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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최근 우리 나라는 각종 대 소형의 응급 사태가 증가,

하고 질병의 양상이 급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응급 의

료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 훌륭한 의료.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에 대한 대중의 선

호 경향이 강해졌고 응급 의료 분야에서도 보다 양질의

응급 의료 및 간호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

대가 형성되고 있다이은숙 박금선 김광주 이( , , 1994; ,

향련 김귀분, , 1995).

의학 기술의 발달과 생활의 변화로 아동의 질병 양상

도 변화가 많이 생겼으며 응급을 요하는 환아의 상태도

달라지게 되었다 특히 신체 발육 뿐 아니라 행동 지능. ,

면에서도 미숙한 아동의 경우 응급 상황에 처할 경우가,

많게 된다 응급실 방문 환아는 지난(Frieman, 1992).

년간 배 정도 증가 했으며김금희 종합 병원10 2 ( , 1994)

을 방문한 세 이하 아동의 비율은 로 응급실15 18-28%

방문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박재황( ,

유인술 박재황 박재황 위대한1992; , , 1992; , , 1996).

전 국민의 의료 보험 수혜 확대 후 의료 전달 체계 내에

서 응급실은 차 진료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차 기1, 2 3

관에 갈수 있게 되어 최근 차 기관의 응급실은 과밀화3

및 정체 현상 응급 의료인의 부족과 불친절한 태도 등,

이 부수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아의 경우에도 응.

급실 방문이 증가하여 긴 대기 시간과 많은 비용을 지불

하며 계속적이지 못한 간호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Oberlander, Pless, Dougherty, 1993).

의료 간호 소비자의 목소리는 제공자에게 주요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으나 점점 논쟁이 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모든 대상자는 양질의 간호를(Davis, Ware, 1988),

자신들의 요구대로 선택하여 받고자 한다강익화( ,

이와 같이 급증하는 응급실 이용자들의 높은 질1997).

의 의료 서비스 요구는 병원과의 마찰을 일으키며라명(

희 때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도 확대되기도 한다,1989)

문국진 송근정 장몽준 이한식 그러( , 1993; , , , 1993).

므로 변화된 소비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양질의 간호 서

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

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응급실에서 행해지는.

간호에 대한 환자 만족도 조사는 환자의 간호에 대한 기

대도를 결정하고 양질의 간호와 환자 중심적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Alexander,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간호Sandriage, Moore, 1993),

에 대한 기대와 간호 제공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Maitra, Chikhani, 1992).

환아는 발달 단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자신의

증상에 대한 표현 능력이 부족하여 응급실에 동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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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는데 응급, ‘ ’

이라는 상황은 환아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도

불안이나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한다안효덕 특( , 1987).

히 환아의 가족 또는 보호자는 병원의 낯선 환경 불확,

실한 환아의 상태와 치료과정에 대한 무지 경제적 문제, ,

의료진과의 관계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며 이는 환아에게

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김조자.

는 응급실에서의 간호는 환아 뿐 아니라 위기에(1993)

처한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까지 확대 되어야 한다고 강

조 하였다 그러므로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아나 보호자.

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올바로 인지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응급실 이용자들의 만족도,

가 높아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년대 초반부터 응급의료 서비스1980

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함께 응급실 환자의 간호에 대

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간호의 질

을 평가해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응급의료 서,

비스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만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사는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국내의 의료 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응

급실 이용에 관한 실태 조사박재황 유인술 박( , 1992; ,

재황 김금희 박재황 위대한 김, 1992; , 1994; , , 1996;

도선 김신정 문선영 나 응급실 환자와, 1997; , , 1999)

가족의 불안에 관한 연구안효덕 응급실 환자의( , 1987),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김조자 지동옥( , 1983; , 1992),

응급실 간호사의 간호 업무나 간호 문제박은정 등( ,

김광주 등 를 다루었으며 환자 만족도 조1993; , 1995)

사 연구로는 단편적으로 일부 종합 병원의 환자나 외래

환자에 관하여 이루어졌을 뿐윤성자 이상일( , 1986; ,

이은숙 박금선 이인자 강익화1994; , , 1994; , 1996; ,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는 없는 실정이다1997), .

