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2018년 2월

석사학위논문

요양병원 환자의 병원선택요인과 

이용자 만족에 관한 연구

조 선 대 학 교   경 영 대 학 원

경 영 학 과

정 봉 석

[UCI]I804:24011-200000266692



요양병원 환자의 병원선택요인과 

이용자 만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Cancer 

Patients in Choosing Long-term Care Hospitals 

and their Level of Satisfaction

2018년  2월 23일

조 선 대 학 교  경 영 대 학 원

경 영 학 과

정 봉 석



요양병원 환자의 병원선택요인과 

이용자 만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종  호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조 선 대 학 교   경 영 대 학 원

경 영 학 과

정 봉 석



- iv -



- i -

목 차

제 Ⅰ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9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10

제 1 절 요양의 정의와 요양병원 ········································································10

1. 요양의 정의 ···································································································10

2. 요양병원의 개념 ···························································································10

제 2 절 의료시장의 현황 ······················································································12

1. 의료시장의 현황 ···························································································12

2. 요양병원 시장의 현황 ·················································································15

3. 요양병원의 선택요인 ···················································································16

4. 요양병원의 이용 만족도 ·············································································19

5. 선행연구 고찰 ·······························································································21

제 Ⅲ 장 연구 설계 및 연구방법 ··········································································23

제 1 절 연구 설계 ··································································································23

제 2 절 연구 모형 ··································································································23

1. 연구 모형 ·······································································································23

2. 자료 처리 ·······································································································24

제 Ⅳ 장 실증분석 결과 ··························································································25

제 1 절 표본의 특성 ······························································································25



- ii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5

2. 병원 선택 요인 ·····························································································27

3. 병원 만족도 ···································································································60

4. 병원 재이용 및 지인 추천 ·········································································85

제 Ⅴ 장 결 론 ·········································································································89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89

제 2 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91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92

참고문헌 ························································································································94

[부록] 설문지 ···············································································································97



- iii -

표 목 차

<표 4-1> 인구학적 특성 ··························································································26

<표 4-2> 의사 실력에 의한 병원 선택 ································································28

<표 4-3> 간호사 경력 및 경험에 의한 병원 선택 ············································30

<표 4-4> 직원의 경험 및 경력에 의한 병원 선택 ············································32

<표 4-5> 첨단 장비의 구비에 의한 병원 선택 ··················································34

<표 4-6> 수속 절차의 신속함에 의한 병원 선택 ··············································36

<표 4-7> 병원 환경과 편의 시설의 청결함에 의한 병원 선택 ······················38

<표 4-8> 다양한 편의 시설에 의한 병원 선택 ··················································40

<표 4-9> 응급 환자의 신속 진료에 의한 병원 선택 ········································42

<표 4-10> 교통의 편리성에 의한 병원 선택 ······················································44

<표 4-11> 지인의 병원 근무에 의한 병원 선택 ················································46

<표 4-12> 지인의 병원 추천에 의한 방법 선택 ················································48

<표 4-13> 검사 및 진료 가격의 적정성에 의한 병원 선택 ····························50

<표 4-14> 병간호 할 식구의 용이성에 의한 병원 선택 ··································52

<표 4-15> 의료인의 친절도에 의한 병원 선택 ··················································54

<표 4-16> 대외적 명성과 신뢰도에 의한 병원 선택 ········································56

<표 4-17>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의한 병원 선택 ····································58

<표 4-18> 병원 선택 요인 종합 ············································································59

<표 4-19> 의사 전문성의 만족도 ··········································································61

<표 4-20> 간호사 경력 및 경험의 만족도 ··························································63

<표 4-21> 직원의 경험 및 경력의 만족도 ··························································65

<표 4-22> 첨단 장비의 구비의 만족도 ································································67

<표 4-23> 수속 절차의 신속함의 만족도 ····························································69



- iv -

<표 4-24> 병원 환경과 편의 시설의 청결함의 만족도 ····································71

<표 4-25> 다양한 편의 시설의 만족도 ································································73

<표 4-26> 응급 환자의 신속 진료의 만족도 ······················································75

<표 4-27> 교통의 편리성의 만족도 ······································································77

<표 4-28> 검사 및 진료 가격의 적정성의 만족도 ············································79

<표 4-29> 의료인의 친절도의 만족도 ··································································81

<표 4-30>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의 만족도 ····················································83

<표 4-31> 병원 만족도 종합 ··················································································84

<표 4-32> 병원 재이용 의사 ··················································································86

<표 4-33> 병원 지인추천 의사 ··············································································88



- v -

그 림 목 차

<그림 1-1> 국내 사망자수/ 조발생률 현황 ···························································2

<그림 1-2> 2015년 국내 남성 10대 암의 사망자 현황 ······································2

<그림 1-3> 2015년 국내 여성 10대 암의 사망자 현황 ······································3

<그림 1-4> 국내 암 발생자수/ 조발생률 현황 ·····················································4

<그림 1-5> 국내 모든 암의 5년 상대생존율 ························································6

<그림 2-1> 의료이용 선택을 위한 결정과정 ······················································17

<그림 2-2> 의료 소비자들의 행동에 미치는 요인 ············································18

<그림 3-1> 연구 모형 ······························································································24



- vi -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Cancer Patients

in Choosing Long-term Care Hospitals and their

Level of Satisfaction

Jeong, Bong-Seok

Advised by Prof. Kim, Jong-Ho, Ph. 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Cancer is a very common disease that nearly one third of Koreans have

to endure through. However, it is also the most fatal disease that killed

the most Koreans since 2000. With the death toll that is three times

bigger than that of heart disease, the second largest killer, the disease

maintains an overwhelming lead in the ranking due to recent changes

brought by modern lifestyle.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 cancer's

survival rate is continuously on the rise, making cancer patients hold on

to new and stronger hopes of life. In their fight against cancer, many

cancer patients tend to choose a long-term care hospital before and after

their surgery.

I began this research to explore what the determinant factors are in

their choice of hospitals and what makes them satisfied with their choice.

By analyzing the results, I wanted to come up with a basic data for

suitable business strategies for long-term cancer treatment hospitals that

intend to better meet the needs of their patients who may return and

recommend them to other cancer patients.

For this research, I have done a literature review and an empirical

study at the same time. In the literature review, I studied the precedent

studies on marketing concept and determinant factors for hospital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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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pirical study, I visited long-term cancer treatment hospitals for

cancer patients in Gwangju and Jeonnam Region and asked the inpatients

to fill out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fter explain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o them. 160 questionnaires were directly distributed to the

patients of the hospitals, and 154 copies (excluding the rest that were

poorly handled)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survey took about two

months, from the end of August to the end of October this year.

Findings from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top three determinant factors for cancer patients in their choice of

long-term care hospital were: cleanliness of the hospital environment and

its accommodations, diversity of amenities, and quick diagnosis for

emergency patients. In other words, the patients believed that it is

important to stay at a hospital that allows them to stay with no physical

inconveniences. Although cancer is considered a severe disease, the

response of its patients turned out to be quite differ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xisting papers that put mor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accessibility to ensure the convenience of diagnosis at

hospitals that provide high-level medical services. It appears that cancer

patients at long-term care hospitals prioritized cleanliness of hospital

environment and its accommodations because the purpose of their stay

focuses on protection, care, and rehabilitation.

On the other hand, the top three satisfaction factors for cancer patients

during their stay at long-term care hospitals were: diversity of available

programs, cleanliness of hospital environment and its accommodations, and

diversity of amenities. Diversity of available programs turned out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the satisfaction level of cancer patients

because they have much interest in individually participating in those

programs during their stay at the hospital. In addition, a line-up of

diverse programs can be a very significant factor because it is a useful

ancillary tool for cancer treatment; it may alleviate the symptoms of

cancer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atients who suffer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due to the side effects and pain from the disease.

For the same reason, the other two factors, cleanliness of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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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and its accommodations and diversity of amenities, also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As shown in the results, cleanliness of

hospital environment and its accommodations and diversity of amenities

turned out to be the top priorities for cancer patients both in their

decision to choose a long-term care hospital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during their stay. And only when they are satisfied, they may return to

the hospital and offer the "buzz" effect by recommending the hospital to

other cancer patients.

I am convinced that continued research on the same topic should follow

in the future. It will provide the guide for long-term care hospitals for

cancer patients to enhance the value of their medical services and do their

best to satisfy and impress their customers. Eventually, it will help the

hospitals maintain their bond and relationship with their patients and see

more fruitful results from their business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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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암은 198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에 들어서 우리나라 질병 사망 1위를 달성하고 현재까지도 이

어지고 있다. 2000년 우리나라 사망률은 암(23.79%), 순환 계통질환(24.26%)

두 가지 질환이 가장 많은 사망률을 보였으며 2001년부터 암(24.26%), 순환

계통질환(23.79%) 암 사망률이 첫 번째가 되었다(통계청, 2017). 2016년에는

2000년의 전체사망률의 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가장 많은 사망률은 암

(27.8%), 뇌혈관 질환(11.4%) 두 가지 질병이 가장 많은 사망률을 보여주었다

(통계청, 2017). 암을 제외한 질병의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암에 대한 사망률은 전체 사망률과 대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암 사망률은 폐암 사망률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78,19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7.8%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5대 암 질환은 폐암(35.1%), 간암(21.5%), 대장암(16.5%), 위암(16.2%), 유방암

(4.8%)이며 성별 주요 암 사망률은 2015년 사망한 남자는 총 47,678명으로 전

체 사망자의 31.7%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종은 폐암(26.6%), 간암(17.6%),

위암(11.6%), 대장암(9.9%)이며 2016년 사망한 여자는 총 29,17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3.3%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의 종류는 폐암(16.2%), 대장암

(12.5%), 위암(10.3%), 간암(10.0%) 순으로 전체 사망률과 암 사망률은 상대

적으로 남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국립 암 정보센터, 2017). 위암의 경우

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망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조기검진을

통한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완치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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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국내 사망자수 / 조발생률 현황(통계청, 2017)

<그림 1-2> 2015년 국내 남성 10대암의 사망자 현황(국가정보암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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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015년 국내 여성 10대암의 사망자 현황(국가정보암센터, 2017)

암 발생률은 암 사망률과 유사한 추이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총인구 10만 명중 214.1명이 암 진단을 받았으며 2005년에는 277.5명이 2010

