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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조직에 있어서 인적자원은 활용범위가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다는 측면에서 인

적자원의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병원조직에 있어서 인사관리는 병원관리

의 핵심분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병원인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인

력의 관리를 위해 간호사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신뢰성을 가진 도

구로 행해져야 한다.

현재의 상사에 의한 인사고과제도는 객관성과 정확성이 결여될수 있으며 일방

적인 평가는 피평가자로 하여금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타당성이 높은 평가방식과 도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기존평가

도구문항들의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업무

분석을 토대로한 평가도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 현재의 

상사에 의한 인사고과와 함께 동료평가를 시행, 반 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평가도구를 개발하게 되었다.

도구문항의 개발은 문헌고찰과 기존 평가도구들의 분석과 수술실 간호 업무분

석을 토대로 능력과 태도의 2개 역으로 분류되고 능력 역에서는 다시 전문성, 

업무수행력, 개선창의력의 세가지 중분류 역으로 나누었고 각 역에 해당하는 

22개 항목들을 도출하 으며 태도 역에서는 간호윤리, 근무자세, 협조성, 정보공

유, 물자절약, 친절봉사의 6개 역으로 나누어  각 역에 해당하는 11개 항목들

을 도출하 다.

작성된 예비문항은 수술실 간호과장 1인과 수간호사 7인으로 구성된 8명의 전

문가집단의 타당도조사를 거쳐 일 대학병원의 3개 전문센타의 1년이상 경력의  

수술실 간호사 90명을 대상으로 실무자집단의 타당도 조사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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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도구의 타당도검증 결과 예비평가도구의 33문항에 대해 전문가집단과 

1년이상 경력의 실무자집단의 타당도검증은 모든 문항에서 80%이상의 합의가 이

루어졌으며 각 문항별 타당도는 80 ∼ 98의 높은 타당도를 보 다.

 신뢰도검증 결과 평가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 α 0 .9645 으며 

문항별 신뢰도는 0.9628 ∼ 0.9646으로  개발된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타당도조사를 통해 확정된 평가도구의 33개 항목에 대해 2차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대 역, 소 역별 가중치를 결정하 다. 대상자는 1차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일 대학병원의 3개 전문센타 수술실 간호사 90명을 대상으로 하 다. 2차 설문 조

사를 통해 확정된 역별 가중치는 능력과 태도 역이 55 : 45로 결정되었고 그에 

따른 세부 역의 가중치를 결정하 으며 3인의 보건대학원 교수와 33개 문항을  

다시 검토하고 상의하여  3개 문항을 삭제하고 통합 수정하여 30개 문항을 동료

평가도구로 확정지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술실 간호사의 동료평가도구는 신뢰도와 타

당도가 높은 도구로 검증되어 타직종과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도구문항이 추

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애매모호하고 업무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현 인사고과제도에 좀 더 공정하고 평가에 정확성을 기할수 있도록 동료평가를 

병행함으로서 제도적 보완을 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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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조직을 구성하는 자원은 크게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으로 구분된다. 조직발전은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 하여 끊임없이 재창조를 추구하는 주체인 인적자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물적자원의 활용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인적자원

의 내재된 잠재력은 무한대로 발휘될 가능성을 지녔다는 측면에서 인적자원 관리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른 산업에 비하여 병원업무가 노

동 집약적이면서 고급 기술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동시에 다양한 직종에 의해 수

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의 인사관리는 병원관리의 핵심적인 분야로

써  병원발전의 성패에 결정적이라고 하겠다. 인사관리가 평가에서 출발하므로 평

가체계의 의미는 중요하다. 직원의 승진과 승급, 이동, 교육과 훈련, 급여, 포상, 근

태관리등의 모든 인사관리 기능 등에 있어 가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

시 평가라는 결과를 거쳐야만 하므로 인사관리의 질은 평가체계의 수준에 달려있

다고 보아야하겠다(유승흠,1988). 

 인사고과는 각종의 인사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을 

전제로한 종업원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인 능력, 업적, 태도를 조직적,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이다(이무신, 손병호, 신원준, 1999). 전통적인 관리관에서는 인사고

과에서 일방적으로 하향식 평가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 다. 부하에 대해서는 직속

상사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고과방법이다(김식현, 1997).

 직속상사에 의한 고과는 상사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고 주관적 편향이 

작용할 수 있고 평가에 정략, 편애, 호의가 개재될 수 있다. 또한 상사는 부하의 

성과를 관찰할 충분한 기회나 동기를 갖지 못할 수 있고 부하의 좋지 않은 성과

에 대해 이를 사실대로 회사에 보고하기를 꺼릴 수 있다. 그러므로 부하의 업적에 

대해 상급자 한사람이 고과점수를 매긴다면 부하의 업적을 정확히 평가했다고 볼 

수 없다 (임창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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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인사고과에 관한 연구에서도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점과 평가를 위한 타당성이 높은 평가도구의 필요성,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 

평가요소와 기준의 불명확성, 고과자의 자질문제, 평가결과의 비공개 등이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박종선,1998). 

 경 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등 경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조직문화의 변

화는  종래의 연공, 학력을 주체로한 인사관리에서 능력주의, 실적주의에 의한 개

별적 인사관리의 비중이 높아지고 인사고과에 의한 자격이나 임금지급액이 달라

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인사고

과제도의 개혁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인사고과제도의 개혁에 있어 그 핵심은 인사고과제도의 공개, 공평성의 유지, 

고과운 이 현실의 업무에 직결되고 본인에 피드백하여 능률향상에 연결되는 방

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사평가의 큰 흐름은 상사평가의 문제

점을 보완해주고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다면평가 내지는 복수평가

로 가고 있다(노순규,1999).

 다면평가(multisource assessment)는 피고과자와 가장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 

즉 상사, 동료, 부하, 내부 및 외부 고객으로부터 평가정보를 모으는 활동이다. 주

위사람으로부터 얻은 피고과자의 핵심 역량이나 스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그들

에게 각자의 강점과 개발해야할 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준다. 또한 피고과

자인 조직의 구성원들은 여러 방향에서 얻은 자신들의 업적에 관한 정보를 공정

하고 정확하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동기부여의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다면평가 현황은 하급자 및 동료에 의한 평가방법이 도입되

고 있다. 부하에 의한 상사의 평가 특히 리더십의 평가는 시대적 흐름에 의한 조

류이기는 하지만 그 확산속도가 의외로 빠르다 .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동료에 의한 피드백뿐만 아

니라 직속부하에 의한 피드백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평가를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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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다수의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피드백 내용은 상사 혼자에게서 얻은 정보보

다 더 강력한 향력을 가진다. 사실상 구성원의 행동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

업이 취하는 조치 중 동료들로부터 얻은 피드백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임창희, 1999). 

 최근 병원의  내․외적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병원의 경 이 어려워지고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등 능력주의 

인사관리를 위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부서 및 개인에 

대한 다면평가제도의 도입과 적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다면평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기업의 다면평가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나 병원조직의 인사고과에 대

한 연구는 실태조사, 인사고과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간

호사들의 동료평가에 대한 인식도 조사, 병원 인사고과의 운 방식과 문제점 의견

조사등에 대한 연구는 행해지고 있으나  새로운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

고 있지 않다. 

    또한  본 연구대상 병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방법은 상사에 의한 인

사고과만이 시행되고 있으며 인사고과 결과가 승진에 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

성원들의 인사고과에 대한 생각은 평가과정에 대해 불만족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조직에서도  현재의 인사고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일평가에서 다면평가로의 전환하는 신평가체계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다

면평가에 대해 고찰하고 수술실 간호사의 다면평가를 위한 타당성과 객관성이 갖

춰진 동료 평가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술실 간호사의 성과에 대한 다면도 평가를 위하여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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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수술실 간호사의 인사고과 내용을 파악하고 문헌고찰을 통해 수립한 개념적 기  

   틀을 근거로 동료평가를 위한 예비도구를 개발한다.

2) 개발된 수술실 간호사의 동료평가 예비도구의 전문가 집단 타당도와 실무자 집  

   단 타당도를 검증하여 동료평가 도구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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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인사고과와 관련된 논의

 인사고과(performance appraisal)는 개인 또는 집단의 직무관련 강점과 약점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Cascio, 1998).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각종의 인사정책

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을 전제로한 종업원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인 능력, 업적, 태도를 조직적,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이다(이무신, 손병

호, 신원준,1999). 기업은 인사고과 자료를 사원의 보상/승진/개발 등 처우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참고자료로 사용하려 한다. 각 개인이 이룬 수행성과에 따라 처

우를 달리하면 조직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좋은 처우를 받

기 위한 기준을 명시해 줌으로써 사원들이 바람직한 방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 기업의 인사고과가 갖는 기본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앞으로 일을 

보다 열심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사고과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이창우, 1998).   

   전통적인 인사고과는 과거 지향적이고 상벌 위주 으나 오늘날은 미래지향적

이고 개발목적 위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즉, 전통적 평가가 업적중심, 승진관리, 

포괄적이고 획일적이며 평가자중심의 평가 다면 현대적인 평가는 능력․적성․

의욕을 평가하고 능력개발, 육성과 승급, 상여를 목적으로 하며 피고과자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김인숙외, 2000).

