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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오늘날 병원경 이 고객중심, 서비스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보다 우수한 간호서

비스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객과 간호사간의 간호서비스품질 핵

심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여 고객지향의 맞춤 간호서비스 제공 의사결

정 과정을 지원하는데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하 다.

1998년도부터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국가고객만족도(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ication : NCSI)조사 결과 6년 동안 1위부터 3위를 차지하 던 4개 3

차 의료기관의 고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내, 외과

계 입원 고객 313명 간호사 315명을 대상으로 Parasuraman 등(1991)이 제시한 

SERVQUAL모델을 기반으로 입원환자 중증도 분류지표로 사용되는 8개의 기본간호

서비스 역을 가지고 연구자가 개발한 간호서비스품질 측정도구에 의해 고객과 간

호사간의 인식의 차이를 측정한 횡단적 비교분석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 가설 검증결과

 

1)-1.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의 사전인식에는 차이

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 1가설은 신뢰성, 신속성, 보증성, 공감성에서 간호사의 사

전 인식정도가 높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1)-2.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 기대와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제 2가설은 외형성에서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1)-3. ‘간호사의 사전인식과 사후평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 3

가설은 외형성, 신뢰성, 신속성, 보증성, 공감성에서 사전인식정도에 비해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1)-4. ‘고객의 사후평가 인식과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

다.’라는 제 4가설은 외형성에서 고객보다 간호사가 낮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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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냈다.

1)-5.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사후평가 인식에는 차이가 있

을 것이다.’라는 제 5가설은 외형성, 신뢰성, 신속성, 보증성, 공감성에서 사전기대 

보다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1)-6. ‘고객과 간호사의 간호서비스품질 중요도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제 6가설은 간호서비스 품목에 따라 중요도 인식의 우선순위만 다르고 5가

지 핵심가치를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 가설 검증결과

2)-1. ‘고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사전기대, 사후평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 1부 가설은 여성 고객일수록, 1인실과 특실 

고객일수록, 간호서비스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거나 긍정적인 경험이 있는 고객일

수록, 긍정적인 외부 구전경험이 있는 고객일수록 사전기대와 사후평가 인식정도

가 높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2)-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인식, 사후평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 2부 가설은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적정간호인력’

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한 간호사일수록, 직위가 있는 경력 간호사일수록 사전 

인식정도가 높았고, 간호사 개인역량이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에 중요한 조건이라고 

한 간호사일수록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고객과 간호사의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 인식의 차이를 개

선하기 위해 고객의 가치와 일치하는 품질을 제공하는 간호사의 의사결정과정

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간호의 핵심가치 구현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호서비스품질 개선 향상 방향을 모색함으로서 병원간호 서비스 마

케팅 전략 수립에 기초가 되고 간호생산성과 병원수익성 증대 전략 수립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되는말 :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 핵심가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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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급격한 환경변화는 의료계의 주변여건을 보다 경

쟁적으로 변화시켰고 내적인 변화로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의식 구조의 변

화와 교육수준의 향상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나 병원의 이용도를 높 으며 병

원의 생존과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 활동과 동시에 의료소비자의 필요와 욕구

를 충족시키는 고객만족이라는 두 측면의 과제를 제기하게 되었다(김정숙, 1998). 

특히 1990년대부터 대두된 고객중심, 기술우선, 경쟁력 확보 등 경 환경의 변화는 

병원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유동근, 1997).

오늘날의 병원들은 지난날 볼 수 없던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고 있으며 전통적

으로 서비스의 제공자가 품질과 그 기준을 제시해 왔던 의료서비스 역에서도 

고객의 관점과 가치에 의해 서비스를 평가받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야 하는 고객중심 경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서비스의 품질은 병

원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객지향적

품질 개발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고객의 다양한 변

화욕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품질개선 향상 활동은 의료서비스 마케

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병원의 서비스품질관리에서는 경쟁력 있는 품질과 프로세스 설계가 매우 중요

한 요소로써 의료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상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의 개선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김연성,2002).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병원경 기법과 품질 관리시스템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가 경쟁우위 품질실

현에 중요한 향을 주고 있다.

1995년 3차 진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와 1998년도부터 

6년간 한국생산성 본부는 Gallup을 통해 7개 병원을 대상으로 미국 Michigan대학

에서 개발한 NCSI(National Customer Satisfection Indication : 국가고객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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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를 국내 일간지 및 각종 메스컴을 통해 발표함으로

써 소비자로 하여금 사전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비

해야 하는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가시화 되었고. 여기에 의료자원의 도시 편중화로 

인한 환자유치 경쟁은 병원경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어 비용절감과 관리 및 운

의 합리화를 통한 효율적인 병원 경 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서현정, 

1990). 이와 같이 변화된 상황 즉 의료시장이 공급자 중심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변화되고, 많은 공급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과잉 공급은 경쟁

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객중심의 병원 경  및 마케팅 전략을 선택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이평수, 1998). 

병원관리 마케팅 기법의 도입은 간호관리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 

시켰고 이로써 병원과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 피드백 경로를 구성하는 간호 서비

스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간호는 고객들이 인식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며 병원 의료서비스품질개선을 위해 중요한 투입요소를 제

공해 줄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Ben-Sira, 1983). 

간호는 전인적인 개념으로 발전되어 온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

직으로, 또한 병원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도 병원 조직 내에서 의료소비자인 고

객과 가장 직접적이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체계순, 1997). 간호사들은 의

료소비자의 인식에 중요한 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위치에 서게 됨으로써 간

호서비스 교환과정에서 고객의 행동과 최종적 결과 수용에 향을 미친다(유동근, 

1997).  

간호서비스 마케팅 전략의 초점 중 하나는 제공되는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사정하는 것과 평가수준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고

객가치 중심의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을 개선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서비스는 일반제품과는 달리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의 특성을 가짐으로

서 서비스 전달자와 구매자와의 대응관계 속에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고 

소멸된다. 간호서비스의 경우는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서비스가 전

달되는 환경요소에 따라서 같은 서비스라도 내용과 품질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가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간호서비스품질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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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서비스품질 측정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 Parasuraman 등의 SERVQUAL(service quality)모델이며, 

이는 고객의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기대수준은 경험에 대한 평가인 품질 인식수

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기대수준, 인식수준, 서비스품질간의 인과관계 모

델을 제시하 다. 서비스품질의 속성으로는 외형성(tangilies)즉 시설, 물품, 직원의 

외양 또는 의사소통방식 등의 물리적이며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약속된 의료, 

간호서비스의 실행 과 정확성 유무를 나타내는 신뢰성(reliability), 그리고 고객이 

요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응적인 자세가 아닌 고객이 요구하기 전에 잠재적

인 요구까지를 사정하여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꺼이 도와주려는 의도

를 나타내는 신속성(responsivness), 직원들의 전문적인 간호지식과 고객에게 신뢰

와 확신을 주는 능력을 나타내는 보증성(assurance), 또한 고객 개인에 대한 개별

적인 관심과 배려, 감정이입을 통해 사랑을 전달하는 공감성(empathy)으로 구성되

어있다. 

우수한 간호서비스 수행 프로세스를 개발함으로서 핵심역량을 확보하고 품질

전략에서 서비스 제공자나 관리자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고 교육훈련이나 근로의

욕을 고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기업의 품질수준

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여 운 하는 것이 우리기업의 품질관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 다(김기 , 1999).

따라서 간호서비스품질관리에 있어서도 간호사의 간호 기술적 문제와 간호의 

기능적 문제 병원의 이미지 등 의료시장에서의 품질의 포지셔닝을 확인하여 문제 

해결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간호서비스품질 수준은 간호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간호의 예술적 감성으로 각각의 독특한 고객의 욕구수준에 

맞는 유연성 제고가 첨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간호제공자 중심의 간호서비스가 아닌 

고객중심의 고객가치가 반 된 감성간호서비스품질(amenity nursing service quality)

(김기 , 1999)을 간호수행에서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과 간호사의 인식의 차

이를 개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서비스품질 핵심가치가 ‘기대수준’의 품

질 또는 ‘규범수준’(should)의 간호서비스품질에서 실현가능수준(will/would)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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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을 높이고 간호가 병원의 경쟁전략에서 핵심역량을 발휘해야만 한다. 또한 소

비자와 제공자간에 존재하는 시각차이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고객만족 경 의 

핵심이다. 고객만족의 실현을 위해 간호관리 실무현장에서 고객을 간호한다는 인

식을 고객이 원하는 간호를 수행하도록 실천적인 의식으로 전환할 전략의 필요성

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간호서비스품질 측정은 간호가 서비스라는 특성으로 인해 제품의 품질과 같이 

불량률 또는 내구성과 같은 객관적 척도를 사용하기 어려우므로(Crosby, 1979, 

Garvin, 1983) 고객의 기대수준과 인식수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고객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서비스품질을 평가하고 있다. SERVQUAL 모델(Parasuraman 

,1991)은 Oliver(1980)의 기대-성과 불일치 모델에 기초를 두고 성과와 기대의 차

이에 대한 함수로 개념화한 것이다. 또한 Cronin & Tayler(1992)는 인식된 서비스

품질은 ‘기대’와는 관계가 없이 ‘성과’ 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SERVQUAL 모델보다 ‘performance’에 중점을 둔 SERVPERF이 우수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객이 만족하는 간호서비스품질은 기대나 성과의 측정만으

로 관리할 수 없다고 보고 고객과 간호사의 사전기대, 사전 인식, 그리고 사후평가 

인식간의 차이를 측정하여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

객가치에 맞춤 간호서비스품질 핵심가치가 구현된 품질을 개발할 필요성 인식에

서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Parasuraman 등(1985)이 개발한 "SERVQUAL" 모델을 기반으로 고개

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 핵심가치를 반 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측정도구로 

소비자와 제공자간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간호서비스품질을 개선하여 고객

만족 실현을 통한 병원 이미지를 향상시킴으로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병원수

익성 증대 효과를 목표로 간호서비스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를 마련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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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가 반 된 간호서비스

품질 측정도구에 의해 고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여 고객지향의 맞춤 서비스품질 제공 시 필요한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하는데 기준을 마련하고, 간호서비스품질 개선 향상 전략과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간호마케팅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의 사전인식의 차이를 파악

한다.

2.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3.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인식과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4. 고객의 사후평가와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5. 고객의 사전기대와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6. 고객과 간호사간의 중요도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7. 고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기대와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8.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인식과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간호서비스

이론적정의 : 간호서비스란 체계적 접근을 통하여 간호대상자의 건강요구를 

충족시키며, 치유, 안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행한 대상자 요구

중심의 간호 활동이다(대한간호협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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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정의 : 입원환자의 중증도 분류 지표로 사용되는 8개 역을 중심으로 

개인위생, 식사관리, 일상활동과 운동, 측정 및 관찰, 의사소통, 

투약-정맥주사, 검사 및 처치, 교육 및 정서적지지 기본간호서비

스에 외형성, 신뢰성, 신속성, 보증성, 공감성의 5가지 핵심가치를 

반 하여 SERVQUAL 모델(Parasuraman 등, 1991)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간호서비스품질 측정도구 40개 문항으로 구성된 

간호서비스 품목을 의미한다. 

                                  

2)  간호서비스품질

이론적정의 : 서비스품질은 서비스의 우수성에 관련된 소비자의 전반적인 판단, 

태도(Parasuraman, 1991)이며 기대와 사후평가 인식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크기가 클수록 소비자는 만족하게 되며(유동근, 1997), 

우수한 품질로 인식한다.

조작적정의 :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

호사의 사전인식, 고객의 실제 경험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과 간

호사가 실제 제공한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사후평가에 대한 인

식수준을 품질이라고 하며 Parasuraman 등(1991)에 의하여 개발

된 SERVQUAL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개발

한 간호서비스품질 측정 도구의 각 항목에 중요도(5점 척도)점수

를 곱한 값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서비스품질이 우수함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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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 

이론적정의 :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고객이 사용하는 5가지의 준거로서 

외형성(tangibility), 신뢰성(reliability), 신속성(responsiveness), 

보증성(assurance), 공감성(empathy)을 말한다(Parasuraman, 1991).

조작적정의 :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는 Parasuraman(1991)이 서비스의 속

성으로 제시한 5가지 차원을 간호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평가하는 

품질의 가치 인식 기준의 핵심속성으로 반 한 외형성, 신뢰성, 

신속성, 보증성, 공감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형성

이론적정의 : 물리적 시설, 장비, 직원의 외양, 의사소통도구, 인력, 문서를 말한

다(Parasuraman, 1991).

조작적정의 : 간호사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때 물리적 환경 준비상태. 의료용

품의 준비, 병동시설, 간호장비 및 기술, 간호사의 용모를 말하며 

이는 간호서비스품질 측정도구로 측정한 외형성 각 항목점수에 

중요도 점수를 곱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형성 가치가 높

다고 평가한다.

(2) 신뢰성

이론적정의 :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Parasuraman, 1991).

조작적정의 : 간호사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에 대해 정확

하고 능숙한 간호제공 정도,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충분한 설명과 관심, 증상의 점검, 간호수행후의 평가, 건강교육의 

제공, 인간적인 신뢰감등을 말하며 ,이는 간호서비스품질 측정도구로 

측정한 신뢰성 각 항목점수에 중요도를 곱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성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다.

(3) 신속성

이론적정의 : 고객의 필요를 사전에 돕고, 고객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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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말한다(Parasuraman, 1991).

조작적정의 : 간호사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때 신속하게 간호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노력, 환자에게 자발적으로 쾌히 도움을 제공하고 신속

하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환자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잦은 환자방문으로 환자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간호서비스품질 측정도구로 신속성 각 항목점

수에 중요도점 수를 곱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속성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다.

(4) 보증성

이론적정의 :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보유, 고객과 접촉하는 

종업원의 친절한 배려 및 공손함과 정중함 및 신뢰를 심어주는 

능력을 말한다(Parasuraman, 1991).

조작적정의 : 간호사가 간호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충분한 간호지식의 보유,  

상세한 설명, 환자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간호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간호서비스품질 측정도구로 측정한 보증성 

항목에 중요도점수를 곱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증성 가치

가 높다고 평가한다.

(5) 공감성

이론적정의 : 보살핌, 고객의 개인적인 요구에 대한 배려, 쉬운 말로 설명해주며, 

개개인의 욕구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Parasuraman, 1991).

조작적정의 : 간호사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때 환자의 정서상태와 감정을 이해하

는 것,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개인적 관심, 인격

적 존중, 환자의 호소 경청, 환자의 호소를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하

는 것. 환자의 입장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항상 미소로 응대

하는 것,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개별적인 고객 배려를 말하며 이는 

간호서비스품질 측정도구로 측정한 공감성 각 항목점수에 중요

도를 곱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성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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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고찰

1.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

본 장에서는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을 이해하기 위해 서비스 경 을 중심

으로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의 본질에 대해 고찰하 다, 또한 선행연구를 기반으

로 일반적인 품질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 간호서비스품질의 정의와 핵심가치에 

대해 기술하 다.

1) 서비스의 경

(1) 서비스의 정의

  

일반적으로 서비스란 상대방에게 무형적이고 소유권 이전이 없는 효익을 제공

하는 행위를 말하며 크게 공공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로 나눌 수 있

다(McNely, 1994). 그러나 전통적으로 서비스는 그 다양성으로 인해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란 것이 손에 잡을 수 없는 무형

적(intangible)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는 두 가지 접근으로 첫째 서비스란 

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행위(act)’또는 ‘수행(performence)’이다. 이는 프로

세스 측면에서 유형적 제품과 연결될 수는 없으나 그 실행 자체는 근본적으로 무

형적인 것이며 결과적으로 어떠한 생산요소의 소유도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서비

스는 특정 장소와 시간에 고객에 대해 일정한 가치를 창조하거나 편익을 제공하

는 경제적 활동이다. 

서비스란 경 학적 측면에서 상품의 한 형태이며 이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간호서비스 또한 간호를 경제용어로 사용되는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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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간호서비스가 인간상호 작용 안에서 생산되

는(Watson, 1979) 서비스상품이라는 견해로 볼 때 먼저 서비스에 대해 이론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행위로서의 서비스는 그 결과가 확인 될 수 있는 

본질적으로 무형의 활동이라고 하 다(Stanton & Futrell, 1987). 

미국 마케팅 협회(AMA)에 의하면 ‘서비스란 판매를 위해 제공되거나 혹은 제

품 판매에 수반되어 제공되는 행위, 효용, 그리고 만족이다’ 라고 하 다.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현대사회의 기술적 진보가 서비스 산업에 미친 

향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 고객에 대한 대응성이 현저히 빠른 서비스 

창조를 가능케 하 다는 점이다. 현재 다양한 서비스 기업들은 발전된 기술을 채

택함으로써 과거 난제 던 개별적 고객 욕구의 파악과 분석 고객응대의 개별화 

및 획기적인 고객편의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 부문의 급격하고도 지속

적인 성장, 발전은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는 사회적 발전 단계의 전환에 따른 결과

이다. 그 변화의 본질은 새로운 사회를 리드하는 주역은 더 이상 물리적 ‘생산

(produce)’이 아니며, 지식 정보 등 무형적 자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적 ‘수행

(perform)’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결국 하이테크형 제조중심 사회로부터 하이터치

형 인간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Lovelock, 2002).

이에 따라 경제의 지배적 패러다임 또한 과거 산업화 시대의 제조 우위(how to 

make)를 벗어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강조하는 서비스 우위(how to use)로 전환

되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Payne, 1993).  

서비스의 소비자인 고객은 제조회사가 생산한 물건 사용 시와는 달리 서비스 종

사원의 태도나 능력, 시설의 양호, 전달시간의 적정성, 이용절차 등에 따라 그 만

족 여부를 결정한다. 재화를 구입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은 ‘물건(thing)’의 기능이지

만, 서비스를 구입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은 ‘인간(human)’의 마음이다. 따라서 인간

과의 만남이며,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이며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 학자들에 의한 서비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tanton(1989)은 ‘서비스란 욕구충족의 대상이 되며 제품이나 다른 서비스의 판매

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활동으로서 식별이 가능한 무형의 것을 말한다.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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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기 위해서는 유형의 제품이 사용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

용된다 해도 제품으로서의 소유권 이전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한편 Kotler(1991)는 ‘서비스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

위 혹은 편익으로 그것은 무형적이며 사물의 소유가 수반되지 않는다. 서비스의 

생산은 물리적인 제품과 관련되기도 하고 무관하기도 하다.’고 하 다.

석천성(1991)은 ‘서비스란 하드웨어를 생산하지 않는 효과적인 작업이다’라고 하

으며 또한 ‘서비스란 자기의 가치를 타인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과 연

구이다’(소림좌, 1993)라고 정의하고 있다.  

Juran(1996)은 서비스를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정의하 는데 서비스의 품질

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서비스를 받게 되는 타인이라는 점을 강조하

고, Rathmell(1997)은 ‘사물처럼 서비스를 하나의 행동과 재화로 봐야하며 제품으

로서 서비스는 행위. 활동, 노력이다’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의미에서의 서비스란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유상 공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고객의 만족을 획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직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2) 서비스의 본질

  

서비스가 갖고 있는 개념적 본질은 경 학적 측면의 의미로 크게 3가지로 나

누고 있는데 첫째가 경제적 차윈에서 서비스는 생산품( product)이며, 둘째는 고객

과의 관계차원에서 서비스는 프로세스(process)이고, 셋째는 운 적 차원에서 서비

스는 다양한 시스템(system)이다(Albrecht 1992).

생산품개념(service as a product)에 대해 Albrecht(1992)는 서비스생산은 전달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사전에 또는 기성품으로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중앙집중 방식

으로 생산 ,검사, 저장, 보관할 수 없다고 하 고, 미리 보여주거나 샘플로 고객에

게 미리 보내질 수 없다고 하 다. 

고객이 가질 수 있는 유형적인 것은 없으며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고객의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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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좌우된다. 구매한 결과(경험)는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매

매할 수 없다. 불량의 문제는 리콜이 불가하며, 대부분 사과나 보상이 유일한 방안

이다. 품질보증은 생산된 후가 아닌 생산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달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인간적인 접촉이나 상호작용이 따른다. 고객의 사전기대 수

준이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서비스만족도는 줄어든다. 

서비스의 프로세스 개념(service as a process)은 저장(stock)의 개념이 아닌 흐름

(flow)의 개념으로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의 일련의 처리과정이 존재한다. 즉 

사람이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처리과정으로서 고객자신 또는 고객의 자

산(건강)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유형재 또는 무형적 결과를 가져오는 프

로세스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Albrecht, 1992).

서비스의 시스템개념(service as a system)의 본질은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조직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즉 고객을 

응대하는 접점 부서. 고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지원부

서로 나누며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탈 서비스 시스템은 서비스운  시스

템, 서비스전달시스템, 서비스마케팅 시스템의 3가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때 

서비스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간호서비스의 본질은 일반서비스의 본질을 이해하고 고객의 가치를 증진

시키는 방향으로 수행할 때 우수하고 생산성이 높은 품질의 생산이 가능하게 된

다.

서비스본질의 특성으로 첫째 무형성을 들 수 있는데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구

별하게 하는 가장 분명한 차이점이다. 무형성은 외형재인 옷, 자동차, 컴퓨터 등과 

같이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는 이들 외형재 처럼 눈으

로 보거나 손으로 쥐거나 혹은 냄새를 맡을 수 없다.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승

객은 항공권과 목적지까지의 안전수송 약속 이외에는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Albrecht, 1992). 

때문에 소비자는 서비스 구매에 있어 그 조직의 광고보다 사용경험이 있는 다

른 사람들의 구전에 크게 비중을 두게 된다. 또한 무형성에서 초래하는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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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하여 구매자는 그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확신을 제공하

는 외형의 증거를 찾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에서도 의료장비, 시설, 청결

상태, 간호사, 의사, 직원의 용모 등 외형요소를 통해 서비스를 평가하게 된다. 따

라서 많은 의료서비스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

해 최첨단의료장비와 병원시설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차별성과 탁월성을 알

림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우수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Leonard & Sasser, 

1982). 

또한 서비스 본질의 특성으로 불가분성(inseparability)은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서

비스제공자와 고객이 소비의 성립을 위하여 그 장소에 함께 있어야 한다. 즉 간호

서비스의 경우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객이 그 장소에 함께 

있어야 한다. 또한 간호사가 간호를 수행하는 과정(생산)에서 바로 고객에게 전달

(소비)된다. 때문에 병원의 접점직원은 제품의 매우 중요한 일부가 된다. 예컨데 

한 간호사가 훌륭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 다 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태도가 좋지 않았다면, 고객은 병원진료의 종합적 평가를 낮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객은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전인수, 1998).

또한 불가분성은 다른 고객도 제품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고객이 병원

시설이 좋다는 정보에 의해 그 병원을 선택해서 다인실에 입원했다면, 옆의 고객

이 중환으로 통증이 있을 때마다 큰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발생하면 간호사는 이

를 조정하여 다른 고객의 불만족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고객을 관리해야만 한다.(이

상환, 2001)

그리고 서비스의 이질성(variability)은 대개 동일한 서비스라 해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상이하다. 서로 다른 병원에 의해 생산되어 

제공되는 간호서비스는 서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한 병원의 

서비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전히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되기는 곤란하다. 표준

화되어 대량 유통되는 외형(유형)재들과는 달리 서비스는 매우 이질적이다.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완료되기 때문에 질적 수준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수

요의 변동은 수요의 성수기에 일정한 품질을 제공하는 데 곤란을 수반한다. 

서비스의 제공자와 고객간의 빈번한 접촉은 제품의 일관성이 교환시점에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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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공자의 기술과 성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은 어느 날은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음날 같은 간호사로부터 평범한 서비스를 받는 일도 있

다. 평범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인 간호사의 기분이 좋지 않았던가 

또는 그가 감정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지도 모른다. 제품의 변동성 또는 일관

성의 결여는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고객불만의 주요 원인이 된다.

서비스의 특성인 소멸성(perishability)은 서비스는 저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비

스의 원천과 분리되어 제공될 수 없기에 소비자는 서비스 배달 시스템과 상호작

용을 하게 되므로 이때 소비자에 의해 지각된 시스템 유형이 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재화의 경우 전매가 가능하고 본래데로 복

원이 될 수도 있으나 간호서비스는 한번 제공되면 근본의 것으로 환원될 수 없기

에 제공되는 순간(MOT: Moment of Truth)이 곧 품질평가 결정 순간이 된다.

특정한 시간과 특별한 공간에 존립하는 ‘기술과 기능의 실현과정’이 서비스이므로 

어떤 시간과 공간에 제공되고 곧 소멸되므로 효율적인 시스템개발이 서비스성공

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Leonard & Sasser, 1982).

또한 수요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며, 서비스의 재고가 없는 것은 서비스의 생산량

이 수요량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생산과 소비사이에 시간적 교차가 없

으며 계획생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질병양상에 따라 역동적인 고객의 필요 욕구

를 충족시키는 간호서비스의 전달자인 간호사는 소비자인 고객이 느끼는 간호서

비스품질에 지대한 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상환, 2001). 

소멸성과 관련하여 서비스에서 시간적 요소는 신속성가치와 관계되는 요소로 어

느 한 시점의 입원실에서 바로 그때 그 고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호서비

스는 상품이 되지 않는다. 

단 한번의 불량상품으로 인한 손실은 원히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오늘 잘못 

했으니까 내일 그것을 만회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항공회사는 

‘온 타임 서비스’라는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행기의 출발시간, 도착시간을 

가능한 정해진 대로 운항하는 제도이다. 정해진 시간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운항하

느냐를 두고 국내 및 외국의 항공회사간에도 치열한 경쟁을 하게 하는 신뢰성과 

신속성에 관련된 가치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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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요소는 간호서비스가 있는 병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 성공요인이

다. 고객에게 간호서비스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시설의 우수성보다는 차별화 된 간

호서비스 공급에 의한 월등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키포인트가 된다(이상환, 2001).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길이 없기 때문에 고객을 위한 시간적 요소에 대한 

세 한 연구가 필요하다. 

서비스에서 외형성과 관련된 병원에서의 공간적 요소는 공간에 대한 고객의 

가치부여이다. 넓다, 밝다, 청결하다 등 공간연출에는 건물과 시설이라는 하드웨어

가 크게 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간호사의 태도는 외형성 뿐만 아니라 신뢰성, 공감성과도 관계가 있는 요소

로 서비스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 주고받음으로서 거래

가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는 간호사의 태도와 언행, 인상. 얼굴표정, 등이 간호

서비스의 ‘좋고’ ‘나쁨’과 간호서비스의 핵심역량을 좌우한다. 태도적 요소에는 호

스틸리티도 포함되어 있는데 태도적 요소가 가치평가의 대상이 된다 

2) 간호서비스품질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일반적인 품질과 서비스품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조직이 성공하는데 있어 품질의 전략적 수익은 매우 

크며 소비자의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hight quality product and service)에 대한 

요구는 과거 어느때보다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Frank, 1983).

품질(quality)이란 본래 제품의 유용성을 정하는 성질 또는 제품이 그 사용목적을 수행

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어야 할 성질이며 다양한 품질 특성(quality characteristics)

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품질은 여러 측면에 준해서 평가적 개념이 

된다. 

그러나 품질에 대한 개념 정의는 소비자에게 우수(goodness), 고급(luxury), 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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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shineness), 값어치(weight)와 같은 불분명한 용어로 오인되어 애매한 개념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Philip, 1979) 학자와 사용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

에 통일된 정의는 없다. Juran(1985)은 품질의 개념을 광의의 품질은 고객의 요구

와의 합치여부로, 협의의 품질개념은 공장 설계, 절차, 표준에의 합치여부라고 주

장하 다(Frank, 1983).

서비스품질에 대해서는 Garvin(1984)은 서비스품질에 대한 접근 방법중 객관적

인 품질과 관련된 개념을 제품 중심적방법이며 주관적인 품질과 관련된 개념은 

고객 중심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 다. Grönroos(1984)는 ‘서비스품질은 소비자의 

인식된 서비스와 기대 서비스의 비교 평가의 결과’라고 정의하 고 서비스품질은 

소비자의 기대, 기술적, 기능적 특징. 이미지와 같은 제 변수와 함수 관계가 있다

고 주장하 다.

서비스품질은 서비스마케팅을 위한 기초이다. 우수한 품질 서비스는 판매와 광

고분야에 신뢰성을 주고 호의적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그 기업의 가치

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높여 준다. 또한 구성원에게는 사기와 충성심을 높여준다. 

서비스품질은 서비스마케팅의 중심적인 부분이다.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그들의 광고가 유혹할지라도 혹은 그들의 판매원이 많은 전화를 할지라도 

마케팅에 성공할 수 없다. 

또한 Garvin(1998)은 다섯 가지 관점으로 품질개념을 설정하 다.

첫째 선험적 관점의 초월적인 의미의 품질개념이다. 예술품과 같이 절대적 우수성

을 가지고 있어서 시. 공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높은 성취를 달성하는 것을 품

질이라 정의한다. 즉 선험적 관점에 따르면 품질은 ‘선천적 우수성’ 또는 ‘타고난 

장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둘째는 제품이 지니는 가시적인 물성에 기초를 둔 제품기반의 품질개념이다. 즉 

우수한 품질을 성취하기 위해 고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우수한 품질이란 제품에 

부과된 어떤 것이 아니라 제품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 고객지향적인 개념이다. 품질은 매우 주관적이며, 소비자들이 가지는 개인적

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개념으로 품질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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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고객은 각기 다른 요구와 필요를 갖고 있으며 이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제품이야말로 최고의 품질을 갖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넷째 생산자관점의 품질개념이다. 품질이란 ‘요구조건과의 일치성’이다. 즉 일정한 

설계와 요구조건이 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충실했는가의 정도에 따라 품

질수준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품질은 설계나 요구 조건에 충실해야 

한다.

다섯째는 가치관점의 품질개념이다. 즉 가격에 비추어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

다면 높은 수준의 품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에 근거한 품질정의는 용납할 만한 비용이나 가격으로 원하는 성능이나 규격

에 부합되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세 번째 고객지향적인 개념은 고객욕구가 충족되어야만 고객만족품질

이라는 필요성 때문에 오늘날 간호마케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특히 간호서비스품질이라는 개념으로 확산되어 사용하면서 본 연구

에서는 고객지향적인 간호서비스품질관리의 중심개념으로 확장 적용하여 간호관

리 실무현장에의 도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간호서비스품질(quality)이라는 개념은 다차원적인 의미와 부가 가치적인 특성

으로 인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Garvin, 1998). 

간호서비스품질은 간호의 본질, 특성, 종류, 속성, 우수성 등을 표현하는 뜻이며 고

객의 간호서비스요구에 대한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양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간호사가 그 대상자의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건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돕는 활동이며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

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

추도록 직접 돌보는 활동(대한간호협회, 1993 ; 강규숙, 1996)이라는 것이다. 

간호서비스품질은 고객이 원하는 바를 뜻하는 것이며 간호서비스 제공 시 요구한 

품질과 차이(Gap)가 없는 것을 의미이다 (홍신 , 1980 ; Fredric, Sarp & Atkins, 

1998 ; Kemp & Richardson, 1994 ; Marrelli, 1993 ; Marrinwe-Tomey, 1996). 이

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간호서비스품질은 고객의 요구와 성취된 결과의 일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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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기준에 대한 적합성, 간호의 우수성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유지수, 

1977). 

이러한 서비스품질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의료인들은 스스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불만족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수한 품질의 간호서비스는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서비스를 의미

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요구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고객에게 온정적이며 전문인으로서 고객이 믿을 수 있는 태도를 취

하고 접한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 개별고객에게 차별화 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다(Koerner,1997). 

고객의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에 기여하는 요소를 친 감, 책임

감, 지지능력 그 외에도 고객이 건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능력, 

고객에 대한 반응성 그리고 상담능력이라고 제시한 연구(Fisk & Brown, 1990)결

과와 같이 간호가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상황의 모든 차원이 포함된 것이 우수한 

품질의 간호서비스이다. 

즉 우수한 품질의 간호서비스는 간호사의 인격적, 전문적 지식, 기술적 측면의 

간호사 개인역량의 측면만이 아닌 간호가 제공되어지는 물리적 환경까지를 포함

해서 고객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간호서비스품질 개선 향상을 위해 간호수가의 개발, 간호전문성의 확립, 간호소비

자와의 긴 한 의사소통이 간호서비스품질 개발에서 중요하다고 하 다(Hallums, 

1994). 고객의 관점에서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로 평가를 받은 조직은 의료시장에

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원천이 되며 이는 병원의 수익성증대와 접한 관계

가 있는 요소라고 하 다(Peterson, 1990). 

간호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인식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Fishbein 

(1988)이 제안한 태도 모델이 매우 유용하다고 하 으며 서비스품질에 대한 인식

은 다양한 서비스속성들에 대한 개인적인 품질인식의 총화로 이루어지며 모든 서

비스속성이 품질인식을 형성하는데 동일한 정도로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

다. Zifko-Baliga(1993)는 간호서비스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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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간호서비스의 어떠한 속성들이 전반적인 품질 인식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

는 지를 평가하여 이러한 속성들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고 하 다. Dutka(1993)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중요하고 평가 대상들 사이에서 차별화 되어 소

비자가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향을 미치는 속성들’을 결정적 속

성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 다.

첫 번째 만족요인은 서비스 제공시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비자 불만족을 유발시키지는 않으나, 기대를 초과하여 제공될 경우 소비자 만족

을 증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속성들이라고 하 다. 

두 번째는 위생요인으로 이들 요소는 만족요인과는 정반대로 서비스 제공시 소비

자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소비

자의 불만족을 유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속성들이다.

세 번째는 성과요인으로 이들은 서비스 제공시 소비자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기대

를 초과하면 소비자 만족을 증대시키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을 유발시

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속성들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 수준과 소비자의 만

족에 거의 비례적으로 향을 미치는 속성들을 말한다. 

