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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 배경: 환자의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평가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하에 환자경험 평가가 시행되었다 환자. 

경험 평가 시행으로 환자경험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환자경, 

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 의료. 

체계에서 환자경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이 있다 간호사 확보수준은 의료의 질의 중요한 구조적 요. 

소로서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의 인구 천 명. 

당 활동 간호사 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간호사 확보수준 개선을 통한 환

자경험 향상의 여지가 크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입원 환자의 환자경험에 . 

간호사 확보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년 차 환자경험 평가  2019 2

자료이다 최종 응답 자료 중 개 병원의 명을 분석에 포함하였으. 151 23,485

며 개 상급종합병원 명과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개 종합병원 , 42 7,250 109

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변수는 환자경험 평가 16,235 . 번 문항1~21

에 대한 응답이며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범주 , 3 . 1

에는 강하고 직접적인 인과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변수 환자경(

험 평가의 간호사 영역 범주 에는 인과적 효과가 있을 것이나 범주 에 ), 2 1

비해 효과의 크기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변수 투약 및 치료 과정 환( , 

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영역 가 포함되었다 범주 은 인과적 효과가 없을 , ) . 3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변수 의사 및 병원 환경 영역 이나 인과적 효과를 평가( )

하기 위한 오류 실험으로 포함하였다 설명변수는 년 분기 간호등급이. 2019 3

다 환자경험과 간호등급 간 연관성을 살펴본 후 교란요인을 포함하여 다중 . ,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의료기관에 환자가 내포된 계층 구조 자료임을 고려. 

하여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변수 유형에 따라 순서형 이분형 로, /

지스틱 회귀분석 혹은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간호등급에 따른 환자경험 응 

답 분포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범주 과 에 포함된 환자경험은 간호등급이 . 1 2

낮을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낮았으며 의료기관 및 환자 특성 보, 

정 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통제 변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 , 

간호사 영역의 번 문항에 대해 가장 긍정적 응답 범주인 항상 그랬다 를 1 ‘ ’

선택할 확률 은 등급 등급 등(predicted probability) 1 70.28%, 2 67.73%, 3

급 등급 이하 로 등급 이하는 등급에 비해 가장 긍정적 66.91% 4 63.11% , 4 1

범주의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낮았다 이러한 양상은 강한 인과적 7.17%p .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범주 에서 가장 뚜렷하였다 오류 실험에 1 . 

해당하는 범주 에서는 환자경험 평가 영역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었다3 . 

의사 영역 환자경험에서는 예상과 일치하게 간호등급에 따른 응답 분포 차이

가 없었으나 병원 환경 영역 문항에서는 예상과 달리 간호등급에 따른 응답 , 

분포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효과의 크기는 환자경험 문항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간

호사 확보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 환자경험을 보고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은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 

보수준 향상이 입원환자 환자경험 향상에 일정 수준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주요어 환자경험 간호사 확보수준 의료의 질 환자중심성: , , , 

학  번 : 2020-2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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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 배경1. 

  

가 환자경험 평가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 

의료의 질 평가에 있어 환자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환자중심성 이 의료의 질의 핵심 . (patient-centeredness)

요소로 규정되고 보건의료체계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성과 목표로 다루어짐, 

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WHO, 

환자중심성 향상의 출발점으로 중2000; IOM, 2001; Arah et al., 2006). 

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환자경험의 측정과 이해이다(Fujisawa & Klazinga, 

홈페이지 도영경 등 일례로 미국의 보건복지부 산하 2017; AHRQ ; 2021). , 

보건의료 연구 및 질 평가 연구 기관(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은 환자경험의 이해가 환자중심 의료로 나아가기 위한 and Quality, AHRQ)

핵심 단계임을 언급하며 대표적 환자경험 조사인 , The Consumer 

설문조사Assessment of Healthcare Providers and Systems (CAHPS) 

를 개발하여 시행해 왔다 홈페이지 미국 외에도 영국과 캐나다 호(AHRQ ). , 

주 등 많은 국가에서도 환자경험 평가를 도입하여 이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등 (Arah et al., 2006; Fujisawa & Klazinga 

2017).

국내에서는 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경험 평가 시행과 함께 2017

환자중심성과 환자경험에 대한 개념이 크게 사회화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은 환자의 관점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환자중심 의료 문화를 확, 

산시키고자 년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차 환자경험 평2017 500 1

가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년 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대상을 확대, 2019 300

하여 차 환자경험 평가를 시행하였다 환자경험 평가는 개인 특성을 묻는 2 .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총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간3 21 , 

호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등의 , , , , 

개 평가 영역과 전반적 평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측정한 환자경5 ( 1). 

험 평가 결과는 각 평가 영역별로 산출된 종합 점수의 형태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년에 시행한 차 환자경험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취2019 2 , 

약한 환자경험은 불만제기 용이성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Q17)’, ‘ (Q7)’,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상급종‘ (Q8)’ . 

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비해 평가 점수가 높았으며 기존, 

차 평가 대상기관은 신규 차 평가 대상기관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다고 (1 ) (2 ) 

보고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와 같이 환자경험 평가는 측정을 ( , 2020). 

통해 지금까지는 알기 어려웠던 한국의 전반적인 환자경험 수준과 취약한 환

자경험 영역 기관 간 상대적 수준 등 현재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를 산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도영경 등( , 

그러나 특정 영역의 환자경험이 취약하게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2021). , 

의료기관 간 환자경험 평가 결과의 차이에 기여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환자경험 향상을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에 중요한 것은 환자경험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환자경험 평가를 시. 

행해 온 국가에서도 환자경험 영향 요인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개발이 환자

경험 향상을 위한 중요 과제라고 지적되기도 했다(Coulter et al., 2014).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환자경험 영향 요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나 국외에 비해 환자경험 평가 도입이 늦었던 만큼 국내 연구는 미비한 , 

실정이다 향후 한국 의료체계 전반의 환자경험 향상에 효과적인 정책 방안. 

을 마련을 위한 과제로써 한국의 맥락에서 중요한 환자경험 영향 요인에 관

한 정보와 지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영역 문항

간호사

문 담당 간호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1) ?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2. 3. 4. 

문 담당 간호사는 귀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 주었습니까2) ?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2. 3. 4. 

문 담당 간호사는 병원생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까3) ?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2. 3. 4. 

문 담당 간호사는 귀하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귀하의 요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까4) , ?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2. 3. 4. 

의사

문 담당 의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5) ?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2. 3. 4. 

문 담당 의사는 귀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 주었습니까6) ?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2. 3. 4. 

문 귀하나 보호자가 담당 의사를 만나 이야기 할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까7) ?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2. 3. 4. 

문 귀하는 담당 의사의 회진시간 또는 회진시간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으셨습니까8) ?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2. 3. 4. 

투약 

및 

치료

과정

문 투약이나 검사 처치 전에 그에 대한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까9) , ?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2. 3. 4. 

문 투약이나 검사 처치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까10) , ?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2. 3. 4. 

문 귀하의 통증을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11) ?

      통증이 없었다 해당 없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0. ( ) 1. 2. 3. 4. 

문 귀하의 질환에 대하여 위로와 공감을 받았습니까12) ?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2. 3. 4. 

문 퇴원 후 주의사항과 치료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까13) ?

예       아니오      1. 2. 

병원 

환경

문 병원은 전반적으로 깨끗하였습니까14) ?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2. 3. 4. 

문 병원 환경은 안전하였습니까15) ?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2. 3. 4. 

환자

권리

보장

문 입원 기간 동안 다른 환자와 비교했을 때 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까16) , ?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2. 3. 4. 

문 입원 기간 동안 불만이 있는 경우 말하기 쉬웠습니까17) ?

불만이 없었다 해당 없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0. ( ) 1. 2. 3. 4. 

문 검사나 치료 결정 과정에서 귀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까18) ?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2. 3. 4. 

문 검사나 치료 과정에서 신체노출 등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 받았습니까19) ?

      신체노출 등의 상황이 없었다해당 없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0. ( ) 1. 2. 3. 4. 

전반적 

평가

문 이 병원에서의 입원 경험을 점에서 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20) 0 10 ?

점은 가장 나쁜 경우이고 점은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0 ‘ ’ , 10 ‘ ’ .)

문 만약 가족이나 친구 중에 입원할 일이 생긴다면 이 병원을 이용하도록 추천하시겠습니까21) , ?

점은 절대로 추천 안함이고 점은 매우 추천하는 경우입니다       (0 ‘ ’ , 10 ‘ ’ )

개인 

특성

문 귀하는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셨습니까22) ?

예       아니오      1. 2. 

문 현재 귀하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23) ?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1. 2. 3. 4. 5. 

문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24) ?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1. 2. 3. 4. 5. 

표 1 년 환자경험 평가 도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 , 2020)



나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환자경험에는 매우 다양한 수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경험 영향 요인은 크게 거시적 수준에 해당. (macro) 

하는 의료체계 요인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요인 미시, (meso) , 

수준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환자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micro) . 

거시적 수준의 의료체계 요인에는 수가 진료 시간 의료 접근성 연속, , , 

성 의료 보장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정책 및 제도 등이 포함, 

된다 의료체계 수준의 요인은 의료 접근성과 같이 환자경험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더불어 의료기관 수준에 개입함으로써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환자경험 평가는 이러한 요인의 대표적인 예이다. . 

환자경험 평가의 시행은 의료기관 수준에서 다양한 환자경험 향상 활동을 촉

진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입원환자의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영경 (

등, 2021).

중간 수준의 의료기관 요인에는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 확보수

준 시설 및 장비 조명이나 병원 구조 등의 물리적 환경 등이 포함된다, , 

(Kutney-Lee et al., 2010; Coulter et al., 2014; Batbaatar et al., 

의료인 수준을 매개하여 환자경험에 2017; 2014; Luxford et al., 2011).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경영진의 비전 및 리더십 조직 문화 조직 구성원. , , 

들의 의사소통 방식 등의 의료기관 요인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환자경험 .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내 강력한 리더십 협력적인 병원 문화 등은 환자경험 , 

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Davies & Cleary, 

2005, Manary et al., 2014).

미시적 수준은 의료인 요인과 환자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인 요. 

인에는 의료인의 기술적 역량이나 의사소통 능력 환자 선호에 대한 존중 여, 

부 환자경험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tbaatar et al., 2017; Davies & Cleary, 2005; Rozenblum et al., 

환자 요인으로는 환자의 성별 및 연령 교육 수준 건강상태 응급실 2013). , , , 

이용 여부 치료 결과 등이 보고되고 있다 등, (Batbaatar , 2017). 



한국의 맥락에서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환자의 성별과 결혼 상태 교육수준 직업 의료보장 형태 주. , , , , 

관적 건강 상태 소득 수준 등의 환자 개인 특성 요인은 환자경험과 연관성, 

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가 있었으며 김경훈 김희년 등 환자경( , 2021; , 2021), 

험 향상을 위한 환자 응대 의사소통 방식 등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 방안, 

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가 일부 있었다 한지영과 박지원 의료기관 수( , 2020). 

준의 요인이 환자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간호사 확보수준

과 환자경험 간 양의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최(Hong & Cho, 2012; 

재영 등 한상균과 김태현, 2020; , 2019). 

다 환자경험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과 중요성. 

한국 의료체계에서 환자경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이 있다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 

있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간호사 확보수준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 환자경험 평가에서 다루어지는 개별 문항 요소를 살펴보면 환자경

험 결과에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환자경험 . 

평가는 총 개의 문항을 간호사 영역과 의사 영역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21 , , 

환자권리보장 영역 전반적 평가 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간호, . 

사는 입원 환자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의료인 중 하나로 간호사는 입원환자, 

의 요구에 반응하고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며 통증 관리 투약 관리 치료, , , , 

계획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의사와 같은 타 의료인. 

과의 의사소통을 연계하는 의사소통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간호. 

사는 간호사 영역의 환자경험뿐만 아니라 의사 영역이나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 환자권리보장 영역 등 환자경험 평가 영역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간호사 확보수준은 의료의 질의 중요한 구조적 요소로서 적절한 간호사 , 

확보는 환자경험 향상의 필수적 조건이다 따라서 간호사의 부족은 환자경험 .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 부족이 부정적인 . 



환자경험으로 이어지는 기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환자당 소요. , 

되는 간호 시간의 감소이다 환자당 소요되는 진료 시간의 감소는 환자의 상. 

태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거나 간호 서비스의 누락 가(missed care) 

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관련 연구에 따르면 환자 대비 간호사의 수가 . 

적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일수록 업무량이 많아 환자와 보낼 시간이 불

충분하였다고 보고하였고 간호사 수가 많은 기관에 비해 환자의 상태 변화, 

를 놓친 적이 있거나 간호 서비스를 누락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할 확률이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hey et al., 2004; Aiken et al., 2002; Aiken et 

al., 2012; Aiken et al., 2021; Lake et al., 2016; Kalisch et al., 

특히 자주 누락되는 간호 서비스는 주로 환자 위로나 대화 같은 환2011). , 

자와의 의사소통 환자 교육 및 상담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Lake et al., 

간호 서비스 누락이 많을수2016; Cho et al., 2016, Cho et al., 2020). 

록 긍정적 환자경험을 보고할 확률이 낮으며(Aiken et al., 2018; Lake et 

간호사 확보수준은 환자가 보고한 간호 서비스의 누락을 매개하al., 2016), 

여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Cho et al., 2017).

둘째 과도한 업무량 증가로 인한 간호사의 신체적 감정적 소진, ·

이다 소진은 신체적 감정적 피로와 비인간화(burnout) . · (depersonalization), 

냉소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직무 효능감을 감소시킨다, (Vahey et al., 

이와 같이 간호사의 감정적 자원이 고갈되는 경우 환자에 대한 위2004). , 

로 공감 배려 등과 같은 대인적 측면의 의료의 질의 저하, , (interpersonal) 

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간호사의 소진 수준은 기관 단위의 . 

환자경험 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며 장시간 근무한 간(Vahey et al., 2004), 

호사의 비율은 환자경험과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Stimpfel 

et al., 2012). 

라 국내 간호사 제도 및 정책 현황. 

