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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우리 나라 중소병원에 균형잡힌 성과측정지표(Balan ced

Score Card )의 도입 타당성을 고찰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수

행되었다. BSC는 기존의 성과평가지표들이 주로 과거의 재무적 성과

만을 보여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3년 Kap lan과 N orton에 의해

개발되었다. BSC는 재무, 고객, 내부비즈니스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의 4가지 시각을 가지며, 조직의 사명과 비전에 따라 각 시각에서 전략

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측정지표들이 사용된다.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

비영리조직, 정부조직들과, 미국의 Mayo clinic, Hu d son Riv er

Psychiatric Center, H enry Ford H ealth System 등을 선두로 하는 의

료조직들에서도 BSC를 이미 도입했고, 그 성과에 만족하고 있다.

병원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나

라 중소병원에서 BSC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중소병원의

특성상 BSC의 시각은 기본적인 4개 시각 외에 외부조직과의 연결망,

전문화 시각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각 시각에 대한 성과측정지표는 조직

의 사명과 전략에 따라 신중하게 개발되고, 선택되어야 한다. 중소병원

에서 BSC를 도입하는데는 자원의 부족, 조직 및 관리의 복잡성, 재정

구조의 취약성, 최고경영자의 인식부족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

나 BSC 도입에 있어 중소병원은 의사결정 과정의 유연성과 적용의 용

이성과 같은 이점을 가지며, 비효율적 경영개선 방안들의 효율화, 현재

의 평가지표가 가지는 한계의 극복, 조직 구성원의 참여와 동기부여 등

다양한 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 BSC의 도입은 전체 조직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BSC의 도입 및 개발과정, 실행과 평가, 수정은 매우 신중

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최고경영자와 전체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핵심단어 : 균형잡힌 성과측정지표 (BSC) , 중소병원 , 타당성

- i -



Ⅰ . 서론

1. 연구 배경

조직(組織)은 단체 또는 사회를 구성하는 각 요소가 결합하여 유기

적인 움직임을 갖는 통일체로 되는 일, 또는 그 구성의 방법이라는 사

전적 의미를 가지며, 이렇게 구성된 모든 조직은 존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조직은 고유의 과업 달성이 존재의 목적이었으나,

현재의 조직은 그 목적을 외부에 결과를 제공하는 것, 즉 시장에서 성

과를 내는 것이라고 재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조직,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조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모든 조직은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만 생존하고

성장하는 조직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조직이 창출하는 가치는 다양한 형태의 성과로 나타난다. 그 동안

대부분의 조직에서 성과평가는 경영활동을 통해 조직의 여건과 환경 하

에서 일정기간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를 제고, 축적시켰으며, 조직의 목

표달성에 얼마나 공헌하였는가를 측정, 분석, 평가하는 것(고대기업경영

연구소, 1972)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성과가 주로 과거의 활동에

대한 결과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제는 성과에 대한 관점이 과거에서 미래로 바뀌어 가고 있

다. 과거에 초점을 두는 기존의 성과평가 틀을 가지고는 변화하고 있

는 패러다임에서 미래에 조직의 생존 및 성장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되었

기 때문이다. 조직에서 성과평가의 효과성은 그 성과평가가 조직의 가

치 창출을 통한 성장의 동인이 되고 있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나라의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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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체계가 성장의 동인이 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우리 나

라의 경우 기존의 병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들에서 신영수 등(1984)

은 성과를 재무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이해종(1990)은 활동성과 총자본이

익율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매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분석에서는 재무지표,

생산성지표, 환자진료실적지표, 의료수익지표, 인력지표, 주요시설이용

및 외주실적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일차적으로 의료

기관의 경영실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표가 과거의 활동에

의해 도출된 재무적 결과만을 제시한다. 반면, 의료기관들이 미래에 어

떠한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제시하지 못한

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각 부서나 책임경영단위의 업무특성 및

경영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이희

원 등(2000)은 책임경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의료기관의 성과평가지

표를 조사한 결과, 이 지표들이 단위기관의 특성과 목표를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며, 정보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인 조직의 유형 혹은 무

형의 역량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하였

다.

최근 의료기관들이 처해 있는 경영환경이 매우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래 조직의 면모를 갖추

어야만 한다. 성공적인 미래조직은 유연성과 혁신성으로 대표되며, 이

는 조직의 전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조직문화의 창출에서부터 시작된다.

구성원 개개인의 자발성 및 창의성 발휘와 적절한 조직문화의 구축이

전략실천 능력 자체를 제고시킬 수 있다. 즉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인

적, 문화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조직문화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들 중의 하나가 바로 성과체계이다. 잘 디자인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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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계는 단기적으로는 조직 구성원들 각자에게 자신의 사명을 알게 하

고 동기를 부여하며,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

도록 유도한다. 1980년대 이래로 조직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는 경영관리적 시도가 꾸준히 주목을 받아

왔다(이장우, 1996).

Prah alad 등(1990)이 기업의 전략경영을 외부환경분석에 의한 경쟁

우위의 선점이라는 관점으로부터 핵심역량에의 집중이라는 조직 내부로

의 관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로 기업을 비롯한 많은 조

직은 내부의 핵심역량을 찾고,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관심

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래의 성장을 위한 조직

문화는 평가시스템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유훈(1985)은 성과평가의 성공은 적절한 평가지표의 개발에 기반을

둔다고 하였다. 균형잡힌 성과측정지표(Balanced Score card :BSC)는

기존의 성과평가지표들이 재무성과지표에 집중되어 조직들로 하여금 미

래의 발전보다는 현재의 비용절감이라는 근시안적 함정에 빠지도록 한

다는 비판에 대한 답안으로 제시된 새로운 성과관리체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BSC는 Kap lan과 N orton이 1993년에 발표한 이후 현재까

지 세계 각국의 많은 기업들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비영리조

직뿐만 아니라 정부조직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

다.

Daft (1998)은 조직의 변화는 기술의 변화, 서비스의 변화, 관리 및

전략의 변화, 인적자원의 변화를 통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 4가지 유

형의 변화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추진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

다. 특히,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인적자원의 변화인데, 인적자원의 변

화를 위해서는 관리의 변화 즉, 조직구조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조직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병원 구성원들이 고객중심의 의료서

비스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곧, 미래를 위해 조직

이 변화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는 BSC가 추구하는 가치와 많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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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일치하고 있다.

새로운 평가시스템인 BSC가 소개된 이후, 이의 도입은 주로 대규모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미국의 대규모 보건

의료시스템이나 병원에서부터 도입되었다. 이는 BSC의 개발이 많은

시간과 인력, 투자를 필요로 하는 전사적인 전략적 접근이기 때문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Birch (1998)는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도 BSC가 진가를 발휘한

다고 하였다.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BSC는 첫째, 비용을 억제하고 둘

째, 목표로 하는 성과에 관한 종업원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셋째,

종업원의 인식과 보상체계를 바꿈으로써 조직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담

당한다고 하였다. 특히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소

규모의 사업장에서 기존의 Q I활동을 지속적인 학습조직으로서의 시각

과 연계시킴으로써, 그 파급효과로서의 재무적, 내부적, 고객적 시각을

갖춘 형태의 BSC를 개발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는 소규모

사업장의 성격을 가지는 중소병원의 경우, BSC의 도입이 전략적 선택

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일부 대규모 의료기관에서 경영혁신을 위한 전략으로 외부 자

문기관과 함께 BSC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아직 우

리 나라 의료기관에서 BSC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 특히, 우리

나라 의료기관중 경영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우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짧은 역사에

도 불구하고 기업 및 의료기관에서 BSC도입 이후 개선된 경영효과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 의료기관 특히 중소병원의 BSC의 도

입 타당성에 대한 고찰이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 4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최근 새로운 성과관리의 틀로 제시되고 있는 BSC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병원에 BSC 도입 타당성에 대

한 고찰 및 도입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BSC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

둘째, 국내외 의료기관에서의 BSC 도입사례를 연구한다.

셋째, 국내 중소병원의 BSC 도입 타당성 및 제한점을 고찰한다.

넷째, 국내 중소병원에서의 BSC 도입 전략을 제시한다.

3. 연구의 틀

이 연구는 3단계로 구성되었다(그림 1). 1단계는 BSC에 대한 이론

적 검토로서, BSC의 대두배경과 개념, 도입과정에 대해 정리하였다. 2

단계는 사례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BSC 도입에 대한 평가요인을 설

정한 후, 현재 BSC를 도입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이

와 함께, 앞서 설정한 평가요인에 의하여, 각 사례에 대한 평가를 하였

다. 3단계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사례연구를 토대로 국내 중소병원에서

BSC 도입 타당성 및 적용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도입방안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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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틀

BS C에 대한 이론적 고찰

- BS C의 대두 배경

- BS C의 정의 및 의의

- BS C의 일반적 모형

BS C 도입 사례 연구의 틀

BS C 도입사례 분석

- M ay o Clin ic

- HRP C

- HF H S

BS C 도입 사례에 대한 평가

중소병원의 BS C 도입 타당성 고찰

중소병원의 BS C 도입 전략

1단계

문헌고찰

2단계

사례연구

3단계

논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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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BSC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BSC의 대두배경과 개념

BSC의 개발과정 및 주요 개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송경근 등, 2000). BSC는 1990년 미국의 놀런 노튼 연구소에서 David

N orton과 Robert Kap lan을 중심으로 1년 동안 제조업, 서비스업, 중공

업, 첨단기술업 등의 12개회사1)의 대표들이 모여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재무회계 측정지표에 기초한 기존의

성과측정 방법이 조직에 있어 미래의 경제가치 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

다는 판단아래, 새로운 성과측정 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

작되었다.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회사들의 혁신적인 성과측정

방법들에 대한 사례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다차원적인 성과

측정지표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고, 이에 따라 성과측정지표에 포함되

어야 할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4가지 축을 결정하였

다. 이는 재무, 고객, 내부비즈니스, 혁신과 학습이라는 서로 다른 4가

지 시각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의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간에, 재

무적 측정지표와 비재무적 측정지표간에, 후행지표와 선행지표간에, 성

과에 대한 외부적 시각과 내부적 시각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

함에 따라, 이 새로운 성과측정 방법은 균형잡힌 성과측정지표

(Balanced Score Card )'라고 명명되었다. 연구에 참여했던 몇 명의 경

영자들이 이 방법을 직접 자신의 회사에 적용하였고, 이 결과에 의해

BSC가 조직에서 실행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과를 구동시키는데 도움이

1) 12개의 회사에는 Advanced Micro Devices, American Standard, Apple
Computer, Bell South, CIGNA, Conner Peripherals, Cray Research,
Dupont, Electronic Data Systems, General Electric, Hewlett-Packard, Shell
Canada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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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알 수 있었다.

