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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istoidentifythenatureofthepatientservice
of hospital,andbasedthat,toexaminetherelationshipofhospitalpatient's
perceived,overallsatisfaction,intenttorevisit.
The sample used in this study consisted of250 inpatients and 237
outpatientshospital. Datawerecollectedwithinterview surveyusingpath
analysis.
Themajorresultsoftheanalysisareasfollows:
FirstlyItshowsthedimensionofoutpatientservicewascategorizedinto
6dimension,thatissatisfactionwithPhysicians,nurses,othersupportstaff,
convenienceforprocedure,physicalenvironmentand facility convenience.
Inpatientservice was also into thatwas satisfaction with Physicians,
nurse,other support staff,administrative procedure,of hospitalization,
physicalenvironmentandfacilityconvenience.secondly,thereliabilityand
validityofinpatientandoutpatientservice itemswassatisfied.thirdly,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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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ofmultipleregressionanalysis,theeffectofinpatient'sperceived
service,especially,ofhospitalization revisit,in thatorder,asfollows;
overallsatisfaction,satisfaction with Physicians,Physicalenvironment,
satisfactionwithothersupportstaff,administrativeprocedure.incaseof
outpatient,asfollows;overallsatisfaction,procedure,satisfaction with
Physicians,satisfactionwithnurses,facilityconvenience.
In conclusion,Theresultofthestudy indicatethatuniversity hospital
shouldmakean efforttoimprovethesatisfactory levelofpatientswith
services provided by physicians,nurses, other support staff,the of
administrativeprocedure,physicalenvironment,andfacilityconveniencefor
enhancingtheintenttorevisitof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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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111문문문제제제의의의 제제제기기기

한국의 의료계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의료장비의 과학화와 의료기술의 고
급화를 이루었고,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의료이용자들의 높은 기대와
고급화 성향,의학지식의 대중화와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능동적인 역할 변화,
의료서비스 외국시장 개방,복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의료보험제도 및
각종 의료복지정책의 확대실시,정부의 보건 의료 산업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
상과 같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병원의 대형화,전문화 등 의료서비스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금 현재도 의료기관의 대도시 집중,소비자 주권의 팽창에 따른 의료소송 제소

의 증가현상 등을 살펴볼 때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는 의료소비자의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오늘날 의료소비자들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병원의 행
태를 거부하고 있으며,결국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의료집단은 자연 도태될 상황
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최근 의료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의료시장의
개방,의료서비스 평가제의 실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촉구
하면서 의료소비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계도 2001년 실시된 건강보험,의약분업,민간의료보험의 실시

여부 등 의료서비스 조직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와 함께 세계무역기구
(WHO)에 의한 의료시장의 개발,대기업의 병원사업 진출,병원 간 경쟁의 증가 등
으로 이제 의료서비스 조직은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어 이제까지의 안일한 경영전
략으로는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이로 인하여 병 의원을 비롯한 의
료서비스 조직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 2 -

다시 말하면 의료 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구매자 중심의
시장’으로 질적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1)이러한 의료시장의 변화가 의미하
는 바는 의료서비스 선택주체로서 의료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에 대
한 정보수집 활동이 경영활동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됨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은 공급자가 평가하는 질과 의료소비자인 환자가 인지하는 질로 구
분된다.공급자 중심의 질이란 진단명의 정확성,의료기술의 숙련정도 등 주로 의
료제공자의 의학적인 기술제공능력을 의미하는 반면,환자가 인지하는 질은 의료기
술을 포함하여 제공된 의료서비스가 환자의 요구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기능적인 질을 의미한다.과거에는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주로 공급
자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으나,최근 의료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의료에 대한 환자
들의 욕구가 다양화,고급화됨에 따라 의료의 질을 환자의 입장에서 규정하고 접근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Bopp& Babakus2)등은 의료제공자 입장에서 주로 평가하는 기술적인

질은 기능적인 질의 한 부분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인지
하는 기능적인 질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eorgette3)역시 의사가 아무리 첨단의료기술을 이용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환자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면,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보건
의료에서 서비스의 질의 만족도는 환자들 스스로가 평가하는 기준에 가장 크게 영
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병원도 이제는 고객인 환자가 병원을 선택해주지 않으
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즉,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고객이 원하는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이탈률을 최소화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병원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많은 의료기관들이 최근 자체적으로 의료서비스

1)권진․이선희․손명세.“소비자 가치에 의한 외래서비스 이용환자의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병원경영
학회지,2(1),1997,p.97.

2)BabakusE,Mangold WG.Adapting theSERVQUAL scaletohospitalservices:An empirical
investigation. ,26(6),1992,pp.767-786.

3)GeorgetteM,Zifko-Baliga,RobertFK.Managingperceptionsofhospital. ,spring,
1997,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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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질 향상 활동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또한
기존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전략적 차원에서 의료서비스 질과 만족도,그리고 재이
용간의 연관성을 구명하고자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는 고객 즉,환자에 의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환자

들이 평가하는 의료서비스 질은 의료기관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의료서비스 질과 함께 의료서비스 구매에 대한 고객만족은 병원 경영자들이 직면
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그 이유는 서비스 구매에 대한 평
가와 그 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이용,긍정적인 구전행동 및 환자들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파악하고
환자들의 시각에서 의료의 질과 만족도를 분석,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병
원에 대한 환자만족의 결과는 결국 그 병원의 재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나타나게
된다.고객충성 등의 구매 후 행동이 병원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4)
새로운 환자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기존의 환자들이 재이용하도
록 하는 것은 병원경영에서 중요하다. 이처럼 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만족도
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에는 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전략적
차원에서 환자 만족도와 재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가 재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점을 착안하여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느끼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영향요인 중에서도 특히 의료서비
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이들 변수들이 재이용 의사에 어떠한 관계를
갖게 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병원경영에 있어서 경쟁력도 증가시

킬 수 있을 것이다.

4)Bearden,W.O.andJ.E.Teel,"SelectedDeterminantsofConsumerSatisfactionandComplaint
Reports," ,20(Feb),1983,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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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의료서비스는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병원경영의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의료서비스 질을 인적 서비스와 물적 서비스로 분류하고 인적서비스는
다시 의사의 진료서비스와 간호사 및 행정직원의 서비스로 분류하여,병원을 방문
한 외래환자만족도 조사 자료의 실증 분석을 통해 외래환자의 만족도를 비교하여
환자들이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질의 구성차원을 몇 가지 개념으로 분류하고,분류
된 의료서비스 질이 환자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궁극적으로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병원의 서비스 품질 향
상 노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특히 최근 들어 무한 경쟁의 심화,글로벌 경제체제와 시장개방의 가속화,

정보화 및 고객들의 품질에 대한 욕구증대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병원에 있어서 향후 병원서비스 정책개발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조
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고객만족,재이용 의도를 규명함으
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환자편의를 제공하는 각종 의료서비스의 개선
과정을 통하여 환자만족도 제고 및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병원경영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질,고객만족,재이용 의도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한다.
둘째,의료기관 이용자들이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질,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인 만족도,의료기관 재이용 의도와의 관계를 규명한다.
셋째,의료서비스 질에 대해 의료기관 이용자가 인지하는 고객만족,재이용 의도

와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과 병원경영의 경
쟁력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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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33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논논논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문헌적 고찰에서는 의료서비스 질에 대
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고,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
되어 발전되었는지를 규명하였다.또한 고객만족에 대한 정의와 의료서비스 질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론적 연구결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각 구

성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였다.설문 구성 및 자료 수집은 이
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의료서비스 질 구성요인,고객만족과 재이용 의도간의 관
련성에 대한 문헌을 토대로 구성하였다.실증분석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자들이 인
지하는 의료서비스 질의 구성차원을 확인하고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2007년 10월 08일에서 10월 13일까지 전남 순천에

소재한 병원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리커드(Likert)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설문지의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LISREL8.3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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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222...111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기기기본본본 이이이론론론

222...111...111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의료(Medicine)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이나 처치,안녕에 영향
을 미치는 사람,기관 혹은 영향’,‘건강유지와 질병의 예방,경감 및 완치를 다루는
과학 및 기술’이다.이를 종합해 보면 의료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경감 혹은 치료를 위하여 과학 및 기술이 적용되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보건(health)은 ‘기관이나 한 부문이 그의 생리적 기능을 정상
적 혹은 적절히 수행하는 상태’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한 상태’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져 의료에 비해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된다.5)오늘날에 있어
서 보건과 의료는 질병의 원인과 치료에 있어서 사회적․환경적 관련성에 대한 중
요도가 증가하면서 거의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란 의료인이 주체가 되어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 증세에 따라 적절하

게 투약하거나 처리를 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와 관련된 직․간접의 모든
서비스이며,의료행위 자체의 본질적인 서비스와 의료이용자가 본질적인 의료서비
스를 받게 되기까지 경험하는 부가적인 의료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6)
이처럼 의료서비스는 의학 내지는 의료 기술적인 서비스와 비의학적 서비스로

구분되며,그간에는 의료서비스의 질 자체를 의과학 및 의료기술의 적용과 관련
된 기술적인 측면(technicalcare)에 초점을 맞추어왔다.그러나 최근에는 환자와
의료인의 인간관계(interpersonalrelationship)를 비롯하여 의료가 제공되는 물리
적 환경의 쾌적성(amenity)등과 같은 비의학적 서비스도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하

5)정두채,“의료법체계 정비방안 기초연구,”연구보고서,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1997,pp4-5.
6)서정희,“의료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만족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소비생활연구,제12호,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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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이다.7)
본질적인 의료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의료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주로 의료공급자인 의사로부터 기인하기 때문
에 적정진료인지 과잉진료인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가적인 서비스는 본질적인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과정으로 진

료접수,상담,투약,진료비 납부 및 입원생활 등 병원이용의 전 과정에서 의료
진과 직원들의 친절성,병원의 제반 편의시설 및 환자에 대한 편의 도모 여부로 평
가된다.8)
이밖에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환자

-의사의 관계는 공급자-소비자의 관계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의료도 치료적인 서
비스에서 예방적인 서비스로 이동하는 추세이다.의료서비스란 질병으로 인한 치료
의 의미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질병에 대한 예방을 포함하게 된다.즉,예방적 의료
서비스와 치료적 의료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데 예방적 의료서비스는 자신을 건강
하다고 여기는 사람에 의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할 때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행동을 말한다.
환자가 점차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로 변화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개념도 좀 더

능동적인 소비자의 위치를 반영하게 되었는데,최근의 소비자학에서는 의료서비스
를 의사가 주체가 되어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행위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모
든 서비스로 소비자가 예방,치료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또한 의료서비스란 전무서비스로서 고도의 전문교육을 거쳐 일정한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들이 행하는 진료행위의 과정 내지 시스템을 말한다.따라서
의료기관은 의료기능을 위주로 조직화된 의료 및 전문병원,병상을 포함한 영구시
설,의료서비스 지속적인 간호서비스를 통하여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하는 시설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7)Donabedian,A.,"TheDefinitionof andApproachestoisassessment," ,
1980

8)이평수·장동민,“3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개선 및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의료관리연구회,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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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병원은 의료종사자들의 훈련과 생물․사회학적인 연구의 중심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9)그러므로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자체의 내용 못지않게 사회적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왜냐하면 의료기관은 이용자들의 필요
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는 기구이며,이
때 이용자들은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222...111...222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의의의 특특특성성성

가가가...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11)))무무무형형형성성성
서비스는 눈으로 보거나 만져볼 수 없다.서비스를 구매한 뒤에도 손에는 아무것

도 쥐어 있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다.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는 눈
으로 실체를 확인할 수도 없고,증서나 약속 이외에는 서비스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는 방법이 없다.서비스는 이중의 무형성을 지닌다.실체를 보거나 만져볼 수 없는
물질적 무형성과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무형성이
그것이다.예를 들어 환자의 성형외과 구매는 구매를 하기 전에는 그 수술결과를 볼
수 없다.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는 그 서비스의 가치를 미리 알 수 없는 것이
다.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외과의 구매는 의료인에게 자신감을 요구한다.서비스 제
공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이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첫째,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유형성을 부각시키려고 한다.정형외과 의사는
수술 뒤 환자의 예상모습을 보여주는 도면이나 점토 모형을 만들 수 있다.유방절
제술을 받으려는 여성에게 외과의사는 그전에 이미 동일한 수술을 받았던 모습을

9)유승흠 외,『보건행정학강의』,수문사,1998,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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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줌으로써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서비스가 전달되는 물리적 환경 또는 자
신감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왜냐하면 서비스의 일부분은 유형이기 때
문이다.많은 의료기구들의 배치,내·외장 디자인,색상,조명 그리고 일반적 분위기
등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둘째,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비스의 편익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특성

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이것은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일반적이다.환자는 종종
“이 수술(약물치료,치료법)은 고통 없이 걷게(구부리게,씹을 수 있게 등)해주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된다.그러나 최근 들어 의사들은 환자들
이 받는 많은 의료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의료서비스의 특성과
편익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셋째,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감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서비스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아직은 의료기관에서의 브랜드화는 일반적이지 못하다.왜
냐하면 대개의 의료기관들이 독립적인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앞으로 미국의
병원 기업들처럼 우리나라의 병원도 체인화가 늘어간다면 병원과 의료시설들의 브
랜드화가 점차 확산될 것이다.

