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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말말말씀씀씀
여의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논문을 완성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

시고 도와주신 유승흠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권호근 교수님, 처음

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주신 이자경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대학원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힘이 되어 주고 인생의 새로운 추

억들을 만들어 준 동기생, 박찬근, 정헌, 박만우, 송희석, 김법현, 이민식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기들이 있었기에 가끔은 힘들고 지

친 대학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복했던 많은 추억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해 준 병원 행정학과 

선. 후배님들 감사합니다.

처음 대학원 진학을 의논 했을 때 나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응원 해주시

던 최상윤 원장님, 학업과 일을 병행함에 있어서 많은 용기와 지지를 보내

주신 이승원장님, 이현석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다니는 동안 힘들어서 가끔 짜증내고, 우울해 해도 항상 이해 해

주고, 격려 해주던 광화문, 여의도 예치과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

니다. 좋은 논문 쓸 수 있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설문지 자료 수집에 기꺼

이 응해 주신 예치과 네트워크 경영지원부 모임 실. 부장님들께도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묵묵히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어머니,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인생의 많은 조언을 해주는 언니, 형부, 마음속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

는 큰오빠, 큰 새 언니, 친구 같은 작은오빠, 작은 새 언니, 그리고 예쁜 

조카들 모두 사랑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다 기꺼이 나의 카운슬러가 되어 주던 박금

자 교수님과 죽마고우인 내 친구 선희 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이 완성되기 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면서 또 다른 작품 하나를 구상해 봅니다. 

2007년 12월   

고 은 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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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이 조사 연구는 치과의사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환자 만족도에 어떤 영

향을 미치며, 환자 유형에 따른 환자 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에 소재 하고 있는 15개의 치과 의원에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

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9.1 Ver ( SAS, North Carolina) 을 사

용하여 T-test와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과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라 환자의 만족도에는 유의

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서 만족

도가 높았다. 

둘째, 환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중 성 과 연령, 진료 유형, 내원 동기

별로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학력에서는 

고졸, 대졸 이상에서는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

이는 반면, 중졸 이하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고, 2가지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환자의 행동 유형별 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넷째,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와 의료 서

비스를 받은 환자가 재방문 의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재방문 의사가 높았다.

다섯째,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와 의료 

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구전할 의사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재방문 

의사가 높은 경우에는 구전 의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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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병원에 대한 만족도는 환자의 재방문을 통해 구전의 효과까지 

일으키고, 새로운 환자의 창출로 이어져 병원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으

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는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환자의 만족도 측정을 환

자의 일방적인 설문에 의존하여 기초 자료를 만들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2개 유형 외에 또 따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로 구분하고, 인구 통계학적 특성 외에 환자의 사회 심리학적 특성

까지 확대한 연구를 한다면 이 분야의 이론 발전과 환자 중심의 진료와 만

족도 높은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크게 기여 하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

타일이 환자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파악하여,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또, 환자의 성, 연령, 학력, 진료 유형, 내원 동기, 환자 유형에 따라 환자

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인지를 제언하

였다. 이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고, 국내 치과 병. 의원

들의 병원 경영 전략을 세움에 있어 방향을 제언하고, 더 나아가 고객 만

족 서비스 평가 전략 방안을 기획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핵심 되는 말 :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환자 만족도, 재방문 의사, 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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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및및및 의의의의의의

병원 경영의 악화로 병원의 도산율은 1996년에는 6.4%, 2000년에는 

7.4%, 2001년에는 8.1%로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병원 협회 

병원 신문,2002.2.16) 급변하는 의료 환경으로 인해 병원의 경영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과다 인력 공급과 개업의의 증가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자

의 수를 증가 시키어 과다 경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경

영 기법이 의료 환경에 접목 되고 있다. 한국의 병원 시장은 급속한 속도

로 변모하고 있다. 병원 경영 환경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의 

심화와 함께 의료 시장이 그 동안의 공급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전환 된 것 이다. 또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 시민 의식

의 향상,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에 따라 의료 소비자의 기대 수준은 크게 

높아졌으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더욱 안락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

가 증가하여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선택하려는 경

향이 커지게 된 점이다. 병원은 이제 과거와의 전혀 다른 경영 환경에 적

응하여 병원의 생존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나가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 

과거의 병원 위주의 일방적인 의료 서비스의 시대에서 고객의 관점과 

가치에 의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 중 하나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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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누가 병원 고객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지에 대한 것이 병원 마

케팅의 핵심이 되고 있다. 병원 마케팅에서 특히 병원 고객의 욕구를 정

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의료 환경이 병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의료

인의 커뮤니케이션이 병원 마케팅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

각되고 있다. 

의료 환경에서 의료인과 환자와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의료 업무 

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예로 정확한 병력을 기록하기 위하여 새

로운 환자와 면담하는 의사, 치통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환자의 입

안을 들여다보는 치과의사, 환자에게 처방된 약의 정확한 사용을 설명하

는 약사 등은 모두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것을 의존한다. 그

러나 의료인의 교육 과정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으

며 그 결과 많은 의료인들에게 업무상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요를 

채우는 훈련이 미흡한 상태다. (박성애 등, 1990)

본 논문에서는 치과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를 통해 치과의사와 환

자간의 올바른 관계 설정과 병원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

케이션의 중요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치과의사와 환자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상호 관계가 시작되며 이러한 상호 작용 속에서 환자의 호의적인 

반응은 병원 및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해주며, 이는 재방문 

내지 병원 이미지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

션이 어떠한가는 환자가 치과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평가

하는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의료 서비스 품질 평가의 척도 중 하나인 불만 고객도 원활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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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고객 불만을 발생 시키지 않기 위

해서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의료 환경에서 의료 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

하여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 서비스

를 받는 환자들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공 받으면서도 제대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갖게 된다. 더욱이 질병의 완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심리적으

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사와 환자

와의 관계 유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환자는 병원을 평가함에 있어 단순히 진료 시술 행위로만 평가하는 것

이 아니라 치과의사, 치과 위생사, 행정 직원, 코디네이터 등의 태도, 커

뮤니케이션 스타일에서도 병원의 만족도를 평가하게 된다.  치과는 비 

급여 진료 환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회성 진료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유기적인 치과의사와의 관계 형성과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보건 의료 분야인 경우 대부분 연구들이 의료 

서비스 질이나 만족도, 가치, 재이용 의사를 개별적으로 다루거나 측정하

는데 맞추어 왔으며, 1990년 스테이버(Steiber) 등이 의료 서비스 질과 

만족도, 재이용 의사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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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서판수(2001)의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환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고, 정수연(2006)의 ‘간호사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 만족도 연구’라는 주제가 있으며 한운옥(2006) ‘의

사와 환자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있었는데 본 연구는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을 분류하고 의료 소비자의 특성을 인구 통계학

적인 측면에서 분류하고 또한, 환자의 유형을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은 벤-시라(Ben-sira) 가 사회 상호 모델로 

제시한 협력 형 커뮤니케이션과 통제 형 커뮤니케이션 두 가지 유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환자의 유형은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마스톤(Marston, 1979)에 의해 

모형 화 된 DISC(Dominance, Influence, Conscientiousness, Submissi

on)의 성격 유형(Personal profile system, 1928)을 4가지로 나누었다. 

치과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인 협력 형 커뮤니케이션과 통제 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환자 유형인DISC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커뮤니

케이션 방법을 분석하며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환자 유형에 

따른 진료 만족, 재방문 의사, 구전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학적 특정에 따

라 진료 만족, 재방문 의사, 구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다. 

  첫째, 치과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진료 유형, 내원 동기 별로 치과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환자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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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이다. 

셋째,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환자 유형에 따라 환자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는 

     재방문 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는 

    구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의의의사사사의의의 커커커뮤뮤뮤니니니케케케이이이션션션 스스스타타타일일일

가. 의사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관계 

접촉이 많은 서비스 일수록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상호 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고객의 전반적인 

서비스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보다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이 중요하다.

의사-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의 증상 표현과 의사의 진단 행위

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환자는 내부적인 상태를 구두로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는 환자의 병을 추론하게 된다. 의사는 진단에 필요한 자

세한 증상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환자의 내부적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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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자신의 구두 설명에 절대적으로 의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자

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 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진단 방법은 의학의 

발달과 오히려 의사와 환자와의 인간관계를 더욱 차갑게 만들고 있는 것

이다. 

의사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이다. 그리고 중요한 진료 수단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만족할 만한 의사-환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양질의 의료 행위의 초석

이다. 

의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적인 언어의 사용이다. 의사

는 단지 환자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제시자, 안내자, 

상담자, 동정 어린 청취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 결과 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60~80%가 의사가 환자를 면담

하여 얻어진 정보를 근거로 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

사가 환자를 면담하는 것이 의료 행위의 기본이며, 의료 면담의 기본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실을 잘 알려준다. (김유영,1999)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는 4가지의 유형이 있다. (Ashcraft.1980)

첫째, 진단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다. 환자는 의사가 보다 개방적이고 

신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는데 의

사의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 환자의 병을 진단하기 위

해서는 상호 인적인 기술과 기능적인 기술이 필요하며, 상호적인 커뮤니

케이션 기술은 명확한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환자의 심리적인 요소

는 보다 명확한 진단을 필요로 할 때 보다 효율적이다. 