이에 본 연구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여 응급 환아 간호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 처치를 받

은 환아의 간호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 하므로써 환아의

응급실 간호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응

급실 환아 간호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응급실 방문 환아와 관련된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1. .

응급실 방문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한다2. .

응급실 방문 환아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아3.

간호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Ⅱ 문헌 고찰.

오늘날 개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교육수준이 높아

짐에 따라 의식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건강 권리의식이

강해지면서 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 .

그 중에서도 응급 건강 관리와 관련되는 각종 응급 사태

가 증가하고 질병 양상도 수준 높은 양질의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하고 보장 받을 수 있는 사망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내무부 보건 사회부 문지현 박( , 1989; ,1989; , 1992;

은정 등 이향련 김윤희 최부호, 1993; , , 1993; , 1993;

유재선 또한 응급 상황 발생시 건강 소비자들, 1995). ,

은 신속하고 질적인 응급 관리 받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유재선 환자에 대한 양질의 간호를 요구하게 되( ,1995)

었다 이마리아 이에 부가하여 전 국민 의료 보( , 1996).

험 제도의 실시로 환자의 의료 이용도는 개선 되었으나

필요한 환자가 차 의료 기관을 방문 하는데는 절차상3

오히려 어려움을 갖게되어 응급실 이용자가 급증하게 되

었다 즉 응급실은 예약 없이 어느때나 모든 진료과를.

망라하여 환자를 받아 진단 처치 입원이 신속하게 이루, ,

어지므로 환자들의 이용률의 증가로 최근 환자 진료 의

뢰 체계의 규제를 피하는 편법적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

었다 연구에 의하면 응급실 방문의 이상이 응급을. 2/3

요하지 않는 부적절한 방문 이었으며 많은 경우에서 응

급실 아닌 곳에서 적절히 치료 받을수 있는 상태였다

응급실을 이용하(Halperin, Meyers, Alpert, 1979).

는 부모들은 높은 질의 치료로서 병원의 명성 특히 자,

신의 아동이 상처를 입기 쉽다는 신념과 개인적 경험,

아동의 상태에 대해 비정상적인 공포를 가지게 된다.

응급실 이용의 증가는 대중 요구 변화로 해석되며 환아

부모의 견해에서는 병원의 환경이 최신의 장비를 제공하

고 기술적으로 훌륭하며 시간 쉬지 않고 가동하는 것24

등이 응급실 이용의 중요 이유가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등 은 소아 응급실의 이용은Oberlander (1993)

증가하나 은 급박하지 않은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방3/4

문하였으며 방문의 언급된 이유는 아동의 질병의 심각성

에 대한 걱정 때문으로 부모들은 경미한 질병의 증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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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임상적 중요성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였다 이 외에도 과. Bergman Haggerty(1962),

등 의 연구 에서도 급증하는 응급실 방Wingert (1968)

문 환아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응급실 이용의 급증은 응급실의 과밀화와

정체 검사 및 치료의 지연 지연 진료에 따른 환자 및, ,

보호자의 행패나 폭력 행사 극심한 입원실 부족 환자들, ,

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규모가 작은 병원으로의 전원 거

부 병원간의 협조 부족으로 환자 전원의 불가능 등으로,

인해 대학 병원 응급실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응급실 환자의 과밀화 및 정체 현상으로 인해

응급 환자의 양질의 진료 및 치료 간호는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장석준 장몽준 이한식( , , , 1992).

은 응급실은 과밀화가 너무 심해 환자Frieman(1992)

의 는 침상에서 시간이상 기다린다고 보고 했으38% 12

며 는 의사를 보지 못한 채 떠났다고 하였다 그, 8.2% .

는 평균 대기 시간은 시간이었으므로 매우 아픈 사람6.4

에게 적절한 간호 제공은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결과적.

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장시간의 진료 대기나

의료 인력의 불친절 등을 경험하게 되어 의료 이용과 관

련된 불만은 높아지게 된다 응급실의 특성은 다양한 계.

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질환과 갑자기 당한 사고나 질병

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는데 응급실에 대한 정보의 부족

이나 진료대기 시간의 지연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강한

적대감을 주고 적대감이 통제되지 못할 때 의사 간호사, ,

병원에 대한 난동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김성배 장( ,

석준 이한식, , 1992).