년에는 415.9명 2014년에는 427.6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

고 있다(통계청, 2017). 13년 암발생률은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

암, 간암 순서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연간 약 22만 여명의 새로운 암 환자

가 발생하고 전국 단위로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암 환자

수는 137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대수명(82세)까지 생

존 시 암에 걸릴 확률은 36.2%로 남자는 38.7%로 5명중 2명이 여자는 33.1%

로 3명중 1명의 암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가암정보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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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국내 암 발생자수 / 조발생률 현황(통계청, 2017)

국제암연구소(IARC)는 일반적인 암의 원인으로 흡연(15∼30%), 만성 감염

(10∼25%), 음식(30%), 직업(5%), 유전(5%), 생식요인 및 호르몬(5%), 음주

(3%), 환경오염(3%), 방사선(3%)등 유전적인 원인 5%를 제외한 70%를 원인

으로 꼽았다(국가암정보센터, 2017). 유전적인 원인 이외에는 위험요인을 피

하고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암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 암

환자에게 생긴 암의 원인을 “무엇 때문이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 어려우며

암의 원인을 몇 가지 원인으로 인해 걸리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많

은 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있으며 위험요인들을 밝혀내는 수준이다

(장동민, 1998). 암 환자의 경우는 타 질병의 환자와 다르게 특수성을 가지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

의 발병률과 사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둘째 중증환자로서 암 환자는 의

료기관의 이용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암이란 질병 자체를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와 고통의 질병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수

성 때문에 일반 질병과는 의료기관의 이용형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

리나라는 국민의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하는 암을 종합적, 장기적으로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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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하여 각종 암 관련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6∼2005년에 시

행된 ‘제1차 국가 암 관리종합계획’으로 암 관리법 제정, 국립암센서 설립 등

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암 검진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후 2006∼2015

년에 시행된 ‘제2차 국가 암 관리종합계획’으로 식습관의 서구화와 고령화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을 국민들에게 강조해 암 예방, 검진

사업을 강화하였다. 2016년부터 10년 동안 ‘제3차 암 관리종합계획’시행중에

있으며, 암 관리 종합계획은 암발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암 조기발견 및 생존율 증가, 암 생존자와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맞

춤형 정밀의료 기반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다(국가암정보센터, 2017).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 암의 조기발견, 항암치료의 발달, 수준 높은 복합적 치료

전략, 국가 차원의 질병 관리 등으로 암에 대한 생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

다. 2009년∼2013년 사이에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69.4%)은 2001∼

2005년(53.8%)과 비교하여 15.6% 생존율이 증가되었고, 이는 암 환자3명 중

2명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 남·녀 전체 기준으로 갑상선암

(100.2%), 전립선암(92.5%), 유방암(91.5%)이 5년 생존율을 보였으며, 간암

(31.4%), 폐암(23.5%), 췌장암(9.4%)은 현재까지도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

다. 남·녀 생존율에 있어서는 여성 77.7%, 남성 61.0%로 여성이 생존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성에게 더 많이 발병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암은 어느 부위에서 발병했는지, 양성·악성 종양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다. 그리고 나이가 적을수록

세포의 활성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되더라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

다. 암에 대한 치료가 높아져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암을 단순한 죽음이라

고 받아들여지던 시대는 의학의 발전으로 지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암

환자의 보호 및 간호에 대하여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암으로 인하여 나

타나는 신체 징후와 증상들은 암의 종류, 크기,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다. 암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구조적인 주변의 영향, 전이 이후 더욱 많은 증

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소화기계 증상, 호흡기계 증상, 림프 부종, 출혈,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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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피부의 변화, 신경계통의 이상, 성기능의 장애, 급격한 체중감소, 발열,

만성피로, 식욕저하 등 다양한 전신적인 신체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5> 국내 모든 암의 5년 상대생존율(국가암정보센터, 2017)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증상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우울증,

불안증세, 수면의 장애 등 암의 치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정신적 증

상들이다. 암 치료 기간 동안 가족, 친구, 사회적 고립감, 주변의 희생에 대한

미안함으로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문제들이 암 환자 자신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이 된다. 최근 교통수단의 발전과 도시간의 의료 수준 차이로 인하여 서울,

수도권으로 찾아가 진료를 받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의 환자가 서울

의 의료 기관으로 찾아와 진료를 받고자 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암이다. 암은

수술이외에도 방사선, 항암, 면역치료 등 각종 보완대체요법을 통하여 많은

치료를 복합적으로 병행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의료비가 매우 비싼 편에 속하고 있다. 그리고 암 치료는 실질적인 암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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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통증치료, 재활치료, 피로치료 등의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

통완화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져 조금이라도 빠르게 암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

지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치료의 선택에 대해서는 환자 자신이 선택

하기 때문에 암 환자 별로 의료비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한방의 이원화 의료체계가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암 환자는 병원별 비공

식 의료를 이용하고 외국보다 많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지방 환자의

경우에는 기타 부대비용들 또한 많이 든다. 암 환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도 노출되어져 있다(장동민, 1998). 우리

나라의 암 완치의 기준은 수술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실질적인 완치로 보

고 있다. 여러 가지 차원으로 증상과 고통이 수반되는 중증질환이며 재발과

전의 등 완치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의 암

환자 입원기피, 암 환자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요양병원 입원가능, 고주파온열

치료 및 다양한 보완대체요법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김미정, 2015). 최근 암 환자들의 재활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노인요양

병원에 암 환자들이 입원을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암 환자만 입원을 하는 요

양병원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며, 암은 집에서 재활 및 관리하기에 식사, 휴

식, 여가활동, 가족관계유지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기 때문에 재

활을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다(김미정, 2015). 암은 수술만으로는 치료

가 되지 않고 치료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많

은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고통을 노출하여 재활이 매우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고 있다. 2006년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 전국 63개의 의료기관을

통하여 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60.8%가 수명연장보다 고

통감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조, 2007). 최근 의료시장의 경쟁이 심

해지고 의료기관들의 특성 있는 경영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됨에 따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는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일반 환자대상으로 대학병원과 의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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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대상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들로 한정된 요인

과 변수를 이용한 설문자료들을 활용하여 단순 기술 통계 형식의 연구들만

수행 되어져 왔다. 의료시장은 환자의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다

르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변수들이 다르지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

된 연구가 미비하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한정되어져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첫째, 암은 중증 질환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와 환자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선향연구를 통한 특수성을 지니는 환자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

요 요인과 요소들을 연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고객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영향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의료시장의 발전과 경쟁에 따라 요양병원들 역시 다양한 경영 전략과

의료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수성을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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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범위

본 연구는 요양병원과 의료시장에 대해 알아보고 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

를 받는데 있어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의

료서비스와 고객의 만족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한다. 본 연구의 범

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를 요양병원과 암 환자 2

가지 특면을 중심으로 하여 알아보고,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고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고 의료서비스가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추출된 의료서비스 요인과 고객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결과 해석을 통하여 의미에

대해 논한다.

셋째, 암 환자들의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암 환자 전용의 요양병

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전문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경영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런 연구범위를 통하여 현재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움직이던 의료시장이

소비자 중으로 변화되고 많은 요인들로 인하여 변화한 의료시장과 매년 생존

율 증가로 관리에 필요성이 심각한 암 환자들의 재활 전문 병원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암 환자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제안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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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요양의 정의와 요양병원

1. 요양의 정의

요양은 단기요양과 장기요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 요양은 급성전문 치

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단기간 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며, 장기요양은 확립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시적 혹은 만성적 장애

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능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건강, 정신건강, 사회, 주거 등의 서비스를 장기간 신

체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환자와 만성적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게 제공 진단, 예방, 치료, 재활, 유지 목적인 환자에게 필요한 기간 등이 장

기요양이라 할 수 있다(박준성, 2008).

2. 요양병원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은 1994년 1월 7일 의료법에 처음 등장

하였으며, 의료법상 요양병원이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

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

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다

(국가법령센터, 2017).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

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국가법령센터, 2017). 반면 노인전문병원이라는 용어는 1995년

노인 복지과가 주관한 “유료노인복지시설 융자 사업 지침”에 처음 등장하였

으며, 1999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었고,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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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립된 노인의료복지요양시설이 의료

법 상으로는 요양병원에 속한다(임주희, 2008). 또한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며,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도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 제3조의 규

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국가법령센터,

2017). 현재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요양병원을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

병원 등으로 포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들이 주로 노인이고,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관리,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이 요

양병원과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요양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을 동일한 의료시

설로 볼 수 있다(권순정, 2009). 요양병원의 의료 인력과 시설기준이 일반 병

원 보다 크게 완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첫째로 의료인력 배치 측면에서

요양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더 적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의사의 경우는

일반병원은 연평균 1일의 입원한 환자를 20명으로 나누어 의사의 숫자를 정

하며,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게 된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

우 연평균 1일의 입원한 환자 40명마다 의사나 한의사 1명을 확보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 즉, 요양병원의 의사 수는 일반병원과 비교하여 절반을 넘지 않

고 있으며, 외래환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원환자와 합산하면 의

사의 비율이 더욱 낮아지게 된다. 간호사 역시 일반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의 입원한 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이상의 간호 인력이 확보 되어야하며,

외래 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되어 산정하고 있는 반면, 요양병원

은 연평균 1일 입원한 환자 6명마다 간호사 1명을 기준으로 하고, 간호조무

사를 간호사 정원의 2/3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간호사에 대한

인력도 일반병원에 비해 절반이하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그리고 요양병

원은 복지 서비스 욕구 파악과 상담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와 재활 치료를 위

한 물리치료사를 배치해야 한다. 시설적인 측면에도 일반병원보다 요양병원

은 시설구성요건이 간단하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장기

간 입원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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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의료시장의 현황

1. 의료 시장의 현황

최근 의료시장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인간의 수명 연장으로 인해

개인마다 삶의 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른 의학기

술의 발전과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수준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의료

의 중요성 커지고 있다(박광인, 2015).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이외에도

건강관리, 요양과 같은 삶의 질 향상, 자기만족 등 다양한 이유로 적극적인

의료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소비자들은 소비의 주체로서 의식전환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경쟁을 심화 시켰고, 과거에는 단순히 치료의

목적이 강했으나 예방과 건강검진 등 단순치료가 아닌 예방과 건강증진 등의

목적으로 더욱 많은 의료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권미영, 2009). 의료시장에

서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및 예방 차원의 의료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원일, 2015). 과거 의료시장은 환자와 의

료인이라는 입장의 공급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소비

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급자 중심이던 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병원의 경영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병원

을 경영했지만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병원들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경

영 전략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의료시장은 질적 전환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

한 변화는 병원이 경영활동을 할 때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에

맞는 경영활동을 하게 되었다(윤종록, 2008). 소비자들은 의료시장에 대한 기

대가 높아지고 많은 매체들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얻어 비교하고

있다. 의료에 대한 정보의 욕구가 강하여 인터넷, SNS, 책, 광고 등 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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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다양한 의료정보를 얻고 정보에 따라 자신이 아프고 치료를 받아

야 할 때 어디서 어떠한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판단하고 행동한다(박광인,

2015). 의료 기관들 역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

여 이용방법과 특이점을 마케팅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질병과 나

이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 단순 의료행위 이상

으로 고객이 지각하는 품질은 기본이며 의료서비스 품질이 좋다면 만족하는

시대는 끝나고 다양한 차원의 욕구 충족을 소비자는 기대한다(박광인, 2015).

