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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치치치과과과병병병원원원 내내내원원원환환환자자자의의의
만만만족족족도도도 조조조사사사분분분석석석

 

오늘날의 시장 경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이는 점점 가속
화 되어가는 소비자의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구매
자의 상품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에 기인한다.다양한 선택의 대안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 경제체제는
소비자의 소득수준의 증가와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인한 의료 수요확대를
통해 의료분야에서도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최근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의료기
관의 수 및 의료 인력의 증가로 인해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고,이러한 경
쟁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시장 선택의 폭은 넓어지게 되었다.이런 시점에 소비자
의 입장에서 본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서비스
의 문제점,개선점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필요 불가결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2006년 1월 23일부터 4월 15일 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7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은 성별이나 결혼여부는 적절하게 표본이 추출
된 것으로 보이나 직업에서는 학생 및 대학(원)생,내원이유와 현재 받고 있는
치료에 있어서는 교정치료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치과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체의 74%가 높은 만족을 나타내었다.
3.독립변수들 중 구체적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서비스시스템’,‘친절도’,‘설명’,
‘대기시간설명’,‘예약시스템’,‘응급상황에의 대처’,‘치과진료경험의 풍부’,‘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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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의 유무’,‘병원의 규모’,‘소독’,‘내부시설’,‘주차’에 대한 만족도는 높
게,‘치료비’,‘치료준비시간’,‘대기시간’,‘치료시간’,‘예약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4.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들 사이에는 높은 선형관계가
없었다.

5.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 총 34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불편감 해소,서비스 시스템,친절도,설명,한
번 내원 시 치료시간,예약시스템,지식의 유무,내부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8개
독립변수가 유의수준 1%하에서 서로 높은 상호관련성을 보였다.

고객의 만족은 전적으로 고객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한다.환자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고객인 환자를 만족시키는
필수 요건이 된다.많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중심으로 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병원,
고객감동을 위한 병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이는 치과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내원환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한 새로운 병원 경영 전략의 수립과 그로 인한 의료 서
비스의 질 향상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
하리라 여겨진다.                                         
                

핵심어 :의료서비스,고객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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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지도 지도 지도 정문규 정문규 정문규 정문규 교수교수교수교수))))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치의학과치의학과치의학과치의학과

김 김 김 김 민 민 민 민 영영영영

  

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오늘날의 사회는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각 분야에 걸쳐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의 대안 속에
서 자신의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 중심시장으로 변모
하고 있다.이는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인한 의료수요
가 증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의 의료분야에도 적용된다.또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건강에 대한 권리의식의 대두 등으로 인하여 환자들은 의료서
비스의 구매주체로서 적극적인 구매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박장순,2002).의료서비
스는 전통적으로 하나의 서비스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마케팅 연구자들
에 의해 일반 서비스와는 다르게 복합적인 구성요인을 특성으로 하고 있음이 밝
혀지고 있다.그리고 의료소비자는 근본적으로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행위 및 병
원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일반적인 구매와는 다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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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진료형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구매 형태를 가지고 있다
고 여겨진다(오경근,2001).
Georgette(1997)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공급자 측면과 환자 측면으로 나누어 정

의하였다.그의 이론에 의하면 공급자 측면에서의 의료의 질은 주로 임상적인 것
으로서 진단명의 정확성,의료기술의 숙련정도 등을 평가하지만,환자 측면에서의
의료의 질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
다.그는 의사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환자가 그것을 느끼
지 못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의료산업
에서의 서비스의 질은 환자들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무엇보다 환자들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를 Babakus와 Mangold(1992)는 기술적인 질(technical
quality)과 기능적인 질(functionalquality)로 구분하였고,기술적인 질은 기능적인
질의 종속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환자들이 인지하는 기능적인 질의 측정에
대해 강조하였다(BabakusE,MangoldWG.,1992).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의 수 및 의료 인력의 증가는 의료계의 경쟁을 가져왔고

이는 치과 의료의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된다.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
대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식의 증대,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운동의 확대 등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의료서비스 시장도 전통적인 공급자 중
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종길,1998).이 같은 의료시장
의 경쟁 강화는 소비자에게 시장 선택의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품질향상을 이
루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만족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학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의사가 주체가 되어 환자의 증세에 따라 적절한

투약이나 처치로 치료하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라고 정의한다.이러한 서비
스는 의료행위 자체인 본질적인 서비스와 소비자가 의료행위를 받게 되기까지 경
험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부가적인 서비스로 구분된다.의료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사의 진료행위는 매우 전문적인 것이어서 일반 소비자가 그 질을 평가하
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의존적인 특징과 함께 의사와 직접 대면해야 하기 때
문에 일반 소비자가 적절한 치료비용을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사용하면서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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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사항 이나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급자인 의사나 병원에 대해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바꾸어 말하면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치료를
받기 전에 의료 행위 자체,즉 의료서비스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치료와 처방이 적절한 것이었는가를 평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의료행위 이외의 측면,예를 들면 의
료진의 친절한 태도,병원 시설의 청결함과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주요한 고려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다(이
선정,2004).
고객만족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의료분야에서 환자만족이라는 어휘로 대신하여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수 있고 때로는 의료분
야의 특성을 강조하여 고객만족이라는 용어를 거부하는 의견도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의 의료서비스는 급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주로 한 서비스 영역에서
예방과 건강증진을 포괄하는 보다 넓고 복합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건강상의 장애가 있는 환자 뿐 아니라 건강상의 장애를 미연에 방
지하고 보다 질 높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병원을
찾는 고객층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Strasser(1992)에 의하면 고객만족이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이나,이용하는 동안,그리고 이용
한 후에 서비스와 관련된 자극에 대해 인지한 가치 판단이며 지속되는 반응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즉,서비스 자극에 대해 고객은 나름대로의 기분에 의해 평가하
고 서비스의 가치를 판단하며 이러한 결과로서 일정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
이며 이 과정에서 고객마다 동일한 서비스를 받고도 판단이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고객의 성격이나 평소 지향하는 가치,경험 등이 이들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또한 의료서비스만족이란 의사,간호사 및 의료기관으로
부터 받은 기타 진료의 질에 관한 개인의 평가라 정의하고 있으며,이는 개인의
만족수준을 나타낸다고 가정한다(SalancilkG.R.,1977).
고객만족 개념이 중요한 이슈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고객 만족이

기업이 바라는 여러 가지 성과와 관련되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환자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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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으며(유연희,
2000),환자의 만족도 조사는 병원 경영과 질 향상 활동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활
동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김지인,1996).현재 이러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국내외 의료 환경에 있어서 보편화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치과의료
환경에 있어서는 그 빈도가 높지 않다.
본 연구는 치과병원을 내원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과의료 서비스의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이의 차이를 분석하며,전반적인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치과의
료 서비스 공급자에게 병원 경영의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는 치
과 의료의 질 개선을 통해 치과의료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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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연연연구구구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222...111연연연구구구재재재료료료

환자 만족도등에 대한 연구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속성들로 설명되고 정의되
어 왔으며 많은 연구를 통해 이러한 속성들을 범주화 하여 환자만족도의 측정요
인으로 제시하여왔다.이 중 이선희 등(1998)이 범주화한 환자만족도 구성요소(물
리적 시설과 환경,절차의 편리성,의료 인력의 기술수준과 전문성,직원의 친절성,
정보제공)를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5개의 범주로 목적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하
였고 여기에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포함하는
자체 제작한 설문을 사용하였다(Appendix1).
설문의 내용은 전반적인 서비스(직원의 친절성평가 항목을 포함)를 평가하는 4

문항,시간요소(절차의 편리성 항목을 포함)를 평가하는 6문항,의학적 지식(의료
인력의 기술 수준과 전문성 항목을 포함)을 평가하는 3문항,그 밖의 외적요소(물
리적 시설과 환경 항목을 포함)를 평가하는 4문항,내원 동기 및 사회인구학적 특
성을 측정하는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ppendix1.치과대학병원 내원 환자의 만족도 조사)

222...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222...222...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한 총 784명의 환
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조사대상자는 각과 진료대기실에서 진료대기중인 외
래 환자로 하였다.자료 수집기간은 2006년 1월 23일～2006년 4월 15일 까지 하였
다.이중 남환이 456명,여환이 328명 이었고 연령분포는 3세에서 76세 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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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령은 29세 이었다.