환자들 중에는 자신의 의견이 별다른 중요성을 갖지 못하며 모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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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러나 실제로 의사가 환자의 병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잡는 것은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은 의사가 주

체가 되어 환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치료에 대한 방향을 잡아 나간다. 그 

과정에서 진단에 불필요한 환자의 정보는 배제 시키게 된다. 진단의 기

능을 위해 수행되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의 병이 중하고 문제가 

복잡할 때 일어나며,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병의 윤곽이 잘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시간일 길어질 수도 있다. 

환자의 병보다 심각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환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는 별문제가 되

지 않는다. 

둘째, 상담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다. 환자들은 자신의 병이 가져오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그 병에 대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더욱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서 상담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게 되며, 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의사들

은 누구나 환자에 대해 이와 같은 상담의 역할 수행이 중요함을 인정한

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인간적인 이해보다는 치료의 효율성에 치중

하는 현실에서는 상담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셋째, 협동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다. 많은 의사들은 적절한 커뮤니케

이션과 의학 정보가 환자의 협동과 순응에 필수 요건이 된다고 한다. 

의사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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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환자의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료 행위를 시행한다

는 것이다.  의사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의료 행위를 

시행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요즈음은 환자들이 자신의 병에 대

해 알고 싶어 하는 경향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잦아진 의료 분쟁 또

한 모든 과정들을 의사가 독단적으로 시행하는데 제동을 걸고 있어 이러

한 협조 유도는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넷째, 교육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다.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 행해지는 환자와의 커뮤

니케이션은 교육의 기능을 갖는다. 이때 환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서 신체 부위 등을 그림을 그려 가며 설명하거나, 평소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일들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환자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을 사용

하기도 한다. 적절한 환자 교육은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환자에게 유

용한 정보를 제공 해 줄 수 있다.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환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치료에 

대한 순응을 유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행동은 의사의 태도에 

의해 결정되고, 환자의 교육은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학습된다. 많은 연구

에서 의사들은 환자의 지식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결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은 매우 낮으며, 때로는 

이러한 과소평가가 환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좋은 구실

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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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효과적인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방향 설정에 있어 환자의 역할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의 본격화되고,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의학적인 

관심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이 분야가 처음 소

개되었을 때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 사회학자들에게 있어서도 크게 관심

을 끈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의사-환자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의사-환자와의 관계를 불

균형한 관계, 수직적인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파슨즈(Parsons)의 연구 모형에서 질병을 기능 장애로 보고 환자는 정상

적인 사회 역할로부터 면제되어야 하고 개인의 질병은 개인의 통제 밖의 

상황이므로 이 상황에 대해서 환자는 책임이 없으며 환자는 건강을 회복하

도록 노력해야 하고, 환자는 기술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의사와 협력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의사는 환자에 대한 통제 

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환자에 대한 그의 임무는 건강하고 완전히 활동 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이렇듯 환자가 의사를 만날 때 양쪽

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환자를 회복  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의 

복종이 필요하며, 환자의 의견은 환자의 정상적인 기능 상태로 회복시키려

는 의사의 능력을 침해 한다고 생각하였다. 

호그(Hung. M)와 레빈(Lavin. B)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의

사와 환자의 비대칭적 관계를 쌍방이 모두 인정하였으나 최근 10년간에는 

의사와 환자의 능력 모델(competency model)이 등장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모형이 수직적인 관계와 불평등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점차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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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대한 연구들로 바꿔지는 추세이다. 과거에 환자들은 의사의 말에 

복종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수동적인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였다면 이

제는 상호 작용을 통해 환자는 자신의 의견을 의사에게 표현함으로써 의사

의 피상적인 서비스 주의를 거부하고 건강관리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있다. 호그와 레빈은 소비자의 형태가 젊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지식이 많

은 개인일수록 일관된 소비자 중심주의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들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봉사에 보다 회의적이었다. 

스튜워트(Stewart)와 벅(Buck)은 의사가 환자의 5가지 영역, 즉 불평, 

불안, 근심, 일상생활에서의 장애, 사회 문제에 대한 의사의 지식을 분석 

하였다. 

티모디 앤더슨(Timothy Anderson)과 데이비드 헴 (David Helm)은 의

사-환자 관계에서 의사가 환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양쪽의 만남이 이루

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로서는 그는 의사의 각종 권위, 진료 장소, 

환자의 불리한 입장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사 우위의 관계는 

사회가 변화함으로써 바뀌고 있다.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격차를 좁히고 의사와 환자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들은 의사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질병

이나 현재의 상태 예후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 (성미경. 

1988)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에는 유명한 고전적 모델인 사즈(Szasz)와 

홀렌더(Hollander)의 모형과 후술하는 벤(Ben)과 롱(Long)의 파워 모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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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즈와 홀렌더는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능동 – 수동형,  

지도 – 협조 형, 상호 –참여 형으로 나누었으며,  세 가지 상호 작용적 모

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능동- 수동형은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반면 환자는 수동적인 

형태를 의미한다. 환자는 치료와 관련된 모든 의견을 의사에게 의지하고, 

환자는 자신의 치료에 실제 책임이 없으며, 치료에도 가담하지 않는다. 모

든 의사 결정을 의사에게 맡김으로써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와 책임

도 의사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둘째, 지도-협조형은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를 수 있을 때 의사가 환

자에게 치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 이다. 환자들은 "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알아서 결정하시고, 시키는 대로 하겠으니 지시만 내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신은 뒷전으로 물러나 앉는다. 의사들 중에는 환자의 이러

한 태도를 좋아하면서, 심지어 환자가 지신의 병이나 의사의 결정에 대해 

질문하거나, 환자의 알 권리나 자율성을 주장하면 의사의 권위에 대한 도

전이라고 여겨서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질병과 

치료 과정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

니며 환자가 처한 상황이나 인생 계획에 관해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더 많

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가 진료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상호- 참여 형은 환자가 치료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을 의미

한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질병을 스스로 고치기 위하여 노

력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 전문가가 아니므로 병의 진료데 관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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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문가인 의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두 사람은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교육 연수원. 1999)

벤과 롱은 또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의사와 환자 사이의 힘을 

중심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제1의 정보 수집 형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의사 중심의 패턴이

다. " 위궤양 때와 마찬가지로 명치 부분에서 복통을 느끼고 참기 어려운 

정도 갰군요?" 라고 직접적인 질문이나 유도하는 식의 질문을 거듭하여 

요점을 정리한다. 

둘째, 제2의 분석 정밀 조사 형은 제 1형과 함께 가장 많은 스타일로 

75%의 의사가 제 1 형인 정보 수집 형이나 제 2형인 분석 정밀 조사 형

에 속한다.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전에 입원해서 치

료한 소화 성 궤양은 구역질이나 식욕에서 이번과는 조금 다른 것 같군요

" 라고 확인을 반복하여 문제를 탐구해 간다. 

셋째, 제 3의 설명 해석 형은 " 통증이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침 식

사와 관계없이 계속되는군요. 그 밖에 다른 특징은 없습니까?" 라고 폭 넓

은 질문을 반복하여 재촉한다. 관찰한 내용을 설명하고 " 어떻습니까?"라

고 개방된 형태로 정리한다. 

넷째, 제 4형은 침묵 경청 숙고 형으로 소수의 의사가 취하는 스타일이

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라고 환

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면서 관찰한다.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을 표출하게 하여 이해하려는 환자 중심의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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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의사- 환자 관계는 사즈 와 홀렌더가 말하는 

능동 –수동형 과 지도-협조 형이거나 벤과 롱이 말하는 정보 수집 형과 

정밀 조사 형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의사 환자 관계는 환자의 관심

사나 기분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요청에 둔감해져 환자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기가 쉽지 않다. (박형배, 김남용. 2003)

본 연구에서는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중심으로 가설을 설정

하였으며 벤-시라(Ben-Sira)가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에서 제시한 협력 

형 커뮤니케이션과 통제 형 커뮤니케이션이다. 

의사의 협력 형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에게 만족을 주는 반면, 통제 형 

커뮤니케이션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의사의 커뮤니케이

션 중 협력 형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친절한 커뮤니케

이션이라고 보고 통제 형 커뮤니케이션은 의사가 보다 권위적이고 일방

적인 행동으로 환자의 불안감을 증대시킨다고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인 시각에서는 의사-환자 간의 접촉 형식으로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이성’의 만남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으로 인하여 의사-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숙명적으

로 어려운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의사-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상호 행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철저한 신뢰와 정확성이 요구되는 인

간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사-환자 간의 커뮤니

케이션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호성이나 오해는 곧 오진으로 직결

되는 특성이 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상호 관계가 시작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환자의 호의적인 반응은 의사-환자 간의 신뢰와 지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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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할 수 있다. 즉,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한가에 의해 의사의 전

반적인 서비스의 품질이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222...환환환자자자의의의 만만만족족족도도도     

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

 고객이 느끼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서비스의 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기술적인 질

(technical quality)과 기능적인 질 (functional quality)이다. 의료 분야

에서 기술적인 질은 진단과 처치의 적절성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기능

적인 질은 환자에게 서비스가 행해진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서비

스에 대해 환자가 느끼는 만족한 정도로서 표현 될 수 있다.(Groenross 

1984, 조우현등, 1994 인용)  

환자들은 대개 의료 서비스의 기술적인 질에 대해 정확히 평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적인 질이 환자가 느끼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데 가

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서비스 질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그 병

원을 재이용 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병원을 추천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Zeithaml 1988; 

조우현등, 1994) 다시 말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질에 대해 환

자가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인의 태도 또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이 환자의 만족, 재방문의사, 구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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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환자 만족도는 다양한 연구들에서 정의되고 측정되어 왔다. 

