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E(키페) 공공부문 BSC 교육 및 워크숍 과정
◆ 교육! 성과관리의 출발입니다.
○ 조직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에게
성과관리의 의미와 방향을 이해시키고
BSC(Balanced Scorecard)를 통해 조직의 전략
목표 설정과 성과와 실적을 합리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기법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성과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성과관리의 방향 전환을 검토하거나 BSC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
먼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대부터 조성하십시오.

◆ 누가 참여할 것인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산하기관(단체)의 간부진 등 혁신 리더
○ 각 기관(단체)의 성과관리 TFT, 각 기관(단체)의 전 임직원

◆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 공공부문의 통합적 성과관리의 해법인 BSC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성과관리의 성공적 도입과 수행을 위한 주춧돌을 놓으십시오.
▶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대두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다양한 성과관리제도의 개념과 구조, 적용 방법에 대한 비교 이해
☞ 목표관리제, 연두업무보고 성과평가, 재정사업 성과관리, 직무성과계약제,
정부업무평가, 공기업 경영평가, 통합국정평가제, 지자체 자체평가 등
▶ BSC(균형성과관리)의 개념과 구조, 적용 사례 분석
▶ BSC방법론에 의한 기관의 전략,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방법 실습
▶ BSC시스템(소프트웨어)의 구축을 위한 준비사항 및 활용 방안
▶ BSC성공적 적용을 위한 조직의 과제 및 리더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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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맞춤식 교육 및 워 크숍을 진행합니다.
○ KIPE(키페)의 BSC 교육 모듈은 고객의 정책 환경과 당면과제, 욕구(Needs)
에 부응하여 고객 맞춤식으로 설계됩니다.
○ 교육 및 워크숍은 BSC와 성과관리의 핵심을 구성원의 인식 수준에 맞게
알기 쉽고 흥미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진행됩니다.
▶ 교육 및 워크숍 주관 : 원장 박 경 귀 박사 및 연구위원
▶ 기본 교육 프로그램

: 1～2시간, 집합교육, 프리젠테이션 특강

▶ 기본 워크숍 프로그램 : 4～6시간, 소그룹(20～40명), 교육 및 분임 실습
▶ 모든 프로그램은 고객 기관(단체)에 직접 출강하여 현지 제공됩니다.

◆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 성과관리는 공공부문 혁신의 출발입니다. 이제 체계적인 BSC의 학습을 통해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재정렬하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
하여 조직의 총체적인 경영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 국내 최초로 중앙부처에 BSC방법론을 적용한 최고의
성과관리 전문연구기관인 KIPE(키페)가 돕겠습니다.
▶ BSC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공부문에 특화된 풍부한
현장 교육과 연구 경험을 갖춘 KIPE와 함께 하십시오.

◇ 전화: 02.6277.3600, ◇ 전송: 02.6277.3602, ◇ 홈페이지: www.kipe.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