환자경험 향상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한국에서는 간호, 

사 부족과 이로 인한 간호사의 과도한 노동량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가 보고하는 주된 직무 어려2018

움은 과중한 업무량 과 육체적 정서적 소진 이 순위에 위치하였으며 최‘ ’ ‘ · ’ 2~3 , 

근 이직 사유는 과중한 업무량 과 열악한 근무환경 이 순위에 위치하는 ‘ ’ ‘ ’ 2~3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처우를 제외하고 간호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 업무. 

량과 업무강도 근무환경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근무 관련 만족도 인식에, . 

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 

여 점이 매우 불만족 이고 점이 매우 만족 인 점 척도를 사용하여 근무 1 ‘ ’ 5 ‘ ’ 5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노동 강도 업무량 등 에 대한 만족이 평균 , ( ) 2.3

으로 노동 강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석 등( , 

2018). 

실제로 한국의 간호사 수는 그다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회원국 개국 중 년의 인구 천 명당 전문 간호사 임상인력 OECD 21 2018

은 명으로 평균인 명의 절반 정(Professional nurses, practising) 3.78 7.37

도에 불과했다 개국 중 위에 해당했으며 멕시코 그리(OECD, 2018). 21 18 , 

스 슬로바키아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병상 수와 간호사 수의 비, . , 

는 년을 기준으로 명이었다 개국 중 가장 낮았으(ratio) 2017 0.38 . OECD 27

며 평균인 명에 비해 배 낮은 수치였다, 1.45 3.8 (OECD, 2017). 

국내에서는 이러한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간호 관

리료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

임하는 등 입원 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보건복지부 병상 수 또는 환자 수 당 ( , 2021). 

확보된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며 구분된 등급에 맞는 입원1~7 , 

료 가산율을 적용하여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이다 등급이 최상위 등. 1

급으로 간호사 확보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등급이 최하위 등급으로 , 7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등급 구분 및 적용 기준은 다. 

음과 같다 표 ( 2-3). 



등급 상급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

1 미만2.0:1 미만2.5:1 

2 이상 미만 2.0:1 2.5:1 이상 미만 2.5:1 3.0:1 

3 이상 미만 2.5:1 3.0:1 이상 미만 3.0:1 3.5:1 

4 이상 미만 3.0:1 3.5:1 이상 미만 3.5:1 4.0:1 

5 이상 미만 3.5:1 4.0:1 이상 미만4.0:1 4.5:1 

6 이상4.0:1 이상 미만 4.5:1 6.0:1 

7 - 이상6.0:1 

표 2 간호등급의 구분 일반병동 기준. ( )

년2017 년 이후2019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년 월판 제 부 제 장 기본진료(2017 2 ) 2 , 1「 」 

로 입원료 등 마, 2. , , (1).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

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사 확보수준을 다

음 각 호의 과 같이 등급 내지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1 1 7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 , 7

에도 등급을 적용한다6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년 월판 제 부 제 장 기본진료(2019 3 ) 2 , 1「 」 

로 입원료 등 마, 2. , , (1). 좌동 .

다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 , , , 요양급여의 적 「

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서 별도로 정하는 일부 의」

료기관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병동’

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 환자 수 (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사 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등급 내지 등급으로 구분한다1 7 .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2018-41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2018-39 , 2018.3.7.) . 」 Ⅰ

행위 제 장 기본진료료 가 입원료1 , 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 ․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 편 제 부 제 장 기본진료료 산정1 2 1 [

지침 제 호 마목 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2 (1) ‘ , , ,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간호사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 ) 적용 기준은 다음 

과 같이함.

다 음 - -

가. 대상기관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 , , 

한방병원

다음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1) 

가 서울특별시     ) 

나 광역시 구지역     ) 

다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     )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의료기관 2) 

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다 국민건강보험법     ) 「 」

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 」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바 암관리법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 3) 「 」

료기관인 의료기관

표 3 간호등급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등급 적용 기준.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간호사 확보수준이 충분한 정도로 개선

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 조에는 간호사의 정. 38

원을 입원환자 명당 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5 1 . , 2

등급 이상 기타 의료기관의 경우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만 법적 인력 , 1

기준을 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간호등급별 의료기관 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 

대부분 의료기관이 등급 이하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 4).

구분 등급1 등급2 등급3 등급4 등급5 등급6 등급7

2011 489 376 258 120 124 6,836 1,177

2012 647 388 218 120 123 6,837 1,196

2013 830 368 212 115 127 6,830 1,207

2014 1,022 338 191 117 112 6,767 1,226

2015 1,089 309 208 90 110 6,152 1,213

2016 1,160 291 185 88 133 5,912 1,235

표 4 간호등급별 전체 의료기관 수 연도별 현황 보건복지부. ( , 2017)

마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국외 문헌의 경우 간호사 확보수준이 환자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

구가 다수 있었다 주로 미국의 환자경험 평가인 설문조사 결과를 . HCAHPS 

활용한 연구였다(Delhy et al., 2020; Zhu et al., 2018; Oppel & 

Young, 2018; Martsolf et al., 2016; Hockenberry et al., 2016; 

설문조사의 일부 영역만 차용하여 사Kutney-Lee et al., 2009). HCAHPS 

용하였거나 설문지를 차용하여 개발한 별도의 설문지를 통해 환, HCAHPS 

자경험을 측정한 연구도 있었다(Aiken et al., 2012; Aiken et al., 2021; 

그 외에는 환자경험 조사를 활용한 연구가 Liu et al., 2020) Press Ganey 

있었으며 실(Peršolja, 2018; Nelson et al., 2018; Bolton et al., 2003), 

제 간호사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여 환자경험의 질을 측정한 

연구도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간호사 서비스 영(Bridges et al., 2019). 

역의 환자경험 전반적 평가 점수 병원 추천 의, (Overall Hospital Rating), 

향과 간호사 확보수준 간 양의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통증 관. , 



리 및 투약 관련 설명 퇴원 관련 정보 제공 등 간호사 서비스 영역을 제외, 

한 기타 영역의 환자경험과 간호사 확보수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사용된 연구 자료와 방법론 차이에서 . 

기인했을 수 있다 간호사 확보수준과 기타 영역의 환자경험 간 연관성을 밝. 

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연구는 간호사 확보수준과 환자경험 간 연관성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수행된 연구의 대부분은 미국의 결과를 활용. HCAHPS 

하였으므로 한국의 맥락에서 중요한 영역의 환자경험이 분석에 다루어지지, 

는 못했다 대표적으로 회진 관련 정보 제공 과 같은 문항 등이 그러하다. ‘ ’ .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의 . Hong & Cho (2021)

연구에서는 환자경험 평가 결과와 간호사 확보수준을 대리하는 지표인 간호

등급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간호등급이 등급인 기관에 비. , 1

해 낮은 기관일수록 의사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환자경험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최재영 등 의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 병상 수. (2020) , , 

상급 병실 비율 전문의 비율 간호등급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환자경험 평, , 

가 결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는데 간호등급이 등급인 기관은 그렇지 않, 1

은 기관에 비해 전반적 평가 영역의 환자경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사 서비스 영역을 비롯한 다른 영역의 환자경험과는 연관성이 없

었다 한상균과 김태현 의 연구에서는 간호등급과 같은 의료기관의 특. (2019)

성과 환자경험 평가 결과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는데 간호등급은 환자권리, 

보장 영역의 환자경험과 양의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경험 평가 결과

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한국의 의료 환경 맥락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환자. 

경험 평가 자료를 사용하여 간호사 확보수준과 환자경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며 결과를 . , 

비교하기에는 보고된 연구가 매우 적었다 또한 국내 선행 연구는 모두 대중. 

적으로 공개된 기관 단위의 영역별 평균 점수만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따. 

라서 각각의 문항에서 다루는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간호사. , 



는 의사와 환자 간 의사소통을 매개하여 의사와 이야기할 기회 혹은 회진 ‘ ’ ‘

시간 관련 정보 제공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의’ , 

사 영역에서 다루는 모든 문항을 하나의 지표로 간주하고 분석하였으므로 이

러한 관계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또한 기관 단위의 자료만을 사용하였으므로 . 

환자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같이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단

위의 요인들을 분석에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바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 확보수준은 의료의 질의 중요한 구조적 요소로서 다양한 기전을 

통해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환자경. 

험과 간호사 확보수준의 연관성이 밝혀져 왔다 그러나 선행 연구의 대부분. 

은 미국의 조사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므로 한국의 맥락에서 중HCAHPS , 

요한 환자경험 지표들이 다루어지지는 못했다 한국의 환자경험 평가 자료를 . 

사용하여 수행된 연구가 일부 있었으나 대중적으로 공개된 기관 단위의 영, 

역별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개별 문항별 결과를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또한 . 

개인의 특성과 같이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경험 평가 원자료 를 활용하여 환자경험에 (raw data)

간호사 확보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

고자 하였다 환자경험 평가 자료는 평가 대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개인. 

별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이 수집된 자료이므로 문항별 환자경험에 대한 간

호사 확보수준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 개인 특성과 같은 교란 요인을 분석에 고려할 수 있다.



연구 목적 2. 

본 연구의 목적은 입원환자의 환자경험에 간호사 확보수준이 미치는 영

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론

연구 방법1. 

가 연구 자료.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중심성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 연‘

구 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도영경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 ( , 2021), 

료를 제공받았다 연구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집한 년 차 . 2019 2

환자경험 평가 원자료에 의료기관별 년 분기 간호등급 정보와 의료기2019 3

관의 병상 수 및 소재지 조사 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의료보장 형태 정보, , 

가 병합된 자료이다 이 외에 의료기관이나 조사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 

정보는 없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을 수행하였다 승인번호(IRB : C-2006-213-1138).

환자경험 평가의 조사 대상자는 환자경험 평가 대상 기관에 일 이상 1

입원한 환자 중 전화조사 시점에 퇴원 주 이내인 만 세 이상 환2~56 (8 ) 19

자 본인이었다 년 차 평가에는 개소 의료기관의 명 입원환. 2017 1 95 14,980

자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년 차 평가에서는 개소 의료기관의 , 2019 2 154

명 입원환자가 참여하였다 주요 설명변수인 간호등급 적용 기준이 23,935 . 

년과 년 사이 변경되었으므로 표 전체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는 2017 2019 ( 3),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을 .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년 차 환자경험 평가 자료를 활용하였다2019 2 .

년 차 평가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및 병상 이상 종합병원 2019 2 300

개소였으며 평가에 참여한 대상자는 명이었다 이 중 년 간154 , 23,935 . 2019

호등급 정보가 없는 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명의 자료를 제외한 개 3 450 151

기관의 명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23,485 .  

환자경험 평가는 총 개의 개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21 , 



특성에 따라 간호사 영역 의사 영역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 환자권리보장 , , , 

영역 병원 환경 영역 전반적 평가 영역 등의 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 6 .

 

나 연구의 개념적 틀. 

간호사는 환자에게 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사와 같은 , 

타 의료인과 환자를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체 치료, 

과정의 참여자이므로 환자경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호사 확. 

보수준과 환자경험에는 의료기관의 특성과 환자 개인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호사 확보수준이 환자경험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 

위해서는 이러한 교란 요인의 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 

개념적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설명변수인 간호사 확보수준을 대리하는 ( 1). 

지표는 간호등급이며 결과변수인 환자경험을 나타내는 지표는 환자경험 평, 

가 번에서 번까지의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환자경험과 간호사 확1 21 . 

보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란 요인은 매우 다양하나 자료 수집이 가

능하였던 요인에 한해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의료기관의 특성인 의료기관 . 

병상 수 및 소재지 환자 개인 특성인 환자의 연령 성별 의료보장 형태 응, , , , 

급실 이용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학력 등이 포함되었다, , .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틀. 



다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확보수준이 환자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결과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가정하였다 첫째 간호사는 간호사 영역 환자경. , 

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간호사 영역의 간호사 존중 예의 간, ‘ / (Q1)’, ‘

호사 경청 간호사 병원 생활 설명 간호사 요구 처리 노력(Q2)’, ‘ (Q3)’, ‘ (Q4)’

에 강하고 직접적인 인과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범주 ( 1). 

둘째 간호사는 의사 환자 간 의사소통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수, -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 영역 중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회진. ‘ (Q7)’, ‘

시간 관련 정보 제공 에 인과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Q8)’ . 

정확한 기전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간호사는 전체 치료과정의 참여자로서 투

약 및 치료과정 영역의 투약 검사 처치 전 설명 투약 검사 처치 후 ‘ / / (Q9)’, ‘ / /

부작용 설명 통증 조절 노력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Q10)’, ‘ (Q11)’, ‘

퇴원 후 주의사항 치료계획 정보 제공 과 환자권리보장 영역의 (Q12)’, ‘ / (Q13)

공평한 대우 불만 제기 용이성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 (Q16)’, ‘ (Q17)’, ‘

려 전반적 평가 영역의 입원경험 종합평가 추천 의향(Q19)’, ‘ (Q20)’, ‘ (Q21)’

에도 인과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범주 에 포함된 간호. 1

사 관련 문항에 비해 인과적 효과의 크기는 작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범주 (

2). 

셋째 간호사와는 관련이 없는 의사 영역의 의사 존중 예의 의사 , ‘ / (Q5)’, ‘

경청 와 환자권리보장 영역의 치료 결정 과정 참여 기회 에는 인(Q6)’ ‘ (Q18)’

과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병원 환경 영역의 . 

깨끗한 환경 안전한 환경 에서도 인과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 (Q14)’, ‘ (Q15)’

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범주 ( 3). 

이러한 가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 5). 



Category Survey Question Prediction

1

간호사 존중 예의Q1. /

간호사 경청Q2. 

간호사 병원생활 설명Q3. 

간호사 요구 처리 노력Q4. 

+++

2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Q7.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Q8. 

+/++

투약 검사 처치 전 설명Q9. / /

투약 검사 처치 후 부작용 설명Q10. / /

통증 조절 노력Q11.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Q12. 

퇴원 후 주의사항 치료계획 정보 제공Q13. /

공평한 대우Q16. 

불만 제기 용이성Q17.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Q19. 

입원경험 종합평가Q20. 

추천 의향Q21. 

3

의사 존중 예의Q5. /

의사 경청Q6. 

치료 결정 과정 참여 기회Q18. 

No 

causal

effect
깨끗한 환경Q14. 

안전한 환경Q15. 

