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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균형성과표의 각 관점(학습과 성장, 내부프로세스, 고객, 재무)들이 
전체적 차원에서 그 복합된 연관관계가 목적달성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 분석을 목적으로 구조
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학습과 성장은 내부프로세스를 매개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재무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에서 재무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과 성장 그리고 내부프로세스를 잘 관리해야 함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객의 만족과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업원에 대한 학습과 성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
다. 본 실태분석 결과는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재무적인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자가 경영관리의 초점을 어디
에 맞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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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f an appropriate composite relations 
among the perspectives(Learning & Growth, Internal Business Process, Customer, Financial perspective) of the 
balanced scorecard are formed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in Chinese SMEs. In this study, we find that 
Learning & Growth perspective is related positively to Financial perspective directly and indirectly via Internal 
Business Process and also find that for success the careful management is required for Learning & Growth and 
Internal Business Process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information about where the need to 
emphasis on management to improve the financial performance in Chinese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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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0년 이후 국 경제는 속한 발 을 이루고 있으

며, 그에 따라 기업의 규모도 격히 커지고 있다. 이에 

국 기업들은 서구의 경 기법에 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균형성과표(BSC)에 한 심을 가지면서 자국 기

업에 도입하기 시작하 다. 

BSC는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한 성과측정시스

템이면서 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경 신 

도구이다. 이러한 BSC가 략실행과 경 신 도구로서

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도입단계부터 이들 목표를 

고려하여 각 단계 간에 상호 유기 인 련성을 갖도록 

BSC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은 격한 경제발  속에서 많은 소기업과 

소벤처기업이 탄생하 다. 소벤처기업은 소수의 핵심

 기술 창업인이 개발한 신  아이디어를 통한 기술

을 보유한 신생기업으로 미래가치가 큰 기업이다. 오늘

날 이들 소규모의 기업들도 차 BSC를 도입 운 하

고 있는데 이 소형 기업들 에는 BSC를 통해 실질

인 기업가치 향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소형 기업은 기업과 달리 체계 인 기업구조를 갖추지 

못하여 규모나 환경이 기업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의 소기업을 상으로 

BSC의 각 단계간의 련성과 이 련성이 종국 인 기

업성과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에 한 실태를 분석하

고자 한다. 본 실태분석을 통한 결과는 국의 소기업

들이 BSC를 도입할 경우 각 단계의 성과측정치 선정 의

사결정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오늘날 기업의 성과를 측정 리하기 해서는 재무

 지표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재무  지표도 성과측정에 

반 되는 종합 인 성과측정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개발된 균형성과표(BSC)는 최고

경 자들에게 사업의 성과를 종합  에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과척도들의 집합이다[1]. 

이 BSC는 4가지 (학습과 성장 , 내부 로세스 

, 고객 , 재무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

랫동안 기업의 략  리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4가지 에 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BSC에 한 몇 가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김범규(2012)는 AHP 분석을 이용하여 연구 리

분야 지표, 경 리분야 지표  BSC 4  의 상

 요도에 따른 가 치를 분석하 다[2]. 이후 BSC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BSC 평가지표가 기 의 

평가결과 수용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고객 , 내부 로세스 , 학습과 성장 , 재무

 순으로 요성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Tongwei Sheng(2012)은 균형성과표가 략  인

자원 리를 한 효과 인 경 도구로 유용하게 작용하

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국 상해의 상해보산철강그룹

의 사례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국에서 균형성과표 

도입시 균형성과표의 국화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성주(2011)는 Quinn의 경쟁가치모델에 따라 구분한 

기업문화유형의 특성을 변수화하여 기업문화유형에 따

른 BSC의 4가지 들 간의 계를 분석하고 이 향

이 최종 인 재무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

다[4]. 이를 해 먼  기업문화 유형인 계지향, 신

지향, 계지향, 신축성지향, 외부환경지향을 독립변수로 

하고  BSC의 4 (학습과 성장 , 내부 로세스 

, 고객 , 재무 )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한 후 이들 4 과 기업문화유형 변수를 투

입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

수간의 구조  계를 밝혔다.

