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SC 성과보고서: 

현행 재무보고서의 새로운 안

정 혜 *

회계학계와 실무계에서는 현행 재무제표 정보의 목적적합성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Blair and
Wallman(2001) 등은 지난 10여년 간 미국기업들이 발표한 회계정보의 기업가치 설명력은 20% 포인트

이상 하락하 다고 주장하 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회계정보의 설명력은 1985년 이후 매년 평균적으

로 1.6% 포인트 씩 감소하 다. 

회계정보의 적합성 하락은 실질 경제환경 변화에 회계기준이 적절히 응하지 못하 기 때문으로 간

주하고 있으며[Lev, 2001], 특히 미인식 무형자산의 보고 없이 현행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 상실을 반전

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무형자산의 측정 및 공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의 재

무보고서 공시를 BSC 성과보고서 공시로 체할 것을 제안한다. 

BSC 성과보고서는, Kaplan & Norton(1992)이 제안한 것처럼 재무적 성과는 물론, 고객성과, 종업원

학습 및 성장 성과, 조직 및 프로세스 혁신 성과 등의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중요한 정보를 망라하고 있

다. 이같은 주요 핵심성공요소에 한 성과를 설명적 문단 형식으로 공시하여도 전통적 재무제표에 한

중요한 보충자료 역할을 할 수 있다. 

I. 서 론

현행 재무제표의 기업가치 설명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가 계속 발

표되고 있다. Francis and Schipper(1999)는 과거 40년간(1952~1994년) 회계정보의

기업가치 설명력1)은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 10년간 회계정보의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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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정보의 기업가치 설명력은 차 조표상의 장부가치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의 변



치 설명력은 62%에서 38%로 크게 하락하 다고 보고하 다[Blair and Wallman,

2001].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보다 회계정보의 기업가치 설명력

이 평균적으로 15~20% 포인트가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감소추세가 더욱 심각하

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6년간(1985~2000년)의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의 회계정보

설명력은 연평균 1.6% 포인트씩 하락하 다.

문제는 이같은 감소추세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있다. 최

근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로 변되는 경 환경변화로 말미

암아 기업가치 창출 동인(value drivers)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또는 지적자본)으

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회계정보의 적합성 상실은 현행회계가 적용하고 있는 역사적 원가주의, 보수주의,

회계처리방법의 다양성 등이 원인이지만[Lev and Thiagarajan, 1993], 그중에서도 역

사적 원가주의에 의한 무형자산의 미인식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Blair

and Wallman, 2001]. 더욱이 무형자산의 창출 및 운 이 향후 경 전략에서 더욱 중

요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무형자산에 한 회계기준을 변화시키지 않을 경우,

회계정보의 기업가치 설명력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Kaplan and Norton(1992)이 주창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이하 BSC

로 칭함)에 의한 성과평가는 최근의 경 환경변화에 따른 경 전략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이들은 재무적 성과, 고객 성과, 프로세스 혁신 성과, 학습 및

성장 성과 등을 기업의 핵심적 성공요소로 파악하고 이들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 다. 여기서 비재무적 성과(고객 성과, 내부프로세스 성과, 학습

성과 등)는 무형자산의 축적 및 운 성과와 관련된다. Jensen(2001)은 BSC에 근거한

성과평가가 측정상의 어려움과 다양한 경 목표 설정에 의한 혼란 등의 단점이 있지

만, 이해관계자 집단(stakeholders)의 요구 수용을 통한 기업가치 극 화 전략의 주요

도구로 적절하다고 평가하 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재무보고서의 새로운 안으로서 BSC 보고서의 도입을 제안한

다. AICPA(1994)와 Lev and Zarowin(1999) 역시 회계정보의 적합성 하락을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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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기말 시가총액의 변동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로 측정(수정 R2)하 다.



하여 재무보고서의 내용을 확 할 것을 주장하 다. 이들의 주장은 체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재무제표의 형식, 인식방법 및 내용을 변화시키고, 둘째는 주석

(footnotes)의 포함범위를 확 시키자는 것이다. BSC 보고서의 도입은 이들 두 가지

주장을 수렴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 하락에 한 실증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제3

장에서는 경 환경변화에 따른 무형자산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4장에서는 새

로운 경 전략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 BSC를 논의하며, 제5장에서는 최근에 논의되

고 있는 이해관계자 가치 극 화 이론과 BSC의 관계를 설명한다. 제6장에서는 현행

재무보고서의 안으로서의 BSC성과보고서를 제안하며,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II.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 하락

회계학계와 실무계에서 재무제표 정보의 목적적합성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Lev and Thiagarajan(1993), 그리고 Ely and Waymire(1999)는

재무제표 정보의 표적 지표인 회계이익의 기업가치 설명력 부족을 지적하 으며,

Francis and Schipper(1999)는 지난 40여 년 간 미국의 거래소 상장기업들 뿐만 아니라

NASDAQ 기업들에서도 회계이익, 현금흐름, 장부가치 등 주요 회계지표들의 적합성

하락을 관찰하 다. 

Francis et al.이 적합성 하락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적용하 던 기본적인 회귀모형

은 다음과 같다.

MVjt = α0 + α1Ejt + α2BVjt + εjt (1)

여기서 MVjt = j기업의 t 회계연도말의 시가총액

Ejt = j기업의 {t – 1, t}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

BVjt = j기업의 t 회계연도말의 장부가치

εjt = 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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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0, α1 , α2 = 회귀모형의 매개변수

Francis et al.은 위의 회귀모형식 (1)을 이용하여 매년(1952~94년 기간) 연도별 수

정 R2(설명력 계수)를 구한 다음, “수정 R2 = ψ0 + ψ1TIMEt + et”라는 회귀식을 다시 적

용하여 표본기간 중의 설명력 계수의 추세를 파악하 다. 여기서 TIMEt은 연도별 시

간을 나타내는 자연수이다. 

