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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입원환자의 만족도과 병원추천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연구하기 위해 ‘2018년 의료서비스경험조
사’ 원시자료중 입원의 경험이 있는 593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환자의 입원 경험은 의사 요인, 간호
사 요인, 시설 및 행정, 보건의료제도의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의사 요인, 간호사 요인, 시설 및 행정 요인, 보건의료
제도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관련 요인을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입원환자의 
만족도와 병원추천의향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원환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의사, 간호
사 등 의료진과 병원의 시설 및 행정지원 서비스가 총체적으로 환자중심적인 태도와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 외에도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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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on inpatients’ satisfaction with 
hospitalization and willingness to recommend hospital to others. Data from the 2018 National Patient 
Experience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593 patients experiencing inpatient services,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factors such as physician care, 
nursing care, facility and administrative support, and healthcare system on inpatients’ satisfaction after 
controlling for their socio-demographic and health related factors. The study found that physician care, 
nursing care, administrative support and healthcare system were related to inpatients’ satisfaction and 
willingness to recommend hospital. To improve inpatients’ satisfac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healthcare professionals’ overall patient-centerdness attitude, user friendly hospital facilities and 
administrative support services and efforts to trust and satisfaction on healthcare system  from the 
patients’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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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건강보험진료비는 2019년 86조 1,110억원
으로 1인당 입원일수는 1.77일, 1일당 월평균 진료비는 
140,663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52%, 2.90%와 
10.85% 증가했다[1]. 같은 해 입원환자의 평균 입원 일
수는 12.0일이고, 입원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86.8%이고 
의료기관에 대한 추천의향은 80.7%이었다[2]. 이는 
2018년 입원일수 8.2일, 입원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83.9%, 의료기관에 대한 추천의향은 81.0%[3]와 비교해
서 입원일 수, 만족도와 병원추천의향이 모두 증가한 것
이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서비스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성과 평가 방식도 기존의 의료 인력의 
수, 의료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구조 평가에서 환자의 인
식과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4]. 

환자중심성은 개별 환자의 선호, 요구와 가치를 존중
하고 모든 임상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환자의 가치가 반
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5]. 환자중심성을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의료서비스의 기술적, 대인관
계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환자의 욕구와 실제 경험 사이
에서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 경험조사
를 활용한다. 미국에서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환자경험조사 결과를 지불보상체계와 연계하
면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별적 요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의료인들을 교육훈련하고 
있다[6]. 또한 입원실의 청결상태, 입퇴원 절차, 퇴원 이
후 교육 등 상시적인 행정과 지원 서비스도 환자중심성
을 실현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분야에 포함시킨다[7
]. 입원 환자에 대한 환자중심성의 적용은 환자를 존중하
고 환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치료를 제공하고, 모든 임상 
의사결정에 환자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이와 같은 환자중심성에 기반한 환자-의료인간 상
호작용은 환자의 신뢰를 높이고 의사 결정을 공유함으로
써 환자 치료 순응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 결
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또한 환자가 경
험한 의료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만족하게 되면, 재방문, 
재이용, 친지에게 병원 이용을 권유하는 긍정적인 추천 등
의 고객 충성 행위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9], 병원의 운
영관리 측면에서도 환자중심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도 환자중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7년부
터 환자 경험조사를 도입하여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10]. 

선행연구에서 환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 
간호사와 같은 인적 요인, 시설 및 행정지원 요인[11, 
12], 보건의료제도 및 체계[1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질병의 위중도와 건강상태, 
의료기관의 특성, 의료 제공자와 상호작용 등도 앞서 언
급한 요인과 함께 복합적, 다측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 기존의 환자 만족도에 대한 연구
는 의료기관에서 6시간 미만 머무는 외래 환자를 대상으
로 하거나[11, 12], 일부 지역의 300병상 미만 병원의 입
원환자에 국한되어 있어[15] 입원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환자 경험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입원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입원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입원 경험들 간의 상관성과 구조를 파악
하여 다양한 변수들이 가지는 정보를 입원 환자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개의 주요 요인으로 단순화시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입원 환자 만족도와 병원추천의향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에 따른 입원 환자의 