 인사고과는 실제 성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능력개발과 미래를 위한 잠재

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개념이다. 실제 성과평가는 실질성과 객관성 관점에서 

용이하지만 장기적인 성과와 관련된 태도와 성격 등의 잠재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는 많은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다. 효과적인 인사고과는 측정 가능한 평가요소, 

성과의 구체화, 공정한 보상, 타당한 평가자, 면담의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러한 평가 요소들은 성과와의 연결성, 목적과의 연결성, 실질성과 객관성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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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켜야 한다. 즉 성과와 특성이 적절하게 결합된 평가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병두, 1994).

 우리나라 조직에서는 평가기법의 미발달과 평가 공정성의 미흡이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 획일적 평가, 평가척도의 업무와의 부적절성으로 이루어져 인사 평

가에 대해 불만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 현상의 배경에는 역량발휘

와 업적을 냉정하게 평가해 처우하는 메커니즘 대신 집단적이고 총체적인 수혜주

의를 선호하는 문화적 경향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문화의 변화 

양상에 대한 조사결과(조 호, 1998)는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공정한 평가를 한다는 반응이 1992년에는 17.7% 던 것이 최근 70%까지 

늘어났다. 평가문화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개인주

의적 성향이 강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처우를 바라는 신세대들의 출현

과 이들의 가치의식 변화가 시대적 변혁기와 맞물려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

과 맥을 같이 한다.

 인사고과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첫째, 평가에 대한 종업원의 태도와 반응

을 개선할 수 있다. 즉 인사고과에 대해 수용하게 되고, 평가과정에 대해 만족하게 

된다. 둘째, 종업원의 작업동기를 개선하고 그 결과로 수행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즉 수행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수행성과를 개선하게 된다(Gilliland & 

Langdon, 1998). 셋째, 종업원의 조직에 대한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즉 관리자

와 경 층(직접적으로는 상사)에 대한 신뢰를 얻어내게 되고, 조직에 몰입하며 조

직내 근속의지를 향상시키게 된다(주정광, 1997 ; Mayer & Davis, 1999). 넷째, 인

사상의 결정에 있어서 법적 논쟁시 회사의 입증근거를 제공한다. 즉, 법적 방어 가

능성을 개선하게 되고, 결과를 가정할  때의 법적 논쟁의 여지를 줄이게 된다. 이

처럼 인사고과와 관련한 공정성 지각은 직원의 입장에서 수행성과에 대한 자기동

기 부여뿐만 아니라, 경 층의 입장에서도 인사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의 확보에

서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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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인사고과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사의 인사

고과에 관한 연구들은 인사고과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노정자

(1991)의 연구에 의하면 6개 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 

66% 이상이 수간호사 평가 후 간호감독에 의한 복수평정을 하고 있었으며 80.7%

가 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평정요소는 책임감, 직무

에 대한 전문지식, 양심성, 근면성의 순위로 나타났고, 김연수(1994)와 김옥경

(1990)의 연구에서도 평정요소로서 책임감, 업무수행능력, 정확성, 의욕 및 태도, 

인간관계 등으로 나타나 직무수행의 과정과 성과보다는 개인의 인성, 성격, 특성 

등에 치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희옥(2001)의 연구에 의하면 7개의 3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

정항목 및 평가요소에 대한 조사결과 중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선정한 평가요

소들은 대부분 자질요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이유준(1992)이 평정이 효

과적이기 위해서는 평정항목이 자질 지향보다는 행동. 결과 지향으로 나가야 한다

는 지적과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방법에 관한 김소인(1995)의 연구에 따르면 90.1%가 대조리스트법

(checklist)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5.9%는 서열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평가기준은 간호과장과 간호감독이 정하는 병원이 66.7%로 가장 많았고 

인격적 특질도 대부분(75.0%)병원에서 평정하고 있었다(이경원,1983). 병원의 경

이 어려워지고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인사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바탕

으로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현재상황이 많이 변화되었다

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인사고과에 관한 연구에서도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

이 결여된다는 점과 평가를 위한 타당성이 높은 평가도구의 필요성,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 평가요소와 기준의 불명확성, 고과자의 자질문제, 평가결과의 비공

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경원, 1983; 김연수, 1994; 박종선,1998). 박희

옥(2001)의 연구에 의하면 평정의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에 대해 동료평가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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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고 동료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긍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평정자로서 의미있다고 응답하 다.

2. 다면평가

1) 다면평가의 개념

  다면평가란 평가의 신뢰성을 재고하기 위해 직속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부

하, 고객 등 여러 사람이 여러 각도에서 피평가자의 능력/성과를 평가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사 평가는 상사가 부하에 대한 평가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 다. 그 결과 평가의 일관성 및 명확한 상하 관계의 유지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평가의 납득성을 저해하는 문제점

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상사가 부하 사원을 능력보다는 상황(승진시기 등)

이나 연고에 얽매여  관대하게 또는 가혹하게 평가하는 등 목적 고과나 이미지 

고과라는 왜곡된 현상이 자주 발생하 다. 최근 이러한 전통적인 하향식 인사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평가자의 시각을 통해 평가의 납득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평가 방법이 등장하 다. 이것이 바로 다면 평가이다. 다면평가란 직속상

사 뿐만 아니라 동료, 부하, 고객 등 여러 사람이 여러 각도에서 피평가자의 전체

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360도 평가’ 라고도 한다(장성

근. 1996).

 다면평가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료나 부하 사원이 피평가자(상사, 동료) 에 대해서 평소 관찰을 통해 느낀 

점을 평가를 통해서 전달하고 피평가자는 이를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상하간, 부

서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조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평가 결과를 통해 부하나 동료로부터 자신의 장단점을 피드백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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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기 역량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 자료를 토대로 

피평가자의 직속 상사는 피평가자가 자신의 장점을 보다 더 잘 발휘하여 조직 목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제반 환경을 지원할 수 있고, 피평가자의 단점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육성 프로그램에 반 할 수 있는 것

이다. 셋째, 평가 과정에 부하나, 동료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직속 상사가 부하 사

원을 일방적으로 평가하는데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평가의 납득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다면평가 제도는 동료, 

부하, 고객등 다양한 각도에서 자신을 재발견하도록 유도하고 평소에 상사와 부하

간, 동료간, 부서간 서로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신바람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

가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장성근,1996).

우리나라 기업들의 다면평가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우리나라 기업의 다면평가 실시현황

                                                          (%)

       구분         자기평가        동료평가       부하평가

       도입           25.8             0.9             2.5

      미도입          65.9            95.9            92.1

      검토중           8.3             3.6             5.4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안희탁 ,한국기업의 신인사제도 실태와 도입 방안, 

     경총노동경제연구원,1996

2) 다면평가의 구성요소

다면평가는 기존의 하향평가와 함께 부하에 의한 상향평가, 동료에 의해 행해

지는 동료평가, 고객평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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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향평가

 상향평가(리더십) 평가는 부하가 자신의 직속상사(1차 상사, 2차 상사)를 평가

하는 제도로 하위자가 직속상사를 평가한 자료를 통해 상사의 향후 업무수행 및 

조직 관리, 부하사원의 지도 육성 등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요즈음처럼 팀제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팀장의 리더십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팀장에 의해 직접 통솔받는 직원이 팀장의 리더십을 관

찰, 평가한 결과를 제공하게 되면 팀장의 역할정립 및 리더십 역량배양에 도움을 

줄 수 있고(장성근,1996) 또한 상사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파

악하여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부하

와 상사의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양

봉호,2000).

 평가항목은 관리자의 능력과 태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업적은 평가대상에

서 제외한다. 부하의 상사평가는 상사의 조직운 에서 나타나는 능력과 태도에 관

하여 부하로부터 Feed Back받는 것이 주목적이고, 부하직원의 특성상 상사의 업

적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 제한이 많고 평가의 목적과도 거리가 멀기 때

문이다. 평가항목은 문제해결능력, 인적자원 관리능력 같은 능력과 태도 등 주로 

관리자로서 조직관리에 필요한 항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인재육성과 인사

고과가 강조되므로 이와 관련된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양봉호,2000).

 (2) 동료평가

 측면 피드백 또는 90도 피드백은 동료로부터 나온다. 최근 기업에서 수행하는 

업무수행 패턴의 변화로 팀 작업, 동료간, 부서간 협력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동료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면평가 시스템에 관해 발표된 연구의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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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료평가(peer evaluation)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방식은 동료

사정(colleague assessment)이라는 보다 폭넓은 범주에 포함된다.

 동료평가는 단일의 정보원(상사나 자기)에 의한 판단에 비해 정확하고 일관성

이 있어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높다. 또한 피드백 받은 사람들이 평가에 대해 

신뢰하게 된다(임창희,1999). 동료평가는 평가의 초점과 평가의 전제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시해야한다. 

동료평가의 초점은 누구의 능력이나 업적이 부서성과에 가장 큰 기여를 하

는가, 누구의 행동이 부서 업무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 는가 등에 

두어져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에는 양질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동료가 충

분하지 않고 동료가 많은 경우라도 경험, 교육, 작업에 대한 책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료가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에(임창

희,1999)  동료평가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자의 과업과 업무목표

를 동료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동료들은 피평가자의 성과를 관찰, 평가할 

수 있도록 피평가자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

다. 또한 동료들은 성과결과에 대한 정보와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한다(장성근,1996).  