표 5 실증 분석을 위한 가설 요약 인과적 효과 범주별. : 



라 변수의 정의. 

결과변수1) 

결과변수는 환자경험 평가의 번부터 번까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1 21 ’

이다 번을 제외한 번부터 번까지의 개 문항은 점 척도로 구성되. 13 1 19 18 4

어 있으며 점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점은 그렇지 않았다 점은 그. 1 ‘ ’, 2 ‘ ’, 3 ‘

랬다 점은 항상 그랬다 였다 번 문항은 예 와 아니오 의 점 척도로 ’, 4 ‘ ’ . 13 ‘ ’ ‘ ’ 2

구성되어 있다 번과 번은 점부터 점까지의 점 척도로 구성되어 . 20 21 0 10 11

있다 번의 경우 점은 가장 나쁜 경우 이고 점은 가장 좋은 경우 이. 20 0 ‘ ’ , 10 ‘ ’

다 번의 경우 점은 절대로 추천 안함 이고 점은 매우 추천하는 경. 21 0 ‘ ’ , 10 ‘

우 이다’ . 

설명변수2) 

주요 설명변수는 간호등급 이다 간호등급은 최상위 등급인 등급과 최‘ ’ . 1

하위 등급인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7 . 

사 최소 배치기준 및 표본 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 이하를 합친 등급 등4 1 , 2

급 등급 등급 이하의 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3 , 4 4 .

통제변수3) 

통제변수는 주요 설명변수인 간호등급 이외에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명변수로 구성하였다 크게 의료기관의 특성과 환자 특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의료기관 특성 변수에는 병상 수 의료기관 소재지가 포함된. , 

다 의료기관 병상 수는 년 월 기준으로 신고된 병상 수이다 상급종. 2019 1 . 

합병원은 와 이상 으로 구분하였으며 종합병원은 ‘800-999’ ‘1,000 ’ , 

이상 으‘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799’, ‘800 ’

로 구분하였다 의료기관 소재지는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 , , , , , 

로 구분되어 있다 환자 개인 특성 변수로는 연령 성별 의료보장 형태 응. , , , 

급실 이용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학력이 포함된다 연령은 환자경험 평가 조, , . 

사 연도인 년에서 대상자의 생년을 뺀 값이다 대 대 대2019 . ‘20 ’, ‘30 ’, ‘40 ’, 



대 대 대 대 이상 으로 구분되었다 성별은 여성 과 남성‘50 ’, ‘60 ’, ‘70 ’, ‘80 ’ . ‘ ’ ‘ ’

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료보장 형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으로 , ‘ ’, ‘ ’, ‘ ’

구분되어 있다 응급실 이용여부는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경우 응급실 . ‘

경유 응급실을 경유하지 않고 입원한 경우 응급실 미경유 로 정의하였다’, ‘ ’ .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 좋다 매우 좋다 로 구‘ ’, ‘ ’, ‘ ’, ‘ ’, ‘ ’

분되었다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재. ‘ ’, ‘ ’, ‘ ’, ‘ ’, ‘

학 또는 졸업 으로 구분되었다 각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 

다 표 ( 6).

구분 변수명 성격 내용

결과

변수

Q1~Q12

Q14~Q19
순서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그렇지 않았다 2: 

그랬다 3: 

항상 그랬다4: 

Q13 이분 아니오 예0: , 1: 

Q20~Q21 간격
0 1 2 3 4 5 6 7 8 9 10

매우 나쁨 절대로 추천 안함 매우 좋음 매우 추천함( )               ( )

설명

변수
간호등급 가변수 등급 등급 등급 등급 이하1 (ref.), 2 , 3 , 4

통제

변수

병상 수 가변수

상급종합병원 이상: 800-999(ref.), 1,000 

종합병원: 300-399(ref.), 400-499, 500-599, 600-699, 700-799, 

이상800 

의료기관 

소재지
가변수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ref.), , , , , , 

연령 가변수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이상60 (ref.), 20 , 30 , 40 , 50 , 70 , 80

성별 가변수 여성 남성0: , 1: 

의료보장 

형태
가변수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ref.), , 

응급실 

이용여부
가변수 응급실 미경유 응급실 경유0: , 1: 

주관적 

건강상태
가변수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ref.), , , , 

학력 가변수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ref.), , , , 

표 6 변수의 정의. 



마 분석 방법. 

상급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은 간호등급 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표 상급종합병원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 

예를 들어 간호사 명 당 환자 수가 명 이상 명 미만인 경우 종합병원, 1 2 2.5

에서는 등급에 해당하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등급에 해당한다 또한 상1 , 2 . , 

급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병상 규모나 의료 인력 시설 , 

및 장비 전공의 교육 여부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상급종, , 

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특성 측면에서 이질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 산정 기준의 차. 

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 종별 특성으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최소화, 

하고자 모든 분석을 상급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이하 (

종합병원 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자세한 분석 절차와 방법은 다) . 

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일반적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을 시행하였다 주요 설명변수인 간호등급에 따른 조사대상자 분포와 함께 . 

기타 설명변수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전반적인 환자경, 

험 수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체 조사대상자의 영역별 문항별 환자경험 응답 ·

분포를 살펴보았다.

둘째 연구 가설에서 구분한 인과적 효과 범주별로 환자경험과 간호등급 ,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간호등급별 환자경험 평가 응답 값을 그. 

래프로 시각화하여 두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모든 결과는 연구 가설에. 

서 구분한 인과적 효과 범주에 따라 제시하였다.

셋째 두 변수의 관계가 교란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유효한지 살펴보기 , 

위하여 통제 변수를 포함한 다중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multiple regression)

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도 연구 가설에서 구분한 인과적 효과 범주에 따라 . 

제시하였다 인과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범주 의 결과는 일종의 . 3

오류 실험 결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간호사 확보수(falsification test) . , 

준에 의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사 존중 예의 와 같은 문‘ / (Q5)’



항에서 간호사 영역과 동일하게 간호사 확보수준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난다면 이는 본 연구에서 환자경험에 미치는 간호사 확보수준의 인과적 , 

효과를 식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회귀분석 결과만으로는 분석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간호등급에 따른 응답 분포 차이가 크고 그 차. ,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결과를 중심으로 환자경험 응답의 예측확률

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앞서 수행한 회귀분석 결(predicted probability) . 

과 추정치를 사용하여 통제변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간호등급에 따른 환자경

험 응답 선택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회귀분석은 본 연구 자료의 형태가 의료기관에 환자가 속한 수준의 2-

계층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수준에 확률 절편 모형

을 적용한 다수준 분석 을 시(random effects model) (multilevel analysis)

행하였다 다수준 다중 회귀분석은 결과변수 유형에 따라 순서형 이분형 로. /

지스틱 회귀분석 혹은 선형 회귀분(ordered/binomial logistic regression) 

석 으로 구분되었다 순서형 값을 갖는 번부터 번까지(linear regression) . 1 12

의 문항과 번부터 번까지의 문항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분형 14 19 , 

값을 갖는 번 문항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번부터 번까지의 문13 , 20 21

항은 간격형 변수로 간주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 분석 프로그램은 을 활용하였다Stata 16.0 .



연구 결과2. 

가 일반적 특성. 

주요 요인별 조사대상자 분포1) 

주요 설명변수인 간호등급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

상급종합병원 개소의 명과 종합병원 개소의 명 자료7). 42 7,250 109 16,235

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기관이 등급과 등급에 위치하. 1 2

였으며 등급 이하의 기관은 없었다 등급 기관에 입원했던 환자가 3 . 2 4,350

명 으로 가장 많았고 등급 기관에 입원했던 환자가 명(60.0%) , 1 2,900 (40.0%)

이었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등급 기관에 입원했던 환자가 명. 1 7,800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등급 명 등급 이하 (48.0%) , 2 4,177 (25.7%), 4

명 등급 명 순이었다2,200 (13.6%), 3 2,058 (12.7%) .

간호

등급

의료기관 종별 구분
전체

상급종합병원 개소(42 ) 종합병원 개소(109 )

명수 % 개소 % 명수 % 개소 % 명수 % 개소 %

1 2,900 40.0 15 35.7 7,800 48.0 52 47.7 10,700 45.56 67 44.4

2 4,350 60.0 27 64.3 4,177 25.7 28 25.7 8,527 36.31 55 36.4

3 0 0.0 0 0.0 2,058 12.7 14 12.8 2,058 8.76 14 9.3

등급 4

이하

전체 0 0.0 0 0.0 2,200 13.6 15 13.8 2,200 9.4 15 9.9

4 0 0.0 0 0.0 1,200 7.4 8 7.3 1,200 5.11 8 5.3

5 0 0.0 0 0.0 150 0.9 1 0.9 150 0.64 1 0.7

6 0 0.0 0 0.0 150 0.9 1 0.9 150 0.64 1 0.7

7 0 0.0 0 0.0 700 4.3 5 4.6 700 2.98 5 3.3

합계 7,250 100.0 42 100.0 16.235 100.0 109 100.0 23,485 100.0 151 100.0

표 7 간호등급과 요양 종별에 따른 조사대상자 분포. 

기타 요인별 조사대상자 분포2) 

기타 설명변수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조사대상( 8). 

자가 입원했던 기관의 병상 수는 평균 개였다 조사대상자가 입원했던 712 .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경상 지역이 명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6,185 (26.34%) , 

으로 경기 명 서울 명 충청과 전라 각각 5,700 (24.27%), 5,500 (23.42%), 

명 강원 명 제주 명 순이었다 조사2,450 (10.43%), 900 (3.83%), 300 (1.28%) . 



대상자의 연령 평균은 세였으며 성별은 여성이 명 남성57 , 12,100 (51.52%), 

이 명 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의료보장 형태는 건강보험이 11,385 (48.48%) . 

명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 명21.393 (91.09%) , 2,075 (8.84%), 

보훈 명 순이었다 입원 시 응급실을 경유하지 않은 대상자는 17 (0.07%) . 

명 경유한 대상자는 명 이었다 주관적 건강14,104 (60.06%), 9,312 (39.65%) . 

상태는 좋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명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 6,098 (25.97%) , 

로 보통 명 매우 좋다 명 나쁘다‘ ’ 9,699 (41.30%), ‘ ’ 4,023 (17.13%), ‘ ’ 2,603

명 매우 나쁘다 명 순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1.47%), ‘ ’ 753 (3.21%) . 

명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 명8,321 (35.43%) , 6,880

대학 졸업 명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명(29.30%), 6,138 (26.14%), 999

대학 재학 명 순이었다(4.25%), 756 (3.22%) .

변수 빈도 명( )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의료기관 병상 수 712.06 422.28

의료기관 소재지

서울 5,500 23.42

경기 5,700 24.27

충청 2,450 10.43

전라 2,450 10.43

경상 6,185 26.34

강원 900 3.83

제주 300 1.28

연령 57.16 15.83

성별
여성 12,100 51.52

남성 11,385 48.48

의료보장 형태

건강보험 21,393 91.09

의료급여 2,075 8.84

보훈 17 0.07

응급실 이용여부

아니오 14,104 60.06

예 9,312 39.65

모름 응답거부/ 69 0.29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753 3.21

나쁘다 2,693 11.47

보통 9,699 41.30

좋다 6,098 25.97

매우 좋다 4,023 17.13

모름 응답거부/ 219 0.9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6,880 29.30

고등학교 졸업 8,321 35.43

대학 재학 756 3.22

대학 졸업 6,138 26.14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999 4.25

모름 응답거절/ 391 1.66

표 8 기타 요인별 조사대상자 분포                                . (N=23,485)



환자경험 평가 응답 분포3) 

전반적인 환자경험 수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영역별 문항별 환자경험 평·

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응답 거부 등의 사유로 인한 무응답과 설문조사의 응. 

답 척도에 해당 없음 을 포함하는 문항 에서 해당 없음 으‘ ’ (Q11, Q17, Q19) ‘ ’

로 응답한 것을 제외한 결과이다.

영역별 결과는 가장 긍정적 응답 범주에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의 점수로 제시하였다 표 점수가 높을수록 가장 긍정‘Top-box%’ ( 9). 

적인 응답을 보고한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가장 . ‘

긍정적 응답 범주는 점 척도의 문항 에서는 항상 그랬’ 4 (Q1~12, Q14~19) ‘

다 첨 척도의 문항 에서는 예 점 척도의 문항 에서는 ’, 2 (Q13) ‘ ’, 11 (Q20~21)

점 또는 점 에 응답한 비율로 정의하였다 간호사 영역이 로 ‘9 ’ ‘10 ’ . 66.26%

가장 높았으며 환자권리보장 영역에서 로 가장 낮았다, 51.13% .

문항별 결과는 간호등급과 응답 척도별로 제시하였다 표 간호등급( 10). 

에 따라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문항에서 간호등급이 높을수록 가, 

장 긍정적 응답인 항상 그랬다 로 응답할 확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 . 

점 척도를 가지는 번 문항에서도 간호등급이 등급에서 한 단계씩 낮아2 13 1

질수록 예 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순차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반적 평‘ ’ , 

가 점수를 묻는 번 문항과 추천 의향 점수를 묻는 번 문항에서는 간호20 21

등급이 등급에서 한 단계씩 낮아질수록 평균 점수가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1

양상을 보였다.

간호사 영역 의사 영역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

병원 환경 

영역

환자권리보장 

영역

전반적 평가 

영역

66.26 57.84 61.12 55.82 51.13 53.64

표 9 년 환자경험 평가 영역별 점수               단위. 2019 “Top-box%” ( : %)



평가 
영역 평가 문항 응답 척도 전체

간호등급

등급1 등급2 등급3 등급4

간호사

영역

존중 예의Q1. /

전혀 그렇지 않았다 3.30 2.87 3.18 4.21 4.93

그렇지 않았다 3.08 2.62 2.79 4.26 5.34

그랬다 25.06 23.22 25.80 26.49 29.83

항상 그랬다 68.56 71.28 68.22 65.03 59.89

경청Q2. 

전혀 그렇지 않았다 2.34 1.91 2.34 2.88 3.93

그렇지 않았다 2.94 2.62 2.60 4.20 4.71

그랬다 27.28 25.82 27.18 29.76 32.45

항상 그랬다 67.44 69.65 67.88 63.17 58.91

병원생활 설명Q3. 

