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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설산업은 재무 중심의 성과측정에 주로 의존하여 왔다. 또한 성과측정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프로젝트 레
벨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업 또는 기업 레벨의 성과측정 및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본 연구는 건설기업들의 성과를 측정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들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 분석 과정을 통해 지표의 타당성,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을 만족시키는 공통적인 지
표체계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성과영역들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건설기업의 성과지수를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성과지수
를 이용한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여 성과지표의 통계적인 특성과 기초적인 인과관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들과 함께 계속해서 수행되어야 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 성과측정, 균형성과표(BSC), 성과지수, 인과관계

1. 서 론

들은 아직까지 재무적 손익 중심의 성과측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Kagioglou et al. 2001).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기업활동에 있어 성과측정은 경영성과의 평가, 인적자원의 관

선행연구들은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핵심성과지표(KPI:

리 및 전략이행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특히 최근의 복잡해

key performance indicators)의 개발 및 건설기업들의 성과관

진 경영환경은“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도 없다”
는 표현으

리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한 바 있다(Beatham et al. 2004,

로 성과측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Kaplan & Norton

Costa et al. 2004, Bassioni et al. 2004).

1996, Niven 2002).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에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의

서부터 첨단 IT산업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

CII(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영국의 DETR(Dept. of

과측정시스템(PMS: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을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DTI(Dept. of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왔다.

Trade and Industry), 칠레의 CDT(Corporation for

건설기업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며, 많은 투입자

Technical Development) 등에서는 각각의 국가 특성에 맞는

원들을 통제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관리업무 때문에 체계적으로

PMS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PMS는 미래

개발된 PMS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기업

성과창출의 유인이 되는 혁신, 학습, 인력양성 등 소프트한 측면
의 다양한 성과지표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Bassioni et al.
2004). 더욱이 대부분의 건설산업 PMS는 그 동안 프로젝트 차
원의 성과측정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성과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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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거나 벤치마킹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부
족하였다(Costa et al. 2004, Cheah et al. 2004).
이러한 지표를 개발할 때는 각각의 시장상황, 전략, 경쟁환경
등에 맞는 지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Kaplan & Norton
1993). 또한 PMS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서는 지표들의 통계적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며, 초기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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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 피드백을 통한 지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

후보지표들 중 지표의 타당성,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을 만족

다(Kaplan & Norton 1996).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기업 성과지

시키는 KPIs를 개발하는 것이다. 3단계는 건설기업들의 특성

표의 정성적, 정량적 특성에 관한 구체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및 현실성을 반영한 성과영역별 가중치를 도출하는 것이며, 4단

다(유일한 외 2005).

계는 개발된 지표를 이용한 데이터 측정을 하여 가중치가 부여

따라서 산업적 차원에서 건설기업들의 성과를 측정하고 진단

된 성과지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마지막 5단계는 측정된 결과를

할 수 있는 PMS의 개발에 관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져

분석하여 지표들의 정량화된 인과관계 및 다양한 특성들을 찾아

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PMS의 핵심이 되는 지표

내는 것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를 개발하는 것이고, 개발된 지표를 이용한 측정을 통해 지표들

3. 문헌고찰

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국내 건설기업들로 한정하였다. 지표의 개발은

3.1 성과측정 모델

국내 건설기업들의 성과우위를 비교할 수 있는 공통지표를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표의 특성 분석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34개 건설기업의 성과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개

기업의 성과측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델의 형태와

발한 지표를 이용한 측정 결과의 정량적인 특성 분석에 중점을

개념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두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의 효과적

왔다. Eccles(1991)는 재무적 지표에 의한 경영성과 측정의 한계

인 활용과 지속적인 보완 및 업데이트를 위한 기반이 된다.

를 지적하고, 시장점유율, 혁신, 고객만족도 등 비재무적 지표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Kaplan & Norton(1992)은 재무, 고

2. 연구수행 방법

객, 내부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의 4가지 관점의 새로운 측정수
단인 BSC를 Harvard Business Review에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기업들이 성과를 측정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

Meyer(1994)는 결과측정지표의 한계를 주장하고, 과정측정지표

는 공통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들이 갖는 정량적인 특성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Drucker(1995)는 기업경영활동 측정도

및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성과측정 틀

구로 기초정보, 생산성정보, 역량정보, 자원배분정보의 4가지를

(framework)은 전 세 계 적 으 로 가 장 널 리 활 용 되 는

제시하였다. Simons & Davila(1998)는 정량적인 비율분석지표의

BSC(balanced scorecard) 모델의 4가지 관점(재무, 고객, 내부

한계를 벗어나, 정성적인 역량을 측정하는 경영성과율(ROM: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연구수행의 단계

return on management)지표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는 그림 1과 같이 5단계로 요약된다.