222...222...222조조조사사사방방방법법법

설문지는 간단한 교육을 받은 설문도우미 4인이 배포하였으며,외래 방문을 위
해 대기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설문지에 답하게 하고 직접
회수하였다.또한 설문 내용은 학술적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가
능한 환자들이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설문지 기입을 환자 본인이 작
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영유아 환자 또는 노인환자 포함)보호자 혹은 설문 도우
미가 직접 설명하고 기록하였다.총 784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불충분하게
기록되어 결측치의 보간을 통해서도 분석에 포함시키기 힘든 설문지를 제외한
775개의 설문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222...222...333측측측정정정방방방법법법과과과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에서 환자들의 치과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의
평가는 치과병원의 서비스 시스템,전반적인 친절도,치료내용 설명,치료비에 대
한 질문을 통해서,시간요소의 평가는 본격적인 치과 치료의 시작 전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치료실로 들어가기까지의 치료 전 대기시간,예상 대기시간의 설
명,한번 내원하여 치료가 종료되기 까지 걸리는 치료소요 시간,예약기간,전반적
인 예약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의학적 지식의 평가는 치과응급치료에 대
한 대처,주치의나 직원의 경험정도,주치의나 직원의 지식의 정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외적요소의 평가는 병원의 규모,청소나 소독상태,전반적인 내부시설,교
통이나 주차용이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평가하였다.여기에 내원 동기 및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 첨가 되었고 전반적인 서비스를 평가하는
문항,시간요소를 평가하는 문항,의학적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외적요소를 평가
하는 문항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또한 이는 모두 연속형 변수로 간주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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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직업,결혼,거주형태,사회적 관계,내원이유 등의 항목의 답변은 명목척도
를 가지는 범주형 변수로 간주하였다.

222...222...444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이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SAS9.1.2버전의 통계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치과병원 내원환자의 만족도 조사 설문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였다.이때 신

뢰도 평가를 실시한 부분은 서비스 평가,시간요소 평가,의학지식 평가,외적
요소이다.Cronbach'salpha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측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alpha의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이 값이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설문조사 대상자의 수는 총 784명이었으나,각 설명변수들에서 결측치가 존재
하는 이유로 결측치의 보간작업을 시행하였다.

4) 치과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5) 전반적인 만족도 외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다른 세부 항목들의 기술 통계량을
이용하여 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 경향을 평가하였다.

6) 구체적 서비스 항목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7) 조사 대상자의 성별,직업,결혼 형태,거주형태,사회적 관계 등의 사회인구학

적 특성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들과 전반적인 만족도인 종속변수와의 상관
관계를 교차분석 방법을 통해서 평가하였다.

8)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종속변수와 설문 전반의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
관계를 다중회귀분석(프로빗 회귀분석)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고 이들 가운데
종속변수에 유의성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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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333...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인인인구구구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결혼여부,직업,
경제력,처음내원의 이유,현재 받고 있는 치료 등을 조사하였다.그 결과 성별에
서는 남자가 58.2%로 여자 41.8%에 비해 많았으며,직업은 학생,대학(원)생이 가
장 많은 빈도를,전업주부가 그 다음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경제력에 있어서는
‘매우 좋다’는 2.9%,‘좋은 편이다’는 26.4%,‘보통이다’는 59.6%로 대부분의 경우에
서 경제력은 보통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결혼여부는 미혼이 61.2%로 기혼보다
많았으며,내원이유와 현재 치료받고 있는 내용으로는 모두 교정치료(33.2%)가 가
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충치 치료(21.0%)였다.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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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성별성별성별 　 직업직업직업직업

 빈도빈도빈도빈도 퍼센트퍼센트퍼센트퍼센트 　  빈도빈도빈도빈도 퍼센트퍼센트퍼센트퍼센트

남자 456 58.2 　 학생 145 18.5

여자 328 41.8 　 대학대학대학대학((((원원원원))))생생생생 244244244244 31.131.131.131.1

합계 784 100.0 　 전문직 59 7.5

　 　 　 　 　 자영업 50 6.4

결혼결혼결혼결혼 　 사무직 51 6.5

 빈도빈도빈도빈도 퍼센트퍼센트퍼센트퍼센트 　 공무원 19 2.4

기혼 304 38.8 　 군인 4 0.5

미혼 480 61.2 　 교사 17 2.2

합계 784 100.0 　 종교인 2 0.3

　 　 　　　　 　　　　 　 예술인 4 0.5

경제력경제력경제력경제력 　 주부 158 20.2

 빈도빈도빈도빈도 퍼센트퍼센트퍼센트퍼센트 　 무직 15 1.9

매우 좋다 23 2.9 　 기타 16 2.0

좋은 편이다 207 26.4 　 합계 784 100.0

보통이다 467 59.6 　 　 　 　 　

좋지않다 87 11.1 　 　 　 　 　

합계 784 100.0 　 　 　 　 　

　 　 　 　 　 　 　 　

현재받고 현재받고 현재받고 현재받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치료치료치료치료 　 내원이유내원이유내원이유내원이유　

 빈도빈도빈도빈도 퍼센트퍼센트퍼센트퍼센트 　  빈도빈도빈도빈도 퍼센트퍼센트퍼센트퍼센트

충치 145 18.5 　 충치 165 21.0

잇몸 57 7.3 　 잇몸 96 12.3

스케일링 38 4.8 　 치아 및 악안면 통증 76 9.7

치아 및 악안면 통증 41 5.2 　 예방 12 1.5

예방 16 2.0 　 정기적검진 37 4.7

정기적검진 50 6.4 　 미백 17 2.2

미백 1 0.1 　 교정교정교정교정 260260260260 33.233.233.233.2

교정교정교정교정 317317317317 40.440.440.440.4 　 이를 해 넣기 27 3.4

보철 18 2.3 　 틀니 8 1.0

임프란트 24 3.1 　 임프란트 17 2.2

기타 48 6.1 　 기타 41 5.2

사랑니 29 3.7 　 사랑니 28 3.6

합계 784 100.0 　 합계 7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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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신신신뢰뢰뢰성성성 분분분석석석

다음은 각 변수들의 신뢰성 분석결과이다.이번 분석의 경우 서비스 평가의 4
가지 항목의 신뢰도가 0.665,시간요소평가의 6가지 항목의 신뢰도가 0.712,의학지
식평가의 3가지 항목의 신뢰도가 0.712,외적요소의 4가지 항목의 신뢰도가 0.678
로 모두 0.60을 넘어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Table2).

Table2.각 변수들의 신뢰성 분석결과

*Cronbach’salpha<0.60

333...333결결결측측측치치치의의의 보보보간간간

설문조사 대상자 수는 총 784명이었으나, 각 설명변수들에서 결측치가 존재해 

결측치의 보간이 필요하였다. 대부분의 변수들이 1%정도의 결측률을 보였고 

2~3개의 변수만 10%를 조금 넘는 결측률을 보여 결측치를 보간하여 분석함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변수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측치를 

보간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결측 문항은 최빈값(mode)으로, 연속형 변수의 결측 문항은 

평균값(mean)으로 대신하여 보간하였고, 결측이 많은 몇몇의 관측은 삭제하였다. 

