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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의 기업환경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시장환경의 글로벌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이러한 기업환

경 속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새마을 금고는 PMS를 채택하고 있다.그러나 PMS가 

어떻게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본 연구는 이를 위해 새마을 금고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과측정지표의 이용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실증분석결과,첫째,재무지표의 이용

은 조직성과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비재무지표의 이용은 조직성과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성과측정지표의 이용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지표의 이용보다는 비재무지표의 이용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주제어 : 성과측정지표,재무적지표,비재무적지표

Abstract  Recently the corporate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globalization of market environment. In order to acquire competitive advantage and promote long-term growth in this 
corporate environment, korean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re adopting PM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beneficial effects of PMS. A survey was conducted suing a questionnaire on korean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n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performance measur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irst, financial measur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second, non-financial measur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Such findings suggest that use of performance measures have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effects of non-financial measure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re found more 
clearly than the effects of financial measures on organizait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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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의경 성과란일정한기업시스템내에서유,무

형의자원을사용한후나타난결과의총체로이런결과

물에 한 측정은 여러 가지로 제시 할 수 있다.과거의

통 인 성과평가는 매출액,순이익,투자수익률,주당

순이익, 산성과와 실제성과의 비교 등 재무 측정치

를 심으로 이루어져왔다.이러한 재무 측정치들은

결과 심 이며 단기 인 지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를 심으로 한 성과평가는 왜곡된 경제 유인을

래할 수 있다.재무지표는 이해하기 쉽고 측정이 용이하

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나,비재

무지표는유용하기는하나불명확하고측정이어려워많

이 활용되지 못하는 단 이 있다.따라서 정성 이고 과

정 심 이며 장기 인지표들을통합하여기업의비

이나목표를실 하기 한 략을실천하는 에서

의 성과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KaplanandNorton,

1992;Wallman,1996).

HamelandPrahalad(1994)는기업의비 는목표

를 략 의도라고정의하 다.즉기업의목표가성공

인 략을 수행하는데 아주 요한 요소가 되고 동시

에 경 략의 요한 역할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체 구성원에게 동일한 목표를 환기 시키고 동

일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이다.기업의 가치

는 기업의 비 제시는 궁극 으로 기업의 장기 인

이윤극 화와 직결되고 있다.

장기 이고 지속 인 성장과 가치 창조의 략을 추

구하는 의 기업들은 략성과시스템을 략 계획과

실행을 한 략경 통제도구로활용하고있다(Kaplan

andNorton,2001;MalinaandSelto,2001;Chenhall,

2003).이것은역사 으로경 의사결정에도움을 수

있는공식 이고재무 계량화가가능한회계정보의제

공에서부터 그보다 훨씬 더 범하고 포 인 정보의

제공으로그강조 이이동되어온경 통제시스템의발

과정(Chenhall,2003)과 무 하지 않다.

국내 융기 은IMF사태,외환 기를겪으면서사상

유래없는고통을감수하면서인원감축이나조직통폐합,

은행 간의 통폐합 등과 같은 외형 인 구조조정의 쓰라

림을 경험하 다. 한 최근 융의 자유화와 국제화 그

리고 방카슈랑스로 표되는 겸업화로 인하여 융환경

은끊임없이바 고있고,미래를 측할수없는경쟁시

에서는 이제까지의 경 리방법으로는 생존자체도

받을 수 있다.이러한 과정에서 외국 융기 의 자

본이 들어와 융기 의 도를 바꿔 놓고 있다.새마을

고 역시 경 기법의 낙후,규모의 세성의 상황에서

이러한환경에 응해야할과제를안고있다.그동안

고는경 평가에 하여오래 부터논의해왔으나재무

경 성과만을 심으로 하는 경 평가는 동조합의

고유이념달성이소홀히될우려가있어서본제도를

극 도입하지 못하 다.그러나 각종 융기 의 퇴출과

통합 등 사회 반 인 큰 변 속에서 새마을 고의 특

수성을 감안해 볼 때 새마을 고의 경 평가 제도를 개

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경 성과

리의 상황이 지 도 여 하며,이를 탈피하여 융 동

조합으로서새마을 고의이념과목 달성에 합한비

재무 성과 리지표의 도입이 요구 되고 있다.따라서

경 리 신을 해 지 까지 검토해 보지 못한 비재

무지표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마을 고 조직성과에 향을 미

치는 성과측정지표의 이용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연구의결과는새마을 고를 상으로 략실행