건설산업에서도 다양한 성과측정 모델에 대한 연구들이 1990
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었다. Alarcon(1996)은 그의 연구를 통해
공사비, 공기, 가치, 효과성으로 구분되는 성과측정의 개념을 제
안하였다. 이후 미국 CII(2001)에서는 공사비, 공기, 안전, 설계
변경, 재작업으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개발하였다.
영국에서는 TQM(total quality management) 활동을 목적
으로 개발된 EFQM(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의 excellence model이 성과측정의 도구로 주로
활용되어 왔다. 이후 Egan 보고서(1998)에 의한 건설재인식 운
동의 일환으로 KPI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영국 DETR(2000)
은 공기, 공사비, 품질, 고객만족, 설계변경, 경영성과, 안전으로
구성된 KPI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DTI(2002)는 고객, 참여
자, 환경으로 구성된 KPI를 성과측정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1. 연구수행의 5단계 절차

지금까지의 건설산업 성과측정 연구는 주로 프로젝트의 성과
본 연구의 1단계는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건설기업들

를 측정하는데 치중하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기업단위로 확대된

의 비전 및 목표를 분석하여 BSC의 target이 되는 성과영역들

성과측정 모델에 대한 연구들이(Cheah et al. 2004, Ramirez

을 도출하는 것이다. 2단계는 성과영역의 하부에 포함되는 여러

et al. 2004, Beatham et al. 2004, 유일한 외 2005)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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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성과측정의 개념과 도구를 설명하고

이와 같이 측정된 성과 데이터는 조직 전체의 성과 및 벤치마

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건설기업의 성과측정에 적

킹 점수 등으로 관리된다(DETR 2000, DTI 2002, Bassioni et

합한 지표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성과측정을 위한

al. 2004). 또한, 활발한 성과측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념적인 모델로는 최근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있

는 수집된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가 중요하며(Cheung et al.

는 BSC 모델이 많이 응용되고 있다(Niven 2005, Yu et al.

2004), 사용자 중심의 web기반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

2005).

하다(Costa et al. 2004)
측정된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관리하

3.2 성과평가 및 관리

고, 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표들의 인과
관계 및 상관관계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BSC 모델의 경우 그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성과측정 모델을 이용하여

림 2와 같이 4가지 관점에 대한 기본적인 인과관계 설정이 이루

성과지수를 산정하고, 이 지수를 이용한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

어진다(Kaplan & Norton 2004, Niven 2002). 타 산업에서는

며, 지속적으로 성과지표를 업데이트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이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분석들이 지속적

러한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PMS이며, PMS 운영의 핵심은 적합

으로 수행되었다.

한 KPI를 선택, 이용, 관리하는 것이다(유일한 외 2005).

그러나 건설산업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성과지표들의

Niven(2002)은 지표의 선택기준으로 전략연계성, 측정가능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실

성, 접근가능성, 이해용이성, 상호균형성, 적합성, 명료성을 제

정이다. 성과지표들의 정량적인 관계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대체

시하였다. Beatham et al.(2004)은 타당성, 적합성, 측정가능

로 오랜 기간(years)이 소요된다(Kaplan & Norton 1996). 하지

성, 효과성, 비교가능성의 5가지 선택기준을 소개하였다. 유일

만, 건설산업처럼 초기모델이 없는 경우는 지속적인 측정과 피

한 외(2005)의 연구는 이러한 지표선택 기준들을 포괄하여 타당

드백이 불가능하므로, 성과지표들의 정량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성,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의 3가지로 압축하였다. 이와 같은

초기모델의 제시가 우선 필요하다.

