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83

* 이 논문은 2015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을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Received 15 June 2017, Revised 28 September 2017
Accepted 20 October 2017, Published 28 Octo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 Chi Sung-kwon
(Pusan National University)
Email: chisk@pusa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7.15.10.83

중소기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BSC 구축에 관한 사례연구

- I사를 중심으로

지성권
부산대학교

A Case Study on the BSC Development of a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 for Performance Evaluation

Chi Sung-kwon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인 I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하고 경영환경에 맞는 BSC
를 구축하는 것으로, 다른 중소기업들이 이 사례연구를 통해 BSC 구축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과 각 과정별로 중요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BSC가 구축된 이후 기업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요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주요 사업부문이었던 RDS에서 새로운 SSS로의 사업전략의 변화를 목표로, 
사례기업에 맞는 BSC를 구축하였다. 전사적 차원 뿐 아니라 각 팀별로 전략체계도를 작성하고 각 관점별 전략목표, 핵심성
공요인 및 핵심성과지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전체 뿐 아니라 각 팀별로 스마트차트를 작성
하여 관점별 점수와 전략목표, 핵심성공요인, 핵심성과지표의 가중치와 목표점수, 실적, 달성율까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균형성과표, 전략, 미션, 성과평가시스템, 핵심성공요인, 핵심성과지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Balanced Score Card for 'I Company' which is a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company in Busan City. It is suitable for SMEs and suitable for the 
management environment. The study was intended to contain the detailed needs of managers and employees 
when developing th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It also allowed other SMEs to benchmark through this 
study. We also proposed a solution to the problems after BSC construction. In addition, BSC has been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shifting business strategy from RDS to SS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demand market environment. Strategy Maps were divided into the whole company level and each team level. 
You can look at strategic goals, core success factors, and key performance indicators at each glance. Finally, 
we developed a smar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at can easily calculate the score, strategic goal, key 
success factor, weight of key performance indicators, target score, performance, and achievement rate by 
creating a smart chart. Have significance.

Key Words : BSC, Strategy, Mission,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CSF, K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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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기업들은자기기업에적합한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은기업들의다양성을충족할수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 간의 성과관리시스템 또한 다

양하게적용되어야한다. 변화하는경영환경을감안하여

기업에서는 주요과정에 초점을 둔 새로운 성과관리시스

템을 구추가기 시작했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균형성

과표(Balanced Score Card, 이하 BSC)이다[1,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인 I사의

전임직원에유인을제공할수있는균형성과표(BSC)를

구축하여 현장적용 가능한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중소제조기업인 I사를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7개월간에걸

친 BSC 구축과정을나타내었다. I사의주요임원과직원

을대상으로성과관리시스템에관한인터뷰를진행한후,

BSC구축을위한팀을구성하여지속적이고장기적인회

의를통해기존의성과평가제도의실태를파악하고문제

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개선방안을 탐색하

고보완하는작업을거쳐사례기업맞춤형 BSC 구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사례기업의 BSC 구축과정을

설명하고그에따른문제점도출및성과개선방안등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BSC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Dinesh and Palmer(1998)의 연구에서는 BSC의 도입

과 운영에 관한 시스템의 부분적인 수행으로 인해 인간

관계 모델의 필요성이 결여됨으로써 일어나는 목표관리

의 실패를 주장하였다. 이는 유기적인 통합시스템을 수

행하고인간관계모델을중시하고있는 BSC에의한성과

평가시스템의성과가능성이높다는것을보여주었다. 또

한 Schneiderman(1999)의 연구에서는 BSC의 성공과 실

패에 대한 것으로, 성공적인 BSC가 되기 위해서는 비계

량지표 선정이 중요하며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간의 인

과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높

이는등성과관리시스템에대한계속적이고지속적인관

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8]. Kaplan and

Norton(2000)의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BSC 시스템을 구

축하기위하여먼저조직구성권들의인식변화가필요하

다고주장하였는데, 이들은 BSC를단순하게관리지표로

만 도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기업 시스템 전반에 변화

가 있어야 한다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영자

뿐아니라임직원전체의적극적인참여가필수적이라고

하었다[3,4].

BSC에 관한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기존의성과관리

시스템을 분석하여 BSC 형태로의 새로운 성과관리시스

템 도입의 필요성을 나타내거나, BSC 도입기업을 대상

으로운영상의문제점을지적하고도입효과를검증한연

구가 대부분이다.

