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2012년실적)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 영평가 결과보고
▣ 평가 개요

○평가반
○ 평가분야
○ 평가대상
○ 현장평가

: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

출연· 출연기관 등의 경영 전반 및 기관장 리더쉽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

2013. 7. 2～ 7. 26 (

7,

공무원

1

개 기관

13

기관별 1일)

▷ 경제진흥원 7/2, 신용보증 7/3, 디자인센터 7/4, 정보산업 7/5, 문화재단 7/15, 영화의전당 7/16, 여성가족 7/17
교통문화 7/18, 벡스코 7/19, 아시아드CC 7/23, 체육회 7/24, 생활체육회 7/25 장애인체육회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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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간 추진경과
❍

2013. 3. 22

제 1차 경영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의결 사항>
-

❍

경영평가 대상기관 선정((주)벡스코외
격년제 평가기관 성과급 지급률 결정
경영평가단 구성 의결

2013. 4. 25

12

개 기관)

제 2차 경영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의결 사항>
-

경영평가 계획안 의결
경영평가 지표(편람) 의결

❍

2013. 4. 30

경영평가계획 등 통보(평가대상기관, 평가단)

❍

2013. 5. 30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제출(평가대상기관)

❍

2013. 6. 26

경영평가단 회의(평가위원별 평가지표 배분 등)

- 평가단 서면심사 : 6. 26 ~ 8. 31

경영평가단 평가기관 현지방문 확인 평가

❍

2013. 7. 2 ~ 7. 26

❍

2013. 7. 24 ~ 8. 27

평가대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전문업체((사)한국발전연구원) 용역의뢰 조사

평가서 취합, 경영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2013. 9. 1 ~ 10. 7

❍

2013. 10. 8 ~ 10. 15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

- 부산시체육회 외 2개 기관 이의신청
⇒ 심사․반영(해당 평가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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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영평가 결과
□ 총 평
❍ 2013년도 사업법인 6개, 대행법인 7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13개
기관의 평균 점수는 92.56점(전년도 9개기관 91.98점, ñ0.58점)
으로 전년대비 다소 상승하였음.
❍ 사업법인 평균 94.32점, 대행법인 91.06점으로 사업법인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업법인 중 4개 법인이
평가 4년차로 경영평가의 환류기능 정착 등 경영평가의 순 기능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대행법인의 경우 7개 기관 중 2개 기관(영화의전당, 교통문화연수원)이
금년 최초 평가를 받았으며, 체육회 등 3개 기관은 2010년 최초 평가
이후 두 번째 평가를 받아 사업법인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평점을 기록하였으나, 최초 평가기관을 제외한 전 기관이 전회
대비 상승(평균3.06점)하였음.(※ 출자기관인 ㈜벡스코와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최초 평가)
❍ 다만, 사업 및 조직유형의 다양화로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기관 개별
사업 지표 평가결과, 득점 평균이

점(전년42.37점)을 기록하는 등

43.28

변별력이 낮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지표가 일부 도출되어
❍ 향후 미래지향적인 지표로 개선하는 등 경영평가 지표(기준)에 따라
투자기관의 업무 수행방향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보다
더 합리적 설정을 통해 평가대상 기관의 경영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로
시민신뢰를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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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결과 종합분석
□ 총 평
❍ 금년도 경영평가는 평가 4년차로 피평가기관의 관심 및 이해도 증가와 함께
전체 기관 총점 평균이 0.58점 상승(91.98점→92.56점)하여 경영평가의
환류기능이 정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은 긍정적임.
❍ 평가 대상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지표는 리더십/전략과
경영시스템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 기관장의 리더십/전략은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벡스코, 여성
가족개발원 등이 고득점, 아시아드CC(주), 장애인체육회, 문화재단
등이 낮은 점수를 받았음.
- 경영시스템 분야 또한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이
고득점을 하여 평가 4년차 기관들의 경영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경영
환경 개선으로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벡스코의 경우 금년 최초 평가를 실시하였음에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이외 최초 평가실시 기관들은 직원수 15명
내외의 소규모 조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해 향후 기관 내부 역량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부산시에서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 2년차 고객만족도 조사기관인 정보산업진흥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
재단은 9점 이상을 득점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점수이며
- 디자인센터, 부산문화재단은 만족도가 각각 3.2점, 2점 상승하는
성과를 거둠.
- 최초 고객만족도 조사기관의 경우 평균 85.9점을 획득하여 조사결과
제시된 고객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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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별 평가분석
리더십/전략 분야
❍ 관리자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공익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각 기관들의 사업 및 처한 경영환경은 확연히 차이가 있고 다원적이지만
관리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경영현안들 간에는 비슷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법인의 관리자들은 경영에 있어
기관의 비전 및 경영목표를 확고히 설정하고 조직구성원과의 공유를
통해 수익증대 및 비용절감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효율적인 비용
관리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BSC를 도입·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대행법인의 경우 주로 부산시 수탁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적 기관으로
시비 의존도가 높아 시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체 수익사업 발굴
등 수익성과 공익성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음.
❍ 대부분의 기관에서 청렴윤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청렴･윤리
교육의 강화, 신고제도 등의 정비, 내부감사시스템의 강화 등을 실시
하고 있으나, 수동적이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형식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윤리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윤리경영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됨.
❍ 평가 4년차 기관들은 중장기적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전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기관이 처해 있는 경영여건과 구조
적인 문제점, 내부역량 등을 심층 분석하여 기관의 대내외 경영
환경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를 도
출하여 시행하고 있음. 비전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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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목표-전략과제-세부실행계획”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실행과제를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실행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는 데,
이는 지난 3년간 평가결과의 환류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판단됨.
❍ 다만, 일부기관의 경우 중장기 경영계획의 주기적인 현행화, 주요
실행 사업 선정시 타당성 및 합리성 검토 강화, 주요사업 실행계획에
대해

P-D-C-A1)

업무방식의 도입 등이 요구되고 있음.

❍ 아울러, 경영목표를 제시함에 있어서 중장기 경영목표 또는 단기경영
목표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부 구성원들
에게 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고, 목표 설정시에 내부 구
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정량적 목표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경영시스템 분야
❍ 조직관리 부문에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 있었으며, 대체로 기관의 비전과 핵심
가치의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음. 일
부 기관에서는 조직의 미션과 전략,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한 직무분석 수준의 진단을 통해 조직개편을
시도하여, 좀 더 심도있는 조직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음.
❍ 기관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분야에 있어 인력운영계획 및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을 적정 운영하고 구성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단순히 위탁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워크숍의 경우
대체로 일회적 행사참여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음. 교육훈련시스
1) 1) P(Plan) - D(Do) - C(Check) - A(Action)방식 : “계획 – 실시 – 확인,점검 – 조치”하는 업무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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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고도화하고 조직의 비전달성에 적합한 효율적 교육훈련 인사관리
를 위해서는 인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을 두고 직원 개인
의 자가역량진단 차원에서 교육훈련수요가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하
며, 교육훈련 이수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차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인사관리 부문에서 적정인력규모 산정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중
장기)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운영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일부 체육회,
디자인센터, 문화재단 등 기관은 소규모 조직으로 인력계획이 수립
되지 않고 있어,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환경변화와 신수요 창출
및 조직내부의 변화를 고려하는 보다 체계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이외 일부 기관의 경우 직원승진과 관련하여
부산시 감사시 부적정 지적을 받는 등 인사 관리에서 잡음이 나타나기도
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내부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직장만족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고 있으나, 디자인센터, 영화의전당, 문화재단 등은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만족도 조사를 조직개발 관점에서
실시하여 소통과 신뢰 등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예산관리와 관련, 기관들은 기관의 발전을 위한 운영 방향 등이 포함된
중장기 경영계획을 다소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각각의 사업과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예산 전략 및 시나리오의 부재 등이 지적되어 이 부분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됨.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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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년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예산집행 실적
분석은 단순히 과거의 예산·결산액을 제시하고 간단한 증감 사유만을
보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몇 년간의 예산 집행 추세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을 강화할

feedback

필요가 있음.
❍ 재정관리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회계관리의 투명성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금운용방법에 있어서 공식적인 기구를 설치
하여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기관이 있는 등 대부분
안전한 금융상품에 자금을 예치, 수익을 도모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보다 더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 유도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보수관리 측면에 있어 영화의전당을 제외한 전 기관이 부산시 보수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하고 성과와 능력중심의 연봉제
및 성과급지급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체육회 등 중앙회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들은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어 중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연봉제를 도입해 성과중심의 조직구조를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성과관리는 다면평가와 BSC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반면,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성과관리를 하는 기관이
다수로 성과목표 설정, 목표치 결정, 성과평가 등 일련의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 기관별 고유사업 추진분야는 대부분 부산광역시와 정부 위탁사업으로,
전년대비 또는 목표대비 실적 등 계량평가가 가능한 지표로 구성해
살펴본 바 추진 실적이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변별력이 낮거나 평가의 목적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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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됨.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지난년도에
비해

⇨

점 하락함.(88.5점

1.4

점) 이는

87.1

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2012

받았던 정보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의 점수가 각각
점,

0.4

점,

1.2

점 하락한 점과, 금년도 최초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3.6

기관(7개)들이

년차 조사기관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한 때문으로

2

분석됨. 이들 기관을 제외한 6개 기관에 대한 평균은

점 하락한 것

0.1

으로 나타남. 지난해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던 디자인센터는
재단은

점, 문화

3.2

점이 상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조사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2.0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됨. 일부 기관은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일부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기관별
하고 다양한

VOC

CS

관리조직을 강화

수집경로(고객, 해피콜,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홈페

이지 등)를 통해 확보한 고객의견을 바탕으로 자체

CS

평가지수를 개발,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관리에 연계시키고,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년도(2012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2013

경영평가는 첫 시행년도(2010년도)에 이어 네 번째로, 평가결과 성과급
차등반영,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평가결과의 공표 등으로 인해 평가에
대한 기관별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기관 구성원들에게 효율적 경영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영평가 지표를 통해 투자기관의 경영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경영평가의 순 기능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기관별 평가의견 : 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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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관별 경영개선 권고사항
(주)벡스코

1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향후 윤리경영을 위한 제 규칙을 수립하여 운영
-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행동지침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을 우선시 하는 직원 의식함양 노력요

○ 시스템화된 청렴유지 실천 노력 필요
-

정기적인 직원 청렴교육의 계획 및 실행과 클린센터 설치 등 내부
감찰제도를 보완

□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기적인 현행화
-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지 시간이 경과되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새로운 전략을 매년 구체적으로 update 필요

□ 보수관리 분야

○ 성과급 차등지급 폭 확대
-

성과급의 지급차이가 최고120%에서 최저80%로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성과급 차등 지급 폭의 확대가 요구됨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분야
○ 인력의 적정 구성

․배분을

위한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의 수립 및

인사관리 관련 직원만족도 조사 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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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체계 분야
○ 전산화된

BSC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전시장 활성화 분야

○ 외부(주최자) 전시회 전시장 활성화 노력
-

개관 후

여년이 경과되면서 벡스코에 대한 외부 인지도가 크게

10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년 전의 실적에 비해 미미한 증가세를

2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개선

․ 건의사항

○ 전시장 사용시 필요 물품 예 마이크 기계 등 등에 대한 안내 및 공지 요
○ 홈페이지 정보나 공지사항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게시 요
○ 임대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식은 매우 불편하니
(

,

,

)

원하는 시간만큼만 사용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

○ 유아행사를 유치하기 이전에 유아와 엄마를 위한 수유실 및 편의
시설 갖추어야 할 것

○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은 괜찮은데 직원들이 불친절
○ 엠프때문에 공연이 어렵다 소리 방음 등 개선 요
.

2

,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 관리자의 리더십 및 책임경영 분야

○ 관리자는 조직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 체계적 경영방침 수립하는 등
내부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표이사의 경영철학과 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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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직원 훈련 프로그램 확대

,

직원 인센

티브제도 마련을 통한 업무 참여 의욕 고취, 내부 고객들의 불만
요소 청취

○ 태종대 전망대 운영 관리권을 전문 기관에 이양하는 등 방안 강구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윤리경영 전담 부서를 지정

,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시행하는 등

윤리경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부패방지관련 규정 정비 및 체계적인 청렴도 제고 계획수립 추진
-

직원 행동지침서 발간, 청렴서약서 작성 및 윤리교육 강화

-

클린센터 설치 통한 내부 고객 불만 사항 접수 등 적극적인 내부 감
찰제도 실행

○내

․외부

고객에 대한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경영개선

□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분야

○ 경영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산화된 정보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 사업성과 평가관련 지표를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개발

,

도입

하여 사업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

□ 예산관리의 합리성 분야

○ 중장기 계획과 연계된 사업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편성 노력
-

중장기적인 관점의 예산 전략 및 시나리오 부재 및 각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이 미흡함으로 중장기 예산계획과 연계된 사업계획 수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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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의 예산 집행 추세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과목별

-

예․결산 시뮬레이션 실시 등 결과에 대한 피드백 요구됨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

○ 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비 확대
-

-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구성비를 50%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조치
매년 직원의 승진․전보 및 공개채용 등을 설정하는 인력운영계획 수립

○ 인사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및 의견조사

․분석

필요

□ 성과관리체계 분야

○ 구성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인사와
연계시키는 체계적인 BSC 시스템 마련이 요구

□ 아시아드

CC

운영활성화 분야

○ 연중 고른 골프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비회원
등 유치노력이 필요

○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인 캐디와 고객 간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개선

․ 건의사항

○ 고객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부킹 접수 직원 및 캐디 인원 증가 요망(전화연결 잘 안됨)
○ 캐디 fee를 프론트에서 일괄 계산, 제휴할 때 회원 의견 수렴 요망
○ 타 골프장보다 친절도가 떨어짐, 예약기간 1주일전으로 변경
○ 골프장 상태관리 철저, 홈페이지 관리 철저(에러 등 신속한 수정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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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경제진흥원

3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연초 교육계획 마련 체계적인 청렴 교육
○ 고객욕구조사 실시로 상호 소통하는 고객 서비스 실천이 필요
,

□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다양성에 비해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양질의
업무처리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

□ 재정관리 분야

○ 유휴자금 관리 관련

,

투명한 거래기관 선정 및 높은 금리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개선

․ 건의사항

○ 변경된 정보의 적기 제공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홍보 강화
○ 업무 담당자 부족 및 전문성 결여 문제 해결
○ 우수중소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중소기업 홍보 지원
○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후 신속한 해결방안 제시
○ 같은 서류를 사업마다 제출해야 해서 번거로움
○ 직장인을 위해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부산신용보증재단

4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실질적인 윤리교육 계획 실행
-

실질적인 윤리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내부 불만 해소를 위한
창구 마련 등을 통해 내부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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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체계 분야
○

보증재단은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산화된

BSC

시스템 구축이 필요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개선

․ 건의사항

○ 신용정보재단, 중소기업청, 은행 등 업무연계로 일관성있는 정보안내 필요
○ 교육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강사 초빙 필요
○ 대출을 할 경우 자금관리 부분까지 확인해서 제대로 활용
○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후에 대출업체에서 너무나 많은 연락이 오는데
개인정보 보안 요망

○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번호표를 주고 날짜와 시간을 맞춰서 상담
○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불충분 및 홍보 부족
○ 대출은행이 한 곳으로 치우치는 것 같으니 골고루 분산 요망
(재)부산디자인센터

5

□ 관리자 리더십 및 책임경영 분야

○ 기관 역량증진을 위한 직원 교육이 주로 단기적인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미흡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연초

체계적인 교육계획 마련으로 윤리/

청렴 교육 강화 요구됨

□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 주요 실행 사업 선정시 타당성 및 합리성 검토 등 강화
-

사업제안과 이의 타당성 및 합리성 검토 과정에 외부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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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분야

○ 신규사업 과제 사업성과 평가지표 배점 개선 및 중간평가 도입
-

신규사업과제 선정평가시 중요도에 따라 항목별 가중치를 달리하여
평가하고, 중간과정 평가도입으로 사업의 전 진행과정을 점검함
으로써 예상되는 문제 해결 노력 필요

□ 예산관리의 합리성 분야
○

-

방식의 구체적 예산관리

P-D-C-A

구체적 예·결산 분석이 필요하고, 예산 관리 위원회 등 공식적인 기구를
둘 필요가 있으며, 예산관리를

P-D-C-A(Plan-Do-Check-

Action

:

계획-실행-점검-조치) 방식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 요

□ 보수관리 분야

○ 센터의 자립 경영기반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직원 급여수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

□ 정부·시 정책준수 및 경영혁신 등 경영효율화 추진노력
○ 환경보전

,

안전중시 등 관련 법규준수에 대한 직원 내부 교육이

미흡하므로 이의 개선 및 인사관리관련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요

○ 경영혁신 노력에 대한 직원 보상제도의 시스템화
-

센터는 경영혁신 결과에 대한 직원 보상제도가 실행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규정집에 적절하게 시스템화(규정)가 되어 있지
않고 있어 명문화가 필요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개선

․ 건의사항

○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가 필요
○ 담당하는 직원들이 좀 더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부문 예산 확대 요망
○ 현장 방문 디자인교육 실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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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제조업 참여 조건이 까다롭다
○ 일반적인 단순한 디자인 말고 실무에 직접 참여 가능한 전문디자인
교육이 필요

○ 주 일제 근무 고려
5

,

토요일 수업 확대 요망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6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재단 감사규정에 대한 일상 감사 실시
○ 고객유형별 고객서비스 기준 및 표준이행절차 설정
○ 고객서비스 헌장 서비스 이행지침 및 절차 등에 관한 직원교육 필요
,

□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약점과 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재정관리의 합리성 분야

○ 유휴자금 운영 수익성 제고 위한 전담 위원회 등 공식적인 조직
갖출 필요가 있음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개선

․ 건의사항

○ 업무량에 비해 직원들이 적어 시스템상 문제
○ 정보산업진흥원의 소식을 이메일이나 월간지 등으로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다
○ 각 부처업무처리 연계가 연결이 안 됨
○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필요
○ 현장방문으로 현실적인 기업의 애로사항도 점검하고 지원요망
○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통계자료나 라이브러리 활성화 요망
○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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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 관리자의 리더십 및 경영철학 분야

○ 관리자의 경영철학과 경영비전을 개발원의 경영목표와 일치시키기
위한 내·외부와의 보다 더 적극적인 협력 및 논의 요망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연간 교육이 되도록 체계화 필요

□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 기관에서 수행된 정책연구의 시의성

,

적합성 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사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와 비교 필요

□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분야

○ 사업성과 평가지표 세분화 및 지표 항목별 가중치 달리 구성하여 평가시
객관성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 분야

○ 개발원의 연구과제 선정시 일반시민 대상 효율적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및 기타 안내공문 등을 통한 사전 홍보가 선행되고, 편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함.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개선

․ 건의사항

○ 대학생을 위한 과정 개설 요망
○ 강의 중간 중간에 강의에 대한 논의를 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요
○ 개발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외에도 홍보하여 참여시민이 확대 필요
○ 프로그램 내용과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 개선요망
○ 직장인들을 위해 시간대를 다양하게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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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8

□ 관리자의 리더십 및 경영철학 분야
○

조직 구성원 역량강화 중장기 계획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조직 운
영을 위해 필요한 인재상에 대한 정의 및 이와 관련된 맞춤교육
시행이 요구됨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윤리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권고
-

직원들에 대한 청렴 및 윤리에 대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상시적인 교육계획 마련 및 클린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운영

○ 고객유형별 고객서비스 기준 및 표준이행절차 설정
-

내외부 고객분류를 통한 고객대상별 서비스 목표 설정, 고객서비스
기준 및 표준이행절차 설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고객서비스 제공

□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

분석결과 약점 및 위기로 지적된 국비, 시비의 위탁사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수익창출 시설 부족, 인지도 미흡, 청년 예술인들의
SWOT

지역 이탈 등에 대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전략 구성

□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분야

○ 사업성과 평가지표 세분화 및 지표 항목별 가중치 달리 구성하여 평가시
객관성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주요사업 실행과정의 효율성 제고위해 중간과정

평가도입 또는 피

드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예산관리의 합리성 분야
○

예산 성과의 계량적 분석이 단순한 수준이며, 각 단위 사업 영역별
타당성 분석이 다소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피드백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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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관리 분야

○ 정기예금 위주의 자금예치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금융기관과 금융
상품에 자금을 예치하는 노력 필요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
○

인력의 적정 구성․배분을 위한 인력운영계획의 수립 및 직원의
적성과 전문분야를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로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
발전을 도모하는 인사를 위해 인사관리 관련 직원만족도 조사 실시 필요

○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직원 역량 강화 요구

□ 성과관리 체계 분야
○

정관이나 규정집에 대표이사의 경영성과 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명문화가 필요함

○ 성과관리시스템의 전산화 요구
○ 년 개발된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현행화가 요구되며
2009

,

평가

결과의 인사평정 반영을 통한 평가결과 피드백 활성화가 필요함

□ 문화예술의 창작지원 및 정보축적 분야
○ 문화예술자산을 전산화한 전자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홍보 활성화로

DB

부산의 문화예술 자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마련 필요

□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분야

○ 신규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참가자수의

당초 목표치 설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 기준 설정 요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개선

․ 건의사항

○ 봉사자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축제 참여율이 낮을 때가 많으니 홍보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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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콘텐츠 지원이 부족하고 그 분야에 전문성도 부족하며 전체적으로
불친절함

○ 프로그램이 다양화 및 어린이대상 프로그램 활성화 요
○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을 위한 문화 행정이 필요
○ 퍼레이드를 너무 급하게 진행해서 아쉬웠다 조선 통신사 교류사업 등
(

)

(재)영화의전당

9

□ 관리자의 리더십 및 경영철학 분야
○ 직원 내부의 소통

,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반영 등의 노력이 필요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윤리경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윤리헌장 제정 요

○ 고객만족 실행 계획 매뉴얼 을 제작하고
(

)

,

내·외부고객을 설정, 유형별

서비스기준에 따른 실행체계를 구축·운영, 상시적 고객만족도 조사요

□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분야
○ 주요사업

실행과정의 효율성 제고위해 사업별 추진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성과 체크가 요구됨

□ 성과관리 체계 분야
○

정관이나 규정집에 대표이사의 경영성과 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명문화가 필요함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개선

․ 건의사항

○ 회원과 비회원 차별화 요망
○ 자전거보관대 등 부대시설이 미흡
○ 평일 영화시간을 조금 늦춰 직장인들도 이용이 용이
○ 각 부서간 협조가 잘 안되고 본인 일 이외에는 너무 모르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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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이용 시 불편
○ R석 배치 개선요망, 힘든 자세로 관람해야 해서 불편함
10

(사)교통문화연수원

□ 관리자의 리더십 및 경영철학 분야

○ 공익성과 수익성 조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윤리경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교육생 교육 만족도 조사 체계적으로 실시 요

□ 예산관리 분야

○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이 매우 미흡하며 분석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여 개선이 요구됨

□ 재정관리 분야

○ 계약환경 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회계규정 개정이 필요

□ 보수관리 분야

○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연봉제
(

,

성과급제) 구축 요

□ 성과관리 체계 분야

○ 성과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성과관리 요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개선

․ 건의사항

○ 아이들의 수준에 맞춘 용어 등 설명 요망
○ 승무원 대상 교통법규에 대한 자세한 교육 요망
○ 우편물로 끝내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로 교육알림 시행

,

으로 우편물 분실 등 발생

장기운전

○ 자가용기사들에게도 교통연수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
○ 일반인들 오토바이운전자 에 대해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설
○ 어린이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필요
○ 현장실습 포함한 박 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확대요망
(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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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산광역시 체육회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윤리경영을 위한 독립적인 헌장과 강령 제정 윤리경영 전담 조직지정
○ 내 외부고객을 설정 유형별 서비스기준에 따른 실행체계를 구축
,

·

·

,

운영이 요구됨

□ 재정관리 분야
○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외부 자문을 구하는

노력도 병행 요

□ 보수관리 분야

○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보수체계 개선을 권고

□ 성과관리 체계 분야

○ 사무처장의 경영성과계약과 관련 규정집 등에 명문화할 필요
○ 내부 직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체 성과평가 지표 개발
,

등을 통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요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개선

․ 건의사항

○ 운동기구 고장이 잦으며 고장시 신속히 수리 요망
○ 에어로빅 바닥 시트교체와 건물에 비가 새지 않도록 조치
○ 전국체전 훈련비 신속 지급 등 선수들이 맘 편히 훈련할 수 있는
,

여건조성 요

○ 선수들 훈련 상황을 참관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요망
○ 대회참여 연습 시 사전예고 없이 격려방문으로 연습에 방해
○ 동계체전에 대한 관심 제고
○ 옷과 수건 청결 관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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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산광역시 생활체육회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윤리경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클린센터 등 설치로 윤리경영 추진체계 보완

○ 직접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등 체계적인 고객요구 분석시스템 구축

□ 예산관리 분야

○ 각 사업 영역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한 후 피드백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부진, 예산과 연계
된 중장기적인 관점의 전략과 계획수립 요

□ 재정관리 분야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제 시행 요

□ 성과관리 체계 분야

○ 사무처장의 경영성과계약과 관련

,

규정집 등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중앙회와 협의하여 생활체육회에 맞는 연봉제와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개선

․ 건의사항

○ 요가 프로그램의 경우 최소 4개월은 해야 교육 효과있으니 프로그램 개발시 반영
○ 강좌 운영 시 정해진 횟수 준수 요망
○ 마라톤 대회 시 각 구별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게 운영
○ 아쿠아 수영 강좌 횟수 확대 요청
○ 일주일에 3회 활동하는 프로그램 개발
○ 홈페이지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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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

13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윤리경영을 위한 독립적인 헌장과 강령 제정 윤리경영 전담 조직지정
○ 기관의 자율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서 자체 조직내에 감사시스템
,

전담부서 또는 감사업무 전담자 등)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

(

○ 실질적인 윤리교육을 위해서는 연간 교육체계 구축

,

외부 강사 초청

특강, 직원의견 수렴장치 등을 마련, 운영하는 것이 요구

□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 주요사업 실행계획에 대해
-

P-D-C-A

업무방식을 도입

신규 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확정, 세부계획 확정,
적정성 분석, 사업추진 실적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자체 사업계획
수립체계 및 내･외부의 관계자, 관계기관 등과의 충분한 논의 및
조율을 거치는 프로세스 마련 요구됨

□ 예산관리 분야

○ 예산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차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

□ 보수관리 분야

○ 장애인체육회에 맞는 연봉제와 성과관리시스템 및 복리후생제도 등의
마련이라는 내부마케팅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동기를 향상시키고
조직 몰입도를 제고 요

□ 장애인 생활체육동호인 클럽육성 노력 분야

○ 클럽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명무실한 클럽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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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개선

․ 건의사항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요망
○ 장애선수들이 훈련할 때 현장에 직접 나와 살펴봤으면 한다
○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대회 진행요원들의 업무방식 개선요망
○ 좀 더 폭넓고 포괄적인 관심을 선수가 아닌 아이들에게도 보여주
었으면 좋겠다

○ 직원들의 유동성부분이 떨어지고 도움을 주는 면에서 배려도 없고
교육이 부족

○ 능력과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국제대회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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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기타 경영개선 검토사항
체육회 기관 정체성 확립

□ 현

황

구분

시체육회

설립근거
상위규범
대 표 자
직 원
2013예산

국민체육진흥법 및
대한체육회 정관
규약
회장(시장)
20명
147억(시비92.5%)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민법제32조 및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조례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정관
규약
회장(민간인)-명예직
회장(시장)
15명
10명
28.6억(시비67.9%)
22.8억(시비100%)

□ 문제점
○ 지방자치와 상충하는 조직 형태
▷ 시 체육회(회장 민선 시장)의 대한체육회(회장 민간인)의 산하 조직화
▷ 중앙회의 지원은 미미한 반면, 감사 등 지도 감독권 행사로 지방
자치 및 분권화에 역행
○ 체육회의 기관 성격이 애매
▷ 중앙회 산하 시 지부 형태를 띠고 있어 법인격이 없음
▷ 시의 감사 수감과 주관부서의 지도감독, 의회관계 등에 비추어
시의 산하 부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 사무처장의 업무상 한계(결정권 등)로 CEO로 간주하기는 무리
○ 기관의 성격(시비 보조기관), 시민체육 진흥 기능 수행 등의 특성에
비추어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경영평가의 실효성 미흡

□ 대책(검토사항)
○ 광역시·도별 독립 법인화 추진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3大 체육회를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하는 방안 검토
※ 울산광역시는 통합 추진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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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신용보증재단 지점 증설

□ 현

황

○ 지점별 관할 구역
본점

동부산

동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기장군
금정구

남부산

북부산

남구, 수영구

사상구, 북구

중부산

서부산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강서구, 기타

○‘가군’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현황 (2012.12말 현재)
구분

부산

서울

경기

대구

인천

평균

직원수

40

196

184

48

49

54

1,032

199

178

306

528

319

202

52

67

78

125

74

건수

1인당
생산성

금 액
(억원)

□ 문제점
○ 타 지역 기관 대비 인력 부족 - 대구, 인천 보다 적음.
○ 1 본점(서민금융 종합지원센타), 5지점 체제로 운영 중이나 본점
업무 폭주(전체의 38%)로 업무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 저하

□ 대책(검토사항)
○ 본점 관할 구역을 분할하여 1지점 증설 및 인력 증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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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영 수범사례
1.
1.

