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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1992년 Kaplan과 Norton이 개발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BSC)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B종합병원 간호단위를 대상으로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여기에 다시 분석적 계층화 과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하여 개발된 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4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선 제1단계로 대상 

병원의 미션과 비전을 확인하였다. 다음 제2단계로 연구자가 개발한 9개 전

략 목표와 64개의 1차 예비지표를 대상으로 7명의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2차 예비성과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이어 제3단계로 수간호사 18

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성과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 검증에서 합의율 80% 

이상을 얻은 지표에 전문가들의 조정을 거쳐 추가로 선정된 지표를 포함하

여 최종성과평가지표를 확정하였다. 끝으로 제4단계로 수간호사 15명, 경

력간호사 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거쳐 각 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

를 분석적 계층화과정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략 목표 및 성과평가지표 결과

2차 예비전략 목표는 총 9개 항목, 2차 예비성과평가지표는 총 28개 항

목으로 재무관점에 7개, 고객관점에 6개, 내부업무과정관점에 8개, 학습/성

장관점에 7개를 선정하였다. 

최종 전략 목표는 총 8항목으로 각 관점별로 재무관점에서는 ‘원가절감’, 

‘수익증진’을, 고객관점에서는 ‘긍정적 고객경험관리’, ‘협력적 조직문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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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내부업무과정관점에서는 ‘간호의 질 향상’, ‘환자안전 증진’을, 학습 

및 성장관점에서는 ‘간호사 역량강화’, ‘간호사 동기부여’를 전략 목표로 수

립하였다.

최종성과평가지표는 17개 항목으로 ① 재무관점의 ‘진료재료 재고금액’, 

‘병상이용률’, ‘간호 행위료’,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② 고객관점의 ‘외부고

객만족도 점수’, ‘고객칭찬 건수’, ‘퇴원환자 전화상담 건수’, ‘내부고객만족

도 점수’, ③ 내부업무과정관점의 ‘간호기록 충실성’, ‘욕창 발생률’, ‘환자 

확인율’, ‘손 위생 수행률’, ‘안전사고 건수(투약, 수혈)’, ④ 학습 및 성장관

점의 ‘교육 참여도’, ‘교육자료 제작 건수’, ‘조직 몰입도 점수’, ‘직장 만족도 

점수’로 확정하였다. 11개 항목은 합의율이 낮아 최종성과평가지표에서 제

외되었다.

2. 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 결과

균형성과표의 4관점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내부업무과정관점’(41.7%)

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고객관점’(26.8)%, ‘재무관점(18.3%)’, ‘성장/학습

관점(13.2%)’ 순으로 나타났다.

각 관점별 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무관점’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는 ‘병상 이용률’, ‘간호 행위료’,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진

료재료 재고금액’ 순이었다. ‘고객관점’ 지표는 ‘외부고객만족도 점수’, ‘내

부고객만족도 점수’, ‘고객칭찬 건수,’ ‘퇴원환자 전화상담 건수’ 순이었다. 

‘내부업무과정관점’ 지표는 ‘환자 확인율’, ‘안전사고 건수(투약/수혈)’, ‘손 

위생 수행률’, ‘간호기록 충실성’, ‘욕창 발생률’ 순이었다. ‘성장/학습관점’ 

지표는 ‘조직몰입도 점수, ‘직장만족도 점수’, ‘교육 참여도’, ‘교육자료 제작 

건수’ 순이었다.

각 관점과 관점별 성과평가지표의 종합가중치는 ‘내부업무과정관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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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고객관점-외부고객만족도 점수’, ‘내부업무

과정관점-안전사고 건수(투약/수혈)’ 등의 순이었다. 

본 연구는 균형성과표를 이용한 성과평가지표를 분석적 계층화과정을 활

용하여 가중치 산정을 함으로써 실무에서 집중해야 할 역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증적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간호단위 성과평가, 성과평가지표, 균형성과표(BSC), 가중치, 분

석적 계층화과정(AHP)

학   번 : 2006-2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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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계는 비용절감과 더불어 의료의 질 향상, 서비스 강화 등의 압

력을 받고 있다. 이에 경쟁적인 의료 환경에 그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

해 재무 지표와 의료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ark, 2007).

전체 병원인력의 많은 비율을 간호 인력이 차지하고 있어 간호 관리를 잘

하면 간호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병원 조직 전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박성애, 2005). 그런데 간호조직이 병원 조직 중 가

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간호조직의 성과를 재무관점에서 평가

를 한 연구는 적다(강경화, 2003). 특히 각종 무형자산의 가치를 성과에 반

영하여 간호의 질적 영역을 계량화하는 작업이 절실한데, 이는 모든 측정지

표들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연결되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재무적 성

과 향상이라는 최종목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한화S&C, 2008). 

기존의 간호업무 성과측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능력과 태도를 포함한 간호업무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다

른 하나는 간호조직 및 개인의 성과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다. 기존의 성

과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인의 능력과 간호업무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유경 등, 2007; 박성애 등, 2007). 국내 간호조직의 인사고과도구는 간

호사들이 갖추어야 할 객관적 역량 평가보다는 개인 자체에 대한 주관적 평

가에 치중되어 있는 채로, 그 평가결과가 승급이나 승진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병원의 주요 구성 부서인 간호조직에서도 보다 효율

적인 평가와 전략수립을 위해 단위별 목표 달성도 측정 및 이익 분석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Kaplan과 Norton은 새로운 성과측정방법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을 연구한 결과 현대조직에서의 성과관리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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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표(Balanced Scorecard; BSC)를 도입한 바 있다. BSC는 기업전략 달

성을 네 가지의 주요성과차원인 재무관점, 고객관점, 내부업무과정관점, 성

장/학습관점에 영향을 주는 활동들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접근법

으로 단기적 성격의 재무적 목표치가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나머지 목표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한 관리도구이다(Kaplan & 

Norton, 1992). BSC는 성과측정도구일 뿐 아니라 성과관리도구로서 과정과 

결과를 모두 통합해줄 뿐 아니라 조직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연계된다. 

최근 의료기관이 BSC를 활용하는 주 이유는 진료의 질 향상, 서비스 강

화, 접근성 증가, 비용절감의 압력을 받고 있고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조직의 전략을 성과측정 및 측정지표와 연결시킴으로써 경쟁력을 키우고자 

균형성과표를 병원 전체나 단위부서에 적용하여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Zelman 등, 2003; 유지인, 2001).

국내 간호조직은 일반적으로 고객만족도, 간호사고, 욕창, 낙상, 투약사

고, 안전사고, 환자중증도, 물품관리, 간호사교육 참여도, 이직률 등의 성과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 직접간호시간, 간호교육의 효

과,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서는 소수의 간호조직만이 측

정하고 있다(박성애 등, 2008).

그러므로 간호조직의 성과평가를 위해 학습/성장지표, 고객지표, 간호의 

질 지표, 간호조직에서 간과하기 쉬운 재무지표를 포함한 장단기 전략을 연

계할 수 있는 균형성과표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의 성과평가지표로서의 BSC에 대한 연구는 1994년 이후 활발해지

기 시작하였고 병원경영도구로 도입하여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보건의료 

부문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Zelman 등, 2003). 국내의 경우 2000년 이후 

보건의료 부문의 BSC 연구는 병원 전체의 성과, 건강증진사업, 의료의 질 

측정지표, 보건소 성과평가지표 개발, 고객만족도와 수익성지표와의 관계, 

공공병원 평가지표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김영환, 2006; 박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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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신의철 등, 2006; 이희원, 2000; 최수전, 2007).

간호조직의 BSC에 대한 국내 초기연구로는 주로 분만장, 조혈모세포이

식병동, 수술실, 중환자실 등 특수 간호단위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한 

연구들이 있다(김영신, 2006; 박신혜, 2004; 유지인, 2001; 최윤정, 2007).

간호단위 중 입원실 간호단위가 병원의 간호조직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표 개발이 보다 절실하다. 일반간호단위에서의 BSC 

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으나(강경화, 2003; 김인숙 등, 

2006; 홍윤미 등, 2008), 이는 일부 병원의 비전에 맞춘 지표이다. 또한 측

정항목수가 박신혜(2004)의 경우 43개, 김인숙 등(2006)의 경우 70개, 홍

윤미 등(2008)의 경우 29개로 조직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기에는 너무 많

은 수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성과평가지표는 25개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고, 목표 당 1∼1.5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한화S&C, 

2008). 한편 국내 다수의 간호조직을 대상으로 BSC를 활용하여 개발된 간

호단위성과평가도구는 기존 연구에 비해 측정이 용이하고 문항 수를 최소

화하여 유용성을 높였으나, 현실적으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활용하기 위해

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박성애 등, 2008). 의료기관에 BSC를 활용한 문

헌들을 검토한 결과 의료기관에 활용에 적절한 도구이지만 각 기관에 맞게 

현실적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Zelman 등, 200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BSC는 조직의 미션/비전으로부터 출발하므로 

연구의 대상을 특정 의료기관의 간호단위로 한정하여 진행하되,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할 경우 간호사의 성과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목표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가도구를 사

용할 수 있다(이은화, 2010). 지표가 여러 개라도 중요도나 우선순위 등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지표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가중치이다

(박개성 등, 2006). 즉 각 측정지표들은 조직이 현재 추구하는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다르다. 지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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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더 집중할 항목들을 선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중치 선정 작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최근 병원 전체 경영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B 종합병원의 간호단위를 대상으로 BSC 도구를 활용하여 

미션/비전에 부합하는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발한 성과평가지표를 

대상으로 각 지표들 간의 가중치를 산정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 국내의 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호단위의 BSC 관점별 전략적 목표 

및 예비성과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성과평가지표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간호단위 최종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한다.

2) 도출된 최종성과평가지표를 대상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한다.

3. 용어의 정의

1) 간호단위

간호단위란 최적의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간호목표를 달성하는 간호관리

의 기본 단위이자 병원 운영의 기본이 되는 단위로 일정 수의 간호대상자와 

직원, 시설의 범위를 포함한다(박성애, 2005).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한 종

합병원의 수술실, 응급실, 분만장, 신생아실, 인공신실, 정신과병동, 전인간

호병동을 제외한 간호단위로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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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평가지표

성과평가지표란 조직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된 요소이다(이희원 등, 

1999) 본 연구에서 성과평가지표는 간호단위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객관

적으로 관찰 가능한 요소로서 균형성과표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후 

타당도 검증을 거쳐 채택된 항목이다.

3) 가중치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산출할 때 개별치에 부여되는 중요도로서, 본 연구

에서는 분석적 계층화과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

하여 산출해낸 각 성과평가지표에 부여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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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문헌검색방법

1) 검색 대상

본 연구는 국내 문헌의 경우 RISS, 국외 문헌의 경우 OVID, CINAHL를 

주 데이터베이스로 이용하였다. 그 외 간호 관련 학회지인 간호과학회지, 

간호행정학회지 및 BSC와 AHP 관련 참고도서, 기존 연구자들의 참고문헌

에 제시된 문헌을 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하였다. 

2) 검색기준 및 문헌 선정 기준

검색용어로는 ‘간호성과관리’, ‘균형성과표’, ‘The Balanced Scorecard’, 

‘AHP’를 선정하여 이에 부합하는 문헌을 고찰하였다. 문헌선정 기준으로는 

보건의료분야에서 BSC 지표에 대해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론적으로 

고찰한 논문, 간호의 질 지표와 BSC 관련 문헌, 보건의료분야에 BSC 지표

를 실제 적용한 사례 중심의 문헌, AHP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BSC 

관련 논문을 선정하였다.

2. 균형성과표

과거에는 조직이나 개인의 성과를 평가할 때 매출액과 이익에만 중점을 

둔 경향이 있었다. 주로 설비나 재고와 같은 유형자산을 관리하는데 치중하

였고 지식과 정보, 인적자원 등의 무형자산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

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높이는 데에 지식 정보화 사회에

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각종 무형자산의 가치를 성과평가지표에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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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또한 조직이 추구하는 비전과 전략을 개인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도 절실해졌다. 여기에 개인의 성과

가 높아지면 조직의 성과도 함께 높아지는 운영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게다가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전략의 진행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가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

들을 바탕으로 균형성과표가 출현하게 되었다(박개성 등, 2006).

균형성과표는 1992년에 로버트 카플란(Robert Kaplan)과 데이비드 노

튼(David Norton)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처음으로 발표한 개념이다. 조직의 

전략을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지표들로 균형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단기 활동과 장기 전략을 연계시키는 것으로 예산

편성의 도구로 발전하였다(한화 S&C, 2008).

균형성과표는 순이익율과 매출액 증가율과 같은 재무적 측정치와 운영성

과 측정치, 미래의 성과를 반영해 볼 수 있는 측정치를 제시하고 이들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균형성과표라 하였다.

균형성과표의 네 가지 관점은 재무, 고객, 내부업무과정, 학습/성장관점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위계구조(전략체계도)를 이루어 인과관계를 가

지고 재무적 관점으로 수렴된다(김주영, 2001; 박개성 등, 2006; 한화

S&C, 2008).

(1) 재무관점

재무관점은 조직의 전략, 실행, 달성이 순이익 개선에 기여했는지의 여부

이다.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투자수익률이나 경제적 부가가치와 같은 각

종 재무지표들을 관리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수익성에 의해 측정되나(박개

성 등, 2006), 재무적 목표들은 균형성과표의 다른 모든 관점에서의 모든 

측정지표를 총망라하는 핵심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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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관점

고객을 수익창출의 원천으로만 보기보다 장기적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는 관점이다(박개성 등, 2006). 주로 고객만족, 고객유지, 신규고객 확보, 

고객 수익성, 목표시장에서 시장점유율과 고객점유율 등이 포함된다(김주

영, 2001; 한화S&C, 2008). 조직의 비전과 전략은 재무성과를 통해 달성

되며 또한 재무성과는 고객을 통해 달성된다.

(3) 내부업무과정관점

조직이 탁월해지기 위해 해야 할 핵심적인 내부업무과정을 규명하는 관

점이다. 주로 핵심 프로세스 즉, 제조, 마케팅, 사후 서비스 등 새로운 고객

들에게 다가갈 역량을 개발하는 혁신프로세스이다(한화S&C, 2008). 내부

업무과정관점은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절차이면서 고객에게는 만족

을 제공하는 동인이 된다(Kaplan & Norton, 1992).

(4) 성장/학습관점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길러야 하는가의 관점이다. 네 가지 관점 중 가장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특히 구성원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Kaplan & Norton, 1992).

3. 보건의료분야에서의 BSC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분야에 BSC가 처음 도입된 1994년 이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

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Zelman 등은 1999년에서 2001년 사이 의료기관에

서 BSC를 활용한 사례에 관한 142개의 문헌을 검토한 결과 BSC가 의료기

관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도구이지만 개별 기관에 맞게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의료기관에서의 BSC 적용에 대한 연구들은 

질 관리, 결과지표, 접근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측정과 평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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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BSC의 적용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Zelman, 2003). 보건의

료체계가 균형성과표를 활용하는 이유는 진료의 질 향상, 서비스 강화, 접

근성 증가, 비용감소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조직의 전략을 성과측정과 측정지표에 연결시킴으로써 경쟁력을 키우

고자 균형성과표를 병원 전체나 단위부서에 적용하여 도입하고 있다(유지

인, 2001; Zelman, 2004).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병원의 BSC 활용 동향을 조

사한 결과, 2004년에 BSC 도입을 완료한 병원이 5.0%에 불과하다가 2010

년에는 64.4%의 병원이 BSC 활용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고 도입한 병

원의 95%가 유효한 경영수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나카하시 토시로 외, 

2012). 