BSC의 개발 이전에도 이미 많은 기업을 비롯한 조직들이 재무적 측

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며(Kap lan 등, 1996), 많은 연구자들이 재무적 측면과 비

재무적 측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시각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성과평가

모델들을 제시하였다. Maisel(1992)은 Kap lan 과 N orton의 BSC 모델

과 동일한 명칭을 가진 성과분석모델을 제시했는데, 재무적 측정지표,

고객 측정지표, 비즈니스 프로세스 측정지표, 인적자원 측정지표의 4가

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은 Kap lan 과 N orton의 BSC와 비교해

서 학습과 성장 대신 인적자원 시각을 사용하였다. Mcn air 등(1990)의

성과피라미드 모델, Ad am s 등(1993)의 효과적인 진보 및 성과측정모델

인 EP2 M 등도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재무적

평가지표들이 단순한 운영상의 결과를 종합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조

직의 전 계층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그들에 의해 생성된 의사결정

및 행동들로부터 기인한 재무적 결과임을 설명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

하고 있었다.

BSC의 핵심은 과거의 성과에 대한 재무적인 측정지표가 더 이상 조

직의 전체성과를 보여줄 수 없으며,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성과를 창출하는 구동력에 대한 측정지표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다

(Kap lan 등, 1993). 재무적으로 성공하려면 주주들에게 어떻게 보여져

야 하는가? 비전을 달성하려면 고객에게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가? 주

주와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어떤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뛰어나야 하

는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과 성장능력을 어떻게 유지시

켜 나갈 것인가? 라는 4가지 질문이 재무적 시각, 고객 시각, 내부비즈

니스 프로세스 시각, 학습 및 성장시각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이 되며,

각 부분의 목표와 측정지표들은 조직의 비전과 전략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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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SC의 4가지 시각

정

깃

정

내부 비 즈 니 스 프로 세 스

'주주와 고객을 만족

시키기 위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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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해야하는가?

이
고 객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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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학습 과 성 장

'우리의 비전달성을 위해

변화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재 무 적

'재무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주주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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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aplan RS. and Norton DP. Using the Balanced Scorecard as a Strategic
Management System (Harvard bu siness Review, Jan-Feb 1996), p .77. 송경근.

2000. BSC 구축 & 실행사례. 한·언. p .3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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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SC의 개발과정

명확한 비전과 전략이 4가지 시각의 구성에 기초가 되며, 각각의 시

각에 대해 목표와 측정지표, 타깃, 이니시어티브가 수립되어야 한다.

한편 BSC는 지속적인 프로세스에 의해 개발되고, 적용된다. 그림 3에

서 알 수 있듯이 BSC는 단순한 성과평가지표로서가 아니라 조직의 전

략적 목표를 명확화하고, 이를 실행하는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

다. 뿐만 아니라 BSC는 결과물 측정지표와 성과동인 사이의 인과관계

를 명확히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Kap lan 등, 1996).

그림 3. BSC의 개발 및 실행 과정

비전 및 전략의

명확화 및 전환

기획 및 타깃

설정

의사소통

및 연결

전략적인

피드백과 학습
BSC

자료원; Kaplan RS and Norton DP. Using the Balanced Scorecard as a Strategic
Management System (Harvard bu siness Review, Jan-Feb 1996), p .77. 송경근.

2000. BSC 구축 & 실행사례. 한·언. p .45에서 재인용

BSC의 핵심 프로세스는 다음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조직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명확화하고

전환시킨다. 둘째, 전략적인 목표와 측정지표들을 전달하고 연결시킨

다. 셋째, 기획 및 타깃을 설정하고, 전략적인 이니시어티브들을 정렬

시킨다. 넷째, 전략적인 피드백과 학습을 고양시킨다.

송경근 등(2000)의 자료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BSC의 개발 및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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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BSC 프로그램을 위한 목표의 수립 과정으로 고위 관리자들간

에 왜 BSC가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고위 관리자들이 현재 성과평가체계의 한계를 인

식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하지만, 이러한 필요성만으로 BSC구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BSC에 대한 목표와 측정지표가 어떻게 설계

되는지를 소개하고,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헌신을 유도해 내며, 초기의

BSC 구축에 반드시 따라오는 이행과 관리 프로세스의 틀을 명확히 하

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조직이 BSC의 목표와 미래의 역할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로 BSC 설계자나 프로젝트 리더 역할을 할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설계자는 BSC의 설계와 개발에 대한 틀, 철학, 방법론을 알고 있어야

하며, 고위 관리자들은 BSC 활용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이끌 주요 고객

이므로, BSC 개발 프로세스에 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설계자는 주로

설계 프로세스 안내, 회의와 면담일정 감독, 프로젝트팀의 정보확보 및

판단 지원 등을 담당한다. 또한 전략과 의도에 대한 추상적, 일반적 진

술을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로 전환시키는 프로세스 관리와 함께

갈등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설계자는 대부분 조직의 고위 관

리자가 담당하며, 조직에 따라서는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하기도 한다.

조직마다 각기 다양한 환경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기 자

신만의 독특한 프로세스를 통해 BSC를 구축하고자 하지만, 수많은 조

직에서 사용했던 표준화된 과정을 따르는 것이 효과적인 BSC 구축에

더 유리하다.

첫째, 측정구조를 정의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조직단위의 선택, 전략

적 사업단위와 전체 조직의 연결을 파악해야 한다. 설계자와 고위 관

리자들을 중심으로 BSC에 적절한 사업단위를 정의해야 한다. 처음 단

계에서는 가능한 한 전체 가치사슬에 걸친 활동을 관리하는 조직단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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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사업단위가 좋다. 그 이유는 전략적 사업단위는 자체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 고객, 생산조직 등을 소유하므로, 원가할당의 문제나 다른

사업단위와 심각한 문제없이 재무적 성과지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조직단위를 너무 협소하게 정의하면, 일관적이고 완전한 전략을

구성하기 어려우며, 너무 광범위하면 BSC 구축이 매우 복잡해질 것이

다.

사업단위가 정의되면, 개별 전략적 사업단위와 다른 전략적 사업단

위 및 전체 조직이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여기에는

전략적 사업단위의 재무적 목표, 전체 조직의 최우선적 가치, 다른 전략

적 사업단위와의 연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 전략

적 사업단위의 부분최적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단위의 차원

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회 및 제약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전략적 목표를 둘러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면담과 회의, 워

크샵 등 의사소통 수단을 가동시킨다. 설계자는 BSC에 대한 배경, 조

직 및 전략적 사업단위의 비전과 사명, 전략에 관한 자료를 사업단위의

고위 관리자들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들로부터 전략적 사업단위들의 시

장규모, 성장성, 경쟁자, 고객, 기술 등을 포함하는 산업환경 및 경쟁환

경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일차적으로 설계자와 전략적 사업단위의 고

위 관리자들은 면담을 통해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4가지 시각에서의

BSC 측정지표에 대한 잠정적 계획을 도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BSC 개념을 사업단위의 고위 관리자에게 소개하고, 그들의 명확한 이

해를 도우며, 조직의 전략을 BSC의 목표와 측정지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초기의 투입물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사업단위의 고위

관리자들로 하여금 전략과 목표를 유형적인 운영상의 측정지표로 전환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핵심 인물들이 BSC의 개발과 이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와 잠재적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전략적 사업단위의 고위 관리자들과의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의 고위 관리자들과 함께 종합회의를 통해 BSC의 기본적인 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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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표의 잠정적 리스트를 개발한다. 제시되는 각각의 목표들은 그

지지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 목표들이 사업단위의 전략을 의미하고, 서

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관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개발 및 적용과정에서 예상되는 저항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앞서 현재까지 도출된 결과들을 전

체 관리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워크샵 등을 개최한다. 워크샵에서 참여

자들은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통일된 조직의 사명선언문과 전략선언문

을 합의하고, 만약 이러한 비전과 전략이 성공한다면, 주주와 고객, 내

부비즈니스 프로세스, 성장과 개선 역량에 있어 성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에 대한 대답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시각에 대해

여러 개의 측정지표들이 도출되며, 각각의 측정지표에 대한 강점과 약

점, 목표와의 관련성 등의 논의 후에, 표결을 통해 각 시각별로 상위 3,

4개의 측정지표를 결정한다. 4개의 하위그룹으로 나뉘어진 관리자들은

각각의 시각에 대해 3, 4개 정도의 전략적 목표와 자세한 진술문, 잠재

적 측정지표의 목록을 도출해 내야 한다.

