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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 성과 분석모형의 의의  분류

1. 경 성과 분석모형의 의의

가. 경 성과 분석의 정의 

경 성과분석은 조직의 비젼  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경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경 성과측정

은 해당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 으로 ①

과거행 의 효율과 효과를 계량화하는 과정( The process of quantify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ast action)1) ② 조직을 얼마만큼 잘 

리하 는지와 고객 는 여타 이해 계자에게 달한 가치를 평가하

는 것(Performance measurement is evaluating how well organizations 

are managed and the value they deliver for customers and other 

stakeholders)2)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재무제표 주의 단기 재무  성과지표 측정 에서 최근 재

무제표외에 고객 만족도, 기술 신 등 다양한 성과지표 산출을 통하여 

조직의 장기  략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경 성과 분석의 개념변화

1990년  반부터 많은 CEO와 학자들은 단기 재무성과 주의 경

성과 측정이 조직의 장기 인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1) Andy Neely, Mile Kennerley, Chris Adams(2002)

2) Max Moullin(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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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새로운 경 성과 측정에 심을 두기 시작하 다. 를 들어, 신기

술 개발, 원가 감을 한 신 공정의 구축 등 장기 인 투자는 회계보

고서를 심으로 한 재무성과 측정지표에 나쁜 향을 미쳐 투자를 거

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장기 으로 조직 경쟁력에 부정 인 향을 미

치게 된다. 이러한 상은 “측정한 것은 획득한다(What you measure 

is what you get)"는 단순한 명제에서 기인하고 있다. 즉, 잘못된 단기

인 성과지표는 조직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Robert G. Eccles(1991)은 통 인 경 성과 측정치의 문제 으로 

① 기존의 경 성과 측정시스템은 지나치게 재무성과 주여서 고객 서

비스를 요시하는 략  목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② 로벌 

시장에서 생존  발 하기 해 필수 인 신기술과 신시장 개척에 

한 투자를 제 로 평가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③ 이익 주의 수

치는 과거 의사결정에 한 성과를 측정하는데 유용하지 미래 경 성과

를 시하는 데 부 합하다는  등을 지 하 다. 이러한 통 인 경

성과 측정의 문제를 보완하기 해 Robert S. Kaplan과 David P. 

Norton(1992)은 새로운 경 성과지표로서 BSC(Balanced Scorecard)기법을 

제시하여 공공기 을 포함한 많은 조직에서 도입․활용하고 있다3). 

BSC 기법의 특징은 재의 재무성과지표외에 미래 재무성과를 창출하

는 운 성과지표(Operational Measure)를 포함시켜 경 자가 다양한 분야

의 경 성과를 동시에 종합 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할 

수 있다. BCS의 경 성과 측정은 크게 4가지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고객 (Customer Perspective)에서 “고객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에 한 측정치로서 배달시간  외부 평가기 의 소비자 만족

도 등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내부 사업 로세스 (Internal Business Process Perspective)

3) Gartner Group의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60% 이상이 BSC 측정 

시스템을 2001년도말까지 도입한 것으로 추정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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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객 만족을 달성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의 측정치로, 생산성, 숙련

도 등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신과 학습 (Innovation and Learning Perspective)에서 지

속 인 성장과 가치창출 가능성을 측정하게 된다.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런칭 소요기간, 신상품의 매비  등이 측정지표가 된다.

넷째, 재무 (Financial Perspective)에서 “주주에게 어떻게 보여지

는가?”에 한 측정치로 분기별 매 성장률, 시장 유율  ROE 등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경 성과 측정의 특징은 ① 통 인 경 성과측정의 경우 

조직 구성원이 취해야 할 활동을 특정화하고 실제로 실행되어졌는지를 

평가하는 통제 주 다고 한다면, 최근의 경 성과측정은 비젼과 목

을 심에 세우고 구성원의 역량을 동 목 에 집 하도록 유도 -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라고 지 하는 것이 아니라 - 하는 역할을 한다는  

② 과거에 한 평가가 아니라 조직 체로 하여  끊임없이 미래를 평

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등을 들 수 있다.

다. 경 성과 분석의 고려 상

“모든 것이 측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측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생산, 투자, 회계 등 조직 활동의 다양성, 

투자자, 이사회, 주주, 감독당국 등 여러 종류의 이해 계자, 일, 월, 분

기, 연간 등 다양한 측정주기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경 성과 측정치가 

존재한다. 따라서, 상 이해 계자에게 기에 올바른 측정치를 제공하

여야만 경 성과측정이 성과경 (Performance Management)의 요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4) 따라서 경 성과측정은 조직의 활

동에 핵심 이고 요한 역을 측정하는 것이다. 경 성과 측정치를 

4) John Miller(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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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기 은 략 다음과 같다.

첫째, 경 성과는 균형 있게 측정되어야 한다는 이다. Kaplan과 

Norton이 제시한 BSC기법처럼 조직원, 고객, 내부 로세스, 재무성과 등 

조직의 다양한 활동 역을 균형 있게 평가하여야 한다. 물론 각 역별 

요도에 따라 가 치를 달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경 성과 측정치

에 의해 달성도가 평가되어지는 조직 목 은 도달가능성(Achievability)과 

공격성(Aggressiveness)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이다.

