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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의료의 질 평가에서 환자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환자경험 평

가는 자가보고 방식의 설문조사에 의존하므로 응답자의 인구학적, 사회경

제적 특성에 따른 기대 수준, 설문문항 및 응답보기에 대한 주관적 해석

의 차이로 인한 응답이질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환자경

험 보고에 있어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응답 행태의 차이가 있는지 사례 

제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로 2개 종합병원에서 수행된 환자경험 평가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최종 응답자 중 177명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의사 존중/예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환자들의 입

원 경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답자의 개인 특성 중 성별, 연령, 

입원 경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수준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개인 간

에 존재하는 응답 행태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위계적 순위프로빗모형

(Hierarchical Ordered Probit, HOPI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환자경험 평가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입원 경로, 주관적 건강

수준과 같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동일한 가상의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경험 평가에 있어 응답자들 간에 응

답이질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의사 존중/예의’에 대한 응답자의 실제 경험을 순위 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model)과 HOPIT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입원 경로, 교육수준

에 따라 환자들의 입원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연

령,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응답 행태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환자경험 평가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응답이질성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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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1) 환자 관점의 의료의 질 평가 강조 배경

 의료의 질 평가에서 환자 관점의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환자-의사 관계가 재정

립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평가가 의료의 질의 중요한 요

소로 포함되기 시작했다(Donabedian, 1980; Sitzia & Wood, 1997). 

1980년대 이후 의료공급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환자만족도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Williams, 1994; Laine & Davidoff, 1996; 

Sitzia & Wood, 1997).

 2000년대 이후에는 환자중심 의료가 의료기관의 문제를 넘어 의료체계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00년 발간한 World Health Report에서 보건

의료체계가 달성해야 할 목표 중 하나로 보건의료체계 반응도

(responsiveness)를  제시하며 보건의료체계가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해

야 함을 강조하였다(WHO, 2000). 

 미국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 IOM)이 2001년 발간한 Crossing 

the Quality Chasm 보고서에서 이상적인 보건의료가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 요건 중 하나로 환자중심성(patient-centeredness)을 제시하였다

(IOM, 2001). 미국의학원의 정의에 따르면 환자중심성은 의료제공자, 환

자, 환자 가족 간 동반 관계를 구축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바람, 

필요, 선호가 존중되고 환자가 자신의 의료에 대해 결정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IOM, 2001). 환

자중심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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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호와 가치 존중, 진료 연계 및 지속성, 전인적 접근, 가족 및 친구의 

참여 등을 들 수 있다(Docteur & Coulter, 2012). 환자중심 의료를 구

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이용 과정 중에 이와 같은 요소들이 적절한 시점에 

환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평

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의료이용 과정에서 환자들의 긍정적

인 경험이 질병 관리 및 예방, 건강수준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Sequist et al., 2008, Browne et al., 2010), 의료진과 환자의 의사소

통의 실패로 인한 오진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iMatteo, 

1998). 또한 환자들의 순응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ck et 

al., 2002; Safran et al., 1998). 

 미국의학원이 환자중심성을 강조한 이후 환자중심성이라는 용어가 의료

정책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Earp, French, 

Gilkey, 2008; Epstein et al., 2010), 환자 관점의 평가가 의료의 질 

평가에서 필수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 환자 관점 평가의 접근법

 2000년대 들어 세계보건기구와 더불어 미국의학원이 환자중심성을 의료

의 질의 핵심 요소로 규정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환자 관점의 평가가 

의료의 질 평가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미

국의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는 시민들에

게 보험과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들의 병원 입원 경

험을 측정하는 설문조사인 Hospital Consumer Assessment of 

Healthcare Providers and Systems (HCAHPS)를 2006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CMS, 2014). 영국의 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

서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1997년 NHS patient survey 

program을 도입하였으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을 대상으로 환자경

험을 측정하고 있다(NHS, 2014). 미국, 영국 외에 네덜란드, 캐나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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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웨이 등에서도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경험에 대한 평가가 국가적 차원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조병희 등, 2012).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서 기존의 임상적 측면 위주의 질 평가와 더불어 환자들의 입원 경

험을 평가하는 환자경험 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환자들의 관점에서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려는 시도는 환자경험 평가 도입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주로 환자만족도 조사 방식으로 환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Risser의(1975) 정의에 따르면 환자만족(patient 

satisfaction)은 환자들이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의료서비스와 실제 경험

한 의료서비스의 일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환자만족의 개념은 환자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때에만 달성 가능한 것으로 주관적인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환자들은 개인의 기대수준에 따라 양질의 의료가 아님에도 만

족할 수 있으며, 양질의 의료에도 불만족을 표시할 수 있다(Cleary, 

1998). 실제로 많은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dgman, 1996). 환자만족

도 평가의 주관성 문제, 보고 비뚤림(reporting bias)의 문제와 더불어 

환자만족도 평가가 실제 질 향상 활동 시 유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

면서 1990년대 이후 환자경험 평가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Cleary, 

1998; Coulter et al., 2009). 

 의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환자가 점수를 매기는(rating) 환

자만족의 개념과 달리 환자경험(patient experience)은 의료 이용 과정

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환자가 보고(reporting)하는 것으로, 환자경험 

평가는 환자만족 평가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Coulter et al., 

2009). 첫째, 환자경험 평가는 만족도 평가에 비해 덜 주관적이며, 개인

의 기대수준과 응답 성향에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환자경험 평가 문항이 만족도 평가 문항에 비해 더 이해하기 쉽다. 셋째, 

환자경험 평가는 구체적인 서비스별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질 향상 활동에 활용할 수 있

다. 환자만족도 조사의 한계와 환자경험 평가가 갖는 장점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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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환자경험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의료서비스 평가제

를 전후로 환자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환자만족도 

조사가 많은 병원에서 중요한 경영활동의 하나로 정착되었다(강소영, 이

선미, 1996; 배성권 등, 2005). 1990년대 이후 환자들의 의료이용 경험

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방향이 전환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

히 의료기관별 환자만족도 조사, 공공, 민간 주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환자들의 의료이용 경험 전반에 대한 평가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구 주제 또한 환자만족 분야에 국한되어 환

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조우현 등, 1999; 이선희 등, 

2000; 박종무, 송창현, 2000; 이선희 등, 2001; 배성권 등, 2005; 정동

준 등, 2006; 김민경, 2010)와 환자만족도 측정 도구 개발 연구(강소영, 

이선미, 1996; 강민아 등, 2010; 조병희 등, 2012; 이종학, 김찬중, 

2013)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환자경험 관련 연구는 일부 질환별 환자

와 의료진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며 포괄적인 환자경험 평가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대형 병원 간 의료서비스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