222)))가가가변변변성성성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동일한 서

비스 제공자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
스는 다르게 인식된다.소비자가 인식하는 서비스는 전달되는 시간,장소,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다.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기분상태,장소
등에 따라서 수술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공심장수술의 경우 심장수술 전문의에 의한 것이 경험이 거의 없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보다 서비스의 질이 높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그러나 심장수술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그의 에너지와 수술 시점의 정신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심장수술을 한 뒤 회복되는 환자는 누구와 함께 병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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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이러한 가변성 때문에 최근 들어 의사,병원,가정간호사 등을 파
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하여 구매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는 행
동을 하게 된다.따라서 의료인들은 그들의 병원에서 최고의 서비스의 질뿐만 아니
라 일정한 서비스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모니터링 제도를 통하여 고
객만족을 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33)))동동동시시시성성성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함께 한 자리에서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된

다.우리가 병원에 들어서면 접수하는 순간부터 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
어진다.서비스의 동시성을 불가분성 또는 비분리성이라고도 한다.
서비스의 전달은 서비스가 생산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상호작용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이 모두 서비스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가령 미용사는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고객의 의사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병력이나 증세를 자세히 말하지 않으면 처방의 효율
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서비스 접점이 중요하게 된다.

444)))소소소멸멸멸성성성
서비스를 구매하고 나면 그것은 소멸되어 버린다.재화를 구매하면 후에도 사용

할 수 있지만,서비스를 구매하면 필요시 다시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예를 들
어 병원에 환자가 없거나 입원실이 비어 있다면 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설과 인
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이것이 바로 의료서비스는 저
장하거나 재고상태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의료서비스는 저장할 수 없다.
그래서 비어 있는 병상은 수익의 손실을 초래한다.어떤 의사들은 진료 약속을 지
키지 않은 환자에게 지불청구를 하기도 한다.왜냐하면 다른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
게 한 약속은 그 의사의 수입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서비스의 소멸성은 수요가
현저하게 변화할 때 문제를 발생시킨다.병원의 응급서비스는 24시간 응급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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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할 수 있는 스텝과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24시간 중 대부분은 실제적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지만,많은 응급실들은 토요일 저녁 같은 응급‘러시아워’에
혼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나나...전전전문문문 서서서비비비스스스로로로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의료서비스는 전문적 지식이나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만이 행할 수 있는 전문 서
비스로서의 특성을 가진다.전문 서비스로서의 의료서비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11)))제제제 333자자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책책책임임임
전문 직업인인 의료인은 일반인 고객(환자)에게만 만족을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

다.가령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독성의 마취제나 향정신성 의약
품을 지속적으로 처방할 수는 없다.따라서 의료인이 한 유형의 환자에게 봉사할
때는 지역사회,이사회,보험회사와 같은 제 3자에게도 봉사할 책임이 있다.

222)))엄엄엄격격격한한한 윤윤윤리리리적적적,,,법법법적적적 제제제약약약
의료인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일을 다루는 것인 만큼,이윤동

기 보다 서비스 동기가 앞서야 한다.이는 의사의 윤리에서도 나타난다.“의사는
의료 행위에 있어 영리적 동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부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
하며,의사의 품격을 훼손시키는 자기선전 및 광고를 하지 않는다....”또한 의료인
이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행정기구,보건 관계기관,노동조합,금융기관 그리고 의학
협회 등 여러 유관기관들이 여러 측면에서 견제,보호,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333)))고고고객객객이이이 느느느끼끼끼는는는 불불불확확확실실실성성성
소비자는 유․무형의 상품의 구매에 있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은 전문 서비스의 구매에서 특히 심하다.전문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의료서
비스는 구매와 사용 전에 서비스 상품을 평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구매와
사용 후에도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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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경경경험험험의의의 중중중요요요성성성
전문 서비스의 구매자들은 때때로 전문가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불확실하지

만,거의 항상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기준중의 하나가 ‘과거와 유사한 상황의 경험’
이다.의료서비스의 구매자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거래해온 의료인 또는 특정의 수
술을 잘하기로 정평이 난 의료인을 선호하게 된다.

555)))차차차별별별화화화의의의 제제제한한한
일반 재화와는 달리 서비스를 차별화 하는 데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특히 의

료서비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의료서비스는 전달성의 방법도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매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고객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진정한 차이를
인식시키고 지각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666)))서서서비비비스스스의의의 품품품질질질관관관리리리 문문문제제제
일반 재화는 그것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품질기준에서 합격 여부를 체크

할 수 있다.하지만 의료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는 그것이 생산되는 것처럼 소비될
때 실제시간 상황아래서 최종적인 조립이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전달된다.그 결과
실수와 미비한 점을 숨기기가 어렵게 된다.게다가 서비스요인은 고객들의 면전에
서 가변성이 일어나게 된다.이런 요인들이 서비스 조직으로 하여금 품질관리와 일
관된 서비스의 제품을 어렵게 만든다.

777)))전전전문문문직직직 종종종사사사자자자의의의 시시시간간간관관관리리리
많은 서비스들은 실제 시간 속에서 제공된다.고객들이 병원,항공사,레스토랑

등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고객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얼마나 기다려야하는 가에는 한계가 있다.또한 의료서비스가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더 이상 시간을 소비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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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광광광고고고효효효과과과의의의 불불불확확확실실실성성성
의료서비스의 광고는 최근의 일로서 그 동안의 서비스의 광고가 제한적으로 이

루어졌고,그 효과 또한 불확실하다.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할
효과적인 호소와 매체 등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의료서비스란 의료 본질적 행위인 진료,치료,처방 및

투약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로 인해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의료외적 행위들을 경제적
재화로 개념화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10)

첫째,소비자가 의료서비스의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됨과 동시에 소비된다.
둘째,시간적 제약을 많이 받고 긴급성을 가지며,대체성이 없어서 제때 치료하

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나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셋째,소비자의 의료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접촉하며 같은 의료서비스라 해도 표준

화되어 있지 않아서 제공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
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넷째,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이 검사와 치료를 결정하게 되므로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의 양과 질의 선택을 결정할 수 없다.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유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고,단지 제한된 범위 내에
서만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으며,가격이 합리적인가의 여부도 알 수 없
는 상황이다.

한편,의료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서비스 유형의 하나로 인식되었으나,일반서비스
보다 복합적인 형태를 취하며,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첫째,의료서비스는 가장 무형적인 제품이다.의료서비스는 구매 이전에 제품을
경험하기는 물론,소비 후에도 제품평가가 매우 곤란하며,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신뢰의 질(ofcredence)'이 중요하다.이는 소비자들이
10)문제우,『보건의료사회학』,신광출판사,1989,pp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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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그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
한다.11)
둘째,기대와 성과 지각 사이의 불일치가 크다.의료서비스에 대한 비분리성,다

양성,고객화 및 다양한 제공자 특성 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기대와 실제성과 지각
사이에 유의적인 불일치가 야기되기 쉽다.신체적 상태에 따라 투약이나 치료 등에
대한 정확한 의사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며,다양한 서비스 형태로서 수행되어야 한다.또한 실제 성과에 대한 지각
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자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서비스 전
달과정에 누가,언제,어디서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짐으로써 서비스 품질변이
(variation)의 가능성이 높다.
셋째,수요예측이 불가능하다.
일반 서비스재의 경우 수요예측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의

특성인 소멸가능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며,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하다.그
러나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유휴능력을 최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의료서비
스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이 불가능하다.특정 바이러스의 발생,자연적 재해,혹은
특정의 사고 등이 의료서비스 수요를 급증시킬 수 있다.의료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초과수요를 대비한 병원 및 수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정책수립
시 중요한 요인이다.
넷째,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자는 다양하다.
대부분의 서비스에 있어서 의사결정과 소비관계는 분명하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의 의사결정자는 환자나 가족들에 의해 결정된다.반변에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아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섯째,의료서비스의 비용은 간접 지불 형태를 갖는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제 3자(국민건강보험)가 지불하는데,환자와 의료서비

스 제공자 간에 직접적인 비용지불은 선택적 외과진료,실험적 진료,보험여부에
따른 상호지불형태 등과 같이 국한되어 있다.환자들은 가격탄력성을 가질 수 없으
11)박주희,“의료서비스 구매 평가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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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판매시점에서 화폐에 대한 가치보증은 고려할 수 없다12),Kotler등은 의료서비
스 판매에 있어서 사용자,종업원,제 3의 지불자 및 의료기관들 간의 수많은 교환
의 형태에 따라 교환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13).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의
료보험을 제외하고는 구매시점에서 특별한 제품에 대해전체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그 개념과 내용이 시사하듯이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입하여 이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산,공급되므로 바람직한 의료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의료 외적 여건과 관계가
많다.따라서 이 요건들 각각을 극대화 또는 극소화하기보다는 여건을 고려하면서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적정화해야 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조건
으로 접근 용이성,질적 적정성,연속성,경제적 합리성 등을 들 수 있다.

222...111...333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의의의 질질질

가가가...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질질질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일반적으로 질이라는 개념은 사람에 따라 또는 사용목적이나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이러한 차이에 관하여 Garvin14)은 선험적 접근방법,제품
중심적 접근방법,사용자 중심의 접근방법,제조 중심의 접근방법,가치 중심적 접
근방법의 5가지로 질을 정의하고 있다.
선험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질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타고난 우월성이 라고 인

시하고 있다.여기서 말하는 지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험을 통해서만 인식될 있을
뿐 명확하게 분석될 수 없는 막연한 특성이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2)KarenW.King& JamesE.Haefner,"AnInvestigationoftheExternalPhysicianSearchProcess,"
,Vol.8,No2,June,1988.

13)PhilipKotler& PobertN.Clarke,"MarketingforHealthCareOrganization,"EnglewoodCliffs,NJ:
PrenticeHall,Inc.,1987.

14)Garvin,D.,"Managing;TheStrategicandCompetitiveEdge,"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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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중심적 접근방업에 있어서는 질을 ‘명확히 측정 가능한 변수’로 보는 것으
로 질의 차이에는 제품이 지니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분석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
으므로 질의 상대적인 수준은 제품이 지니고 있는 바람직한 속성의 양에 따라 등
급을 매김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 중심적 접근방법에 있어서 질의 개념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즉 개별 소비자들은 서로 다른 욕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소비자들의 상이한 욕구와 필요들을 가장 잘 만족시켜주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가장 높은 질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그리고 이 접근 방업에서는 다양
한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제품이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여러 가
지 속성들을 반드시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 중심적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질을 ‘요구에의 일치’로 인식한다.여기서 말하

는 요구는 제작을 위한 설계나 제조명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이 설계나 명세서의
내용과 가장 잘 부합되는 것을 질이 높다고 간주하는 것이다.따라서 제조 중심적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질을 결정할 때 소비자의 욕구보다도 제조측면에서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된다.
가치 중심적 접근방법에서는 질의 개념을 ‘가격 또는 비용과 가치와 관련된 개

념’으로 인식한다.그래서 질은 가격(비용)과 가치가 만족스런 수준에서 일치될 때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고,이때 비용에 비해 가치가 높게 인식될 수 록 높은 질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질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는 ‘사용자 중심의 접근방법’이 가장 유용하
다.왜냐하면 의료서비스분야는 일반적인 서비스 분야와는 다른 독특한 관점을 갖
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만 한다.우선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경우
는 대부분 응급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서비스는 규칙적인 거래가
아닌,일회의 혹은 불규칙적인 방문 또는 입원으로 이루어지는 수가 많다.
둘째,인구 통계학적,사회․경제적 그리고 심리학적 배경과 함께 인간 육체의

복잡성은 환자들 간에 그리고 심지어 기간경과에 따른 비교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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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각 사례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진다.
셋째,환자는 특정한 의료서비스의 결과를 평가할 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경험과 이용 전 탐색에 의존하지만 이러
한 경험과 탐색조차도 특정한 상황에 한정된다.따라서 의료서비스 질은 환자가 병
의 치료를 위해 병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 인지하는 유형적․무형적 요소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의료의 질에 대한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주장되어 왔다.먼저 근

대적 의미로 의료의 질을 정의하고 이론적인 틀을 마련한 AvedisDonabedian15)에
의하면 ‘양질의 의료는 진료의 모든 과정에서 자원투입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
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환자의 건강과 만족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고,의료서비스의 질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구분
하였다.
첫째,의료제공자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 질은 ‘의료제공자의 의학적인 기술제공

능력’이라 하였고 둘째,의료이용자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 질은 ‘환자의 요구나 기
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느낌’이라고 하였
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입자에서의 의료서비스 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이 돌
아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관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Bopp16)은 의료서비스 질을 의료전문가의 입장과 의료소비자의 입장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의료전문가의 관점에서 의료서비스 질이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으로 구조,과정,결과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의료소비자의 관점
에서는 다분히 기능적인 것으로 환자가 인지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정의하
였다.
John17)은 환자와 의사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

15)Donabedian.A.,"Explorationsin AssesmentandMonitoring;Thedefinitionof andApproachesto
ItsAssessment," ,1980

16)BoppKD.,"How patientsevaluatethe ofambulatorymedicalencounters:Amarketingperspective.
,10(1),1990,pp.6-16.

