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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치과 병의원 내원환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현대사회의 발달로 인해 병원도 같이 발전해 가고 있으며 환자의 욕구는 더

욱 높아져 이제는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 병의원에 내원한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고,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였으며, 각 요인이 나오게 된 원인들을 분

석하여 보았다. 

연구방법은 16개 치과 병의원급에 내원한 환자 545명을 대상으로 2달간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자료를 근거로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결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주요소부터 나열해 보면 

1. 전반적인 서비스 시스템의 조직화 정도 

2. 치료비 

3. 치료전 충분한 설명  

4. 치료전 대기시간 

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주 요소로 나왔으며, 부 요소로는 

5. 치과의사 및 직원의 치료 경험에 대한 만족도  

6. 치과의사의 수 

7. 응급상황의 대처능력 이었다. 

그 외의 많은 다른 요소들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사나 직원의 진료 내용적인 면보다는 병원의 전반적인 조직적 

시스템이 환자를 만족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으

며 앞으로도 좀더 많은 설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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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병의원 내원환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정 문 규 교수) 

우    상    엽 

 

I. 서   론 

 

현대 산업의 마케팅 이론 및 실제에서 고객 만족은 기업이나 조직의 발전 뿐 

아니라 생존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마케팅 분야에서 1900

년대 중반 이후 보고된 수 많은 고객 만족도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몇 

가지 가설 및 이론으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1). 대표적인 가설인 

disconfirmation theory(2) 에 의하면 소비자는 구매 전 상품들의 비교를 통하여 상품

에 대한 이해도 및 인지도(perception)를 높이고 기대치(expectations)를 형성한 후 

기대치와 상품의 질을 비교함에 따라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한다.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의 측정에 있어서 이러한 가설 적용

의 핵심은 공급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 및 인지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신뢰(reliability), 책임(responsiveness), 보장(assurance), 공감(empathy), 설비(tangibles) 

등이라 할 수 있다(2).  

이러한 5가지 영향 요인들을 치과 치료에 대한 만족도에 대입하여 보면 각각 기

술적 능력(technical competence),치과의사-환자의 관계(interpersonal factors),편의성

(convenience), 경제성(costs), 설비 및 진료 환경(facilities)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 

치과 병의원 및 치과 치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그 영향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이해도 및 인지도를 먼저 측정하여 이에 

따른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환자의 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사용되는데 그 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과거에는 치

과의사의 기술적 능력과 환자의 인지도 및 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

들이 주축이 되었으나 그 결과는 회의적이며 최근에는 오히려 기술적인 측면보다

는 환자의 심리 상태 등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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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되고 있다(4).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측정 방법의 객관성이 의심되고 실

제로 측정 결과의 산출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치과치료의 기

술적인 측면보다는 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orah(5) 

등은 치과 치료에 대한 환자 및 치과의사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의사소통

(communication), 치과의사의 환자에 대한 관심, 치료 전 설명 등 치과의사-환자 관

계를 나타내는 요인들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들

에서도 치과의사의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skill)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요소가 

치과치료에 대한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6). 

그러나 치과 치료의 경제적인 측면 즉 치료비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상

이한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또한 환자의 나이, 성별, 경제력 등 사회학적 요인들과 

함께 치과 치료와 관련된 이전 치과의 경험, 내원 횟수 등의 요인들도 대체로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14).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위에 열거한 여러 내용들이 실제 우리나라 치

과 의료환경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함이며, 기존의 국내 치과환자 

만족도 조사 내용이 거의 없거나, 미비한 것이 현실이고, 또한 있다 하더라도 그 

표본수가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의 신빙성이 현

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조사 되어진 내용이 대부분 종합병원 차원

의 대규모 병원에서의 조사에 국한되어 있어서, 실제 개업가에서의 환자 만족도는 

어떤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지 알아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실제 개업가에 내원한 환자 545명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개원 의원 내원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이고, 영향있게 

나온 요인들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앞으로 병원을 운영하는데 많은 지침이 되고

자 한다. 또한 마케팅 분야에서 고객 만족도 측정의 가장 유력한 가설인 

disconfirmation theory가 치과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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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재료 및 방법 

가. 연구재료 
 
자체 제작한 다음의 설문을 사용하였다. (Appendix 1) 

Appendix 1. 치과병.의원 내원환자의 만족도 조사 

 

나. 연구방법 
 

1. 설문대상 

      2004년 2월 10일~ 4월 10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16개의 치과 병의