부 대형 병원들은 환자에게 단순한 만족을 넘어 차별화된 감동을 주기 위

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채유미, 2014). 이와 같은 활동의 일환으

로 일부 대형 병원들이 서비스 디자인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다. 대형 병

원을 중심으로 환자경험의 중요성이 점차 확산되며, 환자가 실제로 경험

하는 통증, 불안, 불편감 등에 초점을 두는 환자경험 중심으로 의료의 패

러다임이 점차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환자경험을 중시

하는 문화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향후 환자경험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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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경험 보고와 응답이질성

 기존의 환자만족도 평가에 비해 환자경험 평가가 갖는 장점들이 있으나 

환자경험 평가는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주관적 건강수

준, 이용한 의료서비스의 종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이 환자경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명

확하지 않다. 일부 연구 결과 여성이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입원 경험

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Elliott et al., 2012; Hargraves et al., 

2001; Hausmann, 2014),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itzia & Wood 1997; Zaslavsky et al. 2001; 

O'Malley et al., 2005; Elliott et al., 2009). 연령과 주관적 건강수준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graves et al., 

2001; Zaslavsky et al., 2001; O'Malley et al., 2005; Elliott et al., 

2009).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이용 경험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lliott et al., 2001; Zaslavsky et 

al. 2001; O'Malley et al., 2005; Elliott et al., 2009).

 의료기관별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비교할 경우에 보정이 필요함을 두 가

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Zaslavsky et al. 2001). 첫째, 환자의 특성

에 따라 진료 과정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환자들이 이

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일한 내용에 대해 교육수준

이 낮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다. 둘

째, 모든 환자들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해도 환자들의 

어떠한 특성이 설문에 응답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교

적 시간 제약이 적은 노인에 비해 젊은 사람들은 대기시간에 대해 더 민

감하게 생각하여 대기시간 관련 문항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O'Malley et al., 2005). 이처럼 응답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설문 응답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응답이질성(reporting heterogeneity)이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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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환자경험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자가보고 방식의 설문조사에서도 문

제가 될 수 있다.

 응답이질성과 비슷한 용어로 차별문항기능(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DIF)과 응답 기준 변화(response category cut-point 

shift) 등이 있다. 차별문항기능은 응답자들이 서로 다른 응답 척도

(response scale)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과거에는 교육학 분

야에서 주로 사용되었다(King et al., 2004). 교육학 분야에서는 차별문

항기능을 동일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피험자들이 그들이 속한 집단의 특

성에 따라 문항에 정답 반응을 할 확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

하고 있다(Camilli & Shepard, 1994). 차별문항기능은 교육학에서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는 대부분의 연구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현

재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King et al., 2004).

 응답자들이 동일한 질문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응답하기 때문

에 설문조사 결과 해석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Salomon et al., 2004). 주관적 건강수준의 측정을 예로 들면, ‘평소에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과 ‘매우 좋음’, ‘좋음’, ‘보

통’, ‘나쁨’, ‘매우 나쁨’과 같이 5점 척도로 응답보기가 주어진 경우, 모든 

응답자들이 설문 문항과 응답보기를 동일하게 이해하고 응답하는 경우의 

응답 결과는 실제의 건강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

마다 건강수준에 대해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처럼 설문 문

항과 응답보기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응답하는 경우의 응답 결과는 실

제의 건강수준뿐만 아니라 응답 행태가 함께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chneider et al., 2012). 

 응답이질성과 관련된 요인들로 설문 문항에 사용된 단어, 설문조사 조사

원, 설문 문항과 응답보기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차이 등이 있다

(Schneider et al., 2012).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라 응답 기준점

(reference point, cut-point, threshold)이 다를 경우, 설문조사 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가보고 방식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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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간과하는 것은 조사 결과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

다(Schneider et al., 2012). 

 환자경험 평가는 기본적으로 자가보고 방식의 설문조사로 다른 자가보고 

방식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환자

의 기대 수준, 설문문항 및 응답보기에 대한 주관적 해석으로 인한 응답

이질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결과 해석에 있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Sirven et al., 2012; Malhotra & Do, 2012; Rice et al. 2012). 자가

보고 방식의 설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이질성 문제를 간과할 경

우 조사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Salomon et al., 2004) 환자

경험 평가에서  응답자들의 응답 행태를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사례 제시 방법론

 가상의 사례(anchoring vignette)를 활용한 연구는 1950년대 이후로 

사회과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Salomon 

et al., 2004). 그 중 자가보고 방식 설문조사의 응답이질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King 등은 사례 제시 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다(King et al., 

2004). 사례 제시 방법론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주관적 건강

수준, 통증, 삶의 만족도 등)과 이와 연관된 가상의 인물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본인에 대한 응답과 더불어 가상의 상황에 대

해 평가하도록 한다. 본인 사례에 대한 응답, 가상의 사례에 대한 응답 

두 가지 측정을 통해 응답자의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기준점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른 응답 행태의 차이를 추정

할 수 있다(King et al., 2004). 예를 들어 주관적 건강수준을 측정하고

자 하는 경우, 응답자가 평가한 본인의 건강수준은 실제 건강상태뿐만 아

니라 응답자의 응답 성향이 반영되어 있어 응답자들 간의 실제 건강상태

에 대한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 반면, 가상의 사례에 대한 응답자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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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경우, 응답자의 실제 건강상태는 배제되고, 응답자의 응답 행태만 

반영된다(Grol-Prokopczyk, 2011).  

 자가보고 방식의 설문조사에서 사례 제시 방법론을 적용하는 이유는 응

답자들 간의 서로 다른 응답 기준점 추정을 통해 응답이질성을 보정하여 

조사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Salomon et al., 2004). 여러 연구

에서 사례 제시 방법론 적용을 통해 응답 행태에 따른  계통오차

(systematic bias)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alomon et al. 

2004; Jones et al. 2013; Kapteyn et al. 2007; d’Uva et al. 2008; 

Rice et al. 2012).

