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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항상 어렵고 힘들 때 마다 부족한 저를 붙잡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지혜

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귀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논문의 부족한 부분을 꼼꼼하게 아낌

없이 지도해 주신 호승희 교수님과 대학원 생활 내내 많은 것을 주셨던 채
영문 교수님,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대한산업보건협
회 이명숙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뒤 늦게 공부를 할 수 있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고 삶 자체에 항시

동기부여로 도움을 주셨던 이미준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바쁘고 부족한 며느리를 사랑과 이해로 믿어 주시고 안스럽게 여

겨주신 시어머님과 언제나 저를 이해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며 사
랑과 용기를 주며 응원하여 준 나의 가장 소중한 남편과 엄마로써 미안한
마음을 이해해 주고 격려해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제혁에게 사랑
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서로 의지하며 함께 했던 동기 선생님들,

마음으로 힘이 되어 준 선후배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살아 계셨다면 크게 기뻐하셨을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전에 이

논문을 바칩니다.또한 살면서 제게 많은 도움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지
면으로나마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22000000666년년년 111222월월월
최최최 수수수 전전전 올올올림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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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본 연구는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성과평가의 규범적인 모형을 개
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이 모형은 활용 가능한 성과측정 시스템
중 매우 강력하고 안정적인 도구인 균형성과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인 모형을 개발하고 전문가로부터 가중치를 도출

하도록 하기 위하여 AHP기법을 사용하였다.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도출되었다.모형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건강증진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였다.이들 전문가들은 학교,연구기관,대행기관,노동부 등으로 구성
되었다.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주요 평가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계층
구조를 결정하였다.계층구조를 결정한 후에,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요인들의 가중치를 결정하였다.가중치는 설문응답의 산술평균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규범적 성과평가모형을 통합된

성과측정시스템인 BSC기법을 이용하여 사업장건강증진사업에 최초로 제시
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본 연구의 모형은 실제 사용
되고 있는 성과지표 또는 실제 적용이 가능한 성과지표들로 구성되어 모형
의 실용성을 높였다는 점에 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 되는 말 :사업장건강증진사업,성과평가,균형성과표(BSC),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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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 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의학 기술의 발달로 전염병 및 급성 질환이 감소되고 평균 수명이 증가
하여 노령화가 이루어지며,산업화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변화하였다.또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만성질환이나 사고가 증가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주요 사인이 되고 있는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였다.이러한 보건의료환
경의 변화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이 세계 각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

공포하여 과거의 수동적이고,사후치료 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치우쳐
있던 보건의료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개념인 예방적 건강증진 정책으로 변
화시키는 노력을 하였다(오대규,2001).
보건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Chen,1998-99),사업의 통합적 과정
으로 향후 사업수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Valente,2002)보건사업 향상
을 위한 근거가 되므로(McKenzie,1997)최근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는 과거 압축 성장 하에서 중앙 정부가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키 위해 지역별로 목표량을 설정하여 하달
한 후 이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목표 대 실적 평가의 형태
이어서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이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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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안형식 외,1998;김진현 외,1999).
평가란 관심이 있는 대상을 어떤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므로(Green,

1986;Dignan,1992)비교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상태를 측정할 필요가 있
다.따라서 평가를 위해서는 그 도구가 되는 지표의 개발은 필수적인 작업
이다.평가를 위한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영향을 측정할 수
없어 평가가 실시될 수 없다(다가시와 야스시,1998).이에 따라 미국을 비
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지
표를 개발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APHA,1990;NHSExecutive,2000).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
(박노예 외,1993;변종화 외,1999;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거점 보건소 기
술지원평가단,2000)가 미흡하였다.
산업사회의 태동기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을 객관적 지표로 측

정하여 평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피터 드러커는 “우리가 측정 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는 것이며 관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측정해
야만 한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이것은 조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의 대상이 분명해야하며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측정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희경,성은숙,2001)
1990년대의 신경제의대두에따라지식,지적자본,정보 등과 같은무형자산

이 기업의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Webber,2000).
지난20여년간기업실무를관찰해볼때전통적수익성척도인재무측정치에만
의존하는 기존 회계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있어왔다.예를 들면,재무측
정치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여부를 판단하는데 미흡하며(McKenize,1998;
Chakravarthy,1986),과거의 단기성과 지상주의는 경영자로 하여금 미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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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창출할수있는기술이나인력개발과같은분야의투자를기피하는단견주
의에빠져들게하는경향이있다(Johnson,1987)는것등을들수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변화는 필연적으로 전략관리 및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을위하여재무적측정치뿐만아니라 다양한 비재무적측정치를고려하지 않을
수없게 하고 있다.기업 실무에서는 GE(GeneralElectric)사가1950년대에비재
무적 측정치를 최초로 활용하였고,재무측정치와 비재무측정치를 개발,적용하
려는많은노력이있어 왔다.우리나라의경우2000년말 현재이미27개기업이
BSC를도입운영하고있다(이종천외,2001).
우리나라 사업장에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이 소개된 지가 불과 10여년

정도이고 실질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준비되고 사업장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
은 5년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건강증진에 대한 현황,활동및 프로그램,비
용-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연구가 외국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활

발하게 수행되지 못하였으며,우리나라에서 보건사업 평가에 대하여 비교
적 체계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는 ‘지역단위 보건사업 평가서
개발에 관한 연구이며(박노예,1993),건강증진사업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지표 개발’이다(송현종,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건강증진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사업장건

강증진사업 성과지표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국내외 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지표를 기업 및 조직의 성과평가 시스템인 BSC의 4가지 관점,즉 재무
적관점,고객관점,내부비즈니스프로세스관점,학습및성장관점에적용하여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지표를 도출하고,도출된 성과지표를 계층 분석방
법(AnalyticHierachyProcess이하 AHP)라는결정방식에 의하여 각 지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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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가중치를구하고,이를사업장건강증진사업에효과적으로운영,평가하
기위해 필요한 성과지표로 제시하여향후성과지표의 운영 및 활용방안을 위한
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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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BSC개념을 이용하여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를 위한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BSC를 이용한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의 성과지표를 도출한다.
둘째,도출된 지표를 기반으로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평가 계층모형을
설정한다.
셋째,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AHP기법에 의하여 성과지표들
간의 중요도 가중치를 산출한다.
네째,향후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지표 운영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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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사사사업업업

가가가...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의의의 개개개념념념

건강증진은 1974년 캐나다의 LalondeReport와 1979년 미국에서 발표
된 SurgeonGeneral'sReport:HealthyPeople에서 처음 유래되었다.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환경요소들과 개인 생활양식이 건강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건강지식의 습득 못지
않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행위와 습관을 바람직하게 관리
하는 자기건강관리 능력의 함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이주열,
2000).
건강증진은 개인을 중심으로 치료를 위주로 하는 접근방법의 한계에 대

한 인식,만성퇴행성 질환의 만연,건강행동의 형성과 유지에 사회적 환경
의 역할을 등한시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근대의 공중
보건,질병예방 및 보건교육 등의 개념에 비하여 새로운 개념이다(윤순녕
외,2000).
1986년 오타와헌장에 따르면 건강증진을 위한 다섯 가지 활동영역은 첫

째,지역사회의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협력적인 환경을
창조하는 것,둘째,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건강에 대해 보다 많은 역량과
통제를 가질 수 있게 지역사회활용을 강화시키는 것,셋째,지역사회의 역
량 강화를 촉진시키도록 개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넷째,보건서비스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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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예방과 건강증진으로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부의 모든 수준에서 건강에 주의를 돌림으로써 건강에 이로운 공공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다(이주열,2000).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정의 내리는 것이 다양한데 대표적

인 정의를 들어보면,WHO는 오타와 헌장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는 과정”혹은 “건강증진은 사람들
이 건강의 결정요소들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여서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Green등은 “건강을 도모하는 삶
의 조건과 행동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적 그리고 환경적 지
원들의 종합”이라고 정의하였다(윤순녕 외,2000).
또한 O'Donell(1989)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향해 생활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과학이며 예술이다.최적의 건강상태는 신체적,정서적,사
회적,영적 그리고 지적 건강의 균형상태를 지칭 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개념들은 살펴보았을 때 건강증진의 개념에는 사람들의 최적의

건강을 향해 스스로 생활양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차원의 공동 노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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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국국국외외외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사사사업업업

111)))미미미 국국국

미국의 건강증진사업은 개인의 행태변화와 이에 영향을 주는 공공정책
이나 보건의료서비스 등 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건강증진과 질
병예방”에 대한 SurgeonGen의 보고서인 “HealthyPeople”에서는 건강
증진을 안녕상태를 유지 및 강화할 수 있는 생활양식을 실천하도록 지역사
회와 개인의 전략을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개인의 건강잠재력 개발과
이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화를 위한 사회적 지지를 강조하였다.미국의 국
민건강목표는 첫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연장하고,둘째 건강에서의 불평등
을 완화시키며,셋째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도
록 하는데 있다."HealthyPeople2000"은 22개 분야 226개 목표가 있으며
이 목표는 질병예방,건강보호,건강증진의 세영역으로 구분된다.현재는
Healthypeople2010이 이 재계획되었고 목적은 건강하고 질적인 삶을 연
장하고 건강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있으며 28개 분야 467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윤순녕 외,2000).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건강정보의 급속한 파급을

가져올 수 있어 미국은 기관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중심의 건강
서비스로의 전환을 하고 있다.지역사회에 기반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지
역사회조직화(community organiz ation)를 포함하는데 지역사회조직화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킬 공통의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조정하고 프로
그램을 창조하기 위해 함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역사회에서 기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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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들을 참여시키고 동원하는 과정(Robinson2000)으로 지역사회자원 활
용 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22)))일일일 본본본

일본 건강증진사업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생활의 장에서 건강을 누리는
데 있어 공정한 사회를 창조하는데 있다.국가적 차원의 사업은 1978년부
터 "제1차 국민건강가꾸기"운동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의 사업내용은
건강진단제도의 확립,시정촌보건소의 정비,전국적 보건계몽을 위한 조직
구성 등 건강검진사업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1988년 "제2차 국민건강가
꾸기"사업인 active80plan이후 질병예방사업과 운동,영양,휴양 등 건강
증진의 3요소로 구분하여 사업을 펼쳤다(윤순녕 외,2000),1,2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 3차 국민건강가꾸기 대책으로 건강일본 21을 시
행하고 있는데 이사업은 정확한 정보제공,empow erment,자가관리,지
역사회주민 우선,참여를 기본개념으로 하고 생활습관 및 생활습관과 관련
된 병을 9개 분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도쿄 Metropolitanhealthpromotioncenter,2001)

333)))영영영 국국국

영국은 국가보건의료사업(HealthOfNation)으로 사망에 주된 원인이
되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위험요인 관리사업으로서 흡연,음주,식생활,
운동 등을 목표로 두어 관리하고 있다.관상동맥성질환과 뇌졸중관리를 위
한 사업의 예를 살펴보면,임신 중 금연,영양상태증진,어린이청소년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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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역사회 수준의 신체활력과 건강식생활 장려,비만주민의 적극관리를
목표로 두고 영양식이국,건강증진국,신체활력조정관 등이 지역기관과 연
계하여 실시하고 있다(이인숙,2000)

444)))호호호주주주

호주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실천전략은 1986년 WHO가
주최
한 캐나다 오타와 회의에서 선정한 건강증진 실천전략에 근거하여 수행하
고 있다.호주의 실천전략을 살펴보면,건강위험도 사정,조기검진,예방접
종,건강정보제공,보건교육,상담기술 개발,지역사회활동강화,사회적분위
기 조성,조직개발,포괄적·통합적인 보건정책개발이다.건강증진사업의 주
축인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쉬운 행사나 인력들을 후원
하여 그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건강증진 메시지를 전하고 건강증진에 대한
붐을 조성하고 있으며,건강증진을 위해 직접적인 건강문제관리를 수행하
기보다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을 간접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증진에 이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기술지원평가단,1999).

