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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의료의 패러다임이 의료서비스 제공자 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변화하

고 있다. 개인의 필요와 선호가 존중되고 환자가 치료과정 및 의사결정

에 참여하는 환자 경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성

과 평가를 위해 많은 나라들은 환자경험을 필수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

편 군 의료는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장병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군

병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태이며, 환자중심 의료에

대한 성과지표인 환자경험과 환자만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

지만 군병원 환자만족을 다룬 연구는 매우 소수 확인할 수 있었고, 환자

경험 관련요인 연구는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군병원 입원서

비스 이용자에 대한 환자경험 및 만족 수준을 확인하고 군병원 입원서비

스 이용자들의 환자경험에 대한 개인 및 기관 특성 관련 요인, 환자경험

이 환자만족(환자만족도,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후반기(2019년 10월 21일 ~ 11월 8일) 총 16개의

군병원에서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장병 1,07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는 국군의무사령부 주관으로 전문 조사 업체에 위탁되어 시행된 환자경

험 및 만족도 자료를 2차 분석하였다. 환자경험 측정도구는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2019년도 환자경험평가 도구를 활용하였고, 환자 만족은 전

반적 환자 만족도 및 추천의도로 나누어 각각 단일문항으로 측정 하였

다. 분석방법으로, 국군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자 및 기관 특성, 환자 경험

및 만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분석을 시행하였다. 개인 및 기관특

성에 따른 환자경험 및 만족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분산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군병원 입원 서비스 이용자 특성 및 기관

특성이 환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 환자경험이 환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 수는 군병원 16곳, 환자 1,077명이다.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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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체 환자경험 평균 점수는 5점기준 3.73점(SD=0.37)이었으며 전반적

환자만족도는 10점기준 8.4점(SD=1.59), 추천의도는 5점기준 3.33점(SD=0.54)

확인되었다. 환자경험에 영향을 주는 이용자 특성 요인으로는 기대수준,

입원과, 주관적 건강수준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외

과보다는 내과 환자들이,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환자 경험 점수가

좋았다. 기관 특성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환자만족 관련 요인들

에 있어 환자경험은 환자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

었으며, 그 중에서도 의사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환자경험 점수가 환

자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환자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편리성에 대한 환자의 기대수준을 이해하고 충족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더불어 군 의료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감소

시켜 기대수준을 높이기 위해 군 의료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군병원 입원환자의 70%를 차지하는 외과계 환자들의 환자경험 점수를

높이기 위해 군병원 수술 환자 및 외부 병원 수술 후 요양 환자들에게

꼼꼼하고 세심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라 하겠으며 또한 환자 경험 항

목 중에서도 점수가 낮았던 의사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에 대한

집중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환자경험에서 중요한

요인인 비용, 대안과 기회비용 등이 다뤄지지 못했으며, 퇴원 후가 아닌

입원 중 군 병원 환경속에서 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군병원의 입원 환자경험 및 만족도

에 대한 개인 및 기관 특성을 함께 고려한 환자 중심성 적용의 최초 연

구 시도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대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환자경험, 환자만족도, 군병원

학 번 : 2017-2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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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 증대 및 인식의 변화로 의료기관들은

제공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H. E. Ban, 2011)

환자중심성은 의료 질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이며, 일찍이 Donabedian은

의료의 질을 기술적 영역, 대인 관계 영역, 편의 시설로 구분하며, 의료

의 질 평가에서 기술적 측면 외에도 환자와 의료진간의 상호 작용과 진

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2015) 또한 환

자의 의료적 증상이나 질병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총체적 안녕을 달

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의미한다고 하였

다.(Ekman, etc., 2011) IOM이 내린 환자중심성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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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라 하였다.(IOM, 2001) 같은 맥락에

서 환자경험평가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

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을 환자의 관점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

인하기 위한 병원 평가이다.(보건복지부, 2020) 환자의 긍정적인 경험은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 순응도를 높여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등 임상적 효과와 환자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을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진료 결과 개선, 의료

서비스 이용률 및 비용의 절감,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만족도 제고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J. Santa, etc. 2018)

한편, 민간의료는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구조조정, 비용절감, 의료의

질 향상 등 비약적 발전을 해왔으나, 군 의료는 60만의 안정적인 고객확

보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해 변화를 요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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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상태이다.(문도원, 2017) 또한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민간병

원 이용 절차 간소화, 현역병 건강보험 적용 등에 따라 민간병원을 이용

하는 장병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국방부의 건강보험부담금은 2016년

564억에서 2019년 817억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daily medi, 2020; 신동

선 등 2016; 최경혜 등 2011) 기존의 시설 및 장비 위주의 투자 및 성장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군 의료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적 요

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신동선 등, 2016)되고 있으며, 군 병원 환자경험

및 만족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환자중심의료문

화 확산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진과 의사소통

과정, 투약 및 치료 중 겪었던 환자경험과 환자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특

성들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로 환자경험 개념 도입 이전 주로 시행되었던 환자

만족도 연구에서는 군병원 환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

구가 일부 이루어 졌는데, 관련 선행연구로 군병원 응급실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박주영, 2006), 군병원 입원환자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정한

근, 2005), 군병원 의료서비스 품질이 외래 환자의 진료가치, 환자만족

및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조철호, 2009), 군 의료기관의 조직문화

유형이 의료서비스 질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신동선 등, 2016)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군병원 환자경험 관련 선행연구로는 서청수(2019)가 시

행한 군병원 환자 경험 개선을 통한 의료혁신 성과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환자경험 개선을 위한 전략, 이진이(2015) 의 연구 환자경험 관점의 인지

적 경험 시각화를 통한 군 의료서비스 경험 개선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선행연구를 통해 군병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환자 경험

개선을 위한 전략들에 대한 연구를 일부 확인 할 수 있었지만 환자경험

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없었고, 환자경험이 환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전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군 의료기관 전체의 환자 경험 및 만족 수준을 확인

하고, 군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자들의 환자경험 및 만족에 대한 개인 및

기관 특성 관련 요인, 환자경험이 환자만족(환자만족도, 추천의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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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과

환자 권리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정책적 토대를 마련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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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16개 군 병원에서 수집된 자료의

이차 분석을 통해 군병원 입원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의 환자경험과 만족

수준을 알아보고 개인 및 기관 특성이 환자경험에 미치는 영향 및 환자

경험이 환자만족(전반적 환자만족,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군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자 및 기관특성, 환자경험 및 만족(전반적 만

족도, 추천의도) 수준을 파악한다.

2. 군병원 입원 서비스 이용자 및 기관 특성에 따른 환자경험 및 만족

의 차이를 파악한다.

3. 군병원 입원 서비스 이용자 및 기관 특성을 보정하여 환자경험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 환자만족에 대한 이용자 및 기관특성, 환자경험 관련

요인을 분석한다.



- 5 -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환자경험 및 환자만족

1. 환자경험

환자경험은 환자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듣는 것을 포함해 진료과정을

통해 접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생각하

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환자에게는 무엇이든 환자 경험이 될 수 있다.

(한상균 등, 2019) 환자경험평가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을 국민의 관점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07) 환자경

험평가는 입원 시 경험했던 상황, 특정 서비스(간호사, 의사, 투약 및 치

료과정 등)등을 물어보게 됨으로써 일반적인 환자만족과는 다른점이 있

다. 이는 실제로 의료 이용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문항에 대한 이해가 쉽고 영역별 서비스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찾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다(Coulter et al.,2009). 또한 환자경험평가는 환자중심

성에 대한 평가로 병의원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초점

을 두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험을 확인하는 것으

로 환자와 의료인의 접촉, 진료서비스의 제공과정,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환자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는 데 주요 목적이 있으며, 환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파악하고 개

별화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병원조직문화의 반응성으로 볼 수 있다.(신

정우 등, 2018) 환자경험평가는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구성 요소로,

많은 국가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평가를 위해 환자경험을 필수적으로

다루고 있다.

환자경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각광받는 주제 중 하

나로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국가단위의 환자경험을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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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환자경험조사를 발전시켜 왔으며, 미국

은 2006년부터 병원고객평가조사(HCAHPS, Hospital Consumer

Assessment of Healthcare Providers and Systems)라는 도구를 만들었

고, 네덜란드에서는 2006년에 의료소비자 질지표(Consumer Quality

Index)를 개발하여 환자경험을 측정하기 시작하였다.(이수경 등, 2018)

영국에서는 1998년부터 환자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입원환자 조사의 경우 그 평가도구를 2002년에 개발하였다.(이

수경 등, 2018) 조사자료는 NHS survey 홈페이지 및 CQC 홈페이지를

통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천자혜, 2017) OECD에서는 2013년

이후 가입 국가를 대상으로 환자경험조사 실시를 권고하고 있고, 매년

각국의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Health at a Glance 보고서에 의료의 질 항

목에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다(이수경 등, 2018)

우리나라는 2015년 환자중심성 평가모형 개발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주요병원을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모형을 완성하였다. 2017

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격적으로 환자경험평가를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하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입원기간 중의 경험을 설문조

사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7년에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상

급종합병원포함)에 대한 환자경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2차 평가

에서는 300병상 종합병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향후 평가 대상

기관은 종합병원 전체로 넓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2019). 환자경험평가 조사 대상으로는 퇴원 이후 2일에서 56일(8주)

사이의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하루 이상 입원경험이 있는 환자 본인이

다. 공공분야 3대 평가(공공기관 만족도, 체감도, 청렴도) 조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조사 요원이 전화로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평가영역 해당

문항 점수의 산술평균을 통한 평가영역의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건강보

험심사평가원, 2019). 환자경험평가 항목으로는 간호사, 의사, 투약 및 치

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6개 항목 및 개인특성포함

총 2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목별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간호

사 영역에서 총 4개의 세부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세부문항으로는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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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경청, 병원 생활 설명, 도움요구 처리노력이 있다. 의사 영역에서도

총 4개의 세부문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존중/예의, 경청,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약 및 치

료과정은 5개의 세부문항으로 투약·처치 간 이유 설명, 투약·처치 관련

부작용 설명, 통증 조절 노력, 위로와 공감 항목,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은 예, 아니오로 답변이 되는 항목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균 산

출에 제한이 있어 해당 항목을 제외하였다. 병원환경은 깨끗한 환경, 안

전한 환경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권리보장은 4개의 문항으로

공평한 대우, 불만 제기 용이성, 치료 결정과정 참여기회, 신체노출 등

수치감 관련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병원들의 보상차원으

로 도입된 ‘의료 질 평가’ 지표에 환자경험을 포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경험평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송수연,

2019). 국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경험평가 시행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아 의무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지만 환자중심 의료

제공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전 병원은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외

부업체 위탁을 통해 환자만족도 및 환자경험평가 설문을 연 2회 시행하

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IPA 분석 방법을 시행하여 집중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환자 중심 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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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만족

많은 연구에서 병원서비스 만족 조사를 위해 설문 항목으로 병원의

‘전반적 만족 여부’, ‘재이용여부’, ‘다른 사람에게 추천여부’를 사용하였

다.(김기영 등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료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환

자 만족 측정을 전반적 환자 만족도, 추천의도 2가지의 단일 항목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1) 전반적 환자만족도

환자만족의 개념은 1980년대 전후로 등장하여 전문가 중심의 의료가

고객중심의 의료로 패러다임이 변화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신

정우 등, 2018) 환자만족은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이나, 이

용하는 동안, 그리고 이용한 후 서비스와 관련된 자극에 대해 인지한 가

치판단이며 지속되는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Cho,Lee, Lee, Jeon,

1999). 또한 실무자와 고객과의 관계의 본질뿐만 아니라 특정 결과와 쾌

적성에 관한 것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경험한 진료에 대한 포

괄적인 평가(Jacox, Bausell, & Mahrenholz, 1997; Redmond & Sorrell,

1999; Sitzia, 1999)라고 했으며 또한 이수경(2018)도 환자만족(patient

satisfaction)은 환자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겪은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 하였다. Avedis Donabedian(1980)은 구조(structure), 과정

(process), 성과(outcome) 라는 의료의 질 평가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환

자만족은 의료의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라고 하였다. Larson,

E.(2019)는 환자만족이란 환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를 반영하는 환자경험의 결과 지표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그동

안 의료서비스 공급을 달성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적 관심이 주가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경험한 환자가 만족해야지만 좋은

의료라고 보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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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국가고객만족도조사가 시행된 이래 다양

한 만족 조사가 진행됐다. 현재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체로 빅5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산업고객만족도조사와 지역거점 공공기관 운영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다.(청년의사, 16.6.20) 또한 병원 자체에서 내원환자들

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하

나의 관행이 되었고 일부 병원에서 시작되었던 환자만족 조사는 이후 대

다수 병원에서 실시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적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이수경 등, 2018)

환자만족은 아직까지 공인된 측정도구가 없이 국가별, 조사 목적별로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자 만

족도 측정 도구는 없다.(Batbaatar, 2017)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개발된

조사도구를 그대로 도입하여 이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일부 개선 혹은 축

약된 형태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환자만족은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단일항목(Cronin, Taylor, 1992)으로 측정되기도 하고, 복수항목(Baker,

Taylor, 1994)으로 측정되기도 하는데, 만족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서는 복수 항목의 여러 속성별로 측정하는 것보다 단일 항목으로 측정할

때 만족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Cronin, Taylor, 1992) 이에 본

연구도 환자만족을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2) 추천의도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제품을 이용하여 만족하였을 때 다른 제

품을 구매한 고객 및 잠재 고객에게 만족한 제품에 대해 구매를 유도하

고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박선경, 2019). 추천의도는 타인에게

자신의 경험 중 좋았던 것을 권유하는 심리적 행동으로 추천의도는 구전

현상의 하나로 간주되며, 개인적 경험을 통해 얻어진 긍정적·부정적 내

용이 내포되어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경숙 등, 2017) 의료분야에서의 추천의도란 환자가 경험한 서비스와

미래에 받게 되는 서비스의 기대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을 재방문 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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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나 주변인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할 수 있다(김창석,

2011). 환자는 병원 서비스를 경험하고 감동한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경험한 정보를 찾는다(정서안, 2012).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추천의도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병원

을 이용하도록 추천 하겠습니까?’ 라는 단일 항목으로 Likert 5점 or 10

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조명선, 2017; 이경숙 등, 2017; 이윤

석, 2019)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추천의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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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군 병원 특성

군 병원은 군대라는 특수조직의 일부로 민간병원과 비교 시 서비스

대상자, 질병 발생동기, 병원 운영방식과 목적, 병원 임무의 종류와 기타

상황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남선열, 2006). 제 2절에서는 군 병원 이용

