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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을 검토해주신 이태화 교수님과 새롭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실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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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비전과 목표, 지표 설정에 바쁘신 시간을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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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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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균형 성과표 (BSC)를 이 용한

수술실 간호 부서의 성과 평가지 표 개 발

최근 국민들의 의식수준 변화,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와 병원간의 경쟁

심화 등의 변화는 병원이 시스템 변화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현실을 가져왔으며,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경제원리에 따라서 간호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상의 서비

스와 질을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결과중심, 재무지표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1990년 노튼과 캐플런이 개발한 전략적 업적 평가의 한 기법인 균형성과표(BS C)

를 적용함으로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객

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술실 간호부서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문헌과 균형성과표 (BS C)를 적용한 연구의 고찰을 통해 개념적

준거틀을 형성하였고, 예비 성과평가지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일개 대

학부속 종합병원 수술실 간호관리자들과의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수술실 간

호부서의 비전과 4가지 시각에 따른 전략적 목표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비전과

목표 및 문헌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지표를 도출하고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예비로 개발된 성과평가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 타당도와 실무자 집단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한 후 최종 수술실 간호부서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예비 균형성과표 (BS C) 구축을 위한 개념적 준거틀을 문헌고찰 결과를 바탕으

로 1단계 수술간호 대한 정의, 전개방향 및 역할묘사, 2단계 기업 비전의 수립,

－ⅴ－



3단계 전략적 목표수립, 4단계 측정지표개발, 5단계 인과관계 파악, 6단계 성과

측정지표 완성으로 설정하였다.

2. 개념적 준거틀의 6단계에 따라 본 연구자와 수술실 간호관리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술실 간호부서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균형성과표 (BS C)의 4

가지 시각인 재무, 고객,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시각에 따른 11

항목의 전략적 목표와 26항목의 측정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43항목의

인과관계를 연구자가 설정함으로서 예비 균형성과표 (BS C)를 완성하였다.

3. 예비 균형성과표 (BS C)에 대한 전문가집단과 실무자집단의 타당도 검증결과 전

략적 목표와 측정지표에 관한 전체 37문항 중 전문가 타당도는 28문항이, 실무

자 타당도는 36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과관계에 관한 43문항 중

에서는 전문가 타당도 결과 21문항, 실무자 타당도 결과 26문항이 타당한 것으

로 나타났다.

4. 위의 타당도 검증결과에 따라 측정지표 5문항을 삭제하였고, 2문항을 다른 시각

의 측정지표로 수정하였으며 9문항을 추가 또는 수정함으로서 전략적 목표 11

항목, 측정지표 26항목을 수립하였다. 또한, 타당하다고 인정된 인과관계 외에

측정지표가 추가, 수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새로 설정하여 총 44항

목의 인과관계를 수립함으로서 최종 성과평가지표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관리자에게 간호부서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

도록 하기 위한 전략개발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할 것이며, 간호부서의 생산

성을 가시화 함으로서 간호사들을 동기부여 시키고 전체 병원조직에 기여하는 바

를 올바르게 평가받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균형성과표 (BS C), 성과평가지표, 수술간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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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들어서 우리 나라 의료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 국민의료보험

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병원들이 생겨나고 IMF를 겪으면서 일반회사뿐만 아니라

병원 조직에서도 경영에 대한 관심과 여러 전략들의 도입을 위한 노력들이 증가

하였다. 병원의 전산화와 더불어 지식경영이라든지 벤치마킹 등의 경영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9개 진단명의 질환에 대한 DRG 도입과 국민들의 의식수준 변화, 간호서

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와 병원간의 경쟁 심화 등의 변화는 병원이 시스템 변화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현실을 가져왔다. Curt right 등 (1999)은 건강관리체계가 임

상의 질 향상, 서비스 강화, 접근성 향상과 비용 절감이라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

다 (Curtr ight 등, 1999)고 하였다. 이에 간호도 변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경제원리에 따라서 간호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

상의 서비스와 질을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압력에 대한 변화의 노력

들로 Case M anag em ent , M anaged Care등의 여러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다.

보건의료조직에서 간호부서는 가장 큰 단일 집단으로 병원운영 예산의 50%이

상을 차지하고 있는 큰 조직에 해당한다. 이러한 간호단위는 소비자인 대상자를

일선에서 접하면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간호조직의 합리적 경영관리

는 병원경영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에게도 중요하

다 (강경화, 1999)고 하겠다.

건강관리가 자유경쟁 상황으로 변화되는 상황의 배경에는 경쟁에 따른 비용의

감소뿐만 아니라 질이 유지, 향상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다. 최근의 소비자와

제공자 사이에서의 주요한 비교는 비용과 질에 근거한다(P opovich , 1998).

Huber (1996)는 간호의 질과 효과성은 개인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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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따라서, 성과평가는 조직의 생산성으로 이어지며 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

하고 개선시켜 나가는가에 따라 다음 사업의 생산성이 변화될 수 있다. 생산성은

투입에 비례한 산출로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며 이를 위

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 기법들을 도입하고 이를 자신의 조직에 맞게 변화, 적용시

켜야 한다.

성과평가시스템이란 영리조직 또는 비영리조직의 장기비전 또는 전략을 효과적

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에 대해 균형 잡힌 평가지표

를 가지고 목표 및 실적을 집계, 관리하고 피드백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리킨

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직내의 다른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운영되는 전체

기업의 경영관리 프로세스를 말한다(갈렙 앤 컴퍼니, 1998).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는 말처럼 경영에서 성과측정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나태내 주는 말도 없다. 기업경영은 미래에도 부를 창조하는 존재로

서 기업이 영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측정시스

템은 과거의 의사결정에 대한 결과를 평가할 수 있을 뿐인 재무지표의 한계를 넘

어서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

다 (드러커 외, 1999).

그러나, 기존의 평가시스템은 목표설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수립

되지 않아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 원가, 이익 등

단기성과 위주의 평가에 머물고 있으며,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과거 지향적 평

가만을 하고 있다. 또한, 목표달성 여부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평가단위가 불안정하

며 전통적인 원가계산에 근거하고 있어 기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광

현, 표정호, 1996). 병원의 성과평가시스템 역시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료수익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간호부서의 경우 환자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비 부

서로 인식되어지는 등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진료 지원부서가 제대

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환자 치유의 전 과정에 걸쳐 의사의 처방 수행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환자의 치료를 돕고 환자에게 필요로 되는 간호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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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환자의 건강회복에 미치는 영향과 하나의 팀으로서 일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결과중심, 재무지표 중심의 평가는 간호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

는 방법이 아니며 좀 더 종합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필요로 된다.

노튼과 캐플런이 개발한 전략적 업적 평가의 한 기법인 균형성과표 (BS C)는 고

객 중심의 계획이고 조직의 변화과정에 중점을 둔 과정 향상체계이다. 재무적이고

비재무적인 측정을 통합하는데 전략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조직의 신념을 통

합시키고 전략을 수립하는 체계이다. 또한, 균형성과표(BS C)는 조직의 전략을 구

성원들에게 의사소통 시키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의 지침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균형성과표 (BS C)는 전체 조직에 적용될 수도 있고 하부 단위, 또는 개

인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Ch ow외, 1998).

현재 건강관리 조직은 임상에서의 질과 비용 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

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경영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전략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데, 균형성과표 (BS C)는 전체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성과측정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비영리조직인 건강관리조직에도 적

합한 모델로 도입되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비영리조직인 병원뿐만 아니라 대학, 공

공기관 등에도 적용되어지며 전체조직뿐만 아니라 단위 부서나 센터에 적용된 사

례도 있다(M ckeon , 1996; F orgione, 1997; M acdonald , 1998; S ahn ey , 1998;

Curtr ight둥, 1999; M acStr avic, 1999; Rim er & Garstk a , 1999; S ant iag o, 1999;

W achtel등, 1999; Zelm an등, 1999; Inam dar등, 2000; Jones & F ilip , 2000).

병원조직에서 본다면 간호부서가 하나의 구성 단위이지만, 간호부서는 외과계,

내과계, 외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단위 부서로 구

성되어 있으므로, 병원의 비전과 목표로부터 간호부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각

단위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나름대로

의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간호사 개인의 평가

지표까지 개발되어져야 한다. 특히, 일반 기업의 판매량 증가의 개념과는 달리 간

호업무의 결과를 무엇으로 볼 것이며,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재무적인 성과지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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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다면적이고 객관적이며 간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조직

의 목적 달성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1994년에 개발된 새로운 경영기법인 균형성과표 (BS C)를 적용하여 수

술실 간호부서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함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의 틀을

제공함은 물론 수술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며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져오고자 한다. 또한, 병원

조직에서 간호부서가 임금과 병동운영 등 재무적으로 소비 부서로서 인식되고 있

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간호사의 업무를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함으로서 간호부

서가 성과를 생산해내는 부서로서 인식될 수 있는 기틀과 앞으로 그 적용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봉제 도입 시에 간호사의 급여 산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

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술실 간호부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술실 간호부서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수술 간호업무 및 성과평가 방법을 파악하고 균형성과표 (BS C) 구축사례에

관한 문헌의 분석을 통해 개념적 준거틀을 수립한다.

2) 개발된 예비성과평가지표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최종 성과지표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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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수술실 간호사의 업 무

수술 간호란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에 수행되는 간호로서 간호과정을 적용

하여 환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환자가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도

록 돕는 것이며(서영경, 1993), 수술간호행위란 수술실 간호사가 환자에게 수행하

는 간호행위를 의미한다(윤선옥, 1999). 본 연구에서의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란 수

술실 간호사가 근무시간 동안 환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수술간

호실무와 관리관련 업무 모두를 의미한다.

(2) 성과평가

성과평가란 조직 또는 개인의 기대가 충족되고 성과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평

가하는 시스템으로 (남명수 외, 1999) 간호에서의 성과평가는 환자 간호에 있어서

개개인의 간호사에 의해 사용된 간호과정과 행위의 효율성, 역량의 측정, 그리고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Huber , 1996). 본 연구에서의 성과평가는 수술실 간호

사의 간호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균형성과표 (BS C)의 재무, 고객, 내부 비즈니

스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4가지 준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성과평가지표

지표란 특정 기준의 성취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관찰, 측정

가능한 요소로서 (이병숙, 1995) 본 연구에서의 성과평가지표는 수술실 간호사의

성과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관찰, 측정 가능한 요

소로서 문헌고찰과 균형성과표 (BS C)에 준거하여 타당도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항목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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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헌 고찰

1. 균형성과표 (BSC)

성과평가는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

지의 평가가 과거의 시점에서 직원의 태도나 수익에만 의존했던 것에서 미래지향

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전략을 수립하

여 이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면서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효과적인 성과평가는 측정 가능한 평가요소, 성과의 구체화, 공정한 보상, 타당

한 평가자, 면담의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러한 평가요소들은 성과와의 연결

성, 목적과의 연결성, 실질성과 객관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성과와 특성

이 적절하게 결합된 평가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조병두, 1994).

그러나 기존 조직평가는 고객과 관련이 없다 , 순이익, 매출액과 같은 재무평

가지표가 대부분이다 , 단기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성과평가지표간의 연계 및

통합이 결여되어 있다 , 과거 성과 지향적이다 , 전략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 , 프

로세스의 진척상황을 모니터 하는 평가지표가 부족하다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인사고과제도의 운용목적은 인재육성 및 능력개발을 통해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 및 발전하는 데 있으므로 개인평가는 당연히 기업의 비전 또는 전략과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개인평가지표 항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사팀과 전략기획팀이 함께 참여하지 않는 등 기업의 비전, 또는 전략

이 인사고과제도와는 유리되어 운영되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의 비전, 또는 전략이

변해도 개인의 평가지표 항목은 거의 변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인 차

원의 평가제도가 기업의 비전, 또는 전략과 연계되어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갈렙 앤 컴퍼니,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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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측정지표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나 측정 수단을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효과적인 성과측정 시스템은 경영 프로세스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

요소이어야 한다. 균형성과표 (BS C)는 경영자들에게 기업의 전략적인 목표를 일관

된 성과측정지표들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틀을 제공한다. 균형성과표는 단

순한 성과측정 수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품, 프로세스, 고객, 시장개발 등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경영시스템이다(드러커 등, 1999).

균형성과표(BS C)는 전략을 명확히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며 전체 조직 내에 전

략을 전달하고 부서와 개개인의 목표를 전략에 정렬시킨다. 또, 전략적인 이니시어

티브를 파악하고 정렬시키며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 점검을 수행하고 전략

에 대한 학습과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노튼 앤 캐플런,

1998).

좋은 균형성과표 (BS C)는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네 관점의 평가지표들간

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바람직한 성과평가시스템은 내부 프로세스와 고

객 서비스 및 제품의 개선이 어떻게 재무적 성과의 개선을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결과 (lag ) 평가지표와 동인 (lead ) 평가지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평가지표는 조직의 행동과 프로세스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갈렙 앤 컴퍼니, 1998; M acStr av ic, 1999)는 것이다.

균형성과표(BS C)는 전체조직, 하부단위, 또는 개인균형성과표 로서 개인 수준

까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수준에서, 균형성과표 접근은 조직의 구성

요소를 명확히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정 과정을

찾는데 관여한다. 측정은 조직 또는 개인수준에서 내부와 외부 모두에 대한 전체

적인 시각을 제공함으로서 각각의 조직의 구성요소에 조직의 전반적인 철학을 달

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를 알게 한다 (Ch ow등, 1998).

조직의 전략을 운영상의 용어들로 전환할 수 있는 틀로서의 균형성과표 (BS C)

는 다음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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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전과 전략의 전환 : 균형성과표(BS C)의 4가지 시각

자료 : 노튼 앤 캐플런 (1998). 가치실현을 위한 통합경영지표 BSC. 한국언론자료간행회 .

균형성과표(BS C)는 하나의 조직을 4가지 시각을 통해 봄으로서 단기적 운영관

리를 장기적 비전 및 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Olv e 등, 2000). 4가지 시각

에 대하여 그림에서와 같은 질문을 던져봄으로서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설정한다.

그 다음 단계로 설정된 측정지표에 대하여 모든 직원이 수용하고 몰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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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야심적인 목표인 타깃을 설정해야 한다. 관리자는 변화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3∼5년 후 만약 달성된다면 조직을 변화시킬 측정지표에 대한 타깃을 설정

해야 한다. 일단 재무, 고객,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측정지표에 대

한 타깃이 수립되면 이 타깃들을 달성하는데 현행 이니시어티브가 도움이 될 것

인지, 아니면 새로운 이니시어티브가 필요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노튼 앤 캐

플런, 1998). 또한, 학습과 성장 시각은 고객시각과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각

에, 고객 시각과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각은 각각 재무 시각과 상호 연관되어

지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균형성과표(BS C)가 구축되어지고 조직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 균형성과표 (BSC)의 4가 지 시각

균형성과표(BS C)의 4가지 시각은 단기간과 장기간의 목표들간에, 바라는 결과

물과 그 결과물의 동인들간에, 그리고 객관적인 측정지표들과 주관적 측정지표들

간에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적절하게 구축된 성과측정지표에는 모든 측정지표들

이 통합된 전략을 달성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에 목적의 통일체가 내포되어 있다 (노

튼 앤 캐플런, 1998).

A . 재무 시각

재무적 목표는 모든 균형성과표에 있는 다른 시각들의 목표가 측정지표의 핵심

으로 기능 한다. 선택된 모든 측정지표들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야 하고 궁극적으

로는 재무적 성과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정점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과측

정지표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재무적인 목표들로부터 출발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될 바람직한 경제적인 성과를 전달하기 위해 재무적인 프로세스와 고객, 내부 프

로세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직원들 및 시스템과 함께 반드시 취해질 일련의 조

처들과 재무적인 목표들을 연결함으로써 전략의 줄거리를 말해 주어야만 한다 (노

튼 앤 캐플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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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성숙, 수확 단계에서 사업전략을 유도하는 3가지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입성장은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고객과 시장에 접근

하며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제품과 서비스로 가격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신제품, 새

로운 응용, 새로운 고객과 시장,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믹스, 새로운

가격책정 전략 등이 속한다. 두 번째,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은 직접원가를 낮추

고, 간접원가를 절감하며, 다른 하부조직과 자원을 공동으로 공유하는 노력을 가리

키며 수입 생산성 향상, 단위원가의 절감, 유통채널 믹스의 개선, 운영비의 감소

등이 있다. 세 번째, 자산 활용률은 적은 운전자본을 투입하고 새로운 사업에 기존

의 미사용 자원을 사용하거나 비 수익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자산 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으로 현금순환주기, 자산 활용률의 개선 등이 있다(노튼 앤 캐플런, 1998).