17)JohnJ."Improving throughpatient-providercommunication," ,
11,1991,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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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술적인 진료,감성적인 진료,기술적 진료와 감성적
인 진료의 상호 곱으로 표현하였다.기술적인 진료란 진단과 치료과정의 정확성을
의미하며,감성적인 진료는 병원의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태도,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Babakus와 Mangold18)는 의료서비스 질을 주로 진단과 치료의 기술적 정확성을

근거로 한 기술적 질과 의료서비스가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방식과 관련된 기능적
질로 구분하였다.환자들이 의료서비스의 기술적 질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기능적 질이 환자들의 서비스 인식의 제 1차적인 요인이 되며,일
반적인 서비스 환경에서 인식된 품질이 고객들의 가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이러한 가치인식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들의 의지에 영향
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Georgett19)는 의료의 질을 공급자 측면과
환자 측면으로 나누어 정의 하였다.그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의료서비스 질은 주로
임상적인 것으로 진단명의 정확성,의료기술의 숙련정도 등을 평가하는 반면 환
자 측면에서 의료의 질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그는 의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되었다고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의
료 산업에서 서비스의 질은 환자들 스스로가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따라서 무엇보다 환자들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 질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의 경우 나기승20)은 의료서비스의 질은 환자가 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서비

스를 이용하는 동안에 인지하는 유형적,무형적 요소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라고 정
의 할 수 있다고 하였다.즉,의료서비스의 질이란 의료서비스 결과 또는 질병의
회복이라는 산출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안에 전달과정

18)BabakusE,MangoldWG.,"AdaptingtheSERVQUAL scaletohospitalservices:Anempirical
investigation," ,26(6),1992,pp.767-786.

19)GeorgetteM,Zifko-Baliga,RobertFK.“Managingperceptionsofhospital.” ,
spring,1997,pp.28-35.

20)나기승,“의료서비스 질의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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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상호작용 등 서비스 이용 시의 모든 과정과 관련이 있다
는 것이다.
유승흠21)은 의료의 질을 크게 기술적인 면,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측면 그리고 환

자의 만족도 등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기술적인 면은 의학지식과 기술을 적
용하여 위험의 증대 없이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대인 측면은 사회적 가치관
및 규범에 따른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말한다.만족도는 각종 진료환경이나 편의
시설,각종 서비스,대기시간 등에 대한 것을 말한다.의료가 판매자 시장에서 구매
자 시장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만족도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의료의 질을 측
정하는 것에 있어 구조와 과정,결과로 나누었으며 결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과 환자가 의료를 이용함에 따른 만족도로 나눴으며,그 세 가지는 상호 관련
되어 있으므로 분리될 수 없다.환자만족도는 진료의 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로
서 결과에 대한 긍정적 판단과 부정적 판단으로 나누었다.
즉,의료서비스의 질이란 의료서비스의 결과 또는 질병의 회복이라는 산출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안의 전달과정 및 구매자와 판매자간
의 상호작용 등 서비스 이용 시의 모든 과정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이러한 특성을
갖는 의료서비스는 소비자들이 그 품질을 평가하는 면에 있어서도 매우 어렵다.
<그림 2-1>은 서비스를 품질평가의 난이도와 속성의 차원에 따라서 분류한 것

인데,의료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신념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가 끝난
후에도 평가하기가 어렵다.

21)유승흠,『양질의 의료관리』,수문사,1998,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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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평가가 평가가 평가가 쉬움쉬움쉬움쉬움((((유형적요소유형적요소유형적요소유형적요소)))) 평가가 평가가 평가가 평가가 어려움어려움어려움어려움((((무형적요소무형적요소무형적요소무형적요소))))

자 동 차

주    택

가    구

보    석

의    복

탁 아 소

이    발

미    용

여    가

음    식

의료 의료 의료 의료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자동차 수리

치과 서비스

법률 서비스

TV 수리

탐색속성탐색속성탐색속성탐색속성

서비스 구매 전에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경험속성경험속성경험속성경험속성

서비스의 소비과정
또는 소비 후에만
추론할 수 있는 것

신념속성신념속성신념속성신념속성

소비가 끝난 후에도
평가하기 어려운 것

<<<그그그림림림 222---111>>>제제제품품품과과과 서서서비비비스스스의의의 평평평가가가

나나나...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질질질의의의 측측측정정정

서비스 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가 지금까지
의 주요 논의점 중 하나인데,Parasuraman 등22)은 표적집단면접법(FGI:focus
groupinterview)을 통해 최초로 서비스 품질이 10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는 것을 밝혀냈다.그러나 이들 구성요소들은 상호간에 다소 중복되는 내용을 지
니고 있어서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개인적 욕구나
서비스 업종 따라서 구성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이 다를 수 있다.그러나 이 요
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비스의 질이 결정되는 점은 인정할 만한 것으로 평가

22)Parasuraman,A.,ValarieA.,ZeithamlandBerry,L.L.,“A ConceptualModelofService andIts
ImplicationsforFutureResearch," 49(Fall),1985,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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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그 후 Parasuraman등23)은 10개의 서비스 질,5개의 서비스 차원으로
축소시켰다.즉,유형성,신뢰성,반응성,보증성,공감성을 SERVQUAL의 질적 차
원으로 구분했으며,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 품질의 차원임을 밝혔다.이들 5
개의 차원은 서비스 배달의 인적상호작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서비스 품질
에서 서비스 조직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
는 것이다.
Parasuraman등의 연구 이후 서비스 품질 측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으로 의료서비스에 한정하여 서비스 질 측정을 위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의료서비스 질의 측정과 관련된 대표적 연구로서 WareandSnyder24)는 20개의

태도지표들에 기초를 둔 의료서비스 측정을 위한 탐험적 연구를 실행하였는데,이
연구에서는 내과의사의 행동,의료적 보살핌의 이용가능성,접근체계 그리고 의료
적 보살핌의 계속성과 편리성의 4개차원이 확인되었다.그리고 Carmen25)은 치과진
료소를 대상으로 하여 의료서비스 질 특성으로서 유형성,신뢰성,안전성,개인적
관심,편리성,그리고 비용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는 윤명숙26)은 의료서비스 질과 구매의도간의 관계분석에 있어서 의료

서비스 질의 여러 차원을 다음 <표2-1>과 같이 의사소통,능력,시간적 편리성,안
전성,접근성의 5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23)Parasuraman,A.,ValarieA.,ZeithamlandBerry,L.L.,"SERVQUAL:A MultiItem Scalefor
MeasuringConsumerPerceptionofService," 64(Spring),1988,pp.12-40.

24)Ware,J.E.,M.K.Snyder,"DimensionofPatientAttitudesRe-gardingDoctorsandMedicalCare
Services," ,13(8),1975,pp.66-82.

25) Carman,James M.,"Consumer Perceptions ofService :An Assessmentof SERVQUAL
Dimensions," 66(spring),1990,pp.33-55.

26)윤명숙,“서비스품질의 마케팅 전략적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숙명여자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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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111>>>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질질질의의의 제제제 차차차원원원

차 원 명 변 수

의사소통 환자의 의료문제에 대한 공감,관심,노력,치료 및 수술결과에
대한 쉬운 설명,편안한 관계

능 력 환자의 기록보관,최신의료기술 숙지,간편한 입․ 퇴원의 절차,
간호사의 의학지식

시간적 편리성 편리한 치료시간대,짧은 대기시간

안 전 성 낮은 오진율․질병 재발율,무모한 치료의 시도가 없음,
의사에 대한 신뢰

접 근 성 가까운 병원위치,교통의 편리
자료 :윤명숙,“서비스품질의 마케팅 전략적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1)

박주희27)는 의료서비스의 구매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의료서비스 질의 구성요소
를 다음 <표 2-2>와 같이 측정하였다.

<<<표표표 222---222>>>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질질질의의의 구구구성성성차차차원원원

차 원 명 변 수

심 리 성 진료수속의 간편성,진료약속의 용이성,지역사회의 명성,
분위기,청결,편의시설,의료비,

반 응 성 진료행위 신속,불평처리사항,대기시간,의료인의 적극성

고객 이해성 증세에 대한 질문,자신감 고취,진료내용설명,의료인의 친절성,
의료비의 지불방법

신 뢰 성 기록․검사의 정확성,진료카드의 발급,진료약속의 준수,
의료인의 신뢰

접 근 성 의료정보의 제공,전호상담,의료전달,
유 형 성 내부시설의 조화,내부시설의 매력,의료인의 외양

자료 :박주희,의료서비스의 구매평가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94.

27)박주희,“의료서비스의 구매평가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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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원28)은 의료서비스 질이 의료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면서
의료서비스 질 구성차원을 반응성,신뢰성,유형성,접근성으로 서비스 질을 유형
성,신뢰성,반응성,그리고 공감성의 4차원으로 파악하였다.

<<<표표표 222---333>>>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질질질의의의 측측측정정정차차차원원원

차 원 명 변 수

반 응 성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환자를 도우려는 마음자세,
치료에 안전함을 느낌,요구사항 파악,개인적 문제의 관심,
편리한 시간대 진료,예절바름,개별적 관심,자세한 설명,
불만사항 신속처리

신 뢰 성
단정한 직원용모,예약된 시간에 정확한 진료,
문제발생시 환자를 안심시킴,믿을 수 있는 의료진,
진료약속이행,의무기록유지,치료에 대한 비밀엄수

유 형 성 최신장비와 기술,최신 의료기술,편리한 위치,주차시설,
편의시설

접 근 성 짧은 진료대기 시간,복잡한 진료절차
자료 :강수원,“의료서비스 질이 의료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한남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5.

이 외에도 주혜경은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병원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면
서 서비스 결정요인으로 이용편의성,편의시설,전반적 환경,친절성의 4개 차원으
로 연구하였으며,강희숙은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차이점이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외래와 입원환자를 구분
해서 각기 다른 요인으로 분석을 실시했다.외래환자들에 대해서는 독립변수로 병
원환경 및 병원행정관리,의사치료서비스 접근성의 3개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서비스 질이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을 갖고 있다는데

28)강수원,“의료서비스 질이 의료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한남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 논문,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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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고 있으며 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질이라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차원 역시 매우 다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즉 의료서비스 질의 구
성차원은 의료서비스 질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특히 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질의 구성차원은 사회구조,문화적 요인
뿐만 아니라 환자들 개개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문기태 등29))
여러 연구자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서로 다르고,여

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이것은 요인분석을 적용하는 방법이 엄격하지
못한 결과로 보이기도 하지만,아직도 의료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속성에 관한 결론
이 정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22...222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 만만만족족족도도도

222...222...111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 만만만족족족도도도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만족은 어떤 특정한 제품 혹은 서비스의 구매나 소비경험에 대한 구매자의 주관
적이고 전반적인 평가반응이다.이러한 평가반응은 느낌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판단
적 신념을 모두 포함한다.평가 기초는 소비자마다 다양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기
대하는 비교의 기준이나 제품속성,혜택,소비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해질 수도 있다.
황지인30)은 환자 만족은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기대치와 실체

경험치 간의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 판단이지만 그 자체가 의료서비스의 질
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환자의 치료 순응도 및 병원 재이용 의사,
타인에게 권유의사와도 관련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9)문기태,“의료소비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질의 구성차원,”예방의학학회지,33(4),2000,pp.95-504.
30)황지인,2001;Parasuraman,1988;Niesetal.,1999;Sitzia,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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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자만족에 관한 초기 연구는 Ware,Davis-Avery,Stewart31)에 의해
이루어 졌다.이들은 환자만족도에 대한 정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기존의 환자만
족도 연구들에 대한 내용분석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실시하였다.그 결과 수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에서 환자 의료서비스 만족도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용어를 접
할 수 있었는데,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따라 몇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환자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제공자와 의료서비스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환자들은 이를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독특한 태도를 보인다.
이를 전제로 환자 만족도의 개념을 정리하면,상호간의 예절,기술적인 질,접근

