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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두려운 마음과 기 되는 마음으로 면 을 봤던 것

이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되어 논문까지 마

치게 되었습니다. 조 더디고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를 응원해주고, 믿고 지켜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합니다.

학원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항상 생각하는 힘을 갖

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정말 많은 시간 내

주시면서 세심하게 논문 지도해주신 김인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 쓰

는 과정을 무 두려워했던 제게 격려와 용기를 주시고,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최모나 교수님, 그리고 정말로 논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 부족한

제 논문을 끝까지 지켜 주신 고 국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장 병원 외래에서 진료 력센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진심을 다해 환자

들에게 일 할 수 있도록 항상 든든한 지원을 해주시는 최동훈 교수님을 비롯

한 심장내과 모든 교수님들과 부족함이 많은 를 항상 믿어주시는 유경종 교

수님과 모든 심장 외과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합니다.

학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격려 아끼지 않으셨던 심장

병원 간호 정미애 장님, 박선 트장님과 같이 일하며 항상 를 지

지해주시는 심장내과 외래 김민 , 김양숙, 김지수, 류청, 이사라, 송이 , 심성

경, 유의선, 윤도은, 이경은, 이은정, 이인선, 이진 , 이 , 임지 , 조하림,

진소 , 황유진선생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합니다. 그리고 의 일희일비를

함께 해주시며 건강까지 챙겨주셨던 김재희, 양민희, 한혜수선생님과 여러 날



함께 논문 비했던 황 주선생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합니다. 소소하게 말

하지 않아도 마음까지 알아주시는 고나희선생님과 고은선생님에게도 HICU에

서함께 일하던 시 부터 지 까지 항상 고마운 마음 합니다.

새로운 도 이었던 공부를 힘들어도 즐겁게 할 수 있게 해 주었던 학원

동기들, 지 은 자주 만나지 못해 더욱 보고 싶은 김윤지, 김효은, 박규리, 안

성희, 이새롬, 이윤아, 임용 , 최선경, 홍정우에게도 감사한 마음과 안부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나도, 어쩌다 한번 만나도 마음 알아주고, 생각만

해도 든든한 친구인 성혜, 윤정이, 뜬 없는 도움요청에도 같이 고민해주고 많

이 도와 지 이에게도 정말 고마운 마음 합니다.

마지막으로 를 낳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심지 갖고 지낼 수 있도록 키

워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합니다. 항상 상 방

의 마음도 헤아리며 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동안 아이들

돌 주시느라 애써주신 어머님과 멀리 하늘에서 를 항상 응원하고 계실 아

버님과 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작은아버님들과 작은어머님들, 멀리 살고 있

어 자주 만나지 못해도 자신의 치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승욱·유진에게도

안부와 감사의 마음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하게 를 지지해주는 승

렬오빠와 올 언니, 했다하면 잘해내는 미 언니와 형부, 낚수천재 형렬이에게

도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힘들 때마다 잘하고 있

다며 다독여주며, 포기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남편 노승인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합니다. 엄마가 논문마치기만을 기다리고, 힘들 때 친구처럼

다독여주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재은이와 하루하루 의젓해지는 놀이동산에 놀

러가고 싶다던 상이에게도 고마운 마음 한가득 담아 합니다.

2016년 12월

김정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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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역할분석과

의료서비스 소요기간 환자만족도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개 상 종합병원의 단 기 인 심장 병원 진료 력센

터 간호사의 업무를 확인하고,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외래진료

입원치료에 소요되는 기간과 환자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역

할의 효과에 한 기 인 자료를 제공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진료 력센

터 간호사 업무의 내용과 빈도는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사가 2016년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 다. 연구 상자는 2016

년 4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심장내과 외래에 내원한 진환자 선정기 에 부합

되는 진료 력센터 의뢰군 64명, 일반 의뢰군 64명으로 총 128명을 선정하 다.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의 환자만족도와 일반 인 특성은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 고, 의뢰 련 특성과 진단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은 의료정보시스

템과 자의무기록 조회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0.0 로그

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는 독립 인 역할 38.3%, 의존 인 역할

37.0%, 상호의존 인 역할이 24.7%로 나타났다.

2. 진료 약 의뢰일부터 외래 진일까지 소요기간은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2.41(±2.

46)일로 일반 의뢰군의 6.88(±6.10)일 보다 짧았으며,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t=-5.079, p<.001), 외래 진일부터 2번째 외래 내원일까지 소요기간은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2.82(±2.32)일로 일반 의뢰군 13.57(±5.17)일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짧았다(t=-14.197, p<.001).

3.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외래 진일부터 수술일까지 소요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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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2.29(±1.38)일로 일반 의뢰군의 11.88(±9.95)일보다 짧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Z=-2.693, p=.007).

4. 환자만족도는 80 만 에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72.28(±7.22) 으로 일반 의뢰군

68.39(±8.22)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764, p=.007). 약 수 차

(t=2.078, p=.040), 간호사 진료서비스(t=2.070, p=.041), 병원환경 기타 (t=2.657,

p=.009) 역의 환자만족도에서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일반 의뢰군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5.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진료 력센터 업무에 한 환자만족도는 4 만 외래

진료 추천의향 3.91 , 검사진행 결과 확인일까지 소요기간 3.89 , 진료 분야 결

정 3.88 , 연속 인 의료서비스 제공 3.86 , 간호사의 충분한 설명과 안내 3.82 ,

진료 약 기일 3.82 , 입원일까지 기일 3.81 , 약 차 3.78 의 순서로 모

든 문항에서 환자만족도가 3.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6.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료 력센터 업무는 외래진료

검사진행의 신속성이 40.6%, 간호사의 충분한 설명과 상담 32.8%, 외래진료부터

입원, 수술 진행의 신속성 14.1%, 진료 분야 상담 결정이 12.5% 순서로 나타났

다.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달 과정에서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역할을 독립 , 의존

, 상호의존 인 역할의 업무로 확인하고,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외

래진료와 입원치료 소요기간과 환자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역할의 효과를 확인하는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

구 상자와 변수를 확 시켜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역할과 환자결과에 한 상

계와 향요인을 악하기 한 연구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역할이 간호의 문

분야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한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표 화된 실무와 간호활동

에 한 수가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핵심이 되는 말 : 진료 력센터, 간호사, 진단 치료 소요기간, 환자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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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 으로 심 계 질환은 유병율과 사망률의 주요원인이며(Dokic,

Donovic, Tadic, & Nikolic, 2015), 우리나라 체 사망원인 악성신생물(암)

으로 인한 사망에 이어 주요 사망원인 2 로 2015년의 경우 년 비 6.1%

증가하 다(통계청, 2016).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에 따르면 매년 약 17만

명이 심 계 질환으로 사망하며(WHO, 2008), 사망률과 사회 비용을 증가

시키는 심 계 질환은 국가 보건정책의 주요 심사가 되어 왔다. 이러한

심 계 질환 치료의 가장 효과 인 방법은 험인자를 갖고 있는 상자를

기에 발견하여 질환을 방 리하는 것이다(Dokic et al., 2015). 심장질

환 치료에 한 최상의 환자결과를 확보하기 한 근성은 성기 치료 뿐

만 아니라 외래 진료에 있어서도 매우 요하며(Grace, Tan, Simpson, &

Chessex, 2012), 상자가 의학 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시에 근하지 못할

때 질 인 환자 간호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Eastwood et al., 2008).

우리나라는 소비자 측면에서 사회경제 수 이 높아짐에 따라 질 높은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신 의료장비와 문성을 갖춘 의료진을 확보한 병원

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김양균과 김 석, 2009). 그로 인해 상 ,

수도권, 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상이 차 심화되면서 환자는 빠른 진

단과 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게 된다(유창훈과 권 , 2012). 특히 의

료의 공 은 제한 인 상황에서 수요가 공 을 과하면서 의료기 의 진료를

기다리는 것은 보건의료 서비스 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Pitt, Noseworthy,

Guilbert, & Williams, 2003). The Institute of Medicine(IOM)에서는 한

시기에 상자가 의료기 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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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질 개선에 필수 인 방법 의 한 가지라고 하 고(Pizer & Prentice,

2011), 근가능성에 한 의료의 질을 측정하는 기본 인 지표는 기시간이

다(Aeenparast, Maftoon, Farzadi, & Mohamadi, 2015). 한 기시간(waiting

time)은 환자만족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로, 길어지는 기시간은 환자의 만

족을 감소시킨다(Pizer & Prentice, 2011).

우리나라는 진료권내 의료 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뢰된 환자에게 진료 기

시간을 단축하여 세분화 된 문의료서비스를 시에 제공하기 한 목 으로

종합 문요양기 을 심으로 진료 력센터를 설치, 운 하고 있다(김동일, 김

해 , 윤석 과 문 배, 2002; 한순희, 2007b). 진료 력센터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은 증 환자의 경우 의뢰시 이 늦어지면 환자의 치료결과에 좋지 않은

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결과에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lhuthail, 2009). 부분의 진료 력센터 인력 구성은 의사, 간호사, 행정직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간호사가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며(김경강, 2015),

가장 핵심 인 역할을 하고 있어 간호의 한 문분야로 부상되고 있으나(성귀

옥, 2016),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역할의 효과 측정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진료 력센터의 역할과 유사한 조직과 련한 국외 선행연구는 진료 기,

근성 향상에 한 것으로 외래 진료 기일에 한 의료인 측면의 향요인

분석, 소화기내과의 신환 근성을 높이고, 약 기일을 감소시키는 재

평가에 한 연구, 심 계 의료서비스 근에 한 간호사의 역할에 한

연구, 소아 문간호사가 운 하는 외래 클리닉의 진료 약 기일과 환자만족

도, 진료 력 차와 무릎 치환술 기일에 미치는 향 등이 있다

(Aeenparast et al., 2015; Di Guglielmo, Plesnick, Greenspan, & Sharif, 2013;

Eastwood et al., 2008; Evangelista et al., 2012; Fyie, Frank, Noseworthy,

Christiansen, & Marshall, 2014; Hamilton & Grant, 2006; Pottl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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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력센터와 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진료의뢰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력병원 간 력내용과 성과 향요인, 진료 력센터 운 이 재원일수에 미

치는 향, 개원의 역할기 와 환자만족도 조사, 진료 력병원 선택과 만족도,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역할 규명과 직무분석 등이다(김경강, 2015; 김 과 김

인수, 2002; 성귀옥, 2016; 이 미, 2000; 조상옥, 박은철, 손태용, 강희정과 유

승흠, 2005; 조유순, 2012; 한순희, 2007b).

이처럼 국외의 연구들은 환자의뢰과정에서 간호사 역할을 환자만족도, 기

시간과 같은 환자결과와 비교분석한 것이 많이 있으나 국내의 연구들은 진료

력센터의 운 황, 의료기 측면에서의 성과분석,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역할정립 실무 표 화에 한 연구들이 부분으로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역할의 효과를 환자결과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일개 상 종합병원의 단 기 인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업무를 담하는 간호사 업무의 내용과 빈도를 악하

고, 심장내과 외래 진환자들을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으로 나

어 두 군 간 외래진료 입원치료에 소요되는 기간과 환자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역할의 효과에 한 기 인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업무의 내용과 빈도를 악하고, 심

장내과 외래 진환자들을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으로 나 어 두

군 간의 외래진료 입원치료에 소요되는 기간과 환자만족도의 차이를 확인

하여,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역할의 효과에 한 기 인 자료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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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내용을 확인하고, 빈도를 측정한다.

둘째,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외래진료 입원치료 소요기간

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셋째,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환자만족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

한다.

넷째,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진료 력센터 업무에 한 환자만족도와 인식을

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진료 력센터

이론 정의 : 지역병원 력병원 진료의뢰 환자의 신속한 진료 약, 진료,

진료결과의 회신, 진료 후 회송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홍성삼, 1999).

조작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일개 상 종합병원의 단 기 인

심장 병원에서 운 하고 있는 진료 력센터를 말하며, 력

병·의원으로부터 의뢰되는 환자들의 진 약, 검사진행, 결과

확인의 신속한 외래진료 리 수술을 해 의뢰되는 환자

의 입원 연계업무, 지역의 1, 2차 병, 의원으로의 회송, 회신 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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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역할의 효과에 한 기 인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진료 력센터의 기능,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 환자만족도와 기일에

하여 고찰하 다.

