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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3차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양․한방(의학․한
의학)중풍협진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양방(신경과,신경외과),한방,
양․한방협진 환자들에게 그들의 의료이용선택요인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및 질병 관련특성과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각각 비교하였다.중풍협
진센터에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총 142부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상자의 의료이용형태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의료이용형태별
로 교통편,월 소득,의료보장형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교통편은 한방의료이용자가 양방이나 양․한방협진이용자보다 대중교통
(지하철,버스,택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 전체의 월 소득에서
는 한방의료이용자의 가족 전체 월 소득이 양방의료이용자보다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의료보장형태에서는 양방의료이용자나 양․한방협진의료이용
자 보다 한방의료이용자의 건강보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의료급여는 양방
의료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둘째,대상자의 의료이용형태별 건강 및 질병 관련특성의 경우 의료이
용형태별로 진단명,최초 진단 후 본병원의 방문순서,전체입원기간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즉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가 양방의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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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한방의료이용자보다 뇌경색이 많았고,양방의료이용자의 최초 진단
후 본 병원 방문순서가 한방이나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의 방문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총 입원기간일수에서는 한방의료이용자가 양방이나 양․
한방협진의료이용자 보다 ‘1～4주일’사이가 제일 많았으며 입원경로에서는
양방의료이용자의 응급실 입원이나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의 외래와 응급
실 입원보다 한방의료이용자의 외래경유 입원이 월등이 많았다.

셋째,의료이용형태에 따른 병원 선택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각각의 의료이용자에게서 공통적으로 ‘지인소개와 가족의 권
유’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양방의료이용자와과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는
‘과거 치료경험’을 중시하였지만 한방의료이용자는 ‘지인의 소개나 가족 또
는 주위의 권유’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양방의 경우 한방,양․한방협진 의료이용형태에 따른 진료만족도
의 경우 한방의료이용자의 진료만족도가 제일 높고,양방의료이용자의 진
료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섯 번째,의료이용형태에 따른 고객만족도는 의사의 진료와 편의시설
에 대해서는 양방의료이용자의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았지만 입․퇴원 절차
의 고객만족도는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양방,한방,양․한방협진의료이용형태에 따른 그들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과 건강 및 질병 관련 특성에는 각각 양방의료이용자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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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많고 한방의료이용자는 여성이 많다든지 혹은 한방의료이용자가 양방
이나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보다 월 소득이 많고 ‘지인의 소개나 가족 또
는 주위의 권유’로 병원을 선택하는 특성이 있었지만,고객만족도는 전체적
으로 양방의료이용자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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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 생활과 교육수준의 향상,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정보화 발달로 높아진 지식수준,수준 높은 사회복지지향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에 대한 욕구가 매우 다양하게 증대
되었다.그리고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
켰다.또한 건강문제의 복잡화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양산하면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요구로 표현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이 웬만한 어려움은 감수해 왔지만 이제 환자들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
하고 있다.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서비스 공급의 증가로 인해 의료서비스도 보통의

재화나 서비스처럼 소비자들이 효용과 비용을 비교하여 선택하고 있다.그
리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의료의 높은 질을 원하고 있으며,국
가적으로도 의료에 대한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유승흠,1993).
일반인들이 보건의료계를 바라보는 인식과 지식의 수준도 높아졌으며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은 각종 의료지식 뿐 아니
라 의료기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도 얻고 있다.또한 교통의 발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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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건의 향상으로 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즉 전통
적으로 공급자 중심이던 보건 의료 시장은 일반인들의 의료에 대한 기대와
지식의 증가,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운동의 확대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점차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Janssen,
1988).과거 병원의 소비자인 환자들은 의료를 시혜나 인술로 보았으나 지
금은 소비자 의식의 연장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의
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환자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또한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보건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질적 측면에서
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박창식,1996).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날 의료 대상자들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다양화된 의료기관 덕분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의료기관을 선택 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므로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얻지 못하면 의료시장에서 더 이상 생존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다.
1990년 대 부터 의료계에도 여러 가지 혁신적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병원사업 참여와 대학병원의 증축 및 개축으로 인하여 병원의 이념
이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새로운 경영이념 및 관
리의 정착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한편으로 의료서비스 조직들은 경쟁의
격화 속에서 생존,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한 환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양․한방협진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한방병원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9년 8월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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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122개소 중 93개소(76.2%)가 양․한방협진을 시행중이다.비협진
기관의 60%는 향후 2년 이내에 협진을 실시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
고,40%는 협진실시를 고려중이라고 하였다(서동윤,2000).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성인병 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의