국내 의료기관 도입 배경

국내 의료계에 BS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90년대 이후 병

원의 경영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종래의 병원 경영은 의

료 활동 및 의료기관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에 충실한 운영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의 광범위한 확산과 더불어 1990년대 후반 IMF 금융구제를 받게 되

는 사태가 도래하면서 의료업계에도 변혁의 바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수익성이 악화된 병원들이 줄도산 하거나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겪기도 하

고 대형병원들조차도 그 위상의 부침을 심하게 겪게 되면서 각급 의료기관

들이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추세가 급격히 바뀌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은 어려운 재무 상황에서 재무 부문과 비재무 부

문(의료의 질 등)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절실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경영

진들은 한편으로는 병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공 의료서비스의 선

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경영 방침을 강화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료와 

경영을 밀접히 연계시켜서 관리하고 평가해줄 시스템의 도입을 생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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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런 가운데 외국 병원에서의 BSC 도입의 성공사례와 국내외 일반기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BSC도입 성공 사례 등도 영향을 주면서 BSC가 그러한 

시스템의 확립에 유용한 도구로서 국내의료기관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하였

다(육근효, 2008).

BSC 활용의 효과 사례

Park은 BSC를 활용한 다섯 병원의 사례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 고객만

족도 향상, 의료수익률 증가, 재입원율 감소, 간호단위의 생산성 향상, 평균

재원일수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Park, 2007). Duke 아동 

병원은 재정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BSC를 도입하여 평균재원일수를 8일에

서 6일로 단축하고, 환자당 평균비용 25% 감소, 환자 및 직원 만족도 향상

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간호생산성이 29% 증가했음을 보고하였다

(Meliones, 2001).

Mayo Clinic(애리조나)의 경우 BSC를 인사관리에 활용하여 직원 이직률 

감소와 환자 만족도 증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Fottler, 

2006). 

국내 연구의 진행상황

국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이희원(2000)이 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책임

경영제 강화를 위해 균형성과표를 활용하여 16개의 핵심지표를 도출하였

다. 전북대학교병원의 경우 병원경영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병원

의 비전과 전략 수립, 핵심성과지표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인 참여를 통

해 네 가지 관점을 자기개발 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고객관점, 재무관점

으로 나누고, 21개의 핵심지표를 도출하였다(김태경,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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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직의 BSC 활용에 대한 국내연구는 2001년 이후 시작되어 분만장, 

조혈모세포이식병동, 수술실, 중환자실 등 특수 간호단위를 중심으로 평가

지표를 개발한 연구들이 있다(김영신, 2006; 박신혜, 2004; 유지인, 2001; 

최윤정, 2007). 일반간호단위에서의 BSC 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연구는 주

로 일개 병원 내의 간호조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강경화, 2003; 김인숙 

등, 2006; 홍윤미 등, 2008). 이후 박성애 등(2008)은 국내 다수의 간호조

직을 대상으로 국내 간호조직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 

표준을 제시하고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평가지표의 개발과정은 주로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1차 내용타당도 조

사를 하고, 2차로 간호단위의 관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타당도 조사를 

하여 최종성과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김인숙, 2005; 박신혜, 2004; 홍윤미 

등, 2008).

관점

간호분야에서도 주로 4개의 관점에 충실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김영신, 

2006; 박신혜, 2004; 유지인, 2001; 최윤정, 2007). 그러나 BSC의 4개의 

관점은 조직이 추구하는 미션에 따라 수정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예로 

Mayo Clinic의 경우 생산성과 효율성, 상호존중과 다양성, 사회봉사, 외적 

환경평가, 환자 특성으로 나누었고(Curtright, 2000), 홍윤미 등(2008)은 

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개의 관점 외에 대민봉사 관점을 추

가하였다. 4개의 관점 각각에 대한 중요도는 조직의 미션에 따라 다르다. 

비영리 조직의 경우 재무관점보다는 고객관점에 비중을 더 두는 경향이 있

다(Park, 2007). 그러므로 간호조직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목표를 먼저 정하고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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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지표의 내용

통상 재무관점에서는 주로 의료수익률, 투자수익률, 환자당 평균비용, 적

정재고 유지율, 처치료 발행 누락률, 이직률, 병상가동률, 장비 사용률 등을 

포함시키며, 고객관점은 환자만족도, 칭찬 건수, 추천지수, 내부고객만족도 

등을, 내부업무과정관점에서는 병원감염, 낙상 및 투약오류 등의 안전사고, 

간호기록 완결도, 재입원율 감소, 재원일수 감소 등을, 학습/성장관점에서

는 교육 참여율, 연구 및 질 향상 활동 참여율, 직원만족도 등을 포함시킨

다. 박성애 등(2008)의 연구에서는 간호업무수행정도, 간호사 능력 및 태

도, 수간호사의 리더십 등을 지표로 선정하여 조직 전체의 성과와 조직원 

개개인의 성과를 접목시켰다. 

지표의 수

초기연구의 경우 성과평가지표의 수가 김인숙(2005)의 경우 70개, 홍윤

미 등(2008)의 경우 29개, 박신혜(2004)의 경우 44개 등이다. 성과평가지

표의 수는 20∼25개 정도로 제한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목표당 1

∼1.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을 제시하였다(한화S&C, 2008). 2000년 

출간된 SFO(Strategy Focused Organization: 전략중심의 조직)에서는 지

표의 수를 대략 20~25개로 하되, 재무관점 5개, 고객관점 5개, 내부업무과

정관점 8~10개, 학습/성장관점 5개 정도로 할 것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

다(박개성 등, 2006). 너무 많은 지표를 사용할 경우 자료를 수집하는 데 드

는 시간과 비용부담이 크고 무엇보다도 조직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표가 많아지면 핵심에서 벗어나는 지표가 증가하고 

지표의 정확성이 떨어질 위험이 높아진다(박개성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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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가능성 및 보상체계와의 연계

최근에는 임상현장에서 접근가능성 및 보상체계와의 연계를 위한 연구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경화 등(2009)은 성과평가지표 개발 및 각 지표의 

조직수준별 기여도에 대한 연구로 조직 구성원의 성과관리지표 달성을 위

한 활동들을 동기부여함과 동시에 결과에 따른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

련하고자 하였다. 국내 다수의 간호조직을 대상으로 8개의 전략적 목표와 

14개의 성과평가지표를 제시하여 각 의료기관의 간호성과 표준을 제시하

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도구 활용의 유용성을 높였다(박성애 등, 2008). 한

편 Brannigan(2008)은 가중치 산정을 포함한 BSC 지표를 개발하여 간호

관리자의 성과급 지급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는데, 환자만족도, 간호원가, 

직원만족도 등에 높은 가중치를 두었다.

4. 간호단위 성과평가 및 간호의 질 평가

국내 10개 종합병원 간호조직의 성과측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들 병원

에서는 고객만족도, 간호사고, 욕창, 낙상, 투약사고, 안전사고, 환자중증도, 

물품관리, 간호사교육 참여도, 이직률 등을 매월 분기별로 측정하고 있었

다. 그러나 수익성, 직접간호시간, 환자 억제대 사용, 간호교육의 효과, 간호

정보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서는 소수의 간호조직만이 측정하고 

있었다(박성애 등, 2008).

강경화(2003)는 기존 자료를 토대로 간호업무의 영역별 간호활동을 크게 

환자간호 영역, 간호관리 영역, 전문직 역할로 구분하고 균형성과표의 네 

가지 관점과 연관시켜 환자간호업무와 간호관리 업무는 내부업무과정관점

으로, 전문직 역할과 관련된 업무는 학습/성장관점으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질 평가 제도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지침

에도 간호성과 평가 지표들이 있다. 각 항목을 BSC 관점으로 분류하면 고

객관점에는 환자만족도, 검사 및 복약설명 만족도, 전화상담, 통증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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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내부업무과정관점에는 감염관리, 기록의 충실성, 욕창 발생률, 약품

관리 등이고, 학습/성장관점에는 직원교육 및 참여율, 질 향상 활동 등이 있

다고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질 지표 평가 중 National Quality Forum(NQF)은 The 

Joint Commission이 주축이 되어 환자중심의 결과 측정지표를 2009년에 

개정하였다. 

The National Database of Nursing Quality Indicators(NDNQI)은 간호

를 구조, 과정, 결과 지표로 나누어 이를 각각 분기별, 연별로 평가하는 데

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간호인력 수준과 환자 안전지표와 환자 결과와

의 관련성을 계량화하였다. NDNQI 데이터는 간호의 질을 평가하고 환자의 

결과를 향상시키고, 간호인력 수준과 환자의 결과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NQF와 NDNQI의 지표는 욕창 유병률, 

낙상, 병원감염, 요로감염, 중심정맥관 감염, 직원이직률, 직접간호시간, 통

증관리, 억제대 적용, 직원교육, 직원만족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의 간호단위 성과관리 사례를 살펴보면 S대학병원의 경우 

병동관리능력 지표 4항목 40점, 의료의질 지표관련 5항목 35점, 서비스 만

족도 4항목 25점으로 각 항목별 가중치를 달리하여 병동을 평가한 후 간호

사 만족도의 증가, 환자 안전사고 감소, 사직률 감소, 직원 칭찬 건수의 증

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송경자, 2007).

조직의 유효성을 시스템 접근법으로 측정할 때 측정기준은 직무만족, 조

직몰입, 근로 생활의 질, 이직률, 결근율 등이다(박성애, 2005). 이 측정방

법 중 직원들의 높은 조직몰입은 조직의 성과인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

는 데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김진희, 2007).

연구 대상 병원의 각 간호단위별 성과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항목들을 살

펴보면 간호감사도구에는 환자간호 영역, 간호기록 영역, 물품관리 영역, 

환경관리 영역으로 나누어 분기별로 평가하고 있다. 그 외 고객만족도 조

사, 직원만족도 조사, 부서 간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

는 전사적으로 MBO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간호부서에서도 지표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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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다. 

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간호조직의 효율적인 성과평가는 기존의 성과 측

정지표들과 간호의 결과 및 질 지표와 간호조직에서 간과하기 쉬운 재무지

표를 종합하여 상시평가와 지속적 평가에 BSC 도구를 활용하여 목표관리

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5. 분석적 계층화과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1) AHP 개념

분석적 계층화과정법은 의사결정이 다수의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평가기준들을 계층화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해 가는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이다. 다기준의사결정이란 의사결정기준들 간의 상대

적 중요도를 도출하고 여러 선택 가능한 대안들 각각이 일련의 의사결정 기

준 하에서 선호되는 정도를 계량화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종합화하는 방법

이다. 분석적 계층화과정 방법은 1970년대 초 Saaty에 의해 처음 개발된 

이래 가중치 설정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정량적 요소뿐 아니라 정

보, 지식, 경험 등 수량화가 어려운 정성적 요소까지도 수량화함으로써 합

리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AHP의 커다란 장점 중 하나는 다수 

결정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합의도출을 이끌어내고 만족도 및 

설득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AHP는 각 구성요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이용

하여 다수의 구성요소들 간의 가중치를 산정한다. Saaty가 제안한 AHP

는 정량적 분석이 곤란한 의사결정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지식을 이용하여 

경쟁하는 요소들 간의 가중치 또는 중요도를 구하는데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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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HP 적용절차

(1) 의사결정의 계층화 

AHP를 이용하여 요인들 간에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안 문

제를 계층화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층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 즉, 상

위계층과 하위계층으로 구분하여 각 계층 간의 연쇄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모형을 구조화 한다. 최상층에는 가장 포괄적인 의사결정의 목적이 놓이며, 

그 다음의 계층들은 의사결정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

성된다. 이들 요소들은 낮은 계층에 있는 것일수록 구체적인 것이 된다. 여

기서 한 계층내의 각 요소들은 서로 비교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조근태 등, 

2003). 동일 계층에 있는 구성요소들 간에 쌍대비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

문에 각 계층에 포함되는 비교대상을 최대 7±2가지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

나 이는 필요조건은 아니다(조근태 등, 2003).

<그림 1> AHP의 표준계층, 조근태 등(2003)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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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항목을 쌍대비교를 통한 중요도 측정

가. 비교의 척도

쌍대비교에서 사용하는 척도는 각 단계에서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

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사용되는 척도는 

일반적으로 <표 1>과 같이 1에서 9까지의 값(또는 역수)을 취한다.

<표 1> 상대적 중요도 측정 척도

척도 평가

1

3

5

7

9

2, 4, 6, 8

중요수준 동일

약간 더 중요

더욱 더 중요

대단히 더 중요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

근접해 있는 가까운 숫자 간의 중간 정도의 중요도

역수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중요한 경우 후자의 중요도는 전자

의 중요도와 비교하여 그 역수의 값을 갖는다.

나. 쌍대비교

AHP의 중요한 특징은 어떤 하나의 문제를 몇 개의 계층으로 분해한 후 

각 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은 둘씩 짝을 지어 바로 상위에 있는 평가

기준들에 비추어 그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한다는 점이다. 동일 계층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을 짝을 지어 비교하므로 어떤 한 계층에 포함되

어 있는 요소들의 수가 n이라면 n(n-1)/2개 쌍의 이원비교를 실시한다. 즉 

4개의 요소인 경우 6번의 쌍대비교를 실시한다.

이러한 쌍대비교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종의 입력 자료로서 

정방행렬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a1, a2, a3의 3개의 요소가 존재할 때 이들

을 바로 상위의 평가기준에 의해 쌍대비교 한다면 쌍대비교의 결과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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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같이 3×3의 정방행렬로 나타날 수 있다. <표 2>의 예로 살펴보

면 맨 왼쪽과 위쪽에 비교하고자 하는 평가기준을 나열하고 안쪽에는 각 요

소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a11, a12, a13, ..., a33으로 표시하여 3×3의 행렬로 

적어 놓는다. 작성된 쌍대비교행렬은 행렬의 대각을 중심으로 역수의 형태

를 취한다.

           

<표 2> 쌍대비교를 위한 정방행렬의 예

a1    a2    a3

a1

a2

a3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

다. 입력 행렬의 작성

<표 1>에서 제시한 척도를 사용하여 각 단계 내에 있는 요소들을 둘씩 짝

을 지어 비교해 간다. 앞서 제시한 정방행렬에서의 요소들의 비교의 예를 

들면 <표 1>에서 요소 a1과 a2를 비교하는 경우, a1이 a2에 비하여 중요한 

경우는 중간의 1을 중심으로 a1에 가까운 왼쪽의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하고, 

반대로 a2가 a1에 비해 중요한 경우는 중간의 1을 중심으로 a2쪽에 가까운 

오른쪽의 해당 번호에 표시하며, a1과 a2의 중요도가 같다면 중간의 1에 표

시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a1과 a2, a1과 a3, a1와 a4를 각 쌍으로 비교한

다. 