1. 진료 력센터의 기능

의료기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역과 서비스 제공 능력의 차이로 인해 의

료기 마다 처리할 수 있는 질병의 내용 난이도 수 에는 차이가 생기므로

(한순희, 2007b),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보다 경험이 많은 의료기 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환자를 의뢰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결과에 도움을 수 있다

(Flabouris, 1999).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여러 나라에서 1차 의료기 은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2차, 3차 의료기 으로 진료

의뢰를 하게 된다(최 두, 이 수와 홍상진, 2012). 우리나라는 특별한 제약 없

이 자유롭게 이용자가 의료기 을 선택할 수 있는 특징과 동일한 규모와 시설

수 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 형병원과 지방 소재 의료기 의 의료

서비스의 질 인 차이가 있다는 환자의 인식으로 인해(권순만, 배은 과 최용

, 2010) 3차 의료기 인 종합 문요양기 으로 모든 수 의 환자가 집 되

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 달체계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소규모 의료기 과 형

의료기 간 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최 두 등, 2012), 종합 문요양기

을 심으로 환자 의뢰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진료 력센터를 설치, 운 하



- 6 -

고 있다(김동일 등, 2002). 양정운(2006)의 연구에서 국 43개 종합 문요양

기 41개의 병원에서 진료 력센터를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병원에서도 진료 력센터를 개설, 운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추세이다(한순희, 2007b). 진료 력센터는 지역병원 력 병·의원에서 의뢰

되는 환자의 신속한 진료 약, 진료, 진료결과의 회신, 진료 후 회송 등의 기

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홍성삼, 1999), 각 병원마다 ‘진료 력센터’, ‘의

료 력센터’ 등의 서로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성귀옥, 2016).

진료 력센터는 세분화 된 문 의료분야의 의료인과 력진료로 환자에게

한 의료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심의 의료 달 체계 구축하며, 3차 의료

기 의 진료가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역 병, 의원에서 후속치료를 받도

록 유도함으로써 환자 의뢰 회송체계를 확립하는 기능을 갖는다(박미정,

2003). 한 의료기 간 력은 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기 운 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quality)을 높이는 목 을

달성하기 한 요 략으로 제시되고 있다(최 두 등, 2012). 이러한 진료

력센터의 운 목 은 환자 심의 의료 달체계 구축, 력 병·의원 의뢰환

자의 진료 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지속 인 환자유치, 력병원 계를 구축하여 개원의와의 유 계

를 강화 이를 통한 재원일수 리 등을 통한 경 의 효율화, 궁극 으로

의료서비스 수혜자인 환자 만족도 진료효과 상승 등이 있다(박미정, 2003;

송혜정, 2004; 조유순, 2012; 최 두, 2010).

진료 력센터와 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진료의뢰센터 경유환자의 진료

비 향요인에 한 연구, 진료의뢰센터 경유한 환자들의 의료이용, 진료의뢰

환자와 외래 진환자의 진료이용 행태와 진료비 향요인 분석, 진료의뢰센터

운 이 재원일수에 미치는 향, 진료의뢰시 개원의의 기 요인과 만족도, 의

료 력센터에 한 개원의 역할기 와 환자만족도, 력병원 간 력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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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향요인, 의료 력센터에서 간호서비스 수행,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역

할규명, 진료 력센터 간호사 직무분석 (김경강, 2015; 김 과 김인수, 2002;

김동일 등., 2002; 성귀옥, 2016; 송혜정, 2004; 신옥경, 2004; 조상옥, 2005; 조

상옥 등., 2005; 최 두, 2010; 한순희, 2007a) 등으로 진료 력센터의 이용행

태, 진료비용 재원일수의 차이, 개원의의 역할기 와 만족도,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역할과 직무에 한 연구들이 부분이다.

국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의료 달체계의 기능분담이 명확하게 나 어

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상 병원 심의 진료 력센터를 별도로 운

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지난 10년간 문

의료인에 한 사회 인 요구가 커지면서 일반의가 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

는 비율은 극 으로 증가하 다(Thorsen et al., 2016). 특히 외래 진료의 경우

내원하는 환자 수 증가가 지속되면서 환자의 근을 방해하는 격차를 규명하

고,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평가하고,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확

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Kwong, 2016). 진료 력

환자의뢰에 한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소아 문간호사가 운 하는 심장클리닉

의 환자만족도와 진료 약에 한 연구, 수술 클리닉 기시간 개선, 보훈

상자 건강 리에서 지연(waiting) 결과, 간호사가 운 하는 흉통 클리닉의

근성에 연구 등으로(Evangelista et al., 2012; Kwong, 2016; Pizer &

Prentice, 2011; Pottle, 2005) 간호인력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근성을 높이

고, 진료 기 문제를 해결하기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의료서

비스 근성은 보건의료 근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지역에 따른 의사의

도 측정과 같은 지역 근성, 소득이나 교육수 에 따른 암 검진율, 의료서

비스 이용을 비교하는 의료서비스 불균형 평가, 진료의 시 근성에 해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다(OECD 한민국 정책센터, 2014). 따라서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가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근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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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국외의 선행연구는 문 인 의료서비스에 한 근성을 높이는 과

정에서 간호 인력을 활용한 재 는 로그램에 한 환자 결과에 한 연

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진료 력센터의 운 효

과를 개원의 만족도, 재원일수, 의료비용의 차이로 분석하거나 표 화 되지 않

은 진료 력센터에서의 간호사 역할 정립에 한 연구들이 부분으로 진료

력센터에서 환자의뢰, 진료과정 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간호사의 역

할을 환자만족도, 기일과 같은 환자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역할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

의료 환경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업무가 출 하고, 서

로 다른 직종의 업무가 혼합되기도 하며, 효율성 제고를 해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성 희 등,

2009). 의료기 의 문인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간호사는 병원 모든 구

조의 매체로서 병원의 변인이면서, 동시에 환자의 변인으로 환자의 입장

을 이해하고, 환자의 요구를 달하고 충족시킬 책임을 갖는다(이상경, 2007).

간호사의 이러한 역할 특성 때문에 고객 심의 경 을 실 하기 해 의료

와 행정 분야를 잘 이해하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은 차 확 되고 있다(임난

등, 2011).

부분의 진료 력센터 인력 구성은 의사, 간호사, 행정직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성귀옥, 2016), 진료 력센터는 간호의 새로운 분야로 부상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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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간호사가 진료 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한순희, 2007b). 진료 력센

터가 의료기 간 력체계를 형성하는 주요 구심 이 되고 있으나, 진료 력

센터 간호사 업무에 한 표 화된 직무 규정이나 역할이 마련되지 않아(김경

강, 2015) 진료 력센터 간호사는 해당 의료기 의 자체규정과 여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성귀옥, 2016).

진료 력간호사 업무에 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혜

정(2004)의 연구에서 진료 력센터 간호사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로는 진료의

뢰 약, 검사의뢰 약, 응 환자 리, 진료회신, 회송 원, 력네트워크

리, 진료의뢰시스템 웹사이트 리, 산업무개발 지원, 간호의 질 리, 진

료상담, 통계업무, 진료 력센터 홍보 등으로 악되었다. 이 한 과 선

별, 상담업무, 의뢰환자 약 서비스의 수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

력센터의 소장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리고 소장의 직 가 간호사인 경우가 의

사나 행정직인 경우보다 간호업무 수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양정운(2006)의

연구에서 진료 력센터의 주요업무는 진료 약, 외래환자 회송, 입원환자

원, 원 환자 입원 연계 업무로 나타났으며, 주된 업무는 약업무로 나타났

다.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역할규명에 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주요역할은 실

무제공자, 상담자, 자문 조정자, 리·행정자 4개의 범주로 악되었으며

(김경강, 2015),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직무분석 연구에서 진료 력센터 간호

사의 직무내용은 진료의뢰 환자 리, 회신 리, 산시스템 리, 행정업무, 의

료 질 리, 교육 상담, 자기계발 9개 임무로 분석되었다(성귀옥, 2016). 이

처럼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는 표 화된 업무 내용 없이 해당 의료기

의 자체 규정과 여건에 따라 일하고 있으나 공통 으로 진료의뢰와 진 약,

검사, 응 원, 입원 연계 등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회송, 원 업무를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료 력센터의 공통 인 업무인 진 약은 단순한 업무로 보일 수 있으



- 10 -

나 합한 의료기 에 약하는 일은 임상 기 과 응 도, 환자 요구, 조직

인 자원, 구조와 문화의 균형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이다(Brandenburg,

Gabow, Steele, Toussaint, & Tyson, 2015). 환자가 의료기 에 근할 수 있

도록 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요하며, 간호사가 의료서비스를

조정(coordination)하고, 직 인 서비스를 달하고, 환자들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며 의료시스템을 안내하는 역할은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Villeneuve

& MacDonald, 2006). 이러한 간호사 역할은 의료서비스의 근을 개선하고,

기 시간을 감소시키며, 건강 증진과 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요구를 감소

시키며, 의료서비스 근에 한 지표를 검토할 수 있게 한다(Eastwood et

al., 2008).

보건의료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환자결과의 연결을 설명하는 연구에서는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process)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독립 인 역할, 의존

인 역할, 상호의존 인 역할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Irvine, Sidani, &

Hall, 1998). 간호사의 독립 인 역할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문

인 간호사에 의해 시작되는 활동으로, 환자사정(assessment), 의사결정, 간

호 재, 간호과정 등이 포함되며, 의존 인 역할은 의학 처방이나 치료 수행

과 련되는 기능과 책임과 련된다. 마지막으로 상호의존 인 역할은 다른

보건의료제공자 기능에 해 간호사가 부분 으로 는 으로 여하는 기

능과 활동으로 연속성 진, 조정(coordination), 환자간호를 통합하는 활동을

말한다(Doran, Sidani, Keatings, & Doidge, 2002).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는 력 병·의원으로부터 의뢰되

는 상자들에게 임상 소견과 응 도에 따라 합한 문 진료 분야의 약

부터 시작하여 의료서비스 조정(coordination), 진료과정을 리하면서 이루어

지는 상담과 설명, 회송까지의 과정을 통해 의료기 의 자원과 환자의 건강

리에 한 요구를 통합 으로 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료 력센터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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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의료서비스를 달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Irvine, Sidani, &

Hall(1998)의 역할구분에 따라 분류하면,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 진

약, 교육과 상담 업무는 간호사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으로써 간호사의 독립 인 역할에 해당되며, 주치의의 의학 단에 따

라 회송이 결정된 상자의 회송서를 작성하고 상담하며, 의학 처방 검사를

진행하는 업무는 간호사의 의존 인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기

의 자원을 이용하고, 의료서비스를 조정하는 업무는 간호사의 상호의존 인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

차 진료 력센터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진료지원부서 소속의 독립 인 부

서를 갖는 의료기 이 증가하고(박미정, 2003),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 약 업무와 함께 의료기 간 네트워크 유지를 통한 환자 확보, 환자만

족도 향상 의료 질 리 업무까지 확 되고 있다(성귀옥, 2016). 따라서 진

료 력센터 업무를 간호사 역할의 독립 역할, 의존 역할, 상호의존 인 역

할로 나 어 확인하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달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그로 인한 환자결과를 연결시킬 수 있는 토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환자만족도와 기일

환자만족도는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환자들의 기

, 요구, 의료서비스에 한 인식을 달하는 요한 도구이며,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데 요한 결과지표이다(Han, Connolly, & Canham, 2003). 환자만족

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1차 의료기 뿐만 아니라 일반의 진료와 문의

진료간의 효과 인 의료서비스 조정(coordination)에 따라 달라진다(Jar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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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l, 2011). 한 간호활동에 한 환자만족도는 환자들이 인식하는 간호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된다(Han et al., 2003).

의료의 질을 구조(structure), 과정(process), 결과(outcome)의 3가지 측면으

로 평가할 때, 환자만족도는 결과를 평가하는 표 인 지표로 고객은 의료의

질에 한 가장 신뢰할 만한 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만족도가 갖는 의

미는 크다(Donabedian, 1988). 특히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이 무 복

잡하고 문 이어서 질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매우 힘든 의료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 인 만족도나 재이용 의도가

서비스 질이나 조직을 총체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매우 효율 이고 간편한 지

표로 인식되고 있다(이미애, 2007).

환자만족도에 한 여러 연구에서 환자와 의료진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의

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에 한 기시간은 의료서비스

시스템에 한 환자의 불만족 원인으로 자주 언 되었다(Mathews, Ryan, &

Bulman, 2015). 환자들은 의료서비스에서 주로 1차 의료기 에 약을 하기까

지의 기간, 의료기 자체에서의 기간, 문 진료 분야로 의뢰가 결정되는 경

우 문의 진료 약까지의 과정에서 오랜 기다림을 경험한다(Murray, 2002).