Francis et al.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회계이익의 단독 설명력은 과거 40여 년간 30%

수준에서 7% 수준으로 계속 하락하 으나, 장부가치의 단독 설명력은 20% 수준에서

52%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 다. 또한 회계이익과 장부가치를 동시에 포함시킨 회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정 R2값은 50% 내지 80% 사이에서 변동하 으나, 전반적으로

는 약간의 하강 추세를 보 다. 

그러나 Francis et al.의 연구에서 우리는 1985년 이후의 회귀분석 결과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회계이익의 설명력은 1985년 이후에도 하강 추세가 계속되었고, 1985년

까지 상승추세를 이어 오던 장부가치의 설명력은 그후 10년에 걸쳐 약 20% 포인트

하락하 다. 더욱이 최근의 자료(1999년까지)를 추가로 포함시킨 Blair and Wallman

(2001)의 결과에 의하면 장부가치의 기업가치 설명력은 지난 10년간 62%에서 38%

로 하락하 다고 보고하 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표 1>은 우리 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2

월 결산법인을 상으로 위의 식 (1)을 연도별로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에 의하면,

회계이익과 장부가치의 기업가치 설명력(수정 R2)은 1990년 초기까지 상승세를 이

어왔으나 그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7년의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에는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1985~2000년의 16년간의 수정 R2 수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

소하 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정 R2 수치를 TIME에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정 R2 = 0.525 – 0.016TIME

(t =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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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정 R2 수치는 매년 0.016(= 1.6%) 씩 감소하 으며, 그 감소 추세는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t = –4.45). 1997년의 IMF 구체금융체제 이후의 자

료를 제외한 1985~96년(12년간)의 자료만을 적용한 회귀분석에서도 TIME의 추정

계수는 –0.012(t = –2.24)로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음이었다. 이는 1997년 이

후의 IMF 구제금융체제라는 이상 경제현상을 감안하더라도 회계정보의 적합성 하락

이 관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나라의 회계정보 적합성이 미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는 것

이다. Collins, Maydew and Weiss(1997)의 1983~1993년 자료에 기초한 연구결과에

정 혜 669

<표 1> 장부가치와 회계이익의 기업가치 설명력 추이 비교

회귀모형: MVjt = α0 + α1Ejt + α2BVjt + εjt

연도 α̂1 t(α̂1) α̂2 t(α̂2) 수정 R2 표본수

1985 0.302 13.30 2.731 4.34 0.436 205
1986 0.261 10.60 1.698 3.02 0.387 211
1987 0.332 15.72 2.664 4.09 0.450 237
1988 0.409 17.67 2.941 4.51 0.519 310
1989 0.413 18.40 3.028 6.15 0.533 398
1990 0.390 19.14 3.973 7.09 0.530 424
1991 0.307 18.68 2.623 5.30 0.432 439
1992 0.256 15.80 6.103 11.45 0.460 440
1993 0.381 22.10 0.724 1.70 0.393 464
1994 0.292 20.62 4.573 9.98 0.389 489
1995 0.227 14.13 8.221 12.77 0.320 513
1996 0.267 15.73 4.324 8.19 0.294 530
1997 0.323 19.47 0.859 2.93 0.246 551
1998 0.289 15.65 1.438 3.30 0.225 552
1999 0.302 17.82 3.223 4.63 0.264 548
2000 0.363 21.06 2.227 3.70 0.338 572
평균 0.314 17.24 3.198 5.82 0.382 합계6,883

주. 1. 회귀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12월 결산법인에 한정하 다. 

2. t(∙)는 추정계수에 한 t-value이다. 

3. 회귀식에서 MVjt = j기업의 t 회계연도말의 시가총액, Ejt = j기업의 {t – 1, t} 회계기간의 당기

순이익, BVjt = j기업의 t 회계연도말의 장부가치이다.



의하면, 연평균 수정 R2 값이 0.754로서 매우 높았으나, 우리 나라의 유사기간

(1985~1993)의 연평균 수치는 0.458에 불과하 다.

회계정보의 적합성 하락이 실질 경제환경의 변화에 기인된 것인지 또는 회계기준

의 변화에 기인된 것인지는 결론을 내리기 힘든 문제이다. 그러나 그간 각국의 회계

기준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개악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1985년 이

후의 회계정보의 적합성 하락은 실질 경제환경 변화에 회계기준이 적절히 응하지

못하 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이에 한 간접적

인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Amir and Lev(1996) 그리고 Lev and Zarowin(1999)은 무형자산(예, R&D, 인력개

발, 상표개발 등)에 한 투자가 많은 기술집약적 기업의 가치평가에는 회계정보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 다. 무형자산이 이들 기업의 시장가치 창

출에 큰 기여를 하지만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무형자산만을 기

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업 기업의 경우, 회계이익, 장부

가치 및 현금흐름 등의 회계정보 이외에 서비스 지역의 인구, 이동통신 가입자 도,

서비스 지역의 구분(도시 또는 농촌 지역) 등의 비회계정보가 높은 추가적 설명력을

보 다.

또한 Collins et al.(1997)은 COMPUSTAT 데이터베이스에 속한 기업들 중에서“무

형자산 집약적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

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추세가 회계정보의 적합성 상실과 관련될 것이라는 가

설을 제시하 다. 여기서 무형자산 집약적 산업이란 다소 임의적이기는 하나 표준산

업코드(SIC) 282(화학재료), 283(의약품), 357(컴퓨터), 367(전자부품), 48(통신),

73(경 서비스), 87(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일컷는다. 이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숫자는 198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전체 기업의 12%에서 24%로 증가)하 다. 