성/편리성,경제성,효능/결과,지속성,유용성,물리적인 환경을 환자 만족도 개념
의 하우차원으로 제시하였다.
한편,Fox와 Storms32)은 고객만족을 진료에 대한 인식과 진료상황의 2가지 차

원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는데,여기서 진료에 대한 인식은 병원을 이용할 때 고객들
이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을 말하며,진료상황은 진료방법이라든지,병원의 위치,
대기시간,비용,진료결과 등 실제로 진료가 이루어진 과정을 의미한다.Fox와
Storms은 만일 진료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진료가 주어진 상황이 서로 일치하면
고객들은 만족하게 되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고객들은 불만족하게 된다고 설명하면
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일치모형(congruencymodel)을 제안하였다.이들의 이
러한 정의는 Oliver33)의 기대-성과 불일치모형(expectancy-performancediscrepancy
model)에 기인하다.
Pascoe34)역시 소비자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대이론(expectancytheory)과 불일치

이론(discrepancytheory)을 이용하여 고객만족을 정의하였다.즉 고객들은 자신의

31)Grewal,D.,K.B.Monroe& Krishnan,"TheEffectofPrice-ComparisonAdvertisingonBuyers'
PerceptionsofAcquisitionValue,TransactionValue&BehavioralIntentions," ,
62(Apr),1988,pp.46-59

32)FoxJ.G.,StormsD.M."A DifferentapproachtoSocialdemographicPredictorsofsatisfaction
withhealthcare," ,15,1981,pp.557-564.

33)OliverR.A.,"CognitiveModeloftheAntecedentsandConsequencesofSatisfactionDecisions,"
17,1980,pp460-469.

34)PascoeG.C.,"PatientSatisfactioninPrimaryHealthCare:A LiteratureReview andAnalysis,"
6,1983,pp.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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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으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을 갖게 되고 서비스를 이용한 후 그 성과가
기대수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대체로 기대한 수준에 비해 실
제 인지된 서비스 수준이 높을 경우 고객은 만족하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엔 불만
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Pascoe는 이러한 기대이론에 기초하여 고객만족을 대조모형(contrastmodel)과

동화모형(assimilationmodel)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하나는 고객들이 미리 상당
한 정도의 지식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기대하는 부분이고,또 다른 부분은 고객들이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다.예를 들어 고객이 의료진과 만
날 때 고객들은 어떤 일정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이때 고객의 기대와 실제 경험
한 것과의 차이가 만족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이것을 대조모형이라고 하며,
기대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할 때 고객들은 만족을 느낀다고 설명하였다.그러나 고
객이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고객들은 실제의
경험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대수준을 낮추어 경험에 적응하려는 태도
를 보이게 되는데 이를 동화모형이라고 정의하였다.
Linder-Peltz35)는 환자만족도를 사회심리학적인 결정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기대-

가치이론(expectancy-valuetheory)으로 정의하였다.그는 고객만족이란 의료의 개
별차원들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평가로서,의료의 개별속성에 대한 고객의 신념
과 그에 대한 고객의 평가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고객만족의 구성차원을 접근성/편리성,자원의 활용가능성,진료의

지속성,의료의 효과 또는 결과,재정,인간적인 태도,정보수집,정보의 제공,주변
환경의 쾌적함,의료의 질 또는 능력의 10가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신념과 실제
평가를 측정함으로써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Woodside등36)은 Parsauraman등의 차이이론(gaptheory)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질과 고객만족,그리고 행동의도를 연결 짓는 틀을 제시하였다.그들은 이 연구에

35)LinderPeltzS."TowardofPatientTheoryofPatientSatisfaction," 16(5),
1982,pp.583-589.

36)WoodsideA.G.FreyL,DalyR.T.,"LinkingService,CustomerSatisfactionandBehavioral
Intension," 9(4),1989,p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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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환자만족도란 고객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난 후 제공 받은 의료서비스에 대
한 좋고 싫음의 정도를 반영하는 태도라고 정의하고,고객만족은 서비스의 질과 행
동의도 사이에서 조정변수(moderatingvariable)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Singh37)은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고객만족이란 의료

서비스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 의해 개념화 될 수 있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고객만족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차원적인 평가로서 고객들은 의료서비스
에 대한 개별속성을 리커드(Likert)의 6점 척도로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Fisk등38)고객만족과 재 구매 의도와의 관계를 보는 연구에서 고객만족이란 의

료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충족되었느냐 충족되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Hall과 Dorman39)은 221개의 환자만족도 연구를 통해 환자만족도의 구성요인으

로 시설,접근성,사회 심리적 문제에 대한 고려,기술능력,정보제공,비용,관료주
의,친절성 등 11가지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이선희 등40)은 국내 118개 종합병원을 대상

으로 환자만족도 조사현황에 대한 연구에서 환자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을 물리적
시설과 환경,절차의 편리성,의료 인력의 기술수준과 전문성,직원의 친절성,정보
제공의 5개 차원 53개 구성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그 밖의 환자만족 요인에 관한 기
존 문헌들에서도 의사의 진료수준과 친절성,간호사의 간호능력과 친절성,일반직
원의 친절성,병원시설 및 장비수준,편의시설,대기시간,이용절차의 편리성,진료
비 수준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으며,고객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기대수준이 통
제변수로서 활용되고 있다.(이견직 등,2003;Kelly.etal.,1997;PhiLinh.etal.;)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환자만족에 대한 개념을 요약해 보면,첫째,환자만

37)Singh,J.,"A MultifacetTypologyofPatientSatisfactionwithaHospital,"
10(4),1990,pp.8-21.

38)FiskT.A,BrownC.J.,"CannizzaroK,NaftalB.,"CreatingPatientSatisfactionandLoyalty,"
10(2),1990,pp.5-15.

39)HallJ.A,DormanM.C.,"Metaanalysisofsatisfactionwithmedicalcare:descriptionofreseach
domainandanalysisofoverallsatisfactionlevels," 1988,27,pp.637.

40)이선희·김지인·조우현·이지전,“국내 종합병원 환자만족도 조사현황 분석,”한국의료QA학회지 5(1),
1988,pp.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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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은 의료서비스의 다양한 차원과 속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환자들에게 요약,
평가되는 개념이다.둘째,환자만족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태도이다.셋째,
환자만족은 기대-성과의 불일치 모형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넷째,환자만족이 형
성되는 과정은 동적이며 따라서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변한다.다섯째,환자 자신
의 다양한 특성이 만족도 형성에 관련된다.

<<<표표표 222---444>>>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질질질과과과 고고고객객객만만만족족족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비비비교교교

차 원 명 서비스 질 고객만족

기대 불일치
개념상의 차이

․기대 :기업이 제공해야만
한다고 소비자가 생각하는
성과 혹은 성능
․성과 :소비자가 지각하는
서비스의 성과 또는 성능

․기대 :기업이 제공할 것이라
고 소비자가 생각하는 성과
또는 성능
․성과 :실제 혹은 객관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성과 또는
성능

시간적 위치 사후결정 사후결정
개념적
평가위치

비교적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소비자평가

특정거래와 관련된 비교적 좁고
단기적인 소비자 평가

상황지향성 비교적 덜 상황지향적임 매우 상황지향적임
자료 :윤명숙,의료서비스 품질의 마케팅 전략적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료서비스를 중심

으로,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1.

222...222...222고고고객객객 만만만족족족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인인인 및및및 측측측정정정방방방법법법

고객만족 개념은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들에서 상당히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속
성들로 설명되고 정의되어 왔으며,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속성들을 범주화하여
고객만족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여 왔다.
Ware등41)기존의 고객만족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상호간 예절,기술

41)WareJ.E.,Davis-Avery,A.,StewartA.L.,"TheMeasurementand Meaning ofPatient
Satisfaction," 1(1),1978,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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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질,접근성/편리성,경제성,효능/결과,지속성,물리적인 환경,유용성의 8가지
고객만족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Hall과 Dornan42)은 221표본으로 고객만족 연구를 이용하여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고객만족의 구성요인으로 시설,접근성,사회 심리적 문제
에 대한 고려,기술능력,정보제공,비용,관료주의,전반적인 의료의 질,결과,의료
의 지속성,친절성의 11가지를 제시하였다.
보건정책자문단(HealthPolicyandAdvisoryUnit)의 연구에서는 초점집단 인터

뷰와 요인분석을 통하여 고객만족의 구성요인을 의료서비스와 정보제공,물리적 시
설,비유형적인 환경,식사의 양,간호서비스의 6개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Steiber와 Krewinski43)는 고객만족의 구성요인으로 접근성 /편리성,자원의 유

용성,경제성,정보수집,정보제공,의료의 지속성,질의 9개 차원을 제시하였다.
Strasser와 Aharony44)는 고객만족의 구성요인을 구조,과정,결과의 3가지로 나

누고 구조측면을 다시 물리적 환경,접근성,경제성,과정측면을 기술능력,적정성,
친절성,인간적인 상호관계,태도 응답,대화,정보/교육,결과측면을 효율/진료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Klensorg와 Koening은 고객만족과 고객이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질을 개념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정의하고,고객만족의 구성요인으로서 Parasuraman등이 개발한
SERVQUAL척도의 5개 차원 22개 항목을 제사하였다.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이선희등45)은 국내 118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조사현황에 대한
연구에서 고객만족을 구성하는 요인을 물리적 시설과 환경,절차의 편리성,의료
인력의 기술수준과 전문성,직원의 친절성,정보제공의 5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42)Hall,J.A.,DornanM.C.,"MetaAnalysisofSatisfactionwithMedicalCare:Descriptionof
ResearchDomainandAnalysisofOverallSatisfactionLevels," 27,1988,p.
637.

43)SteiberS.R,KrowinskyW.J,"MeasuringandManagingPatientSatisfaction,"
,1990.

44)StrasserS,DavisR.M.,"MeasuringPatientSatisfactionforImprovedPatientServices,"
1991.

45)이선희․김지인․조우현․이지전,“국내 종합병원 고객만족 조사현황 분석,”한국의료QA학회지,5(1),
1998,p.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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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555>>>고고고객객객만만만족족족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연 구 자 고객만족 구성요소

Ware등(1978) 물리적 환경과 유용성,접근성/편리성,경제성,기술적인
질,상호간 예절,효능/결과,지속성

Hall,Dornan(1988)
시설,접근성,친절성,사회 심리적 문제에 대한 고려,
기술능력,정보제공,비용,관료주의,
전반적인 의료의 질,결과 의료의 지속성

TheHealthPolicy
AdvisoryUnit(1989)

의료와 정보,시설,무형적 환경,식사의 양,
간호서비스,예약진료

Steiber,
Krewinski(1990)

접근성/편의성,자원의 유용성,쾌적한 주변 환경,
친절성,정부수집,정보제공,의사의 지속성,경제성,질

Strasser,
Aharony(1991)

구조(물리적 환경,접근성,경제성)
과정(기술능력,적정성,친절성,인간적인 상호관계)
결과(효율/진료결과,전반적인 만족도)

이선희 등(1998)

물리적 시설과 환경(시설환경,주차장 이용,부대시설)
절차의 편리성(교통,예약절차,접수․수남,대기시간)
의료 인력의 기술수준과 전문성
(의사,간호사,기타 의료지원 인력의 전문성)
직원의 친절성(안내,경비원,접수․수납직원,진료의사,
간호사,검사실 직원 등)
정보제공 (병원이용절차,진료내용,약복용)

자료 :장근조,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가치와 고객만족이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5.