우리나라도 진료 의뢰 시 개원의가 상 의료기 에 환자를 의뢰한 후 문의

가 필요한 치료를 개시할 때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으며(최 두 등,

2012), 의료서비스에 한 불만 가장 큰 요인은 의료이용을 하기 해 장

시간 기해야 한다는 이다(박미정, 2003). 김명순(2006)의 연구에서 종합병

원 의료서비스 차 서비스에 한 불만족은 진료 기시간 지연, 진료

약에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기(waits)는 환자만족도의 요한 결

정인자이며, 의료서비스 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 인 지표이기도 하다

(Aeenparast et al., 2015).

환자만족도와 기에 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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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2000)의 연구에서 진료의뢰센터 이용자의 병원서비스 만족도는 환자의 인

구사회학 , 경제 요인 보다는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크게 좌우되

고,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보완 이고 복합 인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진료의뢰센터 이용자의 병원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충분한 안내’ 으며, 기시간에 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한순희(2007a)

의 연구에서 진료 력센터 이용 환자만족도는 진료 력센터 근용이, 직원의

친 도, 진료 약 서비스, 충분한 설명, 증도에 따른 환자 리 항목이 평균

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진료 력센터 이용으로 도움을 받은 은 진

료 기시간 단축, 병원이용 안내, 진료 과 결정, 진료 검사 약과 설명 순

서로 나타났다.

어린이병원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일반소아과 의사(access pediatrician)와 간

호사(nurse navigator)를 배치하여 신환클리닉을 운 한 결과, 약 기일이

25일에서 1일 미만으로 감소하 고, 신환클리닉에 운 에 한 환자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Di Guglielmo et al., 2013). 외래 약 기일 문제해결을 해

소아 문간호사가 담당하는 소아심장 클리닉을 운 한 연구에서 의사가 담당

하는 클리닉과 소아 문 간호사가 담당하는 클리닉을 비교한 결과, 환자만족

도는 두 군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약 기일은 46일에서 43

일로 감소하 고, 소아 문 간호사가 운 하는 클리닉이 통계 으로 높은 응

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Evangelista et al., 2012). 한 캐나다,

뉴질랜드, 국, 호주에서는 약을 해 기다리는 시간과 체 보건의료체계

에 한 환자만족도 사이에 유의한 연 이 있었는데(이규욱, 2016), 이는 랑

스나 독일처럼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약이 가능한 반면 국, 미국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해 많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 때문으로 악되었다

(Papanicolas, Cylus, & Smith, 2013).

긴 기시간이 의료 결과에 어떠한 향을 주는 지에 해 충분하게 연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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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며 선행연구들이 부족하여 근의 어려움과 기시간이 길어지는 것

이 부정 인 의료결과와 어느 부분에서 연결되는지를 결론짓기는 어렵다

(Brandenburg et al., 2015). 그러나 필요한 시 에서의 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지연시켜 환자의 건강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강희정, 2014)

진 환자의 진단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을 리하는 진료 력센터 간호사

의 업무는 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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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개 상 종합병원의 단 기 인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 내용과 빈도를 확인하고, 외래 진환자를 진료 력센

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외래진료 입원치료에 소요되는 기간과 환자만

족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역할의 효과에 한 기 인

자료를 제공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 상

본 연구에서 진료 력센터 간호업무내용과 빈도를 측정할 상 간호사는

2016년 3월 재 서울시 소재 상 종합병원의 단 기 인 심장 병원에서

외래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인으로 본 연구자이다.

외래진료 입원치료의 소요기간과 환자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한 진

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은 상 종합병원 심장내과 외래에 내원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진환자를 표 모집단으로 하 으며, 2016년 4월 4일부

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서울시 소재 상 종합병원의 단 기 인 심장 병

원 심장내과에 내원한 외래 진환자를 근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 추출하

다.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의 선정기 과 제외기 , 상자 수의

정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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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자 선정기

·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고, 연구에 자발 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자

· 외래진료의 경우, 심 음 와 운동부하 검사를 시행한 자

· 입원치료의 경우, 상동맥우회로술을 받은 자

2) 상자 제외기

· 외래 진이 약이 아닌 당일 수로 이루어진 경우

· 타과와 동일한 날짜로 진 약을 하게 되어, 진료의뢰일부터 진일

까지의 1달 이상 소요된 경우

· 외래 진시 처방된 검사에 컴퓨터 단층촬 검사와 같이 검사 시행

후 별도의 독이 필요한 검사, 검사 약 자체가 2∼3주까지 소요되는

홀터 검사가 포함된 경우

3) 상자 수의 정성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사이의 외래진료 입원치료에 소요

되는 기간과 환자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한 independent t-test에서 효

과크기 .50, 유의수 .05, 검정력 0.80으로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진료 력

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의 각 그룹당 최소 표본수는 64명으로 산출되었

다. 두 그룹 최소 필요 표본수는 128명으로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표

본수는 154명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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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 측정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 내용과 빈도를 악하기 하여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역할 규명에 한 연구(김경강, 2015)와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직무

분석 연구(성귀옥, 2016) 결과를 토 로 진료 력센터 간호사 1인이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업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기입하

다.

2)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의 환자만족도

본 연구에서 진료 력센터 의뢰군은 외래 진 약이 심장 병원의 진료

력센터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일반 의뢰군은 외래 진 약이

진료 력센터 이 외의 약경로( 화 약센터, 인터넷 약, 직 내원하여

약 등)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환자만족도를 측정하기

하여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s(2008)이 개발한 외래환

자 환자만족도 도구와 연구 상 기 의 정진료 리실에서 사용하는 외래 환

자만족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약 수 차 3문항, 의

사의 진료서비스 5문항, 외래 간호사의 의료서비스 4문항, 검사 처방 2문

항, 병원 환경 기타 6문항으로 6개 역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 척도로서 수가 높을수록 환자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수의 범

는 20 ∼80 이다. 환자만족도에 한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는 .86이

었고(고유경, 2010),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 다. 진료 력센

터 의뢰군에서 진료 력센터 업무에 한 환자만족도 9항목을 추가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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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문항의 Cronbach`s α=.90 이었다.

3) 외래진료 입원치료에 소요되는 기간

본 연구에서의 외래진료 입원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환자가 진료

약을 하고,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확인하

며, 필요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을 말한다.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

군 간의 외래진료 입원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진료

약 의뢰일(실제로 약이 이루어진 날짜)과 외래 진일, 처방된 검사가 모두 완

료되어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2번째 외래 내원일, 입원일, 수술일, 퇴원일을 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 다. 소요기간을 구분하기 하여 진료의뢰일∼외래

진일, 외래 진일∼2번째 외래 내원일, 외래 진일∼입원일, 외래 진일∼수

술일, 입원일∼퇴원일로 구분하 고, 모두 단입법으로 계산하 다. 단입법은 재

원일을 퇴원일에서 입원일을 빼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소요기간은 뒷 날짜

에서 앞 날짜를 빼주는 방법으로 계산하 다 ( : 진료의뢰일로부터 외래 진일

까지 소요기간(5) = 외래 진일(2016.08.30.) - 진료의뢰 일자(2016.08.25.)).

4) 상자의 일반 특성과 의뢰 련 특성

본 연구에서 상자의 일반 특성은 크게 인구사회학 인 특성과 의뢰 련

특성으로 나뉘며, 인구사회학 특성은 환자만족도 설문지에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자신이 생각하는 건강상태, 거주지역, 최종학력, 직업, 소득 8문항이다.

의뢰 련 특성은 진료의뢰기 의 종류, 의뢰사유, 동반질환과 선행검사 유무를

상자의 의료정보시스템의 자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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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리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해 연구 시작 해당병원 연구윤리심의 원회 심

의를 통과하 다(과제번호: 4-2016-0106). 환자만족도 설문조사는 외래진료의

경우, 2번째 외래진료 에, 입원치료의 경우, 퇴원 후 첫 번째 외래진료 에

연구자가 직 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 , 방법에 해 충분하게 설명하여,

상자가 연구에 동의할 시간 여유를 가지도록 하 으며, 진료 종료 후 설

문조사를 시행하 다. 구두 동의를 받은 연구 상자에게 직 설문지를 배포

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 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제공된 투에

넣어 된 채로 회수하 다. 설문내용에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연

구에 이용한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하고,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여 코

드번호를 부여하여 상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 다. 연구가 진행되

는 동안 수집된 자료를 연구목 을 해서만 이용하 으며, 수집된 컴퓨터 데

이터와 코딩자료는 연구자의 컴퓨터에 보 하고, 각 데이터 일도 비 번호

를 입력하여 연구자만이 근할 수 있도록 하 다.

5. 자료수집방법

진료 력센터 간호업무 내용과 빈도는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사로

근무하는 본 연구자가 2016년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 동안 체크리

스트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기입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환자 상 설

문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4월 4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으며, 진료 력

센터 의뢰군 75명, 일반 의뢰군 86명의 총 161명의 상자에게 설문지를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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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경우 제외기 에 따라 11명, 일반 의뢰

군은 22명이 제외되어 진료 력센터 의뢰군 64명, 일반 의뢰군 64명의 상자

가 선정되어 총 128부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으며,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는 항목별 빈도와 백분율을 서술 통계로

확인하 다.

2) 상자들의 일반 특성, 환자만족도, 진단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 편차를 서술 통계로 확인하 다.

3)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의 일반 특성에 해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동질성을 검증하 다.

4)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기간의 차이

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 다.

5)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입원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의 차이

는 Mann Whitney test로 분석하 다.

6)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환자만족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 다.

7)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진료 력센터 업무에 한 만족도와 인식은 평균

표 편차, 실수와 백분율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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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업무

1)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업무의 내용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사 1인이 2016년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

까지 5일 동안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기입한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업무의 내용을 Irvine et al.(1998)의 연구결과에 따라 간호사의 독립

역할, 의존 역할, 상호의존 역할로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는 <표 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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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업무의 내용

간호업무 업무내용

Nurses'

Independent

Role

- 진료 약 화업무

: 진료 력센터 임상소견, 증상에 합한 문분야로

진 약
: 력 병·의원

- 진료 안내 화 진료 차, 찾아오는 곳 안내

- 진료 진/검사안내
진료 의뢰서, 의무기록사본 확인

복용약물확인, 진료 검사 안내

- 막수술 교육 입원, 수술, 퇴원에 한 반 교육, 상담

- 자가주사법 교육 Clexane or Heparin 자가주사법 교육

Nurses'

Dependent

Role

- 처방검사 진행 진료 후 처방검사 진행 : 당일, 빠른 일정

- 회송서 작성 상담
지역 1.2차 병, 의원으로 회송

- 진료결과회신서 작성

- 간단한 처치, 주사 stitch-out, dressing, injection 둥

Nurses'

Interdependent

Role

- 검사일정 조정 해당검사실과 일정 조정 : 당일 는 약

- 진료실과 업무조 처방검사 약물 확인 조

- 원환자 리

: 원환자 상태 악
원 상자 임상검사결과 확인,

임상교수와 상의

: 입원병실 비 입원원무과 해당병동과 원 시간 조

: 상자/보호자 상담 원 목 , 차 비사항 안내

: 의료진에게 정보 달 해당병동 간호사, 의사에게 정보 달

: 입원수속안내 내원시, 서류확인 입원수속 안내

- 응 환자 리
응 실 내원 환자 정보 달,

당일 외래 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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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업무의 빈도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사 1인이 2016년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

까지 5일 동안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기입하여 수집한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업무의 빈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업무의 빈도

역 간호업무 빈도* (일평균) 백분율(%)

Nurses'

Independent

Role

- 진료 약 화업무

: 진료 력센터 59 (11.8) 13.0

: 력 병· 의원 23 (4.6) 5.1

- 진료 안내 화 (해피콜) 27 (5.4) 6.0

- 진료 진, 검사안내 49 (9.8) 10.9

- 막수술교육 2 (0.4) 0.4

- 자가 주사법 교육 4 (0.8) 0.9

- 내원객 안내 상담

화문의 응
9 (1.8) 2.0

소계 38.3

Nurses'

Dependent

Role

- 처방검사 진행 39 (7.8) 8.6

- 회송서 작성 상담 89 (17.8) 19.7

- 회신서 작성 상담 13 (2.6) 2.9

- 주사 간단한 처치 26 (5.2) 5.8

소계 37.0

Nurses'