대상자 특성과 군 병원 의료기관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군 의료 서비스 이용자 특성

군병원은 군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군 조직은 계급과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계급적 전투 집단으로 사회의 어느 조직보다 엄격한 관료

조직이다. 군병원도 구조 및 기능상 권위주의적 계급 조직이며 수직적

상하관계로 명령에 의해 움직이므로 이러한 영향이 군 병원 내 종사자간

뿐만 아니라 군병원 근무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서도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정한근, 2005) 장병들은 병역법 에 의하여 강제 징집된 후 복무를

마치기까지 국가와의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게 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존립에 필요한 법률적 한도 안에서 여러 기본권

의 제한을 받게 된다.(문도원, 2017) 이러한 특징들로 환자의 입⋅퇴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의관의 의도로 이루어지게 되며, 입원해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고 관리 및 운영상에 법규, 규정 및 방침에 의한 자율성

에 제약이 클 수 밖에 없다.(정한근, 2005)

군병원 환자들은 주로 20대 초반의 성인 남성들로 국방의 의무를 위

해 가정을 떠나 내무반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한 상태에서 심신이 손상

을 입어 입원한 환자들로 민간에 비하여 전체적인 유병율은 낮으나, 사

고 등 응급진료를 요하는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민간병원에 비해 높

다.(황병덕, 2010) 한편, 군병원 내원 전 병원에 가기까지 업무에 대한 책

임감이나 진료 후 부대 적응 우려, 꾀병을 부린다는 선입견 우려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부대 분위기는 실제로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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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해야 할 용사들을 병원에 오지 못하게 하고 병원이 가깝고 업무 부

담이 적은, 실제로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용사들이 병원에 오게 됨으

로써 꼭 진료를 봐야하는 병사들의 진료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기도 한

다. (국가인권위원회, 2013)

주요 입원환자들은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외과, 이비인후과순의

빈도를 나타내며, 외상과 근골격 결합질환, 호흡기와 소화기 질환으로 인

한 입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입원환자의 다빈도 상병 1순위는 무릎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이다. 군병원 신분별 입원환자 비율은 병,

부사관, 장교 순이다.(국군의무사령부, 2020)

또한 군인은 완전한 회복의 상태 즉 병원에서 원 소속 부대로 복귀하

면 즉각적으로 부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하기에 집중적인 전문치료

와 간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보다 훨씬 긴 회복기를 군병원에서 보내야한

다는 특징이 있다.(남선열, 2006) 민간종합병원의 평균 입원일수는 3일

내외이며, 수술로 장기관찰을 요하는 경우도 1주일을 넘기는 경우는 찾

아보기 힘들며 퇴원 후 집에서 요양 하게 되지만. 군병원의 경우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완전한 회복상태로 복귀를 해야 하기에 평균 재

원일은 20일로 민간병원보다 훨씬 길다는 특징이 있다.(심송보 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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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병원 의료기관 특성

군 의료조직은 전군에 걸쳐 다양한 수준의 의무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조철호, 2009), 군 의료 전달체계는 아래 [표 1]과 같다. 군병원은 일반

민간병원과 달리 전시상황을 염두에 둔 구조로 일종의 네트워크 병원

형태를 이루고 있다. 군 병원의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군의무

사령부 아래 국군병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형태로, 의무사령부는 14개의

국군병원들을 통제하고 관리감독하며 국군병원들은 국군의무사령부의 지

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의무사령부 소속 14개의 군 병원 중

계룡대 지구병원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 적용된

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은 13개이며 나머지 3개는 해·공군 병원이다. 이

중 전방에서 야전군과 유기적으로 운영 중인 6개의 전방병원은 보통

2-3개의 사단과 주변 직할부대들을 지원하여 급성기 경증환자들을 주로

치료하게 되고, 중증환자의 경우 수도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후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작사 지역의 후방병원은 해당 지역 급성기

경증 환자들을 치료할 뿐 아니라 민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정양환자 때문

에 특별한 역할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전투에 임할 수 없는 회복

기 병력의 자대복귀는 전투력 유지 측면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요양을 하게 되고 전방병원, 수도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인원들은 후방병원에서 요양위주의 의료서

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의무사령부 소속이 아닌 공군, 해군 병원

으로는 공군 항공 우주의료원, 해군 포항병원과 해군해양의료원이 있으

며 이들은 전방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급성기 경증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며, 중증환자는 수도병원으로 이송시킨다. 군 의료

기관의 최상위 3차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국군수도병원은 상급종합

병원 역할로 입원 및 요양, 수술, 개설된 전문 과목 외래진료와 함께 중

증질환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진료지원 기능을 수행한다.(문도원,

2017) 이렇듯 전달체계가 단계화, 지역화 되어 보편적인 원칙에 근거하

여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군 병원은 2차,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해

야 있지만 지리적 위치, 군의관 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차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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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단의무대를 경유하지 않고 병원을 1차 의료기관처럼 이용하는 많은

환자들로 인해 운영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3차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증환자들이 허다하게 입원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어 의료 전

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군병원은 공무 수행 중 부상과 지병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군 구성원

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의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응급의료부터 감

염병 치료를 포함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조철호, 2009,

문도원, 2017)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효율성보

다는 제공된 서비스의 양적 크기를 업무 수행의 척도로 간주하여 민간병

원 대비 효율성제고가 감소하고, 병원 간 경쟁이 없어 질적 향상을 통한

환자 유인이 작용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조철호, 2009)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의료기관 인증 획득이다. 의료기관인증제

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환자안전의 수준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지속적

으로 노력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

도로(의료기관인증평가원, 2010)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은 물론이고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희태,

2013), 국군병원 중 일부 병원들은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의료기관 인증평

가 수검을 받았고 전군 병원으로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기적 인증조사로 의료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병원 서비스 제공자로 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은 전문의 자격을 획득

하고 입대하는 자들로 군병원 의사는 모두 전문의로 전문의 비율 100%

이지만 전문의를 따자마자 입대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년간의 숙

련된 경험이 많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국단위로 모이

기 때문에 의사들의 교육기관 및 수련기관 배경이 매우 다양한 특징이

있다. 대부분 단기 복무자로 군 병원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의 복무

를 하게 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들은 1∼5년을 복무한 경력이



- 15 -

짧은 위관급 장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군병원 환자들의 사례가

한정적이고, 위중한 환자들의 경우 민간병원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

면서 다양한 환자 사례를 접할 기회나 중환자/응급환자에 대한 간호를

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인력 및 의료기사들은 많

은 수가 군무원과 부사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돌보아야 하는 환자 수에

비해 의료인력의 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병원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근무

경험을 갖춘 경력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운

영하고 있지만(신동선, 2016) 여전히 의료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

다.

이러한 군병원 특수성은 민간병원과 구별되며, 군인이라는 응답자 특

성 및 군병원이라는 특수 환경이 환자경험 및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군병원 환자경험 및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군병원 이용자 및 기관특성의 측면에서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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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상의 위치 특징 및 제공기관

1차

의료

특징
주로 외래환자, 초기진단과 치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진료

제공기관 의무소대, 의무중대, 의무대대

2차

의료

특징

법적 진료과목 요건을 갖추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입원치료 및 외래에서의 전문진료

30인 이상의 병상 수 보유

제공기관 전방병원-종합병원

3차

의료

특징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 보유-2차 진료에서 제공할 수

없는 전문화된 의료장비와 고도의 전문 의료 인력의 서비스

500인 이상의 병상 수

제공기관 수도병원 – 상급종합병원

2차

의료

(1차

의료)

특징
군에서만 존재하는 ‘정양환자’ 때문에 필요한 단계

급성기 치료를 마친 회복기 요양 의료기관

제공기관 후방병원 - 요양의료기관

[표 1] 군 의료 전달체계

자료 :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도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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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환자 경험 및 만족 관련요인

도영경(2017)은 의료기관이 환자 경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으며, 환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은 환자경험 관련

주요 인자로 (McFarland, Ornstein, & Holcombe, 2015) 알려져 있다. 또

한 환자 만족은 의료 질 평가 지표 중 과정지표보다는 결과지표의 성격

이 강하여, 병원 이용 후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이 높은지를 측정함에

있어 진료 과정의 다른 요인과 개인특성, 환자경험에 영향을 받을 가능

성이 높다. 이에 제 3절에서는 환자경험 및 만족에 대한 이용자 및 기관

특성 관련요인, 환자경험이 환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료 서비스 이용자 특성 관련요인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문헌고찰 결과 환자경험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

인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인종, 고용상태, 기대감

등이 있었다.

많은 실증연구에서 고 연령일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의료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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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iott et al.,2009). Guangyu Hu.,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117개 3차

중국 병원의 입원서비스 및 외래 서비스 이용자들의 환자경험을 분석하

였는데, 30세 이하, 30-59세, 60세 이상군 환자비교간 60세 이상 환자군

이 긍정적 환자경험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p<0.0001) Danielsen, K.,

et, al.(2007)연구에서도 전반적 만족도, 간호사·의사 서비스, 병원 및 시



- 18 -

설, 조직, 의사소통 등 6개의 환자경험 영역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p=.000),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p=.000) 환자경험 점수가 높았다.

마찬가지로 Pinder, R. J.(2016)의 연구에서도 60-74세의 나이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aOR 0.67)

Murante, A. M., e al.(2014)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병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황지인 등

(2007)이 시행한 환자만족도 연구에서는 나이와 주관적 건강지각은 환자

만족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나이는 30미만, 30-45, 45-65, 65이상으

로 분류하였는데 65세 이상 환자군 제외 나머지 세 나이군 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Berhane, A(2016)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건강수준이 매우 좋거나 좋은 사람들은 꽤 나쁘거나 매우 나쁜 건강인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3.5배 (OR, 3.53, 95% CI;2.27-5.49) 만족도가

높았다.

상기 연구들에서 환자경험, 환자 만족도 모두 나이는 60세 이상 환자

에게서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긍정적 환자경험이 나타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의 경우 Danielsen, K., et, al.(2007)연구에서 의사서비스를 제외

한 영역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p=.000~02) 환자경험 평가 점수가 높

았으며, 반대로 Pinder, R. J.(2016)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환

자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aOR 0.95) 황병덕 등(2018)이 시행한 연

구에서는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의사 서비스 환자경험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병원 의사서비스 경험평가에서 성별이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병원 환자경험 점수는 남자보다 여자가 0.16배

(p=.049)낮았고, 종합병원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6.276배(p=.049) 높아

병원에서는 남성일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종합병원에서는 여성일수록

환자경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이용 경험을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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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Elliott et al., 2001; Zaslavsky etal. 2001;

O'Malley et al., 2005; Elliott et al., 2009) 조숙경(2018)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환자경험 점수가 높았고, Danielsen, K., et,

al.(2007)연구에서도 의사소통을 제외한 영역에서 고학력일수록

(p=.000~005) 환자경험 점수가 낮아 상기 연구들을 지지하였다. 반면 황

병덕 등(2018)이 시행한 연구에서는 간호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경험평

가 모두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간호사, 의사 서비스 영역

경험평가 점수가 병원에서는 고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 환자의 만족도가

각각 0.199배(p=.004), 0.105배(p=.014) 낮았고, 종합병원에서는 고졸 이하

보다 대졸 이상 환자가 각각 5.014배(p=.004), 9.561배(p=.014) 높아 병원

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종합병원에서는 학력이 높

을수록 환자경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환자만족도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환자 만족도가 높음을

Murante, A. M., e al.(2014)가 시행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인종이 환자경험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Pinder, R.

J.(2016)의 연구에서는 영국 155개의 병원에서 암치료를 받은 소수민족이

병원 의료진과 상호작용에 있어 환자경험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하였는

데, 소수민족은 전반적인 서비스에서 백인계 영국인보다 환자 경험 점수

및 만족도가 낮았다.

고용상태와 관련해서는 Pinder, R. J.(2016)가 시행한 영국병원 대상

연구에서 비고용 또는 퇴직한 사람들에서 환자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낮

았으며(aOR 0.91) Guangyu Hu., et al.(2019)의 중국병원 대상 연구에서

도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 환자경험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기대 수준은 서비스 품질의 중요한 기준요소이다(Parasuraman et al.,

1991). 이미애(2000)가 2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간호소비자

들은 다양한 영향요인에 의해 구매이전에 간호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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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대를 가지며 이러한 기대는 실제 제공받은 경험에 대한 인식정도와

비교하여 품질을 인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환자경험 및 만

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Bjertnaes(2012)는 기

대수준의 충족과 환자경험은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병원 수준 변수를 통

제했을 때 환자만족 예측에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하였으며, 환자만족

관련요인 다수준 분석결과 환자의 기대감 충족이 클수록 환자의 만족도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β=0.03, p<0.001)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기대충족을 독립변수로 환자경험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기대수준의 충족은 환자경험에 대한 중요한 관련요인이라는 것을 확

인하였다.

Park et al.(2003)의 연구에서 환자의 기대수준과 성과수준 차이의 비

교를 위한 평가척도로 시설과 환경,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 절차 편리

성, 병원 직원의 친절·성의, 치료 결과 등 5개 요인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기대수준의 크기에 따라 만족수준이 달라지며 기대가 클수록 만족

도 크다고 하였다. Bowling(2013)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기대가 작아서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대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만족도

가 높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서비스의 고객맞춤화 시대로 환

자들의 기대수준이 매우 높은 시점에서 이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요구된다.

박주영이 시행한 군병원 응급실 간호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

(2006) 연구에서는 환자만족도를 간호수행에 대한 기대와 그가 실제로

받은 간호에 대한 인식의 일치정도로 정의하여 환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는데, 인구학적 특성에서 계급, 연령, 결혼유무가

기대정도 및 실제 받은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계급

에서는 부사관 계급의 기대정도 및 실제 받은 간호서비스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병의 기대정도가 가장 낮았다. 연령은 18-24세, 25-29세, 30

세 이상 3개 분류로 나누었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을 한 경우 기

대정도 및 실제 받은 정도가 높았다. 학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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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경험 및 만족도와 관련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연령이 많을

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고용상태가

안정적일수록 환자경험 점수가 높으며 계급, 결혼유무, 인종 및 기대감도

환자경험 및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의료이용 특성 요인

환자경험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이용 특성 요인으로는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진료과, 응급입원, 의료비 부담, 재원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숙경(2018)은 일개병원 퇴원예정자 200명을 대상으로 병원선택 동

기와 이용 특성이 환자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병원이용 특

성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간호사, 의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 경험, 전반적 경험 평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진료과가 환자경험에 미치는 연구결과는 황병덕 등(2018)의 연구에서

병원 의사 간호사 서비스 영역에서 진료과는 내과보다 외과환자의 환자

경험 점수가 각각 0.69배(p=.049), 0,03배(p=.000), 내과보다 산부인과 환

자가 각각 0.23배(p=.023), 0.028배(p=.000) 낮았다. 종합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서비스 영역에서 내과보다 외과환자가 각각 14.48배(p=.016),

33.27배(p=.000), 내과보다 산부인과 환자가 각각 42.657배(p=.001), 36.041

배(p=.000) 높아 병원 크기별로 진료과의 환자경험 점수가 상반되는 결

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Murante, A. M.,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다수준 분석을 통해서 이

탈리아의 34개 국립병원들의 내과, 외과 산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 대상

개인 및 기관 수준의 환자만족도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외과적 병동

에 입원한 환자들이 만족도가 낮았다. 이와 유사하게 조성현(2005)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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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근골격계 환자 만족도가 낮고, 종양환자 만족도가 높았다.