국내 연구로 홍미경(2000)은 BSC라는 성과관리시스

템을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BSC 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이는총자산영업이익률, 1인

당 영업이익률, 자기자본비율, 기업가치성장률에 해당하

는성과변수중총자산영업이익률은 BSC 도입에영향을

미치며, 기업가치성장률은 BSC 도입기업이미도입기업

보다 변화가 적었다. 이것은 산업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으로 경쟁전략의 유형, 진입장벽, 경쟁도, 제품수명주기,

노동·자본집약정도, 대체도가 BSC 도입에 유의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10].

2.2 국내 중소기업의 BSC에 관한 연구
BSC에 관한 선행연구 중 국내 중소기업에 관한 것은

드물다. 박무현등(2003)의 연구에서는더존디지털웨어

라는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중소기업을대상으로, 이들

이 관리적 수단으로서 BSC를 도입함으로써 이 연구를

통해중소기업에서도 BSC를적극적으로도입할것을예

상하였다[6]. 또한강신철(2009)의 연구에서는대전에있

는 중소기업으로 1년 6개월동안 BSC에 기반한 인사평

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스템 도입 전후 조직의 변화와

인사 고과 프로세스, 직원들의 프로세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현장에서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 서술하였다. 이창

기(2010)의 연구에서는자산규모가 1000억원에서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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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중소제조기업을대상으로하여 2001년부터 2008년

까지 BSC의 도입기업과 미도입 기업 성과를 비교하였

다. 그 결과 HPR1)은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WR2)은도입기업이미도입기업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

으며 BSC 도입기업의도입전·후를비교한결과 HPR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7].

2.3 기존연구와의 차이점
지금까지의 BSC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BSC 형태

의 성과관리시스템을 어떻게 도입, 운영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실증연구와 사례연구, BSC 관점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BSC 도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관

련 사례연구들이 대부분으로, BSC는 재무적 지표보다

비재무적지표인무형자산의가치를인정하기때문에이

것을더많이필요로하는중소기업에관한 BSC의구축,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로는, 기업이 BSC를 구

축한 이후에도 비재무적 지표는 뒤로한 채 재무적 지표

에만 관심을 가졌으며, 이것이 실제 성과평가에 적용되

는데에는많은시간이걸렸다. 그러나본연구는기술집

약형 중소기업으로, 이 기업이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로 사업전략을 이동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

며, 실제 BSC를구축한후기업에다르게적용하는것을

본 연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진행하였다. 기존

기술을이용한제품 RDS생산및판매를기준으로하면

서도새로운기술에의한제품 SSS를개발, 생산및판매

에따른 CSF와 KPI에 기업의역량이자연스럽게집중될

수 있도록 BSC를 모델링한 것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BSC와다른점이라할수있다. 또한실무책임자들이직

접 프로그램 구축의 전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구축

1)  
  







여기서,   : i기업의 a시점부터 b시점까지의 
                누적주식수익률, 
        


 : i기업의 t시점의 주식수익률 

2) 미도입기업의평균
도입기업의평균

 

여기서, WR은 Ritter,1991가 제시한 상대적인 부(wealth relatives)
이고, WR>1이면 BSC 도입기업이 미도입기업보다 성과가 높
음을 의미. 김진환 등 (2007)

후 실제 사용하기까지 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

다. BSC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경영자의 적극적인 관심

과지지하에직원들과의의사소통을원활하게함으로써

BSC에 따른 성과평가 변화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이다.

3. BSC 구축과정 
3.1 I 기업의 개요
I 기업은 1994년자본금 2억 5천만원으로설립된공업

용 재단칼(Rule Die Steel)3)을 주 생산품목으로 하는 부

산광역시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다. 본 기업은 현재 양

산중인단날 RDS 뿐 아니라높은기술력을요구하는양

날 RDS의자체개발에성공하여양산체제를갖춤으로써

외국 동종업체와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다. 또

한다양한검사장비를활용하여제품의내구성을향상하

고 재단물의 우수한 전단면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실시하고있다. I기업은설립 20년 만인 2015

년에 자산총계 216억원, 매출액은 104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있으며최근 SSS(Special Strip Steel)4)라는신

제품을 개발하여 기존 RDS의 매출액은 2013년 81억

2600만원을 정점으로 차츰 감소추세이며. 신제품인 SSS

는 서서히 증가하여 현재 28억 5200만원으로 총매출액

대비 28%를 차지하고 있다.

