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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환자중심성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의료기관 경영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융복합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관리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018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만 15세 이상 입원 의료서비
스 경험이 있는 593명을 분석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활용하여 입원 의료서비스 경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환자 경험 추천 의사 예측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유형은 4개, 7개로 각각 분류되었다. 모형의 정확도는 68.9%, 78.3%였
다.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전반적 만족도 결정요인은 간호사 영역과 병실 소음관리 영역이었으며 추천 의사 결정요
인은 간호사 영역이었다.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관리모형을 제시하고 간호사 영역과 병실 소음관리 영역이 입원환
자 경험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한 점이 의의가 있다.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관리모형의 일반화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주제어 : 환자중심성,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의사결정나무, 데이터마이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nvergence inpatient medical service patient 
experience management model(IMSPEMM) that can help in the management strategy of a medical 
institution to create a patient-centered medical culture. Using the original data from the 2018 Medical 
Service Experience Survey, 593 people with medical services inpatient(MSI) over the age of 15 were 
analyzed. By using the decision tree model, we developed a prediction model for overall satisfaction(OS) 
with the inpatient medical service experience(IMSE) and the intention to recommend patient 
experience(RI), and were classified into 4 and 7 types. The accuracy of the model was 68.9% and 78.3%. 
The OS level of IMSE was the nurse area and the hospital room noise management area, and the RI 
decision factor was the nurse area. It is significant that the IMSPEMM for MSI was presented and 
confirmed that the nurse area and the noise management area of   the hospital room are important 
factors for the inpatient experience. It is considered that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generalize the 
IMSP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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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최근 의료기관은 국내외 어려운 경영 상황 속에서 환
자와의 공감(Empathy)이 바탕이 된 환자 중심성
(Patient-Centeredness) 개별화 의료서비스(Individualized 
care)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1].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의료기관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는 적은 비
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전략 수립이
다. 환자의 다양한 욕구(Needs)를 파악하고 필요와 가치
를 존중한 그에 맞는 의료서비스 경영전략을 세우기 위
한 고민에 직면해 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삼
성병원 등 서울의 빅 5병원을 중심으로 ‘고객 만족’을 넘어 
더 나은 의료서비스 경험 구현을 위해 ‘의료서비스 디자인’ 
도입 등 환자중심성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2]. 

2017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제도의 효율
적 관리와 환자중심성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적 욕
구(Needs)를 파악하고자 5000가구를 선정하여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를 시
행하였으며, 2018년부터 조사대상 가구 수를 더욱 확대
하여 환자 중심성의 가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제도를 
만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 같은 해 7월, 건강보
험심사평가원 역시 환자중심성 의료문화를 조성하고자 
‘환자경험평가’를 도입했으나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입원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통계학적 관
점에서 대표성은 확보하기 어려웠다[4,5]. 

환자중심성(Patient-Centeredness)은 환자 경험
(Patient experience)이라 통상 불리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핵심요소로써,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등 
OECD(Orag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3
개 국가에서 환자 중심성 평가를 위해 의료서비스 환자 
경험 조사를 실행하고 있다. 환자 경험이란 환자가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았는지’
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환자 심리와 감정에 영향을 주
는 상호작용의 질과 가치를 의미한다[6]. 환자 만족도 조
사가 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한
다고 하면 환자 경험 평가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객관화 
된 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례로 “담당 의사는 검사 
여부나 치료법을 선택할 때 귀하의 의견을 잘 반영하였
습니까?”, “진료나 검사를 할 때 신체 노출 등으로 수치
감이 들지 않도록 의료진이 충분히 배려하였다고 생각하
십니까?” 등 영역별 객관적 경험을 질문하고 평가한다. 

의사의 설명에 얼마나 만족했는지가 아니라 의사가 효과
와 부작용에 관해 설명했는지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한
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자신이 어떤 검사를 받는지 왜 받
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의사결정권
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7]. IOM(Institution of 
Medicine: 미국 의학연구소)는 환자 중심성을 환자 개
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임상적 결정에 
환자 개인의 가치가 보장되고 그에 적합한 진료를 제공
하는 것이라 정의한다[8]. 환자에 의해 의료서비스의 질
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환자 경험 조사’와 
‘환자 만족도 조사’는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경험 조사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는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묻지 않는 구체적 경험의 
객관화를 토대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경험하는 모든 영
역에서의 상호작용을 평가한다[2].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선진국은 의료서비스 환자 경험 
조사를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
소로 인식하여 의료서비스 환자 경험 평가를 의료비 지
급 보상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이를 제도화하고 있다[9]. 현재 국내 보건 의료제도 역시 
논의 단계에 있으나 의료비 지급 보상체계와 설령 연계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환자 경험을 위한 문
제 인식과 해결방안을 위한 의료기관의 노력과 조직문화 
혁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2,6]. 

