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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간호 업무수행에 대한 중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수행된 간호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분

석함으로써 이들 연구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추후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

다. 간호 퍼포먼스 관련 연구 33편 중 25편은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였다. 간호 퍼포먼스를 측정한 도

구에 있어서는 15편에서 Park (1989)의 도구 및 이를 기반으로 수정한 도구가 사용되었다. 간호 퍼

포먼스에 대한 용어 사용과 정의에 있어서는 일치된 합의가 없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간호 퍼포먼

스를 리더십이나, 임파워먼트 등의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결과값으로 설계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사의 퍼포먼스에 대한 개념적 기틀을 구축할 것을 제언하며, 간호 퍼포먼스가 의

료 환경의 구조적, 과정적, 결과적 변수와는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는 지를 총체적으로 확인해보는

연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주요용어: 간호업무성과, 간호업무수행, 간호업무평가, 연구분석.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의료 기관도 이러한 요구에 부흥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Pearson 등, 2008; O’Leary 등, 2011). 병원 경영에 있

어 효율성이 중요시되며 의료기관은 의료진들의 업무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병원 인력 중에

서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으며환자들과최접점에서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 간호사의

업무효율성은병원의생산성에많은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의료서비스의질과환자안전과도직결되

어있는중요한부분이라고볼수있다 (Needleman 등, 2002; You 등, 2012).

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고, 병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환자와 의료기관을 위해 무엇을 수행하고, 수행한 것의 효과는 무엇인지를 객관

적이고통합적인관점으로측정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National Quality Forum, 2004; Montalvo,

2007; Clarke 등, 2008; Kurtzman과 Corrigan, 2007; Kurtzman 등, 2008).

간호사의 퍼포먼스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부재한 상태이나 (Dubois 등, 2013; National Quality Fo-

rum, 2004), Schwirian (1978)은 환자 간호와 관련하여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성이

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간호사의 퍼포먼스를 측정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결과에 대한 간호사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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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확인하고, 필요한간호사의수준을파악함으로써보다비용효과적인간호업무가수행될수있도록해

야 한다 (Needleman 등, 2007; Kurtzman, 2010).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

호사의 퍼포먼스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

들이필요하다 (Kurtzman 등, 2008).

그러나 간호사의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간호 퍼포먼스에 대한 정확한 개념화와

이에 대한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Dubois 등, 2013). 또한 간호사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간호 퍼포먼스와 관련된 변수들을 확인하는 것은 간

호사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된다 (Needleman 등,

2007; Albanese 등, 2010)..

이에 간호 퍼포먼스 측정의 개념적 기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Dubois 등, 2013; Needleman 등, 2007). Needleman 등 (2007)은 간호사의 퍼포먼스 측정에 관한

개념적 기틀을 설명한 문헌들을 한 데 모아 제시하였으며, Dubois 등 (2013)은 간호사의 퍼포먼스와 관

련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통합된 개념적 기틀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구조-과

정-결과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Donabedian (1972)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Dubois 등

(2013)의연구에따르면구조접근은간호활동이수행되는체계에중점을두는것으로예를들어간호사

의 근무 형태 혹은 환자 당 간호시간 등이 해당 요소에 포함된다. 과정접근은 간호가 제공될 때의 활동

특성에대한것으로간호사의자율성, 간호사만족도등이포함된다. 결과접근은환자에게제공된간호

의 결과에 대한 환자측면의 결과적 요소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병원 내 감염발생 여부, 환자의 상태 등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간호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환자결과와 병원의 생산력에 간호사가 미치는 영

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간호사 퍼포먼스에 대해 연구해 왔다 (Park, 1989; Paik 등, 200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간호 퍼포먼스에 대한 연구는 퍼포먼스와 관계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반복적

인 연구가 대다수이며 간호사의 퍼포먼스에 대해 합의된 이론이나 개념적 기틀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

의 퍼포먼스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Ko 등, 2007). 또한 간호 퍼포먼스

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변수들이 무엇인지, 그 상관성은 양적 혹은 부적 인지를 제시한 연구가