원에 내원한 54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의사 2인

이상 병원이 9곳이고 소아전문병원 2곳, 의사 1인 병원이 5곳이며, 서울과 

일산, 분당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들 중 여환이 315명, 남환이 230명 이었고 

연령분포는 2세에서 76 세였고, 평균연령은 27세 였다.(2-7세의 영유아의 경

우 환자의 보호자가 대신 설문에 임함) 

    

2. 설문방법 

1) 각 치과 병의원의 대기실에서 설문 도우미가 직접 환자에게 질문하고 답

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 성별, 나이, 치과치료 경험의 기간, 현재 치과의 내원횟수, 내원이유, 내

원동기 등의 설문은 환자의 진술에 의한 답변을 답변란에 직접 기입하였

고 치과병,의원의 위치 분류, 치과병.의원의 개원기간, 치과의사의 수, 치

과직원의 수, 야간 및 공휴일 주당 진료 횟수 등의 설문은 치과의사, 치

과위생사, 치과조무사, 혹은 설문 작성 도우미가 작성하였으며 나머지 설

문들은 객관식 답변 보기의 번호에 표기하였다. 

3. 설문지의 평가 

성별, 내원이유, 내원동기, 치과병,의원의 위치분류 등의 답변들은 명목형 변

수로, 나이, 치과치료 경험의 기간, 내원횟수, 치과병.의원의 개원연수, 치과

의사의 수, 치과직원의 수, 야간 및 공휴일 진료의 주당 횟수 등의 설문의 

답변들은 연속형 변수로, 나머지 설문들의 객관식 답변 보기들은 순위형 변

수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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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분석 

1) 치과 병의원 내원 환자의 만족도 조사 설문에 대한 신뢰도를 Cronbach 

Coefficient Alph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Cronbach Coefficient Alpha란 문항

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척도로, 신뢰성을 알아보는데 사용되는 척도

이다. 신뢰도계수 Alpha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클수록 신뢰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2) 모든 설문의 답변들을 점수화(scoring)하였다. 

3) 치과 병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설문의 답변을 종속변수로 선정하

였고 나이, 치과치료 경험의 기간, 내원횟수, 치과병.의원의 개원연수, 치

과의사의 수, 치과직원의 수, 야간 및 공휴일 주당 진료횟수 등 연속형 

독립 변수들과 종속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단순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단순회기분석이란 독립변수가 하

나인 회기모형으로 수학적으로 일차함수 (Y=aX+b)의 형태를 가지는 분

석이다.비모수통계분석 (모집단에 대한 특정한 가정 없이 통계분석)에 사

용되는 검증방법으로 일표본검증 (one sample test)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몇 개의 명목데이타로 분류한 뒤 관측돗수와 기대돗수와의 차

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4) 성별, 내원이유, 내원동기, 치과치료 경험의 기간, 치과병, 의원의 위치분

류 등의 명목형 독립 변수들, 그리고 순위형 독립 변수인 나머지 객관식 

설문들과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Mantel-Haenszel Chi-Square test를 이용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5) 이상의 1:1 변량 분석에서 종속 변수의 영향 요인으로 추정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난 변수들을 정리하였다(table 3). 

6) 다중회기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종속변수 (치과 병

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들을 독립변수

로 하고 “치과 병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종속

변수에 유의성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별해냈다. 이때 독립변수

로 사용된 각 설문들 중 나이, 내원횟수, 개원년수, 치과의사의 수, 치과

직원의 수, 야간 및 공휴일 주당 진료횟수 등은 연속형 변수로, 나머지 

변수들은 범주형 변수로 간주하여 회귀계수를 측정하였다. 

7) 단계적 회기분석 (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종속변수 (치과 

병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들을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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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하고 “치과 병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를 종속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에 유의성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별해내고,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8) 단계적회기분석 (Stepwise Regression Analysis)에서 선택된 요인들을 독립

변수로 하고 “치과 병 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시한번 다중 회기분석 (Multiple Regression)과 단계적 회기분석 

(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재시행하여 종속변수에 유의성 있게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이 큰 순서를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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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가. 신뢰도 조사 

Cronbach’s coefficient alpha = 0.807292 

본 연구에서 쓰인 설문은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단순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한 연속형 변수들과 종속변수 

(치과 병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Table 1) 

 