Francis et al.(1999)은 신생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NASDAQ 기업이 전통적인 거래소

상장기업들보다 회계정보의 적합성이 다소 낮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지는

않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이들의 자료는 1994년까지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후 년도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Blair et al.(2001)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

들은 1985년 이후 NASDAQ 기업들의 장부가치의 기업가치 설명력은 거래소 상장기

업들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 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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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계학계 및 실무계는 공통적으로 현행 재무보고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고

서는 이같은 하락추세를 멈추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AICPA 산하 재무

회계 특별위원회(1994)는 회계정보 이용자 중심의 재무보고 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하

으며, New York 학의 무형자산 연구센터 및 Brookings 연구소의 특별프로젝트 팀

의 공동연구[예: Lev, 2001]는 미인식 무형자산의 보고 없이는 재무제표의 목적적합

성 상실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전망하 다.

그러면 최근의 기업경 에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두된 배경을 살펴보자.

III. 경 환경변화에 따른 무형자산의 중요성 두

1. 경 환경변화: Digitalization & Globalization 

우리는 지금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 에 살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정보화 사회로 규정되는 21세기의

경 환경의 특징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Gibson, 1996]. 

첫째,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시 의

도래이다. 디지털 경제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e-비지니스 등에 의하여

창출된 부가가치가 우리 사회의 부분의 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경제는

기업활동 면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고객의 발굴과 수익원 창출, 전자

상거래를 통한 새로운 거래방식의 도입, 공급자에서 고객에 이르는 가치창출과정에

서 정보기술에 의한 새로운 경 프로세스의 도입, 기업간 또는 기업 내 활동의 통합

용이성, 신속한 정보획득과 공유활동 등이다. 둘째, 교통수단과 통신망의 발달은 지

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지구를 하나의 시장경제로 통합시켜 탈국가적 로벌 경제

(global economy) 시 를 열고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기업들이 로벌 시장에 진출∙

업하는데 막 한 시간과 투자를 요구하 다.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사

무실 및 공장확보, 유통망 확보 등 수년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시

에서는 많은 시간과 자금을 필요하지 않는다. 사이버 가상공간을 통한 점포운 과

강력한 브랜드이미지에 의하여 불과 수십일 안에 전세계로부터 구매자를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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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소매유통회사인 Wal-Mart가 전세계로 시장을 확 하는데

50년 걸린 데 비하여, 온라인 경매회사인 e-Bay는 불과 2년만에 전세계 온라인 경매

시장을 장악하 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로벌 경제시 로 규정되는 21세기 정보화 시

에는 기존의 산업사회의 경 패러다임으로는 생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속

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 패

러다임을 수용하여야 한다.

2. 경 환경 변화와 새로운 경 전략

기업이 존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기업이 만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겠

다는 소비자(즉, 고객 또는 시장)의 존재이다. 그러면 고객은 왜 특정 회사의 제품 또

는 서비스를 선택하는가? 고객 입장에서 자신이 희생한 것(sacrifices)보다 그 희생으

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benefits)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고객이 얻는 효용과 고객이 희생한 것의 차이를 고객가치(customer value)라고 정의

한다[Band, 1991].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고객가치는 고객입장에서 평가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기업이 고객가치를 창출하려면 투자자들(주주 및 채권자)의 자금 투입,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하는 종업원, 그리고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유통시키는 협력업체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들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입장에서

기업과 거래하는 이유 역시 희생보다 효용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투

자자들은 투자자 가치가 클수록, 종업원들은 종업원 가치가 클수록, 협력업체들은 협

력업체 가치가 클수록 기업에 더욱 협력하고 따라서 그 기업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

다.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경 이란 종업원 및 협력업체 가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여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이같은 의미에서 고객가치 창조 경 은 미래지향

적 경 이다. 왜냐 하면, 고객가치가 증 되어 있으면 기업의 미래는 순탄 로 위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러한 개념들이“무엇이 그리 새로운가?”라고 질문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

어, “우리 기업은 항상 고객에 관심이 많으며, 고객을 위한 품질 및 서비스 향상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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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다하여 왔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1980년 까지만 하여도 기업경 은 효율성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원가

절감 노력이 효율성 증진의 핵심이었다. 이같은 안이한 경 이 가능하 던 것은 튼튼

한 시장여건에 기인하 다. 즉,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선진제국에서조차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면 시장에서 쉽게 소화되었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경 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의 환경변화는 경쟁을 격화시켰으며, 기존의 안이한 경 으로

는 생존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사이버 가상공간을 통한 e-비지니스의 확

, 로벌화의 용이성 등으로 말미암아 개별기업들은 한정된 지역이나 기업간의 경

쟁을 넘어 세계 유수기업들과 무한경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같은 환경변

화는 얼핏 시장확 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객의 욕구 다양화 및 제품기술의

빠른 변화는 고객규모는 커졌으나 우리 기업의 고객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제품별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하나의 기업만이 생존할 가능

성도 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객중심 경 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경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고객만족”, “전사적 품

질경 ”등의 피상적인 전략과 구호만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위에서 제시한

‘고객가치 창조경 ’의 핵심은 피상적인 전략과 구호가 아니라“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의 방법론에 있다. 

“고객만족을 중시하는 기업”과“고객가치 창조를 경 목표로 설정한 기업”은 다르

게 정의되어야 한다. 는 현재의 조직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지 고객만족을 위한

종업원 의식교육, 품질개선을 위한 제한적인 경 혁신 등을 도모하는 기업이다. 이에

비하여, 는 고객의 요구에 가장 잘 응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 개편하고, 고객가

치 창조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수행 및 평가기법을 도입하는 기업이다. 

조직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기업 내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지지 않는다.

Porter(1985)는 기업의“모든”활동은 고객가치 창조와 연결되도록 조직화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기능식 수평조직을 수평적 프로세스 조직(process

organization)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 다([그림 1] 참조). 그의 주장은 고객가치 창

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모든 활동(또는 프로세스)2)은 기업의 조직화 과

정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각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위하여 외부시장과의 경쟁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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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즉, 조직의 변화 없이는 종업원들의 의식변화를 기 할 수 없으며, 이같은 의

식변화에 가장 효과적인 조직구조가 프로세스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프로세스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객가치 창조를 위한 경

전략과 접목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관리회계기법이 ABC(activity-based costing)와 BSC

등이다.