결국 동료평가는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 상호간에  평가를 실시, 그 결

과를 본인에게 전달됨으로써 본인의 장/단점 파악 및 능력개발에 활용 될 뿐만 아

니라, 기존의 하향평가의 보충자료로 활용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3) 고객평가

 고객평가는 대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자기업무수행

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된 결과(Output)의 가치를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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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하는 것이다. 업부서는 외부고객이 평가자가 된다. 그러나 고객평가는 

외부의 고객만을 평가자로하는 것이 아니다. 스텝부서 사람의 업무는  라인에게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라인이 고객이 되어 평가한다. 고객평가를 처음 

실시할 경우는 주로 대외 고객의 접점부서인 업, A/S부서에서부터 시작하여 점

점 고객범위를 사내고객으로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장성근,1996).

  

3) 다면평가제도의 실행절차

 다면평가제도의 실행절차는 크게 프로세스 설계, 프로세스 실시, 프로세스 평

가의 3단계로 나뉘어질 수 있다. 

프로세스 설계단계

    

    먼저, 다면평가의 목적과 활용방안을 명확히 설정한 후 평가 설문지를 설계해

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평가문항의 선정, 설문지의 구성, 평가문항별 가중치, 평가 

척도의 선정 그리고 타평가제도와의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문항은 조직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능력과 태도, 사명에 맞는 업적, 그리

고 직급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 등에 대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된다. 이 때 유의해

야 할 점은 평가문항은 이해하기 쉽고 명료해야 하며 그 수가 너무 많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평가문항이 결정되고 나서는 자기평가서와 타인평가서별로, 또 직

급별로 설문지를 구성하게 된다. 이 때에도 가급적이면 단순한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척도는 주로 5∼7점 척도가 이용되나, 관대화와 집중화 성향이 높은 우리 나

라의 경우에는 7점 이상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면평가가 다른 모든 평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다면평가와 다른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 경우 상급자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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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평가지표에 많은 비중을 두며 하위직급일수록 다면평가에 높은 비중을 

둔다. 그 이유는 조직의 책임자는 그 조직원의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조직의 성과

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객관적 지표가 산출되기 어렵고 팀원

간 협력이 중요한 하위직은 다면평가에 보다 많은 비중이 두어 평가받는 것이 합

리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평가자 선정과 평가자별 가중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평가자 선정에 

있어서는 피평가자와의 업무 연관성, 피평가자의 희망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사

항이다. 계선의 경우 직․차 상급자와 직․차 하급자가 평가자로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1인당 평가자가 5명 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로는 담합가능

성, 평가성향의 편차, 특이응답 등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

장치의 설계가 사전에 미리 확정되지 않을 경우, 평가 실시 이후 개인별 평점이 

변동될 수 있고, 그 결과 다면평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프로세스 실시 과정

프로세스 실시 과정은 평가하는 법에 대한 훈련 실시, 평가 실시, 채점 및 결과

보고, 평가결과 이해에 대한 훈련 실시 그리고 개인별 실행계획 수립으로 이루어

진다. 이 때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구성원에 대한 평가하는 법, 평가받는 법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위직의 경우 평가한다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못하고, 고위직에 있어서도 온

정주의의 악습이 널리 퍼져 있다. 따라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평가문항의 의미, 

평가 척도의 활용법, 보완장치에 대한 해설이 있어야만 평가자의 담합이나 평가성

향의 편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다면평가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개인별 결과보고서를 이해하는 방법, 즉 자신이 다른 구성원에게 어

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이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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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프로세스 평가 과정 

프로세스 평가 과정은 다면평가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 조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검증 그리고 보완대책 수립으로 이루어진다. 즉, 다면평가제도 도입의 효과

와 객관성이 검증되고, 미진한 부문에 대한 보완책이 수립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면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를 활용

한 성과평가와 보상제도의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박개성,2000).

  동료평가의 실행절차를 3단계 과정에 따라 요약해 보면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 1. 동료평가 운 개요  

(1) 동료평가의 설계

 

동료평가의 시행목적

 수술실에서의 동료평가의 시행목적은 기존의 상사의 부하평가에 국한된 인사

고과에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하며 피평가자로 부터 평가결과의 수용

성을 제고하기 위한 동료평가를 시행하므로써 개인의 개발과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며 평가프로세스에 있어서 상하간 의사소통에 의한 상호이해증진 및 자기

평가결과 활용

평가점수조정. 산정

결과분석

평가결과 사후관리

동료평가 실시

사전교육실시

업무실적 기재

평가실시

익명성보장

동료평가 설계

평가목적명확화

평가자, 가중치 결정

평가척도 결정

평가항목.설문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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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위한   동기부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적용대상 : 수술실 일반간호사

 

평가자의 구성

피평가자를 고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업무 유관자를 선정하되 평

가자에 대한 익명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선정기준은 현 수술실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로 피평가자의 동일과 소속 간호사와 타과 간호사를 포함

하여 피평가자의 업무파악이 가능한 간호사로 피평가자 1인에 대해 8인으로 구성

한다 (동일과 소속 간호사 4인과 타 과 소속 간호사 4인)

평가의 가중치

평가자에 따라 피평가자에 대한 업무유관 정도, 평가 정보의 양과 질, 직원육성

에 대한 책임정도 등이 다르므로 평가자별로 평가가중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상의 다면평가 운 예시에 따라 상사에 의한 평가와 동료 

평가의 가중치를 6:4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2)동료평가 실시

 사전교육실시

일반직의 경우 평가한다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못하며 평가에 있어 온정주의 

경향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평가자들의 의식이 성숙되어져야 한다. 평가의식의 성

숙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 평가자 교육이 필요하다. 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주관적인 평가에 치우쳐 구성원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동료평가제도의 취지, 실시방법, 활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 

권 희(1999) 또한 근무평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평정자의 평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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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줄일수 있도록 하기위해 평정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 다.

 평가실시 

박희옥(2001)에 의하면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횟수는 5개 의료기관이 년 1회 실

시하며, 2개 의료기관이 년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평가는 연 1회로하며 연말에 시행하는 인사고과 후에 시행한다. 동료평가 시

행 후 수간호사는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면담을 통해 인시고과 결과와 함께 동료

평가 결과를 feed-back한다.

 익명성 보장

평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자 들간의 담합가능성을 없애고 보다 객관적이

고 솔직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피평가자 모르게 평가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

4) 다면평가결과의 활용과 피드백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피평가자 본인과 피평가자의 직속상사에게 한다. 

피평가자는 평가결과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계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평가자의 상사는 피평가자의 능력 및 태도평가시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고 

피평가자의 육성과 보직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두 번째로 결과는 인사팀에

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인사 면담 자료로 활용한다. 피평가자의 점수평균과 분산

을 구하여 관리자의 성향과 특징을 분석한다. 특히 분산이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

에는 조직내부의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별도로 사유를 파악한다. 세 

번째로는 임원 승진에 반 된다. 임원은 구성원들의 신뢰와 승진 결과에 대한 공

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부하의 점수가 좋지 않은 사원은 임원 승진을 제한하

고 있다. 그밖에 보직관리 자료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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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이 관리자의 기본적인 능력과 태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점수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능력/태도 평가점수 및 기타 평가결과를 분석한 자료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원은 관리자 보직을 해임하고 

담당자나 전문가로 전환시키도록 하고 있다. 

부하의 상사평가 점수는 일반승진과 승급 등에는 반 하지 않는데 부하가 상

사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관리자가 부하의 점수를 인식하여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집단적으로 오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양봉호,2000).  

그러나 만약 시행 초기부터 평가 결과를 보상에 상당 부분 반 한다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다면 평가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칫 이해 관계가 개입, 주

관적 평가에 의한 평가 결과를 승/진급, 보상 등 처우와 연계시키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면 평가 결과는 시행 초기에는 승진이나, 임금 등 보상에 직

접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상사와 부하간의 커뮤니케이션, 특히 상향적 커뮤니케이

션을 통한 상호 이해 중진 및 자기 개발을 위한 자극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결국 다면 평가 결과는 초기에는 관리자의 조직 관리 능력이나 리

더십 역량 배양에 활용하고, 어느 정도 기업 내부적으로 공정한 평가 문화가 정착

되었을 때 급여나, 승진등 보상에 반 해 가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장성

근,1996). 

근무평정결과의 공개여부에 대한 제언을 한 연구로 신매희(1990)는 자기반성과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면담 후 평정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함이 요청된다고 하

고 박 순(1991)은 평정이 개인의 평가에서 끝나지 않고 평정을 계기로 개인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평정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져야하며 평정결과

를 공개하는 것의 장점은 피평가자인 간호사가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능력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하 다. 

권오일(1997)은 근무평정 시행전에 피평정자에게 평정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의 

사전설명과 평정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걸맞는 제도적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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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것을 언급하 다. 권 희(1999)는 근무평정에 대한 피평가자인 간호사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근무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교육 및 실무교

육을 통해서 근무평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근무평정 후 

평정결과를 공개하고 개인의 능력개발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 다. 

5) 다면평가도입의 전제조건과 유의사항

 첫째, 다면평가 특히 상향평가나 동료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익

명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평가를 하는 부하 사원이나, 동료들이 자신의 신

분이 해당 피평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을 경우 솔직하고 진지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원에 대한 비 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임창희,1999). 