이처럼 총괄지표에 의한 만족도의 측정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난 후 제공받은 서
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만족도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반면 하
나의 총괄지표에 의한 만족도의 측정은 만족도의 모든 구성요인을 고려하여 평가
하기보다는 개개인에게 의미 있게 인지된 일부 요인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
에 타당성이나 신뢰성 명에서 다차원적인 접근방법보다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다.46)또한 하나의 문장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떠한 요인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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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불만족해 하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고객만족을 측정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만족도 구

성요인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수준을 점수화하는 방법이다.즉,만족도를 구성하는
개별항목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까지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거나
이를 100점 만점을 점수로 환산하여 절대적 수준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
다.그러나 이 방법은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Oliver의 불일치 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 고객들의 기대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제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 전 기대수준과
실제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난 후의 성과수준을 측정하여 성과수준에서 기대수
준을 차감하는 모형이나 기대와 성과를 동시에 측정하는 모형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222...333병병병원원원 재재재이이이용용용 의의의사사사

222...333...111재재재이이이용용용 의의의사사사의의의 정정정의의의

고객들은 거래를 시작하게 된 후 단지 그 거래가 1회로 끝나게 되는 고객들도
있지만 일부의 고객이나 다수의 고객들은 기업의 노력에 의해 재 구매 혹은 오랫
동안 거래를 유지함으로서 기업의 수익 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때문에
고객 각각의 그 기업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서 사용하는 기업들이 과거에는 드물
었으나 현재는 과학적인 경영관리기법이 도입됨으로서,또한 정보시스템 분야의 발
달로 인해서 각 기업들은 그 기업에 기여도가 높은 고객 즉,우량고객들을 우대하
기 시작함으로서 각각의 고객들의 기여도에 대한 분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47)

46)StrasserS,DavisR.M,"MeasuringPatientSatisfactionforImprovedPatientServices,"
1991.

47)박정은·이성호·채서일,“만족과 재구매 의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서비스 제
공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의 질의 조정 역활,”한국마케팅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1998.



- 32 -

특히 재이용 의도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다시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재이용 의도,재방문 의도 등으로 사
용되며,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고객충성도로서 나타내기도 한다.48)
소비자의 만족이나 불만족은 결정적으로 고객들의 재이용 의도에 큰 영향을 비

치게 된다.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을 표시한 고객이 재 구매를 한다면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투자 없이 지속적인 산출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커
다란 이익을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특히 고객들의 재이용 의도는 각각의
고객들을 1회 단발성 구매고객이 아닌 고정 고객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기업의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때 재이용 의도는 장기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불만족한 고객이 앞서 설명한 대로 나쁜 구전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 해당기업은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이익에도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된다.이
럴 바에는 차라리 재이용 의도를 일으키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나쁜 구전을 막기만
하여도 기업으로서는 커다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49)
Newman과 Webel의 연구에서는 불만족한 고객이 만족한 고객보다 재구매할 가

능성이 적다는 것이 검증되었고,Oliver의 연구에서도 고객만족이 고객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이밖
에도 고객만족이 구매 후 태도뿐만 아니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발
견되었다.50)

222...333...222재재재이이이용용용 의의의사사사의의의 측측측정정정방방방법법법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의 재이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존문헌에서

48)윤태석·구자대,“서비스품질,고객만족과 재구매 의도간의 관계,”상품학연구,21,1999.
49)강명근·박종구·김한중·손명세·김달래,“고객과 의사의 의료에 대한 태도의 차이:중소도시의 대학병원과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중심으로,”예방의학회지,31(3),1998,pp.516-539.

50)홍주빈,“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이 재구매 의사와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동국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7,p.56.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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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전반적인 고객만족 수준과 관계되어 있으며,개별 요인으로 의사의 진료
수준과 친절성,간호사의 간호능력과 친절성,창구직원의 친절성,병원의 시설환경,
진료비 수준,환자의 질병의 경중도,경쟁병원의 존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금옥,1995; 이견직,2003;이현경,1988;설동원,1996;이경선,
2002)
보건의료에서 재이용 의사를 측정한 연구에는,Woodside등이 의료서비스 질,만족
도,재이용 의도와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재이용 의도를 측정하였다.그들은 연
구에서 재이용 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시 이 병원을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라
는 1개 항목을 ‘매우 그렇지 않다(0점)~매우 그렇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조우현 등51))은 병원에서 SERVQUAL의 적용가능성을 검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결과변수의 하나로 재이용 의도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시 이 병원을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이 병원을 주위의 친구나 친척들에게 권유할 의사가 있습
니까?‘라는 2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이용 의도와 관련하여 ‘다음에 이 병원을 다시 이용 하겠다’,

‘나는 이 병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 하겠다’,‘나는 병원을 찾을 일이 있으면 이
병원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다’,‘이 병원을 앞으로 계속 이용할 생각이다’라는 4개
항목을 가지고 측정하고자 한다.

222...444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222...444...111...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질질질과과과 고고고객객객만만만족족족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의료서비스 질과 만족도와의 관련성 또는 둘 간의 인과관계
를 검정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일상적으로 두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51)조우현·박종연·진기남·전기홍,“우리나라의 병원에 대한 SERVQUAL의 적용 가능성,”대한기독병원협회
지,17(1),1994,pp.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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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의료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도와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Woodside등52)은 경로분석을 통하여 의료서비스품질이 만족도의 선행변수로 작용
하는 것을 검정하였다.또한 Reidenbach와 Sandifer-smallwood53)는 서비스 질을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만족도에 미치는 연향을 희귀분석을 통하여 검정하
였다.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두 단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질과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Steiber등은 상관분석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질과 만족도 간에는 강한상관계
수(상관계수=0.71)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222...444...222...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질질질과과과 고고고객객객만만만족족족,,,재재재이이이용용용 의의의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Swan54)은 LISREL를 이용한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하여 고객들이 인지하는 의료
서비스 질과 만족도,재이용 의도와의 관계를 검정하였다.이들은 연구를 통하여
고객이 인지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재이용
으로 이어지는 모형을 제시하였다.특히 고객이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질은 직접 간
접적으로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Òconnor와 Shewchuck은 고객들이 인지하는 서비스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재이용 의도로 이어지는 모형을 검정하였다.이들은 연구를 통하여 서
비스의 질이 만족도의 약 40%,재이용 의도를 약 60% 설명한다고 제시하였다.
Steiber55)는 의료서비스 질과 만족도,재이용 의도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이

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서비스 질과 재이용 의도 간에는 0.47,만족도와 재
이용 의도 간에는 0.43이라는 여전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52)WoodsideA.G,FreyL,DalyR.T.,"LinkingService,CustomerSatisfactionandBehavioral
Intension," 9(4),1989,pp.5-17.

53)Reidenbach R.E,Sandifer-SmallwoodB.,"Exploring PerceptionsofHospitalOperationsby a
ModifiedSERVQUALApproach," 10(4),1990,pp.47-66

54)Swan,J.,"DeepeningtheUnderstandingofHospitalPatientSatisfaction:Fulfillmentandequity
effects," 5(3),1985,pp.7-18.

55)SteiberSR,KrowinskyWJ.,"MeasuringandManagingPatientSatisfaction,"
1990,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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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22---222>>>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질질질과과과 고고고객객객만만만족족족 및및및 재재재이이이용용용 의의의도도도 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자료:SteiberS.R.KrowinskyW.J.,"MeasuringandManagingPatient

Satisfaction."AmericanHospitalAssociationCompany,1990.pp.36-42.

222...444...333...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 만만만족족족도도도와와와 병병병원원원 재재재이이이용용용 의의의사사사

그동안 환자만족도와 재이용 의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이루어
져 왔다. Fisk56)등은 환자만족도와 의료기관에 대한 충성도와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한 5년간의 연구를 통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높은 환자일수록 높은
재이용 의사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Binter57)는 좋은 물리적 환경은 고객만족을 높이고 고객만족이 높을수록 서비스

의 질에 대한 고객의 태도는 좋게 형성되어 서비스의 구매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고 주장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과 재이용의사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56)FiskT.A,BrownC.J,CannizzaroK,NaftalB,"Creatingpatientsatisfactionandloyalty,"
,10(2),1990,pp.5-10.

57)BitnerM.J.,"EvaluatingServiceEncounters:theEffectsofPhysicalSurroundingsandEmployee
Responses, ,54(2),1990,pp.69-82.

서비스 질 재이용의도

만족도

0.47

0.71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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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밝힌 바 있고,
Swan등58)은 환자들이 인지하는 의료서비스와 만족도 재이용 의사와의 검증 연

구에서 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재이용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 모형을 제시하였다.한편 Woodside등59)은 의료서
비스의 질과 환자만족도,재이용 의사의 영향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환
자 만족도가 이들 관계에서 매개 변수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그 결과 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환자만족도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재이용의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정해 보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한금옥60)은 6개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SERVQUAL을 이용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병원 재 선택 의사와의 관련성을 분석하
였다. 또한,이영화61)는 환자만족도와 재이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환자만족도는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귀선62)은 의료서비스 품
질,환자만족도,재이용의도간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도는 재이용의사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침을 밝혔다.
다양한 영역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며,고객만족도는 다시

병원 재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58)Swan,j.,"DeepeningtheUnderstanding ofHospitalPatientSatisfaction:Julfillmentandequity
effects," ,5(3),1986,pp.7-18.

59)WoodsideA.G,FreyL,DalyR.T.,"LinkingService,CustomerSatisfactionandBehavioral
Intension,: ,9(4),1989,pp.5-17.

60)한금옥,“입원환자의 서비스만족도와 병원 재선택 의사와의 관련성,”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5,p.33.

61)이영화,“환자 만족도와 재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62)최귀선 외,“환자만족도 조사 설문지의 설문문항 배열에 따른 신뢰도 분석,”한국의료QA학회지,17(2),
2002,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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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및및및 가가가설설설의의의 설설설정정정

333...111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서비스는 일반 재화와 달리 서비스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소비자들
도 유형 제품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지각은 그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다.따라서 소비자들이 서비스의 품질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러 개념들 간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념의 사용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다.
Parasuraman등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10가지 기준을 만들고,그 후 1998년

이 기준을 통합하여 5개의 차원(무형성,신뢰성,응답성,확신성,감정이입)으로 통
합하고 SERVQUAL이라는 서비스 품질 측정척도를 개발하였다.이에 따라 많은
연구에서 이 모델을 이용하여 우월성을 입증한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모델의 비
판적인 점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측정척도를 제안하고 우월성을 입증하기
도 하였다.
서비스 품질 측정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때 기

대와 지각간의 차이점수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지 성과에 대한 지각만을 직접
측정하는 비차이 점수 방식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연구목적에 따라 어떤 측정방법을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합의에 이르
고 있다.다시 말하면 지각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예측력 또는 설명력을 알아보고
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고,제공 되어지는 서
비스의 부족분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기대와 성과에 대한 지각을 함께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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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각된 의료서비스 품질,고객가치 및 재이용 의도 간 인과관
계가 형성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설정함에 따라 성과에 대한 지각
만을 측정하고자 한다.서비스 품질을 성과지향으로 측정할 경우 소비자가 지각하
는 의료서비스 품질차원은 다차원적인 하위 구성개념으로 묶일 수 있다.의료서비
스 품질 요인으로 윤명숙은 의사소통,능력,시간적 편리성,안정성,접근성을 들고
있으며,박주희는 심리성,반응성,고객이해성,신뢰성,접근성,유형성을 제시하였
다.또한 주혜경은 이용편의성,편의시설,전반적 환경,친절성의 4개 요인으로 설
정하였고,한금옥은 외형성,반응성,보장성,신뢰성,동정성의 5개 요인을 제시하였
으며,강수원은 반응성,신뢰성,유형성,접근성의 4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요인들은 의료서비스 조직이 갖추고 있는 물적 설

비와 그 접근 및 이용의 편리성 고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응대,그리고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및 보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품질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진의 서비스,병원환경,병
원진료비와 시간이 환자의 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병원의 재 이용의사에
미치는 요인의 관계성에 대하여 심층연구 하고자 한다.따라서 의료서비스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환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환자가 만족한 경우 병원
을 다시 찾을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의료서비스 요인에 초점을 맞
추어 진행하고자 하고자 한다.또한 환자만족과 재 이용의도의 관계와 관계성과 재
이용의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며,이들이 병원서비스 산업에서의 환자에 대한 관
계적인 노력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술한 연구
가설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위한 개념적인 틀로서의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다음 <그
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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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연구모형

333...222가가가설설설의의의 설설설정정정

<그림3-1>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연구모델의 실증분석을 위해서 제 Ⅱ장 이론적
배경에서 기술한 내용에 기초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수집된 자
료에 의해 분석하고자 한다.