예를 들어, <표 3>에서 요소 재무관점(a1)과 고객관점(a2)을 비교하였을 

때 재무관점(a1)이 고객관점(a2)보다 ‘약간 더 중요(3점)’한 경우 쌍대비교

행렬<표 4>에서 a11은 1, a12는 3, a21는 그 역수인 1/3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4개의 요소를 모두 쌍대비교하여 쌍대비교행렬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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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쌍대비교 설문작성의 예

재무

관점
9 8 7 6 5 4 ③ 2 1 2 3 4 5 6 7 8 9

고객

관점

재무

관점
9 8 7 6 5 4 3 2 1 2 ③ 4 5 6 7 8 9

내부

업무관점

재무

관점
9 8 7 6 5 4 3 ② 1 2 3 4 5 6 7 8 9

성장/

학습관점

고객

관점
9 8 7 6 5 4 3 2 1 2 3 4 ⑤ 6 7 8 9

내부

업무관점

고객

관점
9 8 7 6 5 4 3 2 1 ② 3 4 5 6 7 8 9

성장/

학습관점

내부

업무관점
9 8 7 6 5 4 ③ 2 1 2 3 4 5 6 7 8 9

성장/

학습관점

<표 4> 쌍대비교 행렬의 예

재무 고객 내부업무 학습/성장

재무 1 3 1/3 2

고객 1/3 1 1/5 1/2

내부업무 3 5 1 3

학습/성장 1/2 2 1/3 1

두 요소 간의 쌍대비교 시 한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사결정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의사결정자 모두의 의견을 통합하며, 이 때 다수 의사결정

자의 의견 통합은 기하평균 값을 활용한다.

(3) 종합화와 가중치 설정

가. 계층별 가중치 계산

행렬의 모든 기입내용이 의미가 있을 때 고유값에 의해 각 수준에서 의사

결정요소의 상대적 가중치를 측정한다. 계층별 가중치 계산은 바로 한 단계 

위의 계층에 있는 평가기준에 의한 어느 한 계층 내의 요소들 간의 가중치

는 쌍대 비교의 결과를 나타내는 정방행렬의 고유벡터(eigenvector)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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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할 수 있다.

나. 논리적 일관성의 검증 

분석적 사고의 다음단계는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판단이 얼마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쌍대비교를 통한 요소들에 대한 

판단 결과에 대하여 일관성 비율을 확인함으로써 논리적 일관성을 개선한

다. 일관성 비율이 10%를 넘는 경우에는 판단의 일관성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일관성 비율이 10%보다 높은 경우에

는 쌍대비교 결과를 재검토, 비논리적 부분의 판단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다. 종합 가중치의 산정

각 계층 내에서 동질적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를 통하여 계층내의 가중치

를 구한 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최하위 계층의 요소들 

사이의 복합가중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복합 가중치의 산정은 바로 위 계층의 평가 기준간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일종의 가중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쌍대비교를 통한 요소들에 

대한 판단결과를 통합하여 판단기준 간 중요도의 도출 및 최적의 대안을 도

출하거나 대안들 간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모든 쌍대

비교 매트릭스로부터 수학의 고유치 계산을 통하여 요소들의 최종 중요도 

또는 우선순위를 도출하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대안 없이 판단기준들의 중

요도 도출만을 하기도 한다.

3) AHP 과정의 장단점

AHP의 장점은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의 통합이다. 상이한 척도를 가

진 요소들 간의 비교와 통합을 보다 수월하면서도 합리적,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 결정자의 논리적 일관성의 유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다. 일관성 지수의 값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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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면 합리적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20% 이내일 경우 용납할 

수 있으나 20%보다 크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AHP는 비율

척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자원배분에 관한 문

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출된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예산, 인력 등의 자원

을 배분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최적화 할 수 있다.

AHP의 단점은 비교항목이 많아지면 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일관성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3단계 계층에 유용하며 쌍대비

교 항목이 많은 경우 적절하지 않다. 

4) 의료기관 AHP 관련 연구

균형성과표가 병원의 전략적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이상적 메커니즘

이기는 하지만 병원이라는 조직이 다양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

직 전반의 목표와 성과를 체계 있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AHP기법 적용

을 제안하였다. 즉, 조직의 목표달성과 성과제고를 위해 경영상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BSC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의료기관 성과

요인의 우선순위, 병원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해 AHP

기법을 이용한 선행연구들(전제란, 2010; 최민석, 2011)들이 있는데, 전제

란(2010)의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성과요인의 우선순위에서 재무관점이 가

장 중요도가 높고, 그 다음이 고객부문, 내부프로세스부문, 학습/성장부문 

순서라는 연구가 있다. 병원경영효율성 평가를 위한 연구에서 병원 경영 전

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재무(45.1%), 고객(34.8%), 내부프로세

스(20.1%) 순으로 가중치를 보였다. 하위평가기준은 의료수익이 1.000, 환

자 수가 0.630, 병상가동률이 0.555, 평균재원일수가 0.445, 환자만족도가 

0.370,으로 나타났다(김기성, 2011). 병원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의료기술(0.564), 접근성 및 편의성(0.235), 인적

자원 측면(0.136), 물리적 환경(0.066) 순으로 나타났다(2011, 최민석)

간호단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MBO지표관리를 위해 성과지표를 10개

로 범주화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그 하위지표 간의 가중치를 산정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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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였다(이은화, 2008). 그 결과 ‘고객만족도(20%), 환자교육(15%), 

직접간호(14%), ‘수익증가(12%)’, 안전관리(11%), 간호의 질 향상(8%), 간

호기록 충실성(7%), 간호사 역량 강화(6%), 간접간호(4%), 비용절감(3%) 

순이었다.

BSC 각 관점에 대한 가중치는 해당 조직이 취하는 전략 유형이나 인적자

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그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다. 일반

적으로 병원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재무관점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간호조직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중요도에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 산정을 통한 중요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23 -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Kaplan과 Norton이 개발한 균형성과표를 이용하여 서울특별

시 B종합병원 간호단위의 예비성과평가지표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성과평

가지표를 개발하고, 각 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를 분석적 계층화 과정

(AHP)을 활용하여 산정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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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진행절차

<표 5> 연구 진행절차

단계 내용 대상 및 방법

1단계 미션/비전 확인 2012년 미션/비전 개정

2단계
간호단위 

예비성과평가지표 도출

1차: 연구자

  국내외 문헌고찰

  임상 질 지표

  연구대상병원의 평가지표

2차: 전문가집단

  간호학과 교수 1명

  간호학 박사 1인 

  간호부서장 및 과장 등 총 3명

  비전 설정 TFT위원 수간호사 2명 

3단계 최종성과평가지표 개발

간호단위 관리자 18명

   => 타당도 검증

        합의 수준 80% 이상

   => 평가방법 조사  

4단계 성과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1. 성과평가지표 계층모형 설정

2. 가중치 산정=>AHP기법

   간호단위 관리자 15명

   경력간호사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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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전 확인

연구대상 병원은 2008년 6월 새 병원 개원 후 <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뉴 비전 “Best for most”를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간

호부서는 간호부 워크숍과 수차례 TFT 회의를 통해 2011년 말 미션과 비

전을 개정하였다. 

2) 간호단위 예비성과평가지표 문항 개발

연구자가 문헌고찰, 임상 질 지표, 병원의 평가지표 등을 참고로 간호부의 

비전에 맞는 예비전략목표와 예비성과평가지표 문항을 작성한 후 전문가들

의 검토를 거쳐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예비성과평가지표 문항

을 도출하였다.

3) 예비성과평가지표의 타당도 검증 및 최종성과평가지표 확정 

연구대상병원의 간호단위 관리자를 대상으로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예비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합의율 80% 이상의 지표를 선

택하고 조정과정을 거쳐 일부 항목을 추가하여 최종성과평가지표를 확정하

였다.

4) 최종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

채택된 최종성과평가지표를 평가 대상인 B 종합병원 간호조직의 간호단

위 관리자와 경력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 후 분석적 계층화과정

(AHP)기법을 활용하여 각 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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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결정문제의 계층화

최종

의사결정

목표

각 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

제1계층

관점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업무과정

관점

학습/성장

관점

제2계층

성과

평가지표

진료재료 재고금액 

병상 이용률

간호 행위료 (1인당)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외부고객만족도 

고객칭찬 건수

퇴원환자전화상담 

건수

내부고객 만족도

간호기록충실성

욕창 발생률 

환자 확인율

손 위생 수행률

안전사고 건수

(투약/수혈)

교육 참여도

교육자료 제

작 건수

조직몰입도

직장만족도

 

<그림 2> 의사결정의 계층화

(2) 의사결정요소 간의 중요도 및 가중치 도출

간호관리자 15명과 5년 이상의 경력간호사 15명을 대상으로 쌍대비교를 

통한 성과평가지표별 중요도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후 각 계층별 지표별 가

중치를 산출하였다.

(3) 판단의 일관성 측정 및 재설문

1차 가중치 산정 결과를 토대로 일관성 지수가 0.1 이상인 항목에 대해 

재설문을 실시하였다.

 

(4) 계층구조 종합화를 통한 성과평가지표의 종합 가중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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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 B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예비성과평가지표 검토를 위한 전문가 집단 7명 

전문가는 간호학과 교수 1명, 간호관리학 박사 1명, 연구대상 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1명, 간호과장 2명, 비전 TFT에 참여했던 수간호사 2명 총 7명

을 포함하였다.

(2) 성과평가지표 타당도 검증을 위한 간호단위의 간호관리자 18명

간호단위 수간호사 18명을 대상으로 연구 동의를 받은 후 설문을 시행하

였다. 수술실, 응급실, 분만장, 신생아실, 인공신실, 정신과병동, 전인간호병

동 등 특수 간호단위는 제외하였다. 

(3) 성과평가지표 가중치 산정을 위한 간호단위의 관리자 15명과 경력간

호사 15명

간호단위 수간호사 15명과 5년 이상의 경력간호사 15명을 대상으로 연

구 동의를 받은 후 설문을 시행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B종합병원의 의학연구윤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

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대상자 보호심의위원회 심의면제 과정을 

마쳤다.

예비성과평가지표 도출을 위한 설문은 1차로 연구자가 문헌고찰, 임상 질 

지표, 연구대상 병원의 미션/비전, 성과지표 등을 참고로 전략적 목표와 그

에 따른 성과평가지표 항목을 선정 후 예비성과평가지표 도출을 위한 전문

가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 의견은 2013년 3월 4일부터 21일까지 병원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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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 7명에게 전략적 목표에 대한 추가의견을 구

하고, ‘매우 타당하다’ 4점, ‘타당하다’ 3점, ‘타당하지 않다’ 2점, ‘매우 타당

하지 않다’ 1점으로 하는 4점 척도 설문을 하여 7명 중 4명 이상이 3점 또

는 4점에 동의한 지표를 예비성과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최종성과평가지표 선정을 위한 설문은 간호단위 수간호사 18명을 대상으

로 2013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1차 설문을 시행하고, 2013년 4월 

4일부터 8일까지 2차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은 4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1차 설문을 실시한 후 3점과 4점을 선택한 합의율을 공개하고, 재설문을 시

행하여 3점과 4점을 선택한 합의율 80% 이상의 지표와 조정을 거쳐 최종 

성과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2차에 걸쳐 설문을 진행한 이유는 1차 설문결

과 전문가 타당도 조사에서 100% 합의율을 보인 ‘평균재원일수’가 38.9%

로 낮아, 내부업무과정관점에서 재무관점으로 변경 후 재설문을 시행하였

기 때문이다. ‘평균재원일수’는 병원전체 관점에서는 내부업무과정관점으

로 분류할 수 있으나, 내무업무과정관점에는 간호 고유의 지표항목이 많아 

상대적으로 합의률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하여 재무관점으로 변경하여 재설

문을 진행한 것이다.

또한 각 성과평가지표별로 성과평가 방법에 대해 ‘금년 목표 대비’, ‘전년

대비’, ‘타 간호단위 대비’, ‘기타’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최종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을 위한 설문은 수간호사 15명과 5년 이

상의 경력간호사 15명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1차 설

문을 시행하였다. 1차 설문 결과로 일관성 지수를 조사하여 일관성 지수가 

0.1 이상인 응답자 16명에 대해 일부 또는 전체 항목에 대한 재설문을 실시

하였다. 2013년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재설문을 시행하여 가중치를 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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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방법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를 이용하였다.

(2) 성과평가지표: 내용 타당도 검증은 합의율을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3) 최종성과평가지표별 가중치 분석: Expert Choice Version 11.5를 

이용하여 분석적계층화 과정법(AHP기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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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예비성과평가지표 타당도 설문에 응한 수간호사의 경우 평균 병원경력은 

19.6년, 평균 수간호사 경력은 6.5년이다. 평균나이는 42.1세이다. 대학원 

과정 이상이 14명, 4년제 대학 졸업이 4명이다. 일반간호단위 수간호사가 

15명, 중환자실 수간호사가 3명이다. 가중치 산정을 위한 설문에 응한 수간

호사의 경우 일반간호단위 수간호사 13명, 중환자실 수간호사 2명이다. 경

력간호사의 경우 평균 병원경력은 9.7년, 현재 근무지 평균 경력은 4.4년이

다. 평균 나이는 33세이다. 대학원 과정 이상이 1명, 4년제 대학졸업이 8명, 

3년제 대학 졸업이 6명이다. 일반간호단위 간호사가 13명, 중환자실 간호

사가 2명이다.

2. 성과평가지표

1) 미션/비전 확인

연구 대상인 서울특별시 B종합병원은 2008년 6월 새 병원 개원을 시작

으로 2011년 구 건물 리모델링을 완성하여 약 800 병상으로 대형병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모든 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뉴 비전 “Best for most”를 선포하고서 비전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통합의료정보 시스템, 통합물류 시스템, 성

과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부서는 간호부 워크숍과 수차례 TFT 회의를 통해 2011년 

하반기에 미션과 비전을 개정하였다. 간호부의 미션은 ‘인간 존중의 실천과 

최상의 간호로 고객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이고, 비전은 ‘소통과 화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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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되는 간호부’, ‘우수한 인재 육성으로 직원이 만족하고 자긍심이 높

은 간호부’, ‘변화를 통한 효율적인 간호시스템을 추구하는 간호부’, ‘환자안

전과 간호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간호부’, ‘시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간호부’이다. 

2) 간호단위의 전략적 목표 

간호단위의 전략적 목표를 균형성과표 4개의 관점에 따라 연구자가 1차

로 연구대상 병원의 미션과 비전, 간호부의 미션과 비전을 토대로 병원차원

의 성과지표 등을 참고하여 1차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재무관점에서 2

개, 고객관점에서 2개, 내부업무과정관점에서 3개, 학습/성장관점에서 2개 

등 총 9개를 선정하고 전문가 7명의 자문을 얻어 9개를 1차 전략적 목표로 

채택하였다. 재무관점에서는 ‘원가절감’, ‘수익증진’을 전략적 목표로, 고객

관점에서는 ‘긍정적 고객경험관리’,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을 전략적 목표

로, 내부업무과정관점에서는 ‘간호의 질 향상’, ‘간호업무 개선’, ‘환자안전 

증진’을 전략적 목표로, 학습/성장관점에서는 ‘간호사 역량 강화’, ‘간호사 

동기부여’를 전략적 목표로 각각 수립하였다. 

9개의 전략적 목표 중에서 최종성과평가지표 도출 시 수간호사들의 타당

도 조사를 위한 설문결과 내부업무과정관점의 ‘간호업무 개선’에 대한 지표

는 채택하지 않아 최종 8개의 전략적 목표를 도출하였다(표 6).

