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간호 관리 과정

1. 기획

❐ 기획

   조직의 목적이나 목표를 사정, 수립하고 수행하여 평가하고 조정하는 지속적

인 과정

❐ 비전(vision)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며, 조직의 사업영역과 성장 목표가 명시 됨

❐ 목적 및 사명(purpose of mission)

   어떤 조직의 사회적인 존재 이유

❐ 철학(philosophy)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가치나 신념

   목표달성 방법과 목적의 방향을 제시함

❐ 목표(god and objectives) 

   조직의 최종 업무 지점

   비전을 실현하고 목적과 사명 및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 정책(policies)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목표를 행동화하는 과정 및 활동범위를 알려주는 포괄적인 지침

❐ 절차(procedure)

   정책보다 구체적인 업무행위의 지침

   부서 직원이 구조화된 문제를 처리 하는 일련의 상호 관련된 시차적 단계

❐ 규칙(rule)

   조직 내 업무 처리 방법의 기준이며, 수행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

❐ 의사 결정(decision making) 

   조직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능한 활동 중에서 하나의 활동과정을 선택하는 것

❐ 시간 관리(time management)

   주어진 시간을 최선으로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삶 전체를 관리하는 것



2. 조직

❐ 조직(organization)

   공통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업무가 분담되고 계층화된 권한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

❐ 권한(authority) 

   조직규범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된 합법적인 권력

❐ 집권화(centralization) 

   권력이나 권한이 조직의 한 곳에 집중된 것

❐ 분권화(decentralization)

   권력이나 권한이 조직의 많은 부분에 걸쳐 분산된 것

❐ 라인(line)

   명령이나 권한의 공식적․수직적․직접적 계통

❐ 스탭(staff)

   조언이나 조력을 함으로써 

   라인기능을 효율화시켜 조직목적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

❐ 조직 기구표(organization chart)

   조직 각 부분들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 공식조직(formal organization)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조직이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조직기구표상의 조직

❐ 비 공식조직(informal organization) 

   조직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자생적 조

직으로 조직기구표 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조직

❐ 조직화(organizing)

   조직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

❐ 계층제(hierarchy) 

   서열, 순위, 등급 등에 의해서 배열된 사람들의 계급조직

❐ 직능(function) 

   조직에서 수행되어져야 할 일
❐ 프로젝트(project) 조직

   어떤 특정 과제나 목표 달성을 위해 임시로 창설되는 임시적․동태적인 조직



❐ 위원회(commission) 조직

   조직의 의사결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의사 결정하는 조직

❐ 애드 호크라시(adhocracy) 조직

   융통성이 있고 적응도가 높으며 혁신적인 성격을 띤 유기체적 조직

❐ 팀(team) 조직 

   공동목표를 가진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수평적 조직 원리에 기초하여 만든 조직

❐ 인적 자원 관리(personal & human resources management)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인력자원을 계획, 확보, 활

용, 보존할 뿐 아니라 이들의 업무나 행동에 대해 보상과 개발까지 담당하

는 일련의 관리활동

❐ 직무설계(job design)

   전통적으로 몇 개의 과업을 묶어서 1인분의 일(직무)을 구성하기 위한 설계

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작업수행의 절차, 사용하는 기구의 종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

❐ 직무 분석(job analysis)

   직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과업을 설정하고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 

그리고 책임 등 직무수행에 관한 기본 정보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하는 

과정

❐ 직무 기술서(job description)

   직무분석을 통해 얻은 어떤 특정 직무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직무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한 문서

❐ 직무 명세서(job specification) 

   직무 기술서의 내용에서 직무요건만을 분리한 후 

   이중 특히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요건들을 명시해 놓은 것

❐ 직무평가(job evaluation)

   직무분석의 결과로 작성된 직무기술서나 직무 명세서를 기초로 

   조직 내의 각종 직무의 중요성, 직무수행상의 곤란도, 복잡성, 위험도, 책임

의 정도 등을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직무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



3. 인사

❐ 환자분류 체계(patient classification) 

   각 환자에게 요구되는 간호 의존도에 따른 간호시간 ․ 복잡성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는 방법

❐ 모집(recruitment)

   조직의 목적활동에 적합한 인력 확보를 위해 후보자들을 지원하게 하는 절차

❐ 선발(selection)

   모집활동에 의해 응모한 지원자 가운데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간호직원을 채용할 것을 결정하는 과정

❐ 일차 간호방법

   한 명의 간호사가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까지 24시간 간호를 책임지는 방법