간호에 대한 만족은 간호 질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임혜경( , 1980),

환자의 만족도 증진은 의료 제공의 목적으로 의료의 질

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자의 만족도 평가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이상일 는 전문( ,1994). Ciske(1974)

가는 확실히 환자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인

식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고 하였으며 대상자들은 그들

의 간호에 대해서 판단하고 제안할 권리가 있다고 제시

하였다 환아의 경우에는 환아 뿐 아니라 가족에 의해. ,

반영된 불만족의 해결은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

하려는 노력이라고 여겨진다.

만족도 측정 도구개발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와 는 병원의 서비스를 측정Babakus Mangold(1992)

하는 도구인 의 유용성을 검증하였으며SERVQUAL

등 은 의Clark (1996) Risser(1975) Patient

에 근거한 의Satisfaction Scale Davis(1988) CHCSS

를 사용하여 응급실 간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측정

한 결과 간호의 측면으로 친절 진료 대기 시간 간호의, , ,

질에 대한 지각 환자와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 소통 정, ,

보에 대한 만족도의 요소를 확인하였다.

응급실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시간에,

대한 만족이 병원 이용에서 조사 되었고김수배 지명희( , ,

최병순 와 는1994: , 1995), Babakus Mangold(1992)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경험간의 격차를 통하

여 기대에 비해서 경험적으로 인식된 의료 서비스 수준

이 낮을 때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았으며 경험도가 높을

때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 외에.

와 은 응급 의료비를 언급하였Schwarz Overton(1992)

고 김성배 등 은 도착후 처치 받기까지 소요 시간(1992)

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의 연. Raper(1996)

구에서는 응급실 환자의 증상 호전 여부와 병실 입원 여

부만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특히 응급실,

간호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응급실 간호사의 정보 제공

과 정신적 안위 간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

다 과 는 응급실 도착시 환자 교. Krishel Baraff(1993)

육을 강조하면서 환자에게 무엇이 일어나며 왜 응급실

에서의 시간이 지연되느냐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도 응급실 도착. Bjorvell(1991)

시 환자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응급실 간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와. Schwartz Overton(1992)

은 응급실 불만족의 이유 중 특히 곧 또는 몇 분 안에‘ ‘ ’ ‘

라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 시간 이상 늦춰지는 경우라고1

하였으며 환자 만족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환자와 가족

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무례함. ,

목소리의 억양 용어의 선택 비간호적인 태도 등과 오랜, ,

기다림은 응급실의 불만족과 관련된 빈번한 원인이라고

제시하면서 간호의 기술적이고 대인적인 측면 모두를 중

요하게 고려하였다 은 대기시간은 최소. Hudson(1992)

화되어야 하며 편안하게 느끼도록 편의 시설의 고려 팀,

요원의 증가 응급실 목적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Rempusheski, Chamberlain, Picard,

는 간호사 환자의 질에 따라Ruzanski, Collier(1988) ,

만족도가 좌우되며 와 은 정서적 요Yoder Jones(1981)

구의 만족도가 신체적 안녕의 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응급실 환자의 가족 간호와 관련해서, Biddle(1981)

은 환자와 가족은 오랫동안 친숙함과 이해력을 발달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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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인 본성을 제공하므로 서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은 환자 회복시 가족 구성. Gibbon(1988)

원의 돌봄을 강조하였다 응급실에서 간호는 환자 가족.

에게도 강조를 둘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가족들은 간호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과 함께 분노와 노여움 과행동 관심, ,

등을 갖고 간호사에게 정보를 얻고자 하므로 환자와 같

이 지지와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특히 환아의 경우 응급실 도착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 ,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고 가족에게 의존하는

특성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Ⅲ 연구 방법.

연구 대상1.

연구 대상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개의 대학 부속 병2

원의 응급실을 편의추출방법에 의하여 선정하여 만 세15

이하의 응급 환아와 동반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 이는 어린 아동의 경우 질문지의 방법을 통. ,

해 간호에 대한 만족도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환아의 경우에는 질병의 증상으로 인해 의,

사소통에 장애가 부가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환아의.

보호자 중 설문의 응답에 동의한 명을 대상으로 하311

였으며 이 중 자료가 불충분한 명을 제외한 명을, 7 304

최종적으로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 및 절차2.