전혀 그렇지 않았다 2.37 1.86 2.28 2.73 4.79

그렇지 않았다 4.48 3.82 4.39 5.81 6.75

그랬다 29.67 28.79 29.43 31.74 32.92

항상 그랬다 63.49 65.53 63.90 59.72 55.54

요구 처리 노력Q4. 

전혀 그렇지 않았다 1.71 1.38 1.60 2.24 3.24

그렇지 않았다 3.06 2.66 3.04 3.55 4.61

그랬다 29.67 28.26 30.06 31.24 33.53

항상 그랬다 65.57 67.71 65.30 62.97 58.62

의사

영역

존중 예의Q5. /

전혀 그렇지 않았다 1.70 1.38 1.67 2.24 2.87

그렇지 않았다 2.93 2.71 2.81 2.97 3.33

그랬다 26.26 25.49 26.31 27.95 28.26

항상 그랬다 69.22 70.42 69.22 66.85 65.54

경청Q6. 

전혀 그렇지 않았다 1.60 1.36 1.62 1.65 2.64

그렇지 않았다 3.26 3.14 3.28 3.50 3.50

그랬다 26.82 25.76 27.02 28.95 29.18

항상 그랬다 68.32 69.74 68.08 65.89 64.68

의사와 만나Q7. 
     이야기 할 기회

전혀 그렇지 않았다 3.91 3.92 3.70 4.16 4.47

그렇지 않았다 12.80 12.65 13.35 12.43 11.78

그랬다 40.20 40.90 39.46 40.46 39.39

항상 그랬다 43.09 42.53 43.49 42.95 44.36

회진시간 관련Q8. 
     정보 제공

전혀 그렇지 않았다 5.76 5.19 5.79 6.91 7.41

그렇지 않았다 10.05 9.38 10.34 10.75 11.50

그랬다 33.46 33.36 33.37 35.03 32.86

항상 그랬다 50.73 52.07 50.50 47.31 48.23

투약 

및 

치료

과정

영역

투약 검사 처치 전 Q9. / /
설명

전혀 그렇지 않았다 2.47 1.96 2.56 3.12 4.02

그렇지 않았다 6.59 6.07 6.55 8.57 7.49

그랬다 37.36 37.11 36.91 37.88 39.80

항상 그랬다 53.58 54.86 53.98 50.44 48.70

투약 검사 처치 후 Q10. / /
부작용 설명

전혀 그렇지 않았다 3.61 2.80 3.62 5.01 6.18

그렇지 않았다 8.88 8.42 8.94 10.08 9.79

그랬다 34.49 34.52 33.68 35.64 36.43

항상 그랬다 53.02 54.26 53.76 49.27 47.60

통증 조절 노력Q11. 

전혀 그렇지 않았다 2.21 1.94 2.25 2.50 3.05

그렇지 않았다 4.67 4.69 4.49 4.90 5.06

그랬다 36.84 35.43 36.78 39.79 40.96

항상 그랬다 56.27 57.93 56.47 52.80 50.93

질환에 대한 위로와 Q12. 
공감

전혀 그렇지 않았다 3.52 3.14 3.49 4.20 4.80

그렇지 않았다 7.86 7.56 8.01 8.40 8.19

그랬다 39.04 38.81 38.54 40.33 40.90

항상 그랬다 49.59 50.49 49.95 47.07 46.11

Q13.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

아니오 6.84 5.67 6.73 8.79 11.11

예 93.16 94.33 93.27 91.21 88.89

표 10 간호등급별 환자경험 평가 응답 분포 년 전체 단위 점. (2019 )          ( : %, )



병원

환경

영역

깨끗한 환경Q14. 

전혀 그렇지 않았다 2.25 1.83 2.08 3.12 4.09

그렇지 않았다 5.48 4.33 5.51 7.71 8.92

그랬다 37.60 36.29 37.41 39.90 42.58

항상 그랬다 54.67 57.55 55.01 49.27 44.40

안전한 환경Q15. 

전혀 그렇지 않았다 1.63 1.37 1.48 2.09 3.01

그렇지 않았다 4.02 3.29 3.74 5.36 7.39

그랬다 37.40 34.86 38.01 42.02 43.09

항상 그랬다 56.96 60.48 56.77 50.54 46.51

환자

권리

보장

영역

공평한 대우Q16. 

전혀 그렇지 않았다 1.70 1.49 1.63 2.05 2.70

그렇지 않았다 2.52 2.17 2.46 3.42 3.66

그랬다 34.71 32.74 35.10 36.75 40.86

항상 그랬다 61.07 63.60 60.81 57.78 52.79

불만 제기 용이성Q17. 

전혀 그렇지 않았다 6.82 6.23 6.59 6.83 10.24

그렇지 않았다 11.74 11.62 11.06 12.62 13.98

그랬다 41.92 41.90 41.66 43.47 41.56

항상 그랬다 39.53 40.26 40.70 37.08 34.22

치료 결정 과정Q18. 
      참여 기회

전혀 그렇지 않았다 3.54 3.12 3.81 3.77 4.36

그렇지 않았다 7.83 7.53 7.84 8.87 8.31

그랬다 41.66 41.48 40.78 43.16 44.57

항상 그랬다 46.96 47.87 47.57 44.20 42.76

수치감을 느끼지 Q19. 
않도록 배려

전혀 그렇지 않았다 4.84 4.33 4.90 5.03 6.96

그렇지 않았다 6.64 6.65 6.40 6.89 7.29

그랬다 31.56 30.17 31.70 34.60 35.33

항상 그랬다 56.96 58.85 57.00 53.48 50.42

전반적 

평가

영역

입원경험 종합평가Q20. 

점0 0.80 0.65 0.81 0.73 1.60

점1 0.19 0.14 0.24 0.34 0.14

점2 0.48 0.50 0.40 0.24 0.96

점3 1.15 0.85 1.04 2.05 2.15

점4 1.06 0.83 0.96 1.81 1.83

점5 5.13 4.25 5.38 5.91 7.76

점6 4.03 3.53 3.92 5.51 5.53

점7 12.07 11.37 12.13 13.47 13.88

점8 22.85 23.61 22.12 23.43 21.42

점9 17.20 18.54 17.05 15.18 13.15

점10 35.05 35.74 35.97 31.33 31.60

평균 점( ) 8.31 8.42 8.33 8.08 7.91

추천 의향Q21. 

점0 3.14 2.46 3.15 4.47 5.15

점1 0.46 0.33 0.45 0.79 0.83

점2 0.73 0.63 0.59 0.98 1.53

점3 1.44 1.09 1.29 2.16 3.06

점4 0.96 0.84 0.97 0.98 1.48

점5 7.55 6.56 7.57 9.19 10.81

점6 3.65 3.13 3.76 5.21 4.22

점7 10.03 9.70 10.10 10.47 10.99

점8 17.01 17.69 16.31 17.99 15.54

점9 10.45 11.30 10.18 9.73 8.02

점10 44.57 46.25 45.63 38.03 38.36

평균 점( ) 8.16 8.34 8.19 7.75 7.55



나 환자경험과 간호등급의 관계.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주요 설명변수인 간호등급별로 환자경험 

평가 응답 값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간호등급과 환자경험 간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 가장 긍정적인 범주의 응답은 양수 의 위치에 표현하였으며 그 외. (+) , 

의 응답은 음수 의 위치에 표현하였다 즉 점 척도를 가지는 문항(-) . , 4

문항에서는 항상 그랬다 를 양수 의 위치에 그랬다(Q1~12, Q14~19) ‘ ’ (+) , ‘ ’

와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는 음수 의 위치에 표현하였으며‘ ’, ‘ ’ (-) , 

점 척도를 가지는 문항 은 예 를 양수 의 위치에 아니오 를 음수2 (Q13) ‘ ’ (+) ‘ ’ (-)

의 위치에 표현하였다 다만 점 척도를 가지는 문항 의 문항은 . , 11 (Q20~21)

평균 점수를 제시하였다 모든 결과는 연구 가설에서 구분한 범주 순서에 따. 

라 제시하였다.

범주 1) 1

간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간호사 영역의 문항에서는 전반적으로 

간호등급이 낮을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

다 그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등급은 등급에 비해 가장 긍정적 응답( 2-3). 2 1

인 항상 그랬다 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포인트 포인트‘ ’ 3.76% (Q1), 1.85%

포인트 포인트 낮았다 그림 (Q2), 1.28% (Q3), 1.67% (Q4) ( 2). 

종합병원은 간호등급에 따른 응답 분포 차이가 더욱 뚜렷하였다 일례. 

로 종합병원에서 담당 간호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 ‘

니까 간호사 존중 예의 에 대해 항상 그랬다 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Q1. / )’ ‘ ’

은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로 등급 1 70.30%, 2 66.18%, 3 65.03%, 4 59.89% , 4

이하는 등급에 비해 포인트 낮았다 그 외 문항에서도 등급 이하1 10.41% . 4

는 등급에 비해 항상 그랬다 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포인트1 ‘ ’ 9.96%

포인트 포인트 낮았다 그림 (Q2), 9.14% (Q3), 8.84% (Q4) ( 3).



그림 2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영역 환자경험 . 

응답 분포범주 ( 1)

    

그림 3 종합병원 간호사 영역 환자경험 응답 . 

분포범주 ( 1)

2) 범주  2 

먼저 간호사의 연계 및 조정 역할과 관련된 의사 영역 문항에서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에서 간호등급은 환자경험 간 특별한 연관성을 보

이지 않았다 그림 ( 4-5).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사와 이야기 할 기회 의 항상 그랬다 응답 ‘ (Q7)’ ‘ ’ 

비율은 등급 등급 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의사 회진시간 1 40.45%, 2 42.06% . ‘

관련 정보제공 은 간호등급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높(Q8)’

았다 그림 ( 4). 

종합병원의 경우 역시 의사와 이야기 할 기회 문항에서는 간호등‘ (Q7)’ 

급에 따른 응답 분포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의사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 ‘

에서는 등급 등급 등급 등급 이하 (Q8)’ 1 51.71%, 2 51.18%, 3 47.31%, 4

로 등급 이하가 등급에 비해 포인트 낮았으나 간호등급에 따48.23% , 4 1 3.4%

라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 5).



그림 4 상급종합병원 의사 영역 환자경험 응답 . 

분포범주 ( 2)

 
그림 5 종합병원 의사 영역 환자경험 응답 분포. 

범주 ( 2)

다양한 기전을 통해 간호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약 및 치

료과정 영역 환자권리보장 영역 전반적 평가 영역의 환자경험 문항에서는 , , 

전반적으로 간호등급이 낮을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낮아지는 양

상을 보였다 그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13). . 

먼저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의 문항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 (Q9~13). 

등급은 등급에 비해 가장 긍정적 응답인 항상 그랬다 혹은 예 라고 응2 1 ‘ ’ ‘ ’

답한 사람의 비율이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2.41% (Q9), 1.34% (Q10), 3.28%

포인트 포인트 낮았다 그림 (Q11), 2.18% (Q12), 1.10% (Q13) ( 6, 8). 

종합병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등급 이하는 등급에 비해 가장 긍. 4 1

정적 응답인 항상 그랬다 혹은 예 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포인‘ ’ ‘ ’ 5.12%

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Q9), 5.80% (Q10), 6.05% (Q11), 3.82% (Q12) 5.05%

포인트 낮았다 그림 (Q13) ( 7, 9). 

전반적으로 간호등급이 낮을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낮은 양

상을 보였으나 범주 에 속한 문항과 비교해서는 그 크기가 작았다 그림 , 1 (

6-9).



그림 6 상급종합병원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 환자. (1) 

경험 응답 분포범주 ( 2)

 

그림 7 종합병원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 환자. (1) 

경험 응답 분포범주 ( 2)

그림 8 상급종합병원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 환자. (2) 

경험 응답 분포범주 ( 2)

 그림 9 종합병원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 환자경험 . (2) 

응답 분포범주 ( 2)

다음은 환자권리보장 영역의 문항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Q16~19). 

원 모두에서 간호등급이 낮을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낮았다 상. 

급종합병원은 등급은 등급에 비해 항상 그랬다 의 응답 비율이 포2 1 ‘ ’ 3.89%

인트 포인트 포인트 낮았으며 종합병원은 (Q16), 0.91% (Q17), 1.85% (Q19) , 4

등급 이하가 등급에 비해 포인트 포인트1 10.03% (Q16), 5.47% (Q17), 8.05%

포인트 낮았다 그림 (Q19) ( 10-11). 



그림 10. 상급종합병원 환자권리보장 영역 환자

경험 응답 분포범주 ( 2)

  

그림 11. 종합병원 환자권리보장 영역 환자경험 

응답 분포범주 ( 2)

전반적 평가 영역의 번과 번 문항에서도 간호등급에 따른 응답 분20 21

포 차이가 뚜렷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등급은 등급에 비해 응답 평. 2 1

균 점수가 점 점 낮았으며 종합병원은 등급 이하는 0.16 (Q20), 0.33 (Q21) , 4

등급에 비해 응답 평균 점수가 점 점 낮았다 특히1 0.46 (Q20), 0.67 (Q21) . , 

종합병원에서 간호등급이 낮아질 때마다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 양상이 뚜렷

하였다 그림 ( 12-13). 

그림 12. 상급종합병원 전반적 평가 영역 환자경험 

응답 분포범주 ( 2)

  
그림 13. 종합병원 전반적 평가 영역 환자경험 

응답 분포범주 ( 2)



범주 3) 3

먼저 의사 영역을 살펴보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등급은 등급에 , . , 2 1

비해 가장 긍정적 응답인 항상 그랬다 의 응답 비율이 포인트‘ ’ 2.05% (Q5), 

포인트 포인트 낮았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등급 2.32% (Q6), 0.43% (Q18) . 4

이하가 등급에 비해 항상 그랬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포인1 ‘ ’ 4.37%

트 포인트 포인트 낮았다 그림 전반적(Q5), 4.58% (Q6), 5.06% (Q18) ( 14-15). 