보간을 실시한 결과 사용된 관측의 수는 총 775개이다(Table 3).

구분구분구분구분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평가평가평가평가 시간요소평가시간요소평가시간요소평가시간요소평가 의학지식평가의학지식평가의학지식평가의학지식평가 외적요소외적요소외적요소외적요소

항목수항목수항목수항목수 4 6 3 4

신뢰도신뢰도신뢰도신뢰도(Cronhach's (Cronhach's (Cronhach's (Cronhach's alpha)alpha)alpha)alpha)
****

0.665
****

0.615
****

0.712
****

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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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결측치의 보간을 통해 얻어진 관측의 수

333...444치치치과과과병병병원원원 내내내원원원환환환자자자의의의 전전전반반반적적적인인인 만만만족족족도도도

치과병원 내원 환자들의 치과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
해서 ‘매우 마음에 든다’와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로 응답한 것을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였고,각각 134명과 447명의 빈도를 보여 총 응답자의 74%
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4,Fig.1).

Table4.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답변결과

Fig.1.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답변결과

Response Response Response Response ProfileProfileProfileProfile

Ordered Ordered Ordered Ordered 
ValueValueValueValue

Total Total Total Total 
FrequencyFrequencyFrequencyFrequency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마음에든다마음에든다마음에든다마음에든다 1 134134134134

괜찮게 괜찮게 괜찮게 괜찮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다있다있다있다
2 447447447447

보통이다 3 146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4 44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다 5 4

Number Number Number Number of of of of Observations Observations Observations Observations ReadReadReadRead 784

Number Number Number Number of of of of Observations Observations Observations Observations UsedUsedUsedUsed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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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55구구구체체체적적적인인인 서서서비비비스스스 항항항목목목별별별 만만만족족족도도도

   전반적인 만족도 외의 만족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살펴본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에 대한 각각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Table 5). 이 결과 ‘서비스시스템’, 

‘친절도’, ‘설명’, ‘대기시간설명’, ‘예약시스템’, ‘응급상황에의 대처’, ‘치과진료경험

의 풍부’, ‘치과적 지식의 유무’, ‘병원의 규모’, ‘소독’, ‘내부시설’, ‘주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치료비’, ‘치료준비시간’, ‘대기시간’, ‘치료시간’, ‘예약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는데 비

해 세부사항에 대한 만족도는 각기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기초적인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외에 과연 어떤 세부 만족도가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볼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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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구체적인 서비스 항목에 대한 만족도

NNNN
평균평균평균평균 최빈값최빈값최빈값최빈값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유효유효유효유효 결측결측결측결측

서비스시스템서비스시스템서비스시스템서비스시스템 778 6 2.082.082.082.08 2 0.746

친절도친절도친절도친절도 780 4 2.292.292.292.29 2 0.868

설명설명설명설명 778 6 1.811.811.811.81 1 0.901

치료비 777 7 3.54 4 0.832

치료준비시간 777 7 3.09 3 0.870

대기시간 778 6 3.43 4 0.876

대기시간설명대기시간설명대기시간설명대기시간설명 777 7 2.582.582.582.58 3 0.894

한번치료시간 777 7 3.28 3 1.102

예약기간 776 8 3.38 3 0.778

예약시스템예약시스템예약시스템예약시스템 778 6 2.512.512.512.51 2 0.937

응급상황에의응급상황에의응급상황에의응급상황에의
대처대처대처대처

732 52 2.512.512.512.51 2 0.813

경험풍부경험풍부경험풍부경험풍부 778 6 2.062.062.062.06 2 0.831

지식유무지식유무지식유무지식유무 776 8 1.981.981.981.98 2 0.847

규모규모규모규모 784 0 1.871.871.871.87 2 0.703

소독소독소독소독 784 0 1.861.861.861.86 2 0.753

내부시설내부시설내부시설내부시설 782 2 1.991.991.991.99 2 0.744

주차주차주차주차 783 1 2.852.852.852.85 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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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66설설설명명명변변변수수수(((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들들들 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

설명변수들이 높은 선형종속관계(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소제곱추정
량의 계산이 불가능할 수 있고,추정량의 분산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이 때
설명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한다고 한다.회귀분석시에 다
중공선성이 존재하면 중요한 변수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한 변
수가 다른 예측변수와 상당히  중복되어있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상관관계를 통해 얻어진 상관계수의 값은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2이하이면 관계가 없거나 무시해도 좋은 수준으로,0.4정도이면 약한 상
관관계가 있음을,0.6이상이면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정승원,2004).
본 설문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일반적인 기준인 0.6을 기준으로 함)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에서는 변수의 삭제 없이 모든 설명변수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
였다.각각의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다음에 제시하였다(Tabl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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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피어슨 피어슨 피어슨 피어슨 상관 상관 상관 상관 계수계수계수계수

H0: H0: H0: H0: Rho=0 Rho=0 Rho=0 Rho=0 검정에 검정에 검정에 검정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Prob Prob Prob Prob > > > > |r||r||r||r|

관측치 관측치 관측치 관측치 개수개수개수개수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친절친절친절친절 설명설명설명설명 치료비치료비치료비치료비
치료준치료준치료준치료준
비시간비시간비시간비시간

대기대기대기대기
시간시간시간시간

대기시대기시대기시대기시
간설명간설명간설명간설명

치료치료치료치료
시간시간시간시간

예약예약예약예약
기간기간기간기간

예약 예약 예약 예약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대처대처대처대처
정도정도정도정도

경험경험경험경험
풍부풍부풍부풍부

지식지식지식지식
유무유무유무유무

규모규모규모규모 소독소독소독소독
내부내부내부내부
시설시설시설시설

주차주차주차주차

서비서비서비서비
스스스스

1 0.49 0.46 0.19 0.22 0.26 0.19 0.17 0.20 0.35 0.25 0.37 0.38 0.27 0.23 0.27 0.17

친절친절친절친절 0.49 1 0.50 0.19 0.17 0.30 0.20 0.07 0.20 0.29 0.29 0.33 0.31 0.19 0.28 0.30 0.18

설명설명설명설명 0.46 0.50 1 0.15 0.17 0.26 0.16 0.07 0.23 0.30 0.25 0.34 0.36 0.18 0.29 0.21 0.17

치료치료치료치료
비비비비

0.19 0.19 0.16 1 0.14 0.19 0.13 0.08 0.19 0.14 0.16 0.05 0.08 0.05 0.09 0.14 0.11

치료치료치료치료
준비준비준비준비
시간시간시간시간

0.22 0.18 0.18 0.14 1 0.46 0.09 0.20 0.17 0.27 0.25 0.20 0.17 0.09 0.18 0.20 0.11

대기대기대기대기
시간시간시간시간

0.26 0.30 0.26 0.19 0.45 1 0.18 0.31 0.31 0.38 0.21 0.2 0.18 0.16 0.2 0.18 0.14

대기대기대기대기
시간시간시간시간
설명설명설명설명

0.19 0.20 0.17 0.13 0.09 0.19 1 0.08 0.08 0.22 0.18 0.21 0.17 0.04 0.07 0.11 0.11

치료치료치료치료
시간시간시간시간

0.16 0.07 0.07 0.08 0.19 0.31 0.07 1 0.11 0.17 0.05 0.11 0.08 0.08 0.08 0.04 0.01