부산신용보증재단

1. 부산지역 법인택시 특례보증

□ 추진 배경

❍ 부산시의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택시요금 인상 억제방안으로서
택시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 추진 개요
❍ 부산광역시내 법인택시업체에 저금리 자금지원
❍ 동일업체당 3억원 이내,

대 금리로 5년간 매월균등분할상환 방식

4%

□ 추진 성과
❍ 지원실적

개업체

: 55

억원 지원

85

□ 기대 효과
❍ 택시업계의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절감으로 요금인상 억제(물가안정)

□ 향후 계획
❍ 부산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특례보증 발굴
및 시행

2. 고객 편의제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 추진 배경

❍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한 재단이미지 제고
❍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고객 편의제도 발굴로 고객 편의성 증대 및
민원발생 최소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고객정보유출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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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개요
❍ 부산시 서민금융지원센터 현장상담원 파견 보증상담 서비스 제공
❍ 실제 경영자를 제외한 연대보증인 입보면제로 연대보증 부담완화
❍ 카드 가맹사 계약 확대로 보증료 납부 편의성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한 대출금리 매월 공시
❍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문서 보안시스템 구축

□ 추진 성과
❍ 부산시청

층 서민금융 상담인력 상시배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2

창업자금 상담 및 금융컨설팅 제공
❍ 연대보증인 입보율 하락
❍ 기존(국민, 신한,

개 카드가맹사에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BC) 3

카드사 등 가맹계약 확대
❍ 매월 홈페이지를 통한 금리공시 조회서비스 제공
❍ 문서보안솔루션(DRM) 구축

- 재단내부 문서에 대한 암호화 및 생성․복사 등에 대한 이력관리

□ 기대 효과

❍ 현장상담을 통한 고객밀착형 서비스 제공
❍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을 통한 연대보증인 입보 점진적 축소
❍ 카드가맹사 확대로 보증료 결제 편의성 제공 (고객만족도 증가)
❍ 금융기관별 금리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유도
❍ 재단내부 문서에 대한 암호화 및 이력관리로 외부유출 방지,
고객정보 보호

□ 향후 계획
❍ 지속적인 업무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업무제안 제도 활성화
❍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의 요구사항 수렴
❍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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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재 )부산 경 제진 흥 원

❚❚ 취업 연계형 기업 현장투어 실시

□ 추진 배경

❍ 지역 청년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률이 악화되는 반면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는 등 미스매치 심화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청년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 우수
기업에 대한 현장 투어를 실시함으로써 부산기업의 매력을 발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현장 면접 등 취업기회 제공

□ 추진 개요
❍ 지역 우수기업 현장 탐방 실시(연

회)

20

❍ 경영자(CEO 또는 임원), 취업 선배 등과의 만남
❍ 회사 인재비전 및 채용설명회

□ 추진 성과
❍ 기업 현장투어 총

20

회 실시(31개사 방문)

❍ 지역 청년 취업희망자
❍ 참가자 종합 만족도

:

586

명 참가,

명 취업

113

점

93.5

□ 기대 효과
❍ 지역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이미지 제고 및 취업 연계를 통한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 방지
❍ 고용의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개별기업의
장점을 홍보하여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고용성공률 제고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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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재 )영화 의 전당

❚❚ 전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운영

□

추진배경

❍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직원들의 업무 실적달성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차등지급으로 동기부여, 의욕고취 및 조직활성화 유도
❍ 팀·개인별 업무성과, 개인 능력 태도, 고객만족도 등의 공정한 지표 발굴
및 평가를 통한 도출된 결과를 직원 연봉결정에 활용
※ 영화의전당 보수규정 제2조(연봉제), 제6조(기본연봉의 결정방법), 인사규정 제7장(근무성과평정)

□ 사업내용
❍ 직제개편시 연봉한계액 및 보수조정 등 성과연봉제 운영기반 마련
❍ 근무(성과)평가제도 도입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강제배분(4등급) 적용

- 강제배분 비율(4등급) :

❍

급

S

년도 성과(근무)평가 결과,

‘12

급

20%, A

급

30%, B

급

40%, C

10%

년도 기본연봉 산정시 조정액 적용

’13

- 지방공기업 총인건비 인상율 범위내 증액분을 등급조정액으로 활용

□ 추진실적
❍ 연봉한계액, 부가급여 조정(직제·정원, 보수규정 개정(‘12.6월))

- 연봉하한액 조정 : 2급 3,107천원, 3급 513천원, 6급 3,701천원, 계약B급 4,441천원 증액
- 부가급여 신설 : 무대기술수당, 전문계약직 직급수당 신설 등

❍ 근무(성과)평가제도 기본계획 수립 및 직원 의견수렴(‘12.11월)

- 업무성과 평가(업무목표 달성도, 고객만족도, 1인 1도전사업), 직무능력 평가 (태
도고과, 능력고과), 가감점 평가(교육훈련 참여 실적, 상벌, 제안제도 등)

❍

월

‘13. 4~7

년도 개인별 성과평가 및

: ’12

- 강제배분 등급간 1.2% 차등 지급( 급
S

년도 연봉산정

‘13

급

+2.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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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업무개발 및 효율성강화 등 성과중심의 역동적인 기관 분위기 조성
❍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과)평가를 통한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

□ 향후계획
❍ 성과급 및 인사발령의 기본자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반영
❍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전당에 맞는 제도 발굴(다면평가제도 반영 등)

4.
4.

(재 )부산 디 자인 센 터

1. 재정자립 계획수립을 통한 재정운영 건전성 확립
□ 추진배경
❍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재정운영 및 추진사업의 신뢰성 확보
❍ 재정자립을 통한 진취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추진 기반 조성
❍ 재정자립 목표수립으로 체계적 재정운영 및 불요불급 예산절감

□ 추진내용
❍ 추진기간
❍ 전기

:

년~2016년

2012

5

개년 계획

년간의 재정운영 현황 추이분석과 인건비 및 경상비 증가예

5

상분을 반영한 차기

5

년간의 세입·세출 운영계획 수립

❍ 영업수익 목표달성을 위한 년도별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 추진실적
❍ 수탁사업운영수입증가

년

: ‘11

백만원⇒’12년

162

❍ 효율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가 :
❍

년 자체사업비 투자확대

‘13

105.6%

년 28백만⇒’12년 61백만원, 증 117.9%

‘11

년

: ‘12

백만원, 증

333

천원⇒’13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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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2016

년 영업수익

1,500

백만원 달성을 통해 인건비 자체충당 및 잉

여재원의 고유목적사업비 투자 강화
❍ 출연금 의존도를
❍ 영업수익

년

2011

60%

수준에서

년(918백만원) 대비

년

2016

50%

수준으로 감소

년(1,500백만원)

2011

2016

63.4%

증대

2.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사업

□ 추진 배경

❍ 졸업생 및 미취업자 전문인력에게 청년인턴기회 제공
❍ 현장실무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기업으로 취업 유도

□ 추진 방법
❍ 구인 중소기업과 미취업 청년층의 인턴제 신청을 통한 취업 연계
알선 및 고용지원금 지급(인턴

1

인당 최대

만원)

480

❍ 취업알선

:

고등학교, 대학 2년․ 4년제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자 230명

❍ 알선기업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100인 미만(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 추진 성과
❍

년

2012

인 이상) 중소기업

300

월 고용노동부 사업 유치

12

❍ 부산디자인센터 취업알선 배정인원

□ 기대 효과

국비

:

명 (현재

: 230

백만원

900

명 취업 연계)

120

❍ 동남권 미취업 청년층 대상 우량 중소기업 안내 및 취업기회 제공
❍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향후계획
❍ 수혜기업의 확대로 취업인원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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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사 )교통 문 화연 수 원

1.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

□ 추진배경

❍ 원거리 위치 또는 이동수단(차량) 미 보유 등으로 교육장 이용이
어려운 유아시설 및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 기회제공

□ 추진내용
❍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 실시운영개요
- 기
간 : 평일 연중실시
- 교육대상 : 만 4세〜초등학교 2학년
- 교육주기 및 시간 : 1일 2회(10:30〜, 12:30〜)※ 1회 교육인원 : 60명 이내
- 교육방법 : 영상교육프로그램(애니메이션) 및 교육
기자재(신호등, 횡단보도, 빔프로젝트, 스크린, 앰프
등)을 차량에 싣고, 교통안전교사가 시설을 방문 교육
- 참가방법 : 단체 예약교육

□ 추진성과
❍ 144회 6,2142명 교육

□ 기대효과
❍ 유아 및 어린이 교통안전의식 함양으로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

□ 향후계획
❍ 교육청 및 보육시설연합회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매년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제작으로 교육의 질 향상

- 35 -

2013년도(2012년 실적)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2. 시민 무료영화 상영
□ 추진배경
❍ 연수원이 위치한 금곡동은 저소득층이 많고, 시 외곽 지역으로 타
지역 시민에 비하여 문화생활을 영위할 기회가 적다고 판단, 공익적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공헌 기능 수행

□ 추진내용
❍ 운영개요
- 상영일시 : 매월 마지막 목요일 19:00〜
- 상영장소 : 교통문화연수원 강당(500석)
- 대

상 : 시민 누구나

- 영화선정 : 극장가에서 기 상영된 영화 중에서 ‘금곡동 영화사랑
추진위원회’와 협의선정
- 진행순서 : 연수원소개 ➩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시책 홍보➩영화상영

□ 추진성과
❍ 영화상영 12회, 2,642명 관람(1회 평균 220명)

□ 기대효과
❍ 지역민 문화생활 증진으로 공익적 기관의 지역사회
공헌 기능 수행과 지역민과의 유대강화

□ 향후계획
❍ 보다 많은 지역민이 찾는 지역의 영화상영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영화선정과 홍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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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부산 광 역시 체 육 회

❚❚ 제1회 부산초·중학생 육상경기 챌린지대회 창설

□ 대회개요
❍ 일시․장소 : 2012. 6. 16(토) 09:40,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 개최목적 : 초․중학생 운동 분위기 조성 및 우수학생 엘리트선수
발굴․육성, 초․중학교 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의 장 마련
❍ 참가인원 : 부산시내 초․중학생, 부감, 지도자 등 3,500여명
- 초등학교 79개교, 중학교 42개교 일반학생 1,800명참가
❍ 개최종목 : 3개부 46종목(초등 26, 남중 10, 여중 10)
❍ 소요예산 : 1억 2,000만원(교육청·후원사 등 협찬금 포함)

□ 추진실적
❍ 우수선수 시상(상장･메달･문화상품권) 및 다양한 경품지급
❍ 대회 평가회 및 우수선수 지도교사 간담회 개최(2012년 7월)

□ 대회결과
❍ 입상학교 현황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초등부

모덕초

화잠초

낙동초

개원초

다송초

문현초

분포초

송정초

남중부

동아중

동항중

하단중

대신중

사직중

신도중

삼성중

동양중

여중부

동항중

동래여중

양동여중

신도중

금곡중

연제중

초연중

알로이시오중

❍ 종목별 우수선수(9명) 교육청 연계관리, 엘리트선수 전환 추진

□ 향후계획(기대효과)
❍ 2012년 신규사업으로 제1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대회 정례화
❍ 엘리트선수 전환 육성, 꿈나무선수 선발 장학금 지원 등
❍ 일반학생의 체력향상, 엘리트선수 발굴 경로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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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아시 아 드컨 트 리클 럽 (주 )

❚❚ 차별화된 전략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 추진배경
❍ 명문골프장으로의 이미지 확립
❍ 회원권익 향샹을 통해 회원권 가치 상승

□ 추진내용
❍ 2012 KLPGA 대회 개최
❍ 아시아드CC 회원의 날 행사를 통해 화합의 장 마련
❍ 노후시설 개·보수 실시
❍ 홀인원 이벤트 시상홀 확대시행
❍ 전국의 명문골프장과 회원교류 제휴를 통한 혜택제공

□ 기대효과
❍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명문 골프장으로서의 위상 확립

□ 향후계획
❍

2013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코스’ 도전
및 골프매거진 선정 ‘한국10대 코스’ 도전

❍ 2013 KLPGA ADT 캡스 챔피언쉽 개최 예정(2013.11.8∼11.10)
❍ 2013년도 회원의 날 행사 개최 예정(2013.1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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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부산 정 보산 업 진흥 원

8.
8.

1.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4년간 부산 유치 확정

□ 추진 배경
❍

년 이래

년 연속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를 부산으로

2009

4

유치하여, 국제 문화산업축제로 육성, 게임 산업 중심도시 이미지 조성
❍ 게임산업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지스타(G-STAR)를 부산
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추진 개요
❍ 향후 4년간 유치에 따라 지스타 부산 정착화를 위한 질적 성장 유도
❍ 비즈니스를 위한 바이어 및 참가기업의 신규 발굴을 통해 B2B 집중육성

□ 추진 성과
❍ 역대 최대 규모 및 최다 참관으로 게임도시 기반 조성

▷
▷

❍

년간(`09～`12년) 부산개최, 지속성장을 통한 지스타 활성화

4

개국

31

개사 참가,

434

부스, 참관객

2,111

명(`12년 실적)

296,169

의 확대로 비즈니스의 장 마련

B2B

▷

관 수출계약액 전년대비

B2B

❍ 향후

4

49%

증가, 1억

년간(2013~2016) 부산유치 확정(`12.

만 달러 기록

4,799

12. 14)

□ 기대 효과
❍ 수도권 기업 유인 활성화 기여 및 부산지역 게임산업 시너지 효과 유발
❍ 국내 게임산업의 국제적 위상과 리더쉽 강화
❍ 신흥 시장과 신규 바이어 유치를 통한 판로 개척

□ 향후계획
❍ 지스타(G-STAR)

의 성공적 개최 및 부산의 게임산업 발전 기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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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SW융합사업 지식경제부‘우수’사업선정

□ 추진 배경

❍ 지역 핵심 기반산업과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특화된

SW

융합

SW

제품 서비스 개발 및 현장적용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 추진 개요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

:

년

'12

2,122

년도

: 1,035

년도

: 1,087

’13

년(2년간)

'13

백만원 (국비

:

’12

～

1,230,

백만원 (국비

백만원 (국비

❍ 기술개발지원

:

시비

600,
630,

892)

시비
시비

※민자
※민자
※민자

424.4

별도

207

별도

435)
457)

217.4

별도

총 2개 과제, 5개 참여기관, 4개 기업 지원
단위

(

기술개발과제
총

주관기업

계

:

백만원)

’12년도 ’13년도
지원액
875
916.3

참여기관/기업

2개 기업

5개 기관, 2개 기업
(주)네오텍, 디비시테크
풍력터빈 인증을 위한 설계 및
(주)디엔디이 부산테크노파크, 동의대학교
해석 융합SW 개발
산학협력단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스마트 요트운용시스템 및
(주)장산
중소조선연구원
마리나 관제시스템 개발
아이티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437.5

481.5

437.5

434.8

□ 추진 성과
❍

년(1차년도)

’12

국비

10%

□ 기대 효과

1

증액

:

개과제(풍력관련SW) 사업평가결과 ‘우수’,
300

백만원→330백만원

❍ 지역SW융합기술개발을 통한

□ 후속 조치
❍

’13. 9 ~ 10

: IT EXPO

(‘13. 3)

新부가가치창출

전시회, 홍콩 추계 전자전,

및

2013

SW

마린위크 전시회

공동 참가, 성과물 홍보 및 마케팅
❍

’13.

12

: 2

차년도 사업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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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부산 여 성가 족 개발 원

9.
9.

1. 기관 경영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추진 배경
❍ 국가의 성과관리 취지와 부산시의 경영평가 의지를 반영하여 경영비
전과 전략목표를 담은 경영전략계획(2013 2017년)을 수립하여 재단의

∼

경영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 추진내용

❍ 추진시기

:

❍ 추진내용

:

□ 추진성과

년

2012

월

12

~ 2013

년 3월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TF 구성·운영(7차 회의) 및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기관의 경영전략 수립

❍ 기관의 미션, 비전 설정 및 중장기 전략목표, 성과목표 설정
※ 미션 : 성평등 사회 실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
비전 : 성평등 사회를 선도하는 리더
※ 3대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정책의 성평등 실현 기여 ⇒ 정책연구와 제도의 실효성 제고
▷성평등사회 문화·환경조성⇒ 연구성과와 지식의 지역사회 확산
▷기관운영 선진화 ⇒ 경영의 선진성/효율성 강화

❍ 경영전략 추진체계

-

기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목표 설정
3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3개 성과목표 및 10개 관리과제 도출
10개 관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43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설정

-

43

-

-

개 성과지표를 토대로 매년 성과평가 실시

성과평가결과 다음연도 업무에 반영, 환류 및 개선
평가결과는 개인별 성과보상체계와 연계, 인사·보수에 반영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성과 관리체계를 통해 기관의 경영성과
및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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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가족부「가족친화 우수기관」인증 획득

□ 추진 배경
❍ 여성·가족 발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가족친화경영 제도 정착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
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

□ 추진내용 및 실적
❍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

수유실, 어린이방 설치, 가족사진전, 가족사랑의 날 운영(매주 수)

❍ 지역 주민을 위한 가족도서관 및 가족프로그램 운영

▹ 유아 ‧ 어린이 자료 비치
권 자료실 장서
권의
▹ 편의시설 운영 수유실 어린이화장실 온돌마루 공기청정기 등
▹ 가족프로그램 운영 영어 동화읽기 등 개 프로그램 운영
: 2,126

:

(

,

16,652

,

:

13%)

,

6

❍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 및 컨설팅 지원

▹ 가족친화경영에 필요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
,

,

❍ 여성가족부「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3년간 인증 획득

▹ 인증기간

: 2012. 12. 3

∼

2015. 12. 2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가족친화경영 제도 정착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
❍ 부산지역의 가족친화경영 제도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 제도 등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업대상 컨설팅을 지원하여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 42 -

2013년도(2012년 실적)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10.

부산 광 역시 장 애 인체 육 회

❚❚ 의료지정병원 협약 체결

□ 추진 개요
❍ 부산 장애인선수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및 보건상담을 제공
❍ 진료비 감면을 통한 최첨단 의료혜택 확대 지원하기 위해
❍

○○○안과와 의료지정병원 협약

2012. 7. 5

□ 주요 내용
❍ 협약기간

: 2

년(기간만료 후 재협약)

❍ 주요내용

▹ 직원 및 소속 선수 원격의료진료 서비스 제공
▹ 무료건강강좌 개설 건강검진 및 의료상담 실시
▹ 직원 및 선수 시력교정수술 감면 혜택 제공
,

□ 협약 기관
의료기관

진료과목

대표자

○○○안과의원

안과

○○○

주

소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 기대 효과
❍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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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 역시 생 활 체육 회

11.

❚❚ 에너지 절약시설 설비를 통한 부산국민체육센터 경영난 해소

□ 추진 배경
❍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참여자 회비의

여년간 동결에 따른

10

세입 대비 세출의 증가로 적자운영 봉착, 이를 타개코자 함.

□ 추진 개요
❍ 추진 시기

년 하반기

년 상반기 완료

: 2011

~ 2012

❍ 지하수 개발, 공기열원 히트펌프 설치,

LED

조명 전환,

절수형 샤워기 설치 등 시설 투자

□ 추진 성과

:

년도 대비

❍ 도시가스 사용료 절감
년도

-

2011

-

2011

141,886,430

❍ 수도 사용료 절감

❍

년도

2011

-

2011

원

77,830,660

년도 대비

1

→

원

151,973,580

년도 대비

-

억

2011

→

2

천만원 절감

년도

2012

원

10,087,150

원 절감
원

38,695,360

원 절감

39,135,300

년도 에너지 사용료 절감액

2012
-

전기 사용료 증가분(58,324,810원)을 포함,

원 절감

122,696,920

□ 기대 효과
❍ 에너지 사용료의 절감 성공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 운영 가능

□ 향후 계획
❍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적 추진
❍ 안정적 운영을 통한 참여자 서비스 향상 및 직원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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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산 문 화재 단

1. 이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 추진 배경

❍ 문화적 측면에서의 부산시의 다문화정책 강화 및 사회통합 기여

□ 추진 개요
❍ 사업명

:

문화다양성 확산 위한 무지개다리 ‘다섯손가락’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다양성 확산 위한 무지개다리’ 공모 최우수 선정

❍ 사업목적
-

이주민 모임 및 관련 단체 간의 문화예술 네트워크 활성화로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

-

이주민이 국내 문화를 매개로 활동하는 주체로 설정되는 계기 마련

❍ 사업내용
-

이주민 문화자원 발굴 및 집단․개인 간 네트워크 구축, 모국 문화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 매체 확산 및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등

□ 추진 성과

❍ 이주민 인터뷰

명, 동아리 발굴

327

❍ 참여 이주민 수

2723

명(정기적

❍ 참여 선주민 수

920

명(정기적

개, 워킹그룹 구성 및 회의 5회

32

명, 비정기적

462
161

명, 비정기적

명)

2261

명)

769

❍ 문화다양성 콘텐츠 제작 배포
- 문화다양성 스토리텔링 책 제작 및 배포(이주민의 에피소드 구성)
- 베트남 팟캐스트, 중국+한국의 매듭전, 팝핀 콜라보, 영화제작 2건 등
- 관내 최초 인도네시아축제 실시, 문화 자원지도 제작 및 배포 등
- 네트워크 워크숍 2회, 이주민 문화공연배달 7회, 문화모임 구성 등

□ 기대 효과

❍ 문화예술의 ‘공감’ 기능 통한 이주민의 모국문화 자존감 제고 및 선
주민과 사회통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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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일 공동 노력

□ 추진 배경
❍

2015
‘

년 한일수교

50

주년을 맞아 양국의 선린우호의 정신을 계승한

조선통신사’ 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일 공동 노력함

□ 추진 개요

❍ 행 사 명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일 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심포지엄(한일네트워킹 심포지엄) 개최

❍ 행사일시

: 2012. 10. 19(

금)

❍ 장

소

:

부산시청

❍ 내

용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 참가국가

:

한국, 일본, 에스토니아(총 3개국)

❍ 참 석 자

:

국내외 조선통신사 학술 관계자 및 연구자, 시민, 협회 등

13:00

층 국제회의실

12

□ 추진 성과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일 공동 등재를 위해 유사사례인
에스토니아 ‘발트웨이’등재의 의미와 과정, 사례 검토
❍ 일본의 조선통신사 연고도시 사례포럼과 연계하여 행사의 가치 제고
❍ 국립중앙도서관 조선통신사 자료 세계기록유산 추진
❍ 언론보도 및 대외홍보

□ 기대 효과

:

총34건
-

▷일본

2,

한국32(방송4, 중앙지포함

참가 및 관람 인원

:

약

300

28)

명

❍ 일본의 조선통신사관련 문화유산 및 기록유산 등 등재를 위해 국
가차원의 상호협조 필요성 제시

□ 향후 계획
❍ 정부 및 국가간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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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벡스코(BEXCO)

1. 지역경제 파급효과 1조1,300억 이상

□ 추진 배경
❍ 전시회, 회의, 각종 이벤트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 개요
❍ 지역대표 주관전시회 신규 개발

- 금융박람회, 해양플랜트전시회

❍ 외부 주최자에 적극적 마케팅으로 사용면적 대폭증가

- 2012년 대비 사용면적 약40% 증가

□ 추진 성과
○

’12

년 벡스코 개최

유발액

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추정결과, 생산

MICE

조1,334억원과 고용유발효과

1

10,360

명
(

단위

:

백만원/명)

구분

주최별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소득유발액

고용유발인원

합계
전시회
회의
이벤트

1,133,431
531,875
529,318
72,238

537,541
249,064
254,932
33,545

261,508
118,098
127,462
15,947

10,360
4,690
4,994
676

□ 기대 효과
❍ 전시컨벤션 기반시설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및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

□ 향후 계획
❍ 지역

PEO(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

PCO(Professional

Convention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 제시
❍ 사회공헌을 통한 시민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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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추구

□ 추진 배경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흑자경영 지속

□ 추진 내용

m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

□ 주요내용 : RFID 방식의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자산에 대한 정의, 관리
번호 일괄부여 등으로 재물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인력 및
비용절감과 신뢰성 확보
□ 도입완료 : ’12.7월

m 에너지 절약운동 지속 전개 및 일회용 폐기물 절감 추진으로 녹색경영
적극 동참

▹ 에너지 절감형 조명기구 설치 확대(500개, 35백만원)
▹ 주관전시회 개최시 파이텍스(일회용 카페트) 사용 자제
▹ 우수(雨水) 재활용설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관리(13,000톤, 18백만원)
m 무선인터넷(와이파이) 무료 개방 추진

《 무선인터넷(와이파이) 무료 개방 》

□ 주요내용 : 벡스코 전 구역에서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시설로서의 고객 서비스 제고는 물론 문화시설로서의
시민 편의 제공
□ 소요예산 : 113백만원
□ 구축완료 : ’12.7월

m 시설확충 이후 팀별, 개인별 양적/질적 업무증가 및 난이도 실태조사와
현행 평가제도 결과분석을 통한 선진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직무분석용역 시행

□ 기대 효과
❍ 지속적인 흑자경영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부산 대표기업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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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 조치계획
❍ 평가결과 경영 개선 권고사항 및 수범사례 환류․ 공유 추진
▷ 2014년 경영혁신 반영 기능 및 적극적 사업추진 동기 부여
※ (경영평가 결과 조치) 평가결과 시정, 개선․보완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경고조치
또는 경영진단, 사업 중지 또는 변경, 조직 폐지 또는 신설 등 권고 (조례 제16조
의거)

❍ 직원 성과급 지급

:

기관별 시행

▷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영평가 결과 결정된 등급과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기관별 성과급 지급총액 한도 내에서 근무성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별로 4등급 이상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되,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지급률 차이는 50% 이상 유지
▷ 평가 공헌직원 포상 및 인사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공표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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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경영평가 개요 (참고)
1

평가의 의의 및 평가대상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는

『부산광역시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의 제정(’09.4.1)으로

출자․
년도

2010

부터 시행하게 되었는 바, 평가의 목적은 출자․출연기관 등의 경영
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경영성과를 평가
함으로써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시와 정책
목표를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시정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함」임.
❍ 평가년도 네 번째 해인

년도 역시 첫해와 같이 평가지표를 자체

2013

개발하고 평가단을 구성·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경영평가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기관 중 경제진흥원 외
기관으로 결정 (‘13. 3. 22)하여,

대상기관에 「 2013년도

획 」 을 통보 (’13. 4. 30) 하였는 바, 이후

경영평가계

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5

년도 경영실적보고서’ 가 제출되었으며,

‘2012

위원별 평가지표가 배부되고,

개 기관을 평가대상

12

월중 평가단 회의를 거쳐

6

월부터 8월말까지 현장 및 서면평가가

‘13. 6

실시되었음.
평가근거 및 평가일자
v 평가근거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v 평가단 평가일정
❍ 현지확인 평가 : 2013. 7. 2～7. 26 (기관별 1일)
▷ 경제진흥원 7/2, 신용보증 7/3, 디자인센터 7/4, 정보산업 7/5, 문화재단 7/15, 영화의전당 7/16, 여성가족 7/17
교통문화 7/18, 벡스코 7/19, 아시아드CC 7/23, 체육회 7/24, 생활체육회 7/25 장애인체육회7/26
❍ 서면평가 : 2013. 6월～8월

❍ 평가분야는, 대상기관의 기관장 리더쉽과 기관의 경영전반 등 공통
지표 실적과 기관별 사업지표 실적을 합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행
하였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최종 평가등급 결정을 결정
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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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측정) 방법

1. 기본원칙
❍ 평가지표는 평가대상기관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집행-성과도출』이라는 업무과정에 따라

『계획-

『리더십․전략-경영시스템-

경영성과』 3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음.
❍ 평가부문별 주요 평가내용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리더십/전략

비전, 목표, 전략, 리더십 등 조직을 이끄는 동인(動因)이
적절하게 작용되어 실행되는지 여부

경영 시스템

사업 추진활동의 효율성 및 조직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경 영 성 과

주요사업성과, 생산성, 고객만족도 등 경영활동 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

○ 평가부문 (평가 범주와 평가 지표로 구분)
평가 부문

평가 범주

리더십

◦ 관리자의 리더쉽과 책임경영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전

◦ 비전 및 전략개발
◦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평가 지표

략

경영효율화

고객만족도
경영성과

경영효율 성과

◦
◦
◦
◦
◦
◦
◦

예산관리의 합리성
재정관리의 합리성
보수관리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성과관리체계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
정부․시 정책준수 및 경영혁신 등
경영효율화 추진노력

◦ 전년도 대비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시 주관)
※ 기관별 사업 세부지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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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별 평가유형 구분
① 사업법인 분야
유 형
출자 기관2)
출연 기관3)

기 관 명
㈜벡스코, 아시아드CC(주)
(재)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재)부산디자인센터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② 대행법인 분야
유 형
출연 기관

기 관 명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문화재단, (재)영화의 전당

업무위탁기관 (사)부산교통문화연수원
시비보조단체 부산시체육회, 부산시생활체육회, 부산시장애인체육회

※ 분야 구분 기준
v 사업 법인 : 고유의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사업비 비중이 높으며,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
v 대행법인 : 고유사업이 시 위탁사업이나 대행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시비 의존도가 70%이상으로 높은 법인
v 기타단체 : 중앙 법인의 지부 또는 회원단체로 중앙법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비 의존도가 높은 단체