     Table 1. Correlation between general satisfaction and continuous variables using 

Linear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P 

Age -0.01071 0.00226 -4.75 <.0001* 

Number of Years in dental  

experience 

-0.00550 0.00335 -1.64 0.1007 

Number of visits -0.01064 0.00402 -2.65 0.0083* 

Number years in dental practice 0.01880 0.00552  3.04 0.0007* 

Number of dentists -0.08858 0.01790 -4.95 <.0001* 

Number of staffs -0.04128 0.00773 -5.34 <.0001* 

Number of practice on holidays -15500 0.04074 -3.80 0.0002* 

* : comparison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 t-Statistics Value, P: p value  

 

 

    단순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연속형 변수들과 종속변수

(치과 병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1:1 변량 분석한 결과 나

이, 치과치료 경험의 기간, 내원횟수, 치과병.의원의 개원연수, 치과의사의 수, 치

과직원의 수, 연휴 및 공휴일 주당 진료 횟수 등이 치과병.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범주형 변수 설문들이 



 7 

유의성을 보이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의 높은 신뢰수준을 재확인 가

능하게 하였다. 

 

다. Mantel-Haenszel Chi-Sgure test를 이용한 명목형 및 순위형 변수들과 종속변

수 

(치과 병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Table 2) 

 

  Table 2. Correlation between general satisfaction and nominal/ordinal variables using 

Mentel-Haenszel Chi-Square test 

 

*: comparison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value: Chi-Square statistics Value,  P: p Value 

 

Mantel- Haenszel Chi-Square test 를 이용하여 명목형 및 순위형 변수들과 종속

변수 (치과병.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1:1 변량 분석한 결과 

Variables value P 

Satisfactions in service system 156.0580 <.0001* 

Satisfactions in cost of dental treatment 73.1179 <.0001* 

Satisfactions in duration of dental treatment 76.7868 <.0001* 

Satisfactions in duration of treatment intervals 37.1303 <.0001* 

Satisfactions in duration of dental examination  58.9129 <.0001* 

Satisfactions in duration of waiting time 80.0289 <.0001* 

Satisfactions in informations provided  85.5037 <.0001* 

Satisfactions in skills of dentists & staffs 70.6102 <.0001* 

Satisfactions in dealing with emergencies 74.1012 <.0001* 

Satisfactions in academic status of dentists &staffs 79.8925 <.0001* 

Satisfactions in hygiene & sterilization 61.0829 <.0001* 

Satisfactions in clinic’s facilities & environment 37.4096 <.0001* 

Sex 0.7389 0.3099 

Reason for visit 11.7000 <.0006* 

Motivation of visit 3.1846 0.0743 

Classification of clinic’s location 1.2066 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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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병의원의 서비스, 치료비, 한번 내원시의 치료시간, 다음 내원시까지의 기간, 

구강검사 시 소요되는 시간, 치료 전 대기시간, 치료 전 설명, 치과의사 및 직원들

의 경험 및 학문적 수준, 응급상황의 대처능력, 청소 및 소독상태, 환경 및 인테리

어, 위치 등에 대한 만족도와 내원 이유 등 대부분의 명목형 및 순위형 변수들이 

유의성 있게 종속변수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라. 1:1 변량 분석에서 치과 병의원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추정 

가능한 변수들 (table 3) 

 

Table 3.  Possible determinants on general satisfaction 

 

Variables Possible Determinants 

Age 

No. of visits 

No. of years in dental practice 

No. of dentists 

No. of staffs 

Continuous 
(연속형 변수) 

 

Practice on holidays 

Satisfactions in service system 

Satisfactions in cost of dental treatment 

Satisfactions in duration of dental treatment 

Satisfactions in duration of treatment intervals 

Satisfactions in duration of dental examination  

Satisfactions in duration of waiting 

Satisfactions in informations  provided 

Satisfactions in skills of dentists & staffs 

Satisfactions in dealing with emergencies 

Satisfactions in academic status of dentists & staffs 

Satisfactions in hygiene & sterilization 

Satisfactions in clinic’s facilities & environment 

 
Categorial 

(명목형,순위형변수) 

Satisfactions in clinic’s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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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for visit 

마.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유의한 변수들과 종속변수 (치과 병의원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Table 4)   

 

Table 4. Influence of possible determinants on general satisfaction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Parameter Estimate t P 

