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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중과 예의 : 인하대병원 간호사는 고객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합니다.

2.  경청 : 인하대병원 간호사는 고객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습니다.

3.  병원생활 설명 : 인하대병원 간호사는 입원 시 입원생활안내문 제공 후 병원생활에 대해 설명 

합니다.

4.  도움 요구 관련 처리 노력 : 인하대병원 간호사는 환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지표 설명

입원 기간 중 간호사의 존중과 예의, 경청, 병원생활 설명, 도움 요구 관련 처리 노력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

입니다.

간호사 영역 01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인하대병원의 노력

지표결과   

93.23

88.73 88.85

단위 : 점 (100점 만점)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환자경험평가 결과

인하대병원 전체 병원 경인지역

※  높을수록 좋음

환자중심성지표   |   환자경험평가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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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중과 예의 : 인하대병원 의사는 고객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합니다.

2. 경청 : 인하대병원 의사는 고객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습니다.

3.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 면담 요청 시 회진·면담 레터, 면담 요청 팻말(정기적 면담 시)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4.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 : 회진시간표 게시, 회진시간표 문자 전송, 입원 후 회진 시작 및 지연· 

취소 시 문자 전송을 통해 회진 시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지표 설명

입원 기간 중 의사의 존중과 예의, 경청, 의사와 만나 이야기 할 기회,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 여부를 평가

하는 지표입니다.

의사 영역 02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인하대병원의 노력

지표결과   

85.83

82.38
81.70

단위 : 점 (100점 만점)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환자경험평가 결과

인하대병원 전체 병원 경인지역

※  높을수록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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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약·검사·처치 관련 이유 및 부작용 설명 : 투약·검사·처치가 이루어지기 전  동의서 및 안내문을  

제공하여 이유와 부작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

합니다.

2.  통증 조절 노력 : 환자의 통증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3.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 : 의료진은 고객에게 공감하고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4.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 제공 :퇴원 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퇴원 후  

주의사항과 치료 계획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하며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지표 설명

입원 기간 중 투약·검사·처치 관련 이유 및 부작용 설명, 통증 조절 노력,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 퇴원 후 

주의 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 제공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투약 및 치료과정 03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인하대병원의 노력

지표결과   

87.06

82.35
81.69

단위 : 점 (100점 만점)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환자경험평가 결과

인하대병원 전체 병원 경인지역

※  높을수록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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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입원 기간 중 깨끗하고 안전한 병원 환경이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병원 환경 04

1.  깨끗한 환경 :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청결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합니다.

2.  안전한 환경 :   

인하대병원은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통하여 우수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의 핵심가치로 삼고 모든 직원이 이를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인하대병원의 노력

지표결과   

90.58

83.74
84.62

단위 : 점 (100점 만점)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환자경험평가 결과

인하대병원 전체 병원 경인지역

※  높을수록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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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입원 기간 중 공평한 대우, 불만 제기의 용이성, 치료 결정 과정 참여 기회, 신체 노출 등의 상황 시 수치감  

관련 배려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환자권리 보장 05

1. 공평한 대우 : 의료진은 모든 환자를 공평하게 대합니다.

2.  불만 제기의 용이성 : 고객 섬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불만 및 고충이 있는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3.  치료 결정 참여 기회 : 의료진은 환자 스스로 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합니다.

4.  신체 노출 등 수치감 관련 배려 : 의료진은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합니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인하대병원의 노력

지표결과   

86.97

81.16
80.74

단위 : 점 (100점 만점)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환자경험평가 결과

인하대병원 전체 병원 경인지역

※  높을수록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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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원경험 종합 평가 :   

입원 경험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의 선호, 필요, 가치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공하며, 임상적 결정과정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2.  타인 추천 여부 :   

인하대병원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고객 유형별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표 설명

입원경험 종합 평가 및 타인 추천 여부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전반적 평가 06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인하대병원의 노력

지표결과   

89.07

83.01 82.66

단위 : 점 (100점 만점)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환자경험평가 결과

인하대병원 전체 병원 경인지역

※  높을수록 좋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