3. 평가방법
기 본 원 칙
v 계량(정량)지표와 비계량(정성)지표로 구분하고, 기본점수는 미부여
v 계량지표는 목표 대비 실적평가와 최대․최소목표 대비 실적평가를 중심으로 평가
v 비계량지표는 단계별평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가미하여, 비교가능성과 평가내용의 객관성을 기준으로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

2) 출자기관 : 주로 경제적 목적을 위해 투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권을 확보
3) 출연기관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가없이 자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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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지표는 기관장 평가와 기관 공통사항 평가로

,

각 피 평가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사회적여건 및 경영환경변화가 있어도 큰 변경
없이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

○ 기관별 지표 사업 지표 는 해당기관의 사업특성에 맞는 사업운영 전반에
(

)

대한 지표(* 단발성이 아닌 지속사업 중 해당기관의 사업특성과 업무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조절)

○ 평가방법은 기관별로 제출된

『2012년도

경영실적보고서』와 기타 증빙

자료를 대조하는 것으로 비계량지표와 기타 계량지표 실적 평가

○ 계량 정량 지표는 추세치 최근
(

)

(

3

년 이상 실적치) 평가나 전년대비 평

가 중심으로 하되, 이들 평가가 곤란한 경우는 최대․최소 목표대비
실적평가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 적용

○ 비계량 정성 지표는 단계별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

)

,

평가 등급간

점수 차이가 많은 경우는 평가위원이 적정 점수를 판단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가미하여 비교가능성과 평가내용의
객관성을 기준으로 적정한 방법 선택
❶ 계량(정량)지표 평가

○ 계량지표 평가는 과거실적

,

추세 등을 고려해 기준 목표에 따른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①목표부여(A), ②목표부여(B), ③목표

대비 실적 중 지표성격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

○ 목표대 실적 방법은 과거 실적이 없거나

,

신설 기관 등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기관간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지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평가방법 적용했음.
또한 정부정책이나 시의 정책이 변경되어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변경한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변경된 목표에 대한 객관적

○

자료는 해당 기관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반영하도록 하였음.
필요에 따라 실적치 분포도 평가, 전년도 비교 상승․하향 추세치
평가 등을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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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지표 평가방법 비교❙❙
평가방법

평가방법 개요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

①목표부여
(A)

※ 산식 : 평점

실적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최저목표 100점
×

○ 최고(최저)목표 = 이론상 최고(최저)치
- 상향지표 : 최고목표=기준치×110%, 최저목표=기준치×50%
- 하향지표 : 최고목표=기준치×90%, 최저목표=기준치×150%
○ 목표달성도 평가 60% +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 40%
※ 산식 : 평점=목표달성도 평점×0.6+전년대비 개선도 평점×0.4

②목표부여
(B)

목표달성도 평점

실적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최저목표 100점

전년대비개선도 평점

×

실적
= 전년도실적
110% 100점
×

×

○ 목표달성도 평가
※ 산식 : 평점

= 실적
100점
목표
×

③목표대실적 ○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하며, 제시된 목표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평가(총점의 30%)
○ 평가대상 과거 실적치가 없는 경우(신설 기관의 경우)

❷ 비계량(정성) 지표 평가

○ 비계량 지표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교
가능성과 평가내용의 객관성을 기준으로 절대평가와 단계별 평가 등을
혼용하여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했음.
구분

평가방법 개요

< 지표별 9단계 평정기준에 따라 평점 >
v 의지 ․ 노력 ․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점수 부여
절대평가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만족시키려는 임․직원의
의지는 어떠한가 ? (의지)
∘ 평가내용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는가 ? (노력)
∘ 실제로 평가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켰는가 ? (결과)

< 지표별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평점 >
단계별평가 v 평가지표별로 발생 가능한 실적을 단계(3~5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평가점수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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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평가의 등급 구분 및 평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등급
기준점수

9

8

7

6

5

4

3

2

평 점

점

100

～

점미만

90

점

90

～

점

80

점미만

80

～

점

70

점미만

70

～

점미만

60

점

～

점

60

점미만

50

50

～

점

40

점미만

40

～

점

～

이하

1

점미만

30

30

9등급

점미만

20

점

～

점

20

0

※ 각 등급별 평점은 의지, 노력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등급기준 점수 = 의지 점수 + 노력 점수 + 결과 점수)
- 평가기준
(예) 의지, 노력 및 결과를 각각 “매우 우수”,“우수”,“보통”,
“미흡”의 4가지로 구분 평점
* 매우 우수 = 3점,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 단계별 평가
비계량 지표지만 평가내용을 수치화․객관화하여 계량지표와 같이
평점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정부 및 시 지침 준수와 같이
그 시행여부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명확히 부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표실적에 따라 단계별로 평점을 부여하였음.
❙❙ 예

시❙
❙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1점

0.8점

0.6점

0.4점

0점

※ 평가점수는 지표별로 발생 가능한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평점
부여(단계 구분과 단계별 평가점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표정의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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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지표별 평가위원

▣ 공통지표
평가범주

평가지표

가중치
사업법인 대행법인

평가위원

관리자의 리더쉽과 책임경영

3

3

전 위원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4

4

오재환

비전 및 전략개발

3

3

김기승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2

2

김기승

예산관리의 합리성

4(△1)

3(△1)

배근호

재정관리의 합리성

4

2

배근호

보수 관리

3

3

공경태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6(＋0.6)

6(＋0.6)

-

항목 ① ~ ②

4(＋0.6)

4(＋0.6)

김귀재

항목 ③ ~ ④

2

2

노봉호

성과관리체계

4

4

공경태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

2(△1)

4(△1)

노봉호

리더십
리더십
/전략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효율화

정부․시 정책준수 및 경영혁신
등 경영효율화 추진노력

경영
성과

경영
성과

고객만족
성과

경영효율
성
과
고객만족
성
과

5(＋4,△4) 6(＋4,△4)

-

항목 ① ~ ③

(＋4,△4)

(＋4,△4)

김귀재

항목 ④ ~ ⑥

5

6

손판도

5

5

손판도

소 계

45

45

기관별 개별지표
(기관별 3～6개 사업분야)

45

45

고객만족도 조사

10

10

전체 합계

100

100

전년도 대비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항목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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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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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지표
기관명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위원

(1)주관전시회 전시장 총 사용면적

4

김기승

(2)외부(주최자)전시회 전시장 총 사용면적

4

김기승

(3)기타행사 전시장 총 사용면적

3

손판도

(4)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4

손판도

2.회의실활성화
(8)

(1)국제회의 유치건수

4

노봉호

(2)회의실내 행사개최건수

4

노봉호

3. 부대사업
활성화(8)

(1)부대시설 활성화 노력

6

배근호

(2)요트컨벤션사업 활성화 노력

2

배근호

1

오재환

2

오재환

(1)1인당 영업수익

4

공경태

(2)영업수지비율

3

공경태

(3)1인당 당기순이익

4

김귀재

(1) 골프장 유료입장객수

5

김기승

(2) 영업활성화 추진실적

3

손판도

(3) 고객만족 증대를 위한 노력

4

손판도

(1)1인당 영업수익

4

공경태

(2)영업수지비율

3

공경태

(3) 1인당 당기순이익

4

김귀재

(1) 시티투어버스 운영 실적

10

노봉호

(2)시티투어버스 영업활성화 추진 실적

2

노봉호

4.태종대 전망대 (1)임대보증금 관리
운영
(2)태종대 전망대 운영활성화 추진 실적
(5)

2

배근호

3

배근호

5.신규수익
사업 발굴 및
사회공헌활동
(5)

(1)영업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

3

오재환

(2)지역사회공헌 활동 실적

2

오재환

1.전시장활성화
(15)

(주)
벡
스
코

세부 평가지표

4. 경영혁신을
(1)경영효율화 추진 실적
통한 성장추구
(2)지역사회공헌 활동 실적
(3점)

5.경영수지개선
(11)

1.아시아드CC
운영활성화
(12)

아
시

2.경영수지개선
(11)

아
드
C
C
(주)

3.시티투어
버스 운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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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평가지표

1.중소기업
지원 사업
(17)

(재)
부
산

2.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
사업(9)

경
제
진
흥
원

3.창업 및 고용
지원사업(4)
4.신발산업
지원 사업
(10)

5.수탁사업
운영(5)

1.보증지원
사업(25)
(재)
부
산
신
용

2.사고 및
구상권 관리
(10)

보
증
재
단

3.보증제도
개선 노력
(6)
4.출연금 관리
(4)

세부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위원

(1)중소기업 자금지원 실적

4

김기승

(2)국내외 마케팅지원 실적

5

김기승

(3)품질인증 및 생산성 향상사업 지원

1

손판도

(4)기업애로 해소 지원

손판도

(5)기타 기업지원을 위한 노력도

3
1

(6)정책분석 및 정보제공 정도

3

노봉호

(1)소상공인 지원사업

2

배근호

(2)소상공인창업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3)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및 적정성
(1)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실적
(2)청년실업 고용지원 및 취업촉진 관련
사업추진 실적

4

배근호

3

배근호

2

공경태

2

공경태

(1)세계 일류브랜드화 사업지원 실적

6

오재환

4

오재환

2

김귀재

(2)금융중심지 네트워크 구축 실적

1

김귀재

(3)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도

2

김귀재

(1)보증공급 목표 달성률

15

김기승

(2)보증 효율성

손판도

(4)신용평가 업무의 적정성

3
5
2

(1)보증사고 순증률

3

노봉호

(2)구상권

3

배근호

(3)구상채권 회수노력도

2

배근호

(4)리스크 관리 및 구상채권 회수의 적정성

2

공경태

(1)보증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2

공경태

(2)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도

2

오재환

(3)홍보를 통한 보증저변확대

2

오재환

(1)기본재산 증가율 및 노력도

2

김귀재

(2)자금운영의 적정성

2

김귀재

(2)생체역학기반 성능평가시스템 구축 및
확산 기여도
(1)금융기관 유치 및 금융중심지 홍보
국내외 활동 실적

(3)특례보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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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호

손판도
노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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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위원

6
2
3
3

김기승

3

노봉호
노봉호

(3)미취업자 및 재학생 교육 실적

3
2
2
2
2
2

(4)신규 유망 인력양성사업 발굴 및 유치실적

2

공경태

(5)참여도 및 만족도 제고 노력

2

오재환

(1)디자인 관련 수탁사업의 주관사업자로의
선정 실적

3

오재환

(2)수탁사업의 추진성과

3

오재환

4

김귀재

1

김귀재
김기승

(2)SW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7
5

(3)지역SW 품질제고사업 실적

4

손판도

(1)IT전문 인력양성 실적

4

손판도

(2)부산게임 아카데미 운영사업 실적

2

노봉호

정

(3)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실적

2

노봉호

보

(1)G-STAR 개최 실적

5

배근호

산

(2)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BCC) 운영실적

2

배근호

(3)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지원실적

공경태

(4)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실적

2
2

(5)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사업 실적

2

오재환

(6)e 스포츠 문화조성사업 실적
(1)국제 IT교류협력사업 실적

오재환

(2)IT EXPO BUSAN 운영 실적

2
2
2

(3)국내기업 마케팅 지원 실적

2

김귀재

(1)지역중소기업 지원실적
1.디자인 진흥
사업(14)

부
산

2.디자인 기반
조성사업(10)

(2)디자인 컨설팅 실적
(3)사업선정 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4)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국비 확보율
(1)디자인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노력도 및
적정성
(2)국내․외 교류 추진 실적
(3)디자인정보 확산사업 실적 증가율

디

(4)디자인정보 제공사업 실적

자

(1)디자이너 창업 및 취업 활성화 실적

인

(2)재직자 교육․훈련 운영실적

센
터

3.인력양성사업
(10)

4.수탁사업관리
(6)

5.재단 운영사업 (1)시설․장비운영의 적정성
(5)
(2)영업외수입 증대 노력
1.IT산업 육성
지원 사업
(16)
부
산

업
진

2.전문인력
양성 사업(8)

3.CT산업 육성
지원사업(15)

흥
원
4.국내외
마케팅지원
사업(6)

(1)지역SW융합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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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승
손판도
손판도

배근호
배근호
배근호
공경태
공경태

김기승

공경태

김귀재
김귀재

2013년도(2012년 실적)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기관명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위원

(1)연구과제 선정의 적정성

3

김기승

(2)연구과제 관리체계의 적정성

4

김기승

(3)연구사업 성과

3

손판도

(4)연구성과의 확산 및 활용도

3

손판도

2.교류협력 및
지원사업
(10)

(1)대외 협력교류 및 홍보 강화

4

노봉호

(2)여성․가족관련 기관단체협력 기반 조성

6

노봉호

3.여성인력
개발(10)

(1)여성 경제활동 지원

5

배근호

(2)여성인력개발 교육

5

공경태

(1)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의 내실화

2

공경태

(2)지역 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6

오재환

(1)수탁기관 내실 운영

4

김귀재

(1)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3

김기승

(2)지역문화예술 지원확대를 위한 노력

4

김기승

(3)문화예술DB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

3

김기승

(1)문화이용권 사업

4

김귀재

2

김귀재

(3)도시철도 북 하우스 운영

2

김귀재

(1)문화예술 교육 전문인력 양성

2

노봉호

(2)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노봉호

(1)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 사업

2

배근호

(2)신규콘텐츠 보완, 개발 업무

2

오재환

(3)문화예술 국제교류사업 실적

2

배근호

(4)조선통신사 역사관 운영 실적

2

공경태

(1)창작공간 운영사업 성과

4

손판도

(2)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홍보

2

손판도

3

공경태

2

오재환

1.정책연구(13)
(재)
부
산
여
성
가
족
개
발
원

4.성평등 촉진
(8)
5.수탁기관
관리(4)
1.문화예술의
창작 지원 및
정보축적(10)

세부 평가지표

2.문화복지 및
시민 문화향수 (2)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제고(8)
부
산

3.문화예술교육
진흥(8)

문
화
재
단

4.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원
(8)
5.문화예술
창작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6)

(1)상설프로그램 운영 실적
6.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5)
(2)신규 문화콘텐츠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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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위원

(1)관람료 수준의 적정성

2

김기승

(2)이용객 증대 계획수립과 증대노력의 적정성

2

김기승

(3)기획영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적

5

손판도

(4)특화된 공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적

3

손판도

(5)시설내 임대업체 관리 및 지도

1

노봉호

(6)시설관리(유지보수체계) 적정성 및
고객안전을 위한 노력

2

노봉호

(1)부산국제영화제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4

배근호

2

배근호

2

공경태

6

공경태

5

김귀재

1

김귀재

6

오재환

3

오재환

1

오재환

(1)선진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최적의
맞춤교육실시

10

김기승

(2)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강의 만족도 제고

8

손판도

(3)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적절성

2

노봉호

2.어린이 교통
안전교육(7)

(1)어린이 안전교육실시 실적

5

배근호

(2)어린이 안전교육 홍보 실적

2

배근호

3.자전거 교통
안전교육(7)

(1)자전거 안전교육실시 실적

5

공경태

(2)어린이 안전교육 홍보 실적

2

공경태

(1)시민 무료영화 상영 실적

4

오재환

(2)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어린이 교통안전
질서 백일장 개최 실적

2

오재환

(3)교육시설 대관실적

5

김귀재

1.프로그램 및
시설운영
활성화(15)

(재)
영
화
의

세부 평가지표

2.부산국제영화제 (2)부산국제영화제 관광객을
안정적인
운영 및 볼거리 제공
개최 지원(8)

(3)부산국제영화제 기간
해소를 위한 노력

전
당

위한 편의시설

관람객

불편사항

(1)영화영상교육 및 영화제작 체험의 장 마련

3.중․장기적인
영화․영상
(2)아시아 필름 전문 아카이브 및 영화전문
인프라
정보자료 센터 구축
구축․운영(12)

(3)회원유치 실적

(1)세계적인 건축물로서 브랜드 가치제고 실적
4.다양한
홍보․마케팅을
(2)홍보․마케팅 추진방안 다각화 실적
통한 관광
명소화추진
(3)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영화․공연체험 등
(10)
사회공헌활동 실적
1.운수종사자
교육(20)
(사)
교
통
문
화
연
수
원
4.연수원운영
활성화(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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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위원

(1)꿈나무선수 발굴․육성 노력

8

김기승

1.체육진흥기초
(2)부산스포츠클럽 운영 실적
기반 강화(20)

7

손판도

(3)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

5

노봉호

(1)전국체전 상위권 도약을 위한 노력

4

노봉호

(2)연계 육성체계의 구축 노력

2

배근호

(3)전국대회 성적 향상노력

4

배근호

(4)우수선수 및 대표선수 육성 노력

2

공경태

체

(5)등록팀 저변확대 노력

3

공경태

육

(1)경기단체 및 체육지도자 육성지원 노력

2

오재환

(2)부산출신 국가대표 선수선발 실적

2

오재환

(3) 체육선수 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

2

김귀재

(4)부산연고 실업팀 유대강화 및 지원실적

2

김귀재

(5)부산지역 실업팀 지속창단을 위한 노력

2

김귀재

(1)생활체육동호인 클럽육성 지원실적

4

김기승

(2)생활체육교실 및 강습회 등 개최실적

4

김기승

(3)생활체육대회 지원 실적

2

손판도

(1)생활체육 대회유치 실적

4

손판도

(2)생활체육대회 참가자 증가 실적

4

노봉호

(1)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노력

7

배근호

(1)생활체육사업 사업계획의 적정성

4

공경태

(2)생활체육사업 사업선정의 적정성

4

공경태

2

오재환

(1)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규모 확대

4

오재환

(2)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적 향상

4

김귀재

(3)전국생활체육대축전 지원 확대

2

김귀재

부
산
광
역

2.전국체전
상위권유지
역량강화(15)

세부 평가지표

시

회

3.선진체육
환경분위기
조성 및
가맹경기단체
지원(10)

1.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10)
부
산
광
역
시

2.생활체육
대회개최 및
지원(8)
3.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육성(7)

생
활
체
육

4.생활체육
기반강화(10)

회

(3)생활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기관자체
노력도 평가

5.전국생활
체육 대축전
참가실적 향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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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

평가지표

1.장애인 생활
체육 활동
지원(18)

산
광

세부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위원

(1)장애인 생활체육동호인 클럽육성 노력

6

김기승

(2)체육교실 및 행사개최 실적

6

김기승

(3)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실적

6

손판도

(1)전국장애인체전 상위권 도약을 위한 노력

6

노봉호

(2)선수육성 지원노력

4

배근호

(3)전국대회 성적향상 노력

4

배근호

(4)우수선수 재정지원 및 선수 강화훈련비
지원 노력

4

공경태

(5)등록선수 확대를 위한 노력

3

오재환

(1)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추진의 적정성

6

김귀재

역
시
장
애
인

2.전국장애인
체전상위권
도약 역량
강화(21)

체
육
회
3.장애인 생활
체육 기반
강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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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단 구성

평가단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및 합리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학․경영학 분야 등의 교수 4명과 공인회계사 1명, 관련전문가 2명
등 민간인 7명과 공무원 1명(간사) 등 8명으로 구성하였음.
구 분

단

교

교

장

수

수

소 속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경제학박사)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경영학박사)

◦부산교통공사 경영이사
김인환

교

교

수

수

공인회계사

(시각디자인
박사수료)
동의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경제학 박사)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경영학석사)

부산발전연구원
관련전문가 지식경제본부
(사회학박사)
공 무 원

부산광역시
(간 사) 재정관리담당관실

◦부산진구․사하구 부구청장
◦부산광역시 기획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팀장

김기승

◦한국응용경제학회 및 국제경제학회 이사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파생상품학회 총무이사
손판도

◦금융공학회 편집위원
◦고려대 동북아경제연구소 연구원

동명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주요 경력

성 명

◦(사)한국환경콘텐츠 디자인학회 회장
노봉호

◦부산정보기술산업협회 부회장
◦부산시 주민예산/건설기술/건축/심의위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배근호

◦공공기관 정책자문위원
◦한국경제신문사 기자
◦부산시 공사공단 사장평가위원(‘10~)

공경태

◦부산시 공기업 결산감사 공인회계사
◦부산대학교 회계학과 외래강사
◦부산시 공사․공단 사장평가위원(09)

오재환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창원대 강사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원 객원연구원
◦행안부(*현,안행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03～06)

김귀재

◦행안부 경영효율화 T/F위원
◦행안부 재정회계분야 T/F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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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관별 평가의견

㈜ 벡 스 코
▣ 주식회사 벡스코는(이하 ‘회사“라 한다.)
○ 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수출규모에 비해 부족한 전시컨벤션 인프라 시설
확보와 이를 통한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월

12

설립되었으며
가

KOTRA

26.00%,

2012

년

월말 현재 부산광역시가

12

현대건설이

21%

년

1995

37.84%,

의 지분을 가지고 대주주로 참여

하는 주식회사로서
▷ 전시장·회의장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임대와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의, 이벤트 행사,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그 밖에 전
시·컨벤션시설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조직은 사장, 2본부(경영본부, 마케팅본부), 8팀 70명 규모이며(정원 78명),

이사회가 있으며, 2012년도 예산규모는 25,644백만원이다.
○ 회사는 지방 전시·컨벤션 센터로서는 유일하게 흑자경영을 지속적으로 달성

하였으며, 부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12.

월 요트 컨

4

벤션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12년 개최 MICE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결과, 생산유발액 1조

1,334억원과 고용유발효과 10,360명으로 전시컨벤션 기반시설로서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평가분야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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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지 표
□□ 관리자 리더십/책임경영 분야 □□
○ 관리자는 ‘동북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추진목표와 전략을 적절하게 수립
하여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는 공익성과 주식회사로서 수익성을
최대한 높인다는 사뭇 상반된 목표를 적절히 조화시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관리자는 기업가치 창출 극대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활기차고 건전한 조직문화 창조라는 경영철학을 기반
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녹색 경영 실천,
핵심고객을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간부회의, 워크샵, 체육대회 등을
통해 직원들과의 경영철학을 공유하는 등 고객, 직원, 이해관계자와 소통
하는 쌍방향 소통 경영을 하고 있다.
○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노력이 전 조직 단위에 걸쳐 체질화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구성원에 대한 온라인 교육 및 학점이수제 등의 시행으로
지속적인 직원 역량 증진 및 혁신의 분위기까지 배가된 것으로 보인다.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 윤리경영을 위해

’06

년

월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으며,

8

’09.11

월에는 행동강령을 전면 개정하여 시대변화에 맞춰 소속 직원들의 행동준
거를 마련하였고, 상임감사 아래 경영기획팀장, 감사담당 직원을 배
치하여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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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향후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종합적인 직원 청렴교육을 계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클린센터 설치 등 내부통제제도를 보완하여 청
렴성을 유지·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을 획득하고, 품질 경영, 환경 경

ISO 9001, 14001

영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은 물론 고객만족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고
객 유형별 서비스기준에 따른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을 관리함과
병행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환류기능을 강화하는 등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
○ 회사는

SWOT

분석을 통해 조직의 강점 및 약점, 기회 및 위협 요인 등을 파

악, 이를 고려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2008년에 수립한 중장
기 경영전략은 “VISION 2015”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그 간의 추진실
적을 점검하고 경영목표와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재설정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지 시간이 경과되었고 빠르게 변
화하고 있는 국내외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새로운 전략을 매년 구체적
으로 update하는 노력을 배가하여 아시아 3위권, 세계 10위권 글로벌
전시컨벤션 센터 진입을 위한 확고한 회사의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분야 □□
○ 회사는 사업의 성질 및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을 시 얻을 수 있는
성과·기대효과 등에 대한 예측·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별 실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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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시·컨벤션 관련
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확충사업의 추진 지원을 위해

확충

“

시설 개관 준비단”을 발족, 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의 최적화를 도모하
고자 하였다.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통해 대형 국제행사 유치 확대, 요
트컨벤션 사업이라는 타 전시컨벤션 기관과는 차별화되는 신사업 추
진 등 사업계획에 따른 업무 추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규정
보완 등 프로세스의 개선이 이루어져

년 대비 신규 전시회 주관

2011

도 대폭 늘었으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예산관리의 합리성 분야 □□
○ 자체 예산 편성시 심사 및 부서 간 사전·사후 협의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

영되고 있으며 예산수립 절차도 합리적으로 평가되며 또한 중장기 경영
계획인‘VISION 2015'를 수립하여 연도별로 체계적인 예산안을 책정
하고 있음은 물론 예산집행 결과의 분석과 그에 따른 피드백이 대체로
적절하게 이루어져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되는 등 합리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회사는 또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유 카드를

100% 클린카드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청렴한 문화를 창출하
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재정관리의 합리성 분야 □□
○ 회사는 전시컨벤션 사업수입의 증가와 제2전시장 확충으로 인한
임대사업 수입의 증가 등 영업수입의 증가에 힘입어 2012년도 총수
입 대비 자체 수입비율이 90.7%를 기록하여 이전년도 대비 5.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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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합리적인 고정자산 관리를 위해 자산
관리요령을 제정·운영함은 물론 RFID를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물품구매시 구매 소요에 대한 검토 후 물품구매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구매절차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 회사는 또한 자금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2012년 2회 개최)하여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유휴자금을 투자(보유자금의
89.3%를 수익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연평균 4.57%의 이자 수익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시중 공시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해당되어 유휴자
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여 회계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한 점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 입찰을 시행하고 예산 및 지
출담당자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 보수관리 분야 □□
○ 회사는 전직원 연봉제를 2002년 이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성
과상여금 및 연봉 인상을 차등 적용하여 직원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
성과에 따른 연봉조정을 위한 성과평가 등급을 2단계 차등 적용하
고 있다. 하지만 성과급의 차이가 최고120%에서 최저80%에 머물러
있어 등급간 성과급 차이를 보다 더 크게 함으로써 동기부여를 강
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 □□
○ 회사는 전시․컨벤션 시설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2012.

월 제2전시

6

장과 오디토리움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마케팅본부 중심으로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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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하고 있으며(’10년

명

62

→

’11년

명

67

→

’12년

70

명

→

’13년

명),

78

직급별 정원분포는 피라미드형 조직으로 업무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인력이 배치되고 있다. 고객접점 인원을 강화하는 등 고객지향적 조직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능력과 평가중심의 인사관리제도 운영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학점이수제 운영, 관련 자격증 취득지원 등 학습지향
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 회사는 또한 다면평가 도입 운영으로 건전한 조직문화와 개인 역량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타 팀 직원, 해당 팀 직원, 팀장, 본부장 평가 등 360
도 평가 시행,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평가 시행으로 객관성 확보를 하였
고,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직무분석을 시행하여, 현행 평가 제도(다
면평가, 업적평가)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선점 보완을 위한 노
력을 지속하였다.
○ 아울러, 직원별 직무 조사를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무 부여하여 직
원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향상하고 적성에 맞는 배치를 통해 조직 전체
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전환배치를 통해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한 업무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혁신적 인사관리 제
도의 도입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 된다.

□□ 성과관리 체계 분야 □□
○ 회사는 연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실적 등에 기초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사 목표, 팀 목표, 개인 목표의 유기적인 결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팀별 목표를 각 팀장이 설정하고 팀별 목표에 따라 개인별 목표를 할당
하고 그 내용을 임원 보고회를 거쳐 조직과 구성원의 목표를 확정하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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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시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 설정된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제도에 대해 그 합리성과 공
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도에 직원 대상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
가방법에 대한 직원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함은 물
론 직원 의견을 바탕으로 한 직무분석을 통해 현 평가 제도에 대한 진단
및 평가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 분야 □□
○ 회사는 부산국제모터쇼 개최, 부산 세계 개발원조 총회 성공개최 등
으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2건, 부산광역시장 표창 4건 등 총 6건의
대외수상 등으로 기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전파하였으며, 감사직
무 시행요령 제정과 내부감사 시행으로 공익 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1
사1촌 자매결연, 장학금전달, 위아자 나눔장터 참여 등을 통한 지역사
회 공헌활동을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 정부, 시 정책준수 및 경영혁신 등 경영효율화 추진노력 분야 □□
○ 회사는

년도에 제2전시장과 오디토리움 준공 등 시설확장에 따라

2012

정규직원

명, 계약직

2

55

명, 시설관리 협력업체 추가채용

67

명 등으

로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친
환경 상품·중소기업제품·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등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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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부 및 시의 각종 권장정책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관리자
는 직원과의 혁신대화창구 상설화를 통하여 대표이사-직원간 분기별
조례, 노사협의회 통한 직원 건의 사항 수렴, 대표이사와의 대화 정례
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 직원과 대표이사 간 대화창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전년대비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분야 □□
○ 회사는 전년도 경영평가 미 실시평가 기관으로 2013년도에 처음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취득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를 한다.
○ 부산광역시가

2013. 7. 24

~

8. 27(35

일간) 기간동안 경영평가 대상기

관별 정책고객 및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사)한국발전연구원 용역), 종합점수

((

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고객만

86.2(100

족도 제고 노력 점수는 취득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로

점이다.