Age -0.00115 -0.57 0.5661 

Visit No. -0.00287 -0.85 0.3940 

Dental experience -0.00254 -0.50 0.6187 

Dentist No. -0.02631 -0.57 0.5700 

Staff No. -0.00046963 -0.03 0.9796 

Service system 0.26009 7.11 <.0001* 

Tx cost 0.10966 3.95 <.0001* 

Tx duration 0.04141 1.20 0.2318 

Tx interval 0.00270 0.09 0.9309 

Exam duration 0.04688 1.33 0.1853 

Waiting duration 0.05860 1.98 0.0482* 

Informations  0.07056 2.06 0.0401* 

Skills 0.07509 1.94 0.0531 

Emergency 0.05678 1.63 0.1034 

Academic 0.01652 0.43 0.6666 

Sterilization 0.02694 0.62 0.5323 

Facilities & environment -0.02717 -0.83 0.4065 

Approach 0.02161 0.76 0.4499 

Holidays -0.01556 -0.32 0.7515 

Visit reason -0.00744 -1.12 0.2636 

      *: Correlation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 t-statistics Value   P: p value 

 

다중회귀분석결과 치과 병의원의 서비스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치료비에 대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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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치료 전 설명에 대한 만족도,치료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이 “치과 병의

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단계적회귀분석 (Stepwise Regressing Analysis)을 이용한 유의한 변수들과 종속

변수 (치과 병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Table 

5) 

 

Table 5.  Summary of the amount of influence of determinants on general satisfaction in 

orders using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mount of Influence 

In Orders  
Variables F P 

1 Service system 223.96 <.0001* 

2 Tx cost 43.59 <.0001* 

3 Informations  20.95 <.0001* 

4 Waiting duration  13.68 0.0002* 

5 Skills 8.82 0.0031* 

6 Dentists No. 6.42 0.0116* 

7 Emergency 4.81 0.0286* 

8 Exam duration 3.33 0.0685 

*: correlation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F: F-statistics value   P: p Value 

 

단계적 회기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es)결과 “치과 병의원에 대한 전

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영향이 큰 순서로 

1. 치과 병의원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2. 치료비에 대한 만족도 

3. 치료 전 설명에 대한 만족도 

4. 치료 전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 

5. 치과의사 및 치과직원의 치료의 경험에 대한 만족도  

6. 치과의사의 수 

7.  응급상황의 대처에 대한 만족도 등이었다. 

 



 11 

 

 

사. 다중 회기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한 유의한 변수들과 종속변

수 “치과 병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재분석 결과  

(Table 6) 

 

Table 6.  Re-analysis of influence of possible determinants on general satisfaction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 t R 

Service system 0.27428 8.27 <.0001* 

Tx cost 0.11698 4.39 <.0001* 

Waiting duration 0.07033 2.57 0.0105* 

Informations 0.07936 2.38 0.0175* 

Skills 0.08080 2.25 0.0248* 

Exam duration 0.06006 1.83 0.0685 

Emergency 0.06880 2.07 0.0388* 

Dentists. No. -0.03487 -2.39 0.0171* 

*: correlation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 t-statistics value    P: p value 

 

1차 단계적 회기분석 (Stepwise Regression Analysis)에서 선택된 요인들을 독립

변수로 하고 “치과 병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2차 다중 

회기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한 결과 치과 병의원의 서비스 시스템

에 대한 만족도, 치료비에 대한 만족도, 치료 전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 치료 전 

설명에 대한 만족도, 응급상황의 대처에 대한 만족도, 치과의사의 수 등이 “치과 

병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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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단계적 회기분석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을 이용한 유의한 변수들과 종

속변수(치과 병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재분석 결과 

(Table 7) 

 

Table 7.  Summary of re-analysis of the amount of influence of determinants on general 

satisfaction in orders using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mount of Influence 

In orders 
Variables F P 

1 Service system 223.96 <.0001* 

2 Tx cost 43.59 <.0001* 

3 Informations 20.95 <.0001* 

4 Waiting duration 13.68 0.0002* 

8 Skills 8.82 0.0031* 

6 Dentists No. 6.42 0.0116* 

7 Emergency 4.82 0.0286* 

8 Exam duration 3.33 0.0685 

*: correlation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F: F-statistics Value,    P: p value 

 

단계적 회기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es)의 재 시행 결과 “치과 병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영향이 큰 순서로  

1. 치과 병의원의 서비스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2. 치료비에 대한 만족도 

3. 치료 전 설명에 대한 만족도 

4. 치료 전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 

5. 치과의사 및 치과직원의 치료 경험에 대한 만족도 

6. 치과의사의 수  

7. 응급상황의 대처에 대한 만족도 등이었다. 

