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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며 여유를 찾아보고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논문이라는 작은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다.항상
부족한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논문지도를 허락해주시고 세심한 지도와 조언을 해주셨

으며,한 마디 한 마디 들려주신 금쪽같은 말씀에서 병원행정 역사의 산
증인임을 깨닫게 해주신 유승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큰 틀에서 어설픈 논문을 세세하게 검토해주시고 방향을 잡아주

신 손태용 교수님,논문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체계적으로 교정해주신
오현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인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권기창 행정지원실장

님,권대혁 상무님,김영철 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언제 어느
때라도 마다하지 않고 삶의 지혜와 방향을 잡아주신 조동영,백승준 선배
님,그리고 제 빈 자리를 물심양면으로 채워주신 외래파트 직원들과 이준
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장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32대 총원우회장을 맡아 연세대학교 대학원연합회

체육대회 2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으로 원우회 활동을 적
극 지원해 주신 오희철 원장님,지선하 부원장님과 모든 원우님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대학원 입학 동기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우리 8명의 동기들께도 감



사드립니다.
아픔과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논문에 관심을 가지고 기꺼이 설문에 참

여해 주신 환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속히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설문지 진행을 도와주신 조명숙 간호본부장님을 비롯한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지척에 계심에도 자주 찾아뵙지 못한,아들에게 해가

되지나 않을까 말씀까지도 조심하시던 자랑스러운 어머님께 이 논문을
드립니다.그리고 항상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양가 가족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존재의 이유인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나이에 기숙사에 들어가 미래

를 꿈꾸고 있는 큰 공주 소정,항상 밝고 명랑한 호기심 소녀 작은 공주
소연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리며,이 논문을 디딤돌 삼아 한 단계 더 도약
하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년 2월

함 태 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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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이 연구는 병원의 특성에 적합한 원무 서비스를 위하여,입ㆍ퇴원 수속
창구의 중앙화와 분산화에 따른 이용자의 병원 서비스 영역별 만족도와 재
이용 의사의 차이를 비교하고자,서울시 소재 1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
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조사 방법은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
여 2008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최종 398명을 분석하였다.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전체 응답자의 54.0%는 입ㆍ퇴원수속 분산화 창구,46.0%는 중앙화
창구를 이용하였다.중앙화 창구와 분산화 창구 이용자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50세 이하는 중앙화 창구 이용률이,51세 이상에서는 분산화 창구 이
용률이 높았으며,성별,학력별,거주지별,직업별,의료이용 특성별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2.병원의 원무창구 위치에 따라 병원의 영역별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
한 결과,분산화 창구 이용자는 중앙화 창구 이용자에 비해 입원기간 동안
병원 서비스의 만족도 영역에서는 사생활 보장과 원무서비스에 대한 편리,
병원직원 친절도 영역에서는 의사의 친절도,원무서비스 만족도 영역에서
는 입원절차,원무직원 상담,퇴원절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3.병원의 중앙화 창구와 분산화 창구 이용자의 재이용 의사를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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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분산화 창구와 중앙화 창구 이용자의 재이용 의사는 높았으나 유의
한 차이가 없었고 추천 의사는 많았으며,입,퇴원이 편리하다는 추천 이유
가 가장 많았다.

4.병원 중앙화 창구 이용자들의 병원 서비스 영역별 병원 재이용 의사
를 비교한 결과,입원기간 동안 서비스 만족도 영역에서는 검사나 치료시
간에 대한 만족,원무서비스 만족도 영역에서는 중간수납 편리성과 제증명
발급 편리성 항목에서,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재이용 의
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용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5.병원 분산화 창구 이용자들의 병원 서비스 영역별 병원 재이용 의사
를 비교한 결과,입원기간 동안 서비스 만족도 영역에서는 사생활 보장과
원내 시설,입원기간 전반적인 서비스 항목,병원 직원의 친절도 영역에서
는 담당 간호사와 원무직원,전체 병원직원의 친절요인,원무서비스 만족도
영역에서는 입원절차,중간수납,퇴원절차 항목에서,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재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용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
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분산화 창구를 운영하는 것이 기존의 중앙화
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입원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의 재이용 의
사를 높이는 결과를 보였는데,이는 분산화 창구 운영이 입원환자의 동선
관리를 줄이고자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효율적인 입원환자 관리와 서비스
만족과 병원 재이용 유도 등 병원 마케팅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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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결과로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분산화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1개 병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지만,병원 원무서비스의 만
족도를 높이는 것이 병원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인식하고,다른 병원과의 차별성과 병원을 홍보하는 데 기초 자료로 이용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원무서비스는 행정절차의 문제이므로 시스템 전체에 수정

이 있어야 하나,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타 병원과의 차별화가 생긴다
는 것 또한 사실이다.다른 병원과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에도 이 부분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며,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병원별
마케팅에 이용할 때 이 연구가 충분히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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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환자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병원을 이용하
고 있다.더욱이 환자는 질병이 아닌 병원의 시스템과 병원 직원들이 환자
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유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1990년대 들어서 매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대형 병원이 계속 생겨났고,수십 억대의 고가 장비가 계속 도입되었다.환
자들은 의료기관 선택의 여지가 커졌다.더구나 1990년대 중반에 자가용
천만 대 시대가 됨에 따라서 환자는 의료기관까지의 지리적 거리와 무관하
게 의료 이용을 하게 되었다.판매자 중심 시장의 의료가 구매자 중심 시
장의 의료로 바뀌고 있다.이에 따라서 의료기관은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
었다.지역 간 경쟁은 물론,전국이 하루 생활권이 된 요즈음은 전국의 모
든 병원이 경쟁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유승흠,1998).또한 전
반적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
아짐에 따라,모든 사람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요구가 그 어
느 때보다도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박재산과 우영국,2001).
이러한 의료소비자 즉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

의료계에 변화가 나타났다.과거의 의료법인이 아닌 기업형 의료법인들이
의료소비자의 욕구를 앞세워 등장함으로써,의료계에 새로운 의료문화를
여는 계기를 만들었다.기업형 병원의 개원으로 만성적인 진료 대기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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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었고,의료계의 불필요한 관행을 타파하면서 새로운 의료문화를 주도
하기 시작하였다.그 대표적인 변화는 병원의 고객,즉 환자를 환자가 아닌
고객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유승흠,1990)는 점이다.이러한 계기로 많
은 의료기관들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변하기 시작하여,지금의 의료 환경
은 그 어느 때보다 고객 즉,환자의 권리 및 욕구를 충족시키는 고객중심,
환자중심의 서비스가 정착이 되었다고 본다.
2000년대에는 고객서비스의 정착과 한국고속철도(KTX)의 개통으로 전국

을 단일생활권으로 만들었다.고속철도 운행으로 통행시간이 단축되면서
지역간 접근도가 향상되어 인구이동,지역경제,통행행태,공간구조 등 다
양한 변화를 가져왔다(김승종,2006).고속철도로 인해 지방의 환자들이 빠
르고 편하게 서울지역의 대형병원을 찾아 진료를 보는 기회가 그만큼 넓어
졌다.앞으로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화될 것
이므로,의료 분야의 경쟁 역시 동질적 서비스에 대한 경쟁보다는 차별화
된 서비스에 대한 질적 경쟁으로 변화할 것이고,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수
요 수준 및 수요 유형에 대한 예측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조경
희,2002).
과거에는 병원 원무과 하면 불친절의 대명사요,오랜 수납 대기로 인한

환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곳이었다.하지만 원무라는 부분도 시대와 고객의
욕구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됨으
로써,의료계의 고객중심의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병원에서
의 원무부서는 고객에게는 수납 및 예약,고충상담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
고,의료진에게는 진료일정 수립 및 운영과 통계를 지원하고,경영진에게는
원활한 창구 운영과 수가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주는 부서가 원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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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개념일 것이다(유승흠,1998).원무서비스는 과거의 단순 수납기능에
서 벗어나,환자의 진료계획을 좌우하는 검사일정 및 진료일정 예약과 각
종 병원 이용에 대한 안내 및 고충처리,각종 증명서 및 원외 약 처방전
발급,병동 현장근무에 의한 입·퇴원 서비스 제공 등 고객이 원하는 원스
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존 의료기관의 원무 수납창구는 전통적으로 의료기관의 중앙에 위치

하고 있어,외래환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 운영돼 오고 있다.하
지만 입원환자나 보호자가 입원수속 또는 과 퇴원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해
당 입원과 퇴원 창구를 찾아다녀야 하는데,초행자나 몸이 불편한 노약자
또는 환자는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이처럼 입원환자나 보호
자의 불편이 큰 현재의 병원중심의 중앙 원무창구 운영을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동에 분산하여 원무창구를 운영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
료기관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스톱 원무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서비스 만

족도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기존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연구
나,의사나 간호사 등과 같은 공급자들에 대한 친절도(이현경과 장임원,
1988;김지인,1997)나,환자만족도와 권유 의사에 대한 연구(Reidenbach
andSandifer-Smallwood,1990;최귀선,1999;정충영,2000;윤미례,2001)
가 대부분이었다.
날로 치열해지는 의료기관간 경쟁시대에서 진정으로 바람직한 고객 지