I기업의 경영자 및 임원과 직원들은 2년 전부터 각종

교육등을통해 BSC에대한필요성을인지하여왔고컨

설팅 업체를 통해 BSC 형태를 받았지만 현실과 동떨어

져사용은하지못하고있었다. 본 기업은 성과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과

분석을위한여러KPI를만들었으나이들간의인과관계

나 연계성이 없고, 업계의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따라

가지못했으므로시간이지나면서관리에어려움을겪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KPI중에는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

한전략과연관성이 떨어진 KPI를 다량보유하고있었으

3) 공업용 재단칼(Rule Die Steel): 신발, 혁화, 구두 등의 가죽
제품 및 고무, 원단, 밑창 등을 일정한 형상으로 금형을 만들
어 재단작업시 사용하는 재단칼.

4) Special Strip Steel : 회사내부의 완성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
용하고 고객사의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공급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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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들 간에 가중치도 전혀 고려되지 않아 조직구성원

간의 성과평가와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렇기에

보유하고 있던 KPI와는 별개로설명이간단하고 직원의

동의가수월한매출액중심의보상체계를별도로운영하

고 있었다.5) 하지만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매출액 대비 매출액 증가로 인한 현금유입은

낮아지고 있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

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I기업의

경영자는 보다 일관적이고 전략에 부합하는 성과평가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했고 이러한 성과평가시스템이 기업

의현실에적합한보상체계와연동되기를절실히바랐으

며 이를 컨설팅팀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렇기 때문

에경영자는 BSC를구축하는과정에있어서적극적으로

참여하고지원하였다. 아울러신사업부문인 SSS로의 전

략적 이행을 반영하는 성과평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

다는 것을 강조하였다[15].

3.2 BSC 구축과정[5]
I 기업의 BSC 도입은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컨설팅팀 4명과 함께 대표

이사및중간관리책임자인팀장급임직원 6명으로총 10

명이신규사업부문인 SSS에초점을맞춰팀을형성하였

다. BSC를 도입함으로써 이 기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는첫째, 체계적으로전략과연계되는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자하였으며둘째, 갈수록현금흐름과괴리되는

기존의 매출액 기반보상을 실질현금흐름에 따른 보상기

준으로 바꾸면서, 새롭게 바뀐 기준이 전체 조직구성원

의동의를얻는데잡음이적기를희망했다. 셋째, 기존의

주요사업 부문인 RDS와 비교하여 고 부가가치를 누리

고 있는 신사업인 SSS의 비중을 늘이고자 하였다. 2013

5) BSC 구축 전 사례기업의 보상체계
1. RDS부문                2. SSS부문

* 개인별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지급

년부터 이사 및 팀장급 직원들은 각종 교육 등을 통해

BSC의이론적인부분을어느정도알고있었고이에대

한필요성을인지하여왔으므로이를도입필요성에대한

초기 교육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BSC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

육을 여러 차례 수행하였으며, BSC 구축과정에서도 각

팀장을통하여조직원들에게 BSC에대한부분적인교육

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TFT 회의는 5-6개월에 걸쳐 이

루어졌으며평균주 1회 4시간 이상을투입하였다. 먼저,

SWOT분석을통해 I기업의경영환경을살펴보고기업의

가치체계를구축하였으며, 전략방향을설정하고전략목

표에 따른 관점을 제시하였다. 각 관점별 CSF와 KPI를

도출하였다. 또한전사적, 각 팀별로스마트차트및전략

체계도 및 지표정의서를 작성하였다. BSC 구축 프로세

스를 요약하면 [Fig.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4.1의 목

표치설정까지진행하였고나머지는추후연구에서다루

고자 한다[9].

[Fig. 1] BSC building process 

3.2.1 SWOT분석
SWOT분석이라는 것은 기업의 내부자원과 외부환경

을 파악하여 전략을 세우는 기법으로, 외부에서 오는 기

회를 최대로 살리고, 위협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분석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분석

을 실시하고 나아가 세부적으로 현재 I기업의 주력상품

인 RDS사업부문과 신제품인 SSS사업부문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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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각각 SWOT분석을시행하였다. 그후그에따른전략

적 쟁점에 대응되는 15가지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Fig. 2] The SWOT analysis for level of Entire enterprise

각각의 전략적 쟁점에 대해 기업이 대응하는 전략으

로 크게 15가지의 전략목표를 설정했으며 이것을 [Fig.