3) 예비성과평가지표 

연구자가 문헌고찰, 임상 질 지표, 연구대상 병원의 성과지표와 비전 등을 

참고로 9개의 전략적 목표와 그에 따른 1차 예비성과평가지표 64개 항목을 

선정하였다(부록Ⅵ). 병원 최고 간호관리자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 7명에게 

전략적 목표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성과평가지표는 매우 타당하다’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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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 3점, ‘타당하지 않다’ 2점, ‘매우 타당하지 않다’ 1점으로 4점 척

도를 이용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7명 중 4명이 3점과 4점을 선택한 지표 

27개 항목을 선정하였고, 예비성과지표 중 퇴원예고준수율은 3명만 동의하

였으나 연구대상 병원의 성과관리 항목으로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예비성과

지표로 선정하여 2차  예비성과지표를 28개로 선정하였다. 

예비성과지표로 최종성과지표 도출을 위한 타당도를 조사하기 전에 일부 

지표의 관점을 변경하였다. 평균재원일수는 재무관점에서 내부업무과정관

점으로, 간호사 이직률은 재무관점에서 학습/성장관점으로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대상 병원의 2013년 병원 전체 성과지표의 관점별 분류에 맞춰 

연구자가 관점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재무관점 7개, 고객관

점 6개, 내부업무과정관점 8개, 학습/성장관점 7개의 2차 예비성과지표가 

도출되었다(표 6).

4) 최종성과평가지표 

28개의 예비성과평가지표를 대상으로 간호단위 수간호사 18명에게 타당

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총 17개 항목으로 재무관점 4개, 고객관점 4개, 

내부업무과정관점 5개, 학습/성장관점 4개를 최종성과평가지표로 선정하

였다. 

최종성과평가지표 도출을 위해 1차 설문을 실시한 후 합의율을 수간호사

들에게 공개하고, 재설문을 시행하여 3점과 4점을 선택한 합의율 80% 이

상의 지표를 선정하고 조정과정을 거쳤다. ‘평균재원일수’는 1차 타당도 설

문 전에 병원 전체의 전략적 지표에 맞춰 내부업무과정관점으로 분류하였

으나, 내무업무과정 관점에는 상대적으로 간호 고유의 지표가 많아 간호부

문에서는 재무관점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재

무관점으로 변경하여 2차 설문을 진행하였다.

2차 설문결과 100% 합의율을 보인 지표는 7개로, 고객관점의 ‘외부고객

만족도 점수’, ‘고객칭찬 건수’, ‘내부고객만족도 점수’, 내부업무과정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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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기록 충실성’, ‘환자 확인율’, ‘손 위생 수행률’, 학습/성장관점의 ‘교육 

참여도’였다. 90~99%의 합의율을 보인 항목은 재무관점의 ‘병상 이용률’, 

내부업무과정관점의 ‘안전사고 건수(투약/수혈)’, 학습/성장관점의 ‘조직몰

입도 점수’였다. 80~89%의 합의율을 보인 항목은 재무관점의 ‘간호 행위

료’,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학습/성장과점의 ‘직장만족도 점수’였다. 

80% 미만의 합의율을 보였으나 연구대상병원에서 실제 평가지표로 활용

하고 있는 4개의 지표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지표로 선정하였다. 재무관점

의 ‘진료재료 재고금액(77.8%)’, 고객관점의 ‘퇴원환자 전화상담 건수

(72.2%)’, 내부업무과정관점의 ‘욕창 발생률(72.2%)’ 학습/성장관점의 ‘교

육자료 제작 건수(72.2%)’로 실제 합의율도 70% 이상으로 다른 지표에 비

해 합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재원일수(44.4%)’, ‘간호사 이직률(38.9%)’의 경우 연구 병원의 주

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합의율이 낮아 지표에서 제외되었다. 내부업무

과정관점의 ‘업무개선 제안 건수(38.9%)’는 합의율이 낮아 전략적 목표인 

‘간호업무 개선’과 함께 지표에서 제외시켰다.

2차에 걸친 타당도 설문을 통해 70% 이상 합의율을 보인 지표는 거의 유

사하였고, 100% 합의를 보인 지표가 2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 1차에서 

70% 이상의 합의를 보였으나 2차에서 탈락한 항목은 학습/성장관점의 ‘QA 

및 연구 참여 건수’이었다. 1차에서 70% 미만이었으나 2차에서 그 이상의 

합의율을 보여 선정된 지표는 재무관점의 ‘진료재료 재고금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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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예비성과평가지표의 합의율

관 

점
전략 목표 예비성과평가지표

1차

합의율

2차

합의율
평가방법

재

무

관

점

원가절감

의료장비 사용률 44.4 % 22.2 % 전년대비

진료재료 재고금액 66.7 % 77.8 % 전년대비

진료재료 망실액 50.0 % 44.4 % 전년대비

평균재원일수 38.9 % 44.4 % 전년대비

수익증진

병상 이용률 94.4 % 94.4 % 전년대비

간호 행위료(1인당) 77.8 % 83.3 % 전년대비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83.3 % 88.9 % 전년대비

고

객

관

점

긍정적 

고객경험관리

외부고객만족도 점수 100.0 % 100.0 % 전년대비

고객칭찬 건수 88.9 % 100.0 % 전년대비

퇴원환자 전화 상담 건수 72.2 % 72.2 % 금년목표대비

퇴원예고 준수율 44.4 % 27.8 % 금년목표대비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

내부고객 만족도 점수 94.4 % 100.0 % 금년목표대비

진료과 협의 건수 66.7 % 50.0 %
전년대비/금년목표

대비

내

부

업

무

과

정

관

점

간호의 질 

향상

간호기록 충실성

(간호과정, 간호활동, 수혈)
100.0 % 100.0 % 전년대비

욕창 발생률 77.8 % 72.2 % 전년대비

간호업무 

개선
업무개선 제안 건수 55.6 % 38.9 % 금년목표대비

환자안전 

증진

환자 확인율 94.4 % 100.0 % 금년목표대비

손 위생 수행률 88.9 % 100.0 % 금년목표대비

안전사고 건수(투약/수혈) 94.4 % 94.4 % 금년목표대비

안전사고 건수(낙상) 55.6 % 27.8 % 전년대비

근접오류보고 건수 50.0 % 61.1 % 전년대비

학

습

 /

성

장

관

점

간호사 

역량 강화

교육(직무/전문/실무) 참여도 100.0 % 100.0 % 전년대비

QA 및 연구 참여 건수 83.3 % 66.7 % 전년대비

교육자료 제작 건수 77.8 % 72.2 % 전년대비

학생/외부생 교육 건수 61.1 % 33.3 % 타 간호단위대비

간호사 

동기부여

조직몰입도 점수 77.8 % 94.4 % 금년목표대비

직장만족도 점수 72.2 % 83.3 % 금년목표대비

간호직원 이직률 61.1 % 38.9 % 금년목표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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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지표별로 성과평가 방법 선정에는 18명 중 10명 이상이 동의한 

결과로, 28개 지표 중 전년대비 목표는 16개, 금년목표 대비는 10개, 타 간

호단위 대비는 1개, 공통은 1개였다. 

<표 7> 최종성과평가지표의 산출방법

관 점 성과평가지표 평가방법 산출 방법

재무

관점

진료재료 재고금액 전년대비 월말 진료 재고량의 총액 

병상 이용률 전년대비 
총 병상 중 환자가 점유하고 있는 

병상의 비율

간호 행위료(1인당) 전년대비 
처치료 중 재료비를 제외한 간호 

행위료 총액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전년대비 
처치료 입력 누락 건수/전체 간호처치 

건수

고객

관점

외부고객만족도 점수 전년대비 고객만족도 측정 종합 점수

고객칭찬 건수 전년대비 고객의 칭찬 민원 건수

퇴원환자 전화 상담 건수 금년목표대비 퇴원환자 전화상담에 성공한 건수

내부고객 만족도 점수 전년대비 내부고객 만족도 측정 종합 점수

내부

업무

과정

관점 

간호기록 충실성

(간호과정, 간호활동, 수혈)
전년대비 

완전한 간호기록 건수/간호기록 확인 

건수

욕창 발생률 전년대비 새로 욕창이 발생한 건수/재원환자 수

환자 확인율 금년목표대비

투약처치 시행 전 정확한 환자확인 

시행 건수/투약, 처치 등 환자확인 

관찰 건수

손 위생 수행률 금년목표대비
정확한 손 위생 수행 건수/손 위생 

관찰 건수

안전사고 건수(투약/수혈) 금년목표대비
보고된 간호사고 건수(안전사고 

2~4단계)

학습/

성장

관점

교육(직무/전문/실무) 

참여도
금년목표대비 교육 참여자 수

교육자료 제작 건수 금년목표대비 간호사, 환자 교육자료 제작 건수

조직몰입도 점수 전년대비 
Allen & Meyer 도구를 이용한 조직 

몰입도 점수

직장만족도 점수 전년대비 직장만족도 측정 종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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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 

최종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을 위한 설문은 간호단위 수간호사 15명

과 5년 이상의 경력간호사 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1) AHP 계층구조

<그림 3> AHP 계층구조

2) 의사결정요소 간의 중요도 및 가중치 

① 제1계층: BSC 관점별 상대적 중요도

전체 설문응답자 30명을 대상으로 관점별 쌍대비교를 통해 의견을 통합

한 결과 간호단위 성과평가 시 균형성과표에 있어서 1차 기준의 상대적 중

요도는 ‘내부업무과정관점’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고객관

점’이 26.8%, ‘재무관점(18.3%)’, ‘성장/학습관점(13.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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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BSC 관점별 상대적 중요도    <그림 4> BSC 관점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기준 중요도

재무관점 18.3%

고객관점 26.8%

내부업무과정관점 41.7%

성장/학습관점 13.2%
    

18.3%

26.8%

41.7%

13.2%

재무관점

고객관점

내부업무과정관점

성장및학습 관점

② 제2계층: 재무관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간호단위성과평가 시 균형성과표에서 재무관점(18.3%)의 하위 평가기준

의 상대적 중요도는 ‘병상 이용률(38.6%)’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간호 행

위료(29.8%)’, ‘간호처치수가 누락률(20.3%)’, ‘진료재료 재고금액(11.3%)’ 

순이었다.

<표 9> 재무관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그림 5> 재무관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기준 중요도

진료재료 재고금액 11.3%

병상 이용률 38.6%

간호 행위료(1인당) 29.8%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20.3%
    

11.3%

38.6%

29.8%

20.3%

진료재료재고금액

병상이용률

간호행위료(1인당)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③ 제2계층: 고객관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간호단위성과평가 시 균형성과표에서 ‘고객관점(26.8%)’의 하위 평가기

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외부고객만족도 점수’가 47.1%로 가장 높았으며, 이

어 ‘내부고객만족도 점수(23.6%)’, ‘고객칭찬 건수(19.8%),’ ‘퇴원환자 전화

상담 건수(9.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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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고객관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그림 6> 고객관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기준 중요도

외부고객만족도 점수 47.1%

고객칭찬 건수 19.8%

퇴원환자 전화상담 건수 9.5%

내부고객만족도 점수 23.6%
    

47.1%

19.8%

9.5%

23.6%

외부고객만족도 점수

고객칭찬건수

퇴원환자전화상담 건수

내부고객만족도 점수

④ 제2계층: 내부업무과정관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간호단위성과평가 시 균형성과표에서 ‘내부업무과정관점(41.7%)’의 하

위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환자 확인율’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안전사고 건수(투약/수혈)(18.9%)’, ‘손 위생 수행률(17.5%)’, ‘간호

기록 충실성(13.4%)’, ‘욕창 발생률(8.6%)’ 순이었다.

<표 11> 내부업무과정관점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그림 7> 내부업무과정관점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기준 중요도

간호기록 충실성 13.4%

욕창 발생률 8.6%

환자 확인율 41.6%

손 위생 수행률 17.5%

안전사고 건수(투약/수혈) 18.9%
    

13.4%

8.6%

41.6%

17.5%

18.9%

간호기록충실성

욕창발생률

환자확인율

손위생수행률

안전사고건수

⑤ 제2계층: 학습/성장관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간호단위성과평가 시 균형성과표에서 ‘성장/학습관점(13.2%)’의 하위 평

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조직몰입도 점수’가 37.6%로 가장 높았으며, 이

어 ‘직장만족도 점수(30.8%)’, ‘교육 참여도(23.0%)’, ‘교육자료 제작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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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순이었다.

<표 12> 학습/성장관점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그림 8> 학습/성장관점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기준 중요도

교육 참여도 23.0%

교육자료 제작 건수 8.6%

조직몰입도 점수 37.6%

직장만족도 점수 30.8%
    

23.0%

8.6%

37.6%

30.8%

교육참여도

교육자료제작 건수

조직몰입도 점수

직장만족도 점수

3) 논리적 일관성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참여자의 쌍대비교를 통한 가중치 산정 결과 몇 

개 부분에서 일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일관성이 높은 참여자 

16명의 설문문항을 일부 또는 전부 피드백 하여 비논리적인 부분을 하나씩 

재검토하여 판단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

의 논리적 일관성이 크게 향상되어 <표 13>과 같이 AHP 분석모델 전체에

서 일관성 비율이 기준치인 0.1 이내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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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일관성 지수

순번 제 1계층
BSC 관점

제 2계층

그룹재무
지표

고객
지표

내부업무과정
지표

성장/학습
지표

1 0.0643 0.081 0.0539 0.0847 0.0228 수간호사

2 0.0083 0.0746 0.0435 0.0656 0.0662 수간호사

3 0.0810 0.0690 0.0388 0.0851 0.0810 수간호사

4 0.0905 0.0938 0.0293 0.0169 0.0107 수간호사

5 0.0107 0.0688 0.0228 0.0744 0.0817 수간호사

6 0.0914 0.0899 0.0831 0.0906 0.0655 수간호사

7 0.0886 0.0922 0.0859 0.0918 0.0909 수간호사

8 0.0440 0.0440 0.0440 0.0535 0.0440 수간호사

9 0 0.0461 0 0 0 수간호사

10 0.0301 0.0698 0.081 0.0712 0.0913 수간호사

11 0.0192 0.0228 0.0297 0.0179 0.0440 수간호사

12 0.0810 0.0821 0.0688 0.0844 0.0859 수간호사

13 0.0810 0.0674 0.0674 0.0881 0.0674 수간호사

14 0.0938 0.0582 0.0435 0.0730 0.0582 수간호사

15 0.0927 0.0831 0.0730 0.0848 0.0440 수간호사

16 0.0746 0.0843 0.0479 0.0988 0.064  간호사

17 0.0905 0.0748 0.0662 0.082 0.0761  간호사

18 0.0778 0.0795 0.0809 0.0939 0.0925  간호사

19 0.0548 0.0602 0.0669 0.0844 0.0352  간호사

20 0.0179 0.0179 0.0179 0.0151 0.0076  간호사

21 0.044 0.044 0.044 0.0535 0.0526 간호사

22 0.0231 0.0248 0.0058 0.0667 0.0375  간호사

23 0.0769 0.0891 0.0775 0.0732 0.0962  간호사

24 0.0905 0.0859 0.0440 0.0600 0.0859  간호사

25 0.0456 0.0164 0.0495 0.0039 0.0039  간호사

26 0.0893 0.0924 0.094 0.0104 0.0892  간호사

27 0.0871 0.033 0.044 0.0535 0.0905  간호사

28 0.0381 0.044 0.0859 0.0904 0.0834  간호사

29 0.0223 0.0444 0.0392 0.0339 0.0076  간호사

30 0.0680 0.0680 0.0680 0.0452 0.0440  간호사

4) 계층구조 종합화를 통한 성과평가지표의 종합 가중치 도출

최하위 평가기준의 종합 가중치를 정리하면 ‘내무업무과정관점-환자 확

인율’이 17.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고객관점-외부고객만족도 

점수(12.60%)’, ‘내부업무과정관점-안전사고 건수(투약/수혈)(7.87%)’,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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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무과정관점-손 위생 수행률(7.29%)’, ‘재무관점-병상 이용률(7.06%)’, 

‘고객관점-내부고객만족도 점수(6.33%)’, ‘내부업무과정관점-간호기록 충

실성(5.6%)’, ‘재무관점-간호 행위료(5.45%)’, ‘고객관점-고객칭찬 건수

(5.31%)’ 순이었다.

