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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의료기관종사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환자

의 내원을 권유할 의사결정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병원경 전략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한 대학병원에  종사하는 

직원들 가운데 3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3년 4월 14일부터 2003년 4월 26일까지 연구자료를 수집하 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응답자의 결혼 유무에 따라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내원권유

의사가 높았고 상담 회수가 많을수록, 상담을 잘 할수록 내원권유

의사가 높았다. 업무만족도나 직장만족도가 높을수록 내원권유가 

높았다. 둘째, 연령이 높을수록, 병원근무기간이 길수록, 근무병원

평가총점 높을수록 유의하게 내원권유의사가 높았는데 직종근무기

간은 내원권유의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셋째, 

병원시설 및 환경, 의료진의 기술 및 전문성, 치료결과, 진료비 수

준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내원권유의사에 유의한 향을 

주었다. 넷째,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상담회수가 많을수록, 상담을 잘할수록,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

족도가 높을수록 병원의 시설 및 환경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내원

권유에 대한 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다변화하는 병원경 에 환자 중심의 마케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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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의료기관종사자를 병원경 의 유용한 마케

팅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핵심어 : 의료기관종사자, 내원권유의사, 병원경 ,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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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의 환경과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경제

발달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은 현대인의 생활을 여가와 건강으

로 관심을 이동시키고 이와 관련된 산업의 수요를 증대시키게 되

었다.

  의료부문에서도 의료진이 제공하던 일방적인 의료서비스를 수동

적으로 공급받던 이용자가 이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찾아 의료

구매에 나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현상은 국민보건향상

을 위한 정부의 의료정책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

  1977년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보험제도가 도입

된 이후 1978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1980년에 군인가족, 

1981년에 연금수급자 및 선출직 공무원이 포함되었고 1987년 7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의료수요의 급격

한 증가와 함께 본격화되었다(최정수 외, 1995). 

  1997년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료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연간 

외래 방문이 약 2억 3700만 건, 입원이 약 417만 건이 발생하 으

며 이것은 국민 일인당 1년 동안 외래 방문은 평균 5.2건, 입원은 

평균 0.09건에 해당한다.

또한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드는 비용으로 약 7조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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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강을 위한 지불은 약 20조원에 이르러 

국민총생산의 약 6%에 해당하는 돈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1)

의료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의 공급도 증대되었는데 이는 과거

의 소극적 의료구매가 적극적 의료구매의 형태로 바뀌고 의료시장

의 경쟁체제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경쟁체제의 의료환경 변화는 고객만족의 개념이 도입되고 정부의 

경쟁유인정책이 실시되어 환자들의 의료에 대한 지식과 기대가 향

상되고 욕구가 다양화되어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002년 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등 

전국 975개 병원 가운데 93개 병원이 도산, 병원 도산율이 전체 산

업 도산율 0.23%보다 크게 높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매년 도산하는 병원이 늘고 있는 반면, 신설 병원 수도 매

년 늘어, 총 병원 수가 1999년 830개에서 2002년 975개로 증가했

다. 또 작년 한해만 74개의 병원이 새로 생겼다. 이는 경쟁력 있는 

병원만이 살아 남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약분업 이후 경 이 악화돼 쓰러지는 병원이 계속 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002년 의원을 제외한 병원 도산율은 9.5%로서 전

국 9백75개 병원 가운데 93개가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도산율로는 

역대 최고기록이다.2)

1)중앙일보 1997년 7월 1일자

2) 조선일보 2003년 5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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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없

이는 의료업계도 생존과 발전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의료환경의 변화에서 의료기관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과 발전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조직 외적 환경에 자신을 유리하게 조성하

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조직 내적 환경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의료기관과 종사자 그리고 고객(환자)이 의

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각각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교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쉬운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저 의료와 서비스,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의

료기관의 마케팅 개념과 현재 마케팅 개념을 활용하는 병원들의 

현황을 살펴본 후, 의료기관 종사자의 내원권유 의사결정요인에 관

한 내용을 설문을 통하여 구명하여 광고가 금지된 의료환경에서 

날로 어려워지는 병원경 개선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의료기

관 종사자의 마케팅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2.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환자

내원을  권유하도록 하는 의사에 향을 주는 요인을 구명하여 병

원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마케팅 활용방안에 관한 

가능성을 알아본다. 그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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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의료기관종사자의 일반적 특성과 내원권유의사의 관계를 알

아본다.

 둘째, 의료기관종사자의 내원권유 의사결정과 관련된 요인은 어떠

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직장만족도 및 직무만족도와 내원권유의사의 관계를 알아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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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의료와 의료서비스

  가. 의료의 개념

  의료(medicine)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이나 

처치, 안녕에 향을 미치는 사람, 기관 혹은 향’, ‘건강유지와 질

병의 예방. 경감 및 완치를 다루는 과학 및 기술’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의료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경감 혹은 치료

를 위하여 과학 및 기술이 적용되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고 규정

할 수 있다.(최용환,2001) 의료와 유사한 개념의 보건(health)은 ‘기

관이나 한 부문이 그의 생리적 기능을 정상적 혹은 적절히 수행하

는 상태’ 혹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상태’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져 의료에 비해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된다.(정두채, 1997) 오늘날

에 와서는 질병과 건강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여 그 구분

이 불명확해지고 있다. 

  의료의 대상은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인간이며 의료의 목적은 이

들을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위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질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의료의 대상인 환자는 사회의 한 구성

원이므로 의료의 성과는 사회․경제적 관련성과 접한 관계로 사

회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은 환자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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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치료 이외에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질병의 조기진단, 환자의 

재활에 이르는 포괄적인 대인 건강서비스로 개념이 규정되어야 하

고 이러한 대인건강서비스가 생산되고 재원이 조달되고 전달되는 

사회적 관계의 토대 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김승만, 1998).

  나.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란 의료인이 주체가 되어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 증세

에 따라 적절하게 투약하거나 처리를 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와 관련된 직․간접의 모든 서비스이며, 의료행위 자체의 본질

적인 서비스와 의료이용자가 의료행위를 받게 되기까지 경험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부가적인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는 의료서비스란 

‘전문서비스로서 고도의 전문교육을 거쳐 일정한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들이 행하는 진료행위의 과정 내지 시스템’을 말한

다.(김승만 1998) 그러므로 의료서비스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질병

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사가 주체가 되며 환자가 의료기관

에 도착한 이후의 접수, 진료, 처방 및 투약에 이르는 직․간접적

인 전 과정과 관련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질병퇴치나 치

유에 포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하

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포함하게된다.

2. 마케팅과 의료서비스마케팅

  가. 마케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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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사용

자에 이르는 제품 및 서비스의 흐름을 통제하는 기업활동’으로 

1960년 미국마케팅협회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이것은 마케팅을 주로 유통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

한 것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만이 마케팅의 주체가 될 수 있

다는 사고를 반 하고 있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향상은 소비자

의 욕구를 다양화와 고급화로 변하게 했다. 기업은 한정된 소비자

를 놓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화되었다. 이런 현상

에 부응하여 마케팅에 대한 개념도 기존의 유통 개념적 측면에서 

소비자욕구 충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Kotler (1969)는 마케팅이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이외에 사회적 

조직체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

음을 강조하 다. 그는 또한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 등 거래

를 수행하는 당사자들 간의 교환의 개념으로 마케팅을 재정립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케팅이란 개인과 집단이 필요로 하고 원

하는 제품과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출하고 교환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도록 하는 사회적, 관리적인 과정’이라

고 정의하 다. 