기준으로 선택된 KPI는 그 특성에 따라 1)선행지표, 후행지표,

4. 건설기업의 성과지표

2)예측지표, 결과지표, 인식지표 3)개념지표, 운영지표, 정량화
지표 등으로 세분화된다(DETR 2000, DTI 2002, Beatham et

4.1 성과영역

al. 2004).
선택된 KPI를 이용하여 성과수준을 진단하고 벤치마킹에 활용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매년, 반기, 분기) 성과지수를 산정하여

성과영역은 BSC 4가지 관점인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

야 한다. 성과지수를 산정할 때에는 각 지표영역들이 가지는 서로

및 성장의 하위 구조이다. 동시에 유사한 성격의 KPI를 대표하는

다른 중요도를 고려하는 것이 요구되며(Olson & Slater 2002), 이

세부 KPI의 상위 구조이다. 즉, 성과를 측정할 때 BSC 각 관점별

를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손명호 외 2003).

로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대표 항목이 성과영역이
다. 대개의 경우 KPI는 15~20개 이내의 지표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Kaplan & Norton 1993)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
라서 성과영역은 KPI 보다는 적은 항목으로 도출될 것이다.
국내 건설기업에 적합한 공통적인 성과영역을 찾기 위해 우
선, 정부기관에서(건설교통부 2003a, 2003b) 제시하는 건설산
업의 중장기 기본계획(master plan)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건설기업들의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문헌들(남충희
1993, 신규철 2002, 현준식 2002)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15개 국내 건설기업(대형 5, 중형 5, 소형 5)의 경영관리 담당자
와의 인터뷰 조사(2004년 2월~4월)를 통해 각 기업들이 공식적
으로 표명하는 비전과 목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영역
은 표 1과 같이 BSC 각 관점별 3개씩, 모두 12개의 영역으로 도
출되었다.

그림 2. BSC 성과지표의 개념적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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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에게 인터뷰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인터뷰 조사(2004

표 1. BSC기반의 건설기업 성과영역
BSC 4가지 관점
A.
재무
(Financial)
B.
고객
(Customer)
C.
내부프로세스
(Internal business process)
D.
학습 및 성장
(Learning & growth)

년 11월)는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26개의 KPIs를 검증하고 보

건설기업의 12개 성과영역
1. 수익성
2. 성장성
3. 안정성
4. 외부고객만족
5. 내부고객만족
6. 시장점유율
7. 연구개발투자
8. 기술능력
9. 업무효율성
10. 인력양성
11. 조직역량
12. 정보화

완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두 단계의 조사결과 분석은 지표로서의 타당성,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의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행
되었다(유일한 외 2005).“타당성”
은 지표가 각 성과영역을 대
표할 수 있는가와 사용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가
를 판별하는 것이다.“측정가능성”
은 건설기업들이 정확한 데이
터를 어렵지 않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비교가
능성”
은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간의 성과우위 또는 경쟁
력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두 단계의 정성적,

표 2. 건설기업의 성과측정 지표체계
관점

영역
수익성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성장성
안정성
외부고객만족
내부고객만족
시장점유율
연구개발투자
기술능력
업무효율성
인력양성

학습 및 성장

조직역량
정보화

핵심성과지표
자기자본수익률(ROE)
경제적부가가치(EVA)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개선도포함)
대외수상실적1)
직원이직율
수주액시장점유율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보유능력2)
매출액대비판매관리비
업무지침준수도
우수인력비율
직원1인당교육훈련비
지식공유수준
직원생산성(개선도포함)
정보화역량지수3)

정량적 분석을 통해 도출시킨 건설기업에 적합한 KPIs를 12개
측정단위
%
［＼］
%
%
EA
%
%
%
EA
%
5점척도
%
［＼］
5점척도
［＼］
5점척도

성과영역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4.3 성과영역 가중치
표 2의 지표체계를 이용하여 성과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성과영역들의 서로 다른 중요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과영역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가중치는
Saaty(1982)가 개발한 계층적 분석 방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설문조사(2004년 12월)는 한국 건설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전문가 11인(대기업 6인, 중소기업 5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정부/기관 수상, 언론 수상, 민간/단체 수상, 해외 수상실적으로 구분하여 측정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프로그램 등록, 건설신기술 등록으로 구분하여 측정
3) 정보화 기반(infrastructure), 이용(utilization), 지원(support)으로 구분하여 측정(Jung et
al. 2004)

분석을 위해 우선 구성요소들의 계층모형을 만들었다. BSC 4
가지 관점을 계층 1로 정의하였고, 12개의 성과영역을 계층 2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쌍별비교 방식의 설문조사를 하여 계층 1
과 계층 2의 가중치 산정을 위한 비교 매트릭스를 작성하였으

