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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글글글

3월의 쌀쌀한 날,백양로를 걸으며 시작했던 대학원의 생활을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논
문을 쓰면서 어쩌면 이 순간을 가장 그리워했었는데 막상 끝냈다는 기쁨보다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습니다.제가 학업을 마치고 무사히 이 논문을 쓰기까지 진심어린 격려와 큰 보
살핌으로 격려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바쁘신 가운데 연구문제 세미나 강의 때부
터 주제선정과 논문과정 내내 꼼꼼한 지도를 해주신 김조자 교수님과 대학원 초반에 간호
학 교육과 주임교수를 담당해주시고 늘 따뜻한 조언으로 어머니 같은 인자함을 보여주신
강규숙 교수님과 부족하지만 늘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장순복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제가 임상뿐 아니라 원내 서비스 강사를 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김진영 간호부장
님,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말씀 아끼지 않으셨던 김영숙 과장님,영원한 선배이며 언니
같은 배려를 해주시고 무엇이라도 늘 가르쳐주시려 애쓰시는 김미화 수간호사님께도 감
사를드립니다.아무것도모르고임상에들어왔을때잘한다며칭찬을아끼지않으셨던한
애순 수간호사님,새로운 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주셨던 김명은 수간호사님,작고
세세한 것까지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쳐주셨던 김경자 수간호사님,대학원에 입학
했을 때 기뻐하시며 용기를 주셨던 이정희 수간호사님께도 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던 조경자 교수님과 김순애 교수님께도 말로
는 표현 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10년 동안 한 병동에서 같이 근무하며 한
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었던 친구 명영이,더 큰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후배 보현
이,조금 있으면 두 아이의 엄마가 되는 길영이,마음 아픈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
겠다며상담학을공부하고있는태희에게도이작은결실을나누고싶습니다.바쁜와중에
병동식구들의도움이없었다면이기쁨을누리지못했을것입니다.공부하는내내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던 창아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노력하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지
은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친구처럼 연인
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과 학교다니며 논문쓴다고 잘 돌보아주지도 못했는데 엄
마에게 늘 응원군이 되어주었던 아들 준석에게도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
다.섬세하시고현명하신어머님의하해와같은사랑이없었다면이자리도없었을것입니
다.어머님과함께이기쁨을함께하고싶습니다.

2005년 6월 윤윤윤 정정정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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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간간간호호호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입입입원원원환환환자자자와와와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지지지각각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와 입원환자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를 규명하여 간호
서비스품질향상과환자만족에기여하고병원현장에서서비스교육을하는데좀
더 실질적인도움을주고자 함이며 더 나아가서는 간호대학의 교육과정과연계하
여급격하게변화되는병원현장에좀더적극적으로접근할수있는간호사를육성
하고자하는데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하여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소재 일개 대학부속 병원으로 간호사 151명과 같은 병동
에 재원하고 있는 환자 13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도구는 Parasuraman,Zeithaml,Berry(1988)가 개발한 SERVQUAL모

델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
으며 간호서비스 만족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값이 .92었다.
자료 분석 방법은 전산 통계 처리하여 실수,백분율,평균,표준편차,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영역별로는 신뢰성(t=10.202,p<.00),유형성(t=9.333,p<.00),보장성(t=8.187,
p<.00),반응성(t=7.525,p<.00),공감성(t=5.592,p<.00)영역의 순으로 5가지
모든 영역에서 간호사가 지각한 것 보다 환자가 제공받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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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원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지각차이가 가장 많은 영역은 유
형성 영역이었고,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간호사실의 장비’(t=8.028,P<.05)와 ‘간호사의 용모’(t=8.750,P<.00)부분이
었다.

3.신뢰성 영역에서 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 비교 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환자와의 약속이행

'(t=4.747,p<.00), '성의 있는 문제해결'(t=3.874,p=00),'일관성 있는 간호
제공'(t=4.673,p<.00),'약속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t=5.341,p<.00),'간호
서비스 시 능숙한 기술'(t=4.970,p<.00),'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정보 알림
'(t=2.831,p<.05)이었다.

4.반응성 영역에서 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 비교 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즉각적 서비스제공의 중요

성과 시행’(t=3.822,p<.00)과 ‘성의 있는 질문응대’(t=3.932,P<.05),‘신뢰감 

있는 업무처리능력’(t=5.763,p<.00)이었다.

5. 보장성 영역에서 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 비교 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업무처리에 대한 기대와
믿음성’(t=4.519,p<.00),‘서비스 제공 시 예의를 지킴'(t=7.196,p<.00),
‘간호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 소유’(t=6.364,p<.05)였다.

6. 공감성 영역에서 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 비교 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전인간호’(t=3.415,p<.00),
‘융통성 있는 간호행위’(t=2.710,p<.05),‘환자의 이야기에 경청’(t=23.275,
p<.05),‘환자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t=4.358,p<.00),‘전문적 부
분을 쉽게 설명’(t=3.731,p<.05)으로 나타났다.

7.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서비스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사는 연령(f=5.264, p=.002), 결혼상태(t=6.099, p=.015), 근무기간
(t=6.274,p=.000),현부서경력(t=3.021,p=.03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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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서비스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환자가 느끼는 간호서비스 만족도가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서
비스 만족도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유형성 부분은 환자가 지각한 간호서비스 만족도중 가장 높게 나타나 앞으

로도 환자 간호 시 강점으로 살려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간호서비스 영역 중 공감성 영역은 간호사는 가장 많이 제공하였다고 하였

으나 환자는 가장 적은 간호서비스를 받았다고 조사되었으므로 앞으로 환자
간호 시 고객에 대한 배려와 개별적인 관심을 보이고 질병중심의 환자간호에서
벗어나 전문직 간호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해의 차원에서
환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며,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 간호사
를 위한 서비스 교육이나 간호학생을 위한 강좌 개설도 유용할 것으로 본다.
환자와 간호사의 지각차이가 가장 컸던 영역은 유형성 부분이었다.물적환

경의 상태는 서비스 제공자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는 유형적 증거이며,
서비스 제공 시 다른 고객의 행동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으므로 지각차이를 줄일
수 있는보완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본다.

핵심되는 말 :간호서비스,지각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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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최근기업형의료기관이생겨나면서고객만족(customersatisfaction)이병원경
영의 화두로 되어지고,IMF를 거치면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되어 고객만족이란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서는수많은 의료기관의경쟁력속에서살아남지 못하고 도
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다.고객만족이 의료기관의 생존과 수익성에 직
접적인관련이있으므로서비스품질의향상은곧의료기관의생존전략이된다고
할수있다.
이와함께 건강 소비자의의료서비스에대한 요구도확대되어짐에따라 환자라

는 말 대신 고객(client),소비자(consumer)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며 건강 유지 증
진에도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많은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기관내에 서비스 아카데미를 신설하거나 고객만족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여운영하는등많은투자와노력을기울이고있다.
병원서비스는 고객과 종업원간의 상호접촉을통해전달되기 때문에 고객접점
직원(customer-contactemployee)의 태도와 행동은 고객의 서비스 품질 평가와
만족수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박성연,2000).고객이 느끼는 만족 수준은 서
비스를제공하는직원과접촉하는잠깐의순간에서결정되기때문에고객과종업
원이 접촉하는 순간을 '진실의 순간(MOT:momentoftruth)'또는 '결정적 순간'
이라고한다(Norman,1984).진실의순간은고객과의접점에있는현장사원의서
비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는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최근 서비스 마케팅에 관한 연구와 실무 모두에서 서비스 접점
직원들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박성연 1995;유필화,권혁종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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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ncourtandBrown1997;HartlineandFerrell1996;HoffmanandIngram
1991;MohrandBitner1995a).
의료서비스에서 소비자 평가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때라 간호서비스의 중요성

과 위치도 주목받기 시작하였는데,이는 의료소비자와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지속
적인관계를맺는사람이간호사이고,소비자가지각하는의료서비스만족도에결
정적인영향을미치는사람도간호사이며,의료기관의이미지형성에중요한역할
을 담당하는 사람,역시 간호사이기 때문이다(Atkin,Marshall&Javalgil.1996;
Ben-Sira,1983;Legg&Fittall,1995;Sheffer&Prezini,1988;Yoo,1994).
이렇듯 간호서비스가 의료시장에서 중요한 전략적 초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

면서간호서비스를새로운관점에서연구한논문들이발표되고있는데 이러한논
문들의 공통점은 간호서비스에 환자 및보호자그리고일반인인 소비자의시각을
도입한것이다.(Chai,1997;Yung,1995;Lee,1999)
의료현장의변화에따라간호업무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인력이 보충되고

서비스적인측면이강조되고는 있으나과다한업무와충분한인력공급이되지 않
아 충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또한 간호사는 충
분한간호를제공했다고생각하고,환자나보호자는원하는간호를충분히제공받
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병원 내 자체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불만족 요인은 간호
사때문이라는지적도빈번하게등장하고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간호사와 입원환자의간호서비스 지각차이를 규명하여 병원

경영자와 간호 관리자의 이해와 노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간호서비
스의질적향상을이루어간호서비스품질향상과환자만족에기여하고병원현장
에서 서비스 교육을 하는데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이며 더 나아가서는
간호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급격하게 변화되는 병원현장에 좀더 적극적으
로접근할수있는간호사를육성하고자하는데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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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입원환자와 간호사의간호서비스 지각차이를 비교하는것이
다.간호 수요자와 제공자간의 인지 차이 및 영역별 비교는 대상자의 욕구에 보다
적합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다음과같다 .