예약예약예약예약
기간기간기간기간

0.19 0.20 0.23 0.18 0.16 0.31 0.07 0.11 1 0.34 0.13 0.13 0.1 0.12 0.06 0.14 0.10

예약 예약 예약 예약 
시스시스시스시스
템템템템

0.35 0.30 0.31 0.14 0.27 0.38 0.22 0.17 0.34 1 0.33 0.29 0.35 0.23 0.31 0.27 0.24

대처대처대처대처
정도정도정도정도

0.25 0.29 0.25 0.15 0.25 0.21 0.18 0.05 0.13 0.33 1 0.37 0.36 0.28 0.35 0.28 0.22

경험경험경험경험
풍부풍부풍부풍부

0.37 0.33 0.34 0.05 0.19 0.20 0.20 0.11 0.13 0.29 0.37 1 0.52 0.29 0.33 0.30 0.21

지식지식지식지식
유무유무유무유무

0.38 0.31 0.36 0.08 0.16 0.18 0.17 0.08 0.1 0.34 0.36 0.52 1 0.34 0.33 0.24 0.26

규모규모규모규모 0.26 0.19 0.18 0.05 0.09 0.16 0.04 0.08 0.12 0.23 0.28 0.29 0.34 1 0.37 0.36 0.26

소독소독소독소독 0.22 0.28 0.29 0.08 0.17 0.20 0.06 0.08 0.06 0.30 0.35 0.33 0.33 0.37 1 0.54 0.29

내부내부내부내부
시설시설시설시설

0.26 0.30 0.21 0.13 0.20 0.18 0.11 0.04 0.14 0.26 0.28 0.30 0.24 0.36 0.54 1 0.37

주차주차주차주차 0.17 0.18 0.17 0.10 0.11 0.14 0.11 0.01 0.10 0.24 0.22 0.21 0.26 0.26 0.29 0.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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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77교교교차차차분분분석석석을을을 통통통한한한 치치치과과과대대대학학학병병병원원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전전전반반반적적적인인인 만만만족족족
도도도(((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와와와 범범범주주주형형형 변변변수수수간간간의의의 상상상호호호관관관련련련성성성 분분분석석석 결결결
과과과 (((TTTaaabbbllleee777)))

설문에 사용된 설명변수들 중 범주형 변수로 간주한 성별,직업,결혼여부,거
주형태,사회적 관계,내원이유,현재 받는 치료를 측정하는 변수와 종속변수(치과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평가 분석하였다.전반적인 만족도
와 범주형 변수 각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모든 변수들의 pearson카이제
곱의 점근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큰 값을 가져 유의수준 5%에서 전반적인 만
족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7.전반적인 만족도와 범주형 설명변수와의 교차분석 결과

전반적인 전반적인 전반적인 전반적인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Pearson Pearson Pearson Pearson 카이제곱카이제곱카이제곱카이제곱

값값값값 자유도자유도자유도자유도 점근 점근 점근 점근 유의확률 유의확률 유의확률 유의확률 ((((양측검정양측검정양측검정양측검정))))

성별성별성별성별 3.791 4 0.435

직업직업직업직업 47.848 48 0.479

결혼결혼결혼결혼 9.022 4 0.061

거주형태거주형태거주형태거주형태 1.472 4 0.832

사회적관계사회적관계사회적관계사회적관계 12.222 12 0.428

내원이유내원이유내원이유내원이유 54.974 48 0.227

현재치료현재치료현재치료현재치료 53.108 44 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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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88전전전반반반적적적인인인 만만만족족족도도도와와와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들들들 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다다다중중중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프프프로로로빗빗빗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이번 분석에서 종속변수의 역할을 하는 ‘치과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5까지의 값을 갖고 있다.이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연속변수라고 하기도 어
렵기 때문에 일반 회귀분석을 이용 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이번 분석에서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빗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변
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333...888...111범범범주주주형형형 설설설명명명변변변수수수

우선 범주형 설명변수만을 이용해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프
로빗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이 분석에서 Wald카이제곱 값은 P-value와 같은
의미로써 이 값이 클수록 P-value가 작게 나오며,Pr>Chisq의 값은 P-value를 의
미하며 이 값이 작을수록 서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분석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모든 설명변수들의 P-value가 매우 큰 값
을 가져,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교차분
석의 결과 모든 범주형 변수들이 전반적 만족도와 영향이 없었던 것과 비슷한 결
과를 나타낸다.프로빗 회귀분석을 통한 범주형 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는 다음
과 같다(Tabl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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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8.범주형 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프로빗 회귀분석

333...888...222범범범주주주형형형 설설설명명명변변변수수수 +++연연연속속속형형형 변변변수수수

   범주형 설명변수만을 이용해서는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

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설명변수들을 이용해 다시 한번 프로빗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333...888...222...111SSSttteeepppwwwiiissseeessseeellleeeccctttiiiooonnn

   model selection을 위해 stepwise option을 사용하였다. stepwise selection 

이란 종속변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변수를 순서대로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다 보면 다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가 생겨서 앞서 선택되었던 변

수가 다시 제거되기도 하는 방법을 말한다. Stepwise selection에 의해 선택된 설

명변수는 선택된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서비스 시스템’, ‘불편감 해소’, ‘친절도’, 

‘지식유무’, ‘소독’, ‘한번내원 치료시간’, ‘설명’, ‘예약시스템’, ‘내부시설’의 9가지 

설명변수가 선택되었고, 10번째 step에서 ‘소독’이 다시 제거되었다. 소독이 5번

째로 선택되었을 때에는 Pr>Chisq값이 충분히 작았는데 그 뒤로 다른 변수들이 

EffectEffectEffectEffect 자유도자유도자유도자유도 Wald Wald Wald Wald Chi-SquareChi-SquareChi-SquareChi-Square Pr>Chisq Pr>Chisq Pr>Chisq Pr>Chisq (P-value)(P-value)(P-value)(P-value)

성별성별성별성별 1 0.0571 0.8111

직업직업직업직업 12 11.4921 0.4873

결혼결혼결혼결혼 1 2.1147 0.1459

거주형태거주형태거주형태거주형태 1 0.0003 0.9862

사회적관계사회적관계사회적관계사회적관계 3 7.0903 0.0691

내원이유내원이유내원이유내원이유 12 11.1102 0.5195

현재치료현재치료현재치료현재치료 11 11.931 0.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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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면서 소독의 Pr>Chisq값이 0.08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독’을 

제외한 총 8가지 변수가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택되었다. 

선택된 변수는 모두 연속형 변수로 <4.7>에서 범주형 설명변수가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Pr>Chisq 값이 작을수록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인 유의한 기준은 0.05이다. 설명변수들 간의 

Stepwise selecion  분석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였다(Table 9). 