웨어(Ware), 데이빗(Davies-Avery), 스튜워트(Stewart) 는 환자 만족도

에 대한 정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환자 만족

도 연구들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실증적인 연

구들에서 환자 만족도 개념에 따라 몇 가지 차원으로 정리 하였다. 즉, 

환자 만족도는 제공자와 의료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환

자들은 이들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독특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를 전제

로 환자 만족도의 개념을 차원 화하면, 상호간 예절, 기술적인 질, 접근

성/편리성, 경제성, 효능/결과, 지속성, 유용성, 물리적인 환경을 환자 만

족도 개념의 하위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린더- 펠쯔(Linder-Peltz,1982)는 환자 만족도를 사회 심리학적

인 결정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기대-가치 이론(expectancy-value 

theory)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환자 만족이란 의료의 개별 차원들에 대

한 개인의 긍정적인 평가로서, 접근성/ 편리성, 자원의 효용 가능성, 자

료의 지속성, 의료의 효과 또는 결과, 재정, 인간적인 태도, 정보 수집, 

정보 수집, 정보의 제공, 주변 환경의 쾌적함, 의료의 질 또는 능력 등 

10가지를 환자 만족의 결정 요소로 본바 있다. 

파스코(Pascoe, 1983) 역시 소비자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대 이론

(expectancy theory)과 불일치 이론(discrepancy theory) 을 이용하여 

환자 만족도를 정의 하였다. 즉 환자들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을 갖게 되고 서비스를 이용한 후 그 성과가 기대 수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대체로 기대한 수준에 비해 실제 

인지된 서비스 수준이 높을 경우 환자는 만족하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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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파스코는 이러한 기대이론에 기초하

여 환자 만족도를 대조 모형과 동화 모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료진과 만날 때 환자들은 어떤 일정한 기대를 가지게 되

는데, 이때 환자의 기대와 실제 경험한 것과의 차이가 만족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대조 모형이라고 하며 기대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할 때 환자들은 만족을 느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상황을 전혀 예측 할 수 없을 때, 환자들은 실제의 경

험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고 기대 수준을 낮추어 경험에 적응하

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이를 동화 모형이라 정의하였다.

패러슈만(Parasuraman, 1985)은 병원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서비스의 질을 인지하는데 사용하는 10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 이는 신뢰성, 반응성, 기술 및 능력, 접근성, 공손, 

의사소통, 신용, 안전성, 고객에 대한 이해, 외형 성 이다. 

신뢰성은 회사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일관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계획된 시간대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비용 청구에 있어서의 정

확성들을 포함한다. 반응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의지와 준비성

을 의미한다. 직원이 고객에게 얼마나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거

래 명세표를 즉시 보내 주는지 등을 포함한다. 능력은 서비스를 수행하

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차원인데, 전화로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적정한지, 서비스 시설의 위치가 편리한지 등을 확인한

다. 공손은 고객이 만나는 직원이 예의가 바른지, 배려 심과 친절성이 있

는지를 보는 차원이다. 또 의사소통은 고객이 이해 할 수 있는 말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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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회사가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의사소통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육 수준

이 높은 고객에게는 지적인 수준을 높이고,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는 간

단하고 명백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다. 신용은 회사와 만나는 직원이 얼

마나 믿을 만한지, 또는 정직한지를 정의하는 영역이며, 안전성은 고객이 

위험으로부터 벗어 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신체적 안전, 

재정적 안전, 사생활에 대한 보호 등이 있다. 고객에 대한 이해를 연구자

는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 정의 했고, 마지막으로 

외형 성은 시설, 직원의 외모, 장비 등을 의미한다고 했다. 패러슈만(Par

asuraman, 1988)은 이 10가지 차원을 정제하여 5가지 차원으로 재분류

하고,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SERVQUAL(Comprehensive Ser

vice Quality Measurment Scale)을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은행, 신용 

카드업, 수리 및 보수, 장거리 전화 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의 서비스 질

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 되었으며 (Parasuraman et al. 1985), 

배버커스(Babacus,1992)등이 이를 수정 보완하여 의료 서비스에 적용하

였다. 

SERVQUAL 은 다음과 같이 5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버커스

등이 의료 기관에 적용한 예를 함께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설, 장비, 인력 등 외형적 차원: 의료 기관의 장비, 시설, 외형, 

   직원들의 외모

 2)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차원: 약속된 서비스 시간의 준수,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태도, 진료비 청구의 적절성 

 3) 고객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반응성  차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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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예정된 서비스를 미리 환자에게 알려주는지 여부, 즉각적인 서비

  스 제공,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4) 직원들의 예의 바른 태도와 능력을 묻는 보장성 차원: 환자의 안락함 

   정도, 직원들의 지식, 태도, 근무 여건

5) 고객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로서 동정 성 차원: 직원들의 환자

   에 대한 관심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 

 우리나라에서는 조우현 등 (1994)이 우리나라 병원에 대한 SERVQU

AL 적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도구를 이용하여 Y대학 병원 입

원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병원 서비스의 보증 성 

차원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신뢰성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가 곧바로 병원 의료 서비스 재 

방문 형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중 회귀 분석

을 통해 확인하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와서 씽(Singh,1990)은 광범위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환

자 만족도란 의료 서비스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 의해 개념화 될 수 

있는 태도라 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환자 만족도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다차원적인 평가로서 환자들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별 속성을 매우 만족

(1)~매우 불만족(6)의 리커트 척도로 평가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존(John, 1992)은 환자 만족도와 재 구매 의도와의 관계를 보는 연구에

서 환자 만족도란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기대가 충족 되었느냐 충족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환자 만족도에 대한 개념을 요약해 보

면 첫째 환자의 만족도는 의료 서비스의 다양한 차원과 속성들이 복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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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여 환자들에게 요약 평가되는 개념이다. 둘째, 환자 만족도는 기

대-성과의 불일치 모형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셋째, 환자 만족도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태도이다. 넷째, 환자 만족도가 형성되는 과정은 동

적이며 따라서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다섯째, 환자 자신의 다양

한 특성이 만족도 형성에 관련된다. (Strasser 등,1993) 국내외 연구 문헌

들의 환자 만족도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최귀선, 1999)

 <표 1> 환자 만족도 구성 요소

연구자연구자연구자연구자 환자 환자 환자 환자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구성요소구성요소구성요소구성요소

Ware등 (1978)
물리적 환경과 유용성, 접근성 / 편리성, 경제성, 기술적인 

질, 상호간 예절, 효능/결과, 지속성? 

Hall, Dornan(1988)

시설, 접근 성, 친절성, 사회 심리적 문제에 대한 고려, 기

술 능력, 정보 제공, 비용, 관료주의, 전반적인 의료의 질, 

결과, 의료의 지속성

The Health Policy 
Advisory Unit 

(1989) 

의료와 정보, 시설, 무형적 환경, 식품의 양, 간호 서비스, 

예약 진료

Steiber,Krewinski
(1990)

접근성/ 편의성, 자원의 유용성, 쾌적한 주변 환경, 친절

성, 정보 수집, 정보 제공, 의료의 지속성, 경제성, 질

Strasser, 
Aharony(1991)

구조(물리적 환경, 접근성, 경제성)과정(기술 능력, 적정성, 

친절성: 인간적인 상호관계, 태도, 응답, 대화, 정보/교육) 

결과(효율/진료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이선희등(1998)

물리적 시설과 환경(시설 환경, 주차장 이용, 부대시설) 절

차의 편리성(교통, 예약 절차, 접수, 수납, 대기 시간) 의료 

인력의 기술 수준과 전문성(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지원 

인력의 전문성)직원의 친절성(안내, 경비원, 접수, 수납 직

원, 진료 의사, 간호사, 검사실 직원 등)정보 제공(병원 이

용 절차, 진료 내용, 약 복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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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런 다차원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측정하는 방법 외에 환자 만족도

의 총괄 지표로서 의료 기관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레덴바흐 (Reidenbach)와 샌다이퍼스몰우드(sandifer-Smallwood.1990)