Chong Fang Zhou(2011)는 BSC의 4 을 이용하여 

ERP도입성과에 한 한국과 국 소기업간 차이를 비

교하여 그 차이원인을 분석하 다[5]. 이를 한 변수로

는 ERP시스템 요원 교육정도, 기술 성숙도, 최고경 자

의 지원을 독립변수로 하고 BSC의 4 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과 국 간의 차이검정을 하 으며 한국과 

국의 실태를 악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성재(2010)는 학조직에서 BSC도입에 한 향

요인(조직특성 요인(의사소통 정도, 업무표 화), 리특

성 요인(최고경 자 지원정도, 교육훈련정도), 구성원 인

식특성 요인(이용자 가치, 인식된 사용 용이성))이 BSC

의 사용의도와 도입효과(학습  성장 성과, 내부 로세

스 성과, 고객 성과, 재무 성과)에 하여 미치는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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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

태분석을 실시하 다[6]. 그 결과 BSC의 도입은 학운

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 할 것으로 단하 다.

이창기(2010)는 BSC를 도입한 기업이 BSC를 성공

으로 운 하고 그 결과가 주가수익률을 증가시키는지 여

부와 통  성과측정방법인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수치

로 BSC 도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무제표

의 지표와 주가수익률을 이용한 횡단면  시계열 분석

을 통하여 검증하 다[7]. 이때 재무성과 변수로는 수익

성(총자산 업이익률, 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안

정성(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활동성(총자산회 율, 총

자본회 율), 성장성(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유동

성(유동비율), 기업가치 성장성(자산총액, 순자산)을 사

용하 다. 분석결과 BSC 도입기업이 미도입기업  도

입 보다 내부통제가 가능한 매출원가와 부채증가율 감

소로 인하여 업이익률,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순자

산  총자산 변수 등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여 BSC 도입이 이익창출에 기여하는 정  효과가 있

음을 밝혔다.

임병규(2008)는 국세청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균형성과표의 5가지 (학습과 성장 (4개 측변

수), 신  운 (4개 측변수), 업무 차 (5개 

측변수), 정책집행 (4개 측변수), 이해 계자

(4개 측변수)) 간의 구조  인과 계를 악하여 효율

인 균형성과표 운 방향을 제시하 다[8]. 이를 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 으며,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기의 5가지 변수를 추출 

하 고 이 후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구조  인과 계

를 분석하 다. 이는 일반 리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다수의 연구와는 다르게 공공기 을 상으로 구조  

계를 분석하 다는 의의를 갖는다.

김정 (2009)은 BSC를 도입한 소벤처기업을 상

으로 BSC 도입요건(최고경 자의 심과 지원(측정항목 

4개), 인지와 참여(측정항목 4개), 교육과 훈련(측정항목 

4개), 정보기술의 성숙도(측정항목 4개), 평가와 보상(측

정항목 4개))  핵심성과지표특성(비젼과 략 연계성

(측정항목 3개), 핵심성공요인(측정항목 3개))이 운  효

율성(비젼과 략, 재무  운 , 고객  운 , 내부

로세스  운 , 학습  성장  운 )에 미치는 향

과 이 운  효율성이 경 성과(재무 (측정항목 3개), 

고객 (측정항목 2개), 내부 로세스 (측정항목 3

개), 학습  성장 (측정항목 3개))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여 운  효율성의 매개변수 효과를 검증하

다[9].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1차 으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소벤처기업에서는 

소벤처기업의 실정에 맞는 BSC도입이 필요함을 제시 

하 다.

고세훈(2011)은 소벤처기업을 상으로 경 성과

(재무성과, 시장성과, 기술성과)에 향을 미치는 경쟁

략의 유형(집 화 략, 원가우 략, 기술 신 략, 마

차별화 략)과 이들 경쟁 략에 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외부환경요인(산업환경(산업 성장성, 불확실성), 내

부환경요인(자원역량을 구성하는 각 요인(기업가역량, 

기술역량, 생산역량, 마 역량, 재무역량, 외부자원활

용역량)))에 하여 구조 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쟁 략 유형별 경 성과 제고 방안을 제시하 다[10]. 