의료는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마다 증상 및 치료과정이 틀리고 의료의 기관형

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질병이고 같은 기관의 형태를 선택하였

더라도 환자마다 의료서비스의 선택요인의 기준은 다르다(권진, 2011). 최근

FTA를 통하여 경제 교역이 자유화, 광역화 되면서 특정 산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많은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의료 시장 역시 진입 장벽이 낮아짐

에 따라 많은 해외 경쟁자들의 진입으로 이어졌다. 그로 인하여 의료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소비자 입장에

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 충족이 가

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5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수는 2012

년 83,811개 2013년 84,971개, 2014년 86,629개, 2015년 88,163개, 2016년

89,919개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국가지표체계, 2017). 이러한 의료기

관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고 의료기관의 세분화, 전문화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생겨난 병

원들도 신규 병원들과 맞추기 위하여 증축,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5년 병상 수는 2011년 560,293개,

2012년 592,312개, 2013년 624,546개, 2014년 651,499개, 2015년 682,352개로 지

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같이 병상 수 또한 지속적인 증가

가 예상된다(국가지표체계, 2017). 이와 비례하여 최근 5년 우리나라 의료인

수는 2010년 278,789명, 2011년 304,705명, 2013년 332,660명, 2014년 351,550명

으로 의료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국가지표체계, 2015). 의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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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이유는 비교적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전문성, 급여, 사회적 지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직업의 만족도가 높은 직업군에 속하며 정년이 길어 의료인

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대형 의료기관의 신·증설, 의료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기관의 대형화 및 브랜드

화로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의 의료 진입, 외

국계 의료기관 진입 등 대규모의 자본이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의원급 병원에도 경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규모 의료기관은 네트워크 결성 및 전문화 등 경쟁전략으로 경쟁에서 살아

남기위해 노력하고 있다(조철호, 2016).

정부의 입장에서 의료산업은 국민들의 복지 중 하나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다. 삶의 질과 국가적 차원의 관리로 경제 발전, 국민소득의 증

가, 의료 시장의 발달, 개인 건강의 관심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평균 수명이

증가되면서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

으로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국고보조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

구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단순 치료의 목적이 아닌 건강증진, 삶

의 질 향상, 자기만족을 위한 많은 의료 서비스 증가, 의료시장의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경쟁력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광고의 허

용, 의료산업의 다각화 등의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의료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데 영향을 주

었으며, 의료시장에 언제부턴가 대규모 자본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의 영리 법인화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한미FTA 협상

과정 중 ‘의료기관의 영리 법인화’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병원산업 선진화 등

을 통하여 의료수준의 제고와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서비스 산업을 활성하기

위하여 이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논의가 활발하게 일었었다. 이는 의료시장

경쟁의 심화로 의료기관의 존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행위와 경영을

분리하여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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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말한다. 이처럼 의료시장의 규모 증가와 서비스에 대한 경쟁 심화의 대

책인 셈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많은 의료시장의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의료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병원(대학

병원 포함)들은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에 따른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응 하지만 동네 의원급의 소규모 병원들은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으로 병원의 서비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

시장 경쟁 심화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고객 유치보다 기존고객유지가 강조되

고 있다. 의료 기관들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하여 많은 의료 기관들이 생겨나

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타 서비스 시장에 비하여 개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2. 요양병원 시장 현황

경제 발전,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단순 치료의 목적이 아닌 예방을 위한 건강 검

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의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요양병원은 암

환자 및 급성기 환자 등 다양한 형태의 환자들이 수술 전·후에 치료 및 관리

와 호스피스 목적으로 입원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암 환자의 경우 암 진료비

부분 중 요양병원에 쓰이는 진료비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의 주요 질병 중 암 환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채선영, 2013). 과거의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의 보호 및 관리가 목적으로 주로 찾는 의료기관이었으

나, 최근에는 다양한 질병의 환자들이 수술 후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입원을

하여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라 특정 환자의 특성에 맞는 전문

요양병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이다. 앞서 언급한 요양병원은 고령화와 수명연장으

로 인하여 생겨나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형태였으나, 최근 특정 질병을



- 16 -

중심으로 하는 요양병원들을 통하여 소비자 중심의 요양병원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의료경영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요양병원의 의료경영이 학문적으

로 관심을 갖게 되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범위가 넓어진 것에

반하여 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분야와

같은 의료경영 및 서비스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양병

원의 전문화, 세분화로 인하여 수요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요양병원이 생겨

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타 의료시장과는 다른 선택요인을 보여주고 있

다.

3. 요양병원의 선택요인

의료이용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과정은 일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들

이 많은 비교 후 특정 소매점을 선택하는 과정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요양병원에 있어 환자는 곧 소비자이며, 소비자의 필요사항과 욕구를 충

족시키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듯 환자들이 탐색을 통해 의료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구비 되어야 한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는 수술 후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 감소를 위하

여 요양병원을 선택하기 때문에 암 환자 전문의 요양병원은 진단, 치료, 고통

저감을 위한 유사 치료 등을 암 환자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환자들로부터 선

택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요양병원들이 보여주는 고객에 대한 관심을 고객들

에게 어필하고, 고객들과의 종속적인 관계를 갖는 특징을 지진 요양병원 산

업은 고객의 행동을 분석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환자들의 의사결정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환자의 의료 욕구인식, 정보의 탐

색, 대안의 평가, 의료기관의 선택 결정, 의료 이용 후 행동 등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고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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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의료이용 선택을 위한 결정과정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문제인식의 단계에서 자신의 질

병, 건강상태 따라 요양병원을 선택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는 누가 요양병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의 행동

단계는 정보의 탐색 단계로 지식(knowledge), 지각(perception), 인식

(awareness)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진다. 지식의 단계는 욕구가 생기기 전

부터 제공되어 온 실제적이고 주관적인 정보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각의 단계는 지식의 단계에서 얻은 지식을 기본으로 하여 소비자

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하여 지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식의 단계는 지식, 지각을 통한 정보로 선택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로서 선택방법으로는 개인적 선택, 의사의 추천 선택 등이 있다. 의료 서

비스 소비자들인 환자들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본인의 경험, 주변인

의 추천, 기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개체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이러한 정보를 주로 어느 곳에서 주로 얻게 되는지, 얼마나 중요하다 생각되

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의 행동 단계는 대안에 대한 평가

단계로 선호도(preference), 실행가능성(viability), 용이성(availability)으로 구

분되고 이 단계의 소비자들은 많은 대안에 대하여 비용, 시간, 거리와 같은

구체적인 요인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다양성, 편의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여 선택의 영향을 주게 된다. 네 번째의 행동 단계는 의료서비스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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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요양병원을 선택 후 이용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때 정식적인 의료 서

비스는 신체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전문의의 명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마지막 행동단계인 의료 이용 후 평가의 단

계는 의료 서비스 소비자들이 자신이 제공 받았던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

게 되었다면 차후 선택도 지금의 요양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제공 받

았던 의료서비스가 기대 이하의 수준이었다면 불만족하게 되어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 소비자들은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다양

한 요인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요양병원 선택의 주요요인은

문화적, 사회·경제적, 개인적,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2-2> 의료 소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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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용자들의 요양병원 선택은 요양병원의 특성, 인구통계학적인 요인,

사회경제적인 요인, 기능적인 요인, 상황적인 요인 등이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시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 상황이다.

4. 요양병원의 이용 만족도

오늘날 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적 서비스는

낮아도 환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기대 이상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여 높은 서비스 수준을 보여야 한다. 고객의 평가와 반응을 중심으로 강점

과 약점을 평가하고 이를 병원경영 활동에 결합시킴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개

선하고 궁극적으로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최고의 고객만족을 달성하는

것이 고객만족 경영이라 할 수 있다(권미숙, 2011). 서비스 품질을 높이게 되

는 궁극적은 목표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고객 만족에 대

한 정의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고객의 만족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두

가지로 접근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고객 만족을 소비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고, 평가의 과정에서 초점을 맞추어 정의할 수 있

다고 정의되었다. 결과를 강조하는 측면은 고객의 만족을 소비의 경험으로

시작되어 결과로 개념화를 한 것으로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대가에 대하여

얼마나 적절히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대한 소비자 심리 상태, 서비스의 이용

후 나타나는 고객의 욕구 충족 상태로서 즐거운 수준이라고 지각되는 소비자

의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소비경험의 결과로 보는 입장에

서의 고객만족은 고객의 실제 서비스경험과 서비스 기대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감정과 구매경험 전의 감정이 결합하는 발생하는 종합적인 심

리상태로서,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매행위, 소비자 행동 등

보다 광의의 행동이나 시장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병용,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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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과정에 중심을 두는 고객 만족의 정의로는 소비자의 경험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평가, 선택된 대안이 사전적인 기대와 일치되었다는 평

가, 사용 전, 후의 제품의 실제 성능으로 나타나는 불일치의 평가에 대한 고

객의 반응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지향적인 관점에서의 고

객만족에 대한 정의는 소비경험 전체를 포괄하고 각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존

재하는 고객만족요인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유

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김병용, 2010). 환자의 만족도와 관련해 기대에

대한 일치와 불일치의 관계를 지각하는 과정에 연결되어 서비스에 대한 평가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치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인

적인 평가로서 접근성, 의료의 효과, 인간적인 태도, 정보의 제공, 주변 환경

의 쾌적함 등을 얼마만큼 환자를 충족시켰는가에 대한 정도이다. 불일치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란 환자들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받게 될 서비

스의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수준이 높을 경

우 만족하게 되지만 기대 수준의 이하일 경우 불만족을 초래하게 되고 이후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환자

의 만족도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과 후, 이용 중인 동안에 의료 서비

스와 관련하여 자극에 대하여 인지되는 가치의 판단이며, 지속되는 반응 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환자 자신의 나름대로 기준에 의

하여 평가되고 의료 서비스 가치를 판단하여, 결과를 통해 반응을 보이는 것

이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환자는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아도 판단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환자의 성격, 평소에 지향되는 가치, 경험들이 판

단과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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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연구 고찰

요양병원 환자의 병원선택요인과 이용자 만족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

과 같다.

