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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당일수술센터 이용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시

도하였다. 설문조사는 2009년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종합병원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당일

수술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들로부터 도출했다. 연구결과 당일수술환자는 수술과 입원경험은 적었고 본

인의 건강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대기시간과 수술시간은 의료서비스 질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5).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당일수술환자의 인식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연령과 교

육수준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당일수술률을 증가하기 위해서 당일수술의 이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전 교육이 필요하다.

1. 서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의료에 대한 국

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은 경영

의 다각화를 통한 환자 편의를 도모하고 경영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일 수술은 병원 의료서비스의

다각화 전략의 방법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당일수술은 환자의 만족도 향상, 높은 의료의

질과 비용의 효율적인 측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국내 의료 현실에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1-3]. 기존의 입원수술에 대립되는 개

념으로 당일수술은 수술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

받고 적절한 안정을 취한 후 그날 바로 퇴원하는 수

술방식이다. 병원경영 측면에서 의료자원 사용의 효

율을 높여 이윤이 증가되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대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국가 수준에서도 수술 후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의료비

를 절감시킬 수 있다[4-5].

당일수술은 미국, 유럽, 영국, 캐나다 및 라틴 아메

리카 등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5년에 730만 건이 당일수술로 전체 외과수술의

34%에 해당된다. 1990년에는 1,100만 건, 1994년에는

1,600만 건으로 전체 수술의 61.3%가 당일수술로 실

시되었다. 영국에서는 1985년에 전체 수술의 15%가

당일수술로 이루어진 것이 1995년에는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

국내는 1995년에 서울의 모종합병원에서 기존의 수

술과는 완전히 분리된 당일수술센터를 갖추어 전체

수술의 27.2%를 당일수술로 실시하였다. 2001년에는

전체 수술의 23%를 당일수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

다. 현재 국내에서 당일수술센터를 구비하고 당일수

술을 실시하는 병원은 전체 수술건수 중 25-30%정도

이다[1]. 당일 수술이 갖는 다양한 장점들로 인해 당

일 수술을 채택하는 병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당일수술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기존의 연구는 당일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당일수술

과 입원수술간의 재원일수나 치료비용을 비교 분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일수술

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만족

도 조사를 통하여 당일수술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

공하고 국민보건 수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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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연령/세

-14 53(27.7)

15-39 42(22.0)

40-64 64(33.5)

65- 32(16.8)

성별

남성 97(50.8)

여성 94(49.2)

교육

중졸 이하 78(40.8)

고졸 46(24.1)

대졸 이상 54(28.3)

기타 13(6.8)

월소득/만원

-199 52(27.2)

200-399 79(41.4)

400- 41(21.5)

기타 19(9.9)

주거지

서울 98(51.3)

경기/지방 90(47.1)

기타 3(1.6)

계 191(100.0)

연구대상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의 당일수

술센터를 내원한 외래환자들을 조사하였다. 당일수술

센터 이용환자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였다. 입

원환자 및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조사대상자에서 제외

하였다.

2.2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조사는 2009년 1월 13일부터 2

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훈련된 조사원을 통해 구조

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피조사자들이 자기기입식으

로 작성하였다. 설문대상자는 환자본인으로 하되 의

료이용자가 소아 또는 고령인 경우 동반한 보호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표본의 크기는 임의

로 할당한 200부 중 자료가 부실하거나 누락된 설문

지를 제외하고 최종 191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당일수술에 관한 기존 도구들을 우

리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 및 보완하였다[1-5]. 관련

교수 1명에게 의뢰하여 내용 타당성을 검증 받은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백분율과 실

수를 구하였다. 일반특성과 보건의료관련 사항이 당

일수술 인식도에 미치는 요인, 당일수술 인식도가 의

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요인,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

한 변수가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령

은 40-64세가 33.5%로 가장 높은 분포였으며, 그 다

음은 14세 이하가 27.7%, 15-39세가 2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50.8%, 여성이 49.2%로 남

성이 더 높았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40.8%, 대졸

이상이 28.3% 등의 순이었다. 월균소득은 200-399만

원이 41.4%, 거주지는 서울지역이 51.3%로 가장 높았다.

[표 1] 일반적인 특성

3.2 보건의료관련 사항

보건의료관련 사항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입원경험은 없었다가 82.2%, 건강에 관심도가 높다가

61.8%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소건강상태

는 건강하지 않다가 48.7%였다. 지난 1년 동안 82.7%

가 수술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수술센터

의 인지도는 이용 전에 알고 있었다가 78.0%였다. 수

술 결정은 의사가 55.5%로 환자의 27.2%보다 높은

양상을 보였다. 수술대기시간은 45-89분이 48.7%, 수

술시간은 30-59분이 44.5%, 회복시간은 60- 119분이

58.6%로 가장 높았다.