는 환자 만족도와 서비스 질, 다른 사람에게 권유 의사와의 관계를 보기 

위한 연구에서 환자 만족도를 병원에서 받은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 어떻

게 평가하십니까? (1 = 매우 훌륭하다 5 = 매우 형편없다), 제공 받은 서

비스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1 = 매우 만족 5 = 매우 불만족),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의사가 있습니까? (1 = 매우 그렇다 5 = 매우 그렇지 않

다)의 세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우드사이드(Woodside등,1989)는 서

비스 질, 환자 만족도, 그리고 행동 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환

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의료 기관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

십니까? (0 = 매우 불만족 10 = 매우 만족)의 10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이와 같이 총괄 지표에 의한 만족도의 측정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난 후 

제공 받은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만족도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하나의 총괄 지표에 의한 만족도의 측정은 의료 서비스

를 받고 난 후 제공 받은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만족도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하나의 총괄 지표에 의한 만족도의 측정

은 만족도의 모든 구성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의미 

있게 인지된 일부 요인에 의해 평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나 신뢰

성 면에서 다차원적인 접근 방법보다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Strasser, Davi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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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 만족에 관한 연구 

 환자 만족도의 조사는 단지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대한 만족 정도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 만족도 조사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향

후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마케팅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조우현등. 1999) 

이러한 환자 만족을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 작용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의사

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의하여 의사소통 문제의 유형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휴먼 커뮤니케이션

의 시각에서 환자-의사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탐색 하였다. 여기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 하려 

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두원은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적, 표현적, 오차가 오

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의사-환자 간 커뮤니케이션 연

구는 매우 시금하고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한 서판수의 의사 커뮤니케이션 스

타일이 환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1)의 연구 보고서에서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4가지 유형(신뢰 형, 전문형, 통제 형, 협력 

형)으로 나누어 환자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재 구매 의도와 구전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연구 결과 4가지 유형 중 신뢰형 커

뮤니케이션 스타일을 가진 의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족

도가 높은 경우에는 재 구매와 구전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 만족 여부는 미래의 장기

적 거래 관계에 영향을 미쳐 만족도가 클수록 재 구매 의도가 높고,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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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구전 및 평판을 할 것이라는 뒷받침 해준다고 할 수 있다.(서판수, 

2001)

국외의 선행 연구 또한 의사와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하

여 보고하고 있고, 의사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내지 방법의 모색

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불러(Buller, 1987) 는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친화적 커뮤니

케이션 스타일과 권위적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로 나누었다. 연구자는 의

사의 친절한 태도, 공감 정도,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등 친화

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관한 15가지 문항 조사하고, 논쟁적인 태

도, 과장하는 태도 등 권위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관한 6가지 문항

을 점수로 조사하였다. 이로써 의사의 감정 지향적 행위의 표출이 건강 

진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 했다. 

이러한 가설은 지지를 받았고 보다 통제적 스타일로 대화를 했던 의사들

은 환자들에게 별로 만족을 주지 못했음을 밝혀내었다. 

버타키스(Bertakis)와 로터(Roter,1991)는 의사와 환자의 면담을 녹음

한 후 Roter Interaction Analysis System 을 사용하여 의사 –환자 커

뮤니케이션 특징을 6가지로 분류 하였다. 

6가지 특징은 의학적 폐쇄적 질문, 의학적 개방적 질문, 정신 사회적 

개방적이고 폐쇄적 질문, 정신 사회적 주제에 대한 상담, 환자가 의학적 

정보 제공, 환자가 정신 사회학적 정보 제공이 해당된다. 또 환자의 만족

을 과업 중심 기술, 개인적 관계 기술, 상냥함, 상호 협력적, 정서적 지지 

등 5가지로 분류 하였다. 연구자는 설문 조사를 통해 의사 –환자 커뮤니

케이션 특징과 환자 만족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정신 사회적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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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상담하는 유형일 경우 환자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학적 주제에 대해 환자가 이야기 하는 유형일 경우 환자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 사회적 주제에 관해 환자가 이야

기 하는 유형일 경우 환자 만족도는 높아지고, 의사가 말을 환자보다 많

이 할 경우 환자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정수연, 2006, 

재인용)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환자 만족에 관한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서판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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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환자 만족에 관한 연구

저자저자저자저자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내용내용내용내용

Zeev, Ben-sira(1976) 환자의 만족과 의사의 감성적인 행동

BarbaraFreemoon, 
F,Aviab,Milton,Davis Negre and 
M. Korsh Barbara,(1977)

의사의 친절한 행동과 환자 만족

Norton and Pettegrew, (1979)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환자 
만족

Zeev Ben-sira,(1980) 의사의 감성적 행동과 환자의 불안감 감소

Smith, Polis and Hadac 의사-환자의 인터뷰 시간에 따른 환자 만족 

Perer S. Jensen,(1981) 환자 만족에 있어 의사 친절성의 중요성

Pantell, Thomas, James, Patricia, 
Well,William Ross, (1982)

의사의 비의학적 대화 및 친절과 환자 만족

Shelly Lane, Judith A. Hall, 
Susan Milmas, Jay E,Lavin,(1983)

의사의 비언어적 행위와 환자 만족

Howard, Waitzkin,(1984)
의사-환자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사회과학적 
연구의 적용

Rotor, Hall and Katz,(1987)
의사의 기능과 감정 지향적 행위의 환자 
만족에의 차이

Mary Klein, Buller(1987)
환자 만족에 있어 의사의 감성 지향적 
행위의 중요성

Street and john, Wiemann(1987) 의사의 긍정적인 표현과 환자 만족

Woodsis, Freey(1989) 의사-환자의 서비스 질의 인식과 환자 만족

Bertakis, Debar,Putnam,(1991) 의사의 진료 스타일과 환자 만족

Dube Laureate, Mardi-Claude 
Belanger and Trundler 
Elyse,(1996)

의료 만족에 있어 감정 이입의 역할

Parakyla,(1997)
의사-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새로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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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과 만족도에 따른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나 이의 특성과 환자 만족 간의 관계,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어떤 경우에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모모모형형형(((틀틀틀)))

이 연구에서는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협력형 커뮤니케

이션, 통제형 커뮤니케이션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환자의 행동유형

을 DISC(Dominance, Influence, Conscientiousness, Submission)에 

따라 주도형, 사교형, 신중형, 안정형 4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치과의

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환자의 유형과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보

고, 인구학적 특성과 진료 유형, 내원 동기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보

고, 환자의 만족도가 재방문과 구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

고자 한다. 그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아래의 그림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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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조절 변수

<<<<치과의사의 치과의사의 치과의사의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스타일커뮤니케이션스타일커뮤니케이션스타일커뮤니케이션스타일>>>>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환자유형환자유형환자유형환자유형>>>>

주도형, 사교형

신중형, 안정형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특성특성특성특성>>>>

성, 나이, 학력

진료 유형, 내원 동기

<<<<환자 환자 환자 환자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진료 만족도

재방문 의사

구전 의사

종속 변수 독립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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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이 연구는 연구 모형의 적합성과 연구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에 소재한 1차 병원인 치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총 320부의 설문지

를 배부하여 회수된 293개의 설문지 중에서 답변 작성이 부적절한 것을 

제외하고 287부를 최종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10월26

일부터 11월6일까지 실시하였다.

333...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및및및 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는 문헌 고찰을 통해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

일을 알기 위한 15문항 중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9문항, 통제형 커뮤니케

이션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환자의 행동 유형을 알기 위한 28문항은 주

도형, 사교형, 신중형, 안정형 모두 7문항씩 구성되었으며, 치료에 대한 만

족도 1문항, 재 방문 의사에 대한 만족도 1문항, 구전에 대한 만족도 1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커뮤니케이션의 하부 문항과 환자 행동 유형의 하부 문항

들의 점수 합을 평균 내어 해당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환자 행동 유형으

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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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 3> 3> 3> 설문 설문 설문 설문 문항 문항 문항 문항 구성 구성 구성 구성 

444...변변변수수수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이 연구에서의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정하기 위하

여 독립 변수인 치과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조절 변수인 환자

의 성향, 인구학적 특성 및 진료 유형 내원 동기로 나누었고 종속 변

수인 진료의 만족도, 병원의 재방문 의사, 구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정의하였다. 

변수 내용 문항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협력형 1-9

통제형 10-15

환자유형

주도형 1-7

사교형 8-14

신중형 15-21

안정형 22-28

환자 만족도

진료 만족도 1

재 방문 의사 2

구전 의사 3

일반적인 사항 
성, 연령, 학력, 진료 유형,

내원 동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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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과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변수

 1)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을 측정하기 위해 Norton 이 제시한 의사의 커뮤니

케이션 유형 중 몇 개의 항목을 선정하였다. 측정 문항으로 ‘인간으로서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정도’ , ‘친절함’ , ‘치료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 , ‘환

자에게 소요하는 시간의 정도’등의 9개 항목을 이용하였다. 

2)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의 태도는 보다 권위적이고, 의사와 

환자의 상호 작용적 관계에서도 의사는 치료 내용에 관한 대화 외의 사적

인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의사는 커뮤니케이션을 단지 환자의 병을 치

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며, 환자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거의 없

다. 의사가 주체가 되어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치료에만 치중하는 경우

가 여기에 해당한다.

