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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가 대학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 균형성과표(BSC) 4가지 관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목적
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1주기 평가인증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대학 조직의 
균형성과표(BSC) 및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
립변수인 기관평가인증제 즉,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 균형성과표(BSC)의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 관
점, 학습과 성장 관점, 재무 관점의 4가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증하였다.

기존의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평가인증제 체제 자체의 성과
와 각 평가요소에 있어서 대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작 기관평가인증제가 평
가인증의 평가대상인 대학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고객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
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
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와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
학 BSC의 학습과 성장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은 학
습과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
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재무 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와 자체평가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체계 혁신이나 내부프로세스 
효율성 향상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개선되어 학생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아지며, 아울러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심
은 인증 획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를 통해 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기
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학습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인구의 급감 등 급변하는 대학의 대내외 환경에서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를 다양한 대학의 경영성과로 연계할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춘계학술대회

- 754 -

Ⅰ. 서론

학령인구의 감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국경 및 지역을 초월하는 

MOOK(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 공개 강좌)의 확대, 고등교육시장의 개

방 등 동태적이며 복잡성을 가진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다

각적인 자구조치와 더불어 적극적인 변화노력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은 4

년제 대학의 직업교육 영역 진입 및 잠식으로 교육영역 구분이 무너져 고등직업교

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또한 폴리텍대학과 마이스터고교의 활

성화는 고등직업교육시장의 위협적인 경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

황과 대학 간 무한경쟁 시대에서 전문대학의 생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품

질 제고와 지속적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선호하는 대학으로 만

들어 전문대학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대학 조직의 고유 기능인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07년 고등교육법이 개정

(제11조의2)되면서 대학의 의무적 자체평가와 외부기관에 의한 자율적인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2011년부터 대학의 기관평가인증제가 시행되었다. 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과정에서 평가인증의 주체, 평가인증의 목적, 기관 유형별 평가인증 기

준 설정, 인증결과의 공식화 및 활용 등을 중심으로 핵심적 참여자인 대학과 의사

결정자인 정부 간 관점의 상충과 갈등이 나타났지만(이정표, 2011), 고등교육의 질 

관리와 강화라는 큰 틀의 의의에 합의를 이루고 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하게 되었

다. 

기관평가인증제는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

력을 제고시키는 제도로(2011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편람, 2011), 대학의 운영 

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운영, 성과 창출이라는 3가지 큰 차원에서 대학의 모든 

부분을 평가인증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원이 규정한 교육의 질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

과하도록 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위기상황에 직면한 전문대학에

서 매우 중요한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에 도입된 후 5년이 경과하면서 2015년 말로 1주기

가 완료되었다. 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평가·인증 중 하나

이지만, 2주기 기관평가인증제가 시작된 현 시점에 있어서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의 경영성과에 미친 효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며, 그마저도 기존의 연구는 기관평가인증제도의 체제 자체의 성과와 평가인증제에 

대한 대학의 대응 정도, 평가항목과 관련된 대학의 변화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정작 평가대상인 대학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유효성을 평가대상인 대학의 균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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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BSC) 관점의 경영성과로 검증하여 대학의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환경에 직면한 전문대학들이 

기관평가인증제를 통해 성과를 이루어내고 교육품질의 지속적 개선과 제고로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2.1 대학의 일반적 현황과 특성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

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47조에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

로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과 구별된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 정의하면

서 그 기능과 책무를 전문대학에 부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중 기관평가인증제를 적용받는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1호 내지 2호, 제4호에서 정하는 학교로 총 331개교가 있으며, 이 중 전문대학이 137개

교(41.4%)이다(대학알리미). 그리고 전문대학 137개교 중 설립주체가 사립인 전문대학이 129개교

(94.1%)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립전문대학은 비영리 조직의 범주에 속하지만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 구조를 고려할 경우 공공기관의 비영리 조직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조진석, 2009). 특히 대학정원이 대학지원자 수를 초과한 상황에서 학생모

집이 어려운 사립전문대학은 대학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스스로의 교육경쟁력이 없을 경우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에서 볼 때 오히려 비영리조직의 성격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들은 매우 짧은 시간에 양과 질에서 대단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최

근 대학들은 설립 후 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출생인구의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

소는 교육수요자 확보와 재원 마련에 최고의 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고등교육의 개방

과 MOOK(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확대, 산업환경의 변화와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정부

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가속화, 교육수요자의 교육의 질 보장 요구 확대 등 많은 요인들이 비

영리조직의 기관으로 살아온 대학들에 생존을 결정짓는 위험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들은 교육 차별화, 성과관리 중심의 경영프로세스 혁신, 시

설 및 기자재의 현대화, 수익사업 전개, 취업률 중심의 교육성과 창출 등 수많은 경쟁력을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생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의 질 보장과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대외 평가·인증의 우수한 결과를 획득하여 대학의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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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미지를 제고하는 전략은 모든 대학에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교육의 환경변화는 교육의 질 보장이라는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고등교육에 질 관리 제도의 

도입을 가져왔으며 대표적인 것이 평가·인증이다. 오늘날 대학에 대한 평가는 기관평가인증제

를 비롯하여 중앙일보 대학평가(4년제 대학 대상), 전문대학 지속지수 평가(전문대학 대상), 교육

부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의 대학종합평가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공학교육인증평가, 간호교육

인증평가 등의 학문분야평가 있다.

기관평가인증제는 범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2010년 말에 인증시행 공

고를 실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2011년 초반에 인증시행 공고를 

실시하면서 대학의 기관평가인증제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의 질 보증과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의 마련, 그리고 교육의 수월성 및 

공공비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기관평가인증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해 모든 

대학들이 법적 준수사항의 이행 수준으로 획일적이며 근시안적으로 시행하는 자체평가(윤여송, 

2011)와 달리 인증의 결과를 공개하고 나아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므로 기관평가

인증은 대학 및 교육의 혁신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이며 대학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작용하게 되었다.

2.2 1주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1)

2.2.1 기관평가인증제의 개념과 법적근거

기관평가인증제는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며, 기관평가

인증은 인증원이 규정한 교육의 질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대학에 대해서 그 

질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편람, 2011). 기관평가인증제

는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전체적인 교육의 질과 환경에 대한 효과성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를 통해 대학은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을 통한 경쟁력과 운영의 시스템화를 통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적 준수를 통

한 공신력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평가인증제는 고등교육법(제11조의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항),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등의 다양한 법적 

근거에 의해 추진 및 시행된다.

2.2.2 기관평가인증제의 내용 및 구성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의 대상은 고등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

조 제4호에 명시된 전문대학이며, 기관평가인증의 시행주체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명시된 평가인증 시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정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

1) 1주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내용은 2011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편람(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2011)의 자료를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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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고, 2011년부터 전

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평가인증의 주기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

며 1주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고등직업평가인증원은 사전에 규정한 교육의 질 기준을 충족 또는 초과하는 대학에 한하여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질을 보장함에 있어서 인증판정 유형은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인증기준은 대학의 운영 전반과 교육의 활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개발된 것으로, 대학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교육의 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되므로(2011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편람, 2011) 개별 대학은 평가인증기준 

및 평가요소를 충족하여야만 한다. 