둘째, 평가자들의 의식이 성숙 되어야 한다. 평가 의식의 성숙을 위해서는 지속

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

반되지 않으면 주관적인 평가에 치우쳐 구성원간 갈등을 일으킬 소자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사원에게 다면 평가제도의 취지, 실시방법, 활용방법 등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다면 평가 결과는 반드시 본인에게 피드백되어야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이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평가를 통하여 피평가자의 능력 부족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여 개선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목표 설정과도 연관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변화와 혁신 추진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결과가 나왔다면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목표를 설

정하도록 하여 그 부분에 대해 개선 활동들이 전개되도록 한다.  그리고 일정 기

간이 지난 후 다시 그 향상 여부에 대해 평가하여 균형잡힌 능력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장성근,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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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특성

  수술실 간호 업무는 일반병동이나 응급실, 중환자실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술실 간호사로서 수행해야 할 원칙이 있는데 수술전 기간에는 수

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교정해 주고 특

별한 수술을 받게 되는 대상자에게는 상세한 설명을 해주며 수술 후 시행해야 할  

심호흡, 기침 및 운동 등을 가르쳐야 한다. 수술 중에는 무균법과 지혈, 안전한 마

취의 유지가 중요하며, 수술 후 기간에는 체기관 조직의 기능 유지, 불편감과 통증

의 경감, 수술 후 합병증 예방, 적절한 퇴원계획과 교육이 포함된다(서문자 외 

1999).

  Leino와 Vuoreheimo(1993)는 수술 중 좋은 간호를 높은 수준의 무균법, 환자

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대한 관심, 충분한 마취, 동통 조절, 저체온증이나 신경

손상의 예방, 정서적 지지, 환자의 개별적 요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조용하고 안

전한 환경의 제공이라고 하 고, 좋은 수술 전 간호는 가능한 그들의 치료에 환자 

본인을 많이 참여시키고 마취 중에는 환자의 옹호자 및 대변인이 되어주고 수술 

중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라고 지적하 다.

 수술실로 옮겨진 대상자는 매우 불안한 상태로 간호사가 환자의 불안을 감소

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를 수행해야 하며 수술 전 투약의 효과로 인해 낙상의 위험

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간호가 매우 중요하다. 수술 중인 대상자의 간호

는 순환간호사와 수술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인 수술 중 간호 수행은 

정서적 지지, 체위 간호, 안전유지 간호, 외과적 무균술 간호, 대상자의 열손실 예

방, 악성 고체온의 관찰, 상처 봉합의 간호, 배액 간호 등이다(서문자 외, 1999).

 이는 일반 병동의 업무분석에서 나타나는 관찰, 투약, 양, 의사 소통, 배설, 

개인위생 등의 간호행위(정현숙 등, 1980 ; 김소인, 박효미, 1998)와는 다른 수술실 

간호사만의 독특한 업무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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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수술실 간호업무가 일반 병동의 업무와는 차이가 있

고 그 특성이 기능적이며, 주로 감염예방을  위한 무균법, 안전사고 예방 등이 주

요한 업무로 나타나는 점등을 고려할 때, 모든 간호사를 하나의 평가틀에 의해 평

가하는 것은 각각의 고유한 업무특성을 반 하지 못함에 따라 간호사의 성과를 

나타내고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

로 간호업무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병동이나 외래부서와는 달리 수술실내의 

다양한 전문직종간의 업무 협력등이 주를 이루므로 평가또한 외부고객에 대한 측

면만이 아닌 내부고객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수술실 간호사의 특성

에 맞는 업무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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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문헌고찰을 통한 개념적 준거틀 형성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표준 및 업무분석에 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수술실 성

과평과에 포함되어야 할 업무 역과 내용을 설정하여 예비 동료평가도구 구축을 

위한 준거틀을 형성하 다.

2. 예비 동료평가도구 개발

 다면평가도구에 대한 문헌고찰과 현재의 인사고과항목을 분석하고 이예령

(1999)이 개발한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 평가도구와 국내기업이 개발한 다

면평가도구와 국내병원 및 외국병원의 다면평가도구의 틀을 이용하여 예비 동료

평가항목을 도출하 다.

3. 내용타당도 검증

1) 1 단계 : 전문가 타당도 검증

 예비 동료평가 항목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병원행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수

술실 간호과장 1명, 수술실 수간호사 7명의 총 8명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

다. 타당도 검증은 각 지표당 1점의 “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점의 “적절하지 않다,” 

3점의“보통이다”, 4점의 “적절하다”. 5점의 “매우 적절하다”의 5점척도를 이용하며 

각 항목의 CVI(Index of Content Validation)을 산출하여 80%이상의 합의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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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경우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 다(Lynn,1986). 전문가 집단이 8인일 경우 

88%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전문가 개인의 견해와 이해정도에 따라 의견

이 다를수 있고 실무자 타당도의 기준을 감안하여 합의점을 80%로 정하 다.(부

록1 참조)

2) 2 단계 : 실무자  타당도 검증

실무자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는 이유는 일반간호사 287명과 간호관리자 

55명을 대상으로한 Crones과 Becherer(1999)의 연구결과로 일반간호사와 간호관리

자 사이의 인사고과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정자

(1991)의 연구에서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평가방법과 간호사들이 원하는 평가방법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연구됨에 따라 일반간호사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전문가 

집단 즉, 간호관리자와의 견해 차이를 좁혀 일반간호사와 간호관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동료평가도구를 개발하고자 함이다. 

전문가 타당도가 검증된 항목에 대해 1년 이상 경력의 수술실 간호사 90명을 

대상으로 각 항목당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문항별 CVI를 산출하여 80%이상의 합

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 다. 대상 간호사는 서울시내 일 대

학병원의 3개 전문 센타의 1년이상 경력의 수술실 간호사 90명에게 2회의 설문조

사를 시행하 다. 1차 설문조사로 평가항목의 타당도검증을 시행하여 평가 문항을 

결정하 고 2차 설문조사로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결정하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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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수          백분율

     연령            20-25                 15           17.2

                     26-30                 44           50.6

                     31-35                 20           23.0

                     36세이상               8            9.2

   

   교육정도         전문대졸               17           19.5

                    대학졸                 60           69.5

                   대학원재 또는 졸업      10           11.5

     

    직위            일반간호사             78           89.7

                    책임간호사              9           10.3

   

   근무경력         1년- 3년이하           19           21.8

                    3년- 6년이하           18           20.7

                    6년- 10년이하          33           37.9

                    10년초과               17           19.5

   

   업무            소독간호사              15           17.2

                   순회간호사              12           13.8

                   교대로시행              60           69.0

현인사고과 보완필요여부    예              79            90.8

                       아니오               7            8.0

                       무응답               1            1.2

4. 최종 동료평가도구 확정 

 전문가 집단 타당도와 실무자 집단 타당도를 통해 공통적으로 CVI가 80%이

상으로 합의된 항목을 선정하여 3인의 보건대학원 교수와 상의하여 내용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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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 이를 수정, 보완하여 항목을 선정하고 2차설문조사 결과

에 따른 역별 가중치를 선정하여 최종 수술실 간호사 동료평가도구를 작성하

다.

  

    

     개념적 준거틀 형성

      

       예비도구 개발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 평가도구,

                                            국내기업,국내병원평가도구 응용

     

      내용 타당도 검증          전문가 타당도 검증  

                                           8명의 전문가 집단

                                    

                                     실무자 타당도 검증

                                     경력 1년 이상의 수술실 간호사90명

        최종 도구 확정

                            그림2.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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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개념적 준거틀

1) 개념적 준거틀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성과에 대한 동료평가도구의 개발을 위한 본 연구의 준

거틀은 이예령(2000)의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구를 토대로

하여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례(표3 참조)들과  박희옥

(2001)의 간호사의 근무평정도구 분석에 의한 연구에서 평정도구의 평가요소분석

과 3개 종합병원에서 현재 사용중인 인사고과 도구사례를 분석하여 동료평가도구

의 예비문항을 개발하 다.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는 <그림3> 에서와 같이 세가지 

역으로 볼수 있다.

                             

                                            

                                        

                   그림3.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

                    

수술환자간호

  필요한기구와 물품준비

aseptic technique 의 시행

멸균 및 소독에 대한 원리이해

 

  
  

간호과정의 적용

  

수술전 환자이름확인 

진단명과 수술명에 대한 

확인

환자의 불안에 대한 확인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업무

   동료와의 원만한 인간관계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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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  공공기관 및 기업의 다면평가의 평가요소 분석

     

              

              자료: 다면평가운 사례, 행정자치부, 2001.

역 ㅅ백화점 L전자 일본I○○ 대전시 ○○경

능력        ∨ ∨

         전문성 ∨

         기획력 ∨ ∨

         판단력 ∨

         업무추진력 ∨

         부하육성지도력 ∨

         관리통솔력 ∨

         창의력 ∨ ∨

         결단력 ∨

         정보화능력 ∨ ∨

         이해표현력 ∨

태도    책임감 ∨ ∨ ∨

        솔선수범 ∨

        독창성 ∨

        성실성 ∨

        헌신도 ∨

        협력도 ∨ ∨

        진취성 ∨

        정직성 ∨

        청렴도 ∨

        도전성 ∨ ∨

        원가의식 ∨

        연구심 ∨

        사업가의식 ∨

리더쉽   대인관계 ∨ ∨

         지휘력 ∨

         진취성 ∨

         포용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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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선정

평정(rating), 고과(appraisal), 평가(evaluation)라는 용어는 사람을 어떤이유로 

평가하느냐 하는 미묘한 차이가 담겨 있는데 과거 실적이나 인격 특성에 따라 비

교측정하는 평정(rating)의 논리에서 인적자원의 개발 측면이 강조되면서 고과

(appraisal)라는 용어가 활용되기 시작했고 개발지향적 육성형 인사고과로 더욱 발

전하면서 통제, 피드백과 같은 통제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런 측면에서 평가(evaluation)라는 용어가 활용되고 있다(하나선, 

2000). 