Table9.설명변수들 간의 Stepwiseoption을 통한 modelselecction 결과

*p<0.05

333...888...222...222SSSttteeepppwwwiiissseeessseeellleeeccctttiiiooonnn에에에 의의의해해해 선선선택택택된된된 설설설명명명변변변수수수들들들이이이 전전전반반반적적적인인인 만만만족족족도도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영영영향향향 (((TTTaaabbbllleee111000)))

   선택된 8가지의 변수들은 Pr>Chisq 값이 0.01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1%하

에서 모두 유의하다. 이 중 Estimate의 값은 각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종

속변수가 변화하는 양을 나타낸 것으로 이 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종속변수에 많

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선택된 변수들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StepStepStepStep

EffectEffectEffectEffect
자유도자유도자유도자유도

NumberNumberNumberNumber ScoreScoreScoreScore
WaldWaldWaldWald

Chi-SquareChi-SquareChi-SquareChi-Square
PPPPrrrr    >>>>    CCCChhhhiiiiSSSSqqqq

(P-value)(P-value)(P-value)(P-value)선택선택선택선택 제거제거제거제거 InInInIn Chi-SquareChi-SquareChi-SquareChi-Square

1111 서비스시스템서비스시스템서비스시스템서비스시스템 1 1 229.336 <.0001
****

2222 불편감해소불편감해소불편감해소불편감해소 1 2 102.646 <.0001
****

3333 친절도친절도친절도친절도 1 3 54.5344 <.0001
****

4444 지식유무지식유무지식유무지식유무 1 4 25.0189 <.0001
****

5555 소독소독소독소독 1 5 15.411 <.0001
****

6666
한번내원치료한번내원치료한번내원치료한번내원치료

시간시간시간시간
1 6 12.7748 0.0004

****

7777 설명설명설명설명 1 7 10.471 0.0012
****

8888 예약시스템예약시스템예약시스템예약시스템 1 8 6.5733 0.0104
****

9999 내부시설내부시설내부시설내부시설 1 9 4.7164 0.0299
****

10101010 소독소독소독소독 1 8 3.0545 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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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이 큰 순서로는 불편감 해소,서비스 시스템,친절도,내부시설,지식의 유
무,설명,예약시스템,한번 내원시의 치료시간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Table10.Stepwiseselection에 의해 선택된 설명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p<0.01

   이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불편감 해소에 대한 만족도가 한 단위 높아지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0.5574 단위 높아지며,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한 단

위 높아지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0.4862 단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친

절도에 대한 만족도가 한 단위 높아지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0.3015 단위가 높아

지고, 설명에 대한 만족도가 한 단위 높아지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0.1997 단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번 내원 치료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한 단위 높아지면 전

반적인 만족도가 0.1045 단위 높아지고, 예약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한 단위 높

ParameterParameterParameterParameter 자유도자유도자유도자유도 EstimateEstimateEstimateEstimate
StandardStandardStandardStandard

ErrorErrorErrorError
WaldWaldWaldWald

Chi-SquareChi-SquareChi-SquareChi-Square
PPPPrrrr    >>>>    CCCChhhhiiiiSSSSqqqq

(P-value)(P-value)(P-value)(P-value)

InterceptInterceptInterceptIntercept 1111 1 3.2647 0.2293 202.7852 <.0001

InterceptInterceptInterceptIntercept 2222 1 5.6772 0.2799 411.4214 <.0001

InterceptInterceptInterceptIntercept 3333 1 7.0457 0.3169 494.3718 <.0001

InterceptInterceptInterceptIntercept 4444 1 8.7668 0.4342 407.7041 <.0001

불편감해소불편감해소불편감해소불편감해소 1 -0.5574 0.0676 67.9082 <.0001
********

서비스시스템서비스시스템서비스시스템서비스시스템 1 -0.4862 0.0747 42.409 <.0001
********

친절도친절도친절도친절도 1 -0.3015 0.0633 22.6642 <.0001
********

설명설명설명설명 1 -0.1997 0.0586 11.6069 0.0007
********

한번내원치료한번내원치료한번내원치료한번내원치료

시간시간시간시간
1 -0.1045 0.032 10.696 0.0011

********

예약시스템예약시스템예약시스템예약시스템 1 -0.1367 0.0521 6.8719 0.0088
********

지식유무지식유무지식유무지식유무 1 -0.2007 0.0587 11.6866 0.0006
********

내부시설내부시설내부시설내부시설 1 -0.21 0.0629 11.1255 0.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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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0.1367 단위 높아지며, 지식유무에 대한 만족도가 한 

단위 높아지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0.2007 단위, 내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한 단

위 높아지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0.21 높아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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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의 목적은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에 반
영함으로써 병원의 경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444...111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그 동안 많은 보건의료분야에서 환자들이 인지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를 평가하고 이를 수치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하지만
이러한 여러 조사들은 국내 치과의료 환경에 있어서는 그 빈도가 높지 않은 실정
이다.이런 연유로 이 연구에서는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만족수준을 평가하였다.설문조사는 환자만족도의 구성
요소(물리적 시설과 환경,절차의 편리성,의료 인력의 기술수준과 전문성,직원의
친절성,정보의 제공)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된 자체 제작한 설문을 사용
하였다.이 연구에서는 치과병원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
수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측정 변수들이 각각의 이론변수들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Cronbach's알파 계수를 구하여 내적 일
치도를 확인하였다.일반적으로 Cronbach’salpha의 값이 0.6이상이면 내적 일치
도가 있다고 본다.다음으로는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가,전반적인 만족도 이외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다른 세부항목들의 만족도 경향 분석을 실시하였고,다른 세부
항목을 나타내는 각각의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마지막으로는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프로빗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종속변수에 유의성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별하였
다.이 중 교차분석은 두 변수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변수들이 모두 범주형 자료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며 교차분석의 해석은 pearson
카이제곱의 점근 유의확률 값이 0.05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 두 변수가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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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본다.

444...222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조사대상자중 남녀의 비율과 결혼여부의 비율은 적절하게 표본추출이 된 것
으로 보이나 직업에 있어서는 주로 학생과 주부에 편중되어 있는 표본의 불균형
이 발생하였다.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이유는 설문조사기간이 겨울방학과
학기 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기 중 동안 치료를 미뤄왔던 학생들의 내원이 집중
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또한 대학병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본교 대학생들의 내
원역시 학생의 내원비율을 높였으리라 사료된다.표본추출에 있어서 주부가 편중
된 이유로는 병원 진료시간이 오전9시에서 오후5시 반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직업
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에는 따로 근무시간 내에 시간을 내서 대학병원에 내원하
기 보다는 직장근처의 치과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판단된다.현재 받고 있는 치과 치료의 조사도 교정치료가 전체응답의 40.4%를 차
지하는 편중된 결과를 보였다.이 결과는 대학병원의 특성상 보다 전문적이고 믿
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환자들의 내원이유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또한 응급상황에의 대처에 관한 항목의 결측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 대상자가 교정치료 환자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의 대처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교차분
석과 프로빗 회귀분석을 이용한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른 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의 차이 검증 결과 성별,직업,경제력,결혼의 여부,치과병원 내
원이유,현재 받고 있는 치료내용은 내원환자의 만족도와는 유의할 만한 상관관계
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는 연령과 성별,소득수준,직업 등의 사회인구학적
인 요인에 의해서 만족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채
서일,1995).아마 표본의 추출 과정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편중된 까닭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전반적인 서비스를 평가하는 문항,시간요소를 평가하는 문항,의학적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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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문항,외적요소를 평가하는 문항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각
의 항목을 점수화 하여 얻어진 평균값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함’을 ‘5’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함’을 나타내며 ‘3’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고 간주하였다.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
학적인 특성 이외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교차분석 및 프로빗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치과대학병원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불편감의 해소 정도에 대
한 만족도,전반적인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의료진 및 보조 인력의 전문적인 지식
보유 정도에 대한 만족도,한번 내원 시 걸리는 치료시간에 대한 만족도,치료에
관한 충분한 설명 여부에 대한 만족도,예약시스템에 대한 만족도,전반적인 내부
시설에 대한 만족도,이렇게 8가지 요소가 치과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도에 유의할 만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이선희 등(1998)이 범주화
한 환자만족도 구성요소(물리적 시설과 환경,절차의 편리성,의료인력의 기술수준
과 전문성,직원의 친절성,정보제공)를 참고로 하여 각각의 설명 변수들을 ①전반
적인 서비스의 평가(직원의 친절성평가 항목을 포함)4문항,②시간요소의 평가(절
차의 편리성 항목을 포함)6문항,③의학적 지식의 평가(의료인력의 기술 수준과
전문성 항목을 포함)3문항,④그 밖의 외적요소의 평가(물리적 시설과 환경 항목
을 포함)4문항,⑤내원 동기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측정 17문항으로 크게 분류
하였고,통계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8가지 요소들이 앞에
서 분류한 5가지 영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그 결과
치과대학병원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전반적인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치
료에 관한 충분한 설명 여부에 대한 만족도 요소는 전반적인 서비스 평가 항목에,
한번 내원시 소요되는 치료시간에 대한 만족도,예약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
요소의 평가 항목에,의료진 및 보조인력의 전문적인 지식보유 정도에 대한 만족
도는 의학적 지식의 평가 항목에,전반적인 내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외적요소의
평가 항목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였고 여기에 불편감의 해소 정도에 대한 만족도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 불편감의 해소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치과병원 내원환자의 만족도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결과가 나왔다.즉,치과병원을 내원하게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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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감이 병원내원을 통해서 해결되는 정도에 따라서 치과병원 내원고객의 만족
도가 정해진다는 것이다.이러한 결과 역시 대학병원이라는 병원의 특수성이 적용
된 것이라 볼 수 있다.대학병원의 경우는 환자들의 불편감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불편감의 해소 정도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정승
원,2004).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의료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사의 진료행위
는 매우 전문적인 것이어서 일반 소비자가 그 질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즉,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치료를 받기 전에 의료 행위 자체,즉 의료서비스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치
료와 처방이 적절한 것이었는가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환자는 치과병원에 내원하게 된 동기 유발요소인 주소(chiefcomplaint)가 치과병
원의 내원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의사의 치료와 처방이 적절한 것이
었다고 여기게 된다.본 설문 조사에서는 치과병원을 내원 하게 된 동기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나 이는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환자가 내원 하게 된 불편감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상관없
이 그 불편감 자체가 해결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이를 통해서 볼 때 병원 내원고객의 만족도를 증
가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의 불편감을 최우선으로 해결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한 의료진의 양성 및 확보와 더불어
의료장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그 다음으로는
환자의 처음 내원 시,환자가 느끼는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이는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환자의 주된 불편
감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치료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확인 과
정을 통해서 혹시 간과하거나,해소되지 않은 불편감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평가가 치료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겠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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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대한 이론으로,Pascoe(1983)의  소비자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대이론과 