년 원 일부터 월 일까지 약 개월간에 걸1999 3 8 6 5 3

쳐 서울시내에 소재한 개 대학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실2

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응급실 실습 경험.

이 있는 간호학생을 연구보조자로 선정하여 자료수집에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연구보조.

자는 응급실에서의 처치와 간호를 제공받고 응급실을 떠

나기 직전의 환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

지를 설명한 후 이를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경우에 질

문지를 배부하고 연구보조자가 작성을 도와 회수하였으

며 질문지 내용중 질병유형은 환아의 를 참고로, chart

하여 작성하였다 연구에 대한 참여는 강요하지 않았으.

며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진행하였다, .

연구 도구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응급실 방문 환아와 관련

된 일반적 특성과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응급실 방문 환아와 관련된 문항은 연구자가 문헌 고

찰을 통하여 작성 하였으며 환아의 질병유형은 세계 보

건 기구 가 규정한 국제 질병 분류법에 의해(WHO) 17

개군으로 분류하였다 응급실 간호 만족도 문항은.

의 에 근거Risser(1975) Patient Satisfaction Scale

한 의Davis(1988) CHECSS(Consumer Emergency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Care Satisfaction Scale) ,

하였다 본 도구는 점 척도로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 5

는 환경적 측면 기술적 간호 심리적 간호 정보 제공의, , ,

개 영역이 포함된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점4 23 23-115

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 =α

로 높게 나타났으며 타당도는 간호학과 교수 인과.95 , 3

응급실 경력이 년이상으로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10

간호사 인을 통해 이루어졌다2 .

자료 분석 방법4.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SPSS Win

통계처리 하였다.

응급실 방문 환아와 관련된 관련된 일반적 특성은 빈

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

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환아와 관련된 일반.

적 특성에 따른 간호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와t-test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ANOVA .

Ⅳ 연구결과 및 논의.

응급실 방문 환아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1.

환아의 동반자는 부모가 로 가장 많았고 그 다91.5%

음으로는 조부모가 였으며 그 외에는 이모나 고모6.3% ,

등의 친척이었고 선생님인 경우도 건 있었다, 1 (0.3%) .

이에 따라 응답자의 대부분이 부모였으며 이 중 어머니,

가 였다 보호자의 연령은 세의 범위로 평73.4% . 24-74

균 세였으며 학력은 국졸이 중졸이 고34 , 1.6%, 2.0%,

졸이 대졸 이상이 를 차지하였다43.8%, 52.6% .

등 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Oberlend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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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방문이 많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문화적 지역, ,

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족의 월 수입.

은 만원이 를 차지하였으며 만원 미100-149 45.7% , 50

만은 였다 가족의 경제적 상태와 관련하여1.3% .

과 는 다른 의료서비스를 받Bergman Haggerty(1962)

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응급실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다 응급실 방문시간은 오전 시 정오가 로. 8 - 45.7%

가장 많았으며 응급실에 머문시간은 평균 시간 분으, 3 35

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으로 나타난 김금희. 16.7 (1994)

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질병유형이나 질병의 심각정도에 따라 검사나 치료시간

에 따른 차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시간 이상인 경우. , 5

도 였다 방문횟수는 처음인 경우가 이었25.3% . 58.2%

으며 방문이유는 갑자기 아파서 가 로 대부분73.0%「 」

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고 가 로, 16.8%「 」

안효덕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앓아오던 질(1987) . 「

병이 악화되어 는 로 낮은 비율이었으나7.9% ,」

등 의 연구에서는 로 나타났다Wingert (1968) 33.0% .

이는 시대적 차이로 최근에는 만성질병보다 급성질환으

로 인한 방문이 더 많음을 나타낸다. Friedman(1992)

도 년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1

이들 중 가 단기 급성질환이었다고 보고하였다93.4% .

도착 후 처치를 받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분 이내가30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84.8% ,

한 탁기천 등 의 연구에서도 분이내가(1993) 30 70.3%

로 나타났다 이는 응급 환아의 경우 시간적 요소가 예.