증가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후
유증 치료 방법으로 한방치료가 대두되고 있다.그런데 뇌혈관질환은 양방
치료를 병행하지 않는 경우 재발 위험이 매우 크다.따라서 현대의학의 의
료와 전통적인 한의학에 바탕을 둔 한방 의료를 모두 인정하는 이원화된
의료제도 하에서 양․한방협진의 진료형태가 의료시장 개방에 경쟁력 있는
새로운 운영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선호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뇌혈
관질환에 대한 양방과 한방,그리고 양․한방협진 치료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는 현재 매우 미약한 형편이다.
의료이용 양상이나 보건의료기관 선택은 하나의 독립적이고 명백한 요

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인구학적 특성(성,연령),사회적 특성(가치,태
도,규범,문화,건강 형태 등),경제적 특성(수입,의료수가,시간비용,의사
유인수요 등),지리적 특성(의료기관 접근도),그리고 조직적 특성(의료전달
체계,의료비 지불방법,의료보장 형태 등)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
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성(신뢰성,의료의 질,편리성,친절성 등)에
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적으로 관련 기전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병원선택 관련연구에서는 병원의 이미지의 형성과 이미지가 병

원선택에 미치는 영향(오태형,1990)이나 외래환자의 대학병원 선택 동기
연구(박상태,1999),의료기관 선택기준 연구(조우현 등,1992),기업병원과
대학병원의 병원선택 및 환자 만족도의 비교(윤영구,2001),3차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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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의 병원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등과 같이 병원의 선택요인이나 만
족도 조사(이윤경,2003)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물론 환자의 병원 선택요
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그러나 병원입장에서는 이러한 선
택요인에 대한 환자들이 만족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
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또한 환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파
악하여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뇌혈관질환자들이 치료 및 재활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는 한방과 양․한방 협진 그리고 기존의 양방 치료를 이용하는 대상자들
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건강 및 질병관련 특성과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 전략을 수집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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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특성인 양방과 한방이라는 두 의료체계
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각각의 의료이용형태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특성과 건강 및 질병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고객만족도를 비교함으로써 효
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 전략을 세우고,고객만족도 증진을 모
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양․한방 의료이용형태별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

다.
둘째,양․한방 의료이용형태별 건강 및 질병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양․한방 의료이용형태별 고객만족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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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⑴ 의료이용형태
의료이용형태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

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에서 입원과 외래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풍협진센터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제공받는 입원서비스

를 양방,한방 그리고 양․한방협진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⑵ 고객만족도
고객만족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이나,이용하는

동안,그리고 이용한 후에 서비스와 관련된 자극에 대해 인지한 가치판단이며
지속되는 반응이다(2000,이선희).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고객만족도설문지를 가지고 측정한 점수로써 점수

가 높을수록 고객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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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 형형형태태태

의료이용이란 각 단계마다 환자들이 이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하며,
다양한 결정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하였다(Feidler,1981).의료이용형태는 좁은 의미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이
용형태를 의미한다.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의료서비스 이용형태는 질병
행위(Illnessbehavior)와 동일시되기도 한다.질병행위는 자신의 건강상태
또는 신체기능이 정상이 아니라고 느끼는 상태에서 질병의 확인 또는 회복
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를 말한다(Kasl과 cobb,1966).
그러나 질병행위는 단순한 의료서비스 이용형태 뿐 아니라 이를 포함한 보
다 포괄적인 행위들을 의미하며 자가진단을 통하여 이웃이나 친지 등 중요
한 충고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는 일련의 행동도 질병행위에 포
함된다.이렇게 개인이 맺는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진 연락망 속에서 일어
나는 행위체계 모두가 질병행위의 범주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Kasl,
cobb,1966;문창진,1991).
많은 연구들에서 의료이용형태는 매우 다양하다.이에 의료이용형태를

분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3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①종합병원 ②병원·치