셋째, 측정지표를 선택하고 설계한다. BSC에서 구체적인 측정지표

의 결정은 조직의 전략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는 지표를 찾아내는데

근본적인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각 시각에 따라 결성된 하위그룹들

은 설계자와의 회의를 통해 워크샵에서 표현되었던 의도에 맞게 전략적

목표의 단어들을 분명히 하고, 각 목표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전

달하는 측정지표들을 찾아내야 한다. 또한 제안된 측정지표 산출에 필

요한 정보의 원천과 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찾아내며,

각 시각의 측정지표들간의 연결 및 다른 시각과의 연결, 각 측정지표가

다른 측정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는 최종적으로 상세한 기술이 포함된 각 시각에 대한 목표 리스트, 각

목표에 대한 측정지표와 기술, 각 측정지표의 계량화와 표시방법에 대

한 설명, 측정지표들이 시각내의 다른 측정지표들 및 다른 시각의 측정

지표나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도해식 모형이 제시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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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번째 관리자 워크샵을 통해 현재까지의 결과를 공유하고,

전 직원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행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

넷째, 이행계획을 구축한다. 각 하위그룹의 리더들로 구성된 이행팀

을 만들어 도출된 목표와 측정지표들로부터 확장된 타깃을 수립하고

BSC의 이행계획을 개발한다. 여기에는 BSC를 조직전체에 전달하는 문

제와 분권화된 조직단위와 2차적 수준의 측정지표 개발의 촉진을 위해

각 측정지표들을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에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상위의 사업단위 측정지표에서 작

업현장 고유의 운영측정지표에 이르는 새로운 관리정보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다.

관리자들은 세 번째 워크샵을 열어 타깃을 달성하게 할 예비적인 활

동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조직의 다양한 변화 이니시어티브를 BSC의

목표와 측정지표, 타깃에 정렬시킨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들은 BSC를

직원에게 전달하고 관리철학에 통합시키며, BSC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개발 등의 이행 프로그램에 완전히 합의해야 한다.

다섯째, BSC를 조직 전체에 전달하고, 고위 관리자들부터 개인의 성

과목표를 수립한다. 관리자들은 개인의 목표와 인센티브를 그들의 성

과측정지표와 연결한다.

여섯째, 장기계획과 예산을 갱신한다. 각 측정지표에 대해 5개년 목

표를 세우고,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투자를 파악하고 자

금을 조달한다.

여기까지가 BSC의 개발 및 구축 단계인데, 이 단계까지는 약 16∼

20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적당하다. 다음의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

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된다.

첫째, 월별, 분기별, 연도별 점검을 수행한다. 조직차원에서 성과측

정지표를 승인하면 이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1∼2

년의 시간이 경과하고, 최초의 전략이 수립되고 나면 조직의 전략은 수

정되어야 하며, 수정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BSC 구축 과정이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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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된다.

둘째, 모든 구성원의 성과를 BSC에 연결한다. 이제 모든 직원은 개

인의 목표를 BSC에 연결하여야 하며, 조직 전체의 인센티브가 성과측

정지표에 연결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BSC는 조직의 사명과 비전, 전략을 달성하

기 위한 관리체계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

정은 다른 전략도구의 도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

다. 특히 사업단위와 하부단위, 각 개인의 성과가 BSC에 연결됨에 따

른 개인간, 부서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BSC의 성공에서 중요한 변수

가 될 것이다.

BSC의 개발에 있어 조직의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것은 바로 성과지

표들이다. 박하영(1999)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료제도에서 지불

제도는 지불액 결정 체계의 설계와 지불기준으로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

냐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달라지므로, 지불대상자의 행태 유도를 위한

정책변수를 포함하기도 한다. 즉, 결정기준 지표는 척도로서 요구되는

신뢰성과 적합성뿐 아니라 지불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상자들의 행태

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이 책임질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한 변이

부분이 조정될 수 있는 공정성도 갖추어야 하는데, 공정한 보상체계의

설계를 위해서는 이들 요인에 의한 영향의 성격을 잘 알아 이를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BSC 지표의 결정과 적용을 할 때는 이

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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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BSC 도입 사례

1. 사례 연구의 틀

Kap lan과 N orton에 의해 BSC가 소개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으

나, 의료기관에서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산업에 대한 BSC 적용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다른 산업들과 구별되는

의료산업의 특성들이 의료기관에서 BSC를 도입하는데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은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이 하나의 유기적인 팀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인적특성으로 병원조직은 매트릭스조직의 특성을 가

지며, 전문가에 의한 권위체계와 경영진에 의한 일반 관리체계가 공존

하는 이원적 지배체계로 구성된 복잡한 조직형태를 가진다(유승흠,

1998; 문창진, 1997). 이러한 조직의 복잡성과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결

과측정의 어려움 등이 기업을 기반으로 개발된 BSC를 의료기관에서

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통해 선도적인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경영혁신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미

수많은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BSC에 관

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BSC는 단순한 성과관리를 위한 도구로

서가 아니라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개발과정 및 성공적인 적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

서 현재까지 발표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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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산업

에서 BSC를 도입한 사례를 수집하고, BSC의 도입 과정 및 그 지표들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4개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사례 의료기관들에서 BSC의 개발 및 도입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구조,

과정, 결과 측면에서의 검토를 위해 다음의 틀을 사용하였다(표 1).

표 1. 사례연구의 틀

구분 내용

구조

·BSC 도입 배경 및 도입 목적

·BSC 개발 조직

·BSC 개발 과정의 참여인력 구성 및 참여정도

과정
·BSC 개발 과정

·개발된 BSC의 도입과정 및 도입전략

결과

·개발된 BSC의 시각과 측정지표

·조직의 사명, 비전, 전략과 개발된 지표의 정합성

·수행 경과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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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연구

1) 사 례 1 : M ay o Clin ic

(1) 구조

Mayo Clinic은 미네소타주의 로체스터에 위치하고 있는 유서 깊은

병원으로서, 3차 의료를 제공하는 외래와 입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대규모의 의료시스템이다. Mayo

Clinic의 조직은 일차적으로 교육위원회와 임상위원회, 연구위원회로 구

성되어 있으며, BSC는 임상위원회에 속한 외래운영팀을 대상으로 개발

되었다.

Mayo Clinic은 경쟁적 관리의료 제도하에서 시장에서의 우위 유지

와 성장을 위한 전략적 도구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외래

운영팀의 리더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재무적 평가지표와 진료한 환자

수로 측정되던 생산성 지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다.

이들은 먼저 새로운 전략적 평가 도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결정하

였다. 첫째, 기존의 시장점유를 유지,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시장의 요구에 민첩하게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핵심적인 성과

에 집중해야 한다. 넷째, 성과 개선과 예측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

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가 그 내용이다. BSC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

시킬 평가지표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

유로 M ayo Clinic 외래운영팀의 새로운 전략적 평가도구로 선택되었다.

이 과정에서 외래운영팀 리더의 의지와 리더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

다.

BSC의 개발을 위한 조직으로 외래운영팀의 부원장과 행정책임자,

자문위원회, 외래운영팀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구성되었다. BSC의 핵

심 가치인 조직의 사명과 비전, 전략의 개발과 각 부서, 개인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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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개발 등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였다.

(2) 개발 과정

연구팀은 먼저 문헌고찰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성과체계가 포함해야

할 일반적 성과범주들을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내부 및 외부 고객만족

도, 효율적인 운영을 반영하는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나 상품

의 질, 지속적인 개선 노력, 공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 재무적 성과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일반적 성과범주의 정의 후에, 이것들을 Mayo의

비전2)과 가치3), 핵심사업원칙4)에 접목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정의된 각각의 성과범주들에 합당한 성과측정척도

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전 외래운영팀의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성과관리체계를 알리고 확산

시키기 위해 내부 정보 네트워크인 인트라넷(intran et)을 활용하였다.

직원들이 새로운 성과관리시스템의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지 세

번의 마우스 클릭만 하면 되도록 만들었다.

(3) 결과

Mayo Clin ic에서 최종적으로 도출한 BSC는 전통적인 BSC가 4개의

시각을 가지는데 비해, 8개의 시각에 14개의 지표를 가진다. 여기에는

고객만족, 임상적 생산성과 효율성, 재무, 내부적 운영, 상호신뢰와 다양

성, 사회적 봉사, 외부환경평가, 환자 특성이 포함된다. 각 시각에 따른

2) Mayo' s vision : Mayo aspires to provide the highest qu ality,
compassionate care at a reasonable cost through a physician-led team
of diverse people w orking together in clinical practice, education, and
research in a unified multicampu s system

3) Mayo' s prim ary value: The needs of the patient come first
4) Mayo' s care business principles: clinical practice/ education/ research

/ mutual respect/ continuous improvement/ w ork atm osphere and
teamw ork/ social commitment/ sustain practice finan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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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표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BSC 개발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도출된 지표들을 조직의 사명, 비전,

전략과 접목시키는 작업을 거침으로써, 최종적으로 선택된 성과지표들

은 각각 조직의 상위 가치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Mayo Clin ic에서는 현재 이렇게 도출된 BSC를 외래운영부문에 적용

하고 있으며, 긍정적 결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BSC의 도입

은 이들에게 향후 성과의 방향에 대한 예측력을 향상시키고, 의료의 질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임상단위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서의 역할을 하고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팀은 BSC의

개발과정에서 얻었던 교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성과

체계의 개발과정은 많은 시간과 경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

여를 요한다. 둘째,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합된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BSC에 의해 성과를 평가받는 대

상을 고위관리자들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전 직원에게 확대되어야 한

다.