없는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국내 간호 분야 학술지의 간호 퍼포먼스 관련 연구들에 대해 분

석하고자 한다. 각 연구에서 간호 퍼포먼스에 대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였고,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사의 퍼포먼스를 측정하였는지, 그리고 간호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들의 하부개념

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한다. 또한 간호 퍼포먼스와 연관되어 함께 조사된 변수들을 확인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간호 퍼포먼스의 개념에 대한 국내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기반이 되고, 향후 간호 퍼포먼

스와관련된연구에대한바람직한방향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주요 간호 학술지에 게재된 간호 퍼포먼스 관련 연구들의 실태와 동향을 파악

함으로써 국내 간호 퍼포먼스에 대한 개념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반이 되고, 향후 국내 관련 연구의

바람직한방향을제시하고자함이다.

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1) 간호퍼포먼스에대한국문표기실태를분석한다.

2) 간호퍼포먼스에대한개념적정의에대한분류를수행한다.

3) 간호퍼포먼스를측정하기위해사용된도구들을분석한다.

4) 간호퍼포먼스와상관성이있는변수들을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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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대한간호학회지, 간호행정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한국보건간호학회지, 간호교육학회지 및 임상

간호학회지창간호부터 2013년 3월까지간호퍼포먼스관련연구총 33편을대상으로하였다

3.2. 자료 수집 방법

한국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국회도서관 검색 데이터베이스 및 각 간호 분과학회의 온라인 사이트에

서 ‘nursing performance’, ‘performance in nursing’ 그리고 ‘nursing’ & ‘performance’를검색어로사

용한 결과 129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 중 40편의 논문은 간호학생을 위한 교육 방법에 대한 효과

검증이거나 환자의 자가 간호 활동 수행에 관한 것으로 간호사의 퍼포먼스와는 연관되지 않아 제외하였

다. 나머지 89편 논문의 초록이나 본문을 검토한 결과 간호학생의 수행 능력을 대상으로 한 논문 17편

과, 간호사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 전체의 성과를 다룬 논문 12편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논문은 분석대상

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간호사의 감염관리 실태나 심폐소생술 등 특정 간호업무에 대한 수행실태만을

조사한 논문이 33편이 있어 이들 논문을 다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최종 선별된 총 27편의 논문

을 검토한 결과 이들 논문에서 nursing performance에 대한 국문표기가 ‘간호업무 수행’과 ‘ 간호업무

성과’두 가지로만 나타났기 때문에, ‘간호업무 수행’ 그리고 ‘간호업무 성과’라는 한글 검색어를 사용하

여추가검색을수행하였다. 그결과 6편의논문이추가로검색되어결과적으로총 33편의논문을본연

구에서분석하였다 (Figure 3.1). 각논문들은인터넷을통해원본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Figure 3.1 Methodological process

3.3. 논문분석 방법

선정된 논문에서 연구의 제목, 저자, 학회지, 출판연도, 연구 설계 유형, 측정 도구, 표기된 국영문 표

기 형태, 간호 퍼포먼스에 대한 정의, 간호 퍼포먼스와 상관관계가 있는 주요 개념들 및 자료 분석방법

에 대하여 논문에 기술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분석지에 옮겨 적은 다음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백분율의기술통계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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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Nursing performance”에 대한 국문 표기 실태

간호 퍼포먼스와 관련한 국문 표기 형태는 간호 업무성과 혹은 간호사 성과라는 표현이 18편으로 가

장 많았고, 간호 업무수행 혹은 업무수행으로 표기한 연구가10편, 업무수행 능력 3편, 업무수행 정도

가 2편으로 업무수행보다는 업무성과로 표현한 연구가 더 많았다. 영문표기는 31편이 nursing perfor-

mance 혹은 performance by nurses로 표기하였으며, ‘간호 업무 성과’ 및 ‘간호업무 수행’이라는 한글

검색으로 추가 검색된 6편의 연구 중 2편의 논문에서는 “nursing clinical competency” 와 “outcome of

nursing practice”로표기되었다.