 자가보고 방식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많은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응답

행태를 보정하기 위하여 사례 제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사례 제시 방법

론을 활용한 연구는 주관적 건강수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뤘으며(King 

et al., 2004; Salomon et al., 2004; d’Uva et al., 2008; Schneider 

et al., 201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통증 보고의 차이 비교 연구(Chan 

et al., 2011), 국가 간 삶의 만족도 비교 연구(Angelini et al., 2013), 

국가 간 근로 장애 비교 연구(Kapteyn et al. 2007), 국가 간 직업 만족

도를 비교한 연구(Kristensen et al., 2008)가 있었다. 환자경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연구로는 세계보건기구의 World Health Survey 자료를 활

용하여 국가 간 보건의료체계의 반응도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으

며(Robone et al., 2011; Sirven et al., 2012; Rice et al., 2012), 사

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인도의 보건의료체계 반응도를 비교한 연구가 수행

된 바 있다(Malhotra & Do, 2012). 사례 제시 방법론을 적용한 국내 연

구로 사례 제시 분석법을 이용하여 농업부문 공공 R&D 사업에 대한 지

원의사를 분석한 바 있다(권오상 등, 2012). 

 자가보고 방식의 설문조사 결과를 응답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간, 

인구집단별로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환자경험 평가에서도 다른 자가보고 방식의 설문조사와 같이 응

답이질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응답이질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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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경험 평가에서의 응답이질성 문제를 사

례 제시 방법론을 적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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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환자경험 보고에 있어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응답 행태

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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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연구대상자 및 자료 수집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원한 ‘환자중심성 평가모형 개

발’ 연구의 일환으로 2015년 2월 2일-2월 13일, 2월 16일-2월 27일

에 걸쳐 수행된 예비평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서울시에 소재한 2개 종합

병원이 예비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예비평가는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사전에 교육을 받은 조사원 3명이 조사 당일 퇴원이 예정된 환

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병실에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예비평가에서는 가급

적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입원 환자의 경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입원한 환자로 환자 대상을 제한하였고, 일부 과의 환자는 연구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만 19세 이상~80세 미만

 - 입원 기간이 3일 이상인 퇴원 환자

 - 조사원의 설명을 듣고 응답이 가능한 환자 

 -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환자 제외 

 조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 중 중도에 그만두거나 결측값이 있

는 자료를 제외한 총 177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IRB 승

인번호: C-1411-080-627)을 받은 후에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병원의 협조 하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나. 조사 도구

  환자들의 입원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환자중심성 평가모형 개발’ 연

구를 통해 개발한 예비평가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환자중심성 평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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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개발’ 연구의 예비평가 설문지는 간호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입원 경

험, 병원 환경, 퇴원, 전반적 평가, 개인 특성 등 7개 영역, 31개 문항으

로 구성된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응답이질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예비

평가 설문 문항 중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응답자 간 변이가 클 것

으로 예상되는 문항을 선택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를 개발하였다. 설문 문

항 수의 제약으로 예비평가 설문 문항 중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의사 존중/예의’ 2가지 문항을 선택하였다.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가지 문항에 대해 각각 4개의 사례를 

개발하였으며, 일반인 2명을 대상으로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

였다.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의 입원 환경에

서 문제가 되고 있는 회진 문화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다. 실제로 한국환

자단체연합회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병원 인력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한 결과, 담당 의사가 회진 중 환자에 머무는 시간이 1분 이내 42.6%, 1

분-2분 40.7%이었으며, 의사 대면시간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9.3%에 

불과하였다(데일리메디, 2011). 가상의 사례는 열흘 동안 입원한 경험이 

있는 가상의 인물 정○○씨를 제시하고 사례별로 회진 시간과 빈도를 다

르게 제시하였다. ‘의사 존중/예의’ 사례의 경우, 환자존중이 포괄하는 다

양한 측면을 다루고자 하였다. 환자존중의 개념은 환자를 개별적이고 독

립적인 인간으로 대하고, 환자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하고 배려

하며, 관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대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유명란, 

2002). 가상의 사례는 가상의 인물 김○○씨를 제시하고 사례별로 환자

에 대한 담당 의사의 태도를 다르게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

한 가상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표 1, 표 2). 각 문항의 응답보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1)”, “별로 그렇지 않았다(2)”, “약간 그랬다(3)”, “매우 

그랬다(4)”의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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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는 입원 기간 동안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가상의 

사례입니다. 만약에 귀하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평

가하시겠습니까? 

공통문항 1. 정○○씨나 보호자가 담당 의사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까?

사례 1. 정○○씨는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정○○씨는 

담당 의사를 매일 정해진 회진 시간에 1분 정도 만날 수 있었다.

 

사례 2. 정○○씨는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정○○씨는 

담당 의사를 매일 정해진 회진 시간에 3분 정도 만날 수 있었다.

 

사례 3. 정○○씨는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정○○씨는 

담당 의사를 이틀에 한 번,  회진 시간에 5분 정도 만날 수 있었다.  

사례 4. 정○○씨는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정○○씨는 

담당 의사를 이틀에 한 번,  회진 시간에 1분 정도 만날 수 있었다. 

표 1.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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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는 입원 기간 동안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가상의 

사례입니다. 만약에 귀하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평

가하시겠습니까? 

공통문항 2. 담당 의사는 김○○씨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

니까?

사례 5. 김○○씨의 담당 의사는 무뚝뚝한 편이고 김○○씨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김○○씨가 퇴원 후 직장에 복귀하며 겪

게 될 어려움에 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었다.

사례 6.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김○○씨의 담당 의사는 매일 정해진 시

간 없이 7-8명의 젊은 의사들을 데리고 회진을 도는 편인데, 회진 중

에는 김○○씨가 이해하지 못하는 의학용어로 의사들끼리 의논하는 경

우가 자주 있었다.

사례 7. 김○○씨의 담당 의사는 김○○씨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김○○씨가 묻는 여러 질문에 성의껏 대답을 해 주는 편이지만 가끔씩 

반말을 섞어 쓰는 경우가 있었다.

사례 8. 대학병원 외과 병실에 입원 중인 김○○씨의 담당 의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회진을 돌면서 주로 수술 부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하였는데, 김○○씨가 질문을 하면 지금은 바쁘니 검사 결과를 보고 나

중에 이야기하자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표 2. ‘의사 존중/예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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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수 정의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표 3).

종류 변수명 성격 설명

종속변수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순위 본인 경험/가상 사례, 전혀 그렇

지 않았다(1)-매우 그랬다(4)의사 존중/예의 순위

독립변수

성별 이분 여성: 1, 남성: 0

연령 가변수
40대 이하(Ref.)/50대/60대 이

상

입원 경로 이분 응급실: 1, 외래: 0

교육수준 가변수
중졸 이하(Ref.)/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주관적 건강수준 가변수 좋음(Ref.)/보통/나쁨

표 3. 변수 정의 

1) 종속변수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의사 존중/예의’ 두 가지 항목을 종속변수

로 사용하였다. 두 가지 항목은 모두 본인의 실제 경험에 대한 평가와 가

상의 사례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는 “귀하

나 보호자가 담당 의사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의사 존중/예의’는 “담당 의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보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1)”, “별로 그렇지 않았다(2)”, “약간 

그랬다(3)”, “매우 그랬다(4)”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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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환자들의 입원 경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답자의 개인 특성 중 

예비평가 조사 자료에서 사용 가능한 성별, 연령, 입원 경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수준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중졸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

로 구분하였다. 

