 나누어 구체적인 예로 표현한 것이다 표를 보연 BSC는 네 가지 관점 각각에서 기업의 

성과를 조명해 주는데， 과거에 취한 행동의 결과 변수인 재무 지표와 기업의 미래 가치를 창출 

하는 통인 (performance driversl 이 되는 성과지표들이 균형을 이루어 종합적인 성과측정의 

틀로서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즉， BSC는 재무적 및 비재무적 지표， 단기적 및 장기적 지 

표， 그리고 외부지향적 지표와 내부지행적 지표를 균형 있게 포함함으로써 기업의 과거 성과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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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토지공사의 BSC 4가지 성과영역 구성 

재무관점 고객관점 

우리는 주주들에게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가? 우리는 고껴에게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가 

전략적 목표: 전략적 목표 

주주에 대한 장 · 단기적 부가가치 제공 고객에 대한 최고의 부가가치 제공 

주요성공요소 드드1 ι。 λ。}그 。lμ。」져、-

기업존속，이익창출 신제품 개발， 대고객 파트너십 

성과지표 성과지표 

매출액， 이윤 명성지수，고객만족지수 

내부프로애스판정 성장 및 학습관점 

고객 셔버스훌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미래에도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계속하 

내부 프로채스에 탁월해야 하는가? 여 혁신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전략적 목표 전략적 목표 

제품과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생산과 혁신， 개선. 학습 능력의 최대화 

공급 

주요성공요소 주요성공요소 

생산혁신，공급혁신 기술경쟁력 우위， 제품경쟁력 우위 

성과지표 성과지표: 

연구개발비，제품결함률 인력투자비. IT시스템투자， 노동생산성， 직무만 

족도 

5 각 성과영역의 인과관계 구축 

MB의 전략계획 수럽 범주는 조직의 전략개발 프로세스를 심사한다 조직이 전략목표를 어떻 

게 설정하고 주요 활동계획틀과 인적자원계획을 어떻게 개발하는가를 심사한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 성과들이 어떻게 추적되는지를 심사한다 전략계획수립 범주는 

조직이 미래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전략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전략적 방향을 의사소통하고 1 전개하고， 전략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서별 우 

선순위와 목적들과 중요 수업성과 요구사항을 어떻게 정렬시키는지를 설병하고， 이러한 일틀을 

어떻게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평가지표로 변환시키는지를 설명한다 

이는 BSC의 전략 수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써 기업의 경영품질 향상과 경영성과 평가 

단계에서 각각의 전략이 독립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거시적 관점에서 일관 

성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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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of Baldrige and Balanced Scorecard 

Malcolm Baldrige 
System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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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B와 BSC의 전략 연계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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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BSC의 성과지표들과 MB상의 성과지표들은 영역별로 따로 분리되어 평 

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요 성과지표들은 일관된 전략방향 하에서 서로 인과관계를 갖 

고 연결되어 하나의 경영이론을 이루어야 하며， 이러한 연결고리는 재무성과로 연계되도록 해 

야 한다 즉， BSC는 결과 변수로서 전통적인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변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원인 변수로서의 고객만족지표， 내부 프로세스 개선지표， 그리고 기업의 성장 및 학 

습지표 둥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포함해야 하며， 이틀 지표틀은 MB의 경영기준들과 서로 피드 

백 관계를 형성하며 인과관계로 연계되어 서로를 강화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성과지표들은 기업의 현재 위치를 고려하여 독특한 사업전략으로부터 유도되어 

야 한다 BSC 성과지표들은 단순한 성공요소들의 집합이 아니며 모든 기엽에 일반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통일한 엽총에 있는 기업이라할지라도 사업의 성 

숙도에 따라 성과 목표는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성과지표도 달라친다 예를 들어， 도입기에 

있는 사업일 경우 빠른 성장 목표를 중요시하며 이 경우 시장점유율은 주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성장기에 있는 사업은 투자수익을 중요시 할 것이며 성숙기에 있는 사업이라 

면 현금흐름이 보다 중요한 성과 목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므로 주요 성과지표도 따라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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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의 특성과 기업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토지공 

사의 경우에는 공기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모든 성과 측정의 최총 지표에는 재무관 

점의 성과뿐 아니라， 고객관점의 성과도 캉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MB와 BSC의 각 관점을 하나의 인과관계 모형으로 구 

축하연 다음그림과같다 

〈그림 5) MB와 BSC의 인과관계 구축 모형 

VI. 결 론 

이상에서 MB의 각 기준과 BSC의 각 기준， 그리고 토지공사 사례를 바탕으로 MB와 BSC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많은 기업들이 최큰 들어 자신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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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업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성과측정지표가 아닌 대내 • 외적으로 공표가 가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성과지표 선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 

에서 성과를 측정한다는 말은 주로 재무성과를 측정함을 의마하고 있고 1 이러한 성과측정은 과 

거지향적이고 근시안적이며 부분최적화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기업의 과거 경영의 성과인 재무적 성파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릎 도 

출하게 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성과，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성장환경 구축 성과 등도 포괄 

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측정은 기업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 

부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시도한 BSC 

와 MB의 통합 모렐 구축은 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막연하게 MB의 품질 지표에 따라 경영품질쓸 향상시켜 가는 기업은 BSC의 평가지 

표도 우수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귀납적으로 그 성과륜 도출하는 

MB 모형과， 전략적으로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연역적으로 접근하는 BSC 

모형의 연계를 통하여 기업의 거시적 전략과 성과지표의 통합 모형 구축을 시도해 보았다 

본 모형을 통하여 기업은 통합 성과지표 모형 구축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MB의 품질 지표 

중 기업 특성에 따라 BSC의 평가지표 향상을 위해 가중치를 더 두어야 할 항목의 우선순위 결 

정에 유용하게 사용가능한 모형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MB의 개별 프로세스 품질 향상 

요소와 BSC의 개별 평가 지표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두 지표의 관리 요소간의 중복되 

는 부문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상호보완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체계의 토대를 마 

련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모형을 더욱 발전시켜 인과관계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피드백의 영향에 중 

점을 둔 System Dynamics 개념과 이에 근거한 시율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기업의 무형자산 

지표를 전략수립 및 경영활동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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