4.2. “Nursing performance”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대한 분류

간호퍼포먼스에대한개념적정의를분류하기위해먼저각연구에서제시한용어정의를바탕으로하

여 연구자 2인이 독립적으로 용어정의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용어 정의가 ‘간호사가 일정기간 현장에서

간호업무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이다’와 같이 결과적 측면 (outcome)을 강조하여 정의하였으면 결

과 (outcomes)로분류하였고, ‘전반적인업무활동’과같이과정적측면 (process)으로정의하였으면과

정 (process)으로분류하였다. 그결과는 Table 4.1에제시되었다.

국문표기 형태에서 “간호업무 수행”이라는 과정적 용어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용어정의

의 개념적 분류가 결과 (outcomes)로 표현된 논문이 2편 있었으며, 국문표기 형태에서 “간호업무 성과”

로 결과적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용어정의를 과정적 개념으로 정의한 논문이 5편이 있었다. 그리고 용어

정의를 과정적 측면으로 정의한 논문이 16편이었으며, 결과적 측면을 정의한 논문은 13편이었다. 용어

정의를사용하지않은논문은 4편이었다.

Table 4.1 Korean translation and categorization of Donabedian published articles

Korean translation (n) Categorigies of Donabedian (n) Published articles

Kanho yepmoo suhaeng (15)

Process (11)

Kim and Kim (1997), Doo et al. (2004), Park and

Park (2008), Kim (2003), Kwon et al. (2009), Kwon

et al. (2010), Lee and Kim (2000), Han et al.

(2003), Han et al. (2007), Park and Kim (2011), Lee

(2012).

Outcomes (2) Kim et al. (2011), Song et al. (2006)

None (2) Choi and Cho (2011), Paik (2005)

Kanho yepmoo sunggwa (18)

Process (5)
Oh and Chung (2011), Shin and Lee (2000), Yoo et

al. (2006), Koh and Kim (2008), Koh et al. (2007).

Outcomes (11)

Joo and Park (1992), Yang et al. (2005), Ha and

Choi (2010), Seomun et al. (2006), Min et al.

(2009), Bak (2002), Seo et al. (2003), Park et al.

(2009), Lee and Ahn (2010), Yang (1999), Yoo and

Chung (2008).

None (2) Wi and Yi (2012), Sim and Kim (2010)

Kanho yepmoo suhaeng=간호업무 수행, Kanho yepmoo sunggwa=간호업무 성과

4.3. “Nursing performance” 측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

간호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한 방법론적 연구 3편에서 개발된 도구를 포함하여 각 연

구에서 사용된 간호 퍼포먼스 측정 도구, 총 18개의 도구에 대해서 도구의 문항 수, 각 도구에서 사용한

핵심요인의 종류 및 수, 도구의 신뢰도, 그리고 각 도구를 채택하여 출판된 논문 편수를 Table 4.2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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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간호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로는 Park (1989)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10편으

로 가장 많았으며, Park (1989)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도구까지 합하면 총 15편으로 Park (1989)의 도

구를기본으로한연구가가장많았다. Park (1989) 의도구는간호사의업무를독자적업무, 비독자적

업무, 대인관계업무로구분하여총 23문항으로구성된도구이다. 다음으로는 Schwirian (1978)이개발

한 도구 6-DSNP (six dimension scale of nursing performance)를 Choi (1997)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 3편, 연구자가 6-DSNP를 직접 번역하여 측정한 연구가 2편으로 6-DSNP를 사용한 연구

는총 5편이었다. 6-DSNP은리더십, 위기간호, 환자및보호자에게대한교육및건강관리팀협동, 간

호 계획 및 평가,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자신의 전문직 발달을 위한 노력과 활동의 6가지 측면에서 총

52개문항으로이루어진도구이다.