B . 고객 시 각

고객 시각에서는 회사가 경쟁하기로 선택한 고객과 세분시장을 파악한다. 조직

의 비전과 전략은 재무성과를 통해 달성되며 또한 재무성과는 고객을 통해 달성

되기 때문이다. 해당 목표고객과 시장에서 기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고객만족

도, 고객충성도, 신규고객확보율, 기존고객 유지율, 고객별 수익성 등과 같은 핵심

고객 평가지표를 사용한다. 또한, 목표고객과 세분시장에 전달할 고객가치명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측정한다. 고객가치명제의 구성요인들은 제품/ 서비스 속

성, 고객관계, 이미지와 평판의 세 가지 범주로 조직화 될 수 있다. 또한, 고객 만

족도에는 시간, 품질, 가격의 세 가지 측정지표가 사용된다 (노튼 앤 캐플런, 1998).

C . 내부 비즈니스 프 로세스 시각

균형성과표(BS C)의 재무 시각과 고객 시각은 궁극적으로 프로세스를 통해 달

성된다. 자원의 소비와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이 프로

세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재무관점, 그리고 고객관점의 성과가 산출되기

때문이다. 내부 프로세스의 평가지표는 원가, 품질, 시간의 세 측면에서 운용된다.

특히 활동기준원가계산 및 관리 (ABC/ M )를 통한 원가동인 및 원가정보는 내부 프

－10－



로세스 평가지표로 활용됨으로써 그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시켜 줄 수 있다 (갈렙

앤 컴퍼니, 1998).

D . 학 습과 성장 시각

이 지표에서는 조직의 학습과 성장을 구동시키는 목표와 측정지표를 개발한다.

앞의 세 가지 시각에서 수립된 목표는 조직이 극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문에서 탁월해야 하는지를 규정했다. 학습과 성장 시각에서의 목표는 다른

세 가지 시각에서 설정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하부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다 (노튼 앤 캐플런, 1998).

학습과 성장 시각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중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첫째, 직원

역량과 관련 교육은 현재의 기술적 숙련도 수준과 재 숙련이 필요한 집단의 비율

을 함께 고려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고객과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목표에

대한 타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기량이 필요하다. 셋째, 직원

의 동기부여와 이니시어티브에 대한 조직의 분위기이다(노튼 앤 캐플런, 1998).

(2) 균형성과표 (BSC)의 적용사례

외국의 균형성과표 (BS C) 도입사례를 살펴보면 병원전체에 도입한 사례와 단위

부서에 적용한 경우, 학교나 기관에서 개발한 균형성과표 (BS C)등이 있었다.

건강관리체계에서 균형성과표(BS C)를 도입, 적용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건강관리 체계가 진료의 질 향상, 서비스 강화, 접근성 증가, 비용 감소의 강한 압

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전략을 성과측정과 측정지표로 연결시킴으로서 경

쟁력을 가지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Ch ow , 1998; M acdonald , 1998; S ahney ,

1998; W olfer st eig & Dunham , 1998; Curtr ight , 1999; Rim ar & Gar stka , 1999;

W ach el, 1999; In am dar , 2000; Jones & F ilip , 2000).

균형성과표(BS C)의 구축 단계는 각각의 병원마다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통해 적용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조직의 관리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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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직의 비전, 사명, 목적 등을 수립한 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4가지 시각, 또는 각 조직의 특성에 필요한 시각을 추가하여 각각의 측

정지표를 개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었다. 연구에 따라서는 각 지표의 인과관계

를 설명하고, 타깃과 이니셔티브까지 설정한 기관들도 있었다.

병원을 대상으로 한 3개의 연구를 살펴보면, 병원 전체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의 개발 및 성과측정 지표 개발의 과정은 동일하였으나 Macdonald (1998)

의 연구에서는 각 지표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였으며 S ahn ey (1998)의 연구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지지방안에 대한

설정을 하였다. 이는 균형성과표 (BS C)의 이니시어티브 또는 핵심성공요소로서 조

직의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그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였다. 또한, W olfer st eig &

Dunham (1998)의 연구에서는 JCAH O의 병원표준과 임상분야의 지표를 비교 분석

한 결과에 따라 전략을 개발하였는데, 간호부서의 경우에도 기존의 A NA의 표준

이나 대한간호협회의 표준, 병원의 표준 등의 분석을 통해 질 향상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록1- 1 참조).

병원조직에서 좀 더 작은 단위 부서에 적용한 연구에서는 충분히 동기화 되고

독립적인 부서를 선정하여 위원회 또는 그룹을 결성함으로서 균형성과표 (BS C) 적

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또한, M ay o Clin ic 외래에 적용한 Curtright 등

(1999)의 연구에서는 팀 구성원 각각의 성과지표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단계를 설

정하였다. 이러한 단위 부서에의 적용은 병원조직과 유사한 구축단계를 거쳐 균형

성과표 (BS C)를 개발하였으나 이를 다른 부서에 확대, 적용시키면서 전체 조직의

통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부록1- 2 참조).

그 외에 기관 및 학교에 적용한 연구로서 Rim er & Gar stka (1999)와 In am dar

등 (2000)의 연구가 있는데 이는 균형성과표 (BS C)가 비영리조직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이 중 예일 의과대학 마취과에 적용된 연구

에서는 평가 대상인 교수들로부터의 설문조사와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지표를 개

발하였고 다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측정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프로젝트팀

이나 위원회 등을 먼저 조직한 후 균형성과표 (BS C)를 구축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는 다르게 조직의 필요나 전략에 따라 다양한 구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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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겠다(부록1- 3 참조).

4가지 시각에 따른 성과지표 사례를 살펴보면 각 조직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

양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Burn Center를 대상으로 한 W acht el 등(1999)의 연

구에서는 노튼과 캐플런이 제시한 균형성과표(BS C)의 틀에 따라 타깃과 이니셔티

브까지 설정하였으며, M acdonald (1998)의 연구에서는 측정지표를 결과물 측정지표

와 성과동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측정지표 사이의 인과관

계나 설정된 측정지표 달성을 위한 타깃, 이니셔티브 설정, 결과물 지표와 성과동

인의 구분을 볼 수 없었다. 이는 인과관계의 설정이 많은 자료의 분석과 가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균형성과표 (BS C) 구축의 초기단계에서 그 관계가 규명되

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방법론에 따라 진행된 것

이 아니라 조직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의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측정지표 이상의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았다.

균형성과표(BS C) 개발에 있어서도 기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

였는데, M ay o Clin ic의 경우에는 비전이 아닌 핵심운영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였으며 8개의 원칙을 세우고 이에 대한 성과범주를 설정하였다 (Curtr ight 등,

1999). W olfer st eig & Dunh am (1998)의 연구에서는 전략적 가정이라고 표현하였으

며 Inam dar 등(2000)의 연구에서는 전략적 주제를 5가지로 선정하여 각각의 주제

에 따른 목표 및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4가지 시각에 따른 성과지표는 각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표들은 다음 < 표 1> 과 같다. 재무적 시각에서는 예

산의 적절성, 환자 당 비용, 정보화된 자원, 사회참여 비율 등이 포함되며, 고객시

각에서는 서비스의 질과 고객의 만족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의 질, 고객의 불만, 신

뢰증가 (시장점유율), 환자만족도, 직원만족도 등이 지표로 제시되었다. 내부 비즈

니스 프로세스 시각에서는 효과성과 효율성,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개발, 새로운

연구비 수혜 건수 등의 지표가 있었으며, 학습 및 성장 시각에서는 직원개발의 확

대, 교육참여 직원수, 직원만족도 등의 지표가 제시되었다 (부록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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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자별 4가지 시각에 따른 균형성과표(BS C)의 측정지표 사례

시각 측정지표

Ch ow

등

(1998 )

W olfer s

teig 등

(1998)

Cu rt ri

g ht등

(1999 )

Rim er

등

(1999)

S an -

t iag o

(1999)

W ach -

tel등

(1999)

In am -

d ar등

(2000 )

Jon es

&F ilip

(2000 )

재무

예산의 적절성

환자 당 비용 (검사 당 비용 )

새로운 계약 건수

자산수준

초과근무 (인건비 )

정보화된 자원

연구비 수혜 (연구업적 )

사회 참여비율

∨

∨

∨

∨

∨

∨

∨

∨

∨

∨

∨

∨

∨

∨

∨

∨

∨ ∨

∨

∨

∨

∨

고객

서비스의 질

순환 시간 (대기 시간 )

고객의 불만

정보화되고 교육된 고객

신환 증가 (시장점유율 )

환자만족도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직원만족도

전문직 자율성 도구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

비즈

니스

프로

세스

불만 건수

만족도 조사

시간관리

효과성과 효율성

컴퓨터 네트워크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성과향상 행위

새로운 연구비 수혜 건수

평균 입원기간

최상의 건강관리서비스로 인식

∨

∨

∨

∨

∨

∨

∨

∨ ∨

∨

∨

∨

∨

∨

∨

∨ ∨

∨

∨

학습

과

성장

지식의 범위

직원 개발의 확대

대상자 교육

교육참여 직원 수

직원만족도

제안 건수

삶의 질 검토

직업적 상해

사고발생

목표달성 건수

새로운 연구계획건수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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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lv e 등 (2000)이 문헌과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한 각 시각별 측정지표 예

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재무적 시각에는 총 자산, 신규사업

운영으로부터의 수입 및 이익, 수입/ 직원, 시장가치, 현금흐름, 투자 수익률, 총비

용 등이 포함되고, 고객 시각에는 고객 숫자, 시장 점유율, 고객관계에 투하된 평

균시간, 고객/ 직원, 고객만족지수, 고객충성지수, 비용/ 고객, 고객방문 횟수, 불평불

만 건수 등이 포함되었다.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각에는 관리비용/ 총수입, 프

로세스 타임,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 재고 회전율, 정보기술 용량/ 직원 수, 관리

비용/ 직원 등이며 학습과 성장시각에는 교육훈련 투자/ 고객, 정보기술 개발비용,

제안된 향상방안/ 직원, 역량개발 비용/ 직원, 직원만족지수, 마케팅비용/ 고객, 리더

십 지수, 동기부여 지수, 이직율, 교육훈련 일수, 1인당 연간 교육훈련 비용, 권한

이양 지수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김희경과 성은숙(2001)이 문헌고찰과 사례분석

을 통해 제시한 의료서비스 분야의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예에는 재무시각의 주주

수익률, 사업부 당 매출, 성장률, 수익성을, 고객 시각에 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공급자 만족도, 브랜드 자산력, 외부기관 평가순위 등이 포함되었고, 내부 비즈니

스 프로세스 시각에 서비스 조직성과, 계획대비 정보기술 생산성, 핵심과제 대비

진행율, 재무예측 정확도를, 학습과 성장시각에 사무공간 효율성, 직원 이직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 중 직원 만족도는 고객 시각에 포함되기도 하

고 학습과 성장 시각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는 내부 고객에 중점을 두고 평가할

경우에는 고객시각에서 평가되어지고 학습을 통한 성장의 결과로 직원이 얼마나

만족하는 가로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습과 성장시각에 포함되어 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비 수혜 건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익 면에서 본다면 재무지표에

포함되어지지만 새로운 연구비를 받는 것을 프로세스의 개선과 연결시켜 본다면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

고자 하는 조직의 목표에 따라 두 시각 중 어느 시각에 포함되어 질 것이지 결정

되어진다고 하겠다.

국내의 병원의 사례로는 이희원 (1999)이 개발한 S병원 성과지표가 있는데 재무

지표에는 수익증가율, 의료수익 의료이익률, 관리비용감소율이, 고객지표에는 조정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 외래환자만족도, 입원환자만족도, 응급실환자만족도,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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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회신율이 지표로 개발되었다. 내부 비즈니스프로세스지표에는 재원일수 단축

율, 의료분쟁패소비용비율, 비정규직원 인력비율, 교원 1인당 언론 보도건수가, 학

습 및 성장지표에는 수련직 1인당 교육비, 직원 1인당 교육비, 교원 1인당 조정환

자수, 직원 1인당 제안이행건수가 포함되었다.

표 2. S병원 성과평가지표(BS C)

시 각 목 표 지 표

재무

수익성장

수익성 제고 (원가절감 )

수익증가율

의료수익 의료 이익율

관리비용비율감소

고객

고난이도 환자진료

섬김의 서비스

조정환자1인당 평균진료비

환자만족도

진료결과 회신율

의뢰환자비율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효율적인 진료체계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

이미지 , 명성제고

재원일수단축

의료분쟁패소비용비율

비정규직원 인력비율

우수직원 이직율

교원 1인당 T V보도건수

학습과

성장

교육훈련/ 경력개발

진료역량강화

자기개발

수련직 1인당 교육비

직원 1인당 교육비

교원 1인당 조정환자 수

직원 1인당 이행제안건수

자료 : 이희원 (1999). S병원 성과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일반 기업체의 사례로 K은행의 균형성과표를 살펴보면 재무적 시각에 목표이

익 달성율, 영업수익 경비율, 부실여신비율이, 고객 시각에는 고객만족도 지수, 고

객수 증가율, 시장점유비 증가율이 포함되며,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각에는 자

동화기기 이용실적, EB 실적, 고객 DB입력실적이, 마지막 지표인 학습과 성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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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는 아이디어 응모실적, 인격자원 육성, 커뮤니케이션 활성이 포함되어 있다 (경

영개선계획, 200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기관, 또는 부서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4가지

시각에 준거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들이 제시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공통성을 갖게 되는데 여러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추구되는 부분의 중요성과 각 기관의 독특한 특성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균형성과표(BS C)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병원

전체의 비전과 목적을 반영하는 공통적인 지표를 포함하면서도 수술실 간호부서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독창적인 지표의 개발이 필요로 된다.

2. 간호성과의 평가

성과평가의 목적은 크게 관리를 위한 목적과 직원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

고 활용되고 있다. 성과평가가 관리나 개발을 위해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김인숙 외, 2000).

간호부서는 병원에서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여러 부서와 업

무상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간호부서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피드백 되는가는 병원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 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병원의 목적인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환자

의 빠른 회복을 달성하기 위하여 간호부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성과평가시스템의 적용이 필요로

된다. 그러나, 기존의 평가제도는 대부분 간호사 개인에 대한 평가가 그 중심을 이

루고 있고 부서에 대하여는 명확한 평가기준 없이 업적이나 실적을 보고하는 수

준에서 그치고 있어 업무 개선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동기부여

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 개인에 대한 평가 역시 전체 조직의 성과를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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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평가 연구동 향

간호사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과평가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

구가 대부분이었다. 노정자 (1991)의 연구에 의하면 6개 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 66% 이상이 수간호사 평가 후 간호감독에 의한 복수평정

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80.7%가 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

원 (1983)의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속상관이 평가하는 경우가

41.8%로 조사되었다. 또한, 근무평정 요소는 책임감,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 양심

성, 근면성의 순위로 나타났고, 김연수 (1994)와 김옥경(1990)의 연구에서도 평정요

소로서 책임감, 업무수행능력, 정확성, 의욕 및 태도, 인간관계 등으로 나타나 직무

수행의 과정과 성과보다는 개인의 인성, 성격특성 등에 치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방법에 관한 김소인 (1995)의 연구에 따르면 90.1%가 대조법(Checklist )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5.9%는 서열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기

준은 간호과장과 간호감독이 정하는 병원이 66.7%로 가장 많았고 인격적 특질도

약 75.0%의 병원에서 평정하고 있었다 (이경원, 1983).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인사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

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현재 상황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연구에서 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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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원, 1983; 김연수, 1994; 박종선, 1998).