평가인증기준의 구성 체계는 9개 기준, 27개 세부기준, 72개의 평가요소로 구성되며, 평가요

소 하위에 187개 판단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4단계의 구성체계를 갖추고 있다. 각 구성요

소에 대한 인증수준의 정도는 대학 간에 그리고 국제적 인증기관 간에 ‘대학으로서의 기본 기

능을 유지하며 일정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라고 상

호 인정해줄 수 있는 정도로 정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은 크게 정성평가와 정량적 정성평가방법
2)

으로 구분된다. 72개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할 때 정성평가와 정량적 정성평가 방법의 적용 비

율은 69% : 31%이며 정량적 정성평가(22개 평가요소) 보다 정성평가(50개 평가요소) 부분에 많

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 대학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교

육, 교원, 재정 등의 3개 기준에 있어서 신입생 충원, 재학생 충원, 교원의 확보, 교육비의 환원, 

장학금 등 필수평가요소 5개를 설정하고 있다.

기관평가인증의 세부 과정과 절차는 ①평가인증원의 평가인증 공고 → ②대상 대학의 인증 

신청 → ③대학의 자체평가 실시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④평가인증원의 서면평가 → ⑤평

가인증원의 현장방문평가 → ⑥평가인증원의 평가보고서 심사 → ⑦대학 의견수렴 → ⑧인증위

원회의 심의․의결 → ⑨평가인증원의 인증 판정 및 결과 공표 → ⑩인증서 교부 등의 절차로 진

행되며, 인증이 완료된 이후에는 평가인증의 모니터링과 사후점검
3)
 등 지속적인 점검체계로 이

어진다.

평가인증의 결과는 기관평가인증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기관들에 따라 활용이 다를 수 

있으며, 평가인증의 주체인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입장에서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

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각 개별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발전계획의 점검과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나아가 대학교육 여건을 지속적으

로 개선하고 교육의 내실화 및 질적 수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특성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

회 및 산업체 입장에서는 대학에 관한 질적․양적 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선택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2) 정량적 수치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지만 정성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3) 평가인증의 모니터링은 정량적 정성평가 방법이 적용된 평가요소에 대해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매년 모니터링 하
는 것을 말하며, 사후점검은 인증 유효기한의 중간(인증판정을 획득한 연도로부터 3년이 되는 연도)시점에서 모든 인증기준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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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기관평가인증제의 인증 현황

1주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인증은 2011년 최초 35개 대학을 시작으로 총 

132개 대학이 평가를 완료하여 2016년 현재 인증 122개 대학, 조건부인증 3개 대학, 

인증효력정지 4개 대학, 불인증 3개 대학의 인증 결과를 보이고 있다. 137개 전문대

학 중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인증평가율은 96.3%이며 이중 조건부인증을 포함한 

인증판정률은 94.7%를 보이고 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6). 전년도 심사대

학의 보완심사를 통해 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을 제외하고 최초 인증평가를 신청한 

당해 연도에 인증 판정을 획득한 대학의 비율은 53.3%, 조건부인증을 포함한 인증 

판정을 획득한 대학의 비율은 83.9%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의 질 보장과 교육의 질

적 기준 충족이라는 기관평가인증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2.3 대학 경영성과와 BSC

2.3.1 BSC의 개념과 특징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는 재무적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전통

적인 성과평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직의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

낼 수 있도록 개발된 새로운 전략적 성과평가제도이며(Kaplan & Norton, 1992), 기

업의 사명 및 전략과 연계된 성과평가와 운영관리를 위해 재무적 측면에 더하여 고

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 기업의 성과를 종합적·균형적으로 평가하는 성

과측정표이다(Kaplan & Norton, 1996). BSC는 재무와 비재무 지표, 장기와 단기 지

표, 선행과 후행 지표, 내부와 외부 지표, 조직과 개인 지표가 균형을 이루었다는 

의미로 ‘균형성과표’라고 한다(윤여송, 2011).

BSC의 체계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토대를 두고 BSC의 각 관점별 목표와 측정

지표들이 도출되며, BSC의 학습 및 성장, 내부 프로세스, 고객, 재무적 관점에서 각

각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여 전체적으로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의 달성에 그 최종목

표가 있다. BSC의 4가지 관점 중 재무적 관점은 과거 조직의 활동의 결과물에, 고

객 관점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이해관계자에, 내부프로세스 관점은 핵심

적인 업무수행 과정에, 학습과 성장 관점은 미래의 조직 성장에 영향을 줄 핵심역

량에 각각 초점을 두고 있다(김용훈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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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전략

고객 관점

비전을 달성하려면 고객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재무적 관점

재무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주
주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내부프로세스 관점

어떤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에 뛰어나야 주주와 고객을 만족
시키는가?

학습과 성장 관점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학습하고 성장능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가?

자료 : Kaplan, R. S. & Norton, D. P., Using the balanced scorecard as a strategic management system.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1996, p.76

<그림 2-1> BSC(균형성과표)의 4가지 관점의 전략체계도

이전에는 영리기업이 장기적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 

및 전략경영의 수단으로 BSC를 도입하여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공공기관, 정부부

처, 대학 등 다양한 비영리조직이 조직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성과관리를 위해 

BSC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행정 조직에서의 적용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김영준 외, 2006).

비영리 조직의 균형성과표는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기업의 균형성과표와 달

리 재무적 목표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며 오히려 대고객 서비스가 목표이기 때문에 

고객관점 중심의 비영리조직의 BSC 모형으로 변경되어야 조직의 미션을 제대로 달

성할 수 있다(Niven, 2003).

2.3.2 대학의 BSC

교육조직은 다른 일반 조직과 달리 운영과 관리 면에서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특히 대학은 교육조직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규모, 기능, 

내부 구성원들의 관계 부분에서 일반 교육조직과 매우 다른 복잡한 조직체이다(이

태희, 2007). 대학은 일반적으로 교육, 연구, 봉사의 3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되므로, 결국 대학의 이념과 목적인 교육, 연구, 봉사가 대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학교육의 성과는 학생의 교육적 변화와 발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서민

원, 1996). 따라서 대학은 비영리 교육조직으로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사회의 만족

도를 높이는 것이 조직의 최종적인 사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맞는 새로운 

관점의 성과평가제의 설정이 요구된다.

조직구조의 복잡성, 성과측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통적인 성과평가제도의 실

시에 소극적이던 대학 조직에서도 대학 간 무한경쟁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성과평가

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이에 대

한 방안으로 BSC를 도입하게 된다(윤우영 외, 2013). 균형성과표(BSC)는 대학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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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목표와 단기 목표의 균형,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의 균형 등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에 적절한 관리도구가 되며, BSC를 기반으로 하는 경영전략과 성과관리시

스템의 도입과 실행이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

가 되기 때문이다(윤우영 외, 2013). 또한 2007년 10월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모든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함에 따라 대학에서는 다양한 방

법으로 자체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과평

가제로 BSC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이성재 외, 2010).