강윤신(1990)은 근무평정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업무의 양과 질은 독립된 평정요

소인데 통합평정하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 으며 이종선(1997)은 평정요소

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평정항목간 구별이 잘 안되고 항목의 수가 적으

며 업무의 특성이 평정항목에 반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재천

(1997)은 능력개발에 대해 근무평정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육성목표

나 활용대상으로서의 직무의 내용과 수행요건, 요구수준 등 평정항목의 기준으로

서의 직무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한다고 지적하 다. 정연앙(2000)은 평정

요소가 직무의 특성을 잘 반 하지 못하면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도는 낮을 수밖

에 없으며 직무의 특성을 반 하기 의해서는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하며 직무분

석의 결과 해당직무가 직무를 수행할 사람에게 요구하는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평

정요소가 달라지거나 같더라도 평정요소간 상대적인 비중이 직무간에 달라질 수 

있다고 하 다. 하나선(1992)은 근무평정은 조직내 구성원의 업적과 능력을 평가

하는 것이므로 간호조직내 구성원들의 직위에 따른 직무분석과 직급에 따른 필요

관리업무 등 체계적인 직무기술을 통해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근거하에 평정해야 

하며 근무분야별, 직급별 평정요소가 구체화되어야 하므로 특수부서(수술실, 정신

과, 신생아실, 중환자실 등) 는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와는 다른 평정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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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야 한다고 하 다. 또한 평정요소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

인 평정요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 으며 김소인 (1995)은 직위에 맞는 직무기

술서를 기초로해서 평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체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간호행위

가 포함된 직무기술서를 통한 평정요소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하 다. 박희옥

(2001)에 의하면 간호사를 평가할 도구이므로 간호사가 평가항목이나 평가요소를 

정하는데 참여해야 하며 직무분석을 하여 구체적인 직무설정을 한 후에 이를 기

초로 평정항목을 정한다면 평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하 다.

간호사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요소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500병상이상 

23개 병원 간호사 평정도구의 요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근무실적, 근무

능력, 근무태도, 직업윤리, 대인관계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임상간호

사회,1992), 62개 병원에서 자체 개발한 간호사 평정도구를 분석한 양광희(1994) 

의 연구에서도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간호윤리, 건강등이 평정요

소로 포함되어 있어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등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분석되었다. 박희옥(2001)의 연구에 의한 6개 의료기관의 평정요소를 역별로 다

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 과 같다.  공통적인 평가요소로는 책임감, 업무지

식등은 5개 의료기관에서 협조성은 6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평가요소로 포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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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근무 평정도구에 포함되는 평가요소     ( A,B,..  의료기관.  ( )수는 

평정요소 수.)

또한 3개 대학병원에서 현재 시행중인 간호사 인사고과의 평가 역은 능력, 태도,

업적, 그리고 1개병원에서 소속인에 대한 역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었다. 역에 

따른 평가요소는 다음 <표5> 와 같다.

평가 역 A(10) B(6) C(10) D(10) E(21) F(10)

의욕 및태도

자기계발욕구 ∨ ∨

책임감 ∨ ∨ ∨ ∨ ∨

규율성 ∨

적극성 ∨

근무수행태도

근무상황 ∨

준칙성 ∨

원가의식 ∨

간호윤리 ∨ ∨

정보공유 ∨

물자절약 ∨ ∨

근무자세 ∨

인간관계및기

타

협조성 ∨ ∨ ∨ ∨ ∨ ∨

친절 봉사 ∨ ∨ ∨ ∨

건강 ∨ ∨

업무능력

업무지식 ∨ ∨ ∨ ∨ ∨

업무처리능력 ∨ ∨ ∨

개선 창의력 ∨ ∨ ∨ ∨

전문성 ∨

이해․판단․ 응용력 

적성
∨ ∨ ∨ ∨

업무량 ∨ ∨ ∨ ∨

근무실적 업무의 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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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3개 대학병원에서 현재 시행중인 간호사 인사고과의 평가요소

평가 역 평가요소 a 병원 b 병원 c 병원

능력

전문성

책임감

업무수행력

개선창의력

업무지식

이해력

자기관리능력

50%

∨(15%)

∨(10%)

∨(20%)

∨(5%)

30%

                

∨(10%)

∨(15%)

∨(5%)

∨     

∨

∨

태도

간호윤리

정보공유

물자절약

친절봉사

협조성

근무자세

적극성

규율자율관리

책임감

근무성실성

안전의식

50%

∨(10%)

∨(10%)

∨(5%)

∨(10%)

∨(5%)

∨(10%)

50%

∨(15%)

 ∨(10%)        

 ∨(15%)

 ∨(10%)

∨

∨   

∨

∨

∨

업적
업무의 량

공헌기여도

성과의 질

20%

∨(10%)

∨(5%)

∨(5%)

∨

소속인

창의와 신념

성의와 실천

책임과 봉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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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4>, <표5>에서와 같이 의료기관들의 평가 역 및 평가요소를 분석한 

결과 공통된 평가 역으로는  능력, 태도, 근무실적으로 나타났으며  본연구의 

목적인 동료평가를 위한 도구에는 근무실적에 대해 동료간 평가 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외시켰다.

그림4. 평가 역

평정요소의 수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안희탁(1994)은 이상적인 평정요소의 수

를 8개로 제시하 으며 정중부는 9개에서 11개를 제시하 다. 박의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 의료기관들의 대부분이 10개를 채택하고 있었고 1개 의료기관만이 21

개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유준(1992)은 10분 안에 할 수 있는 평정요소의 수 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 는데 이는 평정요소의 수가 많아서 시간이 증가할수록 평

정자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 다.

 실 적

능 력

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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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  도구 개발

수술실 간호사의 동료평가를 위한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와 현 인사고과 시행도구를 기초로 평가 역을 능력과 태도

의 두가지 역으로 구분하여 두 역에 적합한 평가요소를 포함한 문항을 선정하

다. 수술실 간호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역의 평가항목들은 이예령외 13인 

(2000)의 연구에서의 수술간호 업무 역을 기초하여 문항을 작성하 다.

능력 역에서는 다시 전문성, 업무수행력, 개선창의력의 세가지 중분류 역으

로 나누었고 각 역에 해당하는 22개 항목들을 도출하 으며 태도 역에서는 간

호윤리, 근무자세, 협조성, 정보공유, 물자절약, 친절봉사의 6개 역으로 나누어  

각 역에 해당하는 11개항목들을 도출하 다. 

작성된 예비도구는 <표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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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수술실간호사의 동료평가를 위한 예비도구문항

 

 역

 

  평 가 내 용

 능 력

 전문성

수술전후과정전체에 필요시되는 특수약물 및 마약사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한다.

각수술에 필요한 기구와 물품에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한

다.

각수술에 따른 진행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술에 참여한다.

  업무    

 수행력

환자에게 제공한 간호업무수행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한다.

수술에 임하기전 수술환자의 이름 주치의, 진단명, 수술명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에 임한다

수술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의 신체적 

손상예방을 위한 간호를 제공한다

수술실내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간호를 적절히 제공한다    

수술에 따른 각종 검사물 및 적출물에 대해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수술에 따른 적절한 체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손상을 예방하기 위

한 간호를 시행한다   

멸균 및 소독에 대해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 전과정에 있어 무

균법을 시행한다 

무균법시행시나 환자간호에늘 양심적으로 임한다

소독간호사와 순회간호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매 수술시 사용되는 장비 및 기구(모든 기계류 포함)를 철저히 관리한

다

수술전후과정 전체에 계수업무를 철저히 수행한다  

수술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황에 적절히 대처할수 있다         

수술과정 중, 동료간, 의료팀간 문제발생시 적절한 문제해결능력을 갖

고 있다

수술환자 및 보호자에게 적절한교육을 시행한다   

동료간호사의 교육에 필요한내용을 최선을 다해 교육한다 

 개선  

창의력

업무와관련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새로운 장비사용 및 업무관련 신지식을 습득하고 업무개선에  적극활

용한다 

업무와 관련된 여러가지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위하여 창의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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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

(1) 전문가 타당도 검증

본연구에서 개발된 예비도구 2개 역 9개항목 33개 문항에 대한 8명의 전문

가 집단의 각 항목에 대한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CVI(Index of Content 

Validation)는 <표7>과 같이 33개 문항에서 80%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수술

전후 과정 전체에 필요시 되는 특수약물 및 마약사용에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한

다” 와 “수술환자 및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행한다”는 두항목이 CVI가 다

른문항에 비해 낮았으나 80% 이상의 합의는 이루어졌다.