2) 사 례 2: H u dson Riv er Psy ch iatric Center(H RPC)

(1) 구조

H RPC는 공공정신보건시스템에 속한 의료기관으로 정신과 환자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지불체계의 변화와 지역보건시스템

에서의 역할의 변화와 같은 환경적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새로운 형태

의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체계가 요구되고 있었다.

H RPC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체계의 개발을 위한 과정에서 도출된

전략계획의 실행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총괄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

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Kap lan과 N orton의 틀을 따르는 BSC를 개

발하였다.

기존에 JCAHO의 질 평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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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위원회(Q au lity Im p rovem ent Com m ittee)가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이 위원회에는 각기 다른 부문을 담당하는 6개의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소위원회에서 BSC의 개발과정에 따라 각각의 시각에 해당하는 목표

의 설정과 지표개발 및 선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개발 과정

H RPC는 먼저, 병원장과 60여명의 관리자들이 평가 지침서에 따라

새로운 공공정신보건의료 관리체계에 적응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

지를 평가하고, JCAHO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의 요구사항과 기존의 핵심적인 기준들과 H RPC의 현재

상태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JCAHO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개선활동을

이끌어갈 전략계획과 전략계획을 지원할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

한 절차를 거친 후에 이에 근거하여 BSC를 개발하고, 성과개선을 위한

활동에 개발된 BSC를 적용하였다.

BSC의 개발과정에서 개발팀은 H RPC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

음 사항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첫째, 매일의 일과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의 설정. 둘째, 명확한 기대치와 연관된 특

정 임상부문의 개발. 셋째, 성과평가 프로그램과 직원 훈련의 강화 및

임상부문 지원을 위한 경쟁정도의 평가. 넷째, 사명과 비전에 연계된

만족도, 접근성, 의료이용, 의료의 질과 비용으로의 전환. 다섯째, 공공

예산 데이터베이스와 임상정보를 포함하는 수익 및 지출정보와의 통합.

여섯째, 자동화된 의무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된 임상정보시스템의

개발. 일곱째, 공공 홍보 캠페인 수행이 그것이다.

위에 제시된 요구들에 대한 의견수렴 후, 병원장과 관리자들은

JCAHO와 기존의 평가체계에서 제시된 모든 지표들에 대한 검토를 하

였다. 이 과정에서 환경, 안전, 주주들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대두되

었으며, 이는 조직의 사명, 비전, 가치, 목적, 목표와의 연관성을 찾고,

확인하는 과정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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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전략적 목표가 확립된 후, 병원장은 서비스 생산라인, 직원

훈련과 임상과의 경쟁정도 평가, 성과 지표와 임상결과 평가에 기초한

개선과정, 전략계획 수행과정의 평가지표 개발, 비용에 대한 인식, 의무

기록의 자동화, 진취적인 홍보계획의 개발, 안전과 환경적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증대, 제한적인 처치와 산업재해의 감소 등에 관

한 실제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각각의 운영계획이 수립됨과 함께

새로운 성과지표와 개선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질향상

위원회와 소위원회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소위원회는 또한 개발된 성과

지표와 개선 시스템의 적용과 확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3) 결과

H RPC에서는 기본적으로 4개의 시각에 충실한 BSC를 개발하였다.

각 시각에 포함된 측정지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무적 시각에

는 예산내의 운영, 비용-효율적 서비스, 주주들에 대한 재무적 교육지표

가, 고객 시각에는 서비스에 대한 주주들의 만족도, 주주들의 정보 공

유, 관리와 운영과정에 주주의 참여지표가 선정되었다. 내부비즈니스

시각에는 질관리 프로세스, 환경 개선 강화, 주거와 작업환경의 안전성

확보, 인증과 자격의 유지지표가, 그리고 혁신과 학습 시각에는 전략적

능력 개발, 기술적 하부구조 개선, 연구개발의 육성, 종업원의 동기부여

와 권한이양, 생산라인 개발지표가 선정되었다.

개발팀은 BSC 개발 과정에서 환경, 안전, 주주들과 같은 H RPC가

고려해야 할 대상의 재발견을 통해 조직의 사명과 비전, 목적 등에 대

한 인식을 새로이 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성과 지표들도 이를 많은 부

분에서 반영하고 있다.

H RPC는 BSC의 개발을 통해 기존에 조직의 성과평가를 위해 쏟아

부었던 과중한 노력을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지표로 집중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전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사명과 비전, 목적과

목표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전략계획의 수행과정에서 주인의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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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개발된 BSC

는 각 구성원들의 목적과 목표 설정 및 성과 개선을 위한 활동에 기본

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H RPC는 BSC를 성과 향상 활동의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에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결과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3) 사 례 3: H enry Ford H ealth Sy stem (H FH S)

(1) 구조

디트로이트에 있는 HFHS(H enry Ford H ealth System )는 의과대학,

3차 의료기관이며 외상센터를 갖춘 700침상의 H enry Ford 병원, 6개의

지역병원들, 70개의 외래진료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1,000여명의 고용의

사와 1,200명 이상의 지역 의사들과 협력관계를 가진 대규모의 복잡한

조직이다. 뿐만 아니라 550,000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미시간주에서

가장 큰 HMO인 H ealth Alliance Plan을 소유하고 있으며, 요양원과 가

정간호, 가정간호용품회사, 정신병원, 약물치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HFHS는 미국의 M CO (M an aged Care Organ ization )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강도의 증가와 고객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 증가, 보험자들 및 정부의 압력, 직원들의 불만과 같은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BSC를 도입하였다(Sah n ey 1988).

(2) 개발 과정

HFHS에서는 BSC를 개발하면서 다음의 5단계 과정을 거쳤다.

·1단계: 조직의 비전을 명확히. 향후 10년 동안 우리 조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 대한 대답을 찾는 작업을 시행했다.

·2단계: 핵심 부문을 결정. 경영진 및 운영팀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충

분한 토의를 통해 조직의 핵심 전략부문으로서 저비용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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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성장, 고객 서비스, 시스템 통합의 4 부문이 도출되었다.

·3단계: 주요 성과지표들의 개발. 3단계에서 도출된 각각의 부문들에

대해 주요 성과지표들을 개발하였다.

·4단계: 운영적 정의 결정. 각각의 성과지표들에 대한 명확한 운영적

정의를 내리고, 그 기준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5단계: 목표의 설정. 환경 및 조직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직의 장, 단

기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라 현재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한편 각각의 부문에 대한 성과지표의 선택을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질문들을 사용하였는데, 재무적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주주

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고객 측면에 대해서는 고객들은 우리

를 어떻게 보는가? , 고객들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

는가? , 우리는 고객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 불평자료들의 분석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 고객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는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무엇에 뛰어나야 하는가? , 우리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혁신과 학습 측

면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가치창조 및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 우리는

각각의 시장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등이다.

(3) 결과

HFHS에서 개발한 BSC도 4가지 시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적

시각에는 순수입 하나의 지표만이 선정되었으며, 고객성과 시각에는 고

객만족도, 대기시간 감소, 불량률, 선호공급자 상태, 불평 관리, 서비스

보증의 지표가 선정되었다. 운영성과 시각에는 사이클-타임 감소, 생산

성 개선, 저비용의 공급, 직원만족도, 직원훈련 지표가, 혁신과 학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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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는 신제품 개발, 신제품이나 새로운 시장에서의 매출, 개선율 지표

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MacStr avic(1999)은 HFH S에서 BSC가 단지 성과평가도구로서가 아

니라 지속적인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동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노력이 다른 3가지 시각에서

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가 되는데, 이는 고객에 대한 이해의

증진,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에 관심, 내부 관계자들의

동기부여, 고객확보를 위한 노력, 고객과의 관계 유지, 고객의 충성심

제고와 가치의 회수라는 과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 의료기관에서의 BSC도입에 관한 연구들로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Forgion e(1997)은 기존에 의료기관들에서 사용해왔던 성과지표들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우리의 거래처들이나 환자들, 잠재적인 고객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병원은 기대수준 이상의 임상적, 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혁신과 개선, 가치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의료기관에게 있어 재무적인

의미 이외의 가치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구체적인 지

표로서 고객의 시각에 대한 측정지표로는 병원감염율, 재입원율, 사망

률, 투약 및 처방오류율의 감소 등이 선택될 수 있으며, 분만개조시 제

왕절개술이 차지하는 정도와 재원일수, 협의진료 의뢰율 등도 주요 지

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신임평가기관의 평가결과와 동료

심사제도의 심사결과, 의료분쟁 감소를 위한 노력, 환자만족도 조사 결

과 등도 의료기관의 질 향상활동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내부비즈니스 시각에서는 장비고장으로 인한 사고, 의무기록의

분실 및 부정확성, 방사선 재촬영율, 임상병리 검사결과의 누락 및 판독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침상

점유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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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습과 혁신에 대한 시각에서는 비용-효과적인 서비스제공

방식과 효율적인 치료 모형의 개발, 환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의 개선을

위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 최신의 정보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투자, 각각

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활동기준원가의 계산, 전 직원들이 자

발적으로 질 향상활동을 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노력, 질적인 의료진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 등이 지표의 예가

된다고 하였다. 한편 이러한 여러 지표들은 의료기관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내부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평가지표로 선택되어야만 원

래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Cu rran (1998)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수익창출 부서가 아닌 비용

을 발생시키는 부서로 분류되거나, 여러 부서와의 복잡한 연관관계로

인해 그 성과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간호부문에 있어서도

BSC가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Workp lace Safety an d In su ran ce Board에서는

자신들의 역할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대안의 하나로 BSC를

선택하였다. 작업장에서의 사고예방과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틀로 사용한 WSIB의 BSC

는 노동자의 신체적, 기능적 수준, 노동자와 사업주의 만족도, 재무적

지표의 시각을 포함하고 있다(M ak d essian , 1999).