❐ 사례 관리법

   보건 의료 서비스나 상황을 사정, 계획, 적용, 조정, 감시 및 평가하는 방법

❐ 표준 진료지침

   일련의 간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화시켜 놓은 간호법

❐ 인력개발(staffing development)

   직원의 직업적, 인격적인 지식․기술 및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모든 훈련과 교육

❐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

   한 개인이 입사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경력 경로(career path)를 개인

과 조직이 함께 계획하고 관리하여 개인욕구와 조직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총체적 과정

❐ 임상 경력 사다리

   실무의 수월성에 초점을 맞춰 간호사의 성과를 인정하는

   clinical advanced system(임상승진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

❐ 직무 수행 평가(performance appraisal)

   직원들이 얼마나 만족하며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활동

❐ 직원훈육(discipline of personnel)

   벌이 아니라, 직원 스스로의 행위 조절을 통해 행위가 교정되도록 동기부여

를 하는 것

❐ 이직(turn over)

   자의나 직장의 사정, 정년 등으로 인하여 직장을 떠나는 것

❐ 협상(bargaining, negotiation)

   결정대안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체계를 가진 상호의존적 당사자들 간의 의사결정과정



4. 지휘

❐ 지휘

   조직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직원을 안

내하고 감독하는 것

❐ 구조화(initiating structure) 

   목적 달성을 위해 지도자가 역할을 구조화하는 것

❐ 리더십 

   리더가 일정한 상황 하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행위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과정

❐ 위생요인 

   불쾌한 것을 회피하려는 욕구

❐ 동기요인 

   정신적 성장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욕구

❐ 목표 설정이론 

   불명확한 목표와 명확한 목표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 기대 이론

   개인은 자신의 행동 형성과정에서 여러 가능한 행동전략을 평가하여 가장 중

요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어지는 행동전략을 선택한다는 이론

1) 리더십 이론

   ⓐ 특성이론 : 효과적 리더는 특정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 행동이론 : 효과적 리더는 특정 행동유형을 가지고 있다

      예) 3원론적 관점 

          대표적 학자 : 레빈, 윌리암스, 던컨, 화이트와 리피트 등

          리더십 유형을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3가지 유형으로 분류

      예) 오하이오 주립대학 관점

          구조화(initiating structure)와 배려(consideration)의 리더십개념

          194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오늘날 리더십 이론과 리더십 훈련계획을 

연결해 주는 근원이 되는 연구

          목적 : 리더행동의 결정요인을 조사하고 리더십 유형이 작업집단의 

업적과 만족에 미치는 효과확인

          이차원으로 요인 분리된 1800개의 리더십 행동 목록을 완성



      예) 관리격자 이론 

          블레이크와 모우턴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구조화와 배려적 리더십 개념을 기초로 개발

          리더의 행동을 분류

          - 수평축에는 생산에 대한 관심,

            수직축에는 인간에 대한 관심의 두 영역을 격자로 계량화

          리더의 행동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

           ► 관심형(impoverished)

           ► 인기형 (country club)

           ► 과업형(taskor authority-obedience)

           ► 팀형(team)

           ► 중용형(middle of the road or organization man)

 ⓒ 상황적응이론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 유형이 달라진다는 관점의 리더십 이론 

      예) 허시와 블랜차드 Hersey & Blanchard의 상황대응이론 

          오하이오대학의 리더십연구를 바탕으로

          리더의 행동을 과업 지향적인 행동과 관계지향적인 행동이라는

          두 차원을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하여 4분면으로 분류한 후

          여기에 상황적 요인인 구성원의 성숙도를 추가시킴

          리더십에 관한 3차원 모형을 제시한 이론

           ► 지시적(telling) 리더

           ► 설득적(selling) 리더

           ► 참여적(participating) 리더

           ► 위임적(delegating) 리더로 분류

2) 동기부여 이론

개인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주는 과정

 ⓐ 내용이론 :무엇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 하는가를 밝혀내고자 하는 이론

    욕구단계이론, ERG이론, 동기-위생이론, 성취동기이론,  X-Y이론 등

      ㉠ 욕구단계 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 Theory)

         인간의 내부에 단계를 이루는 5가지 욕구가 존재하고

         이러한 일련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동기가 부여된다고 주장한

         이론

      ㉡ ERG 이론(Alderfer's Modified Need Hierarchy : ERG theory) 