Interdependent

Role

- 검사일정 조 77 (15.4) 17.1

- 진료실과 업무조 13 (2.6) 2.9

- 원 환자 리

: 원 환자 확인 3 (0.6) 0.7

: 입원병실 비 5 (1.0) 1.1

: 환자 가족 화상담 3 (0.6) 0.7

: 의료진에게 정보인계 3 (0.6) 0.7

: 입원수속 안내 3 (0.6) 0.7

- 응 환자 리

: 력기 의뢰 화 2 (0.4) 0.4

: 응 의학과 정보 인계 2 (0.4) 0.4

소계 24.7

계 451 100.0

* 빈도는 5일간 측정한 횟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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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내용을 Irvine et al.(1998)의 연구에서와 같이

간호사의 독립 인 역할, 의존 인 역할, 상호의존 인 역할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업무 간호사의 독립 인 역할은

진료 약업무, 진료 안내 화, 진료 진과 검사안내, 교육 상담, 화문

의 응 이며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처방검사 진행, 회신서

회송서 작성, 주사 간단한 처치 업무가 포함되는 간호사의 의존 인 역

할은 37.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검사일정 조 , 진료실과의 업무 조 ,

원환자 리, 응 환자 리가 포함되는 다른 보건의료제공자의 역할에 해

간호사가 부분 으로 는 으로 여하는 활동과 련되는 의료서비스를

조정(coordination)하는 것과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간호사의 상호의존 인

역할이 24.7%로 나타났다.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업무는 의존 인 역할 상자의 거주지역 인근 병,

의원으로 원하기 해 회송서 회신서를 작성하고 상담하는 업무가 102건

(22.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인 역할

본원 진료 력센터와 력 병·의원으로부터 의뢰되는 환자의 진 약 화업

무가 82건(18.1%), 상호의존 인 역할 의뢰된 환자 진 진료 후 처방검사

를 당일 진행 는 약하기 해 각각의 검사실과 화상으로 일정을 조 하

는 업무가 77건(17.1%)으로 비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진(의뢰사유 설명과 확인, 재 복용 인 약물 확인, 의무기록 사본

내용 확인) 진료 검사 안내가 49건(10.9%), 진환자의 처방검사 진행을

한 설명 상담이 39건(8.6%), 원 환자 리에 한 업무는 17건(3.9%),

응 환자 리업무는 4건(0.8%)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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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자의 일반 특성과 의뢰 련 특성

1)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일반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

  

본 연구의 상자는 총 128명으로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성별은 남자 35명

(54.7%), 여자 29명(45.3%)이 고, 일반 의뢰군은 남자 38명(59.4%), 여자 26명

(40.6%)으로 두 군 모두 남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분포는 50 가 진료

력센터 의뢰군은 25명(39.1%), 일반 의뢰군은 21명(32.8%)로 가장 많았으며, 진

료 력센터 의뢰군의 29명(45.3%), 일반 의뢰군은 38명(59.4%)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으로 생각하 고, 상자의 거주지역은 진료 력센터 의뢰군 57명

(89.1%)과 일반 의뢰군 58명(90.6%)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었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 결과, 두 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2)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의뢰 련 특성의 동질성 검증

상자의 의뢰 련 특성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해 의뢰기 , 의뢰사유, 동

반질환과 선행검사 유무를 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조

회하여 확인하 다.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54명(84.4%)과 일반 의뢰군의 58

명(90.6%)이 병·의원으로부터 의뢰되었으며,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52명

(81.2%)과 일반 의뢰군 57명(89.1%)이 상동맥 질환의 평가를 해 의뢰되었

다. 진료 력센터 의뢰군 38명(59.4%)과 일반 의뢰군 32명(50.0%)이 고 압,

당뇨 등의 동반질환이 있었으며,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34명(53.1%), 일반 의

뢰군은 24명(37.5%)이 심 도, CT, 음 등의 선행검사가 있었다. 상자의

의뢰 련 특성은 두 군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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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일반 특성, 의뢰 련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

(N=128)

특성 구분
진료 력센터 의뢰군 일반 의뢰군

χ² p
n(%) n(%)

일반 특성

성별 남자 35 (54.7) 38 (59.4) 0.287 .592

여자 29 (45.3) 26 (40.6)

연령 40 이하 10 (15.6) 18 (28.1) 3.341 .342

50 25 (39.1) 21 (32.8)

60 22 (34.4) 17 (26.6)

70 이상 7 (10.9) 8 (12.5)

자신이
생각하는
건강상태

좋은 편 23 (35.9) 12 (18.8) 4.820 .090

보통이다 29 (45.3) 38 (59.4)

좋지 않은 편 12 (18.8) 14 (21.8)

최종학력 졸 이하 14 (21.9) 5 ( 7.8) 5.200 .074

고졸 25 (39.1) 27 (42.2)

학 이상 25 (39.1) 32 (50.0)

직업 유 37 (57.8) 36 (56.2) 0.032 .858

무 27 (42.2) 28 (43.8)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9 (29.7) 10 (15.6) 3.793 .150

200~600 만원 35 (54.7) 40 (62.5)

600만원 과 10 (15.6) 14 (21.9)

거주지역 서울,인천,경기 57 (89.1) 58 (90.6) 0.086 .770

그 외 지역 7 (10.9) 6 ( 9.4)

의뢰 련 특성

의뢰기 건강검진기 10 (15.6) 6 ( 9.4) 1.143 .285

병, 의원 54 (84.4) 58 (90.6)

의뢰사유 상동맥질환 52 (81.2) 57 (89.1) 1.545 .214

(진단명) 그 외 질환 12 (18.8) 7 (10.9)

동반질환 유 38 (59.4) 32 (50.0) 1.135 .287

무 26 (40.6) 32 (50.0)

선행검사 유 34 (53.1) 24 (37.5) 3.153 .076

무 30 (46.9) 40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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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외래진료

입원치료 소요기간의 차이

총 128명의 상자 진료 력센터 의뢰군 57명과 일반 의뢰군 56명은 외

래진료만 경험하 고, 진료 력센터 의뢰군 7명과 일반 의뢰군 8명은 외래 진

료 후 상동맥우회로술을 받기 해 입원치료까지 경험하 다. 따라서 외래

진료 소요기간의 차이 분석에는 113명의 자료를 분석하 고, 입원치료 소요기

간의 차이 분석에는 15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1)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외래진료 소요기간의 차이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외래 진료에 소요되는 기간의 차이

는 <표 4>과 같다. 진료 약 의뢰일부터 외래 진일까지의 기간은 진료 력

센터 의뢰군이 2.41(±2.46)일로 일반 의뢰군의 6.88(±6.10)일에 비해 4.5일 정도

짧았으며,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079, p<.001). 외래

진일로부터 2번째 외래 내원일까지의 소요기간은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2.82(±2.32)일로 일반 의뢰군이 13.57(±5.17)일보다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하게

짧았다(t=-14.197, p<.001).

표 4.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외래진료 소요기간 차이 (N=113)

진료 력센터

의뢰군(n=57)

일반 의뢰군

(n=56) t p
평균 ± 표 편차 평균 ± 표 편차

진료의뢰일∼외래 진일까지
소요기간 (일)

2.41 ± 2.46 6.88 ± 6.10 -5.079 <.001**

외래 진일∼2번째 외래
내원일까지 소요기간 (일) 2.82 ± 2.32 13.57 ± 5.17 -14.197 <.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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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입원치료 소요기간의 차이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의 외래 진일부터 입원일, 외래 진

일부터 수술일, 재원기간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외래 진일부터 입원일까

지의 소요기간은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0.86(±1.58)일로 일반 의뢰군의 8.50(

±9.62)일보다 짧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1.759, p=.079).

외래 진일부터 수술일까지의 소요기간은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2.29(±1.38)

일로 일반 의뢰군의 11.88(±9.95)일보다 짧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Z=-2.693, p=.007).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의 재원일수는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11.14(±3.08)일로 일반 의뢰군의 12.25(±2.66)일보다 1일 정도 짧았으

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0.995, p=.320).

표 5.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입원치료 소요기간 차이 (N=15)

진료 력센터 의뢰군

(n=7)

일반 의뢰군

(n=8) Z p

평균 ± 표 편차 평균 ± 표 편차

진일∼입원일(일) 0.86 ± 1.58 8.50 ± 9.62 -1.759 .079

진일∼수술일(일) 2.29 ± 1.38 11.88 ± 9.95 -2.693 .007*

재원일수 (일) 11.14 ± 3.08 12.25 ± 2.66 -0.995 .32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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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환자만족도의 차이

환자만족도는 약 수 차 3문항, 의사 진료서비스 5문항, 간호사 진

료서비스 4문항, 검사 처방 2문항, 병원환경 기타 6문항 총 20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1 ‘ 그 지 않다’부터 4 ‘매우 그 다’까지 4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의 환자만족도의 역별 차이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환자만족도의 역별 차이는 <표

6>과 같다. 환자만족도의 총합은 최고 80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72.28(

±7.22) 으로 일반 의뢰군의 68.39(±8.22) 보다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764, p=.007).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환자만족도의 역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약 수 차 역의 환자만족도에서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9.97(±

2.02) 으로 일반 의뢰군의 9.21(±2.03) 보다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t=2.078, p=.040). 간호사 진료서비스 역의 환자만족도에서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15.03(±1.52) 으로 일반 의뢰군의 14.44(±1.72)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070, p=.041). 한 병원환경 기타 역의 환자

만족도에서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21.87(±2.37) 으로 일반 의뢰군의 20.62(±

2.90) 보다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657, p=.009). 의

사 진료서비스, 검사 처방설명 역의 환자만족도는 진료 력센터 의뢰군

이 일반 의뢰군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각 역별 환자만족도를 문항수로 나 평량평균은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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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뢰군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 진료서비스에 한 환자만족도

평량평균이 진료 력센터와 일반 의뢰군 두 군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약 수 차에 한 환자만족도 평량평균이 두 군 모두에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표 6.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환자만족도의 역별 차이 (N=128)

역 문항수
진료 력센터

의뢰군(n=64)
평량평균

±표 편차

일반 의뢰군

(n=64)
평량평균

±표 편차
t p

평균±표 편차 평균±표 편차

약 수 차 3 9.97±2.02 3.32±0.67 9.21±2.03 3.07±0.68 2.078 .040*

의사 진료서비스 5 18.10±2.16 3.62±0.43 17.47±2.43 3.49±0.49 1.535 .127

간호사 진료서비스 4 15.03±1.52 3.76±0.38 14.44±1.72 3.61±0.43 2.070 .041*

검사 처방 설명 2 7.17±1.08 3.59±0.54 6.83±1.18 3.42±0.59 1.724 .087

병원환경 기타 6 21.87±2.37 3.65±0.40 20.62±2.90 3.44±0.48 2.657 .009*

계 20 72.28±7.22 3.61±0.36 68.39±8.22 3.42±0.41 2.764 .007*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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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환자만족도의 문항별 차이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환자만족도의 문항별 차이는 <표

7>과 같다. 모든 문항에서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환자만족도가 일반 의뢰군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약 수 차 역에서 각 문항에서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환자만족

도가 일반 의뢰군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의사 진료서비스 역에서 의사가 상자를 존 하고 의를 갖추었는지에

한 문항의 환자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3.78(±0.45)

으로 일반 의뢰군 3.56(±0.50)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593,

p=.011). 한 의사가 진료에 한 시간을 할애하 는가에 한 문항에서 진

료 력센터 의뢰군의 환자만족도가 3.61(±0.49) 으로 일반 의뢰군의 3.41(±0.6

1)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t=2.074, p=.040), 의사가 상자의 말

이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들어주었는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었는가, 병력을

잘 악하고 있었는가, 반 인 평가에 한 문항에서는 두 군 간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간호사 진료서비스 역에서 간호사가 상자의 말이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들어주었는가에 한 문항의 환자만족도가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3.80(±0.41)

으로 일반 의뢰군의 3.55(±0.50)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100,

p=.002). 그리고 간호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었는가에 한 환자만족도에

서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3.78(±0.42) 으로 일반 의뢰군 3.58(±0.50) 보다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2.503, p=.014). 간호사가 상자

를 존 하고 의를 갖추었는지, 불편한 상황에 신속하게 응 해 주었는지,

반 인 평가에 한 문항에서는 두 군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검사 처방 역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검사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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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설명하 는지에 한 문항의 환자만족도가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3.56(

±0.61) 으로 일반 의뢰군의 3.33(±0.71)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

1.991, p=.049). 검사결과를 의사나 간호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었는가

에 한 환자만족도는 두 군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병원환경 기타 역에서 병원이 반 으로 청결하고 쾌 하 는가에

한 문항의 환자만족도가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3.78(±0.42) 으로 일반 의뢰

군의 3.59(±0.53) 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235, p=.027). 진료

나 검사과정에서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료진이나 직원의 충분한 배려가

있었는지에 한 문항에서도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환자만족도가 3.75(±0.44)

으로 일반 의뢰군의 3.53(±0.59) 보다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2.384, p=.019). 한 수납 직원들이 상자를 존 하고 의를 갖추

었는지에 한 문항에서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환자만족도가 3.55(±0.64) 으

로 일반 의뢰군의 3.31(±0.61)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t=2.113,

p=.037), 병원 내 시설을 찾기 쉬웠는가에 한 문항의 환자만족도가 진료 력

센터 의뢰군이 3.44(±0.61) 으로 일반 의뢰군의 3.17(±0.66)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365, p=.020). 검사실 직원이 상자를 존 하고 의를

갖추었는지, 귀가 후 주의사항에 한 설명을 들었는지에 한 환자만족도는

두 군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 평가 역에서는 각 문항 10 만 에 외래진료 경험에 한 환자만

족도가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9.42(±0.69) 으로 일반 의뢰군의 8.88(±1.19)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t=3.189, p=.002), 추천의향에서도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환자만족도가 9.47(±0.78) 으로 일반 의뢰군의 9.02(±1.12)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661, p=.009). 재이용 의향에 한 환자

만족도는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일반 의뢰군보다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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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환자만족도의 문항별 차이 (N=128)

문 항

진료 력센터 의뢰군

(n=64)

일반 의뢰군

(n=64) t p

평균±표 편차 평균±표 편차

약

수

차

1. 진찰을 받기 해 약된 진료시간을 과하여
30분 이상을 기다렸던 이 있습니까? 3.59 ± 0.68 3.34 ± 0.86 1.822 .071

2. 진료나 검사를 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경우,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까?