3. 무형자산의 축적 및 운 의 중요성

위의 소절에서 고객가치는 고객 입장에서 정의하 다. 그리고 고객가치를 기업 입

장에서 정의한 것이 고객자산이다. 인적 자산도 고객자산과 비슷하게 정의할 수 있

다. 종업원 입장에서 정의한 것이 종업원 가치라면, 이를 기업 입장에서 정의한 것이

인적 자산이다.

마켓팅 학자인 Simon and Sullivan(1993)은 고객자산의 일부인 상표자산을“상표화

된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미래 추가적인 현금흐름의 현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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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프로세스(process)는 활동(activity)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림 1] 프로세스 조직의 예



치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즉, 상표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기업에 초과이익을 실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자산 및 인적 자산 등 무형자산 역시 상표자산과 유사하게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측정방법은 물론 회계학에서의“현재가치에 의한 자산∙부채 평가이

론”과 동일한 개념이며, Ohlson(1995)의 회계정보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모형과도 일

관성이 있다. 

Ohlson의 기업가치 평가이론에 의하면, 기업가치는 기업의 장부가치와 미래 초과

이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로 표시된다. 

Vt = BVt + Σ
∞

τ = 1
ρ – τE [Xa

t + τ] (2)

여기서 Vt = 시점 t에서의 기업가치

BVt = 시점 t에서의 장부가치

Xa
t + τ ≡ Xt + τ – (ρ – 1) BVt + τ – 1 = 기간(t + τ – 1, t + τ)에서의 초과이익

Xt + τ = 기간(t + τ – 1, t + τ)에서의 회계이익

ρ = 1 + r, r = 할인율

E[∙] = 시점 t에서의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기 치를 의미하는 기호

만약 유형자산 및 부채의 인식과정에 공정가액 회계(fair value accounting)를 적용할

경우, 위의 식 (2)에서 장부가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 유형자산의 공정가액 합계 �

실제 부채의 합계)으로 체할 수 있으며, 미래 초과이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는 순자

산의 공정가액에 한 프리미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프리미엄은 왜 존재하는가?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자산, 인적 자산 등

의 무형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무형의 자원들이 존재할 때, 기업은 이들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즉, 프리미엄은

회계학적으로“미인식 무형자산”3)의 공정가액 합계와 동일하다. 

Sveiby(1997)는 무형자산의 구성을 [그림 2]와 같이 정의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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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무형자산은 인적자산, 고객자산, 조직 및 내부프로세스 혁신 자산 등으로 분

류하면서, 경쟁기업보다 많은 무형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플러스 프리미엄을 가지며,

경쟁기업보다 적게 보유한 기업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갖는다고 전망하 다.

요약하면, 무형자산은 기업의 미래이익과 직결되며 기업이 계속 성공하기 위한 필

요 조건이 무형자산의 증 라는 것이다. 과거의 경 은 단기적인 이익창출 및 재무적

성과를 높이는데 급급한 나머지, 기업의 핵심역량을 높이거나 무형자산 창출을 위한

투자에 소홀하 다. 그러나 경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경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과

거의 산업사회에서는 유형자산이 기업가치 창출의 주요 동인이었으나,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는 무형자산이 그 역할을 신할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미래의 경 은 무

형자산의 축적과 이의 효과적인 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형자산의 핵심은 고객자산이다. 인적자산이나 혁신자

산 역시 그것 자체가 기업가치 증 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들 자산은 궁극적으로 고

객자산 증 에 기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가치에 공헌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새로운 경 전략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의 BSC

1. 핵심적 가치창출 동인의 변화와 BSC

경 자라면 누구나 재무적 측정치(이익, 매출액, EVA, 투자수익률 등)에만 의존하

는 성과평가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 이유는 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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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업가치의 프리미엄으로서의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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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첫째, 재무적 측정치는 과거 활동 결과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미래에

더 나은 재무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과거의 재무적 측정치에만 의존할 경우 종업원들은 단기적 성과를 높이기 위

하여 장기적 가치창출을 위한 투자(예, 핵심역량 개발과 무형자산 창출)를 희생시키

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Kaplan and Norton(1992)이 제안한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card)는 과거의

재무 성과측정치를 그 로 포함함은 물론, 미래 재무성과의 창출 원동력 (예, 비재무

적 성과측정치)을 찾아내어 보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재무적 성과측정치를 성과평가에 포함시킨 것은 Kaplan과 Norton의 BSC가 최

초의 것은 아니다. 이미 1950년 에 미국의 GE사와 프랑스 국 기업들이 적용했던

사례가 있다. 그러면 옛날의 것과 최근의 것은 어떻게 다른가? 1992년 이후에 왜 많

은 기업들과 비 리조직 및 정부기관에서 앞다투어 BSC 개념을 성과평가에 적용하

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옛날에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 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 또는 개선시

켜야 할 사항들을 단순히 체크리스트 형식으로(또는 임의로) 비재무적 측정치를 선

택하 다. 이에 비하여 BSC는 경 전략과의 연계와 인과관계(비재무적 측정치와 미

래 재무적 성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비재무적 측정치를 선택한다. 따라서, BSC

는 업무수행상의 모호한 체크리스트 성격이 아닌, 경 전략의 구체적 수행방법으로

서의 포괄적 경 시스템이다. 이 같은 이유로 Eccles(1998)는 BSC를 성과측정의 혁

명으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 BSC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경 환경의 변화(기술 및 경쟁상황의 변

동) 및 조직구조의 변화를 반 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80년 까지의 산업경제 시 에서는 유형자산(예, 건

물, 설비, 재고자산 등)에의 효율적 투자 및 운 에 의하여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

었다. 이 같은 시 에서는 차 조표(투자 상태를 기록)와 손익계산서(유형자산의

운용을 통한 이익 창출을 기록)에 기초한 재무측정치가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그

런 로 충분하 다. 그러나 1990년 이후부터는 무형자산이 급격히 경쟁우위의 주

요 원천이 되고 있다. 이의 증거로서 위에서 논의한 회계정보의 기업가치 설명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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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회계정보의 적합성 하락은“미인식 무형자산”의 비중

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되며, 기업의 핵심적 가치창출 동인

(key value drivers)이 유형자산의 효율적 운 에서 기식기반 무형자산의 축적 및 운

으로 변화하 음을 의미한다. 