4.2 핵심성과지표(KPI)

며, 최종적으로 순위벡터를 이용한 정규화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정된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관성 지수

표 1의 성과영역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KPIs를 찾기 위하여 정

(consistency ratio)가 10% 이하인 값만 채택하도록 하였다

성적,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조사는 2단계로

(Saaty 1982).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건설기업의 성과측정에 적합한 예

표 3. AHP에 의해 산정된 성과영역별 가중치

비 지표리스트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2004년 5월~8월)는 예비 지표리스트 중 타당성 있는 지표를

관점
(계층 1)

가중치
(Wi)

선택하게 하고, 선택된 지표들의 실제 성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재무

0.333

고객

0.187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기업들이 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를 꺼리는 이유 때문에
(Chan et al. 2004), 비교적 재무적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도록
내부
프로
세스
학습
및
성장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건설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모
두 60개 건설기업이 대상이었으며, 이중 23개 기업으로부터 답
변을 얻었다(회수율 38%). 23개 기업은 대형 10개, 중형 6개, 소
형 7개 기업이다. 두 번째 단계는, 5인의 건설기업 성과관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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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0.270

성과영역
(계층 2)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외부고객만족
내부고객만족
시장점유율
연구개발투자
기술능력
업무효율성
인력양성
조직역량
정보화

가중치
(Wij)
0.510
0.233
0.257
0.321
0.193
0.486
0.333
0.272
0.394
0.261
0.410
0.328

가중치
(WiWij)
0.170
0.078
0.086
0.060
0.036
0.091
0.070
0.057
0.083
0.070
0.111
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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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의해 도출된 건설기업의 성과영역 가중치는 아래의 표 3

5.2 영역별 점수

에 제시되어 있다. 건설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재무 관점의 성과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으며(0.333), 고객 관점이 가장 낮은

건설기업의 성과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우선 수집된 데이터(34

중요도(0.187)를 나타냈다. 영역별로는 수익성의 중요도(0.510)가

개 샘플)의 분포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16개 KPI의 점

가장 높았으며, 내부고객만족의 중요도(0.193)가 가장 낮았다.

수를 1점에서 5점까지 부여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KPI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2개 영역별 점수를 측정하였다. 성과영역별로 산

5. 성과지수 산정

정된 점수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업무효율성이 5점 만점 중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고객만족(3.53),

5.1 데이터 수집

수익성(3.29)이 다소 높은 점수였다. 반면, 가장 낮게 측정된 것
은 외부고객만족(2.41)과 연구개발(2.56) 영역의 점수였다.

본 연구는 표 2의 지표체계와 표 3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건설
5.3 성과지수

기업의 성과지수를 산정하고, 지표들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건설기업들의 2004 회계연도 성과 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데이터의 수집은 2005년 2월부터 5월까지 설문조사와 인

그림 3과 같이 도출된 성과영역별 점수는 공식 (1)에 의해 표

터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대한건설협

3의 가중치(WiWij)가 적용되어 BSC 성과지수로 최종 산정되었

회에서 발표하는 1위부터 500위까지의 국내 건설기업을 대상으

다(표 4 참조). 여기에서, y는 전체 성과점수(overall score)이

로 하였다.

며, xi는 12개 영역별 성과점수(category score)이다.

설문서는 표 2의 지표체계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16개 KPI에
y = ∑(xi×WiWij)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모두 37개 항목의 질문들이 포함되었

(1)

다. 설문서는 36부(7.2%)를 회수하였으나, 답변이 불충분한 2부
의 설문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4부(6.8%)의 설문서를 분석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정된 전체 성과점수는 3.02로 5

하였다. 이와 같이 설문 회수율이 낮은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60%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BSC

언급한 바와 같이(Chan et al. 2004) 기업들이 재무적 정보의

관점별 점수는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나, 재무 관점의 점수가

공개를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실제 조사되었다.

다소 높았고(3.14), 고객 관점의 점수가 다소 낮았다(2.88). 반
면, 성과 점수의 편차는 고객 관점이 가장 컸고(CV=0.422), 학

수집된 34개의 샘플에는 100위 이내의 상위기업이 21개, 100

습 및 성장 관점이 가장 작았다(CV=0.191).