성공에 해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비재무

측정지표들을함께사용하면재무 측정지표의한계

를 보완하며,궁극 으로 조직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어

새마을 고경 리에도움을주는기 자료로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2.1 성과측정지표

성과측정지표는 기업의 조직구성원의 행 에 지 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기업의 궁극 인 목표와 구체

인 략과 일치되도록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한

것이다.성과측정지표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재무 측정지표와 비재무 측정지표,단기 지표와

장기 지표,정량 지표와정성 지표,화폐 지표와

비화폐 지표 등으로 다양하게 나 어 볼 수 있다.

재무 측정지표는거래활동의결과회계 인화폐단

로 표 할 수 있는 측정지표이며,비재무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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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계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경 장에서 직 으로

산출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재무 측정지표는 모든

활동의 결과를 화폐단 로 표 함으로써 이해력과 활동

결과에 한 비교가능성이 뛰어난 반면,무형자산 등 화

폐가치로표 할수없는것에 하여는측정할수없는

단 이 있다.비재무 측정지표는 측정 상에 한 가

공되지않은원천자료를이용할수있지만측정지표간의

비교가능성이떨어진다.그러나비재무 측정지표의이

용은 Hoque와 James(2000),Scott과 Tiessen(1999)등의

연구결과에서 기업의 경 성과에는 유의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많은 비재무 지표에 한 많

은 연구에서 비재무 지표의 이용은 비재무 성과에

향을 미치며 비재무 성과는 장기 으로 재무 성과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2.1.1 재무적 성과측정지표

재무 성과측정지표는 통 인 성과 리시스템에

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지표로서,기업의 주요 이해

계자들에게 재무 인 성과측정지표를 통해 조직의 성과

를 보여주기 한 것이다.재무 지표는 계산의 간결성

과명료성으로인해기업의의사소통을증진시키는장

이 있는 반면,기업이 단기 인 성과를 제고하기 하여

여러 가지 회계처리 기법의 변경을 통하여 단기 으로

성과를 좋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장기 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재무 지표는 과거 지향성 미래가치 창출을 반

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이를 극복하기

해 오늘날의 재무 지표는 EVA,주가 련지표,ROI

와 ROE등의 자산수익성지표 등을 확 용함으로써

미래지향 인측정을시도하고있다.최근 융업에서는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측정지표의 도입 등으로 재무지표

도 계속 발 해 가고 있다.

재무 지표는 많은 한계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기업의궁극 인경 활동의결과는재무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에,재무 의 성과측정지표는 가장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1.2 비재무적 성과측정지표

재무 측정지표에비하여비재무 측정지표는정성

이며 과정 심 이고 미래지향 이며 장기 인 측정

지표라 할 수 있다.경쟁이 치열해지고 경 환경의 불확

실성이 증가할수록 기업은 미래의 기업가치를 증가시키

는 가치동인을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재무 측정지표는경 자의의사결정행태를장기

으로 유도하며 장기 인 재무성과을 해 보다 나은

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재무 지표의 단기 인

이익보다는 장기 인 기업목표에 부합되는 성과측정지

표라 할 수 있다.이러한 비재무 성과측정지표를 BSC

의 에서 정리해 보면,첫째,고객 련지표는 기업가

치 창출의 가장 큰 원천은 고객이라는 에서 출발한

다.기업은고객을통해서가치창출이가능하며,그들의

욕구변화를 지속 으로 악할 수 있을 때 성장을 보장

받을 수 있다.따라서 경 자는 경쟁하고자 하는 고객과

시장을인식하여야하며그들로부터자사에 한성과측

정지표를 악하고 있어야 한다.이 에서 일반 으

로활용되는성과측정지표에는고객만족과유지,새로운

고객의창출,고객서비스,그리고목표시장에서의시장

유율과 고객 유율 등이 있다.