그 결과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생요인, 만족요인, 성과요인을 규명하고 각각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을 함께 연구하여 의료소비자의 인식과 간호사의 인식간에는 상당

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차이가 발생한 서비스 내용이 바로 간호서비스 마케

팅 전략 수립에서 개선할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 다. 

서비스제공에서의 다양한 측면의 고객만족을 위한 연구에서 고객만족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만족의 구성요소는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경 학측면의 고객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만족의 정의를 두 가지로 분류하 는데(Yi, 1990) 즉 

결과(outcome)와 과정(process)이 그것이다. 결과는 만족을 소비경험으로부터 야기

되는 결과로 개념화한 것(Oliver, 1981)으로 반면 평가과정이 중요한 요소로 존재

함을 강조하 다(Tse & Willton, 1988). 

또한 고객만족을 네 가지 관점에서 정의하 는데(박명호와 조 지, 1999), ①인지

적 상태(cognitive states), ②인지적 평가(cognitive evaluation), ③정서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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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response), ④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반응이 결합된 만족에 대한 판단

(satisfaction judgement)관점에서 정의하 다. 인지적 상태의 관점에서 만족은 ‘구매자

가 치른 대가에 대해 적절하게(또는 부적절하게 )보상되었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인지

적 상태’이며(Howard & Sheth, 1969). 인지적 평가의 관점에서 만족은 ‘고객의 욕구 

및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대한 평가, 고객의 사전기대(prior expectation)와 상품의 

실제성과(performance) 또는 소비경험에서 일치/불일치(confirmation/disconfirmation) 정

도, 일련의 소비자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라고 하 다(Oliver, 1981). 

또한 정서적 반응의 관점에서 만족은 ‘다양한 인지적 처리 과정(cognitive process) 후 

형성되는 정서적 반응’이며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반응이 결합된 관점에서의 만족

은 ‘소비자의 충족상태에 대한 반응으로서 제품/서비스의 특성(product or service 

features)또는 제품/서비스 자체가 소비에 대한 충족상태를 유쾌한 수준(pleasurable) 에

서 제공하거나, 제공하 는가에 대한 판단’이다(Oliver, 1997). 만족이란 특정 구매

선택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평가로 한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인 태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Oliver, 1981).

만족형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Oliver(1981)의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을 근간

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만족의 선행요인으로 기대-불일치 패러

다임에 감정적 요인들을 추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Bagozzi, Gopinath & 

Nyer, 1999). 소비경험을 통한 감정이 만족의 필수적인 선행변수라고 주장하는 것

이다. 또한 고객만족을 평가하는데는 편의상 가치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고객가치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한 가격(비용)과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혜택 또는 건강)의 비교를 통하여 인식된다 .즉 서비스의 구매(소비)에

서 얻을 수 있는 편익사항이 지불한 가격(비용) 보다도 많다면 그 서비스는 가치

가 창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일정수준의 기대가치(expected 

value)를 가지며 서비스를 받고 나면 실제가치(actual value)를 경험한다. 이 실제

가치와 기대가치의 비교를 통해 고객만족과 불만족이 형성된다. 즉 기대가치보다 

실제가치가 크게 인식되면 고객만족이 되고, 기대가치보다 실제가치가 적게 인식

되면 고객 불만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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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병원에서 간호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인식가치(perceived value)라고 

한다면 인식가치는 실제 가치에서 기대가치를 제한 것이 된다.

이때에 인식가치의 값이 크면 클수록 고객의 감성을 유발하게 되고 경 성과

를 올리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익 그 자체를 유일의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수익성은 병원

을 양호하게 운 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라고 이해해야 한

다. 확고한 충성고객의 확보는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은 고객의 욕구가 충족되어 

있을 때에 고객은 매료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그의 결과로 고객은 다시 그 병원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들이 경험한 놀라운 서비스 제품 즉 

감성품질에 대해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게 된다. 

우수한 서비스 기업들은 자신의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 고객을 출발점, 의견을 들

을 수 있는 곳 궁극적인 조정자로 간주하며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상품

을 개발하고 있다.

드럭커(Drucker, 1990)는 ‘마케팅의 목적은 판매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고객을 숙

지하고 이해하는 일이다. 그러면 제품 또는 서비스는 고객의 욕구와 일치하여 자

연적으로 팔리게 하는 것이다.’고 하 다 모든 서비스 판매에서 판매와 촉진을 효

과적으로 실시하는 유일의 방법은 최초의 표적고객과 고객욕구를 설정하여 간단

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치의 다발을 준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인식(또는 

인지)가치는 실제가치에서 고객의 기대가치를 제한 값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해

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의 간호서비스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은 병원의 전반적인 의료서

비스에 대한 품질지각의 향상과 아울러 병원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고객들로 하여금 각 병원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들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미애, 1999).

간호의 목적은 건강이며 ‘건강은 가족 내에서의 개인들과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시작하고, 인간의 모든 활동 범위를 포함하여야 하며 삶의 질과 그 이상의 것이며, 

삶을 위한 하나의 시스템(system)에 관한 것이다’(김모임, 2000)라고 한 현대의 건

강개념을 중심으로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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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품질의 간호서비스는 의료판매와 홍보분야에 신뢰성을 준다는 점에서 간

호서비스품질은 의료서비스 마케팅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차 의료기관의 고객은 원하는 건강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대

안이 없다는 절대 명제를 갖고 있으며 2차 의료기관 선택시의 기준과는 특별한 

차이를 나타낸다(서현정, 1990).  

정부도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반드시 2차 의료기관을 통해 의뢰서에 의해서만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소비를 통제하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고도

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에 의해 구성된 기관임을 인정하 고, 2차 의료기관과는 상

대적으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3차 의료기관의 구성원들은 고객지향의 품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Feigenbaum(1991)은 고객지향적 서비스품질을 추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 목표가 

고객의 뿌리깊은 요구와 가치(관)를 파악하고 이러한 욕구와 가치(관)가 현재의 

간호서비스에 의해서 얼마나 충족되고 있으며 미래의 간호서비스에 의해서 충족

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객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라 했다. 

두 번째 목표는 고객을 만족시키는데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나 관련이 있

는 조직내의 모든 구성원과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고객 정보를 공유하

는 목적은 조직전체가 고객욕구를 효과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준비태세

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공유된 고객정보에 입각해서 실행 프로세스를 통해 행동에 옮기

고 새롭게 개선된 서비스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 다. 

따라서 고객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가 직접 고객에 초점을 두는 공

유된 비전(shared vision)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젼은 마케팅 개념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열쇠는 표적시장의 필요와 욕

구를 파악하여 경쟁조직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고객가치 중

심의 고객만족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Kotler(1997)는 정의하 다. 

고객지향적인 서비스품질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고객(顧客)’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객(顧客)의 정의는 한자사전에서 ‘고(顧)’자는 ‘돌아보다’, ‘생각하다’, ‘사랑

하다’, ‘보살피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객(客)’자는 ‘손님’, ‘사람’, ‘상객’, ‘단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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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떠도는 사람’ 등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고객(顧客)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객으로 모시고 단골 손님으로 유지하되 떠돌아다니지 않는 손님으로 만들어 항

상 돌보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사랑하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

다. 고객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초과

하던 시대에는 고객은 한낮 고객(苦客)으로 귀찮은 손님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

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던 시대에는 고객(顧客)은 그저 소비자일 뿐이라는 고정 

된 손님의 수준에 있었다(임동학, 1997). 

그러나 수요보다 공급의 과잉현상이 나타난 현 시대에서는 고객을 ‘황제’(죤에

이커, IBM 회장), ‘아내’(데이비드 오길비), ‘외국인’(토마스 피터스), ‘신(神)’(일본, 

SONY社). ‘왕(王)’(피터드러커)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제 고객은 가장 높고 가

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인식되기에 이르 다. 즉 생산지향적인 단계에

서 고객지향적인 단계로 전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객은 감정을 소유한 인간으로 변화를 좋아하며 조직에서 생산한 ‘가치’를 구매하

고 사용하고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의 욕구

에는 근본적인 욕구(fundamental needs)와 구체적인 욕구(specific needs)가 있으

나 근본적인 생리적, 본능적 욕구충족 보다 부수적이고, 구체적인 욕구충족에서 고

객만족의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경험은 더 많이 발생한다. 여기서 고객만족이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즉 인지 내지 인식의 결과가 기대치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

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객이 만족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간호서비스품질 소비 

결과가 만족할만한 경험으로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험에는 개인의 취향, 가

치관, 사회문화, 환경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고객만족은 세부적인 간호서비스품질 중시와 더불어 고객중시를 실천함

으로써 총체적인 간호서비스품질 향상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실천과정에서 지

속적으로 변화하는 고객을 향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고객지향이다(임동학, 1997).  

이를 위해 병원의 고객만족 경 목표에 구성원 모두 참여함으로써 고객의 입장에

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편익을 창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

스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고객만족은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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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 주어 더욱 고객과의 동요가 없는 신뢰관계를 확보하도록 만든다.

1983년 경제기획원의 한국표준 산업 분류에서는 보건의료사업을 사회 서비스

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의 의미는 간호서비스는 의료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생산되는 서비스상품의 일종이라는 점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간호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간호서비스

의 특성도 일반 제품처럼 형태가 없는 서비스의 특수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

다. 소비 이전에 직접 상품을 구체적인 형태로 확인해 보고 구매할 수 없다는 특

성이 있다. 간호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생산시점과 소비시점을 유형

재와 같이 분리할 수 없는 비 분리성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간호서비스의 생산에

는 소비자의 참여가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

가 된다. 또한 간호서비스의 생산시점, 장소, 소비자, 제공자에 따라 품질이 변하는 

가변성이 있는 이질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균등한 상품의 

품질수준관리가 어렵다.

이는 사람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생산과 동시에 소멸해 버리는 특성 때문에 발

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특성들로 인해 간호서비스의 품질을 객관적으

로 측정하기에는 많은 요인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Parasuraman 등(1991)은 ‘서비스품질은 서비스의 우수성에 관련된 소비자의 전

반적인 판단, 태도’라고 정의하고 기대와 인식개념을 인식된 품질 개념과 연결하

다. 즉 서비스품질을 인식된 서비스품질(perception of service quality)의 개념으로 

인지하고 소비자가 서비스 기업이 제공해야 한다고 느끼는 서비스와 소비자가 기

업의 서비스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인식한 실제 가치 사이의 차이라고 평가하 다.

이는 서비스품질을 측정하고자 할 때 소비자의 주관적인 인지측면을 중요하게 다

루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비스품질에 대한 측면에서 서비스 대상이 물질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측정이 용이하지만 인적인 서비스인 경우는 객관적으로 측정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서비스품질은 고객의 기대와 실제 서비스 수행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품

질 평가도 산출된 성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전달과정과도 복

합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 다(Atkin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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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매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도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가

에 대한 과거경험, 구전, 광고 등에 의해 소비 이전 단계에서 기대를 형성하고, 서

비스를 소비한 후 그에 대한 충족 정도에 따라 만족, 불만족의 형태로 서비스품질

을 평가하며, 소비의 재 구매 결정에 중요한 향을 주게되는 순환과정으로 설명

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서비스품질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간호서비스품질이 고객의 주관

적인 판단 혹은 감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간호서비스 

제공자는 가능한 소비자 즉 고객의 기대와 인식사이의 차이를 해소시켜 줌으로서 

제공된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간호서비스 소비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 구매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떻게 고객의 간호서비스품

질에 대한 기대와 인식사이의 차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하는 간호서비스품질 

측정의 방법론을 정확하게 수립하는 것과 어떤 요인이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

치로 고객지향적인 요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1세기 세계화 속에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면서 병원을 둘러싼 의료환경은 급

변하고 있으며 또한 그 변화의 속도는 병원으로 하여금 대응할 여유도 주지 않고 

있다. 그 변화의 방향은 많은 경우 병원에 대해 지속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력의 급속한 성장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요구수준 또한 나날이 높은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상태에 있

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하에서 간호사는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서 24시간 고

객을 돌보며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인력의 40%를 차지하는 구성원으로

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간호의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고객

지향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최상의 품질제공의 목표인 고객지향적 품

질로 대상자위주의 의식을 체질화해야 한다. 

간호실무 현장에서 간호업무 수행시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고객을 진실하게 

대하고 귀한 존재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도록 하는 등 진실한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서 고객을 감동시켜야하며 고객의 눈을 통해 우리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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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향적이라고 하는 인식을 잠재화해야 한다.

경쟁체제의 산업환경에서 조직의 생존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된다(Michael 1991),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병원도 종래에는 초과수요가 존재하 으나 산업이 성

숙할수록 공급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소비자 만족을 위한 공급자간의 경쟁은 더

욱 치열해지고 이러한 경향은 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져 소비자 주권이 강화되면

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이순철, 1997).

의료서비스는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생산과정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공급자와 소비자가 접촉하는 순간에서 바로 소비자 

만족이 결정되고 이는 소비자 충성도와 미래 수요의 기반이 되고 있다(Grönroos, 

1990). 

이에 공급자와 소비자간 관계 (상호작용)의 형성, 유지, 발전이 중요하다는 이

른바 관계마케팅(relational marketing)이나 상호작용마케팅(interactive marketing)

이 강조되고 있다(Lehtinene, 1983).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과의 관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람직한 관계형

성을 위하여서는 원점접근(seeds approach)과 접점 접근(needs approach)을 동시

에 수행해야 고객가치중심의 품질을 개발함은 물론 내재된 잠재요구 파악 또는 

잠재적 필요(latent needs)에도 만족을 제공할 수 있다(김준호 1998). 

<그림 1> 서비스제공자와 고객의 관계형

성

서비스제공자 고객

seeds approach

needs approach

현대인의 구매형태를 보면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수준을 초월하여 Maslow(1970)의 인간욕구 5단계 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 단계에 이르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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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객의 필요 욕구를 더욱 충족시킬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는 생존이 불가

능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 자는 성공적인 경 의 실현을 위해 

객관적인 시장정보에 입각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실행해야만 하고 고객지향적 

품질 또는 제품설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우수 품질확보에 의한 경쟁력우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Kano(1995)는 제품품질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을 포괄하여 고객만족이라는 주

관적 측면과 물리적 충족이라는 객관적 측면의 품질의 이원론적 인식방법을 사용

함으로써 고객만족의 범위를 초월한 고객의 즐거움(고객감동=감성품질,) 가치창조 

측면까지를 고려하는 확대된 품질의 개념이 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서비스품질 개발에서 간호서비스 마케팅개념의 고객은 개별적이며 다르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또한 의료서비스 개발에서 최첨단의료장비 및 의료기술과 최

신시설은 쉽게 모방이 가능하나 경쟁우위 원천이 되는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서비스핵심은 그 가치를 모방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고객을 개별적으로 인식해주고 개별 특성에 맞는 가치를 창조하여 맞춤 간호를 

제공하는 각 핵심가치별 확장상품의 개발은 간호사 개인역량에 의해서만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차별화 된 서비스로 기대품질에서 개개인의 필요욕구 충족과 현

재의 건강과 관련하여, 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잠재적인 욕구를 사정

하여 특화 된 고객지향적인 간호서비스품질을 제공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서 감성 간호서비스품질을 제공함으로서 고객을 감동시키게 되며 고객의 마음속

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됨은 물론 동시에 확실한 재 구매 의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간호사들은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객 만

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불만사항을 토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고

객불만의 원천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만족도는 고객의 간호에 대한 기대치와 경험한 후의 

실제치 사이의 차이에 의해 크게 향을 받으므로 환자 및 보호자와의 커뮤니케

이션은 간호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에 향을 미쳐 고객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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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병원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

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반드시 간호사 개개인들에게 효

과적으로 피드백 되어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 핵심가치 제공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을 설계하기 위하여서는 Juran(1954)이 주창한 ‘고

객의 필요에 대한 적합성’(fitness for use)을 중심으로 고객입장에서 설계하지만 

동태적인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 Kotler(1989)는 ‘개인

이나 집단이 제품과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타인과 교환함으로서 자신들의 욕구

와 욕망을 획득한다’고 말하고 있다. ISO에서 개정(1994) 공포한 품질의 정의에서

는 ‘품질은 실체가 지니고 있는 명시적 내지 암묵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능력에 관

계되는 특성의 전체이다’(ISO 8402, 1994)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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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otler(1991)는 5단계 품질수준을 주장하 는데 그 내용은 <그림 2>과 같다.

 핵심가치:(Core Profit)

*기본적품질(Generic product)

*기대하는품질(Expected product)

*확장품질(Augmented product)

*잠재적품질(Potential product)

<그림 2>  Kotler(1987)의 품질수준

적본

기

품

질기

대

하 는

품

질

질확

장 품

잠

제

적

품

질

핵심가치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개인의 건강증진과 생의 주기에 속한 잠재적이고 총체

적인 단계별 건강관리를 위한 잠재적 간호서비스품질의 개발과 간호사의 개인 역

량으로 사정과정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확장간호서비스품질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성간호서비스품질의 개발을 목표로 고

객의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의 대응적인 서비스품질제공이 아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품질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자본투입으로 쉽게 도입 가능한 하드웨어적인 면에 의존하기보다 휴먼웨어

에 의한 서비스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와 무한 경쟁 시대에서 경쟁우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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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증대 기회와 고객의 호의적인 구전광고 효과로 병원의 생존과 수익을 가

져다 줄 것이다.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에 대해 살펴보면 훌륭한 조직은 보다 근본적인 속

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기초가 튼튼해서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있다. 간호가 서비스로서 병원의 기초가 되는 속성을 유지시키고, 근본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병원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더욱 근본적

으로 사회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것과 조직은 한 사람의 연장된 그림자이듯 한 

병원의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는 간호사들의 내면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므

로 이 목적과 핵심가치는 변치 않고 계속해서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고객의 평가

기준에서 일류병원이 되는 관건이다 .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의 유지는 정확한 측정에 기초한다.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는 간호서비스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Parasuraman 등(1991)이 

제시한 서비스의 5가지 차원을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 개념으로 확장 적용하

다. 간호서비스에서 확장된 외형성 개념은 간호가 수행될 때 사용되는 물리적인 

간호용품, 시설 ,장비, 간호인력, 각종 커뮤니케이션 용품 등의 외양으로 정의된다. 

이 모든 것은 고객이 간호서비스품질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물리적 표현과 이미

지를 제공한다. 흔히 서비스산업에서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높이고 이를 지속시키

기 위해 외형성을 사용하는데. 대부분은 서비스품질을 창조하는 다른 차원에 외형

성을 포함시킨다. 예컨대 ‘빠르고 효과적인 서비스와 편안하고 깨끗한 대기공간’이

란 켐페인으로 반응성과 외형성을 함께 강조한다. 이와는 반대로 서비스품질의 외

형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조직은 이로 인해 다른 좋은 점을 손상시키고 있다

(Zeithaml & Bitner, 1996).

간호서비스에서 Smile(미소)의 웃는 얼굴 즉 외형적인 모습의 웃는 얼굴이 간호서

비스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Rechard, 1993).

Smart(재치)는 정신과 신체가 모두 건강하고 빈틈없으며 호쾌하고 개방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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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호서비스에서는 핵심역량을 갖고 있다고 인정한다

Sensitivity(감성)에는 우선 사람과 접하고 있으므로 상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고객

에 대한 배려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와 잘 어울리는 몸동작, 감성적인 대화에

서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설명 시 언어구사능력, 형태, 일상적인 대화방식. 고객을 

편안하게 만드는 화제의 선택 등으로 인해 간호서비스의 고객들에게 신뢰성과 보

증성의 가치로 핵심역량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신뢰성(reliability)은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넓

은 의미로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해야할 고객의 건강문제의 해결, 병원에서 간접적

으로 한 약속을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다. 고객은 약속을 지키는 병원과 거래하기

를 원하며 특히 간호, 진료 핵심서비스와 관련된 약속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고객이 단골로 애용하는 병원을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이 특정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가장 애용하는 병원은 핵심서비스를 신뢰성 있게 

제공하는 병원일 것이다(Zeithaml & Bitner, 1996). 

  

신속성(responsiveness)이란 고객을 도와주려는 의지와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이 가치는 고객의 요구, 질문, 불만, 문제 등을 처리하는 배

려(attentiveness)와 신속성(promptness)을 강조한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접점에서 MOT(Moment of Truth)순간과 종업원의 태도와 서

비스품질의 핵심가치인 신속성과는 관련이 많다(Zeithaml & Bitner, 1996).

신속성은 도움, 질문에 대한 응대 및 문제해결을 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으로 고객

에게 전달된다. 또한 신속성은 유연성과 고객의 욕구에 서비스를 맞추는 고객화란 

개념도 포괄한다. 신속성가치를 높히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 과정이나 문제해결과

정을 병원의 관점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신속성에서 타 병원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고객접점요원의 신속성과 잘 계획된 시스템, 고객 서

비스설계 부서가 필요하다.

보증성(assurance)은 고객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는 즉 간호사의 전문지식, 

정중함, 믿음직하게 느끼게 하는 능력 등으로 정의된다. 이 가치는 고객에 의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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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높다고 지각되는 서비스나 은행, 보험 , 증권업, 간호(의료), 법률 서비스 등

과 같이 결과를 평가할 능력에 대해 자신이 없을 때 특히 중요하다. 

믿음(trust)과 확신(confidence)은 고객에게 병원의 간호서비스를 연결하는 사람

에게서 구현된다.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병원은 핵심접촉인물과 고객사이에 

rapport이 형성되고 믿음과 애호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또 다른 경우 믿음과 확신은 사람이 아니라 조직자체에서 구현된다. 이를 위해 기

업은 많은 투자를 하며 이러한 노력은 기업전체와 고객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힘

쓰는 예이다. 그런 의미에서 3차 의료기관은 국가가 신임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점

에서 고객은 3차 의료기관의 전문간호서비스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갖고 과정과 

결과에서 신뢰를 기초로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감성(empathy)은 고객에 대한 개별적인 배려로서 고객 개개인에게 제공하는 

주의(attention)와 보살핌(caring)으로 정의된다. 

공감성의 핵심은 개인화되고, 주문화된 서비스로 고객이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것

을 전달하는데 있다. 고객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자신을 이해하고 중

요하게 느끼길 원한다.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고 고객의 개별적인 욕구와 기호까지 알고 이를 감안한 간

호서비스를 구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고객의 건강문제와 잠재적인 문제

까지 고객에 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보다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Shostack,1984).

서비스산업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주지 않으면 절대로 얻지 

못하는(give more to get more) 그런 원리가 서비스정신(the spirit to serve)이다. 

서비스산업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는 고도의 감성산업, 정서산업이다.  

따라서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가치의 특성을 정확히 인

식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간호사의 신념은 간호서비스품질 결과에 선행되어야 하

는 매우 중요한 전재조건이다. 

핵심가치는 조직의 일관된 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한다. 시장이 변하고 새로운 기술

이 나타나며, 조직 경 관리상의 유행이 변하지만 우수한 병원의 간호핵심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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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잡이로서 또한 간호의 감(inspiration)의 원천인 동시에 지속력을 주는 원동력

이 되기 때문이다.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의 실현을 위해 고객의 ‘건강한 삶의 질’을 기초로 교육 원

칙 및 신념의 체계인 ‘핵심가치’(core value)와 이를 기반으로 간호조직의 가장 근

본적인 존재 이유인 ‘간호목적’(core purpose)의 두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 간호수

행 시 일관되게 핵심가치가 반 된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어렵고도 

힘든 일이며 이를 지원하는 전반적인 지식과 훈련기능의 축적이 필요하다.

핵심가치의 실현인 고객만족은 간호조직의 존재 이유이다. 고객만족 실현의 목적

이 효과적으로 설정되면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상적인 동기부

여가 될 수 있다. 조직의 목적은 원히 추구하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

서 하늘에 떠있는 길잡이별과 같다(Peterson, 1990).  

목적은 자체가 변화하지는 않는 대신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목적이 결코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은 조직이 결코 변화와 진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2.  SERVQUAL model을 적용한 선행연구

   

SERVQUAL 모델은 Parasuraman 등(1985)이 제시한 서비스품질측정 모델로

서 서비스의 품질을 소비자의 기대와 인식의 사이에 있는 불일치의 정도와 방향

으로 정의하면서 소비자 만족연구에서의 ‘기대’는 거래 시에 일어날 것 같은 소비

자의 예측인 것에 비해, 서비스품질 연구에서의 ‘기대’는 소비자의 바램이나 욕망, 

서비스 생산자가 제공해야 하는 것(should)이라고 정의하 으며 즉 ‘기대된 서비스

와 인식된 서비스의 차이’를 서비스품질이라고 하 다.

이 모델에서 5가지 차이를 제시한 기본적인 명제는 1)소비자의 기대와 제공자의 

인식간의 차이, 2)제공자의 인식과 서비스품질 특성간의 차이, 3)서비스품질의 특

성과 실제 서비스품질 사이의 차이, 4)실제 서비스품질과 외부 의사소통과의 차이, 

5)소비자가 기대했던 서비스와 실제 경험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간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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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QUAL 모델의 문제점에 대해 이론적으로 ‘기대’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

는 변수이기 때문에 품질인식도 변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Cronin(1992)은 ‘기대’ 보다 ‘인식’이 서비스품질에 대한 유용한 예측 변

수임을 주장하면서 perfermence 중심의 측정 모델인 SERVPERF모델을 제안하

다. SERVPERF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Babakua & Boller, 1992 ; Babakus & 

Mangold, 1993 ; Peter, Churchill & Brown, 1992)는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지

지하면서 ‘기대’와 ‘인식’의 차이보다는 ‘인식’이 서비스품질에 유일하게 향을 준

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Parasuraman 등(1994)은 SERVPERF 모델은 고객의 

‘기대’ 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품질과 고객의 구매의도 간의 관계가 명확

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점을 지적하고 있다(유동근, 1994).  

Parasuraman 등(1985)은 처음에는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소로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의사소통, 신용성, 안정성, 능력, 예의, 고객이해, 접근성의 10가지 차원을 이론적으로 

제시하 다. 그 후 그들은 서비스품질의 구성차원을 유형성(tangibility), 신뢰성

(reliability), 반응성(resposivness), 보증성(assurance = communication, credibility, 

security, competence, courtesy), 공감성(empathy = understanding, access)의 5가

지로 함축시켰으며 Parasuraman 등(1985)이 제시한 10 가지 가운데 능력

(competence)은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기술적품질과 관련이 되며 나머지 9개 측

면들은 기능적품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들 연구 결과는 기능적품질의 측면

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Grönroos, 1990). 

전문성과 기술의 차원은 서비스가 수행되고 난 후의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기

술적품질의 측면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 다. 그리고 태도와 행동, 접근성과 융통

성, 신뢰성과 믿은, 서비스의 회복의 요인들은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 관한 것

으로 기능적 품질의 요인이라고 하 고, 평판과 신용의 측면은 가격 혹은 이미지

와 관련된 측면의 요인이라고 하 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서비스품질의 구성차원

은 기술적품질, 기능적품질 그리고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Grönroos, 

1990).  

 SERVQUAL모델은 서비스품질 평가를 위한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Kitting & Lee(1997)는 이 다섯 가지의 구성차원은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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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관계없이 서비스품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비자에 의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

되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간호서비스 제공자인 간호사와 소비자인 고객사이

에는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실효성 있는 품질을 개발

하기는 어렵다(유동근, 1996). 

그 이유로는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인식은 소비자인 고객의 품질에 대한 

평가이며 요구로서 즉 간호서비스에 대한 현시점의 포지셔닝인 동시에 간호서비

스문제의 시사점이며 개선방향도 설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간

호사들은 소비자의 인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위치에 서게 됨으로써 

간호서비스 교환과정에서 고객의 행동과 최종적 결과 수용에 향을 미친다(유동

근, 1991) 따라서 고객지향적 서비스시대의 간호사는 고객의 욕구수준에 맞춰 고

객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품질 보장 및 향상에 치

중하여야 한다. 

SERVQUAL모델은 서비스품질을 개선하고 서비스품질 제공상의 문제점을 해

소하기 위해 개발된 차이(Gap)모델이다. 즉 개념적으로 서비스품질은 서비스 제공

자와 고객간에 발생하는 기대와 인식의 차이로서 이해 될 수 있다.

 Parasuraman 등(1985)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Gap 5’ 인 ‘기대 성과의 

차이’로서 고객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기대와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간

의 차이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서비스 상품생산 조직들은 이러한 서비스 차이를 

제거하고 적어도 최소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모든 공정 과정을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네 가지 차이

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안대희, 2001).

서비스품질 차이에 향을 미치는 네 가지 차이의 원인을 살펴보면 지식차이

(knowledge gap : Gap 1)로서 고객이 서비스품질에 대해 기대하는 것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이 어떤 기대를 하는지에 대해 인식하는 것 사이의 차이 즉 고객

이 기대하는 바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식의 부족에서 오

는 차이이며, 표준차이(standard gap : Gap 2)는 서비스제공자들이 고객이 기대하

는 품질 내용에 대해 인식하는 것과 서비스 전달 품질 내용간의 차이, 즉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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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고객가치를 충분히 반 되지 못한 서비스품질기

준을 정해 놓고 제공자 중심의 품질을 제공했을 때 발생하며, 전달차이( delivary 

gap : Gap 3)는 서비스품목에 명시된 기준의 서비스가 전달되지 않고 전달되어야 

할 품질 명세와 실제 전달된 서비스품질간의 차이 즉 서비스의 실제 결과가 서비

스내용 표준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커뮤니케이션 차이(communication gap; Gap 4)는 실제 전달된 서비스의 품질

과 서비스 안내 브로셔나 광고와 같은 서비스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밝

힌 서비스품질간의 차이 즉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약속한 내용과 수준을 실제 

제공된 서비스품질이 따르지 못한 경우 고객에 의해 인식되는 서비스품질의 평가

는 5가지 차원에서 다음 Gap 5의 크기와 방향에 의해 결정되며 각 차이간의 관계

를 다음과 같은 함수 식 Gap 5=f(Gap 1, Gap 2, Gap 3, Gap4)로 정리 할 수 있

다.

위의 등식으로 볼 때 서비스품질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차이는 서비스품질 

면에 도움이나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차

이의 위치와 방향은 서비스품질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모델에서 차이들

간의 관계는 Gap 5가 나머지 4가지 Gap들의 함수임을 보여준다. Gap 1에서 Gap 

4 사이의 차이가 작아 질수록 고객들이 충분하고 적절한 서비스품질을 인식할 가

능성이 커진다.

SERVQUAL모델이 만족도 측정도구와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만족도 측정은 

일차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 현황에 대한 기술통계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인 반면 SERVQUAL모델은 고객의 기대와 인식이라는 이차원적으로 

설명함으로서 고객지향적 서비스품질개발 전략 수립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고객지향

적 간호서비스품질 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간호사의 상호작용에

서 생산되는 간호서비스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SERVQUAL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제공된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인식과 기대의 차이를 중심으로 제공자인 

간호사가 인식하고 있는 고객의 기대와 실제 간호서비스 수행간의 다각적인 비교

를 통하여 현재의 간호서비스품질의 수준을 확인하고,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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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간호서비스의 품질 차이가 어느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를 분석하여 차이를 개선해야 하는 핵심가치별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고객과 간호사간의 인식의 차이(Gap)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수립은 병원의 

고객만족경 에 최우선 과제이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공자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일지라도 소비자에게는 모두 특별한 상황이고 과정

이라는 사실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간호서비스는 간호사에 의해 고객접점에서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고객접점 직원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간호사와 같은 고객접점직원에게 필요한 개인능력을 서비스 역량이라고 한다(김경

한, 2002). 역량(Competence, Competency)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간호사 개인역량에 의해 

생산된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해 고객은 서비스의 좋고 나쁨을 ‘그때’ ‘그 장소에서’ 

‘그 간호사’에 의해 판단하고 만다.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과 사람에 의해서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역량이 평가되

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품질경 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경 혁신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간호사 개인역량이 품질에 반 될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하여 어

떠한 선진경 기법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즉 인재를 적재 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이 적정간호인력에 의한 

감성간호서비스품질 경 의 기본요소라 할 수 있다

‘기업은 사람’이라는 경 상의 이론은 오래 전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현대

와 같은 공급과잉과 과당경쟁에서는 품질에서 하드웨어적인 면은 각 기업이 모두 

큰 차이가 없으며 투자에 의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반면 ‘감성’, ‘취향’, 서비스 사

용의 용이성 등 주로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확보는 경쟁우위의 원천이며 결정적

인 성공 요인이 되고 있다.

현대는 인재의 차이가 그대로 기업의 생산 품질 차이로. 기업의 업적 차이로, 기업

의 성패의 차이로 나타나는 시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생존의 핵심

인 인재는 각 조직의 뜻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는 복잡한 잠재 요인이 



- 38 -

있다(임내규, 1994).

다양한 배경의 성장과정의 성인을 구성원으로 시장경쟁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고

도의 창조적인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차별적 업적을 성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

이나 인재육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리더는 조직구성원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최근 consumerism과 customizing개념이 의료분야에도 적용 확대되면서 오늘날의 

병원들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료서비스품질의 혁신이라는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의료소비자를 지칭하는 용어 역시 환자가 아닌 고객이라는 포괄적인 소비자

의 뜻으로 바뀌게 하 다. 뿐만 아니라 병원선택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의 적극적이

면서 능동적인 구매 형태는 병원 마케팅 전략의 방향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하고 있다(이미애, 1999).

이제까지의 의료서비스가 고객이 요구할 때에 제공하는 대응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졌다면 의료시장의 공급과잉에 따른 심화된 경쟁에서의 생존전략은 주도적

으로 고객이 요구하기 전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상품의 개발이다. 이는 의

료의 기본서비스품질이 아닌 잠재적 욕구까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감성품질개발

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이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간호서비스 역시 하나의 서비스 생산 활동으로 인식하게 됨으로 인해 우수한 

품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객의 만족을 높이고 병원의 이미지를 향상

시켜 병원경 의 효율 극대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

는 사례가 의료시장에서 많이 표현되기 시작하 다. 