벤-시라(Ben-sira) 의 연구에서 제시한 문항을 수정하여 의사의 권위적

인 태도, 극단적인 표현, 의사가 주체가 되어 치료에만 치중하는 등의 6개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나. 환자의 성향 변수

 환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의 심리학 교수였던 윌리엄 마스튼

(William Marston, 1928)의 인간 행동의 속도 (심사 숙고형, 속전 속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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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어 칼슨(Carlson)의 우선순위(인간 중심, 과업 중심 1992)에 기초하

여 미국의 보이드(Boyd, 1994)가 개발한 척도를 김명희 (1998)가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안 연구한 ‘DISC행동 유형 척도’  문항 중 28문항을 사용하

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렇다’의 5점 평정 척도로 되어 있다. 

다. 진료의 만족도 변수

환자의 만족도는 의사가 환자에게 전한 정보의 양 및 정보의 명확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 또한 환자 만족도는 의사들이 환자의 요구에 민

감하게 반응하고, 환자에게 정성을 쏟는 정도에 대한 느낌 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측정은 패러 슈러맨 (Parasuraman, 

1988)이 개발한 SERVQUAL 척도 항목을 참고하여 의사에 대한 만족도 

항목 중 1개 항목을 도입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라. 재방문 의도와 구전 변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 여부와 재방문 의도나 긍정적 구전, 평

판, 의사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기란 쉬

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오랜 시간과 지속적인 치료와 관련된 상

호작용을 요구하며 환자의 만족이란 많은 인 카운터와 관계를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는 의사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하였다면 관

계 지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환자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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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결과로 느끼게 되는 환자의 재 방문 의도에 대한 변수는 베

배커스(E.Babakus)와 맨골(W.G.Mangold, 1992)의 의료기관을 대상한 연

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참고하여 1개 문항을 도입 측정한다. 재 방문에 대

한 기대는 상대방이 협조적이라고 인식되면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서 재 방

문을 하지 아니하더라고 의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환자가 있다. 이러

한 영향을 끼치는 환자의 요인을 구전 요인이라고 한다. 구전에 의한 의사 

정보는 다른 환자로부터 자신의 진료의 경험이 직접 전달되므로 어떠한 정

보 보다 살아 있다. 이 구전 정보는 보다 쉽게 재인 또는 연상되며, 소비

자인 환자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구전의 변수는 베배커스(E.Bab

akus)와 맨골(W.G.Mangold, 1992)이 선정한 항목을 참고하여 1개 문항을 

도입,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마. 환자의 인구학적 변수 및 기타 변수 

1) 성: 여성/남성

2) 연령(만): 30세 미만 / 30세~39세 / 40세~49세/ 50세 이상 

3) 최종 학력: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4) 치료 종류: 일반 진료/ 교정 진료/ 임플란트/ 미용 치료/기타

5) 병원 내원 동기: 소개/ 가까워서/ 인터넷/ 소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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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이 연구의 통계 처리는SAS9.1Ver(SAS, North Carolina)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고 실증 분석은 모두 유의 수준 5%로 설정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환자 유형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Ch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신뢰성

을 검토하였다.

셋째,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 유형별, 인구학적 특

성별, 내원 동기, 진료 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Indep

endent two-sample T-test를 사용하였다. 

넷째,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만족도가 재 방문 의사와 구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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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표표표본본본의의의 인인인구구구 통통통계계계적적적 요요요인인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분분분석석석

<표 4>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연구에 응답한 환자들이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조사는 287명의 유효한 응답을 확보 하였다. 우선성별로 보면 남성보

변수 내용 빈도 백분율 계

  성
남성 128 44.6 287

(100.0)여성 159 55.4

연령

30세미만 99 34.5

287
(100.0)

30~39세 108 37.6

40~49세 65 22.7

50세 이상 15 5.2

최종학력

중졸 이하 5 1.8
287

(100.0)
고졸 75 26.2

대졸 이상 206 72.0

진료 유형

일반 진료 149 51.9

287
(100.0)

교정 진료 48 16.7

임플란트 46 16.1

미용 진료 36 12.5

기타 8 2.8

내원 동기

소개 80 27.9

287
(100.0)

주변 소문 85 29.6

가까워서 74 25.8

인터넷 검색 39 13.6

기타 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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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고, 연령대는 30~39세 사이의 연령이 설문지에 

가장 많이 응답을 해주었으며, 최종 학력은 대졸 이상자가 가장 많았다.

내원하여 진료 받은 유형은 일반 진료가 가장 많았고 병원 내원 동기는 

잘한다는 주변 소문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환자 유형을 주도형, 사교형, 신중형, 안정형등 네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이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환자 유형 척도를 기준으로 각 

유형에 대한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유형을 해당 응답자의 환

자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이에 대한 빈도 분석을 우선 파악 해보면 다음

과 같다.  

<표 5> 환자 유형별 구성 

전체 287명중에서 가장 높은 유형은 안정형으로 78명(27.2%)으로 파악

되었다. 다음 신중형> 주도형 > 사교형 으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중 환자 유형에 관한 분포는 아주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어떤 

유형의 환자가 설문지에 많은 응답을 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환자 유형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지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변수 내용 빈도(명) 백분율(%)

환자 유형

주도형 72 24.7

사교형 63 22.0

신중형 75 26.1

안정형 78 27.2

계 28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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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유형 구성

변수 내용 주도형 사교형 신중형 안정형 전체
p-

value

 성

남성
39

(30.5)
31

(24.2)
29

(22.7)
29

(22.7)
128

(100.0)
0.0931

여성
32

(20.1)
32

(20.1)
46

(28.9)
49

(30.8)
159

(100.0)

연령

30세미만
18

(18.1)
23

(23.2)
25

(25.3)
33

(33.3)
99

(100.0)

0.1106

30~39세
29

(26.9)
23

(21.3)
32

(29.7)
24

(22.2)
108

(100.0)

40~49세
22

(33.9)
10

(15.4)
16

(24.6)
17

(26.2)
65

(100.0)

50세 이상
2

(13.3)
7

(46.7)
2

(13.3)
4

(26.7)
15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0

(0.0)
2

(40.0)
0

(0.0)
3

(60.0)
5

(100.0)

0.1226고졸
22

(29.3)
17

(22.7)
23

(24.2)
13

(17.3)
75

(100.0)

대졸 이상
49

(23.8)
43

(20.9)
52

(25.2)
62

(30.1)
206

(100.0)

진료

유형

일반 진료
38

(25.5)
41

(27.5)
36

(24.1)
34

(22.8)
149

(100.0)

0.0039

교정 진료
8

(16.7)
5

(10.4)
17(35.4

)
18

(37.5)
48

(100.0)

임플란트
16

(37.8)
12

(26.1)
6

(13.0)
12

(26.1)
46

(100.0)

미용 진료
9

(25.0)
3

(8.3)
15

(41.7)
9

(25.0)
36

(100.0)

기타
0

(0.0)
2

(25.0)
1

(12.5)
5

(62.5)
8

(100.0)

내원

동기

소개
16

(20.0)
19

(23.8)
21

(26.3)
24

(30.0)
80

(100.0)

0.4743

주변 소문
18

(21.2)
20

(23.5)
22

(25.9)
25

(29.4)
85

(100.0)

가까워서
27

(36.5)
16

(21.6)
19

(25.7)
12

(16.2)
74

(100.0)

인터넷 검색
8

(20.5)
7

(18.0)
10

(24.6)
14

(35.9)
39

(100.0)

기타
2

(22.2)
1

(11.1)
3

(33.3)
3

(33.3)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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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별로 보면 성별에 따라서 환자의 유형의 구성 비율은p-value=0.

9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성 비율을 보면 남자의 경우 

주도형과 사교형이 전체 응답자 및 여성에 비해 높았고, 반면 여성은 신중

형과 안정형이 다소 많이 차이를 보였다. 남성이 주도형이 많은 경우는 관

계보다는  일 중심적인 성향이 많고 여성이 안정형이 많은 것은 관계 중심

적이고 모든 환경에서 적대적으로 보기 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에서도 환자 유형의 구성 비율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그러나 30세 미만에서는 안정형이 높은 

비율이 보이고 있고, 30세~39세 이하에서는 신중형이 많이 분포되어 있

고, 40세~49세에서는 주도형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50세 이상에서

는 사교형이 다소 높게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 환자유형의 분포를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안정형이 많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중형과 주도형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학력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고졸은 신중형

이 많았고, 대졸 이상에서는 안정형이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진료 유형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파악 되었다. (p<0.05)

일반진료인 경우 안정형이 많고, 교정 진료, 미용치료인 경우에는 신중형

이 많았으며.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주도형이 높게 파악 되었다. 