응급입원에 대한 연구결과로는 Danielsen, K., et, al.(2007)연구에서

복도에 있는 침대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들, 1번 이상 입원 경험이 있는

자들,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한 사람들은 유의하게 환자 경험점수가 낮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박주영이 시행한 군병원 응급실 간호서비스

에 대한 환자 만족도(2006) 연구에서는 군병원 응급실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이 만족도가 높아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조성현(2005)이 시행한 입원환자의 의료이용 특성과 환자 만족 불만

족간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보험자, 의료비 부담이 환자만족과

관련성을 보였으며, 의료비 부담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재원

기간 7일 미만 단기 입원환자에서 불만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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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특성 관련요인

환자경험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특성 요인으로는 병원크기,

간호등급, 수련병원 여부, 상급병실 비율, 전문의 비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등이 있었다.

최재영 등(2020)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7년 환자경험 평

가 자료를 활용하여 환자경험평가의 의료기관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는데,

1000병상 초과하는 대규모 병원은 투약 및 치료과정에 대한 환자경험 점

수가 낮았으며, 상급병실 비율, 전문의 비율, 간호 등급이 높을수록, 요양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일수록 환자경험 점수가 좋았다. 반

면, Danielsen, K., et, al.(2007)연구에서 병원 크기가 클수록, 대학수련병

원에서 더 낮은 환자경험 점수를 주었고, 5,000명이 거주하는 도시와 비

교해서 15,000-50,000명이 거주하는 도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환자 경험

점수가 더 낮았다. 이를 지지하는 연구들로 소형병원이 중 대형병원에

비해 환자경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는 결과도 여럿 보고되었다

(Lehrman etal., 2010; Kang, 2013; McFarland et al., 2017).

Tonio Schoenfelder et. (2014)은 환자지각, 인구학적 특성, 병원특성

(베드수(<400, 400-799, >800), 병원 이익추구 형식(for profit, non

profit, public) 수련 병원, 간호업무량, 의사업무량이 환자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400병상 이하의 이익추구 병원 환자들은

만족도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고 대학수련병원은 전반적 만족도와 관

련성이 없었다. Murante, A. M.,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주치의가 지

정되어 있어 진료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 때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작은병원, 수련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더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의학적

소견에 반해 자의적으로 퇴원을 하는 것은 전반적 환자경험과 의사 서비

스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간호사 인력과 환자경험 및 만족도 관계 연구들에서는 간호사당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환자의 부정적 경험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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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ney-Lee et al., 2009; Kang, 2013). 한상균 등(2019)이 시행한 2017

년 심사평가원의 환자경험평가 점수 결과와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단면연구에서, 간호등급 및 의료장비(CT) 대

수는 전반적 환자경험과 양의 관계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김종경(2007)의 연구, Vahey et al.(2004)의 연구에서 많은 간호인력이

근무하는 높은 간호등급일수록 비교적 환자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사 인력 수준이 해당 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민간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원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첨단의술을 확보하려는 노력 이상으로

간호의 질을 높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국방부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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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환자 경험이 환자만족에 미치는 영향

환자경험이 전반적 환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이슬기 등(2020)이 시행한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경험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환자경험과 환자만족도관의 관계를 확인

하였는데, 환자경혐평가 영역인 간호사 영역, 의사 영역, 투약 및 치료과

정,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모두 전반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투약 및 치료과정은 전반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밝혀졌다. 김은혜(2015)의 연구에서는 병원 의

료서비스를 3가지(병원 환경, 직원친절, 병원서비스)로 나누어 병원의료

서비스가 환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데, 병원환경과 병원 서

비스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만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조철호(2006)의

연구에서도 의료서비스 품질(의료진, 행정서비스, 의료시설, 환경)이 환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의료진 요인이 행정서비스와 병원시

설 및 환경 요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환자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환자경험이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이경숙 등(2017)은 의사

및 간호사 서비스, 병원환경, 투약 및 처치과정을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경험과 추천의도간의 영향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증명하였는데

β=0.210(p=0.015)로 의사 간호사의 의료서비스, 병원환경, 처치과정 및

투약과정에서 환자가 체험하는 경험의 긍정유무는 타인 추천의도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Kutney-Lee 등(2009)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근무한

경이 좋을수록 병원 추천여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간호사당 환자수

가 늘어날수록 병원 추천여부가 감소하였다.

환자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대한 환자경험 관련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명선(2019)은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의료서

비스 경험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외래 서비스 이용한 환자의 진료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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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만족과 병원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통제 후에도 환자경험이 만족도 및 병원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환자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환자경험 의사 영역에서 의사의 정중한 응대, 충분한 대

화, 충분한 질문기회, 진료에 환자 의견반영이 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만족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간호사 영역에서 간호사의 정중한 응대, 알기

쉬운 설명을 제공받았다고 인식할수록 만족 가능성 높았다. 의료기관이

청결하고 안락할수록, 병원 행정성비스가 만족스럽고 사생활이 보호된다

고 인식할수록 결과에 만족 가능성이 높아졌다.



- 27 -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연구 모형은 Elysia Larson, etc.(2019)이 제시한 Framework for

person-centred measures of health system quality and responsiveness

를 참고하여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lysia Larson, etc.(2019)에 따르면, 환자경험은 과정 지표인데 이것

은 효과적 의사소통, 존경과 존엄, 감정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고, 이러

한 영역은 의료기관 특성(환자 수, 환자에 대한 의료 공급자의 비, 자원

과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환자 특성(인구 사회학적 특성, 임상 과거력,

이전 의료기관 방문 행동), 서비스의 종류(예방적 차원 혹은 비응급, 응

급)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의료기관 특성, 환자특성, 서비스

종류는 환자의 요구, 기대, 가치를 형성해서 간접적으로 환자경험에 영향

을 미치며 환자만족은 이러한 환자경험 측정의 결과이다.

위 framework 및 선행연구, 군병원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 이용자

특성을 바탕으로 작성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

는 군병원 입원 서비스 이용자 특성(인구 사회학적 특성, 주관적 건강수

준, 기대수준, 의료이용 특성), 기관특성(인증여부, 간호등급, 병상 수, 의

료기관 기능)이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이용자 특성, 기관특성 및 환

자경험은 환자만족(전반적 환자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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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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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의무사령부 주관으로 수행된 군병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입원환자 대상 환자경험 및 만족도 평가 조사 자료에 대해 이차 분석을

실시하였고, 국군의무사령부 의학연구 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

아 수행되었다. (IRB No. AFMC - 202104 -HR-019-01)

환자경험 및 만족도 조사는 환자경험 조사 전문 업체에 의해 전 군병

원대상 병원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표본은 임의할당

추출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대면조사 방법을 활용하였고, 환

자경험 조사 전문업체 설문조사 요원들이 군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한지

2일 이상 경과한 입원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의 취지 및 설문 항목

에 대해 충분히 설명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 시행한 환자경험평가 조사는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군 부대의 특성상 환자면담을 위해 조사자들이 퇴원한 환

자들의 원 소속부대를 방문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어 병원에 입원중인 환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

하여 대면조사가 불가능해 환자경험 조사 전문업체가 아닌 군내 자체 인

력에 의한 비대면 설문조사로 진행되어 신뢰도에 대한 우려로 제외하였

으며, 전문 조사 업체에 의해 수행된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후반기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9년 후반기 조사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표본은 총 16개의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군

병원을 대상으로 1,077명의 표본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9 후반기 환자경험 및

만족도 조사자료 활용에 대한 의무사령부 보안성 승인을 득하고, 환자경

험 및 만족도 전문 조사업체로부터 해당연도 설문지 및 조사된 기초 자

료를(환자경험 및 만족도 점수, 개인특성 포함) 획득하였다. 또한 입원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특성은 군내 해당 분야 실무부서 및 군 병원 통계

프로그램인 DMSIS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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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변수

본 연구는 환자경험 및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환자

경험 및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변수들, 군 특수성과 관련된 변

수 및 수집된 연구자료 중 활용 가능한 항목들 내에서 연구 변수를 선정

하였다. 연구변수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 2]과 같다.

1. 환자경험 및 환자만족도

본 연구자료 수집에 사용된 환자경험평가도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2019년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2차 환자경험평가 조사 설문 항목을 사용하였다. 설문은 환자경험 5개

영역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간호사 서비스 4문항, 의사 서비스 4문

항, 투약 및 치료과정 4문항, 병원 환경 2문항 그리고 환자권리보장 4문

항을 포함한다. 각 항목별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간호사 영역에서 존중

/예의, 경청, 병원 생활 설명, 도움요구 처리노력 항목이 포함되며, 의사

영역에서도 총 4개의 세부문항인 존중/예의, 경청,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경험평가 도구의

투약 및 치료과정은 5개의 세부문항으로 투약·처치 간 이유 설명, 투약·

처치 관련 부작용 설명, 통증 조절 노력, 위로와 공감 항목, 퇴원 후 주

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은 예, 아니오로 답변이 되는 항목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균 산출에 제한이 있어 해당 항목을 제외하여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병원환경은 깨끗한 환경, 안전한 환경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권리보장은 4개의 문항으로 공평한 대우, 불만 제기 용이성, 치료 결

정과정 참여기회, 신체노출 등 수치감 관련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 설문

문항 신뢰도 Cronbach‘s ɑ1) 계수는 0.963이며 각 항목에 대한 신뢰도는

1) Cronbach‘s ɑ값 해석기준: 일반사회과학 분야에서 신뢰도 인정의 허용기준은 0.6이상이
며, 0.9이상은 ’매우높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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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서비스 0.971, 의사 서비스 0.991, 투약 및 치료과정 0.927, 병원환

경 0.9, 환자권리보장 0.874를 확인하였다. 5개 영역 18문항에 대한 측정

은 리커트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

점, 항상 그렇다 4점)로 측정하였다. 환자만족도에 대한 항목은 전반적

환자 만족도 1문항, 주변 동료에 대한 추천여부 1문항 총 2문항으로 만

족도는 1~10점(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추천여부는 1~4점(반드시 추천

~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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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병원 입원 서비스 이용자 특성

문헌고찰을 통해 이용자 특성 변수로 이용자 개인특성 및 의료이용

특성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이용자 개인특성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

관적 건강수준, 기대수준이 포함된다.

1) 이용자 개인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군대라는 특수성에 따라 소속, 계급 변수를

포함하였다, 소속은 군 병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군과 육군 외(해군,

공군, 해병대,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계급은 간부와 병사로 크게 분류하

였다. 간부그룹은 직책과 역할에 따라 장교와 장교 외 그룹으로 나누었

고 장교 그룹에는 위관장교, 영관장교가 포함되었고 장교 외 그룹에는

부사관, 준사관, 군무원, 예비역, 기타(민간인)이 포함되었다. 병사는 군

생활 기간이 다소 짧아 업무 및 훈련, 병영생활이 생소하고 미숙한 훈련

병, 이병, 일병을 한 개의 그룹으로 병영생활에 충분히 적응하고 숙련도

가 높은 상병, 병장을 한 개의 그룹으로 총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

다. 선행연구들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환자경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연

령은 중요한 변수였지만 군인은 20대 젊은층의 남성들이 대부분인 집단

으로 구성되어 연령의 구분이 크게 차이가 없을뿐더러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2차 분석으로 자료수집에 제한이 있어 연령변수는 제외하였다.

그 외 선행연구에서 논의가 되었던 학력을 포함하였다.

(2)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수준은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으로 매우 나쁨, 나

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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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수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기대수준의 차이는 환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Faraz Ahmed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인구집단은 서비스에 대해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의

다른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군병원 서비스

대상인 장병들은 군복무 전에 민간 의료의 혜택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군 의료에 대한 기대 수준이 민간병원에 기초하여 설정

되어 높을 수밖에 없으며, 그들이 실제 군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군

병원 고유의 특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히 민간병원과 군병원의 서비

스를 비교하게 되는데(임창식, 2000), 이러한 기대 수준이 환자 경험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대수준은 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이용편리성, 사생활 보호 4가지 문항

에 대해 매우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매우 나쁠 것이다

로 분류하여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의료이용 특성

의료이용 특성은 입원경로, 입원과, 입원일수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입원경로는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응급입원, 비 응급인 일반 외래를 통한

입원으로 분류하였다. 입원과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성형외과, 흉

부외과, 신경과, 안과, 내과, 치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총 12개

과에 대한 입원으로 입원환자의 치료 방법에 따라 수술을 시행하여 환자

를 치료하는 외과계, 약물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내과계로 구분하

였으며 외과계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치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를 포함하였으며 내과계에는 내과, 신경과,

피부과를 포함하였다. 입원일수에서는 환자들이 부대로 복귀해서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입원한다는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1주미만, 1주-1개월, 1개월-6개월, 6개월 이상 4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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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원서비스 제공기관 특성

입원서비스 제공기관 특성으로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원에 의한 의료기

관 인증 여부, 간호등급, 기관 규모, 의료기관 기능별로 분류하였다.

의료기관 인증은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

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로 의료기관평가 인증원에 의해 1, 2, 3주기 인증 중 1번이라도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간호등급은 환자 수에 대한 간호 인력의 수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기준에 의해 1등급은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2.5:1 미만, 2등급은 2.5:1 이상 3:1 미만, 3등급은

3:1 이상 3.5:1 미만, 4등급은 3.5:1 이상 4:1 미만, 5등급은 4:1 이상 4.5:1

미만, 6등급은 4.5:1 이상 6:1 미만, 7등급은 6:1 이상을 의미한다.

기관규모는 병상 수로 분류하였는데, 병상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병상이 아닌 실제 운영되고 있는 운영병상 기준으로 500병상 이상,

300-500병상, 100-300병상, 100병상 이하로 분류하였다.