555)))국국국외외외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연연연구구구 현현현황황황

Sorensen등(1997)은 사업장에서 금연정책을 채택하는 것과 금연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특성을 조사하였고,Alan등
(1998)은 군대 내에서 금연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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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과 비교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으며,Lang등(2000)은 프랑스 국립
전기,가스 회사 30곳에서 근로자 3883명을 대상으로 두가지 중재 프로그
램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Verall등(2000)은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근로자의 영양,금

연행위와 관련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바꿀 수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하
여 114개 사업장의 근로자 20,80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Glasgow 등(1997)은 이전의 'TakeHeart'프로그램을 보강한 'TakeHeart
II'프로그램을 사업장에 수행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Jennifer등(1999)
은 콜로라도 지역에서 근로자들의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
램을 수행하였다.Marja등(1993)은 사업장 운동 프로그램의 여성 근로자
참여에 대하여 살펴보고,여성의 운동참여를 예측할 수 잇는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Stokolis등(1995)은 향후 사업장 건강증진의 수행과 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몇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사업장 건강증진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의 보다 긴밀한 협조의 개발,둘째 금로자의 개인정보와 직무안정
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윤리적 기준 설정,셋째 지
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행동적 변화와 환경
적 증진,사내 정책의 통합,넷째 회사내 안녕정책과 프로그램의 건강결과
와 비용 효과를 평가하기위한 향상된 방법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다다다...국국국내내내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사사사업업업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사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 대기업에서 근로자
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정부차원의 사업은 1992년 노동부 산하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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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안전공단의 산업보건지도국내 건강증진부가 신설되면서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 모형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장을 확대하면서 시작되었다(윤순녕 외,
2000).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질병예방,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1
항).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개인의 건강증진노력을 국민건강수준 향상
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흡연,음주,불균형한 영양 등 비건강적 생활양

식에 기인한 것이므로 국민건강증진사업추진의 1차적 초점은 건강생활실천
을 위한 금연홍보,교육 등 교육홍보와 건강생활 지원에 두되 질병위험자
의 조기발견을 통한 질병의 완화 등 2차적 예방사업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
고 있다(보건복지부,2001).
앞서 살펴본 선진국들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

해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여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건강증진사업은 1995년 법제정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점차 확산시
켜가고 있는 초기단계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이승은,2001)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문제는 흔히 직업병과 산업재해로 표현되고 있으

나 수년간에 걸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해보면 직업병 유소견자
수는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만성 퇴행성 질환이나 생활양식과 관련
된 질환인 일반질병의 유소견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어서,근로자
의 일반질병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가 산업보건 분야에 있어 새로운 과제
로 대두되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근로자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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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초 자료의 연구조사도 극히 부분적이며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영임 외,2005).다음은 건강증진총론에 관한 연구,금연에 관한
연구,음주 및 절주에 관한 연구,운동 및 식생활에 관한 연구,직무 스트
레스에 관한 연구 등 국내 건강증진 주제별 연구현황을 정리하였다(표 1).

표 1.국내 건강증진 주제별 연구 현황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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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업장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전략과 프로그램 개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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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사사사업업업평평평가가가

가가가...평평평가가가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평가의 개념은 다양하며 이러한 개념들은 평가의 대상,방법,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평가란 관심이 있는 어떤 대상을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다’라는 점이다(WHO, 1981; Dignan & Carr, 1992;
McKenzie& Smelter,1997;Green& Kreuter,1999).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평가는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의 장점,가치,의미 및 전반적인 상
황에 대해서 체계적이며,과학적이고 주의깊게 판단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WHO,1981;USDepartmentofHealth&humanService,1999).
보건사업 평가의 개념은 앞서 논의하였던 평가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으며 건강증진사업은 보건사업의 일종이다.따라서 보건사업 평가의
개념 및 목적은 건강증진사업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송현종,2002).
보건사업 평가의 정의에서도 무엇을,왜 평가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다.그러나,보건사업은 동시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투입되고,환경이 지속
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성을 띄며,여타의 영향을 통제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송현종,2002).따라서 보건사업
평가의 특질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보건사업 평가의 대상은 보건사업 자체이다.그러나,보건사업이 복합적

인 성격을 가진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
가 가능하다.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보건사업의 가치(Shortell&
Richarson,1978;Fink,1993;Ovretveit,1998),특성,장점,목적(Fink,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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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Green& Kreuter,1999),보건사업 활동 및 수행(Puskaetal.,1985;
Thompson,1992;Fink,1993;Green& Kreuter,1999;USDepartmentof
Health&humanService,1999),효과,결과 및
성과(Puska etal.,1985;Dignan & Carr,1992;Fink,1993;Green &
Kreuter,1999),비용(Thompson,1992;Fink,1993),전체 시스템(Thompson,
1992),사회적 이득(Green& Kreuter,1999)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Thompson(1992)은 보건사업 평가 대상의 범위에 따라 보건사업 평가의

정의를 협의의 정의에서 광의의 정의로 구분하였다(그림 1).몇 가지 차원
의 정의 중에서 가장 협의의 정의는 보건사업 평가의 대상을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로 국한하여 정의하는 것이다.이 보다 광의의 정의는 사업의 목
적 달성 여부에 사업의 활동 및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와 관련된 활동
의 투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것이다.이 보다 포괄적인 정의는 투입과
예측한 영향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비용 영향적인 측면 및 사업의 개념화,
설계 및 전달을 함께 고려한다.보건사업 평가에 대한 정의 중 가장 포괄
적인 정의는 앞서 언급하였던 평가의 대상과 전체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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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보건사업 평가 대상에 따른 평가의 정의
자료 : Thomnpson JC. Program evaluation within a health promotion
framework.Canadian JournalofPublicHealth1992;March-AprilSupplement1;
S67-S71.도식화

보건사업의 평가는 보건사업을 어떤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다.이때,보
건사업 자체를 비교할 수도 있으며,보건사업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산물을
비교할 수도 있다.보건사업 자체를 비교한다는 것은 보건사업의 가치나
특성 등을 기준에 비추어 파악하거나,사업 수행 과정이 기획과정에서 설
정된 기준에 부합하여 실행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고 하
겠다.보건사업의 산물을 비교한다는 것은 보건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기준과 비교하거나,산출.영향.결과 등을 비교하는 것이 되겠다(송현종,
2002).
보건사업의 평가는 궁극적으로 보건사업의 중지,수정 개선,향상 및 확

장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Shortell&
Richarson,1978;Alan Deveretal.,1981;McKenzie& Smeltzer,1997;
Chen etal.,1998-99;Rossietal.,1999;USDepartmentofHeal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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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Service,1999).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보건사업 평가의 목적은
첫째,보건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산출,결과,효과 및 영향을 측정하고,
둘째,사업의 결과에 영향을 준 요소를 파악하여 향후 보건사업 기획에 있
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셋째,질 관리 기전을 확립하고,넷째,행동 변
화 등의 관련 이론을 검증하는 기회를 제공하며,다섯째,보건사업 수행자
및 평가자의 사업 기획,실행 및 평가의 기술을 향상시키고,여
섯째,지원 기관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기 위해서이다(Windsoretal.,1994;
McKenzie& Smelter,1997;Ovretveit,1998;Valente,2002).

나나나...평평평가가가지지지표표표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요요요건건건

평가란 관심이 있는 사항을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므로,비교를 위해서
는 대상의 상태를 측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표는 필수적이다.지
표란 어떤 현상의 존재 또는 어떤 현상의 변화상태를 표시하는 징후이다
(Kar,1989).세계보건기구에서는 평가지표를 보건사업 시행 후 변화를 측
정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WHO,1981)로 정의하였다.이를 건강증진사업에
적용한다면,건강증진사업의 평가지표란 건강증진사업 실시 후에 변화를
나타내는 도구이다(송현종,2002).
건강증진사업의 평가지표를 선정할 때는 타당성,신뢰성,감수성,특이

성을 고려하여야 한다(WHO,1981).타당성은 평가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신뢰성은 다른 평가자가 다른 상황에
서 측정하였더라도 결과가 동일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감수성은 관련된 상
황이나 현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정도를 나타낸다.특이성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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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황이나 현상의 변화만을 반영하는 지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다다...각각각국국국의의의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사사사업업업 평평평가가가지지지표표표

1)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건강증진사업의 평가지표를 보건정책지표,사
회/경제적 지표,건강관리 공급지표,일차보건의료 영역지표,건강상태 지
표 등으로 구분하고,세부 평가지표 항목은 표 2와 같다(WHO,1981)

2)미국

미국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영역을 건강증진,건강보호,예방서비스로
구분하고,국가수준의 보건 목표를 세워 이를 지역사회에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DepartmentofHealthandUumanServices,1991).이러
한 지여사회 건강증진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를 설정하였는데
(APHA,1991),본 지표는 신체활동,영양,흡연,음주 및 약물,가족계획,
정신보건,폭력의 7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하며,건강상태,위험요인 감소,
서비스,지역감시의 4개영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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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국

영국에서는 1998년 정부와 NHS집행부가 NHS체제하에서 양질의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A FirstClassService:Qualityinthenew
NHS'를 출판한 이래로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NHS Executive,
2000).이러한 성과지표는 건강향상,접근성,적합한 보건의료의 효율적 전
달,유효성,환자 및 보호자 경험,NHS'보건결과의 6영역으로 구분한다.
이중 건강향상 영역의 성과평가지표는 사망원잉,암으로 인한 사망,순환
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살률,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로 인한 중증 손
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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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세계보건기구의 보건사업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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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HealthPlan2010의 국민건강증지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05)에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보건교육,질병예
방,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온 국민이 함께하
는 건강세상의 비전을 선포하고,국민건강증진사업의 과제로 건강생황실
천의 학산,예방중심의 건강 및 질병관리,인구집단별 건강관리,건강환경
의 조성의 4개 중점분야로 분류하여 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 중 건강상
태를 대표할 수 있는 12개 영역에서 12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표 3).