1)입원환자가지각한간호서비스에대한만족정도를파악한다.
2)간호사가지각한간호서비스만족정도를파악한다.
3)입원환자와간호사가지각한간호서비스만족정도를비교한다.

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간간간호호호서서서비비비스스스

간호서비스란 체계적 접근을 통하여 간호대상 자의 건강요구를 충족시키며,치
유 안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행한 대상자 요구중심인 간호행위와,간호사가 수
행한역할중심적간호활동(정면숙,1994)을말하며,본연구에서는Parasursman,
Zeithmal,Berry(1988)가 개발한 SERVQUAL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자
가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도구는 유형성,신뢰성,반응
성,보장성,공감성이라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23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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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지지지각각각

간호 대상자가 간호사에 의해 제공된 간호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또는 경험
후 갖게 되는 의미를 말하며(정면숙 외 2001),본 연구에서는 SERVQUAL도
구를 수정,보완한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매우 불만족은 1점,매우 만족은 4점으로 표시하는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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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간간간호호호서서서비비비스스스

서비스의 경영학적 정의를 활동론적 정의,속성론적 정의,봉사론적 정의,인간
상호관계적정의4가지로 구분 할수 있다(이유재,1995).미국마케팅학회(1960)에
서 내린 정의는 서비스란판매목적으로정의되거나 또는 상품판매와 연계해서 제
공되는 제 활동,편익,만족을 서비스 활동으로 보고 있다.속성을 중심으로 정의
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무형의 상품 ,봉사측면의 정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봉사 ,인간상호관계적 정의에서 서비스는 무형적 성격을 띠는 일련의 활동
으로서 고객과 서비스 조직구성원의 상호관계로부터발생하여 고객의 문제를 해
결해 주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제품과 비교해 볼 때 서비스는 무형성,비분리성,
이질성,소멸성의네가지기본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이유재,1999)
간호서비스란 모든 개인,가정,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기력,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활동
을말한다.(KoreanNursesAssociation,1983)
안선경(1995)은입원환자의만족요소로서의사의지식과기술,의료장비와시설,
간호사의친절,간호사의환자 상태확인과 신속한대처,의사의친절한태도순으
로 만족 요인을 들었고,불만족 요인은 입원 수속시간,입원실의 소음,환자 식사,
보호자의 식당,매점에 대한 개선이었다.강이주,이상협(1997)은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과 의료 서비스 경험 후 만족도의 연구에서 의료 서비스 경험 후 만족도를
진료,간호,행정,시설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했는데 만족도는 진료,간호,행정,시
설의 순으로 나타났다.박경순(1995)의 연구에서는 투약의 대기 시간,접수 후 진
찰 대기 시간 등이 환자들의 가장 높은 불만 요인으로 나타났고,김영애(199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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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대한의료서비스실태조사에서는진료절차가복잡하다(53.5%),진료
시간이 길어 지루하다(65.6%),대기 시간이 길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 항목에서
높은불만족을나타냈다.
Inguanzo＆ Harju(1985)가 수행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79.5%의 의료소비자가

좋은간호를받는다고생각되어지는병원을선택하고 8.3%는의사의명성을보고
병원을선택한다는연구결과를밝혔다.
Berkowitz(1979)는 환자들이 간호에서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은 간호사의 질 높은
신체적 간호,친절한 태도,질환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고
하였다.
김인영(2002)의 연구에서는 고객접점을 입원시,검사시,간호처치,수술시,퇴원
시의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수술시와 퇴원시에서 환자와 간호사의간호서비스 평
가에있어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면서환자의평가가낮게나타났다.
김혜자(2003)는 암환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간호서비스 정도가 대부분 간호사보
다낮았으며지각차이가많은영역은환경적영역,교육적영역,치료적영역,사회
심리적영역순으로나타났다.

222...지지지각각각차차차이이이

간호서비스를 주제로 시행된 연구들은 간호본질에 대한 연구,의료서비스의 한
항목으로서 개별적 간호행위나 수기에 대한 연구,소비자 만족에 대한 연구,간호
이미지에대한연구등이있다.그러나간호를하나의상품으로인식할때가장중
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이다.(임영,1998).그
이유는 간호서비스에 대한소비자 지각이 간호서비스에 대한소비자 평가이자 요
구이고소비자요구가결국간호서비스에대한사회적수요이자간호사에대한사
회적 자리매김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를 통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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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및개선방안도가장효과적으로파악할수있다.(이미애,1999)
서비스가 제공될 때 제공자인 간호사와 소비자인 환자나 보호자 사이에는 지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특히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이 간호서비스에 대해
서갖고있는기대및중요도와의료전문인인간호사가간호서비스에대해서갖고
있는 기대 및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지각차이는 서비스 질에
대한평가를왜곡시킨다.(유동근,1996:이미애,1999:정면숙,1995:체계순,1996).
그러므로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이러한 지각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간호서비스의
질을높이기위해서우선적으로해결할선결과제이다.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은 서비스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속성들의 결
합으로 이루어지지만 모든속성들이 전반적인서비스질에같은 정도로 기여하지
는않는다(London&DellaBitta,1993).따라서간호서비스질을제대로측정하기
위해서는간호서비스의어떤속성들이전반적인질에대한지각이나 만족에유의
하게기여하는지를파악해야한다.
결정적 요인이란 '소비자에게 중요하고 평가대상들 사이에 차별화되어‘소비자
가 지각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의 집합을 의미한다.(유동근,1996).
특히 소비자 만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
다.(Dutka,1993)
첫 번째는 만족요인으로 이것은 서비스 제공 시 소비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
을지라도불만족을야기시키지는않으나,기대이상으로제공될경우에는만족을
증대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그러므로 이러한 요인을 충족시키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이 크게 증가하여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것이
다.
두 번째는 성과요인으로 이것은 서비스 제공 시 소비자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기
대를초과하면만족을증대시키고기대가충족되지못하면못한만큼불만족을야
기 시키는 요인으로,제공되어지는 서비스 수준과 소비자 만족이 거의 비례하는
요인이다.그러므로 서비스 제공 시 이러한 요인은 충분히 제공되어지도록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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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경주해야할것이다.
세 번째는 위생요인으로이것은만족요인과는반대로서비스제공시 소비자 기

대를 충족시키거나 만족을 증대시키지는 못하지만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
을 야기 시키는 요인이다.그러므로 이 요인은 반드시 충족되도록 제공되어져야
한다.
서비스 질 지각에 결정적인 속성을 찾아내는 방법은 Brandt(1988)의 접근방법