4.2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4점 이하

5.0점

4.2점

3.4점

2.6점

1.6점

그림. 2013년 부문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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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처리 만족도, 공정성, 청렴성 등이 포함된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노력정도 점수가 모든 부분 중에서도 제일
낮은 81.4점을 기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개선 및
건의내용으로 제시된 사항

-

마이크나 기계 같은 것을 가져가야하는

지 몰라서 불편사항이 있었다.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 안내하고 공
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홈페이지에 정보나 공지사항이 올라오는데
정보가 약간 부족하다. 디테일하게 올려주었으면 한다. 임대시 오전
과 오후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식은 매우 불편하니 원하는 시간만
큼만 사용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 및 호텔식사도 비용부담이
크니 식사할 수 있는 장소제공과

1

일주차권도 업체에 부담이가지

않도록 저렴하게 개선, 유아행사를 유치하기 이전에 유아와 엄마를
위한 수유실 및 편의시설을 갖춰달라,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은 괜찮
은데 직원분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엠프때문에 공연이 어렵다. 소리,
방음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등

-

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을 위한 개선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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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업지표
□□ 전시장 활성화 분야 □□
○

년 전시장, 외부 주체자 전시장과 기타행사 전시장 총 사용면적이

2010
2010

년과 비교해 각각

18.5%,

2.4%

와

38.3%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

내는 물론이고 국제회의 유치 노력으로 전시장 사용면적이 크게 증가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부산지역의 전시컨벤션 관련 인프
라와 벡스코에 대한 외부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감안하면 외
부주관 전시장 이용실적 증가가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국내외 행사 유치 노력으로 성과를 배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회의실 활성화 분야 □□
○ 회사는 타 지역 대비 어려운 유치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유치 마
케팅 활동 및 유관 기관과의 효과적인 공동마케팅 협력을 통해
2011년 58건에서 2012년 60건의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전년 대비
103.44%의 향상도를 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산지역 경제발전 및
도시 브랜드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2년 시설확충과 더불어 경영수
지 적자가 예상되었으나, 확충시설 운영에 대비한 공격적 마케팅으
로 부산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국제해양플랜트전과 문화 불모지라
는 오명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한 아트쇼 부산 등 신규 전시회의
개최 등 총 19건의 주관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은 물론 전시장과
회의장별 임대 마케팅 활동 강화로 개관이래 사상최대인 총 903건의
행사 개최 및 이를 통하여 570백만원의 당기순이익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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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사업 활성화 분야 □□
○ 총임대 가능면적은 3,865,288㎡ 이고, 실제 임대면적은 3,645,343㎡
으로서 임대율은 94.31%를 기록하였다.
○ 부산 PEO 참여비율은 2010년도 45%이고, 2012년도 47%로서 평가산식
(당년도 행사참여비율/전년도 행사참여비율)에 의해 104%를 기록하였으
며, 행사참여비율은 2011년도 10%이고, 2012년도 11.86%로서 평가산식
(당년도 행사참여비율/전년도 행사참여비율)에 의해 118.6%를 기록하고
있다.

□□ 경영혁신을 통한 성장 추구 □□
○ 회사는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한 RFID 기반의 자산관리 프로그램 운
영하고 선진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직무분석 용역을 시행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무 부여하여 직원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향상하고 적성에 맞는 배치를 통해 조직 전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
다. 향후 지표 설정에 있어 시스템 도입이나 용역 시행여부 보다는
실행이후 관리 운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로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경영수지 개선 분야 □□
○ 회사는 2012년 570백만원의 이익을 시현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 추구 등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자산규모 927억원과 매출액 236억원에 대비하여 다소 적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보다 수익성 창출에 적극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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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드컨트리클럽㈜
▣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이하 ‘회사“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관광
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획,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1997년 1
월 10일에 설립되었다. 1999년 중 1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2012년말 현재 자본금은 150억원이며, 최대주주는 48%의 지분을 소
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이다. 한편, 회사는
사 출범에 따라

2012.

10

월 부산관광공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설립 및

”

운영조례“에 의거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운영
하고 있다.
회사는 2012년말 현재 회원제 골프장 운영 사업과 태종대 전망대
사업 및 시티투어버스 사업의 세가지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사업 부산관광공사로 이관)

(2013.1.1.

○ 조직은 사장, 5팀 (총무팀, 시설관리팀, 경기팀, 고객서비스팀, 시티투
어팀) 46명 규모이며(정원 53명) 이사회가 있다.
○ 회사는 주력사업인 골프영업 활성화를 통해 국내 명문 골프장으로
서의 위상을 쌓았으며

YTN

선정 ‘대한민국

10

대 골프장’으로 뽑히

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올렸으며, 다른 유사업종의 회원권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아시아드

CC

의 회원권은 꾸준히 상승하는 등

사업영역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분야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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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지 표
□□ 관리자 리더십/책임경영 분야 □□
○ 관리자는 다년간의 골프장 관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분좋은 골

프장’이라는 비전과, ‘날마다 새롭게 모두가 즐겁게’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고객서비스 강화, 직원 역량개발 등 기업가적 정신에 입각
한 경영철학을 전파하고 있으나, 조직 내부구성원들과의 소통강화,
직원들의 자발적인 업무 수행 추진, 직원 아이디어를 통한 골프장
운영개선 등 체계적인 경영방침 확립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직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나 내부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조직 효율 향상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2007.10)과 임직원 윤리강령(2004.11)을 제정
하고, 이에 기초하여 내부감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객 서비스가 중심인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렴성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원 행동지침서 발간, 청렴서약서 작성 및 윤리교
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고객 만족서비스를 위해 진행원 친절도 평가카드 운영, 고객 의견

사항 작성,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과 고객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객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
한 자체적인 고객만족도 조사(회원, 비회원)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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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내부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직원들 스스로가 서비스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
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
○ 회사는 SWOT 분석을 통해 조직의 강점 및 약점, 기회 및 위협 요인 등을
분석하였는데, 위기요인으로 소비 심리 위축 등의 경제 환경적 요인과
가격경쟁 심화라는 시장환경적 요인을 꼽았으나 이러한 위기를 돌
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시장 및 고객 선호
등의 변화 부분에 대한 파악과 계획 반영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
하다. 또한 단기 및 중장기 경영전략이 무엇으로 수립되었는지, 어
떻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지속가능한 회사 운영
을 위해서는 확실한 비전을 정하고 각각의 사업별로 중장기목표를
설정,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목표 달성전략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체계적인 경영전략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분야 □□
○ 주요 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와 영
업활성화 추진실적, 고객서비스 향상 실적 등의 세부사항 이행여부
및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는 각각의 사업실행계획의
효율성과 경영개선 기여여부를 심의, 의결하고 있지만, 사업성과 평
가지표 및 세부 평가항목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하며 추후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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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관리의 합리성 분야 □□
○ 회사는 회사 발전을 위한 운영 방향 등이 포함된 중장기 경영계획

을 다소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각각의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
성이 미흡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예산 전략 및 시나리오의 부
재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분석하여 익년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

였으며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나 현재의 예산
집행 실적 분석은 단순히 과거의 예산·결산액을 제시하고 간단한 증
감 사유만을 보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몇 년간의 예산 집행 추
세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feedback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재정관리의 합리성 분야 □□
○ 회사는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율이 95.8%로서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도 부산시로부터 5억6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바 향후 자체수입 비중이 100%가 되도록 노력을 배가하여 지속가능
한 자립경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아시아드CC는 유휴자금을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채권과 부산은

행의 정기예금(1년만기)에 적절하게 분산 예치하고 있다. 특히 부산
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비교적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유휴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점과 금융상품을 수익률이 비교적 높으면서
안전한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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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관리 분야 □□
○ 회사는 전년도 노사합의를 통해 연봉총액 기준

의 보수인상을

5.55%

단행하였는데, 이는 부산시의 총인건비 인상율보다 높은 것이지만 동
종업계의 보수 수준보다는 낮아 신규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 보수 수준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인정된다. 다만,
현재 회사는 성과에 근거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연
봉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2013년부터 도입), 직원 역량강
화를 위한 학자금 지원, 야유회 행사, 공기업 직무능력 향상 교육에
참석(2회)하는 등 복리후생제도를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 □□
○ 회사에서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자체 인사규정 및 취업규정에 의
거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능력개발을 위해 공기업 직무
능력 향상과정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동종업계의 운영기법 습득 및 차
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벤치마킹을 시행하는 등 노력하였다.
○ 고객서비스 강화와 영업활성화를 통한 경기불황 극복을 위해 고객서비
스팀 부활하고, 결원 발생시 인력 수급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연습장 시설관리 및 미화 업무 등을 외주 전환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구성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인사와
연계시키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개인
역량이 조직 역량과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

□□ 성과관리 체계 분야 □□
○ 회사는 경영내실을 통한 제2의 도약 발판을 마련한다는 경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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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고 직원 근무성정과 직무수행능력을 펑가하고 있으며 합리
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①보직 공모제 시행, ②복수직급
제 운영, ③전문교육 외부위탁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 근무성
적과 직무수행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고과 규정의 사원 종
합능력 평정표에 의거 평정을 실시하여 차기년도 연봉계약시 반영하
는 등 전산화된 BSC시스템 구축은 없으나 성과관리를 일부 시행하고
있다. 구성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인
사와 연계시키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 분야 □□
○ 회사는

년

2012

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10대 골프장”에 선정되고

YTN

KLPGA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명품 골프장으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
련하였으며, 국제신문 (2012.11.2.자) “명품대회 숨은 주역 ‘익사이팅 아시
아드’”등의 언론 보도를 이끌어 내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창출에 기
여하였다. 또한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 환원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시
거주 다문화가정 초청 투어 행사, 부산거주 탈북자 시티투어버스 무료
탑승, 다자녀가정 우대 및 가족요금제 등을 시행하는 등 공익기관으로
서의 사회적 책임수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 정부, 시 정책준수 및 경영혁신 등 경영효율화 추진노력 분야 □□
○ 회사는 2012년에 락카 관리 및 프론트 업무 등 계약직 직원 24명의
직원 채용, 친환경상품 구매, 국가유공자의 자녀 2명 고용, 신기술제
품인 (주)알파트로닉스의 스마트폰 배터리 급속 충전기‘U 스피론’등을
구매하는 등 정부 및 시의 권장정책을 일부 준수하고 있어 보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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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정부 정책 준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효율화
를 위한 혁신노력 보상과 관련해서는 규정집 제20조 및 제21조(성
과 및 지급방법)에 직원 보상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업무성
과에 따라 직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고객만족 및 제도개선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공로
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
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성과보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추
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전년대비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분야 □□
○ 회사는 전년도 경영평가 미 실시평가 기관으로 2013년도에 처음으로 고객만
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취득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를 한다.
○ 부산광역시가

2013. 7. 24

~

8. 27(35

일간) 기간동안 경영평가 대상기

관별 정책고객 및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사)한국발전연구원 용역), 종합점수

((

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고

87.4(100

객만족도 제고 노력 점수는 취득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로

점이다.

4.2

그림. 2013년 부문별비교

○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처리 만족도, 공정성, 청렴성 등이 포함된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업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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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과정 중“민원관련 자료나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다”의 지원
성 분야가 83.2점으로 최저를 기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4)결과에 의하면 업무처리

환경 부문의 신뢰성, 업무처리 과정 부문의 편리성, 업무처리 결과
부문의 공정성이 중점 개선분야로 지목되어 이 또한 개선이 요구된
다 하겠다.
○ 특히, 개선 및 건의내용으로 제시된 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함을 막아놓았음. 고객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
다, 부킹 시 직원이 한 명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전화연결이 잘
안 된다, 캐디 fee를 프론트에서 일괄 계산했으면 좋겠다, 제휴할
때 회원 의견도 수렴해 달라. 예약기간 1주일전으로 바꿨으면 좋겠
다, 골프장 상태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홈페이지 에러를 건
의했는데 3개월 동안 개선이 없다, 캐디인원이 부족하고 불친절하다
등 - 에 대해서는 향후 즉각적인 개선과 보완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4)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각 속성의이용전 중요도와
이용후 만족도를 평가하여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와 성취도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평가기법이다. IPA 분석은 기대와 만족 평가
를 동시에 함으로써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결과해석이 용이하여 실무적인 활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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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업지표
□□ 아시아드 CC 운영 활성화 분야 □□
○ 2012년 골프장 유료입장객수는 10만 9,949명으로 2011년에 비해
10.7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새로운 CEO 취임이후 공
격적 영업활동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회원 유치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배가 하였으며 여성고객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연중 고른 골프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비회원 등 유치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영업활성화 추진전략으로 자체 홈페이지, 골프유닷넷, 회원권 거래소 홈페
이지를 활용한 상시 홍보를 진행하는 등 골프장 및 주요 사업부문에
대한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출증대를 위해
각종 행사(KLPGA)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아시아드
CC를 외부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경영수지 개선 분야 □□
○ 2012년도 임직원 1인당 영업수익은 214,986천원으로 전년도 199,619
천원보다 증가하였고, 영업수지비율도 전년대비 89.30%에서 90.05%
로 소폭 개선되었는데, 이는 골프연습장 인수와 같은 새로운 수익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공격적인 마케팅과 고객서비스 개선으로 골프장
이용객 유치 활성화, 시티투어버스 이용 편의 제고 등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성과이다. 다만 1인당 영업수익과 영업수지비율의 전년
대비 개선도가 각각 96.17%와 84.73%로 향후 비용은 절감하고 수익은
창출하는 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여지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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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투어버스 운영 분야 □□
○ 전년대비 시티투어버스 탑승객수와 총매출액이 모두 증가하는 성과를 거
두었는데,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켓팅 전략, 운행코스
확대 및 버스 증차 등 고객서비스 개선, SNS를 통한 입장권 판매
추진, 부산시티투어 모바일 앱 및 버스도착 정보시스템 구축, 신규 테
마형 관광코스를 개발함은 물론 외국인 안내서비스 강화 대책의 일
환으로 투어버스내 다국어 음성안내기 비치, 부산역내 관광안내소
안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영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에서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 태종대 전망대 운영 □□
○

년도

2012

10

월 입점업체 대표자와 한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건의

사항들을 청취하였으며 고객소리함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불편 및
개선사항을 수렴하였으나, 피드백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선책과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평
가된다.

□□ 신규수익사업 발굴 및 사회공헌활동 분야 □□
○ 회사는 ㈜포에버필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용중인 골프연습장사용
권을 조기 인수하여 투자 첫 해인 2012년 투자금액(650,000천원)을 전액
회수하는 등 신규 수익창출 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구성원이 수용하는 공유
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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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부산 YMCA 새터민지원센터 및 부산동부경찰서와의 MOU를 통
해 저소득층, 새터민 등에 대한 무료 시티투어버스 관람을 실시하였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다자녀가정할인, 장애인 할인 제도를 시행하
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향후 종합적인 지
역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자체 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2 -

2013년도(2012년 실적)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재)부산경제진흥원
▣ (재)부산경제진흥원은
○ 지방자치화시대에 있어 부산의 소상공인·강소기업들이 필요로 하

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재)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중소기업
청이 출연하여 2008. 2. 1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 지역기업 육성자금 추천 등 자금 지원, 지역상품 국내 판매 지원, 지역기
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지역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기술개
발·정보화·교육지원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One-stop &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 광역권 경제정책 및 경제현안 분석·연구를 통한 광역경제권 글로벌 경
쟁력 제고와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조직은 이사장, 1실 2부 4센터(수탁부서인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별도)

73명 규모이며(정원 81명), 이사회가 있다.
○ 2012년도 예산규모 : 35,717백만원(일반회계28,115, 특별회계 7,602)
○ 예․결산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실적 및 업무보고, 검사 등 대부분

부산시의 지도․감독과 승인을 받고 있고, 각종 사업추진시에도 부산시의
정책을 우선 반영하는 등 부산시와 중소기업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
은 실정으로, 매년 경상운영비의 상당부분을 국비․시비 출연금에 의존
하고 있다. 평가분야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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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지 표
□□ 관리자 리더십/책임경영 분야 □□
○ 2010. 7월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한 관리자는 지역경제에 정통한 금융·경제 전

문가로서 진흥원이 직면한 외적·내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극복
하기 위해 “신경제도시 부산 구현의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선포, 비전
달성을 위해 4단계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관리자의 경영철학과 비전을 경영
목표와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일자리 창출,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등의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단행한 조직 개편(창업지원본부 신설, 지식서비스 지원센터 확대
등)과 진흥원 사업의 목적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업무 유관 기관(9
개)과 협약 체결, 부산 중소기업 및 기업단체 등과의 협력으로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경영비전을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공유한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 공익성과 수익성 조화 측면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익적 지

원 사업을 확대하고, 진흥원 자체 수익사업 확대를 위해 자금운용 개선
으로 이자수익 확대 등을 시도하여 전년대비 자체수입이 21.8% 증가하
였으나, 여전히 자체 수익성 확대를 위한 노력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
로 보인다.
○ 또한 조직 역량 증진을 위해 직원의 경력 단계별 역량목표 확립으로 직

원들의 관리 능력을 높이고,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한 직원 행동 지침
수립 및 기업 옴부즈맨 운영으로 기업 현장애로 상담 및 해소를 지원하
는 등 전사적 고객만족 경영추진 시스템 확립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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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

부산경제진흥원은 윤리경영에 대한 정의로
Clean

BEPA

“

고객에게 신뢰받는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 윤리헌장 제정,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윤리경영 전
담조직으로 기획감사팀 운영, 직원 청렴 서약 체결 등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클린센터, 직무관련 범죄 고발 내규마련
을 통해 내부감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연초에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윤리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추진하는 등의 체계적인 청렴 교육 등이 부
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
○ 온라인 고객서비스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정보제공, 정기적인 메일링

정보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고객별 서비스기
준 강화, 온라인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제공
을 넘어서 보다 실질적인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고객욕구조사를 실시하
여, 상호 소통하는 고객 서비스 실천이 필요하다.

□□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
○ 불확실성이 높은 세계경제 상황과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SWOT분석을 통해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 이에
적합한 기관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4개년 계획 수립시

매년

조직 문화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각각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적
인 조직의 문화의 형성과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경제여건과 환경이 달라지면서 부산시 등 유관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가 창업, 지식서비스, 일자리 창출, 마케팅 지원, 지금지원, 청년
일자리 매칭 등으로 다양화되고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으나 조직 및

- 25 -

2013년도(2012년 실적)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인력 규모가 새로운 업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양성에
비해 업무처리의 질적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분야 □□
○ 사업별로 재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중기재정 계획을 수

립한 후, 사업단위로 평가 후 재정지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체 재정
규모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사업평
가위원회를 통해 기존 사업을 zero-base에서 검토 및 신규사업 검토
를 진행하고 있으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
이고 부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전체 예산 중 사업 예산의 비중이 87.1%로, 그 중 절반 정도인

41.4%가 중소기업 자금지원 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창업 및 일자리 창
출 지원부분이 18%로 나타나고 있어, 새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청년창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 뒷받침하
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예산관리의 합리성 분야 □□
○ 진흥원은 중기 재정 운영 계획수립시 부산시의 비전과 정책 우선 순

위를 반영하고 당년도 예산편성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진흥원의 예산
편성시 부산시 중기 재정계획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 투자분석이 주로 정성적 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파

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개선점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중기 재정 계획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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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년의

2011

년도 경상 예산대비 시비보조금의 비중은

2012

61.8%

로

50.1%

보다 개선되었다. 또한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전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였으며 재정 건전성
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경비를 최소화한 점은 긍정적이다.

□□ 재정관리의 합리성 분야 □□
○ 진흥원의

비

년도 자체 수입은

2012

백만원으로 총수입

3,862

백만원 대

8,062

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양한 수익창출을 위한 노

47.9%

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절감, 각종 사업
추진시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불필·불급한 집행을 최대한 억
제할 필요가 있다.
○

년도 총수입대비 이자수입 비율은

2012

로서

7.3%

년도 보다 증가한 수

2011

치로, 유휴자금을 이율이 비교적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으나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투명한 거래기관 선정
및 높은 금리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진흥원은

년도에 회계규정 개정의 사유가 없어 개정하지 않았으

2012

나 회계규정 제2조에 의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관리를 적절
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ERP

회계시스템을 시행하여 회계처리의

정확성과 추진사업별 회계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보수관리 분야 □□
○ 진흥원은 개인별 성과 계획에 따른 성과측정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정대상자의 성과결과에 따라 차별적 보상제도를 운용하여 평정결과에 따
라 4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연1회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 성과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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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급하고 있다. 진흥원에서 간부직원은 3급이상이 해당되지만 성과
급제의 확대를 위하여 4급까지도 연봉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향후 신입사
원의 업무역량이 확대되어 성과급을 통한 생산력 향상이 기대되는 시점
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진흥원은 공무원 봉급 및 수당체계를 기관의 상황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

고,

년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준용하여 정부 및 부산시의 인상

2012

율 기준과 동일한

2.8%

인상율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보수체계를 유지하

고 있다.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 □□
○ 진흥원은

월

2011.7

「중장기

립하여 기존 원장,
2011.

9.

부 원장,

1.

축․개편하였으며,

3

부

인적자원 운용계획(10년
센터 부설2센터

2

실3부2센터 부설1센터

1

2012.

7.

을 수

: 2011～2020)」

명이던 조직․정원을

100

명으로 정원

81

19

명을 감

수정 중장기 인적자원 운영계획을 수

6.

립하여 경제진흥원 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야별 인적
자원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하였다.
터

부설센터

1

명,

19

급

5～6

명(현원

81

명)이며, 조직형태는

73

명, 7급 이하

42

월말 현재 기구는 1실2부3센

2012.12

급 이상

2

명,

5

급

3～4

명 등 안정적인 하위직 위주의 피라미드

14

형태로 기업 옴부즈맨실, 기업지원부, 창업고용 지원부, 소상공인 자
금지원을 위한 원스톱 기업지원센터와 창업지원을 위한 지식서비스 산
업지원센터 등 고객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탁사업으로 운영되
고 있는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는 정원외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및 고객수요에 따른 맞춤형 직무배분,

내․외부 여건변화를 고려한 인력배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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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운영 등 학습지향적 조직운영 등 조직운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운
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성과관리 체계 분야 □□
○ 관리자는 임기 중 달성하여야할 경영목표와 성과계획이 포함된 직무수

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원장에 대
한 직무수행 평가결과는 연봉 또는 성과급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 담당업무별 성과달성계획의 중점 성과목

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개인목표와 부서목표의 연계를 통한 종합 경영
전략을 도출하고 있고 조직진단을 통한 직무분석, 개인별 성과 목표설
정 및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을 통해 선순환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실적 합산이 부서의 실적으로 평가되도
록 하여 평가의 임의조정을 방지하였고 실적평가 외 직무 수행능력의
평가를 통해 인사배치, 업무조정 등의 인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 있다.

□□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 분야 □□
○ 진흥원은 2012년 대외수상 실적이 총 9명으로 부산시, 지식경제부 등

정부포상이 4명이며, 지역 기업단체들로부터 받은 공로상이 5명으로 사업
수혜자인 지역 기업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는 등 긍정적인 기관 이미
지를 구축하고 있다.
○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2012년도 자원봉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매월 정기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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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진흥원의 역량을 활용한 사회
공헌을 위해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사업, 대학생들의 재능기
부를 활용한 소상공인 튼튼경영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적 교류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 시 정책준수 및 경영혁신 등 경영효율화 추진노력 분야 □□
○ 진흥원은

년에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정규직

2012

명과 계약직

명과 부산 창업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한 계약직
명 등

7

명의 채용하여 정원

13

1

명 등 정규직

2

명과 계약직

명 등

1

2

명 대비

81

6

의 신규인

16%

력 채용,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고용실적이 있으며, 재정조기집행 계
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조기집행 대상예산
대상목표액을

백만원 중 조기집행

9,630

백만원으로 설정, 추진한 결과

5,847

에 해당하는

69.4%

백만원을 조기 집행하였으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 친환경

4,058

상품구매을 구매하는 등 정부 및 부산시의 권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 관리자는 경영개선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성과중심 인사운영, 국비지

원 사업확대 등을 통하여 기관 만족도 향상(’11년
점), 직원 교육실적 향상(1인당 연

점에서

87

시간(11년)에서 연

4

29

년

’12

92.4

시간(12년)),

대외 사업 경진대회 우수, 대외포상증가, 타 기관 네트워크 증가, 지역
기업인, 시민대상 표창지원, 지역 기업단체, 기관행사 지원과 중소기
업 융합 지원사업에 우수한 실적을 거두는 등 경영효율화를 도모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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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분야 □□
○ 전년도 대비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

관 자체적으로 사업별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feed-back을 적절
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 부산광역시가

2013. 7. 24

~

8. 27(35

일간) 기간동안 경영평가 대상기

관별 정책고객 및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사)한국발전연구원 용역), 종합점수

((

점 만점)으로 전년도

90.2(100

점

93.7

대비 전반적 만족도가 하락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림. 2013년 고객만족도전년비교

○ 특히, 민원관련 자료나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의 업무처리과정 지원성 부문과

정책개발 프로그램 제공 노력부문이 각각

점과

4.9

점 하락하여 이에

5.0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개선 및 건의내용으로 제시된 사항

-

변경된

정보의 적기 제공,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홍보 강화, 업무 담당자
부족문제, 우수중소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중소기업 홍보 지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후 신속한 해결방안 제시, 각종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하나의 회사면 하나만 보내면 되는데 같은 서류를 사업마다
제출해야 해서 번거로움, 직장인을 위해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직원
장기 근속으로 전문성 강화, 해외 진출기업 사업 대상 확대 등

-

에 대해

서는 향후 보완을 위한 개선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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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업지표
□□ 중소기업 지원 사업 분야 □□
○ 진흥원은 최근 경기부진으로 시설투자자금 이자차액 보전은 줄어드는

반면 운전자금 지원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총 추천금액 대
비 대출 실행율이 98.3%를 기록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운전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였다. 세계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원
활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조선기자재 및 지식기반 문화기업 지원
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의 2012년 본격 발효에 따라 조
선소, 선주사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절단의 마케팅 전략이 주
효한 것과 부산에서 중국과의 수교 20주년 기념, 전국 최대 규모의 중
국바이어 초대로 상담건수가 확대되는 등 과거 3년간 평균대비 1사당
계약추진액이 146.23%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해외 마케팅역량 강화, 국내시장 판로개척 지원 등 다방면에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아울러, 진흥원은 부산 경제포털 시스템 운영을 통해 52개 부문 246건의 통

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경제 이슈리포트 발간을 통해 지역 기
업동향 및 경제동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고
있음은 물론 부산 지역기업의 FTA 활용방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기업의 FTA 활용도 및 각종 애로사항을 분석하는 등 지원제도의 개선방
안을 연구하였으며, 부산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학계,
업계, 경제관련 기관 등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
색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 32 -

2013년도(2012년 실적)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사업 분야 □□
○ 진흥원은 2012년도에 총499건, 12,433백만원의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집행하여, 예산액(총사업비13,000백만원, 전년대비 5,000백만원 증) 대
비 대출금액의 비율은 95.6%로서 계획대비 집행 실적이 양호한 편으로,
향후 부산지역 영세 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소상공
인 경영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 소상공인 창업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창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중 창업아카데미의 경우 만족도가
97.5%에 달해 소자본 창업·전업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
으나, 창업박람회의 경우 만족도가 81.52%에 그쳐 이에 대한 피드백 실시
로 만족도를 제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외에도 프레타포르테 패션쇼와 대학패션 페스티벌 개최, 의료관광설

명회 및 의료관광 팸투어 지원 등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 창업 및 고용지원 사업 분야 □□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년

2012

개 업체의 청년창

200

업업체를 선정하고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업계획 진단 컨설
팅, 분야별 그룹컨설팅 및 국내 전시회 참관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부산청년일자리센타를 설립하여 청년 실업 고용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진흥원에서 지원한 다양한 사업에 참
가한 청년의 취업실적이

2012

년

명으로 목표실적

755

하여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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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산업 지원 사업 분야 □□
○ 진흥원은 신발산업 세계 일류 브랜드화 사업 지원을 위해 전시회 1회, 세미나 및

경진대회 3회 개최하였으며,

해외전시회 한국관 공동 16개사 참여, 개별

전시회 참가 10개사로 목표대비 100% 추진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전년대비
사업지원 국비 확보관련, 정부과제참여 10건 1,234백만원 국비확보로 3년 평균
4.6건 544백만원 대비 226.8%를 달성하여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다.
○ 생체역학기반 성능평가시스템 구축 및 확산 기여도를 보면, 장비구

축 및 운용 지원사업 및 우리브랜드, 공동협력개발 등 성능평가 결과 활용도 모두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발개발결과 학술활동 지원은 전년도
9건에 비해 12건이 지원되어 발표건수는 늘었으나, 게재건수가 목표(4건)대비
실적이 없어 게재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목표달성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 수탁사업 운영 분야 □□
○ 진흥원 수탁사업인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운영을 보면, 금융기관 유치 및

금융중심지 홍보 국내외 활동 실적의 경우

2012

년에

금융세미나(2012.6.28)」등 4회의 국제세미나와 해외합동
주 시드니)등

회의 해외

3

명, 금융

15

기관

IT

호

IR(2012.5.21.～26/

를 개최한 실적이 있고, 금융중심지 네트워

IR

크 구축 실적을 보면 금융기관
련

「2012부산국제

명과 연구기관

102

22

명, 업률, 협회, 미디어 기관

12

명, 해운/조선관
명 등 총

20

명

171

의 분야별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 인적 네트
워크를 금융기관 유치 및 금융중심지 홍보시 활용하고 있다. 금융인력 양
성을 위해 부산 특화금융아카데미,

선박금융아카데미 등

차례의 아

7

카데미를 개최하였으며금융동아리 특강 및 대학생 투자분석 대회를
개최하는 등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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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지원,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등 생계기업 지
원을 통한 고용창출과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 애로 해결 및 경영진
단․지도를 통한 지역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부
산광역시, 정부, 금융기관 등이 출연하여

2000.

3.

1

설립된 비영리

공익기관이다.

