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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대

상자의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연구 대상자는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원안내를 받은 퇴원예정의 입원환자

215명이며,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1년 2월 22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환자경험은 100점 만점 84.98±13.73이며, 5개의 하부영역에서 간호사

서비스가 가장 높았고(91.05±12.94), 병원환경(86.54±16.80), 투약 및 치료과정

(84.94±15.78), 환자권리보장(82.79±17.05), 의사서비스(80.36±17.38) 순이었다.

2. 환자안전인식은 5점 만점에 4.49±0.47 이었다. 3개의 하부영역은 안전보장

활동이 4.52±0.50점, 의료시스템신뢰는 4.52±0.53점, 환자안전실천은 4.44±0.51

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환자경험의 차이가 없었으며, 환자경험의 하부

영역 중 병원환경은 연령(F=2.724, p=.045)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투약 및

치료과정은 건강지각상태(F=3.491, p=.032)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환자안전인식은 건강지각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844, p=.023).

환자안전인식의 하부영역 중 환자안전실천은 건강지각상태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488, p=.005).

5. 대상자의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864,

p<.001).

이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환자경험은 의료기관의 질과 안전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좋은 환

자경험을 위해 입원 환자의 긍정적인 환자안전인식이 필요하며, 의료제공자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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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안전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환자경험, 환자안전인식, 입원환자, 환자안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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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효과성 및 효율성 위주의 의료공급자 관점에서 환자

중심성에 대한 평가로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었다(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2017). 국내에서도 2017년부터 환자경험평가를 통

해 환자와 의료제공자와의 의사소통과 투약 및 치료과정 중에 겪었던 경험을 확

인하고 의료서비스가 환자 중심으로 제공되었는지 측정한다. 환자경험평가는 기

존에 수행하던 환자의 치료결과와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의료 질 평가와 달리, 환

자의 기대가 궁극적으로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는(Wolf &

Jason, 2014), 환자중심성에 대한 평가이다.

미국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 IOM)에서 제시한 의료의 질 핵심요소 중 하

나는 환자중심성이다. 환자중심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중요한 정보원

인 환자경험을 활용하고자 환자경험평가가 도입되었고, 국내는 물론 여러 국가에

서 의료의 질 평가 항목으로 채택하고 있다(Do et al., 2015). 국내에서도 건강보

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에서 개

발한 환자경험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입원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설

문을 통해 의료인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의 서비스 등에 대한 경험을 수집하

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환자경험이 좋을수록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며, 치

료 순응도를 높여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등 임상적 효과와 환자안전에 긍정적

인 효과를 가져왔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국외 연구에서도 환

자경험평가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수익성이 증가하였으며, 환자경험 점수가 높은

의료기관 일수록 수익성이 높다고 하였다(Deloitte, 2014). 또한 좋은 환자경험과

의사의 의료과실 감소와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Deloitte, 2016).

의료기관마다 환자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과정에 참여시

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 국외 연구에서 환자가 환자안전에 참여

하지 않는 이유는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이며(Peat, Entwistle, Hall, Birks,

& Golder, 2010), 치료 계획이나 적절성에 대한 논의 등에 환자를 적극적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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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킴으로서 환자 자신이 환자안전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처럼 환자 스스로가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의료서비스 제공에 참여

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에게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Donaldson,

Corrigan, & Kohn, 2000). 환자안전 활동에 있어서 환자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능

동적 역할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Davis, Sevdalis, Jacklin, & Vincent, 2012). 환

자의 환자안전인식은 환자 치료의 모든 단계에서 약물 오류를 방지하고 이상반

응을 모니터링 하는 등 환자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WHO,

2003). 환자의 환자안전인식은 환자참여 의지에 영향이 있었으며(Kang & Park,

2019; Shin, 2020), 투약/검사/처치에 대한 설명, 퇴원 후 설명, 통증조절, 수치감

배려 등은 환자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Kim, & Kim,

2021).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의료제공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환자안전과의 관계나 영향을 확인하였으며(Park, Choi, Lee, & Chung, 2016;

Pronovost et al. 2003),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탐

색하거나 환자경험과 환자의 환자안전인식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자의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 수준의 정도를 확인하고, 환

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환자경험을 개선하

고, 환자안전인식이 향상되어 환자가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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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을 확인하고, 관련성

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을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다.

셋째, 대상자의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환자경험(Patient Experience)

환자경험은 조직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일련의 진료 과정 속에서 환자

진료 과정을 통하여 환자의 심리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Wolf & Jason, 2014).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환자경험

평가 표준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경험이 좋음

을 의미한다.

2) 환자안전인식(Patient Safety Perception)

환자가 의료현장에서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Lee & Lee, 2009), 본 연구에서는 Kim 등(2018)이 개발한 한국형 환자안전인식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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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환자경험과 환자경험평가

환자경험은 조직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모든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심

리 및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Do et al., 2015). 환

자경험이라는 용어는 환자관점, 환자보고서, 환자인식 및 환자만족 이라는 용어

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환자의 치료경험과, 환자가 치료

받는 중에 경험한 내용을 피드백 하는 것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Angela, Ray,

& Jocelyn, 2009).

환자경험평가는 환자의 전반적인 평가가 아니라 특정 서비스나 입원경험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의사, 간호사, 투약이나 검사의 설명, 병원환경, 환자권리에 대

해 질문하여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Do et al., 2015). 환자경험평가가 좋

을수록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며, 치료 순응도를 높여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등 임상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으며, 이것은 환자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및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관계자는 의료비용

의 상승, 인구 고령화, 의료 안전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에 소요되

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의료품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OECD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의 보건 질을 측정하고, 보건의료 성과의

영역을 접근성, 비용, 지출 및 질로 구분 하였다. 그중 보건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를 효과성, 안전성, 반응성, 환자중심성으로(Arah, Westert, Hurst, &

Klazinga, 2006) 구분하여 각 요소별로 질 지표를 개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로부터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환자경험 평가가 필요

하다고 권고 받았고(HIRA, 2017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환자경험평가를

도입하였다. 환자경험평가 도구개발은 전문가 자문회의, 일반인 초점집단토의, 전

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예비평가를 거쳐 최종설문 도구를 확정하였다.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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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설문지에 의료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고, 환자의 관점에서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또한 환자에게 중요한 대인적, 환

경적 요소를 추출하고 그 요소의 실행에 환자의 경험이라는 과정에 집중하였다

(Do et al., 2015).