을 사용하여통계적으로유의한속성을찾아내는방법으로,각서비스속성에 대
한 성과지각의 수준(5점 척도로 측정함)을 미흡(1,2),적당(3,4),충분(5)의 세 수준
으로구분하고,각수준에속하는응답자중에서전반적인만족이큰경우(7)의비
율 (7점 척도로 측정함)을 계산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속성들을 도출하
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양한 관련 초점집단을 대상으로 토의를 실
시하여찾아내는방법이있다.(Grubbs&Reidenbach,1991).
서비스가 제공될 때 제공자인 간호사와 소비자인 환자나 보호자 차이에는 지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지각차이가 있는 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실효성 있
는프로그램을개발하기는어렵다.(유동근,1996)그이유는간호서비스에대한소
비자지각은소비자의 평가이자요구로서 소비자 요구가 결국 간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이자 간호사에대한자리매김으로현재 제공되고있는서비스의 문제
점및개선방안도가장효과적으로파악할수있기때문이다.(이미애,1999).
간호사들은소비자의지각에영향을미칠수 있는결정적인 위치에서게됨으로
써서비스교환과정에서소비자들의행동과최종적결과수용에영향을미친다.따
라서 간호사들은 각 의료소비자가 추구하는 바에 끊임없이 주의함으로써 자신들
의노력을효과적으로조정할수있다(Davis-Martin,1986).
국내에서 지각차이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
와제공자인간호사간에간호서비스에대해서갖고있는기대및중요도의지각차
이를조사한다거나,간호사가제공한간호서비스정도와환자가실제받았다고인
식하는 정도의 차이를 보는 연구들이 있었다.체계순(1996)은 입원환자와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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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성과지각 수준을 비교하였는데,19개 항목 중 14개의 항목
에서간호사가환자보다높게지각하고있었으며이러한지각의차이는서비스개
선을통한환자의만족을향상시키는데장애가될수있다고하였다.이미애(2000)
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와병원을방문하고 나오는 환자간에는서비스에 대한 확실
한 지각차이를 나타냈다.이는 간호서비스가 전문 의료인인 간호사의 기준보다는
환자의필요와요구에맞추어제공되어야한다는의미인데,그렇지않으며간호사
자신은 훌륭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지만 환자가 이를 충분히 인식
하지 못함으로서 간호사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또한 양은진(2002)의
연구에서는 입원환자와 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서비스 만족도 비교에서 신뢰영
역,전문,기술영역,교육영역에서 환자의 간호서비스 만족도가 간호사의 만족도
보다높았다.

333...SSSEEERRRVVVQQQUUUAAALLL

SERVQUAL이란 Service+quality의 합성어로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Parasuraman,Zeithaml,&Berry(1985,1988,1991)가 개발한 모형을 말한다.이
모형은 측정을 통해 기대와 성과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게 되는데,여기서 인지된
성과가기대수준보다낮다면,이것은서비스품질이낮다는것이고,그 반대는좋
은 서비스품질을나타낸다.이러한 SERVQUAL측정은일반적으로고객은 적응
된기준에따라자극을지각한다는적응수준이론에근거하여태도 형성의과정과
는관계없이주어진시점에서지각된서비스품질을측정하는것이다.
SERVQUAL은설문지를통해몇가지단계를거쳐서서비스질을측정한다.
첫째,응답자들에게특정기업의서비스특성에관한그들의기대를몇가지의차
원을통해완성하게한다.둘째,응답자들에게그기업의동일한특성에대한성과,
즉다시말해그기업의서비스에대한응답자들의인식을기록하게한다.셋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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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측정을통해서기대와성과에대한지각차이를비교하게되며여기서인지된
성과가기대수준보다낮다면이것은서비스질이낮은것이고,성과가기대수준보
다 높다면 서비스질에높다는것을나타낸다.
SERVQUAL은 5가지 차원(유형성,신뢰성,반응성,보장성,공감성)의 22문항으
로구성되는데,이모형의핵심은서비스질은 ‘서비스에대한이용자의인식과기
대간의차이’를통해측정할수있다는것이다.서비스품질평가를위해고객이사
용하는공통적이고일반적인10개의준거들은다음과같다.

①유형성 -물리적시설,장비,직원,자료의외양
②신뢰성 -약속한서비스를믿을수있고정확하게수행하는능력
③대응성-고객을기꺼이돕고신속한서비스를제공하려는것
④능력 -필요한기술소유여부와서비스를수행할지식소유여부
⑤예절 -일선근무자의정중함,존경,배려,친근감
⑥신빙성-서비스제공자의신뢰성,정직성
⑦안정성-위험,의심이가능성이없는것
⑧가용성-접촉가능성과접촉용이성
⑨커뮤니케이션-고객들이이해하기쉬운고객언어로이야기하는 것,고

객의 말에귀기울이는것
 ⑩고객이해-고객의욕구를알기위해노력하는것

한편Kittinger,&Lee(1997)는고객의인지는고객이제공된서비스품질을어느
수준으로 인식하고있는지에 대한 정보로 고객은 제공된 서비스의품질을인지하
는데 있어 신뢰성(reliability),반응성(responsiveness),보장성(assurance),공감성
(empathy),유형성(tangibles)등5가지관점이라고하였다.
첫째,신뢰성이란 약속한 서비스를 믿음직스럽고,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다.신뢰할 만한 서비스 수행은 고객의 기대에 대해서 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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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법으로매번실수없이성취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
둘째,반응성은 고객을 돕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말한다.
뚜렷한 이유 없이 고객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품질에 대해 불필요한 부정
적인식을갖게 한다.만일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게 될경우 전문가적인 입
장에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은 품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
을심어준다.

셋째,보장성은 믿음과 확신을 주는 직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호의를 말한다.확신성 차원에서 주요특징은 서비스 수행 능력,고객에 대
한 정중함과 존경,고객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서비스 제공자가 진심으
로고객에게최선의관심을쏟는것을포함한다.

넷째,공감성은 고객에 대한 배려와 개별적인 관심을 보일 준비를 말한다.공
감성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가능성,민감성,노력을 주요
특징으로포함한다.

다섯째,유형성은 물적 시설,장비,인력,통신의 확보를 말한다.물적 환경의
상태는서비스제공자의세심한관심과배려를나타내는유형적증거이다.
이것은서비스제공시다른고객의행동으로까지확장될수 있다.

서비스 품질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최근 보건 의료계에도 서비스 품질에 대
한관심이고조되고있고학문적인연구도활발하게이루어지기시작하였는데,이
러한 연구로는 병원에서의 의료서비스 품질과 만족(강은아,1998;김진욱,1998;
김선희,1999;조우현2002),병원에서의 간호서비스 품질과 만족(이미애,1999;임
지영,2000;이선아,1998;주미경,2001;Scardina,1994;Lumby,등2002),nursing
home에서의간호서비스품질과만족(Duffy등,2001)의연구등이보고되고있다.
Scardina(1994)는 간호 분야에서 SERVQUAL을 이용한 간호서비스 평가를 실시
하였는데 이는 환자의 기대와 지각을 모두 평가함으로서 간호서비스의 전반적 분
야의개선방향을결정지을수있었다고보고하였다.Lumby등(2002)은결장과직



- 12 -

장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SERVQUAL과 심층 면담으로 간호서비스 품질을 측정
하여서비스차원의감정이입이환자만족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하
고있다.주미경(2001)의연구에서는SERVQUAL을이용하여서비스품질결정요
인을 파악하는데 간호소비자들은 유형성,신뢰성,반응성,보장성 및 공감성 순으
로품질을지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을 측정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이미애(2002)의 연구에서는
SERVQUAL개념 하에 간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성과를 확인하고 이
를 바탕으로간호서비스질을 측정하며간호서비스에대한소비자만족을확인하
여 소비나 만족에 기여하는 간호서비스 구성요인과 속성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
는연구가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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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간호사와 환자가 느끼는 간호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일개 대학부속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다음과같은기준에의해선정하였다.

▶ 간호사
1)현재 환자간호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자.
2)위의 조건에 부합되면서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동참하기를

수락한 자로 151명

▶ 환자

1)치료를 목적으로 3일 이상 입원하여 직접 간호를 받은 자
2)위의 조건에 부합되면서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동참하기를

수락한 자.
3)국문해독이 가능한 자로 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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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서비스 만족에 대한 측정도구는 Parasuraman,
Zeithaml,Berry(1988)가 개발한 SERVQUAL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자
가 수정,보완한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매
우 불만족은 1점,매우 만족은 4점으로 표시하는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이
미애(2002)의 연구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당시 도구의 신뢰도
는 0.9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성,신뢰성,반응성,보장성,공감성이라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교수 1인의 자문과 수간호사 1인,일반간호사 3인에
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서비스 만족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값이 .92였다.