또한 병원 이미지가 병원 선택에 미치는 향(김성연, 1987, 오태 , 1990)에 관

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간호서비스 포지셔닝 분석(체계순, 1997), 간호서비스 촉

진 개념(강윤숙, 1998)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면서 간호서비스의 품질 개발을 

경 학적인 측면에서 간호서비스 마케팅기법을 적용한 간호서비스품질 측정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간호의 포지셔닝에 대한 연구(이미애, 1999)와 간호서비

스품질에 관해 SERVQUAL 모델을 이용(주미경, 2001)하여 연구한 부분은 고객의 

기대와 인식의 차이를 연구함으로서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성과인식의 차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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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 으며 많은 경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소비

자의 기대와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체계순(1997)의 ‘간호서비스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에서 성과인식을 인식된 서

비스 즉 개별 응답자가 병원 간호서비스를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각 속성에 대한 

견해라고 정의하고 연구 결과 성과 인식차이가 가장 큰 문항은 교육적 역의 ‘건

강 교육 및 자료 제공’이고 차이가 가장 적은 문항은 ‘부드럽고 안전한 처치 및 주

사행위’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국외 연구로는 Parasuraman등(1991)이 

SERVQUAL 모델을 제시하면서 소비자의 기대가치와 실제 경험 후 인식가치에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따라서 Parasuraman등(1991)이 제시한 다

섯 가지 차이에 대한 연구를 시행함으로서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 인식의 차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의 상황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서비스생

산에 참여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고객의 기대와 경험인식의 불일치 감소에 역점을 

두고 간호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에 활용하여 간호서비스 마케팅전략을 제

시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날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품질관리상의 문제에 대해 SERVQUAL 모델을 

적용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Blackiston, 1988; Brown & Swartz, 1989 ; Cound, 

1988 ; Ceavens, 1988 ; Parasuraman, Zeithaml, Berry, 1988 ; Sherden, 1988). 지

속적으로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도 Parasuraman, Zeithaml, Berry(1985)가 고객

이 인식한 서비스품질측정과 관련된 이론을 제시한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Babakus & Boller, 1992 ; Carman, 1990 ; Cronin & Taylor, 1992 1994 ; 

Parasuraman, Zeithaml & Berry, 1988, 1994, 1996).  

서비스품질측정에서 SERVQUAL로 측정한 품질의 개념은 ‘인식된 품질’(perceived 

quality)을 의미하며 서비스품질의 탁월성 또는 우월성에 대한 고객의 평가를 뜻한

다고 하 다(Nitecki, 1996 ; Zeithaml, 1987). 인식된 서비스품질이란 객관적인 품

질과는 다른 ‘태도’의 한 형태이며 고객만족과 관계는 있으나 만족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실제 성과에 대한 인식(perceptions of performance)을 고객이 사전에 갖고 

있던 기대(expectation)와 비교한 평가결과를 말한다(Oliver, 1993 ; Binter,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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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suraman, Zeithaml, & Berry, 1998). 

SERVQUAL모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제공해야만 한다고 기대하는 것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품질에 대해 고객이 인식하는 것과 차이(difference or gap)의 

정도와 그 방향에 따라서 품질을 측정하는 것이다.

고객만족의 증대를 추구하는데 있어 소비자인 고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

준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간호마케팅에 강점이 되

는 요인들이다. 이와 같이 간호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실증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SERVQUAL 모델을 적용한 간호학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소수 몇 편에 불과하여 SERVQUAL모델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구성차원을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 개발에 확장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

하고 간호서비스품질의 차이 발생을 유발하는 요인 분석을 위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서비스품질개발 모델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SERVQUAL모델을 적용한 소수의 선행연구들은 Gap 5, 즉 고객의 기대

와 인식간의 차이만을 측정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이는 Parasuraman 등(1990)이 

이미 Gap 5는 Gap 1에서 Gap 4까지의 차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관점을 반 한 것

이다. 

서비스 소비자인 고객측면에서 서비스품질의 이상적인 만족 수준은 인식된 서

비스의 수준이 기대된 서비스의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 클 때 만족으로 평가가 

되므로 간호관리자는 Gap 의 폭을 해소시키거나 최소화 시켜 고객지향적인 서비

스품질의 핵심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SERVQUAL모델을 간호서비스품질 측정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Gap 5의 측정

뿐만 아니라 Gap 1에서 Gap 4를 포함해서 측정함으로서 각각의 Gap간의 상호관

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서비스 제공자인 간호사와 고객사이의 차이발생의 

관련요인을 밝히고 종합적으로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를 분석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중심으로 간호사는 고객측면의 가치요구를 파악하고 간호제공 시 구현할 핵

심가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되며 간호서비스품질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지표가 되는 정보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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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개념적 틀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Parasuraman 등(1990)이 개발한 서비스품질모델(SERVQUAL모델)을 

토대로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고객의 개인적  

특성

Gap E

Gap D

Gap C

Gap A

Gap B

간호사 측면

  제공한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간호사의 사후평가

고 객 측면

     외부 

   구전경험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인식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후평가

< 그림 3>  연구의 틀

사전인식의 차이인 Gap A,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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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인 Gap B,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

호사의 사전인식과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인 Gap C, 고

객이 실제 경험한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과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인 Gap D, Gap E인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

객의 사전기대와 실제 경험한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후평가 인식의 차

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2. 가설                                

1) 주 가설

1)-1.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의 사전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 기대와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인식과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고객의 사후평가와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5.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사후평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6. 고객과 간호사의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부 가설

2)-1. 고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기대, 사후평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

이다.

2)-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인식, 사후평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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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객과 간호사의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에 대한 사전기대, 사전

인식, 사후평가 인식차이를 측정하는 횡단적 비교분석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대학부속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1998년도부터 한국

생산성본부가 실시한 국가고객만족도(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ication : 

NCSI)조사 결과 6년 동안 1위에서 3위를 차지하 던 3개의 대학부속병원과 1개 

기업종합병원에서 직접간호시간(김조자, 박지원, 198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내, 외과의 환자와 간호사들을 유한 모집단으로 하여 임의 표출법을 사용하 으며 

입원환자의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하 다.

1) 만 20세 이상성인 남녀

2) 국문을 이해하고 설문지를 읽고 쓸 줄 아는 자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간호사의 경우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 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 핵심가치 측정도구는 Parasuraman 

등(1991)에 의해 개발된 SERVQUAL모델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입원환자의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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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류 지표로 사용되는 8개 역의 기본간호서비스를 중심으로 고객차원, 간호

사차원, 중요도차원으로 개발하여 사용하 다. 

  

연구도구의 개발단계 <그림 4>는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선행연구(지성애, 

1995 ; 강익화, 1997 ; 이선아, 1998 ; 임지 , 2000 ; 주미경, 2001)에서 규명해 낸 

간호서비스 속성과 입원환자 중증도 분류집표로 사용되는 8개의 기본간호서비스

항목에 5가지 핵심가치를 반 하여 고객, 간호사, 중증도 차원으로 측정도구를 개

발하 다. 둘째, 내, 외과계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임의 표출한 고객을 대상으로 

면담과 질문지를 통해 8개의 간호서비스품목에 고객의 욕구를 반 하 고, 간호사

를 대상으로 면담과 질문지를 통해 8개 역의 간호서비스에 핵심가치가 반 된 

품목을 개발하 다.

셋째, 5년 이상 경력간호사 10명과 수간호사 10명 간호과장 2명 간호대학교수 

2명으로 구성된 간호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초안으로 개발한 간호서비스품질 측정

도구(핵심가치별 3문항씩 120문항)를 델파이 기법을 통해 중요도 조사를 하여 40

문항의 예비도구를 다시 추출하여 사용하 다.  

측정도구는 외형성, 신뢰성, 신속성, 보증성, 공감성의 Parasuraman등(1991)이 

제시한 5가지 차원의 서비스구성요소를 간호의 핵심가치로 확장 적용하여 개인위

생, 식사관리, 일상활동과 운동, 측정 및 관찰, 의사소통, 투약-정맥주사, 검사 및 

처치, 교육 및 정서적지지의 8개 간호서비스품목으로 개발하 다. SERVQUAL 모

델(Parasuraman 등, 1991)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간호서비스품질 측정도구

는 최종 40 문항으로 구성하 다.(부록참조) 

고객과 간호사 차원의 측정도구로는 전적으로 동의에 7점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으로 표시하는 7점 척도로 측정하 고 간호서비스에 대한 중요도 차원은 

매우 중요하다 5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 다.

간호서비스품질의 측정도구로 측정한 값 중에서 핵심가치별 최고점수는 175점이

며, 최저점수는 5점이다. 문항별로 측정한 값의 최고점수는 35점, 최저점수는 1점

이며, 간호서비스품목별로 측정한 값의 최고점수는 280점이고 최저점수는 8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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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도구 완성

<그림 4> 연구도구개발단계

       항목 수정 및 보완

간호서비스품목

중요도 조사

      
     내용 타당도 검증

    
        신뢰도 측정

  8개 간호서비스품목별 5가지   

    핵심가치 반  서비스 도출 

도출

예비 도구 작성

       
 문 헌 고 찰

패 널 구성
   

 간호대학교수 2인, 내,외과 

 간호사 5인, 수간호사 5인  

예비조사 

  

고객 25명     간호사 25명     

   

  전문가 집단 구성

 간호대학교수 2인

 내,외과 간호사 4인

 수간호사 4인

      소비자 , 제공자 면담

내,외과 환자10인 간호대학교수 2인

기업 CEO 3인   내,외과 간호사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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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에 대해 측정한 값은 핵심가치별 점수는 최고점수가 40점, 최저점수 5점

이며 문항별로 측정한 값의 최고점수는 5점, 최저점수는 1점이며 품목별로 측정한 

값의 최고점수는 25점, 최저점수는 5점이다. 

본 연구자가 개발한 간호서비스품질의 측정도구는 고객 차원의 간호서비스품

질 측정도구에서 고객의 사전기대에 대한 전체문항의 Cronbach α=.9787 이며 고

객의 사후평가 인식에 대한 전체 문항의 Cronbach α=.9650 이며 고객의 중요도

인식에 대한 전체문항의 Cronbach α=.9650이었다.

간호사 차원의 간호서비스품질 측정도구에서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 

인식에 대한 전체 문항의 Cronbach α=.9828,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간호서비스 

품질에 대해 사후평가 인식에 대한 전체문항의 Cronbach α=.9730이고 간호사의 

간호서비스품질의 중요도인식에 대한 전체문항의 Cronbach α=.9688로 높은 신뢰

도를 보 다. 

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2003년 2월1일부터 2개월간 서울시내 소재 6년간 NCSI에서 1위부터 3위까지의 

순위에 해당되는 3개 대학부속병원과 1개 기업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호부의 연

구승인서와 해당 임상과장의 승인서를 받아 내, 외과의 입원환자와 간호사를 대상

으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각각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 으며 환자 

320부와 간호사 320부 총 640부를 배부하여 미비 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각각 313

부와 315부 총 628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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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를 하 다.

1.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으로 측정하 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 다.

3.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의 사전인식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 다.

4.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 다.

5. 간호사의 사전인식과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 다.

6. 고객의 사후평가인식과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 다. 

7.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 다.

8. 고객과 간호사의 중요도 인식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 다.

9. 고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기대, 사후평가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ANOVA로 분석하 다.   

10.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인식, 사후평가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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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고객은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결혼 상

태, 직업, 월 평균 가계소득, 병실등급, 진료과, 입원목적, 간호서비스품질 경험, 과거 

구전경험, 그리고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에게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 고 간호사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정도, 직위, 근무년수, 근무부서, 

그리고 간호사가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 다. 대상자의 특성은 <표 1, 2>와 같다.

고객의 경우 총 응답자 수는 313명으로 성별 분포는 남자 35.9%, 여자 64.1%로 

남녀의 비는 약 1: 1.8이었다. 연령은 41∼50세가 24.9%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 

23%, 51∼60세 20%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가 29.7%로 가장 많았으며 교

육수준은 대학교이상 50.5% 고졸 37.7%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졸이상이 전체의 

88.2%로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냈다.

결혼상태는 기혼 75.1%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주부 33.6%, 자 업 21.4%, 회

사원 17.9%, 사업 11.8%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계소득에서는 100만원∼200만

원 27.5%, 200만원∼300만원 23.5%, 300만원∼400만원 17.3%순으로 나타났다. 입

원병실 등급은 다인실 70.3%, 1인실 21.1%, 특실 8.6%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는 

내과계에 53.7%, 외과계에 41.8%로 나타났다. 입원목적은 치료를 목적으로 85.3%, 

진단 8.9%, 기타 3.8%, 검진 1.9%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다 52.4% 경험이 없다 37.7%, 

입원 전 구전경험이 있다 52.4%, 구전경험이 없다 47.6%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간

호서비스 별도비용 지불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

가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입원비 외에 일일 간호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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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고객의 일반적 특성                                     n=313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35 43.1

여 178 56.9

연령 25세 이하

26-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0세 이상

25

21

72

78

65

52

8.0

6.7

23.0

24.9

20.8

16.6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기타

없음

93

48

71

1

6

94

29.7

   15.4

   22.7

    0.3

    1.9

   30.0

교육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기타

12

21

118

158

4

3.8

    6.7

   37.7

   50.5

    1.3

결혼상태 미혼

기혼

이혼

사별

58

235

5

15

18.5

   75.1

    1.6

    4.8

직업 주부

사업

공무원

교직자

회사원

자 업

기타

105 

37

7

14

56

67

27

33.6

 11.8

  2.2

  4.5

 17.9

 21.4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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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계속>  고객의 일반적 특성                             n=313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월평균소득수준 100만원미만

100이상∼200미만

200이상∼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만원이상

기타

29

86

72

54

25

34

1

9.3

    27.5

    23.5

    17.3

     8.0

    10.9

     4.2

병실등급 다인실

1인실

특실

220 

66

27

 70.3

   21.1

    8.6 

진료과 내과계

외과계

기타

131

168

14  

41.8

   53.7

    4.5

입원목적 진단

치료

검진

기타

28

267

6

12 

8.9

   85.3

    1.9

    3.8

간호서비스 받은 

경험

유

무

195

  118

62.3

37.7

입원전구전경험 유

무

164

  149

52.4

 47.6

전문간호서비스비용

별도부담의사

3만원∼5만원

5만원∼10만원

10만원이상

비해당

126

    80

    16

    91

40.3

   25.6

    5.2

   28.9

          

용으로 3만∼5만원을 별도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한 고객이 40.3%, 5만원∼10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한 고객이 25.6%, 10만원이상 지불의사를 밝힌 고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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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로 간호사에 의해 전적으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별도의 비용을 지

불하고 간호사에게 전문적으로 간호를 받기 원한다고 한 고객이 71.1%로 나타났

다. 

간호시장 세분화의 필요성은 개별 고객의 욕구 수준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고객만족 실현과 병원 수익성 증대 목표

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있다. 간호서비스 마케팅 노력을 특별하게 집중시킬 표

적집단을 선정하기에 앞서 세분화된 간호서비스 별도비용 지불 의사가 있는 고객

을 대상으로 표적시장의 규모, 수익성 면에서 특별 간호서비스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만큼 충분한 동질적 수요자들이 존재해야 한다. 

본 조사 결과 고객의 71.1%가 간호서비스에 대한 별도비용 지불의사를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현재 일일 5만∼ 6만원의 간병료를 별도 지불하고 있는 고객 

수요는 간호서비스 세분화 시장의 유지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소비자 집단으

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 접근가능성에 있어서는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서

비스마케팅 의사소통 방법의 연구를 통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행가능성에서는 표적시장을 대상으로 고객욕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

록 간호의 핵심가치가 구현된 감성간호로 효과적인 시스템에 의해 간호서비스마

케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병원이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무리 매력적인 시장세분화에 의한 간호서비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

여도 이들 시장에 적합한 특정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행 하고자 하는 실천의지

가 발현될 때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 대상자는 총 315명이 응답하 고 성별은 대상자 모두 여자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는 25세 이하 31.1%, 26세∼30세 38.1%로 20대가 전체 대상자의 70%를 

차지하 다. 최종학력은 전문대학 졸업 29.2%, 대학졸업 57.7%, 졸업 후 학위과정

이상이 13%로 나타났다. 근속년수는 3년 미만 26.3%, 3년∼10년 미만 47.6%, 10년 

이상 26.1%로 나타났다.

특히 직위에 대한 특성에서는 일반간호사와 책임간호사가 92%로 나타나 대상자 

대부분이 직접환자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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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는 내과계가 60.3%, 외과계가 39.7% 직접간호시간이 많은 내과계 근무가 

65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서비스를 제공 할 때 품질에 대해 결정적인 향력을 미치는 간호사들

에 대해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지에 대한 견해는 적정한 간호인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55.9%, 간

호사 개인의 역량이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에 중요한 조건이라고 응답한 간호사

가 20.3%, 표준화된 우수간호교육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응답한 간호사가 16.2%, 

최신장비와 시설이 갖춰진 병원에서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이 생산된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6.0%, 적정보조인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0.3%순으로 적정한 

간호인력이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을 제공에 중요한 조건이라는 견해가 1위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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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n=315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25세 이하

26∼30세

31∼40세

40세이상

98

120

77

20

31.1

38.1

24.5

6.3

결혼상태 기혼

미혼

113

202

35.9

64.1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기타

146

51

17

15

86

46.3

   16.2

   5.4

    4.8

    27.3

   

최종학력 전문대

방통대

대학

대학원재학

대학원

92

25

157

14

27

29.2

 7.9

   49.8

    4.4

    8.6

직위 간호과장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간호사

           5

        20

37

253

  1.6

  6.3

  11.7

80.3

근속년수 3년미만

3년∼10년미만

10년이상

  83

150

82

26.3

47.6

26.1

근무부서 내과계

외과계

125

190

39.7

60.3

우수한 간호서비스

품질에 중요한 

조건에 대한 의견

개인역량

우수한 표준교육

적정간호인력

적정보조인력

최신장비와 시설

64

51

176

1

19  

20.3

16.2

55.9

0.3

6.0



- 54 -

2. 가설검증 결과

1) 주 가설 검증결과

1)-1.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

사의 사전인식의 차이(Gap A)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고개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

인식의 차이에 대해 핵심가치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고객의 사전기

대와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인식의 차이는 신뢰성(t=-3.31, p<.01), 신

속성(t=-3.34, p<.01), 보증성(t=-3.44, p<.01), 공감성(t=-3.21, p<.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외형성에서도 유의하지는 않으나 간호사의 사전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를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40개 문항 중 25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측정 및 관찰’ 

간호서비스 품목의 핵심가치중 외형성인 ‘첨단 장비사용’((t=2.89, p<.01) 문항에서

만 고객의 사전기대가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 인식정도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4개 문항은 고객의 사전기대보다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고객의 사전기대가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

전 인식정도보다 높게 나타난 문항은 ‘개인위생’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의 외형성

인 ‘세면물품, 밝고 편안한 환의 청결한 침구제공’ 신뢰성인 ‘청결유지에 대한 세심

한 배려 존중’, ‘식사관리’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의 외형성인 ‘질 좋고 맛있는 식

사제공’, ‘검사 및 처치’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의 외형성인 ‘디지털 상물로 설

명’에서 고객의 사전기대가 간호사의 사전인식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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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핵심가치별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의 사전인식의 차이

핵심가치                  문          항
고객(n=313) 간호사(n=313)

t값 p값 
M ±SD M ±SD

1.외형성

1.세면물품 밝고 편안한 환의 청결한 침구제공

2.질좋고 맛있는 식사제공

3.침상보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기구제공

4.첨단장비사용 169.23  28.9  171.9  39.1 -0.82  0.4142

5.외모 단정 정중 겸손 교양. 예의바른 대화자세 

6.움직일 때 통증없는 주사위치 바늘굵기 

7.디지털 상물로 설명

8.입원 검사 수술 처치 치료비 설명시 미소띤 밝은 표정

2.신뢰성

1.청결유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 존중 사랑으로 보살핌

2.질병관련 양과 칼로리 평가 개선된 식사제공

3.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동의, 활동가능범위내 수행후 평가

4.측정시 알기쉽고 자세한 설명 179.06  43.4  190.09  40.0 -3.31  0.0010

5.고충 의견 먼저 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 존중하며 대화

6.전문적 부드럽고 숙련된 기술 한번에 좋은 위치에 주사

7.검사 처치계획 목적 시행후 주의사항 알기쉽게 설명

8.입원 검사 수술 처치에 대해 교양있고 친절한 설명

3.신속성

1.청결유지 요청하기 전 잦은 방문 점검

2.검사후 식욕상태 점검 데운 음식 제공

3.침상보조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기구 사용전 안전점검

4.측정과 관찰 결과 향 신속한 설명

5.잦은 방문 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후 동의 구함 178.54  44.0 190.76  41.1  -3.34  0.0009

6.일정간격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 체크

7.검사 처치후 합병증 자주점검 결과 즉시 설명

8.검사 수술 처치 결과 설명 주의사항 이행하도록 보살핌

4.보증성

1.쾌적 편안한 청결상태 기본적으로 유지

2.식사습관 회복상태 평가 후 개선된 식사제공

3.개인의사 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

4.능숙하고 숙련된 정확한 측정 관찰 179.50  44.6  191.26  40.9    -3.44 0.0006

5.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 시작과 종료시간 설명함

6.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대한 설명

7.검사과정과 비용설명 동의 구한 후  실시

8.검사 수술 처치 효과 주의사항 설명 안심하도록 보살핌

5.공감성

1.청결유지로 평안 안정감 줌

2.개인취향 존중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전.후 보살핌

3.이동보조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4.미소띤 얼굴과 부드러움으로 편안한 마음 갖게함

5.미소띤 얼굴 희망과 용기주며 고립감 없는 행복감 줌 174.1  45.9 185.54  43.2  -3.21   0.0014

6.통증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7.불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8.교육 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 존중 환자입장 옹호

최고점수 : 280점, 최저점수 :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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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사전기대보다 간호사의 사전인식정도가 높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낸 24개 문항을 살펴보면 ‘식사관리’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의 공감성인 

‘개인취향 존중 배려, 관심으로 식사 전. 후 보살핌‘ (t=-2.21, p<.05)과 ‘일상활동 

및 운동’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중 외형성인 ‘침상 보조기, 휠체어, 이동 폴대 운

동장소, 기구제공’, 신뢰성인 '생활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동의 구하고 활동가능 범

위내 간호수행 후 평가‘(t=-5.19, p<.01)로 나타났다.

신속성인 ‘제공되는 장비의 사용 전 안전점검’(t=-5.88, p<.01)과 보증성인 ‘개인

의사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t=-4.21 , p<.01), 공감성인 ‘이동보조 및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 참여 도움’(t=-3.79, p<.01)으로 차이를 나타났다. ‘측정 및 

관찰’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중 외형성인 ‘첨단장비 사용’(t=2.89, p<.01)에서는 

고객이 간호사의 사전인식정도보다 고객의 사전기대가 높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

냈다. 

신뢰성인 ‘측정 시 알기 쉽고 자세한 설명’(t=-2.79, p<.01)과 신속성인 ‘측정과 관

찰 즉시 결과 향에 대한 설명’(t=-3.06, p<.05), 보증성인 ‘능숙하고 숙련된 정확

한 측정관찰‘(t=-3.67,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의사소통’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의 외형성인 ‘단정한 외모 정중 겸손 교양 있고 예의바른 

대화자세’(t=-2.36, p<.05), 신뢰성인 ‘고충 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존중하며 대

화’(t=-4.29, p<.01), 신속성인 ‘잦은 방문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 동의 구

함’(t=-4.79,p<.01), 보증성인 ‘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시작과 종료시간 설

명’(t=-3.33,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투약-정맥주사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의 신속성인 ’일정간격 자세 통증부종 

약물 주입 상태 체크‘(t=-2.20, p<.05), 보증성인 ’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 설

명‘(t=-3.14, p<.01), 공감성인 ’통증에 대한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t= 

2.15, p<.05)에서 유의하게 간호사의 사전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

다. ‘검사 및 처치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의 신속성인 ‘검사처치 후 합병증 자주

점검 검사결과 즉시설명‘(t=-2.82, p<.01), 보증성인 ‘검사과정과 비용설명, 동의 구

한 후 실시’(t=-2.91, p<.01), 공감성인 ‘불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

핌’(t=-3.75, p<.01)에서도 간호사의 사전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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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문항별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의 사전인식의 차이

구분 문      항
고객(n=313) 간호사(n=315)

t값 p값 
M ±SD M ± SD

개인

위생

1.세면물품 밝고 편안한 환의 청결한 침구제공 22.84   7.1 22.13   6.3 1.32 0.1883

2.청결유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 존중 사랑으로보살핌 22.69   6.8 22.14   6.1 1.05 0.2933

3.청결유지를 위해 요청하기전 자주 방문 점검 21.55   7.2 21.74   6.2   -0.37 0.7117

4.쾌적 편안한 청결상태 유지 22.84   6.7 23.72   6.2 -1.71 0.0884

5.청결유지로 평안 안정감 줌 22.78   6.9 23.43   6.1 -1.25 0.2100

식사

관리

6.질좋고 맛있는 식사제공 21.13   7.3 20.72   6.4  0.76 0.4501

7.질병관련 양과 칼로리 평가 개선된 식사제공 22.31   7.0 22.43   6.1 -0.21 0.8322

8.검사후 식욕점검 데운 음식제공 19.39   7.5 20.22   6.8 -1.44 0.1497

9.식사습관 회복상태 평가후 개선된 식사제공 20.92   7.1 21.19   6.6 -0.49 0.6246

10.개인취향 존중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 보살핌 18.43   7.3 19.68   6.8 -2.21 0.0273

일상

생활

및

활동

11.침상보조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기구 제공 20.24   7.1 22.56   6.5 -4.24 <.0001

12.생활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동의 활동가능범위내 간호후 평가 19.56   7.0 22.28   6.0 -5.19   <.0001

13.침상보조기 휠체어 운동장소 기구 사용전 안전점검 20.52   7.1 23.64   6.0 -5.88    <.0001

14.개인의사 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 20.76   5.9 22.97   6.5 -4.21 <.0001

15.이동보조 및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19.12   7.6 21.28   6.5 -3.79  0.0002

측정

및

관찰

16.첨단 장비 사용 22.15   7.6 20.49   6.6  2.89 0.0040

17.측정시 알기 쉽고 자세한 설명 23.47   7.3 25.00   6.3 -2.79   0.0055

18.측정과 관찰 즉시 결과 향에 대한 설명 23.78   7.0 25.41   6.2 -3.06 0.0023

19.능숙하고 숙련된 정확한 측정, 관찰 24.09   6.9 26.02   6.2 -3.67 0.0003

20.미소띤 얼굴과 부드러움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함 24.25   6.7  25.08   6.3 -1.58 0.1137

의사

소통

21.단정한 외모 정중 겸손 교양있고 예의바른 대화자세 23.16   6.8 24.39   6.1 -2.36 0.0185

22.고통 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 존중하며 대화 22.68   6.6 24.87   6.1 -4.29 <.0001

23.잦은 방문 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 동의 구함 22.61   6.7 24.95   6.3 -4.47 <.0001

24.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 시작과 종료시간 설명함 22.04   7.1 23.84   6.4 -3.33  0.0009

25.미소. 희망과 용기 주며 고립감 없는 행복감 줌 22.62   7.0 23.44   6.5 -1.53 0.1277

투약/

정맥

주사

26.움직일 때 퉁증 없는 주사바늘의 위치, 굵기 23.50   7.1 23.55   6.4 -0.09 0.9304

27.전문적 숙련된 기술 한번에 좋은 위치에 주사 24.24   6.9 24.37   6.3 -0.24 0.8089

28.일정 간격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 체크 24.31   6.5 25.42   6.0 -2.20  0.0281

29.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설명 24.10   7.2 25.74   5.8 -3.14 0.0018

30.통증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22.86   7.6 24.06   6.1 -2.15  0.0320

검사

및

처치

31.디지털 상물로 설명 15.83   8.0 15.54   7.3  0.47 0.6400

32.검사 처치계획.목적 시행후 주의사항 알기쉽게 설명 22.30   6.3 24.68   7.0  0.47 0.6401

33.검사 처치 후 합병증 자주 점검 검사결과 즉시 설명 23.09   7.2 24.65   6.6 -2.82 0.0050

34.검사 과정과 비용 설명, 동의 구한후 실시 21.03   7.8 22.76   6.9 -2.91 0.0037

35.불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22.05   7.2 24.11   6.5 -3.75    0.0002

교육

및

정서적

지지

36.입원 검사 처치 치료비 설명시 미소 띤 밝은 얼굴 20.34   7.1 22.49   6.7 -3.90    0.0001

37.입원 검사 수술 처치에 대해 교양있고 친절한 설명 21.77   6.9 24.28   6.2 -4.75 <.0001

38.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이행하도록 보살핌 23.07   6.5 24.70   6.4 -3.15 0.0017

39.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설명 안심하도록 보살핌 23.69   6.9 24.97   6.1 -2.45 0.0145

40.교육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 존중, 환자입장 옹호 21.95   6.9 24.43   6.5 -4.58 <.0001

최고점수 : 35점, 최저점수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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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간호서비스품목별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의 사전인식의 차이

품  목 문      항
고객(n=313) 간호사(n=315)

t값 p값 
M ±SD M ±SD

1. 개인위생

1. 세면물품 청결한 환의 및 침구 제공

2. 청결유지에 대한 배려 사랑으로 보살핌     

3. 청결유지를 위해 요청 하기 전 자주 방문점검 112.71  29.9 113.19  27.8 -0.21 0.8337

4. 쾌적 편안한 청결상태 유지

5. 청결 유지로 평안  안정감 줌

2. 식사관리

6. 질좋고 맛있는 식사제공

7. 질병관련 양 칼로리 평가 개선된 식사 제공

8. 검사 후 식욕 점검 데운 음식제공 102.21  31.2 104.26  28.5 -0.86 0.3918

9. 식사습관  회복상태 평가 개선된 식사 제공 

10.개인취향 존중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 보살핌

3. 일상활동

  및 운동

11.침상보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기구 제공

12.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활동 가능범위내 간호후 평가

13.침상보조기 운동장소 및 기구 사용 전 안전점검 100.22  30.5 112.75  26.3 -5.50 <.0001

14.개인의사 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

15.이동보조 및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4.측정 및 관찰

16.최신첨단 장비 사용

17.측정시 알기쉽고 자세한 설명

18.측정과 관찰 즉시 결과 향에 대한 설명 117.76  30.6 122.03  27.5 -1.84 0.0668

19.능속하고 숙련된 정확한 측정, 관찰

20.미소띤 얼굴과 부드러움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함

5. 의사소통

21.단정한 외모 정중 겸손 교양있고 예의바른 대화자세

22.고충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 존중하며 대화

23.잦은 방문 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 동의 구함 113.13  30.4 121.51  28.0 -3.59 0.0004

24.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 시작과 종료시간 설명함

25.미소 희망과 용기 주며 고립감 없는 행복감 제공

6. 투약/

  정맥주사

26.움직일때 통증없는 주사바늘의 굵기, 위치

27.전문적 숙련된 기술 한번에 좋은 위치에 주사

28.일정 간격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 체크 119.04  30.5 123.16  27.3 -1.78 0.0756

29.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설명

30.통증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7.검사 및 처치

31.디지털 상물로 설명

32.처치 및 검사에 관한 자세하고 알기쉬운 설명

33.검사 및 처치 후 합병증 점검 검사결과 즉시 설명 104.33  31.4 111.76  28.3 -3.11  0.0019

34.검사 과정과 비용 설명 동의 구한 후 실시

35.불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8. 교육 및
 
  정서적 지지

36.입원 검사처치 치료비 설명시 미소 띤 밝은 얼굴

37.입원 검사 수술 처치에 대해 친절한 설명  

38.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이행하도록 보살핌 110.84  30.5 120.89  29.4 -4.20 <.0001

39.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설명 안심하도록 보살핌

40.교육 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 존중 환자입장 옹호

최고점수 : 175점, 최저점수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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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교육 및 정서적지지’ 간호서비스품목의 핵심가치중 외형성인 ‘입원검사 처치 

치료비설명 시 미소 띤 밝은 얼굴’(t=-3.90, p<.01) 신뢰성인 ‘입원검사 수술처치에 대

해 교양 있는 친절한 설명’(t=-4.70, p<.01), 신속성인 ‘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이행

하도록 보살핌’(t=-2.45, p<.05), 보증성인 ‘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설명 안심하도록 

보살핌’(t=-2.45, p<.05) 공감성인 ‘교육 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 존중 환자 입장 

옹호’(t=-4.58,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

인식의 차이를 간호서비스품목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일상활동 및 

운동’ 간호서비스품목(t=-5.50, p<.01), ‘의사소통’ 간호서비스품목(t=-3.59, p<.01), 

‘검사 및 처치’ 간호서비스품목(t=-3.11, p<.01), '교육 및 정서적지지’ 간호서비스

품목(t=-4.20, ,p<.01)에서 간호사의 사전인식정도가 고객의 사전 기대보다 더 높

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냈다. 