만족도와 병원추천의향에 대한 차이를 파악한다.
Ÿ 다양한 입원 경험을 의사, 간호사, 행정 및 지원, 보건

의료제도 등 핵심적인 주요 요인으로 분석한다.
Ÿ 입원 환자의 만족도와 병원추천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 2차 자료를 활용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통계청의 승인(제
117099호)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
인(제2018-31호)을 받은 후 수집되어 추가적인 생명윤
리위원회의 승인은 불필요하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의 조사모집단을 층화 2단계 집락추출을 방법을 통해 
6,000가구를 선정하여, 2018년 8월-9월에 전국 1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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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로 진행되었기 때
문에 전국의 입원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이다[3]. 본 
연구에는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구득
한 후 총 13,305명의 자료 중 입원 경험이 있고 입원만
족도에 응답한 대상자 59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OECD 환자경험조사 문항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의사, 간호사, 병원 시설 및 행정, 보건의료제
도의 각 영역별로 환자중심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3]. 의사 요인은 정중한 응대, 
알기 쉬운 설명, 환자 의견 반영, 필요 시 응대, 공감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간호사 요인은 알기 쉬운 설명, 
필요 시 응대, 퇴원 설명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병원 
시설 및 행정요인은 의료기관의 안락함, 행정부서 서비
스, 신체 노출 보호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보건의료제
도 요인은 제도에 대한 신뢰와 만족의 2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응답자의 성별
과 연령, 교육수준으로 연령은 만 ‘60세 미만’’, ‘60세 이
상’의 2개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교육수준은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이상’으로 2
개 집단으로 재범주화 하였다. 건강관련 요인으로 유병 
만성질환의 개수, 주관적 건강수준을 포함하였다.

2.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23.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입원환자들의 인구사회학적, 건강관련 요인별로 

입원 경험에 따른 입원 환자의 만족도와 병원추천의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다양한 입원 경험에 대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의사, 간호사, 행정 및 지원, 보건
의료제도 요인으로 단순화하고 각 요인별로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관련 요인을 통
제한 후 의사 , 간호사, 행정 및 지원, 보건의료제도 요인
이 입원 환자의 만족도와 병원추천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은 Table 1과 같이 여자 357명(56.8%), 
60세 이상 318명(50.9%), 도시지역 거주 402명(78.7%), 
중학교 졸업 이하 445명(71.6%), 이환질환 1개 이하 
404명(70.3%)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Weighted %) Patient’s Satisfaction Willingness to recommend 
hospital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236(43.2) 3.94(0.60) -1.55(.122) 4.05(0.68) -0.58(.561)Female 357(56.8) 4.01(0.60) 4.08(0.68)
Age (years) < 60 275(49.2) 4.01(0.61) 1.05(.293) 4.01(0.68) -2.13(.034)≥ 60 318(50.9) 3.96(0.59) 4.13(0.68)
Residential Area Urban 402(78.7) 3.96(0.60) -1.5(.133) 4.01(0.68) -3.32(.001)Rural 191(21.3) 4.04(0.58) 4.20(0.66)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565(95.0) 3.98(0.60) -0.8(.424) 4.08(0.68) 1.14(.256)National Health Aid 28(5.0) 4.07(0.66) 3.93(0.66)
Level of education ≤ Middle school 445(71.6) 3.98(0.60) -0.24(.813) 4.08(0.68) 1.14(.256)≥ High School 148(28.4) 3.99(0.60) 3.93(0.66)
No of comorbidity ≤ 1 404(70.3) 3.98(0.61) -0.32(.748) 4.03(0.68) -2.29(.022)≥ 2 189(29.7) 3.99(0.58) 4.16(0.67)

Perceived Health 
status

Poor 216(31.5) 3.99(0.56)
1.14(.321)

4.10(0.69)
0.93(.397)Moderate 207(35.8) 3.94(0.65) 4.09(0.66)

Good 170(32.6) 4.03(0.58) 4.01(0.7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n=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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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의 만족도 점수는 여성, 60세 미만, 시골지
역,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상태가 양호한 집단이 더 높았
지만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병원추천의향
은 여성, 60세 이상, 시골지역, 건강보험수급자, 중학교 
졸업 이하 교육수준, 이환질환 2개 이상, 건강상태가 나
쁜 집단이 더 높았다. 연령, 거주지역 및 이환질환 개수에 
따른 병원추천의향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2 주요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입원환자경험의 각 문항별 상관성

과 구조를 파악하여 여러 문항의 정보를 핵심요인으로 
묶어서 추가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각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신뢰도분석도 
실시하였다. 