그리고 Joan과 Warren (1976)이 개발한 도구를 번안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2편이었다. Park 등

(2007)이 개발한 병원간호사회 인사고과도구를 사용한 연구는 1편, 이를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한 연

구 1편이었다. 병원 간호사회 인사고과 도구는 총 63문항으로 간호사의 업무수행 평가와 능력 및 태도

평가로 구분되며, 간호사 업무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은 간호제공기능, 간호지원 기능, 의사소통 및 인간

관계기능으로나누어진다. 그외 Lee (1983)의도구를 Jung (1998)이수정한도구를사용한연구 1편,

Park (1989)과 Lim (2004)의 연구를 토대로 개별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 1편 (Ko와 Kim, 2008), Shin

(200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 1편이었다. Ko 등(200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1편, 서

울시내 소재 의료기관 근무평정도구를 토대로 연구진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한 논문이 1편 (Song 등,

2006)이었다.

4.4. “Nursing performance”와 상관성이 있는 변수들

간호 퍼포먼스와 연관되어 분석된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들의 설계유형을 먼저 확인하였다.

총 33편의 연구 중 간호 퍼포먼스 측정 도구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가 3편이었으며, 3편은 프리셉터

십 적용 전후, 1편은 간호업무매뉴얼 적용 전 후 간호 퍼포먼스의 차이를 검증한 단일군 전후 실험연구

였다. 나머지 25편의 연구에서는 간호 퍼포먼스와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25편 연

구 모두에서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이 중 13편의 연구에서 회귀분석을

통해서각변수의영향력과매개효과를확인하였다.

간호 퍼포먼스와 연관되어 분석된 변수들이 간호 퍼포먼스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4.3에 제시되어 있다. 간호 퍼포먼스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간호사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5편, 셀프리더십이 3편, 그리고 팔로워십 1편으로

리더십과간호퍼포먼스의상관관계를확인한연구가가장많았다.

수간호사의 리더십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 퍼포먼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간호사의 리더십

종류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Park과 Park, 2008; Seomun 등, 2006; Min 등, 2009)과 팔로워십 (Han 등, 2007)은 간호 퍼포먼스

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임파워먼트가 6편, 조직몰입 4편, 직무만족도 3편, 프리셉터

십 제도 3편 순이었으며, 이 변수들은 모두 간호 퍼포먼스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업

무 스트레스, 이직 의도, 감정 노동 부하는 간호 퍼포먼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im, 2003; Kim과 Kim, 1997; Wi와 Yi, 2012). 또한 Lee 등 (2012)의 연구에서는 밤번 고정 간호사

의 간호 퍼포먼스가 3교대 간호사의 퍼포먼스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의사소통 형태는 간호 퍼포먼스와

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Seo 등, 2003), 수간호사의리더십스타일에대한수간호사와일

반간호사의인식의차이는간호퍼포먼스와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Joo와 Park, 199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총 21편의 연구에서 간호 퍼포먼스와의 관계에 대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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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중 간호 퍼포먼스와 관련 있는 변수로 가장 빈번하게 확인된 요소는 근무경력과 연령, 그리

고 교육수준 등이었으며, 간호퍼포먼스가 높은 근무 경력 년수에는 연구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또

한교육수준에있어서도학사학력의간호사가전문학사를가진간호사보다퍼포먼스가더높았음이확

인된연구도있었으며 (Ha와 Choi, 2010), Oh와 Chung (2011)의연구에서는대학원이상의학력을가

진간호사가학사나전문학사학력을가진간호사보다간호퍼포먼스가더욱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Table 4.2 Tools used to measure nursing performance

Developer
No.