1)-2.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Gap B)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의 핵심가치별 차이(Gap B)의 분석은 <표 6>과 같다.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

후평가 인식정도를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별로 분석한 결과는 외형성(t=4.34, 

p<.01)에서 고객의 사전기대가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

정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객의 사전기대가 간호사가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보다 높게 나타난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

가치는 보증성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는 높은데 반해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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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핵심가치별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

핵심가치                     문          항
고객(n=313) 간호사(n=315)

t값 p값 
M ±SD M ±SD

1.외형성

1.세면물품 밝고 편안한 환의 청결한 침구제공

2.질좋고 맛있는 식사제공

3.침상보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기구제공

4.첨단장비사용 169.23  42.7 155.95  36.5 4.34 <.0001

5.단정한외모 정중 겸손 교양.예의바른 대화자세 

6.움직일 때 통증없는 주사위치 바늘굵기 

7.디지털 상물로 설명

8.입원 검사 수술 처치 치료비 설명시 미소띤 밝은 표정

2.신뢰성

1.청결유지에 대한 세심한배려 존중 사랑으로 보살핌

2.질병관련 양과 칼로리 평가 개선된 식사제공

3.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동의 활동가능범위내 수행후 평가

4.측정시 알기쉽고 자세한 설명 179.06  43.4 179.18  36.9 -0.04 0.9710

5.고충 의견 먼저 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 존중하며 대화

6.전문적 부드럽고 숙련된 기술 한번에 좋은 위치에 주사

7.검사 처치계획 목적 시행후 주의사항 알기쉽게 설명

8.입원 검사 수술 처치에 대해 교양있고 친절한 설명

3.신속성

1.청결유지 요청하기 전 잦은 방문 점검

2.검사후 식욕상태 점검 데운 음식 제공

3.침상보조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사용전 안전점검

4.측정과 관찰 결과 향 신속한 설명 178.54  43.8 178.87  37.8 0.20 0.8382

5.잦은 방문 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후 동의 구함

6.일정간격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 체크

7.검사 처치후 합병증 자주점검 결과 즉시 설명

8.검사 수술 처치 결과 설명 주의사항 이행하도록 보살핌

4.보증성

1.쾌적 편안한 청결상태 기본적으로 유지

2.식사습관 회복상태 평가 후 개선된 식사제공

3.개인의사 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

4.능숙하고 숙련된 정확한 측정 관찰 179.56 44.6 176.05  37.4 1.05 0.2954

5.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 시작과 종료시간 설명함

6.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대한 설명

7.검사과정과 비용설명 동의 구한 후  실시

8.검사 수술 처치 효과 주의사한 설명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보살핌

5.공감성

1.청결유지로 평안 안정감 줌

2.개인취향 존중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전.후 보살핌

3.이동보조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4.미소띤 얼굴과 부드러움으로 편안한 마음 갖게함 174.09  45.9 175.89  40.2 -0.52 0.6021

5.미소띤 얼굴 희망과 용기주며 고립감 없는 행복감 줌

6.통증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7.불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8.교육 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 존중 환자입장 옹호

최고점수 : 280점, 최저점수 :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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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핵심가치중 신뢰성과 신속성, 공감성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으

나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에 대해 고객의 사전기대보다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고객의 사전기대보다 실제 간호사가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에 

대한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총 40개 문항 중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는 문항은 18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이중 10개 문항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간

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및 정서적지지’ 간호서

비스품목 핵심가치중 외형성인 ‘교육 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 존중 환자입장 옹

호’(t=-2.37,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객의 사전기대보다 간호사의 사후평

가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7개의 문항에서는 고객의 사전기대보다 간호사가 

낮은 간호서비스품질을 제공하 다고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10개의 문항은 ‘개인위생’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중 외형성(t=7.41, p<.01), 신

뢰성‘(t=4.93, p<.01), 신속성 (t=3.79, p<.05), 보증성(t=4.61, p<.01), 공감성 (t=4.20, 

p<.01)에서와, ‘식사관리’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중 외형성(t=6.50, p<.01), 신뢰

성(t=5.80, p<.01), 보증성(t=-3.40, p<.05)에서는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

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신속성, 공감성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으나 간호사의 사

후평가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측정 및 관찰’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중 외형성(t=8.43, p<.01)에서도 고객의 사전 기대보다 낮은 간호서비스품

질 핵심가치를 제공하 다고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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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문항별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 

구분 문      항
고 객(n=313) 간호사(n=315)

t값 p값 
M ±SD M ±SD

개인

위생

1.세면물품 밝고 편안한 환의 청결한 침구제공 22.84  7.1 18.95  6.0  7.41   <.0001

2.청결유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 존중 사랑으로보살핌 22.69  6.8 20.21  5.6  4.93   <.0001

3.청결유지를 위해 요청하기전 자주 방문 점검 21.55  7.2 19.54  5.9  3.79  0.0002

4.쾌적 편안한 청결상태 유지 22.84  6.7 20.61  5.2  4.61  <.0001

5.청결유지로 평안 안정감 줌 22.78  6.9 20.69  5.4  4.20   <.0001

식사

관리

6.질좋고 맛있는 식사제공 21.13  7.3 17.61  6.2  6.50 <.0001

7.질병관련 양과 칼로리 평가 개선된 식사제공 22.31  7.0 19.16  6.5  5.80   <.0001

8.검사후 식욕점검 데운음식제공 19.39  7.5 18.62  6.7  1.34   0.1802

9.식사습관 회복상태 평가후 개선된 식사제공 20.92  7.1 18.39  6.5 -3.40 0.0007

10.개인취향 존중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 보살핌 18.43  7.3 17.77  6.6  1.19 0.2343

일상

생활

및

활동

11.침상보조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기구 제공 20.24  7.1 21.12  5.9 -1.69 0.0920

12.생활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동의 활동가능범위내 간호후 평가 19.56  7.0 21.31  5.7 -3.40 0.0007

13.침상보조기 휠체어 운동장소 기구 사용전 안전점검 20.52  7.1 21.70  6.1 -2.20 0.0282

14.개인의사 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 20.76  7.1 22.05  6.0 -2.40  0.0146

15.이동보조 및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19.12  7.6 20.45  6.6 -2.31 0.0211

측정

및

관찰

16.첨단 장비 사용 22.15  7.6 17.11  7.3  8.43  <.0001

17.측정시 알기 쉽고 자세한 설명 23.47  7.3 24.02  5.8 -1.05 0.2946

18.측정과 관찰 즉시 결과 향에 대한 설명 23.78  7.0 24.46  5.8 -1.31 0.1908

19.능숙하고 숙련된 정확한 측정, 관찰 24.09  6.9 24.53  5.8 -0.85 0.3972

20.미소띤 얼굴과 부드러움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함 24.25  6.7 24.28  6.1 -0.06 0.9533

의사

소통

21.단정한 외모 정중 겸손 교양있고 예의바른 대화자세 23.16  6.8 24.12  5.7 -1.89 0.0592

22.고충 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 존중하며 대화 22.68  6.6 24.26  5.8 -3.16 0.0016

23.잦은 방문 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 동의 구함 22.61  6.7 23.85  5.8 -2.45 0.0144

24.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 시작과 종료시간 설명함 22.04  7.1 22.29  6.2 -0.47 0.6394

25.미소. 희망과 용기 주며 고립감 없는 행복감 줌 22.62  7.0 22.73  6.3 -0.21 0.8326

투약/

정맥

주사

26.움직일 때 퉁증 없는 주사바늘의 위치, 굵기 23.50  7.1 23.43  6.1  0.13   0.8959

27.전문적 숙련된 기술 한번에 좋은 위치에 주사 24.24  6.9 23.65  6.3  1.13  0.2604

28.일정 간격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 체크 24.31  6.5 24.92  5.7 -1.24 0.2151

29.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설명 24.10  7.2 24.61  5.8 -0.97 0.3319

30.통증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22.86  7.6 23.52  5.8 -1.20 0.2303

검사

및

처치

31.디지털 상물로 설명 15.83  8.0 12.11  7.1  6.12  <.0001

32.검사 처치계획.목적 시행후 주의사항 알기쉽게 설명 22.30  7.7 23.14  6.3 -1.49 0.1368

33.검사 처치 후 합병증 자주 점검 검사결과 즉시 설명 23.09  7.2 22.64  6.3  0.83 0.4047

34.검사 과정과 비용 설명, 동의 구한후 실시 21.03  7.8 20.12  6.9  1.53  0.1258

35.불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22.05  7.2 23.23  6.0 -2.22 0.0269

교육

및

정서적

지지

36.입원 검사 처치 치료비 설명시 미소 띤 밝은 얼굴 20.34  7.1 20.98  6.5 -1.18 0.2380

37.입원 검사 수술 처치에 대해 교양있고 친절한 설명 21.77  6.9 23.39  5.9 -3.14 0.0018

38.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이행하도록 보살핌 23.07  6.5 22.59  6.0  0.95  0.3417

39.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설명 안심하도록 보살핌 23.69  6.9 23.43  5.9  0.49   0.6260

40 교육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 존중, 환자입장 옹호 21.95  6.9 23.21  6.1 -2.37 0.0181

최고점수 : 35점 , 최저점수 : 1점

‘투약-정맥주사’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중 외형성, 신뢰성에서는 고객의 기대와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낮은 간호서비스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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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 다고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게 차이를 나타냈다. ‘검사 및 처치’ 간호서

비스품목 핵심가치중 외형성인 ‘설명 시 디지털 상물 사용’(t=6.12, p< .01)에 대해 

고객의 사전기대는 높은 반면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해 사후평가 인식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여 차이를 나타냈다. 

‘검사 및 처치’ 간호서비스품목의 핵심가치중 신속성, 보증성, ‘교육 및 정서적

지지’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중 신속성, 보증성에서도 고객의 사전기대는 높은 

반면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는 낮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차이를 나타냈다.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정도의 차

이를 간호서비스품목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품목으로는 ‘개인위생’(t=5.78, p<.01), ‘식사관

리’(t= 4.50, p<.0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고객의 사전기대가 간호사

의 사후평가 인식정도보다 높게 기대한 것으로 차이를 보인 품목은 ‘측정 및 관

찰’, ‘검사 및 처치’로 나타났다. '일상활동 및 운동’(t=-2.87, p<.05)은 간호사의 사

후평가 인식정도가 고객의 사전기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의사소통’, ‘투약-정맥주사’, ‘교육 및 정서저지지’ 품목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서비스품질이 고객이 사전에 기대

한 품질보다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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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간호서비스품목별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

품    목 문     항
고 객(n=313) 간호사(n=315)

t값 p값 
M ±SD M ±SD

1. 개인위생

1. 세면물품 청결한 환의 및 침구 제공

2. 청결유지에 대한 배려 사랑으로 보살핌

3. 청결유지를 위해 요청 전 자주 방문점검 112.71  29.9 100.03  24.7 5.78 <.0001

4. 쾌적 편안한 청결상태 유지

5. 청결 유지로 평안  안정감 줌

2. 식사관리

6. 질좋고 맛있는 식사제공

7. 질병관련 양 칼로리 평가 개선된 식사 제공  

8. 검사 후 식욕 점검 데운 음식 제공 102.21  31.2 91.59  27.9 4.50 <.0001

9. 식사습관  회복상태 평가 개선된 식사 제공 

10.개인취향 존중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 보살핌

3. 일상활동

   및 운동

11.침상보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기구 제공

12.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활동가능범위내 간호후 평가

13.침상보조기 운동장소 및 기구 사용 전 안전점검 100.22  30.5 106.64  25.2 -2.87 0.0042

14.개인의사 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

15.이동보조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4. 측정 

  및 관찰

16.최신첨단 장비 사용

17.측정시 알기쉽고 자세한 설명

18.측정과 관찰 즉시 결과 향에 대한 설명 117.76  30.6 114.42  26.0 1.47 0.1413

19.능속하고 숙련된 정확한 측정, 관찰

20.미소띤 얼굴과 부드러움으로 편안한 마음 갖게함

5. 의사소통

21.외모단정 정중 겸손 교양있고 예의바른 대화자세

22.고충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 존중하며 대화

23.잦은 방문 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 동의 구함 113.13  30.4 117.27  26.6 -1.81 0.0704

24.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 시작과 종료시간 설명

25.미소 희망과 용기 주며 고립감 없는 행복감 제공

6. 투약/

  정맥주사

26.움직일때 통증없는 주사바늘의 굵기, 위치

27.전문적 숙련된 기술 한번에 좋은 위치에 주사

28.일정 간격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 체크 119.04  30.5 120.15  26.1 -0.49 0.6262

29.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설명

30.통증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7. 검사 

  및 처치

31.디지털 상물로 설명

32.처치 및 검사에 관한 자세하고 알기쉬운 설명

33.검사 및 처치 후 합병증 점검 검사결과 즉시 설명 104.33  31.4 101.26  25.8  1.33 0.1827

34.검사 과정과 비용 설명 동의 구한 후 실시

35.불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8 교육 및
 
 정서적지지

36.입원 검사처치 치료비 설명시 미소 띤 밝은 얼굴

37.입원 검사 수술 처치에 대해 친절한 설명

38.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이행하도록 보살핌 110.84  30.5 113.61  27.3 -1.20 0.2307

39.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설명 안심하도록 보살핌

40.교육 후 이해 확인 개인적 존중 환자입장 옹호

최고점수 : 175점, 최저점수 : 5점



- 65 -

1)-3.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인식과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Gap C)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인식정도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간호

사의 사후평가 인식정도의 차이에 대해 핵심가치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에 대해 외형성(t=9.88, p<.01), 신뢰성(t=6.67, 

p<.01), 신속성(t=7.69, p<.01), 보증성(t=9.20, p< .01), 공감성(t=5.68, p<.01) 즉 간

호서비스품질에 대해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인식정도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간의 차이는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품질

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게 5 가지 핵심가치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호서비스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는<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40개 

간호서비스문항에서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인식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정도는 전체 40개 

간호서비스 문항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다. 그중 38개 문항에서는 사후평가 인식정

도가 낮게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의사소통’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중 외형성인 ‘단정한 외모 정중 겸손 교양 있

고 예의바른 대화자세’, ‘투약-정맥주사’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중 외형성인 ‘움

직일 때 통증 없는 주사바늘의 위치, 굵기’에서도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

전인식에 비해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차이

를 나타냈다. 

간호서비스품목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개인위생’(t=10.14, p<.01), 

‘식사관리’(t=9.02, p<.01), ‘일상활동 및 운동’(t=5.16, p<.01), ‘측정 및 관찰’(t=6.64, 

p<.01), ‘의사소통’(t=3.72, p<.05), ‘투약-정맥주사’(t=2.76, p<.05), ‘검사 및 처치’ 

(t=9.32, p<.01), '교육 및 정서적지지’ (t=6.18,p<.01)의 8개 간호서비스 품목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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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핵심가치별 간호사의 사전인식과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              n=315

핵심가치                  문         항
사전인식 사후평가

t값 p값 
M ±SD 0M ±SD

1.외형성

1.세면물품 밝고 편안한 환의 청결한 침구제공

171.90  39.1 155.95  36.5 9.88      <.0001

2.질좋고 맛있는 식사제공

3.침상보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기구제공

4.첨단장비사용

5.단정한외모 정중 겸손 교양.예의바른 대화자세 

6.움직일 때 통증없는 주사위치 바늘굵기 

7.디지털 상물로 설명

8.입원 검사 수술 처치 치료비 설명시 미소띤 밝은 표정

2.신뢰성

1.청결유지에 대한 세심한배려 존중 사랑으로 보살핌

190.09  40.0 179.18  36.9 6.67      <.0001

2.질별관련 양과 칼로리 평가 개선된 식사제공

3.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동의얻고 활동가능범위내 수행후 평가

4.측정시 알기쉽고 자세한 설명

5.고충,의견 먼저 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 존중하며 대화

6.전문적.부드럽고 숙련된 기술 한번에 좋은 위치에 주사

7.검사 처치계획 목적 시행후 주의사항 알기쉽게 설명

8.입원 검사 수술 처치에 대해 교양있고 친절한 설명

3.신속성

1.청결유지 요청하기전 잦은 방문 점검

190.76  41.1 178.87  37.8 7.69      <.0001

2.검사후 식욕상태 점검 데운음식 제공

3.침상보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기구 사용전 안전점검

4.측정과 관찰 결과 향 신속한 설명

5.잦은 방문 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후 동의 구함

6.일정간격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 체크

7.검사 처치후 합병증 자주점검 결과 즉시 설명

8.검사 수술 처치 결과 설명 주의사항 이행하도록 보살핌

4.보증성

1.쾌적 편안한 청결상태 기본적으로 유지

191.26  40.9 176.05  37.4
     
9.20
 

<.0001

2.식사습관 회복상태 평가후 개선된 식사제공

3.개인의사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

4.능숙하고 숙련된 정확한 측정 관찰

5.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 시작과 종료시간 설명함

6.주사의 목절 약의 작용 부작용에 대한 설명

7.검사과정과 비용설명 동의 구한 후  실시

8.검사 수술 처치 효과 주의사한 설명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보살핌

5.공감성

1.청결유지로 평안 안정감 줌

185.54  43.2 175.89  40.2 5.68      <.0001

2.개인취향 존중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전.후 보살핌

3.움직일 때  함께하며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4.미소띤 얼굴과 부드러움으로 편안한 마음 갖게함

5.미소띤 얼굴 희망과 용기주며 고립감 없는 행복감 줌

6.통증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7.볼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8.교육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인 존중과 배려 환자의 입장옹호

최고점수 : 280점, 최저점수 :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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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문항별 간호사의 사전인식과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             n=315

구분 문      항
사전인식 사후평가

t값 p값 
M ±SD M ±SD

개인

위생

1.세면물품 밝고 편안한 환의 청결한 침구제공 22.13  6.3 18.95  6.0 8.92      <.0001

2.청결유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 존중 사랑으로보살핌 22.14  6.1 20.21  5.6 6.86      <.0001

3.청결유지를 위해 요청하기전 자주 방문 점검 21.74  6.2 19.54  5.9 7.43      <.0001

4.쾌적 편안한 청결상태 유지 23.72  6.2 20.60  5.2 9.92      <.0001

5.청결유지로 평안 안정감 줌 23.43  6.1 20.69  5.4 8.96      <.0001

식사

관리

6.질좋고 맛있는 식사제공 20.72  6.4 17.60  6.2 9.21      <.0001

7.질병관련 양과 칼로리 평가 개선된 식사제공 22.43  6.1 19.16  6.5 9.32      <.0001

8.검사후 식욕점검 데운음식제공 20.22  6.8 18.62  6.7 4.97      <.0001

9.식사습관 회복상태 평가후 개선된 식사제공 21.19  6.6 18.39  6.5 8.05      <.0001

10.개인취향 존중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 보살핌 19.68  6.8 17.77  6.5 5.89      <.0001

일상

생활

및

활동

11.침상보조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기구 제공 22.56  6.6 21.12  5.9 4.45      <.0001

12.생활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동의 활동가능범위내 간호후 평가 22.28  6.0 21.31  5.7 3.17      0.0017

13.침상보조기 휠체어 운동장소 기구 사용전 안전점검 23.64  6.0 21.70  6.1 6.50      <.0001

14.개인의사 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 22.97  5.9 22.05  6.0 3.25      0.0013

15.이동보조 및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21.28  6.5 20.45  6.6 2.86      0.0046

측정

및

관찰

16.첨단 장비 사용 20.49  6.6 17.11  7.3 10.04      <.0001

17.측정시 알기 쉽고 자세한 설명 25.00  6.3 24.02  5.8 3.67      0.0003

18.측정과 관찰 즉시 결과 향에 대한 설명 25.41  6.2 24.46  5.8 3.45      0.0006

19.능숙하고 숙련된 정확한 측정, 관찰 26.02  6.2 24.53  5.8 5.74      <.0001

20.미소띤 얼굴과 부드러움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함 25.08  6.3 24.28  6.1 2.79      0.0056

의사

소통

21.단정한 외모 정중 겸손 교양있고 예의바른 대화자세 24.39  6.1 24.12  5.7 1.07 0.2857

22.고충 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 존중하며 대화 24.87  6.1 24.26  5.8 2.16      0.0314

23.잦은 방문 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 동의 구함 24.95  6.3 23.85  5.8 3.92      0.0001

24.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 시작과 종료시간 설명함 23.84  6.4 22.29  6.2 5.45      <.0001

25.미소. 희망과 용기 주며 고립감 없는 행복감 줌 23.44  6.5 22.73  6.3 2.63      0.0088

투약/

정맥

주사

26.움직일 때 퉁증 없는 주사바늘의 위치, 굵기 23.55  6.4 23.43  6.1 0.42 0.6712

27.전문적 숙련된 기술 한번에 좋은 위치에 주사 24.37  6.3 23.65  6.3 2.57      0.0107

28.일정 간격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 체크 25.42  6.0 24.92  5.7 2.00      0.0468

29.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설명 25.74  5.8 24.61  5.8 4.28      <.0001

30.통증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24.06  6.1 23.52  5.8 1.99      0.0470

검사

및

처치

31.디지털 상물로 설명 15.54  7.3 12.11  7.1 9.81      <.0001

32.검사 처치계획.목적 시행후 주의사항 알기쉽게 설명 24.68  6.3 23.14  6.3 5.46      <.0001

33.검사 처치 후 합병증 자주 점검 검사결과 즉시 설명 24.65  6.6 22.64  6.3 7.16      <.0001

34.검사 과정과 비용 설명, 동의 구한후 실시 22.76  6.9 20.12  6.9 8.36      <.0001

35.불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24.11  6.5 23.23  6.0 3.40      0.0008

교육

및

정서적

지지

36.입원 검사 처치 치료비 설명시 미소 띤 밝은 얼굴 22.49  6.7 20.98  6.5 5.03      <.0001

37.입원 검사 수술 처치에 대해 교양있고 친절한 설명 24.28  6.2 23.39  5.9 3.50      0.0005

38.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이행하도록 보살핌 24.70  6.4 22.59  6.0 7.49      <.0001

39.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설명 안심하도록 보살핌 24.97  6.1 23.43  5.9 5.63      <.0001

40.교육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 존중, 환자입장 옹호 24.43  6.5 23.20  6.1 4.34      <.0001

최고점수 : 35점, 최저점수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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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간호서비스품목별 간호사의 사전인식과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       n=315

   품  목                         문      항
사전인식 사후평가

t값 p값 
M ±SD M ±SD

1.개인위생

1. 세면물품 청결한 환의 및 침구 제공

113.19 27.8 100.03 24.7 10.14     <.0001

2. 청결유지에 대한 배려 사랑으로 보살핌

3. 청결유지를 위해 요청 하기 전 자주 방문점검

4. 쾌적 편안한 청결상태 유지

5. 청결 유지로 평안 안정감 줌

2.식사관리

6. 질 좋고 맛있는 식사제공

7. 질병관련 양과 칼로리 평가, 개선된 식사 제공

8. 검사 후 식욕 점검 데운 음식 제공 104.26 28.5 91.59 27.9 9.02  <.0001

9. 식사습관 회복상태 평가후 개선된 식사 제공 

10.개인취향 존중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 보살핌

3.일상활동 

  및 운동

11.침상보조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기구 제공

12.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활동 가능범위내 간호후 평가

13.침상보조기 운동장소 및 기구 사용 전 안전점검 112.75 26.3 106.64 25.2 5.16  <.0001

14.개인의사 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

15.이동보조 및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4.측정 및 관찰

16.최신첨단 장비 사용

17.측정시 알기쉽고 자세한 설명

18.측정과 관찰 즉시 결과 향에 대한 설명 122.03 27.5 114.42 26.0 6.64      <.0001

19.능속하고 숙련된 정확한 측정, 관찰

20.미소띤 얼굴과 부드러움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함

5.의사소통

21.단정한 외모 정중 겸손 교양있고 예의바른 대화자세

22.고충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 존중하며 대화

23.잦은 방문 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 동의 구함 121.51 28.0 117.27 26.6 3.72 0.0002

24.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 시작과 종료시간 설명함

25.미소 희망과 용기 주며 고립감 없는 행복감 제공

6.투약/

 정맥주사

26.움직일때 통증없는 주사바늘의 위치 굵기

27.전문적 숙련된 기술 한번에 좋은 위치에 주사

28.일정 간격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 체크 123.16 27.3 120.15 26.1 2.76 0.0062

29.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설명

30.통증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7.검사 및 처치

31.디지털 상물로 설명

32.검사 처치계획 목적시행후  주의사항 알기쉽게 설명

33.검사 처치 후 합병증 자주 점검 검사결과 즉시 설명 111.76 28.3 101.26 25.8 9.32 <.0001

34.검사 과정과 비용 설명 동의 구한후 실시

35.불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8.교육 및 

 정서적지지

36.입원 검사처치 치료비 설명시 미소 띤 밝은 얼굴

37.입원 검사 수술 처치에대해 교양있고 친절한 설명

38.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이행하도록 보살핌 120.89 29.4 113.61 27.3 6.18 <.0001

39.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설명 안심하도록 보살핌

40.교육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 존중 환자입장 옹호

최고점수 : 175점 ,최저점수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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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전인식보다 실제 제공한 간호서비스품

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1)-4. 고객이 실제 경험한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과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Gap D).

  

고객이 실제 경험한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사후평가와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Gap D)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

다. 

핵심가치별로 분석한 결과는 신뢰성, 신속성, 보증서, 공감성에서 고객이 실제 

경험한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간호사가 실제 제공하 다고 사후평가 인식정도보다 낮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

다. 외형성(t=-4.34, p<.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객이 실제 경험한 간호

서비스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고객이 실제 경험한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를 문항별로 분

석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고객이 실제 경험한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사후평

가 인식정도가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해 사후평가 인식한 정도의 차이

는 간호사보다 고객이 낮은 인식정도를 나타낸 문항은 총 40개 문항 중 27개 항

목에서 고객이 실제 경험한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게 차

이를 나타냈다. 그중 15개 문항은 고객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12개 문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

나 고객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해 사후평가 인

식정도보다 낮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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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핵심가치별 고객의 사후평가와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

핵심가치                     문          항
고객(n=313) 간호사(n=315)

t값 p값 
M ±SD M ±SD

1.외형성

1.세면물품 밝고 편안한 환의 청결한 침구제공

2.질좋고 맛있는 식사제공

3.침상보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기구제공

4.첨단장비 사용 163.36  43.2 155.95  36.5 -4.34 <.0001

5.단정한외모 정중 겸손 교양.예의바른 대화자세 

6.움직일 때 통증없는 주사위치 바늘굵기 

7.디지털 상물로 설명

8.입원 검사 수술 처치 치료비 설명시 미소띤 밝은 표정

2.신뢰성

1.청결유지에 대한 세심한배려 존중 사랑으로 보살핌

2.질병관련 양과 칼로리 평가 개선된 식사제공

3.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동의얻고 활동가능범위내 수행후 평가

4.측정시 알기쉽고 자세한 설명 179.06  44.1 179.18  36.9 0.04 0.9710

5.고충 의견 먼저 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 존중하며 대화

6.전문적 부드럽고 숙련된 기술 한번에 좋은 위치에 주사

7.검사 처치계획 목적 시행후 주의사항 알기쉽게 설명

8.입원 검사 수술 처치에 대해 교양있고 친절한 설명

3.신속성

1.청결유지 요청하기 전 잦은 방문 점검

2.검사후 식욕상태 점검 데운 음식 제공

3.침상보조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기구 사용전 안전점검

4.측정과 관찰 결과 향 신속한 설명 172.62  44.6 176.87  37.8 -0.20 0.8382

5.잦은 방문 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후 동의 구함

6.일정간격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 체크

7.검사 처치후 합병증 자주점검 결과 즉시 설명

8.검사 수술 처치 결과 설명 주의사항 이행하도록 보살핌

4.보증성

1.쾌적 편안한 청결상태 기본적으로 유지

2.식사습관 회복상태 평가 후 개선된 식사제공

3.개인의사 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

4.능숙하고 숙련된 정확한 측정 관찰 172.77 43.9 176.05  37.4 -1.05 0.2954

5.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 시작과 종료시간 설명함

6.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대한 설명

7.검사과정과 비용설명 동의 구한 후 실시

8.검사 수술 처치 효과 주의사한 설명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보살핌

5.공감성

1.청결유지로 평안 안정감 줌

2.개인취향 존중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전.후 보살핌

3.이동보조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4.미소띤 얼굴과 부드러움으로 편안한 마음 갖게함 173.18 46.4 175.9  40.2 0.52 0.6021

5.미소띤 얼굴 희망과 용기주며 고립감 없는 행복감 줌

6.통증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7.불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8.교육 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 존중 환자입장 옹호

최고점수 : 280점, 최저점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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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실제 경험한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은 문항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15개 문항은 ‘일상활동 및 운동’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중 

외형성(t=-2.49, p<.05), 신뢰성(t=-2.81, p<.05), 신속성(t=-3.82, p<.01), 보증성

(t=-3.78, p<.01), ‘측정 및 관찰’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중 신뢰성(t=-2.32, 

p<.01), 신속성(t=-3.05, p<.01), 보증성(t=-2.76, p<.01), ‘의시소통’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의 신뢰성(t=-2.87, p<.05), ‘투약-정맥주사’ 간호서비스 품목 핵심가치의 

신속성(t=-2.67, p<.05), 보증성(t=-2.22, p<.05), ‘검사 및 처치’ 간호서비스품목 핵

심가치의 신뢰성(t=-3.20, p<.01), 공감성(t=-2.31, p<.05), ‘교육 및 정서적지지’ 간

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중 외형성(t=-1.97, p<.05), 신뢰성(t=-3.54 ,p<.01), 공감성

(t=-2.47, p<0.5)에서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정도보다 고객의 사후평가 인식정도

가 낮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식사관리’ 간호서비스품목의 핵심가치인 신속

성, ‘일상활동 및 운동’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인 보증성, ‘특정 및 관찰’ 간호서

비스품목의 핵심가치인 공감성, ‘의사소통’ 간호서비스품목의 핵심가치인 외형성, 

신속성, 공감성, ‘투약-정맥주사’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인 공감성, ‘검사 및 처

치’ 간호서비스품목의 핵심가치인 신속성, 보증성, ‘교육 및 정서적지지’ 간호서비

스품목의 핵심가치인 신속성, 보증성에서도 유의하지는 않으나 고객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보다 낮은 것으

로 차이를 나타냈다. 

 

서비스품목별 분석결과는 <표14>와 같다. ‘개인위생’ 간호서비스품목(t=-5.78, 

p<.01), ‘식사관리’ 간호서비스품목(t=-4.50,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객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상활동 및 운동’ 간호서비스품목(t=2.87, 

p<.05)은 통계적으로 고객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정도보

다 낮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측정 및 관

찰’ 간호서비스 품목과 ‘의사소통’, ‘투약 및 정맥주사‘ 간호서비스 품목 그리고 ’검

사 및 처치‘, ‘교육 및 정서적지지’ 간호서비스품목에서 고객의 사후평가가 인식정

도가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정도보다 낮게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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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문항별 고객의 사후평가와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

구분                문       항
고객(n=313) 간호사(n=315)

t값 p값 
   M ±SD    M ±SD

개인

위생

1. 세면물품  밝고 편안한 환의 청결한 침구 제공 21.69  7.3 18.95  6.0 5.11      <.0001

2. 청결유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 존중 사랑으로 보살핌 21.80  6.9 20.21  5.6 3.14      0.0018

3. 청결유지를 위해 요청 하기 전 자주 방문점검 20.86  7.4 19.54  5.9 2.45      0.0147

4. 쾌적 편안한 청결상태 유지 21.93  6.6 20.61  5.2 2.76      0.0060

5. 청결 유지로 평안  안정감 줌 22.30  6.7 20.69  5.4  3.30      0.0010

식사

관리

6. 질좋고 맛있는 식사제공 20.18  7.0 17.61  6.2 4.87      <.0001

7. 질병관련 양과 칼로리 평가, 개선된 식사 제공 20.05  7.1 19.68  6.5 1.63 0.1036

8. 검사 후 식욕 점검, 데운 음식 제공 18.22  7.4 18.62  6.7 -0.71 0.4759

9. 식사습관 ,회복상태 평가후 개선된 식사 제공 19.31  7.3 18.39  6.5  1.66 0.0970

10.개인취향 존중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 보살핌 18.01  7.3 17.77  6.6  0.44 0.6608

일상

생활

및

활동

11.침상보조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기구 제공 19.83  6.9 21.12  5.9 -2.49    0.0130

12.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동의 활동가능범위내 간호후 평가 19.84  7.2 21.31  5.7 -2.81    0.0051

13.침상보조기 운동장소 및 기구 사용 전 안전점검 19.62  7.3 21.70  6.1 -3.82    0.0001

14.개인의사 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 20.04  7.2 22.05  6.0 -3.78    0.0002

15.이동보조 및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19.63  7.4 20.45  6.6 -1.45 0.1475

측정

및

관찰

16.첨단 장비 사용 21.05  7.7 17.11  7.3  6.53     <.0001

17.측정시 알기쉽고 자세한 설명 22.84  6.9 24.02  5.8 -2.32    0.0204

18.측정과 관찰 즉시 결과 향에 대한 설명 22.85  7.2 24.46  5.8 -3.05    0.0024

19.능숙하고 숙련된 정확한 측정 관찰 23.08  7.2 24.53  5.8 -2.76    0.0059

20.미소띤 얼굴과 부드러움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함 23.78  7.1 24.28  6.1 -0.93 0.3502

의사

소통

21.단정한 외모 정중 겸손 교양있고 예의바른 대화자세 23.51  6.9 24.12  5.7 -1.19 0.2351

22.고충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 존중하며 대화 22.83  6.6 24.26  5.8 -2.87    0.0042

23.잦은 방문, 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 동의 구함 23.12  6.6 23.85  5.8 -1.46 0.1445

24.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 시작과 종료시간 설명함 22.09  7.0 22.29  6.2 -0.37 0.7112

25.미소, 희망과 용기 주며 고립감 없는 행복감 제공 22.83  7.2 22.73  6.3 0.18 0.8535

투약/

정맥

주사

26.움직일때 통증없는 주사바늘의 굵기, 위치 23.20  7.1 23.43  6.1 -0.43 0.6706

27.전문적, 숙련된 기술, 한번에 좋은 위치에 주사 23.67  7.0 23.65  6.3 0.04 0.9653

28.일정 간격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 체크 23.56  6.8 24.92  5.7 -2.67    0.0077

29.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설명 23.44  7.3 24.61  5.8 -2.22    0.0271

30.통증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22.65  7.5 23.52  5.8 -1.62 0.1067

검사

및

처치

31.디지털 상물로 설명 13.98  7.7 12.11  7.1  3.13     0.0018

32.검사 처치계획 목적 시행후  주의사항 알기쉽게 설명 21.39  7.3 23.14  6.3 -3.20    0.0015

33.검사, 처치 후 합병증 자주 점검, 검사결과 즉시 설명 21.97  7.1 22.64  6.3 -1.24 0.2144

34.검사 과정과 비용 설명, 동의 구한후 실시 19.78  7.4 20.12  6.9 -0.58 0.5592

35.불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22.01  7.1 23.23  6.0 -2.31    0.0210

교육

및

정서적

지지

36.입원 검사 처치 치료비 설명시 미소 띤 밝은 얼굴 19.88  7.3 20.98  6.5 -1.97    0.0490

37.입원 검사 수술 처치에대해 교양있고 친절한 설명 21.59  6.8 23.39  5.9 -3.54    0.0004

38.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이행하도록 보살핌 22.39  6.6 22.59  6.0 -0.39 0.6973

39.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설명 안심하도록 보살핌 23.08  6.6 23.43  5.9 -0.69 0.4899

40.교육 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 존중 환자입장 옹호 21.93  6.6 23.22  6.1 -2.47    0.0138

최고점수 : 35점, 최저점수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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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간호서비스품목별 고객의 사후평가와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

품    목 문     항
고객(n=313) 간호사(n=315)

t값 p값 
   M ±SD    M ±SD

1. 개인위생

1. 세면물품 밝고 청결한 환의 및 침구 제공

2. 청결유지에 대한 배려 사랑으로 보살핌

3. 청결유지를 위해 요청 하기 전 자주 방문점검 108.60  31.1 100.03  24.7 -5.78 <.0001

4. 쾌적 편안한 청결상태 유지

5. 청결 유지로 평안  안정감 줌

2. 식사관리

6. 질좋고 맛있는 식사제공

7. 질병관련 양 칼로리 평가 개선된 식사 제공

8. 검사 후 식욕 점검 데운 음식제공  95.79  31.4 91.5  27.9 -4.50 <.0001

9. 식사습관  회복상태 평가 개선된 식사제공 

10.개인취향 존중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 보살핌

3. 일상활동

  및 운동

11.침상보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기구 제공

12.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활동 가능범위내 간호후 평가

13.침상보조기 운동장소 및 기구 사용 전 안전점검 98.98  31.7 106.6  25.2  2.87 0.0042

14.개인의사 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

15.이동보조 및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4.측정 및 관찰

16.최신첨단 장비 사용

17.측정시 알기쉽고 자세한 설명

18.측정과 관찰 즉시 결과 향에 대한 설명 113.61 31.1 114.42  26.0 -1.47 0.1413

19.능속하고 숙련된 정확한 측정, 관찰

20.미소띤 얼굴과 부드러움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함

5. 의사소통

21.단정한 외모 정중 겸손 교양있고 예의바른 대화자세

22.고충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 존중하며 대화

23.잦은 방문 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 동의 구함 114.40 30.5 117.27  26.6 1.81 0.0704

24.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 시작과 종료시간 설명함

25.미소 희망과 용기 주며 고립감 없는 행복감 제공

6. 투약/

  정맥주사

26.움직일때 통증없는 주사바늘의 굵기, 위치

27.전문적 숙련된 기술 한번에 좋은 위치에 주사

28.일정 간격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 체크 116.54  31.9 120.15  26.1 0.49 0.6262

29.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설명

30.통증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7.검사 및 처치 

 

31.디지털 상물로 설명

32.처치 및 검사에 관한 자세하고 알기쉬운 설명

33.검사 및 처치 후 합병증 점검 검사결과 즉시 설명  99.15  30.1 101.26  25.8 -1.33 0.1827

34.검사 과정과 비용 설명 동의 구한 후 실시

35.불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8. 교육 및
 
  정서적 지지

36.입원 검사처치 치료비 설명시 미소 띤 밝은 얼굴

37.입원 검사 수술 처치에 대해 친절한 설명

38.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이행하도록 보살핌 108.90  30.0 113.61  27.3 1.20 0.2307

39.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설명 안심하도록 보살핌

40.교육 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 존중 환자입장 옹호

최고점수 : 175점, 최저점수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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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     

(Gap E).  