이 외에도 듀크아동병원(Du ke Child ren ' s H osp ital)의 중환자실

(Melion es, 2000), 여성클리닉 등에서도 BSC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Jon es 등, 2000).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Y의료원에서 BSC를 개발하였으나 발표된 자

료가 없으며, 이희원 등(2000)이 Y의료원을 대상으로 책임경영제의 한

단위인 S병원의 성과평가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의 목표는 S병원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목표에 따른 성과

평가지표를 도출하며, 도출된 성과평가지표의 내용타당도를 검정하여 S

병원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 초기에는 기존의 Y의료원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연구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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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병원에 맞도록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새롭게 도출된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4가지 시각에 해당되는 측정지표들이 1차적으로 병원

내, 외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명목집단기법에 의한 2

차적인 선정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각 지표들은 전략적 목표와의

일치성,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 평가되었다. 각각의 측면

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지표들에 대해 Y의료원의 실무자

들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확정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최종 도출된 S병원의 성과평가지표

재 무 고 객

수익증가율

의료수익의료이익율

관리비용비율감소율

조정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

외래환자만족도

입원환자만족도

응급실환자만족도

진료결과회신율

내 부 학 습

재원일수 단축율

의료분쟁패소비용비율

비정규직원 인력비율

교원 1인당 언론보도건수

수련직 1인당 교육비

직원 1인당 교육비

직원 1인당 조정환자수

직원 1인당 제안이행건수

이 연구는 우리 나라에 한 병원을 대상으로 BSC에 의한 성과지표

개발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S병원의 전략적

목표 도출과정과 내용타당도 검증과정에서의 대상의 편중성 등의 한계

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구성된 4가지 시각을 의

료기관에 적용하는데 있어 그 적용가능성에 대한 고찰이 없었다.

미국의 세 의료기관과 비교해서 우리 나라 의료기관의 BSC를 개발

한 이희원 등(2000)의 결과는 4가지 시각을 가졌다는 측면에서는 유사

하나, 각 시각을 구성하는 측정지표의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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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부 시각에 속한 의료분쟁패소비용비율, 비정규직원 인력비율, 교

원 1인당 언론보도건수와 같은 지표는 의료기관 전체의 지표로서보다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 부서의 성과측정지표로 적당한 것들이다.

이는 지표선택과정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주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 사

람들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개발한 BSC에 포함된 시각들

과 지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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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례연구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BSC 지표의 종류

사례 성과평가 부문 성과측정지표

Mayo

Clinic

Customer Satisfaction
·Rating of primary care provided
·Rating of subspeciality care provided

Clinical productivity
and efficiency

·Clinical productivity per physician per workday
·Outpatient visits per physician per workday

Financial ·Expense per relative value unit(unit of service)

Internal operation
·General examination average itinerary length in days
·Patient complaints per 1,000 patients
·Patient waiting times-access to appointment

Mutual respect
and diversity

·Percentage of staff from underrepresented groups
·Employee satisfaction survey

Social commitment ·Mayo's contribution to society

External environmental
assessment

·Board of Governors' environmental scan
·Market share

Patient characteristics ·Patient mix by geography and payor group

HRPC

Financial
perspective

·Operation within budget(overtime, unit expenditures)
·Cost effective services(inpatient costs per day)
·Fiscally educated stakeholders(informed about resources)

Customer
perspective

·Stakeholder satisfaction with services(quality of services,
complaints, public opinion)

·Information sharing among stakeholders(informed, educated
customers)

·Stakeholder involvement in governance and
operations(response to concerns)

Internal business
perspective

·Quality treatment services(census, program reviews, medical
records standards)

·Enhance humane living environment(quality of life review)
·Provide safe living and working environment(occupational

injuries, restraint usage, staff training, infection control rates,
serious incidents, medication variance)

·Maintain accreditation and certification(JCAHO, HCFA)

Innovation and
learning perspective

·Develope strategic competencies(targeted training,
performance evaluation)

·Improve technology infrastructure(computer networks,
training)

·Cultivate research and development(projects, papers, posters,
presentations)

·Enhance employee motivation and empowerment(new skills,
decision making participation, performance improvement
activities)

·Product line development(clinical outcom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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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성과평가 부문 성과측정지표

HFHS

Financial measures ·Net income

Customer performance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satisfaction scores, HMO
turnover or disenrollment

·Lead-time reduction: how long it takes to implement a
clinical protocol

·Defect rates: readmission rate in hospitals, medication errors
·Preferred supplier status
·Complaint management
·Service guarantees

Operational
performance

·Cycle-time reduction
·Productivity improvement(cost per discharge, lenth of stay)
·Being a low-cost provider(cost per member, per month)
·Employee satisfaction
·Employee training(days of training per employee, per years)

Innovation and
learning perspective

·New products developed
·Percent of sales from new products and new markets
·Rates of improvement(defect rates, cycle-time improvement)

S병원

재무

·수익증가율

·의료수익의료이익율

·관리비용비율 감소율

고객

·조정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

·외래환자 만족도

·입원환자 만족도

·응급실환자 만족도

·진료결과 회신율

내부

·재원일수 단축율

·의료분쟁패소비용비율

·비정규직원 인력비율

·교원 1인당 언론보도건수

학습

·수련직 1인당 교육비

·직원 1인당 교육비

·교원 1인당 조정환자수

·직원 1인당 제안이행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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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SC 도입 사례의 평가

사례연구에 포함된 의료기관들의 BSC 개발 및 도입과정을 앞서 제

시한 사례연구의 틀에 비추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 내부적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전략도구에 대한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외부 환경의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 강화, 보험자 및 공

공기관으로부터의 압력 등이, 내부 환경으로서는 기존의 성과관리체계

에 대한 불만 등이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BSC 개발에 대한 발의와 진행과정에서 조직의 최고경영자 또

는 최고행정책임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셋째, 사례 병원에 따라 전담조직의 구성, 기존 조직의 역할 전환 등

조직운영방식이 다양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사례를 통해 어떤 조직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과업을 달성하였는지를 비교할 수는 없었다.

넷째, BSC 도입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사례에서 조직의 사명, 비전,

목표 등을 정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BSC가 전략도구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가치를 각 사례병원들에서 잘 이해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겠다.

다섯째, 사례연구에 포함된 의료기관들은 모두 대규모 의료기관이었

다. 사례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 BSC를 도입했거나, 개발

중인 의료기관은 대부분 대규모 의료기관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략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대규모 의료기관들이

환경의 변화 및 개혁에 대해 더 민감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BSC와

같은 새로운 전략도구에 대한 도입도 앞서 나가기 때문이다. 다른 이

유로는 BSC의 개발 과정이 1년 이상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다양한

전문적인 인적 구성과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중소병원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섯째, 비록 BSC의 도입이 대규모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지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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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초기부터 의료기관 전체 또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시에 이루

어진 경우는 없었다. 이는 BSC와 같이 전체 조직에 강력한 영향을 미

치는 전략계획의 경우 전체조직에 대한 도입에 신중함이 요구되며, 한

꺼번에 전체 조직에 관한 BSC를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일곱째, 현재 BSC를 도입한 의료기관들의 경우 아직 장기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할만한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모두 긍

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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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중소병원에서의 BSC 도입방안

1. 중소병원의 정의 및 경영환경의 변화

1) 중 소 병 원 의 정 의

우리 나라에서 현재 중소병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연구자들에 따라 그 연구목적에 따라 각기 다양한 정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 중 많이 사용되는 정의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나라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100인 이하의 병원과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의 의원,

자산규모 700억 이하의 경우를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보건복지

부에서는 300병상 이하의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

하(이동모, 1996)인 경우를 중소병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대한병

원협회에서는 부서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른데, 교육수련부에서는 병상수

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을 400병상 이상 A군, 300-399병상 B군, 200-299

병상 C군, 100-199병상 D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무부에서는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200병상 이상 인턴수련병원, 200병상 이상 사립

병원을 A군, 인턴 또는 단과 수련병원, 80-199병상 사립병원을 B군, 비

수련 국공립병원, 비수련 공사병원, 79병상 이하 사립병원을 C군, 기타

특수 단과병원을 D군으로 분류하고 두 부서 공히 위의 분류중 B, C, D

군을 중소병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자적 의미로서보다는, 경영환경 및 운영체계에 있

어 대형병원과 구분되는 의미로서의 중소병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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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 소 병 원 경영 환 경 의 변화

청장년 의사들의 위기의식에 대한 조사(대한의학협회, 1994)에 의하

면 응답자의 95% 정도가 중소병원에 있어 경영위기를 느낀다고 응답하

였다. 대한병원협회(1997)의 조사에서도 병원경영상태에 대해 비관적이

라는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유덕희(1999)의 서울지역 200병

상 미만 병원의 계장급 이상 관리직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전

체 응답자의 97.3 %가 경영위기를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중소병

원의 경영위기는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

나라 중소병원들의 경영환경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중소병원 경영환경

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들로 정리할 수 있다.

(1) 경쟁강화로 인한 경영환경의 악화

대한병원협회(1998)에 따르면 1987년부터 1998년까지 우리 나라 300

병상 이상의 대규모 의료기관이 87개에서 173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100병상 이하의 의료기

관은 1987년 316개에서 1996년 367개까지 증가하였다가 1998년에는 359

개로 감소하였다. 김화겸(1997)은 이와 같은 대형병원의 진출이 중소병

원의 경영위기를 초래했다고 하였으며, 황인경(1998)의 연구에서도 중소

병원의 환자수가 5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

음을 밝혔다. 김건자(1997)는 환자들의 대학부속병원 선호경향이 이러

한 현상을 뒷받침한다고 하였다.