미국에서는 이러한 환자중심 의료를 체계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환자경험평

가 결과를 이용하여 병원에 지불 보상을 실시하였다. 미국에서 환자경험평가 시

행 이후 병원의 수익률이 증가하였고, 의사의 의료과실이 줄어들었다(Kahn,

Iannuzzi, Stassen, Bankey, & Gestring, 2015). 환자경험평가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는 영국으로 1997년 환자경험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는 입원환자를 대상으

로 매년 환자경험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매

년 환자경험평가를 시행하고 있다(Her, Ahn, & Kim, 2019).

국내 환자경험평가는 2017년부터 시작되었고, 1차 평가 대상자는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1일 이상 입원한 환자(만 19세 이상)이며, 조사시

점은 퇴원 2일~56일(8주) 이내이다. 2019년에 시행한 2차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였으며, 향후 대상자를 점

차 확대할 예정이다. 설문지 시행은 공공기관 만족도, 체감도, 청렴도를 평가조사

한 이력이 있는 조사 요원이 전화로 설문하였다. 평가영역은 해당 문항 점수를

산술평균을 통해 100점을 산출하였으며, 평가항목은 간호사서비스, 의사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 등 5개 영역이다. 환자경험평가는 선

택 진료비 폐지에 따른 병원의 보상 차원으로 시행되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질 평가 지표에 환자경험을 포함하기로 하였다(HIRA, 2019).

병원 동향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공통적인 환자중심 활동을 환자경험을 통하

여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며, 환자만족도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Chae, 2014). 국내 의료기관에서도 환자경험 향상을 위해 환

자응대 서비스 매뉴얼 제작, 의사대상 동영상 콘텐츠 제작, 부서별 서비스교육을

실시하여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Han & Park, 2020). 환자

경험관리를 위해 고객의 VOC텍스트를 분석하여 의료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Lee & Chang, 2019) 하고자 하였으며, 병원과 종합병원의 의료제공 수준에

따라 환자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여,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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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wang & Kim, 2018). 다른 연구에서는 의사, 간호사 서비스 및 병원 환경

등 긍정적 환자경험이 타인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쳤다(Lee, Kim, & Lee, 2017).

국외에서는 환자 특성에 따른 환자경험과 병원, 비영리 병원의 만족도를 비교

(Abrahamson, Hass, Morgan, Fulton, & Ramanujam, 2016; Rubens et al.,

2018) 하였고, 가족 유무와 퇴원 후 거주지에 따라서도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쳤

다(Kemp, Chan, McCormack, & Douglas-Englan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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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환자안전인식

1999년 미국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에서 환자안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다룬 보고서 ‘To error is human’ 을 통해 환자안전문제가 대두되었다. 여러 연

구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오류가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오류들이 사실상 예방 가능

한 것이라고 하였다(Pronovost et al. 2003). 환자안전은 환자의료와 관련된 위해

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WHO, 2009)이며, 환자안전사고

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병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환자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서 그 중요성이 크다(Kim, 2011).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관계자는 한국의 환자안전 현황파악이 취약함을 언급하였으며, 보건의료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환자안전’이라고 하였다(OECD, 2012)

미국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 IOM)에서는 의료제공자는 의료현장에서 환

자에게 발생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가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

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진료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환자는

적절한 치료방법을 결정하며, 위해사건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환자 스스로가 환자안전에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Lee & Lee, 2009)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2015년 환자안전법을 제정하면서 모든 환자는 안전한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는 환자안전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

시하였다. 이처럼 환자안전은 의료제공자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도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정보를 개방적으로 알려야하며

적극적으로 환자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Kim et al., 2018). 환

자안전사고는 의료인 중심이 아닌 환자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Lee & Lee, 2009).

대부분의 환자안전과 관련된 연구가 의료제공자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Choi, 2010; Park et al., 2016), 간호사의 환자안전인식을 측정하여 환자안전개선

활동(Doyle, Lennox, & Bell, 2013)을 진행하였다. 국내에서 입원환자의 환자안전

인식 도구를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하면서(Kim et al., 2018), 최근에는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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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인식(Choi et al., 2021; Kang & Park, 2019)을 파악하는 연구가 시행되

고 있다. 국내 환자안전인식을 파악하는 도구는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부영역에서 안전보장활동은 10문항이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치는 의료인의 안전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안전실천

은 10문항이고, 정확한 진단 수립과 적절한 치료를 도모하고 환자안전사건을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천하는 행동에 관한 내용이며, 의료시스템신뢰는 4문항으

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다(Kim et al., 2018).