위 이하가 13개 포함되었다. 건설업 영위기간 20년 이내의 성장
기 기업이 13개, 20년 이상의 안정기 기업이 21개이었다. 또한

그림 4를 보면, 34개 샘플의 성과점수는 다소 좌측으로 늘어

건축사업 중심의 기업이 19개, 토목/플랜트사업 중심의 기업이

지고(left skewed) 있으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알

10개, 건축과 토목/플랜트사업 비중이 거의 같은 기업이 5개로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를 이용한 건설기업의 성

집계되었다.

과측정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성과 우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민감한 변수는 고객 관점
의 점수라는 것이 그림 4를 통해 나타났다.

표 4. 건설기업의 BSC성과지수(index)
BSC 관점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전체성과]

Mean
3.14
2.88
3.06
2.91
3.02

성과
Std.dev.
1.033
1.218
0.689
0.556
0.586

산정결과 요약
CV1)
Max
0.329
4.77
0.422
5.00
0.225
4.40
0.191
3.83
0.194
4.00

1) CV(CoefficientofVariance)=표준편차(Std.dev.)/평균(Mean)

그림 3. 성과영역별 점수(score)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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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1.00
1.00
1.59
1.48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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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는 건설업 영위기간 및 사
업영역에 따른 성과점수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왔
다. 즉, 성장기와 안정기의 회사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지표이
며, 건축 중심과 토목/플랜트 중심의 회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지표라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가 특정 그
룹의 특성에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공통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한건설협회의 시공능력순위가 상위(100위 이내)에 속
한 회사들은 하위(100위 이하)의 회사들보다 고객과 학습 및 성
장 관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
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상위 회사들이 고객 관점의 성과관리와

그림 4. BSC 관점별 성과 산정결과 패턴

학습 및 성장 관점에 대한 투자와 노력에서 앞서 있다는 결과이
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위 회사일수록 재무와 내부프로세스 관

6. 성과지표의 특성

점에 대한 성과관리에 그치고 있었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는 고객과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 특

6.1 그룹별 특성 분석

히 그룹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룹간 평균차이 검증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과측정 지표가

6.2 회귀분석

어느 한 그룹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룹의 특성이 잘 나
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유용하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과측정 지표의 인과관계 특성은 34개

행하였던 34개 건설기업을 두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구분은 시

샘플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분석

공능력순위 100위 이내의 기업(21개)과 이하의 기업(13개), 건설

을 위해 공식 (2)와 같은 형태로 모두 6개의 다중회귀모형을 만

업 영위기간 20년 이내의 기업(13개)과 이상의 기업(21개), 그리

들었으며, 독립변수(xi)와 종속변수(y)는 표 6에 정의되어 있다.

고 사업영역에 따라 건축 위주의 기업(19개)과 토목/플랜트 위주

대립가설(Ha: 적어도 하나의 β
는 0이 아니다)이 통계적으로 유

의 기업(10개)으로 모두 3가지의 분류를 하였다. 이러한 두 그룹

의한지에 대한 검증(신뢰구간 95%)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

의 BSC 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다.

위해 등분산을 가정한 두집단 T-test를 수행하였다. 유의수준
1x1 + β
2x2 + β
3x3 + α
y=β

5%에서 양측검정(two-sided test)으로 수행하였으며, 두 집단

(2)

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경우‘yes’
, 그렇
흥미로운 사실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게 나온 회귀모형

지 않을 경우‘no’
로 표기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Model 2, 4, and 6)은 모두 고객 관점의 성과가 종속변수 또는

표 5. 평균차이 검증(T-test) 결과
BSC 관점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전체성과]

사업영역

독립변수로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반면, 재무 관점의 성과가 종

a.1-20년

a.건축

속변수가 되는 대부분의 모형(Model 3, 5, and 7)은 통계적인

b.>20년

b.토목/플랜트

No

No

No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건설기업 성과관리의 핵심이 바로 고객

(0.1703)

(0.0992)

(0.6959)

시공능력순위

건설업영위기간

a.1-100위
b.>100위

Yes

No

No

(0.0001)

(0.0697)

(0.0808)

No

No

No

(0.6419)

(0.2463)

(0.3712)

관점의 성과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체계의 인과
관계를 종합해보면, 학습 및 성장 관점의 성과는 고객 관점의 성
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내부프로세스 관점의 성과도