귄진(2011)은 일반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요양병

원의 의료서비스에 맞는 선택 요인을 수정하여 병원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

에 대한 기대가 환자의 만족과 재이용의 의도, 구전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병원 선택 요인에 대하여 병원에 대한 기대,

진료 편의 기대, 의료서비스의 신뢰에 대한 기대, 직원의 친절과 서비스에 대

한 기대, 시설과 환경의 기대,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 등 5가지 기대 요인을

통해 병원 선택에 대한 기대를 환자들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효(2009)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수준에 맞게 만족도를 나타내는

요인을 수정하여 유형성, 반응성, 신뢰성, 공감성, 확실성 등의 선택요인이 고

객의 만족과 재이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에

의료의 서비스 질이 낮아도 이용 중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와 접근성, 자신의

고통에 대한 공감성 등이 재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성의 경우 지속적으로 치료에 대한 신뢰성이 다르면 떨어지지만 위와 같

은 서비스의 제공만으로도 신뢰성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종현(2012)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수준에 맞는 전문성, 접근성, 환경

요인, 편리성에 대한 고객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환경요인과 편리성이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고, 접근성이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낮은 요

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이용 전 환경적 요인에 대한 탐색으로

실제로 환경적인 요인을 확인하면서 기대 심리가 올라가고 이용 중에 환경적

요인에 대한 만족감이 높으면 편리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

성의 경우는 최근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접근성의 불만족이 있더라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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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편리성으로 인하여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2015)은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을 통하여 편의시설, 비용, 의료진의 수준, 병실의 규모 등에 대한 선택요인

이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편의시설과 비용이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병실의 규

모는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에서 생활하

는데 있어 편의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불만족하게 되며, 불만족 상

황에서 비용이 높으면 대부분 재이용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실의 규모의 경우는 환자들은 1인실과 다 인실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젊은 층의 환자들은 1인실을 선호하고 있고, 장, 노년층은 다

인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병실규모와는 상관없이 1인실과 다

인실을 선택하기 때문에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종현(2012)은 일반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암

환자들의 일반병원의 의료서비스 선택요인에 맞추어 수정하고 의료의 질, 접

근성,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선택요인이 암 환자들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암 환자들은 수술 후 지속적

인 케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 및 환경과 의료의 질이 만족도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및 환경의 경우 수술 후 암 환

자의 경우 무척 쇠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의 편의성과 환경의 쾌적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의 질은 회복을 위한 정식적인 의료서

비스와 부가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얼마만큼 만족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

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접근성의 경우 대부분

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 산이나 자연 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 잡

고 있기만 교통의 발달로 그다지 개의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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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연구 설계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남 D군에 소재하는 M 암 맞춤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선택요인과 병원만족도를 살펴보고 병원 재이용 의사 및 병원

권유 의사결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설문지는 문종범(2008), 이경아(2006), 안광호(2011)의 요양시설 선

택요인과 이용만족도, 의료기관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필요한 항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문

항, 병원 선택 요인 16문항, 병원 만족도 12문항, 병원 재이용 의사 및 병원

권유 의사 2문항 등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배부 방법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받았으

며,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고 총

1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무성의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총 154부를 연구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2 절 연구 모형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3-1>과

같다. 즉, 환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병원 선택 동기와 만족도를 근거로

병원 재이용 의사 및 병원 권유 의사결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24 -

<그림 3-1 > 연구 모형

2. 자료 처리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 WIN 22.0을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첫째,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다.

둘째, 병원 선택 요인과 병원 만족도, 병원 재이용 의사, 병원 권유 의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를 t검증 또는 F 검증을 통하여 각각의

하위 집단 간의 유의미한 반응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병원 선택 요인과 병원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를 t검증 또는 F 검증을 통하여 각각

의 하위 집단 간의 유의미한 반응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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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표본의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최종 분석에 활용된 총 154명의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4-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52명(33.8%), 여성은 102명(66.2%)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 11명(7.1%), 40대 26명(16.9%), 50대 71

명(46.1%), 60대 46명(29.9%)으로 5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기간은

1개월 미만 9명(5.8%), 2-3개월 미만 30명(19.5%), 4-6개월 미만 35명(22.7%),

7개월-1년 미만 24명(15.6%), 1년-2년 미만 42명(27.3%), 2년 이상 14명

(9.1%)으로 1년-2년 미만의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종류는

직장건강보험자 56명(36.4%),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3명(21.4%), 지역건강보

험세대주 30명(19.5%), 지역건강보험세대원 29명(18.8%), 의료급여 6명(3.9%)

으로 직장건강보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보험 종류는 1개 37명

(24.0%), 2개 72명(46.8%), 3개 이상 29명(18.8%), 없다 16명(10.4%)으로 2개

이상의 사보험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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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52 33.8

여 102 66.2

연령

30대 11 7.1

40대 26 16.9

50대 71 46.1

60대 46 29.9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9 5.8

2-3개월 미만 30 19.5

4-6개월 미만 35 22.7

7개월-1년 미만 24 15.6

1년-2년 미만 42 27.3

2년 이상 14 9.1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56 36.4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3 21.4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0 19.5

지역건강보험세대원 29 18.8

의료급여 6 3.9

사보험

종류

1개 37 24.0

2개 72 46.8

3개 이상 29 18.8

없다 16 10.4

합계 154 100.0

<표 4-1> 인구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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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선택 요인

1) 의사 실력

‘의사의 실력은 병원선택에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

으로 할 때 평균값은 4.01로 나타나 의사의 실력은 병원 선택의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성별로

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30대와 60대보다 높게 나

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이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개월에서 1년 미만

이 3.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

미한(p<.05)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가 4.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건강보험세대원과 의료급여 수급자가 3.83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2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

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5)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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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75 1.19

-2.162**
여 4.15 0.83

연령

30대 3.73 1.01

5.227**
40대 4.12 0.95

50대 4.28 0.74

60대 3.61 1.16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4.89 0.33

2.945*

2-3개월 미만 4.10 0.96

4-6개월 미만 3.94 0.91

7개월-1년 미만 3.54 1.22

1년-2년 미만 4.02 1.00

2년 이상 4.21 0.4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4.00 1.18

1.569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4.36 0.78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87 0.97

지역건강보험세대원 3.83 0.66

의료급여 3.83 0.98

사보험

종류

1개 3.81 0.91

3.508*
2개 4.18 0.88

3개 이상 4.17 0.80

없다 3.44 1.50

합계 4.01 0.98

<표 4-2> 의사 실력에 의한 병원 선택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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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 경력 및 경험

‘간호사의 경력 및 경험이 병원선택에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분석한 결과 5

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87로 나타나 간호사 경력 및 경험이 병원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4-3>와 같다. 성별로

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0대, 40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

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 기간별로는 1개

월 미만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개월에서 1년 미만이 3.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

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가 4.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3.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2개가 4.0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없다고 응답

한 환자가 3.3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에 따라 통

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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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54 1.00

-3.191**
여 4.04 0.74

연령

30대 3.82 0.98

2.574
40대 3.85 0.78

50대 4.06 0.81

60대 3.61 0.93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4.78 0.44

4.490**

2-3개월 미만 4.00 0.83

4-6개월 미만 3.66 0.80

7개월-1년 미만 3.42 1.06

1년-2년 미만 4.00 0.77

2년 이상 3.93 0.7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70 1.03

1.221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4.06 0.66

지역건강보험세대주 4.00 0.83

지역건강보험세대원 3.90 0.77

의료급여 3.67 0.82

사보험

종류

1개 3.78 0.75

3.154**
2개 4.01 0.83

3개 이상 3.93 0.75

없다 3.31 1.25

합계 3.87 0.87

<표 4-3> 간호사 경력 및 경험에 의한 병원 선택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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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의 경험 및 경력

‘직원의 경험 및 경력이 병원선택에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

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94로 나타나 직원의 경험 및 경력이 병원 선

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성별로

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5)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0대, 40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

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기

간별로는 1개월 미만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개월에서 1년 미만이

3.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p<.0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3.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5)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2개가 4.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3.3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

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5)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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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54 0.90

-4.225*
여 4.15 0.74

연령

30대 4.09 0.83

4.071**
40대 3.85 0.83

50대 4.15 0.80

60대 3.63 0.83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4.78 0.44

5.302***

2-3개월 미만 3.93 0.69

4-6개월 미만 3.83 0.82

7개월-1년 미만 3.38 0.92

1년-2년 미만 4.10 0.88

2년 이상 4.21 0.4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68 0.94

3.173*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4.27 0.67

지역건강보험세대주 4.07 0.87

지역건강보험세대원 4.00 0.65

의료급여 3.67 0.82

사보험

종류

1개 3.86 0.75

3.334*
2개 4.07 0.83

3개 이상 4.03 0.78

없다 3.38 1.02

합계 3.94 0.84

<표 4-4> 직원의 경험 및 경력에 의한 병원 선택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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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단 장비의 구비

‘첨단 장비의 구비가 병원선택에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4.01로 나타나 첨단 장비의 구비가 병원 선택의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성별로

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50대가 4.18로 40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

원 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개월에서 1년 미

만이 3.4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한(p<.0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건강보험자가 3.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

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5)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

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3개 이상이 4.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3.2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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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56 0.83