환자가 평가한 병동의 환자안전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기관 재이용의사가 높으며

(Yoon, 2018), 환자의 환자안전인식 향상을 위해 자기결정권 및 알권리의 신장

(Kim, Lee, Jang, & Kim, 2016) 이 필요하며, 환자의 환자안전인식은 환자참여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2020). 따라서 환자가 경험하는 환자안

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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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의 관계를 파

악하는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일 상급종합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한 19세이상 성인, 정신질환이 없거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가 없고 본 연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상관관계에 필요한 표본의 효과

크기는 0.3,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였을 때 최소 표본의 수는 177명 산출되었

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22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지 미비 7명

을 제외하고 최종 215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환자경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2017a)에서 개발한 환자경험평가 표준설문지는 공

개적으로 사용이 허락되어 있는 도구로 연구자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추가

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간호사서비스 4문항, 의사서비스 4문항, 투약 및 치료과

정 5문항, 병원환경 2문항, 환자권리보장 4문항의 5개 영역으로 총19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0점, ‘그렇지 않았다’ 33점, ‘그

랬다’ 67점, ‘항상 그랬다’ 100점으로 점수화 하였으며, 다른 연구와 비교하기 위

해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점에서 '항상 그랬다' 4

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를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의 환자경험

이 좋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879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943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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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자안전인식

Giles등이 개발한 병동안전평가도구(Patient Measure of Safety, PMOS)를 참

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한국형 환자안전인식 측정도구(Patient

Safety Perception Scale for Patient, PSPS)를 저자에게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

다. 본 도구는 3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며, 안전보장활동 10 문항, 환자안전실

천 10문항, 의료시스템신뢰 4문항으로 총 24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환자가 지각하고 있는 환자안전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92 이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961 이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교육수준, 직업, 퇴원 후 거주지, 진료과, 입원경로,

입원경험, 건강지각상태, 입원기간을 조사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은 후(IRB 승인번

호:2021-0190) 간호부에 자료 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며 2021년 2월 22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식별정보는 삭제한 후 임의의

대상자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추후 연구결과를 출판할 시에도 개인식별정보

는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구자료, 증례기록서 등 관련된 모든 서류는 암호

화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보관할 예정이며 연구자에 의해서만 자

료가 다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가 끝난 후에는 향후 점검을 위해 연

구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을 할 예정이며, 보관기간이 종료된 후에 종이문서는

파쇄하고 전자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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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 수준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 수준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로 하였다.

셋째,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 수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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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215명이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107명(49.8%), 여자 108명(50.2%) 이

었고, 연령은 60세 이상이 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53.62 ±13.80 이

었고 범위는 20-83세였다. 교육정도는 중학교 졸업이 24명(15.8%), 고등학교 졸

업이 68명(31.6%), 대학교 졸업이상이 123명(57.2%)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이 있

는 대상자가 118명(54.9%) 이었다. 퇴원 후 자택으로 가는 경우가 197명(91.6%)

이었으며, 건강지각상태는 “나쁘다”가 51명(23.7%), “보통이다”92명(42.8%), “좋

다” 72명(33.5%)으로 대부분 건강지각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였다.

내과에 입원한 대상자는 101명(47%), 외과는 114명(53%) 이었고, 입원 기간 중

수술을 받은 대상자는 92명(42.8%), 수술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123명(57.2%) 이

었다. 외래를 통해 입원한 대상자가 203명(94.4%) 이었고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대상자는 12명(5.6%)으로 외래를 통해 입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병원에 입원

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72명(80%), 입원기간은 3일이하 73명 (33.5%), 4~6일

88명(40.9%), 7일 이상이 55명(25.6%) 이었으며, 평균 재원 기간은 6.11±6.16일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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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215)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107 (49.8)

108 (50.2)

Age ≤ 39

40-49

50-59

≥ 60

34 (15.8)

48 (22.3)

55 (25.6)

78 (36.3)

53.62±13.80

Education ≤ Middle school

High school

≥ College

24 (11.2)

68 (31.6)

123 (57.2)

Job Yes

No

118 (54.9)

97 (45.1)

Residence after left the

hospital

Home

Others*

197 (91.6)

18 (8.4)

health status Bad

Fair

Good

51 (23.7)

92 (42.8)

72 (33.5)

Medical Department Internal Medicine unit

Surgical unit

101 (49.8)

114 (50.2)

Operation Yes

No

92 (42.8)

123 (57.2)

Admission route OPD

ER

203 (94.4)

12 (5.6)

Previous admission Yes

No

172 (80)

43 (20)

Length of stay (days) ≤ 3

4-6

≥ 7

72 (33.5)

88 (40.9)

55 (25.6)

6.11±6.16

*others; another health facility, someone else’s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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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환자경험

대상자의 환자경험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환자경험 점수는 100점 만점

84.98±13.73이고, 4점 만점 3.55±0.41이며, 영역별 편차는 간호사 영역의 표준편차

가 12.94로 가장 적었으며, 의사 서비스의 표준편차는 26.39으로 가장 컸다.

간호사서비스는 91.05±12.9점으로 가장 높았고, 병원환경 86.54±16.80점, 투약 및

치료 과정은 84.94±15.78점, 환자권리보장 82.79±17.05점, 의사서비스 80.36±17.38

점 순이었다. 간호사서비스 하위영역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담당 간호사

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었습니까? 로 93.24±14.1점이었고, 가장 낮은 항

목은 “담당간호사는 병원 생활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주었습니까? 90.16±16.48

점이었다. 의사서비스는“담당의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

까?”가 89.12±17.02 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가장 낮은 점수는 “귀

하나 보호자가 담당 의사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까? 66.26±26.39

점이었다. 투약 및 치료과정에서 높은 점수는 “귀하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적절

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88.64±16.05점이며, 가장 낮은 점수는 “귀하의 질환에

대하여 위로와 공감을 받았습니까?” 79.96±21.75점을 나타내었다. 환자권리보장은

“검사나 치료과정에서 신체노출 등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 받았습니

까?”87.23±19.38 점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검사나 치료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까?”는 76.84±24.49 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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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 Experience of Patients (N=215)