BSC를 비영리 교육기관인 대학에 도입하면서 기존의 영리조직에 적용하던 BSC 

모형을 대학의 특성에 맞게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서대석(2002)은 영리조직이 

재무성과를 최상위 전략적 관점으로 배치하는 반면 대학은 학생과 사회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조직의 최종 사명으로 보아 고객만족을 최상위 전략 관점으로 배치하

였으며, 권두승 외(2006)는 전문대학의 BSC 관점 모델과 전략체계도를 설정하면서 

BSC 4개의 관점에서 재무적 관점을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의 배정과 관리라는 자

원관점으로 접근하고, 고객 관점을 최종 관점으로 접근하여 차별화하였으며, 윤여송

(2011)은 전문대학교의 BSC 모형과 BSC 관점별 핵심전략을 설정하면서 고객인 학생

과 산업체를 최고의 관점으로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상훈(2008)은 지식을 

담보로 한 교수와 등록금을 담보로 한 학생과 일련의 계약을 자원관점으로 보고, 

교육여건 및 사회심리적인 환경과 교육의 질 등을 학습 및 성장관점과 내부 프로세

스관점으로 보며, 학생의 성과를 고객관점으로 보아 BSC 4가지 관점을 설명하고 있

다. 

비영리조직인 대학에 BSC 모형을 설계하고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설정한 이후

에는 이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성과 측정지표를 도출해야 한다. 성과목표의 달성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면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 

측정지표는 성과관리의 핵심 요소가 된다. 성과 측정지표란 조직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양적 혹은 질

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상훈(2008)은 대학의 BSC 도입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을 위

한 연구에서 고객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재무 관점에서 전

략적 목표(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28개의 성과측정치(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의 BSC 도입 효과에 있어서는 이수우(2013)는 대학의 BSC 도입에 

관한 연구를 통해 BSC를 도입하여 운영한 대학의 교육과 연구영역의 주요 성과지

표가 높게 나타나고, BSC 도입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의 BSC 도입효과 연구(이성재 외, 2010)에서 BSC가 대학의 고객 성과, 

학습 및 성장 성과, 내부프로세스 성과,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대학에 있어 BSC 적용의 가장 큰 장점은 대학의 중장기 

전략과 연계된 구체적 실행의 성과를 관리하며 전략의 수정도 가능하게 하므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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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전문대학에서 BSC의 적용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면에서 긍정적이다(윤여송, 2011).

2.4 선행연구의 검토

2.4.1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현재까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에 대한 성과분석의 선행연구는 김병주 외

(2015)와 김정기 외(2016) 연구가 유일한 상황이다. 김병주 외(2015)는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평가인증제에 대해, 김정기 외(2016년)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평가인증제에 대해  1주기 성과분석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였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에 대한 성과분석의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이유로는 

평가인증제가 도입되어 시행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주기 평가인

증도 최근에 완료되었으며, 또한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과 관련된 하나의 제도로서 

정책적 성격이 뚜렷하였기 때문에 다양하고 활발한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

였으며 그나마 선행연구도 정책연구로 진행된 것이다.

그렇지만, 기관평가인증제를 둘러싼 관련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대학 교육의 질 보장과 개선이라는 인식하에 특별한 문제없이 1주기를 끝마치고 새

로운 2주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비록 인증평가제도 중심의 성과 분석에 한정되지만 

나름대로의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의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 성과분석

김병주 외(2015)는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평가인증제에 대한 성과분석 

연구를 진행하면서 1주기 대학 기관평가인증제 평가체제 진단과 1주기 대학 기관평

가인증제 성과분석으로 이루어졌다. 평가체제 진단은 기관평가인증제의 목표 중요

도와 달성도 진단, 주요 절차별 중요도 및 실행도 진단, 평가부문별 변화의 정도 등 

3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1주기 대학 기관평가인증제 성과분석은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양적성과의 시계열 분석, 성과의 종합 분석 등 3가지 방법을 활용

하였다.

1주기 대학 기관평가인증제 평가체제의 진단에서 평가인증 목표의 중요도에 비해 

달성도가 낮게 나타나 대학 기관평가인증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평가인증 6단계 주요 절차의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게 평가되었

으나 실행도가 중요도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 평가인증의 6

개 평가부문에 걸쳐 대학이 전반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분석에서는 평가준비를 통해 대학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

었다는 점이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평가인증제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 평

가준비의 원활정도, 자체평가의 내실성, 평가결과의 활용성,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성과를 보이고 있음이 설문조사 분석에서 나타났다. 또한 평가인증제의 평가요소를 

포함한 41개의 주요 정량지표에 대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표값의 시계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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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는 대부분의 정량지표 값이 상승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1주기 기관평가인

증제의 성과종합 분석 중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에서는 평가인증

제에 대한 관심의 향상, 원활한 인적 물적 지원체계, 담당자의 높은 전문역량 및 구

성원의 협조, 자체진단의 높은 효용성 등의 항목에서 성과가 있었고, 1주기 동안 대

학의 주요 정량지표 변화 분석에서는 학생의 수업 환경 개선, 대학의 교원확보 강

화, 학생 수의 증가, 교육의 질 강화 등의 항목에서 성과가 있었으며,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분석과 1주기 주요 정량지표 변화 분석 모두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성

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2) 전문대학의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 성과분석

김정기 외(2016년)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평가인증제에 대한 성과분석 

연구를 진행하면서 양적 성과분석, 설문조사 분석, 충원율과 취업률에 대한 상관관

계 및 회귀분석을 통해 1주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성과를 분석하였다.

양적 성과분석을 통해서 평가인증 평가요소 중 16개의 정량지표에 대해 1주기 기

간 동안의 지표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정량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서 기관평가인증제의 4가지 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 

기관평가인증제의 주요 절차와 운영현황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1주기 기관평가

인증제의 성과정도, 9개 평가영역에 대한 1주기 기관평가인증 시행 전후의 상황 변

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기관평가인증제의 4가지 목표에 대해 중

요도와 달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재지별, 설립유형별, 재학생규모별 집단간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인증의 절차와 운영에 있어서는 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의 객관성, 평가의 타당성 등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정량지표

의 모니터링 적절성, 평가위원의 태도 및 윤리성,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등에 대한 

충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정도 분석에서는 평가인증제

의 인식정도와 준비과정의 적절성, 평가인증제의 기여도 등에서 양호한 결과가 나

타났다. 또한 기관평가인증제의 9개 평가기준과 27개 세부기준에 있어서 평가인증

제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의 변화와 향상을 분석한 결과 모든 세부기준에서 통계적

으로 의미있는 향상도가 있었다.