  미국마케팅협회에서는 1985년 이러한 학문적, 사회적 변화를 반

하여,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놓았는데 ‘마케팅이란 개

인과 조직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교환을 위해 아이디어와 제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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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서비스의 개념화, 가격결정, 촉진, 유통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 

  나. 마케팅의 핵심개념

  1)인간의 욕구

  마케팅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인간의 욕구이다. 인간

이 육체적 욕구와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의 범위 내에서 최상의 가치와 만족을 제공하는 제품 혹

은  서비스를 구입하려고 한다.

  2)제품

  제품은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에 제공되는 것을 말

한다. 여기에는 유형의 제품을 포함한 무형의 서비스의 형태 등을 

포함한 전부를 의미한다.

  3)고객가치와 고객만족

  고객가치는 고객이 그 제품을 소유하고 사용하여 획득한 가치와 

그 제품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간의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고

객들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 노력 및 심리적 비용에 대해 구입하는 서비스가 상응하는 가

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고객만족은 고객

의 기대와 실제로 지각되는 서비스 수준에 의해 좌우되며 만일 제

품이나 서비스의 수준이 고객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고객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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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게 되지만 성능이 기대에 일치하면 고객은 만족하게된다.  

  4)교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목적물을 획득하고 그 

대신에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이 교환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양자가 참가해야 하고 이들은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교환대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또한 서로가 

거래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상대의 제공물에 대한 수용과 거절의 

자유가 있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서로 대화하거나 전달이 가능해야

한다. 마케팅은 사람들의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교환은 마케팅의 핵심적 개념이다  

  5)시장

  시장이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또는 잠재적 구매자들의 

집합으로, 이들 고객들은 교환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는 욕구를 공

유하고 있다. 이상의 개념을 통하여 마케팅이란 인간의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관리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 의료서비스마케팅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마케팅 개념은 매우 생소한 느낌을 준다.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 성격을 띄고 있는 의료서비스와 상

업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마케팅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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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둘러싼  경 환경의 변화는 의료기관에

서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활동의 유용함을 보여준다. 의료기관에서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야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수

요자들의 의료에 대한 기대와 욕구의 증가되었다. 둘째, 의료기관

의 수적․양적 증가에 따른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셋

째, 의료기관 경쟁심화에 따른 경 수지가 악화되었다.

  의료서비스마케팅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

루어지며, 내부고객의 만족이 서비스의 질과 고객만족에 직접 향

을 미치는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내부고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서비스 마케팅에서는 마케팅활동을 조직과 고객, 그리고 내

부고객 간의 삼자관계로 이해하며 전통적인 외부마케팅 이외에 조

직과 내부고객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내부마케팅과 내부고객과 고

객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관계마케팅 개념에도 관심을 둔다. 여기

서 내부고객이란 조직 내에서 조직과 구성원의 관계를 내부마케팅

의 개념에서 이해되어야되는 용어로 내부마케팅을 실행하려는 기

업의 목표와 주고, 받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의료

기관의 최종적 목표가 내부고객만족을 통해 외부고객 지향적 사고

를 내부고객에게 함양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내부고객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의료기관의 고객충성도를 높이고 이윤과 

성장을 얻게된다. 의료기관은 보상의 형태로 내부고객에게 동기부

여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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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마케팅의 현황 및 사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마케팅 내용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의료의 연대화, 질병중심의 특

성화, 기타 시설개선 및 교육․홍보활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의료의 연대화로는 K대학의

료원의 매년 수해지구의료봉사, 과천시보건소와 연계한 정신보건사

업, 하계무의촌의료봉사, 지역의료연계 협력병원을 지정(안양중앙병

원, 대전 선병원)하여 활동하고 있다. 

  Y의료원의 지역의료체계와의 연계한 활동으로 고양시 의사회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고양시 지역주민의 편의향상을 도모하고 

진료예약전용전화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재벌기업 현대

의 서울J병원은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 운 을 위해 지방주요병원

과 협력체계구축, 인근지역 개원의 연수교육, 수탁교육을 건대병원 

외 24개 병원에 제공하여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1994년 

11월 후발주자로 출발한 S서울병원은 지역의료연계체제를 위해 전

국 12개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체결 상호 수익증진이 되는 유기적 

관계형성하고 있다.

  질병중심의 특성화활동에는 K대학교 의료원의 무료건강강좌(년

12회), 당뇨교실(주1회), 호스피스교육, 질병안내서작성(50여편)과 Y

의료원의 전문화 진료센터를 운 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안․이 병

원, 암센터, 내시경전문센터, 응급진료센터, 심장혈관센터, 외국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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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소, 재활원, 건강증진센터, 당뇨병센터, 치과대학병원 등이 있고 

C병원의 전문적 진료를 위한 활동으로 특수클리닉(169개), 암진료

센터(185병상), 응급의료센터(64병상)를 운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 J병원은 특수클리닉으로 국제클리닉, 남성의학클리닉, 장기이

식프로그램, 건강증진센터, 스포츠건강의학센터, 항암주사병동 개설 

소아 일요응급클리닉 개소하여 운 하고 있다.

  기타 시설개선 및 교육․홍보활동으로 K대학교 의료원에서는 늘

어나는 의료수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인원을 확충하 으며, 친절한 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나

타내기 위해 직장인의 가치관 교육, 고객친절서비스교육, 로비 안

내데스크(전문요원의 진료안내), 24시간 편의점설치(2개소), 복약상

담실운 , 동창 및 직원전용 수납창구 운 하고 있으며, 홍보활동

으로 대 언론관계 친 감 유도하기 위해 보도자료제공하고, 병원 

이미지제고를 위해 의료원보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의 질 향

상 활동으로 Q.I.활동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종합병원 서비스평가에

서 우수병원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보 다.  

  S대학교병원의 시설개선 및 교육․홍보활동으로는 의료수요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병원의 3대 목표인 교육, 연구, 진료

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의료계에서는 

최초로 “지식정보시스템이 21세기 병원의 모습을 바꾼다” 라는 캐

치프레이즈로 병원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선포하 다. 의학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업무개선과 경 의 합리화를 위한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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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 의료환경개선사업(노

후 시설 및 장비교체, 외래의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 시설설치 및 

재배치: 외래약국, 원무과, 우체국, 휴게시설, 안내간판)과 각종 위

원회를 다음과 같이 운 하고 있다.  

-의료사회사업실(환자의 상담업무) 

-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가족상담, 환자의 사회적응 및 재활활동지

원 : 함춘후원회) 

-환자편의향상위원회(병원이용시 애로사항 건의사항 수렴)

-외래진료개선 특별위원회(외래환자의 편의 및 진료효율성 제고 : 

타병원 방문 외래실태 분석, 동문의뢰제도도입, 외래환자 대기전광

판시스템 도입, 검사예약창구단일화, 등), 

-의료정보실(처방전달시스템개발 : 진료대기시간단축, 종합의료정

보망구축, 의료 상전송시스템 개발)

  홍보활동으로는 병원보, 주보, 질병안내서(250여종)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대외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전문지, 일간

지 등 언론매체에 연구 및 진료에 관한 업적 홍보하고 있다. 