Variables 100-point
score

4-Likert
score

M±SD

Nurse service

Respect and courtesy for patients

Listening to patients

Easy-to-understand for hospitalization

Assertive response to the patient when necessary

91.05±12.94

93.24±14.13
90.79±14.84

90.16±16.48

90.48±14.98

3.73±0.39

3.80±0.43
3.72±0.45

3.69±0.39

3.72±0.45

Doctor service

Respect and courtesy for patients

Listening to patients

Interview with attending physician

Providing information about changing the

round-time or round-trip time

80.36±17.38

89.12±17.02

86.76±18.65

66.26±26.39

79.31±24.60

3.42±0.52

3.68±0.49

3.61±0.55

2.98±0.80

3.39±0.74

Medication&process of treatment services

Description of Pre-treatment process

Easy to understand side effects explanation

Appropriate treatment of pain relief

Comfort and sympathy owing to illness

Provide information on care and treatment

plan after dicharge

84.94±15.78

87.52±19.88

83.19±22.50

88.64±16.05

79.96±21.75

85.39±19.10

3.54±0.48

3.62±0.60

3.49±0.68

3.66±0.47

3.40±0.65

3.56±0.58

Hospital environment

Clean environment

Safe environment

86.54±16.80

87.09±17.41

86.01±17.90

3.59±0.58

3.56±0.58

3.56±0.58

Ensuring patient’s rights

Equitable treatment with other patients

Whether easy notification of complaints

Whether the patient participates in the

screening and treatment decision process

Whether felt shame at the examination and

treatment process

82.79±17.05

86.78±17.78

80.34±23.14

76.84±24.49

87.23±19.38

3.48±0.51

3.60±0.58

3.41±0.69

3.31±0.72

3.61±0.58

Total 84.98±13.73 3.5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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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환자안전인식

대상자의 환자안전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환자안전인식의 평균은 4.49±0.47이었으며, 하부영역 3개의 평균점수는 안전보장

활동 4.52±0.50, 환자안전실천 4.44±0.51, 의료시스템신뢰 4.52±0.53 으로 나타내었

다. 안전보장활동의 하부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나의 치료에 필요한

장비는 항상 제대로 작동한다” 4.58±0.56이고, “의료진은 나의 치료에 대하여 다

른 의료진과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한다” 4.42±0.71로 가장 낮았다. 환자안전실천

의 항목 중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4.64±0.50으

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나에게 투여되는 약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4.19±0.90으로 가장 낮았다. 의료시스템신뢰는 “나는 일반적으로 의료진을 신뢰한

다” 4.56±0.58“로 높고, ”나는 병원의 의료정보 보안시스템을 신뢰한다” 4.46±0.67

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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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ient Safety Perception of Patients (N=215)

Variables Score

M±SD

Activities to ensure safety

Medical staff work together to provide safe care.

Medical staff try take initiative to improve patient safety.

Medical staff correctly share information with other staff about my

treatment.

Medical staff use the equipment skillfully.

Medical staff is always checking for side effects of examination/

operation/medication.

Medical staff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my treatment.

The equipment needed for my treatment always work properly.

Medical staff often rounds the patient's room at night.

Medical staff consider patient safety issues that arise in the hospital

important.

Medical staff always ask for my consent before treatment.

4.52±0.50

4.50±0.60

4.50±0.63

4.42±0.71

4.55±0.59

4.53±0.61

4.49±0.68

4.58±0.56

4.54±0.70

4.57±0.60

4.53±0.65

Patient's safety practice

I am well aware of how to prevent falls.

I know the purpose of various examinations, procedures, and

operations I have received.

I know the procedure of patient identification performed at the

hospital.

I know the precautions related to my treatment.

I ask questions certainly about my treatment.

I am well aware of the drugs that are administered to me.

I inform my doctor or nurse when I have an abnormality in my

body.

I always follow patient safety rules.

I know I need to wash my hands to prevent infection.

I tell the medical staff my health information in detail.

4.44±0.51

4.49±0.72

4.46±0.70

4.43±0.74

4.44±0.73

4.32±0.72

4.19±0.90

4.53±0.59

4.48±0.65

4.64±0.50

4.50±0.58

Trust of the medical system

I trust the system of medical information security in the hospital.

I think the medical equipment of the hospital is safe.

I think the medical practice of the hospital is safe.

I generally trust the medical staff.

4.52±0.53

4.46±0.67

4.53±0.60

4.55±0.54

4.56±0.58

Total 4.4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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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경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경험과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환자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환자경험의 하부영역 중

병원환경은 연령(F=2.724, p=.04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s test

결과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환자경험의 하부영역 중 투약 및 치료과정은 건강지

각상태(F=3.491, p=.03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s test 결과 건강

지각상태 ’좋다’에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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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tient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5) 

Variables Categories Total NS DS MP HE E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3.57±0.41

3.53±0.42

0.679

(.498)

3.73±0.37

3.72±0.40

0.214

(.831)

3.44±0.52

3.39±0.51

0.715

(.475)

3.57±0.47

3.51±0.47

0.823

(.697)

3.57±0.51

3.60±0.50

-0.390

(.697)

3.51±0.51

3.44±0.51

0.963

(.284)
Age ≤ 39ａ

40-49ｂ

50-59ｃ

≥ 60ｄ

3.62±0.38

3.58±0.39

3.54±0.43

3.49±0.43

0.900

(.442)

3.80±0.34

3.36±0.36

3.70±0.40

3.68±0.41

1.173

(.321)

3.48±0.45

3.38±0.51

3.34±0.51

3.45±0.54

0.750

(.523)

3.61±0.53

3.58±0.44

3.58±0.46

3.45±0.47

1.366

(.254)

3.79±0.41

3.60±0.49

3.59±0.53

3.50±0.51

2.724

(.045)

ａ>ｂ,ｃ,ｄ

3.52±0.51

3.54±0.45

3.52±0.50

3.39±0.54

1.141

(.333)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 College

3.60±0.40

3.50±0.42

3.57±0.42

0.860

(.448)

3.77±0.36

3.65±0.45

3.76±0.37

1.708

(.184)

3.53±0.50

3.37±0.48

3.41±0.53

0.775

(.462)