      

고객의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사전기대와 실제 경험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Gap E)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핵심가치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핵심가치별로 분석한 결과는 외형성(t=3.23, p<.01), 신뢰성(t=2.78, p< .05), 신속성

(t=3.10, p<.05), 보증성(t=3.61, p<.01)은 사전기대보다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공감성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사전기대에 반해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고객의 사전기대와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에 대해 간호서비스 품목의 문항별 

분석 결과는 <표 16>와 같다.

총 40개 간호서비스 문항 중 33개 문항에서 고객의 사전기대보다 고객의 사후평

가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7개

의 간호서비스 문항에서만 고객의 사전기대보다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

로 차이를 나타냈다. 

33개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은 문항을 살펴보면 19개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낮은 인식정도를 나타냈고, 14개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고객

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19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낸 문항은 ‘개인위생’ 간호서비스 품목 핵심가치의 외형성(t=2.93, p<.05), 신뢰성

(t=2.72, p<.05), 신속성(t=1.97, p<.05), 보증성(t=2.64, p<.05), ‘식사관리’ 간호서비

스 품목 핵심가치의 외형성(t=2.59,p<.05), 신뢰성(t=6.13, p<.01), 신속성(t=3.18, 

p<.05), 보증성(t=4.36, p<.01)에서 낮은 결과를 보 으며 ‘일상활동 및 운동’간호서

비스품목 핵심가치의 신속성(2.71,p<.05), 보증성(t=2.20, p<.05)에서도 사후평가 인

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측정 및 관찰’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의 공감

성(t=3.30, p<.05), 신속성(t=2.59 p<.01), 보증성(t=2.82, p<.05)에서 사후평가 인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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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핵심가치별 고객의 사전기대와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        n=313

핵심가치                     문      항
사전기대 사후평가

t값 p값 
M ±SD M ±SD

1.외형성

1.세면물품 밝고 편안한 환의 청결한 침구제공

2.질좋고 맛있는 식사제공

3.침상보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기구제공

4.첨단장비사용

5.단정한외모 정중 겸손 교양.예의바른 대화자세 169.23  28.97 163.36  43.2 3.23 0.0014

6.움직일 때 통증없는 주사위치 바늘굵기 

7.디지털 상물로 설명

8.입원 검사 수술 처치 치료비 설명시 미소띤 밝은 표정

2.신뢰성

1.청결유지에 대한 세심한배려 존중 사랑으로 보살핌

2.질병관련 양과 칼로리 평가 개선된 식사제공

3.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동의얻고 활동가능범위내 수행후 평가

4.측정시 알기쉽고 자세한 설명

5.고충,의견 먼저 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 존중하며 대화 179.06  43.4 179.06  44.1 2.78 0.0058

6.전문적.부드럽고 숙련된 기술 한번에 좋은 위치에 주사

7.검사 처치계획 목적 시행후 주의사항 알기쉽게 설명

8.입원 검사 수술 처치에 대해 교양있고 친절한 설명

3.신속성

1.청결유지 요청하기 전 잦은 방문 점검

2.검사후 식욕상태 점검 데운 음식 제공

3.침상보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기구 사용전 안전점검

4.측정과 관찰 결과 향 신속한 설명

5.잦은 방문 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후 동의 구함 178.54  44.0 172.62  44.6 3.10 0.0021

6.일정간격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 체크

7.검사 처치후 합병증 자주점검 결과 즉시 설명

8.검사 수술 처치 결과 설명 주의사항 이행하도록 보살핌

4.보증성

1.쾌적 편안한 청결상태 기본적으로 유지

2.식사습관 회복상태 평가후 개선된 식사제공

3.개인의사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

4.능숙하고 숙련된 정확한 측정 관찰 179.50  44.6 172.77  43.9 3.61 0.0004

5.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 시작과 종료시간 설명함

6.주사의 목절 약의 작용 부작용에 대한 설명

7.검사과정과 비용설명 동의 구한 후  실시

8.검사 수술 처치 효과 주의사한 설명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보살핌

5.공감성

1.청결유지로 평안 안정감 줌

2.개인취향 존중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전.후 보살핌

3.움직일 때  함께하며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4.미소띤 얼굴과 부드러움으로 편안한 마음 갖게함

5.미소띤 얼굴 희망과 용기주며 고립감 없는 행복감 줌 174.09  45.9 173.18  46.4 0.50 0.6186

6.통증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7.불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8.교육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인 존중과 배려 환자의 입장옹호

최고점수 : 280점, 최저점수 :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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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정맥주사’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의 신뢰성(t=1.66, p<0.5), 신속성

(t=2.40, p<.01), ‘검사 및 처치’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중 외형성(t=4.98, p<.01), 

신뢰성(t=2.60, p<.05), 신속성(t=3.21, p<.01), 보증성(t=3.34, p<.01)과 ‘교육 및 정

서적지지’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의 신속성(t=2.00,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낮게 인식한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고객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사전기대

보다 높은 결과를 보인 7개 문항을 살펴보면 ‘일상활동 및 운동’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의 신뢰성, 공감성과 ‘의사소통’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의 외형성, 신뢰

성, 신속성, 보증성, 공감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고객의 실제 경험

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고객의 사전기대 보다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차

이를 나타냈다.

고객의 사전기대와 실제 경험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의 차이에 대해 간호

서비스품목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17>과 같다.

‘개인위생’(t=2.87, p<.05), ‘식사관리’(t=4.33, p<.01), ‘측정 및 관찰’(t=2.86, p<.01), 

‘검사 및 처치’ 간호서비스품목은 고객의 사전기대보다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일상활동 및 운동’, ‘투약-정맥주사’, 

‘교육 및 정서적지지’ 간호서비스 품목은 고객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고객의 사전기대 보다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역시 낮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고객의 기대보다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난 간호서비스

품목은 8개 품목 중 ‘의사소통’ 간호서비스 품목에서만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으나 고객의 사전기대보다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차이를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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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문항별 고객의 사전기대와 사후평 인식의 차이        n=313

구분 문      항
사전기대 사후평가

t값 p값 
M ±SD M ±SD

개인

위생

1.세면물품 밝고 편안한 환의 청결한 침구제공 22.84  7.1 21.69  7.3  2.93 0.0036

2.청결유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 존중 사랑으로보살핌 22.69  6.8 21.80  6.9  2.72 0.0070

3.청결유지를 위해 요청하기전 자주 방문 점검 21.54  7.2 20.86  7.4  1.97 0.0500

4.쾌적 편안한 청결상태 유지 22.84  6.7 21.92  6.6  2.64 0.0086

5.청결유지로 평안 안정감 줌 22.77  6.9 22.30  6.7  1.44 0.1504

식사

관리

6.질좋고 맛있는 식사제공 21.13  7.3 20.18  7.0  2.59 0.0099

7.질병관련 양과 칼로리 평가 개선된 식사제공 22.31  7.0 20.05  7.1  6.13  <.0001

8.검사후 식욕점검 데운음식제공 19.39  7.5 18.22  7.4  3.18 0.0016

9.식사습관 회복상태 평가후 개선된 식사제공 20.92  7.1 19.30  7.3  4.36 <.0001

10.개인취향 존중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 보살핌 18.43  7.3 18.01  7.3  1.14 0.2546

일상

생활

및

활동

11.침상보조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기구 제공 20.23  7.1 19.83  6.9  1.16  0.2470

12.생활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동의 활동가능범위내 간호후 평가 19.56  7.0 19.84  7.2 -0.91 0.3655

13.침상보조기 휠체어 운동장소 기구 사용전 안전점검 20.52  7.1 19.62  7.3  2.71 0.0071

14.개인의사 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 20.76  7.1 20.04  7.2  2.20 0.0284

15.이동보조 및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19.12  7.6 19.63  7.4   
-1.58 0.1146

측정

및

관찰

16.첨단 장비 사용 22.15  7.6 21.05  7.7 3.03 0.0026

17.측정시 알기 쉽고 자세한 설명 23.46  7.3 22.84  6.9 1.71  0.0890

18.측정과 관찰 즉시 결과 향에 대한 설명 23.78  7.0 22.85  7.2 2.59 0.0101

19.능숙하고 숙련된 정확한 측정, 관찰 24.09   6.9 23.07  7.2 2.82 0.0052

20.미소띤 얼굴과 부드러움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함 24.25  6.7 23.78  7.1 1.46 0.1462

의사

소통

21.단정한 외모 정중 겸손 교양있고 예의바른 대화자세 23.16  6.8 23.51  6.9
  

-1.20 0.2306

22.고충 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 존중하며 대화 22.68  6.6 22.83  6.6 -0.49 0.6239

23.잦은 방문 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 동의 구함 22.61  6.7 23.12  6.6 -1.62 0.1067

24.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 시작과 종료시간 설명함 22.04  7.1 22.09  7.0 -0.16 0.8698

25.미소. 희망과 용기 주며 고립감 없는 행복감 줌 22.61  7.0 22.83  7.2 -0.66 0.5071

투약/

정맥

주사

26.움직일 때 퉁증 없는 주사바늘의 위치, 굵기 23.50  7.1 23.20  7.1  0.87 0.3834

27.전문적 숙련된 기술 한번에 좋은 위치에 주사 24.24  6.9 23.67  7.0  1.66 0.0971

28.일정 간격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 체크 24.31  6.5 23.56  6.8  2.40 0.0170

29.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설명 24.10  7.2 23.44  7.3      1.82     0.0695

30.통증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22.86  7.6 22.65  7.5 0.62 0.5357

검사

및

처치

31.디지털 상물로 설명 15.83  8.0 13.98  7.7 4.98 <.0001

32.검사 처치계획.목적 시행후 주의사항 알기쉽게 설명 22.30  7.7 21.39  7.3 2.60 0.0097

33.검사 처치 후 합병증 자주 점검 검사결과 즉시 설명 23.09  7.2 21.97  7.1 3.21 0.0015

34.검사 과정과 비용 설명, 동의 구한후 실시 21.03  7.8 19.78  7.4 3.34 0.0009

35.불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22.05  7.2 22.00  7.1 0.13 0.8978

교육

및

정서적

지지

36.입원 검사 처치 치료비 설명시 미소 띤 밝은 얼굴 20.34  7.1 19.88  7.3 1.27 0.2054

37.입원 검사 수술 처치에 대해 교양있고 친절한 설명 21.77  6.9 21.59  6.8  0.56 0.5777

38.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이행하도록 보살핌 23.07  6.5 22.39  6.6 2.00 0.0461

39.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설명 안심하도록 보살핌 23.69  6.9 23.08  6.6  1.83 0.0689

40.교육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 존중, 환자입장 옹호 21.95  6.9 21.93  6.6  0.05 0.9606

최고점수 : 35점, 최저점수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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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간호서비스품목별 고객의 사전기대와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       n=313

    품   목                        문     항
사전기대 사후평가

t값 p값 
M ±SD M ±SD

1.개인위생

1. 세면물품 청결한 환의 및 침구 제공

2. 청결유지에 대한 배려 사랑으로 보살핌

3. 청결유지를 위해 요청 하기 전 자주 방문점검 112.71  22.9 108.60  31.1 2.87 0.0044

4. 쾌적 편안한 청결상태 유지

5. 청결 유지로 평안  안정감 줌

2.식사관리

6. 질좋고 맛있는 식사제공

7. 질병관련 양 칼로리 평가 개선된 식사 제공

8. 검사 후 식욕 점검 데운 음식 제공 102.21  31.2 95.79  31.4 4.33 <.0001

9. 식사습관  회복상태 평가 개선된 식사 제공 

10.개인취향 존중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 보살핌

3.일상활동

  및 운동

11.침상보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기구 제공

12.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활동 가능범위내 간호후 평가

13.침상보조기 운동장소 및 기구 사용 전 안전점검 100.22  30.5 98.98  31.7 0.99 0.3253

14.개인의사 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

15.이동보조 및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4.측정 및 관찰

16.최신첨단 장비 사용

17.측정시 알기쉽고 자세한 설명

18.측정과 관찰 즉시 결과 향에 대한 설명 117.76  30.6 113.61  31.1 2.86 0.0045

19.능속하고 숙련된 정확한 측정, 관찰

20.미소띤 얼굴과 부드러움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함

5.의사소통

21.단정한 외모 정중 겸손 교양있고 예의바른 대화자세

22.고충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 존중하며 대화

23.잦은 방문 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 동의 구함 113.13  30.4 114.40  30.5 0.99 0.3253

24.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 시작과 종료시간 설명함

25.미소 희망과 용기 주며 고립감 없는 행복감 제공

6.투약/

  정맥주사

26.움직일때 통증없는 주사바늘의 굵기, 위치

27.전문적 숙련된 기술 한번에 좋은 위치에 주사

28.일정 간격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 체크 119.04  30.5 116.54  31.9 1.76 0.0794

29.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설명

30.통증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7.검사 및 처치

31.디지털 상물로 설명

32.처치 및 검사에 관한 자세하고 알기쉬운 설명

33.검사 및 처치 후 합병증 점검 검사결과 즉시 설명 104.33  31.4 99.15  30.1 3.78 0.0002

34.검사 과정과 비용 설명 동의 구한 후 실시

35.불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8.교육 및
 
 정서적 지지

36.입원 검사처치 치료비 설명시 미소 띤 밝은 얼굴

37.입원 검사 수술 처치에 대해 친절한 설명

38.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이행하도록 보살핌 110.84  30.5 108.90  30.0 1.39 0.1656

39.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설명 안심하도록 보살핌

40.교육 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 존중 환자입장 옹호

최고점수 : 175점 , 최저점수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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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간호서비스품질 핵심가치에 대한 고객과 간호사의 중요도 인식차이

고객과 간호사의 간호서비스품질 핵심가치에 대한 중요도 인식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8>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간호서비스품질 핵심가치에 대한 

고객과 간호사간의 중요도 인식의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고객과 간호사의 간호서비스품질 핵심가치 중요도 인식차이       

품목

구분  
개인위생 식사관리

일상활동 

및 운동

측정

및 관찰

고객

중요도인식 5>4>1>2>3 1>2>4>3>5 3>1>4>5>2 3>2>4>5>1

간호사

중요도인식 5>4>2>3>1 2>1>4>3>5 3>1>4>2>5 3>4>2>5>1

품목

구분  
의사소통

투약 / 

정맥주사

검사

및 처치

  교육 및

정서적지지

고객

중요도인식 5>3>4>2>1 4>2>3>1>5 3>2>5>4>1 4>3>5>2>1

간호사

중요도인식 2>3>4>1>5 4>3>2>5>1 3>2>5>4>1 4>3>5>2>1

*핵심가치: 1:외형성, 2:신뢰성, 3:신속성, 4:보증성, 5:공감성

 

‘검사 및 처치’와 ‘교육 및 정서적지지’ 간호서비스 품목의 핵심가치 중요도인식 

우선순위에서 고객과 간호사가 보증성>신속성>공감성>신뢰성>외형성순으로 중요

도 인식의 우선순위에서 일치를 보 다.  

그러나 ‘개인위생’ 간호서비스 품목의 핵심가치에서는 고객은 공감성>보증성>외형

성>신뢰성>신속성>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는 공감성>보증성>신뢰성>신속성>

외형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중요도 인식의 우선순위가 차이를 나타냈다. 

‘개인위생’ 간호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간호의 핵심가치는 ‘청결유지로 평안, 안정

감 줌’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한 것은 고객과 간호사가 일치하 으나 고객은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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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세 번째로 중요한 가치라고 인식하 으나 간호사는 다섯 번째라고 하여 중

요도 인식순서에서 마지막순위로 인식하여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사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인식

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품질결정 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가치를 보장하고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객정보 수집에 고

객 참여에 의해 고객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이 선행되어 질 때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 품목으로서 핵심가치가 구현된 품질이 

결정되고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식사관리’ 간호서비스 품목의 핵심가치는 고객의 중요도 인식 우선순위는 외형성

>신뢰성>보증성>신속성>공감성순이고, 간호사는 신뢰성>외형성>보증성>신속성

>공감성순으로 인식하여 서로 핵심가치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우선순위에서 차이

를 나타냈다. 

‘일상활동 및 측정’ 간호서비스품목의 핵심가치는 고객은 신속성>외형성>보증

성>신뢰성>공감성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 으며 간호사는 신뢰성>외형성>보증

성>공감성>신뢰성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역시 1위로 중요하다고 인식한 핵

심가치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측정 및 관찰’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의 중요도 

인식에서 고객은 신속성>신뢰성>보증성>공감성>외형성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

고 간호사는 신속성>보증성>신뢰성>공감성>외형성순으로 중요하여 우선순위에

서 차이를 나타냈다. 

‘의사소통’ 간호서비스품목의 핵심가치는 고객은 공감성>신속성>보증성>신뢰

성>외형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 고, 간호사는 신뢰성>신속성>보증성>외

형성>공감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차이를 나타냈다. ‘투약-정맥주사’ 간호

서비스품목에서는 고객은 보증성>신뢰성>신속성>외형성>공감성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 으며, 간호사는 보증성>신속성>신뢰성>공감성>외형성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인식의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간호서비스

에 따라 고객과 간호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우선순위에서 두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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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별 고객과 간호사의 중요도 인식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9>와 

같다. 

5가지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 전체에서 고객과 간호사의 간호서비스품목의 

핵심가치에 대한 중요도 인식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성(t=2.56, 

p<.01>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고객이 간호사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한 정도가 높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고객이 간호

사보다 보증성과 공감성에 대해 중요도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간호서비스품질의 문항별 고객과 간호사의 중요도 인식차이에 대해 분석한 결

과 <표 20> 같다.

고객의 중요도 인식정도가 간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문항은 ‘개인위생’ 

간호서비스품목의 핵심가치중 외형성(t=5.0, p<.01), 신뢰성(t=2.72, p<.01), 신속성

(t=2.16, p<.05), 공감성(t=2.44, p<.01), ‘식사관리’ 간호서비스품목 핵심가치중 외형

성(t=3,71, p<.01), 신뢰성(t=2.33, p<.05), 보증성(t=2.69, p<.05), ‘측정 및 관찰’ 간

호서비스 품목의 핵심가치중 외형성(t=5.72. p<p<.01), ‘투약-정맥주사’ 간호서비스

품목의 핵심가치중 외형성(t=2.22, p<.05)에서 통계적으로 고객과 간호사간에 중요

도의 인식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중요도 인식차이에서 고객이 간호사보다 높은 인

식정도를 나타낸 문항은 ‘개인위생’ 간호서비스품목의 핵심가치중 보증성, ‘식사관

리’의 신속성, 공감성, ‘측정 및 관찰’의 신뢰성, 신속성, 보증성, 공감성에서 고객의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의사소통’ 간호서비스품목의 핵심가치중 공감성이 ‘투약-정맥주사’ 간호서비스품

목에서는 신뢰성, 보증성에 대해 고객의 중요도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검사 및 처치’ 의 외형성, 신속성, 보증성에서도 고객이 간호사보다 높은 중

요도 인식정도를 나타냈고, ‘교육 및 정서적지지’의 신속성, 보증성에서도 고객이 

간호사보다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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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핵심가치별 고객과 간호사의 중요도 인식차이

핵심가치 문      항
고객(n=313) 간호사(n=313)

t값 p값 
M ±SD M ±SD

1.외형성

1.세면물품 밝고 편안한 환의 청결한 침구제공

2.질좋고 맛있는 식사제공

3.침상보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기구제공

4.첨단장비사용 34.13 3.88 33.36 3.70 2.56 0.0106

5.외모 단정 정중 겸손 교양. 예의바른 대화자세 

6.움직일 때 통증없는 주사위치 바늘굵기 

7.디지털 상물로 설명

8.입원 검사 수술 처치 치료비 설명시 미소띤 밝은 표정

2.신뢰성

1.청결유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 존중 사랑으로 보살핌

2.질병관련 양과 칼로리 평가 개선된 식사제공

3.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동의, 활동가능범위내 수행후 평가

4.측정시 알기쉽고 자세한 설명 35.12 3.61 35.21 3.39 -0.29 0.7700

5.고충 의견 먼저 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 존중하며 대화

6.전문적 부드럽고 숙련된 기술 한번에 좋은 위치에 주사

7.검사 처치계획 목적 시행후 주의사항 알기쉽게 설명

8.입원 검사 수술 처치에 대해 교양있고 친절한 설명

3.신속성

1.청결유지 요청하기 전 잦은 방문 점검

2.검사후 식욕상태 점검 데운 음식 제공

3.침상보조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기구 사용전 안전점검

4.측정과 관찰 결과 향 신속한 설명 35.23 3.80 35.26 3.50 -0.08 0.9347

5.잦은 방문 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후 동의 구함

6.일정간격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 체크

7.검사 처치후 합병증 자주점검 결과 즉시 설명

8.검사 수술 처치 결과 설명 주의사항 이행하도록 보살핌

4.보증성

1.쾌적 편안한 청결상태 기본적으로 유지

2.식사습관 회복상태 평가 후 개선된 식사제공

3.개인의사 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

4.능숙하고 숙련된 정확한 측정 관찰 35.16  3.58 35.34 3.78 0.62 0.5333

5.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 시작과 종료시간 설명함

6.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대한 설명

7.검사과정과 비용설명 동의 구한 후  실시

8.검사 수술 처치 효과 주의사항 설명 안심하도록 보살핌

5.공감성

1.청결유지로 평안 안정감 줌

2.개인취향 존중 배려와 관심000으로 식사전.후 보살핌

3.이동보조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4.미소띤 얼굴과 부드러움으로 편안한 마음 갖게함 34.84 3.90 34.80 3.84 0.12 0.9045

5.미소띤 얼굴 희망과 용기주며 고립감 없는 행복감 줌

6.통증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7.불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8.교육 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 존중 환자입장 옹호

  

최고점수 : 40점, 최저점수 :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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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비스품목별 고객과 간호사의 중요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개인위생’(t=3.45, p<.01), ‘식사관리‘(t=2.56, p<.01), '측정 및 관찰’(t=2.73, p<.01), 

간호서비스품목을 고객이 간호사보다 중요도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의사소통’, ‘투약-정맥주사’, ‘검사 및 처치’ 간호서비스품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으나 고객의 중요도 인식정도가 간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

다.



- 84 -

<표 20> 문항별 고객과 간호사의 중요도 인식차이

구분 문      항
고객(n=313) 간호사(n=315)

   t값    p값 
M ± SD M ± SD

개인

위생

1.세면물품 밝고 편안한 환의 청결한 침구제공 4.37 0.66 4.12 0.58 5.00 <.0001

2.청결유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 존중 사랑으로 보살핌 4.32 0.67 4.19 0.60 2.72 0.0068

3.청결유지를 위해 요청하기 전 자주 방문 점검 4.28 0.72 4.16 0.61 2.16 0.0309

4.쾌적 편안한 청결상태 유지 4.41 0.64 4.33 0.55 1.58 0.1156

5.청결유지로 평안 안정감 줌 4.45 0.65 4.33 0.57 2.44 0.0150

식사

관리

6.질좋고 맛있는 식사제공 4.44 0.67 4.24 0.66 3.71 0.0002

7.질병관련 양과 칼로리 평가 개선된 식사제공 4.42 0.69 4.31 0.61 2.23 0.0260

8.검사후 식욕점검 데운 음식제공 4.21 0.80 4.15 0.68 1.09 0.2762

9.식사습관 회복상태 평가후 개선된 식사제공 4.37 0.70 4.22 0.67 2.69 0.0073

10.개인취향 존중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 보살핌 4.15 0.78 4.11 0.71 0.76 0.4477

일상

생활

및

활동

11.침상보조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기구 제공 4.22 0.68 4.32 0.66  -1.98 0.0484

12.생활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동의 활동가능범위내 간호후 평가 4.09 0.77 4.28 0.60  -3.32 0.0010

13.침상보조기 휠체어 운동장소 기구 사용전 안전점검 4.22 0.76 4.40 0.62  -3.27 0.0011

14.개인의사 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 4.18 0.74 4.29 0.64  -2.04 0.0416

15.이동보조 및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4.14 0.79 4.16 0.72  -0.46 0.6475

측정

및

관찰

16.첨단 장비 사용 4.33 0.79 3.97 0.79 5.72 <.0001

17.측정시 알기 쉽고 자세한 설명 4.58 0.58 4.50 0.58 1.79 0.0745

18.측정과 관찰 즉시 결과 향에 대한 설명 4.59 0.56 4.54 0.55 1.22 0.2214

19.능숙하고 숙련된 정확한 측정, 관찰 4.55 0.61 4.53 0.60 0.27 0.7902

20.미소 띤 얼굴과 부드러움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함 4.51 0.62 4.49 0.62 0.45 0.6537

의사

소통

21.단정한 외모 정중 겸손 교양있고 예의바른 대화자세 4.26 0.70 4.39 0.59  -2.48 0.0135

22.고통 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 존중하며 대화 4.35 0.63 4.51 0.58  -3.19 0.0015

23.잦은 방문 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 동의 구함 4.37 0.64 4.48 0.61  -2.09 0.0368

24.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 시작과 종료시간 설명함 4.35 0.72 4.39 0.64  -0.60 0.5515

25.미소. 희망과 용기 주며 고립감 없는 행복감 줌 4.40 0.61 4.38 0.65 0.43 0.6695

투약/

정맥

주사

26.움직일 때 퉁증 없는 주사바늘의 위치, 굵기 4.46 0.68 4.35 0.60 2.22 0.0269

27.전문적 숙련된 기술 한번에 좋은 위치에 주사 4.51 0.63 4.45 0.58 1.30 0.1932

28.일정 간격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 체크 4.49 0.67 4.52 0.59   -0.69 0.4891

29.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설명 4.56 0.63 4.54 0.56 0.27 0.7845

30.통증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4.36 0.72 4.40 0.61   -0.73 0.4678

검사

및

처치

31.디지털 상물로 설명 3.75 0.96 3.65 0.88 1.32 0.1890

32.검사 처치계획.목적 시행 후 주의사항 알기 쉽게 설명 4.43 0.67 4.49 0.60  -1.12 0.2618

33.검사 처치 후 합병증 자주 점검 검사결과 즉시 설명 4.53 0.67 4.50 0.61 0.74 0.4566

34.검사 과정과 비용 설명, 동의 구한후 실시 4.34 0.71 4.29 0.71 0.82 0.4146

35.불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4.40 0.63 4.43 0.63  -0.51 0.6075

교육

및

정서적

지지

36.입원 검사 처치 치료비 설명시 미소 띤 밝은 얼굴 4.26 0.69 4.28 0.66  -0.26 0.7948

37.입원 검사 수술 처치에 대해 교양있고 친절한 설명 4.37 0.63 4.47 0.60  -1.76 0.0789

38.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이행하도록 보살핌 4.50 0.61 4.48 0.59 0.53 0.5982

39.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설명 안심하도록 보살핌 4.55 0.61 4.52 0.57 0.68 0.4995

40.교육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 존중, 환자입장 옹호 4.39 0.61 4.47 0.60  -1.64 0.1023

최고점수 : 5점, 최저점수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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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간호서비스품목별 고객과 간호사의 중요도 인식차이 

품 목 문     항
고객(n=313)  간호사(n=315)

t값 p값 
M ±SD M ±SD

개인

위생

1. 세면물품 청결한 환의 및 침구 제공

2. 청결유지에 대한 배려 사랑으로 보살핌

3. 청결유지를 위해 요청 하기 전 자주 방문점검 21.84 2.63 21.14 2.44 3.45 0.0006

4. 쾌적 편안한 청결상태 유지

5. 청결 유지로 평안  안정감 줌

식사

관리

6. 질좋고 맛있는 식사제공

7. 질병관련 양 칼로리 평가 개선된 식사 제공

8. 검사 후 식욕 점검 데운 음식제공 21.62 2.90 21.05 2.73 2.56 0.0108

9. 식사습관  회복상태 평가 개선된 식사 제공 

10.개인취향 존중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 보살핌

일상

생활

및

활동

11.침상보조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기구 제공

12.습관 존중 간호수행시 활동 가능범위내 간호후 평가

13.침상보조기 운동장소 및 기구 사용 전 안전점검 20.86 3.00 21.48 2.59 -2.74 0.0064

14.개인의사 존중 사명감으로 활동과 운동 보살핌

15.이동보조 및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도움

측정

및

관찰

16.최신첨단 장비 사용

17.측정시 알기쉽고 자세한 설명

18.측정과 관찰 즉시 결과 향에 대한 설명 22.58 2.45 22.05 2.48 2.73 0.0065

19.능속하고 숙련된 정확한 측정, 관찰

20.미소띤 얼굴과 부드러움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함

의사

소통

21.단정한 외모 정중 겸손 교양있고 예의바른 대화자세

22.고충경청 환자의 입장 인격 존중하며 대화

23.잦은 방문 간호 및 치료계획 설명 동의 구함 21.76 2.69 21.17 2.59 -1.90 0.0572

24.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 시작과 종료시간 설명함

25.미소 희망과 용기 주며 고립감 없는 행복감 제공

투약/

정맥

주사

26.움직일때 통증없는 주사바늘의 굵기, 위치

27.전문적 숙련된 기술 한번에 좋은 위치에 주사

28.일정 간격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 체크 22.39 2.70 22.28 2.44 0.57 0.5696

29.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설명

30.통증 두려움 배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검사

및

처치

31.디지털 상물로 설명

32.처치 및 검사에 관한 자세하고 알기쉬운 설명

33.검사 및 처치 후 합병증 점검 검사결과 즉시 설명 21.48 2.73 21.39 2.65 0.46 0.6475

34.검사 과정과 비용 설명 동의 구한 후 실시

35.불안한 마음 배려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핌

교육

및

정서적

지지

36.입원 검사처치 치료비 설명시 미소 띤 밝은 얼굴

37.입원 검사 수술 처치에 대해 친절한 설명

38.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이행하도록 보살핌 22.09 2.58 22.22 2.63 -0.59 0.5538