향적인 원무서비스의 방향과 의료기관의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신설 의료기관의 경우 분산화 창구를 초기 설계에 반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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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료기관의 경우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병동 내 원무 창
구 개설이 하나의 강점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이 같은 필요성을 염
두에 두고 분산화 창구의 개설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이 연구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입원환자의 원무 수납창구의 위치에 따
른 원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병원의 수납 창구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병원 재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원무서비스의 방향과 의료
기관별 환자 유치 관련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차별화된 대안 수립에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환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의료이용 특성에 따른 원무창구 이
용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병원의 중앙화 창구와 분산화 창구 이용자의 만족도 차이를 비교한

다.
셋째,병원의 중앙화 창구와 분산화 창구 이용자의 재이용 의사의 차이를

비교한다.
넷째,원무창구 위치별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와의 관계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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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병병병원원원 원원원무무무서서서비비비스스스의의의 개개개요요요

가.원무관리의 정의

유승흠(2006)은 원무라는 용어는 병원사무라는 말을 줄인 말이며,관리
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조직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인
적,물적 자원의 조달과 이의 활용을 통한 성과의 향상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려는 노력이라고 했다.또한 원무관리는 병원사무 관리이며 기록,계산,
분류 및 정리 등을 수단으로 하여 정보원에서 발생한 사실들 중에서 병원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처리,분석 또는 전달하는 정보처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광의의 원무관리는 병원 내의 모든 기능부문
을 정보처리 정보전달을 통해서 결합함으로써 종합적인 기능이 발휘되도록
연결기능을 수행하는 한편,각 기능의 업무가 합리적으로 수행되어 사무능
률이 향상되도록 계획하고 통제하는 활동이다.그러나 통상적인 협의의 원
무관리는 병원의 사무활동 중 진료를 위한 환자들의 수속 절차상의 문제와
그에 따른 진료비 관리 및 진료지원 업무 등을 의미한다.그러므로 결국
원무관리는 병원의 사무 중 서무,인사,교육,후생,홍보,재무,경리,구매
및 시설관리 사무를 제외한 부분으로,환자와 진료 및 진료비에 관한 병원
만의 고유한 관리업무라 정의했으며,원무관리 체계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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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외래 원무서비스

유승흠(1998)은 병원을 처음 내원하는 환자는 진료형태에 따라 입원환자
와 외래환자로,내원 유형에 따라 초진환자,재,초진환자,재진환자로,그리
고 보험급여 적용유형에 따라 일반환자,건강보험환자,의료급여환자,산업
재해보험환자,공무상요양환자,자동차보험환자 등으로 구분하였다.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의 주요 내용은 초․재진
환자 접수 및 변경,수급자격관리,수탁관리,환불업무 등이며,의사와 관련
된 업무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진료일정 등록 및 수정,진료휴진 및 일정

그림 2. 원무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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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사별 환자 수 관리업무 등으로 구분하였다.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
라 건강보험 외 사보험의 발달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환자들의 증
가로 인해 제증명서 발급 업무가 외래원무 업무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의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원무서

비스를 개발하고 있다.의약분업 이후에 고객 편의를 위해 개발한 원외처
방전 발급기에 처방전 발급과 진료비 수납 기능을 추가하여 무인 진료비
수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환자들이 빠른 시간에 진료비 수납 및
처방전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진찰료 후수납 제도를 도
입해 환자가 진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시 진찰료를 수납 후 진료과로 가는
동선을 줄여 진료 이후에 원무과 창구를 들러 수납과 진료예약,검사예약,
제증명 발급,원외 약 처방전 발급 등의 업무를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원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진료
예약 및 제증명서 발급 업무도 점차 이용률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많은
의료기관들이 병원 이용을 쉽고 편하게 접근하도록 노력하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외래환자가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진료를 예약해야 하는데,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전화예약실을 운영하고 있어 진료예약 업
무 및 의사진료 일정에 대한 변경과 각종 진료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콜센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전화예약 상담원을 의학 전문지식이 있는 상
담전문 간호사를 배치하여 활용하는 예는 원무가 고객서비스의 중심에 있
음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외래환자의 진료절차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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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외래환자의 진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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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입․퇴원 원무서비스

입․퇴원 원무서비스를 정의해 보면,유승흠(2006)은 입원 원무관리는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료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
정,지원하고 적정한 진료수익을 확보하는 활동이라고 했다.또한 유승흠
(2006)은 외래 또는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환자가 입원진료가 필요하면 담
당 의사는 입원진료를 권유하고 환자가 동의하면 입원 결정(전산입력 또는
입원결정서 발급)을 한다.입원진료 결정을 받은 환자는 입원수속 창구에
서 입원수속 절차를 밟게 된다.입원수속 담당자가 입원수속 시 확인할 사
항은 보험수급 자격,진료의뢰서 지참 여부,입원할 병실 등급,선택진료
여부,환자측이 작성한 입원약정서상의 진료비 지불보증인에 대한 사실 여
부 등을 확인한 후,전산 출력한 상급병실 신청서와 선택진료 신청서에 서
명날인을 받아서 입퇴원 기록지와 함께 지참하여 입원할 병동에 제출하도
록 안내하고,배정받은 병실에 환자가 입실하면 이때부터 입원진료가 시작
된다.
만약,수술 예정자로서 수술 일정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환자 사정 또는

병실 사정으로 입원 결정일에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입원수속 창구에서
입원 예약을 하고 환자는 일단 귀가하였다가 입원 가능한 날에 환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입원수속 절차를 밟아 입원하게 한다.
입원진료가 종료되면 퇴원 결정을 하는데,환자 상병이 치유되었거나

외래통원진료로 전환해도 될 때,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사망
하였을 때 진료담당의사가 결정한다.퇴원이 결정되면 병동에서 각종 처방
의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실행확인이 되었는지 점검하여 처방을 마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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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부서에서 자체 진료비 심사를 거친 후 원무부서에서 진료비 계산
을 하게 된다.퇴원진료비 계산이 확정되면 병동의 전산화면에 계산 완료
가 표시되어 퇴원 안내문을 출력한다.퇴원 안내문에는 퇴원시 납부해야
할 진료비 총액과 퇴원 절차가 표시되어 있다.퇴원할 환자는 간호사로부
터 퇴원 안내문을 받아보고 수납창구로 가서 퇴원진료비를 납부하면,병동
및 원무담당자는 전산화면을 보고 수납 완료를 확인할 수 있다.그리고 병
동에서 외래 통원 예약 여부와 퇴원 후 주의사항을 듣고 퇴원 약을 수령하
여 귀가한다.
입,퇴원 원무 서비스의 방향도 고객 위주의 환자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

다.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환자의 동선을 줄여줌
으로써 환자의 불편을 감소시켜주는 등 입원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입원이 결정된 환자를 입원 대기 없이 빠른 시간에 입
원시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입원 대기 중 환자의
병실배정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거나,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병
실배정을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하고,입원진료비 자동 안내 서비
스나 입원환자별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진료비 수납이 용이하도록 입,퇴원
원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동에 원무창구를 운영하여 환자가 병동 내

에서 입원수속 및 퇴원수속,제증명서 발급,자격관리,각종 건강보험 관련
문의 등 모든 입,퇴원 원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입,퇴원 절차는 그
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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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입원환자의 입,퇴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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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의의의료료료 서서서비비비스스스

가.의료 서비스 정의

의료 서비스란 의료행위를 경제적 생산 활동의 하나로 파악하는 용어로
서,의료인력,시설 및 장비,그리고 중간재에 의하여 서비스되는 것을 말
한다.의료 서비스는 의료의 본질적 행위인 진료,치료,처방 및 투약뿐 아
니라,의료행위로 인해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의료외적 행위들을 경제적 재
화로 개념화한 것이다(고은혜,1989).Evans& Barry(1984)는 의료 서비스를
의료 본질적 행위인 진단,진료뿐 아니라,의료행위로 인해 부가적으로 생
성되는 의료외적 행위들을 개념화한 것이며,사람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유형적 행위로서 지적 전문업을 의미한다고 했다.또한,Rowland(1984)는
병원 마케팅 개념을 ‘소비자, 즉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파악
하고 이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국민건강의 유지,향상
에 기여함과 동시에 병원의 유지,발전 및 병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병원의 모든 경영활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유경(1999)은 병원마케팅에서의 의료서비스는 치료중심의 환자라는 협

의의 의미를 벗어나 건강을 유지,관리하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의 차원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수요의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에서 말하는 의료서비스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또는 질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후 접수부터 투약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뿐 아니라,병원에서 제공하는 인적,물적 제도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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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윤미례,2001).