의료기관 기능은 군 병원의 네트워크식 운영 형태 및 군 병원 입원환

자의 치료 요구도 수준에 따라 급성기 경증 환자, 급성기 중증 환자, 정

양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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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변수

종속변수 변인 측정

환자경험

환자경험 평균
간호사, 의사,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의 평균점수

간호사

서비스

존중/예의

1~4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 그렇다

4 : 항상 그렇다

경청

병원생활 설명

도움요구관련처리노력

의사

서비스

존중/예의

경청

의사와 만나 이야기 할 기회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

투약 및

치료과정

투약/검사/처치 관련 이유 설명

투약/검사/처치 관련 부작용 설명

통증 조절 노력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

병원환경
깨끗한 환경

안전한 환경

환자권리

보장

공평한 대우

불만 제기의 용이성

치료 결정 과정 참여 기회

신체 노출 등 수치감 관련 배려

환자만족

전반적 환자 만족도 1~10점 척도

추천여부
1 : 절대 추천하지 않음 / 2 : 추천하지 않음

3 : 추천 / 4 : 반드시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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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변인 측정 비고

이용자 특성

소속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기타

계급
영관장교 / 위관장교 / 부사관 / 준사관 /
군무원 / 예비역/ 기타(민간인) / 훈련병 /

이병 / 일병/ 상병/ 병장

학력 고졸이하 / 대학재학 / 대학졸업 / 대학재학 이상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좋다 / 좋다 / 보통 / 나쁘다 / 매우나쁘다

기대수준

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이용편리성

사생활 보호

1~4점 척도

입원경로 응급 / 비응급

입원과

외과계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치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내과계 (내과, 신경과, 피부과)

입원일수
1주미만 / 1주-1개월

1개월-6개월 / 6개월 이상

기관특성

인증여부 인증 / 인증 무 의료기관 인증평가원 인증

간호 관리료 등급 1~7등급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기관규모 500이상 / 300-500 / 100-300 / 100 이하 운영 병상 수

의료기관 기능 급성기 중증 / 급성기 경증 / 정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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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군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환자

경험 및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고 환자경험에 대한 개인 및 기관특성 관

련요인, 환자 경험이 환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군병원 입원 서비스 이용자 특성(이용자 개인특성 및 의료이용

특성), 서비스 제공기관의 특성, 군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자의 환자경험

및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입원서비스 이용자 특성 및 서비스 제공기관 특성별로 환자경

험 및 만족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으로 분산

분석, t-test,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입원서비스 이용환자의 환자 경험에 대한 이용자 및 기관 특성

관련 요인 파악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환자경험이 환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

특성, 기관특성, 환자경험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자경험에 대한 개인 및 기관 특성 관련 요인을

알아보는 것으로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

인을 분리해서 그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적 기법인 다수준

(Multi-level) 분석방법(신상수 등, 2015)을 사용하여 최초 분석을 시행하

였다. 하지만 총 16개 병원 중 13개의 병원이 국군의무사령부에 소속되

어 의무사령부의 통제를 받아 비교적 균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상태로 다수준(Multi-level) 분석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ICC를 산출한

결과 .1미만으로 나타나 다수준(Multi-level) 분석방법을 활용하기 적합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다중회귀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SPSS version 25를 사용하였으

며, p-value가 0.05미만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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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의 특성

1. 연구대상 입원서비스 이용자 특성

1) 군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자 개인 특성

총 1,077명의 군 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자의 개인특성에 대해 기술 분

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소속은 육군 922명(85.61%), 해군 52

명(4.83%), 공군 39명(3.62%), 해병대 60명(5.57%), 기타(민간인포함) 4명

(0.37%)으로 육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계급은 간부가 175명

(16.24%), 병사가 902명(83.75%)으로 병사가 80%이상을 차지하였고 병

사 계급에서도 중간계급인 일병 365명(33.89%), 상병 320명(29.71%)이

병사 계급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훈련병 및 이병은 각각 28명

(2.6%), 52명(4.83%)으로 다른 계급 대비 입원서비스 이용이 적었다. 병

장은 137명(12.72%)으로 일병, 상병보다는 적었지만 훈련병 및 이병보다

는 많은 수가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부사관은 124명(11.51%)으로 간부

중 입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그 외 간부는 준사관 5명

(0.46%), 위관장교 22명(2.04%), 영관장교 18명(1.67%), 군무원 3명

(0.28%), 예비역 3명(0.28%)이 포함되었다. 학력은 대학재학이 668명

(62.0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고졸이하가 247명(22.93%)으로 2번

째로 많았다. 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의 83%가 20대 초반의 병사들

로 대학졸업 및 대학원 이상의 학력은 각각 131명(12.16%), 31명(2.88%)

으로 소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매우 좋다 152명(14.11%), 좋다 319명(29.62%), 보

통 434명(40.3%), 나쁘다 148명(13.74%), 매우 나쁘다 24명(2.23%)으로

전체인원의 43.7%가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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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에 대한 기대수준은 시설 환경 측면 3.02점(SD=0.671), 의료서

비스 3점(SD=0.682), 이용편리성 3.02점 (SD=0.697), 사생활보호 3.03점

(SD=0.727), 평균 총점은 3.02점(SD=0.628)으로 4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기대수준을 나타내었고 기대수준 점수가 4점 만점에 3점을 넘어 평균 이

상의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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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or mean ± SD)

% 최소값 최대값

소속

육군 922 85.6 -　 -　

육군 외 155 14.4 - -

해군 52 4.8 - -

공군 39 3.6 - -

해병대 60 5.6 - -

기타 4 0.4 - -

계급

장교

40 3.7 - -

위관장교 22 2 - -

영관장교 18 1.7 - -

장교 외

135 12.5 - -

부사관 124 11.5 - -

준사관 5 0.5 - -

군무원 3 0.3 - -

예비역 3 0.3 - -

상병

이상

457 42.4 - -

상병 320 29.7 - -

병장 137 12.7 - -

일병

이하

445 41.3 - -

훈련병 28 2.6 - -

이병 52 4.8 - -

일병 365 33.9 - -

학력

고졸 247 22.9 - -

대학재학 668 62.0 - -

대학졸업 131 12.1 - -

대학원 이상 31 2.8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152 14.1 - -

좋다 319 29.6

보통 434 40.3 - -

나쁘다 148 13.7 - -

매우 나쁘다 24 2.2

기대수준

평균 기대수준 3.02 ± 0.628 - 1 4

시설환경 3.02 ± 0.671 -　 1 4

의료서비스 3 ± 0.682 - 1 4

이용 편리성 3.02 ± 0.697 - 1 4

사생활보호 3.03 ± 0.727 - 1 4

[표 3] 군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자 개인특성

(N=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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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자 의료이용 특성

군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자의 의료이용 특성은 입원경로, 입원과, 입원

일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응급입원은 212명(19.68%), 일반 외래진료 입

원은 865명(80.32%)로 일반 외래 진료를 통한 입원이 80%이상을 차지하

였다. 입원과는 크게 수술을 통하여 치료하는 외과계열과 주로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내과 계열로 구분하였고, 본 연구에서 외과계열 환자

는 833명(77.34%), 내과계열 환자는 244명(22.66%) 확인되어 외과계열

환자가 77.3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외과계열 중 정형외과 577명

(53.57%), 신경외과 126명(11.7%), 외과 103명(9.56%)으로 3개과가 전체

진료 과 입원환자 중 74.83%를 차지하였다. 내과계열 입원은 내과 138명

(12.81%), 신경과 17명(1.58%), 피부과 11명(1.02%)로 외과계열 대비 소

수의 인원이 입원하였다. 민간병원의 평균 입원기간이 5일인 것과는 달

리 군병원 입원 기간은 입원일수 1주 ~ 1개월이 512명(47.54%)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고, 1개월 ~ 6개월 279명(25.91%), 1주미만 273명

(25.35%), 6개월 이상 13명(1.21%)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군대의 특성

상 복귀 시 임무수행이 바로 가능하도록 완전 회복 시까지 입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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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or mean ± SD)
%

입원경로
응급 212 19.7

비응급 865 80.3

입원과

외과계열

계 833 77.3

정형외과 577 53.6

신경외과 126 11.7

외과 103 9.6

성형외과 13 1.2

흉부외과 14 1.3

안과 6 0.6

치과 7 0.6

비뇨기과 16 1.5

이비인후과 49 4.6

내과계열

계 244 22.7

내과 138 12.8

신경과 17 1.6

피부과 11 1.0

입원일수　

1주미만 273 25.4

1주-1개월 512 47.5

1개월-6개월 279 25.9

6개월 이상 13 1.2

[표 4] 군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자 의료이용 특성

(N=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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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입원서비스 제공 기관 특성

군 내 입원서비스 제공 기관은 총 16개의 병원으로 입원서비스 제공

기관 특성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인증여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의 1, 2 ,3 주기 인증평가 중 한번이라도 인증을 받은 병원이

총 5곳(31.25%)이었다. 2019년 10월 기준 의료기관 평가원 인증을 받은

병원으로는 1, 2, 3주기 세 번의 인증을 모두 받은 국군수도병원, 1, 2주

기 인증을 받은 국군대전병원, 국군양주병원, 1주기 인증을 받은 국군춘

천병원, 2주기 인증을 받은 국군 함평병원이 포함 되었다. 간호등급은 1

등급 1개 기관(6.25%), 2등급 4개 기관(25%), 3등급 3개 기관(18.75%), 4

등급 1개 기관(6.25%) 5등급 2개 기관(12.5%), 6등급 2개 기관(12.5%), 7

등급 3개 기관(18.75%)으로 2등급인 기관이 가장 많았고, 3등급, 7등급을

받은 기관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기관 규모는 운영 병상수를 기준으로

500병상 이상은 1개 기관(6.25%), 300-500병상은 2개 기관(12.5%),

100-300병상은 8개 기관(50%), 100이하는 5개 기관(31.25%)으로

100-300병상의 기관 규모를 가진 병원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의료기관

주요 기능별 분류로 급성기 중증환자 병원은 1개 기관(6.25%), 급성기

경증 환자 병원은 8개 기관(50%), 정양 환자 병원은 7개 기관(43.75%)으

로 급성기 경증 환자 및 정양환자를 주로 돌보는 병원이 각각 대략 절반

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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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인증여부
　

예 5 31.23

아니오 11 68.8

간호등급

1 1 6.3

2 4 25

3 3 18.8

4 1 6.3

5 2 12.5

6 2 12.5

7 3 18.8

기관규모 

500이상 1 6.3

300-500 2 12.5

100-300 8 50

100이하 5 31.3

의료기관 기능　

급성기 중증 환자 병원 1 6.3

급성기 경증 환자 병원 8 50

정양 환자 병원 7 43.8

[표 5] 입원서비스 제공기관 특성

(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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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환자경험 및 만족도 수준

군 병원 입원서비스 이용환자들의 환자 경험 점수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환자경험에 대한 총점은 3.73점(SD=0.38)이었으며

의사 서비스 3.68점(SD=0.5), 환자권리보장 3.69점(SD=0.46)을 제외하고

모두 3.7점 이상을 받았다. 그 중 간호서비스 3.78점(SD=0.42)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병원환경 3.77점(SD=0.43), 투약 및 치료과정 3.74점

(SD=0.42) 환자권리보장 3.69점(SD=0.46), 의사 서비스 3.68점(SD=0.5)

순 이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서비스 영역에서는 도움요구 관련

처리노력이 3.79점(SD=0.42)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존중/예의

3.77점(SD=0.44), 경청 3.77점(SD=0.43) 부분에서 의사영역과 비교하였을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의사 영역에서는 존중/예의 3.75점(SD=0.47),

경청 3.75점(SD=0.48)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와 만나 이야기 할 기회 3.63

점(SD=0.62),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 3.61점(SD=0.64)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투약 및 치료과정에서는 투약/검사/처치 관련 이유

설명 3.76점(SD=0.44), 통증 조절노력 3.75점(SD=0.46) 은 높은 편이었으

나 투약/검사/처치 관련 부작용 설명 3.73점(SD=0.47) 질환에 대한 위로

와 공감은 3.72점(SD=0.51)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병원은 깨끗하고 3.77

점(SD=0.43), 안전한 환경 3.77점(SD=0.44)으로 환경측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다. 환자권리보장에서 불만제기의 용이성 점수가 3.65점

(SD=0.54)로 가장 낮았으며 신체 노출 등 수치감 관련 배려 또한 3.67점

(SD=0.5)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고, 치료결정과정 참여기회 3.71점

(SD=0.48), 공평한 대우 3.72점(SD=0.48)은 환자권리 보장 내에서 상대적

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환자경험평가 평균 총점인 3.73점(SD=0.38)

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아 환자권리 보장 측면이 취약함을 알 수 있었

다.

군 병원 입원서비스 이용환자들의 환자 만족 점수는 [표 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환자만족은 전반적 만족도와 추천의도 2문항으로 전반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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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는 총 10점 만점, 추천의도는 4점 만점으로 점수를 측정하였다. 군병

원 입원서비스 이용환자들의 전반적 만족도 점수는 8.4점(SD=1.59), 추천

의도는 3.33점(SD=0.54)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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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or mean ± SD)

환자경험 환자경험 평균 3.73 ±  0.37
간호사 서비스 간호사 서비스 총계 3.78 ± 0.41

　 존중/예의 3.77 ± 0.44
경청 3.78 ± 0.42

　 병원생활  설명 3.77 ± 0.43
　 도움요구 관련 처리노력 3.79 ± 0.42

　의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총계 3.68 ± 0.5
　 존중/예의 3.75 ± 0.47
　 경청 3.75 ± 0.48
　 의사와  만나 이야기 할 기회 3.63 ± 0.62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 3.61 ± 0.64

투약 및 치료과정 투약 및 치료과정 총계 3.74 ± 0.42
투약/검사/처치 관련 이유 설명 3.76 ± 0.44

　 투약/검사/처치 관련 부작용 설명 3.73 ± 0.47

　 통증 조절 노력 3.74 ± 0.46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 3.72± 0.51

병원환경 병원환경 총계 3.77 ± 0.41
깨끗한 환경 3.77 ± 0.43

안전한 환경 3.77 ± 0.44

환자권리보장 환자권리보장 총계 3.69 ± 0.43
공평한 대우 3.72 ± 0.48

불만 제기의 용이성 3.65 ± 0.54

치료 결정 과정 참여 기회 3.71 ± 0.48

신체 노출 등 수치감 관련 배려 3.67 ± 0.5

구분 N
(or mean ± SD)

전반적 만족도 8.4 ±  1.59

추천의도 3.33 ± 0.54

[표 6] 군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자의 환자경험

(N=1,077)

[표 7] 군병원 입원 서비스 이용자의 환자만족

(N=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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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의 환자경험 및 환자만족 관련요인

1. 이용자 및 기관특성에 따른 환자경험 및 환자만족

군병원 입원 서비스 이용자 및 기관특성에 따른 환자경험 차이를 확

인하기 위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의 형태에 따라 단순회귀분석, 분산분석 및 t-test를

진행하였다.