과병원·한방병원 ③요양병원 ④의원·치과의원·한의원 ⑤조산원으로 분류하
였는데 진료과목 수용 시설 및 입원·외래기능에 따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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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병원,진료소,노인보건
시설,종합병원,조산소로 구분하는데,최근 의료법을 개정하여 병원에서
병상중 장기 환자를 주로 수용하는 요양형 병상군 및 고도의 의료를 수행
하는 특정기능병원이 새로 규정되어 진료의 특성과 병원의 전문적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
환자들이 특정병원을 선택하는 과정은 일반 소비자들이 특정 소매점을

선택하는 과정과 같다고 볼 수 있다.즉 병원에 있어 소비자는 욕구와 필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과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 행동을 하듯이,환
자들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선택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는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May,1975).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가에 대한 주제는 의료서비스 마케팅에 핵심주제이다.
Smith(1977)는 병원이 보여준 고객에 대한 관심을 설명하면서 병원산업

만큼 고객에 종속적인 특징을 가진 산업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고객행동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NRC(NationalResearchCorporation)에는 환
자의 의료이용의사 결정은 일반적인 구매의사 결정과정과 마찬가지로 문제
인식,정보탐색,대안의 평가,의료기관 선택결정,그리고 의료기관 이용
후 행동 등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첫 번째 의료욕구의 인식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질병이나 사고,수술

혹은 출산을 위한 병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집안
에서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정보탐색 단계에서는 인식,지식,지각의 세단계로 나눠지며 우

선 인식단계는 소비자들이 선택방안을 인식하는 단계로서 그 방법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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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접촉,구전,의사의 추천방법 등이 있다.지식단계는 욕구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제공되어 온 실제적이고 주관적인 정보의 양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지각은 앞서 얻은 지식을 기초로 하여 소비자들은 병원에 대한 이미
지를 구성하여 지각하게 된다.
세 번째 대체 안 평가단계는 실행가능성,선호,용이성으로 구분되며 이

단계에서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 시간,거리,비용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요인들을 고려하게 된다.
네 번째 행동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병원을 선택하고 이용하게

된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의료이용 후 평가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이 병원에

서 서비스를 받은 후 기대한 수준에 만족하게 되면 다음에 병원에 올 욕구
가 일어났을 때 다시 그 병원을 찾게 되고,기대수준으로부터 불만족하게
되면 다른 대안을 찾게 될 것이다.
환자들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각 과

정에서 많은 요인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많은 모형들과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들의 의료이용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문화적 요인,사회․경제적인 요인,개인적인 요
인,심리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난 수년간 의료기관 선택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인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연구,경제학적 연구,개인 차원의 연구 및 사회학적 연
구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최영택(198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경로는 정

형화된 형태를 찾기 어려우며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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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과정에는 인구학적 특성,사회구조적 특성,사회 심리적 특성,지리적 특
성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이기에 단적
으로 그 기전을 말하기가 어렵다(박재용,1993).
박현희(1988)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기준은 환자의 일반적 특성,질병

의 특성,의료이용양상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더 비중 있게 고려되는 환자의 특성과 동기가 있다고 했다.
Lane등(1980)은 질병의 중증도나 의료 인력의 질,의료기관의 규모,장비,
의료비,편이성 등이 선택기준으로 사용된다고 했다.
환자들의 병원을 선택하는 동기를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인적/시설적

서비스 요인,시간 관련요인,신뢰성요인,이용의 편리성 요인,인지도 요인
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병원의 규모에 따라 각 요인의 중요성이 달라졌
다(민무홍,2000).
기업병원과 대학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원선택 동기에 관한 연