으로 간호등급이 낮을수록 긍정적 응답이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림 14. 상급종합병원 의사 영역 환자경험 

응답 분포범주 ( 3)

   

그림 15. 종합병원 의사 영역 환자경험 응답 

분포범주 ( 3)

병원 환경 영역에서는 간호등급에 따른 응답 분포 차이가 뚜렷하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에서 간호등급이 낮을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

하는 확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관찰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등급은 등. 2 1

급에 비해 포인트 포인트 낮았으며 종합병원은 4.59% (Q14), 5.80% (Q15) , 

포인트 포인트 낮았다 그림 11.76% (Q14), 12.58% (Q15) ( 16-17). 



그림 16. 상급종합병원 병원 환경 영역 환자경험 

응답 분포범주 ( 3)

  
그림 17. 종합병원 병원 환경 영역 환자경험 응답 

분포범주 ( 3)

다 다수준 다중 회귀분석 결과. 

앞서 살펴본 간호등급과 환자경험 간의 관계가 의료기관 및 환자 특성과 

같은 교란요인 보정 후에도 유지되는지 살펴보고자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자료는 의료기관에 환자가 속한 . , 2-

수준의 계층 자료이므로 다수준 분석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 

따라 다중 회귀분석 시행에 앞서 다수준 분석 여부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모든 설명변수를 제외하고 결과변수인 환자경험 평가 결과만을 모형에 

포함한 비조건적 모형 을 추정하였다 집단 내 상관(unconditional model) . 

계수 를 계산하였으며 합동(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 

모형과의 비교를 위해 검정 을 수행하였(pooled) LR (likehood ratio test)

다 검토 결과 병원에 대한 집단 내 상관계수. , (Interclass Correlation 

는 에서 로 나타났다 표 종합병원의 Coefficient, ICC) 0.011 0.055 ( 11-13). 

병원 환경 영역의 문항에서 로 가장 높았다 비조건적 모형의 검정0.055 . LR 

결과 모든 문항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likehood ratio test) , 

타났다 표 즉 병원 내 입원환자들의 환자경험 간 상관관계가 존재( 11-13). , 

하므로 임의 절편 모형이 합동 모형 추정보다 적절함을 의미한다 민(pooled) (

인식과 최필선 이에 의료기관 및 환자 특성을 통제변수로 한 다수준 , 2019).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범주에 따라 제시하였다 표 ( 14-23).



구분
간호사 영역 의사 영역

Q1 Q2 Q3 Q4 Q5 Q6 Q7 Q8

상급

종합

병원

병원 수준 분산 0.07 0.08 0.07 0.08 0.06 0.04 0.07 0.10

ICC 0.023 0.024 0.022 0.025 0.018 0.012 0.022 0.033 

검정 LR χ2 55.58*** 55.38*** 54.85*** 66.44*** 36.31*** 20.80** 76.65*** 125.46***

종합

병원

병원 수준 분산 0.03 0.04 0.05 0.05 0.03 0.02 0.03 0.05

icc 0.018 0.018 0.022 0.022 0.011 0.009 0.010 0.017 

검정 LR χ2 98.74*** 102.96*** 142.11*** 141.16*** 40.18*** 30.77*** 53.91*** 117.53***

표 11 다수준 분석 필요성 검토를 위한 비조건적 모형 추정 결과. (1)

 *** p<0.01, ** p<0.05. * p<0.1

구분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 병원 환경 영역

Q9 Q10 Q11 Q12 Q13 Q14 Q15

상급

종합

병원

병원 수준 분산 0.07 0.06 0.08 0.09 0.07 0.15 0.11

ICC 0.021 0.017 0.025 0.027 0.020 0.046 0.038 

검정 LR χ2 67.40*** 51.22*** 65.43*** 93.96*** 5.79* 184.14*** 139.97***

종합

병원

병원 수준 분산 0.04 0.04 0.03 0.04 0.16 0.15 0.11

icc 0.015 0.016 0.011 0.013 0.047 0.055 0.045 

검정 LR χ2 96.36*** 103.67*** 44.51*** 74.80*** 71.82*** 532.76*** 399.21***

표 12 다수준 분석 필요성 검토를 위한 비조건적 모형 추정 결과. (2)

 *** p<0.01, ** p<0.05. * p<0.1

구분
환자권리보장 영역 전반적 평가 영역

Q16 Q17 Q18 Q19 Q20 Q21

상급

종합

병원

병원 수준 분산 0.07 0.09 0.08 0.06 0.10 0.014

ICC 0.023 0.028 0.025 0.019 0.031 0.028 

검정 LR χ2 64.24*** 46.35*** 83.06*** 37.79*** 148.27*** 135.79***

기타 

종합

병원

병원 수준 분산 0.04 0.04 0.04 0.03 0.13 0.25

icc 0.019 0.016 0.014 0.013 0.037 0.041 

검정 LR χ2 116.98*** 48.72*** 88.42*** 41.41*** 407.37*** 463.91***

표 13 다수준 분석 필요성 검토를 위한 비조건적 모형 추정 결과. (3)

 *** p<0.01, ** p<0.05. * p<0.1



범주 1) 1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번 문항에서만 등급과 등급 간 응답 분포 차, 1 1 2

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등급 외 요인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입. 

원 기관이 병상 이상일수록 서울이 아닌 지역일수록 응급실을 경유1,000 , , 

한 환자일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연령이 , 60

대 이하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 

았다 의료보장 형태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 (

14).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에 따른 응답 분포 차이가 매우 뚜렷하였다, . 

모든 문항에서 간호등급이 낮을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낮아지는 

양상을 관찰하였다 특히 간호사 예의 존중 문항에서 그 차이가 뚜렷. , ‘ / (Q1)' 

하였다 간호등급 외 요인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응급실을 경유한 환자일수. 

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입원 기관이 병상 , 400

이상일수록 연령이 대 이하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학력이 높60 , 

을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번. 3

과 번 문항에서 남성일수록 긍정적 응답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의료기관 4 . 

소재지나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응답 분포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

15).

범주 2) 2 

먼저 간호사가 연계 및 조정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했던 의사 영역의 개 문항 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 (Q7~8) ( 16~17).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번 문항에서 등급과 등급 간 환자경험 응답 , 8 1 2

분포 차이가 유의하였다 간호등급 외 요인에 따라서는 기관의 병상 수가 . 

병상 이상일수록 환자의 성별이 남성일수록 응급실을 경유하였을수1,000 , , 

록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주관, , 

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연. 

령이 대 이하일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낮았으나 그 차이는 60 , 



크지 않았다 의료기관 소재지나 의료보장 형태에 따라서는 특별한 양상이 . 

관찰되지 않았다 표 ( 16).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에 따른 환자경험 응답 분포 차이가 관찰되지 , 

않았다 간호등급 외 요인에 따라서는 남성일수록 응급실 경유 환자일수록. , ,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주관적 ,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보. 

험 환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는 긍정적 응답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번 . 8

문항의 경우 병상 수가 많을수록 긍정적 응답 보고 확률이 높았으나 그 차, 

이는 크지 않았다 의료기관 소재지에 따라서는 특별한 양상이 관찰되지 않. 

았다 표 ( 17).

다음으로 두 번째 범주 중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 환자권리보장 영역, , 

전반적 평가 영역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 18~21). 

먼저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의 개 문항 결과이다 표 상급종, 5 ( 18~19). 

합병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등급은 등급에 비해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 2 1

률이 낮았으며 개 문항 중 개의 문항에서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5 3

났다 간호등급 외 요인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남성일수록 응급실을 경유. , 

한 환자일수록 긍정적 응답 보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주관적 건강상, 

태가 좋을수록 긍정적 응답 보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서울 외 기. 

관일수록 긍정적 응답 보고 확률이 낮았고 연령이 대 이하일수록 긍정적 , 60

응답 보고 확률이 높았으나 일부 문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 . 

따라서는 특별한 양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표 ( 18).

종합병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간호등급이 낮을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 

할 확률이 낮았으며 개 문항 중 개의 문항에서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 5 2

나타났다 간호등급 외 요인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남성일수록 응급실 경. , 

유 환자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 보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으, 

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의료급여 환자일수록 긍정적 응답 보고 확, , 

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병상 수와 연령대에 따라서도 응답 분포의 차이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 19). 



다음으로는 환자권리보장 영역의 개 문항과 전반적 평가 영역의 결과를 3

살펴보았다 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등급은 등급 기( 20~21). , 2 1

관에 비해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낮았으며 개 문항 중 개 문항에, 5 1

서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등급 외 요인에 따라서는 전반적. 

으로 남성일수록 응급실 경유 환자일수록 긍정적 응답 확률이 유의하게 낮, 

았다 연령의 경우에는 환자권리보장 영역에서는 대 미만일수록 긍정적 응. 60

답 보고 확률이 높았으나 반대로 전반적 평가 영역에서는 대 미만일수록 , 60

긍정적 응답 보고 확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문항. 

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 20).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에 따른 응답 분포 차이가 뚜렷하였다 모든 , . 

문항에서 간호등급이 낮을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

졌다 간호등급 외 요인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남성일수록 응급실 경유 환. , 

자일수록 긍정적 응답 보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병상 수가 많은 기관, 

에 입원한 환자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긍정적 응답 보고 확률, 

이 유의하게 높았다 환자권리보장 영역에서는 연령이 대 미만일수록 긍정. 60

적 응답 보고 확률이 높았으나 반대로 전반적 평가 영역에서는 대 미만, 60

일수록 긍정적 응답 보고 확률이 낮았다 또한 환자권리보장 영역에서는 학. 

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 보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표 ( 21). 

 

범주 3) 3

세 번째 범주는 간호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주로 

해당 결과는 일종의 오류 실험 결과로 간주하였다.

먼저 의사 영역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등급 기관은 등급 기관에 , . , 2 1

비해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낮았으며 개 중 개 문항에서 그 차이, 3 2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등급 외 요인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 

병상 이상 기관 입원환자일수록 남성일수록 응급실을 경유한 환자일1,000 , , 

수록 긍정적 응답 보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대 미만 환자일수록 , 60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표 ( 22).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에 따른 응답 분포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 

간호등급 외 요인에 따라서는 남성일수록 응급실 경유 환자일수록 긍정적 , 

응답 보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긍정적 , 

응답 보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대에 따른 응답 분포 차이도 유의한 .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3).

다음은 병원 환경 영역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등급과 등급 간 응. 1 2

답 분포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응급실 경유 환자일수록 긍정적 응답 확률. 

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긍정적 응답 확률이 유, 

의하게 높았다 표 ( 22). 

종합병원의 경우는 간호등급에 따른 응답 분포 차이가 뚜렷하였다 간호. 

등급이 낮을수록 긍정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감소하는 양상이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간호등급 외 요인에 따라서는 응급실 경유 환자일수록 긍정적 . 

응답 보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연령대에 따른 응답 분포 차이도 .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3).



설명변수
간호사 영역

존중 예의Q1. / 경청Q2. 병원생활 설명Q3. 요구처리 노력Q4. 

간호등급
등급1 ref. ref. ref. ref.

등급2 -0.19** -0.14 -0.10 -0.09

병상 수
800-999 ref. ref. ref. ref.

이상1,000 -0.31*** -0.24*** -0.24*** -0.26**

의료기관 

소재지

서울 ref. ref. ref. ref.

경기 -0.22** -0.16 -0.23** -0.27**

충청 -0.14 0.07 0.02 -0.18

전라 -0.37*** -0.24* -0.27* -0.35**

경상 -0.21** -0.30*** -0.28*** -0.32***

강원 -0.37 -0.37 -0.55** -0.58**

제주 - - - -

의료보장 

형태

건강보험 ref. ref. ref. ref.

의료급여 0.11 -0.04 -0.03 0.18*

보훈 - - - -

연령

대60 ref. ref. ref. ref.

대20 0.42*** 0.29** 0.53*** 0.72***

대30 0.26** 0.26** 0.30*** 0.44***

대40 0.33*** 0.22** 0.36*** 0.38***

대50 0.21*** 0.17** 0.23*** 0.22***

대70 -0.07 -0.14* -0.11 -0.08

대 이상80 -0.06 -0.13 -0.05 -0.09

성별
여성 ref. ref. ref. ref.

남성 -0.03 -0.05 -0.04 -0.03

응급실 

이용여부

응급실 미경유 ref. ref. ref. ref.

응급실 경유 -0.13** -0.24*** -0.27*** -0.24***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ref. ref. ref. ref.

나쁨 0.15 0.09 -0.16 0.23

보통 0.33** 0.29** 0.06 0.46***

좋다 0.71*** 0.71*** 0.45*** 0.87***

매우 좋다 1.26*** 1.37*** 1.12*** 1.47***

학력

중졸 이하 ref. ref. ref. ref.

고졸 0.14** -0.02 -0.12* -0.09

대학 재학 0.50** 0.21 0.21 0.25

대학 졸업 0.38*** 0.16* 0.11 0.10

대학원 이상 0.54*** 0.44*** 0.21 0.09

관측치 7,002 7,035 7,027 7,035

병원 수준 분산 0.02 0.03 0.03 0.05

ICC 0.007 0.011 0.011 0.014

검정 LR χ2 8.05*** 12.96*** 14.12*** 23.53***

표 14 범주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상급종합병원. 1: ( )

 *** p<0.01, ** p<0.05. * p<0.1



설명변수
간호사 영역

존중 예의Q1. / 경청Q2. 병원생활 설명Q3. 요구처리 노력Q4. 

간호등급

등급1 ref. ref. ref. ref.

등급2 -0.12** -0.06 -0.09 -0.10

등급3 -0.16** -0.15** -0.08 -0.06

등급 이하4 -0.33*** -0.28*** -0.26*** -0.21**

병상 수

300-399 ref. ref. ref. ref.

400-499 0.10* 0.09 0.16** 0.19***

500-599 0.07 0.04 0.12 0.09

600-699 0.13* 0.17** 0.25*** 0.26***

700-799 0.10 0.17* 0.24** 0.20*

이상800 0.29*** 0.29*** 0.30*** 0.30***

의료기관 

소재지

서울 ref. ref. ref. ref.

경기 -0.01 0.00 -0.01 -0.10

충청 -0.12 -0.17** -0.15 -0.20**

전라 -0.12 -0.06 -0.08 -0.12

경상 -0.07 -0.04 -0.07 -0.04

강원 -0.06 -0.17 -0.22* -0.34**

제주 0.03 0.01 -0.09 -0.01

의료보장 

형태

건강보험 ref. ref. ref. ref.