1) 이용자 및 기관특성에 따른 환자경험

이용자 및 기관 특성에 따른 환자경험 점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환자경험 평균 점수에 대한 분석 결과 차이가 있는 집단은 계

급(F=3.99, p=.008), 입원과(t=-3.73, p<.001), 의료기관 기능(F=6.49,

p=.002) 이었다. 계급에서는 장교(M=3.84, SD=.25)와 부사관(M=3.81,

SD=.30)같은 군 간부가 일반 장병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환자경험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급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입원과는 내과가 외

과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환자경험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t=-3.73,

p<.001) 의료기관 기능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군병원 입원 서비

스를 경험한 환자들은 서로 다른 기능의 의료기관에 대해 다른 정도의 환

자경험 점수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49, p=.002). 사후검정을 실

시한 결과, 급성기 중증 환자 병원(M=3.79, SD=.34)과 급성기 경증 환자

병원(M=3.75, SD=3.67)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정양환자 병원(F=6.49,

p=.002)에 입원했던 환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환자경험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급성기 중증과 급성기 경증 환자 병원 간 통계적인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및 기관 특성에 따른 간호사 서비스에 대한 분석 결과 차이가

있는 집단은 계급(F=6.15, p<.001), 입원과(t=-2.08, p=0.38), 의료기관 기

능(F=6.86, p=.001)으로 나타났다. 계급에서는 간부가 상병이상 계급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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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사관 계급이 일병이하 계급보다 유의하게 간호서비스 경험점수가

높았다. 입원과는 외과에 비해 내과가 경험점수가 높았으며, 의료기관 기

능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정양환자 병원보다 급성기 중증환자 병원에서

간호사 서비스 경험 점수가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의사 서비스 환자경험점수에서는 계급(F=3.91, p=.009), 학력(t=4.55,

p=.011), 입원경로(t=2.73, p=.006), 입원과(t=-3.27, p=.001), 인증여부

(t=2.24, p=.025), 의료기관 기능(F=8.97, p<.001), 병상 수(t=3.08, p<.001),

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계급에서는 부사관 계급이 병사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 특히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학력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경험점수가 높았다. 입원경로는 응급입원일 경우, 외과

보다는 내과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병상규모가 큰 경우 환자 경험점수

가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의료기관 기능에서는 급성기 중증, 경증

환자 병원이 정양환자 기관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투약 및 치료 환자 경험점수에서는 계급(F=5.82, p=.001), 입원과

(t=-3.42, p=.001), 의료기관 기능(F=6.86, p=.001)에서 환자경험점수 차이

가 있었고, 부사관은 병사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환자경험 점수를 주었다.

외과보다는 내과가 환자경험 점수가 높았으며, 급성기 중증 환자 병원은

정양환자 병원보다 유의하게 높은 환자경험점수를 보여주었다.

병원환경 환자경험 점수의 집단별 차이는 입원 과(t=-4.05, p<.001)에

서만 나타났으며 외과보다 내과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병원환경점

수는 다른 변수들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환자 권리보장 경험 점수에서는 입원과(t=-3.19, p=.001), 의료기관 기

능(F=5.46, p=.004)에서 차이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외과보다 내과에서 높

은 점수를 받았으며, 급성기 중증·경증 환자 병원은 정양환자 병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관적 건강수준, 기대수준 평균 및 4개 하위항목, 입원일수는 환자경

험 평균, 간호서비스, 의사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

보장 전 영역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기대

수준이 클수록, 입원일수가 많을수록 환자 경험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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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경험 하위항목 모든 영역에서 집단 간 환자경험 점수의 차이를

보인 특성은 입원 과, 주관적 건강수준, 기대수준, 입원일수였으며, 계급

은 환자경험 평균, 간호 서비스, 의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항목에

서 점수 차이를 보였고 교육수준, 응급입원, 인증여부는 의사영역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의료기관 기능은 병원 환경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차

이를 보였으며, 소속, 간호등급은 그 어떤 영역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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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경험 평균 간호사 서비스
　 　 mean SD t/F P scheffe mean SD t/F P scheffe

소속 육군 3.73 .38 -1.06 .289 3.78 0.41 
.20 .840육군 외 3.76 .37 3.77 0.40 

계급

장교 3.84 .25

3.99 .008*

3.95 0.18 

6.15 .000*** a,b>d
b>c

부사관 3.81 .30 3.88 0.31 
일병이하 3.72 .38 3.76 0.41 
상병이상 3.71 .39 3.75 0.44 

학력
고졸이하 3.76 .36

2.24 .107
3.80 0.42 

2.28 .103대학재학 3.71 .38 3.76 0.42 
대학졸업 이상 3.76 .35 3.83 0.36 

입원
경로 

응급 3.77 .34 1.83 .067 3.79 0.39 
.65 .516비응급 3.72 .38 3.77 0.42 

입원과 외과 3.71 .38 -3.73 .000*** 3.77 0.42 
-2.08 .038*내과 3.83 .30 3.84 0.35 

인증
여부

예 3.73 .37 .36 .719 3.78 0.42 
.16 .871아니오 3.73 .38 3.78 0.40 

의료
기관 
기능

급성기 중증 3.79 .34
6.49 .002** a,b>c

3.87 0.33 
6.86 .001** a>c급성기 경증 3.75 .36 3.78 0.40 

정양 3.67 .41 3.72 0.47 

간호
등급　

1~3등급 3.74 .37 .90 .370 3.78 0.40 
.13 .8934~7등급 3.72 .38 3.78 0.42 

병상수　 300이상 3.75 0.36 1.29 0.19　 3.79 0.42 0.57 
　

0.57 
　300이하 3.72 0.38 3.77 0.41 

[표 8] 이용자 및 기관 특성에 따른 군병원 입원서비스 환자경험(단변량)

(N=1,077)

  *p<0.05,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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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mean SD t/F P scheffe mean SD t/F P scheffe

소속 육군 3.67 0.51 
-1.65 .099

3.74 0.43 
-.59 .558육군 외 3.75 0.44 3.76 0.40 

계급

장교 3.74 0.63 

3.91 .009** b>c,d

3.85 0.39 

5.82 .001** b>c,d
부사관 3.81 0.40 3.87 0.33 

일병이하 3.65 0.49 3.72 0.42 
상병이상 3.67 0.51 3.71 0.45 

학력
고졸이하 3.73 0.45 

4.55 .011*

　 3.79 0.39 

2.96 .052대학재학 3.65 0.51 3.72 0.43 
대학졸업 

이상 3.75 0.49 3.77 0.43 

입원
경로 

응급 3.77 0.39 
2.73 .006**

3.79 0.37 
1.78 .075비응급 3.66 0.52 3.73 0.44 

입원과 외과 3.66 0.51 
-3.27 .001**

3.72 0.44 
-3.42 .001**내과 3.80 0.38 3.84 0.33 

인증
여부

예 3.72 0.47 
2.24 .025*

3.74 0.42 
-.07 .943아니오 3.65 0.52 3.74 0.43 

의료
기관 
기능

급성기 중증 3.79 0.41 
8.97 .000*** a,b>c

3.79 0.38 
4.14 .016* a>c급성기 경증 3.70 0.47 3.75 0.42 

정양환자 3.59 0.59 3.68 0.46 
간호
등급　

1~3등급 3.71 0.48 
1.50 .135

3.75 0.43 
.56 .575

　
4~7등급 3.66 0.52 3.73 0.42 

병상수　 300이상 3.74 0.45 3.08 .000***
3.76 0.41 1.04 

　
0.30 
　300이하 3.65 0.52 3.73 0.44 

  *p<0.05,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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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환경 환자의 권리보장
　 　 mean SD t/F P scheffe mean SD t/F P scheffe

소속 육군 3.76 0.42 
-.91 .364

3.68 0.43 
-1.46 .145육군 외 3.80 0.39 3.74 0.41 

계급

장교 3.88 0.35 

.98 .401

3.80 0.32 

2.32 .073
부사관 3.77 0.40 3.74 0.40 

일병이하 3.76 0.42 3.69 0.43 
상병이상 3.77 0.41 　 3.66 0.44 

학력
고졸이하 3.76 0.42 

.18 .837

3.72 0.42 

1.50 .225대학재학 3.77 0.42 3.67 0.44 
대학졸업 

이상 3.77 0.41 3.71 0.41 

입원
경로 

응급 3.79 0.39 
.93 .354

3.73 0.41 
1.55 .121비응급 3.76 0.42 3.68 0.43 

입원과 외과 3.75 0.43 
-4.05 .000***

3.67 0.44 
-3.19 .001***내과 3.89 0.30 3.79 0.37 

인증
여부

예 3.77 0.41 
.23 .815

3.67 0.44 
-1.33 .183아니오 3.77 0.42 3.71 0.42 

의료
기관 
기능

급성기 중증 3.78 0.40 
1.72 .180 　

3.72 0.42 
5.46 .004* a,b>c급성기 경증 3.78 0.40 3.71 0.41 

정양환자 3.73 0.45 3.61 0.46 
간호
등급　

1~3등급 3.78 0.41 
.67 .502 　

3.70 0.43 
.85 .396

　
4~7등급 3.76 0.42 3.68 0.43 

병상수　 300이상 3.78 0.40 
0.61 0.54 

3.69 0.43 0.01 
　

0.99 
　300이하 3.76 0.42 3.69 0.43 

 *p<0.05,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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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경험 평균 간호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B SE t P B SE t P B SE t P

주관적 건강수준 1.02 0.01 118.3 <.0001*** 1.02 0.01 118.3 <.0001*** 1.03 0.01 113.8 <.0001***

기대
수준

평균 1.19 0.01 160.7 <.0001*** 1.20 0.01 153.5 <.0001*** 1.18 0.01 150.7 <.0001***

시설환경 1.19 0.01 150.2 <.0001*** 1.20 0.01 143.5 <.0001*** 1.17 0.01 142.1 <.0001***

의료서비스 1.19 0.01 150.2 <.0001*** 1.20 0.01 143.5 <.0001*** 1.17 0.01 142.1 <.0001***

이용편리성 1.19 0.01 150.2 <.0001*** 1.20 0.01 143.5 <.0001*** 1.17 0.01 142.1 <.0001***

사생활 보호 1.17 0.01 147.6 <.0001*** 1.18 0.01 142.8 <.0001*** 1.15 0.01 138.8 <.0001***

입원기간 1.62 0.02 85.57 <.0001*** 1.64 0.02 85.65 <.0001*** 1.60 0.02 83.52  <.0001***

　 　 약물 및 치료과정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B SE t P B SE t P B SE t P

주관적 건강수준 1.01 0.01 114.1 <.0001*** 1.03 0.01 117.6 <.0001*** 1.03 0.01 114.7 <.0001***

기대
수준

평균 1.20 0.01 156.9 <.0001*** 1.20 0.01 154.5 <.0001*** 1.18 0.01 154 <.0001***

시설환경 1.19 0.01 146.9 <.0001*** 1.20 0.01 145.7 <.0001*** 1.17 0.01 145 <.0001***

의료서비스 1.19 0.01 146.9 <.0001*** 1.20 0.01 145.7 <.0001*** 1.17 0.01 145 <.0001***

이용편리성 1.19 0.01 146.9 <.0001*** 1.20 0.01 145.7 <.0001*** 1.17 0.01 145 <.0001***

사생활 보호 1.17 0.01 143.5 <.0001*** 1.18 0.01 143.3 <.0001*** 1.15 0.01 142.8 <.0001***

입원기간 1.62 0.02 85.10  <.0001*** 1.63 0.02 84.28 <.0001*** 1.60 0.02 83.46 <.0001***

(N=1,077)

 *p<0.05, **p<0.01, *** p<0.001



- 55 -

2) 이용자 및 기관특성에 따른 환자만족

이용자 및 기관 특성에 따른 환자만족에 대한 집단 간 점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 집

단은 이용자 특성에서 소속(t=-2.75, p=.006), 계급(F=3.18, p=.023) 입원경

로(t=2.86, p=.004), 입원과(t=-3.83, p<.001)였고, 기관특성에서 의료기관

기능(F=12.4, p<.001), 간호등급(t=3.83, p<.001)에서 차이를 확인하였다. 소

속은 육군보다 육군 외 소속 군인들의 환자만족 점수가 높았고, 계급에서

는 일병이하인 그룹보다 장교인 그룹이 유의하게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입원경로에서는 응급환자가 비응급 환자보다 점수가 높았는데 이

는 선행연구 박주영(2006)의 연구를 지지한다. 외과보다는 내과 환자가 만

족 점수가 더 높았으며, 기관 변수에서는 급성기 경증 환자 의료기관이 정

양환자 의료기관보다 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등급은 1~3등

급이 4~7등급 보다 높아 간호등급이 높을수록 환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수많은 선행연구들을 지지하고 있다.