또한 황인경(1998)은 중소병원의 경영위기는 의료보험 제도 도입 초

기부터 유지되어 온 저수가 정책과 상대수가 체계의 불균형 등 의료보

험제도상의 문제와 IMF경제 위기로 인한 환자수 감소, 수입약품 및 재

료가 인상, 거액의 환차손 발생, 자금난 등에 의한 복합적이고 누적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특히 군단위 병원들의 경우, 입원 및 외래환자수

의 감소, 병상이용률의 감소, 수익성 악화 및 융자금 상환, IMF 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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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황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낮은 부가가치 생산성 및 인력

투입에 대한 노동생산성, 지속적인 인력의 감소 등을 포함하는 경영지

표들의 악화가 더욱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다(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1999).

현재 우리 나라는 의료전달체계상 1, 2,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중소병원의 경우 이러한 기관별 차이가 기능이나 역할의 구분

은 뚜렷하지 않아 의원이나 3차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상이 모

호한 상태이다. 한편 2000년 7월 이후 시행된 의약분업 이후, 중소병원

은 대규모 의료기관과의 경쟁 외에, 본인부담금의 차별화에 의한 의원

과의 경쟁으로 환자수 감소현상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2) 재정적 문제

유덕희(1999)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 나라의 중소병원은 대

부분 규모가 작고 자본구조가 취약하며, 진료비 이외의 수입원이 부재

함으로써, 진료비 청구액이 체불되면 자금의 압박을 심하게 받게 된다.

이는 중소병원의 타인자본의존도 70%이상, 유동비율 73.9%라는 조사결

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7).

서영준 등(1997)과 이무식 등(1998)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병원 도

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IMF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

다. 대한병원협회 내부자료(1998)에서도 병원도산율이 1994년 5.7%에서

1997년 9.9%로 증가하였으며, 1997년에만 총 76개 병원이 도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병원의 폐업은 주로 100병상 이하에서 발생하였는데,

1997년 전체 병원 폐업의 78.9%가 중소병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100∼

359병상 규모 병원들의 도산도 15.7%를 차지함으로써 중소병원이 대규

모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산의 위험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무식 등(1999)은 우리 나라 병원도산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에서

수익성 지표, 자본고정성 변수, 유동성 변수, 활동성 변수, 생산성 변수,

진료실적지표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익성 지표가 의료기관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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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경상이익, 총자본

대 비경상수입, 자본 대 장기차입금, 채권비율, 신고수입지표, 현금회전,

총부채 대 유동현금, 시설평균연수(Clev erly 등, 1980)와 유동성, 부채비

율, 수익성, 효율성, 시장점유율, 재원기간(Gard n er, 1996) 등이 의료기

관의 도산과 연관이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중소병원을 포함하는 의료기관의 유지 및

성장, 도산에 있어 재정적 측면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

다.

(3) 인력문제

중소병원의 경영을 압박하는 문제들 중의 하나는 인력확보의 어려움

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98년 등록된 전체 의사 중 62.2 %가 전문

의인데, 이처럼 활동 의사들의 대부분이 전문의인 현재의 의료인력 구

조에서 의사들이 3차의료기관 등 대형의료기관을 선호하며, 그 외에는

의원을 개설함으로써 중소병원 인력충원의 어려움울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전문직의 인력이탈(염용권, 1992; 대한병원협회, 1997)도 중요한 요

인인데,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의사의 인력이

탈율은 300병상 이상 병원의 경우 24.0%, 300병상 미만의 병원에서는

41.1%, 100병상 미만 병원에서는 48.7%로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그 이탈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대한의료관리연구

원 1994).

이러한 현상은 중소병원의 낮은 수익성과 이에 따른 근무환경 및 임

금수준의 상대적 열악함이 의료인력의 부족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

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된 경영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

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문옥륜 등(1996)은 중소병원의 경영개선을 위

해 환자수 증대를 위한 환자 의료요구도 조사,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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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친절 서비스 교육 및 훈련, 서비스의 다각화, 지역사회내 이해관계

집단들과의 유대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김화겸(1997)은 의료보

험 수가 개선, 병원의 이미지 차별화,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 운영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의료제도의 개선, 의사들의 의식개혁,

언론에 대한 홍보, 국민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대한의학협회, 1994), 위

기관리체계의 구축과 업무체계의 정비, 총체적 비용절감 추진, 서비스의

구조조정,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황인경, 1998), 특성화된 전문병원

으로의 성장(노성일, 1999), 생산성 위주의 구조조정과 전문경영인 등

우수인력의 영입 등(서영준, 1999)을 경영개선을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

한 연구들이 있다.

군 단위 병원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

리연구소, 1999)에서도 정체성의 확립, 다양한 차원에서의 전략적 제휴

와 연합 등을 통한 연결망 구축, 서비스 영역의 선택과 강화, 의료서비

스의 전반적 개선을 통한 환자만족도 제고와 경쟁력 강화, 비체계적, 비

효율적 병원경영방식의 개선을 위한 조직혁신, 병원 경영진의 리더쉽

확립 및 조직성원들의 창의력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형성 필요,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모형의 개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경영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유덕희(1999)의 연구결과 응답자들이 경영위기의 원인으로는 정부

및 보험자단체와 같은 외부환경을 지목한 반면,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51.3%가 의식개혁과 자질향상 노력이라는 내부적 문제라고 응답한 것

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특히 내부적인 해결에 초점을 둔 중소병원의

경우 현재 흑자경영인 병원이 많았으며,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보험제도

의 개선에 의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서는 현재 적자인 병

원이 유의하게 많았다. 이 연구에서 중소병원의 관리자들은 병원경영

개선을 위해 임상의사의 의식개혁, 정부의 정책지원, 우수인력 확보, 중

소병원들의 공동대책 마련, 병원자체의 시설 및 장비투자의 순으로 중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젊은 연령층과 개인병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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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서 많았음을 볼 때, 외적환경의 개선에 한계를 느낀 관리자들이

병원 스스로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2. 중소병원에서 BSC도입의 타당성

우리 나라의 중소병원은 날로 악화되어 가는 병원경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형병원과 의원간에 역할의 모호성으로 인한 시장유지 및 확대

의 실패, 재정적 취약성, 낮은 수가 및 의약분업의 결과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면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외적 압

력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 기피 및 높은 이탈율 등으로

인한 의료인력의 질적, 양적 부족,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 불만족 증

가, 환자수 감소로 인한 수익성의 저하 등의 내적 압력 또한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IMF 이후 지속되고 있는 높은 환율과 국가 경제의 침체는 대

규모 의료기관에 비해 중소병원에 상대적으로 커다란 도산 위험을 안겨

주고 있다. 많은 중소병원들이 현재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

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들을 살펴보면 일시적, 부분

적이며, 서로간의 전략적 연계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들에서 중소병원들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제

시되는 방법들의 경향이 외부환경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내부적 개혁과

혁신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SC의 기본

적인 이념이 단순히 조직의 성과관리체계로서가 아닌 사명과 비전으로

부터 도출된 전략도구임을 볼 때, 이러한 우리 나라 중소병원의 내적인

요구의 추세와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병원의 내적

경영혁신을 위한 하나의 전략적 도구로서 BSC 도입이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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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에서 BSC 도입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BSC는 조직의 사명과 비전, 목적과 목표, 전략의 연장선상에

서 개발되고 적용되므로, 현재와 같은 연관성 없는 시도들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BSC의 균형 잡힌 시각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의료보험 수입

이외의 다른 수입원이 없는 중소병원이 빠지기 쉬운 경영 근시안적 사

고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이는 현재와 같은 재무평가지표만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할 때, 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는 투자를 꺼리게 되

는데, 이에 대한 가치판단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조직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BSC 개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주인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는 현재 중소병원

이 가지고 있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중소병원은 조직의 특성상 대규모 의료기관에 비해 의사결정

과정이 짧고 우연하며,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달하기에 용이하다.

BSC의 개발과정이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중소병

원의 이러한 특징은 매우 커다른 잇점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대규모 의료기관에 비해 BSC의 개발과 적용이 비교적 용이

하다. 사례연구에 제시된 의료기관들은 모두 대규모 의료기관들이었지

만, 실제로 BSC의 개발과 적용은 한 부서, 또는 책임경영단위를 대상으

로 이루어졌다.

3. 중소병원에서 BSC의 시각과 측정지표에 대한 고찰

1) 4개 의 시각 에 대 한 고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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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C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Kap lan 등

(1992)에 의해 개발된 4가지 시각인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혁신과

학습 시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문헌고찰 및

사례연구에 포함되었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시각을 따르고

있었다.