3.61±0.39

3.51±0.47

3.54±0.49

0.442

(.644)

3.68±0.46

3.51±0.53

3.61±0.50

1.377

(.254)

3.45±0.50

3.43±0.52

3.51±0.50

0.494

(.611)

Job Yes

No

3.54±0.43

3.55±0.39

-0.148

(.883)

3.72±0.38

3.73±0.39

-0.321

(.749)

3.40±0.56

3.43±0.45

-0.496

(.620)

3.55±0.48

3.53±0.46

0.194

(.846)

3.57±0.52

3.61±0.49

-0.668

(.505)

3.49±0.52

3.47±0.49

0.283

(.778)
Residence

after left

the hospital

Home

Others

3.54±0.42

3.61±0.39

-0.666

(.506)

3.72±0.39

3.76±0.37

-0.381

(.704)

3.40±0.51

3.51±0.47

-0.838

(.403)

3.53±0.48

3.62±0.41

-0.718

(.427)

3.59±0.50

3.52±0.55

0.569

(.570)

3.47±0.51

3.58±0.46

-0.827

(.384)

Medical

Department

Internal

Medicine

Surical

3.57±0.39

3.53±0.44

0.707

(.480)

3.74±0.37

3.72±0.40

0.347

(.729)

3.45±0.48

3.38±0.54

0.915

(.361)

3.54±0.44

3.54±0.50

0.098

(.922)

3.61±0.46

3.57±0.54

0.566

(.572)

3.52±0.48

3.44±0.53

1.138

(.256)

health
status

Badａ

Fairｂ

Goodｃ

3.50±0.42

3.51±0.40

3.63±0.42

2.604

(.076)

3.73±0.37

3.69±0.39

3.76±0.39

0.632

(.533)

3.36±0.51

3.36±0.53

3.52±0.48

2.403

(.093)

3.47±0.50

3.49±0.48

3.66±0.42

3.491

(.032)

ａ,ｂ<ｃ

3.55±0.49

3.57±0.50

3.63±0.52

0.459

(.633)

3.40±0.51

3.44±0.47

3.59±0.54

2.685

(.071)

Operation Yes

No

3.55±0.43

3.55±0.40

-0.094

(.925)

3.74±0.38

3.72±0.39

0.376

(.707)

3.39±0.54

3.42±0.49

-0.413

(.680)

3.54±0.49

3.54±0.46

0.072

(.943)

3.58±0.50

3.60±0.50

-0.287

(.775)

3.47±0.52

3.48±0.50

-0.173

(.863)

Admission
route

OPD

ER

3.55±0.42

3.56±0.36

-0.070

(.943)

3.73±0.38

3.72±0.47

0.010

(.992)

3.40±0.52

3.58±0.34

-1.677

(.115)

3.54±0.47

3.55±0.47

-0.037

(.971)

3.59±0.49

3.58±0.66

0.068

(.943)

3.49±0.51

3.35±0.52

0.522

(.373)

Privious

admission

Yes

No

3.54±0.41

3.60±0.42

-0.923

(.357)

3.71±0.38

3.77±0.40

-.8.421

(.421)

3.40±0.52

3.44±0.50

-0.445

(.657)

3.52±0.48

3.61±0.45

-1.061

(.290)

3.57±0.51

3.65±0.48

-0.839

(.420)

3.46±0.51

3.54±0.51

-0.832

(.406)

Length of
stay
(days)

≤ 3

4-6

≥ 7

3.52±0.42

3.61±0.41

3.49±0.41

1.542

(.216)

3.70±0.41

3.77±0.36

3.60±0.39

0.910

(.404)

3.38±0.50

3.45±0.51

3.39±0.54

0.481

(.619)

3.51±0.47

3.61±0.47

3.46±0.47

1.865

(.157)

3.54±0.50

3.68±0.46

3.50±0.55

2.768

(.065)

3.45±0.52

3.53±0.49

3.42±0.52

0.975

(.379)

NR=Nurse service; DS=Doctors service; MP=Medication&process of treatment services; HE=Hospital environment; EP=Ensuring patient’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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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인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환자안전인식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건강지

각상태에 따라 환자안전인식은(F=3.844, p=.023)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s

test 결과 건강지각상태가 ’좋다’에서 환자안전인식이 높았다. 건강지각상태는 환

자안전인식의 하부영역 중 환자안전실천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488,

p=.005). Scheffe‘s test 결과 건강지각상태 ‘좋다’에서 환자안전실천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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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Patient Safety Percep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5)

           Variables Categories Total Activities to ensure

safety

Patient's safety

practice

Trust of the medical

system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Female

4.50±0.49

4.47±0.46

0.412

(.681)

4.53±0.51

4.51±0.49

0.313

(.755)

4.45±0.52

4.44±0.51

.164

(.870)

4.56±0.50

4.48±0.54

1.073

(.284)

Age ≤ 39

40-49

50-59

≥ 60

4.58±0.45

4.51±0.45

4.46±0.50

4.46±0.48

0.721

(.540)

4.62±0.47

4.54±0.46

4.48±0.52

4.48±0.52

0.737

(.531)

4.53±0.49

4.47±0.51

4.39±0.55

4.43±0.50

0.580

(.629)

4.62±0.53

4.53±0.52

4.51±0.52

4.46±0.52

0.811

(.489)

Education ≤ Middle

school

High school

≥ Colleg

4.54±0.48

4.48±0.47

4.49±0.48

0.197

(.821)

4.57±0.52

4.51±0.49

4.51±0.50

0.181

(.835)

4.53±0.51

4.44±0.49

4.43±0.53

0.368

(.692)

4.51±0.58

4.50±0.49

4.53±0.53

0.077

(.926)

Job Yes

No

4.49±0.48

4.49±0.47

0.069

(.945)

4.52±0.52

4.51±0.48

0.035

(.972)