추천의도에서 이용자 및 기관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 간 차이는 소속(t=-3.46, p=.001), 입원과(t=-2.99, p=.003), 의료

기관 기능(F=9.96, p<.001)에서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육군보다는 육군 외

환자들이, 외과보다는 내과 환자들이 추천의도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고,

정양환자 병원 대비 급성기 중증 및 경증환자 병원은 유의하게 추천 의도

점수가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관적 건강수준, 기대수준 평균 및 4개 하위항목, 입원일수는 전반적

환자 만족도, 추천의도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기대수준이 클수록, 입원일수가 많을수록 전반적 환자 만족도

가 높고 추천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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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 환자 만족도 추천의도
　 　 mean SD t/F P scheffe mean SD t/F P scheffe

소속 육군 8.35 1.60 -2.75 .006** 3.30 0.54 -3.46 .001**육군 외 8.73 1.47 3.46 0.54 

계급

장교 8.98 1.19
3.18
　

.023*
　

a>c
　

3.50 .56
2.33
　

.073
　

부사관 8.63 1.62 3.39 .56
일병이하 8.31 1.57 3.32 .53
상병이상 8.38 1.62 3.30 .55 　

학력
고졸이하 8.40 1.57

1.04 .352
　 3.34 .55

.83 .434
　

대학재학 8.36 1.56 3.31 .53
대학졸업 이상 8.56 1.69 3.36 .59

입원경로 
　

응급 8.68 1.58 2.86 .004** 　 3.37 0.54 1.26 .208 　
비응급 8.34 1.59 3.32 0.54 

입원과
　

외과 8.33 1.63 -3.83 .000*** 3.30 0.55 -2.99 .003**내과 8.83 1.27 3.44 0.50 
인증여부

　
예 8.37 1.60 -.83 .409 3.30 0.55 -1.78 .076아니오 8.45 1.58 3.36 0.53 

의료기관 
기능

급성기 중증 8.35 1.65
12.40 .000*** b>c

3.43 .55
9.96 .000*** a,b>c급성기 경증 8.58 1.50 3.35 .53

정양환자 8.02 1.68 3.21 .55

간호등급 1~3등급 8.59 1.55 3.83 .000*** 3.34 0.55 .89 .3744~7등급 8.22 1.61 3.31 0.54 

병상수 300이상 8.3 1.66 -1.71 0.08 3.33 0.55 .89 .97300이하 8.47 1.55 3.33 0.54

[표 9] 이용자 및 기관 특성에 따른 군병원 입원서비스 환자만족(단변량)
(N=1,077)

   *p<0.05,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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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 환자만족도 추천의도

　 　 B SE t P B SE t P

주관적 건강수준 1.01 0.01 117.05 <.0001*** 2.33 0.02 112.57 <.0001***

기대
수준

평균 2.70 0.02 136.06 <.0001*** 1.07 0.01 144.62 <.0001***

시설환경 2.68 0.02 129.37 <.0001*** 1.06 0.01 137.97 <.0001***

의료서비스 2.68 0.02 129.37 <.0001*** 1.06 0.01 137.97 <.0001***

이용편리성 2.68 0.02 129.37 <.0001*** 1.06 0.01 137.97 <.0001***

사생활 보호 2.64 0.02 126.11 <.0001*** 1.04 0.01 131.37 <.0001***

입원일수 3.63 0.05 75.44 <.0001*** 1.44 0.02 79.53 <.0001***

(N=1,077)

 *p<0.05,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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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경험에 대한 이용자 및 기관특성 관련요인

1) 환자경험에 대한 이용자 및 기관특성 관련요인

군병원 입원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자 및 기관특성이 환자경험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다수의 변수들

이 활용되는 관계로 결과분석의 용이성과 결과해석의 편의를 위해 명목

변수들의 경우 각 변수별로 의미 있는 단위를 기준으로 이분변수로 재구

성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기대수준의 경우 하위 항목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기대수준 전체 평균에 대한 표와, 기대수준 하위항목을 개별로 나

타낸 표를 함께 제시하였다. 기대수준 평균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용자특성과 기관특성이 환자경험의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특성 중 주관적 건강수준 (B=.07, p<.001), 기대수준 (B=.14,

p<.001), 그리고 입원과 (B=.10, p=.002)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여길수록 환자경험은 긍정

적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기대수준이 높은 경우 환자경험도 보다 긍정적

이었으며, 외과보다는 내과 진료를 받은 입원환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환자경험을 보고하였다. 한편, 이용자특성의 소속, 계급, 학력과 기관특성

의 인증여부, 의료기관 기능, 간호등급, 병상수 등은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했을 경우 환자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특성과 기관특성이 간호사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계급(B=-.01, p=.003), 주관적 건강수준(B=.05, p<.001), 입원일수

(B=.04, p<.041), 기대수준(B=.12, p<.001) 의료기관 기능(B=-.07, p=.04)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환자경험의 평균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건강수준 및 기대수준이 높을 경우 간호사 서비스 환자경험도 긍

정적이었고, 병사보다는 간부일 경우, 정양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병원

보다는 급성기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병원일 경우, 입원일수가 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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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경험수준이 높아졌다. 간호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 및 기관

특성 변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이 확인되었다.

의사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환자경험 서비스의 평균에서

보고된 것과 동일하게 주관적 건강수준 (B=.08, p<.001), 기대수준(B=.17,

p<.001), 입원과(B=.11, p=.008)로 확인되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외과보다는 내과 진료를 받은 입원환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환자경험을 보고하였다.

투약 및 치료과정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계급(B=-.09,

p=.008), 주관적 건강상태(B=.09, p<.001), 입원일수(B=.04, p=.022), 기대

수준(B=.15, p<.001), 입원과(B=.10, p=.003)가 확인되었다. 환자경험 평균

에서 유의한 변수들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추가로 계급, 입원일수

가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간부보다는 병사일 때 투약 및 치료과정

경험 서비스 점수가 낮았으며, 입원기간이 길수록 투약 및 치료과정 서

비스 점수가 높았다.

병원 환경 서비스 및 환자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환자경험

평균, 의사서비스, 병원환경과 동일하게 주관적 건강상태(B=.08, p<.001),

기대수준(B=.14, p<.001), 입원과(B=.08, p=.031)로 보고되었다. 주관적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 기대수준이 높은 경우, 외과보다는 내과 진료를 받은

입원환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환자경험을 보고하였다.

환자경험 평균, 간호사 서비스, 의사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

경, 환자권리보장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주관적 건강

상태 및 기대수준이었으며, 입원과는 간호사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

에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기대수준 하위 영역을 개별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기대수준 평균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며 기대수준 하위항목 중에서도 이용편리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환자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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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환자경험 평균 간호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B SE t P B SE t P B SE t P

이용
자

특성

소속(ref=육군) -.02 .03 -.76 .446 -.05 .04 -1.42 .156 .01 .04 .25 .803
계급(ref=간부) -.06 .03 -1.85 .064 -.10 .03 -2.97 .003** -.07 .04 -1.70 .089

학력(ref=고졸이하) -.02 .03 -.85 .396 -.02 .03 -.54 .590 -.04 .03 -1.30 .192
주관적

건강수준 .07 .01 6.09 .000*** .05 .01 3.68 .000*** .08 .02 5.18 .000***

입원일수 .03 .02 1.87 .062 .04 .02 2.04 .041* .04 .02 1.88 .060
입원경로(ref=응급) -.02 .03 -.63 .527 .00 .03 .03 .976 -.05 .04 -1.41 .160
기대수준 평균 .14 .02 8.23 .000*** .12 .02 6.20 .000*** .17 .02 7.35 .000***

입원과(ref=외과) .10 .03 3.07 .002*** .07 .04 1.87 .062 .11 .04 2.66 .008**

기관
특성

인증여부
(ref=인증) -.02 .04 -.49 .624 -.04 .04 -.95 .341 -.06 .05 -1.11 .265
의료기관 

기능(ref=급성기) -.04 .03 -1.49 .136 -.07 .03 -2.05 .040* -.07 .04 -1.82 .070
간호등급 -.01 .03 -.27 .787 .02 .03 .65 .514 -.04 .03 -1.02 .308
병상수

(ref=300이상) -.01 .04 -.28 .782 .04 .04 .91 .361 -.05 .05 -1.03 .302

F 13.74
*** 

7.72
*** 

12.63
*** 

R^2 .13 　 　 　 .08 　 　 　 .12 　 　 　

[표 10-1] 군병원 입원서비스 환자경험에 대한 이용자 및 기관특성 관련요인 (다변량)

(N=1,077)

  *p<0.05,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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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 권리보장

B SE t P B SE t P B SE t P

이용
자

특성

소속(ref=육군) -.05 .04 -1.42 .155 -.01 .04 -.31 .757 -.02 .04 -.48 .629
계급(ref=간부) -.09 .03 -2.64 .008** .01 .03 .35 .729 -.03 .03 -.88 .380

학력(ref=고졸이하) -.04 .03 -1.47 .142 .03 .03 .91 .362 -.03 .03 -1.08 .280
주관적

건강수준 .09 .01 6.32 .000*** .06 .01 4.54 .000*** .08 .01 6.00 .000***

입원일수 .04 .02 2.29 .022* .02 .02 1.03 .305 .01 .02 .64 .519
입원경로(ref=응급) -.03 .03 -.93 .352 .01 .03 .22 .822 -.01 .03 -.45 .656
기대수준 평균 .15 .02 7.68 .000*** .13 .02 6.74 .000*** .14 .02 6.77 .000***

입원과(ref=외과) .10 .04 2.94 .003** .12 .04 3.36 .001** .08 .04 2.16 .031*

기관
특성

인증여부
(ref=인증) .01 .04 .17 .863 -.03 .04 -.70 .484 .03 .04 .61 .539
의료기관 

기능(ref=급성기) -.02 .03 -.67 .502 -.02 .03 -.58 .562 -.04 .03 -1.11 .268
간호등급 -.01 .03 -.39 .700 .00 .03 .07 .945 -.01 .03 -.32 .749
병상수

(ref=300이상) -.02 .04 -.44 .662 .00 .04 .04 .972 -.02 .04 -.50 .616

F 13.42*** 8.10*** 10.42*** 

R^2 .13 　 　 　 .08 　 　 　 .11 　 　 　

(N=1,077)

  *p<0.05,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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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환자경험 평균 간호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B SE t P B SE t P B SE t P

이용자
특성

소속(ref=육군) -.031 .032 -.982 .326 -.055 .037 -1.503 .133 0.01 .043 .002 .998
계급(ref=간부) -.055 .030 -1.839 .066 -.100 .034 -2.939 .003* -.067 .040 -1.677 .094

학력(ref=고졸이하) -.014 .026 -.555 .579 -.012 .029 -.416 .678 -.038 .034 -1.106 .269
주관적

건강수준 .071 .012 5.987 .000*** .050 .014 3.646 .000*** .081 .016 5.111 .000***

입원일수 .028 .015 1.799 .072 .033 .017 1.861 .063 .037 .020 1.824 .068
입원경로(ref=응급) -.022 .029 -.778 .437 .000 .033 -.005 .996 -.062 .038 -1.633 .103

기대수준 시설환경 .053 .033 1.595 .111 .022 .038 .579 .563 .061 .044 1.384 .167
의료서비스 -.005 .033 -.144 .885 .014 .038 .380 .704 -.037 .044 -.850 .396
이용편리성 .083 .033 2.564 .010* .063 .037 1.700 .090 .139 .043 3.208 .001**
사생활보호 .021 .025 .821 .412 .031 .029 1.089 .276 .013 .034 .391 .696

입원과(ref=외과) .084 .031 2.689 .007** .057 .036 1.608 .108 .094 .042 2.257 .024*

기관특
성

인증여부
(ref=인증) -.022 .037 -.585 .559 -.046 .043 -1.069 .286 -.067 .050 -1.334 .182

의료기관 
기능(ref=급성기) -.046 .028 -1.624 .105 -.069 .032 -2.124 .034* -.078 .038 -2.053 .040*

간호등급 -.004 .026 -.152 .879 .021 .030 .693 .489 -.027 .035 -.768 .442
병상수

(ref=300이상) -.006 .039 -.165 .869 .045 .044 1.023 .307 -.041 .052 -.783 .434

F 11.344 6.303 10.538
R^2 .128 .070 .119 　 　

[표 10-2] 군병원 입원서비스 환자경험에 대한 이용자 및 기관특성 관련요인 (다변량)

(N=1,077)

 *p<0.05,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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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 권리보장

B SE t P B SE t P B SE t P

이용
자

특성

소속(ref=육군) -.060 .036 -1.643 .101 -.019 .036 -.518 .605 -.024 .037 -.640 .522
계급(ref=간부) -.087 .034 -2.558 .011* .009 .034 .260 .795 -.030 .035 -.862 .389

학력(ref=고졸이하) -.038 .029 -1.284 .199 .038 .029 1.307 .192 -.022 .030 -.735 .462
주관적

건강수준 .084 .014 6.191 .000*** .059 .014 4.376 .000*** .083 .014 5.958 .000***

입원일수 .040 .017 2.269 .023* .017 .017 .968 .333 .012 .018 .654 .513
입원경로(ref=응급) -.034 .033 -1.046 .296 .000 .033 .004 .997 -.015 .033 -.449 .653

기대수준 시설환경 .035 .038 .942 .346 .083 .038 2.203 .028* .063 .039 1.620 .106
의료서비스 .033 .037 .869 .385 -.040 .038 -1.072 .284 .007 .039 .180 .858
이용편리성 .082 .037 2.208 .027* .076 .037 2.050 .041* .058 .038 1.514 .130
사생활보호 .006 .029 .200 .842 .026 .029 .907 .365 .028 .030 .930 .352

입원과(ref=외과) .093 .036 2.629 .009** .107 .036 3.022 .003** .068 .037 1.868 .062

기관
특성

인증여부
(ref=인증) .001 .043 .032 .975 -.027 .043 -.640 .522 .029 .044 .651 .515

의료기관 
기능(ref=급성기) -.028 .032 -.859 .390 -.019 .032 -.587 .557 -.038 .033 -1.130 .259

간호등급 -.010 .030 -.334 .739 .001 .030 .045 .964 -.005 .031 -.171 .864
병상수

(ref=300이상) -.014 .044 -.317 .751 .001 .044 .021 .983 -.024 .046 -.522 .602

F 10.720*** 6.924*** 8.873***

R^2 .121 .078 .101

(N=1,077)

 *p<0.05,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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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 만족에 대한 환자경험, 이용자 및 기관특성 관련요인

환자경험에 대한 이용자 및 기관특성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에 이어

군병원 입원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종속변수로 활용된 환자경험이 이용

자 및 기관특성과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는 기대수

준 평균, 기대수준 하위변수 4개 항목, 환자경험 평균, 환자경험 하위변

수 5개 항목을 각각 조합하여 결과로 나타내었고, 대부분 결과가 비슷하

나 기대수준 하위변수를 투입한 회귀분석 시 기대수준의 어떠한 부분도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기대수준 평균, 환자경험 하위 항목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만족도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이용자 특성 중 주관적 건강상태

(B=.18, p<.001), 기대수준(B=.20, p=.001)이 유의한 영향으로 확인되었고

기관 특성 중 인증여부(B=-.27, p=.029)와 병상 수(B=.38, p=.003)가 이용

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인증을

받은 기관의 이용자가 인증을 받지 않은 군병원의 이용자 대비해서 만족

도가 높았으며, 병상수가 300병상 미만인 군병원의 이용자가 300병상 이

상의 군병원 이용자에 비해서 입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자경험의 하위요인들 중에서는 간호사 서비스(B=.01,

p=.938)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군병원 입원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사 서비스(B=.72, p=.000),