-5.287**
여 4.25 0.62

연령

30대 4.18 0.75

4.721**
40대 4.08 0.69

50대 4.18 0.64

60대 3.67 0.90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4.78 0.44

5.203***

2-3개월 미만 4.07 0.37

4-6개월 미만 4.00 0.73

7개월-1년 미만 3.46 1.02

1년-2년 미만 4.07 0.81

2년 이상 4.21 0.4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79 0.89

2.591*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4.27 0.52

지역건강보험세대주 4.07 0.78

지역건강보험세대원 4.14 0.58

의료급여 3.83 0.98

사보험

종류

1개 4.03 0.64

7.102***
2개 4.08 0.69

3개 이상 4.24 0.64

없다 3.25 1.13

합계 4.01 0.77

<표 4-5> 첨단 장비의 구비에 의한 병원 선택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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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속 절차의 신속함

‘수속 절차의 신속함이 병원선택에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

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62로 나타나 수속 절차의 신속함이 병원 선택

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4-6>와 같다. 성별로

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91로 40대, 50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 기간별로는 1개월 미

만이 4.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개월 미만이 3.33으로 가장 낮게 나

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2.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3개 이상이 3.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3.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

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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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23 0.65

-4.932
여 3.81 0.78

연령

30대 3.91 0.83

1.864
40대 3.62 0.80

50대 3.70 0.76

60대 3.41 0.78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4.56 0.53

4.051**

2-3개월 미만 3.33 0.71

4-6개월 미만 3.60 0.85

7개월-1년 미만 3.63 0.71

1년-2년 미만 3.55 0.77

2년 이상 3.86 0.66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41 0.83

5.221**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91 0.52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73 0.74

지역건강보험세대원 3.76 0.58

의료급여 2.67 1.51

사보험

종류

1개 3.68 0.63

2.404
2개 3.67 0.75

3개 이상 3.69 0.89

없다 3.13 0.96

합계 3.62 0.79

<표 4-6> 수속 절차의 신속함에 의한 병원 선택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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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원 환경과 편의 시설의 청결함

‘병원 환경과 편의시설의 청결함이 병원선택에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분석

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4.23로 나타나 병원 환경과 편의시

설의 청결함이 병원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4-7>와 같다. 성별로

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36로 40대, 50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 기간별로는 1개월 미

만이 4.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년 이상이 4.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건강보험세대주가 3.9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5)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3개 이상이 4.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1개가 4.0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에 따

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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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4.19 0.69

-.459
여 4.25 0.65

연령

30대 4.36 0.67

1.102
40대 4.12 0.71

50대 4.31 0.67

60대 4.13 0.62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4.56 0.53

1.939

2-3개월 미만 4.33 0.61

4-6개월 미만 4.09 0.85

7개월-1년 미만 4.46 0.59

1년-2년 미만 4.12 0.59

2년 이상 4.07 0.47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4.23 0.66

2.792*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4.39 0.61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93 0.83

지역건강보험세대원 4.24 0.44

의료급여 4.67 0.52

사보험

종류

1개 4.03 0.64

1.614
2개 4.26 0.65

3개 이상 4.34 0.67

없다 4.31 0.70

합계 4.23 0.66

<표 4-7> 병원 환경과 편의 시설의 청결함에 의한 병원 선택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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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양한 편의 시설

‘다양한 편의 시설이 병원선택에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4.14로 나타나 다양한 편의 시설이 병원 선택의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4-8>와 같다. 성별로

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23로 30대, 40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 기간별로는 1개월 미

만이 4.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6개월 미만이 3.97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4.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건강보험세대주가 3.9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

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5)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

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3개 이상이 4.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1개가 3.9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에 따라 통

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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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4.00 0.69

-1.848
여 4.21 0.59

연령

30대 4.18 0.75

1.106
40대 4.00 0.49

50대 4.23 0.64

60대 4.07 0.65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4.56 0.53

1.502

2-3개월 미만 4.20 0.61

4-6개월 미만 3.97 0.79

7개월-1년 미만 4.08 0.41

1년-2년 미만 4.19 0.63

2년 이상 4.07 0.47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4.05 0.59

3.436*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4.30 0.59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97 0.81

지역건강보험세대원 4.14 0.44

의료급여 4.83 0.41

사보험

종류

1개 3.92 0.60

2.418
2개 4.21 0.60

3개 이상 4.28 0.59

없다 4.06 0.77

합계 4.14 0.63

<표 4-8> 다양한 편의 시설에 의한 병원 선택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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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급 환자의 신속 진료

‘응급 환자의 신속 진료가 병원선택에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분석한 결과 5

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4.13로 나타나 응급 환자의 신속 진료가 병원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4-9>와 같다. 성별로

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25로 30대, 40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 기간별로는 1개월 미

만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개월 미만이 3.73으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3.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5)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3개 이상이 4.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3.8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

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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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73 0.63

-5.509
여 4.33 0.67

연령

30대 4.18 0.87

2.222
40대 4.15 0.67

50대 4.25 0.71

60대 3.91 0.66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4.78 0.67

4.896***

2-3개월 미만 3.73 0.58

4-6개월 미만 4.17 0.92

7개월-1년 미만 4.17 0.38

1년-2년 미만 4.31 0.56

2년 이상 3.86 0.77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4.09 0.69

3.304*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4.48 0.62

지역건강보험세대주 4.03 0.76

지역건강보험세대원 4.00 0.65

의료급여 3.67 0.82

사보험

종류

1개 4.00 0.71

1.872
2개 4.18 0.70

3개 이상 4.31 0.71

없다 3.88 0.72

합계 4.13 0.71

<표 4-9> 응급 환자의 신속 진료에 의한 병원 선택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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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의 편리성

‘교통의 편리성이 병원선택에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

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63로 나타나 교통의 편리성이 병원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4-10>와 같다. 성별

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73으로 30대, 50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

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 기간별로는 1개

월 미만과 2년 이상이 4.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개월 미만이 3.33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역건강보험세대원이 3.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3.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5)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3개 이상이 3.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3.1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

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5)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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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19 0.69

-5.874
여 3.85 0.60

연령

30대 3.27 0.79

1.435
40대 3.73 0.67

50대 3.69 0.69

60대 3.57 0.72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4.00 0.71

3.955**

2-3개월 미만 3.33 0.66

4-6개월 미만 3.66 0.76

7개월-1년 미만 3.33 0.82

1년-2년 미만 3.79 0.56

2년 이상 4.00 0.39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45 0.83

2.828*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73 0.67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63 0.67

지역건강보험세대원 3.93 0.37

의료급여 3.33 0.52

사보험

종류

1개 3.57 0.77

3.038*
2개 3.69 0.55

3개 이상 3.79 0.73

없다 3.19 0.98

합계 3.63 0.70

<표 4-10> 교통의 편리성에 의한 병원 선택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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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인의 병원 근무

‘지인의 병원근무가 병원선택에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27로 나타나 지인의 병원근무가 병원 선택의 보

통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4-11>와 같다. 성별

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01) 결과

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41로 30대, 40대, 50대보다 높

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 기간별

로는 1개월 미만이 3.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개월 미만이 3.1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건강보험세대주가 3.1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3개 이상이 3.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가

3.1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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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17 0.62

-1.247***
여 3.32 0.86

연령

30대 3.09 0.94

.919
40대 3.31 0.84

50대 3.20 0.77

60대 3.41 0.75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3.56 0.53

.805

2-3개월 미만 3.10 0.88

4-6개월 미만 3.31 0.76

7개월-1년 미만 3.21 0.66

1년-2년 미만 3.38 0.85

2년 이상 3.14 0.77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30 0.69

.739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21 0.82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13 0.94

지역건강보험세대원 3.34 0.72

의료급여 3.67 1.03

사보험

종류

1개 3.41 0.83

1.084
2개 3.15 0.76

3개 이상 3.34 0.77

없다 3.38 0.81

합계 3.27 0.79

<표 4-11> 지인의 병원 근무에 의한 병원 선택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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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인의 병원 추천

‘지인의 병원 추천이 병원선택에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47로 나타나 지인의 병원 추천이 병원 선택의 보

통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4-12>와 같다. 성별

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

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73으로 40대, 50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 기간

별로는 1개월 미만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년 이상이 3.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건강보험세대주가 3.1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5)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3개 이상이 3.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2개가 3.3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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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46 0.58

-.077**
여 3.47 0.86

연령

30대 3.73 1.01

.881
40대 3.58 0.90

50대 3.38 0.78

60대 3.48 0.62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3.67 0.50

1.474

2-3개월 미만 3.33 0.84

4-6개월 미만 3.66 0.87

7개월-1년 미만 3.50 0.66

1년-2년 미만 3.48 0.74

2년 이상 3.07 0.7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66 0.67

2.638*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36 0.78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13 1.01

지역건강보험세대원 3.52 0.57

의료급여 3.67 0.82

사보험

종류

1개 3.57 0.87

1.745
2개 3.32 0.78

3개 이상 3.66 0.67

없다 3.56 0.63

합계 3.47 0.78

<표 4-12> 지인의 병원 추천에 의한 병원 선택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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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사 및 진료 가격의 적정성

‘검사 및 진료 가격의 적정성이 병원선택에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90로 나타나 검사 및 진료 가격의 적

정성이 병원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4-13>와 같다. 성별

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

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18로 40대, 50대, 60대보다 높

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 기간별

로는 2년 이상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개월-1년 미만이 3.58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역건강보험세대원이 4.17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3.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

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5)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

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3개 이상이 4.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3.56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

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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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67 0.76

-2.658**
여 4.01 0.71

연령

30대 4.18 0.75

.969
40대 3.96 0.77

50대 3.90 0.68

60대 3.78 0.81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3.89 0.93

1.908

2-3개월 미만 4.03 0.61

4-6개월 미만 3.89 0.80

7개월-1년 미만 3.58 0.58

1년-2년 미만 3.86 0.75

2년 이상 4.29 0.8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98 0.80

3.392*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73 0.57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80 0.71

지역건강보험세대원 4.17 0.54

의료급여 3.17 1.33

사보험

종류

1개 3.89 0.74

1.327
2개 3.93 0.68

3개 이상 4.00 0.71

없다 3.56 1.03

합계 3.90 0.74

<표 4-13> 검사 및 진료 가격의 적정성에 의한 병원 선택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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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간호해 줄 식구의 용이성

‘간호해 줄 식구의 용이성이 병원선택에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25로 나타나 간호해 줄 식구의 용이성이

병원 선택의 보통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4-14>와 같다. 성별

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42로 30대, 50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

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 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개월-1년 미만이 2.71로 가장 낮게 나