이는 20개를 독립변수로 하여 시행한‘(바)’의 결과와 똑같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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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쓰인 치과 병의원 내원 환자 만족도 설문은 비교적 신뢰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 coefficient alpha=0.8072920). 치과 병의원 내원 환자

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그 정도가 큰 순서대로 i) 치과 

병의원의 서비스 시스템(조직화)에 대한 만족도, ii) 치료비에 대한 만족도, iii) 치료 

전 설명에 대한 만족도, iv)치료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치과 병의원의 서비스 시스템의 조직화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만족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단순히 치료의 질 

자체보다는 치료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의 체계가 환자의 병원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뜻한다. 즉, 의사나 직원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어떤 체

계화된 틀 안에서 이루어 진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개인이 상냥

해서, 또는 의사가 친절해서가 아닌, 그 자리에 누가 있어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환자에게 느껴지게 해야한다. 이것이 조직화된 서비스 시스템인 것이

다. 이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고 세세한 부분에까지 경영자의 손길이 미쳐야 가

능한 것이고 이런 모든 서비스 행위는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제대로 하는 곳은 많지 않다. 서비

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진 몇 개의 병원에서는 만족도가 월등히 높게 나온 것

이 사실이다. 이론적인 내용으로 이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다. Zeithaml 과 Bitner 

가 주창한 “zone of tolerance” 가설(16)이 있는데, 고객은 서비스에 대하여 기존에 

본인이 원하던 높은 수준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가 서비스의 성과(performance)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대치를 조정하면서 기존의 기대치와

의 차이를 수용하게 된다. 이를 치과 분야에 응용하여 설명하면 환자가 치료라는 

서비스의 성과에 대하여 기존 기대치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서 수용해가

는 범위를 zone of tolerance라 한다. 그러나 치료의 결과나 성과에 대하여 특정한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기대치와의 차이를 느낄 때, 즉 zone of tolerance 를 침범하

였을 때 만족하느냐 불만을 가지느냐가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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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환자들은 대부분 내원한 치과에서의 치료에 대한 기대치와 비교해 볼 때, 치

료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설문에서 치과 치료 전 기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설문인 내원 동

기 와 내원 이유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원 동기” 는 일대일 변량 분석에서 조차 전반적인 만족도와의 유의성이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기대치를 점차 낮추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원 동기와 내원 이유, 특히 내원 동기가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내원동기는 일반적인 상품 

구매 전 ‘기대치’에 해당되는데 그 기대치가 나중의 만족도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일반적으로 만족도 조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disconfirmation theory’와도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품질평가(quality 

assessment)와 만족도(satisfaction)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척도는 근본적으

로 다른 것이며 quality assessment는 제품 또한 서비스를 경험하지 않고도 고객이 

그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서 disconfirmation theory의 이해 및 인지 

(perception) 단계에 해당하는 quality perception 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반면 만족

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경험한 후에야 그 평가가 가능한 척

도이다. 만족도는 결국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해 및 인지(perception), 비교 이후 경

험을 하고 나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평가 (quality assessment)는 만족도

(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미칠 수 없는 하나의 요인일 뿐이다(17). 본 

연구에서 치과 병의원에 내원하기 전 환자의 기대치를 조사할 수 있는 내원 동기

에 관한 설문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치과 치료에 대한 quality assessment 혹은 

quality percep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치과 

분야에서의 disconfirmation theory의 응용은 이러한 이론의 핵심적인 기대치

(expectations)에 해당하는 내원 동기가 전반적인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이론의 치과분야에서의 응용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Newsome 과 Wrigst(3)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로

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그 영향요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에 부가

적인 가설 및 이론이 필요함을 입증한다.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료비에 대한 만족도

로 나타났다. 이는 문득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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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결과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치료비가 싸다고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또 비싸다고 불만족한 것도 아닌 것이다. 단지 치료비 자체가 병원의 만

족도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가

면서 이제는 치과도 치료의 질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닌 종합적인 서비스 전반이 

평가 되어 진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치료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여러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하며,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병원의 위치, 서비스 수준, 인테리어, 병원규모등 여러가지 

요소와 잘 맞는 치료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고객 또는 환자는 투입한 자원(치료비)에 대한 획득한 성과 (치료결과)의 비율

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치과치료에 만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social equity 

theory(18)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비에 대한 만족도 성분을 이용하여 치료비

에 대한 환자의 견해를 물었는데 만족할 경우 실제로 치료비가 저렴해서 만족한 

것인지, 투입한 치료비에 대한 적절한 치료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만족한 것인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치료비가 치료에 대한 만족

도에 영향을 매우 적게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고(7,8), 유사한 연

구에서 치료비의 많고 적음을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의 질을 평가하는 거의 유일

한 수단으로 참고하도록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수의 추정 가

능한 영향 요인들 중 치료비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만족도에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배치된다. 이러한 결과는 

10~20년 전에 행해진 기존 연구들에 비하여 최근에 시행된 설문 조사에 응한 환

자들, 특히 20대와 30대가 대다수를 이루는 환자들은 치과 치료비를 마케팅 분야

에서의 제품 또는 서비스 비용과 유사하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치료비를 

단순히 치과치료의 질을 평가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던 기존의 경향이 점차 치

과의료 서비스전반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

다고 사료된다. 