3]과 [Fig. 4]의 사업부문별전략목표로분류하여나타내

었다.

[Fig. 3] The SWOT analysis in RDS business division

[Fig. 4] The SWOT analysis in SSS business division

I 기업은 SWOT분석을통해기존에가지고있던단순

한원가우위 전략이아닌, 현재 주력상품인 RDS의 점유

율은유지하도록하고새로운사업부문인 SSS를강조하

는 혁신형 원가우위 전략을 목표로 질적 수준을 향상시

키고가격경쟁력을유지시킴으로써결국신제품을통한

수익성 향상을 추구하고자 한다.

3.2.2 가치체계의 구축
가치체계는조직이가지고있는핵심가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조직이추구하는바를정리한체계도를말하며

구성은 미션, 비전과 전략방향, 전략목표 등으로 구분된

다. 본 연구는 2014년 8월 I기업의 임직원과 컨설팅팀으

로 구성된 TFT의 첫 회의에서 BSC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후 기업의 핵심가치와 미션, 비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주일 뒤 그들의 생각을 정리하여 회

의하였으며총 3주에걸쳐서전직원의생각을통해다양

한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 등을 설정근거와 함께 제시하

였다. 또한전직원의투표로TFT가그들의의견을수용,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기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 예상되는 모습을 반영해 설정하였다. [Fig. 5]는 새

로운 가치체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목표설정의 가시성

이좋아전임직원이쉽게인지할수있게끔정리한것이다.

[Fig. 5] 2015 New Value Systems of I enterprise 

3.2.3 핵심성공요인과 핵심성과지표의 설정
앞에서 SWOT분석을 통해 전략적 쟁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15가지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후 여러

번의 TFT회의를통해 BSC의네가지관점(학습과혁신,

내부프로세스, 고객, 재무적관점)에따른전략목표와, 전

략목표에따른핵심성공요인, 핵심성공요인에따른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핵심성공요인과 핵심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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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기업의전사적차원에서부터각영업팀, 생산팀. 품질

관리팀, 관리팀별로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KPI POOL을

먼저만들고 3-4주간의지속적인회의를통해더중요한

지표는선정하고조금덜중요한지표는 POOL에담아두

어 추후 기업 내에서 필요할 때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Table 1> CSF and KPI for level of entire enterprise

<Table 1>은전사적차원에서각관점에따른핵심성

공요인과 핵심성과지표를 보여준다. 먼저 재무적관점에

서의 전략목표는 Increase profitability와 Sales growth

로, 이에 대한 핵심성공요인은 Improve profitability과

Increase value-added sales이고, Increase profitability에

대한 핵심성과지표는 Inventory Turnover와 Operating

cash flow이다. 또한 Increase value-added sales의핵심

성과지표는 RDS sales와 SSSsales이다. 고객관점에 대

한전략목표는 Increase customer value와 New market

expansion이며 각각의 핵심성공요인은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과 Creating new customers이다. 이에 따른

핵심성과지표는 customer satisfaction와 SSS new

customers이다. 내부프로세스관점에서의 전략목표는

Process Productivity와 Strengthening Technology

Capability, Effective customer management로서 이에

따른핵심성공요인으로 Improve work efficiency는 RDS

Product Lead Time과 SSS Product Lead Time, RDS

Failure loss rate, SSS Failure loss rate를핵심성과지표

로 둔다. 이것을 달성해야만 업무효율이 향상되고 이것

은곧프로세스생산성을높이는계기가될것이기때문

이다. Strengthening Technology Capability의 핵심성공

요인은 Expansion of new products이며 그러기 위해서

는 Development of new items을 높여야 한다. 또한

Effective customer management를 위해서는 Strengthen

customer network을 향상해야 하며 이것은 SSS

Customer Expansion Efforts에달려있다. 학습과혁신관

점에서 Establishing an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를 위해서는 Strengthen motivation해야 하고

Personal ability enhancement를 시켜야한다. 또한본연

구에서는영업팀과생산관리팀등각팀별핵심성공요인

과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였지만 표로 제시는 생략하였

다. 핵심성과지표는 조직의 전략목표와 핵심성공요인의

성공여부를측정하는척도로서성과를측정할수있도록

조직이 관리하여야 할 대상에 대한 측정과 평가의 기준

을제공한다. 전략목표에따른핵심성공요인을검토하여

핵심성과지표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가중치와 측정주기

를확정하고그성과지표를팀별로 cascading(할당)한다.