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5)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역건강보험세대원이 3.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2.8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3개 이상이 3.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2.5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

보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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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2.69 0.88

-6.002
여 3.54 0.73

연령

30대 3.18 0.60

1.004
40대 3.42 0.95

50대 3.31 0.82

60대 3.09 0.96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3.44 0.53

2.724*

2-3개월 미만 3.17 0.70

4-6개월 미만 3.43 0.61

7개월-1년 미만 2.71 1.20

1년-2년 미만 3.38 0.99

2년 이상 3.43 0.65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2.96 1.03

3.592**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42 0.79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37 0.61

지역건강보험세대원 3.59 0.68

의료급여 2.83 0.98

사보험

종류

1개 3.35 0.75

4.998**
2개 3.29 0.85

3개 이상 3.45 0.69

없다 2.50 1.21

합계 3.25 0.87

<표 4-14> 간호해 줄 식구의 용이성에 의한 병원 선택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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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료인의 친절도

‘의료인의 친절도가 병원선택에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25로 나타나 병간호 할 의료인의 친절도가 병원

선택의 보통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4-15>와 같다. 성별

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09로 40대, 50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

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 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6개월 미만이 3.77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3.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3개 이상이 4.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3.69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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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87 0.66

-1.100
여 3.99 0.68

연령

30대 4.09 0.70

.804
40대 3.88 0.77

50대 4.01 0.69

60대 3.85 0.60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4.44 0.88

1.791

2-3개월 미만 4.00 0.64

4-6개월 미만 3.77 0.65

7개월-1년 미만 4.04 0.75

1년-2년 미만 3.95 0.58

2년 이상 3.79 0.70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89 0.62

.905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4.12 0.65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93 0.83

지역건강보험세대원 3.93 0.53

의료급여 3.67 1.03

사보험

종류

1개 3.97 0.64

.977
2개 3.96 0.68

3개 이상 4.03 0.68

없다 3.69 0.70

합계 3.95 0.67

<표 4-15> 의료인의 친절도에 의한 병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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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외적 명성과 신뢰도

‘대외적 명성과 신뢰도가 병원선택에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분석한 결과 5

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83로 나타나 대외적 명성과 신뢰도가 병원

선택의 보통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4-16>와 같다. 성별

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

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04로 30대, 50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 기간

별로는 2년 이상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개월 미만과 7개월-1년

미만이 3.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3.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

타났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3개 이상이 4.0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3.5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사보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56 -

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33 0.88

-5.445**
여 4.09 0.69

연령

30대 3.91 0.70

1.293
40대 4.04 0.77

50대 3.86 0.83

60대 3.65 0.90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4.11 0.78

1.705

2-3개월 미만 3.67 0.55

4-6개월 미만 3.94 0.84

7개월-1년 미만 3.67 1.01

1년-2년 미만 3.74 0.91

2년 이상 4.29 0.7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54 0.87

6.761***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4.27 0.67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63 0.81

지역건강보험세대원 4.17 0.54

의료급여 3.50 1.22

사보험

종류

1개 3.81 0.81

1.419
2개 3.83 0.82

3개 이상 4.03 0.73

없다 3.50 1.10

합계 3.83 0.84

<표 4-16> 대외적 명성과 신뢰도에 의한 병원 선택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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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병원선택에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4.08로 나타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병

원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4-17>와 같다. 성별

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17로 30대, 50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

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 기간별로는 1년-2

년 미만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개월 미만이 3.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가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건강보험자가 3.8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

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

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2개가 4.1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

개가 3.9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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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96 0.66

-1.559
여 4.15 0.78

연령

30대 4.00 0.63

.987
40대 3.88 0.82

50대 4.17 0.79

60대 4.09 0.63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4.22 1.09

4.126**

2-3개월 미만 3.77 0.50

4-6개월 미만 3.83 0.82

7개월-1년 미만 4.13 0.68

1년-2년 미만 4.38 0.66

2년 이상 4.36 0.6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84 0.63

3.932**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4.45 0.79

지역건강보험세대주 4.13 0.82

지역건강보험세대원 4.10 0.56

의료급여 4.00 1.10

사보험

종류

1개 3.95 0.85

1.076
2개 4.19 0.68

3개 이상 4.03 0.73

없다 4.00 0.73

합계 4.08 0.74

<표 4-17>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의한 병원 선택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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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선택 요인 평균 표준편차 우선순위

의사 실력 4.01 0.98 6

간호사 경력 및 경험 3.87 1.03 10

직원의 경험 및 경력 3.94 0.66 8

첨단 장비의 구비 4.01 0.83 5

수속 절차의 신속함 3.62 0.77 13

병원 환경과 편의 시설의 청결함 4.23 0.82 1

다양한 편의 시설 4.14 0.87 2

응급 환자의 신속 진료 4.13 0.94 3

교통의 편리성 3.63 0.67 12

지인의 병원 근무 3.27 0.87 15

지인의 병원 추천 3.47 0.65 14

검사 및 진료 가격의 적정성 3.90 0.82 9

병간호 할 식구의 용이성 3.25 0.84 16

의료인의 친절도 3.95 0.89 7

대외적 명성과 신뢰도 3.83 0.52 11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4.08 0.78 4

<표 4-18> 병원 선택 요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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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 만족도

1) 의사의 전문성

‘의사 전문성의 만족도’의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값은 2.84로 나타나 의사 전문성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총 154명의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 4-19>와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18

로 40대, 50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

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이 3.56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7개월-1년 미만이 2.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3.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건강보험세대원가 2.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

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1개가 2.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없다고 응답

한 환자가 2.5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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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2.79 0.94

-.513**
여 2.86 0.65

연령

30대 3.18 0.60

4.500**
40대 3.00 0.69

50대 2.93 0.68

60대 2.52 0.84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3.56 0.53

4.787***

2-3개월 미만 2.90 0.61

4-6개월 미만 3.09 0.45

7개월-1년 미만 2.54 1.10

1년-2년 미만 2.57 0.70

2년 이상 2.93 0.7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2.89 0.76

.981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2.76 0.87

지역건강보험세대주 2.83 0.59

지역건강보험세대원 2.72 0.75

의료급여 3.33 0.82

사보험

종류

1개 2.95 0.62

1.348
2개 2.85 0.71

3개 이상 2.86 0.83

없다 2.50 1.03

합계 2.84 0.75

<표 4-19> 의사 전문성의 만족도

**p<.01, ***p<.001



- 62 -

2) 간호사 경력 및 경험

‘간호사 경력 및 경험의 만족도’의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08로 나타나 간호사 경력 및 경험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

단된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총 154명의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 4-20>와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18로 40대, 50

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2년 이상이 2.8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

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3.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건강보험세대원가 2.9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

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1개가 3.1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없다고 응

답한 환자가 2.7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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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2.92 0.74

-1.858
여 3.16 0.74

연령

30대 3.18 0.60

4.293**
40대 3.04 0.66

50대 3.27 0.72

60대 2.78 0.79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3.67 0.71

1.710

2-3개월 미만 3.03 0.72

4-6개월 미만 3.14 0.49

7개월-1년 미만 2.92 0.83

1년-2년 미만 3.10 0.91

2년 이상 2.86 0.5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13 0.74

.500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12 0.74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00 0.59

지역건강보험세대원 2.97 0.87

의료급여 3.33 1.03

사보험

종류

1개 3.16 0.76

1.468
2개 3.14 0.72

3개 이상 3.00 0.85

없다 2.75 0.58

합계 3.08 0.75

<표 4-20> 간호사 경력 및 경험의 만족도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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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의 경험 및 경력

‘직원의 경험 및 경력의 만족도’의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10으로 나타나 직원의 경험 및 경력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총 154명의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 4-21>와 같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36

으로 40대, 50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 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1년-2년 미만이 2.9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자가 3.32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지역건강보험세대주가 2.9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

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1개가 3.1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없다고 응

답한 환자가 2.9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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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17 0.88

.799**
여 3.06 0.76

연령

30대 3.36 0.81

1.731
40대 3.12 0.65

50대 3.18 0.72

60대 2.89 0.95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3.67 1.00

1.497

2-3개월 미만 3.10 0.80

4-6개월 미만 3.17 0.51

7개월-1년 미만 3.13 0.95

1년-2년 미만 2.90 0.85

2년 이상 3.07 0.7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32 0.83

1.881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03 0.59

지역건강보험세대주 2.90 0.61

지역건강보험세대원 2.97 0.87

의료급여 3.00 1.55

사보험

종류

1개 3.16 0.76

.323
2개 3.08 0.80

3개 이상 3.14 0.88

없다 2.94 0.77

합계 3.10 0.80

<표 4-21> 직원의 경험 및 경력의 만족도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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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단 장비의 구비

‘첨단 장비 구비의 만족도’의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

균값은 3.37로 나타나 직원의 경험 및 경력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

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총 154명의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 4-22>와 같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82로 40대, 50

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5)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2년 이상이 2.9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

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자가 3.71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3.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

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3.5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이상이 3.2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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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50 0.85

1.356
여 3.30 0.84

연령

30대 3.82 0.75

3.392*
40대 3.35 0.80

50대 3.49 0.69

60대 3.09 1.03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3.67 0.87

1.124

2-3개월 미만 3.33 0.76

4-6개월 미만 3.46 0.70

7개월-1년 미만 3.46 0.83

1년-2년 미만 3.36 1.03

2년 이상 2.93 0.7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71 0.65

4.537**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18 0.73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33 0.88

지역건강보험세대원 3.03 0.98

의료급여 3.00 1.26

사보험

종류

1개 3.32 0.85

.312
2개 3.40 0.83

3개 이상 3.28 0.96

없다 3.50 0.73

합계 3.37 0.85

<표 4-22> 첨단 장비의 구비의 만족도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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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속 절차의 신속함

‘수속 절차의 신속함의 만족도’의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60으로 나타나 수속 절차의 신속함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총 154명의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 4-23>와 같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4로 40대, 50

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입원 기간별로는 7개월-1년 미만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년 이

상이 3.2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가 3.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3.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없다고 3개 이상이 3.6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3.4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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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65 0.56

.847
여 3.57 0.65

연령

30대 3.64 0.81

.032
40대 3.58 0.58

50대 3.61 0.55

60대 3.59 0.72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3.56 1.01

1.972

2-3개월 미만 3.53 0.68

4-6개월 미만 3.54 0.51

7개월-1년 미만 3.75 0.53

1년-2년 미만 3.74 0.63

2년 이상 3.21 0.4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63 0.59

1.995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76 0.61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37 0.49