라. 분석 방법

1) 사례 제시 방법론

 자가보고 방식 설문조사의 응답이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사례 제시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사례 제시 방법론은 

가상의 사례 제시를 통해 응답자별로 각기 다른 응답 기준점을 추정하며, 

이를 통해 개인 간에 존재하는 응답이질성을 보정하여 조사의 비교가능성

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Salomon et al., 2004). 

 예를 들어 환자들의 의료이용 경험을 측정하는 경우, 환자들의 평가 결

과에는 실제 환자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설문 문항과 응답보기에 대한 인식이 응답자

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환자들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자에게 “귀하나 보호자가 담당 의사를 만

나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까?”라고 묻는 경우, 담당 의사와 매

일 1분 만나는 경우에도 “매우 그랬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매일 5분을 만나는 경우에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환자경험 평가에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응답 행태가 다

를 경우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평가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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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응답이질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례 제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사례 제시 방법론은 응답

자에게 실제 본인의 경험과 더불어 주어진 가상의 사례에 대해 평가하도

록 한다. 가상의 사례는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하게 고정된 상태이므로 사

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응답자들의 응답 행태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사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응답자마다 서로 다른 응답 기준점을 

추정할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추정한 응답 기준점을 실제 경험에 대한 평

가에 적용하면 응답자의 응답 성향에 따른 영향을 보정한 실제 경험에 대

한 평가 결과를 추정할 수 있다.   

 사례 제시 방법론에서는 두 가지 가정을 필요로 한다. 첫째, 응답 일치

성(response consistency)은 본인의 실제 경험을 평가할 때와 가상의 

사례에 대해 평가할 때 동일한 응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

답자 간에는 서로 응답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동일한 응답자 내에서는 

설문조사 내에서 같은 응답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사례 

동등성(vignette equivalence)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국적, 

기타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응답자가 사례를 동일하게 이해해야 하며, 설

문조사에서의 응답 결과는 다만 확률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달라져야 한다

는 가정이다(King et al., 2004, Salomon et al., 2004).

 

2) 통계적 분석 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순위 

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사용하여 환자들의 입원 경험 평

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답자의 개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인 간에 존재하는 응답보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 즉 응답이질성을 보

정하기 위하여 위계적 순위프로빗모형(Hierarchical Ordered Probit, 

HOPIT)을 사용하였다. HOPIT은 가상의 사례 요소(vignette 

component)와 실제 본인의 경험 요소(self-reported component)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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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가상의 사례 요소로서 가상의 사례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응답 기준점을 

추정할 수 있다. 

 
    



 
는 응답자 i가 사례 j에 대하여 평가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

다. 사례 동등성의 가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가상의 사례

를 동일하게 이해해야 하며 이 경우 는 모든 응답자에서 동일한 값을 

갖게 된다. 즉,  
는 확률적 오차(random reporting error)에 해당하는 


 의해서 결정된다. 본인의 실제 경험을 배제한 가상의 사례에 대한 응답

자 간의 응답 차이는 응답자들의 서로 다른 응답 행태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본인의 경험 요소이며,  
는 실제 본인의 입원 경험

에 대하여 평가한 잠재변수이다.  는 응답자 i의 관측된 특성을 나타내

는 벡터이다. HOPIT을 사용하여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가상의 사례 요소와 본인의 경험 요소를 결합하여 

응답자의 응답 기준점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응답이질성을 보정

할 수 있다(Jones et al., 2013).

 통계 분석은 Stata 13.0을 사용하였으며, HOPIT 분석에는 Jones 등이 

제시한  Stata code를 활용하였다(Jones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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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그림 1. 연구 결과 제시 순서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 177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4). 성별

로는 남성이 104명(58.8%), 여성이 73명(41.2%)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99명(55.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43명(24.3%)이었

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61명(35.7%), 대학교 이상 58명(33.9%), 고

등학교 52명(30.4%) 순이었다. 입원 경로는 외래 126명(71.2%), 응급

실 51명(28.8%)이었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좋음 97명(55.7%), 보통 60

명(34.5%), 나쁨 17명(9.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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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사례(명) 비율(%)

성별 남자 104 58.8

여자 73 41.2

연령 40대 이하 35 19.8

50대 43 24.3

60대 이상 99 55.9

교육수준 중졸 이하 61 35.7

고등학교 52 30.4

대학교 이상 58 33.9

입원 경로 응급실 51 28.8

외래 126 71.2

주관적 좋음 97 55.7

건강수준 보통 60 34.5

나쁨 17 9.8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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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상의 사례에 대한 응답 결과

1) 사례별 전체 응답 결과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에 관한 네 가지 가상의 사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응답보기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전혀 그렇지 않았다 17.0 4.5 14.1 50.9

별로 그렇지 않았다 44.6 15.8 35.6 31.1

약간 그랬다 22.6 41.2 26.0 14.1

매우 그랬다 15.8 38.4 24.3 3.9

계 100.0 100.0 100.0 100.0

표 5.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응답 결과        (단위: %)

 “정○○씨나 보호자가 담당 의사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

니까?”라는 공통 질문에 사례 1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44.6%이었고, “약간 그랬다”라는 응답이 22.6%이었다. 사례 2에 

대해서는 “약간 그랬다”라는 응답이 41.2%, “매우 그랬다”라는 응답이 

38.4%이었다. 사례 3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고, “약간 그랬다”라는 응답이 26.0%이었다. 사례 4

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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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존중/예의’에 관한 가상의 사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응답보기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8

전혀 그렇지 않았다 8.5 29.3 27.6 36.2

별로 그렇지 않았다 17.0 48.2 41.1 42.9

약간 그랬다 37.0 10.4 19.6 14.1

매우 그랬다 37.6 12.2 11.7 6.8

계 100.0 100.0 100.0 100.0

표 6. ‘의사 존중/예의’응답 결과                (단위: %)

 “담당 의사가 김○○씨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라는 

공통 질문에 사례 5에 대해서는 “매우 그랬다”라는 응답이 37.6%, “약간 

그랬다”라는 응답이 37.0%이었다. 사례 6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았

다”라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다. 사례 7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고, 사례 8에 대해서는 “별로 그

렇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42.9%이었다.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사례별 응답 결과 

 응답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에 대한 사례

별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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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보기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성별