Core components in the tool
No. of Cronbach’ Likert No. of

of items Domain alpha scale articles used

1 Park (1989) 23

Independent, Dependent,

Interpersonal Activities

3 0.96 5-point 10

2 Kim (2002) based on Park (1989) 23 3 0.89 5-point 3

3 Yang (2004) based on Park (1989) 23 3 0.94 5-point 1

4 Yoon (1995) based on Park (1989) 23 3 0.86 5-point 1

5 Jung (1989) based in Lee (1983) 27

Independent, Dependent,

Interpersonal Activities, General

Administration

4 0.97 4-point 1

6
Lee and Kim (2000) based

on 6-DSNP**
52

Leadership, Critical Care,

Teaching/ Collaboration,

Planning/Evaluation, Interpersonal

Relations/Communications,

Professional Development

6 0.94 4-point 1

7 Choi (1997) based on 6-DSNP** 52 6 0.94-0.90 5-point 3

8 Kim (2002) based on 6-DSNP** 52 6 0.95 5-point 1

9 Joan and Warren (1976) 23

General Nursing Work,

Interpersonal Relations,

Independent, Organizational

Affairs, Application of Nursing

Process

5 0.87-0.78 5-point 2

10 Shin (2001) 51

Patient care, interpersonal

relations, professional principle,

infection control, mediation work

6 0.97 4-point 1

11
Ko and Kim (2008) based on

Park (1989) and Lim (2004)
17

Competency, Attitude, Willingness

to improve, Application of nursing

process

4 0.93 4-point 1

12 Ko et al. (2007) 17 4 0.92 4-point 2

13 Park (2007)* 41

Nursing care, nursing supporting,

communication/r interpersonal

relations

3 0.99 5-point 1

14 Park (2008) based on Park (2007)* 55

Nursing care, nursing supporting,

communication/ interpersonal

relations, Competency/ Attitude

4 0.98 5-point 1

15 Song et al. (2006) 16 Competency, Attitude 2 0.92 5-point 1

16 Prak and Kim (2011) 43 Nursing care, Nursing management 2 0.89 5-point 1

17 Lee and Ahn (2010) 40

Customer satisfaction, Patient

education, Direct nursing care,

Profit increase, Safety

management, Improvement of

nursing quality, Completeness of

nursing records, Enhancing

competence of nurses, Indirect

nursing care, Cost reduction

10 0.93 - 1

18 Paik et al. (2005) 35
Knowledge, Attitude, Performance,

Ethics
4 0.92 5-point 1

**6-DSNP: Six Dimension Scale of Nursing Performance

*Nurse Performance Appraisal Tool of Hospital Nurs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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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Variables studied with nursing performance

Variables Author/S

Leadership

leadership of head nurse + Kim et al. (2011)

style

transactional leadership + Park (2002)

leadership style perceived

by head nurse and staff

nurses

± Joo and Park (1992)

benevolence-oriented leadership + Shin and Lee (2000),

authority aspect leadership

harmony aspect leadership

+

+
Park et al. (2009),

Self leadership + Park and Park (2008), Seomun et al. (2006), Min et al. (2009)

Followership + Han et al. (2007)

Empowerment +
Yang (1999), Oh and Chung (2011), Yoo et al. (2006), Park (2002),

Yang et al. (2005), Han et al. (2003)

Organizational commitment
+ Park and Park (2008), Park (2002), Yang et al. (2005),

Han et al. (2003)

Work stress − Kim (2003),

Turnover intention − Kim and Kim (1997)

Staff nurse’s health promotion life style + Prak et al. (2009)

Self image + Min et al. (2009)

Professional self-concept + Kim et al. (2011)

Nursing professionalism + Kwon et al. (2009), Kwon et al. (2010)

Nursing competency + Ha and Choi (2010)

Nurse staffing level + Ko and Kim (2008)

National hospital evaluation program + Yoo and Chung (2008)

Job satisfaction + Kim and Kim (1997), Yoo et al. (2006), Prak et al. (2009)

Job relat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 Yang (1999)

Emotional labor − Wi and Yi (2012)

Difference between registered nurses +
Sim and Kim (2010)

and nurse assistants −

Difference between 3 shift and +
Lee et al. (2012)

fixed night nurses −

Type of communication ± Seo et al. (2003)

Problem solving + Choi and Cho (2011)

Preceptorship + Lee and Kim (2000), Yang et al. (2005), Han et al. (2003)

Perception of quality assurance + Yoo and Chung (2008)

Nursing unit culture behavior + Kim and Kim (1997)

Internal marketing activities + Doo et al. (2005)

Critical thinking + Choi and Cho (2011)

Autonomy + Yang et al. (2005), Han et al. (2003)

Nursing practice manual + Park and Kim (2011)

+ :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performance

− : nega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performance

± : No relation with nursing performance

5. 논의

본 연구는 국내 간호 퍼포먼스와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하고, 향후 간호 퍼포먼스와 관련한 국내 연구

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간호 퍼포먼스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2000년

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간호학계에서 간호 퍼포먼스와 관련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함께, 2000년대이후의료기관의인증평가가확산됨에따라나타나결과라고볼수있을것이다.