○ 조직은 이사장

,

부산, 서부산)

○

부

지점(동부산, 북부산, 남부산(2013.1.21.개점), 중

4

5

명 규모이며, 이사회가

49

있다.

년말 현재 기관별 출연현황을 보면, 정부출연금

2012

부산시 출연
우리은행
등 총

백만원, 농협

75,632

백만원, 연고 대기업(롯데,

백만원(이월이익금

169,341

○예

백만원, 부산은행

4,935

2,311

․결산과

LG,

백만원,

4,867

백만원

5,000

억원 별도)이다.

102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보고 등 대부분 부산시와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각종 사업추진 시에도
하는 등

텔레콤)

SK

백만원,

46,768

市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관으로,

평가분야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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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지 표
□□ 관리자 리더십/책임경영 분야 □□
○ 관리자는“희망을 나누는 서민금융의 리더”라는 미션과 “소기업,
소상공인의 Best Partner”라는 비전 및 “고객우선경영, 신용사회구
축, 인재중심경영”의 경영철학을 중장기 경영전략과 잘 연계하여 합
목적성을 높임은 물론 조직구성원과 정부 및 금융 기관 등의 유관기관
및 고객 등의 이해관계자를 잘 설득·리드하고 있다. 또한, 관리자 주도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Action Plan 제시로 임직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관리자는 민간은행 근무당시의 리스크관리 업무경험을 재단 리스크 관리에
접목하여 리스크 관리부문, 재무 건전성,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보증지원 부문에서도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 중 1인당 보증생산성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자가 탁월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건전재정 관리」와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지역 사회의 재단에 대한 신뢰회복과 향후 지속가능한
재단의 발전 기반을 다져 온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조직과
이해관계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고객유형별(핵심, 중간, 잠재, 내부)로
니즈와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고객욕구 충족전략을 제시
하였으며, 실행력 제고를 위해 주요 혁신분야에 대한 우수 재단 벤치
마킹과 핵심가치의 공유/전파 노력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였다.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 보증재단은 윤리경영에 대한 정의를

‘Clean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설

정하고,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경영 전담조직 설치, 임직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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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임직원 업무관련 내부 고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년부터

2006

고,

년까지

2020

단계의 윤리경영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

3

단계인 윤리경영 확산 단계에 있으며,

2

년 윤리경영 계획을

2012

수립하여 세부 실천 사항을 추진하는 등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윤리규범 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지침 제정, 공무국외여행 기준 제정, 행동강령 개정 등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일상적인 업무개선을 위한 준법감사실 인력충원으로
현장중심 감사업무를 강화하였고 클린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부패 모니터링 체계를 재점검 하였다.

○ 보증재단은 고객 유형을 핵심, 중간, 잠재, 내부고객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고객 니즈 분석,

CS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VOC

환류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고객 요구 분석 및 업무 개선을 통해 서류 간소화,
직원 친절마인드 제고, 홈페이지 개선, 정보제공 확대, 보증한도 확대,
상시 기준 완화 등 고개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
○ 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신용보증지원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
고 있고 부산시 등 정부 출연금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정책
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정부정책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SWOT

분석을 통해 요소별 전략방향을 설정하

고, 이를 토대로 경영전략체계를 검토·목표를 설정하는 철저한 시스템
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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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경쟁기관으로 인식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
해 생존경쟁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노력하는 점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 밖에도 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지
원 및 부산 선도기업

대 전략산업 지원이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10

부합하는 경영목표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연간사업계획 및 중장기 발
전계획에 적절히 반영하여 비전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그
에 따른 사업의 결과 또는 성과 역시 이전과 비교하여 제시할 경우 달
성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보이며, 자금지원에 있어
서 어떤 산업, 어떤 기업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가하는 우선
순위를 적절한 기준에 의해 마련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분야 □□
○ 보증재단은 효과적인 경영전략 추진을 위하여 상향식 및 하향식 의사결
정방식이 조화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주요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프로세스와 연계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사업의 실행계획 수
립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철저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고 있다. 또한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목표로 관할지역별로 그 환경에 따
라 비중을 적절히 달리하여 조직을 운용중이며, 업무의 성질에 따라 탄
력적 인력운용이 필요한 부분과 정규직을 통한 관리강화가 필요한 부
분을 구분하여 인력을 채용 및 배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구상
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 처리 및 관리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적절히 구축하고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 보이는데,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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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 시스템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 예산관리의 합리성 분야 □□
○ 보증재단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계획을 연동하여 예산을 편성하
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자체 투자심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단보유 법인카드에 대해

클린카

100%

드 등록을 완료하여 모든 행사비 집행시 임직원의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년도 재단의 예산전용 사례는 없으며, 예산 전

2012

용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관리하고 있다.
○ 보증재단은 연초 예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분
석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 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수립, 예산집행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등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피드백이 대체로 적절하
게 이루어져 지고 있으며, 또한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추세분석 실시하여
미집행률 등을 파악하고 분기별로 예산집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간별
적정 예산집행을 점검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관리를 “계획(Plan), 실시
(Do),

연

검토(Check), 개선행동(Action)” 방식으로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다.

회 정도 예산 결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예산집행 사항 점검을

4

통한 리스크 관리 또한 실행하고 있다.

□□ 재정관리의 합리성 분야 □□
○ 보증재단의

년도 총수입은

2012

백만원이고, 자체수입은

60,830

백만원으로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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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해 볼 때

84.0%

2.9%

증가되었다.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출연

금을 제외할 경우 재단은 타 기관과 달리 운영보조금을 받지 않으므
로 총 수입 전액이 자체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보증재단은 연간 예산집행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예상집행액을 제외한
유휴자금을 비교적 다양하고 안정적인 금융기관에 예치, 이자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고 국가회계 기준의 표준안 도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회계제도 관리를 모범적으로 하였으며, 회계 결산 관련 일반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였다. 또한 인터넷 뱅킹의 운용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밖에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하여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결산절차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등 재정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 보수관리 분야 □□
○ 보증재단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구축을 위한 선진화 정책
으로 2011년에는 본부장(1급)까지 연봉제를 시행하고 2012년은 3급
까지 연봉제를 확대하였으며 2012년 11월 노사합의(전직원 합의)를 통해
2013년부터 전직원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적절한 종업원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보증재단은 안전행정부 공기업 임금가이드라인 3.9%(호봉승급분 0.9%)보
다 적은 3.51%의 인건비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부산시의 인
건비 상승율 4.2%(2.8%+호봉승급분 1.4%)보다 적은 인상률이며 재단
의 보증 1건당 인건비가 44.2천원으로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1건당 인건비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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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 □□
○ 보증재단의 2012.12월말 현재 직급별 정원 구성비는 서무원 및 전담
인력 9명, 5급 16명, 4급 14명, 3급 7명, 2급 이상 6명으로 안정적인
피라미드형 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부점별 생산성분석,
내부조직진단, 인력운용계획수립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
해 힘쓰고 있으며 고객 VOC수집을 통해 영업점 객장환경 개선, 찾아
가는 보증서비스, 전화녹취연장,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증상품개발,
보증료 신용카드 수납 확대, 휴대폰 문자서비스 시행 등 고객지향적,
개방적 조직형태와 함께, 인사고과와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에 연수성적을 반영하거나, 캠페인 우수 직원에게 포상과 해외 연수 기회
부여 등 학습 지향적 조직 구조도 함께 갖추고 있다.

○ 재단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종합근
무평정, 인사위원회, 성과에 기초한 승진(특별승진 포함)/전보, 승진
제한, 성과상여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적 인사관리제
도의 도입노력으로 직위공모제 규정 명문화, 연봉제 및 성과급 차등 폭
확대, 중장기 직원 연수 로드맵 설계,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 수립,
준법감사실 운영을 통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실시, 직무 만족도
조사 실시, 비정규직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긍정적 노력을 수행하
였다고 평가된다.

□□ 성과관리 체계 분야 □□
○ 재단의 정관 제9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장은 부산광역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본부장과 부(점)장과 성과
계약을 명문화하고 계약체결 시행을 완료하였다. 또한 재단은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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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계획에 의거 보증 및 구상채권회수 목표달성에 따른 직원의
사기 앙양과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금 차등지급으로 업무에 대한
열의와 자발적인 성취동기 부여를 위해 부서별 대표로 구성된 TF팀이
전략연계성, 실행가능성, 측정가능성과 개선가능성 등 4가지의
KPI(Key Performance Indicator)선정기준을 성과지표로 결정하여
부점별, 개인별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합리
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 운영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보증재단은 2011년 성과평과 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주요 성과를 분석
한 후 경영환경과 접목하여 2012년도 성과지표를 구성하였으며, 경영
환경분석을 통해 전략 수립 후 재무, 고객, 활동, 학습과 성장 등의
BSC관점에 맞는 KPI를 재구성하여 경영목표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음은 물론
성과평가를 위한 다양한 목표지표를 개발하여 성과 평가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산화된 BSC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 분야 □□
○ 보증재단은 2012년 9건의 대외수상 실적이 있으며 총 45회(’11년 총
33회)의 긍정적 언론보도 실적이 있다. 재단은 또한 홍보에 관한 분기
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홍보채널도 라디오, 버스정류장, 신문광고,
지하철광고 등의 이용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공익적 기관의 이미지
제고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감사, 인사위원회 외에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정기감사/수시감사(감사직무규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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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재단은 체계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해 매년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계획하고 이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임
직원들로 구성된 부산사랑봉사단 운영(불우이웃돕기, 자연보호 활
동),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 온누리 상품권 단체 구입, 기업협의
회 지원 등 활발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 시 정책준수 및 경영혁신 등 경영효율화 추진노력 분야 □□
○ 보증재단은

년에 계약직 및 서포터즈 등 신규직원

명을 신규

2012

채용하고

119,900

인

천원을 조기집행 목표로 추진한 결과

9

천원을 조기집행대상 예산으로 선정하고 그 중

71,940

60%

에 해당하는

82.8%

천원을 조기 집행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한 실적이 있으며,

99,229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친환경상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와 국가유
공자 및 고령자를 고용하는 등 각종 정부 및 부산시 권장정책을 준
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경영혁신과 관련, 관리자는 직원과의 혁
신 대화창구 상설화를 통하여 이사장-직원간 직접 대화채널 상설화 추
진, 비전, 경영철학 핵심가치의 연계성 강화, 우수재단 벤치마킹을 통
한 경영선진화 추진 등 관리자의 혁신의지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으며 경영혁신 노력에 대한 직원 보상제도의 시스템화 등으로 직원들에게 동
기부여를 함은 물론 우수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보증재단은 전국의 신용재단중에서 이월이익금
가군 1위 유지, 경비절감 목표

5%

위 등 재무지표가 개선되었고,

1

초과달성, 보증지원 효율성 가군

1

인당 보증지원 생산성 전국 1위를 기

록하고 있으며,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시 만족도가 상승하는 등 경
영효율화의 가시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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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분야 □□
○ 보증재단은

CS

관리조직을 강화하고 다양한

VOC

수집경로(고객, 해

피콜, 기업간담회, 홈페이지 등)를 통해 확보한 고객의견을 바탕으로 재
단 자체

CS

평가지수를 개발, 운용하여 고객

VOC

정보 경영개선

에 활용하고 있으며 부서별 성과평가 지표 고객만족도 항목 및 개
인별 성과평가 지표에 고객만족도 항목을

10~20%

반영하여 민원발생

시 감점 처리하는 등 내부 경쟁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
하고 있음은 물론 경영목표체계와 연동된 고객만족 경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장기 연수로드맵에

CS

교육계획을 반영하는 등 고객만족

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부산광역시가

2013. 7. 24

~

8. 27(35

일간) 기간동안 경영평가 대상기

관별 정책고객 및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사)한국발전연구원 용역), 종합점수

((

점 만점)를 기록하였다.

90.0(100

그림. 2013년 고객만족도전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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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보증재단의 기관 평균은
점)에 비해

(91.3

리 결과 부문이

점으로 전년대비

90.0

점 하락하였는데, 세부부문별로 살펴보면 업무처

1.3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1.0점

91.2

하락하였다. 업무처리 결과 부문 중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노력 정도의 만족도가 86.1%로 모든 부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이
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결과에 의하면 업무처리 환경
부문의 혁신성(직원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과 신뢰성(업무 및 조직 체계가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업무처리
과정 부문의 지원성(민원관련 자료나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다)과
적극성(고객의 요구를 성실하게 듣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중점 개선분
야로 분석되어 이 또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 특히, 개선 및 건의내용으로 제시된 사항 - 신용정보재단, 중소기업청,

은행 등 각각 연계가 안 되고 다른 내용으로 안내를 한다, 교육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강사 초빙 필요, 대출을 할 경우 자금관리부분
까지 확인해서 제대로 활용,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후에 대출업체에서 너무
나 많은 연락이 오는데 정보보안에 신경을 써 달라,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번호표를 주고 날짜와 시간을 맞춰서 상담했으면 한다, 무담보
로 알았는데 담보설정을 해라해서 문제를 겪었으며 자주 방문을 하는데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가 불충분하고 홍보가 부족한 거 같다, 대출은행이
한 곳으로 치우치는 것 같으니 골고루 분산되었으면 한다. 등 - 에 대해서는 향
후 즉각적인 개선과 보완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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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업지표
□□ 보증지원 사업 분야 □□
○ 보증재단은

년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

‘12

업계획의 초점을 보증 저변확대에 맞추고, 보증심사 제도개선과 보증
절차 간소화 노력을 통해 신용보증의 확대와 고객만족 증대를 도모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대보증인 입보규정 완화, 보증심
사 운용요령 개정, 서민대출(햇살론) 심사기준완화,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수납 신용카드사 확대, 홈페이지 보
증서 대출금리 공시제 운영, 창업지원 전담팀 운영, 임산부 전용창구
개설, 전자보증 확대 등이 그것이고
○ 보증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유서비스를 통한 민원서류
간소화(‘11년

건,

15,620

년

’12

건 조회), 금융거래 접수기준 간소화,

18,838

전화음성 녹취를 활용한 보증기한 연장, 전자보증의 확대(’11년
건(43,659건 중

8,483

19%)

→

년

‘12

건(30%)) 등을 실시하는 등

12,688

제도개선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리고 재단은

년

‘12

월 현재 정규직

12

명(계약직

48

명)으로서, 정

21

규직을 최소화하고 부족 인력은 임시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1

(

인당 연간 보증실적이

전국 평균

319

건,

74

1,032

건,

202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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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및 구상권 관리 분야 □□
○ 보증재단은 리스크관리 종합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Process

를 통하여 프로세스별 리스크

년 5월 4일 구축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2012

활용하여 각종 리스크 관리 관련 경영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보증
자산 포트폴리오의 손실 분포를 추정한 후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보증사고 정상화 캠페인을

회 실시하여

2

보증사고 정상화율을 목표대비 초과달성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부실
기업에 대하여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금융거래 부실징후를 사전에 관리
하고 있다. 그러나,

년 이후 리스크가 높은 특례보증공급을 지속적

‘08

으로 지원하고 있어 보증사고 순증률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리스크관리를 위한 재단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 보증재단은 또한 구상채권업체 관리를 위해 채무관련자 면담을 통한
적극적인 임의 상환을 유도하고, 국토해양부 지적 전산정보 조회를
통한 은닉재산 추적 및 채권보전 조치를 실시함은 물론 특수채권업체의
채권추심위임계약으로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신속한 소송
제기를 통해 회수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아울러 준법감사실을 활용,
단기 사고 및 고액사고사례를 조사하고 통계월보 사고자료 분석으로 대위
변제기업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구상채권 회수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 보증제도 개선 노력 분야 □□
○ 보증재단은 보증기업간 상생협력지원을 위하여 보증기업에 대하여 경
영정보를 제공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 기업협의회를 설립하여 회원사간
정보교환을 하고 있으며, 경영정보지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기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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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원기업 교류지원을 위하여

포럼을

CEO

회에 걸쳐 개최한 바가

2

있으며 지회별 월례회를 매월 개최하여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생생한 현
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으며

○ 연간 홍보계획 수립 및 중장기 홍보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언론 홍보 광고 실시, 간담회, 설명회, 박람회, 캠페인 참가 등을 통해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등 보증저변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서민들의 가계 안정과
창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 불편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기관 인지도와 이미지를 개선해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출연금 관리 분야 □□
○ 보증재단의

년 기본재산

2012

만원이 늘어난

112.7%

백만원으로

169,342

2011

년 대비

를 기록하고 있다. 햇살론 감소로 정부 및 부

산시의 출연금이 감소하고 희망드림론은 사업이 중단되어
에는 정부의 출연도 중단되는 등 공공부문 출연금은
만원으로

년

2011

백

19,082

9,575

백만원 대비

△

16.5%

년도

2012

년

2012

백

7,992

가 감소하였으나 부산은

행과 신한은행 등 임의출연과 협약보증 출연금 등 금융기관 출연금
은

2011

년

백만원 대비

9,870

1,220

백만원(증12.4%) 늘어난

백

11,090

만원으로 증가하였다.
○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 및 수익성 제고와 관련, 보증재단은

억원 이상

10

고액예치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치상품과 예치기관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거래 금융기관도 예치은행별
BIS

비율(자기자본 비율)을 감안, 부산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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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 다양화 하고, 금융상품 구성비율도 정기예금
캐피탈 채권

8.4%

40.3%,

RP49.2,

등으로 일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금융채권 등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자산에 예치함으로써 운영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일반 시중은행 중 당시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은행을 선정하여 예치
하는 등 자금운용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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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디자인센터
▣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는(이하‘센터’라 한다)
○ 민법(제32조) 및 ‘지역디자인센터 건립․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4-2호)’ 그리고

‘(

재)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동남경제권 중추도시로서 디자인 관련 인적·물적·정보 인프라의
집적과 디자인 산업 육성·발전으로 기업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월 설립된 부산시 출연기관으로 디자인

2006.

6

진흥 및 지역디자인 특화사업, 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디자인
공동연구 개발사업, 디자인 인력의 교육 및 훈련, 디자인 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 사업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 조직은 원장,

실

1

개팀

4

명 규모(정원

38

명)이며, 이사회(이사장

23

행정부시장)가 있다.
○

년말 현재 예산규모는

2012

백만원으로, 이중 시 출연금이

7,009

2,325

백만원으로 가장 주요한 수익원이고, 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등 수탁사업비가
영업수익이

백만원이며 각종 장비 이용료, 임대료 수익 등

2,952

백만원이다.

1,018

○ 예․결산과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보고 등 대부분 부산시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각종 사업추진 시에도

市의

정책을 우선 반영하는 등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평가분야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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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지 표
□□ 관리자 리더십/책임경영 분야 □□
○ 관리자는 사회변화와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
자인센터를 동남권 디자인 산업의 중추기관으로 세운다는 비전을 가
지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철학과 비전을 전파하려고 노력
하고 있으며 비교적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목표에 맞는 적
합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시너지 효
과 제고를 위한 상시 사업점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직원
관리와 관련 이해당사자, 관련기관 등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디자인
산업의 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장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
속적으로 모색함은 물론 디자인융합 선도 기관으로서 산업융합을 활
성화하고 공공분야의 디자인혁신을 선도하는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다. 다만 기본적인 기술력이 약하고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다
소 미흡하여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 센터는 윤리헌장(2007년

월

11

일)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국민권익위

23

원회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년 2월에 개정하여

2012

강화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
으며, 정책조정실장을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윤
리 및 청렴교육을

년도 4회보다 늘려 8회 실시하였으며, 센터 홈페

2011

이지 청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청렴교육을 위해 정기적
인 교육 계획을 통해 윤리/청렴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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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만족 경영에 있어서 센터는 고객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팀별 고객관리 분야를 설정하여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별 고객관리 전담인원을 배정하여 운영하는 등 고객서비스 기준 및
표준이행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향후 고객 유형 구분을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으로 재분류하고, 이를 통한 표준이행 절차를 재정리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
○ 센터는 기본적으로 동남권 디자인 산업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시행
하여 조직의 강점과 약점 및 위협과 기회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며 SWOT
분석에서 도출된 내용에 기초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방향을 도출하고 있으나, 약점으로 지적된 디자인 분야의 지역특화 분야의
기본 기술 축적 미흡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과 약점을 보완할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센터는 전략사업 선정·수행시 가장 우선적으로 센터의 설립목적과
비전(‘동남권 디자인 융합 선도기관’)에 적합한 사업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거쳐
부합성, 사업타당성, 예산 적정성 및 합리성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을
확정함으로써 센터의 비전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검토 프로세스에 타당성 및 합리성 검토 등이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업 제안과 이의 타당성 및 합리성 검토 과정에도
외부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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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분야 □□
○ 센터는 주요사업의 실행 타당성 및 사업의 성과분석, 피드백 과정이
포함된 센터 고유의 사업실행계획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다.
년도의 경우 총

개 사업 중 일상적 업무를 제외한

26

2012

개 사업에 대해

24

센터만의 표준이행절차를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표준이행
절차 실행에 따른 사업결과 보고를 통해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시의회 업무보고, 운영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주요사업
추진과정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등 사업실행 계획의 추진사항을 적절
히 관리하고 있다. 다만 어떤 사항이 개선되었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정리, 환류를 통해 경영
성과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예산관리의 합리성 분야 □□
○ 센터는 자율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운영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6

개년 운영계획을

5

년까지 영업수익을

억원으로 증

15

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예산편성 방향 및 기준과 편성 방법을
비교적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예․결산 분석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며, 예산 관리 위원회 등 공식적인 기구를 둘 필요가 있고 , 예산
관리를

계획-실행-점검-조치)

P-D-C-A(Plan-Do-Check-Action: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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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관리의 합리성 분야 □□
○ 센터의

년도 총수입은

2012

천원이고, 자체수입은

3,510,035

으로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년도 보다

3%

천원

1,185,035

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33.8%

2011

포인트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자체수입 비중이 낮은 편

이므로 향후 자체수입 비중을 늘리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정자산의 관리면에서는 물품관리대장과 고정자산관리대장, 재고
자산 관리대장 등을 적정, 비치하고 있으며 자산의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전산화한 관리시스템(네트라

을 운용하여

21)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센터는 주기적으로 회계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준용하여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부회계 관련 규
정의 경우 센터 재무 회계규정 및 사무 전결 처리규칙을 준수하고
외부회계 관련 규정의 경우 지방공기업 결산지침과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외부 회계감사를

년부터

2012

연 2회 실시하여 감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계약분야 업무를 개선하고
지침을 시행하는 등 임직원의 행동강령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이다.

□□ 보수관리 분야 □□
○ 센터는 원장, 일반직, 업무직 및 계약직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
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등급에 따라 연봉인상율을 차등하여
적용하였고 경영평가결과를 근거로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간의 성과급
지급율 차이를

로 유지하여 지급하는 등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운

50%

영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는

년도 보수인상율을 총인건비 대비

2012

수준으로 결정하여 부산시의 연봉 인상율인

4.4%

- 54 -

보다 다소 높게 급

4.2%

2013년도(2012년 실적)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여를 인상한 결과,

년 센터의 손익계산서상의 총급여가 전년대비

2012

증가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되며 직원 급여수준을 센터의 자립
경영기반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 □□
○ 센터 조직은
일반직

2012.

명, 계약직

13

월말 현재 원장,

실

12

명, 파견공무원

3

직급별 정원을 보면 5급 8명,

1

명 등

2

급 5명,

4

팀

4

명이며, 현원은 원장,

23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

급 5명,

급 2명,

3

급 1명으로

2

1

피라미드형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지원을 위해 기존의 디자인지
원팀과 인력양성팀을 신설하여 고객지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
략사업팀을

팀으로 운영하는 등 재단의 설립목적과 환경변화에 효

T/F

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3

년간 외부용역 및

자체진단 등 조직진단 실시 실적은 없었다.
○ 다만, 센터는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부로 인프라 지원팀을

2012.12.27.

폐지하는 대신 인재양성팀을 신설하고 전략사업팀을

하고 있으며, 복수직급제 및 직위공모제를 운영함은 물론
진․전보 및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업적평정(65%,

급이하

4

40%)

팀으로 운영

T/F

공정한 승

급이상 다면평가제 실시,

3

및 역량평점(20%)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제도와 보상제도 설계 등 혁신적 인사제도 도입과 노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 도출을 위해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우수 직원채용과 직원인사의 공정성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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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체계 분야 □□
○ 센터는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직원 근무평정 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서 제출, 팀장평가, 실장평가, 원장평가 등 3급 이상
직원에 대해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근무평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후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평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지표에 반영되었는지, 기관 경영목표와의 연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 센터는 총

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5

80%

인

명을 외부위원으로

4

위촉하여 운영중이며, 실적위주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인력양성팀 팀장 대리를 인사발령 하였으며 센터 직제 및 정원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조정실장 직위 등에 대한 복수직급제를 운영하고 있고
평가지표 설정시 피평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의 수용성을 높이고
있음은 물론 우수직원 배낭여행 기회 부여, 학원교육비 지원, 전문
교육 외부위탁 교육 시행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 분야 □□
○ 센터는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사업의 소속 멤버들이,“IDEA AWARD”와
“REDDOT AWARD”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등 17명이 외부기관으로부
터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부산일보 (2012.2.7.자) “국내외 공모전 수상,
해외기업 취업, 지역사업 브랜드 개발” 등 48건의 긍정적인 언론보도
를 이끌어 내 기관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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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는 또한 공공분야, 코리아디자인멤버십(KDM), 산업단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개별사업마다 재능기부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센터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수행 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분야,
시각, 제품분야 등의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수료자 직원 6명으로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50건의 컨설팅 활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공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부, 시 정책준수 및 경영혁신 등 경영효율화 추진노력 분야 □□
○ 센터는 정부 및 부산시 권장정책 준수를 위해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상품권
및 중소기업 제품 등을 구매한 실적이 있으나 재정조기집행에 참여한 실적은
없다. 관리자는 센터 비전 공유를 위한 직원 소통강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월 부산디자인센터 임직원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직원과의 혁신 대화창구를 상설화하고 있다. 또한
경영혁신 결과에 대한 직원 보상제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직원들 노력에 대한 보상제도(근무평정 결과로 연봉인상율 결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설정,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운영)가 실행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규정집에 적절
하게 시스템화(규정)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
○ 경영효율화를 위한 노력측면을 살펴보면, 계약직원의 일반직 전환체계
확립, 연2회 직원 근무평정 실시 등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실시, 원스톱 기업지원 대표전화 운영
등 경영 혁신과제 추진, 수탁사업 유치 확대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주차장 유료화와 위·수탁 협약 체결시 센터 간접비·인건비 등 반영으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영업수익 구조개선, 유휴자금의 운용수익성
제고 등으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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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분야 □□
○ 센터는 전년도 고객만족도 결과를 기초로 시정,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이행 노력을 하고 있다. 즉 기업지원사업 운영 및 참여, 다양한 디자인
분야 활성화, 홈페이지 개선 및 홍보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시설운영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주차시설 운영개선, 사업운영 시 전문인력 활용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 개선·건의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 각 사업별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업별 고객 니드를 파
악 사업에 반영하였고,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 개선된 내용으로 사업
을 운영하여, 부산시가
비

년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

2013

점 상승하(83.4점)는 성과를 거두었다.