나.의료 서비스의 특성

의료서비스는 특성상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일반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의료서비스는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인간의 생
명을 다루며,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투입해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제공자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의료서비스가 가지는 고
유한 특성을 살펴보면,소비자가 의료서비스의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료서비스가 생산됨과 동시에 소비된다는 것이다.시간적 제약을 많이 받
고 긴급성을 가지며,대체성이 없으므로 제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나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소비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접촉하며,같은 의료서비스라고 해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제공하는 사
람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노
력 여하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의료서비스 시장은 불완전
한 소비자 정보시장으로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결정이 공급자인 의사에 의
해 통제되며,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매우 곤란한데,이는 서
비스가 물적 형태로 나타나지도 않고 생산성 등의 계수로 표시되지도 않아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마케팅적 관리활동의 의미가 약화되어 있기 때
문이다.의료서비스에서도 일반적인 소비활동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은 자
신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
는 소비자 활동을 한다(김명순,2006).또한 의료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특
성을 지닌다.첫째,의료서비스는 모든 서비스들 가운데 가장 무형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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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품이다.둘째,의료서비스는 소비자 기대와 실제의 성과 사이에 불일
치가 크다.셋째,소비자가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넷째,의사가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심자가 된다.다섯째,대부분 환자는 총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비용을 지불한다(Berkowitz,1996).
따라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란 고객이 원하는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객들은 서비스의 질에 비중을 두어 기대수
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고,서비스를 제공받은 후에는 기대했던
서비스와 지각한 서비스를 비교 평가하여 불만족하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거나 항의를 하게 되고,기대한 대로 충족되면 서비스를 계
속 이용하게 된다(문영신,1998).

다.의료 서비스와 만족도

서비스와 고객 만족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으며,Anderson등(1994)은
고객 만족과 지각된 서비스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고객은 만족하기 위해서 서비스 또는 제품의 경험이 필요하지만

품질은 실제 소비 경험 없이도 지각될 수 있다.
둘째,고객 만족은 가치에 의존하는데,여기서 가치는 가격에 대한 지각

된 품질의 비율 또는 지불 비용에 대한 얻어진 혜택의 비율로 보고 있다.
셋째,품질이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고객의 현재 시점의 지각을 포

함하는 것으로 보는데,고객 만족은 고객 지각,과거의 경험 및 미래의 예
견된 경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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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소비자 행동의 관점에서는 시장 활동의 목표는 재구매의 강화
에 달려있으며,고객만족과 재구매가 하나의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고객만족의 실천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Bitner와 Hrubert(1980)에
의하면,첫째로 만족은 어떤 측면으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서비스 품질 판단의 토대가 되는 측면은 보다 구체적이다라고 하였고,둘
째로는 품질에 대한 기대는 이상적인 것이거나 훌륭한 것에 대한 지각에
토대를 두지만,만족에 대한 판단을 형성하는 데는 품질과 관계없는 수많
은 쟁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셋째로 품질에 대한 지각은
서비스나 공급자와 관련한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만족은 이것들을 필
요로 하며,마지막으로 품질은 만족에서처럼 개념상의 선행변수를 덜 필요
로 한다고 하였다.즉,서비스에 대한 지각은 특정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고객만족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실제 접촉 경험이 있는 후에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Oliver,1980;강
기두,1998).또한 고객 만족은 특수성의 수준에 따라 다르며,흔히 받아들
여지는 단계는 제품에 대한 만족,상점에 대한 만족,속성에 대한 만족 및
구매 전 경험에 대한 만족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Oliver,1980).

333...만만만족족족도도도와와와 재재재이이이용용용 의의의사사사

가.만족도에 관한 연구동향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권리의식이 대두되
었고,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증가로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상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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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함으로써,환자가 고객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유승흠,1990).
최근 10년간 의료서비스 시장의 구조는 공급자가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공급자 주도시장에서 구매자 주도시장으로 급속하게 전환되었으며,
공급자간의 경쟁이 이전과는 양적,질적으로 전혀 다른 양상으로 격화된
것이다.이러한 의료환경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생존을 도모하고,더 나아
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무
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의료이용자 중심으로의 근본적인 경영철학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의료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
한 진지한 숙고 없이,정책입안자의 편의에 따른 경영방식을 고수하는 제
도는 더 이상 발전은커녕 생존할 수도 없다는 냉엄함 현실을 직시해야 하
는 것이다.
의료이용자 만족에 대한 정의는 결과를 강조하느냐 과정을 강조하느냐

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이유재와 이준엽(1997)은 결과를 강조하
는 측면의 의료이용자 만족을 소비경험으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로 개념화
하며,“소비자가 치른 대가에 대해 적절히 혹은 부적절히 보상되었다고 느
끼는 소비자의 인지적 상태(HowardandSheth,1969)”,또는 “불일치된 기
대와 소비자가 소비 경험에 대해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장점이 복합적으
로 결합하여 발생된 종합적 심리상태(Oliver,1981)”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의료이용자 만족을 “소비경험이 최소한 기대되
었던 것보다는 좋았다는 평가(Hunt,1977)”,또는 “사전적 기대와 소비 후
지각된 제품성과 사이의 차이에 대해 보이는 소비자의 반응(Tse and
Wiltion,1988)”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족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그 개념이나 측정 방법에 있어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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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이 형성되어 왔다기보다는 각 학자들마다 나름대로의 모형을 제시하면서
그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기존의 연구들은 여러 각도에서
분류될 수 있겠으나,첫째,만족도에 대한 환자나 병원당사자의 인식,둘째,
만족도 측정도구 개발 및 측정방법 연구,셋째,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주변
요인의 세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결론적으로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어떤 변수가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아직까지 만족 행위나 태도가 어떻게 실제적으
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만족도 연구동향에 대한 세가지 측면
당당당사사사자자자 인인인식식식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개개개발발발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연연연구구구 주주주변변변요요요인인인

ㆍ4단계의 LISREL모델제시
(Swan,1985)

ㆍ의료이용자의 지속적 이용
(Wareetal,1975)

ㆍ의료이용자와 공급자 관계
(Dimattoetal,1979;
Marquis etal,1983)

ㆍ기대가치 모형제시(10가지)
(Linder-Pelz,1982)

ㆍ재이용(병원 재선택요인
(최경옥,1991;한금옥,1995)

ㆍSERVQUAL측정도구개발
(Zeithmal,2000)

ㆍSERVQUAL의료분야 적용
(Babakus& Mongold,1992;
이유재 등,1997)

ㆍ적합모델 개발,경험적 연구
(Pascoe,1983;LinderPelz,
1982)

ㆍ 외래환자 측정도구
(박재성,1995)

ㆍ진료결과,과정,구조 반영
(Williamsetal,1995;
전윤혜,1995)

ㆍ의료의 질 3가지구성요소
(Donabedian,1980;
유승흠,1993)

ㆍ의료제도와의 관계(Barlett
etal,1984)

ㆍ3차병원 외래환자 만족
관련요인(이상일,1994;
조승영,1994)

ㆍ입원서비스 만족결정요인
(박원필,1991;박창희,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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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만족경영 사례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Williams와
Tomas(1995)는 의료이용자의 만족도는 진료의 결과,과정,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척도이며,진료의 비용,진료의 용이성,진료의 기술적이고 인간적
인 면,진료 성과를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이용자의 만족도는 의료제도 및 정책 결정의 중요한 개
념이며,의료서비스의 질을 논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고,
또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
다.
Donabedian(1980)은 질 평가의 측면을 구조,과정과 결과로 분류하고

있으며,최근의 전반적인 경향을 구조보다는 과정 또는 결과 중심의 접근
법이 강조되고 있다.의료이용자의 만족도는 결과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의료의 질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Swan(1985)은 의료이용자 만족도에 관해 4단계의 LISRELmodel을 제

시하였는데,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수행의 인지,둘째,정당한 치료
의 수행 및 인식에 관한 기대에 대한 확신,셋째,전반적인 만족,넷째,장
래에 재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 의지 등의 네 가
지 기본 의미를 제한하였다.의료이용자가 경험한 의료에 대한 인식과 기
대가 전반적으로 국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이는 의료이용자의
성공적인 치료 유무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Linder-Pelz(1982)는 정신사회적 결정인자에 초점을 둔 기대가치모형

(expactancy-valuemodel)을 제시하였는데,이는 직무만족도 연구를 기초로
하였으며 보건의료의 우월적 분류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평가로서 국민
만족도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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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ithmal(2000)은 SERVQUAL이라는 만족도 측정도구를 새로 개발하였
다.이 개념은 기업의 마케팅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국민만족도가 의
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이용자의 기
대와 서비스 결과가 차이가 있다는 데 관심이 있다.양질의 의료에서 중요
한 요소는 의료이용자의 기대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높은 수준의 의료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이용자의 기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였다.이들의 연구에 있어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는 신뢰성(reliability),보
장성(assurance),동정심(emphathy),반응성(reponsiveness),외형성(tangibles)의 하부구
조로 되어 있다. Risser(1975)는 국민만족도를 기술적-전문가 영역
(technical-professionalarea),상호간의 교육적 연관성,상호간의 신뢰관계
의 구조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실제적으로 보건의료에 만족한 의료이용자가 더 의료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고(Wareetal,1975),만족한 의료이용자는 만족을
주는 특별한 공급자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Dimatto,Princeand
Jaranta,1979;Marquis,Davies,andWare,1983).또한 의료이용자의 만
족은 특별한 제공자에게 중요한 의학적 정보를 털어놓고 치료처방에 잘
따를 뿐만 아니라,자신의 치료과정에 참여하여 협조하려는 경향이 높다
고 하였다.그리고 의료제도에 대한 의료이용자의 만족과 의료이용자 승
낙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Hulkaet
al,1976;Barlett,Grayson,Barkeretal,1984)
보건의료는 고객위주의 서비스철학을 실행코자 하는 혁신적 방법을