간호퍼포먼스와관련한국내연구들의국문표기형태를분석해본결과 ’업무성과’와 ‘업무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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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2개 용어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논문들에서 간호 퍼포먼스에 대해 동일한 용어정의

를채택하여사용하고, 동일한도구를이용하여간호퍼포먼스를측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일부연구는

‘간호업무 성과’로 또 다른 연구는 ‘간호업무 수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용어 사용에 일

관성이없음이확인되었다 (Yoo와 Chung, 2008; Kim과 Kim, 1997; Doo 등, 2005; Han 등, 2003; Yoo

등, 2003).

Dubois 등 (2013)은 간호 퍼포먼스의 측정은 단순한 최종 결과가 아니라, 간호 업무의 기능과 관련

된 속성에 기반을 두고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간호업무에서 설정된 목표와 기능, 그리고 간호 결과와의

연관성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Adair 등 (2006)의 연구에서도 간호 퍼포먼

스에 대한 정의를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이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표현하

였다. 따라서 이러한 국외 연구결과와 국내 관련 연구들에서 설명하는 간호사의 퍼포먼스에 대한 정의

및 측정 도구의 속성들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nursing performance에 대한 국문 표기는 업무의 결과에

만 초점을 두는 “간호업무 성과”라는 용어보다는 과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간호업무 수행”이라는 용

어가더욱적합할것임을것을제안하는바이다.

간호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총 18개의 도구들의 핵심요인들을 분석하여 본 결과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개념은 직접 간호 혹은, 간호과정 적용 등의 환자 간호업무에 관한 것과, 대인관계 및 의사

소통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직접적인 환자 간호업무 외에도 의료팀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이나

협조가 간호업무의 중요한 영역임을 제시하는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선행 연구에서 팀원 간의 협

조정도와의사소통이의료의질향상을위해중요한요소임을확인한바있다 (Baggs 등, 1999; Curley

등, 1998; Shortell 등, 1994). 간호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를 보면, 도구개발에 대한 연

구를제외한총 29편의논문중 10편이 Park (1989)이개발한도구를그대로사용하였으며, 5편의연구

는 Park (1989)의 도구의 기본 영역과 문항수를 유지한 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서 분석된 논문들 중 3편에서 간호 퍼포먼스 측정을 위해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였지만, 이 도구를 활용

한논문은단 1편에불과하였다.

각 도구에서 사용한 핵심요인의 수는 Park (1989) 도구가 3개의 핵심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Lee와

Ahn (2010)의 도구는 핵심요인이 10개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 만족도라는 핵심요인도 포함하였다. 각

도구의 문항 수는 적게는 16문항부터 최고 52문항까지 다양하였다. 그러나 의료 환경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함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을 거듭하여 왔음에도 불구하

고 약 50% 의 연구가 1989년에 발표된 도구 (Park, 1989)를 사용하여 간호 퍼포먼스를 측정하였다. 이

는간호사의변화된역할을반영하지못할수있으므로연구결과의타당성을위협할수도있을것이다.

미국의 NQF에서는 2004년 간호의 구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하는 NQF15를 합의

된 표준으로 승인하였다 (National Quality Forum, 2004). 간호의 질 측정에 대해 국가적으로 합의된

지표인 NDNQI (the national database of nursing quality indicators)에서는 간호 퍼포먼스 측정을

위해 간호사에 의해 수행된 중재, 의료 환경의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환자의 낙상률, 요로감염률, 정

맥주입관 감염률 등과 같은 환자결과와 관련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Montalvo, 2007). 또한

Dubois 등 (2013)이개발한 NCPF (nursing care performance framework) 에서도환자안전, 환자만

족, 환자의지식과행동등환자결과와관련한다양한요소들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간호사 퍼포먼스 정도만을 측정하거나,

간호사의 퍼포먼스와 리더십이나, 임파워먼트 등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만을 파악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에서 발전하여, 리더십과 조직 몰입도, 임