지역건강보험세대원 3.66 0.48

의료급여 3.33 1.51

사보험

종류

1개 3.59 0.60

.444
2개 3.61 0.62

3개 이상 3.66 0.55

없다 3.44 0.81

합계 3.60 0.62

<표 4-23> 수속 절차의 신속함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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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원 환경과 편의 시설의 청결함

‘병원 환경과 편의시설의 청결함의 만족도’의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

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79로 나타나 병원 환경과 편의시설의 청결함의 만

족도가 보통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총 154명의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 4-24>와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85로 30대, 50

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입원 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6개월 미

만이 3.4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자가 3.84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3.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보험 개수별

로 살펴보면 없다고 3개 이상이 3.9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없다

고 응답한 환자가 3.7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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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77 0.55

-.264
여 3.79 0.57

연령

30대 3.45 0.82

1.436
40대 3.85 0.46

50대 3.80 0.55

60대 3.80 0.54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4.11 0.60

5.867***

2-3개월 미만 3.63 0.61

4-6개월 미만 3.46 0.56

7개월-1년 미만 3.88 0.45

1년-2년 미만 3.95 0.44

2년 이상 4.07 0.47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84 0.50

.291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73 0.57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77 0.63

지역건강보험세대원 3.79 0.49

의료급여 3.67 1.03

사보험

종류

1개 3.76 0.64

.465
2개 3.76 0.52

3개 이상 3.90 0.56

없다 3.75 0.58

합계 3.79 0.56

<표 4-24> 병원 환경과 편의 시설의 청결함의 만족도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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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양한 편의 시설

‘다양한 편의 시설의 만족도’의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76으로 나타나 다양한 편의 시설의 만족도가 보통인 것으로 판단

된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총 154명의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 4-25>와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85로 30대, 50

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입원 기간별로는 2년 이상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개월 미만이

3.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2.8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5)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없다고 3개 이상이 3.83으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3.5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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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60 0.72

-2.030
여 3.84 0.70

연령

30대 3.64 0.92

.296
40대 3.85 0.61

50대 3.77 0.70

60대 3.72 0.75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3.44 0.73

2.895**

2-3개월 미만 3.50 0.86

4-6개월 미만 3.69 0.68

7개월-1년 미만 3.71 0.62

1년-2년 미만 4.00 0.66

2년 이상 4.07 0.47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77 0.54

2.818*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85 0.76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80 0.71

지역건강보험세대원 3.79 0.56

의료급여 2.83 1.72

사보험

종류

1개 3.81 0.70

.853
2개 3.76 0.66

3개 이상 3.83 0.71

없다 3.50 0.97

합계 3.76 0.71

<표 4-25> 다양한 편의 시설의 만족도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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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급 환자의 신속 진료

‘응급 환자의 신속진료의 만족도’의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41로 나타나 응급 환자의 신속진료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총 154명의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 4-26>와 같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48로 30대, 40

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입원 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년 이상이

3.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자가 3.59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가 3.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

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없다고 3개 이상이 3.4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3.3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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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52 0.64

1.412
여 3.35 0.78

연령

30대 3.45 0.82

.577
40대 3.27 0.83

50대 3.48 0.69

60대 3.37 0.74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3.67 1.22

1.095

2-3개월 미만 3.30 0.60

4-6개월 미만 3.49 0.61

7개월-1년 미만 3.50 0.72

1년-2년 미만 3.43 0.70

2년 이상 3.07 1.00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59 0.65

2.041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18 0.81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27 0.52

지역건강보험세대원 3.48 0.74

의료급여 3.33 1.51

사보험

종류

1개 3.35 0.82

.280
2개 3.43 0.71

3개 이상 3.48 0.69

없다 3.31 0.79

합계 3.41 0.74

<표 4-26> 응급 환자의 신속 진료의 만족도



- 76 -

9) 교통의 편리성

‘교통의 편리성의 만족도’의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

균값은 2.60으로 나타나 교통의 편리성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총 154명의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 4-27>와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77로 30대, 50

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입원 기간별로는 1년-2년 미만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개월-1

년 미만이 2.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

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역건강보험세대원이 2.79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2.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없다고 3개 이상이 2.8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1.7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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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2.29 1.04

-2.675
여 2.75 1.00

연령

30대 2.64 0.81

.788
40대 2.77 1.07

50대 2.65 1.00

60대 2.41 1.11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2.44 1.13

3.660**

2-3개월 미만 2.30 0.70

4-6개월 미만 2.86 0.91

7개월-1년 미만 2.04 1.08

1년-2년 미만 2.95 1.01

2년 이상 2.57 1.34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2.46 0.89

.815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2.76 1.03

지역건강보험세대주 2.53 1.04

지역건강보험세대원 2.79 1.21

의료급여 2.33 1.37

사보험

종류

1개 2.68 1.11

4.504**
2개 2.65 0.97

3개 이상 2.83 0.93

없다 1.75 1.00

합계 2.60 1.03

<표 4-27> 교통의 편리성의 만족도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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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사 및 진료 가격의 적정성

‘검사 및 진료 가격의 적정성의 만족도’의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

으로 할 때 평균값은 2.54로 나타나 검사 및 진료 가격의 적정성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총 154명의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 4-28>와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82로 40대, 50

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입원 기간별로는 1년-2년 미만이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개월∼1

년 미만이 2.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2.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건강보험자가 2.4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

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보험 개

수별로 살펴보면 없다고 2개가 2.6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없다

고 응답한 환자가 2.1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류

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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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2.42 0.87

-1.190
여 2.60 0.85

연령

30대 2.82 0.75

1.122
40대 2.73 0.83

50대 2.49 0.92

60대 2.43 0.78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2.44 1.13

1.611

2-3개월 미만 2.40 0.67

4-6개월 미만 2.60 0.69

7개월-1년 미만 2.29 0.95

1년-2년 미만 2.81 0.80

2년 이상 2.36 1.22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2.43 0.66

.674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2.55 0.94

지역건강보험세대주 2.70 0.92

지역건강보험세대원 2.52 1.02

의료급여 2.83 0.98

사보험

종류

1개 2.57 0.93

1.411
2개 2.60 0.87

3개 이상 2.59 0.73

없다 2.13 0.81

합계 2.54 0.86

<표 4-28> 검사 및 진료 가격의 적정성의 만족도



- 80 -

11) 의료인의 친절도

‘의료인의 친절도의 만족도’의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68로 나타나 의료인의 친절도의 만족도가 보통인 것으로 판단된

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총 154명의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 4-29>와 같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76으로 30대,

40대, 5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입원 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이 4.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6개

월 미만이 3.4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p<.0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역건강보험세대원가 3.79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3.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

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없다고 3개 이상이 3.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3.4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험 종

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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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71 0.61

.503
여 3.66 0.70

연령

30대 3.64 0.67

1.210
40대 3.46 0.65

50대 3.70 0.68

60대 3.76 0.64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4.56 0.73

6.450***

2-3개월 미만 3.47 0.57

4-6개월 미만 3.43 0.74

7개월-1년 미만 3.58 0.58

1년-2년 미만 3.83 0.54

2년 이상 3.86 0.5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55 0.69

.991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73 0.45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77 0.90

지역건강보험세대원 3.79 0.49

의료급여 3.50 0.84

사보험

종류

1개 3.70 0.70

1.009
2개 3.67 0.61

3개 이상 3.79 0.68

없다 3.44 0.81

합계 3.68 0.67

<표 4-29> 의료인의 친절도의 만족도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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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의 만족도’의 견해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80으로 나타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의 만족도가 보통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총 154명의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 4-30>와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91로 40대, 50

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입원 기간별로는 2년 이상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개월 미만

이 3.3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역건강보험세대원이 3.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2.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

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

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없다고 1개가 3.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3.6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

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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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67 0.90

-1.261
여 3.86 0.84

연령

30대 3.91 0.83

1.208
40대 3.77 0.65

50대 3.68 0.98

60대 3.98 0.77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3.44 1.67

4.436**

2-3개월 미만 3.30 0.92

4-6개월 미만 3.74 0.82

7개월-1년 미만 3.92 0.65

1년-2년 미만 4.05 0.58

2년 이상 4.29 0.73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64 0.70

5.021**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82 0.73

지역건강보험세대주 4.17 0.75

지역건강보험세대원 3.93 0.88

의료급여 2.67 1.97

사보험

종류

1개 3.97 0.73

.782
2개 3.72 0.95

3개 이상 3.83 0.93

없다 3.69 0.60

합계 3.80 0.87

<표 4-30>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의 만족도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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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선택 요인 평균 표준편차 우선순위

의사의 전문성 2.84 0.75 10

간호사의 경험과 경력 3.08 0.74 9

직원의 경험과 경력 3.10 0.74 8

첨단 장비의 구비 3.37 0.59 7

수속 절차의 신속함 3.60 0.87 5

병원 환경과 편의 시설의 청결함 3.79 1.03 2

다양한 편의 시설 3.76 0.75 3

응급 환자의 신속 진료 3.41 0.83 6

교통의 편리성 2.60 0.59 11

검사 및 진료 가격의 적정성 2.54 0.61 12

의료인의 친절도 3.68 0.87 4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3.80 1.55 1

<표 4-31> 병원 만족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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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 재이용 및 지인추천

1) 병원 재이용

‘병원 재이용 의사’에 대한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84로 나타나 병원 재이용 의사가 보통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총 154명의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 4-32>와 같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p<.05)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00

으로 30대, 50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 기간별로는 2년 이상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개월 미만이 3.7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

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역건강보험세대원이 4.14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3.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

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없다고 3개 이상이 3.9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3.56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보

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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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87 0.60

.292*
여 3.83 0.73

연령

30대 3.55 1.04

1.304
40대 4.00 0.57

50대 3.80 0.62

60대 3.89 0.74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4.00 0.71

.858

2-3개월 미만 3.73 0.45

4-6개월 미만 3.74 0.78

7개월-1년 미만 3.79 0.78

1년-2년 미만 3.93 0.75

2년 이상 4.07 0.47

건강

보험

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82 0.64

2.417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76 0.61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80 0.55