찾기 위해 이러한 경향을 흡수하였다.의료이용자 중심 의료는 업무의 재
배치,업무에의 비효율 제거와 함께 질 향상에 헌신하고자 하는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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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에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나.재이용 의사에 관한 연구동향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후 만족이나 불만족을 경
험하게 되고,이에 따라 추후에도 구입할 것인지,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제
품을 사용해 보도록 권유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이러한 재이용 의도
는 구입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최종 평가일 뿐 아니라,미래의 구매행동
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마케팅정보가 된다(최귀선 등,2000).
미국의 국가조사위원회(NationalResearch Corporation,NRC) 연구

(1990)에서는 병원 재이용 의도에 있어 특히 환자 만족도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NRC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중 만족감을 느낀 91%의
환자가 계속 그 병원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라고 했으
며,더 나은 서비스가 있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
고 있다고 했다(조혜란,2005).Schoenfeldt,Seale& Hale(1987)도 병원의
서비스가 좋거나 훌륭하다고 응답한 환자의 87%가 그 병원을 다음에도 다
시 이용하겠다고 하였다.이인경(1997)등은 기업병원과 대학병원의 병원
선택 및 환자 만족도 요인을 비교한 연구에서,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동기는 병원의 특성과는 무관하였으며,오히려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즉,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병원,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입원 중 직원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을수록 병원 재이용 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또한 병원 재이용 의도와 타
인에게 권유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의료서비스,환경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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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직원만족도의 순이었다.
이선희(2003)는 병원 유형별로 소비가치 이론을 비교하였을 때 종합병원

이용자들은 주거지 근접성 요인을 중시하였고,대학병원 이용자들은 서비
스의 신뢰성,전통성,사회적 친분 관계의 연계성,사회적 명성 등을 강하
게 인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재이용에 대한 환자들의 의사는 이용

한 서비스 및 공급자의 친절도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가능해지기 때
문에,기존의 의료 공급자 관련 특성이나 전체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
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하
며,단순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들의 욕
구나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조사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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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이 연구는 서울 지역에 위치한 1개 대학부속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
상으로 원무창구를 중앙에 운영하는 본원(본관,별관)에 입원중인 환자
300명과 분산화 창구를 운영하는 암센터에 입원한 환자 300명을 대상으
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입원환자들이 자기기입

식으로 직접 작성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설문조사는 2008년 10월 15일
에서 10월 29일까지 실시하였다.조사는 각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조사
의 취지를 설명한 후 응답을 자원한 환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48시
간 이내에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포하였으며,이중 중앙 원무창구 이용자 184부,분산화 창
구 이용자 222부,전체 406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67.6%),자료가 불완
전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한 8명을 제외한 398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에 사용하였다.

222...변변변수수수의의의 설설설정정정 및및및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이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병원의 원무창구 위치(중앙화 창구,분산화
창구)이며,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성,연령,학력 등)과 의료이용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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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경험,건강상태),병원서비스 영역별 만족,재이용의사로 구성되었다.(표 2)
표 2.연구에 사용된 변수

변 수 세 부 내 용 측 정 수 준
독독독 립립립 변변변 수수수
인구사회학적특성

연 령 만 ______세
성 1)남 2)여

학 력 1)대학이상 2)고졸
3)중졸 4)초등학교 5)무학

직 업 1)서비스업 2)사무직 3)판매직
4)관리직 5)기술직 6)자영업 7)기타

거 주 지 1)서울시 2)광역시 3시 도
의료이용 특성

입원경험 1)있다 2)없다
건강상태 1)좋은편이다 2)그저그랬다 3)나빴다

4)아주 나빴다
병원서비스 영역

입입입원원원기기기간간간동동동안안안 서서서비비비스스스만만만족족족 7～ 35점
입원생활안내 5점척도
사생활보장 5점척도
검사치료시간 5점척도
내부환경 5점척도
원내시설 5점척도
입원기간서비스 5점척도
진료비 5점척도
병병병원원원직직직원원원의의의 친친친절절절도도도 5 ～ 25점
의사 5점척도
간호사 5점척도
검사,치료실직원 5점척도
원무직원 5점척도
보조원 5점척도
원원원무무무서서서비비비스스스 7～ 35점
입원절차 5점척도
입원대기시간 5점척도
원무직원상담 5점척도
중간수납 5점척도
제증명관련 5점척도
퇴원절차 5점척도
입퇴원절차 5점척도

종종종 속속속 변변변 수수수
원무창구 이용자 1.분산화 창구 2.중앙화 창구
재이용의사 1.있다 2.없다



- 24 -

종속변수인 ‘중앙화 창구’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듯이 중앙
(본관,별관)에 위치하고 있는 입,퇴원 수속 창구를 의미하며,‘분산화 창구’
는 입원환자의 동선을 줄이고자 암센터 등 병동 내에 원무창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창구를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의료이용 특성 중 ‘입원경험’은 현재 입원한 병원을 포함하

여 입원한 경험이 있으면 ‘있다’,입원한 경험이 없으면 ‘없다’로 구분하였
다.‘건강상태’는 입원 당시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좋
은 편이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좋았다’,그 밖에 나머지는 ‘나빴다’로 분류
하였다.
재이용 의사와 관련된 변수는 2개 문항으로,먼저 재이용 의사는 응답

환자 본인이 다음 퇴원 이후에 재방문 의사가 있으면 재이용 의사가 ‘있
다’,재방문 의사가 없으면 ‘없다’로 정의하였다.추천 의사는 주변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가족이나 친지가 있으면 병원을 추천하겠는가에 대한 물음
에 ‘추천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추천 의사가 ‘있다’,‘그렇지 않다’고 응답
한 경우는 ‘없다’로 정의하였다.
만족도 측정은 전반적인 입원기간 동안의 만족도를 포함하여,입원기간

동안의 병동 내 서비스만족도 7개 문항,병원직원의 친절도 5문항,원무서
비스 만족도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매우 불만’의 1점부터 ‘매우 만족’의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여기에서 세부 만족도는 각 영역별 만족
도를 나타내며,항목별 만족도는 분석 방법에 따라 ‘매우 그렇다’,‘그렇다’
는 ‘만족’으로,‘보통’,‘나빴다’,‘아주 나빴다’는 ‘불만족’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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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 도구는 선행 연구(이선희 등,1998)와 한국 의료
QA학회에서 병원의 환자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환자
만족도 측정도구 2000(1999),서울 아산병원 환자 만족도 조사 도구(2005)
및 2004의료기관 평가 지침서 내 입원환자용 설문지(2004)를 토대로 문항
을 작성한 후,본인의 연구 의도에 필요한 항목을 골라 수정 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항목은 7개 문항,입원기간 동안의 병동 내 서비스

만족도 7개 문항,병원직원의 친절도 5문항,입원기간 동안의 원무서비스 7
문항,재이용 의향을 묻는 2문항,대상자의 입원 당시 상황을 묻는 2문항을
포함하여 총 23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만족도 항목의 평균값 비교를 위해서는 5점 척도를 측정한 후 그 정도

에 따라 합산값을 사용하였다.결과적으로 입원기간 동안의 병동 내 서비
스 만족도는 7점에서 35점까지이며,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전체적으로 입원기간 동안의 병동 내 서비스 만족도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coefficientalpha값은 0.798이다.
병원직원의 친절도는 5점에서 25점까지이며,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전체적으로 병원직원의 친절도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alpha값은 0.819이다.
원무서비스 만족도는 7점에서 35점까지이며,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전체적으로 원무서비스 만족도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alpha값은 0.8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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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이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WIN 14.0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연구목적에 맞게 분석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환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의료이용 특성에 따른 원무창구 이용

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X2-test)을 하였다.
둘째,병원의 중앙화 창구와 분산화 창구 이용자의 만족도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해 교차분석(X2-test)을 하였다.
셋째,병원의 중앙화 창구와 분산화 창구 이용자의 재이용 의사의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X2-test)을 하였다.
넷째,원무창구 위치별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와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

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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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원원원무무무창창창구구구 이이이용용용 비비비교교교

가.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무창구 이용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원무창구 이용을 비교한 결과,전체
응답자의 54.0%가 분산화 창구를,46.0%가 중앙화 창구를 이용하였으며,
연령별로는 50세 이하는 중앙화 창구 이용률이,51세 이상에서는 분산화
창구이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3).
남녀간 성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학력별로는 고졸

이하는 중앙화 창구 이용률이,대졸 이상은 분산화 창구 이용률이 높았으
나,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거주지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광역
시 거주자는 중앙화 창구 이용률이,시군 거주자는 분산화 창구의 이용률
이 높았으나,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직업별로는 서비스직,
기술직,자영업직에서 분산화 창구 이용률이 높았으며,사무직,판매직,관
리직,전문직에서 중앙화 창구 이용률이 높았으나,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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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무창구 이용 비교
단위: 명(%)