다음 병원 내원 동기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점

은 병원을 선택하는 요인에 있어서 환자의 유형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환자의 유형은 성별, 연령, 학력 등 일반적

인 변인과 내원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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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가. 신뢰도 분석 

측정 항목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은 정확성(accura

cy),일관성 (consistency),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의존 가능성(depe

ndability) 등으로 표현되는 개념으로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경우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된 개념 등을 의미 한

다. 이 연구의 경우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다 항목을 통해 구성 개

념을 측정하고 있으며 신뢰성 분석을 위해서 반분 법의 확장인 각 구성 개

념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Chronbach’s alpha계수를 활용하여 신

뢰성을 검토하였다.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Chronbach’s alp

ha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 기법에 의하면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되고 탐색적 연구의 경우에는 0.5이상을 기준치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에서 제시되

어 있다. 

<<<<표 표 표 표 7> 7> 7> 7> 신뢰도 신뢰도 신뢰도 신뢰도 분석분석분석분석

변수 하부 요인 문항 수 Chronbach's alpha

커뮤니케이션스타일 협력형 9 0.862

통제형 5 0.773

환자 유형 주도형 7 0.77

사교형 7 0.849

신중형 7 0.554

안정형 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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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분석 결과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하부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모

두 0.554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척도는 신뢰도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항목 합산을 통해 

각 요인을 하나의 척도 값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환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라는 연구 주제를 검정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독립 변수로 

하고, 환자의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하여 T-test를 시행하여 분석을 하였

다.  

<표 8>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 만족도 차이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특성이 모든 환자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 되었다. 협력형인 경우 만족도가 3.85±0.73, p=0.001 이고 통제형인 

경우 만족도가 2.82 ± 0.75, p=0.001로, 환자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

만족도의 평균 ± 표준편차 p-value

협력형 3.85 ± 0.73
0.001

통제형 2.82 ±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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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설은 채택되었다. 

특히, 협력형 일 경우 통제형 보다 만족도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환자들이 치과의사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선호하고 있

다.   

다. 환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진료 유형, 내원 동기에 따른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먼저 성별에 따라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환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9> 와 같다

<표 9> 성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만족도 차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 결과 남성, 여성 모두 의사의 커뮤니케

이션 스타일이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0.05)

만족도의 평균 ± 표준편차 p-value

남자 여자

0.0001협력형 3.88 ± 0.70 3.82± 0.74 

통제형 2.93 ± 0.83 2.70±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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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남성과 여성의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

션 스타일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남성인 경우에는 협력형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만족도가 여성의 경우

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도 협력형 커뮤니케이

션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두 집단 모두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일 경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

다.

환자의 연령에 따라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환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10> 과 같다. 

<표10> 연령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만족도 차이 

환자의 연령에 따라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차이는 4개의 그룹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협력형과 통제형의 커뮤니케이션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협력형 3.88 ± 0.70 3.85 ± 0.80 3.75 ± 0.65 4.20± 0.63

통제형 2.70 ± 0.57 2.86 ± 0.85 2.85± 0.55 2.80± 1.30

p-value 0.0001 0.0001 0.0001 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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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2가지 유형 중에서는 모두 협력형의 커뮤니케이션의 만족도가 높

았다. 4개의 그룹 모두 만족도의 평균값이 3.7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

고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값 4.2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나이가 많은 환자는 젊은 환자들과는 다른 타입의 상호 작용을 원한다고 

말한다. 특히 의사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성향도 치과의사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닌 서로가 협조적인 진료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만족도가 높았다.

연령 구분 없이 치과의사의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선호 하고 있

으므로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습득하여 구사한다면 환자 만족도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의 학력에 따라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환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결과는 다음

의 <표 11> 과 같다.  

<표 11> 학력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만족도 차이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협력형 3.66 ± 0.58 3.70 ± 0.83 3.90 ± 0.68

통제형 4.00 ± 1.41 2.87 ± 0.92 2.74± 0.62

p-value 0.0724 0.0011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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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Sira는 환자의 교육 정도에 따라 의사의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치료에 대한 만족도 사이의 상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환자의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의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환자 

치료 만족도 사이의 상관도가  낮았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커뮤

니케이션에 덜 의존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커뮤니케

이션 스타일이 환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교육 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왔

다. 협력형 보다는 통제형 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협력형인 경우에도 

만족도의 평균값이 3.66으로 다른 집단의 협력형의 만족도와 비슷한 수치

를 보이고 있어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고졸과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두개의 그룹 모두 협력형인 경우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에는 치과의사가 자신을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으며 

협력적인 진료가 이루어 졌을 때 만족도가 높았다.

환자의 진료 유형에 따라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환자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의 검정을 위한 결

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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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진료 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만족도 차이 

< 표 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환자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기타 변수를 제외한 4개의 그룹은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난  교정 진료와 임플란트의 경우 협력형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진료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일반 진료, 미용 치료보다 진료 기간이 길고, 병원을 내원하는 횟수

가 많기 때문에 의료인으로부터 통제를 받기 보다는 협력적인 파트너 관계

를 형성하고자 하는 성향이 표출된 것이라고 본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기타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협력형과 통제형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치료를 받기 위

변수 내용 만족도의 평균 ± 표준편차 p-value

일반진료
협력형 3.83 ± 0.71

0.0001
통제형 3.00 ± 0.82

교정 진료
협력형 4.08 ± 0.69

0.0001
통제형 2.50 ± 0.52

임플란트
협력형 3.81 ± 0.78

0.0001
통제형 2.71± 0.83

미용치료
협력형 3.72 ± 0.75

0.0088
통제형 2.86± 0.69

기타
협력형 3.67± 0.82 0.3153

통제형 3.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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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내원한 횟수가 적었거나 만족도의 평균값이 3.0~3.7사이이므로 보통이

라는 대답을 한 결과로 보아 기타 진료를 받은 환자는 병원 만족도에 관하

여 관심이 없어 보통으로 측정하였다고 본다. 

환자의 내원 동기에 따라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환자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의 검정을 위한 결

과는 다음의 <표 13> 과 같다. 

<표 13> 내원 동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만족도 차이 

병원을 찾게 되는 동기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기타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p<.05)

변수 만족도의 평균 ± 표준편차 p-value

지인소개
협력형 3.91 ± 0.72

0.0072
통제형 3.25 ± 0.97

주변소문
협력형 3.80 ± 0.70

0.0001
통제형 2.94 ± 0.80

가까워서
협력형 3.81 ± 0.75

0.0001
통제형 2.55± 0.51

인터넷검색
협력형 3.86 ± 0.78

0.0001
통제형 2.6± 0.51

기타
협력형 3.89± 0.60

통제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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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아는 사람 및 친지 등의 소개로 병원을 방문하게 된 경우에는 우

선, 자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잘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

서 협력형과 통제형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치과의사

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라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병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경우에는 통제형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가까워서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방문한 경우

에는 치과의사의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있어 낮은 만족도를 보이

고 있다. 이는 나의 주치의에 대한 신뢰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첫인상

인 말투와 태도에서 병원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평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

다.   

기타 요인으로 방문한 환자인 경우는 모두 협력형에서 만족도를 나타내

어 통제형과 비교 분석 할 수 없었다. 치과의사 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병원을 선택하는 요소가 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라.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환자 유형에 따라

    환자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환자 유형에 따라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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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환자 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만족도 차이 

환자의 유형을 주도형, 사교형, 신중형, 안정형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을 검증

한 결과 p<.0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도형인 경우에는 협력

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서 만족도가 3.85 ± 0.75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

고 있고, 통제형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평균값이 2.6으로 보통의 만족도 경

우 보다 낮았다. 이는 주도형 유형의 환자인 경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싫어하고, 의사 결정에 있어 치과의사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환자 본인이 

주체가 되어 결정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통제형일 때 보다는 협력형

일 때 만족도가 높았다. 

사교형인 환자 유형은 p<0.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협력형

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서는 3.82 ± 0.78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내 용 만족도의 평균 ± 표준편차 p-value

주도형
협력형 3.85 ± 0.75

0.0001
통제형 2.60 ± 0.63

사교형
협력형 3.82 ± 0.78

0.001
통제형 3.00 ± 0.78

신중형
협력형 3.66 ± 0.73

0.0001
통제형 2.55± 0.73

안정형
협력형 4.08± 0.58 

0.0001
통제형 2.95±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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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서도 평균값이 3.0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만

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교형의 환자 유형인 경우에는 치과의사의 커

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라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환자의 사

교적인 성향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만족도에 결과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신중형인 환자 유형은 p<0.0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협력형

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서는 3.66 ± 0.73으로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통제형인 경우에도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중한 환자 유형이 모든 선택과 

평가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게 되고, 기대치보다 높은 만족을 경험하지 못

한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주지 않는 성향 때문이다.  

안정형인 환자 유형은 p<0.0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협력형

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서는 4.08 ± 0.58로 다른 유형들과 비교해서 가

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안정형인 환자 유형은 치과의사의 편안한 

말투, 자세한 상담, 자신을 배려하는 태도에서 만족감을 높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결과표를 보면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서 만족도가 높은 순서는 

안정형(4.08)> 주도형(3.85) > 사교형(3.82)> 신중형(3.66) 이며,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서 만족도는 사교형(3.00)> 안정형(2.95) > 주도형

(2.60)> 신중형(2.55) 순으로 나타났다.  