  Y의료원의 시설개선 및 교육․홍보활동으로는 기독교정신에 입

각한 「환자중심의 의료체제」를 구축 환자만족경 을 목표로「고

운정성․앞선진료 사랑의 병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 병원

이미지를 대 내․외에 알리는 병원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

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처방전달시스템, 의료 상전송시스템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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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환자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진료환경개선을 위해 처방전달시스템을 개발하여 진

료대기시간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노후시설개선 및 교체와 분실 의

료보험증/환자등록증 환자주소지로 발송서비스 및 장비증설로 환자

검사 대기일수 단축을 유도한다. 진료재료위원회에서는 진료재료의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최소비용의 최대진료를 위한 노력

을 한다. 종교활동으로 교역자의 병실방문은 환자에게 위로와 상담

을 제공하고 원내의 예배시간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홍보

활동은 의료원소식지, 의료원팜플렛을 지방의원에 배포하며 안내

판, 홍보물, 포스터, 서비스매뉴얼 제작하는 활동은 병원이미지제고

에 기여하고 있다. 기독교적특성의 안실운 을 통해 장례문화 개

혁으로 잠재고객과 미래고객들 에게 차별화 이미지 부각시키고 있

다.

  현대의 서울J병원의 시설개선 및 교육․홍보활동으로는 ‘세계 최

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초일류, 초전문화’를 구호로 하고 환

자중심의 병원을 경 목표로 재단산하 모 병원으로 운 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활동은 종합적 실사로 위원회의 존폐와 신설 및 위

원교체 조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진료환경개선 활

동으로 처방전달시스템개발, 의료 상전송시스템, 원내통신망(전자

결재시스템시행), 인터넷 외래예약시스템(1만명 돌파), Q.I.활동(의

료의 질 향상), 친절 화목 위원회, Family Town(직원복지후생 개

선의 목적), 양․한방의 협진 체제의 관심(국제전통의학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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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을 갖고 활동 중에 있다. 홍보활동으로는 게시판출간(홍보소

식지), 원내음악회, 한마음노래잔치, 어린이날 특별행사, 방송 및 언

론매체(학술홍보, 닥터칼럼, 의학자문, 신 치료법), 병원홍보 화, 

안내책자, 각종 건강문고, 이벤트사업(미술전시회, 외부단체공연유

치 및 활성화)을 통해 병원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C병원의 시설개선 및 교육․홍보활동으로는 진실한 카톨릭 박애

정신을 기초한, 카톨릭 이념구현을 목적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전인

적인 진료활동을 하고 있다. 병원 내 원목실 운 으로 환자병실방

문(종교활동을 통한 정신적 위안)과 사회사업병행(신경정신과에 사

회사업가 배치)하고 있다. , 홍보활동으로 대 언론홍보용 자료제공, 

취재 및 촬 에 협조하고 주재기자 워크숍을 통해 잠재고객 미래

환자에 대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S서울병원의 시설개선 및 교육․홍보활동으로「진정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라는 구호와 새 의료문화를 선도하겠다는 경

목표로 의료업의 개념을 「인재와 장비 및 기술을 바탕으로 양

질의 토탈 서비스(Total Health Service)를 제공하여 인간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유지 향상시키는 

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수한 의료진, 처방전달시스

템개발, 의료 상전송시스템, 임상병리 자동화시스템, 물류자동화 

시스템 등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진료 시술을 가

장 잘하는 병원, 대기시간이 가장 짧은 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 

촌지 없는 병원 등으로 새로운 병원문화를 선도하는 전략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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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성화 방안을 위한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통원수술센터운 (당일 수술/당일 퇴원 : 1만 건 돌파)

-모유수유를 가장 잘하는 병원(잠재고객)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미래고객)

  홍보활동은 건강강좌 개최, 건강공개강좌 교재 모음집 제작배포, 

병원보 제작(원내 직원 일체감 조성), 신문/방송 등에 정기적 보도

자료배포, 잡지 칼럼게제, 출연섭외, 정례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타활동으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Q.I.활동을 수행하고 병원 이

용자 제안함 설치, 친절교육, 전화모니터링을 통해 우수직원 포상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은 종사자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품질, 매출, 고객애호도 등

에 관련된 연구내용이다.

기업의 이익, 고객의 충성도 그리고 내부고객의 만족과 애호도, 생

산성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Heskett et al. 1994). 

즉 서비스회사의 수익률 및 매출의 신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향

을 미치는 요인은 고객의 애호도(customer loyalty)이며 이것은 그 

기업으로부터 받는 서비스가치(service quality)에 달려있다. 또한 

고객만족과  가장 관련이 깊은 변수는 종업원의 만족도(employee 

satisfaction)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하여 종업원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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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특히 고객과 직접 만나는 종업원들에게 고객의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한계도 명확히 알려주도록 하라. 

  둘째, 우수한 교육, 훈련을 통해 종업원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 

  셋째, 정보통신장비를 비롯한 각종 지원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도

록 하라. 

  넷째, 좋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라. 

  Banker, Konstans and Mashruwala(2000)는 내부고객에 초점을 

맞추어 내부고객만족이 외부고객만족으로 이어져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에 미치는 직접, 간접적인 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 다. 이 

연구는 전국적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백화점 점포 846군데

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내부고객만족과 이직율이 

외부고객만족과 나아가서 매출, 비용에까지 계속적으로 효과를 미

친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공하 다.

  국내연구로는 이학식, 장경란과 이용기(1999)가 호텔산업의 시장

지향성과 사업성과의 관계성과 매개변수 연구에서 사원만족이 서

비스품질, 고객만족으로 이어져 애호도로 나타난다는 연구를 발표

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객만족과 사업성과의 관계성과의 관

계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시장지향성과 

사원만족,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과의 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

혀졌다.

  Banker, Potter and Srinivasan(2000)은 호텔산업을 대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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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스템, 고객만족과 재무적인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고객

만족도에 따른 종업원성과급제는 미래의 재무적인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Basu, Lee, Srinivasan and Staelin(1985)은 판매원에 대한 보상정

책에 관한 연구에서 판매원의 보상정책에 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를 확인하여, 이에 따라 보상정책을 달리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의료서비스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는 급

여의 수준과 공정성, 근무형태 등 의료기관의 보상정책이라 할 수 

있는 운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연구도 있다(조경

숙 외 1990).

국내의 연구에서 국립대학병원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 환자만족, 

경 실적을 비교해 본 결과, 직무만족도가 높은 병원일수록 환자만

족도 및 경 실적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조경숙 외 

1999).

  다른 연구에서도 의료인력 등의 인적서비스가 환자 만족의 중요

한 결정변수가 된다고 하 다(박창희 1996, 이상일 1994, 한금옥 

199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의료기관에서 시행중인 마케팅

활동 현황의 공통점들은 의료장비나 시설에 대한 부문, 의료기술과 

의료진에 대한 부문, 그리고 지역․사회적 관계에 해당하는 부문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의료기관의 긍정적 이미지와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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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업을 포함하여  다른 업종에서도 서비스종사자의 만족

도, 서비스의 품질, 고객만족도, 보상정책 등은 기업의 수익률 및 

매출 신장과 관련이 있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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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인구․사회학적관련변수, 직업관

련변수, 상담관련변수, 만족도관련변수, 근무병원평가관련변수에 따

라 내원권유의사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χ²/ t-test      

          

                 Logistic regression

그림 1. 연구의 틀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 학력

직업관련특성

소득, 직종, 직위, 근무기간

내원상담 만족도 근무병원평가

 -상담회수

 -상담능력

 -업무만족도

 -병원만족도

 -6개 항목

내 원 권 유 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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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내원권유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소득, 직종, 직위, 근무기간에 따라 내원권유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담회수, 상담능력에 따라 내원권유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업무만족도, 병원만족도에 따라 내원권유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

-근무병원수준에 따라 내원권유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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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은 서울에 소재하는 한 대학병원으로 2,000 병상을 운

하고 있으며 하루 약 5,000명의 외래 환자 진료와 암 센터, 안․이

빈후과병원, 재활병원, 심장혈관병원이 산하에 있다. 일반직 직원 

2800중 층화추출방식으로 설문지 350부를 각 개인에게 배포 후 회

수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4월 14일부터 2003년 4월 26일까

지 2주간이며 모두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중 318부의 설문

지를 회수하여 90.8% 회수율을 보 다. 이중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6부를 제외한 312부의 설문을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 다.