둘째,내부 로세스 련지표는고객과주주들에게가

치를지속 으로제공하기 해서기업이어떤내부 로

세스에서가장효율성이탁월해야하는지에 한지표이

다.효율 인내부 로세스는목표로설정한세분시장에

고객들을끌어들이고유지할가치명제를산출할뿐만아

니라,재무 수익에 한 주주들의 기 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내부 로세스는 시장의 변화에

따른 지속 인 변화가 요구된다.이 에서는 제품개

발,생산,납기,사후서비스 등이 성과지표로 사용된다.

셋째,종업원 련 는학습과성장 련지표는조직

이 장기 인 성장과 개선을 창조하기 해 반드시 구축

해야 하는 미래지향 인 지표이다.여기에 련된 지표

는앞에서언 한세가지 의성과를이끌어내는원

동력으로서조직구성원의역량을강조하고있다.직원의

숙련도나정보시스템등과같이 재의조직인 라가목

표달성에 요구되는 수 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면,이 에서 설정한 성과측정지표는 이러한

차이를 임으로써 미래의 지속 인 성과달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이 에 사용되는 성과지표는 종압원숙

련도,종업원의근무태도,교육 훈련,신기술이나신지

식의 획득능력,신제품 개발 건수 등을 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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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주관적 비재무지표

주 비재무지표는객 으로계량화가어려운평

가자의주 에의해서정성 으로평가하는항목을말한

다.많은선행연구에서비재무 지표를객 비재무지

표와 주 비재무지표로 구분하지 않고 연구하 다.

이는 주 인 성과측정지표는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이부족하여의사결정자의 단력을흐리게하여연구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Heneman,1986).

Prendergast와 Topel(1993)은 성과평가에서 주

단은 종업원의 동기부여를 이게 된다고 하 다.이

는경 자가사 에설계된평가계획을무시하고주

인 평가를 많이 사용하면 종업원은 경 자의 주 평

가방향에 따라 그들의 노력을 집 하기 때문이다.

Ittner,Lacker와Meyer(2003)는국제 인 융서비스

회사를 상으로 주 비재무지표가 어떻게 이용되는

지 분석한 결과,경 자가 다양한 성과측정지표를 무시

하고 주 성과측정지표를 이용하게 되면 결과 으로

단기 인재무 지표가종업원의보 스를결정하게된

다고분석하 다.이는경 자가객 인비재무지표를

무시하고성과평가를하게되면재무 성과를기 으로

종업원보상을하게되어종업원의성과평가시스템에

한불만족이높아지며이익에근거한보상으로회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Moers(2005)는 독일의 해운회사를 상으로 주

성과측정지표의성과평가에서의편의(bias)를분석한결

과,객 측정지표와 주 측정지표의 복합 인 사

용은성가평가가보다함축 이고 해지는경향이있

는 것으로 연구되었다.이는 측정의 다양성과 주 측

정지표는 평가자의 편의를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Ittner등(2003)과 Moers(2005)의 연구는 특정한 회사를

상으로 연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반면,Stede등(2006)의연구에서는미국과유럽의제

조업을 상으로 객 비재무지표와 주 비재무지

표에 한 연구에서 객 ․주 비재무지표를 동시

에 사용하는 기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며,특히 품질

략을강조하는기업의경우주 비재무지표와경

성과간에 유의한 계가 있음을 밝혔다.

주 비재무지표는 지표의 속성상 많은 문제를 가

지고 있음은 사실이나 성과측정시스템이나 보상계획에

주 성과평가항목을미리설정하고다른성과측정지

표와균형있게사용하면성과측정시스템의만족도를높

일수있고보다정확한성과평가가이루어질수있을것

이다.