3.21 ± 0.92 2.97 ± 0.91 1.495 .137

3. 기시간이 왜 길어지는지 그 이유에 해
알 수 있었습니까?

3.18 ± 0.88 2.94 ± 0.92 1.503 .135

의사

진료

서비스

4. 담당 의사는 진료에 귀하의 진료에 한
시간을 할애하 습니까?

3.61 ± 0.49 3.41 ± 0.61 2.074 .040*

5. 담당 의사는 귀하의 병력을 잘 악하고
있습니까?

3.51 ± 0.56 3.48 ± 0.62 0.224 .823

6. 담당 의사는 귀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3.58 ± 0.56 3.53 ± 0.53 0.486 .628

7. 담당 의사는 귀하의 말 이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들어 주었습니까?

3.64 ± 0.48 3.48 ± 0.53 1.735 .085

8. 담당 의사는 귀하를 존 하고 의를
갖추어 하 습니까?

3.78 ± 0.45 3.56 ± 0.50 2.593 .011*

9. 1부터 10까지의 수를 이용하여 귀하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 해 평가해 주십시오.† 9.25 ± 1.56 9.16 ± 1.01 0.489 .626

간호사

진료

서비스

10. 담당 간호사는 귀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 습니까? 3.78 ± 0.42 3.58 ± 0.50 2.503 .014*

11. 담당 간호사는 귀하의 말 이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들어주었습니까? 3.80 ± 0.41 3.55 ± 0.50 3.100 .002*

12. 담당 간호사는 귀하를 존 하고 의를
갖추어 하 습니까? 3.75 ± 0.44 3.69 ± 0.47 0.782 .436

13. 담당 간호사는 귀하의 불편한 상황에 해
신속하게 응 해 주었습니까?

3.70 ± 0.46 3.63 ± 0.49 0.932 .353

14. 1부터 10까지의 수를 이용하여 귀하의
진료를 담당한 간호사에 해 평가해 주십시오.†

9.63 ± 0.68 9.39 ± 0.75 1.857 .066

검사

처방

15. 담당 의사나 간호사들은 귀하가 왜 액검사나
엑스 이 촬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 습니까?

3.56 ± 0.61 3.33 ± 0.71 1.991 .049*

16. 담당 의사나 간호사들을 귀하가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 결과에 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3.61 ± 0.52 3.50 ± 0.54 1.170 .244

병원

환경

기타

17. 병원내 시설을 찾기가 쉬우셨습니까? 3.44 ± 0.61 3.17 ± 0.66 2.365 .020*

18. 검사실 직원들은 귀하를 존 하고 의를
갖추어 하 습니까? 3.64 ± 0.52 3.55 ± 0.59 0.958 .340

19. 수납(원무과) 직원들은 귀하를 존 하고
의를 갖추어 하 습니까?

3.55 ± 0.64 3.31 ± 0.61 2.113 .037*

20. 진료나 검사 과정에서 신체 노출 등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료진이나 직원이
충분한 배려를 하 습니까?

3.75 ± 0.44 3.53 ± 0.59 2.384 .019*

21. 진료를 마친 후 귀가 후
주의사항에 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3.67 ± 0.65 3.46 ± 0.64 1.794 .075

22. 병원은 반 으로
청결하고 쾌 하게 유지되었습니까? 3.78 ± 0.42 3.59 ± 0.53 2.235 .027*

반

평가

23. 1부터 10까지의 수를 이용하여
외래진료 경험에 해 평가해 주십시오. †

9.42 ± 0.69 8.88 ± 1.19 3.189 .002*

24.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병원을 추천할 경우,
추천 수에 몇 을 주시겠습니까? †

9.47 ± 0.78 9.02 ± 1.12 2.661 .009*

25. 앞으로 이 병원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 몇 을 주시겠습니까? †

9.52 ± 0.69 9.22 ± 0.98 1.977 .050

* p<0.05, † : 1 부터 10 까지의 수로 반 인 평가, 외래진료 경험, 추천의향, 재이용 의향에 한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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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진료 력센터 업무에 한

환자만족도와 진료 력 간호업무에 한 인식

1)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진료 력센터 업무에 한 환자만족도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진료 력센터 업무에 한 환자만족도를 조사한 결

과는 <표 8>과 같다. 진료 력센터를 통한 외래진료 추천의향에 한 환자만

족도가 4 만 에 3.91(±0.29) 으로 가장 높았다. 진료 후 검사진행 결과

확인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한 환자만족도가 3.89(±0.32) , 진료 분야 결

정에 도움이 되었는지가 3.88(±0.33) , 외래진료 입원까지의 연속 인 의

료서비스 제공이 3.86(±0.35) , 외래 진료 ·후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진료

와 련된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3.82(±0.39) 진료 약 기일이

3.82(±0.39) , 입원일까지의 기일이 3.81(±0.40) , 원하는 날짜로 약하기

이가 수월했는지가 3.78(±0.45) 의 순서로 나타났다. 진료 력센터를 통한 외

래진료의 경험에 한 반 인 평가는 10 만 에 9.73(±0.41) 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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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진료 력센터 업무에 한 환자만족도   (N=64)

문 항 평균 ± 표 편차

가족이나 주 사람들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 력센터를

추천할 생각이 있습니까?
3.91 ± 0.29

진료 후 코디네이터실을 이용하여 검사진행 결과확인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만족하 습니까?
3.89 ± 0.32

진료 력센터를 이용하여 진료 분야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88 ± 0.33

진료 력센터(코디네이터실)을 통한 외래진료 입원까지의 연속 인

의료서비스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3.86 ± 0.35

진료 력센터를 이용한 진료 약 기일에 만족하 습니까? 3.82 ± 0.39

외래 진료 , 후 진료 력센터 간호사를 통해 외래진료와 련된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받았습니까?
3.82 ± 0.39

진료 력센터를 이용하여 입원치료까지의 기일에 만족하 습니까? 3.81 ± 0.40

원하는 날짜로 약하기가 수월하 습니까? 3.78 ± 0.45

1부터 10까지의 수를 이용하여 진료 력센터를 통한 외래진료 경험에

해 평가해 주십시오.†
9.73 ± 0.41

† : 1 부터 10 까지의 수로 진료 력센터 서비스의 반 인 평가에 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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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진료 력센터 업무에 한 인식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료 력센터 업무는

<표 9>와 같다. 총 64명 26명(40.6%)이 외래진료 검사진행의 신속성을

가장 필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간호사의 외래진료 검사에 한

충분한 설명과 상담이 21명(32.8%), 외래진료부터 입원, 수술 진행의 신속성이

9명(14.1%), 진료 분야 상담 결정이 8명(12.5%)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9. 의뢰군의 진료 력센터 업무에 한 인식 (N=64)

진료 력센터 업무 수(n) 백분율(%)

외래진료, 검사진행의 신속성 26 40.6

간호사의 외래진료 검사에 한 충분한 설명과 상담 21 32.8

외래진료부터 입원, 수술 진행의 신속성 9 14.1

진료 분야 상담 결정 8 12.5

계 6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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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개 상 종합병원의 단 기 인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 내용과 빈도를 확인하고, 외래 진환자를 진료 력센

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으로 나 어 두 군 간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에 소요되

는 기간과 환자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역할의 효과에

한 기 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이에 주요 연구결과를 심으

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 내용을 Irvine et al.(1998)의 연구

에서와 같이 간호사의 독립 인 역할, 의존 인 역할, 상호의존 인 역할로 나

어 보면, 진 약, 진료안내 화, 진료 진과 검사안내, 막수술·자가

주사법 교육, 화문의 응 등의 독립 인 역할이 38.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진료 후 처방검사 진행, 회신서/회송서 작성 상담의 의존 인 역

할이 37.0%, 검사 일정조 , 진료실과의 업무조 , 원환자와 응 환자 리

의 타부서와의 조정(coordination)과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의존 인

역할이 24.7%로 나타났다. Doran et al.(2002)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독립 인

역할, 의존 인 역할, 상호의존 인 역할은 모두 퇴원시 환자의 치료 인 자가

간호와 연 되며, 특히 간호사의 독립 인 역할은 환자결과 기능상태를

높이고, 정서장애는 낮추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의 독립 인 역할, 의

존 인 역할, 상호의존 인 역할은 상호보완 으로 구성되고 있음과 간호사의

독립 인 역할은 환자결과를 개선하는데 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업무의 빈도는 회송서·회신

서 작성 상담이 22.6%로 가장 많았으며, 력 병·의원으로부터 의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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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약 화업무가 18.1%, 진료 후 처방검사 일정 조 업무가 17.1%의 순

서로 나타났다. 회송서·회신서 작성 상담 업무는 지역 병·의원으로 원이

가능하다는 주치의의 의학 단 이후 진행되는 업무로 간호사의 의존 인

역할에 해당된다. 이러한 결과는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 내용 의존

인 역할이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형병원으로 환자쏠림

상을 완화시키기 하여 2016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력기 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회송환자 리료가 신설된 보건정책 변화의 결과

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의 경우, 회송시

범사업 시작 이후 한 달 평균 330건 정도의 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회송

서 작성은 주치의가 직 작성하는 경우보다는 부분 진료 력센터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음을 반 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심장 병원에서는

2006년부터 진료 력센터를 운 하면서 진 약을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1, 2차 병·의원에서 투약과 추 찰이 가능한 재진 환자의 원

업무를 으로 수행하 으며, 회송건수가 한 달 평균 300건(2015년 기 )

정도인 회송 황을 반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료 력센터의 주요업무

에 한 다른 연구에서도 진료 력센터를 운 하고 있는 의료기 55.6%

에서 회송서 작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양정운, 2006), 회

신서 회송서 작성 업무 비율이 높은 것은 진료 력센터를 운 하고 있는

부분의 상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자 정보교

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김요은, 2012) 활용도는 높지 않음을

반증할 수 있다.