  조사를 위한 설문구성은 〈표1〉에 제시되었다. 내부고객이 병원

이용에 관한 문의를 받은 4개 항목, 내원권유의 뜻(의지)이 있는가 

2개 항목, 내원권유를 위한 정보에 관한 내용 5개 항목,내원권유에 

따른 보상형태 3개 항목, 내원권유 우선 유치대상에 관한 3개 항

목, 현재 근무중인 병원의 수준 3개항목, 개인 신상에 관한 13개 

항목을 포함한 총 33개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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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지 구성

설문내용 조사항목
 문항

의 수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 연령, 종교, 결혼, 학력

 -직종, 직위

 -근무연수, 월평균수입

10

 근무병원이용에 

관한 상담 경험

 -상담횟수

 -상담내용

 -이용정도

 -상담내용정도

4

 근무병원으로 

  내원권유

 -내원 권유의 의지

 -내원 권유에 가장 필요한 요소
2

내원권유를 위한 

정보관련사항

 -가장 필요한 정보, 정보수집경로

 -정보획득의 용이성 

 -병원홍보교육의 유무

 -본인의 내원권유 설명정도

5

내원권유에 따른 

동기부여

 -내원권유 장애요인

 -적극유치의 동기부여항목 

 -동기부여의 기준

3

고객유치에 관한 

내용

 -우선유치 대상자 

 -향후 1년간 내원권유수

 -향후 1년간 고객유치예상인원

3

현재 근무병원의 

수준

 -타 경쟁병원과 6개 항목 비교

 -업무에 대한 만족도 

 -병원에 대한만족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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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구성 및 분석방법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내원권유 의사이

고, 독립변수로 인구․사회적특성(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직

업관련변수(소득, 직종, 직위, 근무기간), 상담관련변수(상담회수, 상

담능력), 만족도관련변수(병원만족도, 업무만족도), 근무병원평가관

련변수(6개 항목)으로 〈표2〉에 제시하 다.

  직업관련변수에서 소득과 직종은 3범주로 재 범주화하 고, 직위

는 일반직원과 계장이상으로 근무기간은 중간값(median)인 106개

월 미만과 이상으로 2범주화하 다. 상담관련변수에 있어서도 실제 

상담회수를 10회 이하, 11-30회, 30회 이상으로 3범주화하고 상담

수행능력을 보통이하와 잘함으로 2범주화하 다. 만족도 관련변수

에서는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의 5범주를 보통이하와 만족 이

상으로 2범주화하 다. 근무병원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점수화하여 2범주로 분석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자료분석의 통계처리는 SAS Version 8.1

을 이용하 으며, 내원권유의사 결정요인을 알아보는 분석은 다음

과 같이 진행되었다.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량 분석을 하 다.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내원권유의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χ²-검정과  t-검정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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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원권유의사 유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Logistic)회귀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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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에 사용된 변수

     변       수                     내          용

내원권유의사                  1. 유           2. 무

일반적특성

   성별                       1. 남           2. 여

   연령                       실 수 (실제 나이)

   결혼                       1. 기혼         2. 미혼         3. 기타

   학력                       1. 고졸이하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이상

직업관련변수

   소득                       1. 200만원미만  2. 200-399만원  3. 400만원  

   직종                       1. 간호사       2. 기타의료직   3. 사무직

   직위                       1. 일반직 (계장이하)   2. 관리직 (계장이상)

   근무기간                   1. 106개월 미만 2. 106개월 이상

상담관련변수

   상담회수                   1. 10회 이하    2. 10-30회      3. 30회 이상

   상담능력                   1. 보통 이하    2. 좋다 이상

만족도관련변수

   업무만족도                 1. 보통 이하    2. 좋다 이상

   병원만족도                 1. 보통 이하    2. 좋다 이상

근무기관평가관련변수   ( 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점수화 하여 2범주 )

   시설 및 환경               1. 보통 이하    2. 좋다 이상

   이용절차의 편리성          1. 보통 이하    2. 좋다 이상

   의료진의 기술 및 편리성    1. 보통 이하    2. 좋다 이상

   직원의 친절과 성의         1. 보통 이하    2. 좋다 이상

   치료결과                   1. 보통 이하    2. 좋다 이상

   진료비수준의적절성         1. 보통 이하    2. 좋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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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3〉과 같다. 성별 구성은 

여성이 75.2 %, 남성이 24.8% 이고,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30대가 

43.8%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7.6%, 40대 이상이 18.6%이다.

  소득수준은 200만원∼400만원의 응답자가 56.0%를 차지하고 있

었으며,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미혼인 경우가43.0%, 기혼인 경우가 

56.9%를 보 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17.0%, 전문대학과 

대학교 졸업이 73.6%, 대학원 졸업이 9.3%로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일반직이 90.4%, 관리직(계장이상)이 9.6%이다.

  직종별로 의료직이 73.7%이고, 비의료직이 2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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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변  수                 명              %            비  고

  성별 

    남                    77             24.7

    여                    234            75.2

  연령

    20대                  115            37.5

    30대                  134            43.7

    40대 이상             57             18.6

  학력

    고졸                  53             17.0

    전문대졸              103            33.1

    대졸                  126            40.5

    대학원이상            29             9.3

  소득

    100만원 미만          3              0.9

    100-199만원           24             7.8

    200-299만원           101            32.9

    300-399만원           71             23.1

    400-499만원           51             16.6

    500만원 이상          57             18.5

   직종

    간호사                132            42.8

    기타 의료직           94             30.5

    사무직                82             26.6

  직위

    일반직                282            90.3

    관리직                30              9.6

  근무기간

    현직장 근무기간(개월)                        119±74(mean±s.d.)

    현직종 근무기간(개월)                         89±67(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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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의 특성별 내원권유의사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내원권유의사 유무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면, 다음 〈표4〉과 같다. 결혼 유무에 따라 기혼자의 

71.8%, 미혼자의 60.2%가 내원권유의사가 있었고 기혼자의 28.2% 

미혼자의 39.9%가 내원권유의사가 없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 다. 

  상담회수에 따른 내원권유의사 유무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상

담회수가 많을수록 내원권유 의사가 높았다. 