충원률과 취업률에 대한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은 교육성과 중 가장 중요한 지표

이면서 평가인증제의 필수지표인 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에 대하여 평가인

증 주요 17개 정량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졸업생 취업률에 영향을 주

는 유의미한 변수는 등록금대비 전임교원인건비 비율, 교육비환원율, 성적분포비율, 

재학생충원율이며 그 중 전임교원인건비 비율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재학생 충원율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는 신입생충원율, 졸업생취업률, 학생1

인당 자료구입비이며 이 중 신입생충원율이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2.4.2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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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기관평가인증제의 주체인 

한국고등교육평가원과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위탁 발주한 연구의 특성상 

기관평가인증제도의 체제 자체의 성과분석 중심의 연구라는 한계점이 있으며, 기관

평가인증제에서 제시하는 목적 및 기대효과와 같이 정작 평가인증을 받는 대학에게 

어떠한 경영적 성과를 가져다주는 지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부족한 점이 아쉽다.

김병주 외(2015), 김정기 외(2016)의 선행연구는 평가인증제도의 체제 자체의 성과

와 평가인증제에 대한 대학의 대응 정도, 그리고 평가항목과 관련된 대학의 변화를 

중심으로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평가인증제에 대한 

대학의 대응 정도’와 ‘평가항목과 관련된 대학의 변화’의 인과관계의 검증이 미

흡하다. 또한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로 주요 정량지표의 5년간 시계열 분석

을 통해 지표의 값이 향상됨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 정량지표 값의 향상은 기관

평가인증제가 유일한 원인변수가 아니고 재정지원사업, 구조개혁평가, 언론사 평가, 

개별 대학의 정책사업 등 다른 원인변수도 함께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언

급이 없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기관평가인증제도의 체제 자체에 대한 성과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실제로 평가인증을 평가받는 대학 측면에서 선행연구의 한계점

인 ‘평가인증제에 대한 대학의 대응 정도’와 ‘평가항목과 관련된 대학의 변화’

의 인관관계 검증을 통하여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가 기관평가인증 체제의 중요도와 달성도 진단과 평가인증제가 개별 성

과지표의 단순한 변화에 미친 성과의 분석인 반면, 본 연구는 오늘날 대학의 경영

성과 측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유력한 도구인 균형성과지표(BSC)를 이용하여 평가

인증제가 고객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재무 관점 등 대학의 4

가지 관점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

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접근하였던 ‘평가인증제에 대한 대학의 대응 정도’가 

‘평가항목과 관련된 대학의 변화’에 미친 인과관계의 검증을 하고자 한다. ‘평

가인증제에 대한 대학의 대응 정도’는 선행연구에서 세부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으

로 개별 대학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

한 적절성,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로 정리하고, ‘평가항목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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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학의 변화’는 대학의 경영성과로 정리하였다. ‘평가항목과 관련된 대학의 

변화’를 대학의 경영성과로 정리한 이유는 기관평가인증제의 기본방향이 교육․연
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여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

로 개선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학 운영의 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의 운영, 성

과창출, 점검 및 환류 차원에서 대학의 모든 부문을 평가․인증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경영성과는 Kaplan & Norton(1992)의 균형성과평가표(BSC)를 변형한 비영

리 교육 조직인 대학의 BSC 성과지표로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학은 비영리 

교육기관의 특성상 매출이나 수익 등 재무적 지표로 경영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현실

적인 접근이 어려우므로 재무적인 측면과 더불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으로 대학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략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성과분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평가항목과 관련된 대학의 변화’는 

대학 BSC의 4가지 관점의 경영성과로 접근한다.

기관평가인증제의 기본 방향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여 대학이 구현하고

자 하는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향에 의해 설계된 평

가체계의 인증 기준과 세부기준은 이상훈(2008)이 개발한 BSC 4가지 관점의 성과지

표와 잘 연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학 BSC의 경영성과는 이상훈(2008)이 연구

한 4가지 관점의 28개 성과지표를 활용한다.

이러한 연구진행의 논리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고등교육기

관의 평가인증제가 대학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기관평가인증제를 독립변수로 하고 대학의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기관평가인증제는 개별 대학들의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를 김병주 외(2015), 김정기 외(2016)의 연구에서 채택하였다. 종속변수

인 대학 경영성과는 Kaplan & Norton(1992)의 BSC 모델을 변형한 대학 BSC의 4가

지 관점인 고객 성과, 내부프로세스 성과, 학습 및 성장 성과, 재무 성과로 요인을 

구성하였으며, BSC 4가지 관점의 전략요인과 성과지표의 설정은 이상훈(2008)의 연

구를 채택하였다. 

제도에 대한 

관심정도평가준비의 

적절성
자체평가의 

만족도

기관평가인증제

내부프로세스 

성과학습과 성장 성과

재무(자원) 성과

대학 경영성과

고객 성과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4

<그림 3-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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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기관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의 BSC 4가지 관점의 경영성과인 고객 성과, 학습 

및 성장 성과, 내부프로세스 성과,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한 연

구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나타나고 있는 변수들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 BSC의 고객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대학 BSC의 고객 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은 대학 BSC의 고객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고객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 BSC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대학 BSC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은 대학 BSC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 BSC의 학습과 성장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대학 BSC의 학습과 성장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은 대학 BSC의 학습과 성장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학습과 성장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 BSC의 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대학 BSC의 재무 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은 대학 BSC의 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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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기관평가인증제로 개별 대학의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해 

갖는 관심의 정도,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

가에 대한 만족도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 대학 BSC의 경영성과로 고객 성과, 내

부프로세스 성과, 학습 및 성장 성과, 재무 성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해 갖는 관심의 정도는 기

관평가인증제에 대한 대학의 인식과 인지, 참여 정도로 설정하였으며, 기관평가인증

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은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 준비에 대한 지원과 역량에 

대한 정도로 설정하였으며,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평가 준비와 

진행과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결과의 활용의 정도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대학 BSC의 경영성과 중 고객 성과는 고객만족도, 고객선호도에 관한 

정량적 및 정성적 효과로 설정하였으며, 내부프로세스 성과는 교육체계 혁신, 내부

프로세스 효율성 향상에 관한 정량적 및 정성적 효과로 설정하였다. 학습과 성장 

성과는 우수 인적자원 확보, 학습과 혁신 강화에 관한 정량적 및 정성적 효과로 설

정하였으며, 재무 성과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재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정량적 

및 정성적 효과로 설정하였다.

3.4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3.4.1 설문의 구성 및 자료의 수집

설문지 구성에 있어서 본 연구의 목적인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반영하여 

측정변수는 독립변수 3가지 항목, 종속변수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인증을 신청하고 평가를 받은 전국 전문대학 132개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기관평가인증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서의 보직교수, 교직원, 자체평

가위원, 연구위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기관평가인증제와 대학의 경영성과의 관계를 통계적

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조사 대상을 선정한 이유는 1주기 기관평가인증 평가를 받은 

대학과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대학 구성원들이 평가인증제를 가장 잘 인지하고 평가 전

후의 대학 변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조사는 2016년 11월 15일부터 12월 05일까지 20여일에 걸쳐 1주기 기관평가인증 평가를 받은 

전문대학 전체에 전자공문 발송과 협조를 요청하여 설문을 회수하였으며, 또한 교육․연수, 협의

회․세미나 참석 대상자를 상대로 이메일과 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을 회수하였다. 총 162부를 회

수하였고 이중 응답 누락이나 불성실한 응답 설문(10부)를 제외한 최종 152부의 설문자료를 이

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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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의 방법은 설문지법에 의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로 실시하며,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와 

관련된 모든 설문 문항은 통계처리의 유용성을 위해서 리커트 7점 등간척도로 구성하였다.