‘성장/학습관점-교육자료 제작 건수(1.14%)’, ‘재무관점-진료재료 재고

금액(2.08%)’, ‘고객관점-퇴원환자 전화상담 건수(2.53%)’는 다른 하위평

가 기준에 비하여 상대적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14> 성과평가지표의 종합 가중치

1차기준 중요도 2차기준 중요도 1차-2차 종합 가중치 종합
중요도

순
위

재무관점 18.3%

진료재료 재고금액 11.3% 재무-진료재료 재고금액 2.08% 16

병상 이용률 38.6% 재무-병상 이용률 7.06% 5

간호 행위료(1인당) 29.8% 재무-간호 행위료(1인당) 5.45% 8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20.3% 재무-간호처치수가 누락률 3.71% 12

고객관점 26.8%

외부고객만족도 
점수 47.1% 고객-외부고객만족도 점수 12.60% 2

고객칭찬 건수 19.8% 고객-고객칭찬 건수 5.31% 9

퇴원환자전화상담 
건수 9.5% 고객-퇴원환자 전화상담 

건수 2.53% 15

내부고객만족도 
점수 23.6% 고객-내부고객만족도 점수 6.33% 6

내부업무
과정관점 41.7%

간호기록 충실성 13.4%
내부업무과정-간호기록충실
성 5.60% 7

욕창 발생률 8.6% 내부업무과정-욕창 발생률 3.61% 13

환자 확인율 41.6% 내부업무과정-환자 확인율 17.37% 1

손 위생 수행률 17.5% 내부업무과정-손 위생 
수행률 7.29% 4

안전사고 
건수(투약/수혈) 18.9% 내부업무과정-안전사고 

건수(투약/수혈) 7.87% 3

성장/학습
관점 13.2%

교육 참여도 23.0% 성장/학습관점-교육 참여도 3.03% 14

교육자료 제작 건수 8.6%
학습/성장-교육자료 제작 
건수 1.14% 17

조직몰입도 점수 37.6% 학습/성장-조직몰입도 점수 4.96% 10

직장만족도 점수 30.8% 학습/성장-직장만족도 점수 4.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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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12.60%

7.87%

7.29%

7.06%

6.33%

5.60%

5.45%

5.31%

4.96%

4.07%

3.71%

3.61%

3.03%

2.53%

2.08%

1.14%

내부업무과정관점‐환자확인율

고객관점‐외부고객만족도 점수

내부업무과정관점‐안전사고 건수

내부업무과정관점‐손위생 수행률

재무관점‐병상 이용률

고객관점‐내부고객만족도 점수

내부업무과정관점‐간호기록 충실성

재무관점‐간호행위료(1인당)

고객관점‐고객칭찬 건수

성장및학습 관점‐조직몰입도 점수

성장및학습 관점‐직장만족도 점수

재무관점‐간호처치수가 누락률

내부업무과정관점‐욕창 발생률

성장및학습 관점‐교육 참여도

고객관점‐퇴원환자 전화상담 건수

재무관점‐진료재료 재고금액

성장및학습 관점‐교육자료 제작건수

<그림 9> 성과평가지표의 종합 가중치

5) 제1계층에서 가중치가 동일할 때(25%) 종합 중요도 

관점별 가중치를 25%로 동일하게 했을 때는 ‘고객관점-외부고객만족도

(11.77%)’가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였고, ‘내부업무과정-환자 확인율

(10.4%)’, ‘재무관점-병상 이용률(9.65%)’, ‘학습/성장관점-조직몰입도

(9.4%)’, ‘학습/성장관점-직장만족도(7.72%)’, ‘재무관점-간호 행위료

(7.44%)’, ‘고객관점-내부고객만족도(5.91%)’순이었다. 

‘학습/성장-교육자료 제작 건수(2.16%)’와 ‘내부업무과정관점-욕창 발생

률(2.16%)’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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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제1계층 가중치가 동일할 때의 종합 중요도

1차

기준
중요도 2차 기준 중요도 1차-2차 종합 가중치

종합

중요도

순

위

재무

25.0% 진료재료 재고금액 11.3% 재무-진료재료 재고금액 2.84% 14

병상 이용률 38.6% 재무-병상 이용률 9.65% 3

간호 행위료(1인당) 29.8% 재무-간호 행위료(1인당) 7.44% 6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20.3% 재무-간호처치수가 누락률 5.07% 9

고객

25.0% 외부고객만족도 점수 47.1% 고객-외부고객만족도 점수 11.77% 1

고객칭찬 건수 19.8% 고객-고객칭찬 건수 4.96% 10

퇴원환자전화상담 건수 9.5% 고객-퇴원환자 전화상담 건수 2.36% 15

내부고객만족도 점수 23.6% 고객-내부고객만족도 점수 5.91% 7

내부

업무

과정

25.0% 간호기록 충실성 13.4% 내부업무과정-간호기록충실성 3.35% 13

욕창 발생률 8.6% 내부업무과정-욕창 발생률 2.16% 16

환자 확인율 41.6% 내부업무과정-환자 확인율 10.40% 2

손 위생 수행률 17.5% 내부업무과정-손 위생 수행률 4.37% 12

안전사고 건수

(투약/수혈)
18.9%

내부업무과정-안전사고 건수

(투약/수혈)
4.71% 11

학습/

성장 

25.0% 교육 참여도 23.0% 학습/성장-교육 참여도 5.75% 8

교육자료 제작 건수 8.6% 학습/성장-교육자료 제작 건수 2.16% 16

조직몰입도 점수 37.6% 학습/성장-조직몰입도 점수 9.40% 4

직장만족도 점수 30.8% 학습/성장-직장만족도 점수 7.7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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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10.40%

9.65%

9.40%

7.72%

7.44%

5.91%

5.75%

5.07%

4.96%

4.71%

4.37%

3.35%

2.84%

2.36%

2.16%

2.16%

고객관점‐외부고객만족도 점수

내부업무과정관점‐환자확인율

재무관점‐병상 이용률

성장및학습관점‐조직몰입도 점수

성장및학습관점‐직장만족도 점수

재무관점‐간호행위료(1인당)

고객관점‐내부고객만족도 점수

성장및학습 관점‐교육 참여도

재무관점‐간호처치수가 누락률

고객관점‐고객칭찬 건수

내부업무과정관점‐안전사고 건수

내부업무과정관점‐손위생 수행률

내부업무과정관점‐간호기록 충실성

재무관점‐진료재료 재고금액

고객관점‐퇴원환자 전화상담 건수

내부업무과정관점‐욕창 발생률

성장및학습관점‐교육자료 제작건수

<그림 10> 제1계층 가중치가 동일할 때 종합 중요도

6) 수간호사와 간호사의 의사결정요소 간의 중요도 및 가중치 비교

① 제1계층: BSC의 네 가지 관점에 대한 그룹별 상대적 중요도 비교

간호단위성과평가 시 균형성과표에 있어서 1차 기준의 그룹별 결과를 비

교해 보면 그룹별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전체 우선순위도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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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BSC 관점별 상대적 

            중요도 그룹비교

<그림 11> BSC 관점별 상대적 

중요도 그룹비교

 

평가기준 중요도 
전체

중요도
수간호사

중요도 
간호사

재무관점 18.3% 16.7% 20.0%

고객관점 26.8% 24.7% 28.8%

내부업무과
정관점

41.7% 45.0% 38.4%

학습/성장
관점 13.2% 13.5% 12.7%

    
0.0%

10.0%

20.0%

30.0%

40.0%

50.0%

중요도, 전체 중요도, 수간호사 중요도, 간호사

재무관점

고객관점

내부업무과정관점

성장및학습 관점

② 제2계층: 재무관점 평가지표의 그룹별 상대적 중요도 비교

간호단위성과평가 시 균형성과표에서 ‘재무관점’의 하위 평가기준의 그룹

별 결과를 비교해 보면 그룹별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전체 우선순

위도 차이가 없었다.

<표 17> 재무관점 평가지표 

            그룹별 비교

<그림 12> 재무관점 평가지표 

그룹별 비교

평가기준 중요도 
전체

중요도 
수간호사

중요도 
간호사

진료재료 
재고금액

11.3% 13.3% 9.6%

병상 이용률 38.6% 36.5% 40.6%

간호 행위료
(1인당)

29.8% 28.4% 31.0%

간호처치수
가 누락률

20.3% 21.8% 18.8%
    

0.0%

10.0%

20.0%

30.0%

40.0%

50.0%

중요도, 전체 중요도, 수간호사 중요도, 간호사

진료재료재고금액

병상이용률

간호행위료(1인당)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③ 제2계층: 고객관점 평가지표의 그룹별 상대적 중요도 비교

 간호단위성과평가 시 균형성과표에서 ‘고객관점’의 하위 평가기준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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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별 결과를 비교해 보면 ‘내부고객만족도 점수’에서 그룹별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서 우선순위(교차)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표 18> 고객관점 평가지표 

            그룹별 비교

<그림 13> 고객관점 평가지표 

그룹별 비교

평가기준 중요도 
전체

중요도 
수간호사

중요도 
간호사

외부고객만족
도 점수 47.1% 51.0% 42.6%

고객칭찬 
건수 19.8% 21.6% 17.9%

퇴원환자 
전화상담 
건수

9.5% 8.8% 9.9%

내부고객만족
도 점수 23.6% 18.6% 29.6%

    
0.0%

10.0%

20.0%

30.0%

40.0%

50.0%

60.0%

중요도, 전체 중요도, 수간호사 중요도, 간호사

외부고객만족도 점수

고객칭찬건수

퇴원환자전화상담 건수

내부고객만족도 점수

④ 제2계층: 내부업무과정관점 평가지표의 그룹별 상대적 중요도 비교

간호단위성과평가 시 균형성과표에서 ‘내부업무과정관점’의 하위 평가기

준의 그룹별 결과를 비교해 보면 ‘간호기록 충실성’에서 그룹별 결과의 차

이가 나타나서 우선순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표 19> 내부업무과정관점 

            평가지표 그룹 비교

<그림 14> 내부업무과정관점 

평가지표 그룹 비교

평가기준 중요도
전체

중요도
수간호사

중요도
간호사

간호기록 
충실성 13.4% 10.5% 17.0%

욕창 발생률 8.64% 8.56% 8.66%

환자 확인율 41.6% 43.0% 39.9%

손 위생 수행률 17.5% 17.8% 17.0%

안전사고 건수
(투약/수혈)

18.9% 20.2% 17.4%
    

5.0%

15.0%

25.0%

35.0%

45.0%

중요도, 전체 중요도, 수간호사 중요도, 간호사

간호기록충실성

욕창발생률

환자확인율

손위생수행률

안전사고건수



- 47 -

⑤ 제 2계층: 학습/성장관점 평가지표의 그룹별 상대적 중요도 비교

간호단위성과평가 시 균형성과표에서 ‘학습/성장관점’의 하위 평가기준

의 그룹별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직장만족도 점수’에서 그룹별 결과의 차이

가 나타나 우선순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표 20> 학습/성장관점 지표 

            그룹별 비교

<그림 15> 학습/성장관점 지표 

그룹별 비교

평가기준 중요도
전체

중요도 
수간호사

중요도
간호사

교육 참여도 23.0% 28.1% 17.9%

교육자료 
제작 건수

8.6% 10.0% 7.1%

조직몰입도 
점수 37.6% 39.3% 34.4%

직장만족도 
점수

30.8% 22.5% 40.6%
    

0.0%

10.0%

20.0%

30.0%

40.0%

50.0%

중요도, 전체 중요도, 수간호사 중요도, 간호사

교육참여도

교육자료제작 건수

조직몰입도 점수

직장만족도 점수

⑥ 성과평가지표의 종합 가중치 그룹별 비교

최하위 평가기준의 종합 중요도의 그룹별 비교는 아래 <표 30>과 같이 

나타났다. 간호사 그룹은 수간호사 그룹보다 상대적으로(특정 기준 제외) 

재무관점, 고객관점에 해당하는 평가기준들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 수간호사 그룹은 간호사 그룹보다 상대적으로(특정 기준 제외) 내부

업무과정관점, 학습/성장관점에 해당하는 평가기준들에 대한 중요도가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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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성과평가지표의 종합 가중치 그룹별 비교 

일련

번호
1차-2차기준

종합

중요도

 (전체)

순위

종합

중요도

(수간호사)

순위

종합

중요도

(간호사)

순위

1-1 재무관점-진료재료 재고금액 2.08% 16 2.22% 15 1.93% 16 

1-2 재무관점-병상 이용률 7.06% 5 6.09% 5 8.13% 4 

1-3 재무관점-간호 행위료(1인당) 5.45% 8 4.74% 8 6.22% 8 

1-4 재무관점-간호처치수가 누락률 3.71% 12 3.64% 13 3.77% 12 

2-1 고객관점-외부고객만족도 점수 12.60% 2 12.61% 2 12.29% 2 

2-2 고객관점-고객칭찬 건수 5.31% 9 5.35% 6 5.15% 10 

2-3 고객관점-퇴원환자 전화상담 건수 2.53% 15 2.18% 16 2.87% 14 

2-4 고객관점-내부고객만족도 점수 6.33% 6 4.59% 10 8.53% 3 

3-1
내부업무과정관점-간호기록 충실

성
5.60% 7 4.72% 9 6.54% 6 

3-2 내부업무과정관점-욕창 발생률 3.61% 13 3.86% 11 3.32% 13 

3-3 내부업무과정관점-환자 확인율 17.37% 1 19.36% 1 15.32% 1 

3-4 내부업무과정관점-손 위생 수행률 7.29% 4 8.01% 4 6.52% 7 

3-5
내부업무과정관점-안전사고 건수

(투약/수혈)
7.87% 3 9.10% 3 6.68% 5 

4-1 학습/성장관점-교육 참여도 3.03% 14 3.81% 12 2.29% 15 

4-2
학습/성장관점-교육자료 제작 건

수
1.14% 17 1.36% 17 0.91% 17 

4-3 학습/성장관점-조직몰입도 점수 4.96% 10 5.33% 7 4.38% 11 

4-4 학습/성장관점-직장만족도 점수 4.07% 11 3.04% 14 5.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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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10.00%

20.00%

종합중요도, 전체 종합중요도, 수간호사 종합중요도, 간호사

재무 관점‐진료재료 재고금액

재무 관점‐병상 이용률

재무 관점‐간호행위료(1인당)

재무 관점‐간호처치수가 누락률

고객 관점‐외부고객만족도 점수

고객 관점‐고객칭찬 건수

고객 관점‐퇴원환자 전화상담

건수
고객 관점‐내부고객만족도 점수

내부업무과정관점‐간호기록

충실성
내부업무과정관점‐욕창 발생률

내부업무과정관점‐환자확인율

내부업무과정관점‐손위생

수행률
내부업무과정관점‐안전사고

건수
성장 및학습 관점‐교육 참여도

성장 및학습 관점‐교육자료 제작

건수
성장 및학습 관점‐조직몰입도

점수
성장 및학습 관점‐직장만족도

점수

<그림 16> 성과평가지표의 종합 가중치 그룹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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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Kaplan과 Norton이 개발한 균형성과표를 이용하여 간호단위

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각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진행되었

다. 균형성과표를 활용한 것은 4가지 성과지표를 균형 있게 만족시킴으로

써 지표관리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진행할 수 있어 무형자산이 

많은 부서인 간호단위의 종합적인 전략적 의사결정에 유용하다고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 

성과지표 개발, 가중치 산정, 목표설정 등은 구성원과의 협의와 동의가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구성원들의 협의과정을 통한 핵심성과

평가지표 도출 과정에서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고, 지표가 다수일 때 지표별 

중요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

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진행절차에 따른 논의는 아래와 같다.