상담능력에 있어서 보통이하의 응답자 중 51.8%가 내원권유의사가 

있었고, 48.2%가 내원권유의사가 없었으며, 잘했다는 응답자중 

80.9%가 내원권유의사가 있었고 19.0%가 내원권유의사가 없었는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업무만족도에서 보통이하의 응답자 중 59.4%가 내원권유의사가 

있었고 40.6%는 내원권유의사가 없었으며, 좋다의 응답자 중 

76.2%가 내원권유의사가 있었고 23.9%는 내원권유의사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업무만족도가 높을수록 내원권유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병원만족도에 있어서 보통이하의 응

답자 중 59.6%가 내원권유의사가 있고 40.5%는 내원권유의사가 없

으며, 좋다의 응답자 중 83.3%가 내원권유의사가 있고 16.7%는 내

원권유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만족도가 높을수록 내원권

유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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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응답자의 특성별 내원권유의사 

                          내  원  권  유  의  사                   χ²-value    

                            유              무                  

성별                         

  남자                   54(72.00)        21(28.00)                      1.015    

  여자                  151(64.81)        82(35.19)

결혼

  기혼                  124(71.68)        49(28.32)                      3.9914**

  미혼                  80(60.15)         53(39.85)

직종

  간호사                 83(62.41)        50(37.59)                      1.7245       

  기타의료직             31(67.39)        15(32.61)

  사무직                 92(70.23)        39(29.77)

직위

  일반직                  182(65)         98(35)                         1.8118      

  관리직                23(79.31)         6(20.69)

학력

  고졸이하               37(69.81)        16(30.19)                      3.0919       

  전문대졸               64(62.75)        38(37.25

  대졸                   82(65.60)        43(34.40)

  대학원이상             23(79.31)        6(20.69)

월소득    

           200만원미만   18(66.67)        9(33.33)                         0.2761

  200만원∼400만원미만   114(67.33)        67(32.67)

           500만원이상   74(69.71)        33(30.29)      

상담회수

  10회 이하             126(62.07)        77(37.93)                      6.2706**

  11∼30회               31(68.89)        14(31.11)

  31회 이상              49(79.03)        13(20.97)

상담능력  

  보통이하               72(51.80)        67(48.20)                     27.8322***

  잘했다                132(80.98)        31(19.02)

업무만족도 

  보통이하              107(59.44)        73(40.56)                     8.7190**

  좋다                   99(76.15)        31(23.85)

병원만족도  

  보통이하              131(59.55)        89(40.45)                     15.1626*** 

  좋다                   75(83.33)        15 (16.67)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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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는 연령, 병원․직종 근무기간 및 병원평가총점과  

내원권유의사 유무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령에 있어서 내원권유의사자와 비의사자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 병원근무기간에 있어서도 

내원권유의사자와 비의사자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내원권유의사자의 직종근무기간 평균은 93.6이고 비의사자는 

80.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근무병원평가 총점에 있어서는 내원권유의사자와 비의사자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5. 연령, 병원․직종 근무기간 및 병원평가총점과 내원권유의사 유무의 

차이 

                        내  원  권  유  의  사          t-value   

                          유             무          

연령(세)             33.961±7.127     30.686±5.604      -4.39***

병원근무기간(월)     131.01±77.838    97.423±63.259     -4.07***

직종근무기간(월)     93.644±70.771     80.76±59.813      -1.59   

근무병원평가총점    16.498±2.526     17.981±2.457        4.9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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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병원 수준과 내원권유의사의 차이

  〈표6〉는 연구대상자의 근무병원 각 항목별 평가와 내원권유의

사 유무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병원시설 및 환경이 좋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 내원 권유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또한 의료진의 기술 및 전문성, 치료결과, 진료비 수준의 적절성

에서 내원권유 의사자와 비의사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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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근무병원수준과  내원권유의사 유무차이

                    내  원  권  유  의  사             χ²-value

                         유           무          

시설 및 환경            

   보통 이하         185(64.69)    101(35.31)             4.1970**

   좋다 이상         21 (87.50)    3 (12.50)

이용절차의 편리성             

   보통 이하         194(65.76)    101(34.24)             0.7378 

   좋다 이상         12(80.00)     3(20.00)

의료진의 기술 및 전문성             

   보통 이하         22(39.29)     34(60.71)              21.1621***  

   좋다 이상         184(72.44)    70(27.56)

직원의 친절과 성의             

   보통 이하         98(66.22)     50(33.78)              0.0000 

   좋다 이상         108(66.67)     54(33.33)

치료결과                   

   보통 이하         52(51.49)      49(48.51)             14.0728***   

   좋다 이상         154(73.68)     55(26.32)

진료비수준의적절성             

   보통 이하         151(62.92)    89(37.08)              5.2760**

   좋다 이상         55(78.57)     15(21.43)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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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원권유의사 유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내원권유의사 유무에 관련된 요

인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7〉과 같다. 

  모형 1은  일반적특성(성별, 연령, 결혼, 학력)이 내원권유의사 

유무에 미치는 향을 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1.137배 내원권유의사가 높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에 있어서 나이가 높을수록 내원권

유의사를 가질 확률이 높았고 특히, 21세 이상-28세 미만의 연령에 

비해 39세-56세미만의 연령에서는 4.744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 다.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내원권유의사를 가질 확률이 

0.992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고졸이하에 비해 전문대

졸이 0.834배, 대졸이 0.875배 대학원졸이 1.332배로 학력이 높을수

록 내원권유의사를 가질 확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모형 2는 일반적특성(성별, 연령, 결혼, 학력)과 직업관련변수가 

내원권유의사 유무에 미치는 향을 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이다. 연령에 있어서 나이가 높을수록 내원권유의사

를 가질 확률이 높았으며 39세-56세미만의 연령에서는 5.982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월소득에 있어서는 200만원 미만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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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400만원 미만에서는 1.103배, 400만원 이상에서는 0.975배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모형 3은 일반적특성(성별, 연령, 결혼, 학력), 직업관련 및 상담

관련변수가 내원권유의사 유무에 미치는 향을 보기 위한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연령에 있어 39세-56세미만의 연

령에서 내원권유의사를 가질 확률이 7.660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상담회수가 11회 미만에 비해 31회 이상이 2.412배로 

내원권유의사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상담능력정도에 

있어서도 상담을 잘할수 있다는 응답자의 내원권유의사가 4.165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

  모형 4는 일반적특성(성별, 연령, 결혼, 학력), 직업관련변수 상담

관련변수, 그리고 만족도 관련변수가 내원권유의사 유무에 미치는 

향을 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연령이 

39세-56세미만의 연령에서 내원권유의사가 5.935배 높았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 다. 상담회수에 있어 11회 미만에 비해 31회 이상

이 내원권유의사가 2.629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상담능

력도 보통이하에 비하여 잘한 사람의 내원권유의사가 3.606배 높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병원만족도가 높은 응답자가 내원을 

권유할 확률이 2.943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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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5는 일반적특성(성별, 연령, 결혼, 학력), 직업관련변수 상담

관련변수, 만족도 관련변수, 근무병원 평가관련변수가 내원권유의

사 유무에 미치는 향을 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내원권유의사가 3.934배 높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상담회수에 있어 상담회수가 많은 사람

이 내원을 권유할 확률이 2.910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상담능력도 잘한 사람이 보통이하의 사람에 비해 내원권유의사가 

3.888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응답자가 내원을 권유할 확률이 2.615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병원의 시설이나 환경이 좋다고한 응답자의 내원권유

의사가 5.151배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의료진의 기술 및 전문성이 좋다고한 응답자의 내원권유의사가 

3.482배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직원의 친절과 성의에 있어서 좋다는 응답자의 내원권유의사가 