      역 평가내용

태도    

간호윤리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이에 최선을 다한다 

근무자세
업무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임한다

업무 수행 및 출퇴근시 시간관념이 투철하다   

협조성

의료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타 부서와의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동료간에 상호협조와 동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충분히 배려한다

동료를 대할때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대한다

여러가지 의견을 절충해야하는 상황에 처할때 개인보다는 전체 동

료의 입장을 고려하는 결정을 우선시 한다

다른 직종 .직급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정보공유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부서내.외부의 의사소통에 도

움을 준다 

물자절약
수술실내 고가 장비와 물품들을 책임있게 관리하며 경제적으로 사

용한다  

친절봉사 고객을 대할때는 섬기는 마음으로 성심 성의껏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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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자 타당도 검증

수술실 근무 경력 1년이상의 실무자 90명을 대상으로 타당도 조사를 위한 설

문 조사 결과 8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고 CVI는 33개 문항에서 모두 80%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 타당도와 마찬가지로 “수술전후 과정 전체에 필요시 

되는 특수 약물 및 마약 사용에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한다” 와 “수술환자 및 보호

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행한다”는 두 항목과 “수술과정 중, 동료간, 의료팀간 문

제발생시 적절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 와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위하여 창

의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는 두항목이 CVI가 다른문항에 비해 낮았으나 80%

이상의 합의는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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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예비문항의 타당도 

                                                       내용타당도 (%)       

                     문항                             전문가  /  실무자        

                                          

수술전후과정전체에 필요시되는 특수약물 및 마약사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한다                              82  / 80 

각수술에 필요한 기구와 물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95  / 88

철저히 준비한다 

각수술에 따른 진행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술에             95  / 86.2

참여한다      

환자에게 제공한 간호업무수행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90  /   83

보고한다.

수술에 임하기전 수술환자의 이름 주치의, 진단명, 수술명         93  /   87.4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에 임한다

수술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의      88  / 84.6

신체적 손상예방을 위한 간호를 제공한다

  

수술실내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간호를 적절히 제공한다     95  /   89   

수술에 따른 각종 검사물 및 적출물에 대해 정해진 원칙을        93  /   87.4  

준수하여 처리한다 

수술에 따른 적절한 체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손상을          93  /      87 

예방하기 위한 간호를 시행한다   

멸균 및 소독에 대해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 전과정에   98 /      94 

있어 무균법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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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내용타당도 (%)    

                                                 전문가 /  실무자

                                                                                   

무균법시행시나 환자간호에늘 양심적으로 임한다               98   / 90.4

소독간호사와 순회간호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93   / 89.8  

매 수술시 사용되는 장비 및 기구(모든 기계류 포함)를          95   / 85.4 

철저히 관리한다

수술전후과정 전체에 계수업무를 철저히 수행한다                 98   / 83.4

수술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황에 적절히 대처할수 있다       90   / 82.4

수술과정 중, 동료간, 의료팀간 문제발생시 적절한 문제해결        85   /   81

능력을 갖고 있다

수술환자 및 보호자에게 적절한교육을 시행한다                   82   / 80.4

동료간호사의 교육에 필요한내용을 최선을 다해 교육한다         90   / 83.4  

업무와관련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90   / 82.7   

새로운 장비사용 및 업무관련 신지식을 습득하고 업무개선에      87 / 83.8

적극활용한다 

업무와 관련된 여러가지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85    /  82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위하여 창의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       84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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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내용타당도 (%)          

                                                  전문가   /  실무자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이에 최선을 다한다        93 / 84.2

업무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임한다 95 / 88.6

업무 수행 및 출퇴근시 시간관념이 투철하다                    90 / 91.6    

의료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타 부서와의 93 / 82.2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동료간에 상호협조와 동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93  / 83

충분히 배려한다

동료를 대할때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대한다 90 / 83.6

여러가지 의견을 절충해야하는 상황에 처할때 개인보다는 93 / 82

전체동료의 입장을 고려하는 결정을 우선시 한다

다른 직종 .직급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85 / 81.8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부서내.외부의            88 / 83.4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 

수술실내 고가 장비와 물품들을 책임있게 관리하며 93 / 84

경제적으로 사용한다  

고객을 대할때는 섬기는 마음으로 성심 성의껏 대한다          90 / 83.4

※ 타당도: 전체 전문가 또는 실무자 중 항목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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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구의 신뢰도 검증결과

평가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 α  0. 9645 으며 문항별 신뢰도

는 0. 9628∼ 0. 9646로 나타났다.

Nullally(1978)에 의하면 Cronbach α 가 0.7이상인 경우 신뢰도가 높은 도구라

고 지적한 바 있으며 다른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볼수 있다.

4. 최종 동료평가 도구

타당도조사를 통해 확정된 평가도구의 33개 항목에 대해 2차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대 역, 소 역별 가중치값의 평균값으로 가중치를 결정하 다. 대상자는 1차 

설문조사와 동일한 일 대학병원의 3개 전문센타 수술실 간호사 90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설문지는 80부 회수하 다.   

대상자들이 응답한 2개의 대 역 에 대한 가중치값의 평균값으로 능력과 태도

역의 가중치를 55대 45로 확정하 다. 능력 역의 소 역의 가중치는 전문성

(18) / 업무수행력 (25) / 개선창의력 (12) 으로 결정하 다.

태도 역은 간호윤리 (7) / 근무자세 (10) / 협조성 (10) / 정보공유 (6) / 물자

절약(6) / 친절봉사 (6) 으로 결정하 다 (부록4 참조).

평가문항의 척도는 관대화, 중심화 등의 성향을 가능한 배제하기 위해 7점 척

도를 사용하 다.  33개 문항중 보건대학원 교수 3인 과 상의 하여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항들에 대해 적절히 문항을 통합 조정하여 3개 문항을 삭제 하

다. “수술실내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간호를 적절히 제공한다”를 삭제하고 

“멸균 및 소독에 대해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 전과정에 있어 무균법을 시행

한다”는 문항을 선택하 고  “의료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타 부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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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와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부서내.외부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를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부서내.외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 조정에 노력한다” 로 통합 수정하 고 “동료간에 상호협

조와 동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충분히 배려한다” 와 “동료를 대할때 항상 존중

하는 태도로 대한다”를 “동료간에 상호협조와 동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고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대한다”로 통합 수정하여 30개 문항으로 최종 동

료평가 도구문항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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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최종 동료평가 도구

    역

 
             평 가 내 용

불량         탁월

1 2 3 4 5 6 7

능 력  

 (55)

 전문성

  (18)

수술전후과정전체에 필요시되는 특수약물 및 마약사용

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한다.

각수술에 필요한 기구와 물품에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한다.

각수술에 따른 진행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술에 참

여한다.

  업무  

   

수행력

  (25)

환자에게 제공한 간호업무수행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

고 보고한다.

수술에 임하기전 수술환자의 이름 주치의, 진단명, 수

술명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에 임한다

수술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의 신체적 손상예방을 위한 간호를 제공한다

수술에 따른 각종 검사물 및 적출물에 대해 정해진 원

칙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수술에 따른 적절한 체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손상

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를시행한다   

멸균 및 소독에 대해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 전

과정에 있어 무균법을 시행한다 

무균법시행시나 환자간호에늘 양심적으로 임한다

소독간호사와 순회간호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매 수술시 사용되는 장비 및 기구(모든 기계류 포함)

를 철저히 관리한다

수술전후과정 전체에 계수업무를 철저히 수행한다  

수술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황에 적절히 대처할수 

있다         

수술과정 중, 동료간, 의료팀간 문제발생시 적절한 문

제해결능력을 갖고 있다

수술환자 및 보호자에게 적절한교육을 시행한다   

동료간호사의 교육에 필요한내용을 최선을 다해 교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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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평가내용
불량         탁월

1 2 3 4 5 6 7

 능력

 (55)

 개선  

창의력

(12)

업무와관련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새로운 장비사용 및 업무관련 신지식을 습득하고 업무

개선에  적극활용한다 

업무와 관련된 여러가지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다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위하여 창의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  

 태도  

 (45)

간호윤

리 (7)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이에 최선을 다한다 

근무자

세 (10)

업무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임한다

업무 수행 및 출퇴근시 시간관념이 투철하다   

협조성

 (10)

동료간에 상호협조와 동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충분

히 배려하고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대한다

여러가지 의견을 절충해야하는 상황에 처할때 개인보다

는 전체 동료의 입장을 고려하는 결정을 우선시 한다

다른 직종 .직급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정보공

유 (6)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부서내.외부의 

원활한의사소통과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물자절

약 (6)

수술실내 고가 장비와 물품들을 책임있게 관리하며 경

제적으로 사용한다  

친절봉

사 (6)
고객을 대할때는 섬기는 마음으로 성심 성의껏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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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 현재의 상사

에 의한 인사고과와 함께 동료평가를 시행, 반 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평가도구를 개발하게 되었다.

과거 간호사의 인사고과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현재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분

석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등의 새로운 인사관련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간호 분야에서는 새로운 

다면평가의 도입을 위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않다.

박희옥(2001)의 연구에서 평가의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에 대해 동료평가가 가

장 적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동료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긍

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평가자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 다.

안희탁(1994)에 의하면 한국기업의 인사고과 실태에 관한 조사에서 고과개선 

요구 사항으로 고과요소 및 기준의 재정비(36%) 고과방법의 개선(24%)이 두드러

지게 나타났고 보다 최근에는 연봉제 도입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객관적 평가도

구의 미비가 지적되었다(김은상,1999).

이예 외 13인(2000)의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도

구 개발연구에서는 수술실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분석이 되어 있으

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항목들을 가지고 동료평가에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평가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평가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현 인사고과항목들

을 분석하고 이예령의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분석을 토대로 예비평가항목을 도출

하 다.