3.4.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SPSS v.18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분석

을 실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에 대한 일반적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

째, 각 변수 간의 요인이 잘 묶이는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택된 변수의 신뢰성 검증과 기술통계량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섯째, 변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하였고, 다섯째,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 BSC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분석 및 결과

4.1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에서 설문에 응답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조직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조직적 특성에서 응답자가 속

한 대학의 설립형태의 분포는 국공립대학 2.0%, 사립대학 98.0%이며, 대학의 소재지

의 분포는 수도권 28.3%, 비수도권 71.7%이고, 재학생 규모의 분포는 2,000명 미만

의 대학 24.3%, 2,000명 이상에서 5,000명 미만의 대학 47.4%, 5,000명 이상의 대학 

28.3%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대학의 구성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응답자가 속한 대학의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 심사년도의 분포는 2011년에

서 2013년 사이에 심사를 받은 대학이 89.5%이며, 최초인증의 인증판정 결과의 유

형 분포는 조건부인증을 포함한 인증이 96.1%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1주기 기관

평가인증의 인증신청 및 인증판정 결과의 비율과 유사하게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평가인증 준비 기간은 대학의 

89.4%가 3개월 이상에서 1년 6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들자의 개인적 특성에서 응답자의 신분 분포를 보면 교원 46.7%, 직원 

53.3%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관평가인증제가 행정 전반을 평가하는 특성이 나타났

다. 응답자의 근무경력 분포를 보면 5년 미만 13.2%, 5년 이상 86.8%로 기관평가인

증제 업무의 중요성과 요구되는 업무수준이 높은 점이 잘 나타나 있다. 응답자 직

책 분포를 보면 보직자, ALO 혹은 자체평가위원, 평가인증담당자 등 평가인증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67.0%, 평교수와 일반담당직원 등 평가인증제와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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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33.0%로 기관평가인증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

한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 분 응답자수(명) 응답자비율(%) 대학 구성비율(%)

조직적 특성

설립형태
국공립 3 2.0 2.0

사립 149 98.0 98.0

대학 소재지
수도권 43 28.3 31.4

비수도권 109 71.7 68.6

재학생 규모

2,000명 미만 37 24.3 46.7

2,000명 이상~5,000명 미만 72 47.4 32.9

5,000명 이상 43 28.3 20.4

1주기 기관평가인증

심사년도

2011년 53 34.9 26.5

2012년 40 26.3 28.8

2013년 43 28.3 37.1

2014년 11 7.2 8.3

2015년 5 3.3 3.0

최초 인증심사 결과 유형

인증 77 50.7 53.3

조건부인증 69 45.4 30.7

인증유예 0 0.0 12.4

불인증 6 1.0 3.6

평가인증 준비기간

3개월 미만 7 4.6 n/a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56 36.8 n/a

6개월 이상~1년 미만 65 42.8 n/a

1년 이상~1년6개월 미만 18 11.8 n/a

1년 6개월 이상~2년 미만 5 3.3 n/a

2년 이상~3년 미만 1 0.7 n/a

3년 이상 0 0.0 n/a

개인적 특성

신분
교원 71 46.7 n/a

직원 81 53.3 n/a

대학 근무경력

2년 미만 1 0.7 n/a

2-5년 미만 19 12.5 n/a

5-10년 미만 33 21.7 n/a

10-20년 미만 62 40.8 n/a

20년 이상 37 24.3 n/a

직책

보직자 38 25.0 n/a

평가인증담당자 29 19.1 n/a

ALO 혹은 자체평가위원 35 23.0 n/a

평교수 14 9.2 n/a

담당직원 36 23.7 n/a

N = 152,   n/a : 해당 없음(not applicable) 

<표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4.2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4.2.1 측정변수의 타당성 분석

(1) 독립변수의 타당성 분석

연구모형에 사용된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기관평가인증의 평가

준비에 대한 적절성,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다수의 설문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므로 구성개념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직각회전방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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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기관평가인증제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이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각 항목의 요인적재값은 0.693과 0.800 사이에서 인

식되고,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대한 각 항목의 요인적재값은 

0.678과 0.840 사이에서 인식되며,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각 항목의 요인적재값은 0.629과 0.739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적재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항목 설문문항
요인 적재값 고유

값
(eige

n value)

분산 누적
분산1 2 3

기관평가인
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

1 자체평가의 내실있는 평가
0.80
0

0.20
3

0.26
5

4.39
9

27.4
94

74.3
00

2 자체평가 대학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
하는 계기가 됨

0.79
8

0.08
4

0.30
1

3 자체평가결과를 대학발전 및 교육의 
질 개선에 활용

0.78
7

0.28
9

0.36
4

4 평가인증제의 계기로 대학이 발전적
으로 변화

0.77
5

0.30
7

0.31
1

5 평가인증 결과에 만족
0.71
9

0.40
7

0.07
9

6 평가인증 준비와 진행과정에 만족
0.69
3

0.22
5

0.41
9

기관평가인
증

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1 평가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 잘 인식
0.19
3

0.84
0

0.20
6

3.85
2

24.0
72

2 평가인증제 전반에 대해 잘 인지
0.13
8

0.82
0

0.29
7

3 평가인증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
0.27
2

0.79
5

0.24
9

4 경영자와 관리자의 평가인증 관련 높
은 관심

0.26
5

0.71
8

0.28
5

5 평가인증 준비과정에서 기대효과가 
높음

0.38
5

0.67
8

0.33
2

기관평가인
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

1 평가인증 준비를 위한 교육, 정보제
공 지원이 적절

0.25
8

0.26
2

0.79
3

3.63
7

22.7
34

2 평가담당직원의 충분한 전문역량
0.22
9

0.30
3

0.79
2

3 자체평가위원의 충분한 전문역량
0.30
9

0.28
5

0.76
8

4 평가인증을 위한 조직과 인원의 적절
0.38
8

0.31
5

0.66
3

5 평가인증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의 
지원 적절

0.43
6

0.28
9

0.62
9

<표 4-2> 독립변수의 타당성 분석

(2) 종속변수의 타당성 분석

연구모형에 사용된 고객 성과, 내무프로세스 성과, 학습과 성장 성과, 재무 성과

는 다수의 설문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므로 구성개념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직각회전방법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대학 경영성과 요인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이 고객 성과에 대한 

각 항목의 요인적재값은 0.668과 0.784 사이에서 인식되고,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대

한 각 항목의 요인적재값은 0.707과 0.820 사이에서 인식되고, 재무 성과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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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의 요인적재값은 0.608과 0.776 사이에서 인식되며, 학습과 성장 성과에 대한 

각 항목의 요인적재값은 0.570과 0.780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적재값이 0.6 이상(학습과 성장 성과 항목에 있어서는 측정문항의 충

분한 확보를 위해 부득이 0.570 문항을 사용함)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

보하였다.