Yes

No

No

고객 관점의 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고객

(0.0002)

(0.9656)

(0.0520)

관점의 성과는, 비록 크지는 않지만, 재무 관점의 성과에 영향을

No

No

No

(0.1211)

(0.5918)

(0.2590)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가 형성되
는 원인은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주) 괄호( ) 안의 숫자는 p-valu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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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회귀분석 결과

표 7. 상관분석 결과

는 개발된 지표체계의 인과관계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

설(Ha)은‘선형의 연관성이 있다’
로 설정하였다. 두 변수의 상

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관계수는 pearson r값을 구하였다. 검증은 34개 샘플의 데이터
가 자유도 n-2인 student’
s t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세운 후,

6.3 상관분석

검정통계량(tn-2)과 확률값(p-value)을 구하여 신뢰구간 95%
에 대한 검증(Moore et al. 1989)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7

상관분석은 BSC 4가지 관점에 포함되는 12개 성과영역들이

에 제시되어 있다.

어떠한 선형의 관계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학습 및 성장 관점

귀무가설(Ho)은 두 성과영역이‘선형의 연관성이 없다’
, 대립가

의 성과와 타 관점의 성과간의 상관관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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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 및 성장 관점에 포함된 지표가 타 관점
의 성과를 높이는 원인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학습 및 성장 관점의“정보화”및“인력양성”영역은 고객 및 내
부프로세스 관점의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되며,“조직역량”
은재
무 관점의 성과와 연관되어 있었다. 또한 내부프로세스 관점의
“기술능력”
은 고객 관점의 성과와 연관되며, 고객 관점의“외부
고객만족”
은 재무 관점의 성과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표 6의 회귀분석 결과를 규명하고 보완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
주목할만한 것은,“정보화”
가 재무 관점을 제외한 다른 영역
의 성과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이다. 특히“정보화”
는“기술능력”
과,“기술능력”
은“시장점유율”
과의 연관성이 높
다. 또한,“시장점유율”
은“외부고객만족”
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
지며,“외부고객만족”
은“수익성”
과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 재무 관점까지 이어지는 상관관계의 흐
름 파악을 통해 건설기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전략지도의 기초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림 5. 건설기업의 BSC 성과지표 인과관계 모형

6.4 지표 인과관계
다. 이러한 초기모델의 제시는 건설기업의 PMS를 보다 발전시
성과관리를 위한 전략지도를 작성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키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일부

것은 지표들의 인과관계(cause-and-effect relationships)를

영역들(안정성, 연구개발투자, 업무효율성)의 정량적 특성이 발

설정하는 것이다(Kaplan & Norton 2004, Niven 2002). 본 연

견되지 않았으며, 재무 관점의 성과에 대한 인과관계 및 상관관

구에서 개발한 성과측정 지표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건설기업

계가 매우 미흡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의 성과우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고객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과 학습 및 성장 관점의 성과였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관점의 지

7. 결 론

표가 인과관계 설정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표 6의 회귀분석 결과는 학습 및 성장과 내부프로세스 관점의
성과가 고객 관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객 관점의

산업 및 기업 차원의 성과측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지표를

성과는 재무 관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말해주고 있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건설산업은 지금까지

다. 또한, 표 7의 상관분석 결과는 학습 및 성장에서부터 내부프

주로 프로젝트 중심의 성과측정이 행해져 왔으며, 기업과 기업

로세스, 고객, 그리고 재무 관점으로 이어지는 12개 성과영역들

을 비교할 수 있는 PMS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그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러나 성과의 관리 및 향상을 위해서는 측정이 되어야 하며, 측정

결합하여 그림 5와 같은 건설기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인과관계

을 위한 도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성과측정 도구의 가장 핵심

모형을 만들었다.

은 지표체계이다.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 및 성장의 대표적 변수는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유용한 지표들을

“정보화”
와“인력양성”
이다. 이 두 영역의 성과가 좋으면“기술

제시해왔다. 정성적 분석은 지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능력”
이 좋아지고, 따라서“시장점유율”
이 높아지게 된다.“시장

과정이다. 그러나 정성적 분석만으로는 지표의 측정가능성과 비

점유율”
은“고객만족”
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고객만족”
이

교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기업들의 성과관리는 매우

높아지면 건설기업의“수익성”
과“성장성”
이 개선된다는 것이

정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량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되

그림 5의 인과관계이다.