2. 경 전략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포괄적 경 시스템으로서의 BSC

기업이 높은 가치창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적합성을 성취하

여야 한다. 첫째, 경 환경의 특성에 맞는 경 전략을 세우는 것이고, 둘째, 수립된

경 전략에 맞추어 기업의 조직구조를 변화(예: 프로세스 조직 등으로의 전환)시키

는 것이며, 셋째, 수립된 경 전략에 적합한 통제 및 인센티브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다. 

경 전략의 효율적 수행에는 이의 수행에 적합한 통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필요

로 한다. 전략 실행의 주체는 기업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경 전략실행에

필요한 역량을 축적하고, 전략의 실행에 요청되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통제 및 인센티브시스템이다. 따라서 통제 및 인센티브시스템은 기업의 구성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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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포괄적 경 시스템으로서의 BSC



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를 알려주고, 조직이 어떤 행동을 바람직스럽게 여기는지

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경 전략과 인센티브시스템이 일관성을 상실한 예를 많이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가치 창출이 기업의 주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지

표가 매출액 또는 이익 등의 재무적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장기적 고객가치 창

출 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비전 및 전략은 단기적 재무 성과만을 상으로 하지 않는다.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은 오히려 비재무적 성과와 관련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무적

성과만으로 프로세스별 성과를 측정할 경우, 각 프로세스는 단기적 성과 향상에만 급

급하여 미래의 성장을 위한 고객자산의 확보 및 조직∙종업원의 역량축적을 위한 투

자에는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BSC는“비전-전략-성과평가”의 일관성

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재무적 측정치와 비재무적 측정치를 균형 있게 포함시켜 성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즉, BSC는“고객가치 창출”이라는 기업의 비전과 전략

을 각 프로세스 및 종업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적 성과측정시

스템이다([그림 3] 참조). 

BSC의 시행에는 재무적∙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관리회계시스템의 뒷받

침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각 프로세스(또는 활동)에 투입된 원가와 노력을 측정

함은 물론 각 프로세스의 산출물도 집계하여야 한다. 이때의 산출물은 재무적 측정치

와 비재무적 측정치로 구성된다. 재무적 측정치는 프로세스(또는 활동)별 생산량, 매

출액, 이익, EVA 또는 현금흐름 등에 관한 정보의 측정치이며, 비재무적 측정치는 고

객관계,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프로세스의 혁신, 종업원 및 조직의 학습과 역량 등에

관한 정보의 측정치이다. 

3. 핵심적 성공요소의 추출과 BSC 개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래의 e-비즈니스 시 에는 경 의 중심전략이 무형자

산의 축적과 효율적 운 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재무적 핵심요소만으로는 적절한 성

과측정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무형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차 조표와 손익계산서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성과측정치를 개발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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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가치창출 경 을 실현하려면 핵심적 가치창출 동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것이 파악되어야 기업이 무슨 성과를 핵심적 성공요소(CSF: critical success factor)로

간주할 것인지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핵심적 성공요소의 정의는 경 자와 종업원들에게 어떤 활동이 기업가치를 증분시키

는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Kaplan and Norton(1999)은 재무적 성과를 비롯하여 고객 성과, 기업내부 프로세스

혁신 성과, 학습 및 성장 성과 등 네 가지 요소를 핵심적 성공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그림 4] 참조). 여기서 비재무적 성과(고객 성과, 내부프로세스 성과, 학습성과

등)는 무형자산의 축적 및 운 성과와 관련되며, 이는 결국 미래 초과이익 창출(재

무적 성과)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기업가치를 증 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비재무적 성과가 미래의 재무적 성과에 직접적 향을 주는지

에 해서는 합의된 이론이 없다. 현재의 비재무적 성과와 미래의 재무적 성과 사이

의“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의 비재무적 성과를 미래의 재무적 성과로 전

환시키는 방법 역시 기업의 분위기와 전략에 따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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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SC에서의 네 가지 관점



[그림 4]에서 ① 재무적 관점은 주주의 입장에서 성장, 수익성 및 위험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즉, 기업은 주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제시

하여야 하는 지와 관련된다. ② 고객 관점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가치 창출과 차별

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즉, 기업은 고객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는 지와 관련된다. ③ 내부프로세스 관점은 고객과 주주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내부

프로세스 개발을 위한 전략적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기업은 고객과 주주

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내부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하는 지와 관련된다. 그리고 ④

학습 및 성장 관점은 조직변화, 혁신 및 성장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한 전

략적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위에서는 장기적 기업가치 극 화 측면에서의 경 전략과 이의 효율적 수행을 위

한 성과평가시스템으로서의 BSC에 하여 논의하 다. 다음 절에서는 최근 기업가

치(firm value) 극 화 목표의 새로운 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해관계자 가치

(stakeholder value) 극 화 목표와 BSC의 관계에 하여 논의한다.

V. 이해관계자 가치극 화 이론과 BSC 

1. 기업가치 극 화 이론과 이해관계자 가치 극 화 이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그 논의의 초점은

경 자를 감독하는 제도의 개선이다. 이같은 논의의 과정에서 이견( 見)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업의‘기본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한 것이다. 왜냐 하면 기업의 기본

적 목적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 달라지기 때문이

다.