둘째, 경 성과측정은 략과 목표 가까이 구축되어져 한다는 이

다. 즉, 비젼, 임무, 가치, 략과 목표는 모든 조직이 추구하는 추

(Backbone)와 두뇌로서 조직이 의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경 성과 측정치는 략  목표 달성

여부를 추 하여야만 하고 조직의 략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피드백

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략과 목표와 상 성이 없는 “경 성과 

측정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이다. 한 략  목표로서 구체성

이 부족하고 모호하게 설정된 비젼과 략은 경 성과 측정치와 연계시

키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경 성과 측정치는 올바른 비교 상이 필요하다는 이다. 통

상, 기 비 는 산 비와 같은 내부 지향  비교를 사용하고 있

으나, 외부 세계와의 의미 있는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조직을 격리시키

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따라서, 비교 상은 경쟁 조직, 산업, 벤치마

크 혹은 자본시장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경 성과 측정은 생산과 유지에 비용의 효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이다. 즉, 기존에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정보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비용구조를 고려한 경 성과 측정치의 개발이 필

요하다는 이다. 원자재의 비 이 큰 조직, 노동, 자본  R&D 집약

인 조직 각각에 맞는 원가 리 경 성과 측정치가 필요하다는 이다. 

결국 좋은 경 성과 분석모형은 조직의 비젼․ 략과 긴 한 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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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경 성과 측정치로 구성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다. 즉 경 성

과를 창출하는 동인(Driver)를 악하고, 측정치를 동인에 연계시키는 

것이 요하다. 왜냐하면, 경 성과분석은 단순히 조직의 과거실 을 평

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달성하여야만 하는 목표 으로 조직 구성원 

모두를 이끌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2. 경 성과 분석모형의 분류

보험회사의 경 분석 모형 역시 일반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융서비스의 특성상 재무 성과지표가 강조되고 있다. 즉, 융기 의 

부실은 일반기업의 산과는 달리 경제 시스템 반의 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재무건 성 련 성과 지표에 많은 이해 계자의 심이 

집 되어 있다. 특히, 융시장의 자율화와 로벌화의 진 으로 인한 

동태 인 융환경은 융기 의 노출 리스크를 확 시키고 있으며, 

Basel Ⅱ  Solvency Ⅱ 등과 같은 국제감독규제 역시 리스크 규제에 

그 이 맞추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리스크의 인수가 핵심 사업

역인 보험회사의 경 성과 분석모형 역시 리스크 리를 요한 축으로 

삼으면서 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 경 성과 분석모형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매된 보험상품 성과 측정의 종결시 은 매우 장기 이란 

이다. 보험기간이 장기인 생명보험은 물론 1년의 보험기간을 지닌 일반

손해보험조차 보험  지 이 종결되기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손익계산서  차 조표를 통하여 측정된 

경 성과는 단지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미래 지향  경 성과 측정이 필

요하다고 본다. 최근 내재가치분석(Embedded Value Analysis)  동

재무분석(Dynamic Financial Analysis)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역시 

보험상품의 장기성에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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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험회사의 경 성과를 바라보는 투자자와 채권자의 시각 차

이가 존재한다는 이다. 주주로 표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을 통하여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고, 더욱이 주식이 갖는 옵션가치 극 화를 해

서 고 험․고수익 략의 일정부분 수용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반해 

보험계약자는 합리 인 가격으로 리스크 분산 메카니즘을 구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 채권자로서 보험회사의 채무이행 능력에 지 한 

심을 가져 안정 인 경 을 선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해 계자 간

의 갈등은 정보의 비 칭성이라는 보험상품의 특성과 맞물려 원할한 정

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정보 리인(Information Agent)으로 신용평가기

 뿐만이 아니라 감독당국이라는 주요한 이해 계자가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의 경 성과 분석모형을 먼  보

험계약자 에서 건 성 시 경 성과 분석모형과 주주 입장에서 

속성 시 경 성과 분석모형으로 양분하여 살펴보고자 하 다. 

보험계약자의 주된 심사는 채권확보에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산 

가능성 여부 단이 매우 요한데, 부실 측모형, 감독규제모형  신

용평가모형이 부실 가능성을 심 테마로 하는 건 성 시 경 성과 분

석모형 범주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주주와 경 자는 속성을 제로 하는 주가  기업가치 

창출이 투자  경 활동의 주요 목 이므로, 속성 시 경 성과 분

석모형에는 이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주가 평가모형, 기업가치 

평가모형  동태  재무분석 모형이 자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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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 경 성과 분석모형의 분류

분류 이해 계자 분석 상 모형

건 성 시 

경 성과 

분석모형

보험계약자

(감독,신용평가기 )

부실 가능성 

평가

부실 측모형, 감독규제모형, 

신용평가모형 

속성 시 

경 성과

분석모형

주주(경 자)
주가, 기업가치,

략 평가

주가평가모형, 

기업가치평가모형, 

동태 재무분석모형

결국 보험회사 경 성과 분석모형의 첫 번째 특성으로 지 한 보험

상품의 장기성은 모형의 진화과정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미래 지향 이며 가치창출 동인의 발굴을 요시 하는 최근

의 트 드와 정보처리기술의 비약 인 발 은 보험회사 경 성과 분석

모형의 많은 변화를 선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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