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건설기업들의 공통적인 지표체계는 정성

그림 5와 같이 제시되는 인과관계는 초기모델의 성격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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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그리고 정량적인 분석 과정을 거친 것이다. Norton and

영과학회지, 28(1), 79-95.

Kaplan이 제시한 BSC기반의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재무, 고

5. 신규철 (2002),“균형성과지표(BSC) 개념의 건설기업 성과평

객, 내부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의 4개 관점이 지표의 1레벨이

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한국건설관리학회 제3회 학술발

다. 그 하위구조로 12개 성과영역이 2레벨을 구성하며, 3레벨은

표대회논문집, 27-34.

16개의 KPI로 만들어져 있다. 여기에는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6. 유일한, 김경래, 정영수, 진상윤 (2005),“건설산업의 성과지

지표, 선행지표와 후행지표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표체계를

수 개발을 위한 핵심성과지표-건설기업 대상 KPI를 중심으

이용하여 건설기업들이 스스로의 성과지수를 산정할 수 있으나,

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1(2), 139-150.

보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지표체계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

7. 현준식 (2002), IMF 이후 건설경영의 성패요인 분석, 한국건

하고 있어야만 한다.

설산업연구원.

따라서 본 연구는 지표들의 다양한 특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8. Alarcon, L. F., and Ashley, D. B. (1996),“Modeling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고객과 학습 및 성장 관점

project performance for decision making”
, J. Constr.

이 성과관리의 핵심이 되고 있었다. 이는 건설산업이 고객 중심

Eng. Manage., 122(3), 265-273.

의 서비스 산업이며, 정보화 및 기술인력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9. Bassioni, H. A., Price, A. D. F., and Hassan, T. M.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는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004),“Performance management in construction”
, J.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의 인과관

Manage. Eng., 20(2), 42-50.

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는 초기

10. Beatham, S., Anumba, C., and Thorpe, T. (2004),

모델에 불과하다. 초기모델의 제시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 KPIs: a critical appraisal of their use in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construction”
, Benchmarking: Int. J., 11(1), 93-117.

지표체계는 계속해서 보완 및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

11. Chan, A. O. C., and Chan, A. P. L. (2004),“Key

해서 다음과 같은 후속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performance indicators for measuring construction

우선, 건설기업들이 성과 데이터의 공개를 꺼리는 현실적인

success”
, Benchmarking: Int. J., 11(2), 203-221.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안이 잘 유지된 사용자

12. Cheah, C. Y. J., Garvin, M. J., and Miller, J. B.

(건설기업) 중심의 web기반 self evaluation system 개발에 관

(2004),“Empirical study of strategic performance of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계열적인 성과 데이터의 축

global construction firms”
, J. Constr. Eng. Manage.,

적과 분석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지표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130(6), 808-817.

데는 적어도 수년간의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

13. Cheung, S. O., Suen, H. C., and Cheung, K. K. (2004),

막으로, 성과지수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지수산정 방법에

“ PPMS: a web-based construction project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과지표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 Autom. Constr., 13,

이 아니며, 지표로서의 수명을 가진다. 또한 사업 환경과 전략이

361-376.

바뀜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표의 교체 및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

14.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CII). (2001), Impact of

우도 있다. 이와 같이 지표가 바뀌더라도 지수의 일관성이 유지

design/information technology on building and

되도록 하는 것은 성과분석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

industry projects, Research Report, Univ. of Texas at

들은 건설산업 전체적으로 성과향상의 초석이 될 것이다.

Austin (USA).
15. Costa, D. B., Formoso, C. T., Kagioglou, 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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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demand for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at the industrial or corporate level has been increasing.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has developed indicators to measure and compare construction company performances and we
have analyzed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ose indicators. Throughout our thoroug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we first
identified a set of indicator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These indicators have been shown to meet the requirements of
validity, measurability, and comparability. Second, we calculated the performance index of construction companies by applying
weightings of the performance categories. Then we performed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using the calculated
performance index and identified the basic cause-and-effect relationships, as well as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index. Drawing on the results of the analytical processes identified in this work, we discuss future research to be
conducted.
Keywords :Performance Measurement, Balanced Scorecard, Performance Index, Cause-and-effect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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