마.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는 

    재 방문 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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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는 재 방문 의사

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만족도를 독립 변수로 하고 재 방문을 종속변수로 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계수는 -1~+1 까지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우

면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환자의 재 방문 의도에 대

한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5>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라 만족도가 재 방문에 미치는 영향

협력형 커뮤니케이션인 경우  p-value<.0001로 만족도와 재 방문 의사

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상관 계수가 0.64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

다. 

통제형 커뮤니케이션도 p-value <.0001로 만족도와 재 방문 의사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상관 계수 0.58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 분석 결과 두 가지 유형 모두 정(+)의 값으로 나타나 만족도와 재 

방문 의사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만족도

가 높을수록 환자의 재 방문 의도는 높을 것임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족도-재 방문 상관계수 p-value

협력형 0.64
0.0001

통제형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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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는 

    구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가 의료 서비스 

행위 이후 구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환자의 구전에 대한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6>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라 만족도가 구전에 미치는 영향

협력형 커뮤니케이션인 경우  p-value<.0001로 만족도와 구전 의사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상관 계수가 0.56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통제형 커뮤니케이션도 p-value <.0001로 만족도와 구전 의사와는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고 상관 계수 0.59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 분석 결과 두 가지 유형 모두 정(+)의 값으로 나타나 만족도와 구

전 의사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환자의 구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만족도-구전 상관계수 p-value

협력형 0.56 0.0001

통제형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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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환자의 만족도, 재 방문, 구전과의 상관관계

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병원을 재 방문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전 하는가에  

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 표 17> 환자 만족도, 재방문 구전과의 상관관계

병원에 대한 만족도와 재 방문, 구전과의 상관관계는 p<0.001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상관계수 0.69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만족

도와 구전과는 p<0.001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상관계수 0.64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재 방문 의사와 구전과의 상관관계는 

p<0.001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고, 상관계수 0.92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병원에 대한 환자 만족은 재 방문과 구전으로 이어지고, 상관계수

가 가장 높은 재 방문과 구전과의 관계를 보면 재 방문 의사가 있는 환자

는 다른 사람에게 구전 할 의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 인구 통계학적 특성, 진료 유형, 내원 동기, 환자 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

상관계수 p-value

만족도-재방문 0.69

0.0001
만족도-구전 0.64

재방문-구전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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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통계학적 특성, 진료 유형, 내원 동기, 환자 유형에 다른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인구 통계학적 특성, 진료 유형, 내원 동기, 환자 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

성 만족도의 평균 ± 표준편차 p-value

성
남자 3.66 ± 0.83

0.5899
여자 3.61 ± 0.85

연령

30세미만 3.86 ± 0.80

0.8637
30~39세 3.63 ± 0.90

40~49세 3.57 ± 0.73

50세이상 3.73 ± 1.09

최종학력

중졸이하 3.80 ± 0.83

0.4639고졸 3.53 ± 0.90

대졸이상 3.66± 0.82

진료유형

일반진료 3.69 ± 0.79

교정진료 3.69 ±0.95

임플란트 3.48 ± 0.94 0.5647

미용치료 3.56 ± 0.81

기타 3.5 ± 0.76

내원동기

소개 3.81 ± 0.80

주변소문 3.62 ± 0.80

가까워서 3.47 ± 0.89 0.1044

인터넷검색 3.54 ± 0.91

기타 3.89 ± 0.60

환자유형

주도형 3.59 ± 0.88

0.3536
사교형 3.63 ± 0.84

신중형 3.53 ± 0.81

안정형 3.77 ±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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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배제하고 이번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과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p>0.05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

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진료 유형, 

내원 동기, 환자의 행동 유형과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환

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환자 자신이 갖고 있는 특성과 특징에 

의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제공자인 치과의사의 태도, 인상,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에서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ⅤⅤⅤⅤ. . . . 고찰고찰고찰고찰

111...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보건 의료 분야에서 환자들이 인지하는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평가하

고 계량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와 관련된 다

양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실증적인 목

적으로 의료 서비스 질이나 만족도를 계량화하고 측정하고자 하는데 초점

이 맞추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는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환자 

유형과 인구 통계학적 특성, 진료 유형, 내원 동기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

가 있다는 것을 검정하기 위한 것으로, 측정 변수들 간의 신뢰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Chronbach의 alpha계수를 구하여 내적 일치 도를 보았으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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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T-test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만족도와 재 방문, 구전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Pe

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을 분류하고 환

자의 유형에 따라 만족도를 측정하여 재 방문과 구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 구성 시 방법론상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는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두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여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나누어 평가하는데 있어 정확성이 떨어지

고, 환자의 유형 설문에서도 문항 수가 적어서 정확한 환자 유형을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았다.  

둘째, 연구 대상을 현재 치과에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담당 직원

이 설문지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다보니 만족도에 관한 평가를 객관적 일

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두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단순화 하였기에 

회귀 분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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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는 차이가 있을 것 인가에 대한 가설에서는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그 영향의 정도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력

형일 경우 만족도가 3.85 ± 0.73으로 통제형일 때 2.82  ± 0.75 보다 1.

03정도 높았으며, 협력형과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사용함에 있어 

환자의 만족도가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구 통계적 특성별로 치과의사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환자의 만

족도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는 대부

분 통계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인구 통

계적 특성은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며, 이는 의사

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도 상이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구 통계학적 요인 중 성별, 연령별,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반면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의 응답자인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진료 유형별로는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검정의 결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정 진료 와 임플란트 -처럼 장기간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협

력형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만족도가 4.80± 0.69 와 3.81± 0.78로 상대적

으로 높고, 통제형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만족도2.50± 0.52와 2.71±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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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저하게 낮아, 환자와의 좋은 관계 형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커뮤니

케이션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내원 동기에 따라 환자의 만

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검정의 결과는 소개와 좋은 주변 

소문을 듣고 내원한 환자인 경우에는 협력형과 통제형에서 만족도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단지 가까워서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

해서 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는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대

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관계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는 단순히 처음에 느껴지는 첫인상과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태도에 의해

서 만족도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환자 유형에 따른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만족도의 차이를 검

정한 결과는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도형

의 환자인 경우에는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3.85±0.75)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2.60± 0.63)으로 

통제형 커뮤니케이션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스스로가 결정

하고, 리드하고 싶어 하는 주도형이 갖고 있는 성향 때문에 의사의 통제권

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협조적인 상황을 선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교형인 환자는 성격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이므로 협력형과 통제형

에 대하여 만족도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있다. 통제형인 경우에도 다른 

서비스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신중형인 환자는 모든 선택과 결론을 내릴 때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이어서 설문지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정확하고 사실적인 판단을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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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유형이어서 다른 환자 유형들과 비교하여 협력형과 통제형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안정형인 경우에는 3개의 다른 유형보다 협력형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4.08± 0.58)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안정형인 환자 

유형은 치과의사의 편안한 말투, 자세한 상담, 자신을 배려하는 태도에서 

만족감을 높게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진료 유형, 내원 동기, 환자 유형은 환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정하기 위한 결과에서는 p>0.05이므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단순하게 통계학적 특성과 진료 유형, 내원 동기, 환

자 유형만으로 환자를 구분하여 만족도를 측정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결과

가 될 수 없으며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찾아내 측정해야 한

다.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와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결과 환자의 재 방문 의도와 구전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검정 

결과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이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 방

문 의도가 높고 긍정적인 구전  및 평판을 할 것이라는 기존의 마케팅 연

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는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환자의 만족도에 차이

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환자나 진료의 상황에 따라 의사의 적절한 커뮤니

케이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의료 서

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달리 환자의 인구 통계적 요인, 진료 유형, 방문 동

기, 환자의 유형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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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병원의 마케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과거와는 달리 병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환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의료 기관에 대한 요구 

도가 높아지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는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관

점에 맞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치과의사의 커뮤니

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의 만족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환자의 유

형에 따른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고 나아가 이러한 관계에 의하

여 형성된 환자의 만족이 환자의 의료 서비스의 재 방문 의도와 구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15개의 치과 의원을 대상으로 치

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28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

고,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 모형과 가설의 타당성을 검정하

였다. 

이론적 검토를 거쳐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2개의 유형, 즉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로 구분하였다. 

환자 행동 유형은 DISC(Dominance, Influence, Conscientiousness, Sub

mission)에 따라 주도형, 사교형, 신중형, 안정형 4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만족도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 진료 유형, 내원 동기등

과 같은 요인별로도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나타내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 변수로 하여 각 특성별로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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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과 환자의 만족도의 차이에 대해 검정하였다. 

또,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가 환자의 재 

방문 의도와 구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였다. 

자료 분석은 SAS 9.1 Ver (SAS, North Carolina)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빈도 분석, T-test, Pearson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라 환자의 만족도에는 유의적

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협력형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만족도가 높았고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

다. 이로써 환자의 진료 시에 가장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은 협력형 커뮤

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환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별로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라 

느끼는 환자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구 통계적 요인 

중 성별, 연령에 따라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라 느끼는 만족도의 

차이를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력이 고졸, 대졸 이상에서는 커뮤니

케이션 스타일에 따라 느끼는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중졸 이하에서는 

협력형과 통제형 커뮤니케이션에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진료 유형, 

내원 동기에 따라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라 느끼는 만족도의 차이

를 발견 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특성에 따라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려 된다. 