의료기관은 환자 경험, 환자중심성 향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의 근거중심적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한 때라 여겨진다. 
보건복지부는 대표성을 갖춘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자료
를 구축하여 선진국보다 혁신의 출발은 늦었으나 근거 
중심, 가치지향 중심의 새로운 의료문화 조성을 위해 공
공데이터로써 전처리가 완료된 마이크로데이터를 일반에 
공유하고 있다[9]. 선행 연구[10-15]에서 환자중심성 의
료문화 조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산업디
자인 분야 중심의 의료서비스 혁신에 관한 사례연구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갖춘 ‘2018 의료서비스
경험조사’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경영전략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자경험 관리모형을 개발함으로
써 환자중심성(Patient-Centeredness) 의료문화의 효
율적 체제 편성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

험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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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예측모형을 도출한다.
3)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에 대한 이용 의료기관 

추천 의사 예측모형을 도출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2018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원시자료(Raw data)를 활용한 2차 연구로써 원시자료에 
대한 사용 신청승인을 받은 후 연구목적에 부합하게 분
석하였다. 원시자료(Raw data)는 전국 규모 단위의 조사
자료였으나 지역별 응답률 차이에 의해 지리적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는 제공되지 않았다. 

2.2 연구대상 
‘2018 의료서비스경험조사’ 표본추출 방법은 층화 2

단 집락추출방법으로 6,000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다. 연구대상자는 지난 1년 동안(2017. 8. 1.∼2018. 7. 
31)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의료서비스경험이 있는 
59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원시자료(Raw data)에
서 지난 1년간 환자경험이 없거나 미용 목적 등으로 의
료기관을 방문한 3,869명과 외래 의료서비스 경험만 있
는 8,843명을 제외하였다. Fig. 1

2.3 연구도구 및 연구변수
연구도구는 Cho & Kim(2012)[16]을 기본으로 하여 

OECD[6]에서 요구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사
용된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3문항, 의사 영역 6문항, 
간호사 영역 4문항, 행정부서(수납, 접수) 영역 1문항, 환
자권리보호 영역 3문항, 환자안전(약물 부작용 및 감염, 
낙상 관리) 영역 3문항, 시설의 안락함과 편안함 영역 1
문항, 병실 소음관리 영역 1문항, 의료진의 시술 전 신분 
확인 영역 1문항, 전반적 만족도 1문항, 추천 의사 1문항
으로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의사, 간호사, 행정
부서, 환자권리보호 등의 의료서비스 영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환자안전(약물 부작용 및 감염, 낙상 
관리) 영역은 Likert 3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병실 소음
관리 영역을 비롯하여 부정 문항은 역코딩으로 변수 변
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경험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의미하도록 하였다.

Fig. 1. Selection of research subjects

2.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통계패키지인 R version 4.0.0을 이용하

였으며 분석 방법은 의료서비스 영역별 탐색적 요인 분
석과 신뢰도 분석(Cronbach-α)을 실시하여 측정 문항
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며 영역간 상관관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3문항)에 따른 입원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1문항)와 추
천 의사(1문항)는 T검정 분석과 ANOVA 분석을 시행하였
으며 연령의 경우 사후분석에 의해 60세 이상과 60세 미
만(15세∼59세)으로 최종 분류하였다. 데이터마이닝 기법
을 활용하여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관리모형을 개발하
고자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예측모형의 안정
성 및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훈련 데이터(70%)와 테스
트 데이터(30%)로 나누어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였다. 분
류 오류를 통제하고자 가지치기(Pruning)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 60.2%, 남성39.8%
로 여성이 더 많았으며 연령분포는 60세 이상 53.6%, 
50~59세 22.9%, 40~49세 12.8% 순이었다. 의료보장 
유형은 건강보험 95.3%, 의료급여 4.7%로 건강보험이 
많았다. Table 1 

Classification Item N %
Gender Male 236 39.8

Female 357 60.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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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 변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 지침서를 기반으로 측정 변수에 