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시급성을 인

식하여 환아의 처치 및 간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의 환아가 다른 병원을 통하지 않고 직. 93.4%

접 응급실로 방문했으며 아동의 발달연령은 유아가,

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김신정과 문선영42.4% , (1999)

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아가 로 가장 많이 나타난35.0%

결과와 동일하다 아동 순위는 첫째가 로 가장 많. 66.8%

았고 성별에 있어서의 남아 여아의 비율은 로 대: 1.6:1

부분의 보고에서 의 비율을 차지한 것과 유1.5:1- 2:1

사한 결과이다김금희 김신정 등 박재( , 1994; , 1999;

황 등 유인술 등, 1996; , 1992).

환아의 질병유형을 국제 질병분류로 나눈 결과 호흡,

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사고(28.6%), (17.8%), (15.0%)

의 순이었다 이는 김신정 등 의 연구결과와 동일. (1999)

한데 아동기에는 성인과의 해부학적 생리적 차이로 인, ,

해 호흡기계질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아동.

을 대상으로 한 김금희 의 연구에서도 호흡기계질(1994)

환 손상 및 중독 소화기계질환(18.6%), (13.1%),

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12.8%) .

응급실 방문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2.

본 연구에서 응급실 방문 환아 간호에 대한 전체 만족

도는 로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마리아3.69

의 점이나 윤성자 의 점보다 높(1996) 3.38 , (1996) 3.32

게 나타나 응급 환아 간호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영역별로 구분한 결과 환경적. ,

측면 기술적 간호 심리적 간호(3.78), (3.77), (3.68),

정보 제공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응급실에서(3.57) < 1>.

의 간호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다른 연구에서

는 대상자의 75%(Hansagi, Carlsson, Brismar,

가 응1992), 87.4-97.1%(Lewis, Woodside, 1992)

급실 간호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보고하였다.

표 응급실 방문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 1>

구 분 평 균 표 준 편 차

환경적 측면 3.78 .63

기술적 간호 3.77 .59

심리적 간호 3.68 .62

정보 제공 3.57 .66

전체 만족도 3.69 .56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항목은 병원이 응급처치에 필요한 적절한 장비를 갖추「

고 있다 로 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3.99 ,」

간호처치를 능숙하게 하였다 환아에게 제(3.90),「 」 「

공하는 치료와 간호는 적절하였다 의 순이었다(3.83) .」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물어「

보기만 하고 아무 것도 해 주지 않았다 가 로 나타3.48」

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환아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가, 「

지고 귀를 잘 기울여 주었다 간호사는 누구(3.53),」 「

든지 부담없이 질문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환(3.54),」 「

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동정적이고 안심을 시켰

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환아 간호와 관(3.54) . ,」

련하여 환경적 요소나 간호사의 기술적 간호에 대해서는

만족하였는데 이는 간호가 기술적인 업무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 의 연구에서. Clark (1996)

도 기술적 숙련 영역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 심리적 측면이나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만족



- 10 -

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Risser

의 연구결과 환자의 만족도는 간호의 기술전문(1975) ,

적 영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간호의 교육적 관계영역에서

가장 낮았다고 한 것과도 일치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깨끗하고 훌륭한 시설이나 장비는

직접 제공받은 간호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응급실의 환경적 요소로서. Hudson

는 치료시설 외에 나 커피 마시는 장소 전화(1992) TV ,

등을 갖춘 편의 시설 등의 고려가 필요하며 가족들이 사

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임혜경.

의 연구결과에서도 실제 간호상황에서 간호사의(1980)

관심과 접촉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는데, Lewis

와 는 응급실 간호에 대한 환자들의Woodside(1992)

반응을 조사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미소가 가장 만족스‘ ’

러운 반응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으며 와, Babakus

도 간호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요소Mangold(1992)

로서 공감을 제시하였다 는 응급실 도. Bjorvell(1991)

착시 환자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응급실 간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와Schwartz Overton

는 환자 만족의 관리는 가능한 한 환자와 가족에(1992)

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친절하고 존중하고 공손한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강현주 는 대상자들이 간호사. (1993)

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친절과 신뢰감 환자의 궁금증‘ ’, ‘

해소 건강정보 제공 및 대화자였다고 보고하였다’, ‘ ’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응급실 간호사들이 환,

아 간호에 있어서 심리적 간호와 정보 제공에 더욱 중점

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오늘날 병원규모의. ,

확장이나 의료보험의 확대 실시 등 응급실 이용 인원이

증가한데 비해 간호사의 수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응급실

환자 간호시 심리적 안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을 반영한다 또한 응급실 간호사는 간호업무 이.