이는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에서 치과의사 및 치과 직원의 

경험과 기술, 치과의사나 치과직원의 학문적인 평가에 대한 만족도 등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아울러 환자들의 치과 치료

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Social equity theory로 설명 가능한 또 다른 부분은 치료 전 대기 시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이다. 즉 환자들은 대기 시간, 다음치료까지의 기

간 등 시간의 개념을 적절한가 부적절한가로 만족도와 아울러 평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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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치료 전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만족도에 네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다음의 또 다른 측면

에서 설명 가능하다. 즉. 대기시간의 개념은 측정 가능한 만족도의 척도들 중 가

장 주관적이라는 측면이다. 이는 notion of objective theory(19)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치료 전 대기시간 등 시간에 대한 개념은 매우 설명하기 어려운 척도이고 환자에

게는 대기시간이 정확한 시간이라기 보다는 장시간/단시간, 또는 만족스럽게 수용 

가능/불만족하여 수용불가능 등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척도

는 매우 주관적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식적으로 짧을수록 만족

하리라 사료되는 치료 전 대기시간 이외에도 방사선 등 구강검사에 소요되는 시

간, 다음 치료시 까지의 기간 등 다양한 시간의 요인들을 설문에 포함하여 주관성

을 감소시키려 노력하였으나 치료 전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만이 전반적인 만족

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결과 역시 병원이 이젠 서비업의 일

종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대기시간이 네번째 요소

로 나왔다는 것은 전반적인 서비스 시스템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기시간

이 들어감을 의미한다. 치과 치료와 관련한 만족도 조사에서 시간의 개념을 포함

시킨 연구는 매우 드물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시간의 요인에 대한 다양한 설

문을 작성 후 추후 유사한 연구를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Disconfirmation theory에 의하면 치료에 대한 환자의 기대가 클수록 치료성과가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본 연구의 일대일 변량 분석에서 전반적인 만

족도와 유의성 있게 상관관계를 나타낸 치과의 시설 및 인테리어에 대한 만족도 

설문의 경우 기타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다중회귀분석에서 

비록 유의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회귀계수가 음성치의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기대치와 치료성과 간의 disconfirmation theory 를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다. 즉, 환

자는 치과의 시설 및 인테리어에 대하여 만족하여 기대치가 높아졌으나 전반적으

로는,특히 치료의 결과에 대하여 불만족스럽게 느끼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세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료 전 설명에 대한 

만족도’로 나왔다. 이는 치료전 설명에 의해 덴탈IQ가 상승되고 이로 인해 기대치

가 낮아져 만족도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반면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환자의 기대치는 오히려 더 높아져 불만족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요즘 병원

들은 인테리어나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요소 역시 환자의 기대치

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서는 특히 치료 전 설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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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하여 환자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전반족 만족도를 높이는 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것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Festinger의 cognitive dissonance theory 

(21) 와 함께 유사한 요소들을 내포하는 assimilation-contrast theory(22)로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치료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치료에 대한 

이해도 및 인지도(perception)가 부족하여 전반적인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할 

수 있고 반대로 치료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 진 경우 치료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전반적인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disconfirmation 

theory 가 내포하는 기대치의 개념과 완전히 상반된 개념으로서 만족도가 이해도 

및 인지도와 상관없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는 경우를 대변한다. 상반된 개

념의 2가지 상황(dissonance) 즉. 환자가 기대하고 있던 것과 차이가 있는 치료성과

를 얻은 상황에서 환자는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의식 속에서 변화시켜 

조화(consonance)시키려는 경향이 발동한다. 즉. 환자의 기대치와 치료 성과간의 차

이가 크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인지도를 기대치에 가깝게 이동시켜 동화시키려는 

효과가 나타난다(assimilation effect). 그러나 기대치와 치료성과 간의 차이가 일정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환자는 이 차이를 과장되게 인식하고 불만족하게 된다

(contrast effect).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치료 전 설명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만

족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assimilation-contrast theory로 설명 가능

하다. 

