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효과적인 성과지표는 기업 경영의 핵심역량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서의 성과지표를. R&D

수립하는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각 단계별 성과지표 수립,

프로세스와 필요한 방법론을 정의한다 제안된 방.

법론은 핵심성공요인 도출 후보 성과지표 도출 성, ,

과지표 수립 실행 및 모니터링의 단계를 거쳐 핵,

심 성과 지표 를 수립한(Key Performance Indicator)

다 성과 지표 수립 단계에서는 성과지표별 가중치.

수립을 위해 기AHP(Analytical Hierarchy Planning)

법을 사용하였으며 부서별 효율성을 단일한 지표,

로 분석하기 위해 실행 단계에서 DEA(Data Envelop

기법을 사용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은 반도Analysis) .

체 기업의 부문 성과 지표 수립 및 평가에R&D

적용되었다.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
지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다양한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시그마 균형 성과 지표. 6 , (Balanced

실시간 기업Scorecard; BSC), (Real Time Enterprise;

등이 대표적인 경영혁신 방법론이다 최RTE) [1].

근 유행하는 경영혁신 방법론들은 비록 명칭과 철
학 목적이 다르지만 기업의 현 상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핵심 성과지표 (Key

의 체계적인 수립의 중요Performance Indicator; KPI)

성을 강조 하고 있다.

기업들이 핵심 성과지표의 수립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성과에 대한 투[6]. ,

명성의 요구이다 활동성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는.

기업 단위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임원 조직 팀,
조직 단위 그리고 개인 단위 까지 확대 되고 있다, .

둘째 성과주의 부상 때문이다 그간 기업들은 성과, .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
으나 최근 인사 관리 체제가 연공서열 위주에서 성
과 위주로 바뀜에 따라 성과 지표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성과지표가 관심을 끌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성과지표가 구성원의 동기 부여를 위해 필
요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전략 방향과 일치하며 효.

과적인 성과지표는 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성원들의 동기를 자극하게 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성과지표는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초점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게 되어 의욕을 저하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업 전체의 성과 저하로 나타나

게 된다.

성과 지표에 관한 연구는 최근 균형 성과지표의
도입확산에 따라 균형 성과지표 관점에서의 성과
지표 수립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3][7].

공급사슬관리 관점에서 물류의 성과지표를 위한 연
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관[2][4],

점에서의 성과지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5].

러나 연구개발 부문의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인 성
과지표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의 체계적인 성과
지표 수립 방법론을 제시하고 개발된 방법론은 반
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부문의 지표수립사례에 적용
하였다.

성과지표 수립 방법론성과지표 수립 방법론성과지표 수립 방법론성과지표 수립 방법론2.2.2.2.

성과지표를 수립하는 과정은 기업경영에 있어 매
우 중요한 과정이나 체계적인 절차와 구체적인 방
법에 관한 연구는 취약한 실정이다 민대기 등. [1]

이 그림 과 같은 개략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 1>

였으나 구체적이지 못해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림 성과지표 수립 프레임워크< 1>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개략적인 프레임워크를 기
반으로 구체적이며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아래와 같
이 제시하였다.

성과지표를 이용한 부서의 평가 방법론성과지표를 이용한 부서의 평가 방법론성과지표를 이용한 부서의 평가 방법론성과지표를 이용한 부서의 평가 방법론R&DR&DR&D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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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성과지표 수립 절차< 1>

기업의 성과지표는 기업전략과의 일치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지표를 구축하기 위.

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상 기업의 전략과 경영환
경을 분석하여 핵심성공 요인을 도출 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프로세스 검토 현 성과지표 체계검, ,

토 브레인 스토밍과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성과지,

표 후보군을 도출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업의 핵심 성공요인과 후보 성과지표간의 연관성
을 분석하고 성과지표를 그룹화한다 분석된 인과.

관계는 전략지도 를 통해 명시적으로(Strategy Map)

요약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잠재적 후보군을 토대.

로 현업 조사를 통해 성과지표를 확정하는 데 이
단계에서 핵심성공요인의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계층적 의사결정론 (Analytical Hierarchy Planning;

를 이용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성과지표를AHP) .

평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운영안을 작성한다.

도출된 성과지표를 사용하여 부서별 효율성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 져야 하며

를 활용하여 부서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별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 한다.