대해 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고유값
(eigen value)은 1.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 
적재량은 0.4 이상이면 영역 내에서 묶을 수 있도록 하였
다. 의사 영역, 간호사 영역, 행정부서(수납, 접수) 영역, 
환자권리보호 영역, 환자안전(약물 부작용 및 감염, 낙상 
관리) 영역, 시설의 안락함과 편안함 영역, 병실 소음관리 
영역, 의료진의 시술 전 신분 확인의 8개 영역으로 구분
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통한 내적 일관성 결과는 의사, 
간호사, 환자권리보호 영역 모두 Cronbach-α 값 0.6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자안전 영
역은 Cronbach-α 값 0.57로 내적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1사이
의 값 중 0.6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내적일관성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기준은 학자
마다 차이가 있으며 환자안전 영역은 약물, 감염, 낙상에 
대한 환자경험을 각각 측정한 것으로 학문적 연관성과 
Cronbach-α 값을 고려하여 문항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
으로 판단하였다. 행정부서(수납, 접수) 영역, 시설의 안
락함과 편안함 영역, 병실 소음관리 영역, 의료진의 진료 

전 신분 확인 영역은 분야의 관련성과 영역별 탐색적 요
인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각각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Table 2

Factor Items Commo
nality Cumulative Cronbach-

α

Doctor

C46 .854

65.65 0.84
C41 .837
C42 .819
C45 .813
C44 .810
C43 .721

Nurse
C48 .855

71.03 0.86C50 .852
C47 .852
C49 .812

Rights 
protection

C55 .808

59.19
0.72C54 .807

C53 .778

Patient safety
C60 .828

0.57C59 .824
C63 .545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ach variable

3.3 측정 영역간 상관관계 분석
측정 영역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추천 
의사는 의사 영역, 간호사 영역, 행정부서(수납, 접수) 영
역, 환자권리보호 영역, 시설의 안락함과 편안함 영역, 병
실 소음관리 영역과 명확한 양의 상관관계(r<0.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자안전(약물 부작용 및 감염, 낙상 
관리) 영역, 의료진의 시술 전 신분 확인은 관련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Age 15-19 8 1.3
20-29 12 2.0
30-39 43 7.3
40-49 76 12.8
50-59 136 22.9
≧60 318 53.6

Medical insurance Health insurance 565 95.3
Medical care 28 4.7

Total 593 100.0
* No response excluded

1 2 3 4 5 6 7 8 9
1. Doctor
2. Nurse .797**

3. Administration department .605** .619**

4. Rights protection .737** .722** .625**

5. Patient safety .002 .050 .063 .038
6. Comfort .561** .594** .528** .575** .000
7. Noise management .103* .218* .149* .062 .073 .132*

8. Identification .074 .121** .081* .068 .103* .128** .077
9. Overall satisfaction .459** .422** .392** .387** .039 .403** .213* .012

10. Recommended intention .630** .613** .538** .626** .040 .543** .081* .067 .402**

* : p<0.05, ** : p<0.01

Table 3.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measurem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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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입원 의료서비스 환
    자경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은 Table 4과 같다. 성별에 따른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
경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간호사 영역 4.11, 행정부서(수
납, 접수) 영역 4.13 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이외 영역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p<0.05).

연령에 따른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은 60세 이상
이 60세 미만보다 행정부서(수납, 접수) 영역 4.14, 환자 
권리보호 영역 4.13, 환자안전 영역 4.08, 추천 의사 
4.13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이외 영역은 통
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p<0.05).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은건
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가입자 사이에 경험평가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3.5 예측모형 안정성 및 정확도 
예측모형의 안정성 및 정확도는 Table 5과 같다. 입

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의사결정
나무 예측모형의 안정성 및 정확도를 확인한 결과, 훈련데

이터 세트와 테스트 데이터 세트의 Root ASE(Average 
squared error)와 오분류율이 0.311(0.23), 0.264(0.33)
로 각각 나타났으며 예측모형의 안정성 및 정확도는 
68.9%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에 대한 추천 의사 의사결정
나무 예측모형의 안정성 및 정확도는, 훈련 데이터 세트
와 테스트 데이터 세트의 Root ASE(Average squared 
error)와 오분류율이 0.217(0.02), 0.362(0.04) 로 각각 
나타났으며 예측모형의 안정성 및 정확도는 78.3%인 것
으로 도출되었다.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error

Overall 
satisfaction

Recommended 
intention

Training 
dataset
70%

Root ASE(SE) 0.311(0.23) 0.217(0.02)

Validation 
dataset
 30%

Root ASE(SE) 0.264(0.33) 0.362(0.04)