분산화
창구

중앙화
창구 합 χ

2값 p값
성 남자 113(52.6) 93(50.8) 206(51.8) .120 .403여자 102(47.4) 90(49.2) 192(48.2)

연령 30세 이하 9(4.2) 14(7.7) 23(5.8)

8.763 .005
31세-40세 33(15.3) 35(19.1) 68(17.1)
41세-50세 53(24.7) 58(31.7) 111(27.9)
51세-60세 60(27.9) 37(20.2) 97(24.4)
61세 이상 60(27.9) 39(21.3) 99(24.9)

학력 초졸 이하 7(3.3) 6(3.3) 13(3.3)

.915 .264
중졸 30(14.0) 27(14.8) 57(14.3)
고졸 77(35.8) 72(39.3) 149(37.4)
대졸 96(44.6) 75(41.0) 171(43.0)

대학원이상 5(2.3) 3(1.6) 8(2.0)

거주지 서울 72(33.5) 66(36.1) 138(34.7)
3.852 .111광역시 37(17.2) 43(23.5) 80(20.1)

도 106(49.3) 74(40.4) 180(45.2)

직업 서비스직 14(6.5) 10(5.5) 24(6.0)

8.641 .442

사무직 32(14.9) 30(16.4) 62(15.6)
판매직 6(2.8) 11(6.0) 17(4.3)
관리직 10(4.6) 11(6.0) 21(5.3)
기술직 8(3.7) 4(2.2) 12(3.0)
자영업 38(17.7) 18(9.8) 56(14.1)
생산직 6(2.8) 5(2.7) 11(2.8)
전문직 16(7.4) 14(7.7) 30(7.5)
농어민 15(7.0) 13(7.1) 28(7.0)
미취업 70(32.6) 67(36.6) 137(34.4)

계 215(100.0) 183(100.0) 3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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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료이용 특성에 따른 원무창구 이용

조사대상자의 의료이용 특성에 따른 원무창구 이용의 분포를 보면,먼
저 입원 경험이 없는 경우는 분산화 창구 이용률이 높았으며,입원 경험
이 있는 경우는 중앙화 창구 이용률이 높았으나,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건강 상태별 원무창구 이용의 차이는 건강상태가 ‘좋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분산화 창구 이용률이 높았으며,‘나빴다’고 응답한 경우는 중앙화
창구 이용률이 높았으나,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4).

   표 4. 환자의 의료이용 특성에 따른 원무창구 운영의 차이

단위:명(%)

분산화 창구 중앙화 창구 합 χ2값 p값

입원경험 유무

있다 63(29.3) 59((32.2) 122(30.7)
.401 .300

없다 152(70.7) 124(67.8) 276(69.3)
건강상태
좋았다 36(16.7) 27(14.8) 63(15.8)

.294 .344
나빴다 179(83.3) 156(85.2) 335(84.2)

계 215(100.0) 183(100.0) 39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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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병병병원원원 중중중앙앙앙화화화 창창창구구구와와와 분분분산산산화화화 창창창구구구 이이이용용용자자자의의의 만만만족족족도도도 비비비교교교

병원의 원무창구 위치별 병원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
체 문항을 입원기간 동안의 서비스 만족도,병원 직원의 친절도,입원기
간 동안의 원무서비스 등 3개의 항목으로 구별하여 각각의 영역별 서비
스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가.입원기간 동안의 서비스 만족도

병원 중앙화 창구와 분산화 창구 이용자의 입원기간 동안의 병원 서
비스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입원기간 동안 병실에서 받는 병원 서비스의 만족도 중 사생활 보장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는데,분산화 창구를 이용하는 환자가 중
앙화 창구 환자에 비해 사생활 보장에 더 만족하였다.그 외 항목들의 만
족도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항목이 없었으며,다만 항목별로
만족과 불만족으로 대답한 응답자의 수를 살펴보면,진료비 만족 항목에
서 두 병동 모두 진료비 불만족의 대답이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원무창구 위치에 따라 입원기간 동안 편리하게 느낀 점은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항목별로 분류할 때 의료진과의 편리한 면담
시간,편리한 검사 및 치료항목에서는 분산화 창구와 중앙화 창구 모두
만족하는 인원이 비슷하였으나,원무서비스 항목에서는 분산화 창구이용
자가 중앙화 창구 이용자에 비해 만족의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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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병원 중앙화 창구와 분산화 창구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비교
단위:명(%)

분산화
창구

중앙화
창구 합 χ

2값 p값

입입입원원원기기기간간간동동동안안안의의의 서서서비비비스스스 만만만족족족도도도

입원생활안내 불만족 5(2.3) 1(0.5) 6(1.5) 2.107 .150만족 210(97.7) 182(99.5) 392(98.5)

사생활보장 불만족 18(8.4) 32(17.5) 50(12.6) 7.476 .005만족 197(91.6) 151(82.5) 348(87.3)

검사치료시간 불만족 47(21.9) 52(28.4) 99(24.9) 2.273 .082만족 168(78.1) 131(71.6) 299(75.1)

내부 환경 불만족 16(7.4) 16(8.7) 32(8.0) .226 0.84만족 199(92.6) 167(91.3) 366(92.0)

원내 시설 불만족 15(7.0) 14(7.7) 29(7.3) .066 .473만족 200(93.0) 169(92.3) 369(92.7)

입원서비스 불만족 30(14.0) 20(10.9) 50(12.6) .823 .225만족 185(86.0) 163(89.1) 348(87.4)

진료비 불만족 87(40.5) 81(44.3) 168(42.2) .584 .254만족 128(59.5) 102(55.7) 230(57.8)
입입입원원원기기기간간간 편편편리리리하하하게게게 느느느낀낀낀 점점점
편리한 면담 78(36.3) 67(36.6) 145(36.4)

41.790 .000
편리한 검사 71(33.0) 67(36.6) 138(34.7)
원무서비스 52(24.2) 9(4.9) 61(15.3)
편의시설 13(6.0) 35(19.1) 48(12.1)
기타 1(0.5) 5(2.7) 6(1.5)

계 215(100.0) 183(100.0) 39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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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원직원의 친절도

병원의 원무창구 위치별 병원직원의 친절도를 비교한 결과,분산화
창구 이용자는 중앙화 창구 이용자에 비해 의사의 친절도가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6).
기타 직원에 대한 친절도에서는 분산화 창구 이용자는 간호사,검사

및 치료실 직원의 친절도에서,중앙화 창구 이용자는 원무직원,보조원의
친절도에서 만족하였으나,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6.병원 중앙화 창구와 분산화 창구 이용자의 병원직원 친절도 비교

단위:명(%)
분산화
창구

중앙화
창구 합 χ

2값 p값

의 사 불만족 14(6.5) 23(12.6) 37(9.3)
4.301 .029만족 201(93.5) 160(87.4) 361(90.7)

간호사 불만족 6(2.8) 6(3.3) 12(3.0)
.081 .501만족 209(97.2) 177(96.7) 386(97.6)

검사,치료실
직원

불만족 14(6.5) 15(8.2) 29(7.3)
.416 .325만족 201(93.5) 168(91.8) 369(92.7)

원무직원 불만족 23(10.7) 15(8.2) 38(9.5)
.716 .251만족 192(89.3) 168(91.8) 360(90.5)

보조원 불만족 26(12.1) 20(10.9) 46(11.6)
.755 .420만족 189(88.0) 163(89.1) 352(88.4)

계 215(100.0) 183(100.0) 39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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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무서비스 만족도
병원의 중앙화 창구와 분산화 창구 이용자의 원무서비스 만족도를 비

교한 결과,분산화 창구이용자는 입원절차,원무직원 상담,퇴원절차에 대
한 만족도가 중앙화 창구 이용자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7).즉,분산화 창구 이용자 중 입원절차가 편리하다는 응답은 86.5%,원무직
원과의 상담은 87.9%가 만족하였으며,91.6%의 이용자가 퇴원절차가 편리
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7.병원 중앙화 창구와 분산화 창구 이용자의 원무서비스 만족도 비교
단위:명(%)

분산화
창구

중앙화
창구 합 χ

2값 p값

입원절차 불만족 29(13.5) 38(20.8) 67(16.8) 3.739 .038만족 186(86.5) 145(79.2) 331(83.2)

입원대기시간 2.201 .084불만족 67(31.2) 70(38.3) 137(34.4)
만족 148(68.8) 113(61.7) 261(65.6)

원무직원상담 불만족 26(12.1) 39(21.3) 65(16.3) 6.148 .010만족 189(87.9) 144(78.7) 333(83.7)

중간수납 불만족 37(17.2) 33(18.0) 70(17.6) .046 .466만족 178(82.8) 150(82.0) 328(82.4)

불만족 35(16.3) 41(22.4) 76(19.1)제증명 업무 2.401 .078만족 180(83.7) 142(77.6) 322(80.9)

퇴원절차 불만족 18(8.4) 48(26.2) 66(16.6) 22.789 .000만족 197(91.6) 135(73.8) 332(83.4)

입,퇴원절차 1.979 .101불만족 33(15.4) 38(20.8) 71(17.8)
만족 182(84.6) 145(79.2) 327(82.2)