444...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절절절차차차
 

연구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연구 신청서를 간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
은 후 11개 병동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간호사 170명에게 질문

지를 배포하였고 각 병동별로 수간호사가 모아둔 질문지를 회수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한 환자 중 3일 이상 경과한 환자를 대상

으로 질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질문지는간호사를대상으로하여총170
부를 배부하였고 이 중 151부가 회수되어 88.8%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환자를 대
상으로 하여 총150부를 배부하였고 이 중 140부가 회수되어 93.3%의 회수율을 보
였다.질문지작성에소요되는시간은약7분정도였으며,환자용설문지로회수한
질문지 140부 가운데 5문항 이상 누락된 불완전한 질문지 3부를 제외한 총137부
를분석의대상으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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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한 뒤SPSSWIN12.0을 이용하였고구체적인 분석방법
은다음과같다.

1)인구사회학적특성은기술적통계를이용하였다.
2)간호사와입원환자의간호서비스지각정도는총점,평균과 표준편차를이용하
였다.

3)환자와간호사의간호서비스지각차이에대한분석은t-test로검증하였다.
4)일반적특성에따른간호서비스만족도에대한분석은 t-test또는
f-test(ANOVA)를하여p<.05수준에서유의한차이가있는변수는Sheffetest
로사후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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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대상자인 환자와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 2 와 같다.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환자의 연령은 18세부터 92세까지의 

범위를 보였고, 18-30세까지가 22.6%, 31-50세까지가 40.9%, 51-70세까지가 

32.8%, 71세 이상이 3.6%의 분포를 보였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54.0% 로 남성

보다 많았다. 입원횟수는 1 회에서 30회까지의 범위를 보였고, 1 회가 56.2% 로 

가장 많았으며 2- 3 회가 31.4%, 4회 이상은 12.4% 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간호사의 연령은 21-25세가  54.3%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나타났으며, 학력은 전문대졸이 72.2%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

는 79.5%가 미혼이었다. 근무기간은 4년 6개월로 1~3년이 41.7%로 가장 많았

고, 현 부서경력은 평균 2년 8개월이며 1~3년이 50.3%로 가장 많았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내과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51.0%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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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환자의 일반적 특성
                                                                         

                                                                         

                                                          (N=137)

특성 구분 실수 비율 평균±표준편차

연령

18-30세 31 22.6

35.81±14.53
31-50세 56 40.9

51-70세 45 32.8

71세이상 5 3.6

성별
남자 63 46.0

여자 74 54.0

입원횟수

1회 77 56.2

2-3회 43 31.4

4회이상 17 12.4

진료과

신경외과 36 26.3

성형외과 14 10.2

일반외과 18 13.1

정형외과 25 18.2

산부인과 25 18.2

내    과 19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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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N=151)

특성 구분 실수 비율  평균±표준편차

연령

21-25 82 54.3

26.65± 4.85
26-30 50 33.1

31-35 10 6.6

36세이상 9 6.0

학력

전문대졸 109 72.2

대졸 39 25.8

대학원졸 3 2.0

결혼
미혼 120 79.5

기혼 31 20.5

근무기간

(개월)

1년미만 11 7.3

54.2± 53.14
1-3년 63 41.7 

4-6년 45 29.8

7년이상 32 21.2

현부서경력

(개월)

1년미만 26 17.2

31.77± 24.04
1-3년 76 50.3

4-6년 39 25.8

7년이상 10 6.6

직위

일반간호사 142 94.0

책임간호사 7 4.6

수간호사 2 1.3

근무부서

신경외과 15 9.9

성형외과 12 8

일반외과 30 19.9

정형외과 13 8.6

산부인과 4 2.6

내    과 77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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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환환환자자자가가가 지지지각각각한한한 간간간호호호서서서비비비스스스 정정정도도도

환자가 지각하는 간호서비스 정도를 알아보았다.
환자들이 지각하는 간호서비스의 평균평점은 3.40이었다.
5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았을 때 평균평점 3.15에서 3.54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유형성(3.50±0.68), 보장성(3.46±0.60), 신뢰성(3.35±0.50), 공감성
(3.35±0.49),반응성(3.38±0.58)의 순으로 제공받은 간호서비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성 영역에서는 ‘간호사의 용모’가 평균 3.54로 제공된 간호서비스 지각정
도가 높았고 신뢰성 영역에서는 ‘성의 있는 문제해결’의 항목이 3.58로 제일 높
은 점수를 나타냈다.
반응성 영역에서는 ‘신뢰감 있는 업무 처리 능력’의 항목이 지각정도가 높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즉각적 서비스제공의 중요성과 시행’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영역에서는 ‘서비스 제공 시 예의를 갖춤’항목이 평균 3.48로 가장 높
게 지각되었으며 공감성 영역에서는 ‘융통성 있는 간호행위’가 평균 3.45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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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환자의 간호서비스 지각정도
(N=137)

영 역 문       항 평균평점 표준편차

유형성

간호사실의 장비 3.53 1.35

각종시설의 정리정돈 3.43 0.97

간호사의 용모 3.54 0.51

3.50 0.68

신뢰성

환자를 위한 게시판 3.15 0.79

환자와의 약속이행 3.42 0.71

성의 있는 문제해결 3.58 1.29

일관성 있는 간호서비스제공 3.46 0.80

약속한 시간에 간호서비스 제공 3.36 0.57

간호서비스 시 능숙한 기술 3.29 0.65

제공될 간호서비스에 대한 정보알림 3.36 2.99

3.35 0.49

반응성

즉각적 서비스제공의 중요성과 시행 3.42 0.61

자발적인 간호서비스 3.37 0.58

성의 있는 질문 응대 3.36 0.58

신뢰감 있는 업무 처리 능력 3.74 1.41

3.37 0.58

보장성

업무처리에 대한 기대와 믿음성 3.44 0.90

서비스 제공 시 예의를 갖춤 3.48 0.57

간호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 소유 3.47 1.03

3.46 0.60

공감성

전인간호 3.25 0.81

융통성 있는 간호행위 3.45 0.88

환자의 이야기에 경청 3.41 0.60

환자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3.35 0.58

동등한 대우 3.40 0.53

전문적 부분을 쉽게 설명 3.24 0.62

3.35 0.49

계계계계 간호서비스간호서비스간호서비스간호서비스 3.403.403.403.40 0.440.440.4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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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간간간호호호사사사가가가 지지지각각각한한한 간간간호호호서서서비비비스스스 정정정도도도

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서비스 정도를 알아보았다.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간호서비스의 평균평점은 2.95이었다
5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았을 때 평균평점 2.81에서 3.05의 범위를 나타냈으

며, 공감성(3.05±0.41), 반응성(3.03±0.44), 신뢰성(2.99±0.35), 보장성
(2.96±0.42),유형성(2.81±0.41)의 순으로 제공받은 간호서비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성 영역에서는 ‘간호사의 용모’가 평균 3.07로 제공된 간호서비스 지각

정도가 높았고 신뢰성 영역에서는 ‘성의 있는 문제해결’의 항목이 3.16으로
제일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반응성 영역에서는 ‘즉각적 서비스제공의 중요성과 시행’의 항목이 지각정

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의 있는 질문응대’로 나타났다.
보장성 영역에서는 ‘업무처리에 대한 기대와 믿음성’항목이 평균 3.05로 가

장 높게 지각되었으며 공감성 영역에서는 ‘환자의 이야기에 경청’이 평균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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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간호사의 간호서비스 지각정도

(N=151)

영 역 문       항 평균평점 표준편차

유형성

간호사실의 장비 2.56 0.58

각종시설의 정리정돈 2.81 0.60

간호사의 용모 3.07 0.39

2.81 0.41

신뢰성

환자를 위한 게시판 2.07 0.54

환자와의 약속이행 3.07 0.48

성의 있는 문제해결 3.16 0.46

일관성 있는 간호서비스제공 3.08 0.54

약속한 시간에 간호서비스 제공 3.01 0.55

간호서비스 시 능숙한 기술 2.94 0.53

제공될 간호서비스에 대한 정보알림 2.99 0.61

2.99 0.35

반응성

즉각적 서비스제공의 중요성과 시행 3.15 0.55

자발적인 간호서비스 2.84 0.60

성의 있는 질문 응대 3.05 0.75

신뢰감 있는 업무 처리 능력 3.01 0.48

3.01 0.44

보장성

업무처리에 대한 기대와 믿음성 3.05 0.49

서비스 제공 시 예의를 갖춤 3.01 0.55

간호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 소유 2.83 0.60

2.96 0.42

공감성

전인간호 2.97 0.55

융통성 있는 간호행위 3.21 0.51

환자의 이야기에 경청 3.18 0.59

환자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3.07 0.52

동등한 대우 2.91 0.62

전문적 부분을 쉽게 설명 2.97 0.63

3.05 0.41

계계계계 간호서비스간호서비스간호서비스간호서비스 2.952.952.952.95 0.310.31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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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환환환자자자와와와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간간간호호호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지지지각각각차차차이이이