Mayo Clinic에서는 이 시각을 세분화하여 고객만족, 임상적 생산성

과 효율성, 재무, 내부적 운영, 상호신뢰와 다양성, 사회적 봉사, 외부환

경평가, 환자 특성과 같이 8개의 시각을 개발하였다. 이는 Mayo

Clinic의 사명과 비전에 따라 시각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M ay o Clinic

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적 대규모 의료기관으

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 대학사회에 대한 책임, 의학적 선구자로서의 역

할과 같은 중소병원과는 다른 부문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

성들이 보다 세분화된 BSC의 시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역시 복합적인 조직인 HFHS의 경우에는 고전적인 4개의 시각

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특히 재무 시각에 있어서는 순수익이라는 단

순한 하나의 지표만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의료기관의 특성이 다른 기업과는 다른 면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반

드시 축의 세분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소병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Kap lan 등(1993)이 제시한 BSC의 4가지 시각은 기본적으로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병원에 의미를 가지는 시각

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외부 조직들과의 연결망(n etw ork)이다. 중소병원의 경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전략 중의 하나가 다른

의료기관과의 회송체계와 같은 연결망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 경쟁관

계에 있는 의원 및 대형 의료기관과 역할에 따른 연결망을 갖춤으로써

환자 유치를 위한 소모적인 경쟁을 하지 않게 되며, 일정 수준의 환자

를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훈련, 정보의 획득, 과도한

투자의 방지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신과 비슷한 규모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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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과의 연결망을 통해서는 공동구매와 계약을 통한 비용 및 행정노

력의 절약, 정책적 협상력의 제고, 인력의 순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관공서, 공공기관, 교통시

설, 유통업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들과 유형, 무형의 연결망을 형

성함으로써 잠재 시장의 확산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이득을 얻을 수 있

다. 이처럼 중소병원의 경영에서 연결망 형성 및 유지가 가지는 중요

성을 생각할 때, 중소병원에서 BSC의 새로운 시각으로 외부조직과의

연결망에 관한 시각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사명과 연관된 집중화 또는 전문화의 영역이다. 중소병원의

문제점 중 하나로 차별화된 사명의 부재와 전략적 전문화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중소병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경쟁 의료

기관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해 낼 수 있는 사명과 비전을 개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전문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과 투자를 통해 시장에

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화 영역

의 개발과 투자를 유인하고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고전적인 BSC가 가지는 4개의 시각과 우리 나라 중소병원의 BSC에

포함되어야 할 새로운 시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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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소병원 BSC를 위한 시각의 제안

축 내용

재무
재무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재무적 성

과를 이루어야 하는가?'

고객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고객에게 어떻게 보

여야 하는가?

내부 운영
내부 및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

떤 비즈니스에 탁월해야하는가?

학습과 성장
우리의 비전달성을 위해 변화하고 개선하는 능력

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외 부 조직 과 의 연 결망
현재 및 미래의 시장 확장을 위해 외부 조직과 어

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

전 문 화
다른 조직과 구별되기 위해 우리가 전문화해야 하

는 부분은 무엇인가?

2) BSC의 성 과 측 정 지표 에 대 한 고 찰

(1) 재무 시각의 지표

기존의 연구들에서 재무성과에 관한 매우 다양한 지표들이 제시되어

왔다. 수익성 지표, 자본고정성 변수, 유동성 변수(이무식 등, 1999), 경

상이익, 총자본대 비경상수입, 자본 대 장기차입금, 채권비율, 신고수입

지표, 현금회전, 총부채 대 유동현금(Clev erly 등, 1980), 유동성, 부채비

율, 수익성(Gardn er , 1996) 등이 의료기관의 재무적 성과 특히 도산을

예측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지표들이다.

사례연구에서는 재무적 관점의 지표들이 매우 단순화되어 있음을 발

견할 수 있다. M ayo Clinic의 경우 서비스 단위에 대해 상대가치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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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exp en se p er relativ e v alu e u nit; u nit of service)만을 채택하고 있으

며, H RPC는 예산범위 내에서의 지출이었는지와 (입원환자 1일당)비용

효과적 서비스 제공, 주주에 대한 재무정보의 제공의 3가지 지표를 들

고 있다. HFHS에서는 단지 순수익 하나만을 선택하였고, S병원의 경

우 수익증가율, 의료수익의료이익율, 관리비용감소율만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성과의 특성이 미래의 성장의 동인보다는 과거

의 실적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며, 일부 지표의 경우에도 현재 및 가까

운 미래만을 예측하기 때문에, BSC에서 기본적인 지표만을 선택함으로

써 재무적인 성과측정의 단순화와 효율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소병원의 경우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압축된 3개

이내의 재무지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고객 시각의 지표

모든 조직에서 고객은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다. 사례병원들의 BSC

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여러 시각들 중 고객 시각

에 가장 다양하고 많은 수의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Mayo Clin ic에

서는 시각을 세분화하긴 했지만 고개만족 시각에서 일차치료 제공에 대

한 평가와 세부전문과목치료 제공에 대한 평가를, 내부 운영에서 하루

중 일반적인 검사에 소요되는 평균시간, 1,000환자당 불평수, 예약을 위

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을, 환자 특성 시각에서 환자의 지리적인, 그리고

지불자에 대한 분포를 채택하였다. H RPC는 서비스에 대한 주주의 만

족도, 주주들 사이의 정보 교류, 조직의 통제와 운영에 주주의 참여와

같은 지표를 들고 있다. HFHS에서는 고객 만족도, 고객의 이탈 및

H MO 변경, 대기시간의 감소, 재입원율, 투약사고율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의 발생율, 선호공급자, 불평에 대한 관리, 서비스 보증과 같은 6가

지의 지표를 채택하였다. S병원에서는 조정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 외

래환자 만족도, 입원환자 만족도, 응급실환자 만족도, 진료결과 회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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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였다.

우리 나라 중소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환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조사 도구 및 조사방법의 신뢰성과 타 병원과의

비교문제 등으로 질적인 고객 시각의 성과 측정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고객만족제고를 위한 MOT(Mom en t of tru th ) 접근이 환자만족도

제고에 응용되면서 환자만족도 조사도 진료의 진행과정에 따라 재구성

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병원에서 BSC에 사용할 고객 시각의 지표로서 이러한

MOT 접근을 이용한 환자만족도 결과가 유용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중소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정적인 결

과에 대한 평가지표는 최근 확대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고

려할 때, 의미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3) 내부운영 시각

내부운영 관점의 지표들로는 사례 병원들에서 직원중 타교 졸업생의

비율, 직원 만족도 조사, 의사일인 일당 생산성과 외래방문수, 질관리

서비스, 질적인 생활 환경의 강화, 안전한 환경 제공, 외부 질 인증기관

의 인증 유지, 순환시간의 단축, 생산성 개선, 비용절감하는 공급자, 직

원 만족, 직원 훈련 등을 들었다. S병원에서는 재원일수 단축율, 의료

분쟁패소비용비율, 비정규직원 인력비율, 교원인당 언론보도건수를 선택

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직원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애착 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피고용 전문직업인들의 직

업애착과 조직애착에 관한 연구에서 전문직업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

가지는 애착과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 가지는 애착은 그들

을 고용하고 있는 조직의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M orrow와

Wirth, 1989; Price와 Mu eller, 1981). 고종욱 등(1999)의 일부 대학병원

에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직업애착과 조직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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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관한 연구에서 보상의 공정성, 자율성, 승진기회 및 과업의 다양성

이 직업애착 및 조직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변수의 제한에도 불

구하고 이 연구에서 전문직인 의사집단과 비전문직인 행정직간에 직업

애착 및 조직애착을 결정하는 요인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에서 보상의 공정성과 과업의 다양성 변수는 조직애착에 공통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조직구성원들이 자신들을 고용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는 정도는, 전문직이나 비전문

직에 관계없이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이

아니라 도전적이고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급여

및 승진과 같은 보상의 적용에 있어 공정한 기준의 사용이 매우 중요함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 의사집단의 경우 동료의 지

원은 직업애착 및 조직애착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행정

직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서

영준, 1995)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지표선택시 신중함을 요한

다.

따라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들의 근무만족을 측정하기 위

한 지표의 개발 및 선택이 필요하다.

(4) 학습과 성장 시각

H RPC에서는 여기에 전략적 경력 개발, 기술적 하부구조의 개선, 연

구개발의 양산, 직원 동기부여와 권한 위임, 생산라인 개발의 5가지 지

표를 선택하였다. HFHS는 신제품 개발, 신제품이나 새로운 시장에서

의 매출, 개선율을 꼽았고, S병원은 수련직 1인당 교육비, 직원 1인당

교육비, 교원 1인당 조정환자수, 교원 1인당 제안이행 건수를 선택하였

다.

전문인의 경우 자신의 경력개발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다고 하는데,

중소병원의 경우 의사를 비롯한 의료전문인들이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

고 훈련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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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탈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지표

의 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지식경영에서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정보의 공유

와 지식 개발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전체 조직의 학습과 성장을 꾀하고

있다. 중소병원에서도 조직 내부의 인트라넷을 통한 지식공유, 나아가

서 지식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유인하는 지표의 개발을 고려해 볼만하

다고 생각한다.

(5) 외부조직과의 연결망 시각

문헌고찰 결과, BSC를 도입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외부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는 거의 선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M ayo Clinic

의 BSC에는 사회에 대한 기여를 측정하는 지표와 외부환경 평가를 위

한 관리 이사진의 외부환경 조사와 시장점유율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나라 중소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외부조직

과의 다양한 형태의 연결망 형성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된다. 따라서

부서 및 전체 병원 차원에서 외부조직과의 연결망 형성을 유도하고 지

원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6) 전문화 시각

중소병원의 경영전략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전문분야의 선택

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에 우리 나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성과평가지표들 가운데, 중소병원의 전문화 또는 집중화를 평가하고 지

원하는 지표는 거의 없다. 이는 전문화된 특정 부서나 직원에 대한 성

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의사들을 중심으로 실적

평가 및 부서나 클리닉에 대한 사업부제 등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일부 의사들의 저항과 현실적인 평가 가능성의 제한점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중소병원에서 의사들의 충성심이 매우 낮은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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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하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전문화 시각은 의사들을 중심으

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소병원의 경우 의사들을 자극하고,

실제적인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지표의 개발이 시급하다.