계 215(100.0) 183(100.0) 39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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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병병병원원원 중중중앙앙앙화화화 창창창구구구와와와 분분분산산산화화화 창창창구구구 이이이용용용자자자의의의 재재재이이이용용용
의의의사사사 비비비교교교

가.재이용 비교
병원의 중앙화 창구와 분산화 창구 이용자의 재이용 의사를 비교한 결

과는 표 8과 같다.
두 원무창구 모두 병원을 다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95.2%로 이용하

지 않겠다는 응답자에 비해 많았으며,특히 분산화 창구 이용자가 중앙화
창구 이용자에 비해 재이용 의사가 많았으나,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8.병원 중앙화 창구와 분산화 창구 이용자의 재이용 의사 비교

단위:명(%)
분산화
창구

중앙화
창구 합 χ

2값 p값

이용 하겠다 206(95.8) 173(94.5) 379(95.2)
.355 .358

이용 안 하겠다 9(4.2) 10(5.5) 19(4.8)

계 215(100.0) 183(100.0) 39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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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추천 의사 및 이유 비교

병원의 중앙화 창구와 분산화 창구 이용자의 추천 의사를 비교한 결
과,전체의 96.0%가 추천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분산화 창구 이용
자는 중앙화 창구 이용자에 비해 추천 의사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많
았으며,그 추천 이유로는 입,퇴원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9).
이 밖에 중앙화 창구 이용자의 추천 이유는 분산화 창구 이용자에 비

해 우수한 의료진,편의시설 다양 등의 이유가 많았다.

표 9.병원 중앙화 창구와 분산화 창구 이용자의 추천의사․이유비교
                                                              단위: 명(%)

분산화
창구

중앙화
창구 합 χ

2값 p값
추천의사
있다 212(98.6) 170(92.9) 382(96.0) 8.349 .004없다 3(1.4) 13(7.1) 16(4.0)

추천이유
입퇴원 편리 120(55.8) 55(30.1) 175(44.0)

26.963 .000우수 의료진 79(36.7) 110(60.1) 189(47.5)
편의시설 다양 11(5.1) 12(6.6) 23(5.8)
최신 의료장비 5(2.3) 6(3.3) 11(2.8)

계 215(100.0) 183(100.0) 39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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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병병병원원원 서서서비비비스스스 영영영역역역별별별 만만만족족족도도도와와와 재재재이이이용용용 의의의사사사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가.중앙화 창구 이용자의 병원서비스 영역별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

병원 중앙화 창구 이용자들의 병원 서비스 영역별 병원 재이용 의사는
입원기간 동안 서비스 만족도 영역에서는 검사나 치료시간에 대한 만족이,
원무서비스 만족도 영역에서는 중간수납 편리성과 제증명 발급 편리성 항
목에서,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재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
답한 이용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표 10).반면 병원직원의 친절도 부분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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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병원서비스 영역별 만족도와 병원재이용 의사의 관련성(중앙화 창구)

단위:평균±표준편차
재이용 의사 t값 p값있다 없다

입입입원원원기기기간간간 동동동안안안 서서서비비비스스스 만만만족족족도도도 28.8±2.95 27.4±3.56 1.52 .130
입원생활 안내 4.4±0.5 4.4±0.51 0.06 .950
사생활 보장 4.1±0.7 3.9±0.87 1.08 .281
검사나 치료시간 3.9±0.7 3.4±0.69 2.07 .039
전반적 내부 환경 4.3±0.6 4.1±0.99 1.11 .266
원내 시설 4.3±0.6 4.2±0.78 0.89 .372
입원기간 서비스 4.1±0.5 4.0±0.66 0.71 .478
진료비 3.5±0.8 3.4±0.69 0.45 .650

병병병원원원직직직원원원 친친친절절절도도도 21.5±2.00 20.7±2.00 1.35 .176
담당 의사 4.3±0.6 4.1±0.73 1.05 .294
담당 간호사 4.5±0.5 4.4±0.69 0.71 .473
검사실 및 치료실 직원 4.2±0.5 4.3±0.48 -0.32 .744
원무직원 4.2±0.6 4.0±0.47 1.55 .149
병동보조원 및 용원 4.2±0.6 3.9±0.87 1.66 .098

원원원무무무서서서비비비스스스 만만만족족족도도도 27.6±3.05 26.1±3.07 1.56 .119
입원절차 3.9±0.7 3.9±0.73 0.29 .769
입원대기 3.7±0.7 3.7±0.94 0.24 .810
원무직원과 상담 3.9±0.6 4.3±0.67 -1.42 .157
중간수납 4.0±0.6 3.6±0.51 2.18 .030
제증명 발급 3.9±0.6 3.3±0.82 3.17 .002
퇴원절차 3.9±0.6 3.6±0.69 1.54 .124
입․퇴원 절차 3.9±0.6 3.7±0.48 1.35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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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분산화 창구 이용자의 병원서비스 영역별 만족도와 재이용의사

분산화 창구 이용자들의 병원 서비스 영역별 병원 재이용 의사는 표 11
과 같다.입원기간 동안 서비스 만족도 영역에서는 사생활 보장과 원내 시
설,입원기간 전반적인 서비스 항목에서,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
용자가 재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용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병원 직원의 친절도 영역도 담당 간호사와 원무직원,전체 병원직원의

친절요인이 병원 재이용 의사에 영향을 주었으며,원무서비스 만족도 영역
에서는 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재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
한 이용자에 비해 입원절차,중간수납,퇴원절차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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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병원서비스 영역별 만족도와 병원재이용 의사의 관련성(분산화 창구)

단위:평균±표준편차
재이용 의사 t값 p값있다 없다

입입입원원원기기기간간간 동동동안안안 서서서비비비스스스 만만만족족족도도도 29.3±2.50 26.4±5.00 3.20 0.002
입원생활 안내 4.5±0.5 4.2±0.66 1.63 0.104
사생활 보장 4.2±0.5 3.4±1.23 2.04 0.048
검사나 치료시간 4.0±0.7 3.7±1.39 0.50 0.626
전반적 내부 환경 4.3±0.6 4.1±1.26 0.62 0.547
원내 시설 4.3±0.6 4.0±0.50 2.04 0.049
입원기간 서비스 4.1±0.6 3.5±0.52 2.80 0.005
진료비 3.6±0.7 3.3±0.86 1.19 0.233

병병병원원원직직직원원원 친친친절절절도도도 21.8±1.99 19.7±3.73 2.96 0.003
담당의사 4.4±0.6 4.1±1.26 0.67 0.519
담당 간호사 4.5±0.5 4.1±1.05 2.20 0.029
검사실 및 치료실 직원 4.3±0.6 4.0±0.70 1.62 0.105
원무직원 4.3±0.6 3.5±1.13 3.39 0.001
병동보조원 및 용원 4.2±0.6 4.0±0.70 1.12 0.260

원원원무무무서서서비비비스스스 만만만족족족도도도 28.6±3.08 26.2±5.71 2.23 0.026
입원절차 4.1±0.6 3.6±1.11 2.30 0.022
입원대기 3.7±0.9 3.6±1.00 0.38 0.699
원무직원과 상담 4.1±0.6 4.0±0.86 0.79 0.430
중간수납 4.1±0.6 3.6±1.22 1.98 0.049
제증명 발급 4.0±0.7 3.7±1.09 1.04 0.297
퇴원절차 4.2±0.5 3.6±0.83 2.72 0.007
입퇴원 절차 4.1±0.6 3.7±0.83 1.5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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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찰찰찰

111...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이 연구는 암센터 개원과 함께 암환자의 불필요한 동선을 줄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암센터 입원 병동 내 원무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소재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본관
및 별관의 경우는 기존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1층 중앙에 원무창구를 운영
하고 있어 기존의 중앙 원무창구를 이용하여 원무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입
퇴원 분산화 창구를 이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무 수납 창구의 위치에
따른 원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병원 재이용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 있어서 방법상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이 연구가 진행된 병원은 병동 내 원무 창구를 이용하여 입원이

결정된 환자가 입원 수속에서 퇴원까지 모든 절차를 병동 내에서 시행 가
능하도록 한 국내 유일의 병원이므로,타 병원 혹은 기존에 같은 방법으로
원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의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둘째,연구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연구 시점 당시 분산화 창구를

이용하는 환자와 중앙화 창구를 이용하는 환자를 응답자로 무작위 선택하
여 설문을 시행하였으므로,두 개의 원무창구를 모두 이용한 환자가 비교
응답하는 설문은 실시하지 못하여 전후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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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연령은 40대가 27.9%로 가장 많았으
며,암센터 입원환자의 55.8%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암에 대
한 발병률이 높아지는 시대의 추이에도 부합하는 결과라 하겠다.거주지
분포는 도지역의 환자가 45.2%로 가장 많았는데,이는 본 병원을 비롯한
서울 소재 병원이나 종합 전문 요양기관의 지방 환자 이용 빈도가 높아지
고 있으며,암센터의 일반적 특성에서도 알 수 있듯 50대 이상의 환자가
많은 것은 질병과 관련하여 중증도 높은 환자가 많음을 짐작케 하였다.학
력은 43%가 대졸이고,직업은 사무직이 15.6%,미취업 34.4%는 학생이나
주부 등이 포함된 직업군이며,건강보험 환자가 88.7%로 높은 비율을 보였
다.원무 중앙화 창구를 이용한 대상자와 분산화 창구를 이용한 대상자간
에는 연령에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뿐 나머지 항목에는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환자가 병동을 선택하여 원무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병에 따라 암환자이면 분산화 창구를 운영하는 암센터로 입원을 하게 되
므로,일반적 특성에서의 분포는 통계적 유의성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병원서비스 영역별 만족도와 병원 재이용 의사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