개별 기업(또는 조직) 차원에서, 기본적인 쟁점은“기업이 성취하려는 것은 무엇인

가?”그리고 경제 또는 사회 전반적 차원에서, “기업이 극 화하려는 목적함수는 무

엇이 되어야 하며,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한 합의

또는 방향설정에 한 논의이다.

과거 200년의 경제학 및 재무관리 역사에서의 체적인 결론은 기업의 목적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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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function)은 기업가치를 극 화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경 학

에서는 이의 달성을 위하여 전략을 세우고 성과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여기서 기업가치는 주주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채권자, 우선주주 등 포함)의

가치를 의미한다. 

기업가치 극 화 이론과 경쟁적인 이론이“이해관계자 가치 극 화 이론”이다. 여

기서 이해관계자(stakeholders)는 기업의 부에 향을 주거나 기업의 부에 의해서

향을 받는 모든 개인 및 단체로서 회계학에서의 interests group을 의미한다. 즉, 투자

자들을 포함하여 종업원, 고객, 환경,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등으로 확 된 개념이다

[Freeman, 1984]. 이해관계자 가치 극 화 이론은 최근 사회학, 정치학 및 조직행동

론 등에서 제기된 이론이다.

기업가치 극 화 이론은 단일 목적함수로 전환되는 매우 명쾌한 이론이나, 이해관

계자 가치 극 화 이론은 각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키도록 경 자는

의사결정해야 한다는 다소 감정적인(emotional) 이론이다. 이해관계자 가치 극 화

이론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이 이론은 경 자들에게“다방면에서의 만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 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며,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

한 과 한 노력과 비효율 등이 결국 기업경쟁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Arrow(1968)의 불가능성의 정리(Impossibility Theorem)에 근거하여, 각 집단의

이해를 모두 만족시키는 의사결정이란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쉽

게 말하면, 이해관계자 집단의 만족의 총합을 극 화시키는 의사결정은 가능할 수 있

으나, 이는 각 집단의 이해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더욱이 각 집

단의 만족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한 명확한 방법도 제시할 수 없다.

한편, 이론적으로 외부효과(externalities)와 독점(monopoly)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재화의 가격이 알려진 경우, 각 경제단위의 가치극 화 활동은 사회전체 부의 극 화

로 연결된다[Debreu, 1959]. 그러나 현실적인 경제상황은 위와 같은 엄격한 경제학

적 가정이 지지되지는 않는다. 요약하면, [그림 5]와 같이, 기업가치 극 화와 이해

관계자 가치 극 화가 상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면 이해관계자 가치극 화 이론은 하나의 감정적 이론에 불과한가? 기업이 이

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무시하고는 기업가치를 극 화할 수 없다. 따라서 두 가치의 극

화 사이에 상충이 존재하는 경우는 둘 사이의 적절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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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sen(2001)은 이를“장기적”기업가치 극 화 이론으로 명명하고 있다. Jensen은 물

론 명쾌한 논리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해관계자 가치 극 화를 전제로 장기적 기

업가치 극 화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

고 있다. 그는 또한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이해상충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서 BSC 이

론의 핵심전략인“경 자들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기업의 비전 및 경 목

적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인용하고 있다.

2. 이해관계자 가치극 화 이론과 BSC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Jensen(2001)은 이해관계자 가치 극 화 이론과 BSC의

유사성을 거론하면서 BSC의 비판적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BSC를 처음으로 주

창한 Kaplan and Norton(1992) 역시 기업의 장기적 가치극 화의 전략적 수행방법으

로서 BSC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역설하고 있다. 

BSC 이론 역시 이해관계자 가치극 화 이론과 유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경 자

들의 성과를 단일 측정치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과 다수의 목표간의 상충이 존

재할 경우에 이들을 적절히 융합할 수 있는 이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하부 부

정 혜 683

[그림 5] 기업가치 극 화와 이해관계자 가치 극 화



문에 적용되는 BSC는 위와 같은 단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상위 부문으로

올라갈수록 다수의 목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BSC의 성패는 조직단위의 성과평가를 조직전체의 전략과 일관되게 유지하

면서 단일의 점수(score)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

들이 많다. 

VI. 현행 재무보고서의 안으로서의 BSC 성과보고서

1.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목적적합성

국내에 진출한 Jardin Fleming이라는 국계 증권회사의 지배인에 의하면,4) 우리

나라 기업들의 투명경 수준이 선진국 수준만 되어도 현재의 주가는 6배 이상 높아

질 것이라는 놀라운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경 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시

장가치가 내재가치의 1/6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얼마나 큰 국부의

손실인가? 또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01년의 한국의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4.2점으로, 그리고 91개 국가 중에서 42위라고 발표

하 다. 이는 아시아의 말레이시아(5.0점, 36위)보다 뒤지는 수준이다. 

기업가치의 저평가(또는 고평가) 여부를 비교하는 지표로서“주가/이익”비율

(PER) 또는“주가/장부가치”비율(PBR)을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묘하게도 부패지

수 순위와 PER 및 PBR 순위 사이에 상관성이 높다는 것이다. 각국의 20 기업들의

평균 PER을 살펴보면(2000년 말 기준), 일본 89.58, 미국 32.18, 타이완 28.45, 홍콩

22.05, 국 20.8, 멕시코 16.8이며, 우리 나라는 12.7이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나라 20 기업의 평균 PER는 우리 나라 기업의 전체 평균인 14.5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평균인 19.7에도 훨씬 뒤지고 있다. 