투약 및 처치(B=.36, p=.028), 환경(B=.65, p<.001), 권리보장(B=.77,

p<.001)에 대해 긍정적 경험을 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인 소속, 계급, 학력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의도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용자 특성 중 소속(B=.083,

p=.048), 주관적 건강수준(B=.053, p=.001), 기대수준(B=.111, p<.001)이

유의한 영향을 끼쳤는데 육군 외 소속일수록 추천의도가 높았고,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기대수준이 좋을수록 추천의도가 높아졌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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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특성이 없었다. 환자 경험의 하위요인들

중에서는 간호사, 투약 및 처치과정을 제외한 의사(B=.176, p<.001), 병

원환경(B=.166, P=.001), 환자 권리보장(B=.178, P=.002) 부분에서 긍정적

경험을 할수록 추천의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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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전반적 만족도　 추천의도

B SE t P B SE t P

이용자
특성

소속(ref=육군) .109 .106 1.036 .300 .083 .042 1.978 .048*
계급(ref=간부) -.120 .100 -1.201 .230 -.005 .039 -.121 .903

학력(ref=고졸이하) .103 .085 1.217 .224 .007 .034 .224 .823
주관적 건강수준 .182 .040 4.558 .000*** .053 .016 3.324 .001**

입원일수 -.081 .050 -1.604 .109 .004 .020 .187 .851
입원경로(ref=응급) -.090 .094 -.955 .340 .023 .037 .615 .539
기대수준 평균 .198 .059 3.353 .001** .111 .023 4.736 .000***
입원과(ref=외과) .009 .103 .084 .933 .019 .041 .470 .638

기관
특성

인증여부 (ref=인증) -.269 .123 -2.193 .029* .048 .049 .996 .320
의료기관 

기능(ref=급성기) -.161 .094 -1.719 .086 -.054 .037 -1.452 .147
간호등급 -.122 .086 -1.416 .157 -.001 .034 -.028 .978

병상수 (ref=300이상) .384 .127 3.014 .003* -.026 .051 -.507 .612

환자
경험

간호사 .011 .143 .078 .938 .003 .057 .061 .951
의사 .717 .115 6.211 .000*** .176 .046 3.857 .000***

투약 및 처치 .359 .163 2.199 .028*** .101 .065 1.558 .120
병원 환경 .646 .121 5.346 .000*** .166 .048 3.472 .001**

환자 권리보장 .773 .143 5.410 .000*** .178 .057 3.143 .002**
F 57.44*** 　 26.41***

R^2 .47 　 　 　 .29 　 　 　

[표 11-1] 군병원 입원서비스 환자만족에 대한 환자경험, 이용자 및 기관특성 관련 요인(다변량)

(N=1,077)

*p<0.05,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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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전반적 만족도　 추천의도

B SE t P B SE t P

이용자
특성

소속(ref=육군) .14 .11 1.31 .192 .09 .04 2.14 .032*
계급(ref=간부) -.08 .10 -.77 .439 .01 .04 .14 .892

학력(ref=고졸이하) .10 .08 1.21 .226 .01 .03 .23 .819
주관적 건강수준 .19 .04 4.82 .000*** .06 .02 3.51 .000***

입원일수 -.09 .05 -1.79 .074 .00 .02 .08 .935
입원경로(ref=응급) -.10 .09 -1.06 .291 .02 .04 .55 .584
기대수준 평균 .21 .06 3.47 .001** .11 .02 4.83 .000***
입원과(ref=외과) .02 .10 .21 .836 .02 .04 .56 .575

기관
특성

인증여부 (ref=인증) -.26 .12 -2.10 .036* .05 .05 1.04 .297
의료기관 

기능(ref=급성기) -.15 .09 -1.62 .107 -.05 .04 -1.39 .166
간호등급 -.14 .09 -1.61 .107 -.01 .03 -.15 .878

병상수 (ref=300이상) .35 .13 2.74 .006* -.03 .05 -.67 .503
환자
경험 환자경험 평균 2.53 .10 24.89 .000*** .63 .04 15.72 .000***

F 72.63*** 33.91***
R^2 .47 　 　 　 .29 　 　 　

[표 11-2] 군병원 입원서비스 환자만족에 대한 환자경험, 이용자 및 기관특성 관련 요인(다변량)

(N=1,077)

*p<0.05,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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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전반적 만족도　 추천의도

B SE t P B SE t P

이용자
특성

소속(ref=육군) .103 .107 .966 .334 .079 .042 1.868 .062
계급(ref=간부) -.106 .101 -1.050 .294 -.002 .040 -.059 .953

학력(ref=고졸이하) .100 .086 1.161 .246 .006 .034 .186 .852
주관적 건강수준 .192 .041 4.726 .000*** .052 .016 3.235 .001**

입원일수 -.072 .051 -1.398 .162 .008 .020 .373 .709
입원경로(ref=응급) -.090 .095 -.940 .348 .028 .038 .756 .450

기대수준 시설환경 .003 .110 .028 .978 .052 .043 1.199 .231
의료서비스 .059 .110 .535 .593 .048 .043 1.103 .270
이용편리성 .089 .109 .820 .412 .042 .043 .983 .326
사생활보호 .058 .084 .687 .493 -.029 .033 -.859 .390

입원과(ref=외과) .000 .104 .001 .999 .028 .041 .684 .494

기관
특성

인증여부 (ref=인증) -.293 .125 -2.344 .019* .041 .049 .821 .412
의료기관 

기능(ref=급성기) -.151 .095 -1.595 .111 -.058 .037 -1.552 .121
간호등급 -.122 .088 -1.389 .165 .002 .035 .054 .957

병상수 (ref=300이상) .400 .130 3.075 .002** -.019 .051 -.366 .715

환자
경험

간호사 .011 .144 .076 .939 .003 .057 .060 .953
의사 .717 .117 6.130 .000*** .175 .046 3.804 .000***

투약 및 처치 .343 .165 2.073 .038* .085 .065 1.295 .196
병원 환경 .643 .123 5.227 .000*** .177 .049 3.648 .000***

환자 권리보장 .773 .146 5.307 .000*** .184 .057 3.210 .001**
F 47.291*** 22.355***

R^2 .467 .288 　 　 　

[표 11-3] 군병원 입원서비스 환자만족에 대한 환자경험, 이용자 및 기관특성 관련 요인(다변량)
(N=1,077)

*p<0.05,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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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전반적 만족도　 추천의도

B SE t P B SE t P

이용자
특성

소속(ref=육군) .131 .107 1.217 .224 .086 .042 2.031 .042*
계급(ref=간부) -.064 .101 -.632 .528 .009 .039 .225 .822

학력(ref=고졸이하) .103 .086 1.196 .232 .008 .034 .241 .810
주관적 건강수준 .202 .041 4.976 .000*** .054 .016 3.400 .001**

입원일수 -.080 .051 -1.562 .119 .005 .020 .264 .792
입원경로(ref=응급) -.101 .096 -1.059 .290 .026 .038 .689 .491

기대수준 시설환경 .028 .111 .255 .799 .059 .043 1.356 .175
의료서비스 .035 .110 .316 .752 .041 .043 .954 .341
이용편리성 .101 .109 .926 .355 .045 .043 1.056 .291
사생활보호 .056 .085 .654 .513 -.029 .033 -.873 .383

입원과(ref=외과) .011 .105 .102 .919 .031 .041 .764 .445

기관
특성

인증여부 (ref=인증) -.282 .125 -2.244 .025* .043 .049 .874 .382
의료기관 

기능(ref=급성기) -.143 .095 -1.496 .135 -.056 .037 -1.486 .138
간호등급 -.137 .088 -1.559 .119 -.002 .035 -.053 .958

병상수 (ref=300이상) .365 .131 2.793 .005* -.027 .051 -.529 .597
환자
경험 환자경험 평균 2.513 .104 24.228 .000*** .629 .041 15.449 .000***

F 57.136*** 27.367***
R^2 .460 .285

[표 11-4] 군병원 입원서비스 환자만족에 대한 환자경험, 이용자 및 기관특성 관련 요인(다변량)

(N=1,077)

*p<0.05,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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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찰

본 연구는 일차연구 자료의 이차분석을 통해 국군병원 입원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들의 환자경험 및 만족도 수준을 확인하고, 기관 및 이용자

특성이 환자경험에 미치는 영향, 기관 및 이용자 특성, 환자경험이 환자

만족(전반적 환자 만족도,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 연구

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의 이용자 및 기관특성

기술 분석으로 확인한 이용자 특성으로 대상자의 소속은 85%가 육군

이었고, 신분은 용사가 8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군 전체 간부와 용

사의 비율이 25대 75인(국방부, 2017) 것을 감안했을 때 용사의 병원 이

용률이 좀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학력은 대학재학이 668명

(62.02%)로 가장 많은 인원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정한근(2005)의 군병원

입원환자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의 응답자들의 분포가 대학재학 297명

(74.3%)인 것에 비해 수치가 작지만 대학재학인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매우 좋다 152명(14.11%), 좋다

319명(29.62%), 보통 434명(40.3%), 나쁘다 148명(13.74%), 매우 나쁘다

24명(2.23%)으로 전체인원의 43.7%가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

다. 기대수준은 시설환경 3.02점, 의료서비스 3점, 이용편리성 3.02점, 사

생활 보호 3.03점으로 4점 만점에 평균 3.02점을 나타내었는데, 박주영

(2006)이 응급실 간호서비스에 대해 측정한 기대수준이 4점 만점에 사회

심리적 요인 3.28점, 교육적 요인 3.24점, 기술 전문적 요인 3.39점 대인

관계적 요인 3.1점, 인적요인 2.97점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기대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원환자 중 응급환자는 대략 20%정도였고 이중 외과계 입원 환자는

77%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외과계 환자였다. 이는 군병원 입원환자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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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외과, 이비인후과순으로 많으며, 외상과 근골격

결합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다수를 차지하며 입원환자의 다빈도 상병 1순

위는 무릎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입원은 1주-1개월 사이가 47%로 가장 많았고 1-6개

월, 1주 미만이 각각 25%로였다. 군병원의 평균 재원일이 20일이라는 선

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1주-1개월 입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 병원은 총 16개로 의료기관 인증 평가원

인증을 받은 병원이 5곳이었고, 병상 수는 100-300병상 규모 병원이 절

반이었다. 간호등급은 2등급이 4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1~7등급 간

호등급을 지닌 병원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간호등급이 환자의

만족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할 때 간호등

급을 높이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2) 연구대상의 환자경험 및 만족 수준

기술 분석으로 확인한 군병원 입원서비스 이용 대상자들의 환자경험

점수는 전체평균점수 3.73점,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의해 시행된 2차 환

자경험평가 점수는 3.3점으로 군병원 환자경험평가 총점이 국민건강심사

평가원에서 시행한 2차 환자경험평가에 비해 0.43점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10점 정도의 차이로 군

병원 환자경험 평가 점수가 심평원 환자경험평가 점수에 비해 상당히 높

은 점수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환자 경험 점수가 확연히 높

게 측정 된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군병원 이용자들은 의료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데 모든 서비스가 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점

수를 주었다고 생각했을 때 환자경험 점수가 높게 측정될 수 있었을 것

이다. 동일한 질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비싼 돈을 준다면 같은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지불한 만큼의 대가에 대한 당연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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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기며 오히려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점수를 낮게

줄 수 있는 반면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충분한 서비스

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

는 퇴원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혹은 대면조사를 진행했던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경험평가의 경우와 달리 퇴원 후 환자들에 대한

대면조사 어려움으로 국군병원 내에서 입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입원환자

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하였다. 군의 위계적 문화로 인해 현재

받고 있는 불공평한 대우 및 불편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솔직하게 표현

하지 못했을 수 있으며 또한 입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 평가가 진행되었

기 때문에 설문의 결과가 추후의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수 있을 것

을 고려해 응답의 관대화 경향이 나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환자경험 점수만을 기준으로 민간병원 대비 군병원 입원서비스

환자들이 훌륭한 환자경험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항목별 점수로 간호사 서비스 3.78점, 의사 서비스 3.68점, 투약 및 치

료과정 3.74점, 병원환경 3.77점, 환자권리보장 3.69점을 확인하였다. 간호

사 서비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의사 서비스는 3.68점으로 상대적

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한 2차

환자경험평가결과에서 간호사 서비스 점수가 가장 높고, 환자권리보장의

점수가 가장 낮았던 것과 차이를 보였다. 군의료관리체계 인권위 보고서

(2013)에서는 입원병사의 23.6%가 발병부터 입원치료까지의 의료서비스

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했으며 원인으로 군의관의 전문성 부족, 수술 후

관리소홀, 병사를 대하는 태도 등을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군의관들은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바로 입대한 젊은 의사들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근무 후 전역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외과계 환자들이 많은

군병원에서 수술에 조금의 이상이라도 있는 것 같다고 느끼면 군의관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한다. 또한 외과계 수술 특성상 수술 후

재활과 같은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군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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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주치의가 변경됨에 따라 치료의 연속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군

병원 수술을 재고하게 되고 불만을 낳게 한다. 이에 대해 충분한 수의

숙련된 장기군의관 확보, 민간의사 고용을 적극 고려해야겠으며 단기 복

무자라고 하더라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명확하게 줌으로써 환자에 대한

친절도 향상 및 성의 있고 성실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항목별 세부항목에서는 의사 서비스 항목 중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

및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부분의 점수가 3.61점, 3.63점으로 낮았고

투약 및 치료과정에서는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 3.72점, 투약/검사/처

치 관련 부작용 설명이 3.73점으로 낮았고 환자권리보장에서 불만제기의

용이성 3.65점, 신체노출 등 수치감 관련 배려 3.67점으로 각 세부항목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문항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차 결과와 동일

하였다. 이는 군대라는 환경에서도 환자들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의 특

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3)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및 기관특성

환자경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특성으로 주관적 건강상

태, 기대수준이 있었고 입원과는 간호 영역을 제외 한 환자경험 평균, 의

사 서비스, 약물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 권리보장 영역에서 유의한

통계적 수치를 보여주었다. 계급 및 입원일수는 간호사영역, 약물 및 치

료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용자 특성 중 주관적 건강상태는 환자경험 하위영역 및 환자경험

평균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보였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환자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많은 다른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Danielsen, K., et, al., 2007; Hargraves et al.,2001; Zaslavsky

et al., 2001; O'Malley et al., 2005; Elliott et al.,2009) 주관적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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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유효하게 예측하는 변수로(Benyamini et al.,

2000; Heller et al., 2009; Kim et al., 1997; Manor et al., 2001; Rodin &

McAvay, 1992) 현재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환자가 경험하는 모든 것

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환자가 경험한

의료를 긍정적으로 느끼려면 현재 상태가 건강해야 하고, 환자상태가 건

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기대수준을 환자만족의 중요한 예측인자라고 하였

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대수준과 환자만족 관련 연구였다. 하지만 환자

만족은 환자경험의 결과지표로 환자가 기대한 만큼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된다면 만족도도 높아지게 된다. 기대수준 관련 선행연구들로 Mawajdeh

SM(2001)의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했을 때 환자만족은

주로 환자기대의 영향을 받는데 환자의 기대가 작을수록 만족도는 높아

졌다고 하였다. Berhane, A(2016)은 환자의 기대수준과 만족도간 관계를

측정하였는데, 진료 전 기대수준을 측정하는 것과 진료 후 기대수준을

측정한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환자만족에 대해 진료 후 기대

수준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진료 후 기대수준이 증가할수록 환자만

족도는 감소하였다. Bjertnaes(2012)는 기대수준의 충족은 환자경험의 중

요한 관련 요인이라고 하였다. 반면, Park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기대

수준과 만족 수준의 상관성 관계를 확인하였고,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만

족감도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 회귀분석 결과 기대수준이

높으면 환자경험 점수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기대수준 중에서도 이용

편리성이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앞선 많은 선행연구 결과와 반대의

결과로 이는 군병원 환자들의 경우 20대 초반의 남성이 대다수로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집단이며, 기대수준에 대한 사전 조사가 아닌 사후 조사

로 진행되어, 응답의 관대화 경향이 엿보인다. 한편 시설환경, 의료서비

스,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서비스보다 이용 편리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 하였는데 이는 군 의료체계 인권위 보고서에서 군

장병들이 군 의료체계에 만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진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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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간, 외진 가능일의 제한을 보고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환자중심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의 기대수준을 이해하고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대수준을 충족

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 하겠다.