3.1

그림. 2013년 고객만족도전년비교

○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부산디자인센터의 기관 평균은
년대비(91.3점)에 비해

점으로 전

83.4

점 상승하였는데, 세부부문별로 살펴보면

3.1

업무처리 과정의 업무처리 기간 준수가

6.6

의 다양한 정책개발과 프로그램 제공부문이
청렴성 부문이 전년대비

1.9

점, 업무처리 결과 부문
점 상승하였다. 반면

5.5

점 하락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

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58 -

2013년도(2012년 실적)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결과에 의하면 업무처리 환
경 부문과 업무처리 과정 부문의 지원성(민원관련 자료나 처리절차에 대
한 안내가 충분하다)과 적극성(고객의 요구를 성실하게 듣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업무처리 결과부문의 업무처리 만족도,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제
공 노력정도가 중점 개선분야로 분석되어 이 또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
다.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제공 노력정도는 전년대비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의
제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특히, 개선 및 건의내용으로 제시된 사항 -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가 아니고 형식적인 프로그램만 많이 만드는 것 같다. 부
산시 디자이너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담당하는 직원들이
좀 더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부문 예산
확대 요망,

디자인교육을 회사에 방문해서 해주면 좋겠다, 실제 제

조업 참여 조건이 까다롭다, 일반적인 단순한 디자인 말고 실무에
직접 참여 가능한 전문디자인 교육이 필요하다, 요즘 주5일제로 근
무하는 곳이 많으니까 토요일에 수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등 - 에
대해서는 향후 즉각적인 개선과 보완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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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업지표
□□ 디자인 진흥사업 분야 □□
○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업체 목표 수 대비 지원업체 수 실적은 산술
적으로는 122.22%를 달성하였으나 이는 총

9

개 과제에서 얻은 결과

로서 세부적으로는 달성율을 초과 달성한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
이 있다. 수치적으로는

22.22%

의 초과달성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는 만족할 만한 성과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핵
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은 추진목
표

과제에 미달하는

24

개 과제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21

철저히 분석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참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전
반적으로 사업에 대해 만족(86.9%)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전체
항목에서 서비스 품질의 신뢰성과 성과품질의 공감성 항목이

93.0%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디자인 창업보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86.8%,

수출품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85.8%

가 만

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참여기업과 주관기업 각각의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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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기반 조성사업 분야 □□
○ 센터는 디자인 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자체 및 국․시비 수
탁사업을 전년도 8개 사업에서 18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디자
인 기반조성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부산지역 디자인 기업체 관계
를 대상으로“기업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함은 물론 부산시의 디자인
기반조성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성 높은 “부산관광기념품공
모전”,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정비사업“, “동남권 디자인산업 현황
조사”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디자인 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
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동남권 지역의 산업현황조사 사업의 추진으
로 산업기반조사와 지역의 고용기반을 조사완료 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디자인 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 인력양성 사업 분야 □□
○ 센터는 디자인 창업보육 지원사업,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 산업단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사업, 에코 디자인마케팅
지원사업 등

5

개과제 사업에

개 이상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이

120

러한 사업들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었다. 예컨대
청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목표(70%)를 초과하는 취업률
71.88%(

취업인원92명)를 기록하고, 산업단지중소 기업지원사업을 통

해 다자이너

명을 채용하였으며, 에코 디자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15

통해 창업지원(8건)과 일자리창출(6명)의 성과를 올리는 등 디자이너
창업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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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재직자 및 미취업자·재학생 교육실적도
전년대비 각각

344%,

증가해 이러한 교육의 성과 등으로 국

533%

내ㆍ외 공모전에 참여하여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한 바가 있으며 5건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수탁사업관리 분야 □□
○

년도

2012

개 사업을 수탁·추진하여

14

년

2011

개 사업 대비

11

127.27%

증가하였으나 주관사업의 수치 뿐 만 아니라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위·수탁사업의 추진성과 측면을
살펴보면, 사업별 추진목표 대비 달성율이

100%

이상으로 사업 계획

수립 대비 사업의 성과 달성율이 높으며, 합리적인 사업운영으로 예산
배분과 사업진척도,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사업 성과별로는 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산업단지 중소
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운영 사업은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 재단운영 사업 분야 □□
○ 센터는

년도엔 분리 운영하던 디자인 체험관과 자료실을

부터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년도 통합 방문객은

2011

년도 체험관 및 자료실 방문객

2012

목표치인 체험관 방문객

년도

2011

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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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고

11,722

증가하여

명 이상도

3,000

월말 현재 가입회원은

2012.12

명이 증가하였으며, 목표치

151

2012. 3

27.47%

명 이상과 자료실 방문객

5,000

명 대비

682

명으로

14,942

충분이 충족하고 있는 실적이다. 또한
명으로

월

2011

863

명 이상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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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고 있으나 체험관 방문객이
자료실 방문객이
체험관

5,000

2011

년

6,739

명이상, 자료실

였고, 가입회원 목표치도
도와 같은

년

명,

2011

명,

3,000

2010

10,238

년

4,676

년

명이고,

2010

8,291

명이었는데 목표치를

명이상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

년도에

명이었는데

2011

682

년도

2012

년

2011

명을 목표로 하여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이 낮아 향후 목표

700

치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 영업외수입 증대 노력과 관련, 센터의

으로

년

2011

수입은
8.4%

천원 대비

56,479

년 대비 각각

2011

△

50.42%

와

9.2%

- 63 -

천원

84,956

증가하였으나, 임대사업수입 및 잡

△

가 감소하였다.

년도 이자수입은

2012

88.48%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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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이하‘진흥원’라 한다)
○ 부산지역의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정보통신 및 문화산업을 지원․육성
함으로써 지역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와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출연하여

「소프트웨어산업

2002.

6.29.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 조직은 원장,

실

1

부

4

팀

1TF

센터

8

명(정원

27

명, 사업계약직

32

명

29

별도)의 규모이며, 이사회(이사장-경제부시장)가 있다.
○

년도 예산규모는 시비

2012

22,287

백만원, 국비

13,387

5,833

백만원 등

백만원으로,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각종 검사 및 업

무보고 등 대부분 시의 지도․감독과 승인을 받고 있고,

○ 각종 사업추진 시에도 시의 정책을 우선 반영하는 등 부산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매년 운영비의 대부분을 시에 의존하고
있다.
평가분야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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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지 표
□□ 관리자 리더십/책임경영 분야 □□
○ 관리자는 진흥원에 2010년 10월 취임하여 부산 IT.CT산업 고도화 및

생태계 조성을 Mission으로 하여 부산 IT.CT사업을 선도하는 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Vision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자랑스런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되자”는 경영이념과 “소통하는 진흥원, 칭찬
받는 진흥원”을 핵심가치로 하여 고객만족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또한 내부소통 및 조직 리더쉽 제고를 위하여 효율적 현안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전략기획 TF팀 구성, 직위를 신설하였고 주요 업무,
현안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전사적 공유 프로세스를 가동하여
직원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다. 아울러 “주니어 보드 제도”를 시행
하여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아젠다를 형성, 아이디어 개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고 원장-직원간 직급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각종 내부
행사를 통한 내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 진흥원은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시행, 임직원 행동지침 및 고객대응 서비스 이행지침을 마련하여 시
행하고 있음은 물론 청렴명함 제작으로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
으며, 내부 감사시스템인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클린센터 운영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진흥원은 또한 고객만족 경영을 위하여 고객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와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 전담인력 운영,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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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웹메일 서비스 등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고객서
비스 헌장제정, 서비스 이행지침 및 절차 등에 관한 직원 교육이 병행
실시되어야 서비스 헌장이나 이행지침이 실질적으로 고객만족 경영과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
○ 진흥원은 SWOT 분석을 통해 기본적으로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
하고 있으며, 경영전략의 경우 ‘미션-비전-경영목표-추진전략-중점
실행사업‘의 단계를 통해 설정되고 있다. 미션, 비전과 목표를 충족
시켜 줄 전략을 설정한 후 그에 적합한 중점 실행사업의 선정이 전략
수립 프로세스 상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 경제 환경 및 IT·CT
산업에 대한 분석 역시 수행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약점과 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또한 관련 인프라 조성 및 육성과 관련한 주요 핵심사업의 경우 목표
한 바를 달성하고, 매년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보다 진일보
한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진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이 부산지역에 진입하고, 이들과 함께 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조성이 어려운 만큼 그만한 잠
재력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좀 더 우선 순위에 두는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분야 □□
○ 진흥원은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 중장기 및 단기 경영계획,
세부 추진계획, 계획 대비 실적 분석의 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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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를 통해 경영계획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경영목표에 적합한

IT·CT

산업의 당면지원과제를 도출하

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국비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탁사업 수행 시에는 사업 중간단계에 점검을 실시하고
종료 시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등을 함으로써 다음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의 적절한 개선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또 사업성과 평가
지표와 관련하여서는 개별로 진행되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평가
지표를 개발, 구성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에 따라 비중을 각기 달리
구성하고 있음은 물론 사업 진행 초기에 각 사업별로 나타난 문제
점들을 접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사업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추후 사업 진행시 방안대로 개선이 이루어졌
는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 예산관리의 합리성 분야 □□
○ 진흥원은

IT

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합리적 예산 편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밖에
산업과

IT․CT

CT

산업 마케팅지원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는 등 계획별로

추진전략을 작성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투자 심사를 실시하여
작성하고 부산시 4대 전략산업인

개년 성과지표를

5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IT

경주하였고 평가결과를 계획-집행-성과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재정관리의 합리성 분야 □□
○ 진흥원의 2012년도 총수입은 3,203백만원이고, 자체수입은 1,692백
만원으로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52.83%를 기록하여 향후 자체

- 67 -

2013년도(2012년 실적)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수입 비중을 늘리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흥원은 또한 연간 예산집행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예상집행액을
제외한 유휴자금을 안정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이자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금 예치기관이 부산은행에 국한되어 있으며
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는바 보다 다양한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유치를 경쟁적으로 유도할 필요성과 유휴자금 운영을 위한 전담 위원회
등 공식적인 조직을 갖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보수관리 분야 □□
○ 진흥원은 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향후

급이상 간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연봉제를

2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근무평정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근무평점 배점기준은 팀평가의 배점기준이

점이고 개인평가가

40

점으로 할당되어 있다. 또한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단체상해

55

보험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을 위한

를 정하여 직원 상호간의 신뢰와 소통을

‘oh happy day’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야구관람 또는 영화관람을 단체로 하고 있다.
년도에 부산시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과 동일한 인건비 인상률

2012

2.8%

만큼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직원들의 보수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 □□
○ 진흥원은

년 진흥원 설립이후 기업 및 조직 환경변화와 업무량에 맞게

2002

조직․인력을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및 기능감소 분야 인력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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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

까지 팀․센터별 조직

2011.1.21～1.28

진단 및 개인별 직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012.12

월 중기인력 관리

계획을 수립, 중기인력 전망과 부서별 인력충원계획을 반영한 인력
운영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팀별․개인별 목표합의제 실시, 다면평가제
도입운영 등 직원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합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또한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직원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 진흥원은 또한 부족한 신입직원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주씩 순환 근무하도록 하는 수습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2

시행하여 주요 사업 행정실무 참여 및 현장체험, 각 부서 현안문제를
체험, 연구하도록 하였으며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수습지도관
및 멘토로

1:1

지정․운영하여 신업직원에 대한 업무조언 및 연구과제

지도를 지원하는 등 인사관리제도 보완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였다.

□□ 성과관리 체계 분야 □□
○ 진흥원은 법인 정관 제9조에서 이사장과 원장과의 경영성과 계약을 의
무적으로 체결하도록 명문화하고 있고, 법인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반
영한 팀별 업무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여 팀별 목표합의제를 실시
하고 있다. 즉 팀별 성과지표수립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결과를
도출한 후 근무평정 점수에 반영하여 성과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보다 효율
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전산화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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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 분야 □□
○ 진흥원은 2012년도에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로부터 “인터넷중독예
방 및 해소사업 최우수기관” 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급효과 무려

억원」,

1,000

「부산,

「지스타

부산경제 파

클라우드 산업 속도낸다」,「부산글로

벌IT교육센터, 지역IT교육 허브로 자리매김」,「IT 엑스포부산, 6만명 찾
아

억 구매」,「게임대상 공로상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태건 원장 선

123

정」등

건의 긍정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41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층에

2

「더놀자」아츠랩

공간을 설치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게임과 사물을 이용한 놀이문
화를 유도하고, 실버세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등 교육기자재를 복지관에

PC

기증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 시 정책준수 및 경영혁신 등 경영효율화 추진노력 분야 □□
○ 관리자는 원장은 월1회 임직원 회의와 주2회 간부회의를 주관하여 적
시에 업무현황을 파악․대처하고 있고, 주니어보드 제도를 시행하여 조
직내부 현안과제 파악과 업무개선에 활용하고 있으며 진흥원 인트라넷
내 임직원 대화창구를 마련함은 물론 직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임
직원 워크샵을 실시하는 등 내부협력과 소통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추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진흥원이 운영하는 센터 건물 유지관리 경비를
절감하고 시간/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유비쿼터스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예산․회계․인사(급여)․자산관리 등을 통합한 경영정보
시스템 도입․운영을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등 경영혁신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70 -

2013년도(2012년 실적)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 전년대비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분야 □□
○ 진흥원은 전년도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각종 건의사항(공용지원장비
운용교육 및 유지보수강화, 임직원 전문위탁교육 및 고객만족교육 실시,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별 신규센터 확충 및 인원보강, 진흥원 홍보 및
외부소통강화)을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흥원 전용
비스 운영을 강화, 교육시설 개선 및 고객수요를 반영하여

BCC

SNS

서

교육시

설을 구축함은 물론 게임 아카데미 교육장비를 교체, 보완함은 물론 전
문인력 보강을 위해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 부산광역시가

2013. 7. 24

~

8. 27(35

일간) 기간동안 경영평가 대상기

관별 정책고객 및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사)한국발전연구원 용역), 종합점수

((

하락한 수치이기는 하나,

점 만점)으로 전년대비

9.10(100

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

2013

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2013년 고객만족도전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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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기관 평균은
으로 전년대비(91.4점)에 비해

0.4

펴보면 업무처리 환경부문이

0.8

점

91.0

점 하락하였는데, 세부부문별로 살
점 하락하여 전년대비 가장 크게

점수가 하락한 부분이라 하겠다.
○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 결과에 의하면 업무처리
환경 부문과 업무처리 과정 부문의 지원성(민원관련 자료나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다), 업무처리 결과부문의 업무처리 만족도, 공정성,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제공 노력정도가 중점 개선분야로 분석되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 특히, 개선 및 건의내용으로 제시된 사항 - 업무량에 비해 직원들이 적

어 시스템상 문제점이 보였음, 정보산업진흥원의 소식을 이메일이나 월간지
등으로 정기적으로 받아보았으면 좋겠다, 각 부처 업무 처리 연계가
연결이 안 됨, 업무적인 부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장방문으로 현실적인 기업의 애로사항
도 점검하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교육 사업은
별로 필요성이 없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통계자료나 라이브러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했

CS

으면 좋겠다, 등 - 에 대해서는 향후 즉각적인 개선과 보완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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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업지표
□□ IT산업 육성지원 사업 분야 □□
○ 진흥원은

2012

년 지역

및 해석 융합

SW

SW

융합사업으로

개발”과

“

풍력터빈 인증을 위한 설계

“

스마트 요트운용시스템 및 마리나 관제

시스템 개발”을 시행하였으며, 이 두 사업의 목표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계획서 협약시 설정되었는데, 특허건수, 전
문인증건수, 신규인력채용 등
입금여부,
2

SW

6

개의 과제공통지표와 지자체 매칭

품질 교육이수 등

개 사업에 대해 목표대비

164%

개로 이뤄져 있다. 진흥원은 상기

4

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지식경제부

사업평가에서도 우수 사업으로 평가되어
3,000

2013

년도 사업에서 국비

만원이 증액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전문인력 양성 사업 분야 □□
○ 부산게임아카데미운영 교육실적은 입학생 40명 중 38명(프로그래밍
18명, 그래픽 20명)이 졸업하여 95%의 수료율을 달성했고, 전문인력
양성은 현재 졸업생 38명 중 30명이 취업 또는 창업하여 78.95%의
취업․창업률을 달성하여 지속적인 게임전문 인력을 공급하여 인적기
반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 내 게임업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등 부산지역 게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본 사업의 성과는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2년도 맞춤형 교육
9개 과정의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교육 결과, 창업 예비단계 교
육(경영, 세무) 2개 과정 20명, 창업 실무단계 교육(지적재산권, 사업
활성화 프로세스 등) 7개 과정 81명 교육 완료로 당년도 목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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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를 달성하였으며,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5점 만점에 4.3점의 만족도를
기록하여 비교적 적정하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CT산업 육성 지원 분야 □□
○ 진흥원은 2012년도 총 31개국, 434개기업, 2,111부스가 참여하고, 약
30여만명이 관람하는

G-STAR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총

의 실제 계약체약을 맺는 등 의 성과를 거두었고 부산문화콘

14,817$

텐츠콤플렉스(BCC)의 경우 총 입주실수(입주가능한 공간)

46

주기업수는

BCC

개로 산식에 따라

44

신규고용 목표 인원
즈니스지원실

156

20

95.65%

를 기록하였으며

개 대비 입
입주사

명 이상에서 실제 신규고용 창출 인원은 비

명, 소프트랜딩존

명, 연구센터

11

명으로 총

1

168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진흥원은 또한 지역산업동향 및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 계획의 수립을
통해 부산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산업활성화를 유도
할 수 있고, 해외진출 가능성 및 고용창출을 고려한 유망 프로젝트로
개 자유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동 과제 개발완료로

10

신규 일자리(12명)를 창출, 공모전 수상, 저작권을 등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 분야 □□
○ 진흥원은 부산지역

기업의 기술, 제품에 대한 해외홍보기회 제공과

IT

마케팅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
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도

IT

해외IT 무역사절단 교류는 중국(청두, 시안)과 동남아(말레이시아,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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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 유럽(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등 3개 IT 무역사절단의 6개 지역
교류가 있었으며,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는 동남권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가 부산에서 1회 개최되었다. 해외마케팅에 참가한 기업 수는
116개사로, IT교류회 51개사, 해외시장개척단 19개사, 수출기업화 지원
46개사 등의 실적을 올려 당초 85개사 목표 대비 136.47%의 실적을
보였다.
○ IT EXPO BUSAN 운영실적의 경우, 2012년도 225개사 688개 부스에
63,892명이 참가하였으며, 총 132건의 비즈니스 상담과 196.2억원의
계약체결 성과를 올려 계약체결 목표액 195억원 대비 100.6%의 실적을
보이는 등 부산지역 IT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목표 수립과
그 추진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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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은(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 여성부의 설립인가(2002.4.30)를 받아

2002.09.25

센터로 개원하였으며, (재)부산여성센터와
성경제정책센터를 통합,

2008.

5.

1.

BDI

재)부산광역시여성

(

여성연구센터 및 여

현재의 (재)부산광역시여성가족개

발원으로 출범하였다.
○ 조직은 원장,

3

부

실

1

17

명(원장, 연구직

관리직

10,

6,

정원

명)의

20

규모이며, 이사회(이사장 행정부시장)와 자문위원회가 있다.
○

년말 현재 개발원 자체 예산규모는 시 출연금

2012

총

2,868

백만원이며, 보조사업 예산규모

가정지원센터 등 수탁사업 예산규모가
보면 자산은
○ 개발원은

백만원, 부채

2,344

2012

백만원, 부산광역시 건강

54

백만원이고, 재무상태를

883

백만원, 자본

535

백만원 등

2,346

백만원이다.

1,808

년 부산지역 분야별 여성관리직 실태조사 등

21

개

연구사업 과제를 수행하였고 학술행사로 부산 여성가족 정책 포럼을 2회
개최하였으며, 발간사업으로 ‘여성우리’와 ‘부산여성가족 브리프’를 발간
하는 등 양성평등사회 실현 및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평가분야별로 살펴보면,

- 76 -

2013년도(2012년 실적)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공 통 지 표
□□ 관리자 리더십/책임경영 분야 □□
○ 관리자는 부산시 여성정책과장 및 여성가족정책관 등을 거쳐 여성
및 가족정책수립과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연제구 부
구청장을 역임하여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지식과 경험을 겸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성 평등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를 기관의 미션으로 정하고 ‘남녀가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성
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환경조성’이라는 경영철학 아래
성 평등 사회를 선도하는 리더’가 된다는 비젼 구현하기 위하여 성인

‘

지적 정책 개발, 시민의 공감과 실천,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다는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의 철학, 미션, 비젼을 조직
구성원에게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공유하고 있으나, 자신
의 경영철학과 경영비전을 개발원의 경영목표와 일치시키기 위한 내
외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논의를 통해서 리더로서의 자질과 함양을 강
화하여 조직 장악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 개발원은 윤리경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윤리헌장 제정, 임
직원 행동강령(윤리강령, 행동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윤
리경영 전담조직과 운영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경영지원실장을 행동
강령관으로, 경영지원실을 전담부서로 운영하여 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인사위원회 징계 결정 등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청렴의식과 투명성
제고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전
직원 2회

명을 대상으로 윤리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실질적인

34

청렴교육 효과 거양을 위해 향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특정기간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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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아닌 연간 교육이 되도록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평가된다.

□□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
○ 개발원은 경영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국제 및 국내 환경 분석, 지역
환경 분석, 개발원 조직 내·외부 환경 분석을 기본으로 기관의 위상
분석을 시행하고 있고, 기관 위상 분석의 경우 내부 실적 및 역량
평가와 외부 평가를 거치고 있다. 조직의 강점 및 약점 분석을 위한
SWOT

분석을 실시하여 경영전략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

는데, 단순한 강점 및 약점 분석에 그치지 않고 분석에서 얻게 된 결
과를 바탕으로

전략,

S-O

S-T

전략,

전략,

W-O

전략

W-T

5)

,

을 구축하

고, 이를 경영전략목표 수립 방향으로 설정하여 기관최적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기관 핵심사업의 설립목적 적합성 측면을 살펴보면, 개발원에서 수행된
정책연구의 시정 반영률 및 기초연구 활용률 등이 높을수록 기관의 목적
및 비전 달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목표는 각각
60%,

70%

로, 이와 같은 수치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기관의 목적 및 비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따라서 유사 연구기관 등과 연구의 성과를 비교
하는 등의 방법이 추가되어야 수행된 연구들의 시의성, 적합성 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분야 □□
○ 개발원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행과 평가를 재단 내규에 명시하여 이
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기관에서 수행할 과제 선정에 있어
5) S-O전략:강점을 기반으로 한 기회 활용 전략 ,S-T전략:강점을 기반으로 한 위협대처 전략, W-O전략:약점을 보완하
는 기회활용 전략, W-T전략:약점을 보완하는 위협대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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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프로세스가 구성되어 있으며 시기별로 업무가 정해져 있고, 과제
수행에 있어서는 내·외부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되나 한편으로 연구 진행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므로 시간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성과평가와 관련, 지표의 수가 너무
작아 좀 더 세분화하여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표별로 그 중요도가 다른 만큼 그 비중 역시 달리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가지표의 객관성 확보 및 제고를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예산관리의 합리성 분야 □□
○ 개발원은

년 분기별 예산 집행실적 분석 및 예․결산 차이를

2012

분석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년도 예산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차년도 예산

2012

편성시 반영하는 등 예산관리의 합리성 도모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규정하고,
법인카드 바로알림 서비스(SMS)와 법인카드의 사용 공개 등 업무추진비
사용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 재정관리의 합리성 분야 □□
○ 개발원은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관리를
적절히 하였으며 물품구매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매
절차도 비교적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회계예규 등
정부지침 등을 반영하여 개정 사유 발생시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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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는 내부방침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2012

천만원 미만 견적

1

수의 계약시에도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등 회계 처리규정을 적정 운영하고 있으며, 천만원 이상 계약건에 대하여는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 보수관리 분야 □□
○ 개발원은

년

2009

월 원장 직무수행성과평가 내규를 제정하여 원장

2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수행 성과보고서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연봉산정 및 성과급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8.

월 보수규정 전부

4

개정을 통하여 전직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복리
후생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거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복리
시책을 맟춤형 복지제도로 전환하여 복리 후생제도를 적정하게 운영
하고 있다.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 □□
○ 개발원은 여성․가족정책 수요 및 환경변화와 지역의 정책적 요구변화 등
조직의 내․외부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편,

현재 원장,

2012.12.31.

부1실,

3

부로 조직을

2010. 1. 1

개 부설센터,

1

개 수탁기관으로

2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정원은 원장, 정규직
명, 관리직 7명) 등

12

명이며, 현원은 연구직

3

명으로 원장,

20

급 7명,

1～2

명, 관리직 6명 등

10

급 9명, 5급～7급

3～4

명으로

17

명(연구직

19

년과 동일하며,

2011

연구직은 항아리 형태, 관리직은 피라미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개발원은 매년 직원 채용 및 승진, 전보 등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년 인력운영 계획(’12.1.20)을 장기 인력운영 계획(2012

2012

～

과 연

2016)

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인사규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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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으로 하고 있고, 외부위원 3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운영
하여 직원채용과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성과관리 체계 분야 □□
○ 개발원은 2009년 2월 원장 직무수행성과평가 내규를 제정하여 원장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수행 성과보고서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연봉산정 및 성과급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근무
평정을 매년 1회 시행하고 연구과제 질적 평가를 연2회, 사업과제
질적 평가를 연 1회, 연구성과 시정반영 평가를 연1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평가지표는 전년과 대부분 동일하여,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현행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 분야 □□
○ 개발원은 2012년도 여성가족부「가족친화 우수기관」인증, 한국정보문화
진흥원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마크」인증, 여성가족부「성별영향
분석평가기관」지정, 수탁기관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모범적 운영으로 국무총리상 수상하여 기관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2012년 직원 자원봉사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이
실천하는 나눔 후원활동과 전 직원의 성금 기부 및 물품 기부 활동,
직원 상조회 봉사활동, 시민공원 헌수운동 참여, 지역복지관과 연계한
정기후원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관의 설립목적인
건강한 가정 구현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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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시 정책준수 및 경영혁신 등 경영효율화 추진노력 분야 □□
○ 개발원은 일자리 창출 등 정부 및 시의 각종 권장정책 이행을 위해 건강
가정지원센터에 단기 인턴사원 3명을 채용, 2012년도 조기집행 대상
예산의 67.1%인 527,294천원을 조기집행 목표액으로 추진하여 목표대비
97.7%인 515,295천원을 조기 집행하였고, 직원 생일축하 기념품 및
제안제도 포상용으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노력하였으며,
관리자는 직원과의 대화를 위해 주
장회의 운영, 내부 의사전달 시스템

회 원무회의 운영, 월

1

Intra-Net

회 부서

1

운영 등을 통하여 대화

창구를 상설화하여 조직구성원과의 소통을 도모하고 있음은 물론
경영개선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수탁기관 직무성과계약제를 시행
하고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범적 운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였다.

□□ 전년대비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분야 □□
○ 개발원은 전년도 고객만족도 결과를 기초로 시정,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이행 노력을 하고 있다. 즉 접근성 강화, 구내식당 증축 및 운영개선,
온라인 접근성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등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고객맞춤 고객서비스
제고노력의 일환으로 기관고객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고객만족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분류 체계 및 고객별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으나,
○ 부산광역시가

2013. 7. 24

~

일간) 기간동안 경영평가 대상기관별

8. 27(35

정책고객 및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한국발전연구원 용역), 종합점수

점 만점)으로 전년

88.6(100

사)

((

점)대비

(89.4

점 하락하여 업무 전반에 걸친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된다 하겠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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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3년 고객만족도전년비교

○ 특히, 개선 및 건의내용으로 제시된 사항 - 대학생을 위한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강의 중간 중간에 강의에 대한 논의를 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수강생들끼리 네트워크도 활성화되어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홍
보가 부족한 듯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을 홈페이지 외에도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면 좋
겠다, 프로그램 내용과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이 개
선, 일부강사들이 많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1박2일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 강제적이 아닌 자율적인 참여로 변경, 10대 프로그램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참여
하고 싶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잇도록 다양한 루트가 있었으면 한다,
괜찮은 강좌가 많은데 직장인들을 위해 시간대를 다양하게 편성했으
면 좋겠다, 학생들의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인원제한을 좀 더 늘였으면 좋겠다. 여성의 리더쉽 같은
프로그램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 강의시간이 너무 오전에 몰려있는
것 같다. 오후에 강의가 있으면 더 참여율이 높을 것 같다 등 - 에
대해서는 향후 즉각적인 개선과 보완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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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업지표
□□ 정책연구 분야 □□
○ 개발원의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은 기본적으로 기관 내규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대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려면 홈페이지 및 기타 안내공문 등에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편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되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발간된 연구과제

건

18

모두가 기관목적 및 사업과의 적합성에 부합하고 있으나 연구성과물의
주요 제안사항의 내용까지 기관의 목적 및 사업 내용과의 충실성 유지를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과제 선정 당시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택했다고 하여도 과제가 진행되면서 방향 및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과제의 완료까지 지속적인 관리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교류협력 및 지원사업 분야 □□
○ 개발원은

2012년 4회의

협력의 장을 계획하여
공개발표회”,

부산지역 각계 각층 지도자 및 기관과의 연대,
“2012

“여성단체장

부산여성신년인사회”,

간담회”,

“여성기관단체

“2011년

연구성과

실무자 교육”을

개최하고, 여성단체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유관단체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부산지역 여성·가족·아동청소년 이슈 선도 및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여성가족

정책포럼’

2회

2012년

개최하였으며, ‘부산여성가족브리프’를 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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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하여 유관기관 등에

1,600여부를

주간별 정책동향 및 최신통계를 각각

배부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에
253건, 16건

게시하였고, 부산

지역 여성가족관련 기관·단체의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개발원 홈페이지에
217건의

여성계 동향을 게시하는 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 여성인력 개발 분야 □□
○ 개발원은

2012

년도 여성경제활동을 위해 지역특화형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여성창업지원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개 과제에

명을

2

83

지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여성전문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취업을 하였고 마이크로 크레딧사업은

명이

61

명 경영지원하였고, 2개 과제

30

에서 93.3%의 만족도를 이끌어 내었음은 물론 부산여성리더1040
과정에

명이 수료하고 구ㆍ군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에

237

수료하여 총

명이 교육 수료를 하여 목표

495

명이

258

명을 초과달성하였다.

450

□□ 성 평등 촉진 분야 □□
○ 당년도 공무원 성인지 교육과정에 1,147명 참석, 찾아가는 교육에
634명 참석으로 총 1,781명이 참석하여 교육승인인원 1,734명을 초과
달성, 평균

87.2%

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찾아가는 공무원

교육시 구청 담당자와 교육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내용을 구성
하는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분야는 컨설팅 분야 우수, 강사양성분야 우수,
교육지원 분야 우수 등 설정 목표보다 사업 실적이 높게 나타나 전체적
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전년도와의 대비 또는 추세를 통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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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구성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 수탁기관 관리 분야 □□
○ 개발원은
「여성

년도 수탁사업으로「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과

2012

긴급전화1366 부산센터」운영 등

「부산광역시

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은 총44개 사업

상담, 축제참여 등 실적을 올려 사업수 대비
의 실적을 올렸다.

127.31%

상담건수는 목표대비

「여성

113.22%,

104.76%,

인원 대비

긴급전화1366 부산센터」운영 또한

긴급피난처 이용 목표대비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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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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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은(이하 ‘영화의전당’이라 한다)
○ 민법(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영상문화 창달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및 관련 산업 성장기반 조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아시아 영상산업 중심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2011.

7.

22.