39.검사 및 처치 주의사항 설명 안심하도록 보살핌

40.교육 후 이해정도 확인 개인적 존중 환자입장 옹호

최고점수 : 25점, 최저점수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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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가설 검증

2)-1-1. 고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에 대한 

사전 기대 차이

고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에 대한 사전기대의 차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2>와 같다.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중 외형성에 대해 여성((t=-2.48, p<.01) 고객일수록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전기대를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서

비스를 과거에 받아본 경험(t=3.86, p<.01)이 있을수록, 경험이 있는 고객 가운데 

긍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을수록 외형성에 대해 사전기대를 높게 갖는 것으로 차

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과거 구전경험(t=4.93, p<.05)이 있을수록, 구전경험이 있는 

고객 가운데 긍정적인 구전경험을 갖고 있는 고객일수록 외형성에 대해 사전기대

를 높게 가지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신뢰성에서는 남성보다 여성(t=-2.82, p<.05) 고객일수록 더 신뢰성에 대해 높

게 기대하 고, 입원병실 등급에서 다인실보다 1인실과 특실고객(t=4.76, p<.05)일

수록 더 신뢰성에 대해 사전기대를 높게 가지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고, 간호서비스에 대한 과거경험이 전혀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과거에 

긍정적인 경험(t=6.71, p<.05)을 가진 고객일수록 그리고 병원의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해 부정적인 외부 구전경험을 갖고 있는 고객보다 전혀 구전경험이 없거나 있

어도 긍정적인 구전경험을 갖고 있는 고객(t=5.80, p<.05)일수록 신뢰성에 대한 사

전기대를 높게 가지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신속성에서도 여성(t=-3.30, p<.05) 고객일수록 남성보다 더 사전기대를 높게 

가지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다인실 고객보다 1인실과 특실(t=5.16, 

p<.01)고객일수록 더 사전기대를 높게 가지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

호서비스에 대해 과거경험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긍정적인 경험(t=4.47, p<.01)을 

갖고 있는 고객일수록, 외부 구전경험이 부정적인 고객보다 전혀 없거나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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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고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기대 차이      n=313

특성 구분
   외형성

t or F
신뢰성

t or F
신속성

t or F
보증성

t or F
공감성

t or F
M ± SD M ± SD M ± SD M ± SD M ± SD

연령 25세 미만  22.40  6.46

1.02

23.77  6.64

1.14

24.43  6.44 

1.11

24.56  6.78 

1.25

23.71   6.45 

1.54

25-30세  19.51  5.03 20.70  5.30 21.48  4.88 21.25  4.88 20.44   5.67 

31-40세  21.27  5.67 22.52  5.78 22.55  5.60 22.69  5.68 21.41   6.19 

41-50세  20.58  5.40 21.66  5.49 21.64  5.50 21.68  5.36 20.85   5.91 

51-60세  21.20  4.58 22.67  4.51 22.24  4.89 22.42  5.34 22.32   4.82 

60세 이상  21.82  5.20 22.89  5.26 22.27  5.66 22.67  5.58 22.48   5.40 

성별 남  20.30  5.19
-2.48**

21.40  5.38
-2.82*

21.13  5.28
-3.30*

21.45  5.51  
-2.74*

20.8    5.62
-2.42**

여  21.80  5.37 23.12  5.36 23.16  5.47  23.18  5.52 22.44   5.75

종교 기독교  21.40  5.10

0.72

22.93  4.99

1.21

22.81  5.12 

1.08

23.29  5.20 

1.60

22.30   5.29 

1.40

천주교  22.04  5.92 23.45  5.61 23.25  5.12 23.55  5.68 23.10   5.84 

불교  21.27  5.48 22.25  5.75 22.30  5.97 21.99  5.92 21.59   5.95 

기타  20.77  3.34 21.33  2.78 21.50  2.46 21.45  3.15 21.79   2.64 

없음  20.40  5.27 21.47  5.58 21.35  5.71 21.43  5.62 20.68   6.00 

결혼상태 미혼  21.51  6.02

0.15

22.80  6.26

0.25

23.57  5.91 

1.56

23.79  6.12 

1.78

22.29   6.63 

0.67
기혼  21.06  5.21 22.26  5.31 22.04  5.35 22.14  5.41 21.62   5.55 

이혼  21.87  6.07 23.60  5.80 23.25  5.77 24.20  7.84 24.37   8.65 

사별  20.97  4.64 22.11  3.89 20.98  5.22 21.21  4.56 20.90   3.74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21.62  9.55

1.93

22.44  5.52

1.63

22.51  5.47 

2.05

22.61  5.85 

1.29

22.58   6.43 

1.93

100-200  19.91  5.03 21.20  5.52 21.15  5.60 21.32  5.76 20.48   5.63

200-300  21.09  5.68 22.44  5.66 22.38  5.34 22.52  5.69 21.53   5.84 

300-400  22.47  4.66 23.62  4.98 23.43  4.85 23.54  5.01 23.18   4.99 

400-500  20.42  5.26 21.58  5.21 20.70  5.82 21.65  5.72 20.69   6.09 

500만원 이상  21.54  5.60 23.06  5.19 23.13  5.85 23.09  5.42 22.49   5.53 

입원병실 다인실  20.78  5.69

2.43

21.84  5.70

4.76*

21.69  5.76 

5.16**

21.93  5.87 

3.49**

21.23   6.05 

3.98**1인실  22.42  4.15 24.17  4.42 24.12  4.55 23.96  4.65 23.48   4.54 

특실  21.06  4.58 22.36  4.03 22.66  4.08 22.78  4.47 21.86   5.05 

진료과 내과계  20.87  5.16
0.63

22.27  5.33
0.09

22.32  5.29 
0.01

22.29  5.33 
0.14

21.66   5.60 
0.07

외과계  21.35  5.46 22.46  5.51 22.26  5.62 22.53  5.75 21.83   5.85 

입원목적 진단  20.59  5.26

0.19

21.82  5.20

0.13

22.22  4.93 

0.08

22.11  5.36 

0.21

21.90   5.17 

0.03
치료  21.19  5.45 22.45  5.54 22.34  5.62 22.52  5.64 21.75   5.89 

건강검진  22.18  2.21 21.89  3.07 21.62  2.43 21.16  4.13 22.04   3.37 

기타  20.97  4.12 22.28  4.65 21.72  4.95 21.81  5.71 21.38   4.93 

간호

서비스

과거경험

아니오  21.47  4.96

3.86**

22.54  5.04

6.71*

22.57  5.31 

4.47**

22.73  5.03 

3.65**

21.95   5.37 

4.22**예-부정  16.10  8.10 15.56  5.55 16.67  8.19 17.28  8.76 16.00   8.61 

예-긍정  21.16  5.35 22.57  5.35 22.35  5.35 22.46  5.66 21.88   5.73 

간호서비스

품질에 

대한 

구전경험

아니오  20.79  5.11

4.93*

21.96  5.25

5.80*

22.02  5.18 

4.33**

22.25  5.25 

5.10*

21.43   5.66 

5.79*예-부정  15.76  5.14 16.55  5.94 16.87  6.63 16.19  7.66 15.23   4.91 

예-긍정  21.73  5.42 23.04  5.36 22.78  5.58 22.88  5.63 22.36   5.67 

 전문간호

서비스에

대한 별도

비용부담

아니오  20.54  4.72

1.30

21.92  4.98

1.20

21.97  5.38 

1.42

22.12  5.11 

1.51

21.32   5.63 

1.46
3-5만원  20.96  5.80 22.04  5.71 21.79  5.72 21.90  5.93 21.30   5.88 

5-10만원  22.10  5.37 23.26  5.67 23.25  5.37 23.39  5.62 22.71   5.76 

10만원 이상  21.38  5.37 23.17  3.96 23.22  4.12 23.63  4.54 23.07   4.72 

* p<.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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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구전경험(t=4.33, p<.01)을 갖고 있는 고객일수록 신속성에 대해 사전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보증성에는 남성보다 여성(t=-2.74, p<.05)고객일수록 더 보증성에 대해 사전기대

를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다인실보다 1인실과 특실

(t=3.49, p<.01)고객일수록 보증성에 대해 사전기대를 높게 갖는 것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 또한 입원경험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긍정적인 간호서비스경험을 

가진 고객(t=3.65, p<.01) 일수록, 그리고 외부 구전경험은 구전 경험이 있으나 부

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고객보다 전혀 외부 구전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긍정적

인 구전경험(t=5.10, p<.05)을 갖고 있는 고객일수록 보증성에 대해 사전기대를 높

게 갖고 있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공감성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t=-2.47, p<.01)고객일수록 공감성에 대해 사

전기대를 높게 갖지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다인실보다 1인실과 특실 

(t=3.98, p<.01)고객일수록 공감성에 대해 더 높은 사전기대를 갖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호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고객보다 전혀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긍정적인 경험(t=4.22, p<.01)을 가지고 있는 고객일수록 공

감성에 대해 높은 사전기대를 갖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외부 

구전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고객 보다 전혀 구전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긍정적인 구전경험(t=5.79, p<.05)을 갖고 있는 고객일수록 공감성에 대해 

높은 사전기대를 갖지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2)-1-2. 고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에 대한 사후 

평가 인식차이

 

고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

차이를 분석결과는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중 외형성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는 남성보다 

여성(T=-2.36, p<.01)고객일수록,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해 부정적인 외부 구전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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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는 고객보다 외부 구전경험이 전혀 없거나 긍정적인 구전경험(t=7.00, 

p<.05)을 갖고 있는 고객일수록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적으로 간호사에게 간호서비스를 받고 별

도의 비용 부담의사가 있는 고객(t=4.14, p<.05)일수록 비용부담의사가 없는 고객

보다 사후평가 인식정도를 높게 하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신뢰성에서는 남성보다 여성(t=-3.17, p<.01)고객일수록 다인실 고객 보다 1인

실과 특실(t=4.81, p<.05)고객일수록 신뢰성에 대해 사후평가 인식정도를 더 높게 

한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

을 가진 고객보다 간호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전혀 없거나 받아본 간호서비스

품질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t=3.56, p<.01)을 가진 고객일수록 신뢰성에서 사후평

가 인식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간호서비스에 대한 외부 구전경험이 부정적인 고객보다 전혀 없거나 긍

정적인 외부 구전경험(t=5.47, p<.05)을 갖고 있는 고객일수록 사후평가 인식정도

가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적으로 

간호사에게 간호서비스를 받고 별도의 비용 부담의사(t=2.83, p<.01)가 있는 고객

일수록 비용부담의사가 없는 고객보다 신뢰성에 대해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신속성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T=-3.41, 

p<.05)고객일수록 다인실 고객보다 1인실과 특실(t=4.75, p<.05)고객일수록 신속성

가치에 대해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해 부정적인 외부 구전경험을 갖고 있는 고객보다 외부 구전

경험이 전혀 없거나 긍정적인 외부 구전경험(t=4.48, p<.01)을 갖고 있는 고객일수

록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에게 전문적으로 간호서비스를 받고 별도 비용부담 의사(t=3.29, 

p<.05)가 있는 고객일수록 비용부담의사가 없는 고객보다 신속성에서 사후평가 인

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보증성에서는 남성보다 여성(t=-3.04, p<.05)고객일수록 다인실 고객보다 1인실

과 특실(t=4.30, p<.05)고객일수록 보증성에 대해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해 외부 구전경험이 부정적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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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보다 외부 구전경험이 전혀 없거나 긍정적인 외부 구전경험(t=6.25, p<.05)을 갖

고 있는 고객일수록 보증성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으며,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고 별도의 

비용을 부담할 의사(t=4.05, p<.05)가 있는 고객일수록 비용부담의사가 없는 고객

보다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공감성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t=-2.59, p<.05)고객일수록, 다인실 고객보다 

1인실과 특실(t=4.30, p<.01)고객일수록 공감성에 대해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외부 구전경험 부정적

인 고객보다 외부 구전경험이 전혀 없거나 긍정적인 외부 구전경험(t=6.25, p<.05)

을 갖고 있는 고객일수록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고,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적으로 간호사에게 간호서비스를 받고 별도의 비

용을 부담할 의사(t=4.05, p<.05)가 있는 고객일수록 비용부담의사가 없는 고객보

다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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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고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후평가 인식차이                n=313 

특성 구분
외형성

t orF
신뢰성

t orF
신속성

t orF
보증성

t orF
공감성

t orF
M ± SD M ± SD M ± SD M ± SD M ± SD

연령 25세 미만 19.26  6.39 

0.86

21.51  5.94

0.65

21.59  6.24 

0.39

21.45  6.46 

0.57

21.40  6.71

0.57

25-30세 19.48  5.63 20.76  5.08 21.33  5.19 21.33  5.26 20.59  5.69

31-40세 20.70  5.36 21.96  5.37 21.75  5.56 22.12  5.47 21.72  5.75

41-50세 19.98  5.91 21.15  6.04 20.96  5.74 20.94  5.34 22.06  6.26

51-60세 20.56  4.78 21.91  5.28 21.59  5.47 21.35  5.39 22.06  5.37

60세 이상 19.42  4.83 22.68  5.24 22.31  5.46 22.32  5.57 22.44  5.39

성별 남 19.59  4.94
-2.36**

20.63  5.48
-3.17*

20.36  5.43 
-3.41*

20.52  5.54
-3.04*

20.67  5.83
-2.59*

여 21.04  2.74 22.60  5.41 22.53  5.53 22.40  5.33 22.38  5.70

종교 기독교 20.85  5.93 

1.14

22.44  5.69 

1.42

22.15  5.81 

1.22

22.19  5.74 

1.50

22.36  6.21

1.76

천주교 21.21  5.38 22.57  5.19 22.36  5.37 22.69  5.53 22.70  5.74

불교 20.44  5.45 21.64  5.78 21.60  5.78 21.24  5.54 21.40  5.60

기타 22.20  3.43 23.22  3.60 22.81  3.84 23.54  3.65 22.10  3.30

없음 19.49  4.88 20.68  5.33 20.55  5.34 20.61  5.18 21.47  5.57

결혼상태 미혼 19.51  6.25 

0.88

21.26  6.20 

0.27

21.54  6.36 

0.21

21.58  6.01 

0.12

21.01  6.63

0.64
기혼 20.55  5.13 21.83  5.29 21.59  5.30 21.63  5.28 21.78  5.54

이혼 22.17  8.63 23.10  9.69 23.22  7.71 22.37  9.65 24.20  0.04

사별 21.23  5.00 21.93  4.98 20.93  6.38 20.86  5.53 21.09  5.05

월평균

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19.77  5.64 

1.78

20.99  5.68 

1.94

20.80  5.69 

2.11

20.33  5.90 

2.02

20.83  6.19

1.81

100-200 19.29  5.11 20.69  5.38 20.54  5.33 20.61  5.25 20.43  5.43

200-300 20.35  5.16 21.48  5.02 21.35  4.97 21.47  5.02 21.52  5.14

300-400 21.86  5.88 23.34  5.85 23.17  6.17 23.07  5.78 23.18  6.32

400-500 19.88  6.05 21.14  6.65 20.44  6.83 20.94  6.99 21.29  7.07

500만원 이상 21.51  4.49 23.05  4.45 23.11  4.69 23.22  4.63 23.00  5.24

입원병실 다인실 19.98  5.63 

2.47

21.13  5.71 

4.81*

20.96  5.67 

4.75*

21.01  5.65 

4.27*

21.03  5.95

4.30**1인실 21.38  4.78 23.30  4.93 23.21  5.31 22.95  5.04 23.21  5.24

특실 21.62  4.56 23.02  4.35 22.60  4.61 23.04  4.39 22.85  5.11

진료과 내과계 20.18  5.14 
0.42

21.72  5.37 
0.01

21.61  5.51 
0.01

21.47  5.36 
0.12

21.46  5.90
0.23

외과계 20.58  5.59 21.77  5.64 21.55  5.64 21.68  5.60 21.78  5.75

입원

목적

진단 20.99  6.02 

0.24

22.77  5.98 

0.37

22.75  5.94 

0.51

22.30  5.86 

0.20

22.45  5.88

0.24
치료 20.37  5.46 21.63  5.57 21.44  5.62 21.54  5.8921.51  5.55 

건강검진 21.22  2.00 22.06  3.82 22.39  3.38 22.41  3.8622.14  3.02 

기타 19.63  3.97 22.00  3.83 21.47  4.71 21.63  4.6921.47  4.36 

간호

서비스

과거경험

아니오 20.26  5.24 

2.29

21.79  5.26 

3.56**

21.77  5.20 

1.28

21.69  5.53

1.15

21.77  4.99 

1.07 18.57  6.12예-부정 16.59  5.32 16.67  5.75 18.51  5.68 18.84  5.34 

21.75  5.96예-긍정 20.68  5.47 21.94  5.59 21.58  5.79 21.60  5.79 

간호서비스

품질에대한

구전경험

아니오 19.96  5.13 

7.00*

21.53  5.36 

5.47*

21.34  5.34 

4.48**

21.39  5.12 

4.91*

21.38  5.62

6.25*14.58  3.86예-부정 14.05  4.43 15.42  5.51 15.85  5.42 15.62  5.49 

22.21  5.85예-긍정 21.13  5.50 22.24  5.51 22.05  5.68 22.05  5.69 

전문간호

서비스에대한

별도비용부담

아니오 19.16  4.83 

4.14*

20.81  5.00 

2.83**

20.65  4.96 

3.29**

20.61  4.85 

4.02*

20.50  5.40

4.05*
21.22  5.9121.45  5.85 21.14  5.91 21.11  5.75 

3-5만원 20.21  5.66 
23.27  5.5523.12  5.19 23.07  5.29 23.12  5.23 

5-10만원 21.91  4.98 
23.30  6.8422.60  6.30 22.70  6.40 23.38  6.53 10만원 이상 21.71  6.86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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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

인식차이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 인식의 차이

를 분석결과는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객의 기대에 대해 간호사의 사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형성, 신뢰성, 보증성, 공감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내는 간호사의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간호사가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에 대한 견해가운데 적정간호인력이 중요한 조건

(t=2.55, p<.05)이라고 한 간호사가 신속성에 대해 고객의 기대에 대한 사전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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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인식차이                  n=315

특성 구분
외형성

t or F 
신뢰성

t or F 
신속성

t or F 
보증성

t or F 
공감성

t or F 
M ± SD M ± SD M ± SD M ± SD M ± SD

연령 25세 이하  20.98   4.59

1.35

 23.39   4.66 

0.97

23.20   4.77 

1.32

23.46   4.92 23.14  5.24 

2.03 0.99
26-30세  22.10   5.11  24.17   5.12 24.36   5.20 24.51   5.20 23.72  5.42 

31-40세  21.47   5.02  23.93   5.34 24.14   5.56 24.07   5.29 22.79  5.80 

41세 이상  20.33   4.23  22.40   4.53 22.70   4.90 21.76   4.35 21.76  4.38 

결혼

상태
기혼  21.30   4.60

-0.51
 23.30   4.92 

-1.21
23.63   5.13 

-0.54
23.57   4.85 

-0.87
22.70  5.07 

-1.19
미혼  21.51   5.05  24.01   5.03 23.96   5.18 24.09   5.25 23.46  5.57 

종교 기독교  21.45   4.82

0.19

 23.85   5.16 

0.21

23.99   5.31 

0.36

24.07   5.18 

0.18

23.25  5.52 

0.62

천주교  21.95   5.74  24.03   5.53 24.09   5.36 23.91   5.41 23.66  5.46 

불교  21.22   4.37  23.08   4.15 23.71   4.62 23.44   4.76 22.53  4.80 

무교  20.91   5.35  23.00   5.52 22.41   6.13 23.07   6.53 21.30  6.06 

기타  21.41   4.55  23.70   4.53 23.71   4.73 23.84   4.70 23.26  5.20 

교육

정도

전문대  21.36   4.98

0.62

 23.76   4.95 

0.38

23.73   4.99 

0.41

23.80   5.11 

0.22

23.00  5.14 

0.43

방통대  22.69   4.99  24.74   4.99 24.92   5.27 24.47   5.46 23.68  5.40 

대학  21.55   4.78  23.75   4.86 23.80  5.10 23.98   5.02 23.44  5.43 

대학원재학  20.68   6.35  23.01   6.45 22.89   5.29 23.99   5.62 22.55  6.95 

대학원  20.81   4.38  23.28   5.41 23.98   5.99 23.20   5.39 22.22  5.48 

직위 간호과장  21.52   4.39

0.73

 25.15   5.19 

1.16

25.40   4.84 

1.19

23.65   4.37 

0.76

23.62  4.84 

0.82
수간호사  22.93   4.37  24.50   4.93 24.89   5.36 24.75   5.11 24.21  5.32 

책임간호사  21.81   5.41  24.92   5.40 24.91   5.62 24.87   5.22 24.18  5.84 

간호사  21.32   4.86  23.50   4.94 23.57   5.07 23.70   5.11 22.95  5.36 

근무

년수

3년 미만  20.96   4.55

2.08

 23.26   4.66 

1.30

23.21   4.72 

1.74

23.49   4.86 

1.65

23.08  5.09 

0.843년-10년  22.12   5.15  24.26   5.11 24.43   5.32 24.50   5.24 23.58  5.52 

10년 이상  21.05   4.82  23.57   5.33 23.70   5.48 23.36   5.24 22.53  5.71 

근무

부서

내과계  32.60   5.01
0.34

 23.67   5.26 
-0.25

23.75   5.33 
-0.25

23.82   5.31 
-0.24

23.16  5.56 
-0.08

외과계  21.41   4.82  23.82   4.84 23.90   5.05 23.96   4.99 23.21  5.32 

개인

역량

1  21.79   4.71

0.97

 24.14   4.81 

1.02

24.38   5.18 

0.77

24.41  5.05 

0.93

23.73  5.35 

0.99

2  21.72   4.94  24.24   4.95 24.12   5.12 24.35  5.01 23.52  5.27 

3  21.92   5.14  24.00   5.39 23.95   5.31 24.04  5.48 23.48  5.81 

4  20.98   5.07  23.09   5.00 23.43   5.04 23.30  5.03 22.58  5.25 

5  20.14   3.91  22.55   4.32 22.57   5.07 22.70  4.56 21.77  4.92 

우수

표준

교육

1  22.62   5.50

0.99

 24.86   5.48 

0.77

24.96   5.32 

0.79

25.24  5.42 

1.13

24.02  6.14 

0.46

2  21.49   5.10  23.53   5.16 23.72   5.36 23.69  5.32 23.15  5.44 

3  21.00   4.88  23.54   5.02 23.46   5.28 23.52  5.08 22.76  5.24 

4  21.49   3.80  23.72   4.59 23.87   4.66 23.92  4.62 23.29  5.06 

5  20.94   5.02  23.26   4.38 23.34   4.80 23.31  4.87 22.95  5.23 

적정

간호

인력

1  20.90   4.67

2.0 

 23.16   4.83

1.70

23.15   4.99 

2.55*

23.19  4.89 

2.22

22.58  5.13 

1.57

2  21.89   4.85  24.40   5.07 24.49   5.07 24.67  5.20 23.79  5.67 

3  22.09   5.25  24.34   5.20 24.52   5.44 24.56  5.49 23.86  5.34 

4  23.75   5.91  24.86   5.70 25.30   5.92 25.44  5.59 24.27  6.74 

5  23.52   4.56  26.90   3.84 28.71   3.70 26.90  3.53 26.75  4.25 

적정

보조

인력

1 19.00 

0.50

18.12

1.56

17.62  

1.78

19.00 

1.53

19.87 

1.10

2  21.01   4.44 22.80   4.52 22.71   4.94 22.74  4.41 22.08  5.39 

3  21.05   4.94 22.93   4.38 22.91   4.60 22.90  4.86 22.02  4.72 

4  22.10   5.33 24.78   5.32 24.94   5.29 24.89  5.39 24.01  5.54 

5  21.37   4.78 23.62   4.98 23.71   5.15 23.81  5.09 23.18  5.42 

첨단장비 

및 

시설

1  22.01   4.81

1.30

24.20   5.03 

1.47

24.27   5.03 

1.62

24.32  5.52 

1.41

23.73  5.35 

0.85

2  20.53   4.79 22.58   4.78 22.69   4.86 22.63  4.91 22.03  4.96 

3  21.26   4.51 23.56   4.64 23.96   4.82 24.01  4.64 23.21  5.33 

4  21.27   4.81 23.60   4.87 23.37   5.27 23.59  5.15 23.08  5.45 

5  22.47   5.42 24.79   5.60 24.94   5.46 24.83  5.52 23.88  5.7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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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차이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의 차이를 분석결과는 <표 25>와 같다.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중 외형성에 대해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을 제공하

기 위한 조건으로 간호사의 개인역량이 가장 중요한 조건(t=2.64, p<.05)이라고 응

답한 간호사일수록 외형성에 대해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

신뢰성에서는 일반간호사보다 책임간호사, 수간호사, 간호과장 등 직위(t=2.93, 

p<.05)가 있는 경력간호사일수록 신뢰성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신속성에서는 일반간호사보다 책임간호사, 수간호사, 간호과장 등 직위(t=2.73, 

p<.05)가 있는 경력간호사일수록 신속성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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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후평가 인식차이               n=315

특성 구분
외형성

t or F
신뢰성

t or F
신속성

t or F
보증성

t or F
공감성

t or F
M ± SD M ± SD M ± SD M ± SD M ± SD

연령 25세 이하 19.35   4.34 

0.88

22.12   4.44 

1.18

21.77   4.35 

1.45

21.58    4.52 

0.87

22.19   5.11 

0.95
26-30세 19.70   4.88 22.64   4.63 22.72   4.77 22.52    4.76 22.25   5.00 

31-40세 18.84   4.53 21.96   4.96 21.93   5.06 21.70    4.90 21.19   5.21

41세 이상 20.41   3.85 23.91   3.74 23.65   4.29 22.15    4.05 22.83   4.03 

결혼

상태

기혼 19.42   4.25 
-0.01

22.27   4.62 
-0.36

22.22   4.74 
-0.21

21.79    4.53 
-0.61

21.68   4.91 
-0.79

미혼 19.43   4.75 22.46   4.62 22.33   4.68 22.17    4.77 22.15   5.10 

종교 기독교 19.52   4.21 

1.68

22.66   4.46 

1.50

22.52   4.62 

1.16

22.24    4.41 

1.19

22.13   4.87 

1.69

천주교 18.49   4.98 21.71   4.72 21.71   4.84 21.35    4.71 21.44   4.96 

불교 20.80   5.11 22.87   4.29 22.91   4.86 22.41    5.08 22.18   4.68 

무교 17.69   3.95 20.05   5.46 20.17   5.81 19.92    5.84 19.08   5.82 

기타 19.85   4.81 22.67   4.66 22.48   4.48 22.26    4.79 22.52   5.18 

교육

정도

전문대 19.54   4.35 

0.14

22.17   4.63 

0.61

22.14   4.52 

0.59

22.02    4.52 

0.56

21.98   5.12 

0.26

방통대 19.19   4.32 22.52   4.57 22.16   4.38 21.68    4.64 21.25   4.87 

대학 19.31   4.81 22.27   4.58 22.13   4.72 21.80    4.81 21.96   5.00 

대학원재학 19.43   4.58 22.50   4.62 22.90   4.46 23.43    4.49 22.38   5.55 

대학원 19.94   4.35 23.68   4.92 23.52   5.61 22.67    4.71 22.60   5.10 

직위 간호과장 20.92   3.79 

1.38

25.87   4.45 

2.93*

25.65   3.38 

2.73*

23.37    3.76 

1.60

22.72   3.94 

2.07
수간호사 21.20   3.79 23.75   3.94 24.11   4.73 23.53    4.16 24.23   4.43 

책임간호사 19.64   4.15 23.62   4.67 23.15   4.74 22.89    4.68 22.83   4.81 

간호사 19.23   4.68 22.04   4.60 21.95   4.66 21.72    4.71 21.66   5.09 

근무

년수

3년 미만 19.28   4.47 

0.24

21.98   4.48 

0.77

21.73   4.45 

1.46

21.52    4.62 

1.45

21.92   5.10 

0.263년-10년 19.63   4.84 22.68   4.71 22.74   4.84 22.50    4.76 22.18   5.02 

10년 이상 19.25   4.17 22.54   4.65 22.35   4.78 21.81    4.57 21.65   5.00 

근무

부서

내과계 19.34   4.21 
-0.27

22.23   4.48 
-0.51

21.93   4.58
-1.09

21.71    4.54 
-0.91

22.71   4.91 
-0.78

외과계 19.48   4.80 22.50   4.70 22.52   4.77 22.20    4.77 22.16   5.12 

개인

역량

1 20.34   4.74 

2.64*

23.15   4.72 

2.08

23.00   4.76 

1.84

22.65    4.72 

1.55

22.54   5.18 

0.98

2 19.77   4.81 22.98   4.76 22.89   5.09 22.51    4.75 22.41   5.17 

3 19.64   4.04 22.41   4.10 22.28   4.22 22.07    4.55 22.06   4.96 

4 18.83   4.55 21.78   4.63 21.69   4.55 21.43    4.58 21.45   4.70 

5 17.30   4.51 20.62   5.02 20.63   4.95 20.45    4.83 20.69   5.35 

우수

표준

교육

1 19.45  4.55 

0.26

22.56   4.69 

0.03

22.59   4.83 

0.18

22.46    4.58 

0.27

22.08   5.22 

0.12

2 19.82  4.59 22.42   4.74 22.20   4.67 21.90    4.66 22.04   5.10 

3 19.17  4.89 22.27   4.96 22.06   5.08 21.87    4.92 21.68   5.01 

4 19.34  4.48 22.35   4.41 22.59   4.45 22.22    4.70 22.21   5.21 

5 19.14  3.89 22.45   3.56 22.13   4.01 21.49    4.31 22.09   4.43 

적정

간호

인력

1 18.91  4.41 

1.70

21.88   4.44 

1.30

21.65   4.45 

1.88

21.42    4.50 

1.57

21.48   4.80 

1.02

2 19.77  4.38 22.91   4.55 22.98   4.64 22.82    4.71 22.58   5.09 

3 20.39  4.82 23.32   4.97 23.29   5.00 22.72    4.78 22.85   5.07 

4 21.13  5.44 23.23   5.17 23.21   5.54 22.50    5.35 22.36   6.10 

5 18.81  7.61 22.34   6.87 23.09   7.80 22.12    6.73 22.34   8.45 

적정

보조

인력

1 22.62      

0.58

22.37        

0.87

21.75 

0.93

19.37   

1.01

19.37

0.76

2 18.56  3.84 21.50   4.12 20.90   3.94 20.75    4.25 21.06   4.52 

3 18.88  5.18 21.42   4.52 21.67   4.98 21.16    4.87 20.93   5.06 

4 19.81  4.48 23.03   4.56 22.80   4.49 22.51    4.50 22.51   4.90 

5 19.45  4.64 22.39   4.71 22.37   4.84 22.10    4.78 22.05   5.16 

첩단장비 

및 

시설

1 19.95  3.63 

2.30

23.09   4.72 

2.30

23.78   5.03 

1.96

23.11    5.23 

1.75

23.52   4.86 

1.64

2 17.91  4.49 20.82   4.20 20.81   4.13 20.53    4.36 20.44   4.45 

3 19.05  4.36 22.23   4.54 22.16   4.42 21.87    4.39 21.97   5.00 

4 19.67  4.80 22.50   4.83 22.29   5.14 22.07    4.97 22.06   5.33 

5 20.40  4.59 23.21   4.47 22.95   4.48 22.66    4.52 22.44   4.9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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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    의

1.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 인식

본 연구는 Parasuraman 등(1991)이 제시한 SERVQUAL 모델을 기반으로 연

구자가 개발한 간호서비스품질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횡단적 비교분석연구로 실

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가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을 제공할 수 있

도록 효과적인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시도하 다.

본 연구에서의 중심개념인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이란 고객의 욕구를 찾아내

어 고객의 만족가치를 보장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제공한 간호서비스품질 말한다.

간호실무에서 효과적인 간호서비스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측정도

구는 Parasuraman 등(1991)이 제시한 5가지 차원의 서비스 구성요소인 외형성, 신

뢰성(reliability), 신속성, 보증성, 공감성을 ‘개인위생’, ‘식사관리’, ‘일상활동 및 운

동’, ‘측정 및 관찰’, ‘의사소통’, ‘투약-정맥주사’, ‘검사 및 처치’, ‘교육 및 정서적지

지’ 의 8개 역의 간호서비스에 핵심가치로 확장 적용하여 40개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고객과 간호사의 사전기대, 사전인식, 사후평가와 중요도 차원으로 각각 개

발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사용된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 핵심가치 인식의 측정에 

사용한 평가도구는 Cronbach α 값이 0.98∼0.96정도로 나타나 SERVQUAL 도구

를 이용하여 개발한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Babakus(1992), 유동근(1996), 이

미애(1999), 임지 (2000), 주미경(2001)의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 측정도구 개발시 Parasuraman 등(1991)의 SERVQUAL 

측정도구와 같이 7점 척도로 개발하 다. 이는 고객의 견해가 보다 차별화 하여 

명확하게 표현되어 질 수 있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주 가설 1에서 간호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의 사전인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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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결과 신뢰성, 신속성, 보증성, 공감성에서는 유의하게, 외형성에서는 유의하지

는 않으나 간호사의 사전인식정도가 높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상위를 점하고 있는 3차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간호서비

스 소비자의 요구 수준에 대한 간호사의 경험으로 기대수준을 인식한 것이 아닌

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객과 간호사의 인식이 차이가 나는 것은 소비자

의 기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인식의 불일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 가설 2에서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가 실제 간호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검증 결과는 외형성에서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고객의 사전기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인식

하여 차이를 나타냈고 신속성, 보증성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낮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났다. 신뢰성과 공감성에서는 고객의 사전기대가 간호사가 실

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낮

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체계순(1997)과 김 이(1998)의 연구결과에서 간호사와 고객간에는 기대

와 성과에 대해 확실한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한 연구 결

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외형성에 충실

하고자 하여도 고객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여건으로 병원의 물리적, 환경적 

지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전문직종인 간호사는 간호의 기술

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경향 있다. 따라서 기능적인 측면인 외형성(t= 4.34, p< 

.01)에서 고객의 인식정도보다 낮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을 볼 때 간호사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신규간호사 교육 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핵심가치

라고 하겠다. 