항목 설문문항
성분 고유

값
(eige

n value)

분산 누적
분산1 2 3 4

고객
성과

1 대학의 공동체 봉사활동 확대
0.78

4
0.17

5
0.11

0
0.37

4

4.84
0

26.8
87

82.1
28

2 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
0.73

5
0.39

0
0.27

4
0.25

9

3 대학의 산학연 협동실적 향상
0.72

7
0.37

6
0.34

5
0.24

6

4 대학의 명성과 평판도 향상
0.71

5
0.25

7
0.40

4
0.28

5

5 대학의 평가순위 향상
0.68

0
0.24

7
0.51

1
0.13

5

6 대학의 취업률과 학업능력 향상
0.67

3
0.41

3
0.33

7
0.25

4

7 대학의 우수한 연구결과의 실적 
제고

0.66
8

0.35
3

0.39
1

0.27
0

내부
프로세스

성과

1 대학의 학사(수업)관리 개선
0.27

9
0.82

0
0.16

5
0.27

3

4.01
1

22.2
83

2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 활성화
0.25

6
0.81

6
0.24

8
0.17

2

3 대학의 교수학습방법 개발 활성
화

0.28
4

0.79
1

0.30
8

0.22
3

4 대학의 수업(강의) 평가 점수 향
상

0.30
0

0.70
7

0.38
7

0.12
3

재무
성과

1 대학의 정부지원금 확보 확대
0.31

4
0.26

8
0.77

6
0.21

0

3.42
4

19.0
20

2 대학의 기금 수주 확대
0.32

4
0.38

0
0.71

6
0.32

0

3 대학의 등록률 향상
0.42

0
0.39

7
0.64

8
0.33

6

4 대학의 연구비 확보의 확대
0.34

1
0.38

4
0.60

8
0.34

1

학습과 
성장
성과

1 대학의 행정전문가 양성
0.27

0
0.24

9
0.34

4
0.78

0
2.50

9
13.9

38
2 대학내 의사소통 향상

0.43
1

0.22
5

0.21
1

0.72
6

3 대학의 직무적합성 제고
0.46

4
0.41

0
0.35

3
0.57

0

<표 4-3> 종속변수의 타당성 분석

4.2.2 측정변수의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택한 변수의 신뢰성검정은 Cronbach'

α 값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수인 기관평가인증제에 대

한 신뢰성 분석결과를 보면,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α=0.910), 기관

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α=0.907),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

족도(α=0.926)의 Cronbach'α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종속변수인 대학의 경영성과에 대한 신뢰성 분석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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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고객 성과(α=0.955), 내무프로세스 성과(α=0.922), 학습과 성장 성과(α

=0.889), 재무 성과(α=0.927)의 Cronbach'α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4>와 같이 모든 변수의 Cronbach'α 값은 0.6 이상으로서 측정항목들의 내

적일관성은 양호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신뢰성은 모두 높

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Nunnally, 1978).

측정변수
최초

문항수

최종

문항수

항목간

상관관계

Cronbach

’ α

독립변수
기관평가인증

제

평가인증제에 관한

관심정도
5 5 0.670 0.910

평가인증 준비에 대한

적절성
8 5 0.661 0.907

평가인증에 대한 만족도 6 6 0.677 0.926

종속변수 대학 경영성과　

고객 성과 7 7 0.755 0.955
내부프로세스 성과 8 4 0.749 0.922
학습과 성장 성과 6 3 0.729 0.889
재무 성과 6 4 0.766 0.927

<표 4-4> 변수의 신뢰성 분석

4.3 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을 거친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4-5>와 같다. 분석 결과

에 의하면, 독립변수인 기관평가인증제에 있어서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

도의 평균(5.092)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5.089)은 높은 

편이며,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의 평균(4.572)은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종속변수인 대학 경영성과에 있어서 내부프로세스 성과의 평균

(4.96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습과 성장 성과의 평균(4.568)과 고객 성과의 평균

(4.543)이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재무 성과의 평균(4.176)은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

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등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어 시행된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

도에 대한 대학의 관심의 정도가 높았으며, 평가인증 준비에 있어서 대학별로 계획

한 준비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가 대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인증판정의 결과가 자체평가 시 기대했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난 점

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의 경영성

과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

평가인증제의 평가 초점이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프로세스 정립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내부프로세스 성과가 높게 나타난 반

면, 재무 성과에는 영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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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변수 설문문항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
차

기관평

가 인증제

기관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EA1 평가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 잘 인식 5.08
1.35
0

5.092 1.319

EA2 평가인증제 전반에 대해 잘 인지 4.75
1.29
8

EA3 평가인증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 5.16
1.25
6

EA4 평가인증 준비과정에서 기대효과가 높음 5.07
1.29
7

EA5 경영자와 관리자의 평가인증 관련 높은 관
심 5.40

1.32
4

기관평가인증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

ERA2 평가인증을 위한 조직과 인원의 적절 4.56
1.22
7

4.572 1.207

ERA3 평가인증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의 지원 적
절 4.55

1.13
8

ERA4 자체평가위원의 충분한 전문역량 4.49
1.21
2

ERA5 평가담당직원의 충분한 전문역량 4.53
1.26
0

ERA6 평가인증 준비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지원이 
적절 4.74

1.19
5

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

SES1 평가인증 준비와 진행과정에 만족 4.76
1.08
0

5.089 1.231

SES2 자체평가 대학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계기가 
됨 5.39

1.19
1

SES3 자체평가의 내실있는 평가 4.92
1.27
9

SES4 자체평가결과를 대학발전 및 교육의 질 개선에 
활용 5.09

1.17
9

SES5 평가인증제의 계기로 대학이 발전적으로 변
화 5.11

1.29
8

SES6 평가인증 결과에 만족 5.28
1.25
6

<표 4-5> 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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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변수 설문문항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
차

대학 경

영성과　

고객 성과

CO1 대학의 평가순위 향상 4.72
1.26
7

4.543 1.273

CO2 대학의 취업률과 학업능력 향상 4.59
1.20
9

CO3 대학의 우수한 연구결과의 실적 제
고 4.20

1.20
9

CO4 대학의 공동체 봉사활동 확대 4.47
1.27
1

CO5 대학의 명성과 평판도 향상 4.63
1.35
1

CO6 대학의 산학연 협동실적 향상 4.46
1.24
4

CO7 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 4.72
1.29
8

내부프로

세스 성과

IPO1 대학의 수업(강의) 평가 점수 향상 4.62
1.03
5

4.967 1.121

IPO2 대학의 학사(수업)관리 개선 5.22
1.03
5

IPO3 대학의 교수학습방법 개발 활성화 4.98
1.15
4

IPO4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 활성화 5.05
1.17
8

학습과 성

장 성과

LGO3 대학의 행정전문가 양성 4.41
1.16
5

4.568 1.217LGO4 대학의 직무적합성 제고 4.53
1.25
5

LGO6 대학내 의사소통 향상 4.76
1.21
1

재무 성과

FO2 대학의 등록률 향상 4.08
1.23
2

4.176 1.327

FO3 대학의 연구비 확보의 확대 4.12
1.26
6

FO4 대학의 정부지원금 확보 확대 4.44
1.43
6

FO5 대학의 기금 수주 확대 4.07
1.34
1

※ 변수의 값은 측정변수의 산술평균에 의한 총합척도임

4.4 상관관계 분석

타당성 및 신뢰성 평가를 거친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

수 간, 종속변수 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요인 추출값에 의한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로 분석하였다. <표 4-6>과 같이 각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변수들간의 모든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재무 성과와 종속변수인 고객 성과가 