가장 합한 문 의료인에게 시에 진 약을 제공하는 업무는 간호사

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으로써 간호사의 독립 인

역할에 해당되는 진 약 업무의 비율은 18.1%로 높게 나타났다. 진료 력센

터 간호사의 업무, 역할에 한 다른 연구에서도 한 과 선정과 상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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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약서비스의 수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진료 력센터의 94%가 진

료 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송혜정, 2004; 양정운, 2006), 의뢰환자 련 업

무, 의료진 진료상담 약 작업의 수행 빈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성귀옥,

2016; 임난 등, 2011). 이는 진료 력센터 운 목 이 의료기 간 환자를

의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임이 반 된 결과이며, 력 계가 체결된 개원

의가 진료 의뢰시 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환자의뢰 차의 간편성으로(김동

일 등, 2002) 환자의뢰의 주요수단은 여 히 화나 팩스가 일반 인 것을 알

수 있다.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상호의존 인 역할에 해당하는 진료 후 처방검사 일

정 조 업무의 빈도는 17.1%로 높게 나타났으며,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직

무분석 연구에서 진료 력과 련된 간호사의 업무는 의뢰된 상자의 진료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내외에서 조정(coordination)하는 것

으로 타부서와 진료업무를 조정하는 업무가 요도와 난이도가 높고, 빈도도

간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성귀옥, 2016). 상자의 원활한 진료

과정을 해 원·내외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는

암 환자에서 복잡한 치료, 진단과 치료, 의료기 이용을 가이드해주는

‘nurse navigator’의 역할과 유사하며, 소세포성 폐암 환자 진료에 nurse

navigator가 포함된 경우, 치료를 시작하는 날짜가 10일 정도 빨라졌으며, 분

자학 검사를 받는 비율이 62%에서 9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Zibrik,

Laskin, & Ho, 2016). 한 어린이병원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nurse navigator

와 access pediatrician이 함께 신환클리닉을 운 한 결과, 진료 약일까지의

기일이 25일에서 1일 미만으로 감소하고, 환자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Di

Guglielmo et al., 2013). 이처럼 간호사가 외래진료에서 환자의 흐름을 효과

으로 리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에 큰 향을 주며(장훈과 이태식, 2010),

상자들에게 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성을 개선시키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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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족도를 증진시킴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진료 력센터 간호사

의 업무를 본 연구자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자가보고식으로 기입하 기 때

문에 연구자의 주 이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제한 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진료의뢰일부터 외래 진일까지 소요기간은 진료 력센터 의

뢰군이 일반 의뢰군에 비해 4.7일 정도 짧았으며, 외래 진일로부터 2번째 외

래진료일까지의 소요기간의 경우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일반 의뢰군에 비해

10.8일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진료의뢰일부터 외래 진일까지의 기간은 근시간(access time)의 개념으로

의료서비스의 근성을 반 하며 환자의 치료와 만족도에 큰 향을 다

(Almorsy & Khalifa, 2016).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기

간이 일반 의뢰군에 비해 짧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류마티스 내과 외래

에서 15년차 경력의 문간호사를 배치하여 응 도에 따라 환자의뢰를 받는

로그램을 2년간 운 한 결과, 문의료인에게 의뢰되는 기일이 응 도가

‘보통’인 경우에는 110일에서 78일로, ‘응 ’인 경우 29일에서 18일로 감소하여

기시간 변동성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와 유사하다(Hazlewood 

et al., 2016).

진료의뢰일부터 문의에게 실제로 진료를 받는 날까지 기하는 것에 한

간 비용에 한 연구나 자료는 거의 없으나 2012년 캐나다에서 문의

약 후 치료받기까지의 기로 인한 경제 비용이 략 982백만 달러로 나타

났다(Esmail, 2013). 한 Keely, Traczyk, & Liddy (2015)의 연구에서 문의

진료를 기하는 동안 58%의 환자들은 진단되지 않은 질병에 해 걱정하거

나 불안해하 고, 상자의 30%는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향을 받는 등

주요한 부정 인 향을 보 다. 이처럼 질병에 한 진단을 받기까지의 소요

기간은 환자들에게 부정 인 향을 주며, 사회 인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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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의료 결과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한 선행

연구들이 부족하여 근이 어려움과 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부정 인 의료

결과와 어느 부분에서 연결되는지를 결론짓기는 어렵다(Brandenburg et al.,

2015). 그러나 필요한 시 에서 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면 환자의

건강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에서(강희정, 2014), 정확한 진단과 치료계

획을 결정하기까지 소요되는 진료의뢰부터 진 진료, 진진료부터 처방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2번째 외래일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역할은 환자결과 향상에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사는 동일한 임상과 외래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진료과의 진료스 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조 가능하기 때문에 일

반 의뢰군에 비해 진료 력센터 의뢰군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진 약을 제공

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술 클리닉에서 외래

약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사무직, 진환자 코디네이터, 문간호

사 역할을 새롭게 설계한 연구에서 진환자 코디네이터가 약스 변경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진환자 약 기일이 3∼4주에서 체 진환

자의 50%는 1주일 이내에 진료가 가능하게 된 결과와 유사하다(Kwong,

2016). 한 어린이병원에서 일반소아과 의사(access pediatrician)와 간호사

(nurse navigator)를 배치하여 신환클리닉을 운 한 연구에서 장 계 평가를

해 약까지 기일이 25일에서 1일 미만으로 감소한 결과와 동일하다(Di

Guglielmo et al., 2013). 박미정(2003)의 연구에서 의뢰환자의 검사 약일정과

입원, 기시간의 단축 정도를 력 병, 의원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다

른 항목에 비해 낮은 수를 나타낸 결과와 본 연구결과는 상반되는데, 이는

박미정의 연구에서는 실제 단축되는 기간을 측정하지 않고 단축되었다고 느끼

는 정도에 한 답변이기 때문으로 단된다.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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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의뢰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짧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진료 력

센터 의뢰군의 40.6%가 가장 필요한 진료 력센터의 업무로 외래진료와 검사

진행의 신속성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신속성이 간호사의 독립 인 역할과

상호의존 인 역할을 통해 충족되면서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환자만족도가

일반 의뢰군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외래 진일부터 입원일까지의 소요기간은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일반 의뢰군에 비해 7.6일 정도 짧았으며, 재원일은 1.1일 정도 짧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외래 진일부터 수술일까지

의 소요기간은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일반 의뢰군에 비해 9.6일 정도 짧게

나타났으며, 두 군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에서는 수술을 받기 해 환자가 의뢰되면, 의뢰시 에서 검사진행 상

태를 의뢰 의사와 최 한 자세히 확인하고, 외래 진 내원 이 에 환자·보호

자와 화상담을 통해 의뢰사유와 차, 수술과 련된 반 인 내용을 상담

하고, 외래 진부터 입원, 수술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기 하여 외래

진내원시 진료 후 입원까지 할 수 있도록 입원원무과와 함께 업하여 입원연

계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입원연계 업무는 병원 내·외부 의료진과 의사소통

을 연결하고, 여러 부서와의 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간호사의 독립

인 역할과 상호의존 인 역할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Esmail(2013)의 연구에서 문의 진료 약부터 심 계 수술까지 기일의

수가 2.6일부터 14.6일까지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결과의 외래 진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기간을 수로 비교하면 진료 력센터 의뢰군은 소요기간은

2..0일로 매우 짧은 기간이며, 일반의뢰군 한 비교 짧은 편임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진료 력센터 의뢰군에서 외래 진일부터 수술일까지의 소요기간

이 일반 의뢰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짧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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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력센터 간호사가 환자 의뢰 입원까지의 과정에서 심이 되어 업무를

체 으로 조정(coordination)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Flabouris(1999)의 환자실로 원과정이 앙화(centralization)되는 것은 의

사소통과 조정을 개선하여 원 과정에 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

인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한 진료의뢰센터 운 과 원 환자 재원일수

에 한 연구에서도 치료결과를 보정한 후에도 의뢰센터 의뢰군이 재원일수가

짧게 나타난 것과는 유사하며, 소화기내과 환자의 재원일수는 방문경로의 유

형보다는 질병 종류, 거주지역구분이 더 큰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

과와는 상반된다(조상옥 등, 2005; 최 두 등, 2012). 외래 진일부터 입원일,

수술일까지의 기간이 일반 의뢰군에 비해 진료 력센터 의뢰군에서 짧게 나타

난 본 연구의 결과는 외래진료 입원치료에 소요되는 기간 차이에 한 국

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다른 연구결과와의 비교에는 제한 이 있

다. 입원치료까지 소요기간의 비교는 동일한 질병군에서 진료 력센터 의뢰군

7명과 일반 의뢰군 8명으로 총 15명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다른 선행연구

와 재원일수를 비교하는데 제한 이다.

환자만족도는 총합이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72.28(±7.22) 으로 일반 의뢰

군 68.39(±8.22)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약 수

차, 의사진료서비스, 간호사진료서비스, 검사처방 설명, 병원환경 기타

역 모두에서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환자만족도가 일반 의뢰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약 수 차, 간호사 진료서비스 역과 병원환경

기타 역의 환자만족도는 두 군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의료

력센터 이용 환자의 만족도에 한 연구에서도 의료 력센터 직원의 친

도, 진료상담항목은 5 만 에 4 이상의 높은 수로 나타났으며(한순희,

2007b), 간호사 진료서비스에 한 만족도가 높은 군이 병원환경에 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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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은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의 설명에 한 직원 친

도와 병원환경에 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정 인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이 미, 2000).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에서는

의뢰된 상자에게 분리된 공간으로 마련된 코디네이터실에서 진료 간단한

진과 사 검사를 안내하고, 진료 후에는 진료내용을 확인하고, 처방검사를

당일 진행하거나 약 일정을 조정하는 추가 인 외래진료 과정이 제공된다.

코디네이터실에서 진료 력센터 간호사를 통해 진료 력센터 업무가 제공되는

동안 의뢰된 환자와 보호자는 함께 진료, 검사, 질병에 한 반 인 상담을

같이 받을 수 있고, 문의사항에 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러한 과정

이 환자로 하여 안 한 환경에서 질 인 간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는 외래 환자만족도는 병원환경

의 우수성, 편리한 진료, 친 한 직원 등의 요인과 유의한 계를 보이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노미정, 서원식과 권진, 2013).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의 환자만족도의 문항별 차이에서 의사

진료서비스 역의 경우, 진료시간이 했는지와 의사가 상자를 존 하고

의를 갖추었는지에 한 만족도가 두 군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간호사 진료서비스 역에서는 설명과 경청에 한 항목에서 진료 력센

터 의뢰군의 만족도가 일반 의뢰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구 애, 한용 과 안성식 (2011)연구에서 진료시간의 정성은 환자만족도

에 향을 주며, 체 의료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극 권장해야 하는 사항으

로 나타난 결과와 같이 본 연구결과에서도 환자들은 의사에게는 진료 시간의

정성과 태도를 요하게 생각하고, 간호사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경

청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 기타 역에서 병원 내 시설을 찾기 쉬웠냐는 항목의 환자만족도가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경우 3.44(±0.61) 으로 일반 의뢰군의 3.17(±0.66)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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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진료의뢰센터 이용자의 만족도에

한 연구에서 진료의뢰센터의 치가 찾기 쉽다는 항목에 한 만족도가 5

만 에 4.40(±0.89) 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이 미, 2000) 의료 력센터 이용

환자의 만족도 력센터에 근이 용이했다는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한순희, 2007b).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에서 진료안

내 화와 함께 치와 비사항에 해 추가 으로 문자 메시지를 제공하는

안내 차에 한 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래경험, 추천의향, 재이용 의향에 한 반 평가에 한 만족도는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외래진료 경험과 추천의향이 각각 9.42(±0.69) 과

9.47(±0.78) 으로 일반 의뢰군의 만족도 8.88(±1.19) 과 9.02(±1.12) 에 비해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추천 의향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미(2000)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79.2%가 진료의뢰센터 이용을 권

유할 의사가 있다고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환자만족도는 모든 항목에 있어서 4 만 에 3.7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진료 력센터를 통한 외래진료 추천의향에 한 만족도

가 3.91 으로 가장 높았으며, 외래 진료 소요기간에 한 만족도 3.89 , 진료

분야 결정 3.88 , 연속 인 의료서비스 제공 3.86 ,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진료와 련된 충분한 설명과 안내 3.82 , 입원치료 소요기간에 한 만족도

3.81 , 약이 수월했는지에 한 만족도 3.78 의 순서로 나타났다. 진료 력

센터를 통한 외래진료의 경험은 10 만 에 9.73 으로 높았다. 이는 의료

력센터에 한 환자만족도 조사에서 의료 력센터 직원 친 도, 약서비스,

충분한 설명과 진료상담, 검사 약서비스의 항목이 4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상자의 90.4%가 의료 력 서비스 이용이 진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 으며,

그 44.2%가 진료 기시간 단축, 23.6%가 병원이용 안내, 21.5%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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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한순희, 2007a).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료 력센터 간호업무는

응답자의 40.6%가 외래진료 검사진행의 신속성을, 32.8%가 간호사의 충분

한 설명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진료, 검사의

신속성과 설명과 상담부분을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외래 고객들은 빠른 시간에 높은 질의 진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며(구 애 등, 2011), 간호사가 쉽게 설명해주었는지, 질

문을 주의 깊게 들어주었는지에 한 항목의 환자만족도가 진료 력센터 의뢰

군이 일반의뢰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군 병원 외래이용자들의 병원코디네이터에 한 역할