4.4±0.51

4.44±0.52

-0.002

(.998)

4.53±0.50

4.51±0.55

0.291

(.771)

Residence
after left

the hospital

Home

Others

4.49±0.47

4.50±0.49

-0.146

(.884)

4.51±0.50

4.60±0.45

-0.694

(.489)

4.44±0.51

4.45±0.54

-0.014

(.989)

4.53±0.52

4.41±0.58

0.908

(.365)

Medical

Department

Internal

Medicine

Surical

4.51±0.46

4.47±0.48

0.770

(.442)

4.56±0.47

4.48±0.53

1.107

(.270)

4.47±0.51

4.42±0.52

0.688

(.492)

4.51±0.52

4.53±0.52

-0.186

(.853)

health

status

Bada

Fairb

Goodc

4.44±0.46

4.42±0.46

4.61±0.48

3.844

(.023)
a,b<c

4.46±0.49

4.47±0.52

4.62±0.49

2.159

(.118)

4.39±0.49

4.35±0.52

4.60±0.49

5.488

(.005)
a,b<c

4.47±0.52

4.47±0.55

4.62±0.48

1.186

(.158)

Operation Yes

No

4.50±0.48

4.49±0.47

0.051

(.959)

4.50±0.52

4.53±0.48

-0.525

(.600)

4.47±0.49

4.43±0.53

0.570

(.569)

4.52±0.53

4.52±0.51

0.132

(.895)

Admission

route

OPD

ER

4.49±0.47

4.47±0.49

0.169

(.866)

4.52±0.50

4.53±0.51

-0.087

(.930)

4.45±0.51

4.39±0.60

0.389

(.698)

4.52±0.51

4.50±0.57

0.165

(.869)

Previous

admission

Yes

No

4.48±0.47

4.54±0.50

-0.824

(.411)

4.50±0.50

4.57±0.50

-0.776

(.438)

4.43±0.51

4.49±0.54

-0.597

(.551)

4.50±0.53

4.60±0.49

-1.1119

(.264)

Length of

stay(days)

≤ 3

4-6

≥ 7

4.45±0.47

4.46±0.47

4.44±0.48

1.317

(.270)

4.48±0.49

4.58±0.50

4.46±0.52

1.065

(.346)

4.41±0.52

4.51±0.50

4.38±0.53

1.325

(.268)

4.48±0.52

4.58±0.52

4.46±0.52

1.108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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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의 상관관계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의 관계는 Table 6과 같다.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

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864, p<.001). 투약 및 치료과정과 환자안전실천이

가장 높은(r=.788, p<.001)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6. Correlaton between Patient Experience and Patient Safety Perception

(N=215)

PE=Patient Experince.

Variables Patient Safety Perception

Total
Activities to

ensure safety

Patient's safety

practice

Trust of the

medical

system

r(p)

PE
Total 0.864

(<.001)

0.863

(<.001)

0.754

(<.001)

0.737

(<.001)

Nurse

service

0.693

(<.001)

0.701

(<.001)

0.602

(<.001)

0.580

(<.001)

Doctor

service

0.717

(<.001)

0.736

(<.001)

0.608

(<.001)

0.611

(<.001)

Medicaton &

process of

treatment

services

0.797

(<.001)

0.794

(<.001)

0.701

(<.001)

0.676

(<.001)

Hospital

environment

0.664

(<.001)

0.663

(<.001)

0.582

(<.001)

0.563

(<.001)

Ensuring

Patient’s

rights

0.810

(<.001)

0.788

(<.001)

0.721

(<.001)

0.71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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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경험과 환자

안전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과의 관계를 알아

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 수준 및 둘의 관

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환자경험은 100점 점수 84.98, 4점 점수 3.73점으로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보고한 상급종합병원 83.87점(HIRA, 2019)과 서울 상급종합병원 18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3.68점(Jo, 2018)과 비슷하였다. 이는 각 상급종합병원이 제공

하는 의료서비스가 비슷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 시행한 1

차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중앙대병원에서는 2016년부터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

해 환자경험평가 중 미비한 사항의 개선점을 찾고, 퇴원 후에 해피콜을 실시하여

퇴원 후 안부전화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Lee & Lee, 2020). 이후 다른

병원에서 벤치마킹하여 실시하였다. 이처럼 각 의료기관만의 고객감동 포인트를

찾아내어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좋은 환자경험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환자경험의 하부영역 중 간호사서비스의 항목에서 환자 존중과 예의 점수가 가

장 높았다. 환자경험관리를 위해 고객의 Voice of Customer 텍스트 분석한 연구

에서 칭찬이라는 텍스트 분석 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간호사”(Lee &

Chang, 2019)로 간호사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간호사

들이 CS(customer satisfaction)교육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입원 및 퇴원, 검사,

시술 등의 환자여정을 경험함으로써 환자를 이해하려는 노력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병원생활에 대한 설명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병원생활에 대한 설명은 입원

시 시행되고 있음에도 낮은 점수를 보였다. 대부분 병원생활에 대한 안내는 환자

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환자의 특성을 고

려한 병원생할 안내가 필요하다. 본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 환자에게 입원 전 병원생활 동영상을 발송하고, 입원 시 병원생활에 대한 이

해정도를 확인 및 재설명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효과적인 병원생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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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를 위해 고민 할 필요가 있다.