외에 진료에 관련된 각종 기록업무 응급처치에 필요한,

공급품의 확보 및 관리 기구 및 장비 관리 등 응급실의,

제반 살림을 대부분 담당함으로써 급박한 환아의 신체적

상태와 관련된 간호에 중점을 두므로 심리적 간호를 고,

려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응급이라는 상황으로 인. ‘ ’

한 정서적 위협은 환아에게는 물론 동행한 가족이나 보

호자에게도 매우 심각하며 종종 간호사의 판단으로는,

정도가 낮은 응급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환자나 가

족은 매우 위험하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응급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들

은 위기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임혜경 그러므( , 1987).

로 응급실 간호사는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 주며 위기감정을 표현하도록 격,

려해 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정확한 현실

을 인정하게 하여 위기에 바람직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간호사의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간호접근 방법의 모색과 간호

사 스스로 전문직으로서의 자세 확립이 중요하다고 사료

된다.

와 는 응급실은 병원의 창문Maitra Chikhani(1992)

역할을 하므로 제공 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같은 의

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등. Clark (1996)

은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제공받는 간호 서비스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하여 간호사들이 정확히 모르는 채 간호

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와 는 간호, Rhee Bird(1996)

에 대한 만족도는 중요하며 간호의 질의 전체적인 평가

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급실 간호사는 광범위한 지식,

과 기술로 신속하고 정확한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환아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아 상태에.

대해서 불안한 보호자에게 정보제공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응급 환아의 질병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갖

추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심리적 간호.

에 있어서는 주어진 여건 아래서 최상의 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조직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응급실 방문 환아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에 따른3.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응급실 방문 환아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표< 2>.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t=.265,

보호자의 연령 보호자p=.792), (F=.512, p=.674),

의 학력 가족의 월 수입(t=-.353, p=.724),

응급실 방문시간(F=1.939, p=.123), (F=.832,

방문횟수 방문이유p=.528), (t=-1.808, p=.072),

도착 후 처치를 받기까지 소요된(F=.526, p=.665),

시간 다른 병원에서의 이송 여부(F=1.475, p=.221),

아동의 발달단계(t=1.462, p=.145), (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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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응급실 방문 환아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2>

특성 구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응답자 부모 281 3.70 .56
.265 .792

기타 23 3.67 .63

보호자 연령 세 이하30 99 3.75 .59

.512 .674
세31-35 119 3.67 .55

세36-40 62 3.70 .50

세 이상41 54 3.63 .63

보호자 학력 고졸 이하 144 3.69 .58
-.353 .724

대졸 이상 160 3.71 .55

가족의 월 수입 만원 미만100 34 3.63 .55

1.939 .123
만원100-149 139 3.74 .57

만원150-199 85 3.73 .51

만원 이상200 46 3.54 .59

방문시간 오전 시 정오8 - 139 3.71 .53

.832 .528

정오 오후 시- 4 98 3.69 .56

오후 시 시4 -8 31 3.54 .65

오후 시 오전 시8 - 0 9 3.69 .54

오전 시 시0 -4 13 3.80 .67

오전 시 시4 -8 14 3.85 .60

머문시간 시간 미만1 26 3.56 .56

2.908 .014*

시간 미만1-2 60 3.53 .56

시간 시간 미만2 -3 44 3.63 .53

시간 시간 미만3 -4 57 3.85 .55

시간 시간 미만4 -5 40 3.83 .52

시간이상5 77 3.73 .57

방문횟수 회1 177 3.65 .57
-1.808 .072

회 이상2 127 3.77 .54

방문이유 사고 51 3.68 .64

.526 .665
갑자기 아퍼서 222 3.69 .55

질병 악화 24 3.72 .52

기타 7 3.96 .41

처치까지 소요시간 분 이내10 160 3.75 .59

1.475 .221
분11- 30 98 3.66 .52

분 시간 이내31 -1 25 3.53 .59

시간 이상1 21 3.63 .43

이송여부 예 20 3.87 .41
1.462 .145

아니오 284 3.68 .57

아동 발달단계 신생아 3 3.88 .36

.434 .825

영아 38 3.63 .61

유아 129 3.73 .50

학령전기 아동 62 3.68 .68

학령기 아동 62 3.70 .53

청소년 10 3.54 .63

아동 순위 번째1 203 3.73 .54

1.310 .271번째2 91 3.65 .61

번째3 10 3.50 .36

아동 성별 남아 187 3.68 .56
-.494 .621

여아 117 3.72 .57

입원 경험 유 66 3.66 .60
-.627 .531

무 238 3.7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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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순위 아동 성별p=.825), (F=1.310, p=.271),