성과지표를 이용한 부서 평가성과지표를 이용한 부서 평가성과지표를 이용한 부서 평가성과지표를 이용한 부서 평가3. R&D3. R&D3. R&D3. R&D

본 절에서는 반도체 제조 기업인 사의 성과지A

표 구축 과정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사의. A

제조나 영업부문의 경우 성과지표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개발 부문의 경우 경영진
입장에서 효율성을 측정하고 부서별 성과를 평가하
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개발 부문의.

성취도를 평가 모니터링 피드백하고 연구 성과를, ,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성과지
표를 도입하고자 한다.

핵심 성공요인 도출핵심 성공요인 도출핵심 성공요인 도출핵심 성공요인 도출3.1.3.1.3.1.3.1.

기업의 경영 전략과 괴리된 성과지표는 종종 의
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업을 이끌게 된다 따라서.

성과지표 수립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

을 수립하는 것이다 핵심 성공요인은 기업 내CSF) . 〮
외부 경영환경 분석 전략 분석 및 임원인터뷰 등,

을 거쳐 도출된다 본 연구는 해당 기업 전체의 핵.

심성공요인이 아니라 연구개발부문의 핵심성공요인
이므로 상위 성공요인은 개발 효율성 이 선정되었‘ ’

다 하위 성공요인은 개 선정되었으며 이는 경영. 15 ,

전략 및 경제성 시장성 및 고객만족 기술성 개발, , ,

조직의 가지 관점으로 분류되었다 도출된 핵심성4 .

공 요인을 그림 에 요약하였다< 2> .

그림 핵심성공요인< 2>

핵심 성공요인의 도출과 함께 단계에서 성과 지1

표의 그룹화 기준을 표 와 같이 도출하였다< 2> .

표 성과지표 그룹화 기준< 2>

그룹 명 기준 요인

경영전략
및 경제성
지표

선도적 기술개발

제품의 다양화를 기하는 전략

개발 가능성 비전( )

제품 시장 형성 예측

투자규모의 적절성

예상되는 이익

투자 수익율

자본회수기간

기술성 지표

기술의 축적성

개발의 긴급성

개발 기술의 기대효과

프로세스 효율성

개발 기술을 통한 제품 상품화

고객만족 및
시장성 지표

제품 품질 향상

고객 발생Claim

고객 납기 준수

고객 도달성Needs

시장의 규모

시장의 안정성

시장의 성장성

시장의 점유율

개발조직 지
표

개발 실적

개발 인력 확보

개발 시설 장비 보유/

개발 인력의 능력

개발 팀웍

핵심성공
요인 도출

핵심성공요인 도출(CSF)
경영환경 분석-

분석- SWOT
전략 분석-
임원 인터뷰-

후보
성과지표
도출

후보 성과지표 도출
프로세스 분석-
기존 성과지표 분석-
브레인 스토밍-
실무자 인터뷰-
성과지표 그룹화-

성과 지표
수립

성과 지표 평가
성과지표 인과관계 분석-
전략지도 작성-

성과 지표 수립
성과 지표 분석- (AHP)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성과지표
실행

데이터 수집-
부서별 효율성 분석- (DEA)
산출물 정리평가운영방안 작성-

및 산출물 정리
평가운영방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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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성과 지표도출후보 성과 지표도출후보 성과 지표도출후보 성과 지표도출3.2.3.2.3.2.3.2.

연구개발 부문의 후보 성과지표 수립을 위해서
먼저 연구 개발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그림. < 3>

과 같이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단계로 구분하고 개6

발 제품군에 따라 부서를 분류하였다.

그림 개발 부문 프로세스 분석< 3>

기존 프로세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업 인터뷰,

브레인스토밍 등의 과정을 거쳐 후보 성과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후보 성과지표는 성과지표 그.

룹화 기준에 따라 표 과 같이 분류하였다 핵심< 3> .

성공요인 그룹별로 후보 성과지표를 그룹화 화는
과정은 그림 에 예시되어 있다< 4> .