환자경험 하부영역 중 의사서비스 항목에서 담당 의사를 만나 이야기할 기회의

점수는 가장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Jo, 2018)와 같았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입

원 시 의사와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는 응답자의 실제 경험을 순위 프로빗모형과 HOPI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입원경로, 교육수준, 건강지각상태에 따라 응답행태에 변화가 있

었으나(Kim, 2015),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사는

일인당 진료 환자수가 국외 의사 일인당 환자 수 보다 많기 때문에 회진 시 환

자의 진료나 질병에 대해 충분한 면담 시간을 갖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Hwang & Kim, 2018). 환자가 경험하는 회진시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에서는 회진메모지를 이용하여 회진 시 질환이나

검사결과에 대해 궁금 사항에 대해 충분히 질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 입원

시 주치의, 전임의, 레지던트로 이루어져 환자를 진료하지만 환자들은 주치의만

담당의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의사가 환자를 만날 때 담당의사임을 알려주

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안전인식은 5점 만점 4.49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4.23점

(Kang & Park, 2019),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3.07점(Shin, 2020)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이는 과거에 비해 환자들의 권리인식이 높아졌으며, 사회적

으로 환자안전인식이 강조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진료과정에 환자참

여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의료제공자가 증가하고 있어 환자가 환자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Kang & Park, 2019). ‘환자안전실천’의 하

부영역 “나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4.64점

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COVID-19로 인해 손위생의 중요성이 보

다 강조되며, 곳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어 손쉽게 손위생을 할 수 있기 때

문이며, 의료인의 잦은 손위생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속적

으로 손위생을 강조하는 의료제공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에게

투여되는 약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4.1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

고, 이는 선행연구와 같았다(Kang & Park, 2019). 대상자 설문 시 자신의 복용

약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주었지만, 많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모든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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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환자가 많은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여

각각의 약물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약물 투여 시 지속적인 정보제공

과 주기적인 약물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

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나는 나의

치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반드시 질문 한다”는 4.32점으로 다른 하부항목 보다

낮은 점수이다.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긴장감 때문에 의사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메모지에 궁금 사항을 미리 작성하여

회진 시 질문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은 모든 항목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선행연구(Doyle et al., 2013)와 같으며, 환자중심성이 환자의 환자안전인식 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Choi·et·al., 2021) 연구와 유사하다. 국내 연구에서는 의료제

공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인식을 측정하여 환자안전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

지만(Kwon & Park, 2019; Park, 2020),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인식의 정

도를 측정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하므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환자안전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의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의 관

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지속적인 다기관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환자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질 향상 활동을 통해 질 높은 환자경험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자 스스로 환자안전에 대해 인식하도록, 의료제

공 과정에서 지속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환자안전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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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의 수준을 확인하고, 관계를 파

악하였으며, 그 결과 좋은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도 높은 수준이었다. 환자경

험과 환자안전인식은 대상자의 건강지각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좋

은 건강지각상태에서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의 환자안전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환자경험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경험과 환자의 환자안전인식 개선을 위해 반복적인 교육과 정보제공 및

치료과정에 환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규모와 지역을 포함한 의료기관을 늘려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반

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환자의 환자안전인식이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제

언하며, 환자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중재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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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아산병원에 재직중이고 울산대학교산업대학원에 재학중인 최자영입니

다. 

이 연구는 학술적 목적으로 시행되며 본 설명문은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과 목적

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참여는 전적으로 귀하의 의사 결정에 달려 있으며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는 

귀하가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며 예상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울

러 연구대상자는 거짓 없이 설문 기재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본 연구를 통해 제

공한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실제적으로 느낀 사실을 설문지를 

통해 점수화 하는 것으로 의료 서비스의 핵심이며, 환자의 관점에서 치료의 질

을 반영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고 의료서비스 수준

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중심의료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환자중심성은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존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중요

하고, 개인중심 치료가 의료 서비스 이용 및 건강 결과의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

다. 환자중심 의료는 의료인이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환자의 자

율성을 강조하며, 환자 존중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입원하면서 경험한 병원서비스를 일반적 특성, 의료이용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환자안전인식이 환자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의료서

비스 개선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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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이 설문지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예정인 환자 222명

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환자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

다. 

환자경험평가는 입원해 있는 동안 간호사, 의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에서

의 경험, 병원환경, 환자 권리보장 등을 확인합니다. 환자안전인식도는 의료진

이 행하는 행위를 평가, 환자의 안전인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환자안전인식이 환자경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입

니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연구자가 직접 시행합니다. 대상자가 국문 해독은 가

능하지만 설문지를 읽어 주기 원하는 경우 읽어주고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참여시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3. 정보 수집 및 제공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서 연구진이 귀하의 개인의 정보 및 

설문 자료를 수집하고 사용하는데 동의하게 되며, 연구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

을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귀하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목적이 변

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설문지 등 관련된 모든 서류는 암호화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보관할 예정이며 연구자에 의해서만 

자료가 다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가 끝난 후에는 향후 점검을 위해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을 할 예정이며, 보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종이문서

는 파쇄하고 전자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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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퇴원 후 

거주지, 진료과, 입원경로, 입원경험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입원기간, 입원중 

경험한 소음입니다. 수집된 대상자의 자료는 연구자의 보완된 컴퓨터에 보관되

어 연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잠금 장치를 할 예정이며 연구대상자는 일련번호

를 기록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예정입니다.  

5. 연구참여와 철회

귀하가 원치 않으시면 언제든지 연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는 종료됩

니다. 귀하가 연구를 취소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 연구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

니다.

연구 담당자: 최자영  

지도교수: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교수 박정윤

전화: 02-3010-6159

핸드폰: 010-8603-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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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과제명: 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환자경험과

환자안전인식의 관계

“본인은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

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

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

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구대상자 성명__________ 서명__________ 서명일

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 성명__________ 서명__________   서명일____________________ 

다음은 각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서명하십시오. 

본 대리인(친권자 또는 배우자 등)은 연구대상자의   의사표현능력 결

여로 동의가 불가능하여, 연구대상자를 대신하여 임상연구 참가에 동의

합니다. 