111)))유유유형형형성성성 영영영역역역의의의 간간간호호호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지지지각각각차차차이이이

유형성은 물적 시설,장비,인력,통신의 확보를 말하며,물적 환경의 상태는
서비스제공자의세심한관심과배려를나타내는유형적증거이다.
유형성 영역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유형성 영역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

영역
환자 (n=137) 간호사(n=151)

t
M±SD M±SD

간호사실의 장비 3.53±1.35 2.56±0.58 8.028*

각종시설의 정리정돈 3.43±0.97 2.81±0.60 6.538

간호사의 용모 3.54±0.51 3.07±0.39   8.705**

유형성 3.50±0.68 2.81±0.41 10.20

*p<.05**p<.00
유형성 영역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에서는 ‘간호사실의 장비’,‘각종 시설

의 정리정돈’,간호사의 용모‘세 부분 모두가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서비스만
족도보다 환자가 지각한 간호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
간호사가 제공한 유형성 영역의 간호서비스 중에서 환자와 간호사가 가장

높게 지각하는 부분은 간호사의 유니폼과 구두의 청결상태,화장 상태,손톱
및 머리모양에 대한 항목으로 ‘간호사의 용모’에 대한 부분이었다.
간호사와 환자의 유형성 영역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간호사실의 장비’(t=8.028,P<.05),
‘간호사의 용모’(t=8.750,P<.00)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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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에서 지각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은 ‘간호사실의 장비’부분
이고,가장 차이가 적게 나는 부분은 ‘간호사의 용모’부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22)))신신신뢰뢰뢰성성성 영영영역역역의의의 간간간호호호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지지지각각각차차차이이이

신뢰성은 약속한 서비스를 믿음직스럽고,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신뢰할 만한 서비스 수행은 고객의 기대에 대해서 적시에 동일방법으로
매번실수없이성취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

신뢰성 영역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4-2>와 같다.

〈표 4-2〉신뢰성 영역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

영  역
환자 (n=137) 간호사(n=151)

t
M±SD M±SD

환자를 위한 게시판 3.15±0.79 2.07±0.54 5.610

환자와의 약속이행 3.42±0.71 3.07±0.48 4.474**

성의 있는 문제해결 3.58±1.29 3.13±0.46 3.874**

일관성 있는 

간호서비스제공
3.46±0.80 3.08±0.54 4.673**

약속한 시간에 

간호서비스 제공
3.36±0.57 3.01±0.55 5.341**

간호서비스 시 능숙한 

기술
3.29±0.65 2.94±0.53 4.970**

제공될 간호서비스에 

대한 정보알림
3.20±2.99 2.99±0.61 2.831*

신뢰성 3.35±0.50 2.99±0.35 7.11**

*p<.05**p<.00



- 25 -

신뢰성 영역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에서는 ‘환자를 위한 게시판’,‘환자
와의 약속이행’,‘성의 있는 문제해결’,‘일관성 있는 간호서비스제공’,‘간호서
비스 시 능숙한 기술’,‘제공될 간호서비스에 대한 정보알림’등 모든 항목
에서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서비스만족도보다 환자가 지각한 간호서비스 만
족도가 높았다.
환자는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서비스 중에서 환자와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성의 있는 문제 해결’(3.58±1.29)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지각
하였고,간호사(3.13±0.46)도 가장 많이 제공한 간호서비스 항목으로 나타났
다.
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환자와의 약속이행'(t=4.747,p<.00),'성의 있는
문제해결'(t=3.874,p=00),'일관성 있는 간호서비스제공'(t=4.673,p<.00),'약
속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t=5.341,p<.00),'간호서비스 시 능숙한 기술
'(t=4.970,p<.00),'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정보 알림'(t=2.831,p<.05)이었다.
이 중 지각차이가 가장 크게 난 항목은 ‘성의 있는 문제해결’이고,지각차이
가 가장 적게 나타난 항목은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정보 알림’이었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33)))반반반응응응성성성 영영영역역역의의의 간간간호호호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지지지각각각차차차이이이

반응성은고객을돕고신속한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 의지를말한다.
반응성 영역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4-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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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반응성 영역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

영  역
환자 (n=137) 간호사(n=151)

t
M±SD M±SD

즉각적 서비스제공의 

중요성과 시행
3.42±0.61 3.15±0.55 3.822**

자발적인 간호서비스 3.37±0.58 2.84±0.60 7.606

성의 있는 질문 응대 3.36±0.58 3.05±0.75 3.932*

신뢰감 있는 업무 

처리 능력
3.74±1.41 3.01±0.48  5.763**

반응성 3.38±0.58 3.03±0.44 7.53**

*p<.05**p<.00

반응성 영역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에서는 ‘즉각적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과 시행’,‘자발적인 간호서비스’,‘성의 있는 질문 응대’,‘신뢰감 있는 업무처
리 능력’등 모든 항목에서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서비스 만족도보다 환자가
지각한 간호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
환자는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서비스 중에서 ‘신뢰감 있는 업무처리능

력’(3.74±1.41)부분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지각하였고,간호사는 ‘즉각적 서비
스 제공의 중요성과 시행’(3.15±0.55)이 가장 많이 제공한 간호서비스 항목으
로 나타났다.
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즉각적 서비스제공의 중요성과 시행’(t=3.822,
p<.00)과 ‘성의 있는 질문응대’(t=3.932,P<.05),‘신뢰감 있는 업무처리능
력’(t=5.763,p<.00)이었다.이 중 지각차이가 가장 크게 난 항목은 ‘성의 있
는 질문응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지각차이가 가장 적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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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항목은 ‘자발적인 간호서비스’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44)))보보보장장장성성성 영영영역역역의의의 간간간호호호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지지지각각각차차차이이이

보장성은 믿음과 확신을 주는 직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호의를
말한다.
보장성 영역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4-4>와 같다.

〈표 4-4〉보장성 영역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

영  역
환자 (n=137) 간호사(n=151)

t
M±SD M±SD

업무처리에 대한
기대와 믿음성 3.44±0.90 3.05±0.49 4.519**

서비스 제공 시 예의를 

갖춤
3.48±0.57 3.01±0.55 7.169**

간호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 소유
3.47±1.03 2.83±0.60 6.3466*

보장성 3.46±0.60 2.96±0.42 8.12**

*p<.05**p<.00

보장성 영역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에서는 ‘업무처리에 대한 기대와 믿음
성’,‘서비스 제공 시 예의를 지킴’,‘간호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 소유’등
모든 항목에서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서비스 만족도보다 환자가 지각한 간호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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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서비스 중에서 ‘서비스 제공 시 예의를 지
킴’(3.48±0.57)부분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지각했고 간호사는 ‘업무처리에 대
한 기대와 믿음성’(3.05±0.49)을 가장 많이 제공했다고 지각했다.