아동의 입원경험(t=-.494, p=.621), (t=-.627,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응급실에p=.531)

머문시간 질병유형(F=2.908, p=.014), (F=1.777,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46) .

응답자에 따라서는 부모의 경우보다 기타 보호자의 경

우가 만족정도가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이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많은 부모들이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며 환아 간호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보호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세 이상에서 만족도가41

가장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세. 41

이상은 조부모가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79.2% ,

이마리아 나 윤성자 의 연구결과에서 노인(1996) (1996)

이 만족도가 높은 결과와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경우는 노인이 환자가 아니고 손자나 손녀의 간,

호에 대한 만족도이므로 이 경우 손자에 대해 대체적으, ,

로 과보호 경향이 있는 조부모가 기대 수준이 높아 만족

도가 낮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에 대한 재,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등 의 연. Schwartz (1992)

구에서도 환아의 방문시 보호자들은 불평이 증가하였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등 의, . Clark (1996)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

는데임혜경 윤성자 이마리아( , 1980; , 1996; , 1996),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군은 그만큼 의료에 대한 지식이

많음으로 인하여 간호사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의 월수입에 따라서는 만원 이상인 경우에서200

가장 만족도가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 이은, ,

숙 박금선 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1994)

만족도가 낮았다.

응급실에 머문 시간에 따라서는 시간 시간 미만3 -4

시간 시간 미만 시간 이상(3.8513), 4 -5 (3.8304), 5

의 순으로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3.7261)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경우는 환아의 대부분인,

가 도착 후 분 내에 처치를 받았으므로 머문84.8% 30 ,

시간이 처치까지 소요된 시간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생

각된다 이는 질병의 유형이나 심각성에 따른 차이로 해.

석되며 아동의 질병유형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난 결과와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한 재검증을 통해 재확인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방문횟수에 따라서는 회 이상이 더 높았으나 유의한2 ,

차이는 없었는데 강현주 의 연구에서도 유의한, (1993)

차이는 없었으나 병원 방문횟수가 많을수록 간호 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이유는 사고의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급박한. ,

표 응급실 방문 환아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계속< 2> ( )

일반적 특성 구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질병유형 감염성질환 39 3.69 .57

1.777 .046*

종양 1 3.17

대사성질환 2 3.74 .00

혈액질환 1 3.96

정신질환 0

신경계질환 14 3.33 .53

순환기계질환 5 3.84 .44

호흡기계질환 87 3.74 .54

소화기계질환 54 3.80 .43

비뇨생식기계질환 8 3.60 .64

피부질환 3 4.20 1.08

근골격계질환 8 3.10 .53

선천성기형 0

주산기질환 0

아픈증상 24 3.61 .63

사고 47 3.73 .62

기타 11 3.75 .57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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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연결되는데 등 의 연구에서는, Hansagi (1992)

즉각적이고 긴급한 환자들이 덜 긴박한 환자들보다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실 환자 만족도.

는 상황의 절박성과도 관련됨을 암시한다.

환아가 응급실 도착 후 처치를 받기까지 소요된 시간

에 따라서는 시간 이상이 가장 만족도가 낮았으나 유1 ,

의한 차이는 없었다 김성배 등 은 응급실에서의. (1992)

진료 대기시간의 지연은 환자에게 강한 적대감을 준다고

하였으며 윤성자 의 연구에서도 소요시간이 짧을(1996)

수록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등 의. Bursch (1993)

연구에서는 응급실에서 간호 받기 전에 걸린 시간이 만

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타 병원에서의 이송여부에 따라서는 이송된 경우가 만

족도가 더 높았으며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서는 신생,

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아동순위에서는 첫째가,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의 경우 입원경험은 없는 경,