0.478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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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내원권유의사 유무에 관한 Logistic regression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OR           OR            OR           OR           OR

             (95% CL)     (95% CL)      (95% CL)     (95% CL)    (95% CL)       

성별                          

   남       1.000          1.000           1.000         1.000         1.000

   여       1.137          1.460           1.696         1.477         1.305 

           (0.599-2.159)   (0.593-3.596)   (0.657-4.379)  (0.565-3.857)  (0.468-3.637)      

연령       

21-28세미만   1.000        1.000            1.000         1.000        1.000

28-33세미만 1.114          1.168           1.089        1.045          0.874  

           (0.583-2.130)   (0.540-2.526)   (0.480-2.468)  (0.453-2.410)  (0.360-2.125)

33-39세미만 1.697          1.923           2.021        1.614          1.396  

           (0.771-3.736)   (0.640-5.785)   (0.626-6.527)  (0.491-5.312)  (0.391-4.977)

39-56세미만 4.744***       5.982**         7.660**      5.939*         3.934  

           (1.779-12.649)  (1.029-34.763)  (1.203-48.769) (0.922-38.272) (0.528-29.284)

결혼                       

   기혼     0.992           0.980          0.919         0.962         0.884 

           (0.537-1.833)   (0.510-1.883)   (0.462-1.827)  (0.481-1.920)  (0.430-1.817)

   미혼     1.000           1.000           1.000           1.000         1.000

학력                    

  고졸이하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문대졸  0.834          1.126           1.658         1.489         1.392 

           (0.405-1.720)   (0.480-2.643)    (0.661-4.164) (0.581-3.815)  (0.521-3.722)

  대졸      0.875          1.254           1.647         1.561         1.381 

           (0.431-1.778)   (0.496-3.170)    (0.614-4.413) (0.569-4.282)  (0.467-4.084)

  대학원졸  1.332          1.919           2.449         2.290         2.216 

           (0.421-4.211)   (0.514-7.168)    (0.610-9.824  (0.565-9.277)  (0.516-9.508)      

직장근무기간.             

                           1.002           1.000         1.001         1.002

                          (0.993-1.010)   (0.991-1.008)  (0.992-1.010)  (0.992-1.012)

직종근무기간.              0.997           0.995         0.996         0.994

                          (0.991-1.003)   (0.989-1.001)  (0.989-1.002)  (0.988-1.001)

직종

   간호사                  1.000           1.000           1.000         1.000 

   기타의료직              1.229          1.588         1.360         1.169

                          (0.501-3.013)   (0.626-4.028)  (0.517-3.577)  (0.419-3.264) 

   사무직                  1.426          1.292         1.169         0.781

                          (0.654-3.109)   (0.562-2.973)  (0.494-2.764)  (0.307-1.990)

뒷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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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계속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OR           OR            OR           OR           OR

              (95% CL)     (95% CL)      (95% CL)     (95% CL)    (95% CL)   

직위

   일반직                     1.000          1.000         1.000         1.000

   관리직                  0.818          0.533         0.536         0.513

                         (0.253-2.640)   (0.159-1.793)  (0.155-1.845)  (0.141-1.865)

월소득

            200만원미만       1.000          1.000         1.000        1.000

    200만원-400만원미만    1.103         0.963         1.018          1.218

                         (0.469-2.590)   (0.389-2.383)  (0.404-2.562)   (0.448-3.309) 

            400만원이상    0.975         0.725         0.816          0.904

                          (0.366-2.596)  (0.256-2.051)  (0.284-2.344)   (0.290-2.817)

                             

상담회수

  11회 미만                                  1.000         1.000         1.000

  11∼30회                                1.245          1.108           1.030

                                         (0.567-2.733)  (0.493-2.493)    (0.446-2.379)

  31회 이상                               2.412**        2.629**         2.910**  

                                         (1.090-5.340)   (1.169-5.915)   (1.217-6.956)

상담능력                                 

   보통이하                                 1.000          1.000         1.000

   잘했다                               4.165***        3.606***       3.888***

                                      (2.370-7.321)     (2.022-6.431)   (2.078-7.275)

업무만족도 

   보통이하                                                1.000         1.000 

   좋다                                                0.944           0.991

                                                      (0.480-1.866)    (0.479-2.051)

병원만족도  

   보통이하                                                1.000         1.000

   좋다                                                 2.943***       2.615**

                                                      (1.367-6.334)    (1.148-5.958)

 *p〈0.1 **p〈0.05 ***p〈0.01                                           

 

   

뒷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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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계속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OR           OR            OR           OR           OR

             (95% CL)     (95% CL)      (95% CL)     (95% CL)    (95% CL)   

시설 및 환경                                                            

   보통 이하                                                             1.000  

   좋다 이상                                                          5.151** 

이용절차의 편리성                                                     (1.203-22.052)

   보통 이하                                                             1.000   

   좋다 이상                                                          0.324

                                                                      (0.064-1.645)

의료진의 기술 및 전문성             

   보통 이하                                                             1.000 

   좋다 이상                                                          3.482***

                                                                      (1.625-7.464)

직원의 친절과 성의             

   보통 이하                                                             1.000 

   좋다 이상                                                          0.478**

                                                                      (0.253-0.903)

치료결과                   

   보통 이하                                                             1.000

   좋다 이상                                                          1.300

                                                                      (0.674-2.507)

진료비수준의적절성             

   보통 이하                                                             1.000

   좋다 이상                                                          1.297

                                                                      (0.602-2.792)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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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원권유의사 유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최적 모형)

  〈표8〉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내원권유의사 유무와 

관련된 요인을 stepwise 모형으로 살펴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대상자의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상

담회수가 많을수록 , 상담능력을 잘할수록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병원의 시설 및 환경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내

원권유에 대한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 다. 

표 8. 내원권유의사 유무에 관한 Logistic regression (최적모형)

                             최     적     모     형

                           OR                95% C.L.

  연령                  2.890 ***           1.467   -   5.694

  상담회수

      31회 미만         1.000     

      31회 이상         2.143 **            1.153   -   3.984

  상담능력

      보통이하          1.000       

      잘했다            3.285 ***           2.082   -   5.184

  병원만족도                                

      보통이하          1.000     

      좋다이상          2.694 ***           1.532   -   4.738

  시설 및 환경

      보통이하          1.000    

      좋다이상          2.971 ***           1.717   -   5.142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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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의료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근무하

는 병원으로 환자의 내원을 권유할 의사결정에 향을 주는 요인

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 있어서 방법상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표본추출의 한계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

다. 의료기관종사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규모나 형태의 분류 없이 

일 대학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의료기관 형태에 

따른 내원권유의 필요성과 응답자 개인의 내원권유의 필요성에 차

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둘째, 변수들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과 연구

를 참고로 설문 문항을 수립하 으나 측정과정에서 응답자들이 각

각의 개념을 잘못이해 하거나 혼동하 을 가능성이 있어 응답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셋째, 종사자의 내원권유의사가 병원경 개선에 긍정적 향을 

줄 경우 내원권유의사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의 연구가 있어야하

나 설문 자료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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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내원권유의사 유무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면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내원권유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 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병원에 근무한 근무

기간이 길수록 내원권유의사가 높았다. 