의료급여 -0.03 -0.05 0.04 0.05

보훈 -0.27 -0.03 -0.35 0.19

연령

대60 ref. ref. ref. ref.

대20 0.45*** 0.37*** 0.35*** 0.36***

대30 0.42*** 0.39*** 0.43*** 0.36***

대40 0.35*** 0.33*** 0.32*** 0.37***

대50 0.25*** 0.22*** 0.21*** 0.23***

대70 0.05 0.15*** 0.09* 0.14***

대 이상80 0.06 -0.03 0.11 0.11

성별
여성 ref. ref. ref. ref.

남성 -0.05 -0.04 -0.09*** -0.06*

응급실 

이용여부

응급실 미경유 ref. ref. ref. ref.

응급실 경유 -0.21*** -0.22*** -0.23*** -0.18***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ref. ref. ref. ref.

나쁨 -0.10 -0.07 -0.15 -0.02

보통 0.13 0.18* 0.12 0.28***

좋다 0.57*** 0.60*** 0.55*** 0.71***

매우 좋다 1.02*** 1.25*** 1.18*** 1.37***

학력

중졸 이하 ref. ref. ref. ref.

고졸 0.04 -0.01 -0.09** -0.01

대학 재학 0.32*** 0.23* 0.20* 0.25**

대학 졸업 0.28*** 0.18*** 0.03 0.14**

대학원 이상 0.59*** 0.50*** 0.26** 0.39***

관측치 15,719 15,756 15,746 15,772

병원 수준 분산 0.02 0.02 0.04 0.04

ICC 0.005 0.006 0.010 0.012 

검정 LR χ2 10.69*** 14.48*** 44.85*** 46.78***

표 15 범주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합병원. 1: ( )

 

*** p<0.01, ** p<0.05. * p<0.1



설명변수
의사 영역 개 문항(2 )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Q7.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Q8. 

간호등급
등급1 ref. ref.

등급2 -0.09 -0.22*

병상 수
800-999 ref. ref.

이상1,000 -0.27*** -0.28**

의료기관 

소재지

서울 ref. ref.

경기 -0.00 -0.02

충청 0.09 -0.06

전라 -0.04 -0.16

경상 0.03 -0.14

강원 -0.38 -0.66**

제주 - -

의료보장 형태

건강보험 ref. ref.

의료급여 0.20** 0.05

보훈 - -

연령

대60 ref. ref.

대20 -0.19* 0.03

대30 -0.11 -0.04

대40 -0.03 -0.01

대50 -0.02 0.02

대70 0.06 0.02

대 이상80 0.26** 0.06

성별
여성 ref. ref.

남성 -0.09** -0.13***

응급실 

이용여부

응급실 미경유 ref. ref.

응급실 경유 -0.11** -0.18***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ref. ref.

나쁨 0.27* -0.03

보통 0.65*** 0.28**

좋다 1.02*** 0.72***

매우 좋다 1.91*** 1.59***

학력

중졸 이하 ref. ref.

고졸 -0.27*** -0.17***

대학 재학 -0.04 -0.02

대학 졸업 -0.20*** -0.18**

대학원 이상 -0.10 0.07

관측치 6,996 6,994

병원 수준 분산 0.04 0.07

ICC 0.013 0.020

검정 LR χ2 33.71*** 60.70***

표 16 범주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상급종합병원. 2: ( )(1)

*** p<0.01, ** p<0.05. * p<0.1



설명변수
의사 영역 개 문항(2 )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Q7.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Q8. 

간호등급

등급1 ref. ref.

등급2 0.00 0.01

등급3 -0.01 -0.09

등급 이하4 0.10 -0.03

병상 수

300-399 ref. ref.

400-499 0.07 0.05

500-599 0.06 0.14*

600-699 -0.01 0.11

700-799 -0.04 0.13

이상800 -0.01 0.20**

의료기관 

소재지

서울 ref. ref.

경기 -0.03 -0.00

충청 -0.07 -0.17*

전라 0.11 -0.10

경상 0.21*** 0.11

강원 0.02 -0.10

제주 0.02 -0.15

의료보장 형태

건강보험 ref. ref.

의료급여 0.18*** 0.21***

보훈 -0.72* -0.45

연령

대60 ref. ref.

대20 -0.21*** -0.15**

대30 0.06 0.12*

대40 0.02 0.13**

대50 -0.06 0.09**

대70 0.20*** 0.16***

대 이상80 0.34*** 0.24***

성별
여성 ref. ref.

남성 -0.14*** -0.16***

응급실 

이용여부

응급실 미경유 ref. ref.

응급실 경유 -0.25*** -0.26***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ref. ref.

나쁨 -0.20** -0.27***

보통 0.18** 0.12

좋다 0.64*** 0.63***

매우 좋다 1.36*** 1.36***

학력

중졸 이하 ref. ref.

고졸 -0.17*** -0.17***

대학 재학 -0.18* 0.05

대학 졸업 -0.23*** -0.17***

대학원 이상 -0.13 -0.14

관측치 15,711 15,625

병원 수준 분산 0.13 0.03

ICC 0.004 0.010

검정 LR χ2 11.21*** 44.93***

표 17 범주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합병원. 2: ( )(1)

*** p<0.01, ** p<0.05. * p<0.1



설명변수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
Q9. 

투약 검사 처치 / /

전 설명

Q10. 

투약 검사 처치 / /

후 부작용 설명

통증조절 Q11. 

노력

질환에 Q12. 

대한 위로와 

공감

퇴원 후 Q13. 

주의사항 치료/

계획 정보제공

간호등급
등급1 ref. ref. ref. ref. ref.

등급2 -0.16* -0.12 -0.20* -0.22** -0.21

병상 수
800-999 ref. ref. ref. ref. ref.

이상1,000 -0.24*** -0.14 -0.23** -0.32*** 0.04

의료기관 

소재지

서울 ref. ref. ref. ref. ref.

경기 -0.25** -0.19* -0.16 -0.10 -0.14

충청 -0.09 0.02 0.10 -0.07 -0.02

전라 -0.29** -0.23* -0.20 -0.10 -0.04

경상 -0.17* -0.09 -0.06 -0.15 -0.28*

강원 -0.44* -0.26 -0.06 -0.35 0.14

제주 - - - - -

의료보장 

형태

건강보험 ref. ref. ref. ref. ref.

의료급여 -0.03 0.21** 0.07 0.05 -0.36**

보훈 - - - - -

연령

대60 ref. ref. ref. ref. ref.

대20 0.27** 0.39*** 0.25* 0.17 0.05

대30 0.10 0.21** 0.25** 0.12 -0.21

대40 0.18* 0.18** 0.35*** 0.11 0.08

대50 0.12* 0.19*** 0.22*** 0.10 0.12

대70 -0.02 -0.10 -0.02 0.02 -0.32**

대 이상80 -0.00 0.10 0.05 0.24* -0.71***

성별
여성 ref. ref. ref. ref. ref.

남성 -0.16*** -0.12** -0.11** -0.12** -0.14

응급실 

이용여부

응급실 미경유 ref. ref. ref. ref. ref.

응급실 경유 -0.21*** -0.20*** -0.18*** -0.11** -0.15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ref. ref. ref. ref. ref.

나쁨 0.03 0.01 -0.00 0.11 0.25

보통 0.30** 0.31** 0.40*** 0.56*** 1.16***

좋다 0.81*** 0.73*** 0.96*** 1.07*** 1.98***

매우 좋다 1.71*** 1.71*** 1.76*** 1.99*** 2.38***

학력

중졸 이하 ref. ref. ref. ref. ref.

고졸 -0.12* -0.16** -0.19*** -0.22*** -0.04

대학 재학 0.10 -0.14 -0.00 -0.05 0.66

대학 졸업 -0.13* -0.24*** -0.04 -0.20*** -0.10

대학원 이상 0.17 0.11 0.21 0.04 0.27

관측치 7,033 7,020 6,145 7,003 7,016

병원 수준 분산 0.03 0.03 0.05 0.05 0.01

ICC 0.009 0.010 0.013 0.016 0.004

검정 LR χ2 15.35*** 18.28*** 22.33*** 40.24*** 0.21

표 18 범주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상급종합병원. 2: ( )(2)

*** p<0.01, ** p<0.05. * p<0.1



설명변수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
Q9. 

투약 검사 처치 / /

전 설명

Q10. 

투약 검사 처치 / /

후 부작용 설명

Q11. 

통증조절 

노력

질환에 Q12. 

대한 위로와 

공감

퇴원 후 Q13. 

주의사항 치료계획 /

정보제공

간호등급

등급1 ref. ref. ref. ref. ref.

등급2 -0.01 -0.05 -0.02 -0.01 -0.27**

등급3 -0.06 -0.09 -0.05 -0.06 -0.23

등급 이하4 -0.08 -0.14* -0.09 -0.05 -0.53***

병상 수

300-399 ref. ref. ref. ref. ref.

400-499 0.14** 0.18*** 0.05 0.13** 0.03

500-599 0.06 0.11 0.05 0.12 0.15

600-699 0.24*** 0.20** 0.16** 0.12 0.06

700-799 0.11 0.17* -0.01 0.08 0.09

이상800 0.28*** 0.29*** 0.15* 0.15* 0.39**

의료기관 

소재지

서울 ref. ref. ref. ref. ref.

경기 -0.10 -0.14** -0.07 -0.08 -0.19

충청 -0.10 -0.14 -0.12 -0.06 -0.10

전라 -0.05 -0.02 -0.04 0.06 -0.27

경상 0.03 -0.02 0.05 0.02 -0.06

강원 -0.18 -0.24** -0.09 -0.12 -0.35*

제주 -0.09 -0.00 0.04 -0.18 0.06

의료보장 

형태

건강보험 ref. ref. ref. ref. ref.

의료급여 0.10* 0.13** 0.11* 0.17*** -0.06

보훈 -0.40 -0.23 -0.28 -0.09 -0.62

연령

대60 ref. ref. ref. ref. ref.

대20 0.12 0.10 0.24*** -0.16** 0.08

대30 0.42*** 0.27*** 0.29*** 0.16** 0.36**

대40 0.25*** 0.28*** 0.36*** 0.13** 0.15

대50 0.19*** 0.17*** 0.19*** 0.07 0.18*

대70 0.11** 0.07 0.19*** 0.24*** -0.15*

대 이상80 0.18** 0.22*** 0.20** 0.28*** -0.16

성별
여성 ref. ref. ref. ref. ref.

남성 -0.17*** -0.11*** -0.22*** -0.12*** -0.24***

응급실 

이용여부

응급실 미경유 ref. ref. ref. ref. ref.

응급실 경유 -0.18*** -0.24*** -0.17*** -0.19*** -0.42***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ref. ref. ref. ref. ref.

나쁨 -0.11 -0.23** -0.26** -0.10 0.31**

보통 0.23** 0.22** 0.21** 0.38*** 0.93***

좋다 0.75*** 0.72*** 0.73*** 0.93*** 1.74***

매우 좋다 1.59*** 1.54*** 1.50*** 1.71*** 2.37***

학력

중졸 이하 ref. ref. ref. ref. ref.

고졸 -0.18*** -0.19*** -0.10** -0.20*** -0.03

대학 재학 -0.01 -0.17 -0.00 -0.11 0.39

대학 졸업 -0.23*** -0.28*** 0.03 -0.10** -0.11

대학원 이상 -0.05 -0.22** 0.21** -0.00 0.14

관측치 15,755 15,746 14,077 15,718 15,723

병원 수준 분산 0.27 0.03 0.02 0.03 0.07

ICC 0.008 0.008 0.005 0.007 0.020

검정 LR χ2 32.71*** 32.61*** 9.72*** 25.16*** 16.17***

표 19 범주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합병원. 2: ( )(2)

*** p<0.01, ** p<0.05. * p<0.1



설명변수
환자권리보장 영역 개 문항(3 ) 전반적 평가 영역

공평한 Q16. 

대우

불만 Q17. 

제기 용이성

Q19.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

입원경험 Q20. 

종합평가

추천 Q21. 

의향

간호등급
등급1 ref. ref. ref. ref. ref.

등급2 -0.09 -0.17 -0.14 -0.15 -0.28**

병상 수
800-999 ref. ref. ref. ref. ref.

이상1,000 -0.15 -0.31*** -0.32*** -0.12 -0.08

의료기관 

소재지

서울 ref. ref. ref. ref. ref.

경기 -0.21* -0.13 -0.23** -0.15 -0.15

충청 -0.22 -0.06 -0.06 -0.20 -0.17

전라 -0.42*** -0.22 -0.16 -0.17 -0.18

경상 -0.12 -0.09 -0.16 -0.22** -0.23*

강원 -0.49* -0.42 -0.51* -0.75*** -0.82***

제주 - - - - -

의료보장 

형태

건강보험 ref. ref. ref. ref. ref.

의료급여 0.01 0.13 -0.08 0.08 0.10

보훈 - - - - -

연령

대60 ref. ref. ref. ref. ref.

대20 0.67*** 0.19 0.06 -0.28*** -0.54***

대30 0.35*** -0.32** 0.11 -0.34*** -0.53***

대40 0.30*** 0.07 0.14 -0.16** -0.31***

대50 0.10 -0.04 0.07 0.02 -0.20***

대70 -0.03 0.07 -0.02 0.10* 0.14*

대 이상80 0.08 0.08 -0.03 0.16 0.19

성별
여성 ref. ref. ref. ref. ref.

남성 -0.07 -0.03 -0.12** -0.17*** -0.32***

응급실 

이용여부

응급실 미경유 ref. ref. ref. ref. ref.

응급실 경유 -0.18*** -0.03 -0.08 -0.16*** -0.17***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ref. ref. ref. ref. ref.

나쁨 0.04 -0.01 -0.06 0.55*** 0.52***

보통 0.18 0.32* 0.14 1.10*** 1.34***

좋다 0.66*** 0.75*** 0.63*** 1.64*** 2.00***

매우 좋다 1.54*** 1.71*** 1.37*** 2.24*** 2.60***

학력

중졸 이하 ref. ref. ref. ref. ref.