3.2.4 스마트차트와 전략체계도 작성
KPI를 관리하기위해일반적으로사용하는것은문차

트(Moon Chart)인데, 문차트는 각 성과지표들을 관리하

거나 실행하는 부서, 유관실행부서, 유관부서 등을 나타

내어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이것를 작성할 때에는 각 팀장이 모여 성과지표의

관리, 실행, 유관여부등에관한합의가이루어져야한다.

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추후관리및실행, 보상지급시

책임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문차트대신스마트차트(Smart

Chart)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문차트는 흐름파악을 위해

한 눈에 보기에는 좋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주지는

못한다. 또한문서작업을주로컴퓨터를이용한엑셀프

로그램이나 이에 기반을 둔 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

으므로스마트차트가전체내용과세부내용을파악하기

에 수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의미는 문차트와 거의 유

사하며모든내용들을살펴볼수있다. 또한엑셀프로그

램에서 각 KPI를 클릭하면관련부서의 내용으로연결이

되어있어 상세내용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파악할 수 있

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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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mart Chart for level of entire enterprise

[Fig. 6]은 전사적차원에서의스마트차트를보여준다.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완성되었으며 각 관점별 합계와

전략목표별합계는 100점이며이에캐스캐이딩되는 CSF

와 KPI는 각 부서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BSC구축과정 중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으

로주로AHP분석6)을활용하는데, 본연구과정에서는제

외하였다. 왜냐하면 대기업처럼 데이터가 여유롭지 못

하고여러번의회의를통해충분히전직원의의견을반

영할수있었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의 KPI 가

중치는 TFT회의를 거쳐 기업의 임직원과 전문가의 지

식에 의한 주관적인 도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전략적으로중요도가높고, 목표달성의난이도가높을수

록배점을높게하였다. 또한각전략의테마별로전사적

차원에서 팀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지표별 목표는 주별, 월별,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목표를설정하고달성율에따라점수가프로그램에서자

동 계산되는 방식이다. 스마트차트는 월별로 또는 분기

별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어야 한다.

전사적차원에서의스마트차트를전략적관점에서살

펴보면 I기업의전략적방향이 RDS부문에서 SSS부문으

로자연스럽게이동할수있게설정하였고, 이에따라각

관점별 CSF및 KPI를특정시켰으며, KPI에 대한가중치

를 차별화했다. 재무적인 관점의 성과지표를 보면

‘Increase value-added sales’라는 CSF에서 KPI인 ‘RDS

6)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 : 1970년대 초 T. Saaty에 
의해 개발된 계층적 의사결정법.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쌍대비교
를 통해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는 기법.

sales’의가중치를 8로정하고 ‘SSS sales’에대한가중치

를 10으로 두어서 ‘SSS sales’의 가중치를 더 주었다. 또

한고객관점에서 ‘New marke expansion’라는전략목표

를설정하여 ‘Creating new customers’이라는 CSF를두

고 이를 위한 KPI로 ‘SSS new customers’를 두었다.

RDS 고객에대한부분은 KPI ‘customer satisfaction’ 및

‘RDS sales’에서관리되기때문에무시할수없는상황에

서 ‘SSS new customers’를추가함으로써임직원이 SSS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한 성과동인을 만들어 준 것이

다. 또한본연구에서는영업팀과생산관리팀등각팀별

CSF와 KPI의 설정과 마찬가지로 각팀별스마트차트를

작성하였지만 표로 제시는 생략하였다. 각 팀별로 중요

한 CSF와KPI가다르므로각각의가중치는다르게설정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I기업의 BSC 구축 목표 중

의 하나인 ‘기존사업 RDS 중심에서 신사업인 SSS로 전

략적 이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한 것이 본 연구의 특징

중 하나이다.

다음으로 조직의 가치 창출을 나타내는 이정표 역할

을 하는 전략체계도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시

각적으로 보기좋게 나타낸 것이다. 또한 전략의 핵심적

인개념및과정을각관점별로심도있게제시하고관점

별목표및프로세스가다른관점의목표및프로세스와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계되는지를 보여준다[13].