유동근(1996)과 체계순1997)의 연구에서 간호소비자인 고객과 제공자인 간호사

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인 것과 같이 본 연구도 간호서비

스품질에 대한 소비자와 제공자의 인식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치되

는 결과를 보 다. 이는 간호사가 자신은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을 제공하 다고 

인식하여도 소비자인 고객이 이를 충분히 인식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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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주 가설 3에서 간호사의 사전인식과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 검증결과 간호사의 

사전인식정도는 고객의 사전기대보다 높았으나 실제 제공한 간호서비스품질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5가지 핵심가치에서 모두 낮은 품질을 제공하 다고 인식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Parasuraman 등(1991)이 기대 성과(인식) 불일치 이론에서 

소비자와 제공자의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서비스 수행에서 발생한 차이라

고 한 것과 같이 간호사가 간호서비스 수행단계에서 다양한 물리적, 환경적 요인

으로 전달과정 중에 차이가 발생한 즉 기능적 품질이 낮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Parasuraman 등(1991)은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의 기대수준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하여도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품목의 구체적인 내용이 고객의 가치중심

으로 정확하게 명세화 되어있지 않을 때 제공자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높은 서비

스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라고 하

다.

이에 대한 개선 전략으로 간호서비스품질 핵심가치를 고객 지향적인 관점에서 제

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개인역량개발과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잠재화 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다. 

주 가설 4에서 고객의 사후평가 인식정도와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 

검증결과 외형성에서 고객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신속성, 보

증성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고객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

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고객이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해 실제 경험한 후에 평가한 수

준이므로 고객만족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간호마케팅 활동에서 고객만족도와 고객확보가 시장점유율과 수익에 미치는 향

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서비스품질은 병원으로 하여

금 보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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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간호서비스가 좋을 경우 병원은 긍정적인 평판을 얻게 되고, 그러한 

평판을 통해 의료시장점유율 제고와 경쟁자 보다 시장세분화가 실현될 시점에서 

간호서비스 상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부과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혜택들은 경쟁기관과 차별화 된 우월한 또는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평균이상의 시장점유율의 성장을 기록하고, 서비스품질이 수익에 향을 미치는 

체계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증대된 시장점유와 긍지가격(premium 

price)등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고 하 다(Phillips, Chang & Buzzel, 1993). 병원

경 전략에서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은 하나의 전략요소이다. 그것은 고객에게 사

회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고객만족을 제공한다. 따라서 고객에게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쟁상대가 간단히 모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고객이 불만족한 간호서비스품목을 분석하여 고객정보에 의해 고객가

치와 일치하는 핵심가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간호실무 현장에서 간호서비스제공시 제공자인 간호사와 소비자인 고객간에는 인

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고객만족

이 실현될 수 있는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의 개발은 어렵다(유동근, 1997)고 하

다. 즉 고객의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인식은 고객가치에 대한 기준이자 평가이며, 

고객의 가치기준은 간호서비스 시장의 요구이기도 하며 간호서비스에 대한 포지

셔닝으로서 간호서비스품질의 문제를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원천이기 때문

이다.  

최고의 품질을 갖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것은 모든 서비스 조직에 있

어 매우 핵심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간호 실무 현장에서 진료 측면에서 처방 된 것을 수행하는 기술적인 품질은 간호

사가 개입하는 의사결정부분이 제한되어 있지만 기술이 서비스로 전달되는 과정 

즉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기능적인 품질은 전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존

적인 상태로 간호사의 의사결정 품질의 수준이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고 하겠

다. 그런데 기술적 품질의 측면은 각 조직들에게 최고의 전략으로 받아들여왔었지

만 점차 기술혁신이나 신기술 개발 등으로 인해 기술적인 측면만으로는 경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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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를 확보하기 어렵고 우월한 기술을 확보하 을 때에도 서비스전달과정이 잘

못 관리되어 불만족스런 기능적품질이 제공되는 경우 그 기술적 우위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 다(Grönroos, 1990).

이러한 점에서 SERVQUAL을 이용한 품질관리 즉 기능적품질 관리의 방법은 중

요한 간호서비스품질 관리 방법중의 하나로서 간호서비스 전달과정 즉 간호의 기

능적인 품질관리에 적용하여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기존의 다른 연구와 

차별화 된 개념으로서 간호서비스품질 관리에 실천적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 가설 5에서 고객의 사전기대와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 검증결과 외형성, 신

뢰성, 신속성, 보증성에서 통계적으로 낮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공감성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5가지 핵심가치 모

두 고객의 사전기대보다 실제 경험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수준이었다고 평가하 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일정수준의 기대가치(expected value)

를 가지며 서비스를 받고 나면 실제가치(actual value)를 경험한다.

실제가치와 비교가치의 비교를 통하여 고객만족과 불만족이 형성된다

(Parasuraman, 1985). 일반기업에서 관리대상으로 삼는 품질은 적합품질(conformance 

quality), 신뢰품질(reliability), 성능품질(performance), 그리고 감성품질(amenity)이

라고 하 으며 감성품질은 위의 세 가지 역을 초월하는 품질로 느낌에서 차이

가 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개별적 욕구에 대응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고 하 다(김기 , 2001). 

이미애(2000)와 주미경(2002)이 2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간호소

비자들은 다양한 향요인에 의해 구매이전에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인식과 기

대를 가지며 이러한 기대는 실제 제공받은 경험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인식정도와 

비교하여 품질을 인식하기 때문에 간호사는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요구

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고객의 

욕구수준을 파악하여 차이를 해소하고 제공할 품질에 대해 정확하게 의사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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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구순이(2000)는 서비스 모호성이 높은 의료서비스는 기대나 성과가 고객만족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지 않고 불일치를 통해 간접효과를 발휘한다고 하 다.

여기에서 고객의 기대는 만족형성과정의 준거 틀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

객의 기대수준은 관리의 대상이라고 하 다. 간호서비스품질은 고객지향적인 관점

에서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구축하게 하는 요소이며 간호생산성

의 산출변수로서 매우 중요한 요체이다. 일반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서비스품질

에 관해 연구한 결과 고객과 간호사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주명순, 2002 

; 이미애, 2000 ; 임지 , 2000, ; 이선아, 1998 ; 박행순, 1995)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고객과 간호사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병원 간호조직들이 실무 현장에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한 불

만족 부분을 개선 할 수 있는 고객지향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사가 품질

을 결정하는데 선행되어야 하는 고객가치 반  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한데서 나타

난 결과로 유추 해 볼 수 있겠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위부터 3위를 차지한 3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에서도 고객의 구매 전 기대와 실제 경험한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간호실무에서 간호서비

스품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일반 서비스 산업에 대해 Zeithaml(1996)이 제시

한 방법을 고려 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정확한 품질의 설계(quality of design)와 

품질의 일치여부(quality of conformance)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측정

을 실시해야 하며, 고객불만족의 분석과 설문지 조사를 통해 고객의 피드백을 유

도해야 한다고 하 다. 더불어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의 관찰, 시스템운 상

의 문제 연구 분석이 필요하고 또한 기준미달 품질의 처리(correction nonstandard 

output)로 고객지향적 관점에서 고객취향에 맞는 품질시정과 즉각적인 시정작업의 

착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 다.

또한 사전에 설계된 표준명세서에 의해 정확하게 제공된 간호서비스라고 하여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간호사가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품질의 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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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향요인들이 고객의 평가에 직접적으로 개입 될 수 있

다는 것이다(유동근, 1997). 따라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

지식과 스킬을 활용하여 고객의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서 병원의 수익성 증대를 창출하는 지식근로자라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필요

하다(김경환, 2002). 

주 가설 6에서 고객과 간호사의 간호서비스품질 핵심가치에 대한 중요도 인식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핵심가치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우선순위에서 간호서비스

품목별로 중요도 인식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차이를 나타냈으며 품목에 따라 우선

순위만 다르고 5가지 핵심가치가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 다. 핵심가치별 중요도 

인식에서 특히 외형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간호서

비스품목별 우선순위는 고객과 간호사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2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서비스품질을 구성하는 각 속성에 대하여 중요

도 인식의 차이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 간호서비스 소비자가 인식한 품질의 차이

가 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로 간호사의 지식이나 태도에 변화를 줌으로

서 개선될 수 있는 속성들로 나타났다고 하 다(이미애, 1999). 

또한 고객의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중요도 인식수준 즉 욕구기준과 서비스 제공

자인 간호사가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인 중요도 인식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간호서비스품질 향상에 장애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

다(유동근, 1996). 따라서 간호사의 지식이나 태도만이 아닌 고객지향적으로의 인

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객과 간호사의 인식에 관해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소비자와 제공자간의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기

업에서 품질 개선을 위해 QC활동, Zero Defect운동, TQM운동을 실시하고는 있으

나 실제 구성원들이 품질개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품질이 무엇인지 무슨 내용

의 품질이 개선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품질개선 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 으며, 품질개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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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올바로 유도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하 다.  

더 중요한 것은 품질을 전략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기관에 맞게 개

선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김기 , 1999).    

부 가설 1에서 고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기대와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 

검증결과 여성 고객일수록, 1인실과 특실 고객일수록, 간호서비스에 대해 전혀 경

험이 없거나 긍정적인 경험을 가진 고객일수록,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외부 구전

경험이 전혀 없거나 긍정적인 외부 구전경험을 갖고 있는 고객일수록 사전기대와 

사후평가 인식정도를 높게 하는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향요인을 볼 

때 한번 접촉한 고객의 충성도에 향을 주는 간호사의 간호서비스품질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간호사의 기능적품질 관리 능력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가치가 구현된 감성간호서비스품질 제공은 고객의 호의적인 구전 커뮤

니케이션을 촉진하고, 그 병원의 가치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높여 주며, 또한 간호

사에게는 사기와 충성심을 높여주게 된다고 생각한다.  

GM사의 중역에 따르면 만족한 고객은 평균 8명에게 말하는데 비해 불만족한 고

객은 평균 25명에게 말한다고 하 다. 따라서 불만족한 고객 1명의 구전효과를 만

회하기 위해서는 3명의 만족고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점에서 간호사들

은 고객에게 긍정적인 구전경험을 갖도록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의사결정 순간( MOT)을 고객만족 실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간호서비스 시

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의 문화로 정착시켜 일관성 있는 감성간호를 주도적으로 실

현 해야한다. 또한 병원의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해 구전광고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Shostack, 1984).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된 보호자 또는 간병인 없이 전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그에 대한 별도비용 지불의사를 밝힌 고객이 71.1%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서

비스 시장 세분화에 따른 표적시장에서 간호서비스품질의 차별적인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감성간호 실현 전략(positioning)의 개발에 본 연구 결과는 매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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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 가설 2에서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인식정도와 실제 제공한 간

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는 ‘적정간호인력’이 가장 중요한 조건

이라고 한 간호사일수록, 직위가 있는 책임간호사, 수간호사, 간호과장일수록 고객

의 기대에 대한 사전인식정도가 높았고, 사후평가에는 간호사의 개인역량이 우수

한 간호서비스품질에 중요한 조건이라고 한 간호사가 사후평가에 대한 인식정도

가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많은 간호관리자들은 간호 실무현장에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역동적인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인 품질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

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6년간 1위에서 3위의 상위 고객만족도를 

차지한 3차 의료기관에서도 소비자인 고객과 제공자인 간호사의 간호서비스품질

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존의 SERVQUAL 모델을 적용하여 실시한 연구(주명순, 2002 ; 이미애, 2000 

; 이선아, 1998 ; 박행순, 1995)에서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기대와 성과에 초점을 두고 

간호서비스품질 결정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 으나 본 연구는 Parasuraman 등

(1991)이 서비스품질의 평가 차원으로 사용한 외형성, 신뢰성, 신속성, 보증성, 공

감성을 간호서비스품질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5가지 요소가 반 된 40문항의 측정

도구를 개발하 고, 이를 적용하여 소비자인 고객의 기대와 인식(성과) 뿐만아니

라 최종적인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고 있는 제공자인 간

호사의 사전인식과 사후평가 인식을 평가하여 간호서비스품질 향상 전략을 수립

하고자 시도하 다는 점에서 더 확장된 평가 방법이며 특히 소비자의 사전기대와 

실제 경험한 품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측정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접근방법

이라고 하겠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소비자의 품질 경험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과 제공자의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의 차이를 측정한 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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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미는 간호사의 간호서비스 수행 시 의사결정 기준이 되

는 품질은 고객의 평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 다.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이란 고객이 만족하다고 평가해야 하며, 고객의 욕

구를 찾아내어 고객의 만족가치를 보장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의 관점이 간호

사가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간호를 받기 원하는 관점으로의 인식

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간호의 핵심가치 개념은 고객이 받기 원하는 품질을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

서비스품질 의사결정 시 기준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제공된 품질의 평가기준도 된

다는 점에서 새로운 품질 개선 방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lbrech & Zemke(1985)은 서비스품질의 구성차원을 돌봄과 관심(care & 

concern), 자발성(spontaneity), 문제해결(problem solving) 회복(recovery)의 4가지 

차원을 제시하 다. 즉 돌봄과 관심은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기업의 운 체제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헌신하고 있다는 느낌이며 자발성(spontaneity)은 구성

원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준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은 구성원이 우수한 서비스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에 숙련되고 능숙하게 규칙에 따라 일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서비스 수행을 위한 지원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 회복(recovery)은 서

비스가 잘못되었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누군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그는 또한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소 중 기술적 차원인 문제해결이라는 부분만 제외하면 역시 기능적 품질의 

차원에 치중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간호사가 감성간호서비스품질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그리고 이미지향상의 세 가지 측면 을 

고려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의 연구로서 즉 간호의 기능적 품질

의 개발에 중점을 둔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품질은 최종적으로 병원

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공해 준다. 병원의 이미지와 고객만족과의 관

계를 살펴보면 병원의 이미지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나 실제에 있어서 행동을 좌

우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잘 지워지지 않으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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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가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들은 그들의 고객이 그 조직을 어떻게 평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조직

에서 생산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는 고 가격을 설정하고 마케팅비용이 절감

되며 의사결정에 보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직은 대중으로부터 신

뢰를 받고 구성원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높은 수익을 실현하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성장과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

에 병원 이미지는 병원경 에 매우 중요하다(이학식, 1998).

기업이미지가 기업의 성장 발전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Dowling 

(1986)은 기업이미지는 첫째,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향을 미치며, 잘 형성된 기업

이미지는 마케팅 활동의 성공할 확률을 높여 줄뿐만 아니라 경쟁제품과 차별화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 다. 

둘째, 기업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평가하는데 있어 광고, 가격, 포장 등 기업의 단순한 정보들에 의해서 결정한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미

지의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셋째, 단기 또는 장기이미지 사업운 에 있어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사회환경 내에서 기업경 을 평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넷째 메가마케팅(megamarketing)의 중요한 요인이

다. 즉 마케팅에 향요인으로 전통적인 4P's( production, price, place, promotion)의 

개념에 추가된 것이 메가 마케팅의 마케팅 믹스이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가 뉴

스, 일간지 매체들로부터 좋은 정보를 제공받고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갖도

록 관리해야 한다고 하 다.

따라서 국가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조사 대상이 되는 3차 

의료기관들은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최우수 병원의 이미지를 고객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간호서비스품질 개선 향상 전략 수립은 중요한 

병원 이미지 관리의 측면이기도 하다.

서비스품질과 조직의 이미지와의 관련성을 보면 이미지란 단편적으로 생성되

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문화적, 역사적 과정의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산물로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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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지니게 되는 심상으로 조직이미지, 제품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로 나누며 조직의 이미지는 소비자가 조직의 성격과 개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림이다. 또한 이미지는 서비스품질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 완충(buffer) 혹은 여과기(filter)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Grönroos, 

1990). 

병원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고객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실

수를 간과하기도 하며, 반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고객은 그 병원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할지라도 확대 해석 할 수 있다

(Grönroos, 1990).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과의 관련성에 관해 Oliver(1993)는 고객만족은 특정 서

비스의 사건(incident)에 대한 총괄적인 인지적, 감성적 반응이며 반면 만족 혹은 

불만족은 서비스품질을 경험한 후 기대했던 것을 비교함으로써 발생한다고 하

고, 또한 고객의 욕구충족의 결과로 간주된다고 하 다. Zeithaml(1996)과 

Bitner(1990)는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과의 차이에 대해 서비스품질은 5가지 차원

의 핵심가치가 고객의 인식을 반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은 서비스품질

에 대한 인식과 상황적인 요소와 개인적인 요소에 의하여 향받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안 진(1999)은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과의 관계는 동등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될 독특한 개념이라고 하 으며 이를 기초로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를 보면 만족은 품질과는 관계없이 어떤 측면으로부터 판단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품질은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 의해서 판단된다.

 또한 품질에 대한 기대는 이상적인 것, 훌륭함에 대한 지각에 토대를 두고 있으

나 만족을 판단하는데는 품질과 관계없는 수많은 요인들이 향을 미친다. 또한 

품질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나 공급과 관련한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만족은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품질은 만족처럼 개념상의 선행변수(conceptual antecedent)

를 덜 필요로 한다. 

따라서 품질향상의 주된 목적은 고객만족이며 병원은 고객 및 소비자주의를 최우

선으로 지향하여야 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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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한 고객은 서비스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

가하며 그에 따라 그 관계는 고객만족 - 서비스품질 - 행동의지로 연결된다고 하

다(Bitner, 1990).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고객만족도를 중심으로 불만족으로 평가된 측면을 보

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여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기본간호서비스품질에서 확장품질, 잠재적인 품질까지를 개

발하여 감성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의 기대, 사후평가, 간호사의 사전인식, 

사후평가 인식간의 차이를 조명해 봄으로서 보다 다각적인 분석으로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 개발에 필요한 요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즉 핵심가치가 구현된 간호서비스품질 제공이 체질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채용, 배치, 신규간호사의 교육, 계속교육을 포함하여 우수한 간호서비스

품질 수행에 필요한 역량개발을 위해 전문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함은 물론 고객

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 간호서비스의 핵심가치를 구현하여 간호서비스품질을 제공

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직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간호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의 핵심가

치가 구현된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직, 간접간호의 내용과 품질분석을 통해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 

수행에 필요 부분을 제외한 기타업무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하

고 이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관련 부서간 합리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간호사는 경쟁력을 갖추고 고객의 가치를 중심으로 간호서비스를 수행 할 

수 있는 간호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이를 실현하는 주체인 간호사가 주도

적이 되도록 동기 부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실무 현장에서 관리자들은 다양한 간호서비스품질관리 정보가 간호사들로 

하여금 간호수행 능력을 높여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로 

하여금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 지와 그것을 간호사들 자신이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객과 간호사의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 인식의 차이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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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고객의 가치와 일치하는 품질을 제공하는 간호사의 의사결정과정을 지

원하고, 효과적인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간호의 핵심가치 구현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호서비스품질 개선 향상 방향을 모색함으로서 병원간호 서비스 마케팅 전략 수

립에 기초가 되고 간호생산성과 병원수익성 증대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간호연구, 간호이론, 간호행정, 간호실무 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1) 간호연구 및 이론분야

 

본 연구는 간호서비스 역에 일반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소의 확장 개념으로 

외형성, 신뢰성, 신속성, 보증성, 공감성을 적용하여 간호소비자들의 간호서비스품

목별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 다. 이로써 간호서비스품질 관리이론을 구

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 다. 이는 간호연구의 기초와 간호의 이론구축에서 

간호실무이론에 반 하여 간호의 구성요소로서의 핵심가치를 제시한다. 

또한 간호서비스품질 관리에 필요한 간호서비스품질의 측정 및 간호서비스제품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이론개발을 자극하고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 

핵심가치를 포함한 확장품질 및 잠재품질 개발로 일반제조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최상의 품질인 감성품질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에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

한다고 본다. 

또한 경 학의 서비스품질이론과의 접목으로 학제간 교류를 통해 경 학적 간

호서비스품질 이론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다. 이로써 간호학의 간

호마케팅이론의 도입에 실질적인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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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행정분야

 

간호의 생산성 향상이 목표인 간호행정분야에 고객만족을 실현할 수 있는 간

호서비스품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제공한다.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는 병원의 성공전략은 고객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

호사의 역량에 의해 많은 부분 향을 받게 된다. 고객의 만족 혹은 불만족에 관

계되는 간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실의 순간(MOT : Moment Of Truth)에 

그들의 역량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행동 및 태도에 따라 병원의 생존이 

좌우되며 고객만족경 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고객접점에서 고객과 접촉하는 간호사에 대한 내부마케팅이 

중요하다. 

간호부서의 행정지원은 고객접점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업무수

행 시 행동기준의 명세화 및 표준화를 통한 갈등감소 임파워먼트, 관리자들의 관

심과 배려,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적절한 보상체계확립 등을 통한 간호행

정분야의 체계적 지원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조직과 업무에 만족한 종업원일수록 

고객을 만족시킨다고 하 다(Parasuraman ,1991). 

간호사의 직무갈등은 ‘기대된 직무에 대한 실제지식과 고객욕구만족을 위해 필

요한 지식간의 불일치’와 자기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발생한다. 간호조직에서는 간호사를 내부고객으로 인식하고 동기를 부여

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끊임없이 이질적인 고객집단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새로운 간호서비스를 개

별화 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는 간호사들은 병원내 다른 직종에 비하여 혁신적이

고 비 구조화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특성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

소화시켜 직무갈등이나 심리적 압박에 민감하지 않도록 5가지 핵심가치를 일관성 

있게 반 할 수 있는 모든 간호업무의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준을 제공

함으로 간호행정분야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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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실무분야

고객지향적 간호서비스품질 핵심가치 개념은 간호서비스 실무분야에서 실제로 

간호사들이 고객의 개별적 정보에 의해 제공 할 간호서비스품질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과정에 적용하여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제공한다. 

간호현장에서 다양한 특성의 고객에게 개별적인 간호서비스품질의 생산과 판매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이 품질을 결정할 때 효과적인 간호서비스 기준을 토대로 간호

서비스 역량을 발휘하여 확장상품, 잠재상품을 제공하게 된다면 스스로 자긍심과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심리적인 면에서 갈등이 감소하게 되고 긍정적인 감정상

태를 가지게 됨으로서 바람직한 품질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즉 간호사는 고객지향적으로 변화되어 고객이 원하는 핵심가치를 확인하는 습

관을 체질화하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으로 본다. 

직무만족도가 높은 간호사는 대인관계의 민감성이 높아져 고객의 이야기를 경

청하고 고객의 욕구와 필요성을 신속히 파악하여 친절한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고 

고객지향적인 사고와 의사결정 행동들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만족도가 높으면 친절한 행위, 감정의 자제, 비판의 수용정도도 높아진다고 하

다(Grander, 1985). 간호실무에서 직무만족도가 높은 간호사들로 유도할 수 있고 

간호서비스 상품의 생산자이며 판매자로서 또한 간호시장 세분화에 의한 병원 수

익성 촉진자로 실무현장의 간호서비스 마케터로서 자부심을 갖고 중심역할에 기

여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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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고객과 간호사의 간호서비스품질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여 고객지향의 맞춤 간호서비스 제공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데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하 다.

1998년도부터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국가고객만족도(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ication : NCSI)조사 결과 6년 동안 1위부터 3위를 차지하 던 4개

의 3차 의료기관의 고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고객 313명 간호사 315명을 대상으로 Parasuraman 등(1991)이 제시한 

SERVQUAL모델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간호서비스품질 측정도구로 고객과 

간호사간의 인식의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인식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고객지향의 

간호서비스품질 제공시 간호사의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는데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하는 횡단적 비교분석연구이다.

간호서비스품질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 

측정 문항의 Cronbach α=.9787 이며 실제 경험에 대한 고객의 사후평가 인식정

도 측정 문항의 Cronbach α=.9650 이며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중요도 인식 측

정 문항의 Cronbach α=.9650, 고객의 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인식정도 측정 

문항의 Cronbachα=.9828, 실제 제공한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정도 측정 문항의 Cronbach α=.9730이고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간호사의 

중요도 인식 측정 문항의 Cronbach α=.9688로 높은 신뢰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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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가설 검증결과

1)-1.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간호사의 사전인식에는 차이

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 1가설은 신뢰성(t=-3.31, p<.05), 신속성(t=-3.34, p< .05), 

보증성(t=-3.44, p<.05), 공감성(t=-3.2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간호사의 

사전 인식정도가 고객의 사전기대보다 높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고, 외형성도 유

의하지는 않으나 간호사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1)-2.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 기대와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 2가설은 외형성(t=4.34, p< .01)에서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고객의 사전기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낮게 인식하여 차이를 나타냈다. 신속성, 보증성에서도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

식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낮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났다. 신뢰성과 

공감성에서는 고객의 사전기대가 간호사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

식정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낮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1)-3.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인식과 사후평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 3가설은 외형성(t=9.88, p<.01), 신뢰성(t=6.67, p<.01), 신속성

(t=7.69, p<.01), 보증성(t=9.20, p< .01), 공감성(t=5.68, p<.01)의 5가지 핵심가치 

모두 사전인식보다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1)-4. ‘고객의 사후평가 인식과 간호사의 사후평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

다.’라는 제 4가설은 외형성(t=-4.34, p<.01)에서 고객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간호

사가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신속성, 보증성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고객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신뢰성, 공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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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고객의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차

이를 나타냈다.

1)-5.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사전기대와 사후평가 인식에는 차이가 있

을 것이다.’라는 제 5가설은 외형성(t=3.23, p<.01), 신뢰성(t=2.78, p<.05), 신속성

(t=3.10, p<.05), 보증성(t=3.61, p<.01)에서 고객의 사전기대보다 사후평가 인식정

도가 통계적으로 낮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공감성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으나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5가지 핵심가치 모두 사전기대보다 실

제 경험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정도는 낮은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1)-6. ‘고객과 간호사의 간호서비스품질의 핵심가치에 대한의 중요도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 6가설은 핵심가치에 대한 중요도 인식 우선순위에서 

간호서비스품목별 중요도 인식차이는 ‘검사 및 처치’ 와 ‘교육 및 정서적지지’ 간호

서비스품목에서만 고객과 간호사의 중요도 인식의 우선순위가 일치하 고, ‘개인위

생’, ‘일상활동 및 운동’, ‘식사관리’, ‘측정 및 관찰’, ‘의사소통’, ‘투약-정맥주사’에서

의 핵심가치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간호서비스품질 핵심가치중 외형성(t=2.56, p<.01)에서 고객의 간호서비스품

질의 핵심가치 중요도 인식정도가 간호사의 중요도 인식정도보다 높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핵심가치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우선순위에서 간호서비스품목별로 

중요도 인식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차이를 나타냈으며 품목에 따라 우선순위만 다

르고 5가지 핵심가치가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 다. 핵심가치별 중요도 인식에서 

특히 외형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간호서비스품목

별 우선순위는 고객과 간호사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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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가설 검증결과

2)-1. ‘고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기대와 사후평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 1부 가설은 여성 고객일수록, 1인실과 특실 고객일수록, 간호서비

스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거나 긍정적인 경험이 있는 고객일수록, 간호서비스품질

에 대한 외부 구전경험이 전혀 없거나 긍정적인 외부 구전경험이 있는 고객일수

록 사전기대와 사후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2)-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객의 사전기대에 대한 간호사의 사전인

식과 실제 제공한 품질에 대한 사후평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 2 

부 가설은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적정간호인력’이 가장 중요

한 조건이라고 한 간호사일수록, 직위가 있는 책임간호사이상 수간호사, 간호과장, 

경력간호사일수록 고객의 기대에 대한 사전인식정도가 높았고, 사후평가에는 간호

사의 개인역량이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에 중요한 조건이라고 한 간호사가 사후

평가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6년간 1위부터 3위의 상위 고객만족도를 

차지한 3차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해 소비자인 고객과 제공자인 간

호사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품질개선은 어느 한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병원내 전 직원이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고 전달하는데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우수한 품질실현은 효율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될 때 품질 향상이 성공을 거

둘 수 있다. 우수한 품질은 조직의 문화를 필요로 하며, 품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에 달려있다. 

이는 핵심가치가 구현된 감성간호서비스품질은 고객의 호의적인 구전 커뮤니

케이션을 촉진하고, 그 병원의 가치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높여 준다. 또한 구성원

에게는 사기와 충성심을 높여주게 된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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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의 개선을 목표로 개발한 SERVQUAL 모델에서 Parasuraman 등(1991)은 

은행과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고객의 기대-성과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결과 소비자는 신뢰성을 가장 중요한 1순위로 인식하 다고 하 으나 본 연구 결

과 고객은 외형성, 신뢰성, 신속성, 보증성, 공감성을 간호서비스품목에 따라 핵심

가치의 우선순위만 다르게 인식하 을 뿐 간호서비스에서는 모두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 다.

따라서 고객의 가치와 일치하는 품질을 제공하는 간호사의 의사결정과정을 지원

하고, 간호서비스품질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서 병원간호 서비스 마케팅 전략 수

립에 기초를 제공하고 간호생산성과 병원수익성 증대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제 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서비스품질 개발과 간호서비스마케팅 전략수립

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는 입원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기대와 사후평가를 횡단적 연구로 동

시에 측정하여 분석하 으나 이 경우 특정 간호서비스품질 인식에 대한 기대수준

(예상수준)의 측정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이유로 SERVQUAL은 규범수준(normative 

expectation), 혹은 실현가능 수준을 측정하 으나 시간 간격을 두고 기대와 인식

의 차이를 측정하는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2. 간호서비스 표적시장을 고객의 욕구수준에 따라 세분화하고 정책적으로 전

략적 품질 의사결정 시스템을 적용한 특수병동을 운 하여 고객지향적 간호서비

스품질이 고객만족도, 고객충성도, 병원수익증대 효과에 미치는 향에 관한 실증

적 연구를 제언한다. 

  

3. 본 연구에서 5가지 간호서비스품질 핵심가치가 반 된 특수부서(수술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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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간호)간호서비스 품목을 개발하여 간호서비스의 확장상품, 잠재적 상품의 

집중개발을 제언한다.

4. 간호실무에서 핵심가치인 외형성, 신뢰성, 신속성, 보증성, 공감성이 모든 간

호제공 시 구현되도록 실제적인 간호업무 프로세스 수행 시스템의 개발을 제언한

다.

5. 간호서비스 시장 세분화에 의한 표적고객을 중심으로 핵심가치가 반 된 개

별화, 차별화 된 감성간호서비스품질 실현을 위한 시스템개발을 통해 간호마케팅 

전략의 수립을 제언한다.   