표 후보 성과지표 도출< 3>

경영전략 및 경
제성 지표

차별화제품비중 사업화 건수, Item ,
제품검토시간 종합수율 제품원가절, ,
감율 개발비 신제품매출비중 과제, , ,
별인건비 과제별 투자비 과제별 재, ,
료비 품질실패비용율 사업화 건, , Item
수 종합수율,

기술성 지표

적기출시율 개발 제품검토시, TAT,
간 출하품질불량율 출하품질신뢰, ,
성 설계용 횟수, Mask Revision ,

적중율 설계기초기술Target Spec. ,
보유율 수율 설계, PE(EDS) , Revision
수 결과치, Wafer/Pkg. Sorting ,

기준이상율 현업대응도OCR, , ,
승인율 공정능력지수 투Qual. , , Run

입율 성숙수율 수율, Yield (Ramp Up ),
종합수율 내부 율 단, Claim , Test time
축율 품질향상 사고예방율 이, / , Qual.
전 진행건수 분석의뢰Sample , Test
접수건수 생산수량, Mask , ER Loss
량 비율 업무정합율 품질실패비, ER , ,
용율,

고객만족 및 시
장성

의 적기출시율 개발Spec. , TAT,
납기대응율 고객 율Sample , Claim

수요예측정확도 사업 건수 제, Item ,
품검토시간 차별화 여부 신제, Pkg. ,
품 매출 비중

개발조직 지표

개발제품수 개인별평균설계건수, ,
설계기초기술보유율 특허수 설계, ,

수 신제품개발건수 불량분Revision , ,
석율 기술문서등록률 인력참여율, , ,
업무정합율

그림 성과지표의 연계성 도출< 4>

성과 지표 수립성과 지표 수립성과 지표 수립성과 지표 수립3.3.3.3.3.3.3.3.

도출된 후보 성과지표와 핵심성공요인 간의 연관
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림 에서 나타< 5>

나는 바와 같이 성과지표와 핵심성공요인간의 전략
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후보 성과 지표 중.

핵심성공요인와 연관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선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성과지표 간의 연관관계도
구축하게 된다 도출된 성과 지표간의 연관관계는.

성과지표의 실행 단계에서 를 활용한 정량적DEA

평가시에 활용되게 되는 데 전략지도에 근거해서,

핵심성공요인의 입력지표와 출력지표를 선정하게
된다.

그림 전략지도< 5>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
로 분석을 실시하여 그림 과 같이 핵심성과AHP < 6>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림 를 통한 가중치 산정< 6>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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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성과지표 정의< 4>

최종적으로 정의된 성과지표는 표 에 나타나< 4>

있다 정의된 성과지표는 전략지도에 의해 핵심성.

과지표와 연계되고 핵심성과지표의 정략적 가중치
를 이용하여 각 부서의 정량적 평가에 활용된다.

성과 지표 실행성과 지표 실행성과 지표 실행성과 지표 실행3.4.3.4.3.4.3.4.

확정된 성과지표의 활용을 위해서는 성과지표를
이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

서별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법을 활용하DEA

였다 대상기업인 사는 제품군 별로 개의 개발. A 5

부서가 운영되고 있다 성과지표에 기반한 부서별.

효율성 측정을 위해 표 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 5>

하였다.

표 성과지표 데이터 수집< 5>

수집된 데이터는 부서별 효율성 을 측(Efficiency)

정하는 데 활용된다 모델링 시 각 개발 부서. DEA

가 로 정의되며 성과지DMU (Decision Making Unit)

표의 설정은 전 단계에서 작성한 전략Input/Output

지도에 기반한다 실행 결과를 그림 에. DEA < 7>

요약하였다.

그림 부서별 효율성 측정 결과< 7>

부서별 효율성 측정 결과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
타난 부서는 부서이며 부서와 부서가 그 다음D A C

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래의 평가에서는 매출비중.

높은 제품군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항상A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나 본 연구 결과 부서 부B , D

서 등이 비록 매출비중은 부서에 비해 높지 않으A

나 입력대비 산출물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서보A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성과지표를 도출하는 체계
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연구개발분야의
성과지표 개발 사례에 적용하였다 연구개발 분야.

는 비정형적이며 창조적인 업무의 속성상 생산이나
영업 분야에 비해 성과 측정 및 관리가 어려운 측
면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사례.

연구를 통해 연구개발 부문의 성과지표 개발 방법
론을 제시하였다 전략지도와 기법을 도입하. AHP

여 실제 기업의 전략 방향과 일관성 있게 성과지표
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기법을 활용하여 각 부. DEA

서의 효율성을 하나의 지표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
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은.

연구개발 부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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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정확도

적기 출시율Spec.

차별화 비율Pkg.

납기 대응율Sample

기술성

개발납기준수율

특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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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량Mask ea 1412 930 140 759 -

신제품개발건수 건 16 7 5 8 24

개발 TAT
준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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