연구대상자의 대리인 성명__________ 서명__________   서명일

____________________ 

연구대상자와의 관계 (             )의 (      ) 

본인은 연구대상자가 동의서 및 기타 문서화된 정보를 읽지 못하는 상

황에서, 담당 의사가   본 임상연구에 대하여 연구대상자(또는 대리인)

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대상자(또는 대리인)는 설명을 이해하고  

임상연구의 참여를 동의(가능한 경우, 자필 서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공정한 참관인 성명__________ 서명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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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____________________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연구 책임자: 최 자 영

소속: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번호: 010-8603-2875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임상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또는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누군가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연구보호센터: 02-3010-7285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02-3010-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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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1.다음 문항은 환자경험평가입니다. 입원기간 중 느끼신 정도에 표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

다

항상

그랬

다

1. 담당 간호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었습니까?

2. 담당 간호사는 귀하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주었습니까?

3. 담당 간호사는 병원생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

까?

4. 담당 간호사는 귀하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귀하의 요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까?

5. 담당 의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

6. 담당 의사는 귀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 주었습니까?

7. 귀하나 보호자가 담당 의사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까?

8. 귀하는 담당 의사의 회진시간 또는 회진시간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으셨습니까?

9. 투약이나 검사, 처치 전에 그에 대한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10. 투약이나 검사, 처치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11. 귀하의 통증을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12. 귀하의 질환에 대하여 위로와 공감을 받았습니까?

13. 퇴원 후 주의사항과 치료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

까?

14. 병원은 전반적으로 깨끗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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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안전인식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병원 환경은 안전하였습니까?

16. 입원 기간 동안 다른 환자와 비교했을 때, 공평한 대우를받

았습니까?

17. 입원 기간 동안 불만이 있는 경우 말하기 쉬었습니까?

18. 검사나 치료 결정 과정에서 귀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었습니까?

19. 검사나 치료 과정에서 신체노출 등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

록 배려 받았습니까?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의료진은 안전한 치료 제공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2. 의료진은 환자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노력

한다.

3. 의료진은 나의 치료에 대하여 다른 의료진과 정보를 정확

하게 공 유한다.

4. 의료진은 장비를 능숙하게 사용한다.

5. 의료진은 검사/수술/투약의 부작용 여부를 항상 확인한다.

6. 의료진은 나의 치료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7. 나의 치료에 필요한 장비는 항상 제대로 작동한다.

8. 의료진은 밤에 수시로 병실 순회를 수행한다.

9. 의료진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문제를 중요하게 여

긴다.

10. 의료진은 치료 전에 항상 나의 동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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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는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2. 나는 내가 받은 각종 검사나 시술, 수술의 목적에 대해

알고 있다.

13. 나는 병원에서 수행되는 환자확인 절차에 대해 알고 있

다.

14. 나는 나의 치료와 관련된 주의 사항을 알고 있다.

15. 나는 나의 치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반드시 질문한다

16. 나는 나에게 투여되는 약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7. 나는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

린다.

18. 나는 언제나 환자안전 수칙을 지킨다.

19. 나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 나는 나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충분히 말한

다.

21. 나는 병원의 의료정보 보안시스템을 신뢰한다.

22. 나는 병원의 의료 장비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23. 나는 병원의 의료 기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24. 나는 의료진을 일반적으로 신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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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 사항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9세 이하 ② 30~49세 ③ 50~59세 ④ 60~69세 ⑤ 70세 이상

3) 귀하의 교육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학재학 ④ 대학졸업 ⑤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4) 귀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퇴원 후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퇴원 후 바로 갈 곳)

① 자택 ② 요양병원 ③ 자녀집 ④ 형제자매집 ⑤ 기타

4. 의료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입원한 진료과는 무엇입니까?

① 내과 ② 외과

2) 귀하의 입원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외래 ② 응급실

3) 귀하는 타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현재 귀하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5) 귀하의 입원기간은 며칠입니까?

① 3일이하 ② 3일-10일 ③ 11일-15일 ④ 15일-20일 ⑤ 20일이상

6) 귀하가 입원중 경험한 소음이 있습니까?있으면 소음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없다 ② 의료기계(모니터, 펌프 등) ③ 병원환경(호출기, 청소 등)

④ 환경(간호사실, 문소리) ⑤ 인적요인(목소리, 방문객 및 신발 등)

연구대상자 성명__________ 서명__________ 서명일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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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Experience and

Patient Safety Perception of Hospitalized Patients in a

tertiary hospital

Choi, Ja Young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Directed by Professor

Park, Jeong Yun, RN, Ph.D

This study is a survey research to confirm patient experience and patient

safety perception level for inpatients, and to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patient experience and patient safety perception.

This study surveyed 215 hospitalized patients, who are going to be

discharged from a tertiary hospital. Data were obtained from the February 22,

2021 to March 31, 2021.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

t-test, ANOVA, Scheffe’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SPSS 24.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inpatients patient experience was 84.98±13.73 out of 100, and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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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was the highest in the 5sub-areas 91.05±12.94, hospital

environment 86.54±16.80, medication and treatment process 84.94±15.78, and

feeling of being assured their rights were 82.79±17.05, followed by doctor

services 80.36±17.38.

2. Patient safety perception was 4.49±0.47points out of 5. In the lower domain,

safety activities were the highest with 4.52±0.50 points, Trust of the medical

system was 4.52±0.53 points, and patient safety practice was 4.44±0.51

points.

3.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atient experience depend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edication&treatment as a sub-domain of the patient

experience depending on the perceived health status.(F=3.491, p=.032).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hospital environment as a

sub-domain of the patient experience depending on the age (F=2.724

p=.045).

4. The health perception status of the subjects was different from the patient

safety perception (F=3.844, p=.023).

5. Patient experience and patient safety percep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npatients patient experience and

patient safety perception level were evaluated, and their relevance was con

firmed. Patient experience is a key indicator for evaluating the quality and

safety of medical institutions. For a positive patient experience, positive

patient safety perception is required, and efforts to improve patient safety

perception are requir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to promote a program for improving patient safety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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