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업무처리에 대한 기대와 믿음성’(t=4.519,
p<.00),‘서비스 제공 시 예의를 지킴'(t=7.196,p<.00), ‘간호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 소유’(t=6.364,p<.05)였다.이 중 지각차이가 가장 크게 난 항목
은 ‘간호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 소유’이었으며, 지각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난 항목은 ‘업무처리에 대한 기대와 믿음성’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55)))공공공감감감성성성 영영영역역역의의의 간간간호호호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지지지각각각차차차이이이

공감성은고객에대한배려와개별적인관심을보일준비를말한다.
공감성 영역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4-5>와 같다.
공감성 영역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 '전인간호‘,‘융통성 있는 간호행위’,

‘환자의 이야기에 경청’,‘환자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동등한 대
우’,‘전문적 부분을 쉽게 설명’등 모든 항목에서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서
비스 만족도보다 환자가 지각한 간호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
환자는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서비스 중에서 ‘융통성 있는 간호행

위’(3.48±0.57)부분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지각했고,간호사 역시 ‘융통성 있는
간호행위’(3.21±0.51)를 가장 많이 제공했다고 지각했다.
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전인간호’(t=3.415,p<.00),‘융통성 있는 간호행
위’(t=2.710,p<.05),‘환자의 이야기에 경청’(t=23.275,p<.05),‘환자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t=4.358,p<.00),‘전문적 부분을 쉽게 설명’(t=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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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각차이가 가장 크게 난 항목은 ‘동등한 대
우’이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지각차이가 가장 적게 나
타난 항목은 ‘환자의 이야기에 경청’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5〉공감성 영역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

*p<.05**p<.00

영  역
환자 (n=137) 간호사(n=151)

t
M±SD M±SD

 전인간호 3.25±0.81 2.97±0.55 3.415**

 융통성 있는 간호행위 3.45±0.88 3.21±0.51 2.710*

 환자의 이야기에 경청 3.41±0.60 3.18±0.59 3.275*

 환자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3.35±0.58 3.07±0.52 4.358**

 동등한 대우 3.40±0.53 2.91±0.62 7.103

 전문적 부분을 쉽게 

설명
3.24±0.62 2.97±0.63 3.731*

공감성 3.35±0.49 3.05±0.41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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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간간간호호호서서서비비비스스스 만만만족족족도도도

111)))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간간간호호호서서서비비비스스스 만만만족족족도도도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서비스 만족도 결과는 <표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1-50세의 군에서 평균 3.78점으로 간호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며,여자(3.36)보다는 남자(3.45)에게서,입원횟수가 4회 이상인 군
(3.52)에서,성형외과(3.51)와 내과 환자(3.51)에서 간호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1〉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서비스 만족도 결과
(N=137)

특성 구분 N
만족도

M SD t or F P

연령

18-30세 31 3.56 .47

1.259 .291
31-50세 56 3.78 .39

51-70세 45 3.50 .42

71세이상 5 3.19 .22

성별
남자 63 3.45 .44

1.164 .542
여자 74 3.36 .43

입원횟수

1회 77 3.37 .41

.883 .4162-3회 43 3.42 .48

4회이상 17 3.52 42

진료과

신경외과 36 3.47 .44

1.20 .313

성형외과 14 3.51 .41

일반외과 18 3.26 .37

정형외과 25 3.37 .51

산부인과 25 3.31 .45

내    과 19 3.51 .35

*p<.05**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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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간간간호호호서서서비비비스스스 만만만족족족도도도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서비스 만족도는 <표5-2>와 같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 간호서비스 만족도는 연령,결혼여부,현부서경

력,근무기간(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의 연령에서는 36세 이상이 평균 3.27로 가장 높았고,사후검정결과

36세 이상의 간호사 군(3.27)이 21-25세의 군(2.92)보다 간호서비스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결혼여부에서는 기혼 간호사(3.11)가 미혼 간호사(2.95)보다
간호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
근무기간에서 살펴보면,7년 이상 된 간호사가 3.13으로 가장 높았고,4-6년

이 3.06,1-3년이 2.89,1년 미만이 평균 2.79로 나타났다.이는 근무경력이 오
래되고 안정될수록 보다 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간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이를 Sheffe사후검정 결과 1년 미만
(2.79)과 1-3년(2.89),7년 이상(3.13)의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현 부서경력에서 살펴보면 4-6년이 평균 3.11로 가장 높았고,sheffe사후검

정 결과 1-3년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2.93)와 4-6년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
(3.11)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부서에서 살펴보면 외과계 간호사(2.00)보다 내과계 간호사(2.05)의 간

호서비스 만족도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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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서비스 만족도 결과

(N=151)

특성 구분 N
만족도

M SD t or F P

연령

21-25 82 2.92 .32

5.264 .002*
26-30 50 3.06 .29

31-35 10 2.87 .32

36세이상 9 3.27 .40

학력
전문대졸 109 2.98 .33

.007 .933
대졸이상 42 2.98 .31

결혼
미혼 120 2.95 .31

6.099 .015*
기혼 31 3.11 .35

근무기간

(개월)

1년미만 11 2.79 .30

6.274 .000**
1-3년 63 2.89 .30

4-6년 45 3.06 .29

7년이상 32 3.13 .36

현부서

경력

(개월)

1년미만 26 2.94 .35

3.021 .032*
1-3년 76 2.93 .32

4-6년 39 3.11 .30

7년이상 10 2.99 .28

근무부서
외과계 74 2.00 3.11

.768 .382
내과계 77 2.05 3.42

*p<.05**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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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논논논의의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지각을 확인한 결과 환자가 지각한 간
호서비스 만족도는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서비스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뢰성,유형성,보장성,반응성,공감성영역의 순이었다.
이는 입원환자와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서비스의 지각차이는 선행연구와도 일
치하는 결과로(양은진,2002;체계순,1996)간호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이러한 지각차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환자를 간호
하는데 있어 간호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지속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다.
간호서비스 영역중에서 입원환자는 유형성와 보장성을 가장 많이 제공받았

다고 지각하는 반면 간호사는 공감성과 반응성을 가장 많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지각차이는 궁극적으로 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 간호서비
스를 향상시키는데 간호사들의 특별한 인식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입원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지각차이가 가장 많은 영역과 입

원환자가 제공받은 영역 중 가장 높게 지각한 부분은 유형성 영역이었다.간
호사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기업형 병원들의 출현과 더불어 대형화되고
현대화된 병원의 신설로 인해 간호사들의 만족이 저하된 점과 환자들의 지각
정도가 높았던 이유는 이러한 이유로 많은 병원들이 시설의 개보수를 적극적
으로 시행하고 있어 환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뢰성 영역은 환자와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서비스 영역 중 가장 낮은 만

족도를 보였다. 양윤이(1998)의 의료서비스 속성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기대
및 지각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신뢰성의 기대와 지각이 가장 높았으며,김
경준(1998)의 연구에서도 병원 이미지 형성에서 신뢰성과 확신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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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지적하였다.따라서 신뢰성을 중심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성 영역 또한 입원환자의 만족도가 낮았던 반면,간호사가 제공된 간

호서비스만족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미진(2002)의 산업 간호서비
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품질과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공감성 영역의 기
대된 서비스 품질은 높게 나타났으나 지각된 서비스 품질은 높게 나타난 것
과 차이를 보인다.이는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업장과 3차 의료
기관을 찾는 소비자의 방문 목적의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앞으로
환자 간호 시 고객에대한배려와개별적인관심을보이고질병중심의 환자간호
에서 벗어나 전문직 간호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해의 차원
에서 환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곧 실무에서의 간호
가 전문직으로 발돋움해가는 지향점이 될 것이다.
유형성 영역 중 ‘간호사의 용모’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의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외모로 한정되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긍정
적이라면 용모와 태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직업에 대한 이미지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본 선행연구 (정인숙,200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신뢰성 영역에서는 ‘성의 있는 문제해결’에 대한 부분을 환자와 간호사 모

두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양윤이(1998)의 의료서비스 속성에 대한 의료소비
자의 기대 및 지각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신뢰성의 기대와 지각이 가장 높
았으며,이미애(200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서비스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간호사는 연령,결혼상태,근무기간,현부서경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양은진(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근무기간이 오래되고 안정될수
록 보다 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간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연령이 많을수록 간호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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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긍정적인 면에서 인간적인 배려를 가지고 간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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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의 목적은간호사와 입원환자의간호서비스 지각차이를 규명하여 병원
경영자와 간호 관리자의 이해와 노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간호서비
스의질적향상을이루어간호서비스품질향상과환자만족에기여하고병원현장
에서 서비스 교육을 하는데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이며 더 나아가서는
간호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급격하게 변화되는 병원현장에 좀더 적극적으
로 접근할 수 있는 간호사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소재 일개 대학부속 병원으로 간호사 151명과 같은 병동

에 재원하고 있는 환자 13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도구는 Parasuraman,Zeithaml,Berry(1988)가 개발한 SERVQUAL모

델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졌고,도구는 유형성,신뢰성,반응성,보장성,공감성이
라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간호서비스 만족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값이 .92었다.
자료 분석 방법은 전산 통계 처리하여 실수,백분율,평균,표준편차,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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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자가 지각한 간호서비스 만족도는 간호사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영역별로는 신뢰성(t=10.202, p<.000), 유형성(t=9.333, p<.000), 보장성