하여 실시한 항목별 만족도를 분석해 본 결과,각 항목별 평균점수가 4점
이상 높은 점수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병원 내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해석된다.이는 병원 재이용 의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여진 결
과이며,재이용 의사가 없다고 대답한 연구대상에서도 서비스별 항목의 만
족도는 높은 결과를 보였다.두 그룹 모두 입원 생활 안내에 대한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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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로 가장 높고,담당 간호사 친절은 모든 항목 중에서 최고 점수인 4.52
로 높은 것은 환자의 간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입원 기간 중 분산화 창구를 운영하는 암센터의 입원 환자들이 사생
활 보장에 더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데,
병동의 특성 상 암센터의 환자에 관한 의료진이나 병동 내 직원들이 언어
나 행동 주변 환경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환자들이 느끼고,이것이
환자들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더 보호 받고 있다고 환자들이 느끼는 것
으로 해석된다.입원 생활 안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처럼 담당의사,
담당간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이 결과는 담당간호사의 간호서비스
전문성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선행연구(Jacoxetal,1997:조양희 등,
2001:문인오와 이명하,2002)들과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이는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직접 관계를 맺는 사람이 간호사이며,환
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거나 간호시술을 하는 과정
중에 입원환자들이 간호사의 능숙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해
석된다.
반면 원무직원의 친절성이 항목 내 평균값 이하 4.23을 나타냈다.이는

위에서 간호사의 친절도에 대해서 언급하였듯이,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 요인을 연구한 김광연(2004)의 연구에서 환자만족 구성 요소 중
직원의 친절성과 환자에 대한 관심과 설명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난 연
구결과와 일치하나,환자의 만족도 중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 영역에 대
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문인오와 이명하(2002)의 연구 결과와는 차
이를 보인다.
입원기간 동안의 원무 서비스 항목이 3.94로 타 항목의 만족도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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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으며,본원과 암센터의 차이에서 본원,즉 중앙 원무처리를 하는
곳에서 더욱 낮은 점수를 보인다.이것은 조혜란(2005)의 연구에서 원무직
원과의 상담 및 상담을 위한 절차의 개선을 위해 원무행정의 복잡한 서비
스를 개선하고 검사 치료 대기시간,입원대기 시간,입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납창구를 확대하여 환자들의 입원 절차와 대기 시간을 단축시
키고,예약 제도를 확대하여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하겠다.
병원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수한 의료진과 최신의

의료장비가 월등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이는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
영역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문인오와 이명하(2002)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고,본 병원이 국내 최고의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춘 병
원이라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는 반면,본 연구자의 연구 목적인 원무서비
스 만족이 병원 재이용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면에서는 우선
순위가 밀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병원 추천 이유나,병원 재이용 의
향이나 모두 선택 요인이 동일하게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의료장비를 선택
하였고,항목 별로 원무서비스 항목은 다음의 순위로 보여지는데,이는 입
원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유해광(2003)의 연구에서 병원 이용
절차의 편리성,병원 시설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연구결과
와 유사하다.
그러나 원무창구 별 병원 재이용 의사와 추천 의사를 비교 한 결과,중

앙 원무창구를 이용하는 병동의 응답자 대답이 우수한 의료진을 추천 의사
로 선택한 반면,분산화 창구를 이용하는 병동의 응답자들은 추천 의사의
일순위를 입원 편리성으로 대답하였다.이것은 병원 서비스 영역별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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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비교한 것과 달리,그에 대한 편리함 못지않게 병동 내에서 이루어지
는 원무 절차의 진행에 편리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병동 내 원무 창구를 운영하는 병동과 운영하지 않은 병동 간에는

분명한 값의 차이를 보였는데,원무 창구를 운영하는 병동(암센터)내 응답
자들이 입·퇴원 절차의 편리성과,진료비 관련 원무직원과의 상담절차의
편리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입·퇴원 원무절차의 편리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이 위의 결과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병원 내 서비스에 대한 소감에서도 암센터 응답자들은 병원 내 원무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에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또한 중앙원무 창구를 이용한 응답자의 추천 이유가 우수한 의료진이라

고 대답한 것은 선행 연구에서 다시 그 병원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는 등 전반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은 진료영역이라고 설명한 연구 결과(박연옥 등 1998;박재성,1995)와
유사한 결과이며,입원 환자들이 아직까지 병원의 다른 조건보다는 의료진
의 실력이나 명성을 보고 택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환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의료진의 만족
도,시설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시도 후 많은 실무적인 제안점이 제시되고
시행되었으나,원무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환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덤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 절차나 방법에
서 해결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 모든 원무 수납이 한 병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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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는 것은 의료 시스템의 기본부터 논의해야 하는 차이가 있지만,
국내 병원 현장에서 적극 받아들여 시행해 볼 구조이기도 하다.예약은 물
론 입·퇴원 절차 및 수납 등을 모두 입원 병동에서 실시하는 의료체계는
환자가 수속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에 따른 불편감은 없을 것이라
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국내 병원에서는 최초로 시도되었던 영역이라 결과는 기존의 의료서비

스 영역에 관한 연구를 뒷받침하거나 혹은 차이를 보이는 결과도 나타났
다.앞으로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병원의 경쟁력은 갖추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의료서비스의
여러 항목과 시설은 기존에도 많이 연구되었고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다.그러나 원무행정 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의료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포
함되어 환자들의 불편과 불평을 감수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원무서비스는
행정절차의 문제이므로 시스템 전체에 수정이 가해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
나,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타 병원과의 차별점이 생긴다는 것 또한 사
실이다.모두에서 언급한 타 병원과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에도 이 점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서울 시내의 일개 병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그 결

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이에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병원 원무 서비스와 관련한 병원 재이용 의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위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겠다.원무행정 서비스의 절차나 편리성,
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함으로 순수한 원무행정에 이용될 실무 지침을 위한
조사를 위한 연구도구의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일반적 특성별,지역별,질환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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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재이용 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원무 수납 창구를 병동 내 분산시켜 운영하는 것을 원무팀 직원

들의 업무 프로세스 개발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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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ⅥⅥ...결결결론론론

이 연구는 병원의 특성에 적합한 원무서비스를 위해 병원의 중앙화 창
구와 분산화 창구 이용자간의 병원서비스 영역별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서울시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조사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8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최종 398명을 분석하였다.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다.

1.전체 응답자의 54.0%는 분산화 창구,46.0%는 중앙화 창구를 이용하
였다.중앙화 창구와 분산화 창구 이용자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50세 이하
는 중앙화 창구 이용률이,51세 이상에서는 분산화 창구이용률이 높았으며,
성별,학력별,거주지별,직업별,의료이용 특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2.병원의 원무창구 위치에 따라 병원의 영역별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
한 결과 분산화 창구 이용자는 중앙화 창구 이용자에 비해 입원기간 동안
병원 서비스의 만족도 영역은 사생활 보장과 원무서비스에 대한 편리,병
원직원 친절도 영역은 의사의 친절도,원무서비스 만족도 영역은 입원절차,
원무직원 상담,퇴원절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3.병원의 중앙화 창구와 분산화 창구 이용자의 재이용 의사를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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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분산화 창구와 중앙화 창구 이용자의 재이용 의사는 차이가 없었으
나 추천 의사는 많았으며,입ㆍ퇴원이 편리하다는 추천 이유가 가장 많았다.