간호사의 근무평정도구를 분석한 박희옥(2000)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병원들에

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 근무평가 역들은 근무수행능력, 근무태도, 근무실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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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역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자가 아닌 일반간호사의 근무평가에 있어서 근

무실적을 동료간에 평가하는 것은 평가자들간에 부적절하고 실적으로 능력을 판

단하는 것은 많은 오류를 갖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평가 역에서는 제외

시켰다.

예비평가도구의 33문항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1년이상 경력의 실무자 집단의 

타당도 검증은 모든 문항에서 80%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도구의 평균 CVI

는 전문가 집단은 91% 실무자 집단은 85% 높게 나타났으며 각 문항별 타당도는 

80 ∼ 98 의 높은 타당도를 보이고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타당” 과 “매우타당” 

이라고 높은 긍정적평가를 내린 응답율도 67%∼94%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구의 내용타당도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검증되는 

것이며 그측정 하고자하는 내용이나 행위가 그도구에 얼마나 정확하게 표집되었

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때 문헌고찰을 통해 예비도구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집단의 타당도와 실무자집단의 타당도조사를 거쳐 최종항목을 선정함은 도

구의 적절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뢰도검증결과 평가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 α 0.9645 으

며 문항별 신뢰도는 0.9628 ∼ 0.9646으로 Nullally(1978) 에 의하면 cronbach α가 

0.7이상인 경우 신리도가 높은 도구라고 지적하 으며 이병숙(1983)이 개발한 임

상간호사의 간호업무 수행 평가도구의 경우 cronbach α 0.85이상으로 나타난결과

와 비교해볼 때 본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임

을 알수 있다.

병원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간호인력에 대해 현재 임상간호사에 대한 인

사평가는 타직종과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도구문항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애매모호하고 업무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현 인사고과제도에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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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평가에 정확성을 기할수 있도록 동료평가를 병행함으로서 제도적 보완

을 할 수 있다.

본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성과에 대한 동료평

가 뿐아니라 타부서간호사의 업무분석을 토대로 능력 역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조정하여 응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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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성과 평가를 위한 동료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과정은 예비도구의 개발과정과 개발된 도구의 타당도검증과정, 최종도

구로의 확정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예비도구의 개발과정은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기존인사고과에 대한 자료와 수

술실간호사의 업무분석을 토대로 도출하 으며 이 문항들을 전문가집단과 실무자

집단으로 나누어 타당도조사를 하 고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을 다시 가중치를 부

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도구를 확정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구문항은 능력과 태도로 대분류되고 능력 역에서는 다시 전문성, 업무

수행력, 개선창의력의 세가지 중분류 역으로 나누었고 각 역에 해당하는 22개 

항목들을 도출하 으며 태도 역에서는 간호윤리, 근무자세, 협조성, 정보공유, 물

자절약, 친절봉사의 6개 역으로 나누어  각 역에 해당하는 11개 항목들을 도

출하 다.

2) 개발된도구의 타당도검증 결과 예비평가도구의 33문항에 대해 전문가집단과 

1년이상 경력의 실무자집단의 타당도검증은 모든 문항에서 80%이상의 합의가 이

루어졌으며 도구의 평균 CVI는 전문가집단은 91% 실무자집단은 85%로  높게 나

타났으며 각 문항별 타당도는 80 ∼ 98%의 높은 타당도를 보 다.

3) 신뢰도검증결과 평가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 α .9645 으며 

문항별 신뢰도는 .9628 ∼ .9646으로  개발된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4) 2차 설문 조사를 통해 확정된 역별 가중치는 능력과 태도 역이 55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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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결정되었고 그에 따른 세부 역의 가중치를 결정하 으며 3인의 보건대학원 교

수와 33개문항을  다시 검토하고 상의하여  3개 문항을 삭제하고 통합 수정하여

30개 문항을 확정지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술실 간호사의 동료평가도구는 신뢰도와 타

당도가 높은 도구로 검증되어 현 인사고과에 병행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에는 이러한 동료평가 시행 후 만족도에 관한 연구나 동료평가의 인력관

리효과에 관한 연구, 더 나아가서는 다면평가체계의 확립을 위한 상사평가에 대한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 48 -

참 고 문 헌 

김소인. 수간호사가 활용하는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1995 ; 1(1) : 35-45

김소인, 박효미. 일 종합병원 일반간호사의 업무 분석. 대한간호 1996 ; 35(5),     

         100-117 

김순양.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신평가제도의 도입방안 ; 다면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9호  한국행정연구원. 2001

김식현.  인사관리론.  서울:무역 경 사, 1997

김연수. 임상간호사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인식정도와 개선방향. 경북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옥경. 인사고과 요소개발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경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김은상. 인사고과의 공정성 및 정확성 확보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주)       

        학습과 혁신의 competency 컨설턴팅 연구리포트 .1999

김인숙, 이명하, 장금선, 하나선. 간호관리학. 서울:현문사, 2000

김판석. 업적평가 체계로서의 다면평가제도 도입과 추진방법에 관한 사례연       

        구. 한국행정협보. 한국행정학회. 2001

노순규.  실력주의 인사고과실무.  서울:행정경 자료사. 1999

노정자. 간호사 근무성적 평가제도의 인식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희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1991

박개성. 다면평가는 인기투표가 아니다. 중앙인사 위원회. 2000

서문자 외 7인. 성인 간호학 上(1). 서울:수문사 1999

신상춘. 임상간호사 평정도구개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안희탁. 다면평가의 실태와 효율적 운 방안. 계간 임금연구 통권25호. 

         경총 임금연구센타. 1999.

양봉호. O社의 다면평가제도 운 사례. 인사․임금 사례총람. 한국경 자총        



- 49 -

       협회. 2000

양광희 등. 병원의 간호사평가도구와간호교육기관의 학생실습평가도구의 내용비   

        교. 적십자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94; 제16권 17-48

온라인컨텐츠.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다면평가. 주간경제 388호. 1996

유승흠. 병원경  이론과 실제.  서울:수문사, 1988

이경원. 일반직 간호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종합병원을 중      

        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이무신, 손병호, 신원준. 인사고과의 이론과 실제.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경          

       학부. 1999

이병숙. 임상간호원의 간호업무 수행 평가 도구개발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1983

이예령 외 13인.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도구       

       개발. 2000

이유준. 근무성적평정요소의 산정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92

이창우. 인사관리의 허와 실.  조직혁신연구소. 1998

장성호.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다면평가. 주간경제 388호. 1996 

정연앙. 능력주의 인사평가제도 개선방안 I. II. III. 노무관리 2000; 13(147-149)

정현숙, 강규숙. 환자의 기본간호요구 충족에 대한 간호원의 중요성 인식 및       

       간호활동수행에 관한 일 조사연구-서울시내 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학논집, 1980 ; 4

조병두. 인사고과 결과의 피드백이 종업원 만족 및 사기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조 호.  공정한 평가 문화가 관건이다. 인사관리 ,1998 ; 12.

주정광. 인사고과제도의 인지도에 따른 조직공정과 조직태도에 관한 연구.        

       LG인화원. 1997

박종선. 인사고과제도개발에 관한 연구.: ㅇ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50 -

김여 . 인사평가제도의 절차적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1999

노순규. (신실력주의) 인사고과실무: 고과제도의 수정과 재설계. 행정경 자료     

        사.1999

박준성. (인터랙티브) 인사평가시스템. 2001

조병두. 인사고과결과의 피이드백이 종업원 만족 및 사기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신정식. 인사평가제도길잡이. 한국경  개발협회 .2000

Mark, R. Edwards외 저/임창희 옮김. 360도 다면 평가. 서울:21세기북스.1999    

최경철. 기업의 다면평가제도 적용방안. 경 컨설팅본부.  2002

Crones, S. N. and Becherer, D. Recognition of staff nurse job                  

      performance and achievements.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1999  

      ;29(1), 26-31.

Gilliland, S. W., and Langdon, J. G.. Creat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at Promote Perceptions of Fairness. In J. W. Smither(Eds.).  

      Performance Appraisal. Jossey-Bass Publisher.1998

Lynn M. R.. Determination and quant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Nursing       

      Research,1986 ; 35(6), 382-385 



- 51 -

<부록1> Downie & Heath(1974)의 유의한 합의전문가 수

      자료: Lynn, M. R (1986) detemination and quant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Nursing Research, 35(6), 382-385

기준  평가자
          도구가 타당하다고 평가한 전문가수

2 3 4 5 6 7 8 9 10

 선  

 정  

 된  

 전  

 문  

 가  

 수

   2 1.00

   3 .67 1.00

   4 .50 .75 1.00

   5 .40 .60 .80 1.00

   6 .33 .50 .67 .83 1.00

   7 .29 .43 .57 .71 .86 1.00

   8 .25 .38 .50 .63 .75 .88 1.00

   9 .22 .33 .44 .56 .67 .78 .89 1.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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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성과에 대한

동료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내용타당도 의뢰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성과에 대한 다면도평가를 위한 동료평가 도구개

발이란 연구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사에 의한 하향식 인사평가제도에 좀더 합리적

이고 객관적인 인사 평가를 위한 동료평가도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자가 작성한 다음의 항목들이 평소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성과

에 대해 동료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타당한지 점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1점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2점은 타당하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

은 타당하다, 5점은 매우 타당하다 입니다.