[표 2] 보건의료관련 사항

변수 N(%) 변수 N(%)

입원경험 본인 52(27.2)

유 34(17.8) 보호자 31(16.2)

무 157(82.2) 기타 2(1.0)

보건관련사항 수술대기/분

관심도 낮음 72(37.7) - 44 48(25.1)

높음 118(61.8) 45-89 93(48.7)

기타 1(0.5) 90- 49(25.7)

건강상태 건강 30(15.7) 기타 1(0.5)

보통 68(35.6) 수술시간/분

비건강 93(48.7) -29 51(26.7)

마취방법 30-59 85(44.5)

전신 106(55.5) 60- 54(28.3)

국소 83(43.5) 기타 1(0.5)

기타 2(1.0) 수술비/만원

수술여부 -29 58(30.4)

유 33(17.3) 30-99 91(47.6)

무 158(82.7) 100- 39(20.4)

수술인지 기타 3(1.6)

인지 149(78.0) 회복시간/분

무지 41(21.5) -59 69(36.1)

기타 1(0.5) 60-119 112(58.6)

수술결정 120- 8(4.2)

의사 106(55.5) 기타 2(1.0)

계 191(100.0) 계 19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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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술인식도, 질 및 만족도의 회귀분석

일반적 특성들과 보건의료관련 사항들을 독립변수

로 하여 당일수술 인식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R
2
값

이 0.154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15.4%

가 설명되었다[표 5]. 독립변수들 중 당일수술 인식도

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연령과 교육이었다.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14-39세가 65세 이상 연령보다

당일수술에 대한 인식도가 낮았다. 즉 연령이 증가할

수록 당일수술에 대한 인식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P<0.05). 교육수준에서 중졸이하가 대졸 이상에

비해 당일수술에 대한 인식도가 낮았다. 즉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인식도 분포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R
2
값이

0.298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29.8%가

설명되었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수술대기시간, 당일수술 인식도로 나타났다(P<0.05).

당일수술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의료서비스의 질

을 높게 평가하였다.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주는 변수는 건강관심도이었다. 의료서비스 만

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R2값이 0.435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43.5%가 설명되었다.

[표 3] 수술인식도ㆍ질ㆍ만족도의 회귀분석 회귀계수/표준오차

특성 수술인식도 의료의 질 만족도

연령/세

(65세 이상 기준)

-13 -0.179(2.068) -0.038(0.097) -0.020(0.108)

14-39 -4.205(2.174)* -0.016(0.085) -0.014(0.105)

40-65 -5.967(1.962)* 0.019(0.101) 0.231(0.117)

성별

(남성기준)

여성 -0.285(1.014) 0.114(0.058) -0.001(0.216)

교육

(대졸이상기준)

중졸이하 -4.264(2.037)* -0.047(0.091) 0.029(0.107)

고졸 -0.125(1.259) -0.005(0.097) -0.018(0.112)

소득/만원

(400만원 이상 기준)

- 199 0.539(1.386) -0.038(0.062) 0.129(0.101)

200-399 1.517(1.214) -0.033(0.091) -0.168(0.104)

거주지 0.528(0.936) -0.073(0.064) 0.079(0.068)

보건의료사항

건강관심도 1.265(1.008)-0.086(0.069) -0.071(0.062)*

건강상태 0.649(0.973) -0.029(-0.114) 0.145(0.107)

마취방법 0.362(1.184 )-0.041(0.097) -0.029(0.084)

수술결정 -0.581(0.851) 0.116(0.065) 0.013(0.066)

수술대기 -0.003(0.009) -0.002(0.001)* 0.001(0.001)

수술시간 -0.018(0.013) -0.001(0.001) 0.007(0.001)

수술인식도 0.174(0.063)* 0.052(0.064)

서비스질 0.581(0.093)

R-square 0.154 0.298 0.435

F값 1.595 4.197* 5.327*

* P<0.05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당일수술환자의 인식도와 만족도 분석을

통해 의료의 질적 수행과 의료표준 설정에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지난 1년간 수술 및 입원경험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만족도 평가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기존 연구에서는 수술경험이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4].

본 연구에서는 수술경험이 없는 환자가 많았다. 이는

당일수술센터에서 환자의 요구에 맞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현재보다 당일수술센터에 대한 만족도와

재이용이 증가할 것이며 당일수술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마취방법에서는 전신마취가 많았으

나 전신마취에 비해 국소마취가 의료서비스의 만족도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당일

수술의 활성화를 위해 당일수술센터를 운영하는 병원

에서는 마취에 따른 불안감소와 환자안위를 위한 음

악요법과 같은 당일수술센터의 만족도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 당일수술인지여부에서

80% 정도가 ‘당일수술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는

데 기존 연구 연구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5]. 이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을 감

안한 일상생활의 복귀가 시간상 단축되는 당일수술의

장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당일수술에 대한 요구는 증

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당일수술결정은 의사가 결정

하는 것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

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각 병원이 당일수

술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당일수술 대상자를 제한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세계적으로 전체 수술의 80%

이상을 당일수술로 대치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국내

당일수술의 시행이 저조한 원인이다. 따라서 당일수

술에 대한 홍보가 의료진에게도 필요하며 당일수술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체계가 확립된다면 현재와 같은

단순한 외래수술의 대치로서가 아닌 당일수술의 활성

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인식도에서 연령이 적을수록 인식도가 낮았다. 이는

당일수술의 안정성 문제와 같이 응급상황 발생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일 수술에 관한 교육

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수술 후 환자에게

담당의사의 설명, 퇴원 전 담당간호사의 설명이 필요

하다. 퇴원 후 전화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009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 317 -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평소 건강상태에 관

한 조사는 결과변수로 합병증, 불안 및 통증 등과 같

은 지표를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국내에서 당일수술

에 대한 안정성 연구가 미비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

한 지표들이 포함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을 당일수술환자에 국한하였으

므로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의 비교

대상이 없는 것이 한계이다. 따라서 당일수술과 입원

수술간의 비교조사를 통한 추가 연구와 당일수술의

형태에 따른 비교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

러나 본 연구는 국내 당일수술에 대한 인식도와 의료

서비스의 질 평가 및 만족도를 구체화하여 분석을 시

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국내 의료시

장의 변화로 병원경영의 다각화 전략방안으로 당일수

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당일수술의 활성

화와 당일수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다른 연구에 응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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