 남자 전혀 그렇지 않았다 19.2 5.8 15.4 50.0

 별로 그렇지 않았다 47.1 17.3 35.6 27.9

약간 그랬다 20.2 41.4 26.9 19.2

매우 그랬다 13.5 35.6 22.1 2.9

 여자 전혀 그렇지 않았다 13.7 2.7 12.3 52.1

 별로 그렇지 않았다 41.1 13.7 35.6 35.6

약간 그랬다 26.0 41.1 24.7 6.9

매우 그랬다 19.2 42.5 27.4 5.5

연령

 40대 이하 전혀 그렇지 않았다 17.1 8.6 11.4 48.6

 별로 그렇지 않았다 40.0 17.1 40.0 25.7

약간 그랬다 28.6 40.0 28.6 17.1

매우 그랬다 14.3 34.3 20.0 8.6

 50대 전혀 그렇지 않았다 23.3 4.7 11.6 46.5

 별로 그렇지 않았다 44.2 20.9 27.9 37.2

약간 그랬다 11.6 30.2 37.2 11.6

매우 그랬다 20.9 44.2 23.3 4.7

 60대 이상 전혀 그렇지 않았다 14.1 3.0 16.2 53.5

 별로 그렇지 않았다 46.5 13.1 37.4 30.3

약간 그랬다 25.3 46.5 20.2 14.1

매우 그랬다 14.1 37.4 26.3 2.0

교육수준 **

 중졸 이하 전혀 그렇지 않았다 18.0 3.3 18.0 52.5

 별로 그렇지 않았다 49.2 16.4 42.6 39.3

약간 그랬다 21.3 47.5 13.1 8.2

매우 그랬다 11.5 32.8 26.2 0.0

 고등학교 전혀 그렇지 않았다 21.2 3.8 13.5 53.8

 별로 그렇지 않았다 32.7 13.5 26.9 23.1

약간 그랬다 19.2 28.8 26.9 15.4

매우 그랬다 26.9 53.8 32.7 7.7

 대학 이상

 

전혀 그렇지 않았다 12.1 6.9 10.3 48.3

별로 그렇지 않았다 50.0 17.2 34.5 25.9

약간 그랬다 25.9 43.1 37.9 20.7

매우 그랬다 12.1 32.8 17.2 5.2

연속

표 7. 응답자 특성에 따른 사례별 응답 결과 1: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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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에 대한 네 가지 가상의 사례에 대해 응답

자 특성에 따른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른 응답 행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수

준에 따라 응답 행태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의사 존중/예의’에 대한 사례별 응답 결과

는 다음과 같다(표 8). 

구분 응답보기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주관적 건강수준

 좋음 전혀 그렇지 않았다 13.4 4.1 15.5 50.5

 별로 그렇지 않았다 46.4 16.5 33.0 24.7

약간 그랬다 25.8 39.2 26.8 18.6

매우 그랬다 14.4 40.2 24.7 6.2

 보통 전혀 그렇지 않았다 20.0 5.0 10.0 50.0

 별로 그렇지 않았다 43.3 15.0 36.7 36.7

약간 그랬다 16.7 43.3 26.7 11.7

매우 그랬다 20.0 36.7 26.7 1.7

 나쁨 전혀 그렇지 않았다 29.4 5.9 23.5 64.7

 별로 그렇지 않았다 41.2 11.8 41.2 35.3

약간 그랬다 29.4 41.2 23.5 0.0

매우 그랬다 0.0 41.2 11.8 0.0

** p-value < 0.05

표 7.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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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보기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8

성별 **

 남자 전혀 그렇지 않았다 10.4 30.9 34.4 43.1

별로 그렇지 않았다 14.6 41.5 35.4 34.4

약간 그랬다 37.5 17.0 21.5 15.1

매우 그랬다 37.5 10.6 8.6 7.5

 여자 전혀 그렇지 않았다 5.8 27.1 18.6 27.1

별로 그렇지 않았다 20.3 57.1 48.6 54.3

약간 그랬다 36.2 1.4 17.1 12.9

매우 그랬다 37.7 14.3 15.7 5.7

연령

 40대 이하 전혀 그렇지 않았다 8.6 28.6 28.6 42.9

별로 그렇지 않았다 8.6 48.6 37.1 42.9

약간 그랬다 42.9 11.4 20.0 11.4

매우 그랬다 40.0 11.4 14.3 2.9

 50대 전혀 그렇지 않았다 9.5 40.5 26.8 41.5

별로 그렇지 않았다 16.7 42.9 36.6 36.6

약간 그랬다 38.1 9.5 24.4 12.2

매우 그랬다 35.7 7.1 12.2 9.8

 60대 이상 전혀 그렇지 않았다 8.0 24.1 27.6 31.0

별로 그렇지 않았다 20.5 50.6 44.8 46.0

약간 그랬다 34.1 10.3 17.2 16.1

매우 그랬다 37.5 14.9 10.3 6.9

교육수준

 중졸 이하 전혀 그렇지 않았다 11.3 23.1 26.9 32.7

별로 그렇지 않았다 22.6 55.8 46.2 50.0

약간 그랬다 37.7 9.6 17.3 13.5

매우 그랬다 28.3 11.5 9.6 3.9

 고등학교 전혀 그렇지 않았다 6.0 43.1 27.5 37.3

별로 그렇지 않았다 12.0 39.2 39.2 39.2

약간 그랬다 36.0 9.8 23.5 13.7

매우 그랬다 46.0 7.8 9.8 9.8

 대학 이상 전혀 그렇지 않았다 7.1 23.2 29.1 40.0

별로 그렇지 않았다 14.3 46.4 36.4 36.4

약간 그랬다 35.7 12.5 18.2 16.4

매우 그랬다 42.9 17.9 16.4 7.3

연속

표 8. 응답자 특성에 따른 사례별 응답 결과 2: 의사 존중/예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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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존중/예의’에 대한 네 가지 가상의 사례에 대해 응답자 특성에 따

른 응답을 분석한 결과, 환자경험 보고에 있어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

강수준에 따른 응답 행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라 응답 행태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상의 사례에 대한 순위 프로빗모형 분석 결과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에 대한 네 가지 가상의 사례에 대해 응답

자 특성에 따른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에 따른 응답 행태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입원 경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라 응답 행태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례 1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중졸 이

하에 비해 사례 1과 사례 2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사례 3-4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구분 응답보기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8

주관적 건강수준

 좋음 전혀 그렇지 않았다 6.7 25.6 23.3 34.4

별로 그렇지 않았다 15.7 51.1 46.7 43.3

약간 그랬다 40.5 12.2 20.0 15.6

매우 그랬다 37.1 11.1 10.0 6.7

 보통 전혀 그렇지 않았다 8.8 32.1 30.4 33.9

별로 그렇지 않았다 15.8 44.6 30.4 44.6

약간 그랬다 36.8 8.9 23.2 14.3

매우 그랬다 38.6 14.3 16.1 7.1

 나쁨 전혀 그렇지 않았다 17.7 43.8 46.7 60.0

별로 그렇지 않았다 23.5 37.5 46.7 33.3

약간 그랬다 23.5 6.3 6.7 6.7

매우 그랬다 35.3 12.5 0.0 0.0

** p-value < 0.05

표 8.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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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eta(SE)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성별

 남성 Ref. Ref. Ref. Ref.