이처럼 기존의 평가는 간호사 개인의 특성평가에 치우쳐 있어 객관성이 떨어지

고 간호사에게 적절한 피드백과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 내에

서의 간호부서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간호 부서

에 대한 객관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간호부서의 평가틀

안에서 간호사 개인의 기여도나 특성, 성과 등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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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수술실 간호부서 의 평가방법

현재의 수술실 간호과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별도의 평가 기준이나

고과에 반영되는 형태의 것은 없으나 사업실적보고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사업계획을 설정하여 그 실시정도를 서면으로 보고하는데, 2000년도 사업

은 업무, 관리, 교육으로 크게 구분하여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수익

성향상, 고객만족도 제고, 업무효율성 증대, 교육활성화, 기타로 구분하여 각각의

부문별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였다(수술실 간호과, 2001). 수

익성 향상에는 수익증대 창출, 비용절감이 고객만족도 제고에는 외부고객 만족도

극대화, 내부고객 만족도 극대화가 포함되며 업무효율성 증대에는 처방전달시스템

보완, 비품 구입, 환경개선이, 교육활성화 부문에는 교육훈련, 경력개발 강화, 기타

부문에는 부가가치 프로세스 개선과 준비품 구입의 사업이 포함되어져 있다.

수술실 간호부서의 직무기술서 (수술실 간호과, 2001) 상에 있는 연구대상병원

간호부서 QI위원회에서 작성한 간호업무 평가표 중 수술실 환자간호를 살펴보면

평가항목은 수술 전 간호, 수술 중 간호, 감염예방의 세 가지 범주에 각각 18개, 4

개, 3개 항목이 포함되어 총 25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주요 내용이 환자의

사정과 준비 및 안전에 치우쳐 있어 위에서 제시된바와 같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간호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용어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

이 있다. 예를 들어, ∼노력하는가 나 ∼신속히∼ 등의 용어는 그 기준이 모호하

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또한, 평가 기준이 대부분 과거 지향적이며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QI위원회에서 질 향상에 초

점을 두고 환자 측면에서만 접근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균형성과표 (BS C)의

다양한 시각에 준거하여 측정지표를 개발함으로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록3 참조).

또한, 수술실 업무지침서(수술실 간호과, 2000)의 간호사 평가내용을 보면 간호

사 개인에 대한 평가항목인 의욕 및 태도나 인간관계, 지식, 이해 판단력 등이 조

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긴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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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부록4 참

조).

결과적으로 현재 부서에 따른 평가기준이나 평가항목, 평가와 연관된 상벌제도

등이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아 부서의 성과가 병원전체의 목표달성과 연결되지

않거나, 간호사 전체가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QI위원회에서 개발한 평가틀의 경우에도 질 향상과 관계된 측면만 포함되어 수술

간호의 다양한 행위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서 평가 역

시 실적보고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간호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간호업무와 간호부서

의 노력들이 정당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질적인 간호 수행과 평가에 따른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행

하고 있는 간호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부서마다의 특성을 살리면서

도 전체 조직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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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부서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을 위해 노튼과 캐플

런이 개발한 균형성과표 (BS C)에 따라 개념적 준거틀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 성과측정지표를 작성하여 전문가집단과 실무자집단의 타당도 검증 결과를

분석한 후 최종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부서의 성과평가에 균형성과표(BS C)를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간호부의 승인을 거쳐 S병원 수술실 간호과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Lein o와 Vu oreh eim o (1993)는 수술 간호를 높은 수준의 무균법,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대한 관심, 충분한 마취, 동통 조절, 저 체온증이나 신경손상의 예

방, 정서적지지, 환자의 개별적 요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의

제공이라고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병동에서의 간호행위가 관찰, 투약, 영양, 의사

소통, 배설, 개인위생 등 (정현숙 등, 1980; 조복희, 1985; 김란희, 1986; 이 경, 1993;

김소인, 박효미, 1998)으로 분류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수술실 간호업무가 병실

의 업무와는 그 특성이 매우 다르다는 의미하며, 수술실 간호과가 하나의 단위이

면서 가장 많은 간호사가 근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연구의 대상인 S병원 수술실은 총 8개 진료과의 수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간호

과장 1인, 수간호사 4인, 간호사 66인, 보조원 10인, 보조수 10인 총 91명의 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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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고 있다. 전체 21개 수술실, 2개의 준비실, 2개의 물품보관 창고, 1개의 회복

실, 1개의 마취준비실, 1개의 package room을 관리하고 있으며 8개의 외과, 마취

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각 병동, 중앙공급실, 적

정진료관리실, 원무과, 약제부, 물품관리과, 관재과, 시설과, 전산개발과, 의료장비

과 등 총 18개 부서와 업무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 평균 수술건수는 약 80

건으로 1건 당 평균 3시간이 소요되며 낮 근무시간에는 각 수술실마다 1명의 소

독간호사와 1명의 순환간호사가, 저녁근무시간에는 14명, On - call 2명의 간호사가

배치된다.

3. 연구 진행 과정

(1) 1단 계 : 개념적 준거틀 형 성

문헌고찰과 기존의 균형성과표 (BS C) 구축사례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예

비 균형성과표 (BS C) 구축을 위한 준거틀을 설정하였다.

(2) 2단 계 : 예비 균형성과 표 (BSC) 구축

예비지표개발은 형성된 개념적 준거틀의 단계에 따라 연구자 본인을 포함하여

수술실 간호과장 1인과 수간호사 4인, 총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문헌고찰과 미국 수술실 간호사회의 철학 및 목표 등을 자료를 토대

로 균형성과표(BS C) 구축의 제1단계인 수술실 간호에 대한 정의, 전개방향 및 역

할을 묘사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수술실 내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위에 제시된

자료와 균형성과표(BS C) 지표사례를 참고로 하여 1차 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2단계인 수술실 간호부서의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비전을 토대로

하여 전략적 목표 및 측정지표를 일차로 도출하였다. 일차로 도출된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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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측정지표를 기존의 선행연구와의 비교 분석 및 수술실 업무영역 대한 문헌고

찰 결과를 참고로 수정하였으며, 6월에 가진 2차 위원회 회의에서 수술실의 업무

특성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2차에 걸쳐 수정, 보완된 전략

적 목표 및 측정지표들의 인과관계 및 선행지표 (성과동인)와 후행지표 (결과물)를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함으로서 예비 균형성과표

(BS C)를 완성하였다.

(3) 3-1단 계 : 전문가집단 타 당도 검증

예비성과평가지표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였다. 전문가 집

단은 간호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간호대학 교수 1명, 수술실 간호과장

1명, 성과지표개발 경험이 있는 병원행정부서 직원 1명, 수술실 수간호사 4명의 총

7명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성과평가지표의 전략적 목표와 측정지표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각각 「전혀 적절하지 않다」를 1점, 「적절하지 않다」를 2점, 「적절하

다」를 3점, 「매우 적절하다」를 4점으로 하여 문항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였고,

1- 2점과 3- 4점 두 가지로 구분하여 3- 4점을 준 전문가의 비율을 계산하여 각 문

항별 CVI(In dex of Cont ent V alidation )를 산출한 후 80%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은옥 등, 1998). 전문가 집단이 7인일 경우

86%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전문가 개인의 견해와 이해정도에 따라 지표

에 대한 의견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합의점을 80%로 정하였다 (부록7

참조).

(4) 3-2단 계 : 실무자집단 타 당도 검증

일반간호사와 간호관리자 사이의 성과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난 Cronin과 Becherer (1999)의 연구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평가방법과 간

호사들이 원하는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노정자(1991)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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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일반간호사와 간호관리자 사이의 견해 차이를 좁힘으로서 일반간호사와

간호관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무자집단 타당도 검증을 실시

하였다. 예비 균형성과표 (BS C)의 실무자집단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3년 이상 경

력의 수술실 간호사 20명을 대상으로 각 항목마다 4점 척도로 점수를 산정 하여

3- 4점을 준 전문가의 비율을 계산하여 CVI를 산출하여 70%이상의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에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은옥 등, 1998). 이 경우 20명의 성과에

대한 견해와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경우보다 합의를 이루기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을 70%로 선정하였다 (부록7 참조).

(5) 4단 계 : 최종 균형성과 표 (BSC) 완성

전문가집단 타당도 결과와 실무자집단 타당도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통

적으로 CVI가 높게 산출된 항목을 선정하였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다음 < 그림

2>와 같이 최종 수술실 간호부서의 균형성과표 (BS C)를 완성하였다.

최종 균형성과표(BS C) 완성

개념적 준거틀 형성

예비 균형성과표(BS C) 구축

전문가집단 타당도 검증 실무자집단 타당도 검증

그림 2. 본 연구의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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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 결과

1. 개념적 준거틀 형성

균형성과표의 구축단계에 대한 문헌을 고찰한 결과 공통적으로 기업 비전을 수

립하고,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측정지표를 개발한 후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단계

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균형성과표(BS C)의 적용 단위나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생

략되거나 추가된 단계들이 있었다. 또한, 연구에 따라서는 개발된 균형성과표

(BS C)를 실제 운영한 사례도 있었으나 초기단계로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나 보완

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lv e 등 (2000)은 균형성과표 (BS C)의 구축단계를 1단계 산업에 대한 정의, 그리

고 그 전개방향 및 기업의 역할묘사, 2단계 기업 비전의 수립/ 확인, 3단계 시각의

확립, 4단계 각 시각에 따라 비전의 세분 및 전반적 전략적 목표의 수립, 5단계 핵

심 성공요소의 파악, 6단계 측정지표의 개발/ 인과관계 파악 및 균형확립, 7단계 최

상위 수준의 성과측정표 완성, 8단계 성과측정표 및 측정지표의 조직단위별 세분,

9단계 목표의 수립, 10단계 행동계획의 개발, 11단계 성과측정표의 실행의 총 11단

계로 구분하였다.

김희경과 성은숙(2001)은 균형성과표(BS C) 구축의 단계를 크게 4단계로 구분

하였는데, 0단계인 균형성과표 (BS C) 계획단계는 선행분석, 프로젝트 계획 수립,

변화관리 방안 수립 단계로, 1단계인 전략수립 단계는 비전수립과 전략수립 단계

로 세분하였다. 2단계인 균형성과표(BS C) 개발단계는 관점설정, 핵심성공요인도

출, 핵심성과지표개발, 인과관계 구현,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단

계로, 마지막 3단계인 균형성과표 (BS C) 운영단계에는 운영계획 수립, 마스터플랜

수립이 포함된 총 4단계로 구성하였다.

위의 두 문헌과 실제 균형성과표 (BS C) 구축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3>에서와 같이 공통적으로 산업에 대한 정의, 전개방향 및 역할묘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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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수립/ 확인, 전략적 목표수립, 측정지표개발 및 인과관계 파악 단계가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산업에 대한 정의, 전개방향 및 역할묘사는 문헌

에 따라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기술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구성내용은 위의 세 가

지 부분을 포함하고있기 때문에 Olv e 등(2000)이 제시한 용어로 기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lv e 등 (2000)이 제시한 구축단계를 기초로 하여 다른 문

헌고찰 결과 공통으로 포함된 단계에 따라 개념적 기틀을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

의 대상인 수술실 간호과의 경우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비전이 없어 연구 과정을

통해 새롭게 비전을 설정해야 했기 때문에 2단계를 확인 부분을 제외한 비전의

수립 단계로 수정하였다. 또한, 간호에 처음으로 균형성과표 (BS C)를 적용하는 것

이기 때문에 기존에 노튼과 캐플런이 제시한 4가지 시각에 준거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측정지표개발 및 인과관계 파악은 본 연구에 있어 가장 핵

심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각각 다른 단계로 분리하였다.

표 3. 연구자에 따른 균형성과표 (BS C) 구축단계

구축단계
Olv e등

(2000)

김희경 ,
성은숙

(2001)

In am -
d ar등
(2000 )

Jon es ,
F ilip

(2000)

Cur t -
r ig ht등
(1999 )

Rim ar &
Gar st k a
(1999)

W ach
- el등

(1999)

Ch ow
등

(1998 )

M acdo
- n ald
(1998 )

Sah ney
(1998 )

W olfer -
s teig외

(1998 )

1. 산업에 대한 정의 ,

전개방향 및 역할묘사.

2. 기업 비전 수립/ 확인

3. 시각의 확립

4. 전략적 목표수립

5. 핵심성공요소 파악

6. 측정지표개발 및

인과관계 파악

7. 성과측정표 완성

8. 조직단위별 세분

9. 목표 (target )의 수립

10. 행동계획의 개발

11. 성과측정표의 실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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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개념적 준거틀을 1단계 수술간호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전

개방향 및 역할묘사, 2단계 기업 비전의 수립, 3단계 전략적 목표수립, 4단계 측정

지표개발, 5단계 인과관계 파악, 6단계 성과측정표 완성으로 설정하였다.

1단계

수술간호에 대한 정의 ,

전개방향 및 역할묘사

2단계

비전의 수립

3단계

전략적 목표수립

5단계

인과관계 설정

6단계

예비 균형성과표 완성

4단계

측정지표개발

그림 3. 본 연구의 개념적 준거틀

－27－



2. 예비 균형성과표 (BSC) 구축

(1) 1단 계 : 수술간호에 대 한 정의 , 그리고 그 전 개방향 및 역할묘사

이 단계는 소속 산업의 특징과 필요요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현재의 위치

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Olv e 등, 2000). 본 연구에서는 이 단계에 수술간호에 대한

정의와 미래의 수술간호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술하고, 수

술간호 업무영역 및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A . 수 술간호에 대한 정의 및 전 개방향

간호행위란 간호대상자의 치유, 안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들에게 제공하는

활동들의 집합으로, 그 중 수술간호는 수술이나 다른 침습적 절차로 인하여 방어

적인 반사작용과 자가간호능력이 잠재적으로 사라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P onder , 1994). 이 중 수술간호는 환자의 기본적인 수명연장 욕구를 최고의 우

선 순위로 하고 내외과적인 간호원리에 바탕을 둔 환경에서의 간호수행이며, 수술

전에서부터 수술 중, 수술 후까지의 환자의 외과적 경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간

호수행이다. 또한, 간호과정을 통하여 계획된 간호를 수행함으로서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연속적인 간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수술실 간호사는 전문적인 지식

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교육을 잘 받아야 하며, 수술과정 동안을 일차적

으로 중요시하면서 수술전 사정과 수술 후 평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수술환자

에게 직접적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서영경, 1993)고 하였다.