바쁘신 중에 설문지 조사로 인해 번거러움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응답이평가도구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것으로 기대하며 자료

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것을 약속드립니다

평소 귀하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의 있고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윤아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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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거나 밑줄 친 곳

에 써 넣어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만        세

2. 귀하의 교육정도는?     

   전문대졸                    대학졸         

   대학원 재학중 또는 졸업         

3. 귀하의 직위는?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4. 귀하의 수술실 근무 경력은?         년       월

5.귀하의 총 근무 경력은?           년       월

6.귀하가 수술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소독간호사                   순회간호사           

    소독간호사와 순회간호사 교대로           

7. 귀하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향식 인사고과이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만약 예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법이나 제도가 절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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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평가내용에 대하여 수술실 간호사의 동료평가도구로 타당한지 점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1점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2점은 타당하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타당하다. 5점은 매우 

타당하다 입니다.

역 항목 평가내용
    내용의타당성

1 2 3 4 5

능력

전

문

성

수술전후과정 전체에 필요시 되는 특수약물 및 마약사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

고 수행한다   

각 수술에 필요한 기구와 물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한다

각 수술에 따른 진행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술에 참여한다                  

업무

수행

력

환자에게 제공한 간호업무 수행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한다             

수술에 임하기 전 수술 환자의 이름 주치의, 진단명, 수술명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에 임한다

수술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의 신체적 손상예방을 

위한 간호를 제공한다

수술실내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간호를 적절히 제공한다                  

수술에 따른 각종 검사물 및 적출물에 대해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수술에 따른 적절한 체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를 

시행한다    

멸균 및 소독에 대해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 전과정에 있어 무균법을 시

행한다       

무균법 시행시나 환자간호에 늘 양심적으로 임한다

소독간호사와 순회간호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매 수술시 사용되는 장비 및 기구(모든 기계류 포함)를 철저히 관리한다

수술전후과정 전체에 계수업무를 철저히 수행한다  

수술중에 발생할 수있는 응급사황에 적절히 대처할수 있다                     

수술과정 중, 동료간, 의료팀간 문제발생시 적절한 문제해결능력을 갖고 있다

수술환자 및 보호자에게 적절한교육을 시행한다 

동료 간호사의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최선을 다해 교육한다      

개선

창의

력

업무와관련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새로운 장비사용 및 업무관련 신지식을 습득하고 업무개선에  적극 활용한다    

업무와 관련된 여러가지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위하여 창의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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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목 평가내용
내용의 타당성

1 2 3 4 5

태도

간호

윤리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이에 최선을 다한다                         

근무

자세

업무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임한다 

업무 수행 및 출퇴근시 시간관념이 투철하다

협 조

성

의료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타 부서와의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동료간에 상호협조와 동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충분히 배려한다

동료를 대할때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대한다

여러가지 의견을 절충해야하는 상황에 처할때 개인보다는 전체 동료의 입장을 

고려하는 결정을 우선시 한다

다른 직종 .직급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정보

공유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부서내.외부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    

물자

절약
수술실내 고가 장비와 물품들을 책임있게 관리하며 경제적으로 사용한다        

친절

봉사
고객을 대할때는 섬기는 마음으로 성심 성의껏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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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성과에 대한

동료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성과에 대한 다면도평가를 위한 동료평가 도구개

발이란 연구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사에 의한 하향식 인사평가제도에 좀더 합리적

이고 객관적인 인사 평가를 위한 동료평가도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차 설문조사를 통해 확정된 문항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바쁘신 중에 설문지 조사로 인해 번거러움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응답이평가도구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것으로 기대하며 자료

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것을 약속드립니다

평소 귀하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의 있고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윤아올림



- 57 -

다음은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성과 평가를 위한 동료평가 항목입니다.

다음의 평가내용을  읽고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 평가내용

능력

전문성
각 수술에 필요한 기구와 물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한다

각 수술에 따른 진행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술에 참여한다 

업무

수행력

환자에게 제공한 간호업무 수행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한다         

수술에 임하기 전 수술환자의 이름 주치의, 진단명, 수술명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에 임한다

수술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의 신체적 손상 예

방을 위한 간호를 제공한다

수술실내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간호를 적절히 제공한다              

수술에 따른 각종 검사물 및 적출물에 대해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여 처리한

다    

수술에 따른 적절한 체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

를 시행한다 

멸균 및 소독에 대해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 전과정에 있어 무균법을 

시행한다                              

무균법시행시나 환자간호에늘 양심적으로 임한다

소독간호사와 순회간호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매 수술시 사용되는 장바 및 기구(모든 기계류 포함)를 철저히 관리한다

수술전후과정 전체에 계수업무를 철저히 수행한다        

수술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황에 적절히 대처할수 있다         

수술과정 중, 동료간, 의료팀간 문제발생시 적절한 문제해결능력을 갖고 있다

동료간호사의 교육에 필요한내용을 최선을 다해 교육한다  

개선

창의력

업무와관련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새로운 장비사용 및 업무관련 신지식을 습득하고 업무개선에  적극활용한다  

업무와 관련된 여러가지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위하여 창의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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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질문에 대해 각 역의 합이 100점이 되도록 10점단위로 기록하여 주십시오        

                          (각 역의 문항의 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성과 평가를 위한  동료평가를 두가지 역  능력 / 태도로  시행한다면     

                     평가에 있어서 능력 / 태도 에 점수배점에 비중을 둔다면

        2. 수술실 간호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3개 역  전문성 / 업무수행력 / 개선창의력 에 대해   

                      평가에  있어서  점수배점에 비중을 둔다면

        3. 수술실 간호사의 태도를 평가하는 6개 역 간호윤리 / 근무자세 / 협조성 / 정보공유 / 물자절약  

                     / 친절봉사  에 대해 평가에 있어서 점수배점에 비중을 둔다면 

역 평가내용

태도

 간호윤리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이에 최선을 다한다    

 근무자세
업무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임한다

업무 수행 및 출퇴근시 시간관념이 투철하다  

  협조성

의료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타 부서와의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동료간에 상호협조와 동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충분히 배려한다

동료를 대할때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대한다

여러가지 의견을 절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때 개인보다는 전체 동료의 입

장을 고려하는 결정을 우선시 한다

다른 직종 .직급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정보공유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부서내.외부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

다 

물자절약 수술실내 고가 장비와 물품들을 책임있게 관리하며 경제적으로 사용한다 

친절봉사 고객을 대할때는 섬기는 마음으로 성심 성의껏 대한다          

역 평가내용

태도

 간호윤리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이에 최선을 다한다    

 근무자세
업무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임한다

업무 수행 및 출퇴근시 시간관념이 투철하다  

  협조성

의료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타 부서와의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동료간에 상호협조와 동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충분히 배려한다

동료를 대할때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대한다

여러가지 의견을 절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때 개인보다는 전체 동료의 입

장을 고려하는 결정을 우선시 한다

다른 직종 .직급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정보공유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부서내.외부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

다 

물자절약 수술실내 고가 장비와 물품들을 책임있게 관리하며 경제적으로 사용한다 

친절봉사 고객을 대할때는 섬기는 마음으로 성심 성의껏 대한다          

능력        점
  100점

태도        점

전문성        점

  100점업무수행력        점

개선창의력        점

간호윤리         점

  100점

근무자세         점

협조성         점

정보공유         점

물자절약         점

친절봉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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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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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Room Nurses

Youn Ah Lee

Graduate Schoo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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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 Hyun Cho, M.D., Ph.D)

  

It was getting important in a organization that th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for the reason of that manpower had unlimited 

potentials. Especially the management of the human resource holds a 

key post as a core part in the hospital unit. It should be valued fairly 

and impartially on their performance evaluation that in order to manage 

the nursing manpower a majority of hospital labors. In the recent years, 

it might be a lack of objectivity and accuracy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by only his/her supervisor.

A employee could be dissatisfied with the result by one-sided 

evaluation.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make proper and objective 

method and manual of People Performance Evaluation (PPE). The PPE 

items had to base on accurate job analysis because the existed 

evaluation tool was not quantitative either tan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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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to enhance a fair and impartiality of PPE for 

operating room nurses by supervisor as well as by coworkers (Peer 

Evaluation). Develop of evaluation tool was base on a clinical research, 

existed evaluation tools, and operating room nursing analysis. 

The study divided in two classification : ability and attitude.

Ability　 was divided three parts - specialization, job performance, 

innovation and it has 22 items.  　Attitude　 was divided six parts - 

nursing ethics, her conduct, cooperation, information sharing, economy 

in expenditure, kindness service and it has 11 items.

The 33 items were reviewed by expert panels. (one operation room 

(OR) manager and seven OR head-nurses). For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tool 90 OR nurses participated who worked 

at least one year in a university hospital.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he content validity of the develop tool, the expert panels and OR 

nurses agreed more than 80% on 33 item each. It was high that the 

CVI of evaluation tool was 91. The validity of each item was 80 ~ 98%

In the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tool, the Cronbach  á  for the 

internal consistency was  .9645.  In the reliability of each item was 

0.9628 ~ 0.9646.

In a second research about finalized 33 items, it gave a weight 

index to major and minor classification. It was re-asked 1st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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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e Peer Evaluation for OR nurses which was 

developed by this study was confirmed as a highly valid and reliable 

tool. This Peer Evaluation could provide impartiality and accuracy to 

existed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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