 여성 0.267 0.227 0.097 -0.051

(0.176) (0.181) (0.175) (0.187)

연령

 40대 이하 Ref. Ref. Ref. Ref.

 50대 -0.007 0.163 0.231 0.034

(0.260) (0.265) (0.256) (0.269)

 60대 이상 0.203 0.288 0.180 -0.134

(0.247) (0.253) (0.244) (0.258)

입원 경로

 외래 경유 Ref. Ref. Ref. Ref.

 응급실 경유 -0.332* 0.228 -0.281 -0.253

(0.190) (0.196) (0.188) (0.205)

교육수준

 중졸 이하 Ref. Ref. Ref. Ref.

 고등학교 0.375* 0.437* 0.353 0.167

(0.218) (0.227) (0.218) (0.233)

 대학 이상 0.354 0.076 0.233 0.265

(0.236) (0.238) (0.233) (0.250)

주관적 건강수준

 좋음 Ref. Ref. Ref. Ref.

 보통 -0.083 0.013 0.153 -0.189

(0.183) (0.187) (0.182) (0.192)

 나쁨 -0.321 0.068 -0.326 -0.653*

(0.297) (0.308) (0.296) (0.345)

*p < 0.10, **p < 0.05.

표 9. 순위 프로빗모형 분석 결과(사례 1-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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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존중/예의’에 대한 네 가지 가상의 사례에 대해 응답자 특성에 따

른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입원 경로에 따른 응답 행태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라 

응답 행태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례 7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나머지 사례의 경우 성

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60대 이상

이 사례 8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나머지 사례의 경우 연령

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이상이 중졸 이하에 비해 사례 5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

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의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쁜 사람들이 사례 7

과 사례 8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나머지 사례의 경우 주관

적 건강수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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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eta(SE)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8

성별

 남성 Ref. Ref. Ref. Ref.

 여성 0.080 0.041 0.342* 0.203

(0.184) (0.185) (0.183) (0.185)

연령

 40대 이하 Ref. Ref. Ref. Ref.

 50대 -0.003 -0.125 0.129 0.311

(0.267) (0.269) (0.264) (0.272)

 60대 이상 0.163 0.312 0.037 0.486*

(0.259) (0.256) (0.250) (0.259)

입원 경로

 외래 경유 Ref. Ref. Ref. Ref.

 응급실 경유 0.097 0.124 0.121 -0.181

(0.198) (0.199) (0.198) (0.205)

교육수준

 중졸 이하 Ref. Ref. Ref. Ref.

 고등학교 0.511** -0.330 0.109 0.178

(0.230) (0.231) (0.226) (0.230)

 대학 이상 0.475* 0.292 0.252 0.255

(0.250) (0.251) (0.250) (0.253)

주관적 건강수준

 좋음 Ref. Ref. Ref. Ref.

 보통 0.017 -0.063 0.063 0.040

(0.192) (0.193) (0.190) (0.193)

 나쁨 -0.234 -0.390 -0.736** -0.673**

(0.304) (0.313) (0.322) (0.337)

*p < 0.10, **p < 0.05.

표 10. 순위 프로빗모형 분석 결과(사례 5-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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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인의 실제 입원 경험 평가

1) 본인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와 ‘의사 존중/예의’에 대한 응답자 본인의 

실제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1). 

응답보기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의사 존중/예의

전혀 그렇지 않았다 2.2 0.0

별로 그렇지 않았다 8.5 3.4

약간 그랬다 24.3 11.9

매우 그랬다 65.0 84.7

계 100.0 100.0

표 11. 본인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입원 기간 중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히 있

었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랬다”라는 응답이 65.0%로 가장 많았다. 담

당 의사가 환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랬다”라는 응답이 84.7%로 가장 많았다.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본인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와 ‘의사 존중/예의’

에 대한 본인의 입원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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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보기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의사 존중/예의

성별

 남자 전혀 그렇지 않았다 1.0 0.0

 (104명) 별로 그렇지 않았다 10.6 3.9

약간 그랬다 26.0 15.4

매우 그랬다 62.5 80.8

 여자 전혀 그렇지 않았다 4.1 0.0

 (73명) 별로 그렇지 않았다 5.5 2.8

약간 그랬다 21.9 6.9

매우 그랬다 68.5 90.3

연령

 40대 이하 전혀 그렇지 않았다 2.9 0.0

 (35명) 별로 그렇지 않았다 5.7 2.9

약간 그랬다 34.3 20.0

매우 그랬다 57.1 77.1

 50대 전혀 그렇지 않았다 2.3 0.0

 (43명) 별로 그렇지 않았다 7.0 7.1

약간 그랬다 27.9 4.8

매우 그랬다 62.8 88.1

 60대 이상 전혀 그렇지 않았다 2.0 0.0

 (99명) 별로 그렇지 않았다 10.1 2.0

약간 그랬다 19.2 12.1

매우 그랬다 68.7 85.9

교육수준 **

 중졸 이하 전혀 그렇지 않았다 1.6 0.0

 (61명) 별로 그렇지 않았다 8.2 3.3

약간 그랬다 14.8 10.0

매우 그랬다 75.4 86.7

 고등학교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0.0

 (52명) 별로 그렇지 않았다 11.5 0.0

약간 그랬다 23.1 9.6

매우 그랬다 65.4 90.4

 대학 이상

 (58명)

전혀 그렇지 않았다 5.1 0.0

별로 그렇지 않았다 3.4 5.2

약간 그랬다 37.9 17.2

매우 그랬다 53.5 77.6

연속

표 12. 응답자 특성에 따른 본인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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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에 대한 응답자의 실제 경험을 응답자의 특

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른 응답 행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수준에 따라 본인의 

입원 경험을 다르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존중/예의’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응답보기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의사 존중/예의

주관적 건강수준

 좋음 전혀 그렇지 않았다 1.0 0.0

 (97명) 별로 그렇지 않았다 8.3 2.1

약간 그랬다 21.7 11.5

매우 그랬다 69.1 86.5

 보통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0.0

 (60명) 별로 그렇지 않았다 10.0 3.3

약간 그랬다 26.7 11.7

매우 그랬다 63.3 85.0

 나쁨 전혀 그렇지 않았다 11.8 0.0

 (17명) 별로 그렇지 않았다 5.9 11.8

약간 그랬다 35.3 11.8

매우 그랬다 47.1 76.5

** p-value < 0.05

표 12.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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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답이질성 보정 전·후 입원 경험 평가 비교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와 ‘의사 존중/예의’에 대한 응답자 본인의 

실제 경험을 응답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순위 프로빗모형(OPROBIT)과 

응답 이질성을 보정한 HOPI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표 13). 