회계실무와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모범국가인 미국에서 촉발된 회계부정이 최근

전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Enron, WorldCom, Xerox, Quest Internationa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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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일련의 회계부정 사건은 해당 기업의 주가를 57%나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

라, 다우주가지수를 1,000포인트 이상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다. 이에 부시 미

통령은“썩은 사과”라는 극단적인 언어까지 동원하면서 해당 CEO 및 관련자 처벌

을 거론하고 있다. 부시 통령의 비유는 경제학자인 Akerlof(1970)가 주장한 오렌

지-레몬의 비유와 유사하며, 회계불확실성(accounting uncertainty)으로 인한 시장실패

가 경제전반에 악 향을 준 것에 한 분노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지만 미국 상원이 주도하는 일련의 회계개혁 조치는

불행 중 다행이다. 더욱이 이같은 미국의 회계개혁의 결과는 전세계로 파급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이에 한 준비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회계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첫째는 회계신뢰성(reliability)을 높이는 개혁이고, 둘째는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

(relevance)을 높이는 개혁이다. 여기서 회계신뢰성을 높이는 개혁은 체로 회계감독

제도 및 운 과 관련되고,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을 높이는 개혁은 기업회계기준의

개선과 관련된다. 이들 두 가지 개혁이 병행되어야 회계불확실성이 완화된다. 

그런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혁조치들(예를 들어, 회계감사인의 컨설팅 겸업 금

지, 회계감사에 한 감독기구의 설치, 관련자 문책 등)은 회계신뢰성 제고와 관련된

증요법( )의 조치들인 것 같다. 감독당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조치들이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은 회계신뢰성을 높이는 개혁에 치중한 나머지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을 높이는 개혁이 지체 또는 망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회계정보의 기업가치(시가총액 기준) 설명

력은 급격히 하락하 으며, 이같은 하락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Blair et al.(2001) 등은 이같은 하락추세의 원인을 기업가치 창조 동인

(value driver)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변화하 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이 이

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무형자산의 측정 및 공시에 관한 기준제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회

계신뢰성이 아무리 높아진다 해도 회계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다면 쓸모 없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하여 회계불확실성은 가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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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재무보고서의 안으로서의 BSC 성과보고서

현행의 차 조표는 유형자산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충실히 포함하고 있다. 그

리고 전통적 기업에서는 유형자산들의 적절한 결합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한 다음, 원

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기업가치를 창출하 으며, 이같은 경 성과는 손익

계산서에 그런 로 적절히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종업원에 한 교육, 연구개발, 브랜드 확산을 위한 광고선전, 내부프로세

스 혁신, 조직개편, 주요 데이터베이스의 취득 등에 의한 무형자산 축적활동은 차

조표에 거의 기록되지 않으며, 손익계산서에는 이들 활동에 투입된 금액만이 비용

으로 기록된다. 즉, 투입금액만을 기록할 뿐 이들 활동으로 인한 효과 및 가치증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BSC는 경 전략의 수행을 위한 포괄적 경 시스템으로서“전략수립-계획-실행-통

제”라는 경 순환과정을 일관성 있게 운 하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이같은 일상적

이고 포괄적인 경 성과를 투자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

러운 발상이다. BSC의 신봉자들은 기업의 예산편성, 일상적인 전략회의, 또는 지배

구조 개선노력 역시 BSC 수행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Kaplan and Norton,

2001a, 2001b].

BSC는 조직 전체 차원, 조직부문 차원 및 종업원 개인 차원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그림 6] 참조). 본 논문은 무형자산의 측정 및 공시를 위한 첫 단계로서

기업 전체 차원의 BSC 성과보고서를 주석공시사항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리

고 나아가서 현재의 재무제표 공시를 BSC 성과보고서 공시로 체할 것을 제안한다.

이럴 경우, 재무제표는 BSC 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BSC 성과보고서는, Kaplan

& Norton(1992)이 제안한 것처럼 재무적 성과는 물론, 고객성과, 종업원 학습 및 성

장 성과, 조직 및 프로세스 혁신 성과 등의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중요한 정보를 망라

하게 된다.

BSC 성과보고서가 그간 도입되지 않은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수의 목표가

부여되고 그 목표들간의 명확한 관계도 적립되지 않았으며(예: 목표들간의 가중치

부여 미비)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단점들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BSC를“애매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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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판”에 빗 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현행의 수치화된 재무제표 정보 역

시 기업가치와 명백한 응관계를 제시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응관계를 파

악하는 이용자들의 몫이다. 

기업 전체 차원의 비재무적 성과는 외부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정보이며, 반

드시 화폐로 환산하여 보고할 필요는 없다. BSC상의 주요 핵심성공요소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는 전통적 재무제표에 한 매우 중요한“보충자료”의 역할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SC 성과보고서를 재무보고의 보충사항으로 이미 공시하는 기업들이 있다. 표적

으로 스웨덴의 Skandia 보험회사와 국의 British Airways 등이다. 

Skandia사는 스웨덴에서 출발한 보험회사로서 일찍이 지적자본(즉, 무형자산)의 개

념을 정립하고 이의 증 를 통한 기업가치 창출을 도모한 회사로 유명하다. Skandia

사의 지적자본에 한 관심은 인터넷 보험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전세계적 확장 전략

과 관련이 있다. 즉, 범세계적 확장을 위해서는 브랜드 강화를 통한 고객자본 확충,

내부 프로세스의 효율화, 내부혁신, 인적자본의 확충 등 네 가지 지적자본의 증 가

필요하다고 전제하 으며, 특히 인적자원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채택하

다. 왜냐 하면, 변화하는 세계적 경제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 있는 종업원

들의 확보이며, 종업원들이 결국 고객자본의 확충과 내부프로세스 및 혁신을 증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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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역할(multiplicative role)을 수행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Skandia사는 위와 같은

무형자산 창출 전략을‘Skandia Navigator’라는 이름을 붙여 기업 내외에 전파하고 있

으며, 1994년부터 반기 재무보고서에 그 성과를 포함시키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가치는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지적자

본)의 합으로 구성된다. Skandia사의 유형자산은 1994년의 16,264(백만 달러)에서

1997년의 18,868로 3년간 16%의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Skandia가 발표한“지적자