불일치 이론을 적용하여 고객이 만족을 느끼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을 

들 수 있다. 불일치 이론(disconfirmationtheory)이란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기
전 고객의 기대와 실제 이용 후 경험에 대한 고객의 평가 수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만족 또는 불만족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성과가 기대보다 높으면 만족하게
되고,성과가 기대보다 낮으면 불만족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즉,고객들은 과
거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을 가지게 되고 이 서비스를 이
용한 결과가 자신의 기대에 얼마나 부합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되며 이 과정을 거
치면서 만족 또는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환자의
내원하기 전 치료에 대한 기대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다.때
문에 이 이론을 본 연구에 곧바로 적용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치
과의료 서비스 분야의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Pascoe(1983)의 불일치 이론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본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치과병의원에 내원하여 어느 정
도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내원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
료된다.또한 설문 내용에 있어서도 과거 치과치료 경험에 대한 평가 항목이 포함
되어야 하고,이의 기대치를 수치로 객관화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두 번째로 치과병원 내원환자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반적

인 서비스의 평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병원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만족
도로 나타났다.이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높은
전문성을 가지는 의사의 진료행위는 그 전문성으로 인하여 일반 소비자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서비스의 본질적인 평가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 이외의 측면들이 소비자들의 만족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고려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치과병원의 조직화된 서비스 시스템이란 치료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의 체계,즉 의사나 직원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어떤 체계화된 틀 안에
서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한다.이는 개인의 친절이나 서비스에 의해
서가 아닌 어느 누구에 의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우
상엽,2004).이 경우에 있어서 접수 및 수납창구에서 만나는 직원이나 담당의사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짧은 시간동안 진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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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는 외래환자들의 경우 접수 및 수납 창구에서 만나는 직원들과 의사에게 가
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정승원,2004).따라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
한 서비스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병원 서비스 요인 중의 접수와 간호직원 및
담당의사의 환자를 위한 친절과 배려를 포함하여,치과 진료 절차의 간소화에 더
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하겠다.
전반적인 서비스의 평가 항목 중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친절도에 대

한 만족도는 세 번째로 치과병원 내원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서비스의 평가 항목 중 또 다른 하나인 치료에 대
한 충분한 설명에 대한 만족도는 여섯 번째로 치과병원 내원환자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을순(1996)에 의하면 의사의 경우에 있어서 환
자들은 의사의 실력보다는 환자존중의 태도를 더 많이 요구한다고 한다.그리고
직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태도가 병원 전체에 대한 인상과 서비스 정도,
친절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척도로 작용하고 있다.따라서 병원내의 의사들을 대상
으로 의료 환경의 변화와 환자 중심의 병원이 가지는 의미,환자와의 의사소통 및
응대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리라 사료된다.더 나아가서는,담
당 의사 뿐 만 아닌,사무직원,의료기사,자원봉사자 등의 모든 인력에 대해 친절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우수한 환자만족도를 보이는 직원
및 의사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도 효과적이며 더욱 확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
각한다(정승원,2004).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룰 수
있다.즉,환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진단 및 검사,치료 과정에
서의 전반적인 상태와 병명,질병의 원인,증상,치료계획 및 예후에 대한 설명,검
사 및 받고 있는 치료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정석규,2000).치료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 질 때에는 환자
의 치료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가 높아짐으로써 치료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
게 되는 경우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우상엽,2004).
여기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은 전반적인 서비스의 평가 항목 중 치료비에 관

한 만족도는 치과병원의 전반적인 만족도에는 유의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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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치료비가 저렴할 수 록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만,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이는 역시 치료비가 비싸다고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
을 의미하지 않는다.고객의 만족과 불만족을 설명하는 이론들 중 불일치 모델과
함께 고객만족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론이 존재하는데 이를 공정성 이
론 (equitytheory)이라 한다.이 이론에 의하면 고객이 얻은 성과와 그것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비교해 고객이 적절하다고 느낄 때에 만족이 발생한다고 만
족과의 관계를 설명한다(OliverR,1989).즉,치료비의 많고 적음,그 자체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원하는 치료의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한 치료비가 적절하
였는지에 따라 만족도가 정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본 설문에서는 치료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치료비가 적절하였는가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단순
히 치료비의 많고 적음만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치과병원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전반적인 만족도와 치료비와의 상
관관계를 보다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치료비만을 묻는 것이 아닌 치
료결과와 치료비를 연계한 설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겠다.또한 치과 치료 영역
은 비보험 수가가 많은 이유로 보험과 비보험 수가의 특성을 고려한 설문도 치과
치료비에 대한 만족도를 보다 더 정확하게 규명하는데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8가지 요소들 중 네 번째로 영향력이 있다

고 나타난 요소는 치과병원의 전반적인 내부시설에 대한 만족도이다.이는 다섯
번째 영향요소인 의료진 및 보조 인력의 전문적인 지식보유 정도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근소한 차이로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이러한 결
과는 높은 전문성을 가지는 의사의 진료행위는 그 전문성으로 인하여 일반 소비
자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서비스의 본질적인 평가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
기 때문에 의료행위 이외의 측면들이 소비자들의 만족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로 볼 수 있다.즉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평가 요소인 의료진의 전문지식 정도보다는 의료행위 이외의 측면 중 하
나에 해당하는 병원 인테리어 등의 전반적인 내부시설이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평
가하는데 있어서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이는 인테리어 등의 내부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환자의 기대치를 상승시켜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치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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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오히려 만족도를 낮추게 될 수 있다는 주장(우상엽,2004)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하지만,환자의 기대치를 낮추어 상대적으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인
다는 것은 궁극적인 만족도의 향상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되며,오히려 환자 중심
의 병원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내부시설 이외에도 환자를 위한 편의시설,화
장실,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배려시설 등의 개선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이
밖에 의료진 및 보조 인력의 전문지식은 연구 및 교육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가 이루어 질 때 확보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치과병원의 내원동기를 조사한 설명변수는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