미래의 수술간호의 전개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술간호 실무

의 철학과 목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미국 수술실 간호사회 (A ORN )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술 간호 실무는 간호중재에 따른 환자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이끄는 것이

다. 수술실 간호사는 환자의 인간적 반응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 사회 문화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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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역에 관여하고 환자개인의 욕구가 간호과정을 통해 달성되도록 구성된 간호

를 제공한다. 수술간호는 전문직 실무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수용되는 기술, 경제,

그리고 문화의 빠른 변화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술간호 실무는 직접적인 간호제공, 환자 교육, 다양한 상황에서의

수술간호에 대한 지식의 생산을 포함한다. 수술실 간호사는 또한 다른 건강관련

전문가와 협력하면서 일하며, 수술이나 다른 침습적 처치를 받는 환자에 대한 책

임과 의무를 지닌다. 수술 간호의 목표는 수술 전과 같거나 더 나은 수준의 안녕

을 달성하도록 환자, 그의 가족 등을 지지하는 것이다.』

김소선 (1994)은 현재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복합적인 병인과 만

성화되고 있는 질병은 대상자의 요구를 다양하게 하고 고가의 첨단 의료 기기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 의료분야는 각기 자신들의 영

역을 구축하면서 급속도로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의 전문화는 간

호의 전 분야 중 한 분야를 택하여 깊은 지식과 능력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병원 간호부서 중 최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외과간호의 핵심을 이

루는 수술 간호의 전문화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질적 간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수술 간호는 수술 전, 후의 모든 과정에 전인적 간호를

제공하며, 환자와 그 가족을 옹호하고 전문성을 증진시킴으로서 단순한 기술적 간

호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수술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B . 수술 간호에 대한 역할묘 사

미국 수술실 간호사회 (A ORN )에서는 수술간호 실무영역을 동료 교육과 환자/

가족 교육, 지지와 확신, 옹호, 환경 통제, 자원의 효율적인 준비, 무균의 유지, 생

리적, 심리적 상태 관찰, 환자의 욕구 집합체의 관리, 보조인력의 감독, 현재와 미

래의 실무에 대한 탐색과 확인, 상황을 넘어서는 다학제 사이의 간호 통합과 조정,

협력과 자문으로 분류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더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술실 간호업무의 분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서문자 (1976)는 준비간호업

무, 수술과정 보조업무, 가사정돈 업무, 사무적 업무, 기타로 분류하였고, 전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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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은 준비업무, 보조업무, 정돈업무, 사무업무, 기타업무로 구분하여 1970년대

와 1980년대 초반의 연구에서는 수술간호의 수행에 초점이 모아졌음을 알 수 있

다. 1980년대 후반의 연구에서는 수술간호 수행에 사정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 포

함되어 졌는데, 윤계숙(1987)은 사정 및 평가업무, 기능적 업무, 감독 및 감시업무,

환자 준비업무, 기타업무로 구분하였고, 3차 의료기관의 수술간호행위를 규명한 윤

선옥(1999)의 연구에서는 사정 및 평가업무, 기술적 업무, 감독 및 감시업무, 환자

준비업무, 정돈 및 관리업무, 기타업무의 총 6개의 업무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외국의 문헌을 살펴보면, 1980년대 연구인 H an son과 N elson (1985)의 연구에서

는 기술적인 업무가 55% , 환자준비업무가 25% , 사정과 평가업무가 14.3% , 기타

감독 및 감시업무가 4.3%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고, Kleinbeck (2000)은 다른 연구

와는 달리 수술간호 업무영역을 수술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행동반응, 수술동안

환자의 안전, 수술에 대한 심리적 반응, 수술 간호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건강관리

체계의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가장 최근 연구인 김경화 (2000)의 연구에서는 ANA의 간호표준의 영역분류에

따라 수술실 간호영역을 수술간호 실무와 관리관련 업무의 두 영역으로 나누고,

수술간호 실무영역은 간호사정, 간호계획, 간호수행, 평가로, 관리관련 영역은 간호

의 질 향상, 교육, 단결, 윤리, 협동, 연구, 자원활용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수술실

일반간호사 102명을 대상으로 한 수행정도 분석 결과 실무영역 문항평균이 3.13점

인 반면 관리영역은 2.27점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전체 조직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서는 실무영역뿐만 아니라 관리영역에 대한 관심과 수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고 하겠다.

이러한 수술실 간호업무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술간호 업무영

역은 크게 간호사정, 간호수행, 평가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

구에서 제외된 간호계획 영역은 수술스케줄 관리 및 수술에 필요한 물품 및 혈액

등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수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영역이

다. 또한, 관리관련업무의 하나인 수술간호의 질 향상 영역은 최근 의료계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병원의 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로 되는 활동으로 현재 많은

병원에서 QI실을 별도의 조직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무의식 상태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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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받게 되는 환자의 수술과정 동안의 옹호와 프라이버시 유지, 철저한 무균법

수행 등은 수술실 간호사가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윤리로서 이에 대한 강화를 위

해서는 수술간호업무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하겠다.

표 4. 수술간호 업무영역의 분석

영

역

세부

영역
진 술

김경화

(2000)

K lein

- beck
(2000)

윤선옥

(1999)

A ORN

(1994)

윤계숙

(1987)

H&N

(1985)

전혜련

(1983)

서문자

(1976)

수

술

간

호

실

무

사정

환자의 생리적 건강상태 사정

환자의 심리적 상태 사정

수술준비상태 사정

∨

∨

∨

∨

∨

∨

∨

∨

∨

∨

∨

∨

∨

∨

∨

계획 간호계획 ∨

수행

처방된 계획에 따라 환자이송

멸균범위 생성, 유지

수술에 따른 장비, 기구, 물품 제공

스펀지, 바늘, 수술기수 계수

처방된 약품과 수액의 투약 및 수혈

수술중 환자 생리적 모니터링

환경 모니터 통제

환자의 요구에 따른 간호제공

정돈 및 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책임감을 나타내는 간호활동 수행 ∨ ∨ ∨ ∨

관

리

관

련

업

무

질

향상
∨

교육 ∨ ∨

단결 ∨ ∨

윤리 ∨

협동 ∨ ∨

연구 ∨ ∨

자원

활용

인적자원 활용

물적 자원 활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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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ANA의 간호표준을 근거로 한 김경화 (2000)의 영역분류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A ORN의 수술간호영역을 분석하여 수술간호 업무영역을 사

정, 계획, 수행, 평가로 구분하였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간호의

질 향상, 교육, 단결, 윤리, 협동, 연구, 자원활용 영역을 포함하여 수술실 간호부서

의 전략적 목표와 측정지표 개발 시에 다양한 업무영역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수술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수술간호행

위에 추가되어야 할 수술간호 행위와 그 수행이 격려되어야 할 행위들이 분석되

어져야 한다. 수술간호행위를 분석한 윤선옥 (1999)의 연구에서는 수술간호업무를

사정 및 평가업무 영역에 8개, 기술적 업무영역에 15개, 감독 및 감시업무영역에 4

개, 환자 준비업무영역에 7개, 정돈 및 관리업무영역에 4개, 기타업무영역에 5개

의 총 6개의 수술간호업무영역과 43개 행위로 분류하였고, 김경화 (2000)는 수술간

호실무에는 간호사정에 11개, 간호계획에 5개, 간호수행에는 51개, 평가에 3개 항

목을, 관리관련 업무에는 간호의 질 향상에 3개, 교육에 12개, 단결에 14개, 윤리에

1개, 협동에 14개, 연구에 2개, 자원활용에 15개로 총132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대상병원 수술실 간호과의 직무기술서 및 업무지침에서는 소독간호사의

업무 19개, 순환간호사의 업무 22개로 구분하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독간

호사의 주요 업무는 수술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 준비, 수술 방 청소, 장비의 이

상유무 점검 및 비품, 준비물품 확인, 환자의 안전과 불안감소를 위한 간호, ch art

기록, 소독물품 정리, 수술준비 (상차리기), 손 소독, 거즈, 바늘 등 계수, 검사물 인

계, 처방입력 등이며 순환간호사의 업무는 수술 보조, 장비관리, 소독간호사의 업

무능력 파악 및 교육, chart 확인 및 수술에 필요한 기구, 소모품 준비, 수술상황

입력, 소독물품 정리, 소독간호사 교대, 준비실 정리, 검사물 인계 확인, 거즈, 바늘

등 계수, 처방입력 및 전송 등이었다.

위의 수술간호 행위를 비교, 분석하여 사정, 계획, 수행, 평가영역에서는 공통적

으로 나타난 행위들을, 질 향상, 교육, 단결, 윤리, 협동, 연구, 자원활용영역에서는

김경화 (2000)의 연구를 중심으로 종합한 결과 <표 5> 과 같은 행위들로 정리되었

고 정리된 수술간호행위들은 측정지표 개발 시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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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업무영역에 따른 수술간호행위

업무영역 수술간호행위

간호사정

·수술 전 환자방문

·수술 전 , 후 환자의 생리적 , 심리적 상태의 사정

·수술 전 환자 확인 및 수술준비상태 확인

간호계획
·수술스케줄 확인

·수술에 필요한 기구 , 장비 , 물품 , 혈액 등의 확인과 준비

간호수행

·환자간호

- 환자 체위 , 안전 , 손상예방을 위한 간호제공

- 산소 , 배설 , 체온유지 , 위생 등의 간호제공

·기술적 업무

- 환자 피부 및 수술준비

- 수술 기구 , 장비 , 수술상 준비 및 멸균범위 생성과 유지

- 수술 기계 , 기구 전달 및 계수

- 수술 기계 세척 , 포장 , 소독 업무

- 수술 중 물품 공급 및 수술 진행 보조

·통제업무

- 수술실 정리정돈 및 청소

- 환경 유지 및 관리

평가
·간호기록 작성 및 수술관련 정보 입력

·수술 중 오류나 문제에 대한 기록 , 보고

질 향상
·QI 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 및 결과의 적용

·수술 관련 통계자료를 업무에 반영한다 .

교육

·병원 내 , 외부의 간호사 대상 교육에 참여

·수술실 내 집담회 참여

·전문간호과정 , 프리셉터 과정 , 학위과정 등의 교육과정에 참여

단결

·학생과 신입간호사의 프리셉터 역할 수행

·새로운 정책 , 표준의 시행 촉진

·조직분위기 활성화와 정보 공유

윤리 ·환자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 및 옹호자 역할 수행

협동

·환자의 상태 및 수술진행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

·수술진행에 따라 수술팀 , 환자 , 보호자 등과 의사소통

·직원간의 갈등을 원만히 조정

·필요시 관련 부서와의 회의에 참여

연구
·연구팀의 일원으로 참여

·연구결과의 실무 적용

자원활용

·장비 및 비품의 효율적인 관리

·비품 , 수술기계 , 장비의 파손 및 분실 확인 , 보고

·멸균품 , 진료재료 , 소모품 소독 , 유지 및 관리

·필요에 따라 간호사와 보조인력 배치와 업무분담을 조정 ,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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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 계 : 비전의 수립

수술실 간호부서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술실 간호과장 1인, 수간호사 4

인, 연구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임을 갖기 1주일 전 균형성과표 (BS C)

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적용사례에 관한 자료를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하

였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2년 전에 연구대상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성과평가에 관

한 프로젝트 진행 시 받았던 교육을 통해 전반적인 균형성과표 (BS C)에 대하여 알

고 있었으며, 앞으로 간호부서의 균형성과표 (BS C)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

한 관심과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수술실 내에 위치한 간호과장실에서 가진 1차 모임에는 수간호사 4명이 참석하

였으며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

에 대하여 설명하고 균형성과표 (BS C)에 관한 대략적인 개관에 대하여 설명한데

이어서 수술실 간호부서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하여 앞으로 수술실 간호부서가 변

화되고 달성해야 할 미래의 모습에 대하여 구성원들과 토의하였다.

다른 병원, 기관, 단위 부서의 균형성과표(BS C) 개발 사례에 대한 문헌고찰 결

과를 살펴보고, A ORN에서 제시한 수술간호의 철학과 목표 및 1단계에서 분석한

수술간호 영역과 행위,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1차 토의에서 구성원들은 미래의 의료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각각의 수술

에 따라 간호사의 전문성을 개발함으로써 질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수술실의 업무 특성 상 대상자인 환자도 중요한 고객이지만 수술을 집도하

는 의사와 검사실, 의료장비과, 물품공급부서, 중앙소독실, 각 외과계 병동 등 수술

진행과정에 관여하는 18개의 유관 부서들도 중요한 고객이라는 인식 하에 타부서

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신뢰를 달성함으로서 질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

하고 효율적인 수술실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수술실의 업무특성이 반영된 좀 더 구체적인 비전 설정을 위한 2차 모임에도

역시 수간호사 4명이 참석하였다. 1차 모임에서 논의된 수술간호의 철학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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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병실간호와는 다른 수술간호의 특성을 바탕으로

비전 구성을 위한 범주를 환자, 간호업무, 간호사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환자는 모든 간호의 중심으로, 수술간호는 수술 전, 중, 후의 모든 기간에

걸쳐 환자의 생리, 심리적인 상태를 사정하고 수술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환자를 옹호하며 프라이버시와 안위를 유지하고 합병증 예방을 최소화하는데 목

적이 있다.

둘째, 간호업무는 철저한 무균법을 수행하여 멸균상태를 유지하고, 수술에 필요

한 천 여종에 이르는 기구와 장비 및 진료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비용

을 절감하고 수술실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간호사는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하며 구성원간에 서

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18개에 이르는 유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술이 원

만하게 진행되도록 함으로서 수술실 회전율을 증가시키고 나아가서 환자의 회복

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논의된 세 가지 범주와 1단계 수술간호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전개방

향 및 역할묘사에 대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대상병원 수술실 간호과의 비전

을 < 표 6> 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이를 간호과장이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다.

표 6. 연구대상병원 수술실 간호부서의 비전

환자와 그 가족을 정서적으로 지지함으로서 수술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

환자를 옹호하며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

철저한 무균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술환경을 조성하며 , 질적인 간

호서비스 제공 및 수술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계속하고 구성원간에 서로 존중하

며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부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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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 계 : 전략적 목표수 립

연구대상병원 수술실 간호부서의 전략적 목표 수립을 위하여 수술실 간호업무

영역과 문헌고찰 및 사례분석, 이희원(1999)이 개발한 S병원 성과평가지표, 2년 전

연구대상병원에서 균형성과표(BS C)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수술실 간호 부

서에서 작성한 성과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부록5 참조) 등을 참고로 2단계에

서 수립된 수술실 간호부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였다.

위원회에서는 먼저 1단계 수술간호업무에 대한 역할묘사 시 선정된 간호사정,

간호계획, 간호수행, 평가, 질 향상, 교육, 단결, 윤리, 협력, 연구, 자원활용의 11개

영역이 각 영역에 따른 수술간호행위를 바탕으로 4가지 시각 중 어느 시각에 포

함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간호사정, 간호계획, 간호수행, 평가 영역은 간호업무의 프로세스부분으로서 올

바른 형태의 고객가치를 창출하면서 병원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시각인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각에 포함되어 질 수 있다. 질 향상의 궁

극적인 목표가 QI와 관련된 문제를 찾고 활동에 참여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러 가

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감시, 감독하는 과정으로서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각

에 해당될 수 있으며, 윤리영역 역시 환자를 옹호하고 존중하며 프라이버시를 유

지함으로서 고객의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고객시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를 고려하는 학습과 성장 시각에는 교육과 연구, 단결영역이 해당

되며,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진, 유관 부서들과의 의사소통, 회의참여, 갈등

조정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 협동은 유관 부서를 내부고객으로 정의하였을 때 고

객시각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 자원활용은 결과적으로 비용절감의 효과

를 기대한 행위이므로 재무적 시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시각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다음과 같

이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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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시각에서는 수술간호영역 중 자원활용 영역의 간호행위들을 통해 수술원

가를 절감하고, 처방의 누락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서 수익을 증가시키며, 간호인

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감소시키고자 전략

적 목표를 원가절감 , 수익증대 , 비용 효과적인 인력관리 로 설정하였다.

고객 시각에는 시장점유율, 고객확보율, 고객유지율, 고객만족도, 고객수익성이

핵심적 측정지표로 제시되고 있는데, 시장점유율이나 고객확보율 등은 의사의 실

력과 지명도, 병원 전체의 이미지 등 전체 병원차원에서 달성되어야 할 목표이므

로 수술실 간호부서 단독으로 평가 가능한 고객만족도 증가를 중점 목표로 결정

하였다. 또한, 고객의 의미를 세분하여 외부고객인 환자/ 보호자와 내부고객인 유관

부서로 나누었고, 수술간호 업무영역 중 윤리와 협동의 간호행위들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옹호하고 지지함으로서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를 증가시키

고 유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관 부서 만족도 증가를 증가시키고자

환자/ 보호자 만족도 와 유관 부서 만족도 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각에는 혁신, 운영, 판매 후 서비스의 3가지 주요 프

로세스가 포함되는데 이 3가지 프로세스의 주요 측정지표인 시간, 품질, 원가에 준

거하여 문헌고찰 및 현재의 수술실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개선 과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을 목표로 설정하였

다. 철저한 간호사정과 계획 및 업무개선을 통해 간호수행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

임으로서 환자대기 시간을 감소시키고 제공된 수술간호의 질을 유지, 향상시킴으

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체 의료계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내

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각의 목표에 포함시켰다. 또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술

실 운영을 위한 기반이 되는 정보시스템 역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인

식 하에 정보시스템 개발 을 목표로 선정하였다.