Model accuracy 68.9% 78.3%

Table 5. Prediction model classification errors and accuracy

Factor Gender Age Medical insurance 
Male Female < 60 ≧60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Doctor Mean(SD) 4.07(0.58) 4.12(0.55) 4.07(0.59) 4.13(0.54) 4.11(0.55) 3.95(0.78)
t(p) -1.08(0.28) -1.19(0.24) 1.11(0.27)

Nurse Mean(SD) 4.03(0.62) 4.11(0.58) 4.03(0.62) 4.13(0.57) 4.08(0.60) 4.13(0.57)
t(p) -1.68(0.09) -2.04(0.04*) -0.42(0.68)

 Administration 
department†

Mean(SD) 4.00(0.72) 4.13(0.66) 4.01(0.70) 4.14(0.66) 4.09(0.68) 3.96(0.79)
t(p) -2.36(0.02*) -2.21(0.03*) 0.93(0.36)

Rights protection Mean(SD) 4.07(0.54) 4.10(0.55) 4.03(0.57) 4.13(0.52) 4.09(0.55) 4.06(0.60)
t(p) -0.66(0.51) -2.31(0.02*) 0.26(0.79)

Patient safety Mean(SD) 2.03(0.21) 2.05(0.21) 2.07(0.22) 2.02(0.20) 2.04(0.20) 2.01(0.33)
t(p) 1.14(0.25) -2.92(0.04*) -0.73(0.47)

Comfort Mean(SD) 4.00(0.72) 4.05(0.66) 3.96(0.71) 4.08(0.65) 4.03(0.68) 4.04(0.74)
t(p) -0.91(0.37) -2.23(0.03*) -0.07(0.95)

Noise management Mean(SD) 2.60(1.10) 2.66(1.14) 2.69(1.10) 2.58(1.16) 2.65(1.13) 2.43(1.10)
t(p) -0.60(0.55) 1.18(0.24) 1.00(0.32)

Identification Mean(SD) 2.93(0.29) 2.92(0.30) 2.91(0.31) 2.94(0.28) 2.93(0.29) 2.93(0.26)
t(p) -0.15(0.88) 1.00(0.32) 0.05(0.96)

Overall satisfaction Mean(SD) 3.94(0.60) 4.01(0.60) 4.01(0.61) 3.96(0.59) 3.98(0.60) 4.07(0.66)
t(p) -1.55(0.12) 1.05(0.29) -0.80(0.42)

Recommended intention Mean(SD) 4.05(0.68) 4.08(0.68) 4.01(0.68) 4.13(0.68) 4.08(0.68) 3.93(0.66)
t(p) -0.58(0.56) -2.13(0.03*) 1.14(0.26)

* : p<0.05
Administration department†: Storage, receptionist 

Table 4. Inpatient medical service patient experience accord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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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전반적 만족도 예측
    모형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예측
모형은 Fig. 2과 같다. 간호사 영역, 병실 소음관리 영역, 
의사 영역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에 의해 4그룹으로 예측·분류되었다. 예측 결과를 보
면 첫 번째 노드로 간호사 영역이 분류되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채택되었으며, 간호사 영역에 대한 경험을 4.63
점 이상 부여한 고객에서 두 번째 노드인 병실 소음관리
에 대한 경험을 4.5 이상 평가한 고객에서 입원 의료서비
스 환자경험에 대해 전반적 만족도가 매우 만족했다 
66.7%로 높았다(그룹 4). 동일한 기준으로 병실 소음관
리에 대한 경험을 4.5 이하로 평가한 경우 매우 만족했다
가 38.1였다(집단 3). 간호사 영역에 대한 경험을 4.63점 

Fig. 2. Decision tree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intpatient medical service experience

* Administration department: Storage, receptionist 

Fig. 3. Decision tree analysis of intention to recommend intpatient medic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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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평가한 경우, 두 번째 노드에서는 의사 영역 3.42 
이하로 부여한 고객에서 매우 만족했다가 4.1%로 4개 그
룹 중 가장 낮았다(그룹 1). 동일한 기준으로 의사 영역 
3.42 이상으로 부여한 고객에서 매우 만족했다는 9.9%
였다(그룹 2).