333...222...111가가가설설설 ⅠⅠⅠ의의의 설설설정정정 :::의의의료료료진진진의의의 서서서비비비스스스와와와 만만만족족족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Donabedian에 의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건강과 만족을 가장 높은 수



- 40 -

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으며 강수원(1998)은 의료서비스 질이
의료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이 높을수록 환
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주혜경(1995)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료 서비스 질이 환자가 느끼는 만족에 선행할 것이라
는 가설을 세워 이를 검증하였다.이러한 결과는 의료서비스가 환자의 만족도에 선
행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이선희 등(1998)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HH 111:::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의의의 질질질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만만만족족족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111---111...의의의료료료진진진의의의 기기기술술술성성성과과과 전전전문문문성성성은은은 만만만족족족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111---222...환환환자자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관관관심심심도도도는는는 만만만족족족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333...222...222가가가설설설 ⅡⅡⅡ의의의 설설설정정정 :::병병병원원원환환환경경경과과과 환환환자자자의의의 만만만족족족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Linder-Peltz는 환자만족도를 사회심리학적인 결정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기대-가
치이론(expectancy-valuetheory)으로 정의하였으며 환자의 만족도란 의료의 개별
차원들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평가로서,의료의 개별속성에 대한 고객의 신념과
그에 대한 고객의 평가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고 고객만족의 구성차원을 접근성/편
리성,주변 환경의 쾌적함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신념과 실제평가를 측정함으
로써 만족도를 측정하였다.Kelly(1997)는 환자만족 요인에 관한 기존 문헌들에서
도 병원시설 및 장비수준,편의시설,대기시간,이용절차의 편리성,진료비 수준 등
이 주로 언급되고 있으며,고객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기대수준이 통제변수로서
활용한바 있다.SheltonPJ(2000)는 환자 만족의 구성요소로 접근성,편리성,의사
소통,인지된 질,보살핌,의료시설 및 장비 등과 같은 유형성 등을 제시하며 의료
서비스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견직(2003)은 국내 118개 종합병원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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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자만족도 조사현황에 대한 연구에서 환자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을 물리적
시설과 환경,절차의 편리성 차원의 구성요인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윤명숙(2001)은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의 만족도와의 관계분석에 있어서 의료서비
스 질의 여러 차원을 의사소통,능력,시간적 편리성,안전성,접근성의 5개 차원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HH 222:::병병병원원원환환환경경경은은은 만만만족족족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ⅡⅡⅡ---111...병병병원원원의의의 시시시설설설과과과 환환환경경경은은은 만만만족족족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ⅡⅡⅡ---222...병병병원원원이이이용용용 절절절차차차의의의 편편편리리리성성성은은은 만만만족족족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ⅡⅡⅡ---333...직직직원원원의의의 친친친절절절도도도는는는 만만만족족족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333...222...333가가가설설설 ⅢⅢⅢ의의의 설설설정정정 :::병병병원원원진진진료료료비비비와와와 대대대기기기시시시간간간과과과 환환환자자자의의의
만만만족족족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Carmen은 치과진료소를 대상으로 하여 의료서비스 질 특성으로서 유형성,신뢰
성,안전성,개인적 관심,편리성,그리고 비용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이선희 등은
국내 118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만족도 조사현황에 대한 연구에서 환자만족
도를 구성하는 요인을 물리적 시설과 환경,절차의 편리성,의료 인력의 기술수준
과 전문성,직원의 친설성,정보제공의 5개 차원 53개 구성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그
밖의 환자만족 요인에 관한 기존 문헌들에서도 의사의 진료수준과 친절성,간호사
의 간호능력과 친절성,일반직원의 친절성,병원시설 및 장비수준,편의시설,대기
시간,이용절차의 편리성,진료비 수준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으며,고객의 인구 사
회학적 특성과 기대수준이 통제변수로서 활용한 바 있다.되고 있다 그러므로 병원
진료와 대기시간,진료비 등은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위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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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111:::병병병원원원진진진료료료비비비와와와 대대대기기기시시시간간간은은은 만만만족족족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ⅢⅢⅢ---111...진진진료료료와와와 대대대기기기시시시간간간은은은 만만만족족족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ⅢⅢⅢ---222...진진진료료료비비비는는는 만만만족족족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333...222...444가가가설설설 ⅣⅣⅣ의의의 설설설정정정 :::환환환자자자의의의 만만만족족족도도도와와와 병병병원원원의의의 재재재이이이용용용의의의사사사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병원의 서비스 관련 연구들은 환자의 만족도의 구별 및 그들 간의 인과관계 또
는 병원의 서비스 품질,만족 및 재이용 의도 간의 관계를 연구하거나 혹은 이를
전제로 하여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그러나 환자가 경험하는 병원서
비스 품질에는 반드시 경쟁대안 및 상대적인 비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환자가 획
득하는 편익에 해당하는 병원의 서비스 품질만이 만족이나 재이용의사를 비용을
고려한 서비스 가치가 환자의 만족이나 재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예를 들어 병원의 서비스 품질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이 너무 높을 경우 고객이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이학식,김영 1999;Cronin
etal.1997;Zeithaml1988).많은 연구자들은 고객가치를 고객만족의 중요한 변수
이고(Reichheld1996;Gale1994),고객만족은 제공가치에 대한 고객반응이다.라고
시사함에도 불구하고(WoodruffandGardial,1996),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Newman과 Webel의 연구에서는 불만족한 고객이 만족한 고객보다 재구매할 가
능성이 적다는 것이 검증되었고,Oliver의 연구에서도 고객만족이 고객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이밖
에도 고객만족이 구매 후 태도뿐만 아니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발
견되었으며.Woodside(1994)등이 의료서비스 질,만족도,재이용 의도와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재이용 의도를 측정하였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논의를 근거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HH 444:::만만만족족족도도도는는는 병병병원원원의의의 재재재이이이용용용 의의의사사사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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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변변변수수수의의의 정정정의의의와와와 측측측정정정

333...333...111변변변수수수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의의의료료료 서서서비비비스스스의의의 질질질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척도는 서비스 품질 구성요인들의 종합적인 개
념으로서 CroninandTaylor와 MittalandLassar등이 채택했던 전반적인 의료서
비스 품 질 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측정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Zeithamland
Bitner가 제시한 의료서비스 품질 차원을 바탕으로 윤명숙,박주희,장근조 등이 제
시한 의료서비스 품질요인을 인적서비스 품질과 물리적 서비스 품질요인으로 나누
었으며 인적서비스 품질요인은 다시 의사의 진료서비스 품질과 간호사 및 행정직
원의 서비스 품질요인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진료대기시간과 진료비에 관한 측
정 변수는 이선희 등이 사용한 요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설문항목은 전혀 그
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와 같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2)))만만만족족족도도도
병원 서비스 질에 대한 환자의 만족은 Singh(1990),Fisk(1990)등과 Hall과
Dorman(1992)이 이용한 5개의 만족 측정항목들을 이용하였는데 환자만족이란 의료
서비스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 의해 개념화 될 수 있는 태도라고 정의하고,환
자만족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차원적인 평가로서 고객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
별속성을 측정하였다.질문 내용은 이 병원을 이용하기로 한 이용결정에 대한 만
족여부,이 병원의 서비스시설에 대한 만족,이 병원의 서비스방식에 대한 지각정
도와 전반적인 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정도 등의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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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재재재이이이용용용 의의의사사사
소비자의 재이용 의도는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재이용 가능성이 있거나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 의미하며 이는 각 환자들이 이용한 병원의 서비스에
대해 다시 이용하고 싶은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재
이용 의사를 측정하기 위하여 Bitner,Dodds,FreyandDay등이 사용한 척도를
재구성하여 재이용 의사를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 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333...333...222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모델에서 제시된 변수들 간의 상호 인과성을 검증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각 개념을 복수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이들 연구 단위들의 관계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e
equationmodel)을 이용하였으며,통계 페키지인 LISREL8.30을 이용하였다.
척도정제를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 Cronbach'sAlpha값을 제시하였으며,이후
각 구성개념(Construct)에 대한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FactorAnalysis)을
실시하고,정제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제안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하였는데 이를 위한 기준으로 GFI(Goodness
ofFitIndex:> .90이 바람직함),AGFI(AdjustedGoodness-of-FitIndex;> .90이
바람직함),RMSR(Root Mean Square Residual;.05보다 작을수록 바람직함),
CFI(ComparativeFitIndex;> .90이 바람직함), χ (작을수록 바람직함), χ 에 대
한 p값(>=.05가 바람직함)등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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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연구을 위해 의료서비스품질에 대한 환자의 만족이 재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척도를 각 개념에 따라 구체화하고 항목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다
음과 같은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론연구에서 의료서비스 품질요인의 구성요소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이용되었고
핵심요인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활용하기로 하였다.Cronin andTaylor와 Mittal
andLassar등이 채택했던 전반적 의료 서비스 품질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측정하
고자 한다.이를 위해 ZeithamlandBitner가 제시한 의료서비스 품질 차원을 바
탕으로 윤명숙,박주희,장근조 등이 제시한 의료서비스 품질요인을 의료진의 전문
성과 환자에 대한 관심도,직원의 친절도 등의 인적서비스 품질과 병원시설과 환
경,병원이용 절차의 편리성 등인 물리적 서비스 품질요인과 진료대기 시간과 진료
비 등을 포함하여 4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다음으로 병원의 전반적인 의료서비
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 및 재이용의사에 관한 사항으로 서판수,김용대(2001)의 연
구에 기초하여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 5개문항,재이용 의사에
관한 4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7개 문항으로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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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111>>>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구구구성성성

측측측정정정개개개념념념과과과 변변변수수수 설설설문문문번번번호호호 문문문항항항
수수수 출출출처처처 척척척도도도

기술과 전문성 Ⅰ,1-7 7

Croninand
Taylor(1992)
윤명숙,박주희,
장근조(2002)
강이주(1997)

5점 척도

환자에 대한 관심도 Ⅰ,8-14 7

병원 시설과 환경 Ⅱ,1-6 6

병원 이용 절차의 편리성 Ⅱ,7-12 5

직원의 친절도 Ⅱ,13-18 6

진료와 대기시간 Ⅲ,1-5 5

진료비 Ⅲ,6-10 5

환자만족도 Ⅳ,1-5 5 Bitner(1990)
Dodds(1991)
서판수,김용대

(2001)재이용 의사 Ⅴ,1-4 4

일반적인사항 Ⅵ,1-7 7 연구자 명목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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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및및및 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444...111표표표본본본의의의 선선선정정정 및및및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환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환자가 만족한 경우 병원을 다시 찾을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연
구로 의료서비스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편의표본추출
(ConvenienceSampling)하여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10월 8일부터 10월 13일 까지 총 250부를 회수하여 유용한 표본인 237부를
조사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은 <표 4-1>에 제시되었다.성별의 특성을 보면 남자가 전체 대상자
인237명 중 112명인 47.3%,여자가 125명인 65.2%였으며,연령은 21~30세 및 31~40
대가 각각 30.0%,34.6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교육수준으로는 대졸(재)
이 48.9%,고등학교 졸업자가 37.1%,중학교가 6.4%로 나타났으며,직업특성을 보
면 전문직이 16.0%,주부가 14.3%,학생이 10.5%,기타가 19.8%를 차지하고 있다.
월 소득 측면에서는 200만원 이하가 48.9%,를 나타내고 있으며,201-250만원이
22.6%,251-300만원이 11.9%,301-350만원이 11.4%, 351만원 이상이 전체 대상자
중 5.1%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제 대상 중에 기혼자가 65.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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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111>>>표표표본본본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자료의 특성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성  별
남자 47.3 47.3 47.3

여자 52.7 52.7 100

연  령

20세 이하 7.2 7.2 7.2

21-30세 30.0 30.0 37.1

31-40세 34.6 34.6 71.7

41-50세 20.7 20.7 92.4

51세 이상 7.6 7.6 100

결혼여부
미혼 34.2 34.2 34.2

기혼 65.8 65.8 100

학력

초등학교 3.8 3.8 3.8

중학교 6.3 6.4 10.2

고등학교 37.1 37.3 47.5

대학교 48.9 49.2 96.6

대학원 3.4 3.4 100

월평균

100만원 이하 16.9 17.0 16.9

101-200만원 31.6 31.9 48.9

201-250만원 22.4 22.6 71.5

251-300만원 11.8 11.9 83.4

301-350만원 11.4 11.5 94.9

351만원 이상 5.1 5.1 100

직업

자영업 8.4 8.5 8.5

공무원 11.0 11.0 19.5

전문직 16.0 16.1 35.6

셍산직 7.6 7.6 43.2

서비스 업 11.8 11.9 55.1

주부 14.3 14.4 69.5

학생 10.5 10.6 80.1

기타 19.8 1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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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탐탐탐색색색적적적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및및및 신신신뢰뢰뢰도도도 분분분석석석