Fishbein과 Ajzen(23)은 인지(perception)나 믿음(belief)은 사회적 통념(cognitive)

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만족도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러한 인지나 믿음과 관련하여 만족도 역시 사회적 통념(cognitive)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최근까지 정설이었다. 그러나 만족도는 사회적 통념뿐 아니라 감

정적이고 정서적인(affective) 측면으로부터 또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에 따라

(24) 인간의 감정 및 심리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

구에서는 환자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추정 가능한 영향 요인으로 포함시키는 것

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총 24개의 항목(독립변수) 중 4개의 항목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제외되었다.제외된 항목으로는 ① 치과치료 경험의 기간, ② 성별, ③ 내원동기, 

④ 병원의 위치분류(상가지역, 주거지역 등등)로 나타났다. 이중 특이한 사항으로

는 “내원동기”가 제외된 점이다. 이 설문을 시작하기 전 우리의 예측으로는 “내원

동기”가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설문조사에 임했으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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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렇지 못했다. 이로인해 disconfirmation theory역시 치과의 만족도 조사에 쓰이

기 힘들다는 결론도 얻어 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독립변수들을 명목형, 순위형 및 연속성 변수로 나누어 

일대일 변량 분석을 시행한 후 (Table 1,2) 획득한 추정 가능한 영향요인들을 (Table 

3) 다시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타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중회귀 분

석을 통해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고 4개의 영향

요인들을 규명하였다(Table 4).  

그러나 영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고자 일대일 변량분석에서의 유의성 있는 변수

들을 독립변수들을 가지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것과 7개의 독립변수들이 

유의성 있게 순위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따라서 단계적 회

귀분석에서 유의성을 보이지 않은 변수를 포함하여 총 8개의 독립변수만을 가지

고 다시 한번 다중회귀분석과 단계별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영향력 순위 변동의 여

부를 확인하고자 한 결과 영향력 순위의 변동을 발견할 수 없었다(Table 6). 이는 

유의성 있게 나온 변수들의 신뢰성을 보다 더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상 가능한 것이었고 매우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병원 경

영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크게 4가지가 중요인자로 

나왔지만 이 요소들 중 제대로 하고 있다고 느끼는 병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

각된다. 이것이 우리 치과 경영인들 대다수의 현재의 마인드인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제 변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고, 이미 변화되는 병원에서 성공적인 사

례들을 많이 보게 된다. 병원이 서비스 산업의 일종이 되어 간다는 것이 확실하다

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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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4년 2월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16개의 치과병의원에 내원한 54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과 병의원에 대한 만

족도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대상은 여환 315명, 남환 230명 이었고 연령분포는 2세에서 76세였으며 

평균연령은 27세였다. 조사한 설문을 토대로 치과 병의원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disconfirmation theory 와 연계하여 규명하고자 다중회귀분석과 단

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총 24개의 독립변수 중 20개가 유의성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2. 제외된 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자의 치료 경험기간 

② 성별 

③ 내원동기(교통편의성, 소개, 인터넷광고, 의사경력 등) 

④ 병원의 위치 분류(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3.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주요인(영향이 큰 순서대로 나열) 

①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② 치료비에 대한 만족도 

③ 치료 전 설명에 대한 만족도 

④ 치료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 

4. 영향을 끼치는 부요인 

① 치과의사 및 직원의 치료 경험에 대한 만족도 

② 치과의사의 수  

③ 응급상황의 대처에 대한 만족도. 

5. Disconfirmation theory에 대해서는 그 핵심내용인 환자의 기대치

(내원동기)가 치과 병의원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나

타내지 못함에 따라 치과분야에서의 응용가능성을 확인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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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6. 인테리어등 시설이 좋을수록 만족도를 높이기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치과 병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치과의사와 치과직원의 기술적, 

학문적 능력등의 요인보다는 치과 병의원의 서비스 시스템, 치료비, 치료 전 설명, 

대기시간등 자신들이 손쉽게 평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치과 병

의원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병원사업이 이제는 서비스 분야

의 한 부분으로 완전히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마케팅 분야의 

고객 만족도 측정에서 가장 유력한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disconfirmation 

theory의 치과분야에서의 응용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치과의료서비스에 

알맞은 만족도 측정가설을 선정하여 치과 병의원 내원 환자의 체계적인 만족도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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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1. 치과 병의원 내원환자의 만족도 조사 
 