셋째, 환자 행동 유형인 주도형, 사교형, 신중형, 안정형에서 커뮤니케이

션 스타일에 따라 느끼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의 유형을 파악하여 환자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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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을 찾아 상담 및 진료를 할 경우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와 의료 서

비스를 받은 결과 환자의 재 방문 의도와 구전에 대한 관계를 규명한 결과 

통계적으로 상당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재 방문 의

사가 높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구전을 하겠다는 의사가 더 높았음을 

확인 하였다.이러한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른 환자의 만족 

여부는 미래의 장기적 거래 관계에 영향을 미쳐 만족도가 클수록 재 방문 

의도가 높고, 긍정적인 구전 및 평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 해 준다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는 치과의사의 능력과 의료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보다 확대할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오

진, 투약 실수, 환자 혼동의 실수 등으로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떨

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나  

이의 결함, 부 적절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양성 교육 과정에 기술 중심의 양성 과정도 중요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신뢰 받고 존경을 유발 할 수 있는 기본 적인 태도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내용도 포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 환자를 만족 시킬 수 없는 의사는 의사로

서 존경 받을 수 없다. 환자로부터 외면당하는 병원은 사회적으로 존립 할 

수 없으며 경쟁의 심해져 가는 의료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환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환자를 감동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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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찾자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 제시

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유형 또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환자의 만족도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조절 변인을 환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진료 유형, 내원 동기 

등으로 한정하였는데, 향후의 연구에서는 환자의 심리 사회적 변수들도 함

께 고려한다면 더욱 우수한 예측 모형을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둘째, 연구 자료가 1회의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한 단면 자료로서 각 영

향 요인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치과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환자의 만족도를 모두 환자의 대상 설

문을 통해 확인함으로 인해 다소 객관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설문

지의 문항이 노골적으로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이 드러나 답하는 사람

이 객관적으로 대상 또는 자신을 평가하기 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덜 

부정적으로 답하려 하는 성향이 결과에 반영 되었을 소지가 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녹음과 비디

오 녹화 등을 통해 한 연구자가 직접 파악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

른 만족도는 환자 대상의 설문을 통해 파악하여 그 둘의 관계를 확인 한다

면 좀 더 객관적으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파악 할 수 있으리

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로 환자의 만족도, 재방문 의사, 구전 의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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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척도의 설문 문항으로 조사하여 그 점수로 해당 항목의 정도를 파악

하였다. 이것은 향후 이 병원을 재방문 할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병

원을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물은 것이기에 향후 실제로 다시 병원

을 방문하고,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추천 할지는 명확치 않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재 방문 의사 또는 구전 의사가 아닌 실제 재 방문한 환자 

이용 비율 , 소개 환자 비율, 등의 자료를 갖고 연구한다면 병원의 재 방

문 의사와 구전의 관계에 대한 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처럼 이 연구가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커

뮤니케이션 스타일과 환자의 유형에 따른 만족도의 관계를 밝힌 첫 연구라

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가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

일에 대한 연구의 초석이 되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집중적인 연구가 촉발되

고,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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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치과의사의 커뮤니케이션(협력 형, 통제 형) 유형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아래 항목을 읽고 해당 사항에 V표를 해 주세요

문 항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치과의사는 나의 병이 곧 나을 수 

있다고 희망을 북돋아 준다.

2
치과의사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

다.

3
치과의사는 매우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4
치과의사는 내가 어떻게 아픈지 확

실하게 안다.

5

치과의사는 나의 사소한 의견이나 

증세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준

다. 

6
치과의사는 나의 병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상세히 설명해 준다.

7

치과의사는 설명하는 내용을 내가 

잘 알아듣는지에 대해 수시로 확인

한다.

8
나의 병을 진심으로 완치 시켜주기 

위해 애쓰는 것 같다. 

9
치과의사는 진료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 같다.

10
치과의사는 약간 딱딱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나를 대하는 것 같다.

11
치과의사는 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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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 항목은 환자 유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V표를 해주십

시오.

12 치과의사가 주로 대화를 주도한다. 

13 치과의사는 까다로운 편이다.

14
치과의사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말로 과장하는 편이다.

15
치과의사는 병에 관련된 이야기 외

에는 일절 하지 않는다.

문 항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목표를 정해 그것을 달성하기를 좋

아한다.

2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요점만 말하

는 사람을 좋아한다.

3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한다.

4
도전 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일에

는 곧 싫증을 느낀다.

5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을 유발 시키

고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한다.

6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고 지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7
일거리가 있을 때 오히려 의욕이 솟

는다.

8
보통 처음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어색함과 어려움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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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말하기를 좋아하고 결코 말문이 막

혀 본적이 없다.

10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편이

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

한다.

11
친구들을 매우 좋아하며 주위에 아

는 사람이 많다.

12
대중들 앞에 나서도 떨리지 않으며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한다.

13
나는 어떤 상황에서 나의 의견을 표

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14
내가 이야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재미있어 한다.

15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16
변화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17
갑작스런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어

려움을 느낀다.

18

진솔한 칭찬은 좋아하지만 타인으로

부터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되면 당

황한다.

19
표현하기 쉬운 상황을 제외하고 속

마음을 잘 표출하지 않는다.

20
말하는 것 보다 듣는 것을 좋아한

다.

21
앞에 나서는 것 보다 남을 돕고 지

원하는 것을 좋아한다.

22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23 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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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 재 방문 구전 등에 관한 질

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V표를 해주십시오.

24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

25
서두르지 않고 규율이나 규칙을 따

르는 것을 좋아한다.

26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결

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에 능

하다.

27
업무 수행에 대하여 비평적으로 분

석한다.

28
구체적인 확신이 없으면 행동 하지 

않는다.

문항 
번호 문항

전혀 
그 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의 치료에 대하여 만족한다.

2
향후 이 병원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  

3
향후 이 병원을 주위 사람들에게 추

천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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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V표를 해주십

시오.

1.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기입해 주세요)

1) 30세 이하    2) 31세~40세    3) 41세~50세   4) 51세 이상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졸 이상 

4. 귀하가 치과에서 받으신 진료는 무엇입니까?

1) 일반 진료(보철, 스케일링, 잇몸 치료…….)     2) 교정 치료 

3) 임플란트  4) 미용 치료 (앞니 성형, 치아 미백, 잇몸 성….)

5) 기타   (                 )

5. 귀하가 치과를 방문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아는 사람의 소개     2) 잘한다는 주변 소문 

3) 집, 직장과 가까워서 4) 인터넷 검색 5)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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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Patient's Satisfaction According to 

Dentist's Communication Style and Patient's Disposition

Eun Sook KO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ung-Hum Yu, M. D, Dr. P. 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dentist's 

communication style on patient's satisfaction and the difference of 

patient's satisfaction according to patient's style so as to suggest a 

direction of strategy for hospital management of domestic dental 

hospital and clinic, as well as assist in planning the evaluation on 

service for customer's satisfaction. 

To accomplish this purpose, 287 patients who visited 15 domestic 

dental clinics were given a self-administered question-wire . And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with T-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SAS 9.1 Ver ( SAS, North Carolin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Firs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patient's satisfaction 

according to dentist's communication style, and the satisfactio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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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with cooperative communication style than with control 

communication style. 

Second, there was difference in patient's satisfaction according to 

dentist's communication style per gender and age, the traits of 

demography, treatment form, and the drive for visit. When viewing 

academic degree above high school and college graduate, there was 

difference in satisfaction but there was not difference below middle 

school graduate. In the case of below middle school graduate, they 

showed high satisfaction with both of these communication styles. 

Third, there was significance according to patient's style, too, and 

this means that there needs different communication according to it. 

Fourth, there was a lot of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satisfaction according to dentist's communication style and patient's 

revisit intention by it. When they got higher satisfaction with the 

dentist's communication style, they had higher revisit intention, too. 

Fifth, there was a lot of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satisfaction according to dentist's communication style and patient's 

intention of word-of-mouth by it. And when there was a high 

intention of revisit, it also showed a high intention of 

word-of-mouth. 

There is a limit in this study because the assessment for dentist's 

communication style and patient's satisfaction was made on the base 

of one-way survey of patients as a bas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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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studies are suggested with dividing more than two 

dentist's communication style and considering patient's social and 

psychological traits as well as demographical traits, It would  

greatly contribute for the development in patient-based satisfaction 

treatm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the effect of dentist's 

communication style on patient's satisfaction on the base of above 

results of analysis, and then suggested the dentist's communication 

style that can increase patient's satisfaction. In addition, I suggested 

more suitable communication to increase patient's satisfaction 

according to patient's gender, age, academic degree, treatment form, 

visiting drive, and patient's style. The author tried to suggest a plan 

to maximize patient's satisfaction with efficiency by all of these 

efforts. 

                                                                    

Key words : communication style, patient's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word-of-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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