지역건강보험세대원 4.14 0.69

의료급여 3.33 1.51

사보험

종류

1개 3.89 0.70

1.027
2개 3.86 0.63

3개 이상 3.90 0.72

없다 3.56 0.81

합계 3.84 0.69

<표 4-32> 병원 재이용 의사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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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인추천

‘병원 지인추천 의사’에 대한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값은

3.92로 나타나 병원 재이용 의사가 보통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총 154명의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 4-33>와 같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p<.01) 결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08

로 30대, 50대, 60대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입원 기간별로는 2년 이상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개월 미만이 3.8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따라 통계

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역건강보험세대원이 4.14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가 3.7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

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보험 개수별로 살펴보면 없다고 3개 이상이 4.0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3.6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사보험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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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3.96 0.44

.725***
여 3.89 0.74

연령

30대 3.82 0.75

.699
40대 4.08 0.63

50대 3.87 0.61

60대 3.91 0.72

입원

기간

1개월 미만 4.00 0.71

.369

2-3개월 미만 3.80 0.48

4-6개월 미만 3.91 0.74

7개월-1년 미만 3.92 0.65

1년-2년 미만 3.93 0.75

2년 이상 4.07 0.47

건강보

험종류

직장건강보험자 3.93 0.60

1.395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3.76 0.61

지역건강보험세대주 3.87 0.51

지역건강보험세대원 4.14 0.69

의료급여 3.83 1.47

사보험

종류

1개 4.00 0.62

1.626
2개 3.89 0.62

3개 이상 4.03 0.68

없다 3.63 0.81

합계 3.92 0.66

<표 4-33> 병원 지인추천 의사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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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병원의 선택

요인과 고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선택요인으로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3가지의 요인(평균 4.10이상 요인)은 병원 환경과 편의시설의

청결함(4.23), 다양한 편의시설(4.14), 응급 환자의 신속한 진료(4.13)로 확인되

었다. 암 환자들에 있어 의료기관의 환경과 편의시설의 청결함이 병원을 선

택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지내는데 있어 신체적

으로 불편함 없이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에 속해

있는 암환자의 경우는 의료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의 진료의 편의성을 위하여

접근성에 중요성을 둔 기존의 논문들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의료기관의 환

경과 편의시설의 청결함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이유로 암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의 입원 목적은 보호, 관리, 재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다양한 편의시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청결함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편의시

설은 활동이 제한적인 암 환자들에게 있어 병원이 환자로 하여금 다양한 편

의시설로 인하여 자신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되었다. 과거의 암환자들은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대형병원(대

학병원 포함)에서 본질적인 치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생활하는데 있

어 불편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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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수 없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 환자의

특성상 활동제한이 있는 암 환자들이 자신이 생활하는데 있어 편리하게 생활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중요

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응급 환자의 신속진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의 경우는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첨단 의료기기

와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만,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도 신속한

진료가 행해지지 않는 다면 무용지물에 가깝기 때문에 병원을 선택하는 요인

에 있어 신속한 진료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암 환자 또한 요양병

원의 입원 목적이 보호 및 관리, 재활, 치료에 있기 때문에 편리성을 기반으

로 한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암 환자들에게 주요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둘째,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만족요인으로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3가지의 요인(평균 3.70이상 요인)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3.80), 병원 환경과 편의 시설의 청결함(3.79), 다양한 편의시설(3.76) 순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개인적

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와 같은 프로그램의 이용으로 증상의 완화, 삶의 질 향상, 암 치료의 부작용

과 고통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쇠퇴상태에 있는 암 환자에게 보조 치료

수단으로 이용 되어 매우 유의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외 병원 환경과 평의

시설의 청결함, 다양한 편의시설이 만족요인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첫째에서 언급된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이와 같이 요양병원의 선택요인과 만

족 요인에서 동시에 중요 요소로 나타난 병원 환경과 편의 시설의 청결함,

다양한 편의시설이 암 환자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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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는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병원의 선택 요인과

고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학문적

인 관점에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의 선택요소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여 유사

점, 유의점이 확인 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들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하여 암 환자들을 위한 병원선

택 요인과 이용자 만족도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각 의료서비스 요인들 중 암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료서비스 선택요인의 척도를 제시하였다.

셋째, 의료행위에 대하여 시행되는 의료서비스와 이외의 의료서비스는 복합

적인 개념으로 다른 서비스 사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의료 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발생한

다. 이에 그에 대한 측정도구를 탐색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원의

선택요인과 이용자 만족도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한 점에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내 사망률 1위의 원인인 암을 앓고 있는 암

환자는 의료시장에 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다. 암 예방을 위한 국가사업, 암

전문 병원, 암 환자 전문 재활 병원 등 의료 시장의 변화와 경쟁의 심화로

새롭게 열릴 틈새시장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암 전문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으나, 아직

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 구성한 병원 선택과 만족도 요인 중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을 통해

암 전문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이 일반병원과 요양병원과는 다른 암 환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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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신만의 차별성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경쟁하

고 있는 다른 의료 기관들은 이와 같은 요인 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 파

악과 경쟁의 우위를 다질 수 있는 전략 수립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셋째, 병원 환경과 편의 시설의 청결함, 다양한 편의시설이 병원의 선택과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

만 편의시설과 환경에 중점을 두기 보단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쟁을 하기

에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많은 암환자가 이용하는 만

큼 의료인의 의견을 수용, 타협하여 암 환자들이 수술 후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암 환자 전문의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실무적

인 내용을 저시한 것에 대해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병원의 선택 요인과

고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남 D군에 소재하는 M 암 맞춤형 요양기관의 병원선택

요인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하지만 표본

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전체 암 환자의 요양병원 선택요인과 만족도를

일반화 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

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지를 작성할 때 실제 요인들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고 더 다양

한 설문문항으로 작성하여 질문을 확대해야 하고, 설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한계점을 보완 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요양병원의 선택요인과 만족도는 지역 간에 의료 수준에 따라 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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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요양병원의 이용에 있어 암환자의 경우, 지역에

따라 이용의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넷째, 암 환자들이 결정하는데 있어 시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수술 직후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이러한 한계들이 연구의 결과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 다양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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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설 문 조 사 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요양병원 환자의 병원 선택 요인과 이용자 만족도를 연

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저에게 커다란 도

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학문적 목적

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성의 있게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

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 9.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지 도 교 수 : 김 종 호

연 구 원 : 정 봉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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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암환자로서 현재의 병원을 선택할 때 다음의 항목들이 어느 정도 중

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란에 체크해(V)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A1. 의사의 실력은 병원선택에 중요하다. 1 2 3 4 5

A2. 간호사들이 환자간호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

력은 병원선택에 중요하다.
1 2 3 4 5

A3. 장비와 기구를 다루는 직원들이 풍부한 경험과

경력은 병원선택에 중요하다.
1 2 3 4 5

A4. 첨단 장비와 의료기기의 구비는 병원선택에 중

요하다.
1 2 3 4 5

A5. 진료 접수 등 수속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한 것은

병원선택에 중요하다.
1 2 3 4 5

A6. 병원환경과 편의시설의 청결함은 병원선택에 중

요하다.
1 2 3 4 5

A7. 환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은 병원선택에 중

요하다.
1 2 3 4 5

A8.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는 병원선택에 중요하다. 1 2 3 4 5

A9. 집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것(대중교통, 주차

장)은 병원선택에 중요하다.
1 2 3 4 5

A10. 아는 사람이 병원에 근무하는 것은 병원선택에

중요하다.
1 2 3 4 5

A11. 아는 사람이 병원을 추천하는 것은 병원선택에

중요하다.
1 2 3 4 5

A12. 각종 검사 및 진료비 가격은 병원선택에 중요

하다.
1 2 3 4 5

A13. 병간호 할 식구가 병원지역에 사는 것은 병원

선택에 중요하다.
1 2 3 4 5

A14. 의료인(의사, 간호사) 및 직원들의(원무과) 친절

도는 병원선택에 중요하다.
1 2 3 4 5

A15. 대외적인 신뢰도와 명성은 병원선택에 중요하

다.
1 2 3 4 5

A16. 암 환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병

원선택에 중요하다.
1 2 3 4 5



- 99 -

▣ 귀하가 현재 이용하는 병원에 대한 만족수준에 관련한 항목들입니다. 생각하

고 계시는 해당란에 체크해(V)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B1. 의사의 전문성과 실력에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B2. 간호사들이 환자간호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

력에 만족 하십니까?
1 2 3 4 5

B3. 장비와 기구를 다루는 직원들이 풍부한 경험과

경력에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B4. 첨단 장비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1 2 3 4 5

B5. 진료 접수 등 수속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합니까? 1 2 3 4 5

B6. 병원환경과 편의시설이 청결합니까? 1 2 3 4 5

B7. 환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

까?
1 2 3 4 5

B8.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

까?
1 2 3 4 5

B9. 집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까? 1 2 3 4 5

B10. 각종 검사 및 진료비 가격은 적당하다고 생각

되십니까?
1 2 3 4 5

B11. 의료인(의사, 간호사) 및 직원들이(원무과) 친

절하였습니까?
1 2 3 4 5

B12. 암 환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되고

있습니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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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C1. 만약 다시 병원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이 병원을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2 3 4 5

C2. 이 병원을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하실 의향이 있

으십니까?
1 2 3 4 5

▣ 귀하는 현재 이용하는 병원의 재이용에 관련한 항목입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해당란에 체크해(V)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설문 응답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입니

다.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V) 주시기 바랍니다.

D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⓵ 남 ⓶ 여

D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⓵ 10대 ⓶ 20대 ⓷ 30대 ⓸ 40대 ⓹ 50대 ⓺ 60대 ⓻ 70대 이상

D3. 귀하는 본 병원에 계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⓵ 1개월 미만 ⓶ 2개월-3개월 미만 ⓷ 4개월-6개월 미만

⓸ 7개월-1년 미만 ⓹ 1년-2년 미만 ⓺ 2년 이상

D4. 귀하의 건강보험의 종류는 어떻게 되십니까?

⓵ 직장건강보험자 ⓶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⓷ 지역건강보험세대주

⓸ 지역건강보험세대원 ⓹ 의료급여

D5. 귀하께서는 국민건강보험 외에 가입하신 사보험이 몇 종류 있으십니까?

⓵ 1개 ⓶ 2개 ⓷ 3개 이상 ⓸ 없다

☆ 본 연구를 위해 힘드신 가운데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른 회복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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