학습과 성장시각에는 직원의 역량, 정보시스템 역량, 동기부여와 권한 위임, 그

리고 정렬의 3가지 중요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새로운 장비와 수술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간호사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연구가 매우 중요하며, 신규간호사 훈련에 최소 2년의 기간이 필요로 되므로 경력

간호사의 이직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따라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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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간호 영역의 교육, 연구, 단결의 간호행위를 포함하는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

상 , 연구노력의 확대 , 간호사 만족도 의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수술실 업무분석 결과와 비전 및 전략적 목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 표 7>과 같다. 균형성과표 (BS C)는 현재 업무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에 달성해야 할 업무들을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통하여 평가하고자 하는데

그 적용의 의의가 있으므로 전략적 목표를 현재의 수술간호행위를 반영하면서도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표 7. 수술간호 업무영역과 비전 및 전략적 목표와의 관계

비 전
수술간호

업무영역
전략적 목표

수술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

환자와 그 가족을 정서적으로

지지 , 환자를 옹호 ,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

철저한 무균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술환경을

조성하며 질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계속하고

구성원간에 서로 존중하며

자원활용 재 무 적 시 각

원가절감

수익증대

비용 효과적인 인력관리

윤리

협동

고 객 시 각

환자/ 보호자 만족도 증가

유관 부서 만족도 증가

간호사정

간호계획

간호수행

평가

질 향상

내 부 비 즈 니 스 프 로 세 스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정보 시스템 개발

교육

연구

단결

학 습 과 성 장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연구노력의 확대

간호사 만족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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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 계 : 측정지표 개발

3단계에서 수립된 각각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측정지표는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에 작성된 수술실 간호과의 성과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부록5

참조)와 여러 다양한 의료관련 기관의 측정지표 (부록2 참조) 및 문헌고찰 결과와

<표 5>에서 정리된 수술간호행위 등을 참고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재무적 시각의 전략적 목표인 원가절감의 측정지표는 수술실 간호과에서 제시

한 자료와 수술간호행위를 근거로 선정하였다. 수술실은 가장 많고 다양한 기구,

장비, 물품을 다루는 부서로 물품 하나, 하나의 재고량이 조금만 감소해도 병원 전

체로는 상당한 비용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수술마다 청구되어야 하는 비용

을 처방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처방누락 감소율 을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수술실 회전율 이 증가할수록 병원의

수익이 증가되므로 수익증대의 지표로 선정하였다. 비용 효과적인 인력관리의 측

정지표로서 초과근무 시간의 감소 는 결과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감소를 가

져오기 때문에 재무적 시각에 포함하였다.

고객 시각에서는 수술 전에 환자를 방문하여 교육함으로서 수술에 대한 불안감

을 감소시키고, 수술 후 방문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자 수

술 전 환자교육 건수 와 수술 후 환자방문 건수 를 측정지표로 선정하였다. 수술

후 방문 건수는 병동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Happy Call제도와 같은 개념을 도

입하고자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환자권리장전 이행율 역시 수술환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높이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므로 해서 만족도가 증가되

도록 하기 위한 지표로서 선정하였다.

또한, 불평/ 불만 건수 는 수술실과 관계된 18개 유관 부서의 만족도 증가를 위

해 불평/ 불만 건수를 측정함으로서 불만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원만히 조정하여

해결함으로서 유관 부서와의 관계를 향상시키고자 선정한 측정지표이다.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각에서는 수술간호업무행위의 사정, 계획, 수행, 평

가의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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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지표의 설정이 필요로 된다. 문헌에서 주요 측정지표로 제시되고 있는 시

간, 품질, 원가를 바탕으로 여러 연구에서 측정지표로서 제시되고 있는 환자대기시

간,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는 평가기준의 하나인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 , 안전사고

발생률 을 이 시각의 측정지표로 선정하였으며, 효율성의 측정지표로서 물품, 기구

및 장비 회전율 을, 변화를 위한 노력 측정을 위해 업무개선 건수 를 포함시켰다.

부소독 물품 발생건수 는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품이 많이 발생할수록 재 소독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소독비용 등의 자원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소독물품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 지표

에는 수술 중 부주의로 인하여 멸균상태가 깨어진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수술

중 간호사의 무균법과 관계된 업무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준다. 또

한, 수술실 공기오염 감소율 은 수술실의 환경통제 업무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자가 포함시킨 지표로서 청소상태나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의 간호행위를 평가함과

동시에 수술부위 감염 발생의 원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필요로 되는 측정지표이

다. 정보시스템 개발에서는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지도

록 함으로서 효율성 향상의 바탕이 되므로 업무전산화 비율 을 지표로 선정하였

다.

학습과 성장시각에서는 교육, 연구, 단결의 수술간호행위를 바탕으로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 중 신규간호사 학습목표 달성율 은 수술

실 신규간호사의 훈련기간이 약 2년으로 8개 진료과의 수술명, 해부학적 구조, 수

술원리, 기구, 수술과정, 장비 등을 모두 익혀야 하기 때문에 질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간호사가 얼마나 잘 훈련받아 적응하는

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논의되어 본 시각의 측정지표로 선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4가지 시각의 전략적 목표에 따른 측정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각각

의 측정지표 선정 시 근거로 한 자료는 다음 <표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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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전략적 목표에 따른 측정지표 및 선정근거

전략적 목표 측정지표 선정근거

재

무

원가절감

수익증대

비용 효과적인 인력관리

- 적정 재고량 유지율

- 처방누락 감소율

- 수술실 회전율

- 초과근무시간 감소율

10)

4), 10)

1), 3), 4), 6), 7)

2), 3), 4)

고

객

환자/ 보호자 만족도 증가

유관 부서 만족도 증가

- 환자/ 보호자 만족도

- 수술 전 환자 교육 건수

- 수술 후 환자방문 건수

- 환자권리장전 이행율

- 유관 부서 만족도

- 불평/ 불만 건수

4), 5), 6), 7), 8)

8)

연구자

연구자

5)

1), 2), 3), 5)

내

부

비

즈

니

스

프

로

세

스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 개발

- 물품 , 기구 및 장비 활용율

- 환자 대기시간 감소율

- 업무개선 제안 건수

- 부소독 물품 발생률

- 수술기구 분실건수

- 수술환자 안전사고 발생률

-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

- 수술간호업무 표준화 비율

- 수술실 공기오염 감소율

- 업무 전산화 비율

8), 10)

1), 5)

1), 5), 7), 9), 10)

연구자

10)

2), 4), 10)

2), 4), 7)

2)

연구자

2)

학

습

과

성

장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연구노력의 확대

간호사 만족도 증가

-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 부서 내 교육 건수

- 신규간호사 학습목표 달성율

- 학술활동 증가율

- 간호사 만족도

- 경력간호사 이직율

1), 2), 4), 6), 8)

4), 10)

4), 10)

2), 4), 8), 10)

1), 3), 5), 10)

10)

1) Chow등 (1998). Journal of Healthcare Management , 43(3), 263- 280.

2) W olfersteig등 (1998).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in Health Care, 10(4):351- 354.

3) Curtright등 (1999). Journal of Healthcare Management, 45(1), 58- 68.

4) Rimer등 (1999). Academic Medicine, 74(2), 114- 122.

5) Santiag o(1999). Psychiatric Services, 50(12), 1571- 1576.

6) W achtel등 (1999). Burns, 25(5), 431- 437.

7) Inamdar등 (2000). Quality Management in Health Care, 8(4), 21- 39.

8) Jones&Filip (2000). Quality Management in Health Care, 8(4), 40- 51.

9) 이희원 (1999). S병원 성과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S병원 간호부 수술실 간호과 (1999). Y의료원 수술실 간호과의 성과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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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단 계 : 인과관계 설정

훌륭하게 구축된 균형성과표 (BS C)의 측정지표들은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서로

를 강화시키는 일단의 연관된 목표와 측정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략은 원인

과 결과에 대한 일단의 가설이다. 측정 시스템은 다양한 시각에서 목표들과 측정

지표들 간의 관계 (가설)들을 명확히 함으로서 잘 관리되고 정당화될 수 있도록 해

야한다. 이 중 결과물 측정지표와 성과동인의 인과관계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불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다소 증명이 가능한 관계이고 나

머지 하나는 조직체의 기대사항들에 대한 표현이다. 이러한 기대사항들은 열거할

수는 있지만 연구를 통해 확답을 얻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측정지표들 사이의 관

계나 균형에 대하여 토론할 때에는 연구 조사 이외에 특정한 결론 도출이 가능한

연구조사와 경험을 함께 활용해야 하며 언제나 선택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는 사

실을 명심해야 한다 (Olv e 등, 2000).

앞의 4단계를 통해 개발된 전략적 목표와 측정지표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일부

는 연구를 통해 다소 증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과관계 또한 가지고 있으

며 이러한 관계는 기대되는 사항들의 표현이다. 연구를 통해 다소 증명 가능한 인

과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간호 사 만 족 도 증 가 ⇒ 이 직 율 감 소 : 간호사의 만족도와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

희, 1996). 또한, 그룹의 결속력은 직무만족도 및 재직의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금, 1996). 따라서, 간호업무의 단결영역을 향상시킴으

로서 직무만족도가 증가되면 이직의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간호사의 만족

도가 증가하면 경력간호사의 이직율이 감소할 것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② 교 육 을 통한 전 문 성 향 상 ⇔ 간 호 사 만 족 도 증 가 : 간호사의 성취동기와

실무교육 수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취동기 수준과 실무교육 수용정도에 긍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선희, 1989) 하루미(1992)의 연구에

서는 직무만족의 요인으로 인간관계, 자율성, 직업적 긍지 등이 나타났으며 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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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문보수교육의 확충을 한 예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동기를 유발시켜 실무교육에 대한 수용을 증가시킴으로서 직업적인 긍

지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직무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③ 교 육 을 통한 전 문 성 향 상 ⇒ 양 질 의 간호 서 비 스 제 공 : 학습과 성장시각

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의 목표와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목표와의 관계

를 살펴보면 유근화 (1992)와 김성란 (1994)의 연구결과에서 임상간호사의 실무교육

수용정도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성 향

상을 위한 실무교육에 대한 수용정도를 높임으로서 간호업무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학습과 성장시각의 목표와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각의 목표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④ 업 무 개선 건 수 ⇒ 환 자 1인 당 평 균 대 기시 간 ⇒ 환 자 만 족 도 증가 : 수술

실 간호인력의 간호제공량을 수술대기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한 윤계숙(1987)의 연

구에서 연구자는 수술환자 대기시간이 환자 당 평균 24.1분으로 대체로 너무 길며

간호인력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 수술스케줄에 대한 관리와 간호사의 효율적인 배

치방법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효율적인 인

력과 스케줄의 운영을 통해 환자대기시간이 감소될 수 있으며 환자의 만족도 또

한 증가될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하였다.

⑤ 환 자 만 족 도 증 가 ⇒ 수 익 증 대 : 오정화(1975)는 수술 전 환자교육이 수술

후 발사일까지 기간, 평균입원일, 가스배출시기, 자연배뇨시기, 오심·구토 유발회

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결과로 수술 전 환자교육을 제공함

으로서 환자만족도 역시 증가되고, 환자자의 회복이 빨라져 퇴원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병상회전율이 증가되면 결과적으로 수익증대를 가져온다고 예측되어질 수

있다.

⑥ 양 질 의 간호 서 비 스 제 공 ⇒ 원 가 절 감 : 의료기관들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

상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다. 수준이하의 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병원 전체수익의 약 25%정도에 이르는 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비용의 30% 정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권영대, 1999). 따라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 원가절감을 가져올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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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양 질의 간 호 서 비 스 제 공 ⇒ 환 자 만족 도 증 가 : 이선아(1998)의 연구결과

간호서비스의 질은 환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환자만족이 재 방문 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과 환자만족도 증가 사

이의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겠다.

⑧ 연 구노 력 의 확 대 ⇒ 운 영 효 율 성 향상 을 위 한 업 무개 선 ⇒ 원 가 절감 : 송

규남 등 (1999)의 연구에 따르면 중앙공급실의 QA활동의 일환으로 업무개선에 관

한 설문조사를 통해 소독장갑 작업 외주, 정량 보충식 물품공급, 비슷한 세트의 통

합, 대체 가능한 국산품으로 교체, 피복 및 침구류 교체 등의 개선활동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한 결과 약 12억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활동이 원가절감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인과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과관계의 일부분만이 연구에 의해 지지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6단계에서 보여지는 인과관계의 도해식 모형인 < 그림 4> 에

서는 연구를 통해 다소 증명이 가능한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기대사항으로서의 인

과관계를 임의로 설정하여 도식화하였다.

(6) 6단 계 : 예비 균형성과 표 (BSC) 완성

균형성과표(BS C)에는 목표 리스트, 각 목표에 대한 측정지표의 기술, 측정지표

들이 시각 내의 다른 측정지표들, 그리고 다른 시각의 측정지표나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도해식 모형 등의 결과물들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노튼 앤 캐플

런, 1998). 위의 5단계에 걸쳐 개발한 예비 균형성과표 (BS C)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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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완성된 수술실 간호부서의 예비 균형성과표(BS C)

비 전

환자와 그 가족을 정서적으로 지지함으로서 수술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
환자를 옹호하며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

철저한 무균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술환경을 조성하며 , 질적인 간

호서비스 제공 및 수술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계속하고 , 구성원간에 서로 존중하

며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부서가 된다 .

전략적 목표 성과동인(선행지표) 결과물측정지표 (후행지표)

재 무

원가절감

수익증대

비용 효과적인 인력관리

- 적정 재고량 유지율

- 처방누락 감소율

- 수술실 회전율

- 초과근무시간 감소율

고 객

환자/ 보호자 만족도 증가

유관부서만족도 증가

- 수술 전 환자 교육건수

- 수술 후 환자방문 건수

- 환자권리장전 이행율

- 불평/ 불만 건수

- 환자/ 보호자 만족도

- 유관 부서 만족도

내 부 비 즈 니 스 프 로 세 스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 개발

- 업무개선 건수

- 부소독 물품 발생건수

- 수술기구 분실건수

- 수술간호업무 표준화 비율

- 수술실 공기오염 감소율

- 환자 대기시간 감소율

- 물품, 기구 및 장비 활용율

- 수술환자 안전사고 발생률

-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

- 업무 전산화 비율

학 습 과 성 장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연구노력의 확대

간호사만족도 증가

- 부서 내 교육 건수

-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 학술활동 증가율

- 간호사 만족도

- 신규간호사 학습목표 달성율

- 경력간호사 이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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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객 환 자 / 보 호

자 만 족 도

증 가
유 관 부 서

만 족 도 증 가

적정 재고량

유지율

수술실

회전율

처방누락

감소율
초과근무

시간 감소율

원 가 절 감

수 익 증 대

비 용 효 과 적 인

인 력 관 리

신규간호사

학습목표

달성율

학술활동

증가율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부서 내

교육건수

교 육 을 통 한

전 문 성 향 상

연 구 노 력 의

확 대

경력간호사

이직율

간호사

만족도

간 호 사 만 족 도

증 가

학 습 과

성 장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업무개선

건수

운 영 효 율 성

향 상 을 위 한

업 무 개 선

환자/ 보호자

만족도

수술전 환자

교육제공 건수

수술후 환자

방문 건수

불평/ 불만

건수

유관부서

만족도

정 보 시 스 템

개 발

업무 전산화

비율

환자1인당

평균대기시간

부소독 물품

발생건수

수술기구

분실건수

물품 , 기구 및

장비 활용율

수술실 업무

표준화 비율

수술부위

감염발생율

양 질 의 간 호

서 비 스 제 공

수술실 공기

오염 감소율

수술환자 안전

사고 발생율

①

②

③

④

⑤

④

⑦

⑥
⑧

⑧

재 무

그림 4. 전략적 목표와 측정지표 사이의 인과관계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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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타당도 검증

(1) 전문가집단 타당 도 검증

예비 수술실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7명의 전문가에 의한 타당도 검증 결과 전략

적 목표와 측정지표에 관한 37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 결과 28문항에서 80%이상

의 합의를 얻었으며 평균 85%의 합의를 나타냈고, 인과관계에 관한 43문항 중에

서는 21개 문항에서만 80%이상의 합의를 보였으며 평균은 79%로 나타났다.