주 비재무지표는측정상에문제가있음에도불구

하고기업 장에서는여러가지의형태로이용되고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 로 하면 주 비재무지표에

하여는 사 에 그 활용범 나 가 치에 하여 조직 내

에서 신 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2 성과측정지표와 조직성과

최근 기업은 장기 인 성공은 물론 사회 체의 이익

에 기여하기 해 경 활동 반에 걸쳐 보든 구성원의

참여와 총체 수단을 활용하는 략 경 기법으로

BSC,TQM등이 사용하고 있다.이와 같은 략성과측

정시스템은 경 통제의 기능을 요시 하며,재무 성

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지표를 측정 리하고 있다.경

통제는 리자가조직의목표를달성하기 하여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효과 ,효율 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

용했는가를 확인하는 로세스다(Fisher,1992).효과

인경 통제를 해서성과측정치들은경쟁정도와외부

환경을 반 해야 한다. 격한 기업의 내외 환경변화 상

황에서 재무 성과에만 의존하는 통 인 성과측정시

스템은 리의사결정에 합하지않고,기업의 략이나

목표를 연계하지 못하는 등 한계 이 지 되었다.이러

한 비 은 기존의 재무 성과측정치에 한 맹목 인

신뢰에 한재평가를요구하고비재무 인요인에 한

심을 강조하게 되었다.비재무 성과 요인을 활용함

으로서 리자들은 기업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활동

들에 한 정보를 추 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장에서의

업무활동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효과 인 리와 통제를

할수있는것이다.본연구는새마을 고에서재무·비재

무지표에 하여 성과측정지표의 이용이 재무 성과에

향을 미치는가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학자나 실무자들이 비재무 측정치의 활용을

강조해왔으나실제로비재무 성과치의활용이기업성

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실증 인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최근에 와서 비로

소비재무 성과측정의효과에 한실증연구가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비록 비재무 요인이 미래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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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측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들과

재무 성과(미래의회계 이익혹은주가)와연결시키

는 일은 쉽지 않다.

KeatsandBracker(1988)은과업 산업환경요인

과 인지 략정교화 등과 같은 조 요인과 함께 기업

가정신의강도,과업동기부여,환경 향력에 한지

각 통제 략 리 행등을포함하는다양한구

성개념이 소기업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개념

모델로 제안하 다.CraggandKing(1988)은 다양한

변수와 소기업의 재무 성과간의 인과 계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 인 모델을 제시 하 다.

비재무지표는 재무 성과의 선행하는 지표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고객만족,품질 등의 요인에 한 연구로는

Malina and Selto(2001),McWhorter(2001),이창

(2003),이경태·이외순(2004)등이 있다.Malinaand

Selto(2001)는매출액성장률과수익성간에정(+)의유의

인상 을보여주었으며,이들의시간지연효과는t년

도의내부 로세스개선 고객만족이t+5년도에매출

액 성장률과 수익성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

로세스 개선과 고객만족은 재무 성과의 선행지표임

을 입증하 다.McWhorter(2001)는 경 자의 직무만족

에고객측정치의 요성,종업원성과, 략연계 장․

단기상쇄효과가유의 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으며,경 자의성과평가에는 략연계가유의 인상

을지니고,재무 ,종업원성과 조직시스템에서

부분 으로 유의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

(2003)는 BSC의 고객 련 측정지표,내부 로세스

련 측정지표,그리고 학습 성장 련 측정지표의 활용

정도는성과 의비율에 향을미칠뿐아니라그활용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경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이

경태·이외순(2004)에서는 고객만족 수 은 주식가치에

유의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고객

만족수 의변화에 련하여당기고객만족수 의변화

만 주식 과 수익률에 정(+)의 향을 보여주었다.

Saidetal.(2003)은비재무 측정지표와재무 측

정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기업이 재무 지표만을 사용하

는기업보다더높은주가수익률을얻는다는것을입증

하 다.Ittneretal.(2003)은BSC,무형자산,지 자산에

한 선행연구를 통해 10가지 가치동인을 추출하 는데

이 가치동인은 ①단기재무성과,②고객 계,③종업원

계,④공 자 계,⑤운 성과,⑥제품과서비스질,⑦다

른조직과의제휴,⑧환경성과,⑨제품과서비스 신,⑩

공동체 이다.이러한 가치동인을 범 하게 사용하는

기업은그 지않는기업보다더높은조직성과를얻는

다는 것을 입증하 다(김순기·이상완,2011).기업이 재

무 측정뿐만아니라비재무 측정을포함하여그측

정치를 히 선택하고 목표를 명확히 할 때 경 자나

종업원들은기업의목표달성을 해보다 극 으로노

력하게 될 것이다.즉,다양한 성과측정지표를 사용하는

새마을 고는그 지않는새마을 고보다더나은성과

를나타낼것이다.이와같은논의에근거하여다음과같

이 가설을 설정하 다.