표 3.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사업 주요 건강지표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분야별 세부추진계획,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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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사사사업업업 평평평가가가 관관관련련련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의의의 평평평가가가지지지표표표

1)국외연구

국외의 건강증진사업 평가 관련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평가지표는 과정,
결과의 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과정평가는 비교적 최근에 시도되기 시작하였으

며,이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상태이다.그러나,건강증진사업 과정평가의
영역 중에서 실행활동,제공자 특성,참여자 특성영역에 대한 평가지표를
사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는 것은 사업 수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위한 지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수행된 건강증진사업의 결과평가 연구를 살펴본 결과,이러한

연구는 각 사업의 특이성에 맞추어 평가지표를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었
다.즉,사업의 목적이 유병률이나 사망률 감소에 있다면,평가지표를 유병
률이나 사망률로 하여 대상 사업을 평가하고,혹은 사업의 목적을 행동 변
화에 두었다면,지식,태도,행동 변화의 지표를 사용하였다.한편,사업이
개개인에 초점으로 하였다면,개인차원의 평가지표로 결과를 평가하였으며,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다면,지역사회차원의 평가지표
를 사용하였다.이렇게 사업의 목적 및 세부 활동에 기초한 평가지표만이
지표로서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송현종,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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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국외연구 평가지표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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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송현종,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개발,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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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연구

국내에서는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는 국가차원에서 수행되었던
연구를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의 평가지표의 최초연구는 1993년 박노예
등이 발표한 ‘지역단위 보건사업 평가서 개발에 관한 연구’이며,이 연구는
기획,구조,과정,결과의 4가지 영역에 대하여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제
시하였고,1999년 변종화 등은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 및 평가체계
개발’연구에서 건강증진사업 평가는 건강증진사업의 기획,운영과정,결과
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평가항목을 개발하였으며,건강증진거
점보건소 기술지원평가단(2001)에서는 건강증진거점보건소 사업의 평가체
계를 개발하여,18개 거점보건소에 적용하였는데 그 평가는 구조,과정,결
과의 틀에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적인 평가내용,지표 및 기준을 마련
하였다.2002년 송현종은 ‘보건소건강증진사업 평가지표 개발’연구에서 건
강증진사업의 평가지표를 투입,과정,결과의 3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
별 평가항목을 분류하여 지표를 설정하였다.건강증진사업의 평가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표5,표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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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국내 선행연구 평가지표

자료:송현종,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개발,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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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평가지표

자료:송현종,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개발,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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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사사사업업업장장장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사사사업업업

가가가...사사사업업업장장장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사사사업업업 추추추진진진체체체계계계

김영임외(2005)연구에 따르면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에
서는 1994년부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근
로자 종합건강증진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건강을 향상시켜
질 높은 근로생활을 영위해 갈수 있도록 하는 보건지도와 건강상담을 시작
하였다.이 사업은 1994년도에 50개소,1995년에 30개소 등 총 80개소를 건
강증진의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운영하였다.1996년에는 공단 교육원에
건강증진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1996년 119명,1997년 90명,1998년 66명의
건강증진운동지도자를 양성하였다.노동부에서는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 건강증진사업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을 수
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1997년에는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
칙을 마련하였다.
이경남(1995)에 연구에 따르면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접

근전략으로 사업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그림 2)과 같이
건강증진사업에서 필요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
성,운영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료로 되는 사업지침 개발,사업장 인
력의 교육,훈련,자료의 개발보급,사업장의 기술지원등을 추진하였다.추
진체계는 보건관리자가 건강증진사업의 총괄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며 사업장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회 등의 대표조직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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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의 실시체계를 확립하며 사내관련 인력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림 2.공단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체계

나나나...사사사업업업장장장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사사사업업업 내내내용용용

건강증진 사업에서 적용할 구체적 내용은 지금까지의 근로자 건강관리
가 건강진단을 주축으로 건강장애와 질병의 유무에 대한 확인과 질병유소
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면 ,건강증진사업에서는
건강관리대상의 범위를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9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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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도 그들의 건강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
로 하여 각 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다 좋은 건강으로 질 높은 근로생활을
영위해 갈수 있도록 지도와 상담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강화하여 근로자 건
강측정을 위 (그림 3)개인의 건강증진에서와 같이 건강측정 개인조사표를
이용한 근로자의 생활상황 및 과거병력,가족병력,자각증상 등의 조사를
추가하여 건강 진단시 시행되는 의학적 검사와 진단,기초체력측정을 위한
운동기능검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여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판정을 한 후 개인에 맞는 건강지도를 해당 분야별로 실시토록 하였다(이
경남,1995).

그림 3.개인의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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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장에서의 사업전개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측정결과를 토대로
사업장 각 근로자 집단의 주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파악된 건강위험요인
별로 대상자를 선정,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관리사업을 (그림 4)에서
와 같이 사업주의 지원 하에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
다(이경남,1995).

그림 4.사업장의 건강증진



-33-

다다다 사사사업업업장장장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OOO'Donnell(1986)에 따르면 사업장의 건강증진사업의 수준은 건강증진에
대한 인지,생활습관의 변화,지지적인 환경의 조성 등 3가지 수준으로 나
눌수 있다.제 1수준 인지프로그램은 건강에 대한 근로자들의 지식과 태도,
행동변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지 프로그램의
예로는 편지,소식지 전달,비디오,강연 등이 해당 된다.생활습관의 변화
는 건강에 대한 지식건강에 관한 지식,태도,행동에 변화가 일어 나도록
근로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금연,규칙적 운동,성공적인 스트레스 관
리,영양가 있는 음식섭취,적정한 체중유지,등이 포함된다.지지적인 환경
의 조성은 근로자들이 바람직한 건강행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
양식을 격려하고,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장내 환경을 만들어 주
는 것이다.물리적 환경의 개선,종업원에 대한 복지정책 등 조직정책의 변
화,조직문화의 변화 등이 해당된다(그림 5).

그림 5.건강증진(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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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건건건강강강행행행위위위단단단계계계 모모모델델델

OOO'Donnell(1994)에 따르면 사업장 건강증진 행위변화를 위한 이론적 전
략은 생활양식에서 오는 건강위험요인인 흡연,음주,운동부족,불규칙한
식습관,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금연,절주,적절한 운동,규칙적인 아침
식사,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습관으로의 행동변화에 대한 요구도의
4단계 평가는 계획전 단계,계획단계,실천단계,유지단계이며,측정바업의
예로는 ‘향후 6개월 이내 행동변화를 할 생각이 없다’(계획전 단계),‘6개월
내에 할 생각이 있다’(계획 단계),‘지금하고 있다’(실천단계),‘시작한지 몇
개월 되었다’(유지단계)가 해당된다(그림 6).

그림 6.건강행위단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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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성성성과과과평평평가가가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가가가...성성성과과과측측측정정정과과과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성과(performance)란 우리가 취한 행동의 효과성(effectiveeness)과 효율
성(efficiency)을 계량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이러한 측정을 위해서는 성과
측정(performancemeasures)이 필요하며 성과측정이란 행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계량화하는 프로세스를 말하고 이러한 성과측정을 위해 사용하
는 수치적 변수인 성과측정치(performancemeasures)가 필요하다.결국
성과측정시스템이란 우리가 취한행동의 효과성과 효율성 모두를 계량화
하기 위해 사용된 성과측정치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Neelyet
al.,1995).
결국 성과측정시스템이란 우리가 취한행동의 효과성과 효율성 모두를
계량화하기 위해 사용된 성과측정치들의 집합이며, 조직적 통제
(organizationcontrol)를 유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여
기에서 조직적 통제란 조직의 전략(전체의 목적과 목표달성을 이끌어 내
게 하는 전략)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Nanniet.,1990)
기업들은 이러한 성과측정을 위해 나름대로의 성과측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바람직한 성과측정시스템이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을 포함하
고 있어야한다.먼저 기업이 취한 행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계량화에 사
용되는 성과지표가 존재하며,다음으로 이러한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기업
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얻어진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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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며,이를 전파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하부구조가 필요하다.이러한 하부구조는 사실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이 의사결정에 근거한 후 후속적 행동을 유발하도록 한다.이와 함께 바
람직한 성과측정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업전략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과정(전략과 경영이론을 수정할 수 있는 전략적 학습과정)을 포
함하고 있어야 한다(민재형,2000).
따라서 올바른 성과측정시스템이란 전략 수행활동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치,전체로서의 조직성과 평가를 위해 이러한 성과측정
치들로 구성된 성과표,그리고 이를 정확히 측정,수집,분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하부구조가 필요하며(Neely,2002),이러한 측정결과
를 바탕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잘 연계
된 성과측정 시스템을 말한다.
성과측정의 틀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Noton과 Kaplan에 의해 제시된
균형성과표(BSC)이다.이 성과표의 특징은 네 가지 각기 다른 성과영역
(재무,고객,내부프로세스,학습과 성장)의 관점을 규정하고 통합한다는
점에 있다.

나나나...전전전통통통적적적 성성성과과과측측측정정정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한한한계계계점점점

순이익,주당순이익(earning pershare;EPS),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ROE)등 회계적인 측정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용
되어온 성과지표로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그 장점은 다
음과 같다(김원배,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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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회계적인 성과지표는 재무지표 상에서 쉽게 도출되며,이해하기가
쉽다.둘째,경영진을 포함한 조직구성원에게 익숙한 개념으로서 MBA및
경영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셋째,기존의 정보시스템에
서 쉽게 관련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다.이러한
이유로 재무적 회계수치를 이용한 성과측정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기업의 경우 188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일반적으로 이익,ROI,생
산성 등 재무지표 중심의 전통적 성과측정시스템이 많이 이용되었으나,
1980년대 말 이후 시장 환경 변화와 함께 경쟁우위 확보 원천이 유형자
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변화함에 따라 많은 한계점들이 드러나게 되었다(주
간경제 622호,2001).
첫째,전통적 성과측정시스템은 다양한 성과영역에 대한 정보(측정 및
모니터를 통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즉 재무적 측정지표만을 강조함
으로써 주주의 가치에 대한 관심은 중대한데 반해 오늘날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종
업원,고객등)의 욕구를 확인 하는데 유용한 비재무적 지표들을 무시하고
있다(Eccles,1991;Eccles& Pyburn,1992;Kalpan & Norton,1992;
Brignall&Ballantine,1996;Olveetal,1999;Niven,2002))
둘째,재무적 측정지표는 과거지향적 지표(laggingIndicator)라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즉 재무적 측정지표들은 피드백과정에 있어서 과거에 이
루어진 의사결정의 결과만을 제시할 뿐 실제 그 결과를 창출한 동인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전략적 목적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동을 가져오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Ittneretal.,1998;Ec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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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burn,1992).
셋째,재무적 측정지표는 외부적 시각보다 내부적 시각을 강조하는 경
향이 있다.이는 당기에 측정된 재무적 측정치를 전년 혹은 당기계산과
주로 비교하게 되는 경향을 말한다.따라서 경쟁 환경 속에서 보다 중요
한 경쟁자에 대한 상대적 지표들을 소홀히 하게 만든다(Eccles& Pyburn,
1992).
넷째,재무측정지표를 통한 관리는 단기적 사고를 야기한다.즉 재무적
측정지표를 통해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의 교육훈련,R &D,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계획에 대한 지연을 가져올 수 있다.이는 단기
간의 최적화를 초래함으로써 장,단기간의 균형도 어렵게 만드는데 즉 장
기적 관점에서의 투자포기로 인해,기업전체 입장에서의 최적화 가능성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섯째,재무적 측정지표 중심의 성과측정시스템에서는 성과지표들이
목표를 향해 인과관계로 연계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따라서 전통적
성과측정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기업전략에서 일탈하여 특정 부서의 부분
최적화를 추구하는 경험이 나타난다.즉 각 부서들의 성과지표들이 조직
전체의 목표를 향해 인과관계로 연계되지 않았을 경우,어느 한부서의 성
과 극대화를 위한 최적화 의사결정의 결과가 다른 부서의 성과에는 어떠
한 효과(유리한 혹은 불리한)를 야기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여섯째,기존 성과측정시스템의 경우 진부하고 필요 없는 성과지표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이는 기업의 노력을 분산시키고 의사결정을 늦추
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성과지표들에 대한 주기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의미 없는 지표들을 제거해야한다(민재형,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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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성성성과과과측측측정정정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라는 경구에서 이미 측정의 근
본적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즉 측정을 통해 측정 대상을 본래 의도한
목적대로 관리하는 것이며,기업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그 전략을 수행하는 활동,전략 수행활동을 측정하는 성
과측정,그리고 성과측정결과에 따른 전략으로의 피드백을 성과측정시스
템상의 하나의 삼각구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민재형,2000).