전략적 목표에 대한 타당도 결과 환자/ 보호자 만족도 증가 와 양질의 간호서

비스 제공 은 100%의 합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수익증대 와 교육을 통한 전

문성 향상 이 각각 96%의 합의를 나타냈다. 측정지표에 대한 타당도 검증 결과

수술 후 환자방문 건수 가 50%의 가장 낮은 합의율을 나타냈으며, 80%미만의 합

의율을 나타낸 항목은 초과근무시간 감소율 , 불평/ 불만 건수 , 부소독 물품 발생

건수 , 장비 활용율 , 수술실 공기오염 감소율 ,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 , 학술활동

증가율 , 경력간호사 이직율 이었다.

인과관계에 관한 검증에서는 비용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면 수술실 회

전율이 증가할 것이다 가 50%로 가장 낮은 합의율을 나타냈고 경력간호사 이직율

로 간호사의 만족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 부소독 물품 발생이 감소하면 물품, 기

구 및 장비 활용율이 증가할 것이다 는 각각 54%로 나타났다. 인과관계 중 가장

높은 합의율을 보인 항목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환자/ 보호자 만족도를 증

가시킬 것이다 , 처방누락이 감소되면 기관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 원가절감이

증가되면 기관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로 각각 100%의 합의율을 나타냈다.

이 외에 경력간호사 이직율 측정지표는 간호사 만족도와는 무관하게 다른 제

반 사항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직 충당비용과 관련하여 재무시각에

포함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교육 건수 나 방문 건수 는

건수보다는 이행여부 로, 그리고 업무개선 건수 는 업무개선 노력 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학술활동 증가율 에서 학술활동을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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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부서

내 교육 건수 와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이 증가한다고 실제로 전문성이 향상되었

다고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목표의 측정지표 중 환자 대기시

간 감소 는 고객 시각의 환자/ 보호자 만족도 증가 목표의 측정지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과 신규간호사 뿐만 아니라 경력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학습목표 달성

에 대한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 있었으며, 수술진행상황 안내

에 대한 만족도 , 시차제 근무의 효율적인 관리 , 수술재료 절약 , 정보시스템 개

선 건수 , 장비수리 건수 감소율 등이 추가할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전사

고 이외에 의료사고 에 관한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 실무자집단 타당 도 검증

실무자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선정한 경력 간호사 20인의 연령은 25∼48세로 평

균 31.5세였다. 경력은 최소 3년 3개월부터 최대 27년으로 평균 9년 7개월이었고

수술실 근무경력은 평균 9년 3개월이었으며 학력은 전문대졸이 35% , 대졸이 55%

로 구성되었다.

예비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실무자집단 타당도 검증 결과 전략적 목표 및 측정

지표에 관한 전체 37문항 중 36개 문항에서 70%이상의 합의를 이루었으며 부소

독 물품 발생건수 만이 69%의 합의를 나타냈다. 인과관계에 관한 43문항 중에서는

26문항에서만 70%이상의 합의를 나타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전략적 목표에 대한 타당도는 평균 83%의 합의를 나타났는데 고객시각의 환

자/ 보호자 만족도 증가 가 91%로 가장 높은 합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학습과

성장시각의 간호사 만족도 증가 에서 90%의 합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원가절감

은 74%로 70%이상의 합의를 얻기는 하였으나 제시된 목표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합의율을 나타냈다. 목표에 따른 측정지표에 대한 타당도 검증결과는 평균 7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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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나타냈으며 물품, 기구 및 장비 활용율 과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 이 88%

로 가장 높은 합의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수술환자 안전사고 발생률 이 86%의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수술 후 환자방문 건수 , 불평/ 불만 건수 , 학술활동 증

가율 은 71%의 낮은 합의율을 보였다.

전략적 목표와 측정지표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타당도 조사결과는 평균 61%

의 합의율을 나타냈다. 이 중 가장 높은 합의율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환자

/ 보호자 만족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수익증

대를 가져올 것이다 에서 각각 89%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합의율은 60%로 경

력간호사 이직율로 간호사의 만족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와 연구노력이 확대되면

간호사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의 항목이었다.

(3) 전문가집단과 실 무자집단의 타당 도 비교

A . 전 략적 목표와 측정지 표에 대한 분석

전문가집단과 실무자집단의 타당도를 비교한 결과 전략적 목표와 측정지표의

37문항 중에서 두 타당도 모두 기준 합의율을 넘지 못한 항목은 부소독 물품 발

생건수 한 항목이었고, 8개 항목은 전문가 타당도 또는 실무자 타당도에서 기준

합의율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문가집단과 실무자집단의 타당도 차이는 평균 9.7%로 나타났으며, 전략

적 목표는 전문가와 실무자 타당도 모두 기준 합의율을 넘었으나, 원가절감 , 수

익증대 ,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에서 전문가와 실무자 타당도 사이에 15%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지표에서는 처방누락 감소율 , 초과근무

시간 감소율 , 수술 후 환자방문 건수 , 환자/ 보호자 만족도 , 수술간호업무 표준

화 비율 ,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 의 타당도가 15%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이 중 수

술 후 환자방문 건수 는 21%의 합의율 차이를 보여 전문가와 실무자 사이에 가장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차이가 적게 나타난 항목은 간호사 만

족도 증가 와 환자 권리장전 이행율 로 1%의 차이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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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전략적 목표 및 측정지표에 대한 타당도 결과 비교

목 표
타당도

(전문가/ 실무자 )
측정지표

타당도 (% )

(전문가/ 실무자 )

원가절감 89 / 74 적정 재고량 유지율 86 / 7 9

수익증대 96 / 80
처방누락 감소율 96 / 8 1

수술실 회전율 89 / 7 6

비용 효과적인

인력관리
89 / 8 2 초과근무시간 감소율 64 / 81

환자만족도 증가 10 0 / 9 1

수술 전 환자 교육건수 86 / 7 5

수술 후 환자 방문건수 50 / 71

환자권리장전 이행율 8 2 / 8 1

환자만족도 96 / 8 1

유관 부서

만족도 증가
89 / 8 1

불평/ 불만 건수 75 / 71

유관 부서 만족도 83 / 7 4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9 2 / 89

업무개선 건수 89 / 8 0

부소독 물품 발생건수 75 / 69

수술기구 분실건수 8 2 / 7 3

환자 대기시간 감소율 83 / 7 9

물품 , 기구 및 장비 회전율 71 / 88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10 0 / 8 3

수술간호업무 표준화비율 93 / 7 8

수술실 공기오염 감소율 71 / 76

수술환자 안전사고 발생률 10 0 / 8 6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 71 / 88

정보시스템 개발 83 / 80 업무 전산화 비율 86 / 7 6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96 / 86

부서 내 교육 건수 89 / 7 6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93 / 7 9

신규간호사 학습목표달성율 89 / 8 4

연구노력의 확대 89 / 77 학술활동 증가율 79 / 71

간호사 만족도

증가
89 / 90

간호사 만족도 89 / 8 4

경력간호사 이직율 64 / 74

※ 타당도 : 전체 전문가 또는 실무자 중 항목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

※ 굵은 글씨는 전문가와 실무자 타당도 모두 기준 합의율을 넘은 항목임 .

※ 밑줄 부분은 전문가 또는 실무자 타당도 중 하나만 기준 합의율을 넘은 항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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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략적 목표와 측정지표 37항목 중 28개 항목

이 전문가와 실무자집단 타당도가 모두 기준 합의율을 넘어 선정되었으며 전략적

목표는 모두 타당하다고 평가되어 최종 성과평가지표에 포함되었다. 타당도 검증

후 삭제되어나 추가, 수정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집단 타당도와 실무자집단 타당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지표들 중 초

과근무시간 감소율 은 전문가의 경우 타당도가 낮다고 하였으나 실무자는 초과근

무로 인한 업무부담이 감소된다는 점을 타당하게 평가하였고, 시차제근무의 효율

적인 관리 라는 지표를 포함시키자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초과근

무시간 감소율 을 시차제근무의 효율적인 관리 로 수정하였다.

수술 전 환자교육 건수 는 단순히 건수로 측정하는 것보다는 이행여부로 판단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술 전 환자교육 이행율 로 수정하였고

수술 후 환자방문 건수 는 실무자 타당도가 71%로 70%를 넘기는 하였으나 전문

가 타당도가 50%로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불평/ 불만 건수 는

전문가 타당도가 80%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유관 부서 만족도 증가의 객관적인 지

표가 될 수 있으므로 포함시키되 절대적인 기준인 건수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

인 불평/ 불만 감소율 로 수정하였다. 또한, 부소독 물품 발생건수 는 전문가와 실

무자 타당도 모두 낮게 평가하여 성과평가지표에서 삭제하였다.

물품, 기구 및 장비 활용율 은 실무자집단 타당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이와 관계된 인과관계에서 타당도가 낮게 나타났고 재무 시각에 포함시켜야 한다

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무 시각의 원가절감 의 지표로서 수정하였고

수술실 공기오염 감소율 은 실무자집단 타당도는 70%를 넘었으나 이와 관계된 인

과관계 타당도 역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삭제하였다.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 은 전

문가집단 타당도는 낮았으나 실무자집단 타당도가 88%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변수에 의해 감염이 발생하기는 하나 수술과정의 무균술을 철저히 지키는가에 대

한 객관적인 지표가 되므로 성과평가지표에 포함시켰다.

학습과 성장 시각의 지표인 학술활동 증가율 은 전문가 타당도 결과가 높게 나

타나지는 않았으나 실무자 타당도에서 71%로 나타나 기준 합의율을 넘었으며, 이

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집단의 지적에 따라 Rim er & Gar stk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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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의 연구에서 제시된 측정지표를 근거로 승인된 연구계획 건수 와 연구 참여

간호사수 로 수정하였다. 또한, 부서 내 교육건수 와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만으로

전문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규간호사 뿐만 아니라 경력간호사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에 관한 지식 증가율 을 측정지표에

포함시켰다. 경력간호사 이직율 은 전문가 및 실무자집단 타당도와 간호사 만족도

와의 인과관계 타당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이직율이 증가할 수록 이직충당비

용이 증가한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따라 재

무 시각의 목표인 비용 효과적인 인력관리 의 측정지표로 포함시켰다.

이 밖에 전문가 타당도 검증에서 제시된 의견들 중 업무 개선 건수 는 결과적

인 판단인 건수보다 얼마나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는가 하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

도록 업무개선 제안건수 로 수정하였고, 환자 대기시간 감소 는 관점에 따라 고객

시각의 지표로도 볼 수 있으나 프로세스 개선의 결과를 환자 대기시간 감소로 판

단하고자 한 연구자의 의도와 결과적으로는 환자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

계를 설정함으로서 고객시각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로세

스 시각의 측정지표로 두었다. 또한, 수술진행상황 안내는 수술환자 보호자의 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대상병원 간호업무 평가표(부록3 참조)의 항목인

수술환자상황 안내 자료를 신속히 입력하는가? 를 참고하여 환자/ 보호자 만족도

증가 의 측정지표로 수술진행 안내에 대한 만족도 를 포함시켰으며, 안전사고 이외

에 의료사고 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의료사고 발생 시 재무적

인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점을 반영하여 수술간호 의료사고 발생율 을 재무지표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 전문가 타당도 조사시 제시된 의견 중 수술재료 절약 과 장

비수리 건수 감소율 등은 물품, 기구 및 장비 활용율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측

정지표에 추가하지 않았다.

전략적 목표와 측정지표에 대한 전문가집단과 실무자집단의 타당도 분석 결과

삭제, 추가 또는 수정된 사항들은 <표 1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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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타당도 검증 후 삭제·추가·수정된 지표들

시각 전략적 목표 삭제된 측정지표 추가·수정된 측정지표

재

무

원가절감

수익증대

비용 효과적인 인력관리 초과근무시간 감소율

물품, 기구 및 장비 활용율

수술간호 의료사고 발생률

시차제근무의 효율적인 관리

경력간호사 이직율

고

객

환자만족도 증가

유관 부서 만족도 증가

수술 후 환자방문 건수 수술 전 환자교육 이행율

수술진행 안내에 대한

만족도

불평/ 불만 감소율

비 즈

니 스

프 로

세 스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 개발

부소독 물품 발생건수

물품, 기구 및 장비 활용율

수술실 공기오염 감소율

업무개선 제안건수

학 습

과

성 장

교육을 통한 전문성향상

연구노력의 확대

간호사만족도 증가

학술활동 증가율

경력간호사 이직율

업무관련 지식 증가율

승인된 연구계획 건수

연구 참여 간호사 수

B . 인과 관계에 대한 분석

전문가집단과 실무자집단의 타당도 분석결과 인과관계의 43문항에 대한 전문가

와 실무자의 타당도 차이가 평균 10.2%로 나타났으며 10문항에서 15%이상의 차

이를 보였는데, 주로 학습과 성장 시각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목표와 재무

시각의 수익증대 목표와 관계된 지표들의 인과관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이 중

부서 내 교육 건수가 증가할수록 신규간호사의 학습목표 달성율이 증가할 것이다

가 23%의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냈고, 업무전산화 비율의 증가로 정보시스템 개

발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가 1%의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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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인과관계에 대한 타당도 결과 비교

항 목
타당도 (% )

(전문가/ 실무자 )
문헌지지

1.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높을수록 신규간호사의

학습목표 달성율이 증가할 것이다 .
8 9 / 7 1

2. 부서 내 교육 건수가 증가할수록 신규간호사의 학습목표

달성율이 증가할 것이다 .
89 / 66

3. 신규간호사의 학습목표 달성율이 증가할수록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다 .
9 6 / 7 9

4. 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이 증가할수록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다 .
82 / 69

5. 부서 내 교육건수가 증가할수록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다 . 79 / 64

6. 교육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되면 간호사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
8 6 / 7 3

7. 교육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되면 경력간호사의 이직율이

감소할 것이다 .
57 / 64

8. 교육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되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9 3 / 7 5

9. 간호사 만족도가 증가하면 경력간호사의 이직율이

감소할 것이다 .
61 / 80

10. 경력간호사 이직율로 간호사의 만족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
54 / 60

11. 연구노력이 확대되면 간호사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 64 / 60

12. 연구노력이 확대되면 업무개선 건수가 증가할 것이다 . 71 / 69

13. 간호사 만족도가 증가하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8 9 / 7 9

14. 수술실 업무 표준화비율이 증가할수록 수술환자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할 것이다 .
9 6 / 8 0

15. 수술실 공기오염이 감소하면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이

감소할 것이다 .
79 / 75

16. 수술환자 안전사고 발생률로 양질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
75 / 68

17.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로 양질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
64 / 68

※ 굵은 글씨는 전문가와 실무자 타당도 모두 기준 합의율을 넘은 항목임 .

※ 밑줄 부분은 전문가 또는 실무자 타당도 중 하나만 기준 합의율을 넘은 항목임 .

－54－



표 12. 인과관계에 대한 타당도 비교(계속)

항 목
타당도 (% )

(전문가/ 실무자 )
문헌지지

18. 부소독 물품 발생이 감소하면 물품 , 기구 및 장비

활용율이 증가할 것이다 .
54 / 61

19. 수술기구의 분실이 감소하면 물품 , 기구 및 장비

활용율이 증가할 것이다 .
57 / 68

20. 물품 , 기구 및 장비 활용율로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이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
72 / 66

21. 업무개선 건수가 증가할수록 수술기구 분실건수가

감소할 것이다 .
68 / 63

22. 업무개선 건수가 증가할수록 환자 1인당 평균대기시간이

감소할 것이다 .
79 / 71

23. 환자 1인당 평균대시시간으로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이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
68 / 65

24. 업무개선건수가 증가할수록 업무의 전산화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
64 / 70

25. 업무전산화 비율의 증가로 정부시스템 개발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71 / 70

26. 정보시스템 개발의 증가는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을 증가시킬 것이다 .
8 6 / 7 8

27.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증가시킬 것이다 .
8 6 / 7 6

28.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환자/ 보호자 만족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
100 / 89

29.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
9 6 / 8 9

30.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은 환자 만족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
8 6 / 8 3

31.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은 원가절감을

증가시킬 것이다 .
8 6 / 7 8

32. 수술 전 환자교육이 증가하면 환자/ 보호자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
8 9 / 7 9

33. 수술 후 환자방문 건수가 증가하면 환자/ 보호자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
79 / 68

※ 굵은 글씨는 전문가와 실무자 타당도 모두 기준 합의율을 넘은 항목임 .