0.8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내부로세스 성과와 독립변수인 기관평

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0.460으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0.460 ~ 0.830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보

통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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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기관평가인증제
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
고객 성과

내부
프로세스
성과

학습과 성장
성과 재무 성과

독립
변수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1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
0.683** 1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
0.633** 0.722** 1

종속
변수

고객 성과 0.540** 0.674** 0.769** 1

내부프로세스 성과 0.460** 0.587** 0.702** 0.737** 1

학습과 성장 성과 0.627** 0.634** 0.732** 0.812** 0.688** 1

재무 성과 0.485** 0.598** 0.659** 0.830** 0.763** 0.789** 1

**p<0.01

<표 4-6>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4.5 가설의 검증과 해석

4.5.1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검증

본 연구에서는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 BSC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관평가인증제의 공통요인에 대한 요인점수를 독립변

수로 하고 대학 BSC 경영성과의 요인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을 분석

하였다. 회귀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4-7>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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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β t 유의확률 VIF F R2

기관
평가인증제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고객
성과

-0.006 -0.079 0.937 2.031

80.776 0.613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 0.275 3.125 0.002** 2.541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 0.639 7.757 0.000*** 2.261

기관
평가인증제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내부
프로세스
성과

-0.040 -0.545 0.586 2.031

50.884 0.498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 0.182 2.051 .042* 2.541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 0.568 6.858 .000*** 2.261

기관
평가인증제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학습과 성장
성과

0.225 3.054 0.003** 2.031

69.741 0.577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 0.117 1.310 0.192 2.541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 0.535 6.374 0.000*** 2.261

기관
평가인증제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재무
성과

0.022 0.240 0.811 2.031

42.945 0.455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 0.285 2.566 0.011* 2.541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 0.539 5.181 0.000*** 2.261

*p<0.05, **p<0.01, ***p<0.001

<표 4-7>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1) 기관평가인증제가 고객 성과에 미치는 영향(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 BSC의 고객 성과에 미치는 영향(가설 1)을 검증한 결과는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형모형의 적합도는 61.3% 설명력(R2=0.613)을 나타

내고 있으며 F값은 80.7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가설 1]의 검증

모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β=0.275)의 t-값

은 3.125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1-2]는 채택된

다. 그리고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β=0.639)의 t-값은 7.757로 유

의수준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1-3]도 채택된다. 그러나 기

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β=-0.006)의 t-값은 –0.07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나지 않아 [가설 1-1]은 기각된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채택된다. 

검증결과,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

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고객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

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와 자체평가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의 질 개선

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고객인 학생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인지만으로는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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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평가인증제가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 BSC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가설 2)을 검증

한 결과는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형모형의 적합도는 49.8% 설명력

(R2=0.498)을 나타내고 있으며 F값은 50.88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가설 2]의 검증모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β=0.182)의 t-값

은 2.051로 유의수준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2-2]는 채택된다. 

그리고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β=0.568)의 t-값은 6.858로 유의수

준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2-3]도 채택된다. 그러나 기관평

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β=-0.040)의 t-값은 –0.5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아 [가설 2-3]은 기각된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 채택된다.

검증결과,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

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와 자체평가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체계 혁신

이나 내부프로세스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

한 인식과 인지만으로는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기관평가인증제가 학습과 성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가설 3)에 대한 회귀분석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 BSC의 학습과 성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가설 3)을 검증한 

결과는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형모형의 적합도는 57.7% 설명력(R2=0.577)

을 나타내고 있으며 F값은 69.74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가설 3]

의 검증모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β=0.225)의 t-값은 

3.054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3-1]는 채택된다. 

그리고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β=0.535)의 t-값은 6.374로 유의수

준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3-3]도 채택된다. 그러나 기관평

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β=0.117)의 t-값은 1.3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나지 않아 [가설 3-3]은 기각된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 채택된다.

검증결과,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와 기관평가인

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학습과 성장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의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은 학습과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인증 획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인증의 좋은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기반여건 형성, 그리고 우수 인적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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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양성, 교육과 훈련, 의사소통 등 학습과 혁신으로 이어지며, 기관평가인증의 자

체평가 결과를 통해 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충족하므로 결국 학습과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기관평가인증제의 평가 준비 과정에서

는 직접적으로 학습과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기관평가인증제가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가설 4)에 대한 회귀분석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 BSC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가설 1)을 검증한 결과는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형모형의 적합도는 45.5% 설명력(R2=0.455)을 나타

내고 있으며 F값은 42.94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가설 4]의 검증

모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β=0.285)의 t-값

은 2.566로 유의수준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4-2]는 채택된

다. 그리고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β=0.539)의 t-값은 5.181로 유

의수준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4-3]도 채택된다. 그러나 기

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β=0.021)의 t-값은 0.24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설 4-1]은 기각된다. 따라서 [가설 4]은 부분 채택된다. 

검증결과,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

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

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와 자체평가 과정을 통해 법인전입금 수입 등의 확

대와 아울러 효율적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안정적 재원확보와 재원의 효율적 관

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인지만

으로는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5.2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지금까지 독립변수인 기관평가인증제(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기관

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종

속변수인 대학의 BSC의 경영성과(고객 성과, 내부프로세스 성과, 학습과 성장 성과,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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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번호 가설
가설 

검증의 결과

[가설 1] 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 BSC의 고객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1-1]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대학 BSC의 고객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2]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은 대학 BSC의 고객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채택

   [가설 1-3]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고객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 BSC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2-1]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대학 BSC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2]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은 대학 BSC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3]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 BSC의 학습과 성장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3-1]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대학 BSC의 학습과 성장 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2]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은 대학 BSC의 학습과 성장 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3]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학습과 성장 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4] 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 BSC의 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4-1]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대학 BSC의 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4-2]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은 대학 BSC의 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채택

   [가설 4-3]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채택

<표 4-8>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Ⅴ. 결론 

대학 간 무한경쟁 시대에서 대학의 생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품질의 제

고와 지속적 개선에 따른 경쟁우위 확보 전략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는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대학의 자율적 질 

관리와 책무성 강화라는 요구를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관평가인증제라

는 새로운 평가인증시스템이 2011년에 도입된 이후 5년이 경과하면서 1주기 기관평

가인증제가 종료되고 2주기 기관평가인증제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가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되어 대학의 경영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관평가인증제의 유효성을 평

가대상인 대학의 균형성과표(BSC) 관점의 경영성과로 검증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인구의 급감 등 급변하는 대학의 대내외 환경에서 생

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를 다양한 대학의 경영성과

로 연계할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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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