  기혼자나 연령이 높은 종사자는 내원을 권유할 수 있는 기회가 

가족관계형성이나 직장 내에서 위치가 미혼자나 연령이 낮은 종사

자에 비해 많으며,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직장애호도가 높아 자신

이 근무하는 직장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것은 병원만족도가 높은 응답자가 내원권유의사가 높게 나타

난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상담회수에 따른 내원권유의사의 유무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상담회수가 많을수록 내원권유의사가 높아 많은 상담경험이 종사

자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더욱 적극적인 내원을 권유한다고 할 

수 있다. 상담능력정도가 보통이하의 응답자의 51%가 내원을 권유

할 의사가 있었고 응답자의 80%가 내원권유의사를 갖고 있어 상담

능력을 결정하는 의료의 정보에 관한 내용이나 상담의 기법에 대

한  종사자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업무만족도가 높은 군에서 내원권유 의사가 높았다. 이것은 기존

의 연구에서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의 업무만족도는 환자만족도에 

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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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Linn et al. 1985, 

Weisman et al. 1985, Murray 1988, Weisman et al. 1993 ).

  환자만족도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마케팅전략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고객만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그 결과를 경

에 반 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김지인, 1997).

  고재건(2001)은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정도

와 병원의 추천의도 간에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고객들의 만족도가 병원의 추천의도를 상당히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와 고객만족 그리고 의료의 재구매는 동

일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서성한 외(2001)의 연구에서 직무에 

만족한 종업원들은 서비스 제공 시점에서 고객들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이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나 병원의 경 성과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대환(2002)은 호텔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지향성의 향요인과 

결과의 구조적 관계라는 연구에서 조직몰입에는 서비스보상(인센티

브), 고객대우, 서비스훈련, 서비스실패예방, 서비스기술 등의 변수 

순으로 유의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조직)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화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조직몰입은 업무만족도와 종사자의 고객지향성에 

향을 준다

  직원만족도에 관한 연구로 Hall(1988)은 콜롬비아병원직원의 현 

만족도 상태조사를 바탕으로 만족도 고양 및 직원의 만족도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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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하 다. 보건의료조직에서의 직원은 종종 고객으로 인식되지 

못한다며, 만족하는 직원은 장기적으로 만족하는 환자를 계속 유지

시키는 생산적인 직원이고 부정적인 직원은 환자를 낙담시킬 수 

있으며 조직문화의 전통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 다. 21세기 이후

의 보건의료조직의 생존은 장기환자들에 달려있음으로 훌륭한 서

비스만이 좋은 의료기관과 훌륭한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강조하 다. 

  병원시설과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원권유의사가 높

았으며 이는 김을순(1995)의 연구결과에서 환자는 의료시설, 의료

진 교통편리가 병원선택요인으로 직원(종사자)은 근무병원 및 의료

시설이 선택요인으로 나와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이것은 내원을 

권유하는데 시설과 환경이 필수적인 사항임을 나타낸다.

 의료진의 기술 및 전문성, 치료결과, 진료비 수준의 적절성에서 

좋다고한 응답자의 내원권유의사가 높았다.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내원권유를 하기 위해서 의료진의 기술 및 전문성에 대한 홍보교

육이나 상담방법 및 상담기술의 교육이 효과적인 내원을 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료결과, 진료비 수준의 적절성에서 타 경

쟁병원에 비해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의료기관의 규모가 다양하고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 

대학병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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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경 환경에 차이가 있는 의원이나 중소병원 혹은 대형병원

에 있어서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필요성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

을 것인데 이 점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둘째, 내원권유의사결정에 응답자의 개인적 성격이나 근무환경이 

향을 주는데 이러한 점에 대한 설문의 내용이 부족하여 추후 연

구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이 각각의 개념을 잘못이해 하

거나 혼동하 을 가능성이 있어 응답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가 환자나 

고객중심으로 마케팅연구가 진행된 것에 비해 이 연구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하여 다변화하는 병원경 개선에 의료기관종사

자의 마케팅 활용가능성을 시도함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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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이 연구는 의료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근무하

는 병원으로 환자의 내원을 권유할 의사결정에 향을 주는 요인

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소재하는 일 대학병원에 직원350명을 대상으

로 하 다. 연구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3년 4월 

14일부터 2003년 4월 26일까지 연구자료를 수집하 으며 χ²-검

정, t-검정 그리고 로지스틱(Logistic)회귀분석을 하 고 주요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내원권유의사 유무

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결혼 유무에 따라 기혼자가 미혼자보

다 내원권유의사가 있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상담회수에 있어 회수가 많을수록, 상담능력에 있어서 상담을 잘 

할수록 내원권유의사가 높았다. 업무만족도가 높을수록 내원권유가 

높게 나타났고 병원만족도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내원권

유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의 연령, 병원․직종 근무기간 및 병원평가총점과 

내원권유의사 유무의 차이에 있어서 연령, 병원근무기간, 근무병원

평가총점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직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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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간에 있어서는 내원권유의사 유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셋째, 응답자의 근무병원 각 항목별 평가와 내원권유의사 유무의 

차이에 있어서는 병원시설 및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원 권유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또한 의료진의 기술 및 전문성, 치료결과, 진료비 수준의 적절성

에서 내원권유 의사자와 비의사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내원권유의사 유무와 관련

된 요인 살펴본 결과를 연령이 많을수록, 상담회수가 많을수록 , 

상담능력을 잘할수록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병원의 시설 및 환경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내원권유에 대한 의사

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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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의료원에서 근무하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재학중인 김윤국입

니다.

본 설문은 병원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발전방향을 모색

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결과는 저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

문 및 학술논문의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응답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각 질문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설문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향후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관심이 있

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재차 감

사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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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다음 각 문항은 귀하께서 현재 근무중인 병원이용(외래,입원)에 관하여 문의를 받은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1)귀하는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근무하시는 병원이용에 관하여 받은 질문이나 

  상담횟수는 몇회 정도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

2)질문이나 상담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① 올바른 진료과 선택    ② 의사 선택               ③ 병실(입원)청탁  

   ④ 병에 관한 내용        ⑤ 병원직원의 서비스부문   ⑥ 진료비부문      ⑦ 기타

3)상담 후, 상담하신 분의 몇 명 정도가 병원을 이용하셨나요?

   ① ______________________  명         ③ 모르겠다.

4)질문이나 상담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했다    ② 약간 잘했다       ③ 보통      ④ 약간 부족     ⑤ 매우 부족

   

Ⅱ.다음의 각 문항은 귀하께서 근무하는 병원으로 환자를 모셔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5)귀하는 근무하시는 병원으로 환자에게 내원 권유의 뜻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현재로서는 없지만 여건이 되면 있다.  ③ 전혀 없다.

6) 환자에게 내원을 권유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병원관련 정보   ② 내원 권유를 위한 동기부여(예 : 가족동반해외여행권 )

   ③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Ⅲ. 내원 권유를 위한 정보 관련 사항입니다.

7) 환자에게 내원을 권유할 때 가장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한 진료과 선택    ② 의사 선택           ③ 첨단장비나 기술에 관한 내용

④ 병에 관한 내용        ⑤ 진료비에 관한 내용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8) 주로 내원 권유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습니까?

   ① 병원 직원     ② 세브란스 소식지 등 내부자료          ③ 병원 홈페이지 

   ④ 방송 매체     ⑤ 병원관련 외부 전문잡지 및 전문 신문  ⑥ 일반 신문 

   ⑦ 기타 ___________

9) 현재 귀하가 생각하시는, 내원 권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쉽습니까?