※ 밑줄 부분은 전문가 또는 실무자 타당도 중 하나만 기준 합의율을 넘은 항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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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인과관계에 대한 타당도 비교(계속)

항 목
타당도 (% )

(전문가/ 실무자 )
문헌지지

34. 불평/ 불만 건수의 감소로 유관 부서의 만족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68 / 70

35. 유관 부서의 만족도가 증가하면 수술실 회전율이

증가할 것이다 .
54 / 61

36. 환자만족도가 증가하면 기관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 9 6 / 7 8

37. 초과근무시간의 감소로 비용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61 / 74

38. 비용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면 수술실 회전율이

증가할 것이다 .
50 / 69

39. 수술실 회전율이 증가하면 기관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 9 6 / 8 1

40. 비용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며 기관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
9 3 / 7 9

41. 처방누락이 감소되면 기관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 100 / 84

42. 적정 재고량이 유지되면 원가절감을 증가시킬 것이다 . 9 6 / 8 4

43. 원가절감이 증가되면 기관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 100 / 88

※ 굵은 글씨는 전문가와 실무자 타당도 모두 기준 합의율을 넘은 항목임 .

※ 밑줄 부분은 전문가 또는 실무자 타당도 중 하나만 기준 합의율을 넘은 항목임 .

전문가집단과 실무자집단 모두 기준 합의율을 넘지 못한 항목은 전체 43문항

중 15개 문항이었으며, 9개 문항은 전문가와 실무자 중 한쪽의 타당도가 기준 합

의율을 넘지 못하였다. 또한, 문헌고찰 결과 지지받았던 11개 항목 중 경력간호사

이직율로 간호사의 만족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와 연구노력이 확대되면 업무개선

건수가 증가할 것이다 는 전문가와 실무자 모두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업무개선 건수가 증가할수록 환자1인당 평균대기시간이 감소할 것이다 와

간호사 만족도가 증가하면 경력간호사의 이직율이 감소할 것이다 는 실무자 집단

의 타당도 결과만 기준 합의율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타당도 검증 분석

내용을 도식화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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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도 검증 결과 합의율이 낮게 나타난 인과관계는 삭

제하였으나 연구노력의 확대 와 업무개선 건수 와의 인과관계는 타당도 검증 결과

는 합의율보다 낮았지만 전문가집단과 실무자집단의 타당도가 각각 71%와 69%로

매우 낮은 합의율은 아니며, 이 인과관계가 문헌고찰 결과로 지지받고 있다는 점

과 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얻음으로써 개선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거나 변화에 대하여 구성원들을 격려할 때 근거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

에 연구에 대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노력의 확

대 와 업무개선 건수 와의 인과관계를 삭제하지 않았다. 또한, 수술환자 안전사고

발생률 과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 , 그리고 수술기구 분실건수 등의 측정지표에 관

한 인과관계의 경우 타당도는 합의율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질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평가항목 (부록3 참조)이므로 예비 균형성과표(BS C)에서 설정된 인과관

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간호사 만족도가 증가하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서 환

자/ 보호자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유관 부서의 만족도가 증가

하면 유관 부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따라서 환자 만족도가 증

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으므로 타당도 검증 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유관 부서 만족도 증가 와 환자 만족도 증가 와의 인과관계 가설을 새로 수립하였

으며 추가 또는 수정된 측정지표에 관한 인과관계도 연구자 임의로 다시 설정하

였다.

4. 최종 성과평가지표 완성

본 연구절차에 따라 개념적 준거틀을 형성하고, 예비 균형성과표 (BS C)를 완성

하여 전문가집단과 실무자집단의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최종 수술실 간호부서의 성과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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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최종 수술실 간호부서 성과평가지표

전략적 목표
측정지표

성과동인 (선행지표) 결과물측정지표(후행지표)

재 무

원가절감

수익증대

비용 효과적인 인력관리 - 시차제근무의 효율적 관리

- 물품, 기구 및 장비 활용율

- 적정 재고량 유지율

- 수술간호 의료사고 발생률

- 처방누락 감소율

- 수술실 회전율

- 경력간호사 이직율

고 객

환자/ 보호자 만족도 증가

유관 부 만족도 증가

- 수술 전 환자교육 이행율

- 수술진행 안내에 대한 만족도

- 환자권리장전 이행율

- 불평/ 불만 감소율

- 환자/ 보호자 만족도

- 유관 부 만족도

내 부 비 즈 니 스 프 로 세 스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 개발

- 업무개선 제안건수

- 수술기구 분실건수

- 수술간호업무 표준화 비율

- 환자 대기시간 감소율

- 수술환자 안전사고 발생률

-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

- 업무 전산화 비율

학 습 과 성 장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연구노력의 확대

간호사만족도 증가

- 부서 내 교육 건수

-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 승인된 연구계획 건수

- 연구 참여 간호사 수

- 신규간호사 학습목표 달성율

- 업무관련 지식 증가율

- 간호사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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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환자와 그 가족을 정서적으로 지지함으로서 수술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
환자를 옹호하며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

철저한 무균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술환경을 조성하며 , 질적인 간

호서비스 제공 및 수술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계속하고 구성원간에 서로 존중하

며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부서가 된다 .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업 무 개 선

제 안 건 수

운 영 효 율 성

향 상 을 위 한

업 무 개 선

업무 전산화

비율

환자 대기

시간 감소율

수술기구

분실건수
수술실 업무

표준화 비율

수술부위

감염발생율

양 질 의 간 호

서 비 스 제 공

수술환자 안전

사고 발생률

고 객 환 자

만 족 도

증 가
유 관 부 서

만 족 도 증 가
환자/ 보호자

만족도

수 술 전 환 자

교 육 이 행 율

불 평 / 불 만

감 소 율

유관부서

만족도

수 술 진 행 안 내

에 대 한 만 족 도

신규간호사

학습목표

달성율

승 인 된 연 구

계 획 건 수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부서내

교육건수
교 육 을 통 한

전 문 성 향 상

연 구 노 력 의

확 대

간호사

만족도

간 호 사 만 족 도

증 가

학 습 과

성 장

업 무 관 련

지 식 증 가 율

연 구 참 여

간 호 사 수

적정 재고량

유지율

수술실

회전율

처방누락

감소율

시 차 제 근 무 의

효 율 적 관 리

원 가 절 감수 익 증 대
비 용 효 과 적 인

인 력 관 리

재 무

경 력 간 호 사

이 직 율

물 품 , 기 구 및

장 비 활 용 율

수 술 간 호 의 료

사 고 발 생 률

정 보 시 스 템

개 발

: 추가 , 수정된 측정지표 : 타당한 인과관계 → : 추가 , 수정된 인과관계

그림 6. 최종 성과평가지표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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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논 의

1. 연구방법에 관한 논의

최상위 수준의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이 기본적으로 그 산업과 기업의 특성에 대하여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

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경험들이 전달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한다(Olv e 등, 2000).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는 학위논문을 위해

구성되어 동기부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구 결과의 적용에 대한 보장

이나 연구 진행에 따른 인센티브 또한 없는 상태로 현재 간호 부서에서 균형성과

표 (BS C)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단위 부서의 균

형성과표 (BS C) 개발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의 토의가 생각만큼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균형성과표

(BS C)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필요성과 그 결과에 대

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제시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균형성과표(BS C)의 구축단계를 살펴보면 노튼 앤 캐플런 (1998)이 제시한 구축

단계와 Olv e 등 (2000)이 제시한 11단계의 구축단계 및 여러 연구의 서로 다른 다

양한 단계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결과 공통적으로 포함된

6단계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목표를 성과평가지표 개발에 한정하였기 때문

에 설정된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이나 기간, 그리고 이행에 대한 계획과

실제 이행에 따른 문제점이나 효과 등에 대한 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

으로 간호부서 전체 조직과 다양한 단위 부서의 성과측정지표 개발과 그 다음 단

계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측정방법 개발 및 전산화, 실제 균형성과표 (BS C)의 이

행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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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방법론적 연구가 전문가 타당도 검증만을 실시하거나 전문가

타당도 검증 후 수정된 자료를 가지고 실무자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는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과측정지표 개발에 대한 관리자와 실무자의 의견을 동시에 반영

하기 위하여 전문가 타당도와 실무자 타당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

타당도와 실무자 타당도의 여러 항목에서 15%이상의 합의율 차이가 나타나 (부록8

참조) 노정자 (1991)의 연구와 Cronin과 Becherer (1999)의 연구결과에서처럼 관리자

와 간호사 사이의 성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타당

도 검증을 시행할 때 실무자와 전문가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

고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연구결과에 관한 논의

본 연구는 균형성과표(BS C)를 간호부문에 적용한 최초의 연구이며 국내의 보

건의료부문에 균형성과표 (BS C)가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아 기존의 연구들과 본

연구결과를 비교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초점

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균형성과표(BS C)는 각 조직마다 나름대로의 가

치관이나 특성을 반영하여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 나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

로 정형화된 비전이나 목표, 측정지표가 없으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연구대상병

원 수술실 간호 부서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간호사의 만족도가 증가하면 이직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김정희(1996)의 연구결

과와는 달리 타당도 조사결과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직을 하는 원인에 만족도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계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혼 간

호사는 자녀 출산과 양육문제 등으로 인해 만족도는 높지만 어쩔 수 없이 사직하

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현주 (1995)의 연구에서는 이직에 따른 이

직충당비용이 광고/ 모집비, 공석충당비, 사직비, 채용비, 교육/ 훈련비 등의 영역에

서 일년에 1억 6천만원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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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이직을 재무적인 시각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만족도는 상당히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 결

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활동의 증가를 통해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만족도가 증가될 것

이라는 예상과 달리, 연구노력의 확대와 간호사 만족도, 연구노력의 확대와 업무개

선에 대한 인과관계 타당도 결과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간호사들이 연구에 대

하여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학술활동의 증가로 평가받는다는데 대하여 타당하

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간호단위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그에 대

한 시간 배려나 비용,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추가 업

무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비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에 소요되는 시

간을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인정해주거나, 연구 결과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제공

등의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연구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 은 실무자집단 타당도가 88%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문가

집단 타당도는 낮았고 인과관계에서는 양 쪽 모두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수술부위 감염이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에 의해서, 또는 다른 여러 변수가 작용

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양질의 간호를 제공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타당도 설문 과정 중 일부 전문가집단에서 수술실 회전율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회전율의 증가는 간호사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의사와 관계된 저해요인들이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지표로 수술실

전체의 평가가 아닌 수술실 간호부서의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수술실 회전율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 부서와 함께 협력하여야만 달성 가

능한 목표나 지표에 대하여는 그 산정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이점을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하여 보면 4가지 시각에 따른 전략적 목표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실무자 모

두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측정지표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인과관계

에 있어서도 목표들 사이의 인과관계는 문헌과 타당도 검증을 통해 지지 받았으

나 지표와 목표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타당도 결과도 낮았고 관련 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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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었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의 축적과 연구들이 진

행되어야 하며 목표의 달성여부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더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간호에 처음으로 균형성과표(BS C)를 적용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간

호 부서를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수술실 간호부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간호 부서에 대한 성과평가지표가 개발되어

야 하며, 병원은 여러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조직이

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학제적인 성과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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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현재의 결과중심, 재무지표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1990년 노튼과

캐플런이 개발한 전략적 업적 평가의 한 기법인 균형성과표 (BS C)를 적용함으로

서, 수술실 간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술실 간호부서의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이다.

문헌과 균형성과표 (BS C)를 적용한 연구의 고찰을 통해 1단계 수술간호 대한

정의, 전개방향 및 역할묘사, 2단계 기업 비전의 수립, 3단계 전략적 목표수립, 4단

계 측정지표개발, 5단계 인과관계 파악, 6단계 성과측정지표 완성으로 개념적 준거

틀을 형성하였다.

개념적 준거틀에 따라, 본 연구자와 수술실 간호관리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수술실 간호부서의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비전

및 문헌에 근거하여 균형성과표 (BS C)의 4가지 시각에 따라 11항목의 전략적 목표

와 26항목의 측정지표 및 43항목의 인과관계를 설정함으로서 예비 균형성과표

(BS C)를 완성하였다.

예비로 개발된 균형성과표 (BS C)를 가지고 전문가집단 타당도와 실무자집단 타

당도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측정지표 중 초과근무시간 감소율 ,

수술 후 환자방문 건수 , 부소독 물품 발생건수 , 수술실 공기오염 감소율 , 학술

활동 증가율 이 삭제되었고, 수술간호 의료사고 발생률 , 시차제 근무의 효율적인

관리 , 수술진행 안내에 대한 만족도 , 업무관련 지식 증가율 , 승인된 연구계획

건수 , 연구 참여 간호사 수 '의 지표가 추가되었다.

전략적 목표 및 측정지표의 인과관계에 관한 타당도 검증결과에서는 문헌으로

지지되었던 인과관계의 대부분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력간호사 이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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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계된 인과관계의 경우에는 타당도가 낮게 나타나 이를 수정하였으며,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된 측정지표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시 설정함으로서 최종 성과평

가지표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부서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전략개발 시 간호관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간호부서의 생산성을

가시화 함으로서 간호사들을 동기부여 시키고 전체 병원조직에 기여하는 바를 올

바르게 평가받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제 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에서 개발된 균형성과표 (BS C)의 이행효과 및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추

후 연구가 필요하다.

2) 균형성과표 (BS C)의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도구

개발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 간호부서 차원의 균형성과표 (BS C)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 수술실뿐만 아니라 일반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등의 다른 간호부서의 성과측

정지표와 이에 대한 보상체계 및 연봉제 등과의 연계에 대하여 연구되어야 하

며, 이를 바탕으로 한 간호사 개개인의 성과측정지표도 개발되어야 한다.

5 ) 수술에 참여하는 임상각과와 검사실, 물품관리부서 등 유관 부를 통합한 다학

제적인 균형성과표 (BS C)가 개발되어야 한다.

6 ) 활동기준관리(ABM ), 핵심역량, 지식경영 등 타 경영기법과의 연계 및 통합에

대한 연구가 필요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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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 연구대상 병원 간호업무 평가 표 (QI 위 원회 ) - 수술실환 자 간호

평가 범주 평가 항목

수술 전 간호

1. 해당 수술실의 순회간호사는 환자를 정확히 확인하는가?

2. 수술 전 처치 및 간호상태 확인사항은 모두 확인하고 기재하는가?

3. 환자가 소지품 및 물품을 가지고 왔을 때 적절하게 조치하는가?

4. 환자 대기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는가?

5. 간호사가 자신을 환자에게 소개하고 수술실 환경 , 수술 후 흐름에

대해 설명해주는가?

6. 간호사는 보조기구 등을 환자에게 착용할 때 사전에 설명을

하는가?

7. 수술시작 전과 수술 직후 노출이 적게되도록 덮어주는가?

8. 수술방 입실 후 혼자 있지 않도록 곁에서 있어주는가?

9. 수술환자상황 안내 자료를 신속히 입력하는가?

10. 유치카테터 삽입 시 정확히 시행하는가?

11. 신체부위에 압박이 적도록 보조기구를 이용해 지지하는가?

12. 필요시 마취체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깨와 다리를 잡아주는가?

13. 환자가 대기하는 동안 보조난간을 올려주는가?

14. 환자를 수술대로 옮길 때 곁에서 잡아주는가?

15. 환자가 수술대에 누워 있을 때 무릎지지대를 착용시키는가?

16. 무릎지지대를 회복실 이동 카트로 옮기기 직전까지 착용하는가?

17. 피부소독 후에도 시트가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는가?

18. 마취 깨우는 과정부터 회복실 침대로 이동시까지 환자곁에 있는가?

수술 중 간호

19. 수술과정에 있어서 무균술을 철저히 지키는가?

20. 거즈 계수는 원칙대로 실시하는가?