H1:성과측정지표의 이용은 조직성과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1-1:재무지표의이용은조직성과에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비재무지표의이용은조직성과에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3. 연구설계

3.1 변수의 정의와 측정   

성과측정지표의이용은다양한특징들과 련한 범

한 개념이다.Hoque and James(2000),Said et

al.(2003),그리고Henri(2006)등의연구에서는성과측정

지표의 이용을 경 진이 범 한 재무 ,비재무 측

정지표와 련한정보를성과평가와보상등에이용하는

정도로측정했다.최근Ittneretal.(2003)은 과거 선행연

구들은 성과측정지표의 이용을 성과평가와 보상시의 이

용정도에 을두어측정하 다는한계 을지 하면

서다양한범주에서의이용과정확성정도로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측정지표의 이용은 성과측정지표를

범 한 목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 성과측정지표

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의한다.성과

측정지표의다양성은Ittneretal.(2003)이측정한방법으

로 6가지 가치동인을 4가지 성과측정지표의 이용(문제

인식·기회이용·사업계획개발,자본투자결정,성과평가,

그리고목표설정)정도와성과측정지표의정확성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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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7 척도로 측정된 응답값을 표 화한 평균값으로

측정하 다.6개의 가치동인에는 ①단기재무성과(:연

간이익,ROA,원가감소 등),②고객 계(:시장 유율,

고객만족 등),③종업원 계(:종업원만족도,종업원능

력 등),④운 성과(:생산성,안정성,등),⑤제품과 서

비스질(:고객응 ,완 매, 리등),그리고⑥사회

책임(:복지지원,법규정 수,직업윤리등)등이포

함되었다.재무지표의다양성과비재무지표의다양성은6

가지가치동인 단기재무성과(:연간이익,ROA,원가

감소 등)는 재무지표로 나머지 5가지가치동인은비재무

지표로구분하여4가지성과측정지표의이용과성과측정

지표의 정확성에 한 응답값의 평균값으로 측정하 다.

조직성과는 조직의 목표인 ① 체 조직성과,② 체

조직수익성,③시장 유율,그리고④생산성으로각각에

한 년도 비조직목표의달성정도에 해7 척도

로 측정하 다(Widener,2007).

3.2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새마을 고 에서 직장 고를

제외한지역 고를 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 다.설

문응답자는 지역 새마을 고에 근무하고 성과측정시스

템에 한 반 인개념을잘이해하고있는경 리

자를 상으로 선정하 다.설문지는 해당 지 별로 한

개의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집하 다.설문지

회수는 화연락과 E-mail방법을 병행하 다.회수한

설문지는 총 88부이다..

4. 실증분석   

4.1 기술통계

체 88개의 표본기업이 속한 지역을 살펴보면,부산

(23부,26.1%),경상도(29부,33.0%),서울(13부,14.8%),

경기도(7부,8.0%), 라도(7부,8.0%),충청도(4부,

4.5%),강원도(4부,4.5%),그리고 제주도(1부,1.1%)순

으로 나타났다.표본기업의 총자산을 살펴보면,500억원

미만인 기업은 13(15%),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인 기업은 42개(48%)그리고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33(37%)이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응답자의 소속 부서

를보면,총 46명,총무18명, 출11명, 축9명,기타

4명,그리고 업/마 1명등으로 부분총 과총무

부서이었다.직 는 무/상무 이상 51명,차장/부장 14

명,그리고 과장 등 23명으로 부분이 차장/부장 이상

이 다.