라라라...성성성과과과평평평가가가의의의 지지지표표표

성과지표(Performanceindicator)란 조직의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 혹은 질
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성과지표에 의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성과
의 달성수준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과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지표는 성과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성과지표의 유형에는 지표의 기준으로 볼 때 투입지표,과정지표,산출
지표,결과지표로 나누어진다(박경귀,2004)
1)투입(Input)지표 :투입지표는 예산집행과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필요한 재원 및 인력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
지 평가하는 지표로 예산 집행율,사업계획에 따른 인력,재원 및 물자의
지원여부,사업의 최종산출을 위한 중간투입물의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2)과정(Activity/Process)지표 :과정지표는 사업추진의 중간점검이 목



-40-

적이다.사업추진을 단계적으로 나누어,각 단계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
하게 되며,사업의 최종산출을 회계연도말까지 얻을 수 없는 경우,사업
의 최종완료까지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게 된다.
3)산출(Output)지표 :산출지표는 예산 및 인력 등의 투입에 비례하여
목표한 최종산출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따라서 사업
이 목표한 최종산출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게 되며 최종산출물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4)결과(Outcome):결과지표는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업의 최종산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성과의 달성여부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물질적인 산출이 없는
사업의 경우,사업의 결과와 산출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

555...BBBSSSCCC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가가가...BBBSSSCCC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특특특징징징

전통적 회계 시스템에서의 성과평가는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측
정 시스템이 사용되었다.이러한 성과 측정 시스템은 주로 단기 재무적
성과에 중점을 두어 왔고,이는 실질적 성과향상보다는 당기의 수익과 비
용만을 중시하여 장기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재무적 성과평가시스템의 한계와 부정적 결과는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성과평가 측정 시스템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연구로 이어졌으며 1988
년 미국 애플 컴퓨터사는 새로운 성과측정시스템 개발을 회계법인 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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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뢰하였다.이를 위해 당시 KPMG의 컨설턴트는 현재와 미래를 반영
한 즉,재무와 경영상의 측정지표 사이에 균형을 유도하여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측정지표의 개발과 향후 보상과의 연계에 대한 구
상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위해 1990년 KPMG의 NolanNorton연구소의 책
임자인 Norton과 미국 12개 주요기업의 상위경영자와 하버드 비즈니스 스
쿨의 Kaplan이 새로운 성과측정구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설치하
였고 여기서 최초의 BSC가 개발되었다(이종건 외,2003).

Kaplan& Norton(2001)은 재무적 측정수단은 과거의 경영활동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결과지표로서 재무적 측정 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장기적인 가치창조를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온
다고 하였으며,BSC 방법론도 역시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나 미래의 재무
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성과동인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서 재무적 측정수단
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였다.

1992년 HarvardBusinessReview에 처음 소개된 BSC는 재무성과와 함
께 재무성과의 동인이 되는 비재무적 성과에도 초점을 맞춘 균형 잡힌 성
과측정의 틀로서 유용성이 돋보였고,또한 단순히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측정하여 기업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의 성과지표들을 사업단위의 독특한 전략으로부터 도출하고,이들을
인과관계로 연계시킴으로써 조직이 취하는 모든 노력이 조직이 설정한 전
략을 달성하기 위해 응집되도록 하며,성과평가를 위해 자신의 전략을 새
로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경영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BSC가 보
다 큰 가치를 갖게 되었고,많은 기업들이 BSC를 채택하여 가시적인 성과
를 가져왔으며,많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효과가 증명되었고,BSC방법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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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 되었다(이남주,김재석 & 김강,2002;Grautreau& Kleiner,2001;
Kaplan& Norton,1992,1993,1996;Klein&Kaplan,1999;Rucci,Kirn&
Quinn,1998;Schneiderman,1999)

BSC란 재무지표 일변도의 기존 성과평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
직의 비전과 전략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요소를 재무적 관점,고객
관점,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학습과 성장관점에서 균형 있게 평가
하는 새로운 전략적 성과평가 시스템이다(Olson,Slater& Stanley,2002).
이러한 논리는 비재무적 측정지표가 장기적으로 매래의 재무적 성과를 나
타내는 동인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측정하지 않고는 올바른 기업 경영 성
과가 평가되지 않는다는 사고에서 비롯되었다.(Sandt,Schaeffer& Weber,
2001)

BSC가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를 중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효과는 다양한 관점의 성과측정을 통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유기적
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전문경영인 체제가 구축된 국가에서 경영자들이
대리인으로서의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Bryant,Jones&Widener,2003).

또한 Kaplan& Norton(2001)은 BSC각 관점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하면
서 BSC가 현재의 성과 뿐 아니라 미래성과의 측정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미래성과의 나침반인 경영전략과 연결되어지며 기업의 전략적 목표와의 통
합,기능간의 균형성 등을 획득하여 단순한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측정의
통합이라는 모델과는 차별화되고 각 성과지표들은 인과관계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지는데 이는 기업 단위뿐 아니라 기업내 조직단위,그리고 나아
가 개인단위까지 전략적인 체계를 통하여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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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BSC의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지표간의 인과관계
파악이며,성과지표 구성에 있어 인과관계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지
표간 인과관계 파악을 통해 기업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둘째,지표간 인과관계 파악을 통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지표가 실제 전략 목표 달성에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며 셋째,지표간 인과관계는 다른 지표와의 관련성을 보여준
다고 하였다.

Cobbold& Lawrie(2002)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BSC의 특징을 설
명하였다.BSC를 통하여 기업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정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
켜 줄 수 있는 측면과 전략체계의 인과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하였고 기업은 기업을 둘러싼 주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
고 각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목표 수준과 측정 지표의 개발을 우
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러한 주장은 BSC를 전략실행의 수단뿐만
아니라 전략수립의 수단으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김대식,임성준,2004)

나나나...BBBSSSCCC의의의 444가가가지지지 관관관점점점

BSC는 (그림 7)와 같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업을 네 가지 관점으로 살펴 볼 수 있다.재무관점은 주주만
족과 관련된 성과측정지표이고,고객관점은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성
과측정지표이다.내부관점은 주주만족과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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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어떠한 경영혁신을 수행하는가에 관한 성과측정 지표이다.그리
고 학습,성장관점은 기업의 미래 성장과 생존을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성과측정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7.BSC의 4가지 관점

자료 :R.S.Kaplanand D.P.Norton,"UsingtheBalanced Scorecard asaStrategic
ManagementSystem",HarvardBusinessReview,Jan-Feb,1996,p.76

BSC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재무적 관점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기업은 수익 증가와 생산성 재고를 통하여 만족할 만한
투자수익률과 주주가치의 창조라는 명제를 가진다(Kaplan & Norton
2001).이 측적지표들은 다른 세 관점들이 선택한 전략수행의 결과들로 측
정지표들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재무적 성과의 향상을
가져와야 한다.BSC는 재무적 관점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관점,내
부 프로세스 관점,학습・성장 관점을 연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 준다(Kaplan&Norton,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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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점은 기업이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전달시스템을 효
율적으로 운영하며 그리고 전반적인 고객서비스와 만족을 제공하는 기업눙
력이다(Kaplan& Norton,1992).오늘날의 경쟁 환경을 전제로 할 때,기
업의 재무적 성공은 무엇보다도 고객만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견해가 일반
적이다(Horngren,2000).따라서 고객 관점의 핵심 측정 집합의 기저에 고
객만족이 위치하여야 하고,고객관점의 주요 성과 변수 가운데서 고객만족
을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으로 간주하였다(Simons,2000).그리고
이러한 고객만족은 일반적인 경우 제품 및 서비스 속성,고객관계,이미지
와 평판으로 측정된다(Kaplan& Norton,1996).고객 관점의 성과를 달성
하기 위해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기업 사명을 고객만족과 고객 지향적으로
수립해 왔다.또한 최고 경영자들에게 있어서도 고객은 가장 우선시 되어
온 요인이며 고객의 관점에서 조직이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측정하는 데 초
점을 두고 있다.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은 조직성과에 대한 기대를 수행하는 메카
니즘인 내부 프로세스를 우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기업은 항상 모든
면에서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중요 내부 프로세스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달성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예를 들어,엄청난 숫자의 직
원들이 고객에게 봉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시간을 보다 능률적으로 사용
하고 탁월한 정보 테크놀로지에 의하여 지원를 받는 소수의 직원을 확보하
는 내부 프로세스를 통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
이다(권오돈,권태한,2004).즉 고객 만족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완전한 프
로세스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경우에만 주주 가치로 전환 될 수 있는 것이
다.따라서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의 가장 중요한 성과 개념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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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프로세스 가치사실의 완전성이라 할 수 있고 이는 혁신 프로세
스,업무 프로세스,판매 후 서비스 프로세스로 구성되어야 한다(Kaplan&
Norton,1996).혁신 프로세스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서
비스,프로세스를 창출하며,운영 프로세스는 현재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고 고객에게 전달하며,판매 후 서비스 프로세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
매하거나 인도한 다음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진
다(Horngren,2004).

학습,성장관점은 직원의 능력,조직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
는 조직결합의 노력 등을 포함한다.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개선을
위해 구축해야 할 하부구조의 식별을 가능하게 해주며,경쟁에서 생존하고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기업은 지속적
인 변화와 격심한 경쟁에서 그들의 상품과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
키는 것과 수용능력을 확장시켜주는 전체적인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Kaplan & Norton, 1992). Kaplan &
Norton(1996)은 학습과 성장 관점의 핵심 측정 집합으로 직원 만족을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제안하고 있다.이른 직원 만족은 직원 유지와 생산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궁극적으로 직원 만족의 선행지표로서 정보기
술과 시스템의 지원,조직절차와 목표 또는 성공 요인과의 일치 혹은 연계,
교육훈련과 동기부여에 의한 권한위양을 제시하고 측정의 기본틀로 삼았
다.직원 만족은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가치 사슬의 구축과 실행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나아가 완전한 내부 비즈니스 가치 사슬의 실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만족에 이바지 하게 되는 것이다.

Kaplan& Norton(1992)은 기업의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측정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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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각 관점에서 결정된 측정치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성과 측정치
간에 서로 연계된 인과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통합 측정지표이어야만 한다
고 하였다.BSC상에서는 각 측정지표 및 성과동인들이 서로 인과관계를
형상하게 되고,인과관계의 고려를 형성하지 못하는 요소는 BSC에서 제외
된다.