Factor Items Commonality Cumulative Cronbach α

Physician

treated with 
respect 0.781

27.54 0.891

Easy 
explanations 0.679

Reflect 
patient 0.687

Responsivene
ss 0.706

Empathy 0.730

Nurse

Easy 
explanations 0.651

45.32 0.820Responsivene
ss 0.844

Discharge 
education 0.723

Hospital

Hospital 
comfort 0.723

59.42 0.749Administration 0.671
Privacy 

protection 0.579
Healthcare

System
Trust 0.825 72.49 0.785Satisfaction 0.825
KMO: 0.935, Bartlett's Test: <0.001

KMO; Kaiser-Meyer-Olkin (KMO) Test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ach variable    (n=593)

Table 2와 같이 공통성(communality)>0.5이고, 
KMO(Kaiser-Meyer-Olkin)는 0.935이고 Bartlett's 
Test <0.001으로 요인분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
며, 4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별 측정문항의 신뢰
도 계수(Cronbach  ̀α)도 모두 0.7이상으로 내적일관성
이 확보되어 각 요인별로 의사 요인, 간호사 요인, 병원 
시설 및 행정지원, 보건의료제도로 명명하였다.

3.3 변수의 상관관계
입원치료결과, 의사 요인, 간호사 요인, 시설 및 행정, 

보건의료제도, 입원만족도와 병원추천의향간의 상관관계
는 0.152∼0.735로 변수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 2 3 4 5 6
2 .372**

3 .296** .771**

4 .362** .734** .735**

5 .152** .218** .258** .301**

6 .276** .624** .606** .667** .295**

7 .640** .465** .410** .466** .186** .402**

**p<0.01.
1. Treatment outcome; 2. Physician; 3. Nurse; 4. Hospital; 5. 
Healthcare System; 6. Willingness to recommend hospital; 7. 
Patients’ Satisfaction

Table 3. Association between variables      (n=593) 

3.4 입원환자 만족의 영향요인
입원환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만족
도를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
과 건강관련 변인을 통제하고 의사 요인, 간호사 요인, 시
설 및 행정, 보건의료제도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가 0.497∼0.972,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4∼2.01으로 
다중공선성은 없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2.01로 
자기상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 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은 입원치료결과에 만족할수록(β=0.53), 
의사가 환자중심적인 태도를 보일수록(β=0.19), 간호사
가 환자중심적인 태도를 보일수록(β=0.19), 시설 및 행
정지원이 환자중심적일수록(β=0.12), 보건의료제도를 신
뢰하고 만족할수록(β=0.07) 입원환자 만족도가 높았다
(F=46.68, p<.001). 

Factor B SE β t p
Gender .00 .04 .00 0.13 .895

Residential Area .03 .04 .02 0.64 .522
Health Insurance .04 .08 .02 0.51 .613

Level of education -.05 .05 -.04 -1.06 .290
No of comorbidity -.03 .04 -.02 -0.70 .484

Perceived Health status -.05 .03 -.06 -1.71 .088
Age -.08 .04 -.09 -2.11 .035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patient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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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병원추천의향의 영향 요인
병원추천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인구통
계학적 변인과 건강관련 변인을 통제하고 의사 요인, 간
호사 요인, 시설 및 행정, 보건의료제도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Factor B SE β t p
Gender -.02 .04 -.01 -0.45 .65

Residential Area .08 .05 .05 1.68 .09
Health Insurance -.12 .10 -.04 -1.19 .23

Level of education .08 .06 .05 1.46 .14
No of comorbidity .04 .05 .02 0.72 .47

Perceived Health status -.04 .03 -.04 -1.18 .24
Age .01 .04 .01 0.14 .89

Treatment outcome .02 .03 .02 0.52 .60
Physician .29 .02 .42 13.47 <.001

Nurse .28 .02 .41 13.37 <.001
Hospital .19 .02 .28 9.40 <.001

Healthcare System .13 .02 .19 6.22 <.001
Adjusted R²=.480 (F=46.60, p<.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patients’ Willingness to 
recommend hospital 