찰하였으며, 이어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1주기 기관평가인증의 

심사를 받은 132개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여 회수된 162부 설문지 중 부실한 설문 10부를 제외한 152부를 통계분석의 실증자

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연구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v.18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 BSC의 고객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기

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고객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평가인증의 평가

준비와 자체평가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의 질 개선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고객인 

학생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인지만으로는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 BSC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와 자체평가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체계 혁

신이나 내부프로세스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인지만으로는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 BSC의 학습과 성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와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

도는 대학 BSC의 학습과 성장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의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은 학습과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인증 획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한 평가인증의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기반여건 형성, 그리고 

우수 인적자원 확보와 양성, 교육과 훈련, 의사소통 등 학습과 혁신으로 이어지며,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충족하

므로 결국 학습과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기관평가인증제의 평

가 준비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학습과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넷째,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 BSC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기

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관평가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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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비와 자체평가 과정을 통해 법인전입금 수입 등의 확대와 아울러 효율적 재

정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안정적 재원확보와 재원의 효율적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이며, 단지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인지만으로는 재무 성과에 영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가 대학 BSC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함으로써 기관평가인증제를 통한 대학의 경영성과 관리방안을 강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관평가인증의 주체인 한국대학평가원과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은 자체적으로 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

를 관리하고 있지만 기관평가인증제 체제 중심에 한정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

서 기관평가인증제의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평가대상인 대학이 경영성과와 

연계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 특정 관점에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관점에서의 성과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BSC는 기관평가인증제

의 성과 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관평가인증제는 일회성

에 그치지 않고 5년 주기로 반복 수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한 사후 성

과평가 도구가 아닌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도구라고 할 수 있는 BSC의 

활용으로 기관평가인증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여러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과 함께 이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진행을 필요로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전문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교수, 직원 전체를 대표한

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으며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 심사를 받은 모든 전문대학을 대

표한다고 보기에도 한계가 있다.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 심사를 받은 전국 전문대학 

132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지만 이들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설문지 회수가 

부진하였다.

둘째, 대학 구성원들의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낮은 관심도와 이해도가 연구의 

한계점이다. 연구대상자들은 기관평가인증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도가 있으나, 

이를 BSC와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BSC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다소 낮은 부

분이 있지 않았나 보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관평가인증제와 BSC에 대한 이해

도가 높은 구성원들 대상으로 예비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셋째, BSC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기관평가인증제 요인 이외에 다양

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연구대상들의 설문 응답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연구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추후에 심도 

있는 후속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Session 13 ∙ 대학원(기술혁신경영 3)

- 781 -

참고문헌

권두승, 손명호, 이경아(2006), 대학혁신체제(CIS) 구축을 위한 BSC 도입 방안 연구, 전문대학정

책과제 제2006-01, 교육인적자원부

김강(2010), BSC를 통한 대학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교수논문집, Vol.10 

김문수, 이학연, 최장우, 이성룡, 최경일, 전진우(2008), 국가연구개발 성과추적평가관리 시스템 

모형 및 활용. 기술혁신학회지. 11(4), 709-734

김병주, 나민주, 이영학, 장성주, 최손환(2015), 대학기관평가인증제 1주기(2011~‘15) 성과 및 2

주기(2016~’20) 인증기준, 한국대학평가원, 1주기 기관평가인증 성과발표 및 2주기인증기준

(안) 공청회 자료집, 17~78

김영준, 라은종(2006), 교육행정부문의 BSC 적용에 관한 연구 : 교육인적자원부 사례를 중심으

로, 교육행정연구, 24(1), 339-58

김용훈 외(2005), 정부부처 BSC 적용사례와 시사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

문집

김정기, 김기홍, 남형우, 신상호, 정석창(2016),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1주기 성과분석 및 정부

평가와의 상호 연계 방안 연구

서대석(2002), 대학 행정지원부문에서의 BSC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Y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社會科學硏究, Vol.22 No.1

서민원(1996), 대학교육의 효과성 변인과 측정과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용성(2009), 사립대학의 효율적 경영분석을 위한 BSC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경

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광호(2008), 사립대학의 BSC 도입사례에 관한 연구 : 동국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여송(2011), 전문대학교의 성공요인과 BSC 적용 성과관리에 관한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우영, 정원일, 이병화(2013), 전문대학의 균형성과표(BSC) 도입사례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Vol.37 

이상훈(2008), 대학의 BSC 도입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성재, 홍정화, 박문곤(2010), 우리나라 대학의 균형성과표 도입 효과, 회계정보연구, Vol.28 

No.3

이수우(2013), 대학의 BSC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미 외(2015),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전략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정표(2011),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제의 정치적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Vol.21 No.3

이태희(2007), 비영리조직 균형성과표를 적용한 대학 경영관리지표 개발 연구 : 서울 소재 H대

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학렬(2003), 비영리조직의 BSC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W대학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경

영교육학회, 한국경영논총, 33-52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춘계학술대회

- 782 -

이학연, 김지표(2011), 균형성과표(BSC)와 논리모형을 이용한 대학교육역랑강화사업 성과 평가 

방법론 : S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敎育行政學硏究, Vol.29 No.3

장성익(2014), 경영컨설팅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용선(2009), 비영리조직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대학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진석(2010), BSC를 활용한 전문대학 계열학과의 전략적 성과관리제도 구축, 경북대학교 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광현, 김태웅(2007), 단말기 유형에 따른 모바일 게임 플레이 의도의 영향요인 연구,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7권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2011),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편람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2014), 2014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편람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2014), 「전문대학평가인증 사후점검 대비 자체평가 실무」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2016),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개관

한국대학평가원(2014), 2014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Damme D. V.(2002). Trends and Models in International Quality Assurance and Accreditation in 

Higher Education in Relation to trade in Education Services. OECD/US Forum on Trade in 

Educatinal Service, 23-24 May 2002, Washington, DC.

Dressel, P. L.(1976), ‘Handbook of Academic Evaluation’ : San Francisco jossey-Bass, p.86

Garci’a-Valderrama, Mulero-Mendigorri, & Revuelta-Bordoy (2008). A balanced scorecard 

framework for R&D. European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11(2), 241-281

Hoecht, A.(2006). Quality assurance in UK higher education : Issue of trust, control, profession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Hogher Education, 51, 541-563

Kaplan, R. S. & Norton, D. P.(1992), The balanced scorecard – 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70(1), 71-79

Kaplan, R. S. & Norton, D. P.(1996), Using the balanced scorecard as a strategic management 

system. Harvard Business Review, 74(1), 75-85

Kaplan, R. S. & Norton, D. P.(2000), The Strategy-Focused Organization : How Balanced 

Scorecard Companies Thrive in the New Business Environment,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Corporation

Lim, D.(1999).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ssessment &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24(4), 379-390

Niven, P. R. (2003), Balanced Scorecard Step-By-Step for Government and Nonprofit Agencies,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Schray, V.(2006). Assuring quality in higher education :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Session 13 ∙ 대학원(기술혁신경영 3)

- 783 -

accreditation, Issue paper. A National Dialogue : The Secretary of education’s Commission 

on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