다다다...BBBSSSCCC적적적용용용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핵핵핵심심심 성성성과과과지지지표표표

언급하였듯이 BSC는 재무적 관점,고객관점,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학습・성장 관점의 4가지로 구성되어지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소
변형된 형태로 활용되기도 한다(Chow,Haddad& Williamson,1997).정
연도・박정대(2000)도 BSC의 4가지 관점은 다양한 업종에 적용이 가능하
지만,산업의 환경에 따라 추가적인 관점이 필요할 때도 있음을 제시하였
다.Kaplan& Norton(1996)도 BSC의 통하여 경영자로 하여금 장기적 관
점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 수립을 위한 4가지 관점에 대한 지침과 함께
통합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어떻게 하면 재무적
측정 지표와 비재무적 측정지표간의 균형을 맞추고 통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해답을 제공한다고 하였다.이는 BSC를 구축함에 있어 기
업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많은 제반 요소들의 변화와 기업 고유의 특성
을 잘 반영하는 성과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
고 있다.

Horngren& Sundem(1990)은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시스템을 설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과평가지표로 무엇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핵심성과지표의 선정이며,핵심성과지표란 기업이 현재의 경영성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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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중요한 지표들
을 말하며,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첫째 조직의
목표와 관련되어야 하며,둘째 조직 구성원들의 주요 활동을 반영하여야
하고,셋째 합리적으로 객관성을 지녀야 하고,넷째 조직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하며,다섯째 평가지표들 간에 상충되지 않도록 중요한
측면들을 포괄하여 일관되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여섯째
조직 구성원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활용되어야 하고,일곱째 장기적 측면
과 단기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Kaplan& Norton(2001)도 성과표는 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설정된 성과표는 서로 긴밀하게 연
계되어 상호간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데,이는 균형 잡힌 각 성과표 간의 상호작용 결과에 의해 조직의 가치는
극대화되기 때문이다.잘 설계된 성과표는 고객,내부 프로세스,학습과 성
장의 가치명제가 어떻게 전략의 기초가 되고 기대되어지는 전략의 결과물
이 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균형 성과표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factor)의 파악이 요구된다.핵심성공요인은 기업이 속한 산업 내에
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써,기업 혹은 사업단
위 영역에서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고 목표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
둘 수 있도록 하는 요소 및 요구 조건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경쟁자보다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의미한다.이러한 핵심성
공요인은 핵심성과지표로 나타나고 측정 및 관리가 가능해 진다.

핵심성과지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무엇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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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조직의 전략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에 초점
을 맞춘 것이다.김상욱(2003)은 핵심성과지표를 결정하기 위한 다음의 단
계를 제시하였다.첫째,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동인을 파악하
여야한다.즉 재무적 관점,고객관점,내부 프로세스 관점,학습과 성장 관
점에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동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파
악하는 것이다.둘째,성과동인 간 상호 작용에 의해 기업의 최종성과가 어
떻게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여야 하고,셋째,상호 인과관계가 파악되면 해
당 성과동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측정치를 결정
하여야 하며,넷째,측정지표가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면 조직 구성원과의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잠정지표의 검토와 합의 도출을 이루어야
한다.

Horngrenetal(2004)은 잘 설계된 BSC가 가지는 특징과 BSC를 실행할
때 주의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BSC는 인과관계를 명료하게 연결해서 회사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BSC는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량화된 운영적 목표의 치밀하
게 연계된 집합을 보여줌으로써 조직의 전 구성원에게 전략을 이해하게 하
고,그것에 관하여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영리기업에서 BSC는 재무적 목표와 성과측정치에 중점을 둔다.
현실적인 결과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은 종종 혁신,품질,
고객만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자체로서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BSC
는 미래의 재무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서 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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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인 측정치에 강조를 둔다.재무적 측정치와 비재무적 측정치가 서로
적절하게 연계될 때,비재무적 측정치의 많은 부분이 미래재무성과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BSC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측정치를 규명하여 측정치의
수를 제한하게 된다.측정치는 많아지는 것을 피함으로써 경영자의 주의가
중요한 전략실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섯째,BSC는 관리자가 운영적인 측정치와 재무적인 측정치 간에 상
호 고려하지 못할 때 부분 최적화의 장단점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BSC를 실행할 때 인과관계를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인과관계
는 단순히 가설에 불과하다.조직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인과관계에 대한 증
거들을 수집해야 하고 경험적으로 BSC의 비재무적 측정치들을 변경하여
후행하는 재무적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선행지표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
다.즉 오랜 시일을 두고 성과표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완벽한 성과
표를 만들고자 하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

일곱째,모든 시간과 측정치에서 성과를 찾으려 하지 말라.많은 전략적
목적간의 상쇄효과로 인하여 재무적 성과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여덟째,BSC상의 객관적인 측정치만 강조하지 마라.객관적인 측정치를
사용할 경우 부정확성이나 조작가능성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에도 불구하고
상충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홉째,BSC에 정보기술이나 연구개발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기 전에
이러한 출발점이 주는 효익과 비용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라.그렇지 않다면
경영진은 장기적인 재무이익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측정치 구성에 몰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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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열 번째,경영자가 직원을 평가할 때 비재무적 측정치를 간과하지 마라.
경영자는 그들의 성과가 무엇에 의해 측정되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성과 평가시에 비재무적 측정치를 제외시키는 것은 경영자가 비재무
적 성과측정치에 기울여야 하는 유의성과 중요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라라...BBBSSSCCC와와와 기기기업업업 성성성과과과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Klen& Kaplan(1999)은 Chemical은행의 사례에서 전략적으로 도출된 4
가지 관점의 성과측정치의 활용을 통해 비용절감과 수익원의 다양화를
통해 높은 재무성과의 개선을 가져왔음을 증명하였고,Grove(2000)는 쿠
어스 맥주회사 사례를 통하여 BSC4가지 관점에서 핵심성공요인을 도출
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주가를 20달러에서 50달러로
향상시킬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으며,Kaplan& Norton(1992;1993;1996;
2000;2001)은 메트로 은행을 비롯한 많은 은행,보험회사 ,Rockwater,
Applecomputer,Kenyonstores.Oiltech,Telco,Xerox등의 기업들과 지
방행정도시 등의 BSC 도입과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BSC 도입
과 기업성과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증명하였다.

싱가포르의 유통회사를 대상으로 사례연구에서도 BSC의 성공적인 구축
과 고위경영자들의 인식의 변하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BSC가 기업의
전략과 비전을 기업전체에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Chia
&Hoon,2000).

또한 BSC를 U.S.Fortune지 500회사의 60%가 실행하거나 그것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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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Silk,1998),Gautreau & Kleiner(2001)도
U.S.Fortune지 1,000대 기업들 중 60%가 BSC를 도입하였거나 혹은 도입
을 고려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미국의 83개 전자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BSC 활용은 장기적인 가치창출과정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Sim &Koh,2001).

BSC를 도입하고 그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와 신념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BSC의 실패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미래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어떤 것을 선정
하느냐,즉 핵심성과지표의 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의미한다.둘째,성과측
정치들이 잘 정의되어 있지 않다.셋째,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목표가 이해
관계자의 요구,기본적인 프로세스 한계,그리고 프로세스 역량에 근거하기
보다는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넷째,상위목표를 실제 개선활동이 이루
어지는 하위 프로세스수준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다섯
째,가장 최신의 개선시스템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여섯째,재무적 성과
와 비재무적 성과간의 연결과 같은 인과관계 설정이 없다(Schneiderman,
1999)

마마마...BBBSSSCCC측측측정정정 모모모델델델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TowersPerrin은 1996년 자신들의 가장 큰 고객
인 1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측정관행을 조사한 바 있는데,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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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대상기업의 60%가 자신들의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BSC를
사용하고 있으며,이들 대부분이 과거 2년 동안에 BSC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회계기관(InstituteofManagementAccountants)에서도 이
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는데,이 조사에서는 미국 기업들 중 64%정도가
비 재무적 성과의 측정과 수집, 그리고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BSC는 경영관리시스템 중의 하나로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시장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상당히 많은 선진기업들을 중심으로 도입
되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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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AAAHHHPPP기기기법법법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가가가...AAAHHHPPP정정정의의의

AHP는 다수의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
악함으로써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으로 TomasL.Saaty(1983)에 의해
서 개발되었다.이 기법은 의사결정요소들의 속성과 그 측정 척도가 다양
한 다 기준 의사결정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순위화 시키고,그 가중치를 비율척
도(ratioscale)로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요소 및 대안간의 비교와 이에 따른 의사결정의 응용과

같은 방법론적 특징을 지닌 AHP는 다양한 분야 특히 R&D프로젝트의 결
과를 비교,평가하는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다.이는
AHP가 의사결정 및 판단에 필요한 속성의 식별과 이에 대한 대안간의 비
교라는 개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R& D프로젝트에 대한 비교와 평가항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만일

수리적인 기법만을 활용한다면,결과가 정량화 될 수 있는 문제에는 비교
적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예를 들어 우주항공 개발사업과 같이 개별
과제의 평가요소와 결과가 매우 다차원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그러한
기법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다양하며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평가기준과 평가항목

들에 대한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린 주관
적인 판단을 종합하여 하나의 대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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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요구된다.
Saaty가 제안한 AHP는 이렇게 정량적인 분석이 곤란한 의사결정 분야

에 전문가들의 지식을 이용하여 경쟁되는 요소의 가중치 또는 중요도를 구
하는데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다.

나나나...AAAHHHPPP기기기법법법의의의 특특특징징징과과과 적적적용용용절절절차차차

대안선정을 위해서는 주관적인 개개인의 주장과 판단을 객관적 절차를
통해 검증을 해야 하는데,이때 AHP가 이러한 검증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
다.이는 평가기준이 다수의 요소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통합적 평가를 위
해 적합한 기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HP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먼저 문제의 구조화와 더불어 계층적 분화

(decomposition)가 필요하다.여기서 말하는 계층적 분화란 의사결정자 또
는 평가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속성
이나 요소 등을 계층적으로 구분해 내는 것을 말한다.이렇게 문제의 계층
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서로 다른 계층의 요소들 간에는 상호 독립성이 유
지되지만 동일 계층 요소들 간에는 서로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AHP가 갖
는 계층적 분화의 특징은 의사결정 기준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계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수많은 의사결정 기준들이 포함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AHP의 적용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박철욱,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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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의 구조화 (problem decompositionandmodelstructuring)
AHP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이를 구성하는 중요한
속성내지는 요소들에 대한 계층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방법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모형이 구성되
며,모형내에는 문제의 핵심적 요소 및 그들간의 관계가 표현된다.