  ① 매우 쉽다      ② 약간 쉽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어렵다   ⑤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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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재 귀하는 다음의 항목들에 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구분 매우동의 약간동의 보통 약간부정 매우부정

나는 외부고객에게 우리병원의

적절한 진료과를 소개함에 있어 충분한 설

명을 할 수 있다  

나는 외부고객에게 우리병원의

적절한 의사를 소개함에 있어 충분한 설명

을 할 수 있다

나는 외부고객에게 우리병원의

특정 장비나 검사방법을 소개함에 있어 충

분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나는 외부고객에게 우리병원의

치료성과의 우수성을 소개함에 있어 충분

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나는 외부고객에게 우리병원의

진료비 수준을 소개함에 있어 충분한 설명

을 할 수 있다

나는 외부고객에게 우리병원의

진료 이외 서비스의 우수성을 소개함에 있

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다

11) 현 직장에 근무하면서 병원 홍보에 관한 내용을 교육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Ⅳ. 환자에게 내원을 권유하는데 따른 동기부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2) 귀하가 환자에게 내원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게 되는 장애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① 장애요인이 없다.

   ② 데려온 환자가 입원시 병실 부탁, 조기 검사부탁 등을 하면 현재 업무가 바뻐 신경 

쓰기 어렵다

   ③ 외부고객을 유치해도 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다.

   ④ 우리 병원은 외부고객을 유치할 필요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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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⑥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직원들이 외부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동기 부여 항목들

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금전적 보상

인사고과 및 승진 

우대

국내외 교육기관 

훈련기회

가족동반

해외여행권

표창장 수여

성과 우수자 공표

진료비 감면 등 

환자에게

금전적 혜택 부여

14) 귀하는 고객유치에 관한 동기부여(보상)의 기준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① 필요없다.

   ② 일정기간(예: 6개월) 동안 유치한 외래고객이나 입원고객 수 기준

   ③ 일정기간 동안 유치한 고객의 진료비 총액 기준

   ④ 일정기간 동안 유치한 고객으로 인한 병원의 순이익 금액 기준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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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의 각 문항은 귀하에게 필요한 정보와 동기부여가 주어지는 경우 고객유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15) 가장 우선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상은?

   ① 가족       ② 친척      ③친구       ④이웃      ⑤기타 (기록 :               )

16) 향후 약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고객에게 내원 권유를 할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 명

17) 향후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 명

Ⅵ.다음의 각 문항은 현재 근무중인 병원의 수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18)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현재 근무중인 병원이 타 경쟁병원과 비교하여 어떻다

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의 시설 및 환경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병원이용 절차의 

편리성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의료진의 기술 및 

전문성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병원직원의 친절과 

성의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진료 후 치료결과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진료비 수준의 적절성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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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재 수행중인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20) 현재 근무중인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Ⅷ. 다음은 기초 통계를 위한 개인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직장 및 직종

21) 현 직장 근무기간 : ______년 ______월

22) 현 직종 근무기간 : ______년 ______월

23) 귀하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종은? ( ○표 )

의료기술직 간호사(  ) 약사(  ) 의료기사(  ) 의무기록사(  ) 양사(  ) 사회사업사(  )

의료기능직 의료기수(  ) 조제원(  ) 의수족기수(  ) 채혈조무사(  ) 

일반기술직 기사(전기,건축,환경,정보처리)(  ) 유선통신사(  ) 기계공작사(  )  사서(  )

일반기능직 기능사(보일러,전기,유선통신,배관,냉동)(  ) 운전기사(  ) 조리사(  ) 재단사(  ) 

노무직 수위(  ) 안내원(  ) 조리원(  ) 보조수(  ) 용원(  )

경노무직 보조원(  ) 사환(  ) 

사무직 사무원(  ) 전산원(  )

기타 (기록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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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 근무과 (간호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만해당)

   ( ○표 )

외래(    )

 일반내과(  )  호흡기내과(  )  심장내과(  )  혈액종양내과(  )

 신장내과(  )  신경과(  )  정신과(  )  내분비/감염/류마티스내과(  )

 일반외과(  )  정형외과(  )  흉부외과(  )  성형외과(  )  비뇨기과 (  )

 산부인과(  )  소아과(  )  이비인후과(  )  피부과(  )  가정의학과 (  ) 

 재활의학과(  )  기타 (   )

병실(    )

 일반내과(  )  호흡기내과(  )  심장내과(  )  혈액종양내과(  )

 신장내과(  )  신경과(  )  정신과(  )  내분비/감염/류마티스내과(  )

 일반외과(  )  정형외과(  )  흉부외과(  )  성형외과(  )  비뇨기과 (  )

 산부인과(  )  소아과(  )  이비인후과(  )  피부과(  )  가정의학과 (  ) 

 재활의학과(  )  기타 (   )

25) 직위 : ①일반직원   ②계장   ③과장    ④차장   ⑤부장

□ 기타 사항

26) 성별 : ① 남(  )  ② 여(  ) 

27) 연령 : 만_________세

28) 종교 : ①기독교(  )   ②천주교(  )   ③불교(  )   ④무교(  )   ⑤기타(  )

29) 결혼 : ① 기혼(  )   ② 미혼(  )   ③ 기타(별거, 사별...) (  )

30) 최종학력

  ① 초등학교 미만            ②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학(2-3년제) 졸업   ⑤대학교(4년제) 졸업     ⑥ 대학원이상

31)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수는?: 

   ① 성년 (     )명과  ② 미성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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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혼자의 경우 맞벌이 부부 : ① 예     ② 아니오

33) 귀하의 가족전체 월평균 수입은?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 99만원  ③ 100-199만원

   ④ 200-299만원   ⑤ 300-399만원      ⑥ 400-499 만원   ⑦ 500만원 이상

바쁘신 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려에 힘입어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 연구결과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 성함과 연락처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61 -

ABSTRACT

Factors Influencing on the Decision of 

Hospitalization through Hospital Employees 

Recommendation

Youn Kook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 jin Chung, Ph.D.)

This study was to promote hospital management plan by 

investigating factors influencing on the decision of 

hospitalization to recommenders hospital through hospital 

employees recommendation. Subjects were selected out 350 

participants among employees working at a university hospital 

and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writing questionnaire 

from April 14, 2003 to April 26, 2003. Major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cision ratio of hospitalization by taking the 

hospital employees recommendation was higher in a married 

person than in unmarried person, and higher as the number of 

consultant was more frequent and the method of consultan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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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expert. The employees who had higher occupational 

satisfaction and higher satisfaction for their working place, more 

frequently recommended hospitalizing to their hospital. Second, 

the decision ratio of hospitalization by taking the hospital 

employees recommend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as 

employees age was older and working period was longer and 

the evaluation score for employees occupation was higher,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statis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ing period classified with an occupational category and the 

hospital employees recommendation. Third, hospital establishment 

and surrounding, staffs skill and specialty, treatment result, and 

pertinence of medical cost gave significant effects to the 

decision of hospitalization. Fourth, when other factors were 

controlled, the decision ratio of hospitaliz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as employees age was older and consultant 

was more frequent and the method of consultant was more 

expert and overall satisfaction for a hospital was bigger and 

hospitals establishment and surrounding was more excellent.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in the multi-changed 

environment of hospital management, hospital employees could 

be utilized as useful marketing resources for hospital 

management to promote the marketing activity based on the 

patients in hospital managem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Hospital employee, recommendation for decision of 

hospitalization, hospital management,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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