(t=8.187,p<.000),반응성(t=7.525,p<.000),공감성(t=5.592,p<.000)영역의 순
으로 5가지 모든 영역에서 간호사가 간호서비스를 제공한 것 보다 환자가 제
공받은 간호서비스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입원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지각차이가 가장 많은 영역은 유

형성 영역이었고,보장성 ,반응성,신뢰성,공감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영
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환자가 지각하고 있는 간호 서비스 만족도에서 가장 크게 지각하고 있는

문항은 ‘성의 있는 문제 해결’(3.58±1.29)로 나타났으며,이는 간호서비스의 강
점으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는
문항은 ‘환자를 위한 게시판’(3.15±0.79)으로 나타나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각적인 게시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보완작업을 해
야 한다고 판단된다.
간호사가 지각하고 있는 간호 서비스 만족도에서 가장 크게 지각하고 있는

문항은 ‘융통성 있는 간호행위’(3.48±0.57)이었고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는 문
항은 ‘간호사실의 장비’(2.56±0.59)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입원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지각차이가

가장 큰 문항은 ‘간호사실의 장비’였으며,지각차이가 가장 적은 문항은 ‘제
공될 서비스에 대한 정보알림’이었다.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서비스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사는 연령(f=5.264, p=.002), 결혼상태(t=6.099, p=.015), 근무기간

(t=6.274,p=.000),현부서경력(t=3.021,p=.03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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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서비스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환자가 느끼는 간호서비스 만족도가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서
비스 만족도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유형성 부분은 환자가 지각한 간호서비스 만족도중 가장 높게 나타나 앞으

로도 환자 간호 시 강점으로 살려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간호서비스 영역 중 공감성 영역은 간호사는 가장 많이 제공하였다고 하였

으나 환자는 가장 적은 간호서비스를 받았다고 조사되었으므로 앞으로 환자
간호 시 고객에 대한 배려와 개별적인 관심을 보이고 질병중심의 환자간호에서
벗어나 전문직 간호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해의 차원에서
환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며,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 간호사
를 위한 서비스 교육이나 간호학생을 위한 강좌 개설도 유용할 것으로 본다.
환자와 간호사의 지각차이가 가장 컸던 영역은 유형성 부분이었다.물적환

경의 상태는 서비스 제공자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는 유형적 증거이며,
서비스 제공 시 다른 고객의 행동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으므로 지각차이를 줄일
수 있는보완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본다.

222...제제제언언언

1.간호서비스 만족도를 좀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측정해 낼 수 있는 간호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측정도구의 개발을 제안한다.

2.간호사와 입원환자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를 규명하고,지각차이의 원인을
질적 연구를 통하여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간호사와 입원환자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가 있음을 알고,간호사정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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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호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제안한다.

4.간호사와 입원환자의 간호서비스 지각차이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교육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간호대학의 교양 강좌 개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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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 록록록 ▶▶▶▶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간간간호호호사사사용용용)))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간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간호학교육을 전공하는 석사과정생

입니다.

본 연구는 간호사님들이 제공한 간호서비스와 환자가 느끼는 간호서비

스의 지각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느끼신 대로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됩니

다.

간호사님들이 제공해 주시는 응답은 순수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익명성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조사에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3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 교육전공

                                                            윤정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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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사항>

1. 귀하의 연령은? 만________세

2. 귀하의 학력은? ⓛ대학원졸 ②대졸 ③전문대졸

3. 귀하의 성별은? ⓛ남자 ②여자

4. 귀하의 결혼유무는? ⓛ미혼  ②결혼

5. 병원에 근무한 기간은? ______년 _______월

6. 현재 근무한 부서의 경력은? ______년 _______월

7. 현재 근무 중인 진료과는?____________병동

8. 현재 근무지 직위는?

①일반간호사  ②책임간호사  ③수간호사  ④기타



- 45 -

내        용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1.간호사실에는 현대적인 장비가 갖추어져 

  있었습니까?

2.간호사실의 시설이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정리 정돈되어져 있었습니까?

3.귀하는 용모가 단정하고 깨끗하였습니까?

(예 : 유니폼과 구두의 청결상태, 화장 상태, 손톱정리, 

머리모양)

4.환자를 위한 게시판이 보기 좋게 게시되어져 

있었습니까?

5.귀하는 환자와의 약속을 잘 지켰습니까?

(예 : 다인실을 원하였을 경우 간호사들은 순서대로 약속을 

지켜 옮겨주었는지, 간병인 신청 시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신청하여주었는지 등에 관한 사항)

6.귀하는 환자와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문제해결에 성의를 보였습니까?

(예 : 퇴원수속이 지연되고 있을 때, 약속한 시간보다 

수술시간이 지연되어 대기 중에 있을 때의 해결방법, 

퇴원약이 잘못 전달되었을 때)

7.귀하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교대 

근무 시 정확한 정보가 전달받아 간호를 제공할 

때 일관성이 유지하였습니까?

(예 : 오전에 근무한 간호사에게 기침한다고 기침약을 

달라고 했는데, 환자의 요청을 오후 인계근무자도 알고 

있었는지)

8.귀하는 환자와 약속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까?

(예 : 주사는 몇 시쯤에 놔 드리겠습니다. 관장은 몇 시쯤 

해드릴 것입니다 등에 관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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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9.귀하는 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 : 정맥주사 시 한번에 투여하였는지, 혈압이나 혈당 

측정시 능숙하게 측정하여 재측정하지는 않았는지에 

관하여)

10.귀하는 언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까?

(예 : 검사가 지연되고 있을 때 이유 설명하기, 수술전 

처치는 오후 몇 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기등)

11.귀하는 환자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요청 

시 즉각 응대하였습니까?

(예 : 간호사 호출벨을 울렸을 경우 즉시 조취를 

취해주었는가 등)

12.귀하는 언제나 자발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주었습니까?

(예 : 불편한 곳을 먼저 물어보고 해결해주려고 

하였는지, 3일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하였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신지, 수분섭취를 권장하고 필요시 대변완화제나 

관장도 가능하다는 정보제공 등)

13.귀하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환자의 질문에 

응답해주었습니까?

(예 : 환자가 질문하였을 때 응급상황이어서 제대로 

질문을 하지 못한 경우 응급상황이 해결된 후 환자에게 

방문하여 질문에 응답해 주었는지)

14.귀하의 태도는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었습니까?

15.귀하의 업무처리는 환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예 : 환자의 비밀을 지켜주고 어려운 상황도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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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16.귀하는 환자에게 항상 예의바르고 

공손했습니까?

17.귀하는 환자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하는데 있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8.귀하는 환자에게 인간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개별적인 간호를 제공해주었습니까?

(예 : 가족의 입장, 환자 자신의 입장에서 치료적 행위뿐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불편감을 최소화하는 전인적 간호를 제공하였습니까?)

19.귀하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치료적 행위를 

융통성 있게 조정해 주었습니까?

(예 : 다음부터는 가루약으로 주세요. 주사는 손등이 

편하니까 손등에 놔 주세요 등에 관한 요청에 대한 

조정)

20.귀하는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었습니까?

(예 : 이야기를 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고 잘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거나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환자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었는지)

21.귀하는 환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였습니까?

22.귀하는 환자를 대등하게 대우해주었습니까?

(예 : 구면인 환자나 지속적으로 불만을 말하는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과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간호해 

주었는지)

23.귀하는 환자에게 전문적인 부분을 쉽게 

설명해주거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까?

(예 : 검사 시행 시 어떠한 목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전에는 어떤 처치가 필요한지 검사 중에는 어떠한 

불편감이 있는지 검사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담긴 자료제공과 더불어 이해하기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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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 록록록 ▶▶▶▶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환환환자자자용용용)))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간호학교육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생입니다.

본 연구는 간호사님들이 제공한 간호서비스와 환자가 느끼는 간호서

비스의 지각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느끼신 대로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됩

니다.

환자분들께서 제공해 주시는 응답은 순수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될 것이며 익명성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힘드신 가운데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빠른 쾌유 바랍니

다. 