본 지수”는 1994년의 100에서 1997년의 194로 94%나 증가하 다. 또한 Skandia사의

1주당 주가는 1994년말에 26달러, 1995년말에 37달러, 1996년말에 53달러, 그리고

1997년말에는 67달러로 3년간 2.58배나 되었다. 이 같은 주가상승은 스웨덴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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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British Airways사의 BSC 성과보고서

비전: 세계 최고의 고객서비스

재무적 성과

(1) 재무제표

(2) 승객 1인당 프로세스 비용의 추이

(3) 수화물 1개당 취급비용의 추이

고객 성과

(1) 이∙착륙 시간 준수 정도 ─ 콩코드∙장거리∙국내선 운항별로 목표 비 실적을 월별로 추세

표시

(2) 탑승 수속 만족도 지수 ─ 국∙유럽∙기타 국제선 승객별 고객만족도 지수의 목표 비 실

적을 월별로 추세 표시

내부프로세스 혁신 성과

(1) 승객 1,000명당 수화물(baggage) 인도 실패 건수 ─ 콩코드∙장거리∙국내선 운항별로 목표

비 실적을 월별로 추세 표시

(2) 도착 수화물의 이송시간 -- 콩코드∙장거리∙국내선 운항별로 목표 비 실적을 월별로 추세

표시

종업원 성과

(1) 질병으로 인한 결근율 ─ 기능별 부서별 월별 추세

고객안전 성과

(1) 사건발생 건수 ─ 사건 심각도별 사건 건수를 월별로 추세 표시

(2) 승객 사고 건수 ─ 승객 사고 종류별 월별 추세 표시

(3) 항공기 손상 건수 및 손상금액 ─ 손상건수 및 금액을 월별로 추세 표시



기업들의 평균 주가상승율의 1.8배에 해당된다. 그리고 Skandia사의 임원진들과 외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가상승은 우연이 아니며 Skandia사가 달성한 지적자본의 축적

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의 British Airways사는 구체적인 지적자본 지수를 공시하지는 않았으나, <표 2>

와 같이, 미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지표들을 개발하여 각 지표별 성과를 연간 재무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British Airways사는“세계 최고의 고객서비스”라는 비

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하여 고객관점(이∙착륙시간 준수, 탑승수속 만

족도), 내부프로세스 관점(수화물 인도 실패 건수, 도착 수화물의 분배시간), 재무적

관점(승객 프로세스 비용, 수화물 취급비용, 총비용), 종업원 관점(질병으로 인한 결

근율),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객안전 관점(사건 발생 건수, 승객사고 건수, 항공기 손

상 건수) 등의 다수의 측정지표를 BSC 성과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VII. 요약 및 결론

현행 재무제표 정보의 목적적합성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lair

and Wallman(2001) 등은 지난 10여 년 간 미국의 거래소 상장기업 및 NASDAQ 기업

들이 발표한 회계정보의 기업가치 설명력은 약20% 포인트 이상 하락하 다고 주장

하 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회계정보의 설명력은 1985년 이후 매년 평균적으로

1.6% 포인트 씩 감소하 다. 

회계정보의 적합성 하락이 실질 경제환경의 변화에 기인된 것인지 또는 회계기준

의 변화에 기인된 것인지는 결론을 내리기 힘들지만, 학계와 실무계의 공통적인 의견

은 실질 경제환경 변화에 회계기준이 적절히 응하지 못하 기 때문으로 간주하고

있다[Lev, 2001]. 결국, 미인식 무형자산의 보고 없이 현행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

상실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무형자산의 측정 및 공시를 체계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먼저 기업 전체

차원의 BSC 성과보고서를 주석공시사항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나아가

서 현재의 재무제표 공시를 BSC 성과보고서 공시로 체할 것을 제안한다. BSC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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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보고서는, Kaplan & Norton(1992)이 제안한 것처럼 재무적 성과는 물론, 고객성과,

종업원 학습 및 성장 성과, 조직 및 프로세스 혁신 성과 등의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중

요한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기업 전체 차원의 비재무적 성과는 외부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정보이며 반

드시 화폐로 환산하여 보고할 필요는 없다. BSC상의 주요 핵심성공요소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는 전통적 재무제표에 한 매우 중요한“보충자료”의 역할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SC 도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선택된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의 문

제일 것이다. 그러나 BSC 도입이 확산되면서 측정의 문제는 점차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발전은 회계학은 물론 인사관리, 경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도 관찰

되고 있다. 더욱이 실무계에서도 BSC를 단순한 성과측정시스템이 아닌 전략적 경

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화 및 포괄적 운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

태로든지 측정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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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d Scorecard Performance Reporting 
as an Alternative Way of Financial Reporting

Hay Y. Chung*

ABSTRACT

Academic and practicing accountants have concerned that financial statements have los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ir relevance to investors for valuation purposes. Blair and Wallman

(2001) show that, for the last ten years, the explanatory power of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for market equity values has decreased by at least 20%. My statistical tests

utilizing data from the Korea Stock Exchange also favor the similar claim. 

In the meanwhile, many researchers (for example, Lev 2001) have addressed that it will be

hard to find ways of improving financial reporting without disclosing information about

unrecorded intangibles. This paper suggests standard-setters adopt the Balanced Scorecard

(henceforth BSC) performance reporting as an alternative of current financial reporting. The

BSC, as Kaplan and Norton (1992) has advocated, complements financial measures of past

performance with measures of three drivers of future performance— customer, internal

business process, and learning and growth, which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about the

unrecorded intangibles.

As a performance reporting system, the BSC may lead to confusion, conflict, and lack of

focus because of non-existence of a clear linkage between unrecorded intangibles and

expected future performance. However, even a verbal explanation about what th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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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accomplished in improving its key success factors would be a great role of

complementing the traditional financial statements.

Keyword: Balanced Scorecard performance reporting, unrecorded intangi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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