4.병원 중앙화 창구 이용자들의 병원 서비스 영역별 병원 재이용 의사
를 비교한 결과 입원기간 동안 서비스 만족도 영역에서는 검사나 치료시간
에 대한 만족이,원무서비스 만족도 영역에서는 중간수납 편리성과 제증명
발급 편리성 항목에서,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재이용 의
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용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5.분산화 창구 이용자들의 병원 서비스 영역별 병원 재이용 의사를 비교
한 결과,입원기간 동안 서비스 만족도 영역에서는 사생활 보장과 원내 시
설,입원기간 전반적인 서비스 항목,병원 직원의 친절도 영역에서는 담당
간호사와 원무직원,전체 병원직원의 친절요인,원무서비스 만족도 영역에서
는 입원절차,중간수납,퇴원절차 항목에서,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
용자가 재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용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분산화 창구를 운영하는 병동을 대상으로
중앙 원무창구를 이용하는 환자와의 의료서비스 영역별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와 추천 이유를 알아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선행연구가 없어 이
연구 한 편으로 보편화할 수는 없겠으나,편리성과 만족성에 주의를 기울
이면 타 병원과의 차별성을 두고 병원을 홍보하는 데 기초 자료로 이용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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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화 창구 운영이 병원재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입원치료중귀중한시간내어설문에응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병원행정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귀하께서 이 병원에 입원하신 후 느끼고 계신 원무서비스 만족도를 알아

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전산처리 되어 본 병원의 입원 및 퇴원수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사용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자료는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이외에다른 목적으로 절대사용하지않을것을 약

속드립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병원을 이용하시면서 평소에 느끼신 점들을 솔직하게 응답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설문은 귀하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만약 설문을 원치 않는 경우,

응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년 월2008 10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함 태 훈 드림

연락처 구내 원무과: 3282( ), 010-9933-3312



- 59 -

♧ 아래 문항 중에서 해당하는 번호의 네모 칸(□)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귀하의 입원 기간 동안의 서비스 ♧

1. 입원생활에 대한 안내는 잘 받으셨습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2. 병실에서 사생활 보장은 잘 되었습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3. 검사나 치료를 받을 때 기다린 시간은 적절 하였습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4. 전반적으로 병원 내부 환경에 대해 만족하십니까?(조명, 환기, 소음, 환자복...)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5. 병원 내 시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거동이 불편한 환자, 안내 표지판, 주차장,,,)

 

6. 전반적으로 입원기간 동안 만족하십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 병원 직원의 친절도 & 성실도 ♧ 

1. 담당 의사는 친절하였습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2. 담당 간호사는 친절하였습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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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실 직원과 치료실 직원은  친절하였습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4. 원무 직원은 친절하였습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5. 병동보조원, 병동용원, 경비, 주차요원은 친절하였습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 귀하의 입원 기간 동안의 원무서비스 ♧

1. 입원절차는 편리하셨습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2. 입원 수속 후 병동에 입원할 때까지 기다린 시간은 적당하셨습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3. 진료비와 관련하여 원무직원과의 상담 및 상담을 위한 절차는 편리하셨습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4. 입원기간 중  중간 진료비 수납 방법은 편리하였습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5. 입원기간 중 각종 제증명 관련업무(보험관련, 입,퇴원 서류  등,,)는 잘 진행 되

었습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6. 퇴원절차는 편리하셨습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7. 전반적으로 입 퇴원 원무절차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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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대한 소감 ♧

1. 병원(병동)에서 받은 진료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2. 진료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3. 병원 직원들은 친절하였습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4. 병동에서 받은 원무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 아주 그렇다 ② □ 그렇다 ③ □ 그저 그랬다 ④ □ 나빴다 ⑤ □ 아주 나빴다
 

5. 입원 기간 중 가장 편리하게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① □ 의료진 면담시간과 자세한 설명 ② □ 편리한 검사 및 치료시설

③ □ 병동내에서 해결 가능한 원무 서비스  ④ □ 다양한 부대시설

⑤ □ 기타:   

♧ 본 병원 재이용 의향 ♧

1. 귀하는(환자 본인이 설문을 응답한 경우) 다음 치료 시 혹은 다른 질환으로 치료시  

본  병원을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 이용하겠다 

② □ 이용하지 않겠다 (이유:                                         )    

2. 주변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면 본 병원을 추천하시겠습니까?

① □ 추천하겠다 

② □ 추천하지 않겠다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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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에 본 병원을 추천하신다면 가장 추천 하시는 요인을 3가지 체크하여 주십시오.

① □ 편리한 입,퇴원 절차(원무one-stop 서비스) ② □ 의료진  

③ □ 원내(병동 내) 다양한 편의시설 ④ □ 최신의 의료장비와 시설  

⑤ □ 편리한 교통  ⑥ □ 기타:  

4. 귀하는 어느 곳에서 원무서비스를 받으셨습니까?

① □ 본관 ② □ 별관 ③ □ 암센터 ④ □ 기타:

  

♧ 귀하의 입원당시 상황 ♧ 

1. 이번 입원을 제외하고 이전에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 있다(본 병원) ② □ 있다(다른 병원) ③ □ 없다   

2. 이번 입원 시 본 병원을 선택하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 우수한 의료진 ② □ 최신의 의료장비와 시설 ③ □ 다른 병. 의원 추천 

④ □ 교통이 편리해서 ⑤ □ 친지 및 이웃의 권유 ⑥ □ 서비스가 좋아서

⑦ □ TV 및 매스컴의 보도 ⑧ □ 기타 :   

3. 치료를 위하여 본 병원을 선택하는데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어느 분입니까? 

① □ 환자 본인 ② □ 가족 ③ □ 친지 또는 이웃

④ □ 다른 병원의 추천 ④ □ 응급실을 통한 입원 ⑤ □ TV,매스컴의 보도 

⑥ □ 기타:   

4. 입원당시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① □ 좋은 편이었다  ② □ 그저 그랬다  ③ □ 나빴다 ④ □ 아주 나빴다

♧ 마지막 한 장이 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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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인적사항 ♧

1. 본 설문지 작성자는 어느 분이십니까?

① □ 환자본인 ② □ 보호자 ③ □ 기타:

2. 귀하의 성별은?

  ① □ 남   ② □ 여 

3. 귀하는 연령은?  

   (만       세) 

4.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 서울 특별시 ② □ (      ) 광역시 ③ □ (         )도

5.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① □ 초졸 이하 ② □ 중졸 ③ □ 고졸  ④ □ 대졸 ⑤ □ 대학원졸 이상

6.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 서비스직 ② □ 사무직 ③ □ 판매직 ④ □ 관리직     

⑤ □ 기술직  ⑥ □ 자영업 ⑦ □ 생산직 ⑧ □ 전문직

⑨ □ 농어민 ⑩ □ 미취업(학생, 주부, 군인, 정년퇴직)

7. 귀하의 건강보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 직장건강보험 ② □ 지역건강보험 ③ □ 산재보험

④ □ 자동차보험 ⑤ □ 의료급여(의료보호)

    

귀한 귀한 귀한 귀한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내어 내어 내어 내어 협조해주심에 협조해주심에 협조해주심에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리며감사드리며감사드리며감사드리며, , , ,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빠른 빠른 빠른 빠른 쾌유를 쾌유를 쾌유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기원드립니다기원드립니다기원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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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oonHam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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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byProfessorSeungHum YuM.D,Ph.D.)

Thepurposeofthisstudy isto design strategichospitalservice
based on each hospital'sfeatures.Forthisstudy,an assessmentwas
conductedby398in-patentsofoneuniversityhospitallocatedinSeoul.
Theself-questionnaires,whichwereinvestigatedfrom Oct.15thto29th
in2008,comparedcentralreceptiondeskwithwardreceptiondeskin
satisfactionandre-userateofpatients.
Themajorresultsofthisstudyareasfollow.First,54.0% ofallused

centralreceptiondeskandtherestof46.0% usedwardreceptiondesk.
Regarding featuresofusers,underthe fiftieswere tending to use
centralone,however,overfifty-onehashighuse-rateofwardreception
desk.There was no difference in sex,education,residentialarea,

TheStudyofComparisonSatisfactionandRe-useIntention
betweenCentralandWardReceptionDesk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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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nddesignatedmedicaldepartment.
Second,accordingtoeachreception deskuser,theyhavedifferent

satisfactionofit.Theusersofwardonewerecontentedwithprivacy,
convenience hospitalservice.As for the staff kindness,admission
procedure,discharge procedure and manner of staff,those made
patientsbegratifiedaswell.
Third,when itcomesto the intention ofre-use,there were no

significantfeaturesbetweenthem.Onlyconvenienceinadmissionand
discharge procedure, however, was an attractive factor for the
recommendation.
Forth,thisstudy found outthereasonsforhigherre-userateof

centralreception desk users.Regarding service,they werecontented
withthetimefortestandtreatment.Asforthehospitalservice,they
wouldliketore-usethishospitalbecauseofconvenientstepsofpaying
interim feeandgettingcertificates.
Fifth,thisstudyfoundoutthereasonsforhigherre-userateofward

reception desk users.As a point of hospitalservice view,they
responded thatrespected privacy,hospitalfacilityand generalservice
weregood forstaying.Asforthemannerofstaff,they mentioned
nursesandstaffinchargeandwholestaffmemberswerekind.Whenit
comestotheproceduresofpatientmanagement,stepsofdischargeand
payinginterim feewereconvenience.
Inconclusion,theresultsofthisstudysuggestthatproviding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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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ion desk service can boostthe satisfaction and re-use rateof
in-patients.Furthermore,thisstrategicmanagementmethod would be
goodfornotonlycuttingthemovinglinebutalsoefficientin-patient
care system.These results can be used for the strategic hospital
marketingfield,aswell.
Eventhoughthisstudyhasalimitationofthetargetedpopulations

whichwereonlyinawardreceptiondeskrunninghospital,itcansay
thathavingcompetitivenessinsatisfactionofhospitalserviceisgoodfor
promotinganddifferencingeachhospital.
Consequently,wholegeneralmanagementsystem wouldbeadjusted

firstfordifferencing each hospital;however,thissortofadditional
factorshouldbeconcernedaswell.Iexpectthatthisstudywouldgive
meaningfuldata for designing strategic and differencing marketing
methodtolotsof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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