고졸 0.03 -0.35*** -0.08 -0.32*** -0.26***

대학 재학 0.52*** 0.08 0.35* -0.22* -0.18

대학 졸업 0.21*** -0.28*** 0.19** -0.35*** -0.34***

대학원 이상 0.52*** -0.06 0.36** -0.25** -0.10

관측치 7,015 3,882 5,217 7,024 6,970

병원 수준 분산 0.04 0.05 0.03 0.05 0.06

ICC 0.011 0.014 0.009 0.018 0.014

검정 LR χ2 17.39*** 15.38*** 10.45*** 61.88*** 46.54***

표 20 범주 다수준 로지스틱 선형 회귀분석 결과 상급종합병원. 2: ( ) ( )

*** p<0.01, ** p<0.05. * p<0.1



설명변수

환자권리보장 영역 개 문항(3 ) 전반적 평가 영역

공평한 Q16. 

대우

불만 Q17. 

제기 용이성

Q19.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

입원경험 Q20. 

종합평가

추천 Q21. 

의향

간호등급

등급1 ref. ref. ref. ref. ref.

등급2 -0.08 0.06 -0.08 -0.09 -0.11

등급3 -0.13* 0.04 -0.07 -0.16* -0.28**

등급 이하4 -0.26*** -0.15** -0.18** -0.32*** -0.48***

병상 수

300-399 ref. ref. ref. ref. ref.

400-499 0.03 0.12* 0.03 0.18** 0.26**

500-599 -0.04 0.03 -0.01 0.02 0.07

600-699 0.19** 0.28*** 0.09 0.20** 0.24*

700-799 0.08 0.22** 0.03 0.18 0.34*

이상800 0.19** 0.28*** 0.16* 0.37*** 0.56***

의료기관 

소재지

서울 ref. ref. ref. ref. ref.

경기 -0.13* -0.10 -0.12 -0.14 -0.18

충청 -0.15 -0.17* -0.14 -0.22* -0.29*

전라 -0.05 -0.00 -0.04 0.01 0.02

경상 0.02 -0.01 0.01 -0.03 -0.07

강원 -0.15 -0.30*** -0.29** -0.35** -0.33*

제주 -0.01 -0.35** -0.06 -0.14 -0.06

의료보장 

형태

건강보험 ref. ref. ref. ref. ref.

의료급여 0.01 -0.08 0.06 0.10** 0.21***

보훈 0.07 -0.30 -0.24 0.21 0.48

연령

대60 ref. ref. ref. ref. ref.

대20 0.60*** -0.22** 0.11 -0.49*** -0.75***

대30 0.49*** 0.03 0.25*** -0.25*** -0.49***

대40 0.35*** 0.02 0.27*** -0.17*** -0.25***

대50 0.20*** -0.03 0.16*** -0.11*** -0.17***

대70 0.17*** 0.31*** 0.21*** 0.18*** 0.31***

대 이상80 0.16* 0.38*** 0.37*** 0.17** 0.39***

성별
여성 ref. ref. ref. ref. ref.

남성 -0.08** 0.01 -0.23*** -0.10*** -0.26***

응급실 

이용여부

응급실 미경유 ref. ref. ref. ref. ref.

응급실 경유 -0.24*** -0.13*** -0.23*** -0.24*** -0.31***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ref. ref. ref. ref. ref.

나쁨 -0.15 -0.26** -0.17 0.19** 0.31***

보통 0.14 -0.02 -0.01 0.74*** 1.06***

좋다 0.64*** 0.40*** 0.47*** 1.37*** 1.88***

매우 좋다 1.44*** 1.30*** 1.27*** 1.92*** 2.53***

학력

중졸 이하 ref. ref. ref. ref. ref.

고졸 -0.08* -0.33*** -0.02 -0.30*** -0.34***

대학 재학 0.01 -0.16 0.17 -0.23** -0.26**

대학 졸업 0.14*** -0.29*** 0.14** -0.37*** -0.45***

대학원 이상 0.45*** -0.15 0.24** -0.30*** -0.35***

관측치 15,741 8,791 11,264 15,744 15,627

병원 수준 분산 0.27 0.01 0.02 0.06 0.12

ICC 0.008 0.002 0.006 0.020 0.022

검정 LR χ2 27.56*** 1.51 9.63*** 168.74*** 184.00***

표 21 범주 다수준 로지스틱 선형 회귀분석 결과 종합병원. 2: ( ) ( )

*** p<0.01, ** p<0.05. * p<0.1



설명변수
의사 영역 의사 관련 개 문항( 3 ) 병원 환경 영역

존중 예의Q5. / 경청Q6. 
치료 결정  Q18. 

과정 참여 기회

깨끗한 Q14. 

환경

안전한 Q15. 

환경

간호등급
등급1 ref. ref. ref. ref. ref.

등급2 -0.08 -0.17** -0.19* -0.08 -0.22

병상 수
800-999 ref. ref. ref. ref. ref.

이상1,000 -0.16** -0.23*** -0.31*** -0.03 -0.16

의료기관 

소재지

서울 ref. ref. ref. ref. ref.

경기 -0.16 -0.11 -0.12 -0.03 -0.02

충청 -0.10 0.01 -0.05 -0.46** -0.26

전라 -0.33*** -0.15 -0.05 -0.30 -0.21

경상 -0.09 -0.02 -0.14 -0.10 -0.14

강원 -0.58** -0.42** -0.32 -0.65 -0.62*

제주 - - - - -

의료보장 

형태

건강보험 ref. ref. ref. ref. ref.

의료급여 0.13 -0.02 -0.09 -0.01 -0.05

보훈 - - - - -

연령

대60 ref. ref. ref. ref. ref.

대20 0.14 0.32** 0.48*** 0.70*** 0.80***

대30 0.02 0.08 0.24** 0.36*** 0.56***

대40 0.03 0.06 0.18** 0.05 0.27***

대50 0.04 0.13* 0.06 0.10 0.09

대70 -0.01 -0.02 0.03 0.04 0.00

대 이상80 -0.05 0.00 0.24* 0.50*** 0.27**

성별
여성 ref. ref. ref. ref. ref.

남성 -0.23*** -0.24*** -0.18*** 0.05 -0.06

응급실 

이용여부

응급실 미경유 ref. ref. ref. ref. ref.

응급실 경유 -0.19*** -0.15*** -0.20*** -0.13** -0.12**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ref. ref. ref. ref. ref.

나쁨 0.05 0.02 0.07 -0.30* 0.13

보통 0.32** 0.41*** 0.32** 0.01 0.33**

좋다 0.84*** 0.93*** 0.77*** 0.51*** 0.80***

매우 좋다 1.70*** 1.77*** 1.72*** 1.41*** 1.76***

학력

중졸 이하 ref. ref. ref. ref. ref.

고졸 -0.01 -0.05 -0.26*** -0.11 -0.14**

대학 재학 0.21 0.13 -0.01 -0.03 0.08

대학 졸업 0.02 0.00 -0.24*** -0.02 -0.00

대학원 이상 0.23 0.21 -0.14 0.20 0.28**

관측치 7,031 7,035 6,892 7,027 7,029

병원 수준 분산 0.04 0.05 0.03 0.05 0.06

ICC 0.011 0.014 0.009 0.018 0.014

검정 LR χ2 17.39*** 15.38*** 10.45*** 61.88*** 46.54***

표 22 범주 오류 실험 결과 상급종합병원. 3: (falsification test) ( )

*** p<0.01, ** p<0.05. * p<0.1



설명변수
의사 영역 의사 관련 개 문항( 3 ) 병원 환경 영역

존중 예의Q5. / 경청Q6. 
치료 결정Q18. 

과정 참여 기회

깨끗한 Q14. 

환경

안전한 Q15. 

환경

간호등급

등급1 ref. ref. ref. ref. ref.

등급2 -0.05 -0.06 -0.01 -0.09 -0.12

등급3 -0.11 -0.09 -0.07 -0.23* -0.23**

등급 이하4 -0.11 -0.10 -0.08 -0.41*** -0.40***

병상 수

300-399 ref. ref. ref. ref. ref.

400-499 0.04 0.04 0.07 0.10 0.12

500-599 0.01 0.01 0.07 -0.05 -0.00

600-699 -0.04 0.03 0.16** 0.25* 0.26**

700-799 -0.00 0.02 0.08 0.16 0.15

이상800 0.06 0.11 0.21** 0.35** 0.38***

의료기관 

소재지

서울 ref. ref. ref. ref. ref.

경기 -0.16** -0.07 -0.06 0.05 -0.05

충청 -0.17** -0.10 -0.05 -0.06 -0.12

전라 -0.07 -0.01 0.09 -0.02 -0.06

경상 0.03 0.08 0.03 0.18 0.10

강원 -0.10 -0.06 -0.17 -0.22 -0.20

제주 -0.25 -0.11 -0.10 0.12 0.01

의료보장 

형태

건강보험 ref. ref. ref. ref. ref.

의료급여 0.19*** 0.08 0.15*** 0.16*** 0.10*

보훈 0.99 0.42 0.03 -0.09 -0.81*

연령

대60 ref. ref. ref. ref. ref.

대20 -0.05 -0.04 0.30*** 0.42*** 0.57***

대30 0.16** 0.16** 0.50*** 0.28*** 0.40***

대40 0.15** 0.17** 0.20*** 0.17*** 0.28***

대50 0.11** 0.09* 0.11** 0.05 0.10**

대70 0.17*** 0.09* 0.25*** 0.28*** 0.19***

대 이상80 0.08 0.07 0.34*** 0.48*** 0.38***

성별
여성 ref. ref. ref. ref. ref.

남성 -0.21*** -0.25*** -0.19*** 0.04 -0.04

응급실 

이용여부

응급실 미경유 ref. ref. ref. ref. ref.

응급실 경유 -0.26*** -0.27*** -0.19*** -0.16*** -0.19***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ref. ref. ref. ref. ref.

나쁨 -0.08 -0.03 -0.08 -0.25** -0.19*

보통 0.28*** 0.29*** 0.26*** 0.04 0.09

좋다 0.80*** 0.84*** 0.75*** 0.50*** 0.60***

매우 좋다 1.43*** 1.53*** 1.62*** 1.23*** 1.36***

학력

중졸 이하 ref. ref. ref. ref. ref.

고졸 0.00 0.03 -0.25*** -0.15*** -0.20***

대학 재학 0.08 0.11 -0.13 -0.07 -0.12

대학 졸업 0.08 0.10* -0.12** -0.10** -0.10*

대학원 이상 0.29*** 0.29*** -0.09 -0.08 0.04

관측치 15,780 15,784 15,494 15,763 15,764

병원 수준 분산 0.19 0.00 0.05 0.12 0.10

ICC 0.006 0.000 0.014 0.036 0.029

검정 LR χ2 5.11** 0.01 34.03*** 121.43*** 86.66***

표 23 범주 오류 실험 결과 종합병원. 3: (falsification test) ( )

*** p<0.01, ** p<0.05. * p<0.1



라 간호등급에 따른 환자경험 응답 예측확률. 

간호등급에 따른 응답 분포 차이가 뚜렷하였던 종합병원의 간호사 영역 

환자경험 문항에 대하여 회귀분석 추정치를 사용한 환자경험 응답 예측확률

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통제 변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가장 긍정적 응답 . 

범주인 항상 그랬다 를 선택할 확률 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간호‘ ’ (Top-box%) . 

사 부족이 환자경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하여 부

정적 응답 범주인 항상 그렇지 않았다 혹은 그렇지 않았다 를 선택할 확률‘ ’ ‘ ’

이 어떠한지도 함께 살펴보았다(Bottom-box%) .

예측 확률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먼저 가장 긍정적 ( 18, 19). , 

응답 범주에 해당하는 항상 그랬다 를 선택할 확률은 간호등급이 낮을수록 ‘ ’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통제변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번 문항에 ( 18). 1

대해 예측된 항상 그랬다 선택 확률은 등급 등급 등‘ ’ 1 70.28%, 2 67.73%, 3

급 등급 이하 로 등급 이하는 등급에 비해 가장 긍정66.91%, 4 63.11% , 4 1

적 응답 범주를 선택할 확률이 낮았다 번 문항은 등급 7.17%p . 2 1 68.77%, 

등급 등급 등급 이하 였다 번 문항은 등급 2 67.38%, 3 65.43%, 4 62.53% . 3 1

등급 등급 등급 이하 였으며 번 64.28%, 2 62.11%, 3 62.41%, 4 58.25% , 4

문항은 등급 등급 등급 등급 이하 1 67.15%, 2 64.91%, 3 65.89%, 4 62.43%

였다.

반대로 부정적 응답 범주에 해당하는 항상 그렇지 않았다 혹은 그렇지 ‘ ’ ‘

않았다 를 선택할 확률은 간호등급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 (

통제변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번 문항에 대해 예측된 항상 그렇지 않19). 1 ‘

았다 혹은 그렇지 않았다 를 선택할 확률은 등급 등급 ’ ‘ ’ 1 5.62%, 2 6.29%, 3

등급 등급 이하 로 등급 이하는 등급에 비해 부정적 응답 6.52%, 4 7.62% , 4 1

범주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번 분항은 등급 등급 2%p . 2 1 4.69%, 2

등급 등급 이하 였다 번 문항은 등급 4.98%, 3 5.42%, 4 6.10% . 3 1 6.34%, 2

등급 등급 등급 이하 였으며 번 문항은 등급 6.92%, 3 6.84%, 4 8.04% , 4 1

등급 등급 등급 이하 였다4.25%, 2 4.68%, 3 4.49%, 4 5.19% .



그림 18 간호사 영역 환자경험 응답 항상 그랬다 예측 확률 종합병원. ‘ ’ ( ) 

그림 19 간호사 영역 환자경험 응답 . 그렇지 않았다 및 전혀 그렇지 않았다‘ ’ ‘ ’ 예측 확률 종합병원 ( )



고찰3. 

가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입원환자 환자경험에 간호사 확보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 환. , 

자경험을 보고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상급종합. 

병원보다 종합병원에서 뚜렷하였다.

종합병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구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먼저 연구 가설 중 범주 의 결과에서는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을수록 긍정, 1

적 응답을 보고할 확률이 낮아지는 양상이 뚜렷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기, 

관 및 개인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와 .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항의 환자경험과 간호사 확보수준 간에는 양의 연관

성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Kutney-Lee et al., 2009; Martsolf et al., 

와 일치하는 결과였다2016; Hong & Cho, 2021, Liu et al., 2020) .