인식에 한 연구에서도 수·안내· 약 업무, 상담·설명 제공업무, 환자이송

업무에서 서비스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정은진, 2012), 한 환자를 의뢰하

게 되는 력 병·의원이 가장 기 하는 력사업은 의뢰환자의 빠른 약과

입원이었으며, 개원의의 역할기 수가 높았던 부분은 진료 약서비

스, 응 환자에 한 신속한 서비스로 나타났다(양정운, 2006; 한순희, 2007b).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진료 력센터를 이용하는 환자와 개원

의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는 요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

히 상자들이 심 계 련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 신속한 사정, 진단과 치

료는 필수 이기 때문에(Eastwood et al., 2008)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에

서 상자에게 외래진료,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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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개 상 종합병원의 단 기 인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 내용과 빈도를 확인하고,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

반 의뢰군 간 외래진료 입원치료에 소요되는 기간과 환자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업무의 내용과 빈

도는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사가 2016년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

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환자 상 설문조사는 2016년 4

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하 으며, 상자 선정기 과 제외기 에 따라

진료 력센터 의뢰군 64명, 일반 의뢰군 64명으로 총 128부 설문지를 최종분

석에 사용하 다.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의 의뢰 련 특성과 진

단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은 의료정보시스템과 자의무기록을 조회하여 확

인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 약 화업무, 진료 안내

화, 진료 진과 검사안내, 교육, 상담의 독립 인 역할이 38.3%, 의학

처방이나 치료를 수행하는 처방검사 진행, 회송서 회신서 작성, 주사

간단한 처치가 포함되는 의존 역할이 37.0%, 타부서와 의사소통 의

료서비스 조정(coordination)의 상호의존 역할이 24.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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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 약 의뢰일부터 외래 진일까지 소요기간은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2.41(±2.46)일로 일반 의뢰군의 6.88(±6.10)일 보다 짧았으며, 외래 진일로

부터 2번째 외래 내원일까지 소요기간은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2.82(±2.32)

일로 일반 의뢰군 13.57(±5.17)일보다 짧게 나타났다.

3. 외래 진일부터 수술일까지 소요기간은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2.29(±1.3

8)일로 일반 의뢰군의 11.88(±9.95)일보다 짧았으며, 외래 진일부터 입원일

까지 소요기간과 재원일수는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일반 의뢰군에 비해 짧

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환자만족도는 80 만 에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72.28(±7.22) 으로 일반

의뢰군 68.39(±8.2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약 수 차, 간호사 진료서

비스, 병원환경 기타 역의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환자만족도가 일

반 의뢰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 진료서비스, 검사 처방설명

역의 환자만족도는 두 군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외래진료

경험과 추천의향은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만족도가 일반 의뢰군에 비해

높았으며, 재이용 의향은 두 군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진료 력센터 의뢰군의 진료 력센터 업무에 한 환자만족도는 모든 문항

에서 4 만 에 3.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진료 력센터를 통한 외래

진료 추천의향 3.91(±0.29) , 검사진행 결과 확인일까지 소요기간 3.89(±

0.32) , 진료 분야 결정 3.88(±0.33) , 연속 인 의료서비스 제공 3.86(±0.35

) ,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충분한 설명과 안내 3.82(±0.39) , 진료 약

기일 3.82(±0.39) , 입원일까지 기일 3.81(±0.40) , 약 차 3.78(±0.45)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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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료 력센터 의뢰군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료 력센터 간호업무

는 외래진료 검사진행의 신속성 40.6%, 간호사의 충분한 설명과 상담 32

.8%, 외래진료부터 입원, 수술 진행의 신속성 14.1%, 진료 분야 상담 결

정 12.5%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일 임상과 외래 진환자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업무를 독립 ,

의존 , 상호의존 인 역할로 분석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달 과정에서 간호

사의 역할을 환자결과를 연결시킬 수 있는 토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진료 력센터 의뢰군과 일반 의뢰군 간 진단 치료 소요기간과 환자만족

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진료 력센터 간호사 역할의 효과를 확인하는 시

도로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료 력센터 간호

사의 역할과 환자결과의 계에 한 연구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 50 -

2. 제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진료 력센터를 이용한 다양한 진료과에서 상자를 확 하여 환자결과를

검증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하며, 외래진료 입원치료에 소요되는 기간과

환자만족도 이 외의 환자결과로써 치료결과, 의료비용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를 제언한다.

2)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역할과 환자결과에 한 상 계 는 향요인을

악하기 한 연구를 제언한다.

3)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표 화된 실무와 간호활동에 한 수가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 51 -

참고문헌

강희정(2014). 형 상 종합병원 환자쏠림 완화정책의 황과 방향. 보건복지

포럼(210), 65-76.

고유경(2010). 일 종합병원 외래환자의 진료 기시간 환자만족도, 재이용의

도와의 계. 간호행정학회지, 16(3), 219-228.

구 애, 한용 , 안성식(2011). 종합병원 의료서비스 품질에 한 평가와 개선

방안에 한 연구 - K 학병원 외래·입원고객을 심으로 -. 고객만족

경 연구, 13(3), 101-128.

권순만, 배은 , 최용 (2010). 병원·의원 역할구분 모호한 “ 행 의료 달체

계” 명확한 기능 부여해야, 8, 16-25.

김경강(2015).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역할 규명에 한 연구. (국내석사학

논문), 아주 학교, 수원.

김 , 김인수(2002). 력병원간 력내용과 성과의 향요인에 한 탐색

연구. 보건행정학회지, 12(2), 115-135.

김동일, 김해 , 윤석 , 문 배(2002). 개원의의 진료의뢰시 기 요인 만족

도에 한 연구 - 력병원체제 여부를 심으로. 한국의료QA학회지,

9(2), 198-208.

김명순(2006). 일 종합병원 의료서비스에 한 고객 불만족 내용 분석. (국내

석사학 논문). 연세 학교, 서울.

김양균, 김 석(2009). 소비가치 이론을 이용한 의료소비자의 의료기 선택

요인 분석: 소병원, 종합병원, 형종합병원 비교 심으로. 품질경

학회지, 37(4), 71-86.

김요은(2012). 의료기 간 력시스템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병원경 연구



- 52 -

원.

노미정, 서원식. 권진(2013). 환자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의료서비스 품질 요

인 : A 소병원 입원·외래환자 간 차이. 디지털융복합연구, 11(2),

331-339.

박미정(2003). 병원 력체계의 활성화를 한 사례연구 : 서울 학교병원의

력병원과 모자병원을 심으로. (국내석사학 논문), 성균 학교, 서

울.

성귀옥(2016). 진료 력센터 간호사의 직무분석. (국내석사학 논문), 강원 학

교, 춘천.

성 희, 임난 , 박 옥, 정정희, 권인각, 김을순 등(2009). 진료 력간호사의

역할규명을 한 직무분석. 임상간호연구, 15(2), 139-155.

송혜정(2004). 의료 력센터에서의 간호서비스 수행에 한 연구. (국내석사학

논문), 이화여자 학교 서울.

신옥경(2004). 진료의뢰환자와 외래 진환자의 진료이용 행태 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국내석사학 논문), 연세 학교, 서울.

양정운(2006). 진료의뢰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의료 달체계의 효율화 방안.

(국내석사학 논문), 서울 학교 학원, 서울.

유창훈, 권 (2012). 외래 의료 이용에서 종별 의료기 선택에 향을 미치

는 요인.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5(9), 898-910.

이규욱(2016), 한국 보건의료서비스체계 만족도 련요인. (국내박사학 논문),

동국 학교 학원, 서울.

이미애(2007). 간호서비스 질, 의료서비스에 한 반 인 만족과 병원 재이

용 의도에 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13(3), 362-372.

이상경(2007). 효율 인 병원조직 운 에 한 연구. 구보건 학 논문집,

27, 1-17.



- 53 -

이 미(2000). 진료의뢰센터 이용자의 병원서비스 만족도에 한 연구. (국내

석사학 논문), 인하 학교 교육 학원, 인천.

임난 , 성 희, 홍 자, 황문숙, 김명애, 곽월희 등(2011). 병원에서 간호사 역

할확 방안연구 -병원행정직 간호사를 심으로. 임상간호연구, 17(3),

349-362.

장훈, 이태식(2010). 병원 외래 환자 약 방법 설계를 한 시뮬 이션 최

화 기법의 효과 평가에 한 연구. 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 회논문

집, 2010(6), 1268-1275.

정은진(2012). 군 병원 외래이용자들의 병원코디네이터에 한 역할인식과 서

비스 요구도. (국내석사학 논문), 부산가톨릭 학교 생명과학 학원,

부산.

조상옥(2005). 진료의뢰센터를 경유한 환자들의 의료이용. (국내석사학 논문),

연세 학교, 서울.

조상옥, 박은철, 손태용, 강희정, 유승흠(2005). 진료의뢰센터 운 이 원환자

의 재원일수에 미치는 향-일개 3 차의료기 진료의뢰센터 경유 환

자를 심으로. 한국병원경 학회지, 10(3), 67-84.

조유순(2012). 진료 력병원 선택요인과 만족도에 한 연구. (국내석사학 논

문), 가천의과학 학교 경 학원, 인천.

최 두(2010). 진료의뢰센터 경유환자의 진료비 향요인에 한 연구- 소화

기내과 력병원 의뢰환자와 조군 심으로. (국내석사학 논문), 을

지 학교, .

최 두, 이 수, 홍상진(2012). 진료의뢰센터 경유환자의 진료비 향요인에

한 연구: 소화기내과 환자를 심으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6(2),

101-109.

통계청(2016). 2015년 사망원인통계. Retrieved November 11, 2016. from



- 54 -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

한순희(2007a). 의료 력센터에 한 개원의 역할기 와 환자 만족도 조사.

(국내석사학 논문), 북 학교 학원, 주.

한순희(2007b). 의료 력센터에 한 개원의 역할기 와 환자 만족도 조사. 간

호행정학회지, 13(1), 74-81.

홍성삼(1999). 개원의의 진료의뢰센터 이용에 한 인식 조사 연구. (국내석사

학 논문), 한양 학교, 서울.

OECD 한민국 정책센터(2014). 한 에 보는 OECD 보건의료 2013. 서울:아

이 리넷

Aeenparast, A., Maftoon, F., Farzadi, F., & Mohamadi, A.(2015). Waiting

time for first outpatient visit in specialty level: assessing the

provider related factors. Archives of Iranian Medicine, 18(3),

185-188.

Alhuthail, Y. R.(2009). Timing of referral to consultation-liaison psychiatry.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ciences (Qassim), 3(2), 175.

Almorsy, L., & Khalifa, M.(2016). Improving Health Care Accessibility:

Strategies and Recommendations. Studies in Health Technology

Informatics, 226, 187-189.

Brandenburg, L., Gabow, P., Steele, G., Toussaint, J., & Tyson, B. J.

(2015). Innovation and best practices in health care scheduling.

Washington, DC: Institute of Medicine of the National Academies.

Di Guglielmo, M. D., Plesnick, J., Greenspan, J. S., & Sharif, I.(2013). A

new model to decrease time-to-appointment wait for

gastroenterology evaluation. Pediatrics, 131(5), e1632-1638.

Dokic, B., Donovic, N., Tadic, B., & Nikolic, D.(2015). Factors and



- 55 -

Estimation of Risk for Cardiovascular Diseases among Patients in

Primary Health Care in Central Serbia. Central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3(3), 195-199.

Donabedian, A.(1988). The quality of care. How can it be assessed?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0(12), 1743-1748.

Doran, D. I., Sidani, S., Keatings, M., & Doidge, D.(2002). An empirical test

of the nursing role effectiveness model.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8(1), 29-39.

Eastwood, C., Doucet, J., Estrella-Holder, E., MacDonald, J., Nichols, N.,

Sherrard, H., . . . Woodend, K.(2008). A commentary on access to

cardiovascular services: nursing roles and initiatives. The Canadian

Journal of Cardiology, 24(2), 107-112.

Esmail, N.(2013). The Private Cost of Public Queues for Medically

Necessary Care. Vancouver: Fraser Institute.

Evangelista, J. A., Connor, J. A., Pintz, C., Saia, T., O'Connell, C., Fulton,

D. R., & Hickey, P.(2012). Paediatric nurse practitioner managed

cardiology clinics: patient satisfaction and appointment ac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8(10), 2165-2174.

Flabouris, A.(1999). Patient referral and transportation to a regional tertiary

ICU: patient demographics, severity of illness and outcome

comparison with non-transported patients. Anaesthesia and Intensive

Care, 27(4), 385-390.