우가 만족도가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질병유형에 따라서는 피부질환 혈액질환(4.20),

순환기계질환 등의 순으로 만족도에 유(3.96), (3.84)

의한 차이가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차이. ,

는 각각의 진단에 따른 질병의 심각성 정도에 의한다고

사료되나 본 연구에서는 질병유형으로 분류했을 뿐 환,

아의 진단명을 파악하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진단명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차이를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다른 연구결과를 검토해

볼 때 불필요한 검사까지도 검사를 많이 받은 환자들은,

간호에 대해 더 좋게 평가하였는데(Davis, Ware,

이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받았느냐에1988),

따라 만족도가 달라짐을 암시한다 또한 정보를 받은 경.

우는 만족도가 높았으며 정보(Krishel, Baraff, 1993),

의 양은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Schwartz,

또한 은 응급실 직원Overton, 1992). Hudson(1992)

의 수가 증가될 때 만족도는 증가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응급 환아를 간호하는데 있

어서 간호사는 환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인간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 정서적 측면의 간호중재도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결론1.

본 연구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아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간호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요소로서 응급실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여 환아 간호의 질적

인 개선과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서울1999 3 8 6 5

시내에 위치한 개의 대학 부속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2

만 세 미만의 응급 환아를 동반한 보호자 명을 대15 304

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하였다 응급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는 의Risser(1975) Patient

에 근거한 의Satisfaction Scale Davis(1988)

CHECSS(Consumer Emergency Care Satisfaction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신뢰도와Scale) , ,

타당도를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Win

과를 얻었다.

응급실 방문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는 로 대체1. 3.69

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만족 정도를.

살펴 본 결과 환아 간호와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

이나 간호사의 기술적 간호 에서는 가장(3.78) (3.77)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이에 비해 심리적 간호,

나 정보 제공 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떨(3.68) (3.57)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응급실. ,

간호사들이 환아 간호에 있어서 심리적 측면의 간호

나 정보 제공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2. 응급실 방문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

보호자의 연령(t=.265, p=.792), (F=.512, p=

보호자의 학력 가족의.674), (t=-.353, p=.724),

월수입 응급실 방문시간(F=1.939, p=.123), (F=

방문횟수.832, p=.528), (t=-1.808, p=.072),

방문이유 도착 후 처치를 받기(F=.526, p=.665),

까지 소요된 시간 다른 병원(F=1.475, p=.221),

에서의 이송 여부 아동의 발달(t=1.462, p=.145),

단계 아동 순위(F=.434, p=.825), (F=1.310,

아동 성별 아동의p=.271), (t=-.494, p=.621),

입원경험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t=-.627, p=.531)

이가 없었으며 응급실에 머문 시간(F=2.908, p=

질병유형.014), (F=1.777, p=.046)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응급 환아 간호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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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

점으로는 연구자의 조사 편의상 개의 대학병원 응급실2

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앞으로.

의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기관과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

으로 한다면 응급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자료가 산출되리라고 생각된다.

제언2.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심리적 안위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1.

낮으므로 응급실에서의 심리적 안위제공에 중점을,

둔 중재를 위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간호접근 방법을 달리 한 연구대상 집단간의 만족도2.

를 비교하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환아 간호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3.

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의 질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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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Pediatric patients visiting

emergency center, Satisfaction

with nursing care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Nursing Care of Pediatric patients

visiting Emergency Center

Moon, Sun Young*Kim, Shin J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qualified nursing care to examine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nursing care of pediatric

patients visiting emergency center.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8 to June, 5,

1999 from 304 subjects including 2 University

hospitals located in Seoul. Using the 23 item

questionnaire, which made out by Davis

CHECSS tool through modification and

supplement by researchers.

The collected data were scored by use of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according to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nursing care of

pediatric patients visiting emergency center and

each item as an independent variable was

analysed by t-test and ANOVA te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care of pediatric patients visiting emergency

center showed as an average of 3.69.

2. With the resept of gener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pediatric patients visiting

emergency center, there were statis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duration of stay at

emergency center(F=2.908, p=.014), type of

disease(F=1.777, p=.046).

* Department of Nursing, ShinHeung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Hallym University

(kimsj@sun.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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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care of pediatric patients of examiners showed

relatively high, but emotional care and

information supply are requi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