444...222...111외외외생생생변변변수수수의의의 탐탐탐색색색적적적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과과과 신신신뢰뢰뢰도도도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요인이 환자만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
속성들의 중요도와 환자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요인분석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Factoranalysis)은 여러 변수들의 저변에 존재하는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통계적 기법으로 여러 개의 변수들을 그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자료를 축소하고 요약하는 기능을 갖는다.또한 변수
들을 요인별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분류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는
내적 일관성인 신뢰도 검증을 한 후 정제된 변수들을 가지고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확증적 요인분석은 잠재요인에 대한 가정을 계량적으로 확인하는데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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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222>>>외외외생생생변변변수수수의의의 탐탐탐색색색적적적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항목 의료진서비스 진료비 편리성 친절도 대기시간 병원시설
기술전문2 000...777999 0.14 -0.01 0.14 0.05 0.11
관심도1 000...777888 0.05 0.15 0.22 0.08 -0.02
기술전문1 000...777888 0.09 0.01 0.10 0.05 0.21
관심도2 000...777777 0.08 0.21 0.17 0.09 -0.01
기술전문3 000...777666 0.00 0.03 0.20 0.14 0.01
관심도3 000...777444 0.15 0.18 0.17 0.04 -0.17
관심도6 000...666666 0.11 0.30 0.15 0.13 0.03
기술전문7 000...666111 0.22 0.29 0.13 0.26 0.10
진료비4 0.05 000...888222 0.18 0.05 0.20 0.06
진료비3 0.06 000...888111 0.14 0.13 0.09 -0.05
진료비5 0.09 000...777999 0.20 0.15 0.19 0.06
진료비2 0.24 000...777555 0.19 0.20 0.03 0.17
진료비1 0.18 000...777000 0.18 0.18 0.06 0.20
편리성3 0.16 0.20 000...666999 0.23 0.22 0.17
편리성4 0.24 0.17 000...666999 0.27 0.22 0.00
편리성1 0.11 0.22 000...666888 0.14 -0.02 0.33
편리성5 0.29 0.20 000...666777 0.28 0.11 -0.02
편리성2 0.09 0.31 000...666777 0.10 0.15 0.26
친절도2 0.40 0.14 0.27 000...777111 0.12 0.10
친절도3 0.28 0.17 0.35 000...777000 0.13 0.01
친절도6 0.24 0.30 0.08 000...777000 0.14 0.15
친절도4 0.13 0.28 0.36 000...666888 0.17 0.12
친절도1 0.39 0.05 0.16 000...666777 0.09 0.24
대기시간4 0.09 0.19 0.19 0.11 000...888777 0.08
대기시간3 0.31 0.12 0.25 0.11 000...666777 0.11
대기시간5 0.23 0.30 0.04 0.40 000...666444 0.07
병원시설1 0.07 0.05 0.18 0.21 0.01 000...888222
병원시설2 0.02 0.24 0.23 0.09 0.23 000...777333
Eigen-Value 5.287 3.779 3.296 3.198 2.104 1.711
PctofVar 18.883 13.496 11.772 11.422 7.514 6.111
Cum Pct 18.883 32.379 44.151 55.573 63.087 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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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Factoranalysis)은 여러 변수들의 저변에 존재하는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통계적 기법으로 여러 개의 변수들을 그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자료를 축소하고 요약하는 기능을 갖는다.또한 변수
들을 요인별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분류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는
내적 일관성인 신뢰도 검증을 한 후 정제된 변수들을 가지고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확증적 요인분석은 잠재요인에 대한 가정을 계량적으로 확인하는데 사
용한다(Spss사회조사 분석,1999).외생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술
과 전문성 항목 4,5,6의 3항목과 환자에 대한 관심도 항목 4,5,7의 3항목,대기
사간 항목1,2의 2항목,병원시설과 환경 항목 3,4,5,6의 4항목,친절도 5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이 6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누적분산비율은 69.2%로 나타
났다.기술과 전문성 및 환자에 대한 관심도 요인은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의료
진의 서비스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는 외생변수인 의료진 서비스,진료비,편리성,친절성,대기시간,병원시
설에 대한 측정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각각 조사하기 위하여 Cronbachs‘Alpha를
계산하였다.
<표 4-3>에서와 같이 의료진 서비스 6개 항목에 대하여 α=.896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는 3개 항목에 대하여 α=.834,편리성은 3개 항목에 대하여 α=.762,친절도
는 3개 항목에 대하여 α=.835,대기시간은 3개 항목에 대하여 α=.797,병원시설
은 2개 항목에 대하여 α=.704로 나타났다.

<<<표표표 444---333>>>외외외생생생변변변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신신신뢰뢰뢰도도도 분분분석석석
연구단위 최초 항목수 최종 항목수 Cronbachs‘Alpha

의료진 서비스 8 6 .896
진료비 5 3 .834
편리성 5 3 .762
친절도 5 3 .835
대기시간 3 3 .797
병원시설 2 2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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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외생변수의 6개 요인에 대하여 내적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이 분석의 결
과는 국내 사회과학 분야 연구의 α계수 평균값인 0.6기준에 타당하다고 하겠다.

444...222...222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의의의 탐탐탐색색색적적적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과과과 신신신뢰뢰뢰도도도 분분분석석석

내생요인인 만족도와 재이용의사를 분석한 결과 <표 4-3>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각 요인별로 적재치(FactorLoading)를 살펴본 결과
0.6이상인 변수들만 추출하였으며,추출된 2개 요인의 누적분산비율은 74.3%로 나
타났다.

<<<표표표 444---444>>>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의의의 탐탐탐색색색적적적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항 목 재이용의사 만족도

재이용1 000...888666 0.28
재이용2 000...888555 0.30
재이용3 000...888333 0.33
재이용4 000...777555 0.46
만족도3 0.37 000...777888
만족도4 0.13 000...777888
만족도5 0.41 000...777777
만족도2 0.50 000...777111
만족도1 0.43 000...666444
Eigen-Value 3.475 3.211
PctofVar 38.607 35.681
Cum Pct 38.607 74.288

내생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표 4-5>와 같다
본 연구는 내생변수인 만족도 및 재 이용의사에 대한 측정항목들의 내적 일관성
을 각각 조사하기 위하여 Cronbachs‘Alpha를 계산하였다.



- 53 -

<<<표표표 444---555>>>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신신신뢰뢰뢰도도도 분분분석석석

연구단위 최초 항목수 최종 항목수 Cronbachs‘Alpha
만족도 5 3 .811

재이용의사 4 3 .902

<표 4-5>에서와 같이 내생변수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3개 항목에
대하여 α=.811로 나타났으며 재 이용의사는 3개 항목에 대하여 α=.902로 나타났
다.이는 내생변수의 2개 요인에 대하여 내적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이 분석의
결과는 국내 사회과학 분야 연구의 α계수 평균값인 0.6기준에 타당하다고 하겠다.

444...333확확확증증증적적적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444...333...111...외외외생생생변변변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확확확증증증적적적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분되어진 의료서비스 요인인 의료
진의 서비스,병원 시설과 환경,병원이용절차의 편리성,직원의 친절도,진료와 대
기시간,진료비 요인들을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다시한번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
였다.
다음의 <표 4-6>은 의료서비스 요인들의 확증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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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666>>>외외외생생생변변변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확확확증증증적적적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 모두 p<.01로 유의함 *Fix로 고정 ( ):t값

분석결과 χ =310.95 자유도(d/f)=153 p=0.00,GFI=0.88,AGFI=0.84,CFI=0.93,
RMSR=0.058,IFI=0.93으로 구조모형을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연구 단위들에 대한 표준 부하량(Standardizedloadings)이 모두 유의적으로 나
타나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각 연구들에 대한 경로계수 값들을 살펴보면 모두
99%신뢰수준에서 매우 유의 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든 예측 변수들이 자신
의 고유개념에 유의 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척도의 수렴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요 인 의료진
서비스 시설환경 절차

편리성
직원
친절성 대기시간 진료비

의료진서비스 1
의료진서비스 2
의료진서비스 3
의료진서비스 4
의료진서비스 5
의료진서비스 6

0.79*
0.76(11.96)
0.78(12.46)
0.71(11.25)
0.78(12.42)
0.70(11.02)

시설환경 1
시설환경 2

0.62*
0.87(6.33)

절차의 편리성 1
절차의 편리성 2
절차의 편리성 3

0.63*
0.78(9.14)
0.75(8.95)

직원친절성 1
직원친절성 2
직원친절성 3

0.87*
0.82(14.57)
0.70(11.71)

대기시간 1
대기시간 2
대기시간 3

0.70*
0.82(10.35)
0.76(9.92)

진료비 1
진료비 2
진료비 3

0.71*
0.88(12.00)
0.86(11.88)

χ =310.95 P=0.00 df=153 GFI=0.88AGFI=0.84CFI=0.93 IFI=0.93 RMR=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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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222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의의의 확확확증증증적적적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내생변수인 환자만족도,재 방문의도 요인들을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입증해 보았다.

다음의 <표 4-7>은 내생변수요인들의 확증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표표 444---777>>>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요요요인인인들들들의의의 확확확증증증적적적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요 인 소비자 만족 재 이용의사
소비자 만족 1
소비자 만족 2
소비자 만족 3

0.80*
0.65(10.06)
0.89(13.47)

재이용의사 1
재이용의사 2
재이용의사 3

0.87*
0.91(18.33)
0.83(16.17)

χ =6.67 P=0.57 df=8 GFI=0.99AGFI=0.98 CFI=0.99 IFI=0.99 RMR=0.020

※ 모두 p<.01로 유의함 *Fix로 고정 ( ):t값

분석결과 χ =6.67 자유도(d/f)=8 p=0.00, GFI=0.99, AGFI=0.98, CFI=0.99
RMR=0.020,NFI=0.99로 구조모형을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단위들에 대한 표준 부하량(Standardizedloadings)이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
나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각 연구들에 대한 경로계수 값들을 살펴보면 모두
99%신뢰수준에서 매우 유의 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든 예측 변수들이 자신
의 고유개념에 유의 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척도의 수렴타당성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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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전전전체체체단단단위위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분분분석석석

확증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 차원성이 입증된 각 연구단위별 척도들에 대하여 서
로의 관계가 어떤 방향이며,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표 4-8>와 같이 연구 단위들 간에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연구 단위들은 추
후 분석을 위한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표표표 444---888>>> 전전전체체체단단단위위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분분분석석석

요인 평균 의료
서비스

시설환경
절차
편리성

직원
친절도

대기시간 진료비 만족도 재이용
의도

의료서비스 3.93 1.00
시설환경 3.20 0.17** 1.00
절차편리성 3.60 0.40** 0.47** 1.00
직원친절도 3.87 0.57** 0.37** 0.59** 1.00
대기시간 3.38 0.41** 0.33** 0.50** 0.52** 1.00
진료비 3.35 0.24** 0.30** 0.47** 0.43** 0.45** 1.00
만족도 3.71 0.52** 0.24** 0.53** 0.66** 0.57** 0.46** 1.00
재이용의도 3.74 0.59** 0.26** 0.50** 0.63** 0.44** 0.28** 0.65** 1.00

**p<.01

444...555전전전체체체모모모형형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공공공분분분산산산구구구조조조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제안 모델이 구조방정식 모델의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한
정도 평가와 개념 간에 설정된 상관관계의 변수의 적합성 측정을 위해 척도들의
집중 타당성(Convergent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Validity)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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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본 모델에 포함된 모든 연구단위에 대한 전체의 측정모형
(Measurementmodel)으로 분석하였다.분석결과 <표 4-9>에 나타난바와 같이 만
족모형에서는 χ =452.36,자유도(d/f)=227,p=0.00,GFI=0.87,AGFI=0.83,RMR=0.060,
NNFI=0.94,CFI=0.95로 구조모형을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연구 단위들을 한 번에 두 개씩 추출하여 상관관계 계수를 계산한 결과 모든
상관관계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표표표 444---999>>>모모모형형형의의의 부부부합합합도도도 지지지수수수

카이자승치(χ )/df 452.36/227

표준부합치(NFI) 0.89
비표준부합지수(NNFI) 0.94
기초부합치(GFI) 0.87
조정부합치(AGFI) 0.83
원소간 평균차이(RMR) 0.060

444...555...111측측측정정정변변변수수수와와와 이이이론론론변변변수수수간간간의의의 경경경로로로계계계수수수

다음의 <표 4-10>는 모형의 외생 및 내생변수들 간의 LISREL추정치 및 t값을
보여주고 있다.메트릭스 상의 각각의 계수와 t값을 살펴보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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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111000>>>LLLIIISSSRRREEELLL추추추정정정치치치

변수
의료진
서비스

ξ

시설환경
ξ

절차
편리성

ξ

친절도
ξ

대기시간
ξ

진료비
ξ

환자
만족도

η

재이용
의사

η

X1 0.72*
X2 0.79(11.30)
X3 0.68(12.11)
X4 0.76(10.68)
X5 0.73(10.44)
X6 0.76(10.81)
X7 0.68*
X8 0.87(7.35)
X9 0.64*
X10 0.78(9.31)
X11 0.75(9.08)
X12 0.88*
X13 0.80(14.90)
X14 0.69(12.22)
X15 0.71*
X16 0.84(10.88)
X17 0.74(10.24)
X18 0.71*
X19 0.84(12.03)
X20 0.74(11.89)
Y1 0.80*
Y2 0.67(10.77)
Y3 0.84(14.16)
Y4 0.87*
Y5 0.91(18.86)
Y6 0.83(16.48)

※ 모두 p<.01로 유의함 *Fix로 고정 ( ):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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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66가가가설설설의의의 검검검증증증

의료진 서비스,시설과 환경,절차편리성,직원친절도와 진료대기시간,진료비와
환자만족,재이용의사 등 연구 단위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4-1>와 같다.