Fyie, K., Frank, C., Noseworthy, T., Christiansen, T., & Marshall, D. A.

(2014). Evaluating the primary-to-specialist referral system for

elective hip and knee arthroplasty. Journal of Evaluation in Clinical



- 56 -

Practice, 20(1), 66-73.

Grace, S. L., Tan, Y., Simpson, C., & Chessex, C.(2012). Perceptions of

cardiac specialists and rehabilitation programs regarding patient

access to cardiac rehabilitation and referral strategies. Journal of

Cardiopulmonary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32(3), 135-140.

Hamilton, J., & Grant, B.(2006). A welcome link for patients who are

waiting. The Canadian Nurse, 102(3), 24-27.

Han, C. H., Connolly, P. M., & Canham, D.(2003). Measuring Patient

Satisfaction as an Outcome of Nursing Care at a Teaching Hospital

of Southern Taiwan. Journal of Nursing Care Quality, 18(2),

143-150.

Hazlewood, G. S., Barr, S. G., Lopatina, E., Marshall, D. A., Lupton, T. L.,

Fritzler, M. J., . . . Martin, L.(2016). Improving Appropriate Access to

Care With Central Referral and Triage in Rheumatology. Arthritis

Care & Ressearch (Hoboken), 68(10), 1547-1553.

Irvine, D., Sidani, S., & Hall, L. M.(1998). Linking outcomes to nurses'

roles in health care. Nursing Economics, 16(2), 58-64, 87.

Jarve, R. K., & Dool, D. W.(2011). Simple tools to increase patient

satisfaction with the referral process. Family Practice Management,

18(6), 9-14.

Keely, E., Traczyk, L., & Liddy, C.(2015). Patients' Perspectives on Wait

Times and the Referral-Consultation Process While Attending a

Tertiary Diabetes and Endocrinology Centre: Is Econsultation an

Acceptable Option? Canadian Journal of Diabetes, 39(4), 325-329.

Kwong, T.(2016). Patient Access. The Health Care Manager, 35(1), 72-79.



- 57 -

Mathews, M., Ryan, D., & Bulman, D.(2015). Patient-expressed perceptions

of wait-time causes and wait-related satisfaction. Current Oncology,

22(2), 105-112.

Murray, M.(2002). Reducing waits and delays in the referral process.

Family Practice Management, 9(3), 39-42.

Papanicolas, I., Cylus, J., & Smith, P. C.(2013). An analysis of survey data

from eleven countries finds that 'satisfaction' with health system

performance means many things. Health Affairs (Millwood), 32(4),

734-742.

Pitt, D. F., Noseworthy, T. W., Guilbert, J., & Williams, J. R.(2003).

Waiting lists: management, legalities and ethics. Canadian Journal of

Surgery, 46(3), 170-175.

Pizer, S. D., & Prentice, J. C.(2011).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waiting

for health care in the veteran population?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6 Suppl 2, 676-682.

doi: 10.1007/s11606-011-1819-1

Pottle, A.(2005). A nurse-led rapid access chest pain clinic--experience

from the first 3 years. European Journal of Cardiovascular Nursing,

4(3), 227-233.

Thorsen, O., Hartveit, M., Johannessen, J. O., Fosse, L., Eide, G. E., Schulz,

J., & Baerheim, A.(2016). Typologies in GPs' referral practice. BMC

Family Practice, 17, 76.

Villeneuve, M., & MacDonald, J.(2006). Toward 2020: visions for nursing

setting the stage for the future. The Canadian Nurse, 102(5), 22-23.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et]. Geneva: WHO; 2011 [cited 2014 Sep



- 58 -

14]. Causes of death 2008.

Available from: http://www.who.int/gho/mortality_burden_disease/

causes_death_2008/en/.

Zibrik, K., Laskin, J., & Ho, C.(2016). Integration of a nurse navigator into

the triage process for patients with non-small-cell lung cancer:

creating systematic improvements in patient care. Current Oncology,

23(3), e280-283.



- 59 -

부록 1. 상자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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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I. 다음은 외래진료 이용과 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V표 해주

십시오. ※ 아래 설문은 진료를 보신 심장 병원 심장내과에서의 외래 진료 경험만

을 고려하여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른 병원에서의 외래진료 경험은 고려

상에서 제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약 수 차

문 항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
진찰을 받기 해 약된 진료시간을 과하여 30분

이상을 기다렸던 이 있습니까?

2
진료나 검사를 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경우,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까?

3 기시간이 왜 길어지는지 그 이유에 해 알 수 있었습니까?

의사의 진료서비스

문 항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4 담당 의사는 진료에 귀하의 진료에 한 시간을 할애하 습니까?

5 담당 의사는 귀하의 병력을 잘 악하고 있습니까?

6 담당 의사는 귀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7 담당 의사는 귀하의 말 이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들어 주었습니까?

8 담당 의사는 귀하를 존 하고 의를 갖추어 하 습니까?

9

1부터 10까지의 수를 이용하여

귀하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 해 평가해 주십시오.

(1 : 가장 나쁜 경우, 10 은 가장 좋은 경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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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간호사의 의료서비스

문 항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0 담당 간호사는 귀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 습니까?

11 담당 간호사는 귀하의 말 이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들어주었습니까?

12 담당 간호사는 귀하를 존 하고 의를 갖추어 하 습니까?

13
담당 간호사는 귀하의 불편한 상황에 해 신속하게 응 해 주었습니

까?

14

1부터 10까지의 수를 이용하여

귀하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 해 평가해 주십시오.

(1 : 가장 나쁜 경우, 10 은 가장 좋은 경우)

/ 10

검사 처방

문 항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5
담당 의사나 간호사들은 귀하가 왜 액검사나 엑스 이 촬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 습니까?

16
담당 의사나 간호사들을 귀하가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 결과에 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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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환경 기타

문 항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7
병원내 시설(검사/진료실 코디네이터실, 수납창구 등)을 찾기가

쉬우셨습니까?

18 검사실 직원들은 귀하를 존 하고 의를 갖추어 하 습니까?

19
수납(원무과) 직원들은 귀하를 존 하고 의를 갖추어

하 습니까?

20
진료나 검사 과정에서 신체 노출 등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료

진이나 직원이 충분한 배려를 하 습니까?

21
진료를 마친 후 귀가 후 주의사항에 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22 병원은 반 으로 청결하고 쾌 하게 유지되었습니까?

병원에 한 반 인 평가

문 항

23

1부터 10까지의 수를 이용하여

이 병원에서 외래진료 경험에 해 평가해 주십시오.

(1 : 가장 나쁜 경우, 10 은 가장 좋은 경우)

/ 10

24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병원을 추천할 경우,

추천 수에 몇 을 주시겠습니까?

(1 : 추천 안하는 경우,

10 은 반드시 추천하는 경우)

/ 10

25

앞으로 이 병원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

몇 을 주시겠습니까?

(1 : 다시 이용하지 않는 경우,

10 은 반드시 다시 이용하는 경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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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은 심장 병원 진료 력센터의 간호사 업무에 한 질문입니다.

26. (다른 의료기 포함하여) 진료 력센터를 통해 외래진료를 경험했던 이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진료 력 간 사의 의료 비스

문 항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27 원하는 날짜로 약하기가 수월하 습니까?

28
진료 력센터를 이용하여 진료분야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29 진료 력센터를 이용하여 진료 약 기일에 만족하 습니까?

30
진료 후 코디네이터실을 이용하여 검사진행 결과확인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만족하 습니까?

31
진료 력센터를 이용하여 입원치료 받기까지의 기일에 만족하

습니까?

32
외래 진료 , 후 진료 력센터 간호사를 통해 외래 진료와

련된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받았습니까?

33
진료 력센터(코디네이터실)을 통한 외래진료 입원까지의 연

속 인 의료서비스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34
가족이나 주 사람들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 력센터

를 추천할 생각이 있습니까?

35

1부터 10까지의 수를 이용하여

진료 력센터를 통한 외래진료 경험에 해 평가해 주십시오.

(1 : 가장 나쁜 경우, 10 은 가장 좋은 경우)

/ 10

36. 심장 병원 외래에 내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료 력센터

업무는 무엇입니까?

① 진료 분야 결정

② 간호사의 외래진료 검사에 한 충분한 설명과 상담

③ 외래진료 검사진행의 신속성

④ 외래진료부터 입원, 수술/시술진행의 신속성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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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음은 귀하의 일반 인 사항에 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4. 귀하는 본인의 반반인 건강상태에 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지 않은 편이다

⑤매우 좋지 않다

5.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① 서울 ② 경기, 인천 ③ 강원 ④ 충북 ⑤ /충남 ⑥ 북

⑦ 주/ 남 ⑧ 구/경북 ⑨ 울산/경남 ⑩ 제주

6.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졸 이하 ② 고졸 ③ 학 졸업 ④ 학원 졸업 이상

7.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사무/ 문/ 리직 ② 생산/기술/노무직 ③ 매/서비스직 ④ 자 업

⑤ 가정주부 ⑥ 학생 ⑦ 무직/기타 _______________

8. 귀하 가족의 한달 수입(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200만원 미만 ② 200∼399만원 ③ 400∼599만원 ④ 600만원 이상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단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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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nursing performance 

at a cardiovascular hospital’s referral center

                                      Jung Woo Kim

Nursing Management an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nursing performance at the referral

center of a cardiovascular hospital, a unit of a tertiary general hospital in Seoul,

South Korea,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length of time spent for

outpatient treatment and hospitalization and patient satisfaction between the

group of patients who came in through the referral center (the referral group)

and the group of patients who came in through different routes (the general

group). The contents and frequency of tasks of nurses at the referral center

were obtained from October 24, 2016 to October 28, 2016 by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who is a nurse at the referral center, using a checklist. A total of

128 patients were selected among the new patients who visited the cardiology

outpatient clinic from April 4, 2016 to September 30, 2016, as study

participants. The satisfac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ere

analyzed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ferral-related characteristics

and duration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were investigated by using the

medical information system and reviewing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WIN 20.0 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dependent t-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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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tasks of nurses at the referral center were identified as 38.3% of

independent role, 37.0% of dependent role, and 24.7% of interdependent roles.

2. The duration between the date of an appointment was made and the date of

first visit to the outpatient clinic was calculated as 2.41(±2.46) days in the

referral group, statistically shorter than 6.88(±6.10) days in the general group

(t=-5.079, p<.001). The period from the date of first visit to the date of

second visit to the outpatient clinic was also shown as 2.82(±2.32) days in

the referral group, significantly shorter than 13.57(±5.17) days in the general

group (t=-14.197, p<.001).

3. The length of time between the date of first visitation to the outpatient

clinic and the date of operation was found as 2.29(±1.38) days in the referral

group, shorter than 11.88(±9.95) days in the general group, which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Z=-2.693, p=.007).

4. Patient satisfaction indicated 72.28(±7.22) points out of 80 in the referral group,

and i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rom 68.39(±8.22) points in the

general group (t=2.764, p=.007). The patient satisfaction about the reservation

and registration process (t=2.078, p=.040), nursing care services (t=2.070, p=.041),

and hospital environment and etc. (t=2.657, p=.009) in the referral group

presented significantly higher points than those of the general group.

5. In the referral group, the patient satisfaction scores from all items were

higher than 3.7 points out of 4. The patient satisfaction about the services at

the referral center was scored as follows,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willingness to recommend the referral center for the outpatient clinic, time

spent for the tests to be completed and results reported, consultation in

medical treatment decisions, provision of continuous medical services, sufficient

explanation and guidance from nurses, waiting period from referra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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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ointment, waiting period until admitted, and reservation procedure.

6. The most necessary nursing services of the referral center that participants

in the referral group defined were arranged as follows, in descending order:

40.6% in speedy services for the clinic appointments and processing prescribed

tests, 32.8% in sufficient explanation and guidance of nurses, 14.1% of

rapidness in proceeding with operation, and 12.5% of consultation in medical

treatment decision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attempting to analyze the effects of nursing

services at the referral center, by identifying the roles of nurses as independent,

dependent, and interdependent roles in delivering health services, and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the length of time spent for outpatient treatments

and hospitalization and the patient satisfaction, between the referral group and

the general group. This study suggests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nurses’ roles at the referral center and

patients’ outcomes by expanding the subjects and variables, and establishing the

standardized practice of nurses at the referral center and the nursing costs, so

that the referral center nursing can become one of the specialized nursing fields.

Key words: referral center, nurse, diagnosis and treatment period, patient

satisf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