설립된 부산시 출연기관으로

BIFF

개최 지원,

영화관 및 공연장 운영, 영화·영상 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주 사업
으로 하고 있다.
○ 조직은 대표이사,

2

처

7

팀

명 규모(정원

45

명)이며, 이사회(이사장

48

시장)가 있다.
○

년말 현재 예산규모는 시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2012

백만원이며, 영화상영, 기획공연, 부대사업 등의 자체 수입이

8,830

백만원으로 총

3,376

백만원이다.

12,206

○ 예․결산과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보고, 각종 검사 등 대부분 부산시의
지도․감독과 승인을 받고 있으며, 각종 사업추진 시에도
우선 반영하는 등

市에

市의

정책을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평가분야

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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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지 표
□□ 관리자 리더십/책임경영 분야 □□
○ 관리자는 예술의 전당, 김해 문화의 전당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의
전당을

“

편안함ㆍ어울림ㆍ새로움”을 지향하는

cinema

center”

로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dream

to

the world

의 성공적 개최 지원

BIFF

및 영상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물 및 영화 영상 문화예술 공공기관으로서 공익
성과 수익성, 대중성과 예술성을 아우르기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
도입으로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공익
성의 확보를 위해 문화 소외계층 및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종 공연, 영화 기획전 및 협찬, 제휴
등을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영화의 전당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인
대중성과 예술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영화의
전당 설립 목적 전파를 위해 이해당사들과 유기적인 노력을 하고 있
으나, 직원 내부의 소통,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반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 영화의 전당은 윤리경영을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행동강령 책임관
지정, 전직원 청렴 서약서 서명,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등
청렴기관 이미지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윤리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향후 윤리경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윤리헌장 제정
등을 통해 책임경영의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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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만족 경영분야에서는 고객 만족서비스를 위해 영화의 전당 방문
고객을 중심으로 한 고객서비스를 실행하고 있고 고객관리 및 고객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고객만족 실행 계획(매뉴얼)을 제작하고, 내부고객, 외부고객을
설정, 유형별 서비스기준에 따른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상시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
○ 영화의 전당은

년 설립이후

2011

년은 사업개시 원년으로 신규 사업

2012

시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경영 환경분석(SWOT)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파악한 강점, 약점 및 기회와 위협을 바탕으로

다 함께

“

즐기는 영상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라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비전하에 ‘경영혁신·기획의 차별화·관광 명소화’라는 전략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략의 경우 외부 연구 용역 등을 시행하여 연구결과 도출된 기관의
전략 수립과 발전을 위한 핵심 내용을 엄선하여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이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분야 □□
○ 영화의 전당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 확정, 세부계획 확정, 적정성 분석, 사업추진이라는 자체
사업계획 수립체계를 가지고 내외부의 관계자, 관계기관 등과의 충분한
논의 및 조율을 거치는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다만,
사업별 추진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성과 체크를 함으로써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89 -

2013년도(2012년 실적)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 예산관리의 합리성 분야 □□
○ 영화의 전당은 예산운영의 기능을 분립하여 사무처에서 예산의 편
성 및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이사회에서 예산의 심의,의
결,확정 및 집행결과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년도 예산편성

2012

의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편성방침을 정하고 이
를 준수하였으며 예산편성시
성 절차가 체계적이다. 특히
저조하여

5

차에 걸친 심사를 통하는 등 예산 편
년 자체수입이 당초 계획과 달리

2012

차 예산절감 계획수립,

1

차 긴축예산 편성운용 등 예산절

2

감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수입과 지출을 사업별로 분
석하고 사업의 타당성, 추진방식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등 적절한
피드백을 하였다.

□□ 재정관리의 합리성 분야 □□
○ 영화의 전당은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년 재물조사 계

2012

획을 수립, 시행하여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등
물품관리의 정확성 및 효용성 극대화 도모하였다. 또한 (재)영화의 전당
물품관리내규를 제정하고 이 내규에 따라 물품구매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에 의거한 구매 절차를 준수하는 등 구매절차도 비교적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휴자금의 관리측면에서도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자금 수급사정과 지출소요를 판단하여 정기예금 금액 및 기간을 탄력
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MMDA

억원 이상의 수입계좌 및 지출계좌를

1

계좌로 운용하여 이자 수익률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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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관리 분야 □□
○ 영화의 전당은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하여 연봉+부가급여로 보수체
계를 단순화하였으며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상여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직급간 보수 차이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를 받
는 6급 직원의 보수를 인상하였고 전문계약직 보수를 유관기관과의 형
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또한 직원의견 수렴과정을 통하여 보수를
조정하고 맞춤형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여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진작하
였다. 그러나 재단은 설립 초기이므로 보수체계를 정립하는 단계이며
보수체계의 개선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 후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 □□
○ 영화의 전당은 2011년 개관 후 행정환경 변화, 업무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4.16.~20)하고, 유사·중복 및 기능조정
필요분야 인력의 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기구·인력 조정 등 직제개편
(6.15)을 단행하여 팀별 직무분석 및 조직적정성 진단(증원, 업무기능
및 통폐합 대상 발굴) 및 조직원 의견 개진(인력·사무분장 조정, 조직
효율성 제고 의견 등)을 하였으며 진단결과 기구 조정 및 신규 수요분
야 인력 보강·재배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기능·역할 조정을 위
한 인력 상계 조정, 기능 중복 및 조정분야 통·폐합, 인력 조정을 추
진하였다. 설립 초기 기관안정화를 위해 내부 전문가를 활용한 자체교
육 중심으로 훈련을 추진하여 부서별 수요기반 교육을 지원(연차별 교육
훈련 지원범위 설정)하였으며,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공통교육, 직무역
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직원소양 함양을 위한 고객 접점교육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구성원 역량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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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체계 분야 □□
○ 영화의 전당은 법인 정관이나 규정집에서 대표이사의 경영성과 계약을 의무적으
로 체결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리자는

년 1월 사업계획안

2012

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숭인을 받았다. 그러나 정관이나 규정집에
대표이사의 경영성과 계약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
리 측면에서 영화의 전당은
년

2013

년

2012

월 성과지표 개발에 착수하여

10

월 MBO(목표관리)와 BSC(성과관리) 제도를 융합한 자체 근무

1

(성과)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실적에 대한 개인별

등급을 정

하여 연봉액 조정 기본자료로 활용 및 성과급에 반영함과 아울러 보직과 관련
한 전보, 겸직, 파견, 순환보직 등 인사발령에 대한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성과
평가의 개선에 대한 평가는 시기 상조이다.

□□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 분야 □□
○ 영화의 전당은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주최 ‘올해의 부산다운 건
축상 대상’, 국토해양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주최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우
수상’을 수상하였고 총143건의 언론보도를 통해 기관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공익성 제고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서부산권 등의 문
화소외 지역에 대한 야외상영 및 DVD 상영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부산맹학교 등 영화·공연, 시설관람 기회제공(946
명), 만 60세 이상 시니어 관객층만 대상으로 시니어극장 운영(836
명)하는 등 문화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기
관으로서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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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시 정책준수 및 경영혁신 등 경영효율화 추진노력 분야 □□
○ 관리자는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직원들로 이뤄진 신설 법인으로서의
특성을 감안, 경영안정과 고유의 조직문화 안착을 위하여 업무/비업무,
정기/비정기 등

시간 상시 열려있는 대표이사실을 운영하고, 주간

24

정기회의, 정기적 팀별 간담회, 전직원 대상 개인별 면담창구를 운영하
는 등 내부협력과 소통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관 초 경영개선을 위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기관 경영모델 제시, 마케팅,
수익사업 개발 등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며,
법률, 세무, 노무분야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인들과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 운영하는 등 경영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전년대비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분야 □□
○ 영화의 전당은 전년도 경영평가 미 실시평가 기관으로 2013년도에 처음으로 고
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취득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를 한다.
○ 부산광역시가

2013. 7. 24

~

8. 27(35

일간) 기간동안 경영평가 대상기

관별 정책고객 및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사)한국발전연구원 용역), 종합점수

((

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고

84.8(100

객만족도 제고 노력 점수는 취득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로
○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재)영화의 전당 기관 평균은

점이다.

3.4

점으로 나타났

84.8

는데 세부부문별로 살펴보면 업무처리 결과 부문이

점으로 가

88.3

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업무처리 과정부문(83.1점), 업무처리
환경부문(82.6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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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3년 부문별비교

○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결과에 의하면 업무처리 환
경 부문의 전문성, 혁신성, 신뢰성과 업무처리 과정의 대응성, 지원
성, 적극성, 업무처리 결과 부문의 공정성 분야가 중점 개선분야로 분석
되어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 특히, 개선 및 건의내용으로 제시된 사항 –회원과 비회원 차별화, 회원들에게는

보다 풍부한 정보제공, 자전거보관대 등 부대시설이 미흡, 7층에서
6층으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5~60대가 많이 불편, 연세
드신 분들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금액의 프로그램개발,
평일 영화시간을 조금 늦게 해주면 직장인들도 이용하기가 편할 것 같다,
영화의 전당의 조직적 체계가 비체계적이고 직원들에게 물어 볼 창구도
미흡하다, 예매하고 갔으나 매번 다른 손님이 앉아 있다. 입장할 때 통제가
안 된다, 각 부서간 연락이 잘 안되고 본인이 맡은 일 이외에는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이용 시 불편하니 홈페이지 개선 및
홈페이지에 건의사항 창구 마련, 일반인도 전시실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요망, R석배치 개선요망, 힘든 자세로 관람해야하는 불편함 등
- 에 대해서는 향후 즉각적인 개선과 보완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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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업지표
□□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 활성화 분야 □□
○ BIFF 중심으로 출범한 영화의 전당은 다른 문화회관 등의 예술회관과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어 개봉작뿐만 아니라 다른 극장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국가와 장르의 영화를 상영하며, 유명 감독 등의 작품을
특별상영하고 있으며, 영화 관련 다양한 교육과 기획전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또한 여타 공연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화를 바탕으로 한 음악,
연극, 뮤지컬 등을 기획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아니라
영화 관련 각종 행사와 대관 행사를 진행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추가 사업 발굴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Opinion leader들이 자발적
으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즉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되고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부산국제영화제의 안정적 개최 지원 분야 □□
○ 영화의 전당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대외 협력
창구를 일원화하고 3단계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추고 영화제 최종 계획서
기준 인력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을 위한 전체 점검은 물론 영화제 기간
중 상황실 운영으로 각 공간, 업무별 운영 지원시스템을 연결하는 등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영화제
기간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사고, 화재 및 인명구조, 가스사고,
승강기 관련 사고 등 안전사고 분야별로 시청 재난경보상황실, 해운대
경찰서, 소방서, 한전, 병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대응·협조체계를
구축,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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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인 영화․영상인프라 구축․운영 분야 □□
○ 영화의 전당은 영화·영상 이해도 증진을 위한 이론교육으로 ‘영화로 보는
사회학 특강’, ‘시네마틱 브레히트와 영화’ 등 총 9개의 강좌,
총

회 진행,

63

명이 수강하였으나, 수익성이 낮음을 이유로 당초 계획인

184

못 미치는

개 강좌를 개설하였다. 실기교육 분야에서는 ‘영화영상

9

편집’, ‘빛과 이미지, 영화 촬영과 조명’ 등 총
목표치인

회에

17

개 강좌를 개설하였으나

11

개 강좌에는 못 미치는 실적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12

실기교육으로 단편영화 ‘봄’ 등

편이 제작 완성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

37

었고 해외감독 초청 영화워크숍 ‘키아로스타미의 영화학교’를 개최하여
초청 감독이 멘토가 되어 영화를 제작, 완성하여 완성된 영화는 상영
후

로 제작하였으며, 국내 김종관 감독 초청 여름 영화캠프를 개최

DVD

총 9편의 영화를 제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향후 중·장기적 영화·
영상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광명소화 추진 분야 □□
○ 영화의 전당은 기관의 기획 영화·공연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파 등을 위
하여 보도 및 홍보자료 배포

건, 기자간담회 3회, 팸투어 1회를 실시

68

하였으며, 온라인 뉴스레터, 웹진,

SNS

를 통한 홍보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티켓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 예스24와 연계한
홍보를 병행함은 물론 기관리플릿, 월간 소식지와 계간지 발행, 시설
홍보 동영상과

용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Youtube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20대, 30대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홍보, 홍보 UCC 제작 및 사진갤러리를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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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산시 교육청, 동성화학, 롯데부산
면세점 등 15개 단체·기업과의 제휴협약을 통해 초·중·고생 대상
입장료 할인, 영화관람할인권 제공, 영화의전당 회원에 대한 업체 할인권
제공 등 관람객 유치 확대를 도모하는 등 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향후 지표를 실적의 유무보다는 계획 대비 실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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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통문화연수원
▣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은(이하‘연수원’이라 한다)
○ 1982년 시달된 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운수종사자 연수원 설립
지침”과

1984년 “부산광역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 조례”에 따라 1984년부터 1991년까지 기금을 적립하고,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통질서 의식함양과 친절봉사 자세 확립
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단체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운수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할 목적으로 2002년 4월 개원
하였다.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사업,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 교육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 조직은 원장, 2과, 1교육장 20명 규모(정원 14명, 어린이교통안전교
육장 별도)이며, 의결기구로 이사회(이사장 부시장)와 대의원 총회가
있다.
○ 2012년말 현재 예산규모는 총 1,917백만원이며 이중 시비 보조금이
1,71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부산시
수탁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평가분야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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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지 표
□□ 관리자 리더십/책임경영 분야 □□
○ 관리자는

2012

년

2

월 취임하였으며 국제신문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사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

운전자 교통안전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비젼으로 최적의 맞춤교육으로 선진 운수 종사자
양성, 교통문화수준 향상,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사업 등
공익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연수원 시설물 대여를 통한
수익사업을 전개하여 시비보조 의존도를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공익성과 수익성 조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 그러나 정례적인 회의와 단합행사 등으로 직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소
통하여 경영목표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며 이들을 잘 설득･리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직원 직무제안제도 운영으로 창의경영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및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운수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으며, 경영철학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 연수원은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2007년
년

(2011

매월

1

월)과 임직원 행동강령

4

월)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행동강령 준수 교육을

8

회 정례 조례시 실시하고 있으며 , 윤리경영 전담조직으로

교수부장을 윤리강령 책임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내부감사 시스템을
통한 결산감사, 상벌 규정을 두고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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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고객만족 경영과 관련하여, 연수원은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상담센터 운영, 운수 종사자 편의를 위한 주말교육 실시,
교육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이수자 개인 열람
가능 및 교육수료 확인증 재발급,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고객 의견
수렴하고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생 교육
만족도 조사를 현행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진
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산시 유관기관과 단체들과의 이해
노력을 위한 교통문화 정착 협력 사업을 모색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
○ 연수원은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적절히 수립하고 있는데 단기의 경
우

2012~2013

년, 중기는

년, 장기의 경우

2014~2016

년으로

2017~2019

각각 시기를 정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종합연수원을 지
향한다는 비전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평생교육시설 지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전략의 추진과정의 측정 및 관리의
경우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안건 심의
및 주요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성과달성 여부 등이 검토되고 있고,
평가 결과의 경우 예산반영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
효과분석까지 시행하는 등 추진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 100 -

2013년도(2012년 실적)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분야 □□
○ 연수원은 주요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와 근거에 대
해서는 잘 정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상세
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운수종사자 교육,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등과 같은 주요사업을 어떻게 실시하며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작성하여야만 사
업의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의 평가 및 결과 그리고 개선 반영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기록이 요구된다.

□□ 예산관리의 합리성 분야 □□
○ 연수원은 부산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였으며 낭비성
예산편성 및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반면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이
매우 미흡하며 분석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여
연수원이 하고 있는 업무와 예산과의 연계성 및 타당성 등을 분석
하고, 예산실행 사항에 대해서도 중간점검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재정관리의 합리성 분야 □□
○ 연수원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규와 정부지침을 준용하여 회계 관
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년 3월이후 자체 회계규정을 개정한 실

2005

적은 없어, 계약환경 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회계규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회계업무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
무회계 프로그램(ERP)을 운영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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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물품의 경우 전자 입찰을 통한 계약을 추진함과 아울러 금액에 상관없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등 나라장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 유휴자금 관리면에서는 유휴자금을 일정기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 비록 유휴자금이 크지는 않더라도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의 다양한 이용 방안을 강구해서 이자 수입을
더욱 늘리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보수관리 분야 □□
○ 연수원은 성과급제 및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지방공무원 보
수규정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 향후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연수원 보수규정 제2조(적
용범위)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의
기간이

성과상여금)를 준용, 근무

2(

년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점수에 따라

1

성과급을 차등지급하여 일부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합리적 복리후
생제도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직원 사기진작
을 위한 복지를 위하여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다.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 □□
○ 연수원은 1부 2과

명(직제규정상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 교통

14

안전 교육장 무기계약직 5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연수원 조직은 늘어
나는 교육수요에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나, 공무원
조직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연수원 실정에 맞는 조직형태로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고 직급별 정원분포는 단지형에 가까운 호리병 조직
으로 업무성격에 따라 고객 지향적으로 적정 운영되고 있다. 다만, 조직
규모나 인력이 적어 학습지향성이나 환경변화 대응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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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체계 분야 □□
○ 연수원은 관리자의 경영성과 계약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정관 제17조
의2에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으나 부산시와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는 않다 . 또한 성과관리체계 및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급이하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업무성과(50점), 직무추진능력(20

5

점)으로 분배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해 실적위주의 근평실시, 성과급 차등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성과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 분야 □□
○ 연수원은 매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계획수립을 수립하여 시민
무료영화 상영 시행, 시민들의 문화편의를 위하여 세미나, 교육, 각종
행사 등을 47회 대관하였으며,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명절과 연말
연시에 상조회를 통한 성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에서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자 Naver 뉴

(2012.11.5.

스) 등 5건의 뉴스 보도, KNN 방송사에서 매주 목·금요일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 홍보CF를 방송하는 등 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부, 시 정책준수 및 경영혁신 등 경영효율화 추진노력 분야 □□
○ 연수원은

월 조경관리인부 2명 및 식당/주차관리 인부 1명 등 3명을

2012. 4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 실적이 있고, 2012년과 2013년 중 재정조기
집행에 참여하기 위해 조기집행대상 예산과목을 별도 구분하여 재정
조기집행 계획 수립하였으나 집행실적을 점검한 실적은 없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 신규교육생 도시락을 (주)여성이만드는세상에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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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여성기업 제품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사 유니폼 등을 중소
기업제품으로 구매하는 등 정부 및 부산시의 정책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
으나 보다 더 적극적인 권장정책 준수가 요구된다.
○ 경영혁신 노력에 대한 직원 보상제도 측면에서 연수원은 인사규정 제
조(특별승급)의 규정에 의거 보상제도를 시스템화 하고 있지만, 보다

21

더 구체적인 성과보상 시스템(성과급)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전년대비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분야 □□
○ 연수원은 전년도 경영평가 미 실시평가 기관으로 2013년도에 처음으로 고객만
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취득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를 한다.
○ 부산광역시가

2013. 7. 24

~

8. 27(35

일간) 기간동안 경영평가 대상기

관별 정책고객 및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사)한국발전연구원 용역), 종합점수

((

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고객

87.8(100

만족도 제고 노력 점수는 취득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로 4.2점이다.
○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사)교통문화연수원의 기관 평균은

점으로 나

87.8

타났는데 세부부문별로 살펴보면 업무처리 결과 부문이

점으로

89.9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업무처리 과정부문(87.1점), 업무처리
환경부문(86.2점) 순이다.
그림. 2013년 부문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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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 결과에 의하면 업무처리
환경 부문의 설립목적 적합성, 전문성, 신뢰성과 업무처리 과정의
적극성, 업무처리 결과 부문의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제공 노력정도가
중점 개선분야로 분석되어 이 또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 특히, 개선 및 건의내용으로 제시된 사항 - 용어 등을 설명할 때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쉽게 설명했으면 좋겠다, 일부직원들이 불친절하고 교육 시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인다, 승무원 대상 자세한 교통법규 실시 요망, 우편물로
끝내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로 교육 알림 요망, 시간변경 시 전화연락이
용이하지 못해 불편함, 자가용기사들에게도 교통연수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 일반인들(오토바이운전자)에 대해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설,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걸어 올라가기가 힘들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했으면 한다, 교통문화연수원의 교육을 테마적으로
현장실습을 포함해서

박2일로 좀 더 늘려 여러 부분으로 확대 요망

1

등 - 에 대해서는 향후 즉각적인 개선과 보완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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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업지표
□□ 운수종사자 교육 분야 □□
○ 연수원은 선진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신규교육, 여객교육,
화물교육의 3가지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여객교육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일반교육 대상자 및 차별교육 대상자로 구분 선발하여 교
육을 시행하고 있다. 차별 교육의 경우 사고 및 법령 위반이 없는 운
수종사자, 무사고자 등을 대상으로는 격년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행정
처분, 사고 등의 이력이 있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강화교육을 시행하
여 운수종사자의 경험 및 이력에 적합한 차별을 둔 보수교육을 실시하
여 선의의 경쟁심 유발을 통한 법규 준수 등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
다.

년도 교육 계획인원은

2012

으로

명이었으나 교육이수자는

48,660

을 기록하였는데, 계획대비 교육이수자 비율이

98.1%

명

47,758

10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운수업계의 경기 민감성과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일반 화
물 운전자에 대하여 화물차 1대당 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당
만원이 부과되어 미이수에 대한 과징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30

미이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 분야 □□
○ 연수원은 어린이 단체교육을 위해 총439개 단체에

명을 대상으로

29,422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년도 교육실적(25,650명) 대비

114.78%

의 성

과를 거두었고 교육장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
들에게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총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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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 분야 □□
○ 연수원은 자전거학교를 개설하여 이동수단으로서의 자전거 관련법령과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자전거 타는 법 등의 교육을 초 중학생 및 일반
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하여 전년비

년은 총 6회

2012

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41.94%

명에 대한 교육을

169

년도에는 교육생 편

2012

의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한 결과로 이해된다. 연수원은 또한 교육
대상자 전원에게 자전거 안전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이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수료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년부터는 학년과 학반을 기재하는

2013

것으로 변경운영하고 있다.

□□ 연수원 운영 활성화 분야 □□
○ 연수원은 연수원 강당을 활용,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영화상영전
연수원을 소개하고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시책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져
기관 홍보와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하고 있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질서 백일장 대회 개최, 어
린이날 행사 개최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등 연수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향후 지역사회의 교통문화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행사를 기획,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화상영 지표와 관련해서는 향후 연간 계획 대비 상영 횟수나
전년도 대비 실적으로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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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체육회
▣ 부산광역시 체육회는(이하 ‘체육회’라 한다)
○

년

1963

다가

3

월 부산직할시 승격에 따라 부산직할시 체육회로 창립되었
년

1995

개칭하였다.

1

월 부산시의 광역시 승격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로

2008

년

월 부산광역시 체육회관의 개관으로 현재의 사

7

옥으로 이전하였으며 체육운동의 범시민화,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부산지부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개구

군 지부를 가지고 있고 운영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학교

1

체육위원회, 체육진흥자문위원회

○

년 세입예산은

2012

15

4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천원으로 이중

14,759,131

인

92.5%

천원이

13,655,359

시 보조금으로 부산시 의존도가 높으며 우수선수 확보ㆍ육성, 체육회
실업팀 운영, 경기지도자지원, 경기력 향상 대책 추진 등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 체육회는 예산편성 및 결산서 등은 이사회의 의결(회장-시장)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사업계획서 제출, 각종 검사
및 업무보고 등 대부분 시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각종 사업추진
시에도 시의 정책을 우선 반영하는 등 부산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평가분야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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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지 표
□□ 관리자 리더십/책임경영 분야 □□

○ 사무처장은 또한 소통의 리더십,

회합/신뢰의 리더십, 원칙의 리더십,

청렴경영의 리더십을 통하여 부산 스포츠인들이 맘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하여‘부산체육의 르네상스 시대 구현’이
라는 비젼을 설정하고 이의 구현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내부 직원 및 외부 기
관, 육성 학교, 가맹경기 단체, 원로 체육인 등 대상별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 기관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경영철학 전파를
위해 회의, 간담회 개최 추진 등으로 소통 경영을 도모하고 있음은
물론 선수나 지도자, 팀, 체육 원로들과도 화합/신뢰의 리더십을 쌓는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자는
경영철학, 비젼, 경영 목표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 체육회는 윤리경영을 업무수행에서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으로 정의하고 윤리경영의

4

요소 설정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체육인 헌장과 체육인 윤리강령을 기관의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으로 공유하고 있다.

년에는 자체 임직원

2010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사에 있어서 정실을 배제하고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경기지
도자를 공개 선발하고, 전담부서 의견 수렴을 통한 민원해소에 노력
하고 있으나, 향후 윤리경영을 위한 독립적인 헌장과 강령을 제정하
고, 윤리 경영 실천을 위한 윤리경영 전담 조직지정을 통해 공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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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직원 의식 함양에 더욱 노
력해야 할 것이다.
○ 고객만족 경영과 관련하여, 체육회는 국제경기대회 기념관 고객소리
수집함 여론수렴, 체육회관 이용시민 간담회 개최로 고객 요구를 수
집한 사례가 있으며, 간담회 이후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
였다. 그러나 고객 목소리를 청취하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 고객
유형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고객 유형별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현재 보다 개선된 고객중심의 체육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
○ 체육회는 3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6대 기본전략과 9개 중점과제를 도
출하여 중장기 경영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경영전략으로
는 ‘든든하고 믿음 가는 부산체육 실현’을 수립하고 학교체육 기초
기반 강화 등의 세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 경영전략의
전략은

2013~2023

년까지의 장기적인 플랜으로

대

3

단계의 과정으로 구

3

분하여 추진중이나 이러한 전략의 수행을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장기적인 전략이라고는 하나 목표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름만 다
를 뿐 단계별 내용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된다.

□□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분야 □□
○ 체육회는 전국대회 참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전국체육대회 대
비 역량을 모으기 위한 각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 지도자 지원 등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한
기반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까지 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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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육
성 계획을 수립하고, 실업팀 정예화 운영, 스포츠클럽 운영 등의 계
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방안 및 계획 등은 비교적 적절히 세워져 있
으나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평가하기가 힘
들며, 이러한 사업의 시행 시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그동안 사업을
수행해오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하여 추후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사업
에 대한 추진성과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성과를 평가하는데 적절

한 항목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평가과정 수행 중에 나
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예산관리의 합리성 분야 □□
○ 체육회는 예산편성시 각종 체육진흥사업과 전국체전 상위입상에 초
점을 맞춰 편성․운용하고 있는데, 자체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 예산
편성전 부산시와 협의하고 체육회장의 승인과 병행하여 체육회 분
과위원회인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통해 우수선수 확보비, 체육회실업
팀 운영비, 장학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규모에 대해 사전 심의 후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이사회, 대의
원 총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있으며,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피드백
분석을 실시하고 예․결산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 사
업계획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중점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
을 배분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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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관리의 합리성 분야 □□
○ 체육회는 연간 결산서에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수록하여 비치하고 매년
회씩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 재물조사시 장부내용에 대

1

한 현장 실사를 병행하여 확인하는 등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다. 또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구매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고정자산 구입시 사전 자산취득비로 계
상하고 직원들의 청렴계약제를 실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유휴자금 관리면에서는, 여유자금을

MMDA

보다 이율이 높은 정기

예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적극 활용,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유휴자금의 평균잔액 대비 이자수입액이
3.09%

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을 좀 더 다양하게 경쟁시켜

금리 협상을 유리하게 갖고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외부 자문을 구하
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보수관리 분야 □□
○ 체육회는 사무처 운영규정 제51조에 따라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따라
보수를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수수준을 체육회에 특수성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사무처장의
경영성과계약과 관련, 규정집 등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상여금도 전국체육대회
성적에 따라 전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내부직원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은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보수체계 개선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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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 □□
○ 체육회는

월말 현재

2012.12

처

1

차장

1

팀

5

명의 소규모 조직으로

20

체육회의 재정자립과 공공체육시설 수탁운영을 위해

2012.

1.

부로

31.