1. 간호부서의 미션/비전의 관점별 분류

연구자는 간호부서의 비전을 균형성과표의 관점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먼저 내·외부 고객을 포함한 ‘소통과 화합의 중심이 되는 간호부’, ‘시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간호부’는 고객관점으로 분류하였다. ‘환

자안전과 간호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간호부’, ‘변화를 통한 효율적인 간호

시스템을 추구하는 간호부’는 내부업무과정관점으로 분류하였다. ‘우수한 

인재 육성으로 직원이 만족하고 자긍심이 높은 간호부’는 학습/성장관점으

로 분류하였다. 재무관점의 비전은 따로 설정되지 않았다. 이는 간호부서가 

특성상 가시적인 재무지표가 적은 부서로, 3개의 관점별 비전을 충분히 달

성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재무관점의 성과로 연결되어 조직의 비전이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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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간호단위의 전략적 목표 및 성과평가지표 

1) 전략적 목표

재무관점의 ‘원가절감’, ‘수익증진’은 국내 다른 간호연구와 유사하였다

(유지인 2001; 박신혜, 2004; 강경화 등, 2009). Kaplan과 Norton에 의하

면 재무관점은 성장, 유지, 수확을 전략적 측정지표로 권했는데(이동현, 

2008), 유지개념의 ‘원가절감’과 성장과 수확개념의 ‘수익증진’이 이론적 

근거와 일치된 점을 보인다.

고객관점의 ‘긍정적 고객경험관리’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객만족도 향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강경화, 2003; 강경화 외, 2005; 류지인, 

2001; 박성애, 2009; 박신혜, 2004; 이희원, 2000), 연구대상 병원의 고객

경험관리 활동을 반영하여 ‘긍정적 고객경험관리’로 변경하였다.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은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소통과 

화합의 중심이 되는 간호부’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을 내·외부 고객을 모두 고려하였는데 이는 타 연구

에서와 유사하였고(류지인, 2001; 박신혜, 2004), 내·외부 고객을 고려한 

간호부 비전과도 부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내부업무과정관점은 ‘간호의 질 향상’, ‘환자안전 증진’으로 ‘환자안전과 

간호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간호부’ 비전에 맞는 전략적 목표로 사료된다. 

‘변화를 통한 효율적인 간호시스템을 추구하는 간호부’ 비전에 맞춰 연구자

가 예비전략 목표로 채택한 ‘간호업무 개선’은 타당도 검증과정에서 제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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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성장관점의 경우 ‘간호사 역량 강화’, ‘간호사 동기부여’는 ‘우수한 

인재 육성으로 직원이 만족하고 자긍심이 놓은 간호부’ 비전에 맞는 전략적 

목표라 할 수 있다. 

2) 최종성과평가지표

최종성과평가지표는 총 17개로 지표를 20개 이내로 정하였다. 지표가 많

아지면 핵심에서 벗어나는 지표가 증가하고 지표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

기 때문이다. SFO(Strategy Focused Organization: 전략중심의 조직)에서 

지표의 수는 대략 20~25개 이내로 하고 재무관점 5개, 고객관점 5개, 내부

업무과정관점 8~10개, 학습/성장관점 5개 정도 이내를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박개성 등, 2006) 본 연구는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재무관점의 성과평가지표 중 ‘병상 이용률’은 타 연구에서도 채택한 지표

이다(강경화, 2009; 최윤정, 200). 일부 연구자는 ‘병상 회전율’로 분류한 

경우도 있었다(박신혜, 2004). 병상 이용률이 높은 경우, 병상 회전율이 증

가할수록 병원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에 연구자는 ‘평균재원

일수’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타당도 검증과정에서 합의를 이

루지 못하고 제외되었다. 이는 평균재원일수는 간호사들만의 노력으로 달

성하기 어려운 지표이고, 의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이 아직 자

리 잡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 행위료’, ‘간호처치수가 누락률’은 타 

연구에서도 지표로 설정하였다(강경화 등, 2009; 박신혜, 2004; 이은화, 

2010; 최윤정, 2008; Brannign, 2008). 이는 정확한 간호 행위료 발행 및 

간호처치 누락 방지로 병원의 수익성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진료재료 재고금액’은 타 연구에서는 ‘적정재고 유지율’이란 지표로 설정

되어 있는 것으로(박신혜, 2004; 최윤정, 2008) 본 연구대상 병원에서 진료

재료의 재고량은 곧 비용이라는 인식이 간호부 전체에 확산되어 매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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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재고금액 조사가 영향을 미쳐 채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가 ‘장

비 사용률’을 예비지표로 선택했는데 합의율(22.2%)이 낮아 제외되었다. 

장비 사용이 효과적일 때 적시 환자 치료는 물론 비용의 효율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여겼으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병동 수간호사로 고가 장비와 사

용량이 많은 중환자실, 인공신실, 수술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환자실만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서는 지표로 채택된 경우가 이를 뒷받침한다(최윤정, 2008).

고객관점 성과평가지표는 ‘외부고객만족도 점수’, ‘고객칭찬 건수’, ‘내부

고객만족도 점수’는 합의율 100%를 보인 것으로 통상 일반 조직들에서도 

일반화된 지표로 관리하는 항목이다. ‘퇴원예고 준수율’은 고객만족 뿐 아

니라 병상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여겨 예비지표로 선정

하였으나 낮은 합의율(27.8%)로 인하여 제외되었다. 이는 의사의 역할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표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부업무과정관점의 경우 ‘환자 확인율’이 합의율 100%를 보이며 중요한 

지표로 선정되었다. 이는 타 연구에는 없는 지표로 해당 조직이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최근 환자확인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손 위생 수행률(100%), 안전사고 건수(투약/수혈)(94.4%) 등 환자안전

에 대한 지표들이 높은 합의율을 보여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음

을 알 수 있다. 안전사고 건수(낙상)는 임상 질 지표로 중요하여 예비지표로 

선정하였으나 낮은 합의율(27.8%)로 인하여 최종지표에서 제외되었다. 낙

상과 관련된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 외에도 환자개인의 임상적 특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간호사들의 예방활동으로는 발생을 감소시키기에 제한점

이 있다고 여겨 성과지표로 선택하기에 부담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성장관점을 살펴보면 ‘교육 참여도(100%)’는 다른 연구에서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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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설정하였다(강경화 등, 2005; 박성애, 2008; 박신혜, 2004; 최윤정, 

2008). 또한 신규간호사의 비율이 높은 병원의 특성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직장만족도(83.3%)’ 또한 여러 연구에서 지표로 설정하였다(강

경화 등 2009; Fottler, 2006; Haworth, 2008; Eleen Brannigan, 2008). 

다만, 박신혜(2004)의 경우 내부업무과정관점으로 분류하였다. ‘조직 몰입

도’를 연구자가 예비지표로 선택한 이유는 균형성과표 지표들이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진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였다. 합의율도 94.4%로 비교적 높게 나와 최종지표로 채택되었다. 수시로 

정량 평가해보기 어려운 지표 중 하나이지만, 연 1회 실시하는 직원만족도 

조사를 통해 측정해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판단하였다. 

‘평균재원일수’, ‘퇴원 예고율’ 등은 병원 전체 성과관리지표에서 중요하

게 다루고 있으나 간호직원들만 단독으로 달성하기보다 의사의 역할이 더 

큰 부분으로 여겨 합의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간호사 이직

률’의 경우 타 연구에서 지표로 선정하였으나(박성애, 2008; 박신혜, 2004: 

최윤정, 2008; Brannigan, 2008; Fatzpatrick, 2002; Haworth, 2008;), 

이직률은 다양한 변수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보아 합의율(38.9%)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지표는 어느 관점으로 분류하여 타당도를 조사

하느냐에 따라 합의율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평균재원일

수’, ‘퇴원 예고율’, ‘간호사 이직률’ 등이 성과평가지표로 관리되기 위해서

는 간호관리자들의 성과관리에 대해 종합적인 부서운영 효율성 측면의 가

치변화와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한 항목들이라 하겠다.

3. 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 

본 연구에서 균형성과표 관점별 상대적 중요도에서 ‘내부업무과정관점’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균형성과표를 이용해 간호관리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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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표에서 내부업무과정관점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와 유사하

다(Brannigan, 2008). 일반적으로 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는 결과지표에 

최소 50% 이상을 부여하는 것이 권장되어, 재무관점의 지표에만 50%의 가

중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 병원경영 효율성 평가를 위한 연구에서 재무

(45.1%), 고객(34.8%), 내부프로세스(20.1%)순으로 나타난 것이 그 예이

다(김기성, 2011). 전제란의 연구에서도 재무관점(38%), 고객부문(29%), 

프로세스부문(20%), 학습/성장관점 (13%)순으로 나타났다(전제란, 2010). 

그러나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도 있

다(박개성 등, 2006)는 점에서 간호단위 성과평가의 경우에도 결과지표보

다는 과정지표에 더 비중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간호측면에서는 ‘재무관점(18.3%)’의 가중치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했

으나 ‘학습/성장관점(1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중치 설문 대상이 

수간호사와 대부분 책임간호사로 구성되어 최근 병원에서 경영혁신을 위한 

재무지표관리 노력이 간호단위 성과관리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은화의 연구에서는 간호단위 MBO지표관리를 위해 성과지표를 10개로 범

주화하여 가중치 산정을 한 연구에서 ‘수익증대(12%)’가 5번째 중요도를 

보였고, ‘비용절감(3%)’은 10위의 중요도를 보였다(이은화, 2008).

최종성과평가지표의 종합 가중치는 ‘내부업무과정관점-환자 확인율’이 

17.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부업무과정관점-안전사고 건수(투약/수

혈)(7.87%)’, ‘내부업무과정관점-손 위생 수행률(7.29%)’ 등 환자안전에 

관한 지표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병원이용안내서’라는 안전을 위해 환자가 

행할 수칙을 담은 서적이 나올 정도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정헌재 등, 2013), 연구병원에서도 ‘환자안전과 간호의 질 향상을 추구하

는 간호부’ 비전 달성을 위해 환자안전워크숍 등을 통해 ‘환자확인’의 중요

성을 공감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 직원들의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객관점-외부고객만족도 점수(12.60%)’는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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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높은 가중치를 보였다. 이은화의 연구에서는 고객만족도가 가장 중요

도가 높은 지표로 나타났고(2008), 본 연구에서도 관점별 가중치를 25%로 

동일하게 할 때 ‘고객관점-외부고객만족도 점수(11.77%)가 가장 높은 가

중치를 보여 일반적으로 간호단위에서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 지표임을 알 

수 있다. 

수간호사와 간호사 그룹 간의 가중치 비교는 균형성과표 관점별 중요도

에서는 항목별 순위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재무관점’의 하위 지표들 간의 

가중치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객관점’의 하위 지표에서는 ‘내부

고객만족도 점수’를 간호사 그룹에서 더 비중을 두었다. 이는 실제 업무에

서 타부서와의 업무적인 갈등에 간호사들이 많이 노출되고 갈등조절에 권

한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부서 간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간호사 그룹은 ‘내부업무과정관점’의 하위 지표에서는 ‘간

호기록 충실성’에, ‘학습/성장관점’의 하위 지표에서는 ‘직장만족도 점수’에 

중요도를 더 높게 두었다. 

최하위 평가기준의 종합 가중치의 그룹별 비교에서 간호사 그룹은 수간

호사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특정 기준 제외) 재무관점과 고객관점에, 수

간호사 그룹은 간호사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특정 기준 제외) 내부업무과

정관점과 성장/학습관점에 해당하는 평가기준들에 대해 중요도를 높게 평

가하였다. 이는 수간호사들은 재무 등의 단기적인 성과결과보다는 직원의 

역량 강화, 질 관리, 동기부여 등 더 장기적인 측면으로 간호성과평가지표

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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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Kaplan과 Norton이 개발한 균형성과표를 이용하여 간호단위

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각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진행된 방

법론적 연구이다. 

연구진행절차는 1단계로 문헌고찰, 임상 질 지표, 연구병원의 평가지표들

을 참고로 1차로 예비전략적 목표 및 예비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전문

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전략적 목표와 예비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2

단계로 간호단위 수간호사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한 후 최종성과

평가지표를 확정하였다. 3단계로 최종성과평가지표의 계층별 가중치와 종

합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연구자가 균형성과표를 기본 틀로 개발한 전략적 목표와 예비성과평

가지표 64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 7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9개의 전략적 

목표와 28개의 예비성과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2) 간호단위 수간호사 18명을 대상으로 예비성과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

를 조사하여 8개의 전략적 목표와 최종성과평가지표 17개를 확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적 목표로 ‘원가절감’, ‘수익증진’, ‘긍정적 고객경험관

리’,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 ‘간호의 질 향상’, ‘환자안전 증진’, ‘간호사 역

량 강화’, ‘간호사 동기부여’이다. 

최종성과평가지표는 ① 재무관점의 ‘진료재료 재고금액’, ‘병상 이용률’, 

‘간호 행위료’,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② 고객관점의 ‘외부고객만족도 점

수’, ‘고객칭찬 건수’, ‘퇴원환자 전화상담 건수’, ‘내부고객만족도 점수’, ③ 

내부업무과정관점의 ‘간호기록 충실성’, ‘욕창 발생률’, ‘환자 확인율’,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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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수행률’, ‘안전사고 건수(투약/수혈)’, ④ 학습/성장관점의 ‘교육 참여

도’, ‘교육자료 제작 건수’, ‘조직 몰입도 점수’, ‘직장 만족도 점수’로 확정하

였다. 

3) 간호단위 수간호사 15명과 경력간호사 15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지

표의 가중치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관점별 상대적 중요도는 ‘내부업무과정관점’(41.7%)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이어 ‘고객관점’(26.8)%, ‘재무관점(18.3%)’, ‘성장/학습관점

(13.2%)’ 순으로 나타났다.