<<<그그그림림림 444---111>>>전전전체체체모모모형형형 검검검증증증결결결과과과

Chi-Square DF GFI AGFI RMR NNFI CFI

452.36 227 0.87 0.83 0.060 0.94 0.95

Lisrel추정치를 기초로 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표 4-11>과 같다.

의료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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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111111>>>인인인과과과경경경로로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LLLSSSRRREEELLL추추추정정정치치치

경로 및 방향 LISREL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t-value 표준

오차

의료진 서비스 → 환자만족 0.25 0.23 2.81** 0.09

시설과 환경 → 환자만족 0.17 0.15 1.99* 0.09

절차 편리성 → 환자만족 0.08 0.06 0.54(n/s) 0.14

직원 친절도 → 환자만족 0.47 0.52 4.54** 0.10

진료 대기시간 → 환자만족 0.25 0.22 2.84** 0.09

진료비 → 환자만족 0.09 0.08 1.26(n/s) 0.07

환자만족 → 재 이용의사 0.88 0.80 11.64*** 0.08

* p<.05,**p<.01,***p<0.001

의료진 서비스가 좋을수록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Ⅰ을 검증한
결과,경로계수 값은 0.23,t값은 2.81로 99%의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설 Ⅰ은
채택되었다.이는 의료진들이 환자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을수록 환자 만족도가 높
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료진들은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
다고 하겠다.
가설 Ⅱ인 병원환경이 좋을수록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2를 검
증한 결과 물리적 환경인 시설과 환경이 좋을수록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
는 가설 Ⅱ-1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은 0.15,t값은 1.99로 95%의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설 Ⅱ-1는 채택되었다.이는 병원의 외적 환경인 시설과 환경이 환
자에게 편리할수록 환자는 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는 Georgette(1997),와 정승원(2005)의 주장과 부분 일치하였다.
가설 Ⅱ-2인 절차 편리성이 좋을수록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Ⅱ
-2을 검증한 결과,경로계수 0.06,t값은 0.54로 95%의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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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Ⅱ-2는 기각되었다.
가설 Ⅱ-3인 직원 친절도가 좋을수록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Ⅱ
-3를 검증한 결과,경로계수 0.52,t값 4.54로 99.9%의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
설 Ⅱ-3은 채택되었다.이는 환자를 처음에 맞이하는 직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결과이므로 직원의 친절한 서비스가 환자의 만족도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
인가를 확인하는 분석이라고 하겠다.따라서 병원관리자는 진원들의 친절서비스 교
육을 강화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한층 강
화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결과는 Lytle(1997),와 김양균(2003)의 주장과 부분
일치하였다.
가설 Ⅲ인 병원진료비와 시간과 환자 만족도간의 관례를 분석하기 위해 가설 Ⅲ
-1를 검증한 결과,경로계수 0.22,t값 2.84로 99%의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설
Ⅲ-1은 채택되었다.따라서 대기시간을 환자만족에 맞추기 위해서는 예약체계 및
진료과정의 수월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설 Ⅲ-2인 병원의 진료비가 적당할수록 환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한
가설 Ⅲ-2을 검증한 결과,경로계수 0.08,t값 1.26으로 95%의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지 않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6은 기각되었다.병원의
질료비가 환자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진료비 자체가 표준화되어 다른 병
원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며,또한 비용 이외의 요인에 대해 환자는 병원에 대
해 만족감을 더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진료비 외에 환자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심층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인 가설 Ⅳ인 환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병원의 재이용 의사가 높아질 것
이라는 가설 검증에 따른 경로계수 값은 0.88,t값은 11.64로 99.9%의 신뢰수준을 보
이고 있어 가설 4는 채택되었다.이의 연구결과는 Goff(1995)및 Bendapudi(1997)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따라서 환자들이 병원을 재이용 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환자만족 요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환자
만족구성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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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77추추추가가가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237명 중 연령에 따른 의료서비스 만족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표표 444---111222>>>연연연령령령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요요요인인인별별별 차차차이이이분분분석석석
요 인 연 령 응답수 평 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환자 만족도

20세 이하 17 3.39 0.58

1.927(n/s)

21-30세 71 3.63 0.71
31-40세 82 3.75 0.60
41-50세 49 3.81 0.67
51세 이상 18 3.87 0.57
전 체 237 3.71 0.65

재이용의사

20세 이하 17 3.47 0.88

4.248*

21-30세 71 3.61 0.66
31-40세 82 3.85 0.69
41-50세 49 3.87 0.67
51세 이상 18 3.69 0.72
전 체 237 3.74 0.70

* p<.05,**p<.01,***p<0.001

본 연구는 추가분석으로 연령에 따른 요인별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해 차이분석
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 병원서비스에 대한 재 이용의사는 연령에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환자 만족도와 그 외 요인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병원의 재 이용의사에는 41에서 50대의 환자들이 평균 3.87로 병
원의 재 이용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1세에서 40세 까지의 평균이
3.85,51세 이상의 평균이 3.69로 나타났으며,21세에서 30세의 병원 재이용의 의사
평균은 3.61,20대 이하의 평균은 3.47로 나타났다.병원 재이용 의사에 대해서는
41에서 50대의 환자들이 병원 재이용에 관한 의사의 평균 3.87로 다른 연령대에 비
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가장 낮게 나타난 연령대는 20대 이하의 층으로 평균
3.4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따라서 병원의 재이용 의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20대
에 만족할 만한 의료 서비스 요인들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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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555...111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및및및 시시시사사사점점점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와 이러한 환자의 만족이 병
원의 재이용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병원의 경영전략
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1장에서는 문제의 제기,연구목적,연구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였
으며,제2장에서는 의료서비스 수준과 ,환자의 만족,재이용의사에 관한 이론적 고
찰을 통하여 실증분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제3장은 조사 설계로서 이론을 바탕으
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으며,이론을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도출하였다.제4
장은 실증분석으로 먼저 빈도분석을 통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의
료서비스 수준을 인적 서비스 수준과 물리적 서비스수준으로 분류하고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으며,요인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사
용하였다.그리고 Lisrel추정치를 기초로 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BaltonandDrew,Dodd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료 서비스
수준이 환자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고객의 입
장에서 긍정적 성과인식이 환자만족에 강한 연계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
였다.또한 서비스 수준을 구성하고 있는 하부구성요인들과 환자의 만족도간의 영
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사의 진료서비스 수준,행정직원 및 간호사의 친절도,병
원의 물리적 서비스수준 모두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진료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고 그 다
음에 고객의 요구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종사원들의 능력과 신뢰감을 배양하는
한편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쾌적한 환경조성,주차시설의 충분한 확보
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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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환자의 만족은 사후 행동인 재이용 의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의료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은 그 병원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또한 자신이 지불한 금액에 비해 만족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인식하는 고객은 다시 병원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들을 본 때 의료서비스 조직이 의료소비자 반응과정에 있어서 의료
서비스 수준 및 희생과 가치 그리고 의료소비자 만족 및 재이용 의도의 밀접한 관
련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이는 우리나라 병원들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병원경영 전략을 구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 수준은 고객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의료서비스 기관들은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전략을 수립해서 고객들이 지각하는 고객가치를 높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만족도를 중대시키
기 위해 환자들이 공정하고 인식할 수 있는 가격의 제시와 함께 서비스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555...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 및및및 향향향후후후 연연연구구구방방방향향향

본 논문은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와 환자의 만족이 재이용 의사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지역 병원의 경영전략을 모색하였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 보완 연구되어야
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을
도입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이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조사범위가 전남(순천)지역의 병원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따라서 향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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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각 지역의 병원을 대상으로 한 폭 넓은 연구를 통한 지역 병원의 경영전
략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조사대상이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입원환자가 지각하는 의료서
비스 수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외
래환자뿐만 아니라 입원환자까지 포함하여 환자들이 지각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이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재이용 의사는 동적인 현상으로 본 연구의 경우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
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환자의 생활수준이나 욕구가 변화하는 경우에 재이
용 의도 또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자
의 특성과 변화하는 욕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섯째 응답자의 지역,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고객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의 차이를 분석하지 않았고 요인분석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게 되었는데 이는 설문조사 시 조사자가 응답자에게 세심하게 주의
사항을 전달하여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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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자 :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 사 과 정  문 상 준

연 락 처 : H.P 010-3041-8555

 E-mail : sj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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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의의의료료료진진진의의의 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기기기술술술과과과 전전전문문문성성성

설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사는 내 질병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의사는 내 질병의 치료효과에 대해
나에게 확신을 준다
의사는 질병치료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담당 간호사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사들은 의료지식이 풍부하다
간호사들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에 대해 만족한다

222...환환환자자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관관관심심심도도도

설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사는 나의 의견에 대해 경청한다

의사는 내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한다
의사는 앞으로의 치료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다
간호사들은 내 증세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간호사들은 약 복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간호사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잘 도와준다

의료진의 관심과 친절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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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병병병원원원 환환환경경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병병병원원원시시시설설설과과과 환환환경경경

설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 병원은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다

이 병원은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병원 내부의 온도는 적당하다

이 병원은 매우 쾌적하고 청결하다

이 병원은 최신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 병원은 편의시설 현금지급기 공중전화
은행 매점 등 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222...병병병원원원 이이이용용용 절절절차차차의의의 편편편리리리성성성

설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 병원은 예약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

진료예약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

이 병원은 진료 수술 투약 등과 같은
정해진 약속을 잘 지킨다

등록 및 진료접수 수납 절차는 간편하다

병원 이용 절차에 대해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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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직직직원원원의의의 친친친절절절도도도

설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 병원의 직원들은 깔끔하고 단정하다

이 병원의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게 응답한다
직원들은 고객에게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원무과 직원은 친절하다

안내 경비 및 주차요원은 친절하다

전반적인 직원의 친절에 만족한다

ⅢⅢⅢⅢ. 병원진료비와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진진진료료료와와와 대대대기기기시시시간간간

설 문 내 용 분 분 분 시간 시간
이상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진료 받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설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진료에 걸린 시간이 적당하다

접수 및 수납창구에서 대기시간은
적당하다

진료를 받기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적당하다

기타 치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 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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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진진진료료료비비비

설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진료비는 다른 병원에 비해 저렴하다

기타 진료비 수액 혈액검사 등 는 적당하다

의료기기 촬영 등 진료비는
적당하다

진료비 지불에 느끼는 부담은 적당하다

진료비 수준은 적당하다

ⅣⅣⅣⅣ. 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 만만만족족족도도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 병원의 의료기기 및 시설에 대해 만족한다

의사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

직원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 소요된 시간은
적정하다

이 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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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병병병원원원 재재재이이이용용용 의의의사사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다음에 이 병원을 다시 이용하겠다

나는 이 병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겠다

나는 병원을 찾을 일이 있으면 이 병원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다

이 병원을 앞으로 계속 이용할 생각이다

ⅥⅥⅥⅥ.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귀하의 나이는
① 세 이하 ② 세 ③ 세 ④ 세 ⑤ 세 이상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기혼 ② 미혼

귀하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① 인 ② 인 ③ 인 ④ 인 ⑤ 인 이상

귀하의 학력은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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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① 만원 이하 ② 만원 ③ 만원
④ 만원 ⑤ 만원 ⑥ 만원 이상

귀하의 거주지는
시⁃군 동⁃읍

귀하의 직업은
① 자영업 ② 공무원 ③ 전문직 ④ 생산직
⑤ 서비스업 ⑥ 주 부 ⑦ 학 생 ⑧ 기 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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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경영학과 학 번 20069009 과 정 석사
성명 한글:문 상 준 한문: 文 相 浚 영문:Moon,Sang-Jun

주소 전남 순천 장천동 18-83

연락처 E-MAIL:sjmoon@hanmail.net

논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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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기억 장치에의 저장,전송 등을 허락함

2.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저장,전송 등은 금지함.
4.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2008년 2월 일

저작자: 문 상 준 (서명 또는 인)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총총총장장장 귀귀귀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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