결과 도출을 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통한 다 회귀분석과 확인  요

인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자원역량은 원가우

략, 기술 신 략, 마 차별화 략에 정  향을 미

쳤으며, 기술성과는 시장성과에, 시장성과는 재무성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유홍성(2006)[11], Gum Boong Doo(2011)[12], 

김상돈(2013)[13], Myong ki Keum(2011)[14], 서경훈

(2009)[15], 홍민(2013)[16] 등 공공기 , 건설업, 국 등

을 연구 상으로 하는 본 연구와 련한 선행연구가 있

다. 

3. 균형성과표(BSC) 각 단계간의 

   관련성과 기업성과

본 연구는 국에서 운 되는 국의 소기업을 

상으로 국기업의 균형성과표 실태를 분석하 다. 분석

을 한 자료는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 으며 설문은 

국어로 문항을 기술하여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해 국 소기업

을 상으로 업체 500개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기획부서, 

인사부서, IT부서, 회계 등 재무부서를 상으로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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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팩스, 직 방문 등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

며 배부한 총 500개의 설문  200부가 회수되었고 그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30개를 제외한 170부의 설문지를 

본 분석에 사용하 다. 

3.1 조사대상기업의 일반적 특성

먼  조사 상기업에 한 일반  특성을 살펴볼 때 

설문 응답자의 근무기간이 4년 과인 경우가 체의 

40.0%를 차지하여 조사 상 기업의 성과평가시스템에 

하여 비교  잘 알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단

된다. 

①

(A) ㉠ ㉡

ⓐ 42 24.7

ⓑ 39 22.9

ⓒ 21 12.4

ⓓ 31 18.2

ⓔ 37 21.8

ⓕ 170 100.0

② 

ⓖ 44 25.9

ⓗ 34 20.0

ⓘ 15 8.8

ⓙ 27 15.9

ⓚ 50 29.4

ⓕ 170 100.0

③

ⓛ 22 12.9

ⓜ 31 18.2

ⓝ 36 21.2

ⓞ 28 16.5

ⓟ 53 31.2

ⓕ 170 100.0

(A)items ㉠numbers ㉡percents ①working experience ②gross 

sales/year ③number of employees ⓐup to 1 year ⓑmore than 1 

year, up to 2 years  ⓒmore than 2 years, up to 4 years ⓓmore 

than 4 years, up to 6 years ⓔmore than 6 years ⓕtotals ⓖup to 

50 million yuan ⓗmore than 50 million yuan, up to 100 million 

yuan ⓘmore than 100 million yuan, up to 150 million yuan ⓙ

more than 150 million yuan, up to 200 million yuan ⓚmore than 

200 million yuan ⓛup to 100 people ⓜmore than 100, up to 300 

ⓝmore than 300, up to 500 ⓞmore than 500, up to 700 ⓟmore 

than 700 people

<Table 1> Sample descriptions

반면 근무연수가 상 으로 짧은 1년 이하가 24.7%

를 차지하지만 본 설문 응답자의 근무부서가 기획부서, 

인사부서, IT부서, 회계 등 재무부서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설문내용은 비교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응답

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조사 상기업의 규모를 

보면, 연간 평균매출액이 1억 안을 과하는 기업이 

54.1%를 차지하 고 종업원 수도 300명을 과하는 경우

가 68.8%를 차지하여 기업의 규모가 상 으로 크며 따

라서 성과평가시스템을 비교  잘 운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를 한 조사 상 기업으로는 한 

것으로 단된다1).