2)이원비교를 이용한 의사결정자의 판단
(prioritizingobjectivesusingpairwisecomparison)

AHP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평가자의 판단은 크게 계층 내 요소들 간의
비교와 특정요소 하에서 대안간의 비교로 나눠지게 되며,비교의 형식은
이원비교(Pairwisecomparison)를 사용한다.연구자는 이러한 평가자 또는
의사결정자의 판단 가운데 계층 내 요소들 간의 이원비교를 이용하여 요소
들 사이의 우선순위 내지는 문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의 정도를 도출하게
된다.
여기서 계층 내 요소들 간의 상호비교는 이원비교(PairwiseComparison)

를 통하여 가중치를 구하는데,하나의 요소가 한 단계 위인 요소에 비추어
다른 요소와의 중요도 또는 선호도 비교로 이루어진다.상호 비교는 가중
치 점수(Weights혹은 Scores)로서 정량화한다.
상호비교의 예를 들어보자.만약 대안 A와 B를 구분한다면 "A는 B보다

얼마만큼의 선호도를 혹은 중요도를 갖고 있는가"로 평가된다.이러한 상
호비교는 모든 대안,요인에 걸쳐 수행되는데 행렬의 형태로 나타내면 매
우 편리하다.선호도의 측정은 1부터 9까지의 수치로 평가된다.반대로 A
보다 B가 더 중요한 경우에는 역수를 사용한다.선호도의 측정치 값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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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래와 같다.
표 7.선호도의 측정치 값 배정

물론 중간 값인 4,6,8등의 어떤 값도 사용될 수 있다.AHP를 통한 문제
해결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a.각 요인의 상대적 선호도(중요도)결정
b.각 대안간의 상대적 위치(가중치)를 각 요인에 대비해서 결정
c.각 대안의 총 가중치를 계산
d.상호비교의 일치성을 판단
예를 들어 속성 ai가 aj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aij의 값은 1-9점

중에서 그에 상당하는 값을 부여하고 aji는 그 역수를 부여한다.한편
Saaty는 AHP에 의한 최종 계산결과가 이들 선택되는 값에 비교적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값을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크게
갖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AHP의 각 계층에서 상호 비교는 n*n행렬
(matrix)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이 행열에서는 의사결정 계층의 각 단계
에서 A=aij가 된다.상호 비교를 위하여 사용되는 이 같은 행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언어적 판단   계량적 점수부여

  A와 B의 선호도(중요도)가 동일   1

  A가 B보다 약간 중요함   3

  A가 B보다 보통이상으로 중요함   5

  A가 B보다 매우 중요함   7

  A가 B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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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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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n

1

a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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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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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 8.상호비교 행렬구조

위의 행렬에서 a12가 의미하는 것은 a1이 a2보다 어느 만큼 선호하
는 가를 나타낸다.행렬 구조 내에서 요소를 상호 비교하면 왼쪽 상단의
모서리에서 하단의 오른쪽 모서리를 통과하는 대각선이 1의 값을 가지게
되면,대각선을 기준으로 상단과 하단의 값은 전치행렬(transposedmatrix
value)값으로 서로 역수의관계가 된다,즉,aij=1/aij,∀ij가 성립 된다.좌측
요소와 우측 상단의 요소를 비교해서 좌측요소가 선호되면 1에서 9까지의
정수를,반대로 우측상단의 요소가 선호되면 선호되는 만큼의 역수를 취한
다.
행렬 A의 모든 기입 내용이 의미가 있을 때,고유값(eigenvalue)에 의

해 각 수준에서 의사결정요소의 상대적 가중치를 측정한다.입력된 행열을
정방행렬(squarematrix)로 보고 고유벡터(eigenvector)와 고유값을 구해 각
각의 평가 기준이 최종목적에 미치는 중요도를 구한다.고유벡터는 각 요
소의 순위를 나타내며 고유값은 일치성 비율(C.R.:ConsistencyRatio)를 통해
발생 가능한 논리적 오차를 추적하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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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능한 선택 대안들 간에 최종순위 도출 (evaluationofalternatives).

평가자에게 당면한 문제에 대해 이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목표에 대한 우
선 순위관계 또는 문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등에 대한 정보가 얻어졌다면
이를 이용한 문제의 평가가 가능해 진다.평가자/의사결정자는 당면한 문
제에 대한 가능한 선택 대안들에 대한 평가를 시도할 수 있으며,필요에
따라 민감도분석(sensitivityanalysis)이 가능하게 된다.
AHP를 의사결정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점은 바로
특정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이원비교를 통하여 그 요소들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의 정도를 비교적 간편하게 측정해 낼 수 있다는 것
이다.만일 어떤 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수가 n개라고 가정한다면,
그 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n(n-1)/2번의 이원비
교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원비교를 통한 판단은 통상적으로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부여

함으로써 이루어진다.평가자/의사결정자가 이러한 이원비교 작업을 수행
한 후에는 이를 토대로 문제의 하위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다다다...AAAHHHPPP기기기법법법의의의 평평평가가가

AHP기법의 장점은 무엇보다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의 통합을 들
수 있다.여기서 정량적 요소라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진 요소,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하며,정성적 요소란 추상적,상징적인 요소를 말
한다.예를 들어 ‘비용/수익,거리,무게’등과 같은 계량화가 가능한 것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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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 요소이며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의약분업의 올바른 홍보
방안’등과 같은 것이 정성적 요소라 한다.때로는 일정규모의 금전적,경제
적 이득보다는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직원 사기양양 방안,
의약분업의 올바른 홍보 방안과 같이 정성적 요소가 더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인 경우가 많이 있어 이런 정성적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정량적
요소와의 중요도의 비교가 AHP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도출할 수 있게 되
었다.
다음으로 상이한 척도를 가진 요소들의 비교,통합을 들 수 있다.아무리

계량화가 가능한 정량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척도가 다른 요소들의 합리적
비교,통합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예를 들어 무게를 나타내
는 요소 (kg이라는 척도로 표시),거리를 나타내는 요소(m라는 척도로 표
시),그리고 시간으로 표시되는 요소(분이나 초 등으로 표시)가 있을 경우
어떻게 이들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이때 우리는 보통 주관적인
감각이나 직관에 의존하게 된다.그러나 AHP를 활용함으로써 다른 척도를
가지고 있는 요소간의 비교와 통합을 보다 수월하면서도 합리적,체계적으
로 할 수 있게 된다.
AHP의 또 다른 특징은 AHP를 활용하여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자의 논리적 일관성의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
이.AHP에서 이용하고 있는 고유치 계산 방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
으로 일관성지수가 산출되며 이를 통하여 의사결정자의 논리적 일관성 유
지 여부와 개선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일관성비율(consistencyratio=C.I./R.I.)의 값이 10%이내이

면 합리적인(Reasonable)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20%이내일 경우는



-61-

용납할 수 있으나,20%보다 크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Saaty.
L.T,1983)
마지막으로 AHP개발의 동기가 되었던 점이 바로 의사결정자의 의견을

합리적,논리적으로 통합하여 집단의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것이다.통상적
인 경우 의사결정참여자의 다수 의견을 취하거나 평균을 내어 집단의 의사
결정으로 삼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그러나 이런 방법을 취할 경우에는
소수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거나 의사결정참여자의 정확한 요소별 또는
대안별 선호도 차이의 반영이 불가능하게 된다.AHP는 의사결정참여자 모
두의 의견을 반영시킬 뿐만 아니라 각자의 요소별 또는 대안별 선호도의
차이를 100%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합리적인 집단 의사결정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지원한다.또한 AHP에서 사용되는 평가척도는 비율척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에 관한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장양철,2002).
다음으로 AHP단점을 살펴보면 비교항목이 많아지면 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일관성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2-3단계 계층
에 유용하며 이원비교(pairwisecomparison)항목이 많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Saaty는 AHP와 델파이 방법을 비교하면서 AHP기
법과 같은 계층화 기법이 인간의 인식유형에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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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흐흐흐름름름

그림 9.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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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1)평가지표의 선정기준

국내,국외 문헌을 통해 선행연구인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지표개
발’(송현종,2002)에서 논의된 평가지표와 ‘근로자 건강증진전략을 위한 행
동변화에 대한 요구도 평가’(이강숙외,1999)에서 사용된 평가지표와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Plan2010'(보건복지부,2005)의 주요 성과지표와
’Design ofworkplace health promotion programs'(O'Donnell,1986)와
’Healthpromotionintheworkplace'(O'Donnell,1994),‘우리나라 사업장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유형분석’(김영임 등,2004),'보건관리 대행사업장 근로
자에서 건강증진에 대한 5년 사이의 지식,태도,및 실천의 변화‘(박정일
등,1998)를 중심으로 중복되는 지표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BSC의 재무적 관점,고객 관점,내부프로세스 관점,학습과 성

장 관점의 4가지 관점과,관점별 전략 목표에 따른 9가지 평가영역 지표
즉 의료비,재해 보상비의 감소,생산성향상,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행위변
화 향상,건강행태 변화,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건강증진 프로그램 수행의 활성화,지지적인 환경구축,보건관리자의
핵심역량 강화,전문 인력 교육과,평가영역에 해당하는 35가지 성과평가지
표 즉 유병율,사망률,산재발생율,장애율,의료이용율,결근율,지각율,조
퇴율,근로자의 사기향상,업무수행과 작업의 질향상,근로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참여율(예시:금연관리),건강증진 행위 계획률(예시:금연 의지확인,
흡연일지 작성),건강증진행위 실천율(흡연량,충동조절),금연(흡연율),절
주(고 위험 음주자 비율),운동(운동 실천율),영양(적정 체중 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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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치료율),신문,사내 소식지 발행횟수,광고,전단지 배부 횟
수,비디오 상영 횟수,건강증진 세미나 횟수,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종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활동 건수,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생애 주기,최고 경
영자의 역할모델화(예시 :CEO가 점심시간에 조깅하는 모습),회사의 정책
(예시 :사내 금연정책),회사 내 물리적 환경의 향상(예시 :옥외 흡연구역
설정),지속적인 건강행태유지를 위한 회사풍토 조성,신규 건강증진 프로
그램의 개발 건수,구성원회의를 통한 건강증진의 반복적 목표인지정도,구
성원들의 목적과 목표의 공유율,1인당 전문교육훈련시간,1인당 교육훈련
비용,교육훈련건수를 선정기준으로 하였다.