변수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의사 존중/예의

OPROBIT HOPIT OPROBIT HOPIT

성별

 남성 Ref. Ref. Ref. Ref.

 여성 0.082 -0.060 0.497* 0.233

연령

 40대 이하 Ref. Ref. Ref. Ref.

 50대 -0.018 -0.179 0.191 -0.094

 60대 이상 -0.025 -0.183 0.288 -0.127

입원 경로

 외래 경유 Ref. Ref. Ref. Ref.

 응급실 경유 0.591** 0.713** 0.712** 0.569*

교육수준

 중졸 이하 Ref. Ref. Ref. Ref.

 고등학교 -0.301 -0.781** 0.343 0.008

 대학 이상 -0.515* -0.685** -0.136 -0.554*

주관적 건강수준

 좋음 Ref. Ref. Ref. Ref.

 보통 -0.148 -0.133 -0.013 -0.135

 나쁨 -0.677** -0.372 -0.334 0.081

*p < 0.10, **p < 0.05.

표 13. OPROBIT과 HOPIT 분석 결과 비교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에 대한 응답자의 실제 경험을 순위 프로빗

모형과 HOPIT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입원 경로, 교육수준에 따라 환

자들의 입원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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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응급실을 통해 입

원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HOPIT 적용 시 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이상이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HOPIT 

적용 시 교육수준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관적 건강수준에 대해‘나쁨’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순위 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 본인의 실제 경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HOPIT 적용 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사 존중/예의’에 대한 응답자 본인의 실제 경험을 순위 프로빗모형과 

HOPIT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입원 경로, 교육수준에 따라 환자들의 

입원 경험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주관적 건

강수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응급실을 통해 입원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의사 존중/예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에 비해 대학교 이상이 ‘의사 존

중/예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HOPIT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순위 프로빗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와 ‘의사 존중/예의’ 문항에 대해 ‘매우 그랬

다’라고 응답할 확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4).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에 대해서는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경우에 ‘매우 그랬다’라

고 응답할 확률이 순위 프로빗모형에서는 19.4%p, HOPIT에서는 

23.6%p 높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이 

‘매우 그랬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HOPIT 분석 시 26.7%p 낮았으며, 대

학교 이상은 13.2%p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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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의사 존중/예의

OPROBIT HOPIT OPROBIT HOPIT

성별

 남성 Ref. Ref. Ref. Ref.

 여성 2.8 -2.1 10.1* 8.1

연령

 40대 이하 Ref. Ref. Ref. Ref.

 50대 -0.6 -6.1 4.5 -3.2

 60대 이상 -0.9 -6.2 6.5 -4.4

입원 경로

 외래 경유 Ref. Ref. Ref. Ref.

 응급실 경유 19.4** 23.6** 12.7** 18.0*

교육수준

 중졸 이하 Ref. Ref. Ref. Ref.

 고등학교 -10.0 -26.7** 6.5 0.2

 대학 이상 -17.9* -13.2** -3.2 -21.0*

주관적 건강수준

 좋음 Ref. Ref. Ref. Ref.

 보통 -5.1 -4.6 -0.3 -4.8

 나쁨 -24.6** -23.0 -7.9 2.7

*p < 0.10, **p < 0.05.

표 14. ‘매우 그랬다’라고 응답할 확률의 차이            (단위: % points)

 ‘의사 존중/예의’에 대해서는 여성이 ‘매우 그랬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순위 프로빗모형에서 10.1%p 높았다.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경우에 ‘매

우 그랬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순위 프로빗모형에서는 12.7%p, HOPIT

에서는 18.0%p 높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에 비해 대학교 이상

이 ‘매우 그랬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HOPIT 분석 시 21.0%p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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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가.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경험 평가에서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응답이질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환자의 특성에 따른 응답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환자의 특성 중 입원 경로, 교육수준이 환자경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

른 환자경험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았다.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경우, 외

래를 통해 입원한 경우보다 본인의 입원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응답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순위 프로빗모형과 응답이질성을 보정

한 HOPIT 분석에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평가 

항목에 따라 교육수준이 환자경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

타났다.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에 대해서는 HOPIT 적용 시 교육수

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의사 존중/예의’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응답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환자의 연령과 주관

적 건강수준을 환자만족과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

고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의료서비

스 이용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graves 

et al., 2001; Zaslavsky et al., 2001; O'Malley et al., 2005; 황지인, 

손인순, 2007; Elliott et al., 2009). 사례 제시 방법론을 활용하여 유럽 

11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반응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응답이질성 보정 

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기시간, 의료기관의 시설, 의사와의 의사소

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응답이질성 보정 후에는 의료기관의 

시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Sirven et al., 2012). 이번 연

구에서는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연령과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른 환자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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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응답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이용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lliott et al., 2001; Zaslavsky et al. 2001; O'Malley et al., 2005; 

Elliott et al., 2009). 사례 제시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 간 보건의료체

계 반응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반응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obone et al., 2011).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국

가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고소득 국가의 경우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오히려 반응도가 감소하였다. 인도와 멕시코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건의료체계 반응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Malhotra & Do, 2012; Rice et al., 2012). 반면, 유럽 11

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반응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반

응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irven et al., 2012). 선행 연구에

서는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수준이 환자경험, 반응도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

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 존중/예의’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환자들의 경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수준에 따라 존중/예의에 

대한 기대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기

회, 즉 시간에 대한 기대수준이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

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기대수준의 차이는 HOPIT 분석 시 보정되며, 응

답이질성 보정 후에도 중졸 이하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이상 응

답자는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에 대한 경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의 실제 경험이 부정적이

었음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환자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환자경험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다. 