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다.하지만 의료진
과 보조 인력에 대한 연구 및 교육에의 집중적인 투자와 더불어 이에 대한 적극
적인 홍보와 대학병원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때 환자의 내원동기를 유발
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환자의 만족도에 유의성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
라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치과병원의 예약 시스템과 한번 내원하여 치료가 종료되기까지 소

요되는 치료시간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 예약
내원 시까지 걸리는 시간,본격적인 치과 치료시작 전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치료
실로 들어가기 전 대기시간에 대해서도 조사 하였으나 이는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약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한번 내원 시에 소요되
는 치료시간이 유의성 있게 나타난 이유는 예약 시스템에 대한 평가에는 다음 예
약 시 까지 걸리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한번 내원 시 소요되는 시간에는 치료
시작 전 대기시간,치료시작 전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치료 시 걸리는 시간이 누
적되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이 요소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
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행하여질 진료과
정의 표준화를 통한 불필요한 진료의 변이를 줄이고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
위시간으로 정량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해진 진료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정승원,2004).또한 이미 정해진 예약에 대한 사전 확인을 통하여
예고 없이 취소되는 예약을 최소화 하여 진료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예약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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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겨진다.인터넷 예약 시스템의 활용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한번 내원 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접수창구에서
보다 신속한 접수 및 수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창구인력의 시간대별 탄력적
배치,무인 자동 접수 및 수납기계의 설치 등의 활용이 필요하겠다.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equitytheory을 들 수 있는데,이 이론에 의하면
치료를 받기 까지 기다린 시간에 비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
는 대기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는 경우라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볼 때 대기시간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치료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
적으로 긴 치과영역이 일반의료 영역보다는 낮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하
지만 치과 영역 밖의 의료 서비스와 만족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여러 분석에서 볼
때 대기시간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일반의료 영역과 치과 영역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이선정,2004, 진양희,2004,정
승원,2004).시간이라는 척도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때문에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짧게 걸리고를 평가 하는 것이 아닌,기준시간에 따른 만족도의 변화
를 평가하는 것이 조사의 신뢰도를 보다 더 높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치과병원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인들에 대해 분석하고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이 연
구에 있어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조사대상자 선정(표본의 추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항목에서 볼 때,직업에 있어서는 학생이나 주부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조사대상을 연세대학교 치과병원만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방법을 시행하였
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확립된 설문지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환자만족도 조사의 경우 설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방
법의 합리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넷째,연구 자료가 일회의 설문조사를 수집한 단면자료로서 각 영향요인변수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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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종류나 질병의 상태를 고려한 분석이 제외되
었다.
추후 연구에서 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분석을 포함한다면 더욱

우수한 예측 모형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이를 병원 경영 전략의 수립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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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론론론

이 연구는 2006년 1월 23일부터 4월 15일 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78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
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설문 대상은 남환이 456명,여환이 328명이었고,
연령분포는 3세에서 76세 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9세였다.
이 연구에서는 환자 만족도에 관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 요

인을 크게 전반적인 서비스,시간 관련요소,의료 인력의 기술수준과 전문성,물리
적인 시설과 환경,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여 평가하
였다.사회인구학적인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분석
방법은 먼저,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Cronbach'salpha계수를 이용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빈도조사,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
경향조사,설명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분석,범주형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
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교차분석,설문 전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관
계를 평가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은 성별이나 결혼여부는 적절하게 표본이 추출
된 것으로 보이나 직업에서는 학생 및 대학(원)생,내원이유와 현재 받고 있
는 치료에 있어서는 교정치료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치과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체의 74%가 높은 만족을 나타내었다.
3. 독립변수들 중 구체적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서비스시스템’,‘친절도’,‘설명’,

‘대기시간설명’,‘예약시스템’,‘응급상황에의 대처’,‘치과진료경험의 풍부’,‘치
과적 지식의 유무’,‘병원의 규모’,‘소독’,‘내부시설’,‘주차’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치료비’,‘치료준비시간’,‘대기시간’,‘치료시간’,‘예약기간’에 대한 만족
도는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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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들 사이에는 높은 선형관계가
없었다.

5.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 총 34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불편감 해소,서비스 시스템,친절도,설명,
한 번 내원 시 치료시간,예약시스템,지식의 유무,내부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8개 독립변수가 유의수준 1%하에서 서로 높은 상호관련성을 보였다.

   고객의 만족은 전적으로 고객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한다.환자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고객인 환자를 만족시키는
필수 요건이 된다.많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중심으로 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병원,
고객감동을 위한 병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이는 치과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내원환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병원 경영 전략의 수립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을 도모를 통한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리
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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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대한 귀하의 평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료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귀하에게 조

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A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A2. 귀하의 나이는?

  만 (   　）세

A3. 귀하의 직업은?

 ① 학생 ( 초/ 중/ 고 )

 ② 대학(원)생

 ③ 전문직

 ④ 자영업

 ⑤ 사무직

 ⑥ 공무원

 ⑦ 군인

 ⑧ 교사

 ⑨ 종교인

 ⑩ 예술인

 ⑪ 주부

 ⑫ 무직

 ⑬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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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결혼 하셨습니까?

 ① 기혼

 ② 미혼

A5. 혼자 사십니까? 가족과 같이 사십니까?

  ① 혼자 산다.

  ② 가족과 같이 산다 (본인 포함   명)

A6. 자신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너무 많다.

  ② 충분하다.

  ③ 더 많은 관계가 필요하다.

A7.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 가끔 외롭다고 느낀다.

  ③ 자주 외롭다고 느낀다.

A8.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① 경제적 상태가 매우 좋다.

  ② 경제적 상태가 좋은 편이다.

  ③ 경제적 상태가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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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경제적 상태가 안 좋다.

A9.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과는 일과 관계없이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① 1주일에 한번 이상

  ② 1주일에 한번

  ③ 한 달에 두세 번

  ④ 아주 가끔

  ⑤ 거의 안 만난다.

A10. 지금 사시는 집은 편안하십니까?

  ① 아주 편안하다.

  ② 편안한 편이다.

  ③ 불편하다. 

  ④ 매우 불편하다.

A11. 자신이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불편하다.

  ④ 매우 불편하다.

B1. 치과 치료를 몇 년 전부터 경험하셨습니까?

(     )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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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는 치과 치료를 언제부터 경험하셨습니까?

(     )년 (     )개월 전부터

B3.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는 몇 번째 내원입니까?

(     )번째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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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프란트 치료를 위해

  ⑫ 기타 (                                  )

B5. 현재 받고 있는 치과 치료는 무엇입니까?

  ① 충치 치료

  ② 잇몸 치료

  ③ 스케일링

  ④ 통증 치료

  ⑤ 예방 치료(실란트, 불소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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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정기적인 구강검진

  ⑦ 미백 치료

  ⑧ 교정 치료

  ⑨ 보철 치료

  ⑩ 임프란트 치료를 위해

  ⑪ 기타 (                                  )

B6. 처음 내원하셨을 때의 치과 적으로 불편하셨던 점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매우 잘 해소되었다고 생각 한다

 ②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 한다

 ③ 별로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 한다

 ④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 한다

C.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마음에 든다

  ②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⑤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다

D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의 서비스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① 매우 조직화되어 만족스럽다

  ②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있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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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어느 정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 한다

  ④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다

D2.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의 전반적인 친절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   

    까?