         머슬로우의 5단계 욕구단계를 3가지로 줄인 변형된 욕구단계이론



         3가지 욕구

           ► 존재욕구(E: existence)

           ► 관계욕구(R: relatedness)

           ► 성장욕구(G:growth)로 분류

      ㉢ 동기-위생 이론

         ( Herzberg's Two Factors Theory Motivation-Hygiene Theory)

          머슬로우의 연구를 확대

          이질적인 두 가지 욕구(위생요인과 동기요인)가 동시에 존재

           ► 위생요인(아담적 욕구) 

              불쾌한 것을 회피하려는 욕구

              조직구성원들을 동기부여 시키지 못함

              존재하지 않으면 불만이 발생

           ► 동기부여요인(아브라함적 욕구)

              충족되면 만족감을 주고 충족되지 못하면 만족을 느끼지 못하나

              불만이 발생하지는 않는 요인

      ㉣ 성취 동기이론(Mcclelland's Basic Needs Theory)

         성취욕구 -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욕구

                    높을수록 성취가 가능, 조직과 자신의 성장

         3가지 기본욕구 : 조직 내 개인의 동기부여와 관련하여 

                          모든 인간이 가지는 욕구

           ► 성취욕(need for achievement)

           ► 권력욕(need for power)

           ► 친교욕구(need for affiliation)

      ㉤ X-Y이론 (맥그리거 McGregor)

         인간에 대한 가정 : X이론적 인간모형과 Y이론적 인간모형

           ► X이론적 인간모형 : 

               인간의 본성 :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며, 무책임하고 

               변동을 싫어하고 이기적이고 조직의 목적에 무관심하며

               안정과 경제적 만족을 추구

               -> 조직 관리자들이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관리전략을 채택

           ► Y이론적 인간모형

              인간 : 부지런하고 책임과 자율성 및 창의성을 발휘

              조직목적에 적극 참여하여 자아실현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을 통

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관리자 역할 : 민주적인 관리전략을 채택

                 인간의 잠재능력을 개발시켜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동기부여

 ⓑ 과정이론 :사람들이 어떻게 동기 부여 되는가를 밝혀내고자 하는 이론  

       예) 기대이론, 공정성이론, 목표설정이론, 강화이론 등

5. 통제

❐ 통제(controlling) 

   목표 성취 정도를 측정하고 

   업무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정적 행동을 적용하는 과정

❐ 질(quality)

   우수한 수준

❐ 표준(standard) 

   업무수행의 질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준거, 약속된 우수한 수준

            ► 구조표준(structure standards) 

            : 환경, 기구의 사용, 직원의 자격과 관련된 기준과 표준들

           ► 과정표준(process standards) 

            : 수행되는 간호활동과 관련된 기준과 표준들

           ► 결과표준(outcome standards) 

            : 환자간호의 마지막 결과에 관련된 기준과 표준들

❐ 기준(criteria)

  표준의 달성정도를 측정 또는 관찰하여 지표를 평가 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설정된 것

❐ 지표(indicator)

  특정 기준의 하위 문항으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가능 한 요소



6. 정보

❐ 정보(information) 

   해석되고 조직된 구조화된 자료

❐ 간호정보(nursing information)

   사용자의 목적을 위해 가공되어 해석되고 조직화된 간호자료

❐ 간호정보시스템(nursing information system)

   간호정보를 수용하고 분류하는 하나의 방법 

   또는 자료수집 및 조직화를 위해 사용된 조직적인 시스템 

   또는 조직화 하는데 사용된 프로그램을 모아놓은 것

❐ 간호 관리 정보시스템(nursing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간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된 정보시스템

   일반적으로 간호인력 및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됨

7. 마케팅

❐ 시장(market) 

   전통적으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교환이 일어나는 곳

   현대적으로는 실질적, 잠재적인 구매자 집단을 의미

❐ 마케팅(marketing)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교환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

한 일체의 모든 제반 활동

❐ 서비스 마케팅(service marketing)

   서비스의 특성 및 고유성을 충분히 인식한 기반 위에서 서비스가 고객과 바

람직하고 효율적으로 교환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모든 제반 활동

❐ 간호서비스 마케팅(nursing service marketing)

   간호서비스의 특성 및 고유성을 충분히 인식한 기반 위에 간호서비스가 고객

과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교환되도록 하기위한 일체의 모든 제반 활동

❐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

   교환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며 고객만족이 최대한으로 되도록 하는 판매자측

의 통제 가능한 내부변수

   주요 변수는 상품, 가격, 유통, 촉진분야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