범주 에 해당하는 환자경험에서도 전반적으로 연구 가설과 일치하는 결2

과를 보였다 그러나 연구 가설에서 구분한 영향 기전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 

있었다 먼저 간호사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연계하고 조정하는 의사소통 . ,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두 개의 문항 의(Q7, 

사를 만나 이야기할 기회 의사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 에서는 예상과 , Q8. )

달리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두 문항은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 

문항으로 도영경 등 이러한 문항과 간호사 확보수준과의 관계를 다룬 ( , 2015) 

선행 연구는 없었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 

수 있다 첫째 환자와 의사의 의사소통을 연계하는 간호사의 조정자 역할보. , 

다는 다른 요인 특히 의사의 역할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 . 

째 간호사가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간, , 

호사의 양적 수준보다는 의료기관 내 업무 체계나 조직 문화와 같은 맥락적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간호사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 

조정하고 연계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간(setting) , 



호사 확보수준이 충분하더라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

다 간호사의 의사소통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환자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범주 의 문항 중 정확한 기전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전체 치료과정의 2

참여자로서 간호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환자경험 문항에서는 전

반적으로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효과의 크기는 간호사 영. 

역에 비해 작았으나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환자경험을 보고, 

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문항 투약 검사 처치 전 . (Q9. / /

설명 통증조절 노력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 에서는 유의한 , Q11. , Q12. )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범주 에 포함된 투약 검사 처치 후 부작용 설명 퇴원 후 주의2 ‘ / / (Q10)’, ‘

사항 치료계획 정보 제공 과 같은 정보 제공 관련 문항과 같은 문항에 / (Q13)’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Hockenberry et al., 2016; 

Kutney_Lee et al., 2009; Liu et al., 2020; Stimpfel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만 약한 연관성을 관찰하였Stimpfel et al., 2016). 

다 공평한 대우 나 불만제기 용이성 신체노출 등 수치감 관. ‘ (Q16)’ ‘ (Q17)’, ‘

련 배려 와 같은 개별 문항은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문항이므로 이(Q19)’

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문항과 유사하게 간호사 . 

확보수준과 유의하지만 약한 연관성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투약 검. ‘ /

사 처치 전 설명 과  통증 조절 노력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 (Q9)’ ‘ (Q11)’, ‘

문항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Q12) . 

투약 검사 처치 전 설명 통증 조절 노력 이나 질환에 대한 ‘ / / (Q9)’, ‘ (Q11)’ ‘

위로와 공감 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Q12)’

이유일 수 있다 간호 활동의 특성에 따라 간호사의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 

는 점이다 간호사는 혈당 및 혈압 모니터링 활력 징후 확인 통증 관리 약. , , , 

물 투여와 같이 가시적으로 측정되고 임상적 활동을 우선하여 수행하는 경향

이 있으며 가장 많이 누락되는 간호 업무 중 하나가 환자 위안 및 대화와 , 

같은 정서적 심리적 지원임에도 간호사는 이러한 활동보다는 환자의 생리적 ·



요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Cho et al., 2020; 

즉 간호Cho et al., 2019; Griffiths et al., 2018; Lake et al., 2016). , 

사 확보수준이 낮은 의료기관이더라도 상대적으로 통증 관리와 같은 간호 서

비스는 충분한 수준으로 제공되었을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간호등급을 받, 

은 의료기관이더라도 정서적 지원과 같은 간호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

하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환자경험 응답 차이가 .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범주 에 포함된 환자경험 분석은 일종의 오류 실험3 (falsification test)

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범주 과 에서 추정된 결과는 특. 1 2

정 시점에 수집된 횡단면 자료 를 활용한 연구이므로(cross-sectional data) , 

이 결과가 상관관계 에 불과한 것인지 인과적 효과(correlation) (causal 

를 나타내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effect) . 

본 연구에서는 의사 관련 영역과 병원 환경 영역에는 간호사 확보수준이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범주 을 세우고 범주 과 의 결과를 해( 3) , 1 2

석하고자 하였다.

범주 의 오류 실험 결과는 연구 가설에서 구분한 환자경험 영역에 따3

라 차이가 있었다 의사 관련 영역의 결과에서는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 

과가 나타났다 의사 존중 예의 의사 경청 치료 결정 과정 참. ‘ / (Q5)’, ‘ (Q6)’, ‘

여 기회 의 세 문항 모두에서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응답 분포의 차(Q18)’

이가 없었다 반면 병원 환경 관련 문항을 활용한 오류 실험 결과는 연구 . , 

가설과 일치하지 않았다 병원 환경 영역의 깨끗한 환경 안전한 환. ‘ (Q14)’, ‘

경 의 두 문항 모두에서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응답 분포의 차이가 (Q15)’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환경 영역에서 예상과 달리 간호등급에 따른 응답 분포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교. 

란 요인이 불충분하게 통제되었을 가능성이다 간호사 확보수준은 환자경험.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간호사 확보수준과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 

측정되지 않은 교란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연구 가. 



설과 달리 간호사가 병원 환경 영역의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간호사의 양적 수준은 병원 시설 자체와 연관성이 .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에서는 병원 환경 영역 환자경험. 

에 간호사 확보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 

환자의 안전관리 및 청결 유지 등의 주변 환경 관리 업무는 여전히 간호의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간호사의 양적 수준은 병원 환경 모니터. 

링 횟수나 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병원 환경 영역의 오류 실험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범주 과 에서 추, 1 2

정된 효과를 전적으로 간호사 확보수준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간호사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던 범주 과 에서 전. 1 2

반적으로 연구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는 점 간호사의 영향을 받지 , 

않을 것이라 예상했던 범주 의 의사 관련 영역에서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3

는 점 범주 의 병원 환경 영역에 간호사 확보수준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 3

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정된 결과를 모든 교란요인에 의해 왜곡된 결과

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추정된 효과에 비해 실제 간호. , 

사 확보수준이 환자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경우 간호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범주 과 , 1 2

의 환자경험에서 간호등급에 따른 응답 분포의 유의함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 

연구 가설과는 달리 강한 인과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범주 의 간1

호사 영역에서는 개의 문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또한 인과적 1 .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범주 의 의사 영역 결과에서도 간호등급에 3

따른 응답 분포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되지 않. 

은 교란 요인이 불충분하게 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론적으. 

로 의사 경청 과 같은 의사 관련 환자경험에 간호사 확보수준이 미치는 ‘ (Q6)'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상급종합병원의 결과에서 나타난 환자경, 

험 응답 분포의 차이는 간호사 확보수준의 인과적 효과로 인한 것이라고 해

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확보수준이 환자. 



경험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관찰되지 않은 교란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에서 성별과 응급실 이용여부 주관적 건, 

강상태는 환자경험 결과의 중요한 예측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 , 

의 경우 환자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성일수록 긍정적 환(Batbaatar et al.. 2017), 

자경험을 보고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 및 응급실 . 

이용여부는 많은 연구에서 강력한 예측 변수로 보고되고 있는데(Batbaatar 

본 연구에서도 역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et al.. 2017), . 

태가 나쁠수록 응급실을 경유한 환자일수록 긍정적 환자경험을 보고할 확률,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요인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여부에 따라 또는 결과변수인 환자경, 

험 문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병상 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반. , 

적으로 병상 이상의 기관일수록 병상 미만의 기관에 비해 긍정1,000 1,000

적 응답 보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종합병원에서는 병상 수가 적은 기관일. , 

수록 긍정적 환자경험 보고 확률이 낮았다 종합병원에서 병상 수가 적은 기. 

관일수록 긍정적 환자경험 보고 확률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 환자, 2

경험 평가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병상 미만의 기관은 긍정적 환자경300

험을 보고할 확률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관 소재지의 경우 전반. , 

적으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긍정적 응답 보고 확률이 낮았으나 의사 영역 , 

문항에서는 서울이 아닌 지역의 기관에서 긍정적 응답 보고 확률이 높은 경

우도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을 . 

보고할 확률이 낮았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 ‘

회 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 보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Q7)’

다 그 외 학력에 따라서는 문항에 따라 달랐으나 전반적으로는 학력이 높을. 

수록 긍정적 환자경험을 보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 

우 간호사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의사 관련 영역의 환자경험을 제외하면 , 



전반적으로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 환자경험을 보고할 확률이 

낮았다 특히 간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간호사 영역 환자경험에서 그 . , 

차이가 뚜렷하였다 추정된 결과를 전적으로 간호사 확보수준의 인과적 효과. 

로 해석하는 것은 제한이 있겠으나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 

간호사 확보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입원환자 환자경험 향상에 일정 수준 기

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 연구의 한계.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의 대상이 병상 이상의 . , 300

개 종합병원이므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병원에 입원한 환자만이 본 연151

구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전체 인구 집단으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 

은 어려울 수 있다 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으로 환자경험 평가의 대상이 . 300

확대되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 . , 

활용한 자료는 횡단면 자료이기 때문에 추정된 결과를 인과적 효과로 해석하

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간호사 . 

확보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관련 문항을 활용한 

오류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본 연구의 결과를 전적으로 인. 

과관계라고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향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호. 

사 확보수준이 환자경험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

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간호등급은 산정 기준이 . ,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다 표 기본적으로는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를 ( 3). ‘ ’

기준으로 하나 병상 가동률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일부 기관에 한해 환자 , ‘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기준이 적용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따라’ ( , 2019). 

서 같은 병상 및 간호사 수를 가진 기관이더라도 간호등급은 서로 다를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에는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 

없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넷째 같은 간호등급을 가. , 

진 기관일지라도 간호의 시간과 질은 각 기관의 근무 형태나 업무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향후 환자경험에 간호사가 미치는 영향에 (Spetz, 2008). 



대한 연구에서는 간호 시간과 질적 수준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

다.

다 연구의 의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본 연. 

구는 환자경험 평가의 원자료 를 사용하여 간호사 확보수준이 환(raw data)

자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선행 연구와 비교하. 

여 원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 본 연구가 갖는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 , 

환자경험에 간호사 확보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개별 문항별로 분석할 수 있었

다 또한 개별 문항을 인과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주와 인과적 .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주로 구분하여 오류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둘째 환자 단위의 . , 

자료를 사용하여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에 고려할 수 있었다 환. 

자의 성별과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환자경, 

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Elliott et al., 2009; 

경훈 김은나 이러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함으로써 환자 개인 , 2021; , 2015). 

특성으로 인한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셋째 다수준 분석을 시도하. , 

였다 환자 단위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환자가 의료기관에 속한 계. (nested) 

층 구조를 분석에 고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집단 내 개인이 갖는 상관성으로 , 

인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의료기관 및 환자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 환자경험에 

간호사 확보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다수준 접근을 통해 평가 문항별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연구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는 간. , 

호등급에 따른 환자경험 응답 분포 차이가 뚜렷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통, 

제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경험에 간호사 확보수. 

준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환자경험 문항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 

으로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 환자경험을 보고할 확률이 낮았다. 

일례로 의료기관 특성 및 환자 개인 특성을 고정한 상태에서 간호사 영역의 , 

번 문항에 대해 가장 긍정적 응답인 항상 그랬다 를 선택할 확률은 등급 1 ‘ ’ 1

등급 등급 등급 이하 로 등급 이70.28%, 2 67.73%, 3 66.91%, 4 63.11% , 4

하는 등급에 비해 가장 긍정적 응답을 선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1 7.17%p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 확보수준이 낮은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 

준 향상이 입원환자 환자경험 향상에 일정 수준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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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tient Experience of Inpatients 

and Nurse Staffing Level in 

General Hospitals 

Yeongchae Song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As the need to evaluate healthcare quality from the 

patient's perspective is being increasingly recognized, the Patient 

Experience Assessment (PEA) has recently been conduc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Few studies, 

however, have examined factors that affect patient experience in 

South Korea. Nurse staffing level is known to be a vital structural 

factor affecting patient experience in the literature. Nevertheless, 

the number of practicing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South 

Korea is relatively low; accordingly, patient experience could be 

improved through enhancing nurse staffing level of hospital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nurse 

staffing level on patient experience of hospital inpatients in South 

Korea.

Methods: A total of 23,485 subjects in 151 hospitals in the 2019 

PEA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Separate analysis was 

conducted for 42 tertiary general hospitals (n=7,250) and 109 

general hospitals (n=16,235). The dependent variable was a 

response to questions 1 to 21 of PEA. In this analysis, PEA 

question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reflecting potential 

mechanisms through which nurse staffing level affects patient 

experience: Category 1 consisted of the four questions in the 

Nurse domain of PEA, that are plausibly expected to exhibit 

strong causal effects, Category 2 included medication and 

treatment-related questions, patient rights-related questions, and 

overall hospital ratings that are expected to have less strong 

causal effects than Category 1, and Category 3 included 

physician- and hospital environment-related questions that are 

presumed to have no causal effects (to be used as a falsification 

test). The main explanatory variable was the nurse staffing grade, 

which is used to adjust reimbursement to hospitals based on 

nurse staffing levels. Multilevel ordered/binomial logistic or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djusting for hospital and 

patient characteristics.

Results: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in the distribution of patient 

experience in accordance with nurse staffing grade in general 

hospitals. For the variables included in Category 1 and 2, the 

probability of reporting positive responses was lower among 

patients from hospitals with lower nurse staffing grade, and this 

association remain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ven after adjusting 



for hospital and patient characteristics. To illustrate, the predicted 

probability of reporting the most positive response, "Always", for 

nurse-related question 1 was 70.28% in grade 1, 67.73% in grade 

2, 66.91% in grade 3, and 63.11% in grade 4 or lower. Results 

from falsification tests showed that nurse staffing levels were not 

associated with patient experience in physician-related questions  

but were associated with hospital environment questions, partially 

supporting the causal argument made in this study.

Conclusion: Although the magnitude of the effect varied according 

to the PEA questions, nurse staffing level was associated with 

hospital patient experience in the Nurse and several other 

domains. Improving nurse staffing level in hospitals may therefore 

contribute to improvement in patient experience of inpatients in 

South Korea.

keywords : Patient Experience, Nurse Staffing Level, Quality of 

Healthcare, Patient-Center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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