4. 중소병원에서의 BSC 도입 전략

BSC가 소개된 이래 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BSC를 도입하여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BSC는 짧은 시간에 간단히 도출되는 게 아니

다. Ch ow 등(1998)은 미국의 의료기관 관리자들과의 토론결과 의료기

관에서 BSC를 개발하고 적용하기까지 약 1년 정도가 걸리며, 개발된

BSC에 대한 1차적 평가까지는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또한

BSC는 지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사명으로부터 출발함

을 모든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BSC가 꾸준히 그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은 성과의 개선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문헌고찰을 토대로 우리 나라 중소병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BSC

를 도입할 수 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 전체 병원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의 비전, 전

략, 목적, 목표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2단계 : 구체적인 BSC를 개발할 전략팀을 구성한다.

· 3단계 : BSC의 시각과 지표들에 관해 병원내 각 부서와 반복적

인 의사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BSC를 수정, 보완한다.

· 4단계 : 개발된 BSC를 전체 병원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각 부서

와 구성원들은 병원과 부서의 목적과 목표에 연관된 부서 및 개인의

BSC를 개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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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 전략팀에서는 개발된 부서 및 개인의 BSC를 검토하여

개선한다.

· 6단계 : 완성된 BSC를 기초로 병원이 이를 실천할 전략계획을

중, 단기로 나누어 수립한다.

· 7단계 : BSC의 진행상황은 병원차원, 부서차원, 개인차원에서 정

기적으로 검토하고, 홍보를 통해 전체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

도록 유도한다.

·8단계 : 개인의 BSC를 이용하여 구성원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

음 연도에 개선할 점을 같이 논의한다. 병원 및 부서, 개인의 BSC는

외적, 내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한다.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BSC를 전략적 목표를 위한

실행의 도구로 사용할 것. 둘째, BSC의 적용 전에 전략적 목표를 확실

히 할 것. 셋째, BSC의 개발 및 전 과정에 있어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 넷째, BSC의 도입 전에 사전 모의운영을 실

시할 것. 다섯째, BSC의 도입 전에 각각의 부서에서 BSC 도입을 위한

검토를 실시할 것. 여섯째, BSC의 사용에 대한 홍보와 훈련을 반복적

이고 지속적으로 할 것 등이다.

반면, 주의하여야 할 점으로는 BSC를 또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하며, 모든 분야에서 표준화된 BSC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병원과 같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조직에서는 표준화된 BSC의 도출

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복잡하거나 완벽하기 위해 애쓰지 말

고, BSC에 의한 주기적 보고를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과소평가하

지 말 것 등이 경험자들이 제시하는 교훈들이다.

- 48 -



5. 중소병원에서 BSC 도입의 제한점

BSC는 1993년 Kap lan 등에 의해 소개된 이후, 미국의 대규모 기업

들에 의해 선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 대규모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현재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관 및 정부조직,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

에서 BSC를 도입하고 있다.

문헌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의료기관의 경우에서도 미국의 대규

모 보건의료시스템이나 병원들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개 대규모 의료기관에서 외부 자문을 통해

BSC를 개발하였다. 이처럼 BSC가 대규모 조직들을 중심으로 도입되

는 것은 BSC가 단순한 성과관리체계만이 아니라, 전사적인 전략적 관

리체계이며, 구축 과정에도 많은 시간과 전문 인력의 투자를 필요로 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인력 및 시간과 노력과 같은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조직에서 비교적 빨리 BSC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 중소병원에서 BSC를 도입하는데 있어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병원의 경우 대규모 의료기관에 비해 자원의 측면에서 한

계를 가진다. 특히, 전문화된 기획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BSC의 도입

과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각 부

서의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이러한 관리자들의 참여를

담보할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의료기관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다양한 직종의 전문화

된 인력, 각 직종과 조직들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 결과

평가의 어려움, 정확한 원가계산의 한계 등 BSC 개발에 어려움을 가지

고 있는 요소들을 극복해야 한다.

셋째, 재정의 한계이다.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자본구조가 취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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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이외에는 수입원이 거의 없으므로, 오랜 기간 투자해야 하

고 1∼2년의 시간이 경과해야 결과가 도출되는 BSC에 대한 투자가 부

담이 될 수 있다.

넷째, 최고경영자의 인식 부족이다. 최근 변화하고는 있지만, 우리

나라 중소병원의 최고경영자들이 거의 대부분 전문경영인이 아니며, 새

로운 전략도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전략도구와 마찬가지로 BSC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하다. 특히 중소병원에서는 최고경영자

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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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이 연구는 최근 새로운 성과관리의 틀로 제시되고 있는 BSC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병원에 BSC 도입 타당성에 대한 고찰 및

도입전략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고찰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우리 나라 중소병

원의 BSC 도입 타당성, 시각 및 성과지표에 대한 제안은 연구자의 경

험을 기반으로 논리를 전개하였다.

먼저 BSC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Mayo clinic, H RPC,

H FHS와 우리 나라의 S병원을 대상으로 한 BSC의 개발 사례를 조직

적인 측면, 개발과정의 측면, 결과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 의료기관중 특히 경영환경의 극심한 변화에 따라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BSC의 도입 타당성 및 제

한점을 고찰하였다. 중소병원에서 BSC는 전통적인 재무, 고객, 내부비

즈니스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4가지 시각 외에, 외부조직과의 연결

망, 전문화의 2가지 시각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각 시각에 있어서

성과지표의 선택은 조직의 전략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할 것이

다.

중소병원에서 BSC를 도입하는데는 자원의 부족, 조직 및 관리의 복

잡성, 재정구조의 취약성, 최고경영자의 인식부족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

다. 그러나 BSC 도입에 있어 중소병원은 의사결정 과정의 유연성과

적용의 용이성과 같은 이점을 가지며, 비효율적 경영개선 방안들의 효

율화, 현재의 평가지표가 가지는 한계의 극복, 조직 구성원의 참여와 동

기부여 등 다양한 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

BSC의 도입은 전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관리체계의 새로

운 혁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BSC의 도입 및 개발과정, 실행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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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최고경영자와 전체 조직 구성

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의료기관에서 BSC를 도입한 사례가 적고,

발표된 사례의 대부분의 대규모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이어서, 중소병원

에서의 BSC 도입 사례를 연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소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각과 성과측정지표의 제안이 전문가의 검

증 없이 연구자의 소견만으로 이루어져 논리성과 객관성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중소병원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의 변화와 함께,

내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변화를 통한 경

영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병원의 내부적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BSC는 도입과정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과 많은 인

력의 투자가 요구되지만, 세계적으로 다양한 조직에서 그 성과를 인정

받고 있는 전략적 관리체계이다. 따라서 중소병원에서 성장의 동인으

로서 BSC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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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ct

Th e V ali dity of Balan ced Score Card

in M ediu m-Sm all Sized H osp itals

Lee, Ch on g Su n

G radu ate Sch ool of

H ealth Science an d M an agem ent

Yonsei U niv ersity

(D irected by Professor W oo Hy u n Ch o, M .D ., Ph .D .)

This stu d y w as u n d ertaken to con sid er th at h ad v alid ity w hich

th e m ed iu m -sm all sized h osp itals in korea d evelop ed an d lau n ch ed

th e Balan ced Score card (BSC).

BSC w as d ev elop ed by Kap lan RS. an d N orton DP. in 1993. Th e

p u rp ose of th e BSC w as to solv e lim itation s of cu rrent p erform an ce

m easu re system s w hich ju st h ad refu ted fin ancial p erform ances of

th e p ast . BSC h ad 4 p ersp ectives, th ose inclu d ed fin ancial,

cu stom er, in tern al bu sin ess p rocess, an d in n ov ation an d learnin g

p er sp ectiv e. Th e p erform ance m easu res w ere u sed to establish

strategies th rou gh th e m ission an d vision of th e organization s.

Th ere w ere a lot of com p an ies an d n on -p rofit organization s, an d

gov ernm ent organization s w hich lau nch ed BSC, an d th ey satisfied

abou t th e p erform ances of BSC. In th e h ealth care organization s,

M ay o clin ic, Hu d son River Psychiatric Center, H enry Ford H 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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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 stem etc. d ev elop ed BSC.

In ou r cou n try m an y m ed iu m -sm all sized h osp itals h ad crisis in

h osp ital m an agem ent becau se th e environm en t of m an agem ent w ere

get w orse. Th e BSC d ev elop m en t requ ires lon g tim es an d m an y

p eop les w h o h av e to inv olve activ ely . An d th e m ed iu m -sm all sized

h osp itals d on ' t h ave en ou gh resou rces. Bu t, BSC can m ake

h osp itals are efficient, em p loyee are m otiv ated, an d give ch ances to

grow th an d su ccess.

Tw o m ore p ersp ectives can be ad d ed to th e trad ition al 4

p er sp ectiv es of BSC. Th ey are ou t-organ ization s n etw orkin g, an d

sp ecialization . Th e m easu rem ents for each p ersp ectives h av e to be

d ev elop ed an d be d ecid ed to establish th e m ission, vision, strategies,

an d targets of th e h osp itals.

BSC w ill influ en ce to w h ole organ ization , becau se of th e BSC

isn ' t only th e sim p le p erform ance m easu rem ent sy stem , bu t th e

integrated strategic m an agem en t system . So, Th e CEO h as to

d ecid e con sid erably w h eth er to take BSC in th e h osp itals . An d

m an agers of bu sin ess u n its, an d all em p loyee h ave to in volv e

activ ely in th e p rocess.

key words : Balanced Score Card (BSC), Medium - small sized hospitals ,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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