위탁사업관리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직급별 정원분포는 항아리에
가까운 피라미드형 조직으로 업무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엘리트선수 발굴․육성 및 종목별 체육운영팀 관리,
창단 유도, 학교체육 지원, 전국체전 종목담당관제 등 고객지향적
조직으로 적정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인력이 적어 학습지향성이나 환경
변화 대응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 체육회는 또한 사무처 사무규정 제3조(채용)에서 “직원의 신규채용은 고시에
의함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 승진․전보 및 평정 등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나름 노력
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운영위원회운영 규정」에

의거 사무처 직원뿐만 아니라 구(군) 지부와 가맹경기단체 및 그 단체의
산하 모든 임원 및 선수까지 적용하고 있고, 사무처 직원의 인사 및
상벌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아닌 체육회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
하는 위원회로, 일반적인 인사위원회와는 성격이 상이하고, 또한 성과
상여금의 차등지급도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체전 성적에 따라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받고
있어 능력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체육회는 조직이 소규모라 신규채용 및 승진․전보 등의 한계가 있어
매년 직원의 승진․전보 등에 대한 인력운영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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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체계 분야 □□
○ 체육회는 사무처장의 경영성과 계약제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고 경
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전국체전성적에 따라 성과
상여금을 전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직원별 성과
관리제도는 없다. 다만, 전국 체육대회 성적에 따라 지도자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내부직원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어 내부 직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체 성과
지표 개발 등을 통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 분야 □□
○ 체육회는 자체감사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절차에 따라서 징
계하는 등 신상필벌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클린센터 및 선수고충처리
센터 운용하여 내부감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관만의 특성
을 살려 무료체조교실, 기초생활수급자 회비무료, 시민체력 향상을 위한
배드민턴교실, 실업팀과 연계한 어린이 농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 시 정책준수 및 경영혁신 등 경영효율화 추진노력 분야 □□
○ 체육회는 정부와 부산시의 정책 준수를 위하여 2012년에 북구 국민
체육센터와 양정모 종합실내훈련장을 수탁 받으면서 정규직 1명과
계약직 18명, 일용직 15명, 용역 4명 등 총 38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12,000천원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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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경영효율화의 측면에서, 체육회는 제1회 부산초중학생 육상경기
챌린지대회를 개최하여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그 중 특기와 적성이
맞는 9명을 엘리트 선수로 전환 육성함으로써 선수저변 확대 및 선수
발굴 경로를 다변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도자 처우개선, 국민
체육센터 등 수탁운영 추진, 부산체육발전 후원금사업 추진, 실업팀
선수 목표성과 관리제도 등을 시행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년대비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분야 □□
○ 체육회는 전년도 경영평가 미 실시평가 기관으로 2013년도에 처음
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취득점수에 의한 절대
평가를 한다.
○ 부산광역시가

2013. 7. 24

~

8. 27(35

일간 ) 기간 동안 경영평가 대상

기관별 정책고객 및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사)한국발전연구원 용역), 종합점수

((

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88.6(100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점수는 취득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로
○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체육회의 기관 평균은

점이다.

4.2

점으로 나

88.6

타났는데 세부부문별로 살펴보면 업무처리 결과 부문이

점으로

89.8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업무처리 과정부문(88.2점), 업무처리
환경부문(87.8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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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3년 부문별비교

○ 특히, 개선 및 건의내용으로 제시된 사항 - 런닝머신 고장이 잦으며 고장 시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과 샤워실 청소가 제때 되지 않아서 이용
시 불편, 에어로빅 바닥 시트교체와 건물에 비가 새지 않도록 조치,
체육회의 모든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처리, 전국체전 훈련비 신속 지급
및 선수들이 맘 편히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선수들

훈련 상황을 참관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줬으면 합니다, 대회
참여 연습 시 사전예고로 선수들의 흐름을 깨지 않도록 배려 요망,
동계체전에 대한 관심 요망, 옷과 수건 청결 유지 요망 등 - 에 대
해서 향후 즉각적인 개선과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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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업지표
□□ 체육진흥 기초기반 강화 분야 □□
○ 체육회는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예산을
비해

7.57%

늘어난

11

년의

억5696만원에

2011

억3,696만원을 확보하며

10

107.57%

의 성과를

올렸다. 초·중학교 특성화종목 선수의 경기력 강화와 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며 합리
적인 예산 확보 및 운용을 진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 학교 수가
증가하여 전년비

116.88%

년

2011

개교에서

77

개교로

90

개교가

13

증가하였으나, 특정 종목의 경우 선수

이

Pool

넓지 않아서 인지 동일한 학교가 연속해서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원 학교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지원 학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체육회의 2012년도 학교체육예산은 2,793,087천원으로 최근 3년간 학교
체육 지원금 평균예산 2,723,062천원대비 102.57%로 이러한 학교체육
지원금으로 인해 초･중･고의 체육팀이 전년대비 213팀 증가하는 등
선수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 역량강화 분야 □□
○ 체육회는 전년도 대회결과를 분석하여 부진한 부분을 보강하고자 세부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지도자 지원육성, 팀 창단 지원, 팀
운영 지원 등의 세부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다. 수립된 사업계획
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바, 예산부문은
제12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하고,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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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업규모 및 시행의 적정성을
승인받는 등 전문가, 직원, 관계기관 및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2012년도 제9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93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상위권 진입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체전 상위권 진입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선수의 영입 부문에서는 대
학부 및 일반부에서 총 40명의 우수선수를 영입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
하였고, 실업팀 중 18종목 19팀 48명의 부진한 선수를 우수한 선수로 교체 조
치하였다. 26종목 52명의 우수지도자를 채용하여 필요한 팀에 파견하
여 지도하게 하고, 8종목 9명의 소속팀 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여 안정된 지도환경을 구축하였다. 열악한 가맹경기단체 재정을 보완하
기 위하여 51개 단체에 대하여 8개분야 141억 6,186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부산선수단의 상위권 목표달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러한 종합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전력분석 작업을 연간 5회 실시하
여 사전에 부진사항과 개선사항에 담당자 의견을 반영하여 대책 방
안을 마련하는 등 전국 체전 대응전략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 선진체육 환경분위기 조성 및 가맹경기단체 지원 분야 □□
○ 체육회는
등 총

년 실업지원팀 지원금, 장학금, 훈련수당, 장비구입비

2012

14,161,861

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선수, 지도자 등 체육인 환

경개선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지도자 처우개선으로 지도
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부산관내 실업팀 지도자 및 교육청 소속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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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명에 대하여 선수 폭력 예방 및 근절 교육 등 자질향상 교육

252

을 실시하여 체육지도자 육성을 통한 선진체육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 또한 부산연고 실업팀 훈련장을 방문하여 임원 및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천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등 부산연고 실업팀과의 유

826,400

대를 강화하고 부산연고 실업팀 창단을 위한 꾸준한 지원으로

2012

년에 체육회 산하 당구 혼성팀과 기계체조 남자팀, 핀수영 여자팀
등

3

개 팀이 창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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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체육회
▣ 부산광역시 생활체육회는(이하 ‘생활체육회’이라 한다)
○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문화 창
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장려)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생활체육회 기구는 구ㆍ군 생활체육회
목별연합회

개, 구 군 종목별 연합회

개 종목

41

67

년

1991

개와 부산시 종

16

개 클럽 및 실

3,785

명등록 동호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산국민체육센터, 사상구 국민체
육센터, 송도 스포츠 센터 및 간이체육시설을 수탁관리하고 있다.
○ 조직은 비상임 회장, 사무처장, 1본부, 2실 2부

명 규모(정원

13

명)이며

13

이사회가 있다.
○

년말 현재 예산규모는

2012

천원, 시 지원금이

340,881

천원이며 이며 중앙지원금이

2,860,871

천원으로

1,959,073

를 차지하여 부산시에

68.48%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사업보고 및 결산서 등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부산시의
지도․감독보다는 국민생활체육회의 지부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이나,
생활체육회 운영비의 대부분을 부산시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실정으로, 평가분야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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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지 표
□□ 관리자 리더십/책임경영 분야 □□
○ 사무처장은

년여 동안 부산시에 근무하며 지득한 공기업 전반에 대

35

한 관리경험을 토대로 생활체육 슬로건인 ‘스포츠

과 ‘운동은 밥이

7330’

다’를 통한 생활체육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비젼을 가지고 생활체육 진
흥을 통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동호인 활동 육
성지원 및 확대 등의 노력으로 시민 생활체육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개 구․군 생활체육회 및 부산시

16

종목별 연합회의 회장 및 사무국장 등 임직원들과의 이사회나 워크숍, 행
사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생활체육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이는 등 조직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 생활체육회는 윤리경영에 대한 정의를 담은 임직원 행동강령 마련, 행
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처벌규정 등을
인사내규에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들이 얼마나 적정하게 잘 운영되는가
에 대한 실적은 미미하며, 또한 클린센터 등 내부감사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내부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
록 윤리경영 추진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구성원을 대
상으로 윤리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윤리경영 교육
등이 성과를 내기 위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고객만족 경영과 관련하여, 생활체육회는 동호인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활체육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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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별 설문조사 후 개선요구 사항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다양한 고객의견 수렴을 위한 직접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등 체
계적인 고객요구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업무에 반영
하는 등 고객 불만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
○ 생활체육회는 대표적으로 시민이 모두 소비자라고 할 만큼 시장이
광범위하고 활동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소프트웨어적 역량이 높다는 강점과 자체 가용예
산의 절대 부족과 하드웨어적 부분인 공공체육시설이 전국 대비 절
대 부족이라는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신규
프로그램 개발, 대외 업무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행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예산이 부산시 그리고 이
사들의 기부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분야 □□
○ 생활체육회는 전년도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정하고 효율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의 종료 후 결
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명기하여 추후 계
획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매년 추진되는 사
업계획에 적합하도록 부서별, 개인별 업무 분장을 탄력적으로 시행
하여 인력 및 조직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관의 특성상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
부문이 중요한 만큼 홍보 및 정보를 전담하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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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홍보 및 정보수집과 전달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등 선택과 집
중을 통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생활체육의 경우 시민들의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
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접근성이 용이한 홈페이지 등을 구성하여 시
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예산관리의 합리성 분야 □□
○ 생활체육회는 전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당해연
도 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등 예산 편성계획이 적정하며 예산집행의 경우
항목별 예산 한도 내의 지출원인을 조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반면 전년도 예산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미흡하며, 각 사업 영역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한
후 피드백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부진하여, 예산과 연계된 중장기적
인 관점의 전략과 계획도 미흡한 수준으로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 재정관리의 합리성 분야 □□
○ 생활체육회는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재고자산을 적절하게 유
지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처리 규정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
민생활체육회에서 개정된 내용을 준용하여 회계규정을 이사회를 거쳐
승인을 받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관리하고 있으며, 예산부서와 지출부
서가 분리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 회계연도 감사는 자체감사(세무사)로
부터 결산에 대한 감사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

○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생활체육회는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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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공고 및 시행을 하고 있으나, 입찰
건수가 적더라도 나라장터 사이트를 활용한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나라장터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다 투명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수관리 분야 □□
○ 생활체육회는 조직의 특성상 보수규정 및 인상률은 중앙회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으므로 연봉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수인상은 부산시 보수인상율과 동일한
여건상 수당을

100%

3.5%

년도

2012

인상을 하였다. 재정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타 체육단체에

비하여 보수가 낮은 편이므로 특별히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며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통비, 급식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 □□
○ 생활체육회는 시민의 여가선용 시간 및 동호인 증가로 인해 각종 행사
및 사업, 생활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최근 3년간 조직진단 용역이나 자체 직무분석 등 실적은 없으며
현 사무처 조직으로 환경변화에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직급별 정원분포는 피라미드형 조직으로 업무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고객지향적 조직으로 적정 운영되고 있다.
○ 또한 직원 승진․전보 및 평정 등에 대해서도 인사규정에 따라 능력과
성과중심의 실적평가를 원칙으로 나름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른 포상 및 승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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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규정을 두고 있다. 성과평가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지는 않
고 있으나, 향후 예산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적정한 보상시
스템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체육회는 소규모 조직의 특
성상 신규채용 및 승진․전보 등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어 매년 직원의
승진․전보 등에 대한 인력운영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 성과관리 체계 분야 □□
○ 생활체육회는 사무처장의 경영성과 계약제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고 경
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중앙회의 보수규정 준수로 성과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조직의 특성상 보수규정 및 인상률
은 중앙회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으므로 연봉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성과관리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과급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성과지향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사무처장에 대하여
성과계약 규정을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중앙회와 협의하여 부산시 생
활체육회에 맞는 연봉제와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권고한다.

□□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 분야 □□
○ 생활체육회는 부산국민체육센터의 공기열원히트펌프 설치, 지하수개발
등 에너지 소비의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흑자전환에 대한
보도 등 으로 기관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생활체육회
정관(감사의 직무), 복무규정 등으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 내부문제로 인하여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사업의
전개를 통해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각 단위 사업별 세부계획
을 수립하여 결손가정자녀와 소외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스키캠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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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정부, 시 정책준수 및 경영혁신 등 경영효율화 추진노력 분야 □□
○ 생활체육회는 2012.4월 사상구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운영을 위해 직원 30
명 채용,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구매, 중소기업 및
장애인 생산품 구매 등으로 일자리 창출 등 정부 및 시의 각종 권장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영혁신 노력과 관련하여 생활체
육회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열원히트펌프 설치공사 등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를 보고 있지만 다른 여타 경영효율화에 따른 가시적인 실
적 및 혁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경영혁신 노력에 대한 직원 보
상 제도를 인사규정 제35조(포상)에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낮고
직원 보상제도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직원 혁신에 따른 동기
부여를 위한 직원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있지 않다.

□□ 전년대비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분야 □□
○ 생활체육회는 전년도 경영평가 미 실시평가 기관으로 2013년도에 처음으로 고
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취득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를 한다.
○ 부산광역시가

2013. 7. 24

~

8. 27(35

일간) 기간동안 경영평가 대상기

관별 정책고객 및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사)한국발전연구원 용역), 종합점수

((

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고객

85.6(100

만족도 제고 노력 점수는 취득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로 4.2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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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체육회의 기관 평균은

점으로 나타났는데

85.6

세부부문별로 살펴보면 업무처리 결과 부문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업무처리 과정부문
83.8

87.6

점으로 가장 높게

점, 업무처리 환경부문

85.0

점 순이다.

그림. 2013년 부문별비교

○ 고객유형(일반고객, 정책고객)에 따른 만족도 비교를 한 결과, 정책고

객의 종합만족지수(86.8점)가 일반고객(85.3점)에 비해 다소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고객 및 일반고객의 세부항목별 평가지수를 살펴보
면,‘민원관련 자료나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다’라는 내용으로
조사된‘지원성’(업무처리과정 부분)이 가장 낮게 평가되어 이의 개
선이 요구되고 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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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만족도 조사에서 개선 및 건의내용으로 제시된 사항 - 요가 프로그램의 경

우 최소 4개월은 해야 교육 효과있으니 프로그램 개발시 반영, 강좌
운영 시 정해진 횟수를 지키지 않고 횟수가 줄거나 변경되는 부분을
시정 요망, 마라톤 대회 시 각 구별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게 운영,
아쿠아 수영 강좌의 횟수 증가 요청, 일주일에 3회 활동하는 프로그램 개
발, 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한다.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데 생활체육회 명의의 공간마련 필요, 홈페이지를 최신버전
으로 업데이트,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교육이 미흡하니 깊이 있는 교육
과 지역별 생활체육회사무실을 늘려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지원
요망 등 - 에 대해서 향후 즉각적인 개선과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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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업지표
□□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분야 □□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활동 예산지원액이 전년도 40%이상 증가하
였는데, 신규사업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사업규모도 확
대되면서 체육진흥공단의 기금과 부산시 지원이 역시 확대된 때문
인 것으로 보이며, 클럽 동호인 수도
명이 등록되어

402

년에 비해

2011

개 종목에

78

가 확대된

14.76%

클럽,

3,584

만

17

의 성과를

114.76%

거두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 측면에서는, 강서체육관 미운영으로 배드
민턴 강습 프로그램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어 운영횟수와 참여인원이
모두 전년비 감소하였다. 생활체육 교실 등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장
소가 협소하여 정원 제한이 이루어 진다면, 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
도 고려하여 참여 가능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 생활체육 대회개최 및 지원 분야 □□
○ 생활체육회는 2012년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 9개 종목 9회의 국
제경기 유치를 계획하여
아, 리투아니아)
111%

9

개 종목

회

10

명의 교류 및 개최실적을 거두어 목표 대비

2,000

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내대회는

획하여

개국(일본, 중국, 인도네시

4

개 종목에 대해 총

27

참여하는 등 목표대비

개 종목

27

회 개최를 계

64

회의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77

명이

34,187

의 성과를 거두어,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120%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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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육성 분야 □□
○ 생활체육회는
산을

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해

2012

확보하여

실제

천원을

45,457

를 기록하였으며

지원하여

천원의 예

44,160

목표대비

실적은

년도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102.94%

2012

각각 1명씩 육성, 실제 배치하였다.

□□ 생활체육 기반강화 분야 □□
○ 생활체육회는 시보조금 신청 시 결정된 사업개요 및 소요예산을 사
업계획 수립 시 경영환경변화 적응성까지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추
진하는 등 적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좀 더 구체성이 요구된다. 또한
생활체육회는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선정위원
회는 추진사업 선정 및 우선 순위결정과 사업추진결과를 평가하는
등 사업선정에서 계획 수립, 추진, 결과까지 현실적인 목표와 모든
제반사항들을 파악하는 등 생활체육사업 선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
고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실적 향상 분야 □□
○ 생활체육회는

년도 축구 등

2011

축전에 참가하였으나,
여 총

종목

28

개 종목에 대하여 전국생활 체육대

25

년도에는 태권도, 종합무술 등의 종목을 추가하

2012

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매년 상위권에 입상하고 있다. 다

765

만, 전국생활체육 대축전은 종목별 시상은 실시하나 시․도별 종합
순위 및 채점은 실시하지 않아 전년 대비 성적순위 향상 평가는 불가
하다. 따라서 본 지표는 굳이 전년대비 평가가 필요하다면 종목별로 대
비해야 하나 생활체육 대축전의 개최 성격상 시․도별 성적순위의 의
미가 없는 순수 아마추어 생활체육임을 감안할 때 개선이 필요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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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
▣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는(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의무화) 및 대한장애인체
육회 정관 제조(시･도 지부 설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발굴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건강증진 및 체육 보편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기관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부산지부로서
년

2007

3

월 발족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체육기반 강화,

가맹경기단체 육성 지원 강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강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성공 개최 등이 있다.
○ 조직은

처

1

팀 9명 규모(정원

3

활체육서비스팀

21

명, 파견공무원 2명 및 찾아가는 생

10

명 별도)이며, 이사회(이사장 시장)가 있다.

○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 사업을 위하여 부산시와 대한장애인
체육회로부터 각각 2,244,957천원, 35,000천원을 지원받아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예산규모 2,279,957천원의 100% 수준이고,
각 보조금 지원기관의 예산, 회계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사업보고 및 결산서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역할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의 대부분을 시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고 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실정으로,
평가분야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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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지 표
□□ 관리자 리더십/책임경영 분야 □□
○ 관리자는

2007.3

월부터

7

년째 사무처장을 맡아오고 있으며,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의
장애인 체육을 육성하고자 노력하는 장애인체육의 전문가로서

100%

보조금만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상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보다는
주로 공익성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장애인체육회의 “함께하는 스포츠
선진도시 구현”이란 비전 달성을 위해 3대 경영목표와 14개 전략목표별
핵심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면서, 뚜렷한 경영철학과 목표
의식으로 대한장애인 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부산시 및 시의회 등의
이해관계자를 잘 설득하고 있으며, 특유의 친화력으로 직원들을
리드하고 있다. 구성원들과 비전 그리고 목표의 가치를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비장애인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사회가 같이
공유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분야 □□
○ 장애인체육회는 윤리경영을 위한 대한 장애인 체육회 윤리강령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윤리헌장의 경우 공무원 윤리
헌장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자체 윤리헌장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 전담조직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을 두고 있으나 이는
외부 통제기관이고, 실질적인 윤리경영을 위해서는 부산지부라 하더라도
부산시 예산을 전액 지원 받고 있는 기관의 자율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서 자체 조직내에 감사시스템(전담부서 또는 감사업무 전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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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고 조직구성원에 대한 실질적인 윤리
교육을 위해서는 연간 교육체계 구축, 외부 강사 초청 특강, 직원의견
수렴장치 등을 마련,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
○ 장애인체육회는 대내외적 여건 및 역량 분석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내적 여건은 강점과 약점, 대외적 여건은

SWOT

기회, 위협요인으로 분류 분석하였는데, 강점요인은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으로 꼽혔고 , 약점요인은 세입예산의

80%

가까이를 부산시에 의존하여 재정 자립도가 저조하다고 분석되어
부산시의 재정지원이 강점인 동시에 약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
에도 요인별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강점을 더 강화할 것인지,
약점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과 함께 기관의 경영전략에 더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 전략의 경우 5대 추
진전략 하에 개별적으로 핵심 추진과제를 갖추고 있으나 이 부분의 전
략에 명료성이 떨어지고 타 기관과 겹치는 부분도 있어 조정 혹은 경
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영전략이 기관의 설립 목적에 가장 부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생
활체육 및 장애인 스포츠 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세부사업의 경우 크게 특징적
이지 못하여 장애인체육회가 펼칠 수 있는 특성 있는 사업을 개발하
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분야 □□
○ 장애인체육회는

년의 경우

2012

개 추진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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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였으나 실행계획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립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며, 계획을 수립한 후 최종단계까지 어떻
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고 있어 추진과정의 효율성
을 쉽게 진단할 수 없다. 신규 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확정, 세부계획 확정, 적정성 분석, 사업추진이라는 자체 사업계획 수
립체계를 가지고 내･외부의 관계자, 관계기관 등과의 충분한 논의
및 조율을 거치는 프로세스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업별 추
진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성과 체크를 함으로써 경영효율화를 지속
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P-D-C-A6)

업무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 예산관리의 합리성 분야 □□
○ 장애인체육회는 예산편성시 부산시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를 거쳐 주요 사업 및 예산의 심의 및 의결을 하
였으나, 예산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차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사업 영역별로 단위사
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에 반영하는 피드백은 부진하여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 재정관리의 합리성 분야 □□
○ 장애인체육회는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평
가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으며, 회계분야의 적정 집행을 위해 사무처
처무규정의 예산 및 회계분야에 대해 변경사유 발생시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그 외 문화체육부, 부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대한
장애인체육회 회계규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정산 지침 등 관련 규정
6) P(Plan) - D(Do) - C(Check) - A(Action)방식 : “계획 – 실시 – 확인,점검 – 조치”하는 업무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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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 회계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사업비 지출 및 정산 내역을 검토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하
고 있으며, 2천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매업무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있다.

□□ 보수관리 분야 □□
○ 장애인체육회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계약직 운전자

인만

1

연봉제 적용)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제도 또한 도입하고 있지 않아
복리후생제도가 미흡하므로 장애인체육회에 맞는 연봉제와 성과관리
시스템 및 복리후생제도 등의 마련이라는 내부마케팅 을 통해 조직
7)

구성원의 동기를 향상시키고 조직 몰입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 □□
○ 장애인체육회는
육 서비스팀

월말 현재 1처 3팀

2012.12

명(정원, 찾아가는 생활체

10

명 별도)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으로, 전문 체육선수 노

18

령화에 따른 신규 선수 수급 한계와 장애인 유형변화에 따른 일부 종목
선수 수급의 한계 등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전문체육 강
화 등 현 사무처 조직으로 환경변화에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
로 보여 진다. 하지만

년

2012

월에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다고 하

12

나 직무분석이나 팀별 업무분석 수준이 아닌 사무분장 수준으로, 최근
년간 조직진단 용역이나 자체 직무분석 등 실적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3

○ 장애인체육회는 처무규정 제3조(채용)에서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

“

7) 내부마케팅 : 차별화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요소가 중요하지만 그 중 종사자를 내부고객으로, 직무를 내부제품으로 간
주하여 내부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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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
하고 있으며 직원 승진․전보 및 평정 등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
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나름 노력하고 있고, 근무성적에 따라

4

개 등급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등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이 소규모라 신규채용 및 승진․전보 등의 한계가 있어 매년 직
원의 승진․전보 등에 대한 인력운영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 성과관리 체계 분야 □□
○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처장의 경영성과 계약제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
고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2013년부터 사무처장 성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과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행
중이다. 기관의 성과관리체계와 관련, 장애인체육회는 경영목표, 전
략목표, 추진과제에 따른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지표별로 평가항목
을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평가지표가 전국장애인 체전성적,
생활체육사업 성과평가, 국제스포츠교류 성과평가, 사무처 직원 근무
성적평정, 찾아가는 생활체육팀 근무성적 평정으로만 분류되어 있
어 평가지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 개
선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 분야 □□
○ 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선정하는
업 우수운영사례』에서 전국

『2012년

생활체육지원사

개 시도 중 생활체육지원 평가 1위를 차지

16

하는 등 총4회의 대외수상 실적이 있고,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인

KNN “

의 밤 행사 개최” 등 방송보도 3건, 부산일보

일 전국장애인동계체

“28

전 앞둔 휠체어컬링 부산대표팀 훈련 표정” 등 신문보도
여 기관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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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관련, 장애인 대표선수 수송 및 중증 장애인의 체육
시설 이동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체육 참여 기회를 증가시
키기 위한 장애인 전용 특장버스(휠체어리프트 부착 차량) 운영 확대하
고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고 장애인의 체육 참여 기
회 확대를 위한『부산광역시장기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해양도시 부산의 지역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청소년

어울림 해양레포츠

캠프』등을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연말에는 장애인체육 우수 졸업생을 표
창하는 등 지역의 장애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활
동하고 있다.

□□ 정부, 시 정책준수 및 경영혁신 등 경영효율화 추진노력 분야 □□
○ 장애인체육회는 2012. 1월과 6월 2차례 총 11명의 장애인생활체육지
도자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
조(구매의무) 내지 제8조 (구매이행계획)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의한 상이군경 1명
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의한 장애인 7
명을 직원으로 고용한 실적이 있으며, 향토기업제품 및 장애인생산품
을 구매하는 등 정부 및 시의 각종 권장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경영혁신 노력과 관련하여 장애인체육회는 고객서비스를 위한 온
라인시스템 개선, 장애인체육 홍보지 발간, 장애인체육회 홍보대사
위촉, 회계 인사관리 프로그램 도입,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확대
운영 등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
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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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분야 □□
○ 장애인체육회는 전년도 경영평가 미 실시평가 기관으로 2013년도 처음으로 고
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취득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를 한다.
○ 부산광역시가

2013. 7. 24

~

8. 27(35

일간) 기간동안 경영평가 대상기

관별 정책고객 및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사)한국발전연구원 용역), 종합점수

((

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고객

81.2(100

만족도 제고 노력 점수는 취득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로 3.4점이다.
○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체육회의 기관 평균은

81.2

는데 세부부문별로 살펴보면 업무처리 결과 부문이

점으로 나타났

83.9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업무처리 과정부문(80.5점), 업무처리 환경
부문(79.0점) 순이다.
그림. 2013년 부문별비교

○ 고객유형(일반고객, 정책고객)에 따른 만족도 비교를 한 결과, 정책고

객의 종합만족지수(82.6점)가 일반고객(80.9점)에 비해 다소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고객의 세부항목별 평가지수를 살펴보면, ‘정책개
발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노력정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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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고객의 경우‘민원관련 자료나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다’라
는 내용으로 조사된‘지원성’(업무처리과정 부분)이 가장 낮게 평가
되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된다 하겠다.
○ 특히, 만족도 조사에서 개선 및 건의내용으로 제시된 사항 – 전국체전에

준비된 비품(신발 등) 여러 가지가 최하의 품질을 제공하고 계절에 맞지
않은 것들로 구성돼 한 번 입고 버려야 되며 경기 연습장이 너무 멀어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제공 요망,
장애선수들이 훈련할 때 현장에 직접 나와 살펴봤으면 한다, 전반적으로
요구사항도 잘 반영 되지 않고 생활체육인지 장애인체육인지 전혀 구분도
되지 않으며 참여하신 분들께도 많은 지원혜택을 해줄 수 있도록 개선
요망,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대회 진행요원들의 업무방식
개선요망, 좀 더 폭넓고 포괄적인 관심을 선수가 아닌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직원들의 유동성부분이 떨어지고 도움을 주는
면에서 배려도 없고 교육이 부족한 것 같다, 재정적인 부문에서 타시도
보다 예산이 적다, 장비구입비 측면에 있어 예산배정이 안 되어있다. 장애
인 실업팀이 적다, 능력과 실력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조치 등 - 에 대해서 향후 즉각적인 개선과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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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사업지표
□□ 장애인 생활체육동호인 클럽육성 노력 분야 □□
○

년 등록된 장애동호인 클럽 수는

2012

111.9%

으로

개로

47

년의

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등록된 동호인 수도
증가한

21.6%

개에 비해

2011

42

명에서

736

명

895

의 성과를 기록하였는데, 등록 장애동호인

121.60%

클럽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로부터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클럽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명무실한 클럽에 대해서는 등
록을 취소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장애인체육
회가

년도 운영한 체육교실은 디스크골프 초보자교실 등

개 교실로

2012

년의

개에 비해

2011

19

으로

62.95%

증가한

10.53%

증가하였고, 참가인원수 또한

21

명에서

278

명

453

의 성과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체육교실 수

162.95%

가 늘어나고 참가인원이 급증한 것은 장애인체육회가
인 생활체육지원사업 평가에서

년 대한장애

2012

등급(1위)을 받음에 따라 지원이 크게 늘

A

어난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신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노력으로 수혜자를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국장애인 체전 상위권 도약 역량강화 분야 □□
○ 장애인체육회는 매년 3회(5월, 7월, 9월) 종목별 대표자 회의개최를 통
하여 전국체전 참가를 위한 참가종목, 참가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종목별 예상성적 분석 및 전략분석을 통하여 당해연도 전국체전의 최
종 목표를 설정함은 물론 종목별 담당자, 지도자 등 실무자와 경기단체 등
관계자･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상위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인 전
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목표달성을 위해 대회지원 인력운영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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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여 운영하고, 세부 업무계획을 통하여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이
최상의 컨디션 유지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
록 지원과 격려를 하는 등 전략수립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강화 분야 □□
○ 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
한 사업전반에 대해 심의 및 의결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기관이 수행
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 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 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적정한 추진을 위해 대한장애인체
육회의 사업 선정기준에 근거한 자체 사업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별
자체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고 있어 사업선정
기준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선정시 전문가 집단인 생활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전문가의 참여는 적정한 것으로 보
여 진다. 그러나 사업 선정시 구성원 참여가 미흡하고 경영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은 다소 판단이 모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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