3.7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추천 의사 예측모형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에 대한 추천 의사 예측모형

은 Fig. 3과 같다. 간호사 영역, 의사 영역, 행정부서(수
납, 접수) 영역, 병실 소음관리 영역, 시설의 안락함과 편
안함 영역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에 의해 7그룹으로 예측·분류되었다. 예측 결과를 보
면 첫 번째 노드로 간호사 영역이 분류되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채택되었으며, 간호사 영역에 대한 경험을 4.63
점 이상 부여한 고객에서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에 
대해 전반적 만족도가 매우 만족했다 79.8%로 높았다(그
룹 5). 반면 간호사 영역에 대한 경험을 4.63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의사 영역 3.58 이하로 부여하고 병실 소음
관리에서 2.8 이하이고 시설의 안락함과 편안함 3.5 이
하로 부여한 고객에서 매우 만족했다는 7.7%로 7개 그룹 
중 가장 낮았다(그룹 1). 

4. 논의
최근 보건복지부는 환자중심성(Patient-Centeredness) 

의료문화 조성을 기반으로 보건의료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내외
적 정책과제로써 ‘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척도로 인지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현장에서는 의료서비
스경험조사를 중요한 쟁점으로 주시하고 있다[14].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입원 의료서비
스 환자경험을 분석하고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관리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환자중심성 개선 업무
효율화와 고도화 경영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측모
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은 여성
이 남성보다 간호사 영역, 행정부서(수납, 접수) 영역에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입원 의료
서비스 환자경험은 60세 이상이 60세 미만 보다 행정부
서(수납, 접수) 영역, 환자 권리보호 영역, 환자안전 영역, 
추천 의사에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은 건강보험 가입
자와 의료급여 가입자 사이에 경험 평가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17]에서 치과 의료서비스 경험
에 대한 환자 평가는 성별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없었다
는 연구 결과와 대치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서비스 분야 
대상자 차이에 따른 결과라 생각한다. 60세 이상의 연령
층은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경험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물론 적극적 추천 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지속적 고객 관
계관리 마케팅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선행연구
[18]에서 60대 이상의 연령이 공간적 의료서비스 디자인 
변화에 대해 만족도가 높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연
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고객의 경제적 상황
을 나타낸다 할 수 있는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입원 의료
서비스 환자 경험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 경험에 대한 평
가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치료의 전 과정에서 환자의 심
리와 감정 존중에 더욱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예측
모형은 간호사 영역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되었고 
간호사 영역에 대한 경험이 긍정적인 그룹에서 병실 소
음관리가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그룹에서 의사 영역이 중요 요인으
로 나타났다.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에 대한 추천 의사 예측모형
은 간호사 영역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되었고 간
호사 영역에 대한 경험이 긍정적인 그룹에서 추천 의사
가 가장 높았다. 간호사에 대한 경험이 부정적인 그룹에
서는 의사 영역과 병실 소음관리 영역, 시설의 안락함과 
편안함 영역을 개선했을 때 추천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1차 연구인 선행연구[3]에서 의료기관을 이
용한 입원환자 58.4%가 병실 내의 소음 등으로 인해 시
끄러워 불쾌감을 느꼈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할 수 있다. 의사 영역에 대한 입원환자 경험이 간호 영
역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도 있으나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은 입원이라는 특성
상 간호사 영역의 평가 결과가 경험에 많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선행연구[10, 19-21]에서 의
료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의 가장 중요 요인은 의사 영역
이라는 연구 결과와 대치되는 것으로 이는 외래 환자 경
험을 대상으로 한 차이에서 발생하였다 할 수 있다. 소요 
시간이 짧은 외래 환자 경험과는 달리 최소 6시간 이상 
의료기관에 머물게 되는 입원환자 경험은 병동 최일선에
의 간호사 영역의 서비스가 중요 요인이며 의료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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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동안 야간 방문객 그리고 텔레비전 등의 소음
으로 인한 불쾌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병실 소음관리 영
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환자의 필요와 가치가 존중되고 반영되는 간호사 
영역의 의료서비스 강화와 의사 영역, 병실 소음관리 영
역, 시설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대한 고려와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특히 의료진에 대한 입원환자 경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진 서비스 
영역의 강화는 물론 병실 소음관리 영역과 시설의 안락
함과 편안함 영역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횡단적 단면연구로 추이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많은 환경적 요소가 반영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으나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훈련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세트로 분리하여 예
측모형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한 점, 가지치기
(Pruning)를 시행하여 오분류 문제를 낮춘 의사결정예측
모형을 제시한 점, 입원환자 경험의 경우 간호사 영역, 
병실 소음관리 영역의 환자 중심성 의료서비스 제공 노
력이 의료기관 이용 전반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데 중요 요인임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 입원 환
자경험 관리 방안을 도출한 점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 연도별 분석의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입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관리모형의 일반화
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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