(2) 각 관점별 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 결과는 재무관점(18.3%)의 하위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병상 이용률(38.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이어 ‘간호 행위료(29.8%)’, ‘간호처치수가 누락률(20.3%)’, ‘진료재료 

재고금액(11.3%)’ 순이었다. ‘고객관점(26.8%)’의 하위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외부고객만족도 점수’가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내부고객만족도 점수(23.6%)’, ‘고객칭찬 건수(19.8%),’ ‘퇴원환자 전화상

담 건수(9.5%)’ 순이었다. ‘내부업무과정관점(41.7%)’의 하위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환자 확인율’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안

전사고 건수(투약/수혈)(18.9%)’, ‘손 위생 수행률(17.5%)’, ‘간호기록 충실

성(13.4%)’, ‘욕창 발생률(8.6%)’ 순이었다. ‘성장/학습관점(13.2%)’의 하

위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조직몰입도 점수’가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직장만족도 점수(30.8%)’, ‘교육 참여도(23.0%)’, ‘교육

자료 제작 건수(8.6%)’ 순이었다.

(3) 종합 가중치는 ‘내부업무과정관점-환자 확인율’(17.37%)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이어 ‘고객관점-외부고객만족도 점수(12.60%)’, ‘내부업무

과정관점-안전사고 건수(투약/수혈)(7.87%)’, ‘내부업무과정관점-손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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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률(7.29%)’, ‘재무관점-병상 이용률(7.06%)’, ‘고객관점-내부고객만족

도 점수(6.33%)’, ‘내부업무과정관점-간호기록 충실성(5.6%)’, ‘재무관점-

간호 행위료(5.45%)’, ‘고객관점-고객칭찬 건수(5.31%)’ 순으로 나타났다. 

‘성장/학습관점-교육자료 제작 건수(1.14%)’, ‘재무관점-진료재료 재고금

액(2.08%)’, ‘고객관점-퇴원환자 전화상담 건수(2.53%)’는 다른 하위평가 

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4) 수간호사와 간호사 그룹 간 가중치 비교

균형성과표 4개 관점들 간의 가중치와 ‘재무관점’ 내 성과평가지표의 가

중치는 그룹별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전체 우선순위도 차이가 없었

다. ‘고객관점’의 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는 ‘내부고객만족도 점수’에서, ‘내

부업무과정관점’의 ‘간호기록 충실성’에서, ‘성장/학습관점’의 ‘직장만족도 

점수’에서 그룹별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서 우선순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수간호사 그룹은 간호사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업무과정관점, 성장/

학습관점에 해당하는 평가기준들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

사 그룹은 수간호사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관점, 고객관점에 해당하

는 평가기준들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균형성과표를 이용한 성과평가지표를 분석적 계층화과정을 활

용하여 가중치 산정을 함으로써 실무에서 집중해야할 역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실증적 적용을 위한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은 한 의료기관의 간호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타 의료

기관에 적용 시에는 각 기관의 미션/비전에 맞는 균형성과표를 개발하고, 

가중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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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1) 본 연구는 일반간호단위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응급실, 수술실, 신실 

등 특수부서의 경우 본 결과를 참고로 하되 별도의 세부 성과평가지표의 개

발 및 가중치 산정이 필요하다.

2) 본 연구에서 개발된 균형성과표를 이용한 성과평가지표와 가중치를 

실제 간호단위에 적용하여 실증적 검증을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3) 전사적인 성과지표관리, 간호단위 성과평가지표의 측정, 직원 개인의 

성과를 연계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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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IRB 심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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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명: 간호단위 성과평가지표 개발 및 가중치 산정)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 설문조사에 참

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자 본인은 비용

부담이 없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고 정보들이 해당목적 이외의 용도

로는 이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설문참여에 동의합니다.

날짜: 2013년       월       일

이름:                    (서명) 

 

※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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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간호단위 성과평가지표 설문지

설문
번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에서 간호관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본 연구는 Kaplan & Norton이 개발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를 이용하

여 간호단위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가중치를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균형성과표는 조직의 전략 달성 정도를 네 가지 주요 성과 관점인 재무관점, 고객관

점, 내부업무과정관점, 성장/학습관점에 영향을 주는 활동들을 균형 있게 보도록 고

안된 접근법입니다. 

 

 본 설문에서 제시한 도구는 균형 성과표의 4가지 관점을 기본 틀로, 기존 연구를 통

한 문헌고찰과 본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인 평가 지표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1차로 

개발하고, 전문가 그룹을 통해 검토한 예비도구로, 간호관리자를 대상으로 최종성과

평가지표 도출을 위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는 각 문항별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분이 생각하는바와 일치하

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5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

다. 또한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도중에 선생님께서 더 작성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

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주신 귀한 의견은 병원 간호단위 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만 활용하겠습니

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이경이(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

연락처: 010-2697-0895

이메일: gyilee@hanmail.net

보라매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 위원회

 연락처: 02-87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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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간호단위의 재무관점재무관점의 전략적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예비성과지표입니다. 각 항목별로 관점별로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

에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표별 평가방법도 한 가지만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직

접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목표
성과평가 지표

매우

타당

하지 

않다

(1점)

타당

하지 

않다

(2점)

타당

하다

(3점)

매우 

타당

하다

(4점)

평가방법

원가절감

의료장비 사용률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진료재료 재고금액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진료재료 망실액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수익증진

병상 이용률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간호 행위료(1인당)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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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간호단위의 고객관점고객관점의 전략적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예비성과지표입니다. 각 항목별로 관점별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표별 평가방법도 한 가지만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직

접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목표
성과평가 지표

매우

타당

하지 

않다

(1점)

타당

하지  

않다

(2점)

타당

하다

(3점)

매우 

타당

하다

(4점)

평가방법

긍정적 

고객경험

관리

외부고객만족도 

점수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고객칭찬 건수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퇴원환자 전화 상담 

건수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퇴원예고 준수율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

내부고객 만족도 

점수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진료과 협의 건수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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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간호단위의  내부업무과정관점내부업무과정관점의 전략적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

할 수 있는 예비성과지표입니다. 각 항목별로 관점별 귀하의 생각과 일

치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표별 평가방법도 한가지만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직접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목표
성과평가 지표

매우

타당

하지 

않다

(1점)

타당

하지  

않다

(2점)

타당

하다

(3점)

매우 

타당

하다

(4점)

평가방법

간호의 질 

향상

간호기록 충실성

(간호과정, 간호활동, 

수혈)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욕창 발생률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간호업무 

개선

업무개선 제안 건수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평균재원일수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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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목표
성과평가 지표

매우

타당

하지 

않다

(1점)

타당

하지  

않다

(2점)

타당

하다

(3점)

매우 

타당

하다

(4점)

평가방법

환자 안전 

증진

환자 확인율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손 위생 수행률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안전사고 

건수(투약/수혈)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안전사고 건수(낙상)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근접오류보고 건수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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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간호단위의 학습 /성장관점학습 /성장관점의 전략적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예비성과지표입니다. 각 항목별로 관점별 귀하의 생각과 일치

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표별 평가방법도 한가지만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직접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목표
성과평가 지표

매우

타당

하지 

않다

(1점)

타당

하지  

않다

(2점)

타당

하다

(3점)

매우 

타당

하다

(4점)

평가방법

간호사 

역량 강화

교육(직무/전문/실무) 

참여도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QA 및 연구 참여 건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교육자료 제작 건수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학생/외부생 교육 

건수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간호사 

동기부여

조직몰입도 점수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직장만족도 점수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간호직원 이직률

① 금년목표대비    (   )

② 전년대비          (   )

③ 타 간호단위대비(   )

④ 기타(                   )



- 76 -

Ⅴ.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여자의 인적사항에 대

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오니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령 만 (   )세

직책 및 경력

수간호사 (   ) 

총 근무경력: (   )년 (   )개월,    

수간호사 총 근무 경력: (   )년 (   )개월

최종학력 3년제 대학졸(   ), 4년제 대학 졸(   ), 대학원 과정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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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Ⅳ. 간호단위 성과평가지표 가중치산정 설문지

설문
번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간호단위성과평가지표 개발 및 가중치 산정>연구를 위한 것으로 전문

가 분들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마친 17개의 최종성과평가지표를 분석적 계층화 과정

(AHP) 기법을 활용하여 각 지표별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조사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지표별로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할 때, 2개 문항 중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문항의 점수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9점 A가 B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7점 A가 B보다 매우 중요하다.

5점 A가 B보다 상당히 중요하다.

3점 A가 B보다 약간 중요하다.

1점 A와 B가 비슷하다(동등하다.).

8, 6, 4, 2점 각 수치들의 중간정도 중요
   

※ 작성 예

재무관점이 고객관점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재무관점 쪽 7점에 ◯로 표시

합니다.)

재무관점 9 8 ⑦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고객관점

 설문지 작성에는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도

중에 선생님께서 더 작성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주신 귀한 의견은 병원 간호단위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에만 활용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이경이(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

연락처: 010-2697-0895

이메일: gyilee@hanmail.net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 위원회

 연락처: 02-870-1851

※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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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을 위하여 제시된 <간호단위 성과평가지표 모형>을 참고하여 질

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의사결정

목표

각 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

제1계층

관점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업무과정

관점

학습/성장관

점

제2계층

성과

평가지표

진료재료 재고금액 

병상 이용률

간호 행위료 (1인당)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외부고객만족도 

고객칭찬 건수

퇴원환자전화상담 

건수

내부고객 만족도

간호기록충실성

욕창 발생률 

환자 확인율

손 위생 수행률

안전사고 건수

(투약/수혈)

교육 참여도

교육자료 제

작 건수

조직몰입도

직장만족도 

Ⅰ. 간호단위성과평가 시 균형성과표 각 관점의 가중치 산정을 위한 짝비교

입니다. 

관 점 관점별 성과평가지표

재무관점
진료재료 재고금액, 병상 이용률, 간호 행위료(1인당),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고객관점
외부고객만족도, 고객칭찬 건수, 퇴원환자전화상담 건수, 내부고객 

만족도

내부업무과정관점
간호기록 충실성(간호과정, 간호활동, 수혈 등), 욕창 발생률 , 환자 

확인율, 손 위생 수행률, 안전사고 건수(투약/ 수혈)

성장/학습관점
교육 참여도(직무/전문/실무), 교육자료 제작 건수, 조직몰입도, 직장만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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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항목들을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할 때, 2개 문항 중 상대적으로 더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의 점수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연번 관점 A

절
대
적
으
로 
중
요

매
우
중
요

상
당
히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약
간
중
요

상
당
히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적
으
로 
중
요

관점 B

1 재무관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고객관점

2 재무관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내부업무과정관점

3 재무관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성장/학습관점

4 고객관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내부업무과정관점

5 고객관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성장/학습관점

6
내부업무과

정관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성장/학습관점

Ⅱ. 간호단위평가 시 재무관점 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을 위한 짝비교

입니다. 재무관점 성과평가지표는 진료재료 재고금액, 병상 이용률, 간

호 행위료(1인당), 간호처치수가 누락률입니다.

 

※ 위의 항목들을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할 때, 2개 문항 중 상대적으로 더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의 점수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연번 성과평가지표 A

절
대
적
으
로 
중
요

매
우
중
요

상
당
히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약
간
중
요

상
당
히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적
으
로 
중
요

성과평가지표 B

1
진료재료
재고금액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병상 이용률

2
진료재료
재고금액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간호행위료

(1인당)

3
진료재료
재고금액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4 병상 이용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간호행위료

(1인당)

5 병상 이용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6
간호행위료

(1인당)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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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간호단위평가 시 고객관점 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을 위한 짝비교

입니다. 고객관점 성과평가지표는 외부고객만족도, 고객칭찬 건수, 퇴

원환자전화상담 건수, 내부고객 만족도입니다.

※ 위의 항목들을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할 때, 2개 문항 중 상대적으로 더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의 점수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연번
성과

평가지표 
A

절
대
적
으
로 
중
요

매
우
중
요

상
당
히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약
간
중
요

상
당
히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적
으
로 
중
요

성과
평가지표 

B

1
외부고객
만족도 
점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고객칭찬 
건수

2
외부고객
만족도 
점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퇴원환자 
전화상담 

건수

3
외부고객
만족도 
점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내부고객
만족도 
점수

4 고객칭찬 
건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퇴원환자 
전화상담 

건수

5 고객칭찬 
건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내부고객
만족도 
점수

6
퇴원환자 
전화상담 

건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내부고객
만족도 
점수

Ⅳ. 간호단위평가 시 내부업무과정관점 성과평가지표의의 가중치 산정을 

위한 짝비교입니다. 내부업무과정관점 성과평가지표는 간호기록 충실

성(간호과정, 간호활동, 수혈 등), 욕창 발생률, 환자 확인율, 손 위생 수

행률, 안전사고 건수(투약/수혈)입니다.

※ 위의 항목들을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할 때, 2개 문항 중 상대적으로 더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의 점수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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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과평가지표 A

절
대
적
으
로 
중
요

매
우
중
요

상
당
히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약
간
중
요

상
당
히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적
으
로 
중
요

성과평가지표 B

1 간호기록 충실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욕창 발생률

2 간호기록 충실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환자 확인율

3 간호기록 충실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손 위생 수행률

4 간호기록 충실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안전사고 건수

5 욕창 발생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환자 확인율

6 욕창 발생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손 위생 수행률

7 욕창 발생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안전사고 건수

8 환자 확인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손 위생 수행률

9 환자 확인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안전사고 건수

10 손 위생 수행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안전사고 건수

Ⅴ. 간호단위평가 시 학습 /성장관점 성과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을 위한 

짝비교입니다. 학습 /성장관점 성과평가지표는 교육 참여도(직무/전문/

실무), 교육자료 제작 건수, 조직몰입도 점수, 직장만족도 점수입니다. 