Elliott 등(2012)의 연구에서 ‘의사와의 의사소통’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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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성이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입원 경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

며, 미국 보훈병원(Veterans Affairs Hospitals)을 이용한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입원 경험을 부정적으

로 평가하였다(Hausmann, 2014). 이러한 차이는 성별에 따라 환자들의 

기대수준이 다르고, 의료진이 환자의 성별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Elliott et al., 2012).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환자경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itzia & Wood 1997; Zaslavsky et al. 2001; O'Malley 

et al., 2005; Elliott et al., 2009). 

 이번 연구에서는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경우에 외래를 통해 입원한 경우

보다 입원 경험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이전의 연구와는 상반

되는 결과로 CAHPS 자료를 사용한 Elliott 등(2009)의 연구에서는 응

급실을 통해 입원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입원 경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입원 경로에 따른 환자만족도의 차이는 없

었다(황지인, 손인순, 2007).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는 우리나라 환자들의 

특성이 미국과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연구 대상자 중 28.8%(51명)에 

해당하는 응급실 이용자들의 특성 중 이번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는 특성

이 교란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입원 경로에 따라 

입원일수, 질환의 종류, 입원 경험 여부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특

성이 환자경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입원 경로가 환자

경험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미국의 CMS는 병원 간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환자들의 HCAHPS 응답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환자 특성 보정계수

(Patient Mix Adjustment, PMA)를 산출하고 있다. 2009년 수행된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조사 방식 및 환자 특성을 보정하며(Elliott et 

al., 2009), 현재 PMA 산출에 사용되는 요인들로 연령, 교육수준, 모국

어, 주관적 건강수준, 이용한 의료서비스의 종류 등이 있다(CM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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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NHS는 환자경험 평가 결과 공개 시 성별, 연령, 응급실 이용 여

부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두고 있다(CQC, 2014).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

하는 환자경험 평가의 경우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응답이질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인 환자 구성비만을 보정하고 있다.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경험 평가를 도입하여 의료기관 간 비교

를 할 경우에 원자료의 보정 필요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환자 구성비 보정뿐만 아니라 입원 경로, 교육

수준에 대한 보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본 수가 177명

으로 크지 않아 단정적으로 환자경험 평가에 있어 성별, 연령, 주관적 건

강수준에 따른 응답 행태의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향후 환자

경험 평가가 시행될 경우 추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환자의 특성에 따른 

응답이질성 보정계수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이번 연구에서는 사례 제시 방법론을 사용하여 기존의 환자경험 평가에

서 고려하지 않았던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응답이질성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환자경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시, 기존의 순위 프로빗모

형에서는 응답자들의 응답 기준점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응답이질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 사례 제시 방법론에서는 가상의 사례와 

HOPIT을 사용하여 응답자마다 다른 응답 기준점을 추정하여 응답이질성

을 보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HOPIT을 사용하여 기존의 순위 프

로빗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응답이질성을 보정함으로써 환자경험 평가

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자경험 평가에서의 

사례 제시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의사 존중/예의’ 항목에 

대한 가상의 사례를 개발하였다. World Health Survey에서 제시하는 사

례를 일부 참고하였으나 한국적 현실에 맞게 문항을 새로 개발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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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사례에 대

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가상의 사례에 대한 응답자의 분포가 응답보기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 

항목 내에서 사례별로 서열이 존재하여 판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

례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회진의 빈도 및 시간과 존중의 다양한 개념을 제

시함으로써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제시 방법론은 응답일치성, 사례 동등성 등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이번 연구에서도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실제로 응답자들이 가상의 사례와 본인의 경험을 평가할 때 동일한 응답 

기준점을 적용하여 응답 일치성의 가정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응답자

가 사례를 동일하게 이해하여 사례 동등성의 가정을 만족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World Health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체계 

반응도에 대한 사례 동등성을 확인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Rice 

et al., 2011), 두 가지 가정의 타당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사례 제시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방법론에 대한 이론이 점차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 결과

를 통해 사례 제시 방법론을 환자경험 평가 관련 연구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 연구를 위해서는 환자경험과 관련된 사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조사 대상이 2개 종합병원, 177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전체 인구

집단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환자경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용한 의료서비스의 종류를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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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설문 문항수의 제약으로 환자경험 평가 항목 중 ‘의사와 만나 이

야기할 기회’, ‘의사 존중/예의’에 대한 사례만 추가할 수 있었으며, 간호

사 서비스, 기타 의사 서비스, 일반 치료과정, 병원 환경, 퇴원, 전반적 평

가 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 환자경험 평가 

전반적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연구의 의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번 연구는 사례 제시 방법론을 사용하여 환자경험 평가에서의 

응답이질성을 확인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가상의 사례 제시와  

HOPIT을 사용하여 기존의 순위 프로빗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응답자

들의 응답 행태를 보정할 수 있었다.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경험 평가 도입 시 응답 이질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변별력이 있는 가상의 사례 제시를 통해 응답자들의 응답 기준점

을 추정할 수 있었다. 가상의 사례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 분포가 다양

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가상의 사례가 변별력이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가상의 사례를 향후 관련 연구에서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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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이번 연구는 사례 제시 방법론을 사용하여 환자경험 평가에서의 응답이

질성을 확인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이번 환자경험 평가에 참여한 응답

자들은 동일한 가상의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환자경험 평가에 있어 응답자들 간에 응답이질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의사 존중/예의’에 대

한 응답자의 실제 경험을 순위 프로빗모형과 HOPIT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입원 경로, 교육수준에 따라 환자들의 입원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응답 행태가 다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향후 환자경험 평가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응답이질성에 대

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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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orting heterogeneity in patient experience: 

Applying the anchoring vignette method

Un-Na Kim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lf-reported measures of patient experience are prone to 
different reporting habits by respondent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otential systematic differences in reporting patient 
experience by patient characteristics using the anchoring vignette 
method. 
 This study included 177 subjects who recently received inpatient 
services from two general hospitals. Survey respondents were 
asked to assess their own inpatient experience and hypothetical 
vignettes in two questions : chance to meet doctors, doctor’s 
courtesy and respect.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subjects’ 
assessment of chance to meet doctors and doctors’ courtesy and 
respect. Patient characteristics examined include age, sex, type of 
admission, education, and self-reported health. Hierarc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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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ed Probit model was used to correct for reporting 
heterogeneity by these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reporting 
differences by type of admission and education level, while there 
was no association of patient experience with age, sex, and 
self-reported health. 
 Reporting heterogeneity may influence self-reporting of patient 
experience of care received. To alleviate the systematic bias in 
assess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 from the patient perspective, 
reporting heterogeneity should be considered in patient experience 
survey.

Keywords : Patient experience, Reporting heter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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