6. 본 연구결과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결과 1위부터 3위의 3차 의료기관

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이므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 3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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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병원을 방문하시기 전에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해 가졌던 기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적으로

동의

⑦  

매우동의

⑥

동의한다

   

⑤

그저

그렇다

④

동의

하지않음

③

거의동의

하지않음

②

전혀동의

하지않음

①

개

인

위

생

1. 목욕 세면실 물품 제공과 밝은 색상의 편안한 환의와 청

결한 침구를 제공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자신의 위생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과 같이 세심하게 배려

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보살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청결한 상태의 유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자주 

방문하여 보살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항상 쾌적하고 편안한 청결상태는 기본적으로 유지시켜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평안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식

사

관

리

6. 질과 맛이 좋은 식사를 제공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 질병에 알맞은 양과 칼로리  적절한 온도로 음식 맛이 

유지된 식사가 제공되었는지 평가하고 개선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8. 검사 후 즉시 식욕상태를 점검하고 식사여부를 확인한 후 

원할 시 따뜻하게 데워 제공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9. 식사습관 및 회복을 위한 양상태를 확인하고 음식의 질

을 개선하여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0.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를 보살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일

상

활

동

및

운

동

11.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한 침상보조기구 일상활동기구(휠

체어, 이동폴대)와 쾌적한 운동장소 및 운동기구를 제공

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2. 개인의 생활습관을 존중하며  계획된 간호 수행 시동의

를 구하고 활동 가능 범위 내에서 간호한 후 평가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3. 침상보조기구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운동기구 그리

고 사용전에 먼저 안전을 점검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4.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사명감을 갖고 활동과 운동을 

보살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5. 움직일 때 함께 하며 개인적인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

인 참여를 도와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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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및

관
찰

16. 소형의 정확한 최신첨단 장비를 사용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7. 측정 이유를 항상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8. 측정과 관찰 즉시 그 결과와 향에 대해 불안하지 않도

록 설명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9. 지식에 근거한 능숙하고 숙련된 자세로 정확하게 측정 

관찰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0. 미소 띤 얼굴로 부드럽고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측정하

고 관찰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의
사
소
통

21. 단정한 외모 정중하고 겸손하며 교양 있고 예의바른 자

세로 대화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2. 개인의 고충과 의견을 먼저 경청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인격을 존중하며 대화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3. 자주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행될 간호 및 치료 계획에 대

해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4. 모든 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항상 

자세하게 설명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5. 항상 미소 띤 얼굴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보살핌으로 고립

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투
약
｜
정
맥
주
사

26. 자유로운 움직임 통증을 주지 않는 주사바늘의 굵기로 

행동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사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7. 전문간호사의 지식 부드럽고 숙련된 기술로 한번에 움직

임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사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8. 일정시간 간격으로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를 정확

하게 체크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9. 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0. 주사의 통증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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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및

처
치

31. 디지털 상물로 설명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2. 검사 및 처치 계획과 목적  시행후 주의 사항에 대해 충

분히 알기 쉽게 설명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3. 검사 및 처치 후 합병증 유무를 자주 방문하여 점검하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설명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4. 검사 과정과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실시

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5. 불안한 마음을 배려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교
육

및

정
서
적

지
지

36. 검사(또는 수술) 처치계획에 대한 설명 입원기간 치료비

에 관한 정보제공을 여유있고  미소 띤 밝은 얼굴로 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7. 모든 입원관련 정보제공 검사(또는 수술) 처치계획 설명

을 교양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설

명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8. 검사(또는 수술) 처치후의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주

의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게 보살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9. 검사(또는 수술) 처치의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 알아

야할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설명하여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0. 교육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정도를 확인하고 개인적인 존

중과 배려로 항상 환자의 입장에 서서 보살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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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의

⑦  

매우동의

⑥

동의한다

   

⑤

그저

그렇다

④

동의

하지않음

③

거의동의

하지않음

②

전혀동의

하지않음

①

개

인

위

생

1. 목욕 세면실 물품 제공과 밝은색상의 편안한 환의와 청결

한 침구를 제공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자신의 위생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과 같이 세심하게 배려

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청결한 상태의 유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자주 

방문하여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항상 쾌적하고 편안한 청결상태는 기본적으로 유지 시켜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평안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

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식

사

관

리

6. 질과 맛이 좋은 식사를 제공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 질병에 알맞은 양과 칼로리  적절한 온도로 음식 맛이 

유지된 식사가 제공되었는지 평가하고 개선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8. 검사 후 즉시 식욕상태를 점검하고 식사여부를 확인한 후 

원할 시 따뜻하게 데워 제공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9. 식사습관 및 회복을 위한 양상태를 확인하고 음식의 질

을 개선하여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0.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를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일
상
활
동

및

운
동

11.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한 침상보조기구 일상활동기구(휠

체어, 이동폴대)와 쾌적한 운동장소 및 운동기구를 제공

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2. 개인의 생활습관을 존중하며  계획된 간호 수행 시동의를 

구하고 활동 가능 범위 내에서 간호한 후 평가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3. 침상보조기구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운동기구 그리

고 사용전에 먼저 안전을 점검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4.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사명감을 갖고 활동과 운동을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5. 움직일 때 함께 하며 개인적인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

인 참여를 도와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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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및

관
찰

16. 소형의 정확한 최신첨단 장비를 사용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7. 측정 이유를 항상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8. 측정과 관찰 즉시 그 결과와 향에 대해 불안하지 않도

록 설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9. 지식에 근거한 능숙하고 숙련된 자세로 정확하게 측정 

관찰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0. 미소 띤 얼굴로 부드럽고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측정하

고 관찰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의
사
소
통

21. 단정한 외모 정중하고 겸손하며 교양 있고 예의바른 자

세로 대화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2. 개인의 고충과 의견을 먼저 경청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인격을 존중하며 대화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3. 자주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행될 간호 및 치료 계획에 대

해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4. 모든 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항상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5. 항상 미소 띤 얼굴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보살핌으로 고립

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투
약
｜
정
맥
주
사

26. 자유로운 움직임 통증을 주지 않는 주사바늘의 굵기로 

행동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사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7. 전문간호사의 지식 부드럽고 숙련된 기술로 한번에 움직

임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사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8. 일정시간 간격으로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를 정확

하게 체크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9. 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0. 주사의 통증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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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및

처
치

31. 디지털 상물로 설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2. 검사 및 처치 계획과 목적  시행후 주의 사항에 대해 충

분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3. 검사 및 처치 후 합병증 유무를 자주 방문하여 점검하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설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4. 검사 과정과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실시

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5. 불안한 마음을 배려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교
육

및

정
서
적

지
지

36. 검사(또는 수술) 처치계획에 대한 설명 입원기간 치료비에 

관한 정보제공을 여유있고  미소 띤 밝은 얼굴로 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7. 모든 입원관련 정보제공 검사(또는 수술) 처치계획 설명

을 교양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설

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8. 검사(또는 수술) 처치후의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주

의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게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9. 검사(또는 수술) 처치의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 알아

야할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설명하여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0. 교육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정도를 확인하고 개인적인 

존중과 배려로 항상 환자의 입장에 서서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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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께서 간호서비스 품질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표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동의

⑦  

매우동의

⑥

동의한다

   

⑤

그저

그렇다

④

동의

하지않음

③

거의동의

하지않음

②

전혀동의

하지않음

①

개

인

위

생

1. 목욕 세면실 물품 제공과 밝은색상의 편안한 환의와 청결

한 침구를 제공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자신의 위생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과 같이 세심하게 배려

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청결한 상태의 유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자주 

방문하여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항상 쾌적하고 편안한 청결상태는 기본적으로 유지 시켜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평안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

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식

사

관

리

6. 질과 맛이 좋은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 질병에 알맞은 양과 칼로리  적절한 온도로 음식 맛이 

유지된 식사가 제공되었는지 평가하고 개선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8. 검사 후 즉시 식욕상태를 점검하고 식사여부를 확인한 후 

원할 시 따뜻하게 데워 제공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9. 식사습관 및 회복을 위한 양상태를 확인하고 음식의 질

을 개선하여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0.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를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일
상
활
동

및

운
동

11.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한 침상보조기구 일상활동기구(휠

체어, 이동폴대)와 쾌적한 운동장소 및 운동기구를 제공

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2. 개인의 생활습관을 존중하며 계획된 간호 수행 시동의를 

구하고 활동 가능 범위 내에서 간호한 후 평가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3. 침상보조기구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운동기구 그리

고 사용전에 먼저 안전을 점검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4.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사명감을 갖고 활동과 운동을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5. 움직일 때 함께 하며 개인적인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

인 참여를 도와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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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및

관
찰

16. 소형의 정확한 최신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7. 측정 이유를 항상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8. 측정과 관찰 즉시 그 결과와 향에 대해 불안하지 않도

록 설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9. 지식에 근거한 능숙하고 숙련된 자세로 정확하게 측정 

관찰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0. 미소 띤 얼굴로 부드럽고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측정하

고 관찰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의
사
소
통

21. 단정한 외모 정중하고 겸손하며 교양 있고 예의바른 자

세로 대화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2. 개인의 고충과 의견을 먼저 경청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인격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3. 자주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행될 간호 및 치료 계획에 대

해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4. 모든 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항상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5. 항상 미소 띤 얼굴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보살핌으로 고립

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투
약
｜
정
맥
주
사

26. 자유로운 움직임 통증을 주지 않는 주사바늘의 굵기로 

행동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사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7. 전문간호사의 지식 부드럽고 숙련된 기술로 한번에 움직

임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사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8. 일정시간 간격으로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를 정확

하게 체크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9. 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0. 주사의 통증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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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및

처
치

31. 디지털 상물로 설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2. 검사 및 처치 계획과 목적  시행후 주의 사항에 대해 충

분히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3. 검사 및 처치 후 합병증 유무를 자주 방문하여 점검하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설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4. 검사 과정과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실시

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5. 불안한 마음을 배려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교
육

및

정
서
적

지
지

36. 검사(또는 수술) 처치계획에 대한 설명 입원기간 치료비에 

관한 정보제공을 여유있고 미소 띤 밝은 얼굴로 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7. 모든 입원관련 정보제공 검사(또는 수술) 처치계획 설명

을 교양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설

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8. 검사(또는 수술) 처치후의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주

의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게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9. 검사(또는 수술) 처치의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 알아

야할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설명하여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0. 교육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정도를 확인하고 개인적인 

존중과 배려로 항상 환자의 입장에 서서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138 -

  다음 사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

⑦  

매우동의

⑥

동의한다

   

⑤

그저

그렇다

④

동의

하지않음
③

거의동의

하지않음

②

전혀동의

하지않음

①

개

인

위

생

1. 목욕 세면실 물품 제공과 밝은 색상의 편안한 환의와 청

결한 침구를 제공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자신의 위생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과 같이 세심하게 배려

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보살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청결한 상태의 유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자주 

방문하여 보살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항상 쾌적하고 편안한 청결상태는 기본적으로 유지시켜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평안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식

사

관

리

6. 질과 맛이 좋은 식사를 제공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 질병에 알맞은 양과 칼로리 적절한 온도로 음식 맛이 

유지된 식사가 제공되었는지 평가하고 개선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8. 검사 후 즉시 식욕상태를 점검하고 식사여부를 확인한 후 

원할 시 따뜻하게 데워 제공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9. 식사습관 및 회복을 위한 양상태를 확인하고 음식의 질

을 개선하여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0.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를 보살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일

상

활

동

및

운

동

11.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한 침상보조기구 일상활동기구(휠

체어, 이동폴대)와 쾌적한 운동장소 및 운동기구를 제공

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2. 개인의 생활습관을 존중하며  계획된 간호 수행 시 동의

를 구하고 활동 가능 범위 내에서 간호한 후 평가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3. 침상보조기구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운동기구 그리

고 사용전에 먼저 안전을 점검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4.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사명감을 갖고 활동과 운동을 

보살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5. 움직일 때 함께 하며 개인적인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

인 참여를 도와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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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및

관
찰

16. 소형의 정확한 최신첨단 장비를 사용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7. 측정 이유를 항상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8. 측정과 관찰 즉시 그 결과와 향에 대해 불안하지 않도

록 설명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9. 지식에 근거한 능숙하고 숙련된 자세로 정확하게 측정 

관찰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0. 미소 띤 얼굴로 부드럽고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측정하

고 관찰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의
사
소
통

21. 단정한 외모 정중하고 겸손하며 교양 있고 예의바른 자

세로 대화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2. 개인의 고충과 의견을 먼저 경청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인격을 존중하며 대화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3. 자주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행될 간호 및 치료 계획에 대

해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4. 모든 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항상 

자세하게 설명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5. 항상 미소 띤 얼굴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보살핌으로 고립

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투
약
｜
정
맥
주
사

26. 자유로운 움직임 통증을 주지 않는 주사바늘의 굵기로 

행동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사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7. 전문간호사의 지식 부드럽고 숙련된 기술로 한번에 움직

임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사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8. 일정시간 간격으로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를 정확

하게 체크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9. 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0. 주사의 통증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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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및

처
치

31. 디지털 상물로 설명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2. 검사 및 처치 계획과 목적  시행후 주의 사항에 대해 충

분히 알기 쉽게 설명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3. 검사 및 처치 후 합병증 유무를 자주 방문하여 점검하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설명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4. 검사 과정과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실시

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5. 불안한 마음을 배려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교
육

및

정
서
적

지
지

36. 검사(또는 수술) 처치계획에 대한 설명 입원기간 치료비에 

관한 정보제공을 여유있고 미소 띤 밝은 얼굴로 할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7. 모든 입원관련 정보제공 검사(또는 수술) 처치계획 설명

을 교양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설

명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8. 검사(또는 수술) 처치후의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주

의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게 보살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9. 검사(또는 수술) 처치의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 알아

야할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설명하여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0. 교육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정도를 확인하고 개인적인 존

중과 배려로 항상 환자의 입장에 서서 보살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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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께서 입원 환자에게  실제로  제공하신 간호서비스품질은 어떠하 다고 

 느끼시는지 ∨표 해주십시오

전적으로

동의

⑦  

매우동의

⑥

동의한다

   

⑤

그저

그렇다

④

동의

하지않음

③

거의동의

하지않음

②

전혀동의

하지않음

①

개

인

위

생

1. 목욕 세면실 물품 제공과 밝은색상의 편안한 환의와 청결

한 침구를 제공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자신의 위생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과 같이 세심하게 배려

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청결한 상태의 유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자주 

방문하여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항상 쾌적하고 편안한 청결상태는 기본적으로 유지 시켜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평안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

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식

사

관

리

6. 질과 맛이 좋은 식사를 제공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 질병에 알맞은 양과 칼로리  적절한 온도로 음식 맛이 

유지된 식사가 제공되었는지 평가하고 개선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8. 검사 후 즉시 식욕상태를 점검하고 식사여부를 확인한 후 

원할 시 따뜻하게 데워 제공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9. 식사습관 및 회복을 위한 양상태를 확인하고 음식의 질

을 개선하여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0.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를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일
상
활
동

및

운
동

11.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한 침상보조기구 일상활동기구(휠

체어, 이동폴대)와 쾌적한 운동장소 및 운동기구를 제공

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2. 개인의 생활습관을 존중하며  계획된 간호 수행 시동의를 

구하고 활동 가능 범위 내에서 간호한 후 평가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3. 침상보조기구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운동기구 그리

고 사용전에 먼저 안전을 점검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4.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사명감을 갖고 활동과 운동을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5. 움직일 때 함께 하며 개인적인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

인 참여를 도와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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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및

관
찰

16. 소형의 정확한 최신첨단 장비를 사용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7. 측정 이유를 항상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8. 측정과 관찰 즉시 그 결과와 향에 대해 불안하지 않도

록 설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9. 지식에 근거한 능숙하고 숙련된 자세로 정확하게 측정 

관찰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0. 미소 띤 얼굴로 부드럽고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측정하

고 관찰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의
사
소
통

21. 단정한 외모 정중하고 겸손하며 교양 있고 예의바른 자

세로 대화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2. 개인의 고충과 의견을 먼저 경청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인격을 존중하며 대화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3. 자주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행될 간호 및 치료 계획에 대

해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4. 모든 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항상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5. 항상 미소 띤 얼굴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보살핌으로 고립

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투
약
｜
정
맥
주
사

26. 자유로운 움직임 통증을 주지 않는 주사바늘의 굵기로 

행동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사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7. 전문간호사의 지식 부드럽고 숙련된 기술로 한번에 움직

임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사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8. 일정시간 간격으로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를 정확

하게 체크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9. 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0. 주사의 통증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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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및

처
치

31. 디지털 상물로 설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2. 검사 및 처치 계획과 목적  시행후 주의 사항에 대해 충

분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3. 검사 및 처치 후 합병증 유무를 자주 방문하여 점검하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설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4. 검사 과정과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실시

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5. 불안한 마음을 배려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교
육

및

정
서
적

지
지

36. 검사(또는 수술) 처치계획에 대한 설명 입원기간 치료비

에 관한 정보제공을 여유있고  미소 띤 밝은 얼굴로 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7. 모든 입원관련 정보제공 검사(또는 수술) 처치계획 설명

을 교양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설

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8. 검사(또는 수술) 처치후의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주

의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게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9. 검사(또는 수술) 처치의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 알아

야할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설명하여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0. 교육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정도를 확인하고 개인적인 

존중과 배려로 항상 환자의 입장에 서서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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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가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해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는 정도에 ∨표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동의

⑦  

매우동의

⑥

동의한다

   

⑤

그저

그렇다

④

동의

하지않음

③

거의동의

하지않음

②

전혀동의

하지않음

①

개

인

위

생

1. 목욕 세면실 물품 제공과 밝은색상의 편안한 환의와 청결

한 침구를 제공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자신의 위생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과 같이 세심하게 배려

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청결한 상태의 유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자주 

방문하여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항상 쾌적하고 편안한 청결상태는 기본적으로 유지 시켜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평안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

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식

사

관

리

6. 질과 맛이 좋은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 질병에 알맞은 양과 칼로리  적절한 온도로 음식 맛이 

유지된 식사가 제공되었는지 평가하고 개선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8. 검사 후 즉시 식욕상태를 점검하고 식사여부를 확인한 후 

원할 시 따뜻하게 데워 제공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9. 식사습관 및 회복을 위한 양상태를 확인하고 음식의 질

을 개선하여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0.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를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일
상
활
동

및

운
동

11.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한 침상보조기구 일상활동기구(휠

체어, 이동폴대)와 쾌적한 운동장소 및 운동기구를 제공

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2. 개인의 생활습관을 존중하며 계획된 간호 수행 시동의를 

구하고 활동 가능 범위 내에서 간호한 후 평가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3. 침상보조기구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운동기구 그리

고 사용전에 먼저 안전을 점검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4.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사명감을 갖고 활동과 운동을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5. 움직일 때 함께 하며 개인적인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

인 참여를 도와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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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및

관
찰

16. 소형의 정확한 최신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7. 측정 이유를 항상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8. 측정과 관찰 즉시 그 결과와 향에 대해 불안하지 않도

록 설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9. 지식에 근거한 능숙하고 숙련된 자세로 정확하게 측정 

관찰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0. 미소 띤 얼굴로 부드럽고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측정하

고 관찰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의
사
소
통

21. 단정한 외모 정중하고 겸손하며 교양 있고 예의바른 자

세로 대화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2. 개인의 고충과 의견을 먼저 경청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인격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3. 자주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행될 간호 및 치료 계획에 대

해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4. 모든 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항상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5. 항상 미소 띤 얼굴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보살핌으로 고립

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투
약
｜
정
맥
주
사

26. 자유로운 움직임 통증을 주지 않는 주사바늘의 굵기로 

행동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사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7. 전문간호사의 지식 부드럽고 숙련된 기술로 한번에 움직

임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사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8. 일정시간 간격으로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를 정확

하게 체크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9. 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0. 주사의 통증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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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및

처
치

31. 디지털 상물로 설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2. 검사 및 처치 계획과 목적  시행후 주의 사항에 대해 충

분히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3. 검사 및 처치 후 합병증 유무를 자주 방문하여 점검하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설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4. 검사 과정과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실시

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5. 불안한 마음을 배려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교
육

및

정
서
적

지
지

36. 검사(또는 수술) 처치계획에 대한 설명 입원기간 치료비에 

관한 정보제공을 여유있고 미소 띤 밝은 얼굴로 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7. 모든 입원관련 정보제공 검사(또는 수술) 처치계획 설명

을 교양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설

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8. 검사(또는 수술) 처치후의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주

의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게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9. 검사(또는 수술) 처치의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 알아

야할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설명하여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0. 교육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정도를 확인하고 개인적인 

존중과 배려로 항상 환자의 입장에 서서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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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란에 V로 표시하거나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 만 (     )  세

2. 귀하의 성별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종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유교  ⑤ 기타  ⑥ 없음 

4. 귀하의 교육 정도

① 초등학교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이상  

5.  귀하의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6.귀하의 직업

① 주부 ② 사업 ③ 공무원 ④ 교직자 ⑤ 회사원 ⑥ 자 업 ⑦ 기타

8.귀하의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

① 100만원미만      ②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③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④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⑤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⑥ 500만원이상

9. 현재 귀하께서 입원하고 계신 병실

① 다인실 ② 1인실 ③특실

10.귀하께서 현재 입원하고 계신 진료과

① 내    과 ② 일반외과 ③ 정형외과 ④ 신경외과 

⑤ 흉부외과 ⑥ 성형외과 ⑦ 산부인과 ⑧ 신 경 과

⑨ 비뇨기과 ⑩ 이비인후과 ⑪ 기    타 

11.무슨 목적으로 입원을 하셨는지요 ?

① 진단 ② 치료 ③ 건강검진 ④ 기 타   

12.과거에 간호서비스를 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2 - 1.“ 예 ”라면

① 매우 나빴다 ② 나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았다  ⑤ 매우 좋았다

13. 입원하시기 전에 본병원 간호서비스 품질에 대해 주위사람들로부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3 - 1.  “예”라면   

① 매우 나빴다 ② 나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았다  ⑤ 매우 좋았다

14. 본 병원에서 원하는 간호서비스를 보호자 또는 간병인 없이 간호사가 전문

적으로 제공한다면 그 비용을 부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 1.  “예”라면 하루 24시간에 얼마정도 부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① 3만이상∼ 5만원미만   ② 5만원이상 ∼ 10만원미만   ③ 1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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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간호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환자분들이 간호사에게 어떠한 서비스품질을 기대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실제 귀하께서 제공한 서비스는 어떤 

품질이라고 느끼시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간호사분들께서 제공해 주시는 응답은 학문적인 연구 목적으

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익명성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

다.

     

                                 

                         2003. 3.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이 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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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시기 전에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

⑦  

매우동의

⑥

동의한다

   

⑤

그저

그렇다

④

동의

하지않음
③

거의동의

하지않음

②

전혀동의

하지않음

①

개

인

위

생

1. 목욕 세면실 물품 제공과 밝은 색상의 편안한 환의와 청

결한 침구를 제공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자신의 위생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과 같이 세심하게 배려

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보살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청결한 상태의 유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자주 

방문하여 보살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항상 쾌적하고 편안한 청결상태는 기본적으로 유지시켜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평안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식

사

관

리

6. 질과 맛이 좋은 식사를 제공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 질병에 알맞은 양과 칼로리  적절한 온도로 음식 맛이 

유지된 식사가 제공되었는지 평가하고 개선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8. 검사 후 즉시 식욕상태를 점검하고 식사여부를 확인한 후 

원할 시 따뜻하게 데워 제공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9. 식사습관 및 회복을 위한 양상태를 확인하고 음식의 질

을 개선하여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0.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를 보살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일

상

활

동

및

운

동

11.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한 침상보조기구 일상활동기구(휠

체어, 이동폴대)와 쾌적한 운동장소 및 운동기구를 제공

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2. 개인의 생활습관을 존중하며  계획된 간호 수행 시동의

를 구하고 활동 가능 범위 내에서 간호한 후 평가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3. 침상보조기구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운동기구 그리

고 사용전에 먼저 안전을 점검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4.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사명감을 갖고 활동과 운동을 

보살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5. 움직일 때 함께 하며 개인적인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

인 참여를 도와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150 -

측
정

및

관
찰

16. 소형의 정확한 최신첨단 장비를 사용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7. 측정 이유를 항상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8. 측정과 관찰 즉시 그 결과와 향에 대해 불안하지 않도

록 설명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9. 지식에 근거한 능숙하고 숙련된 자세로 정확하게 측정 

관찰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0. 미소 띤 얼굴로 부드럽고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측정하

고 관찰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의
사
소
통

21. 단정한 외모 정중하고 겸손하며 교양 있고 예의바른 자

세로 대화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2. 개인의 고충과 의견을 먼저 경청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인격을 존중하며 대화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3. 자주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행될 간호 및 치료 계획에 대

해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4. 모든 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항상 

자세하게 설명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5. 항상 미소 띤 얼굴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보살핌으로 고립

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투
약
｜
정
맥
주
사

26. 자유로운 움직임 통증을 주지 않는 주사바늘의 굵기로 

행동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사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7. 전문간호사의 지식 부드럽고 숙련된 기술로 한번에 움직

임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사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8. 일정시간 간격으로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를 정확

하게 체크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9. 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0. 주사의 통증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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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및

처
치

31. 디지털 상물로 설명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2. 검사 및 처치 계획과 목적  시행후 주의 사항에 대해 충

분히 알기 쉽게 설명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3. 검사 및 처치 후 합병증 유무를 자주 방문하여 점검하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설명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4. 검사 과정과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실시

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5. 불안한 마음을 배려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교
육

및

정
서
적

지
지

36. 검사(또는 수술) 처치계획에 대한 설명 입원기간 치료비에 

관한 정보제공을 여유있고 미소 띤 밝은 얼굴로 할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7. 모든 입원관련 정보제공 검사(또는 수술) 처치계획 설명

을 교양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설

명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8. 검사(또는 수술) 처치후의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주

의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게 보살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9. 검사(또는 수술) 처치의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 알아

야할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설명하여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0. 교육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정도를 확인하고 개인적인 존

중과 배려로 항상 환자의 입장에 서서 보살펴 줄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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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께서 입원 환자에게 실제로 제공하신 간호서비스품질은 어떠하 다고 

  느끼시는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

⑦  

매우동의

⑥

동의한다

   

⑤

그저

그렇다

④

동의

하지않음

③

거의동의

하지않음

②

전혀동의

하지않음

①

개

인

위

생

1. 목욕 세면실 물품 제공과 밝은색상의 편안한 환의와 청결

한 침구를 제공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자신의 위생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과 같이 세심하게 배려

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청결한 상태의 유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자주 

방문하여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항상 쾌적하고 편안한 청결상태는 기본적으로 유지 시켜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평안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

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식

사

관

리

6. 질과 맛이 좋은 식사를 제공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 질병에 알맞은 양과 칼로리  적절한 온도로 음식 맛이 

유지된 식사가 제공되었는지 평가하고 개선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8. 검사 후 즉시 식욕상태를 점검하고 식사여부를 확인한 후 

원할 시 따뜻하게 데워 제공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9. 식사습관 및 회복을 위한 양상태를 확인하고 음식의 질

을 개선하여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0.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를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일
상
활
동

및

운
동

11.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한 침상보조기구 일상활동기구(휠

체어, 이동폴대)와 쾌적한 운동장소 및 운동기구를 제공

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2. 개인의 생활습관을 존중하며 계획된 간호 수행 시동의를 구

하고 활동 가능 범위 내에서 간호한 후 평가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3. 침상보조기구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운동기구 그리

고 사용전에 먼저 안전을 점검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4.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사명감을 갖고 활동과 운동을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5. 움직일 때 함께 하며 개인적인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

인 참여를 도와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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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및

관
찰

16. 소형의 정확한 최신첨단 장비를 사용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7. 측정 이유를 항상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8. 측정과 관찰 즉시 그 결과와 향에 대해 불안하지 않도

록 설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9. 지식에 근거한 능숙하고 숙련된 자세로 정확하게 측정 

관찰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0. 미소 띤 얼굴로 부드럽고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측정하

고 관찰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의
사
소
통

21. 단정한 외모 정중하고 겸손하며 교양 있고 예의바른 자

세로 대화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2. 개인의 고충과 의견을 먼저 경청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인격을 존중하며 대화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3. 자주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행될 간호 및 치료 계획에 대

해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4. 모든 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항상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5. 항상 미소 띤 얼굴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보살핌으로 고립

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투
약
｜
정
맥
주
사

26. 자유로운 움직임 통증을 주지 않는 주사바늘의 굵기로 

행동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사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7. 전문간호사의 지식 부드럽고 숙련된 기술로 한번에 움직

임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사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8. 일정시간 간격으로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를 정확

하게 체크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9. 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0. 주사의 통증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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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및

처
치

31. 디지털 상물로 설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2. 검사 및 처치 계획과 목적 시행후 주의 사항에 대해 충

분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3. 검사 및 처치 후 합병증 유무를 자주 방문하여 점검하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설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4. 검사 과정과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실시

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5. 불안한 마음을 배려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교
육

및

정
서
적

지
지

36. 검사(또는 수술) 처치계획에 대한 설명 입원기간 치료비에 

관한 정보제공을 여유있고 미소 띤 밝은 얼굴로 하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7. 모든 입원관련 정보제공 검사(또는 수술) 처치계획 설명

을 교양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설

명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8. 검사(또는 수술) 처치후의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주

의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게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9. 검사(또는 수술) 처치의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 알아

야할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설명하여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0. 교육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정도를 확인하고 개인적인 

존중과 배려로 항상 환자의 입장에 서서 보살펴 주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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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가 간호서비스품질에 대해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는 정도에 ∨표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동의

⑦  

매우동의

⑥

동의한다

   

⑤

그저

그렇다

④

동의

하지않음

③

거의동의

하지않음

②

전혀동의

하지않음

①

개

인

위

생

1. 목욕 세면실 물품 제공과 밝은색상의 편안한 환의와 청결

한 침구를 제공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자신의 위생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과 같이 세심하게 배려

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청결한 상태의 유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자주 

방문하여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항상 쾌적하고 편안한 청결상태는 기본적으로 유지 시켜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평안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

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식

사

관

리

6. 질과 맛이 좋은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 질병에 알맞은 양과 칼로리  적절한 온도로 음식 맛이 

유지된 식사가 제공되었는지 평가하고 개선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8. 검사 후 즉시 식욕상태를 점검하고 식사여부를 확인한 후 

원할 시 따뜻하게 데워 제공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9. 식사습관 및 회복을 위한 양상태를 확인하고 음식의 질

을 개선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0.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식사 

전.후를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일
상
활
동

및

운
동

11.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한 침상보조기구 일상활동기구(휠

체어, 이동폴대)와 쾌적한 운동장소 및 운동기구를 제공

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2. 개인의 생활습관을 존중하며 계획된 간호 수행 시동의를 

구하고 활동 가능 범위 내에서 간호한 후 평가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3. 침상보조기구 휠체어 이동폴대 운동장소 운동기구 그리

고 사용전에 먼저 안전을 점검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4.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사명감을 갖고 활동과 운동을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5. 움직일 때 함께 하며 개인적인 배려와 사랑으로 적극적

인 참여를 도와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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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및

관
찰

16. 소형의 정확한 최신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7. 측정 이유를 항상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8. 측정과 관찰 즉시 그 결과와 향에 대해 불안하지 않도

록 설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9. 지식에 근거한 능숙하고 숙련된 자세로 정확하게 측정 

관찰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0. 미소 띤 얼굴로 부드럽고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측정하

고 관찰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의
사
소
통

21. 단정한 외모 정중하고 겸손하며 교양 있고 예의바른 자

세로 대화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2. 개인의 고충과 의견을 먼저 경청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인격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3. 자주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행될 간호 및 치료 계획에 대

해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4. 모든 진행과정 간호 및 치료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항상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5. 항상 미소 띤 얼굴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보살핌으로 고립

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투
약
｜
정
맥
주
사

26. 자유로운 움직임 통증을 주지 않는 주사바늘의 굵기로 

행동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사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7. 전문간호사의 지식 부드럽고 숙련된 기술로 한번에 움직

임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주사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8. 일정시간 간격으로 자세 통증 부종 약물주입상태를 정확

하게 체크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9. 주사의 목적 약의 작용 부작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0. 주사의 통증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157 -

검
사

및

처
치

31. 디지털 상물로 설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2. 검사 및 처치 계획과 목적 시행후 주의 사항에 대해 충

분히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3. 검사 및 처치 후 합병증 유무를 자주 방문하여 점검하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설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4. 검사 과정과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실시

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5. 불안한 마음을 배려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교
육

및

정
서
적

지
지

36. 검사(또는 수술) 처치계획에 대한 설명 입원기간 치료비에 

관한 정보제공을 여유있고 미소 띤 밝은 얼굴로 하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7. 모든 입원관련 정보제공 검사(또는 수술) 처치계획 설명

을 교양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설

명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8. 검사(또는 수술) 처치후의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주

의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게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9. 검사(또는 수술) 처치의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 알아

야할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설명하여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0. 교육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정도를 확인하고 개인적인 존

중과 배려로 항상 환자의 입장에 서서 보살펴 주는 것.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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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란에 ∨로 표하시거나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1. 연    령   만 (     ) 세 

2.  결혼상태 ① 기혼

                ② 미혼

3. 종    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  교

                  ④ 기 타

                  ⑤ 무  교 

4.  교육정도    ① 전문대 졸업

               ② 방통대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중

               ⑤ 대학원 졸업

5. 직    위    ① 간호과장               

              ② 수간호사

                 ③ 책임간호사                 

               ④ 간호사

      

6.  총 병원 근무경력   (      ) 년 

7.  근 무 부 서 ①외과계     ②내과계

8. 우수한 간호서비스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시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를 1. 2.  3.  4.  5로 적어주십시오

① 간호사 개인역량 (    )   

② 표준화된 우수간호교육 (    )

③ 적정 간호인력 (    )

④ 적정 간호보조인력 (    )

⑤ 최신간호장비와 병원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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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ifferences between Consumers and Nurses of Perception of 

Customer-Oriented Core Values for Quality Nursing Services  

                                                   Lee, Shang Me            

                                                   College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Consumers' and nurses' perceptions of nursing services in a 

medical-surgical department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measure differences of perceptions that could be 

used to evaluate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by identifying consumers' 

expectation and nurses' perception of nursing services according to the 

SERVQUAL model. The participants were 315 nurses and 313 consumers from 

tertiary general hospitals ranked first to third in evaluation by the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ication). Data collection was done in 4 

tertiary general hospitals in Seoul from February to April 2003.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aired t-test, and ANOVA using the 

SAS program.

Delphi was used for the research tool an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ve nursing service core values to measure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 were identified, Tangibility,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and 

Empathy.

1) The main hypothesis were as follows:

Hypothesis 1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between consumers' prior 

expectations of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nd nurses' prior perceptions of 

consumers' expectations was accepted for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and Empathy (p<.01). 

Hypothesis 2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between consumers' prior 

expectations of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nd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ctually provided was accepted for Tangibility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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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3 that consumers' expectations of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nd 

perception of actual quality of nursing will be different was accepted for 

Tangibility,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and Empathy (p<.01).  

Hypothesis 4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between consumer evaluation and 

nurses' evaluation of actual quality of nursing service was accepted for 

Reliability (p<.01).  

Hypothesis 5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between consumers' prior 

expectations of nursing services and evaluation after service was supported for 

Tangibility (p<.01).  

For Hypothesis 6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between consumers and 

nurses regarding perception of the important core values for quality of each 

nursing service, only two items  'examination and treatment' and 'education 

and emotional support', were the same for both two groups. Perception was 

different for all other services.

Examination of prior expectation of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consumers, showed that women, those in 

private rooms, those with no experience with nursing services or positive 

experience, and those with no experience with quality of nursing services or 

positive experience had higher prior expectations and higher perception in 

evaluation of nursing service. 

Examination of prior perception of consumers' expectation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nurses,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the need to have enough personnel to be able to give quality 

nursing service. Experienced nurses reported higher perceptions of consumers' 

expectations, in the post evaluation, nurses who stressed the need for high 

quality nursing services had high evaluation scores.

In this research based on the SERVQUAL Model by Parasuraman, A., et al. 

(1991), expectations, perceptions and customer-oriented nursing services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nurses should try to 

decrease the differences between customers and nurses in the perception of 

customer-oriented the core value of nursing services quality.   

  

As a result of the above research, nurses can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 by reducing the difference between customers' and nurses' perceptions 

of core values of nursing through support of a nursing decision making 

process that provides quality consistent with the customers' core value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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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rovides basic data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effective customer 

satisfaction,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nursing core values, the 

examination of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 and it provides 

a basis for marketing strategies for hospital nursing services and establishes 

strategies to increase nursing outcomes and hospital finances. 

Key Words : Customer - orientation . Quality of nursing services . Core value.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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