본 설문은 현재 귀하가 계신 치과 병의원에 대한 귀하의 평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
다. 모든 자료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귀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
록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남 / 여 ) 
 
2. 귀하의 나이는? 
만 (      )세 
 
3. 치과 치료를 몇 년 전부터 경험하셨습니까? 
(     )년 (     )개월 
 
4. 현재 귀하가 계신 치과 병의원에는 몇 번째 내원이십니까? 
(     )번째 
 
5. 처음 내원하셨을 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충치 치료를 위해 
② 잇몸 치료를 위해 
③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 
④ 통증 치료를 위해 
⑤ 예방 치료를 위해(실란트, 불소도포) 
⑥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위해 
⑦ 미백 치료를 위해 
⑧ 교정 치료를 위해 
⑨ 이를 해 넣기 위해 
⑩ 틀니 치료를 위해 
⑪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⑫ 기타 (                                  ) 
 
6. 현재 귀하가 계신 치과 병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마음에 든다 
②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⑤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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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귀하가 계신 치과 병의원의 서비스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① 매우 조직화되어 만족스럽다 
②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⑤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다 
 
8. 현재 귀하가 계신 치과 병의원의 치료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9. 현재 귀하가 계신 치과 병의원의 한번 내원 시 치료시간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10. 치료 후 다음 내원 시까지 예약기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11. 치료시작 전 검사(X-ray, 구강검사)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12. 현재 귀하가 계신 치과 병의원의 치료 전 대기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13. 치료 받을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까? 
①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 
②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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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매우 불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다 
 
14. 최근 받고 있는 치료에 대하여 주치의나 직원(치과위생사, 치과조무사)의 경험이 풍부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② 필요한 만큼의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다 
④ 경험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⑤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15. 치과 응급치료 즉, 심한 통증이나 사고에 대한 현재 치과 병.의원의 대처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② 그런대로 잘 대처된다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다 
④ 미흡한 점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 
⑤ 대처가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한다 
 
16. 주치의나 직원(치과위생사, 치과조무사)이 최근 치료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또는 임상적
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②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⑤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17. 현재 귀하가 계신 치과 병의원의 청소상태나 소독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깨끗하고 소독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② 괜찮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⑤ 불결하다고 생각한다 
 
18. 현재 귀하가 계신 치과병의원의 내부 설비나 인테리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19. 현재 귀하가 계신 치과병의원이 내원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② 비교적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편리하지 못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⑤ 매우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 마지막으로 귀하가 현재 계신 치과 병의원에 치과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시게 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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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교통이 편리하여 
② 눈에 잘 띄어서 
③ 친구, 친척의 소개로 
④ 다른 치과 병.의원의 소개로 
⑤ 인터넷 등 광고 매체를 통하여 알게 되어서 
⑥ 주치의의 경력(전문성, 학력 등) 
⑦ 치과 병.의원의 규모 
⑧ 기타 (                                        ) 
 
 
 
이 페이지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조무사 또는 설문작성 도우미가 작성하십시오. 
 
21. 치과 병의원의 위치 분류 
[   ] 역세권, 유흥가 등 상업지역 
[   ] 아파트 등 주거지역 
[   ] 준상업, 준주거지역 
[   ] 공장이 밀집한 지역 
 
22. 치과 병의원의 개원 년수 
(    )년 
 
23. 치과 병의원의 의사 수 
(   )인 
 
24. 치과 병의원의 직원 수 
(    )인 
 
25. 야간 및 공휴일 진료 
주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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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odern society moves forward, the demands of patients also diversified. Such trends 

influenced modern society that medical business should be regarded as a medical service 

business. 

Therefore, my thesis focused on the facts that influence dental patients’ satisfaction, 

sorted the facts by the importance of the influence and analyzed the cause of such facts. 

We surveyed 545 patients who visited 16 dentistry/dental clinics for two months and 

based on such data, we statistically analyzed the answers of the survey questions. 

According to the survey, to list up the main factors that influence dental patients’ satisfaction 

most; 

1. Overall structure of the service system 

2. Service fee 

3. Briefing on a client’s case before the dental treatment 

4. Waiting time before the dental treatment 

 

Other minor factors that can be considered are; 

5. The degree to the satisfaction of the dental treatment by a dentist or any medical staff 

6. The number of dentists in a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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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capability of emergency situation 

Other factors turn out to be not significantly relevant. 

 

In conclusion, overall structure of the service system of one dentistry is more important 

factor than general dental treatment of a dentist or medical staff to increase client satisfaction 

and thus, the more survey and research are expected to condu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