                                                                 2005년 3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 교육전공

                                                            윤정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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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사항>

1. 귀하의 연령은? 만________세

2. 귀하의 성별은? ⓛ남자 ②여자

3. 귀하가 병원에 입원한 횟수는? ________회

4. 귀하가 현재 입원중인 진료과 병동은?______________과

5. 귀하는 현재 간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직계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등)  ②친척  ③간병인  ④없다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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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1.간호사실에는 현대적인 장비가 갖추어져 

  있었습니까?

2.간호사실의 시설이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정리정돈 되어져 있었습니까?

3.간호사는 용모가 단정하고 깨끗하였습니까?

(예 : 유니폼과 구두의 청결상태, 화장상태, 손톱정리, 

머리모양)

4.환자를 위한 게시판이 보기 좋게 게시되어져 

있었습니까?

5.간호사는 귀하와의 약속을 잘 지켰습니까?

(예 : 다인실을 원하였을 경우 간호사들은 순서대로 

약속을 지켜 옮겨주었는지, 간병인 신청 시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신청하여주었는지 등에 관한 사항)

6.간호사는 귀하와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문제해결에 성의를 보였습니까?

(예 : 퇴원수속이 지연되고 있을 때, 약속한 시간보다 

수술시간이 지연되어 대기 중에 있을 때의 해결방법, 

퇴원약이 잘못 전달되었을 때)

7.간호사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교대근무 시 정확한 정보가 전달받아 간호를 

제공할 때 일관성이 유지되었습니까?

(예 : 오전에 근무한 간호사에게 기침한다고 기침약을 

달라고 했는데, 귀하의 요청을 오후 인계근무자도 알고 

있었는지)

8.간호사는 환자와 약속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받으셨습니까?

(예 : 주사는 몇 시쯤에 놔 드리겠습니다. 관장은 몇 

시쯤 해드릴 것입니다 등에 관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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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간호사는 귀하를 간호하는데 있어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 : 정맥주사 시 한번에 투여하였는지, 혈압이나 혈당 

측정시 능숙하게 측정하여 재측정하지는 않았는지에 

관하여)

10.간호사는 언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까?(예 : 검사가 지연되고 

있을 때 이유 설명하기, 수술 전 처치는 오후 몇 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기 등)

11.간호사는 귀하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요청 

시 즉각 응대하였습니까?

(예 : 간호사 호출벨을 울렸을 경우 즉시 조취를 

취해주었는가 등)

12.간호사는 언제나 자발적으로 귀하에게 

도움을 주었습니까?

(예 : 불편한 곳을 먼저 물어보고 해결해주려고 

하였는지, 3일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하였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신지, 수분섭취를 권장하고 필요시 대변완화제나 

관장도 가능하다는 정보제공 등)

13.간호사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귀하의 질문에 

응답해주었습니까?

(예 : 귀하가 질문하였을 때 응급상황이어서 제대로 

질문을 하지 못한 경우 응급상황이 해결된 후 귀하에게 

방문하여 질문에 응답해 주었는지)

14.간호사의 태도는 귀하에게 신뢰감을 

주었습니까?

15.간호사의 업무처리는 귀하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예 : 귀하의 비밀을 지켜주고 어려운 상황도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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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간호사는 귀하에게 항상 예의바르고 

공손했습니까?

17.간호사는 귀하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하는데 있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8.간호사는 귀하에게 인간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개별적인 간호를 제공해주었습니까?

(예 : 가족의 입장, 환자 자신의 입장에서 치료적 행위뿐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불편감을 최소화하는 전인적 간호를 제공하였습니까?)

19.간호사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치료적 

행위를 융통성 있게 조정해 주었습니까?

(예 : 다음부터는 가루약으로 주세요. 주사는 손등이 

편하니까 손등에 놔 주세요 등에 관한 요청에 대한 

조정)

20.간호사는 귀하의 이야기를 경청하였습니까?

(예 : 이야기를 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고 잘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거나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귀하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었는지)

21.간호사는 귀하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였습니까?

22.간호사는 귀하를 대등하게 대우했습니까?

(예 : 구면인 환자나 지속적으로 불만을 말하는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과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간호해 

주었는지)

23.간호사는 귀하에게 전문적인 부분을 쉽게 

설명해주거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까?

(예 : 검사 시행 시 어떠한 목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전에는 어떤 처치가 필요한지 검사 중에는 어떠한 

불편감이 있는지 검사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담긴 자료제공과 더불어 이해하기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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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inpatient and nurse on nursing service in order to help improving quality 

of nursing service and patient satisfaction, and offer more practical help 

to provide service training for nurse in actual hospital scene.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in connection with curriculum of 

college of nursing, to educate nurses who are capable of actively 

participating in actual hospital scene that is dramatically changing.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1 nurses and 137 patients who work 

and are hospitalized in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and the data was 

collected b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As a survey tool, SERVQUAL originally developed by Parasur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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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ithaml, and Berry(1988) was used after being modified and 

supplemented into a structured questionnaire by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Reliability of test tool for nursing service satisfaction was 0.92 as 

Cronbach's α value.

The data was processed by electronic statistics, and analyzed with a 

real number,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t-test.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all categories of reliability(t=10.202, p<.00), tangibles(t=9.333, p<.00), 

assurance(t=8.187, p<.00), responsiveness(t=7.525, p<.00), and 

empathy(t=5.592, p<.00), nursing service satisfaction felt by patient was 

higher than nursing service satisfaction perceived by nurse.

2. The category shown with the highest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inpatient's and nurse's was tangibles, and the categories shown with 

statistically attentive difference were ‘equipment in nurse 

room’(t=8.028, P<.05) and ‘appearance of nurse’(t=8.750, P<.00). 

3. Regarding reliability, statistically attentive difference from comparing 

difference in perception of patient and nurse was shown in 'keeping 

words with patient'(t=4.747, p<.00), 'exhibiting effort to solve 

problems'(t=3.874, p=00), 'providing consistent nursing service'(t=4.673, 

p<.00), 'providing nursing service on time'(t=5.341, p<.00), 'displaying 

professional skills in nursing service'(t=4.970, p<.00), and 'informing 

patient of service to be provided'(t=2.831, p<.05). 

4. Regarding responsiveness, statistically attentive difference from 

comparing difference in perception of patient and nurse was shown in 

‘importance and actual practice of provid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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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diately’(t=3.822, p<.00), ‘responding to questions with 

consideration’(t=3.932, P<.05), and ‘reliable job performance’(t=5.763, 

p<.00).

5. Regarding assurance, statistically attentive difference from comparing 

difference in perception of patient and nurse was shown in 

‘expectation and trust for job performance’(t=4.519, p<.00), ‘being 

polite while providing service' (t=7.196, p<.00),  ‘possessing adequate 

knowledge of nursing service’(t=6.364, p<.05).

6. Regarding empathy, statistically attentive difference from comparing 

difference in perception of patient and nurse was shown in ‘human 

care’(t=3.415, p<.00), ‘flexible nursing service’(t=2.710, p<.05), 

‘attentively listening to patient’(t=23.275, p<.05), ‘accurate 

understanding of what patients want’(t=4.358, p<.00), and ‘easier 

explanation of the specialized(medical) information’(t=3.731, p<.05).

7. There was no statistically attentive difference in nursing service 

satisfaction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 On the other 

hand, statistically attentive difference was shown in age(f=5.264, p=.002), 

marital status(t=6.099, p=.015), years in service as a nurse(t=6.274, 

p=.000), years in service in the current department of nurse(t=3.021, 

p=.032). 

To summarize the results as mentioned above, there was statistically 

attentive difference in nursing service satisfaction between patient and 

nurse, and patient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nurse's perception on 

satisfaction who provided nursing service.

Among categories, the highest category of the nursing service perceived by 

patient was tangibles, thus they should be reinforced further as a stro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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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ursing service.

Among categories, empathy was the lowest category of the nursing service 

perceived by patient, however, it was the highest category of the nursing 

service provided and perceived by nurse. Therefore, nurses should be more 

considerate and attentive to individual patients by overcoming patient caring 

focused on disease in order to solve problems of patient through a genuin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 that is a genuine role and function of 

professional nurse. Accordingly, improvement can be made by providing 

service training for nurse and lectures for students in college of nursing.

 The highest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patient and nurse was shown 

in tangibles. Physical environment is a tangible evidence that indicates 

consideration and attention of service provider, and it may influence other 

patients' behavior during the service. Thus, a supplementary measure should 

be devised to reduce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patient and nurse.

Keywords: nursing service, difference in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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