3.2 BSC 각 단계간의 관련성과 기업성과 분석

본 연구는 균형성과표에서 각 단계들 간의 일 된 

련성 정도를 악하고 이들 계가 기업의 최종 목 인 

재무  성과에 유의하게 정 인 향을 미치는가를 분

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Fig. 1] Structural equation model
N=170, CMIN/DF=3.507, GFI=0.773, TLI=0.791, CFI=0.824, RMSEA=0.122

F1:Learning & Growth Perspective, v14:Job performance satisfaction, 

v15:Training participation v16:Willing to work long term, v17:Focus 

on new product development, F2:Internal Business Process 

Perspective, v10:Low failure rate, v11:Bonuses based on productivity, 

v12:Productivity degree, v13:Inventory reserves, F3:Customer 

Perspective, v6:Consumer satisfaction, v7:Customer loyalty, 

v8:Market concentration, v9:Timely delivery rate, F4:Financial 

Perspective, v37:Sales growth, v38:Operating margin, v39:Cost 

savings rate, v40:Inventory turnover, v41:Net income , v42:Return on 

investment

균형성과표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학습과 성장 

은 직무성과 만족정도, 교육훈련 참여정도, 장기근무 

희망정도, 제품개발의 시정도 등 4가지 측변수로 측

정하 고, 다음으로 내부 로세스 은 제품불량률 정

도, 생산성에 근거한 성과  정도, 생산성 정도, 재고자산 

보유정도 등 4가지 측변수로 측정하 다. 고객 은 

1) 중국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기준은 연 매출액 4억 위
안 미만, 종업원 수 1000명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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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1 F2 F3 F4

F1 1 .665** .617** .620**

F2 .665
**

1 .594
**

.614
**

F3 .617** .594** 1 .575**

F4 .620** .614* .575** 1

**: level of significance 0.01 *: level of significance 0.05

<Table 3> Correlations(latent variables)소비자 만족정도, 고객 충성도, 시장집 도, 납기의 시

성으로 측정하 으며, 마지막으로 재무 은 매출액

증가율, 업이익률, 원가 감율, 재고자산회 율, 순이

익률, 투자수익률 등 6가지 측변수로 측정하 다. 이들 

각 항목들의 측정도구는 리커트 7  척도를 활용하 다.

본 분석을 한 자료의 합도는 합지수

(CMIN, CMIN/DF, GFI), 증분 합지수(TLI, CFI), 기타

지수(RMSEA)가 기 범 를 약간 벗어나고 있으나 이는 

국 지조사를 통한 설문조사의 한계 인 표본수의 상

 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상으로 생각된다. 

ⓐ ⓑ ⓒ ⓓ ⓔ ⓕ

V14-->F1

V15-->F1

V16-->F1

V17-->F1

V10-->F2

V11-->F2

V12-->F2

V13-->F2

V6-->F3

V7-->F3

V8-->F3

V9-->F3

V37-->F4

V38-->F4

V39-->F4

V40-->F4

V41-->F4

V42-->F4

0.745

0.820

1.031

1.000

1.000

1.290

1.284

1.112

1.079

1.000

1.001

1.024

1.000

1.016

0.921

0.769

0.818

0.818

0.707

0.671

0.743

0.705

0.717

0.694

0.851

0.759

0.728

0.713

0.671

0.704

0.870

0.860

0.816

0.698

0.679

0.651

0.090

0.104

0.119

0.153

0.126

0.121

0.130

0.129

0.127

0.069

0.069

0.073

0.081

0.086

8.282

7.886

8.653

8.455

10.204

9.212

8.312

7.740

8.072

14.679

13.395

10.511

10.106

9.51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path, ⓑEstimate(regression weight), ⓒEstimate(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E., ⓔC.R., ⓕP value

<Table 2> Measurement model analysis results

그러나 각 측변수들 모두가 유의수  0.000하에서 

잠재변수를 잘 나타내므로 자료의 분석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단되어 본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 한 본문에는 기술하지 않았으나 확인  요인분석

을 하기 에 실시한 탐색  요인분석에서도 각 요인들

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재되었다.