21. 기구 계수는 원칙대로 실시하는가?

22. 바늘 계수는 원칙대로 실시하는가?

감염예방

23. 모자 , 마스크 , 가운 , 신발을 규칙대로 착용하는가?

24. 재소독물품은 정확한 멸균법에 의해 멸균하는가?

25. 감염환자 수술시 관리지침을 준수하는가?

자료 : 수술실 간호과 (2000). 3층 수술실 업무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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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 연구대상 병원 일반간호사 인 사평가 내용

항 목 평가내용

의욕

및

태도

자기개발

의욕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실무에 반영

하려고 노력하는 정도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자세

근무태도

·자신의 업무한계와 책임을 분명히 알고 자신이 수행한 업무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는 정도

·물품을 책임있게 관리하며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자세

·근무시간을 엄수하고 병동 및 병원의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

간호윤리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유지하는 정도

업무

능력

지 식
·환자 간호 시 필요한 전문지식의 소유 및 이의 활용 능력

·환자의 치료 계획과 목적을 알고 있는 정도

이해

판단력

·환자 상태를 판단하여 간호요구를 사정하고 간호결과를 평가

하여 간호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

·모든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능력

업무

수행력

·일의 양 및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환자 , 가족 , 동료에게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는 능력

·환자의 상태 및 업무수행결과를 정확하게 기록 , 보고하는 능력

개선

창의력

·업무개선을 위해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능력

인간

관계

협조성

·신규직원이 직장과 업무에 적응하도록 돕는 자세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수행 시 협조하고 ,

필요시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

·의료요원과의 관계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노력과 관심으로

상호신뢰 , 수용 ,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능력

친절봉사

·환자 및 보호자의 질문을 경청하며 친절 , 성의있게 답변하는

자세

·타부서와의 관계에서 모든 업무를 원만하게 조정하는 능력

자료 : 수술실 간호과 (2000). 3층 수술실 업무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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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 연구 대상 수술 실 간호과의 성과평 가지표 개발을 위한 자 료

관 점 목 표 측정지표

재무

수입증대

자산활용율 극대화

원가절감

수술비 누락 감소율

수술재료대 누락 감소율

장비활용율

불용 물품재고 환입건 감소율

재사용가능 물품의 재사용 비율 증가

저렴물자 대체

보험급여 물품 대체

비재고 의료소모품 국산화

재고량 감소율

수탁물품 증가율

고객

고객만족 극대화 수술환자 만족도 (입원/ 통원 )

수술환자 보호자 만족도 (입원/ 통원 )

수술환자 대기시간 감소율

내부

비즈

니스

프로

세스

고객서비스 향상

비부가가치

프로세스 개선

Ren ov at ion

의료사고율

고객 불만처리 소요시간

업무개선 건수

업무개선으로 인한 직원업무만족도

업무완수소요시간

수술실 기구 분실건수

조직병리 검사 specim en 분실건수

환경혁신으로 인한 직원만족도

학습

및

성장

교육훈련/ 경력개발

내부고객 만족도

극대화

내/ 외부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부서 내 교육프로그램 개발 건수

부서 내 교육건수

우수직원 이직률

상위 교육기관 진학률

학술활동 증가율

신규간호사 학습목표 달성율

교육여건 지원정도

내부 고객만족도

자료 : 수술실 간호과 (1999). 성과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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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6 > 타당도 조사 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에서 간호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석사

과정생으로 현재 균형성과표 (BS C)를 적용한 수술실 간호부서의 성과평가지

표 개발 이라는 제목의 석사학위논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간호행정을 공부하면서 간호사들이 항상 최선을 다해 환자간호를 수행함

에도 불구하고 실제 간호업무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 병원 전체적인 측면에서 간호부서는 소비하는 부서로 비추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 현재의 태도 , 이해력 , 협조성 등의 평가기준과 달리 간호

사의 성과 를 가시화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도구가 필

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앞으로의 의료환경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쟁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에 미국

에서 개발된 균형성과표 (BS C : B alanc ed S cor ecar d)를 적용함으로서 간호부

서의 성과평가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 균형성과표 (B S C)는 재무 ,

고객 , 프로세스 , 학습과 성장이라는 4가지 시각이 균형을 이루면서도 객관적

으로 현재와 미래의 변화되고자 하는 사항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

구입니다 .

본 설문지는 연구자가 수술실 간호관리자들과의 면담과 문헌고찰 분석을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평가지표들을 개발한 예비 측정지표입니다 .

각각의 항목들이 평가지표로서 적합한지를 실제 수술간호업무를 수행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

선생님의 귀한 의견이 보다 향상된 성과평가지표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바쁘신 중에도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01년 6월

연구자 류 지 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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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6 > 타당도 조사 를 위한 설문지 (계속 )

◈ 다음의 각 항목을 읽으시고 다음의 목표가 수술실 간호과의 성과측정지표로

타당한지와 목표에 따른 측정지표가 타당한지를 그 정도에 따라 「전혀 적절

하지 않다」는 1점,「적절하지 않다」는 2점, 「적절하다」는 3점, 「매우 적절

하다」는 4점 중 선택하여 빠짐없이 ∨표 해주십시오. 열거한 내용 이외에 추

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며 아래 빈칸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1 . 전략적 목표 및 측 정지표 타당도

1) 재무적 시각

목 표 1점 2점 3점 4점 측정지표 1점 2점 3점 4점

원가절감 적정 재고량 유지율

수익증대
처방누락 감소율

수술실 회전율

비용 효과적인

인력관리
초과근무시간 감소율

추가되어야

할 내용

2) 고객 시각

목 표 1점 2점 3점 4점 측정지표 1점 2점 3점 4점

환자만족도

증가

수술 전 환자 교육건수

수술 후 환자 방문건수

환자권리장전 이행율

환자만족도

유관 부서

만족도 증가

불평/ 불만 건수

유관 부서 만족도

추가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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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6 > 타당도 조사 를 위한 설문지 (계속 )

3) 내부 비즈니스프로세스 시각

목 표 1점 2점 3점 4점 측정지표 1점 2점 3점 4점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업무개선 건수

부소독 물품 발생건수

수술기구 분실건수

환자 대기시간 감소율

물품, 기구 및 장비 회전율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수술간호업무 표준화비율

수술실 공기오염 감소율

수술환자 안전사고 발생률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

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전산화 비율

추가되어야

할 내용

4) 학습과 성장 시각

목 표 1점 2점 3점 4점 측정지표 1점 2점 3점 4점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부서 내 교육 건수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신규간호사 학습목표달성율

연구노력의

확대
학술활동 증가율

간호사 만족도

증가

간호사 만족도

경력간호사 이직율

추가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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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6 > 타당도 조사 를 위한 설문지 (계속 )

◈ 다음의 각 항목을 읽으시고 다음 항목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그 정도에 따라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1점,「적절하지 않다」는 2점, 「적절하다」는 3점,

「매우 적절하다」는 4점 중 선택하여 빠짐없이 ∨ 표 해주십시오.

2 . 인과관계 타 당도

항 목 1점 2점 3점 4점

1.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높을수록 신규간호사의 학습목표

달성율이 증가할 것이다 .

2. 부서 내 교육 건수가 증가할수록 신규간호사의 학습목표

달성율이 증가할 것이다 .

3. 신규간호사의 학습목표 달성율이 증가할수록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다 .

4. 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이 증가할수록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다 .

5. 부서 내 교육건수가 증가할수록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다 .

6. 교육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되면 간호사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

7. 교육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되면 경력간호사의 이직율이 감소할

것이다 .

8. 교육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되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9. 간호사 만족도가 증가하면 경력간호사의 이직율이 감소할

것이다 .

10. 경력간호사 이직율로 간호사의 만족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

11. 연구노력이 확대되면 간호사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

12. 연구노력이 확대되면 업무개선 건수가 증가할 것이다 .

13. 간호사 만족도가 증가하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14. 수술실 업무 표준화비율이 증가할수록 수술환자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할 것이다 .

15. 수술실 공기오염이 감소하면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이 감소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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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6 > 타당도 조사 를 위한 설문지 (계속 )

항 목 1점 2점 3점 4점

16. 수술환자 안전사고 발생률로 양질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

17.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로 양질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

18. 부소독 물품 발생이 감소하면 물품 , 기구 및 장비활용율이 증가

할 것이다 .

19. 수술기구의 분실이 감소하면 물품 , 기구 및 장비활용율이 증가할

것이다 .

20. 물품 , 기구 및 장비 활용율로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이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

21. 업무개선 건수가 증가할수록 수술기구 분실건수가 감소할

것이다 .

22. 업무개선 건수가 증가할수록 환자 1인당 평균대기시간이 감소할

것이다 .

23. 환자 1인당 평균대시시간으로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이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

24. 업무개선건수가 증가할수록 업무의 전산화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

25. 업무전산화 비율의 증가로 정보시스템 개발정도를 판단할 수 있

을 것이다 .

26. 정보시스템 개발의 증가는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을

증가시킬 것이다 .

27.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증가시킬 것이다 .

28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환자/ 보호자 만족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

29.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

30.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은 환자 만족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

31.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은 원가절감을 증가시킬

것이다 .

32. 수술 전 환자교육이 증가하면 환자/ 보호자 만족도가 증가할 것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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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6 > 타당도 조사 를 위한 설문지 (계속 )

항 목 1점 2점 3점 4점

33. 수술 후 환자방문 건수가 증가하면 환자/ 보호자 만족도가 증가

할 것이다 .

34. 불평/ 불만 건수의 감소로 유관 부서의 만족정도를 판단할 수 있

을 것이다 .

35. 유관 부서 만족도가 증가하면 수술실 회전율이 증가할 것이다 .

36. 환자만족도가 증가하면 기관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

37. 초과근무시간의 감소로 비용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38. 비용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면 수술실 회전율이 증가할

것이다 .

39. 수술실 회전율이 증가하면 기관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

40. 비용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며 기관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

41. 처방누락이 감소되면 기관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

42. 적정 재고량이 유지되면 원가절감을 증가시킬 것이다 .

43. 원가절감이 증가되면 기관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

3 . 일반적 사항

1. 성 별 : 남 여

2. 연 령 : 만 _______ 세

3. 결 혼 상 황 : 기혼 미혼

4. 최 종 학 력 :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5. 총 근 무 경 력 : _________년 ________개월

6. 수술실 근무경력 : _________년 ________개월

설 문에 응 해 주 셔서 진 심 으 로 감 사 드 립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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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 > D o w n ie & H e at h (197 4 )의 유의 한 합의전문가 수

평가자

기준

도구가 타당하다고 평가한 전문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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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9 0 1 .00

출처 : Lynn , M . R.(1986). determ inat ion and qu antificat ion of cont ent

v alidity . Nur sin g Research , 35 (6), 382-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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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8 > 전문가집 단과 실무자집단 타 당도가 15 %이상 차이나는 항 목

단위 : %

구분 항목 내용 전문가 실무자 차이

전략적

목표

1- 1 원가절감 89 74 15

1- 2 수익증대 96 80 16

1- 17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100 83 17

측정

지표

1- 5 처방누락 감소 96 81 15

1- 7 초과근무시간 감소율 64 81 17

1- 11 수술 후 환자방문 건수 50 71 2 1

1- 13 환자/ 보호자 만족도 96 81 15

1- 24 수술간호업무 표준화 비율 93 78 15

1- 27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 71 88 17

인과

관계

2- 2
부서 내 교육 건수가 증가할수록 신규

간호사의 학습목표 달성율이 증가할 것이다 .
89 66 23

2- 3
신규간호사의 학습목표 달성율이 증가할수록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다 .
96 79 17

2- 5
부서 내 교육건수가 증가할수록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다 .
79 64 15

2- 8
교육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되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93 75 18

2- 9
간호사 만족도가 증가하면 경력간호사의

이직율이 감소할 것이다 .
61 80 19

2- 14
수술실 업무 표준화비율이 증가할수록 수술

환자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할 것이다 .
96 80 16

2- 36
환자/ 보호자 만족도가 증가하면 기관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
96 78 18

2- 38
비용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면

수술실 회전율이 증가할 것이다 .
50 69 19

2- 39
수술실 회전율이 증가하면 기관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
96 81 15

2- 41
처방누락이 감소되면 기관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
100 8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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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T

D e v e lopm en t o f a P erform an c e M e as urem ent

S y s t em for th e P erioperat iv e N urs in g U n it

U s in g th e B alan c ed S c ore c ard (B S C )

Yoo, Jee In

Dept . of Nur sing

T h e Gradu at e S chool

Yon sei Univ er sity

Recent ly , health care org anization s hav e chan ged th eir sy st em s t o im prov e

health care outcom es in th e com petitiv e hospit al environm ent . Nur se m anager s

are facin g the increa sed pressure for th em to prov e the qu ality and cost

effectiv en ess of nur sin g care provided, and th e in creased n eed of nur sin g

service from con sum er s .

T h e m ain purpose of this stu dy w as to establish a vision an d str ategic

object iv es for im provin g quality of nur sing care and t o dev elope a perform ance

m easurem ent sy stem for the perioperat iv e nur sing unit in th e hospit al u sing

the Balan ced S corecard . Dev elopm ent process w a s as follow s .

F ir st , the OR nurse m an ag er s and researcher built a com m it tee t o m ake a

vision for the perioperat iv e nur sing unit , and dev eloped a prelim in ary Balanced

S corecard. S econ d, v ision st at em ent , st r at egic object iv es an d perform ance

in dicat or s w ere m ade by the com m it t ee. Also, cau se- and - effect r elation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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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on g them w ere set . Aft er ex pert v alidity t est by sev en expert s an d nur se

v alidity t est by t w enty OR nur ses w ith m inim um three y ear s career on the

prelim inary Balan ced S corecard, the result s w ere com pared and analy sed. T he

fin al perform an ce m easurem ent sy stem w as dev eloped by this proces s .

T h e result s of th is stu dy w ere a s follow s :

1. T he conceptual fr am ew ork w as dev eloped by review ing the lit er ature. It

con sisted of six stages : defin in g perioperat iv e nur sing , fu ture dir ect ion and

role descript ion , m akin g a vision , dev eloping strategic objectiv es , dev elopin g

perform ance in dicat or s , dem on str at in g cau se- an d - effect r elation ships and

dev elopin g preliminary Balan ced S corecard.

2. T he com m it t ee w as org anized by th e research er and OR nur se m an ager s ,

m ade the vision st at em ent , th e elev en it em s of st r ategic objectiv es an d

t w enty - six it em s of perform an ce in dicat or s w hich w ere deriv ed from the

four per spect iv es of Balan ced S corecard, w hich is , fin an cial, cu stom er s ,

int ern al bu sines s processes and learning & grow th . T h e research er

com plet ed Balanced S corecard , set ting up forty - t r ee it em s of

cau se- and - effect r elation ships bet w een them .

3. T he result s of the v alidity test for th e prelim in ary Balanced S corecard

support ed t w enty - eight it em s of expert v alidity t est and thir ty - six it em s of

nur se v alidity test in thirty - sev en it em s of st r at egic object iv es and

perform ance indicator s . It also support ed t w enty - one item s of ex pert

v alidity t est and tw enty - six it em s of nur se v alidity test in forty - t r ee it em s

of cau se- and - effect r elation shi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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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ased on th e result s of this stu dy , fiv e it em s of perform ance indicat or s

w ere deleted, elev en item s w ere added or revised . T hen , th e fin al

perform an ce m easurem ent sy stem w as dev eloped. It con sisted of elev en

it em s of st rategic object iv es , t w enty - six item s of perform an ce in dicat or s ,

an d forty - four item s of cau se- an d- effect r elat ion ship s am ong the added or

revised perform ance in dicat or s .

T h e result s from this study provided v aluable inform ation for nur se

m anager s m ake the v ision st at em ent , and str ategies t o achiev e the v ision . It

w ill also t o m otiv at e nur ses m anifest nur sing unit ' s productiv ity , an d be u sed

t o ev aluating w hat th ey contr ibut e t o the org anizat ion .

Key w ords : Balanced S corecard (BS C), P erform ance M ea surem ent Sy stem ,

P erioperat iv e Nursin g A ct iv 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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