이처럼전략체계도는 BSC의네가지관점으로조직의

전략적목표를정리하여시각적으로보여주는개념적틀

(framework)이며, 전략의체계화와전략실행사이에연

결이 끊어진 곳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Fig. 7] Strategy Map for level of entire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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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전사적 차원에서의 전략체계도이다. 먼저

new customers와 Educational achievement를 통해혁신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인적역량을 향상하여 학습과 혁신

관점을단단하게한후 RDS, SSS Product Lead Time을

줄이고 Failure loss rate를 줄여 기업의 Process

Productivity를 높이고, Development of new items를 높

여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신제품인 SSS Customer

Expansion Efforts 을 향상하여 Customer Expansion

Efforts를함으로써기업내부프로세스의수준을향상시

킨다. 이러한활동들은자연스럽게 customer satisfaction

를 높이고 SSS new customers를 향상시켜 customer

value를 높이고 New market을 확대하여 고객 관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최종적으로 기업의

Increase profitability를 향상시키고 Sales growth하는

역할을함으로서기업의가치를증대시킨다. 전략체계도

는 이러한 여러 지표와 활동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보여준다.

원래전략체계도는 관점별지표간에 선행, 후행, 동행

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쉽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본 연구는 중소기업인 I기업을 대상으로하여관

점별로 거의 모든 지표들 간에 인과관계가 연결되어 있

어 어느 것 하나 제외할 것이 없었다. 따라서 TFT 회의

결과별도의인과관계를나타내는화살표는제시하지않

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사적 차

원의 전략체계도 외에 각 팀별 전략체계도도 상세히 작

성하였다.

4. 결론
4.1 연구결과요약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인 I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하고 경영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BSC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사례기업

이기존에사용하고있던성과평가시스템의문제점을파

악한 후 사례기업의 전략, 비전에 맞는 성과측정치를 개

발하고이를기반으로사례기업맞춤형 BSC를구축하였

다. 또한다른중소기업들이본연구를통해 BSC 구축시

거쳐야 할 핵심과정과 과정별 중요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하였으며마지막으로 BSC구축후기업에접목하

는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

였다[12].

본 연구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I기업을대

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구축과정의 대부분을 I기업의 경

영진및직원과컨설팅팀이함께팀을이루어곧바로현

장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임직원의 세밀한 니즈까

지도부합하는성과평가시스템을만들고자하였다. 또한

수요시장환경의변화에따라 RDS에서 SSS로의사업전

략의 변화를 목표로 I기업에 맞는 BSC를 구축하였다.

먼저 전사적차원에서기존주 사업부문인 RDS와 새

로운 사업부문인 SSS의 기업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15가지 전략목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 고객가치라는기업의전략방향을설정하였다. 또한

변화, 소통,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핵심가치를 바탕으

로 “세계최고의 RDS / SSS 선도기업” 이라는비전을설

정하고 “우리는 고객과 직원에게 가치를 제공하여 삶의

수준향상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설정하였다. 또한 전사

적차원뿐아니라영업팀과생산관리팀, 품질관리팀, 관

리팀의 전략체계도를 작성함으로써 각 관점별로 전략목

표, 핵심성공요인과 핵심성과지표I의 가중치와 목표, 실

적, 달성율에따른점수를쉽게계산할수있는중소기업

형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로 제시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4.2 연구의 한계점 및 미래연구방향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인 I사의

성과평가를위한 BSC를구축하고경영환경에바로접목

하기쉬운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는점에서의의를가진

다. 2014년 12월에 프로그램 개발 후 현재까지는 업그레

이드 및 버전관리가 잘 되어가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BSC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것이 중소기업에 용이하게

적용가능하며신사업인 SSS에 대한기술혁신을위한전

략지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이러한 한계점은 추후 이

루어질 후속연구를 통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프로그램 개발 후 적어도 3-5년 이상은 적용결

과를살펴보고이를연구결과에반영했으면좋았을것이

다. 왜냐하면, BSC는 구축도 중요하지만, 구축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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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운영을함에있어서지속적인관심과제도의

보완, 수정, 평가등의모니터링기능이이뤄져야하기때

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사례기업의 BSC 구축및실행까지만

진행된 상태이다. 나아가 기업의 인센티브 시스템과 접

목하여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기

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종업원에게 동기부여를 제공

할 수 있는 BSC에 기반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14].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BSC를

구축 및 활용하기가 힘이 든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활용하기 용이하고 전임직원이 이해하기 쉽도

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BSC는 구축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수단이 되어 성과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BSC에 기반한 보상시스템을 설계

하여이것이조기정착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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