공차한계가 0.497∼0.972, 분산팽창인자(VIF)는 
1.04∼2.01으로 다중공선성은 없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2.00으로 자기상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추천의향을 설명하는 요인은 의사가 환자중심적인 
태도를 보일수록(β=0.42), 간호사가 환자중심적인 태도
를 보일수록(β=0.41), 시설 및 행정지원이 환자중심적일
수록(β=0.28), 보건의료제도를 신뢰하고 만족할수록(β
=0.19) 병원추천의향이 높았다(F=46.60, p<.001).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 및 유병질환 등 건강관련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의사, 간호사, 병원 시설 및 행정지원, 보건의료
제도가 환자중심적 일수록 입원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지
고 병원에 대한 추천의향도 증가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입원환자 만족과 병원추천의향에 환자-
의료진간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병원 시설 및 행정지원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와 일관
된 결과였다[11, 12, 15]. 환자들은 자신의 임상적 상태, 
질병의 경과 및 예후, 검사 및 치료과정, 검사 결과에 대
해서 설명을 듣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만족
도는 낮아지게 된다[16]. 실제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설
명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의료진간 신뢰를 형성하고 환
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판단하여, 치료와 관련
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여 환자의 회복을 높이는 긍
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환자의 입장과 
가치를 고려하려는 의료진들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태
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의 생명과 직
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진은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우울감과 피로와 같은 정
서적, 신체적 증상도 경험하는 공감 피로와 소진을 경험
할 수 있다[17]. 이를 예방하기위한 충분한 의료 인력 확
보와 관리 및 지지 시스템의 도입 등 병원 차원의 조직적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 의사와 간호
사의 환자 존중, 알기 쉬운 설명, 환자 의견 반영, 불안에 
공감, 퇴원교육 등은 병원추천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진의 태도가 의료서비스
의 재구매나 재방문의사와 같은 고객충성도로 이어진다
는 선행연구와도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다[18]

본 연구결과 의료진과 관련된 요인에 이어서 병원 시
설 및 행정지원 요인이 입원만족과 병원추천의향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의 회
진, 진료, 검사, 입원 일정의 조정, 주치의 변경, 다른 진
료과 예약 일정 등 행정 및 지원 서비스가 환자중심이 아
닌 행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느끼면 만족도는 낮아지게 
된다[16]. 의사, 간호사, 병원 시설 및 행정지원 요인간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진료와 진료 지
원 및 행정 서비스가 환자의 요구와 선호를 반영하여 조
정되는 절차를 만들어서 병동별, 부서별 차원이 아니라 
전체 병원이 조직적으로 환자중심성의 가치를 실현하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간호사 요인, 의사 요인, 병원 행정 서비스 요인 간 
두 개 이상의 변수가 결합하여 입원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즉 입원 환자의 만족도를 제
고하려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단편적인 

Treatment outcome .48 .03 .53 16.12 <.001
Physician .11 .02 .19 5.93 <.001

Nurse .12 .02 .19 6.31 <.001
Hospital .07 .02 .12 3.96 <.001

Healthcare System .04 .02 .07 2.27 .024
Adjusted R²=.481 (F=46.6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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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노력 보다는 이들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환자의 치료 결과에 대한 만족은 환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관
된 결과를 나타냈다[11]. 환자의 치료결과는 심혈관계 질
환, 사망률, 수명 연장 등의 신체적 건강 결과부터 정신과 
환자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정신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복합적인 요구와 기대를 포함
한다[8]. 따라서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질병이나 증상
의 경과 및 예후를 잘 설명하고 환자가 치료적 의사결정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내 의사소통을 개선하여 환자
가 건강 상태, 질병의 경과, 치료 계획에 대한 정확한 이
해에 기반하여 치료 결과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
한 기대를 갖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의료진과 병원 
시설 및 행정지원 요인 외에도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환
자의 신뢰와 만족이 입원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병원추천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와 만족이 환자 만족도의 
10.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13], 이를 뒷받침한다. 
건강보험 제도 및 수가 등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와 
만족 또한 환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 뿐 만 아니라 정책입안자 또
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 시 국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환자중심성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입원 경험이 입원 환자의 만족도 및 병원추

천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 단위의 환자경험조사 결과
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의사, 간호사, 병원 시설 및 행
정지원, 보건의료제도 등 각 요인별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상기 요인들이 환자중심적일수록 환자의 만족도
와 병원추천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
과를 근거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정책 결정자의 개선 
노력을 통해 환자의 요구와 가치가 존중되고 주체로서 
역할이 인식되는 환자중심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전문적인 조사원을 통해 이루어진 환자경
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입원만족과 병원추천의향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표준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단면연구로 질환의 특성, 
병원의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는 환자의 만족도를 반영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질환별, 의료기관의 특성별
로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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