2)설문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목적이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지표를 도출하고,중요도
가중치를 산출하여 향후 성과지표의 운영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므
로 건강증진사업의 전문가 집단인 학교,연구기관,대행기관,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총 4그룹으로 분류하였다.설문 대상 수는 12인으로 학교 5인,연
구기관 4인,대행기관 4인,노동부 2인 등 모두 15인이며,조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설문을 실시하였고,조사방법은 E-mail을 통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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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도출된 성과지표를 각각 이
원 비교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다기준 의사결정방법 중 하나인 AHP기법
을 이용하여 비교대상의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도록 비교 대상간 중요도의
상대적인 비율에 따라 부여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자원배분 및 중
요도의 배분 등의 경우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AHP기법을 의사결정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점

은 바로 특정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이원비교를 통하여 그
요소들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의 정도를 비교적 간편하게 측정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만일 어떤 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수가 n개라고 가
정한다면,그 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n(n-1)/2회
의 이원비교를 수행하게 되는데,이 방법은 n가지 기준들의 중요도를 의사
결정자가 한 번에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한쌍씩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중복성을 통해 의사결정자의 판단을 평균화시키고 그 정확성
을 제고하는 작업을 시행한다.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지표의 중요도 가중치 산출을 위하여 AHP

기법에서 사용되는 9점척도를 사용하였으며,두 개의 비교대상 기준(A)와
기준(B)를 두고 기준(A)와 기준(B)의 “중요도가 동일하다”,기준(A)가 기준
(B)에 비해“약간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확실히 중요하다”,“절대적
으로 중요하다”와 같은 어의적 판단을 적용하여 이에 상응하는 1,3,5,7,9와
같은 수치적 판단으로 변환하여 입력하고,또한 중요도가 서로 반대되는
경우에는 그 역수(분수)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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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HP분석방법은 의사결정자의 판단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기준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반복적인 질문에 대한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
로 이원비교를 통한 요소들의 평가결과를 통합하기 전에 각 의사결정 참여
자의 판단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타당성의 검증은 각 의
사결정자의 판단의 논리적일관성을 검증해보는 것이 그 기초가 되며 판단
의 논리적일관성을 자동적으로 검색하여 제시하는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논리의 일관성은 어느 기준에 대한 비교대상이 3개 이상일 경우 검증이

가능하므로,AHP분석에서는 계층구조의 복잡성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일관성비율(consistencyratio=C.I./R.I.)의 값이 0.1(10%)이내
이면 합리적인(Reasonable)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0.2(20%)이내일
경우는 용납할 수 있으나,0.2(20%)보다 크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한다.본 연구에서는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 C.I./R.I.)의 값이
0.1(10%)이내이면 합리적인(Reasonable)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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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BBBSSSCCC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분분분류류류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앞서 BSC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병원조직에서 성
과지표개발 연구 중 S병원 성과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이희원,1999),균형
성과표(BSC)를 이용한 수술실 간호부서의 성과지표 개발(류지인,2001),분
만실 간호단위 성과지표 개발(김영신,2005),공공부문의 성과지표 개발 연
구중 비영리조직 BSC를 적용한 직영급식학교 경영평가지표(김은지,2004),
균형성과표를 적용한 학교급식 운영성과평가 측정지표 개발(송지영,2003),
국민체육센터 운영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BSC 모형적용(우상봉,2005),민간
부문의 성과지표 개발 연구중 호텔기업의 BSC 구축을 위한 핵심성과지표
개발(서용진,2006),BSC를 이용한 B2B전자시장 성과평가 모형구축(안지은
외,2005)등의 연구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BSC기법을 적용한 연구들로
서 이들 연구에 인용된 전략목표 및 핵심성공요인,핵심성과지표들을 검토
후 분류 및 분석하였다.
설정된 BSC의 4가지 관점을 분류 후 전략목표는 53개로,핵심성공요인

은 59개로,핵심성과지표는 196개로 BSC4가지 관점의 전략목표별,성과평
가지표별 분류하였으며,분류사항은 아래와 같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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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BSC의 관점 및 핵심성공요인,핵심성과지표 선행연구 분류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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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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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사사사업업업장장장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사사사업업업의의의 성성성과과과지지지표표표 선선선정정정

국내,국외 문헌을 통해 선행연구인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지표개
발’(송현종,2002)에서 논의된 평가지표와 ‘근로자 건강증진전략을 위한 행
동변화에 대한 요구도 평가’(이강숙외,1999)에서 사용된 평가지표와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Plan2010'(보건복지부,2005)의 주요 성과지표와
’Design ofworkplace health promotion programs'(O'Donnell,1992)와
’Healthpromotionintheworkplace'(O'Donnell,1994)를 중심으로 중복되
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BSC의 이론적 근거 및 기업 및 조직에서
사용하는 관점과 핵심성공요인(CSF)및 핵심성공지표(KPI)를 참조하였다,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평가의 관점설정은 다음과 같다.건강증진사

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토
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최종목표
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이므로 기업의 최종 목표인 재무적 관점을 ‘사업성과
관점’으로 설정하였고,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고객은 근로자이며 이 근로자
들이 건강증진에 대한 인지도 증가하고 이들의 건강행태변화시키려는 목적
으로 기업의 고객관점을 ‘근로자 관점’으로 하였으며,기업의 재무적 성공
과 고객 만족을 통한 비젼의 달성을 위한 실천방법 과제의 내부프로세스관
점은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관리자의 활동 관점’
으로,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하고 개선하는 능력의 학습과 성
장의 관점은 전문화된 건강증진 보건관리자 육성측면에서 기업과 동일하게
‘학습과 성장 관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BSC의 4가지 관점에 따른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평가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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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9가지로 분류하였다.사업성과 관점의 성과평가영역에는 ‘의료
비,재해보상비의 감소‘,와’생산성향상‘으로,근로자 관점의 성과평가영역은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행위변화 향상‘과 ’건강행태변화‘로 선정하였고,보건
관리자의 활동 관점의 성과평가영역은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행의 활성화‘및 ’지지적 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건강행태유지‘로,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평가영역
은 ’보건관리자의 핵심역량강화‘와 전문 인력 교육’으로 선정하였다.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평가지표 선정은 사업성과 관점의 성과평가

지표로는 ‘유병율’,‘사망률’,‘산재발생율’,‘장애율’,‘의료이용율’,‘결근율’,
‘지각율’,‘조퇴율’,‘근로자의 사기향상’,‘업무수행과 작업의 질향상’으로,근
로자 관점의 성과평가지표로는 ‘근로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참여율(예시:
금연관리)’,‘건강증진 행위 계획률(예시:금연 의지확인,흡연일지 작성)’,
‘건강증진행위 실천율(흡연량,충동조절)’,‘금연(흡연율)’,‘절주(고 위험 음
주자 비율)’,‘운동(운동 실천율),’영양(적정 체중 인구 비율),만성질환관리
(치료율)‘으로 선정하였고,보건관리자의 활동관점의 성과평가지표로는 ’신
문,사내 소식지 발행횟수‘,’광고,전단지 배부횟수‘,’비디오 상영횟수‘,’건
강증진 세미나 횟수‘,’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종류‘,’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활동건수‘,’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생애주기‘,’최고 경영자의 역할모델화(예
시 :CEO가 점심시간에 조깅하는 모습)‘,’회사의 정책(예시 :사내 금연정
책)‘,’회사 내 물리적 환경의 향상,(예시 :옥외 흡연구역 설정)‘,’지속적인
건강행태유지를 위한,회사풍토 조성(예시:공동체 의식)‘으로,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평가지표로는 ’신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건수‘,’구성원회
의를 통한 건강증진의 반복적 목표인지정도‘,’구성원들의 목적과 목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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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율‘과 ’1인당 전문교육훈련시간‘,1인당 교육훈련비용’,교육훈련건수‘로
선정하였다.다음은 관점,전략목표,평가영역,성과지표의 선정이다(표8).

표 9.BSC이용한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평가영역 및 지표 선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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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성성성과과과평평평가가가지지지표표표 계계계층층층모모모형형형 설설설정정정

본 연구에서는 균형성과표(BSC)를 이용한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므로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평가가 AHP의 목적
이 된다.성과평가를 구성하는 4가지 관점은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범주로서 관점(perspectives)이 된다.전략에는 평가영역을 대
응시킬 수 있으며,핵심 성과지표는 역할의 하위단계 위치에 대응시킬 수
있다.사업장건강증진사업평가 평가지표 계층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 10.성과평가 계층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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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성성성과과과지지지표표표들들들 간간간의의의 중중중요요요도도도 가가가중중중치치치

전문가 집단에 E-mail로 설문지를 송부(총15명 :학교 및 연구기관,대
행기관,노동부)하여 E-mail로 회수 하였다.응답대상자는 총15명 중 8명으
로 53%의 응답을 보였다.또한,설문응답자 총 8명중 AHP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AHP기법의 특징 중의 하나인 응답의 비일관정도를 나타내는
비일관성비율이 0.1을 초과하는 대상자 2명을 제외하고,최종 6명의 판단을
기준으로 중요도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이원비교를 통한 가중치 값을

산술평균을 사용하여 구하였으며,관점별 가중치를 살펴보면,근로자(고객)
관점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보건관리자의 활동
(32.3%),학습과 성장(18.2%),사업성과 관점(14.6%)의 순으로 높은 가중치
를 보였다.이는 기존의 성과평가에서 주로 재무적 사업결과만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던 것에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즉 사업장건강증진사
업의 평가 시에는 재무적 성과를 고려한 재무관점보다도 고객 즉 근로자의
관점의 성과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야한다는 것이다(표 9).
평가영역들의 전역 가중치를 비교하면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행위변화

향상(23.1%),건강증진프로그램 수행의 활성화(12.2%),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12.0%),건강행태변화(11.8%)등이 비교적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 전역 가중치는 관점별 가중치(근로자관점)의 영향
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전문가들이 가장중요한 관점이라고 판
단한 고객관점에 속하는 평가영역들이 비교적 높은 전역 가중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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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사업장건강증진사업 관점별 중요도 가중치와 순위

표 11.사업장건강증진사업 평가영역별 중요도 가중치와 전역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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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점 내에서의 평가영역 간 지역 가중치를 비교할 필요성도 있다.
사업성과 관점에서는 의료비,재해보상비의 감소(53.1%),생산성 향상
(46.9%)로 의료비,재해보상비의 감소의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
으며,이는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사업성과 관점에서는 의료비,재해보상비
의 감소가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객관점에서
는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행위변화 향상(66.3%)의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으
로 평가 되었고,건강행태변화(33.8%)순으로 가중치를 나타내었다.이는 건
강행태변화보다는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행위변화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보건관리자의 활동 관점에서는 건강증진 프
로그램 수행의 활성화(37.8%),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조(37.3%),지지적인 환경구축(24.9%)순으로 비슷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 하였다.학습과 성장 관점에서는 보건관리자
의 혁신적 역량 강화(62.5%)가 전문 인력교육(37.5%)보다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성과지표 35개 항목의 지표중 가장 높은 전역 가중치를 보인 것은 근로

자 관점의 하위계층인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행위변화향상 평가영역 중 건
강증진행위 실천률은 9.2%이고,근로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율(7.0%),
건강증진행위 계획률 (6.8%),구성원들의 목적과 목표의 공유율(6.0%),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건수(4.6%),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생애주기
(4.2%)등이 그 뒤를 이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다.35개의 핵심
성과지표 중 상위 10개 지표의 가중치 합계가 50%를 넘고 있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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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사업장건강증진사업 평가영역별 중요도 가중치와 지역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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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사업장건강증진사업 평가영역별 중요도 가중치와 전역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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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고고고찰찰찰

국내 선행연구 중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평가연구는 없으며,건강
증진사업의 성과평가 지표를 시도한 연구로는 국가차원에서 수행되었던 건
강증진사업의 평가지표의 최초 연구로 박노예(1993)로 기획,구조,과정,결
과의 4가지 영역에 대하여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제시하였고,변종화
(1999)연구는 건강증진사업의 기획,운영과정,결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
여 각 영역별 평가항목을 개발하였으며,건강증진거점보건소 기술지원평가
단(2001)의 연구에서는 건강증진거점보건소사업의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구
조,과정,결과의 틀에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내용,지표기준을
마련하였고,송현종(2002)연구에서는 보건소건강증진사업의 평가지표를 투
입,과정,결과의 3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평가항목을 분류하여 지표
개발을 시행 하였는다1
본 연구가 타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에 있어서는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평가지표는 물론 국내 건상증진사업의 성과평가 지표개발에 있어 성과
평가 통합시스템인 BSC를 이용한 최초 시도 연구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성과평가의 규범적인 모형을 개