파워먼트를강화할수있는중재를수행한뒤이들변수들이얼마나효과적으로간호사의퍼포먼스를향

상 시키는 지를 확인해보는 실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퍼포먼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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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환자 결과, 즉 환자의 낙상률, 요로감염률, 정맥주입관 감염률 등 환자관련 결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대한연구가시급히필요하다고제안하는바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환자와 간호사 비율, 간호 제공 시간, 그리고 간호사의 교육 정도나 경력은 환자

사망률, 수술 후 합병증, 낙상, 요로감염 등 환자 결과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Needle-

man 등, 2007; Aiken, 2002; Bae와 Mark, 2010; Tourangeau 등, 2007). 특히 미국의 경우, 의료서비

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낙상이나 병원 내 감염과 같이 병원에 입원하여 얻게 된 합병증에 대해서

는수가지급을금지하는법안을마련하여시행중에있다 (Stone 등, 2010). 이러한상환제도의변화는

간호에 민감한 결과에 대한 부가적인 수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호 퍼포먼스가 환자 결과에 미치

는영향이중요함을다시한번강조한것이라볼수있다.

그러나 국내연구에서는 환자 당 간호사 비율이 높거나 간호사의 교육 정도가 높을 경우 간호 퍼포먼

스가높다는것을확인하는데그칠뿐간호사의퍼포먼스정도가궁극적으로환자의건강상태와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Kim 등, 2012). 간호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확인을 하였지만, 간호업무 수행의 향상이 환자 결과의 향상, 혹은 환자 안

전의 증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 연구가 입증되었을 때, 병원은 수준 높은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환자 당 간호사 비율을 높이

는데더욱적극적인노력을투입할수있을것이다.

본 연구에는 간호사 퍼포먼스에 대한 국내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간호사

의 퍼포먼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모든 선행연구를 확인하려고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였지만 누락된 연

구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퍼포먼스에 대한 국외 연구들을 종

합적으로분석하여국내연구들과비교분석해보는것도필요하겠다. 하지만, 본연구는변화하는의료

환경 및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간호 퍼포먼스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는 시점에서, 간호 퍼포먼스에

대한 국내 관련 연구들을 한 데 모아 고찰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

지 연구된 간호 퍼포먼스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간호퍼포먼스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간호 퍼포먼스에

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해서알아보고향후간호퍼포먼스연구의방향성을제시하였다는것은본연

구가가지는의의라할수있을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퍼포먼스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국내 관련 연구의 현황을

보여주고 앞으로 관련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 퍼포먼스에 대한 국내 개념정의

에 있어서는 각 연구에서 같은 용어정의를 사용하였고,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퍼포먼스를 측정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간호업무 성과’와 ‘간호업무 수행’으로 각기 다른 표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

구에서간호퍼포먼스를리더십이나, 임파워먼트등의요소들에의해영향을받는결과값으로설계하였

다. 이상의결과를토대로다음과같은제언을하고자한다.

1) 간호퍼포먼스와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확인된변수들을확인하는서술적상관관계연구에서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실험연구, 질적 연구, 및 체계적 문헌고찰 등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할것이다.

2)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간호 퍼포먼스에 대한 개념적 기틀을 구축하

고, 이러한 개념적 기틀에 따라 간호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도구 개발과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3) 간호 퍼포먼스가 의료 환경의 구조적, 과정적, 결과적 변수와는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총체적으로확인해보는연구가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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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review nursing performance in Korea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

ture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nursing performance journal articles was

performed. Thirty-three articles were analyzed research design, measurement tools,

definition, and variables which with nursing performance. Most of the on nursing per-

formance in Kore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here considerable confusion about

Korean term and definitions nursing performance. used the instrument developed by

Park (1989) to measure nursing performance. The variables with nursing performance

leadership and empowerment. No agreement on definitions or concepts of nursing per-

formance evident in Korea. Research on nursing performance that addresses all do-

mains of nursing is needed to analyze the impact of nursing performance on patient

and healthcare outcomes.

Keywords: Employee performance appraisal, nursing performance, quality of nursing,

systemat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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