입원과는 환자경험에 대한 이용자 특성 관련요인으로 간호사 서비스

를 제외한 환자경험 평균, 의사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

권리보장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내과 계열 환자일수록

환자경험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앞선 선행연구들과(황병덕 등, 2018;

Murante, A. M., et al., 2014; 조성현, 2005) 문맥을 같이한다. 외과계 환

자의 경우 수술을 시행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구성되는데 수술환자들의 경우 군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요양을 하는 환자들이 혼재되어 있다.

수술 후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통증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조지현

등, 2019)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중의 의료서비스 경험은 부정적으로 느

껴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군병원의 특성상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바로 부대로 복귀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의 개념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

들의 경우 의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수술을 시행한 환자가 아니기에 외부

병원 수술 후 환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이

겪는 환자경험 점수가 낮게 나오게 된다. 이에 수술 후 겪을 수 있는 통

증 및 스트레스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부병원 수술 환자에 대한 꼼꼼

하고 세심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겠다.

계급변수는 단변량 분석 시 간호사 서비스에 대한 경험에서 간부들이

용사들에 비해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으며 약물 및 치료과정 경험도 그룹

간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경험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회귀분석에서도 단

변량과 마찬가지로 용사보다 간부들이 간호사 서비스, 약물 및 치료과정

환자경험에서 긍정적 점수를 주었다. 용사들은 징병제로 개인의 희망여

부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군 복무를 하게 되지만 간부들의 경우 희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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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입대하는 경우로 용사들에 비해 군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군병원에 대해서도 역시 긍정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

한 점들이 대인 관계적 요소가 강한 투약 및 치료과정(투약/검사 처치

이유 및 부작용 설명, 통증 조절 노력,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 및 환

자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간호서비스 영역에서 용사보다 간부가 더욱

긍정 경험을 하게 하였을 수 있다.

입원 일수가 증가할수록 간호사 서비스 경험 및 약물 및 치료과정 경

험 점수가 높아졌다. 재원기간이 길수록 환자가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자신이 전에 가졌던 기대를 경험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기대수준을 수정 또는 절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조성현,

2005) 환자경험 점수가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관 특성 중 병원의 기능적인 특성은 단변량 분석에서는 병원 환경

영역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급성기 병원이 정양 병원에 비해 유의하게

환자경험 점수가 높았는데, 다른 요인들을 통제 한 결과에서는 간호사

서비스 경험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정양환자들보다 급성기 환자들

이 더 많은 치료적 서비스나 도움을 받게 되면서 특히 환자들 바로 곁에

서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에 대한 환자경험을 긍정적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의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

리보장 항목에서 기관변수들이 환자경험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

것은 다음의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6개 병원 중 13개의 병원은 의

무사령부에 소속되어 의무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는 모든 병원

에서 비교적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일부병원만 의료기관인증

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여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

지 병원들도 의무사령부의 관리 감독 하에 인증기준에 준하는 지침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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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만족에영향을미치는환자경험, 이용자및기관특성관련요인

환자경험, 이용자 특성, 기관특성이 전반적 환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환자경험 항목 중 간호사 서비스를 제외한 의사서비스, 투

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 모든 영역이 환자만족에 영향을 주

었고 이용자 특성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기대수준, 기관 특성에서 인증여

부, 병상 수가 환자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환자경험의 하위 영역인 의사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

자권리 보장의 환자경험 점수가 높으면 환자의 전반적 만족도도 상승하

였다. 환자경험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초점을 두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험을 확인하는 것으로 환자경험은

과정 지표, 환자 만족은 환자경험의 결과 지표로 (Larson, Nelson,

Gustafson, & Batalden, 1996; Nies et al., 1999) 환자 경험과 환자만족

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는 이슬기 등

(2020)이 시행한 환자경험과 만족간의 관계 연구, 의료서비스 품질이 만

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김은혜(2015), 조철호(2006)의 연구 결과를 지

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서비스 및 환자권리보장 영역이 전반적 만

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서비스 및 환자권리보

장 영역은 환자경험평가 점수가 가장 낮았던 영역으로 의사서비스 및 환

자권리보장 영역에 대한 환자경험 상승을 위해 조금만 노력하더라도 환

자 만족도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 특성 중 주관적 건강상태와 기대수준은 환자 경험뿐 아니라

환자 만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앞선 많은 선행연구들을 지지하고

있다. 연구결과 Murante, A. M., e al.(2014), Berhane, A.(2016) 의 연구

와 같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으면 환자만족도도 증가 하였으며, 기대수

준이 클수록 만족도가 높았던 결과를 보여준 Park et al.,(2003)의 연구결

과를 지지하였다. 기대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3.02점으로 환자경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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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4점 만점에 3.7점인 것에 비해 낮은 점수로 많은 장병들이 뉴스

에 나오는 몇몇 사건들과 막연하게 군병원 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을 것

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 선입견은 의료 제

공자와 의료 이용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의료에 대

한 기대수준을 낮추게 한다. 그러므로 장병들에게 군 의료관리체계 및

의료 인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등 기대수준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또한 높은 기대수준

과 더불어 기대수준의 충족은 이용자 및 기관 특성 통제 시 환자경험 및

만족에 가장 중요한 관련 요인이었다.(Bjertnaes, 2012) 기대수준 충족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치료결과와 같은 환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Bowling, 2013)

기관 특성 중 인증여부는 환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

었다. 의료기관인증으로 환자만족도가 향상되고, 병원 서비스에 대해 만

족한 환자들은 재방문 의사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병원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가능성도 높다.(Sack et al, 2011) 이희태(2013)는 의료기관 인증

병원과 미인증 병원에 대해 서비스 질 관리체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이 서비스 질 관리체계의 주요 구성요소의 모

든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인증은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환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환자안

전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병원이 점차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병상수가 전반적 환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300병상 미만 군병원 이용자가 300병상 이상 군병원 이용자보다 만족도

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400병상 이하 병원 환자들에게서 만족도가 높

게 나온 Tonio Schoenfelder et. (2014)의 연구, 작은 병원 입원 환자들

에게서 높은 만족도가 측정된다는 Murante, A. M., e al.(2014)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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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지지하였다. 병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의료진들은 잦은 빈도의 바쁜

상황과 마주할 것이며 이는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 및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Mc Farland et al., 2017) 300병상 이상인

병원에서는 검사건수와 환자 수를 고려한 의료 인력 조정 방안 등으로

모든 환자가 균등한 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추천의도와 관련된 환자경험 변수는 의사서비스, 병원환경, 환자권리

였다. 이용자 특성으로는 건강수준 및 기대수준, 소속이 추천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끼쳤고, 기관 특성은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의사서비스, 병원환경, 환자권리 환자경험이 좋을수록 추천의도 점수

가 높아졌는데 이는 이경숙 등(2017)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환자가 겪

은 경험이 좋으면 서비스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환자 경험은 만족도 및 추천의도의 선행요인으로 환자

경험을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속은 육군 조직과 육군 외 조직의 전반적 환자 만족도 및 추천의도

점수의 차이 비교에서 육군 외 조직이 모두 점수가 높았으며 다른 특성

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육군이 아닌 경우 추천의도가 높아졌다. 각 군은

(육군, 해군, 공군) 각자의 조직문화가 있으며, 해군이 대체로 타군에 비

해 관계 혁신지향 문화를 많이 선호하고 육군은 위계지향 문화를 선호한

다(권혁철 등, 2013) 이러한 군의 조직문화가 군 병원에서도 적용되어 육

군 장병들에 비해 해·공군 장병들이 병원 이용 후 병원 추천의도가 높아

졌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5)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연구 중 소수의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한 환자경험, 환자만

족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군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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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및 만족 연구는 거의 없었다. 군병원 환자경험 연구로 환자경험 향

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환자경험 관련요인 연구는

본 연구가 최초이다. 또한, 국외 연구들에서는 환자경험 및 만족도에 대

한 개인 및 기관특성 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를 자주 찾아볼 수 있었지

만 국내 연구들은 개인특성과 기관특성에 대한 각각의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본 연구는 군병원 환자경험 및 만족도에 대한 개인

및 기관 특성을 함께 고려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의 연구들이 개별 또는

소수 의료기관의 사례 분석으로 연구 결과의 활용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황병덕 등, 2018; 허은경 등, 2019) 반면, 본 연구는 공공병원 중에

서도 환자구성이 다른 군병원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16개의 병원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환자중심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방의료개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첫째, 환자경험에서 중요한 요인인 비용, 대안과 기회비용 등이 분석

에 고려되지 못하였고 이러한 잠재변수에 의한 누락변수 편향 발생이 가

능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미 수집된 1차 자료의 2차 분석을 시행한 연

구로 많은 설명변수를 분석에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용자 및 기관

특성 변수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는 비용,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과 기회비용, 나이, 질병의 중

등도, 민간병원 입원 경험, 민간보험 가입여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

과, 상급병실 비율 등 환자경험 및 만족도 측정에 있어 중요한 세부변수

들을 포함하여야겠다.

둘째, 설문조사 측정이 제한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건강보험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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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에서 시행하는 환자경험평가 조사대상은 퇴원 이후 2일에서 56일(8

주) 사이의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하루 이상 입원경험이 있는 환자 본

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하지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군 특

성상 퇴원 후 환자에 대한 대면 조사의 어려움으로 퇴원환자가 아닌 병

원 내에서 입원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군대라는 특

수한 환경에서 입원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환자들은 솔직한 대답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앞으로 지속될 환자

경험평가 및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퇴원한 환자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대면조사가 어렵다면 전화조

사나 온라인 서베이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찬가지로 기대수

준은 서비스 품질의 중요한 기준요소이며(Parasuraman et al., 1991) 기

대수준 측정 시점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의료 서비스 경험 전 기대수

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경험 후

에 기대수준을 측정하여 기대수준에 대한 점수가 높아 졌을 수 있다. 추

후 조사에서는 의료서비스 경험 전 기대수준을 측정하여 더욱 정확한 자

료를 제공하여야겠다.

환자중심 의료의 성과지표인 환자경험과 환자만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단순히 환자경험 및 만족도 점수가 높게 측정되었다고 안

도하기 보다는 민간병원 대비 환자경험 및 만족도점수가 훨씬 높은 부분

에 대해 다양한 원인들을 생각해보고 군 특수성을 반영한 문항 추가, 측

정방법의 변경 등 환자경험 평가 및 만족도 조사가 효율적이고 의미있게

지속되기 위해 정책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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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tient experience and

satisfaction of military

hospitalization service user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m

- Focusing on institutional and Patient Factors -

Min Hee Kim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aradigm of medicine has changed from provider-centered to

patient-centered. Patient experience, in which personal needs and

favors are honored and patient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ir

medical decisions, has become important over the years. Many

countries have adopted patient experience as an indicator of

healthcare system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need

for quality improvement in military hospitals, as soldiers who use

private hospitals are increasing annually. Therefore, patient experience

and patient satisfaction which are indicators of patient-c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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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have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military setting as

well. However, the research concerning military hospital patient

satisfaction are few and there is no research about military hospital

patient experien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atient

experience and satisfaction of military hospitalization service users

and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patient experience and satisfaction.

This study analyzes data from the military hospital patient

experience and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October 21, 2019 ~

November 8, 2019) which was carried out by a market investigation

enterprise.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s

instrument of patient experience evaluation was used. Patient

satisfaction was measured by overall patient satisfaction and the

intention of recommendation. Both variables were composed of only

one question, respectively.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patient experience and satisfac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hospital and its hospitalization users,

and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identify relationships between patient experience and user,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e final analysis of this study included 16 military hospitals and

1,077 patients. The average patient experience score was

3.73(SD=0.37) out of 5, overall patient satisfaction 8.4(SD=1.59) out of

10, intention of recommendation 3.33(SD=0.54) out of 5. User

characteristic factors that affect patient experience was patient

expectation, type of unit, perceived health status. and patient expectation.

Patients who had internal medicine care versus surgery had better patient

experience, The better they perceived their health status, the better

patient experience. Institutional factors had no effect on patient

experience. Patient experience was associated with patient satisfac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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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among patient experiences doctor service, medication and treatment

process score were associated with the patient satisfaction the most.

The proposal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o provide patient

centered service we have to understand what patients expect about

convenience in use and try to fulfill their expectations. In addition, to

remove the distrust and prejudice about military medical system we

have to publicize military medical system and it is essential to

provide detailed and careful service for both patient who got surgery

from military hospital and private hospital. Among patient

experiences, doctor service, medication and treatment process has to

be reviewed thoroughly.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is

study does not include medical service expense, alternatives,

opportunity cost which are very important in patient experience, and

the research was done during hospitalization period, not after

discharge. Even so, this study is the first try to research military

hospitals’ patient experience and satisfaction in relation to person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keywords : Patient Experience, Patient Satisfaction, military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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