  ① 매우 친절하다고 생각 한다

  ② 친절한 편이라고 생각 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

  ⑤ 매우 불친절하다고 생각 한다

D3. 치료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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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매우 불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다

D4.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의 치료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 한다

  ②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 한다

  ③ 보통이다

  ④ 값비싼 편이라고 생각 한다

  ⑤ 매우 값비싸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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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치료시작 전 검사(X-레이, 구강검사)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어떻  

    게 느끼십니까?

  ① 매우 짧다고 생각 한다

  ② 짧은 편이라고 생각 한다

  ③ 보통이다

  ④ 긴 편이라고 생각 한다

  ⑤ 매우 길다고 생각 한다

E2. 치료 전 대기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 매우 짧다고 생각 한다

  ② 짧은 편이라고 생각 한다

  ③ 보통이다

  ④ 긴 편이라고 생각 한다

  ⑤ 매우 길다고 생각 한다

E3. 예상되는 대기 시간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있읍니까? 

  ① 여러 번 들어보았다

  ② 간혹 들어보았다

  ③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④ 한번도 못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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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한번 내원 시 소요되는 치료시간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 매우 짧다고 생각 한다

  ② 짧은 편이라고 생각 한다

  ③ 보통이다

  ④ 긴 편이라고 생각 한다

  ⑤ 매우 길다고 생각 한다

E5. 치료 후 다음 내원 시까지 예약기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 매우 짧다고 생각 한다

  ② 짧은 편이라고 생각 한다

  ③ 보통이다

  ④ 긴 편이라고 생각 한다

  ⑤ 매우 길다고 생각 한다

E6.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의 예약 시스템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 매우 편하게 잘 되어있다고 생각 한다

  ②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 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 한다

  ⑤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한다

F1. 치과 응급치료 즉, 심한 통증이나 사고에 대한 대처는 어떠하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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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니까?

  ①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 한다

  ② 그런대로 잘 대처된다고 생각 한다

  ③ 보통이다

  ④ 미흡한 점이 꽤 있다고 생각 한다

  ⑤ 대처가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 한다

F2. 최근 받고 있는 치료에 대하여 주치의나 직원(치과위생사, 치과조무사)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풍부하다고 생각 한다

  ② 필요한 만큼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 한다

  ③ 보통이다

  ④ 경험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한다

  ⑤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 한다

F3. 주치의나 직원(치과위생사, 치과조무사)이 최근 치료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또는 임상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 한다

  ②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⑤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 한다

G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의 규모( 넓이와 직원의 수 등 )에 대하여 어떻  

    게 느끼십니까?

  ① 매우 크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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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큰 편이라고 생각 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작은 편이라고 생각 한다

  ⑤ 매우 작다고 생각 한다

G2. 청소상태나 소독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깨끗하고 소독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 한다

  ② 괜찮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 한다

  ⑤ 불결하다고 생각 한다

G3. 냉난방이나 인테리어 등 전반적인 내부 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G4.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이 교통이나 주차 등의 측면에서 내원하기 편리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 한다

  ② 비교적 편리하다고 생각 한다

  ③ 보통이다



- 48 -

  ④ 약간 불편하다고 생각 한다

  ⑤ 매우 불편하다고 생각 한다

H.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치과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시게 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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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병⋅의원의 인지도

  ⑨ 기타 (                                        )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답변을 통해서 새로이 거듭나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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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AA ssstttuuudddyyyooonnnttthhheeegggrrraaatttiiifffiiicccaaatttiiiooonnnooofffttthhheeepppaaatttiiieeennnttt
iiinnnttthhheeeDDDeeennntttaaalllHHHooossspppiiitttaaalll...

MMMiiinnnYYYooouuunnngggKKKiiimmm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DDDeeennntttiiissstttrrryyy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DDDiiirrreeecccttteeedddbbbyyyPPPrrrooofffeeessssssooorrr,,,MMMoooooonnnKKKyyyuuuCCChhhuuunnnggg,,,DDDDDDSSS,,,MMMSSSDDD,,,ppphhh...DDD...)))

   Today’smarketeconomyhasbeenchangedmoreandmoretoconsumer
concerned.Itisowing tonotonlyconsumers’rising standardoflivingand
education,butalsopurchasers’easyaccessibilitiestoproductsthroughvarious
mass media.The consumercentered marketsystem,where customercan
chooseitemswith diversealternativesto satisfy theirselfesteem,isalso
applied to the field ofmedicalbusiness,and accelerated by an increasing
incomelevelofshoppersandintroducingthewholenations’medicalinsurance
system.
Today,the medicalindustry has become competitive due to increasing

numberofmedicalinstitutionsand medicalpersonnel,and thisofferswide
choicestoconsumersinthemedicalmarketplace.Atthispointoftime,itis
essentialtosurveyontheprimaryfactorofgratificationforthepatientinthe
Dentalclinic,aswellasontheproblemsandsuggestionsinmedicalservice.
Thisstudyhadbeenresearchedbycollectingandanalyzingtheorganized

questionnaires,whichwerefilledindirectlyfrom 784patients,whovisitD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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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YonseiUniversityinSeoul,from January23rdtoApril15th.
Theanalysisinthisstudyshowsessentialfactorsandexpectedinfluential

elementsin satisfaction ofthepatientin theDentalHopsital,and strategic
suggestionsfortheproviderofdentalservice,whichcanbeofbenefittothe
prospectivecustomeraswellascanmakeimprovementinthequalityofdental
treatmentservice.Itcanbesummarizedlikethefollowings.

1. The social and demographical peculiarities of respondents are as
follows.Samplesofgenderand maritalstatusareadequately extracted,
butdata on occupation and treatmentare are under a bias toward
students,undergraduatesandgraduatestudents,andorthodontics.

2. 74% ofpatientswhoanswerthequestionnairewerehighlysatisfiedwith
theserviceofdentalclinicinthesectionofoverallsatisfaction.

3.The survey result about specific service of dentaltreatment,within
sectionsofindependentvariables,islikethefollowings;Patientsarehighly
gratified with service system, kindness, explanation, explanation on
expectedwaiting hours,reservation system,emergency measures,expert
treatment,existenceofknowledgeofdentistry,sizeofhospital,disinfection,
equipmentand parking,butlowly satisfied with expense oftreatment,
preparatory hoursfortreatment,waiting hours,treatmenthoursandthe
periodofsubscription.

4.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linear
relationshipbetweentheindependentvariables.

5.The probit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8 outof 34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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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explainedthedependentvariablesatthelevelof0.01.

6.It shows that 8 independent variables,which can affect customers’
satisfaction, are clearing up of inconvenience, service system,
kindness,explanation,treatmenthoursperattendance,reservation system,
existenceofknowledgeofdentistry,andcontentmentofequipmentinthe
hospital.

The consumer’s satisfaction totally relies on subjective evaluations of
customers.Providingappropriateservice,whichcanmeetthecriteriaforthe
customerwhodemandsvariouswares,pursuesluxurygoods,andexpectshigh
quality ofmedicalservice,isessentialtofulfillpatients’satisfaction.Many
medicalinstitutions do their best to satisfy their customer,touch their
consumer,andofferpatiencecenteredservices,anditisalsoappliedtothe
fieldofdentistry.Establishingbrandnew strategicmanagementsandelevating
thequalityofdentalservicebasedonthissurveyarerequiredtoimprovethe
satisfactionofpatienceintheDentalHospital.

Keywords:medicalservice,patients’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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