성과측정지표에 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Table

1>과 같다.첫째,새마을 고들은 성과측정지표의 사용

에서가장 요하게생각하고있는가치동인은단기재무

성과인 것으로 나타났다.즉,6개의 가치동인 에서 성

과측정지표의 사용에서 장기 에서의 요성을 제

외하곤가장높은평균값을보여주고있다.둘째,장기

요성에선기업들은단기재무성과(5.29)가치동인

보다 고객 계(6.53),종업원 계(6.4),그리고 제품/서비

스질(6.3)등의가치동인에더많은비 을두고있는것

으로나타났다.즉,장기 요성에있어선단기재

무성과와 더불어 고객 계,종업원 계,그리고 제품/서

비스 질과 같은 비재무성과의 요성을 실무에서 잘 인

식하고있는것으로 단된다.셋째, 상했던바와같이,

기업들은 조사된 다섯 개의 성과측정지표의 사용가운데

에서 목표설정과 성과평가 시에 단기재무성과의 가치동

인을 가장 높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게 단기

재무성과 가치동인이 의사결정에의 사용이 상 으로

높게나타난이유로는새마을 고가 산편성이나투자

에있어서 실 인지출한도를감안하지않을수없기

때문인것으로보인다.성과평가에있어서단기재무성과

가가장높은것은실재로성과평가가재무 평가에치

우쳐져있고,실무에서단기재무성과가성과평가에서가

장 요시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성과측정지표에 한 기

술통계는 성과측정과 련된 새마을 고의 실무 황을

비교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성과측정지

표의 이용은 비재무지표의 이용이 요하나 실무에서는

단기재무성과지표의이용이높게나타나고있어비재무

지표의 이용을 늘려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 가설검정

신뢰성 분석은 내 일 성에 한 측정으로

Chronbach'salpha계수 값을 산출하 다.모든 계수 값

이 0.7(장기 에서 요성-0.799,문제 인식,기회

이용 그리고 사업계획 개발사용정도-0.862,자본투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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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category

importance

to long-term

sucess

use in decision making

extent goals set
measurement 

quality
problem 

identification

capital 

investments

performance 

evaluation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short-term 

financial results
6.11 .823 5.60 1.227 5.85 1.034 5.86 .985 6.11 .850 5.89 .890

customer relations 6.53 .642 5.41 1.110 5.11 1.245 5.28 1.164 5.36 1.095 5.16 1.092

employee relations 6.40 .751 5.16 1.231 4.77 1.266 5.14 1.315 5.07 1.230 4.94 1.097

operational 

performance
6.09 .905 5.37 1.187 5.45 1.203 5.58 1.201 5.61 .988 5.44 1.038

quality 6.30 .805 5.47 1.093 5.16 1.202 5.34 1.154 5.42 1.036 5.28 1.114

alliances 6.11 .890 5.45 1.174 5.19 1.212 5.20 1.306 5.18 1.120 5.17 1.147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survey items

정 사용정도-0.856,성과평가 사용정도-0.887,목표 설정

사용정도-0.867,성과측정지표의 정확성 정도-0.896,조

직성과-0.903)이상으로본연구에서사용된변수들의신

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단된다.

타당성분석을 해요인분석을실시하 다.요인추출

을 명확히 하기 하여 직각회 방법(varimaxmethod)

을사용하 으며,요인의 재량이0.4이상인설문문항

만 선택하 다.조직성과에서 4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

으며,고유치가 1이상(3.118)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귀속

이 되고 요인 재량이 0.7이상이며, 분산율에 의한

설명력은77.9%이다.이상의요인분석결과에따라변수

의 타당성은 양호한 수 으로 평가 할 수 있다.

<Table 2> Regressions for Performance measures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PER= α + β11FIN+ β12NON-FIN+ ε

coefficient

(T)
VIF Adj.R

2
F

α
.538

(.644)

0.227 13.743***fin
.269

(1.752*)
1.306

non-fin
.458

(3.475***)
1.306

*p<0.1,**p<0.05,***P<0.0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재무지표의 이용은 조직성과에

10%유의수 에서 유의 인 정(+)의 향을 미치며,비

재무지표의 이용은 조직성과에 1% 유의수 유의 인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HoqueandJames,2000;Ittneretal,

2003)와일치하는결과로성과측정지표를다양한목 으

로 이용하는 기업이 조직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즉,재무지표와 함께 비재무지표의

다양한활용은조직성과를개선시키는것으로 단된다.