※ 위의 항목들을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할 때, 2개 문항 중 상대적으로 더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의 점수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연번 성과평가지표 A

절
대
적
으
로 
중
요

매
우
중
요

상
당
히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약
간
중
요

상
당
히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적
으
로 
중
요

성과평가지표 B

1 교육 참여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교육자료제작 
건수

2 교육 참여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조직몰입도 점수

3 교육 참여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직장만족도 점수

4 교육자료 
제작 건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조직몰입도 점수

5 교육자료 
제작 건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직장만족도 점수

6 조직몰입도 점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직장만족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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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여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오니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

연령 : 만 (   )세,  근무경력: (   )년 (   )개월,    

현 근무지 경력: (   )년 (   )개월 

최종학력 3년제 대학 졸(   ), 4년제 대학 졸(   ), 대학원 과정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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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Ⅴ. 최종성과평가지표

관 점 전략 목표 성과평가지표 평가방법

재무관점

원가절감 진료재료 재고금액 전년대비 

수익증진

병상 이용률 전년대비 

간호 행위료(1인당) 전년대비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전년대비 

고객관점

긍정적 

고객경험관리

외부고객만족도 점수 전년대비 

고객칭찬 건수 전년대비 

퇴원환자 전화 상담 건수 금년목표대비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
내부고객 만족도 점수 전년대비 

내부업무과정관점

간호의 질 향상

간호기록 충실성

(간호과정, 간호활동, 

수혈)

전년대비 

욕창 발생률 전년대비 

환자안전 증진

 

환자 확인율 금년목표대비

손 위생 수행률 금년목표대비

안전사고 건수(투약/수혈) 금년목표대비

학습/성장관점

간호사 역량 강화

교육(직무/전문/실무) 

참여도
금년목표대비

교육자료 제작 건수 금년목표대비

간호사 동기부여
조직몰입도 점수 전년대비 

직장만족도 점수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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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Ⅵ. 1차 예비성과평가지표

관점 전략적 목표 성과평가 지표

재무관점

원가절감(9)

간호사 이직률

의료장비 사용률

간호단위별 활동원가 

평균재원일수

진료재료 재고금액

적정재고 유지율

진료재료 사용량

린넨 재고량

진료재료 망실액

수익증진(7)

병상 이용률

병상 회전율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건강보험 삭감률

간호수가 개발 건

간호 관리료

간호 행위료

고객관점

긍정적 고객경험관리(8)

외부고객만족도 점수

전화응대모니터 점수

고객칭찬 건수

고객불만 건수

퇴원환자 전화 상담 건수

통증관리 환자 만족도

퇴원예고 준수율

환경관리 만족도 점수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5)

내부고객 만족도 점수

간호사 이미지 점수

부정적 고객경험 해결 건수

관련부서 협력활동 건수

진료과 협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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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전략적 목표 성과평가 지표

내부업무과정관점

간호의 질 향상(4)

간호기록 충실성

(간호과정, 간호활동, 수혈)

간호감사(QI) 점수

욕창 발생률

욕창 유병률

간호 업무 개선(8)

간호업무개선 제안 건수

응급간호 대처능력 점수

직접 간호시간

CP활용률

장기재원환자 수

주사침 찔림 건수

업무개선 건수

누적초과근무 건수

환자 안전 증진(10)

환자 확인율

손 위생 수행률

안전사고 건수(투약/수혈) 

안전사고 건수(낙상)

유효기간 준수율(진료재료/약품)

혈액수령 30분 내 수혈 시작 비율

병원감염 건수

구두 오더 건수

수술부위 표지율

근접오류보고 건수

학습/성장관점

간호사 역량 강화(7)

교육(직무/전문/실무) 참여도

QA 및 연구 참여 건

위원회활동 참여율

교육자료 제작 건수

프리셉터쉽 이수자 수

심폐 소생술 교육이수 건수

학생/외부생교육 건수

간호사 동기부여(6)

원내강사 참여율

직원힐링 프로그램 운영 건

수간호사 리더십 점수

조직몰입도 점수

간호직원 직장만족도 점수

대외봉사활동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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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Ⅶ. 연구자별 성과평가지표

재무관점지표 사례(국내)

박신혜(2004) 최윤정(2008) 강경화(2009) 박성애(2008)

대상 조혈모세포이식병동 중환자실
국내 한 병원 

간호단위

국내 10개 

간호조직 

일반간호단위

성과

지표

1. 초과근무시간 감소

2. 적정재고량 유지율

3. 환자분류에 따른 간호인력 배

치

4. 인적/물적 자원의 재무적 측면

에 대한 정보제공 건수 증가

5. 처방 및 처치 비율 감소

6. 병실회전율 증가

7. 입원기간 감소

8. 조혈모세포이식 건수 증가

9. 보험삭감률 감소

10. 타병원에서의 의뢰 증가

1. 중환자실 물품기

구 및 장비 활용

률

2. 적정재고 유지율

3. 처방누락 감소율

4. 경력간호사 이직

률

1. 장비 사용률

2. 병상 이용률

3. 간호 행위료

4. 간호관리료

5. 간호처치수가 

누락률

1. 평균재원일수

2. 이직률

재무관점지표 사례(국외)

Fitzpatrick(2002) Fottler(2006) Haworth(2008) Brannigan(2008)

대

상

sample quadrant 

measures
Mayo Clinic Arizona

Barta & The 

London NHS 

Trust(응급실)

간호관리자를 

위한 bonus 

system(Netcare)

성

과

지

표

1. Cost per case

2. FTE/AOB

3. Supply expense

4. Pharmacy 

expense 

Revenue 

enhancement

5. Margin

6. SWB % net

7. Days in 

accounts 

receivable

8. Payor mix

1. Human capital 

Value-added

2. Human capital ROI 

(Return on Investment)

3. Total labor cost, 

revenue(%)

4. Total labor cost, 

expense(%)

5. Total employee cost 

factor

6. Healthcare factor

7. Worker's competency 

factor

8. Savings

9. Staff retention

1. Staff pay cost

2. Non-pay costs 

such as laundry 

costs and patient 

transport

3. Pharmacy cost

4. Staff vacancy 

rates

5. Costs incurred 

through staff 

absence

6. Breaking even

1. Nursing 

payroll as 

percentage of 

fee revenue

2. Nursing costs

3. Nursing 

billing errors 

on wards

4. Cost of 

consum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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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점지표 사례(국내)

박신혜(2004) 최윤정(2008) 강경화(2009) 박성애(2008)

대상 조혈모세포이식병동 중환자실 국내 한 병원의 간호단위

국내 10개 

간호조직 

일반간호단위

성과

지표

1. 환자보호자 만족도 증가

2. 응급실 및 외래 입원 

대기시간 감소

3. 환자교육 건수 증가

4. 관련부서만족도 증가

5. 내외 고객의 인지도 증가

6. 조혈모간호단위 

근무지원자 증가

7. 관련학회, 단체의 지원증가

8. 홍보 건수 증가

1. 환자권리장전 

이행률

2. 환자/보호자 

만족도

3. 병원감염률

4. 투약오류율

5. 재원일수 

감소

1. 간호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2. 간호사의 전화응대 

만족도

3. 환자의 간호사 이미지 

점수

4. 환자/보호자가 환자의 

현재 상태 치료 및 

계획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비율

5. 교육에 대한 만족도

1. 입원환자 

만족도

2. 친절 사례 

건수

고객관점지표 사례(국외)

Fitzpatrick(2002) Fottler(2006) Haworth(2008) Brannigan(2008)

대

상

sample quadrant 

measures

Mayo Clinic 

Arizona

Barta & The 

London NHS 

Trust(응급실)

간호관리자를 위한 

bonus 

system(Netcare)

성

과

지

표

1. Would you 

recommend this 

facility?

2. Was your pain 

controlled?

3. Were you adequately 

prepared for 

discharge?

4. Were you satisfied 

overall? Referring MD

5. Did you receive 

adequate 

communication?

6. Would you 

recommend this 

facility?

1.Turnover/ 

separations

2. Separations by 

length of service 

3. Retention by 

length of service

4. Average tenure

5. Cost per hire 

Benefits 

enrollment (%)

6. Patient 

satisfaction

1. Waiting times 

measured against 

the four hour 

target

2. Thank you letters

3. Complaints

4. Staff attitude

5. Care environment

6. Patient 

satisfaction

1. Satisfaction 

ratings in 

nursing care

2. Satisfaction 

ratings in ward 

environment

3. Doctor survey 

results for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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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업무과정관점지표 사례(국내)

박신혜(2004) 최윤정(2008) 강경화(2009) 박성애(2008)

대

상
조혈모세포이식병동 중환자실

국내 한 병원의 

간호단위

국내 10개 간호조직 

일반간호단위

성

과

지

표

1. 표준화된 간호업무의 

건수 증가

2. 표준화된 간호기록의 

건수 증가

3. 투약오류 발생 건수 

감소

4. 간호업무상 과오 및 

과실 건수 감소

5. 이해관계자들의 주기적 

평가결과 향상

6. 직접간호시간 증가

7. Critical pathway 

적용으로 검사 및 

치료기간 단축

8. 조직구성원의 만족도 

증가

9. 이직률 감소

10.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율 증가

11. 종양전문 간호사 

자격증 인력배치증가

12. 경력자 비율 증가

13. 보상제도 실시

14. 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

15. 시설/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만 건수 감소

16. 간호단위의 청정도 

유지

17. 감염관리 지침 이행률 

증가

18. 교차감염 발생률 감소

19.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증가

1. 간호과정 

적용문제해결 

건수

2. 간호사고 발생 

건수

3. 직접간호시간

4. 간호업무 

표준개발 건수

5. 

환자안전사고발

생 건수

6. 병상가동률

7. 장비작동오류 

사고율

8. 기록의 실수 및 

누락 건수

1. 직접간호시간

2. 간호처치행위건수

3. 업무상 

재해발생률/건수

4. 업무제안 건수

1. 간호의 질 평가

2. 병동 내 

업무개선활동 건수

3. 투약오류발생

4. 욕창 발생률

5. 낙상 발생률

6. 안전사고(미끄러짐, 

화상 등)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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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업무과정관점지표 사례(국외)

Fitzpatrick (2002) Fottler. (2006) Haworth (2008) Brannigan(2008)

대

상

sample quadrant 

measures
Mayo clinic Arizona

Barta & The 

London NHS 

Trust(응급실)

간호관리자를 위한 

bonus system 

(Netcare)

성

과

지

표

1. Length of stay

2. Productivity

3. Discharge before 

11 a.m.

4. ER wait times

5. Nosocomial 

infection rate

6. Preventable 

ADEs

7. Number of 

patient falls

8. Restraint and 

seclusion 

utilization

9. Clinical pathway 

compliance

1. Headcount and 

AH/PCC(Allied 

health to patient 

care consultant) 

ratio 

2. Recruitment rates

3. RecruitmentFTE/ 

hires ratio

HR FTE(full time 

equivalent) ratio

4. Interviews per hire

5. Time to fill 

6. HR productivity

7. Guideline 

compliance Error 

1. Patient 

re-attendance 

rate

2. Infection rates

3. Time for 

diagnostics 

and results

4. Internal 

referral rate

5. Hospital bed 

occupancy 

rate

6. Number of 

clinical and 

non-clinical 

incident forms

1. Reduction in 

number of falls per 

1,000 admissions

2. Reduction in 

number of stage 2 

to 4 hospital 

acquired skin

lesions per 1,000 

admissions

3. Improvement in 

pain management 

scores

4. Negative clinical 

incidents per 1,000 

admissions

5. Hospital acquired 

infections per 

1,000 admissions

6. Audit tool for 

clinical governance 

Nursing

7. Infection control

8.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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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성장관점 사례(국내)

박신혜(2004) 최윤정(2008) 강경화(2009) 박성애(2008)

대상 조혈모세포이식병동 중환자실 일 병원 간호단위

국내 10개 

간호조직 

일반간호단위

성과

지표

1. 핵심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향상

2. 새로운 교육 및 

간호중재프로그램 수 증가

3. 교육 참여율 증가

4. 학회 및 연구활동 건수 증가

5. 협력활동 건수 증가

6. 협력활동에 참가하는 

단위조직의 수 증가

1. 실무교육 

참여도

2. 연구 참여도

3. 간호사 

교육만족도

4. 계속교육시간

1. 간호사의 교육 

참여도

2. 간호사의 연구 및 

발표 참여도

3. 근무여건에 대한 

간호사 만족도

4.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간호사 

만족도

1. 간호업무수행

2. 간호사 능력 

및 태도

3. 직무교육 

참여시간

4. 수간호사의 

리더십

학습/성장관점 사례(국외)

Fitzpatrick(2002)
Fottler(2006

)
Haworth(2008)  Brannigan(2008)

대상
sample quadrant 

measures

Mayo Clinic 

Arizona

Barta and The 

London NHS 

Trust(응급실)

간호관리자를 위한 bonus 

system (Netcare)

성과

지표

1. Would you recommend 

this employer?

2. Absentee rate

3. Turnover rate

4. Leadership approval 

rating Professional 

development

5. Continuing education 

credits per FTE

6. Publications per F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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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Kim, Jinhyun, Ph.D.

  This is a methodological study with two aims; one is to develop key 

performance indicators(KPIs) of one hospital’s nursing unit using 

Balanced Scorecard(BSC) developed by Kaplan and Norton in 1992, 

and the other is to estimate weighted value of KPIs developed by the 

use of Analytical Hierarchy Process(AHP).

This study includes four steps as following. The first step is 

checking the mission and vision of the target hospital and the second 

one is deriving the second preliminary KPIs checked by expert group 

of 7 members based on 9 strategic objects and the first 64 

preliminary indicator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The third step is 

determining the final KPIs based on more than 80% agreement after 

18 head nurses' check of the validity of the second preliminary KPIs 

and experts' adjustment. Finally the fourth step is estimating the 

weighted value of each KPI using the AHP after the questionnaire of 

15 head nurses and 15 career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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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Strategic objects and the result of KPIs

The second preliminary strategic objects have 9 items and the 

second preliminary KPIs have 28 items, with 7 financial perspectives, 

6 customer ones, 8 internal business process ones and 7 learning and 

growth ones.

The final strategic objects include total 8 items as follows. 

Financial perspectives established ‘cost saving’ and ‘profit 

improvement’; customer perspectives established ‘positive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and ‘creation of cooperative organization 

culture’; internal business process perspectives established ‘quality 

improvement of nursing care’ and ‘patient safety improvement’; and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s established ‘staff nurse 

empowerment’ and ‘nurse motivation’ as strategic objects. 

Final KPIs have 17 items as follows. 1) ‘inventory cost of medical 

treatment material’, ‘bed occupancy rate’, ‘nursing activity cost’ and 

‘omission rate of nursing fee’ of financial perspectives 2) ‘score of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number of customer compliments’, 

‘number of telephone consulting with discharged patients’, and ‘score 

of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of customer perspectives 3) 

‘completion of nursing records’, ‘pressure sore incidence’, ‘rate of 

patient identification’, ‘hand hygiene compliance rate’, ‘number of 

patient safety incidents(medication, blood transfusion)’ of internal 

business process perspectives 4) ‘job-related education time per 

person’, ‘number of training materials’, ‘scor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core of job satisfaction’ of learning an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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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11 items are excluded from final KPIs due to the low 

agreement rate.

2. The result of weighted value of KPIs

The relative importance of 4 BSCs are ranked as follows; internal 

business process perspectives(41.7%), customer perspectives(26.8%), 

financial perspectives(18.3%), and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s 

(13.2%).

The results of weighted value of each perspective are as follow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financial perspective indicators is the 

order of ‘bed occupancy rate’,  ‘nursing activity cost’, ‘omission rate 

of nursing fee’, and ‘inventory cost of medical treatment material’. 

That of customer perspective indicators is the order of ‘score of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score of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number of customer compliments’, and ‘number of 

telephone consulting with discharged patients’. That of internal 

business process perspective indicators is the order of ‘rate of 

patient identification’, ‘number of patient safety incidents(medication, 

blood transfusion)’, ‘hand hygiene compliance rate’, ‘completion of 

nursing records’, and ‘pressure sore incidence’. That of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indicators is the order of ‘scor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score of job satisfaction’, ‘job-related education time 

per person’, and ‘number of training materials’

‘Internal business process perspective-rate of patient 

identification’ is the highest among the overall weighted value of 

each perspective and KPIs of it and comes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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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core of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nd finally 

comes ‘internal business process perspective-number of patient 

safety incidents(medication, blood transfusion) etc.

This study results could determine the order of priority to 

concentrate in the field by estimating the weighted value with the 

help of AHP of KPIs using the BSC, and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the positive application of organizational 

objects and accomplishments. 

Keywords : Performance Evaluation in Nursing Unit, Key 

Performance Indicator, Balanced Scorecard(BSC), 

weighted valu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AHP)

Student Number : 2006-2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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