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고,이 모형은 전문가로부터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AHP를 사용하였으며,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내 선행연구인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평가지표가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지표개발’(송현종,2002)에서 논의된 평가지표와
‘근로자 건강증진전략을 위한 행동변화에 대한 요구도 평가’(이강숙외,
1999)에서 사용된 평가지표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Plan2010'(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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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 2005)의 주요 성과지표와 ’Design of workplace health
promotion programs'(O'Donnell, 1992)와 ’Health promotion in the
workplace'(O'Donnell,1994),‘우리나라 사업장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유형
분석’(김영임 등,2004), '보건관리 대행사업장 근로자에서 건강증진에 대
한 5년 사이의 지식,태도,및 실천의 변화‘(박정일 등,1998)를 기반으로
BSC 관점의 ‘사업성과관점’,‘근로자관점’,‘보건관리자활동’,‘학습과 성장
관점’으로 분류하였고,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성과 관점의 성과평
가영역에는 ‘의료비,재해보상비의 감소‘,와’생산성향상‘으로,근로자 관점의
성과평가영역은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행위변화 향상‘과 ’건강행태변화‘로
선정하였고,보건관리자의 활동 관점의 성과평가영역은 ’건강위험요인에 대
한 인식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행의 활성화‘
및 ’지지적 환경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건강행태유지‘로,학습과 성장 관점
의 성과평가영역은 ’보건관리자의 핵심역량강화‘와 전문 인력 교육’으로 선
정하였으며,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평가지표 선정은 사업성과 관점의
성과평가지표로는 ‘유병율’,‘사망률’,‘산재발생율’,‘장애율’,‘의료이용율’,
‘결근율’,‘지각율’,‘조퇴율’,‘근로자의 사기향상’,‘업무수행과 작업의 질향
상’으로,근로자 관점의 성과평가지표로는 ‘근로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참
여율(예시:금연관리)’,‘건강증진 행위 계획률(예시:금연 의지확인,흡연일지
작성)’,‘건강증진행위 실천율(흡연량,충동조절)’,‘금연(흡연율)’,‘절주(고
위험 음주자 비율)’,‘운동(운동 실천율),’영양(적정 체중 인구 비율),만성
질환관리(치료율)‘으로 선정하였고,보건관리자의 활동관점의 성과평가지표
로는 ’신문,사내 소식지 발행횟수‘,’광고,전단지 배부횟수‘,’비디오 상영
횟수‘,’건강증진 세미나 횟수‘,’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종류‘,’건강증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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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활동건수‘,’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생애주기‘,’최고 경영자의 역할모
델화(예시 :CEO가 점심시간에 조깅하는 모습)‘,’회사의 정책(예시 :사내
금연정책)‘,’회사 내 물리적 환경의 향상,(예시 :옥외 흡연구역 설정)‘,’지
속적인 건강행태유지를 위한,회사풍토 조성(예시:공동체 의식)‘으로,학습
과 성장관점의 성과평가지표로는 ’신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건수‘,’
구성원회의를 통한 건강증진의 반복적 목표인지정도‘,’구성원들의 목적과
목표의 공유율‘과 ’1인당 전문교육훈련시간‘,1인당 교육훈련비용’,교육훈
련건수‘로 선정하였다.
모형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건강증진사업의 전문가들의 자

문을 구하였다.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주요 평가요인들을 도출하였으
며 계층구조를 결정하였다.계층구조를 결정 후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를 통하여 평가요인들의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평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사업장건강증진사업 평가에 대한 통합적 평가 모형을 위하여

Kaplan과 Norton(1992)의 균형성과표인 BSC기법을 도입하여 성과평가모
형 제시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이것은 조직에 대한 단순히 재무적 평가
에만 그치지 않고 비재무적 측정까지 포함함으로서 실제 시스템 구축을 통
해 나타나는 무형적 효과까지 측정할 수 있다.
둘째,사업장건강증진사업 평가에 대한 균형성과표(BSC)를 이용한 연구

가 전무한 시점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의 성과 지표를 일부 도
출하고 평가영역별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이것은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이 현재 건강증진사업의 투자를 하고도 그 성과를 측정할 마땅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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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없고 측정 방법이 있다고 하여도 측정에 대한 어려움과 측정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
한 BSC기법을 도입한 성과지표는 앞으로 건강증진사업에 투자하고 그 성
과를 측정함에 있어 측정 방법에 대한 안내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일부 제한적으로 도출한 성과평가모형은 건강증진사업의 실제 사

용 되고 있는 성과지표 또는 실제적용이 가능한 성과지표들로 구성되어 모
형의 실용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이러한 측정지표들은 국내,외 선행연
구들을 기초로 하여 이미 검증된 측정지표들을 포함하여 분석 하였다.이
는 측정지표들이 일부지만 국내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에 맞게 제
시되었다는데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사업장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BSC

관점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성과지표를 선정하기 어려워 지표 선정
이 한정적이었다.둘째,사업장건강증진사업에 있어 조사대상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실증분석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 성과지표를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셋째,선정된 지표들을 객관화하기 위한 방
법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여 지표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반을 조성해 나갈 때 보다 정확한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할 수 있으
며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다
양한 지표들을 적용시켜 평가해 봄으로써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성과지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사업장건강증진사업 대
행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및 보건교육,질병예방,영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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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
가시책으로서의 건강증진사업의 성과평가는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모니터
링과 보건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평가로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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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III...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성과평가의 규범적인 모형을 개
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주요 평가요인
들을 도출하였으며 계층구조를 결정하였다.계층구조를 결정 후 전문가들
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요인들의 가중치를 결정하여 성과평가의
규범적인 모형을 개발하였다.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4가지 BSC 관점은 사업성과 관점,근로자

관점,보건관리자의 활동 관점,학습과 성장의 관점으로 선정되었다.
둘째,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평가영역별 지표는 9개 지표로 의료비,재

해 보상비의 감소,생산성향상,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행위변화 향상,건강
행태 변화,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건강증진
프로그램 수행의 활성화,지지적인 환경구축,보건관리자의 핵심역량 강화,
전문 인력 교육으로 선정되었다.
셋째,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는 35개 항목으로 유병율,사망률,산재

발생율,장애율,의료이용율,결근율,지각율,조퇴율,근로자의 사기향상,
업무수행과 작업의 질향상,근로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참여율(예시:금연
관리),건강증진 행위 계획률(예시:금연 의지확인,흡연일지 작성),건강증진
행위 실천율(흡연량,충동조절),금연(흡연율),절주(고 위험 음주자 비율),
운동(운동 실천율),영양(적정 체중 인구 비율),만성질환관리(치료율),신문,
사내 소식지 발행횟수,광고,전단지 배부 횟수,비디오 상영 횟수,건강증
진 세미나 횟수,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종류,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활동 건
수,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생애 주기,최고 경영자의 역할모델화(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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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점심시간에 조깅하는 모습),회사의 정책(예시 :사내 금연정책),회
사 내 물리적 환경의 향상,(예시 :옥외 흡연구역 설정),지속적인 건강행태
유지를 위한,회사풍토 조성,신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건수,구성원
회의를 통한 건강증진의 반복적 목표인지정도,구성원들의 목적과 목표의
공유율,1인당 전문교육훈련시간,1인당 교육훈련비용,교육훈련건수로 선
정하였다.
넷째,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평가 계층모형 가중치는 관점별 에서

는 근로자 관점이 34.8%로 가장 높았고,평가영역별에서는 건강 위험요인
에 대한 행위변화 향상이 23.0%로 가장 높았으며,성과지표별 가중치에서
는 건강증진행위 실천률이 9.2%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이는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의 성과평가 시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우선순위 지표가 기업
이 추구하며 중요시하는 이윤추구의 재무적 관점보다,기업의 이윤을 생산
하는 근로자의 관점이 사업장건강증진사업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으며,근로자들의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행위변화 향상이 관점 다음의
하위계층에서 중요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근로자들의 건강증진행위
실천률이 사업장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에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명확히 하
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선행연구 중 건강증진사업의 성과평가에 있어 균형성과표

(BSC)를 이용한 사업장건강증진사업의 성과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는 전무
하였고,국가차원에서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므로 향후 의료환경의 변화
및 건강생활실천의 확산,예방중심의 건강 및 질병관리,인구집단별 건강관
리,건강환경의 조성으로서의 건강증진사업의 과제에 따라 사업장 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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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업의 성과평가의 기준 및 지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
구에서 제시한 균형성과표(BSC)기법을 이용한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성과평
가 모형개발은 건강증진사업 환경에 맞는 기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BSC 관점의 평가영역별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측정지표들을 도출하고 각 평가영역별로 평가대상을 다르게 하여 실질적으
로 평가영역의 개념에 적합한 평가대상에게 조사한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성과지표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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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AA SSStttuuudddyyyooonnnAAA KKKnnnooowwwllleeedddgggeee---BBBaaassseeedddMMMooodddeeelllllliiinnngggfffooorrrttthhheee
EEEllleeeccctttrrrooonnniiicccAAAdddvvveeerrrssseeeDDDrrruuugggEEEvvveeennntttDDDeeettteeeccctttiiiooonnnSSSyyysssttteeemmm

SuJeonChoi
TheGraduateSchoolofPublic
HealthScienceandManagement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eungHeeHo,Ph.D.)

Since the medicalaccidents caused by adverse drug events are
directlyrelatedtopatients'healthorlife,preventionofadversedrug
eventsmaywillbeanationalchallenge.Hence,itisdeemednecessary
to explore the ways to effectively detectthe adverse drug events.
Namely,itisnecessarytoconstructaclinicallyusefulknowledgebase
and develop sharablestandardsforknowledgestructurein orderto
expandthebaseforunderstandingoftheeffectsoftheadversedrug
eventssurveillancesystem and thereby,facilitateimproveitsclinical
usefulness.
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this study was aimed at

suggestingasharablestandardsoftheknowledgebaseschematostore
andmanagethejudgementalrulesaboutadversedrugevents.
Tothisend,theresearcherreviewed9precedingstudies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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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oreaandabroadforthelast8years,andthereupon,rearrangedthe
existingknowledgewhichisusedintheelectronicadversedrugevents
surveillancesystemsandthenanalyzedtheseprototypeknowledgeinto
unitcomponentstodeterminetherequirementsfortheirconversioninto
computerizedformsofknowledgeandcompensatetheincompleteones.
Then,theresearcherdefinedtheentitiesandattributescontainedinthe
unstructured knowledgesentenceand categorized theknowledgeinto
the subgroups depending on their structural types. Finally, the
researcher derived 25 stereotyped knowledge structures outofthe
categorizedknowledgegroups.Thereafter,theresearcheranalyzedmain
entities,attributesandrelationsofthese25knowledgestructuresand
then logically designedaknowledgebaseschemaby making useof
ERWIN ver4.1.Atlast,the researcherconstructed the knowledge
databasecontainingatotalof22tablesbymakinguseoftheMS-SQL
Server2000.Also,theresearchertriedtoevaluatetheknowledgebase
usingtheclinicaltestdatasets.
Thisstudyattemptedtosuggestthewaystoexpressandstorethe

knowledge for effective sharing and using of knowledge in
knowledge-basedexpertsystems.Inotherwords,thisstudysuggested
thewaystoconstructaknowledgedatabaseforasystematicstorageof
knowledge and thereby,put forwards some effective methods for
expression,storageandmanagementofknowledge.

Keywords:AdverseDrugEvent,Knowledgebase, Knowledge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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