5. 결론 및 함의

경 자들은 이제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구축해온수익비용측면의기간손익 시 리회계는

앞의 수치만 악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부터 리회계는①과거의실 이아닌미래의수익

성과무형자산의평가②내부경 리와업 평가제도

를통합③결과지표뿐만아니라성과동인을평가할수

있는 선행지표의 리 등이 필요하다.

미래수익과무형자산평가에는국제회계기 도입을

계기로미래의CashFlow의가치를측정하는방법이

리회계에서도 용되기를기 한다.즉 융상품의시가

회계 기 방식, 손충당 산정 시 DCF방법 용,리

스크 변동에 의한 미래의 흐름 변동 액을 재와

미래의 손실에 히 반 하여 경 의사결정에 실제

인 의미에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고객에 한 리스크 측면만을 평가하는 융기

의 리회계로는 충분치 않다.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랜드 워,미래수익을창출하게하는기술력,개발

에있는상품,우량거래선과 계등무형자산을평가할

수 있는 융기 이 리회계가 되어야 한다.리스크

리를 해서담보에만의존하는여신으로는 소기업육

성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융기 의사회 책임강화는고객의비즈니스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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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고객지원을통하여 융기 과지역발 에공생

공존 하는 것이다.그러나 재무회계 의존 인 경 리

를벗어나지못하는 융기 은단기 인수익만추구하

게되고사회 책임강화에핵심이되는 소기업과지

역발 을 한 핵심이 되는 장기 인 지원을 소홀히

하게 될 것이다.직원에 한 업 평가나 인사평가를 하

면서 기업이나 지역사회 지원 등의 수익과 직결되지 않

는 무형자산의 가치는 시하지 않게 되며,결과 으로

직원활동은 단기 인 수익에 집착하게 유도할 것이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 통 으로기업이사용해온

성과측정에 한 가장 큰 비 은 재무 인 측정지표에

무의존하고있다는것이다.재무 측정지표만으로는

반 인비즈니스목 과 련해서발생된문제의근본

인 원인이나 해결을 한 정보를 충분히 재공해 주지

못할 뿐 만 아니라,지 자본 등과 같은 무형자산을 제

로 측정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따라서 다양하게 평

가항목을 늘리는 것이 이와 같은 문제 을 완화시켜 조

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많은 기업들은 략실행

성공에 하여더나은정보를제공하는다양한비재

무 측정지표들을함께사용하여재무 측정지표의한

계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새마을 고 역시 이러한 시

흐름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

째,재무지표의이용은조직성과에유의한정(+)의 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둘째,재무지표의이용은조직성

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본 연구의 시사 은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먼 ,경 자들은 조직성과를 개선하

기 해성과측정지표를다양하게설계하고다양한목

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경 자들은 다양한 비재무

지표를 이용하여 재무지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궁극 으로조직성과를개선시킬수있음을시사하고있

다.그리고 기술통계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기

인 에서재무지표보다비재무지표를더 요시하지

만 실제 각종 의사결정에의 활용에는 재무지표가 더 많

이 강조되고 있었다.경 자들은 장기 인 측면에서 조

직성과를 향상시키려면 비재무지표의 활용방안을 잘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설문조사연구만으로 본 연

구의 목 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장조사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보다 심층 으로 이 연구 과제를 이행하

는데도움이되리라믿는다.둘째,본연구에서는하나의

새마을 고에 해한사람의설문응답자로부터얻은자

료에 의존하여 련 변수를 측정하 는데 그 응답자가

해당 고를 잘 표하고 있다는 보장은 없다.이를 보완

하기 한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기업에서 다수의 응답

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그 평균값을 이용할 수도 있

을것이다.셋째,업종을새마을 고로제한되어본연구

에서나타난연구결과를일반화시키는데는한계가존재

한다.

이러한 한계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 연구는 새마

을 고의 성과측정지표의 이용과 조직성과 간의 계에

서조직학습의역할을실증 으로검증해보았다는 에

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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