상기의 측변수들을 사용한 잠재변수인 각 들 

간의 상 계분석 결과를 보면 상 계수가 보통정도의 

수 으로 나타나 각 들 간에 비교  유의 인 련

성을 가질 것으로 견되며 본 실태분석을 한 구조방

정식모형 분석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추

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 로 원시자료 데이터를 사용하여 최 우도법

을 용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경로분석 결과 학습과 성장은 내부 로세스에 양의 

향을 미치고 내부 로세스는 재무 성과에 양의 향

을 미쳤으며 학습과 성장은 직 으로 재무 성과에 역

시 양의 향을 미쳐 기업에서 재무 성과를 높이기 

해 학습과 성장 그리고 내부 로세스를 잘 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 ⓑ ⓒ ⓓ ⓔ ⓕ

F1-->F2

F1-->F3

F1-->F4

F2-->F3

F2-->F4

F3-->F4

0.689

0.462

0.419

0.265

0.449

0.151

0.807

0.550

0.388

0.270

0.355

0.117

0.096

0.144

0.176

0.157

0.172

0.159

7.199

3.208

2.381

1.692

2.609

0.950

0.000

0.001

0.017

0.091

0.009

0.342

ⓐPath, ⓑEstimate(regression weight), ⓒEstimate(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E., ⓔC.R., ⓕP value

<Table 4> Structural model analysis results

한 학습과 성장은 고객에게도 양의 향을 미쳐 고

객의 만족과 충성도를 높이기 해 종업원에 한 학습

과 성장이 시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국 기업의 경

우 내부 로세스는 고객에게 양의 향을 미치기는 하나 

유의수  0.05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

지는 못하 으며, 고객  역시 재무 성과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내부운 리와 고객에 한 

심이 낮은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이들 각 들 간의 련성 정도를 살펴보면 직 효

과는 상기 <Table 4>와 같으며 간 효과와 총효과는 

<Table 5>와 같다. 직 효과와 간 효과를 합한 총효과

를 볼 때 기업의 최종 심사인 재무 성과에 미치는 

향은 학습과 성장의 직 효과와 내부 로세스를 매개로 

하는 간 효과를 합한 총효과가 0.764로 상당히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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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결국 기업이 재무 성과를 높이기 해 종업원

들에 한 학습과 성장 그리고 내부 로세스에 한 

리가 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tandardized Total Effects

F1 F2 F3 F4

F2 0.807 0.000 0.000 0.000

F3 0.768 0.270 0.000 0.000

F4 0.764 0.386 0.117 0.000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F1 F2 F3 F4

F2 0.000 0.000 0.000 0.000

F3 0.218 0.000 0.000 0.000

F4 0.376 0.032 0.000 0.000

<Table 5> Standardized effects

4. 결론

본 연구는 국의 소기업을 상으로 기업 경 의 

유용한 도구인 균형성과표에서 각 들이 체  차원

에서 일 성 있는 최종 목 을 해 그 연 계가 긴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한 실태를 분석하는데 

을 두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검정하 다. 이를 

해 먼  각 (잠재변수)별로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 측변수)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후 

이를 설문조사방식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의 성을 확인하 다.

분석결과 학습과 성장은 내부 로세스를 매개로 간

으로 그리고 직 으로 재무 성과에 정 인 향

을 미쳐 기업에서 재무 성과를 높이기 해 학습과 성

장 그리고 내부 로세스를 잘 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 고객의 만족과 충성도를 높이기 해 종업원에 

한 학습과 성장이 시됨을 알 수 있다. 한편 국 

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는 내부운 리와 고객에 한 

심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들 간의 련성 

정도에서 총효과 측면을 볼 때에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

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다 회귀분석을 이용한 

각 변수들의 계수값을 통해 의미를 분석한 것과는 다르

게 각 단계들의 연 성에 분석의 을 두어 의미를 찾

은 것에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태분석 결과는 국의 소기업들이 재

무 인 경 성과를 높이기 해서 경 자의 노력과 경

리의 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가에 한 단 를 

제공함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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