구에 의하면 병원 선택요인을 시설의 현대성 요인과 신뢰성 요인,접촉성
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기업병원의 경우는 현대적인 건물,병원의 청
결도,편의시설과 상담실 등의 다양한 서비스,교통의 편리성 등 시설의 쾌
적성이나 편리성,접근의 용이성 등의 우선순서로 나타났고,대학병원의 경
우는 의사의 실력과 의술에 대한 신뢰감,의사의 친절도,명성,의료시설의
훌륭함 둥의 순서로 나타났다(이인경 등,1997).내과외래 환자의 병원 선
택요인에 관한 연구(박군제,1994)에 의하면 진료비 및 대기시간,인적서비
스,시설 및 장비 등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진료비 및 대
기시간,인적서비스,시설 및 장비,연령,이용 소요시간,성별,질병의 진전
상태,질병의 정도,교육수준 등에 따라 환자들의 병원선택에 차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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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주도를 제외한 전 국민의료기관 선택에 관한 연구(조우현 등,1992)
에 의하면 선택기준을 질과 편이성 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었고,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김성연(1987),김경준(1988),오태형
(1991)은 병원의 이미지가 병원을 선택하는 중요 요인임을 밝혔다.
Gray와 Cartwright(1953),Kasteler(1976)의 연구 결과는 서비스 제공자

나 기관의 신뢰성이 의료기관 선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
하였다.
신뢰감 이외의 요인을 중시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Adams(1991)등은 질

병의 중증도가 병원 선택 시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또한 Sato(1995)의
연구에서는 “의사 장보기 현상(doctorshopping)”을 하는 환자들에게는 만
성 질환이 많으며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실제보다
좋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원재(1995)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료기관 선택 시 주

요요인은 본인부담금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지적하
였다.한승원(1995)은 병원선택시 고려 사항이 인구사회학적 요인별로 차이
가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 진료대기 시간,병원건물의 현대성,집
과의 거리를 남성이 여성보다 병원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50세 이상이 의사의 명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에 20
세 이하의 집단은 짧은 대기 시간을 병원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업 유형별 분석결과에서는 가정주부나 자영업이 의사
의 명성을 주요한 선택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생과
회사원은 집과의 거리를 가장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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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균(1985),김성연(1987),조우현과 김한중(1992)은 의료기관 선택요인
을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의 편이성으로 구분하였
으며 김재수(1988)는 의료기관 선택기준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의료
의 질과 편리성,친절성을 제시하였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박창기(1992)는 의료진의 성실성과 친절성은 의료이용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데 반해 일반 직원의 태도는 의료진에 비해 환자에게 미치는 영
향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손석준(1994)은 농촌지역 보건지소
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의 결과,연령,교육수준,
가장 근접한 의료기관 유형이 유의한 변수였다.
허경순(2001)은 의료를 이용한 소비자가 이용 후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

를 경험하고 만족한 군과 불만족한 군을 비교하여 만족한 후와 불만족한
후에 취하는 행동 유형과 그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는데,만족 군에서는 의
료이용 전의 기대수준과 의료이용 후의 성과 수준은 각 변수별로 차이가
적었으나 불만족 군에서는 의료이용 전․후 기대수준과 성과수준에서 각
변수별로 차이가 많았다.또한 의료이용 후 소비자들이 만족하거나 불만족
한 후에 취하는 행동은 의료이용 전․후의 기대나 성과수준,교육수준,성,
직업과 건강관심도,진료비,병원의 종류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처음 병원 마케팅의 개념이 소개된 이래 박

창균(1985)은 환자의 병원선택 요인을 분석하였으며,변주선(1987)은 특정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해 시장조사를 하여 진료권내
주민의 병원선택 동기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뢰요인임을 밝히고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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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과를 전략과목으로 설정하여 전문화시키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선희(1992)에 의하면 의료서비스 종류별 의료기관 선택이 외래나 치과

서비스와 같이 응급이 아니면서 비교적 가벼운 질병에는 상대적으로 편이
성 요인이 질보다 중요한 선택기준이며 반면,중증도가 심한 질병인 입원
서비스의 경우 질적인 요인이 편이성보다 주요한 기준임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의료이용형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의료기관을 선택

하는 주요 요인은 인적 서비스,즉 의사의 신뢰성,의사의 친절성,간호사
의 친절성,현대적 시설과 의료장비 등의 비 의료적 신뢰감 요인과 의료기
관 접근성,교통의 편리성 등의 편이성 요인 그리고 의료의 질적 요인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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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객객객만만만족족족도도도

고객만족도 조사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의료서비스에 대해 고객의 경
험과 불만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함으로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이숙
희,2000).그 동안 환자만족도는 다양한 연구들에 의해 정의되고 측정되어 왔
다.초기 Ware등(1978)은 고객만족도에 대한 정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간접
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환자만족도 연구들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그 결과 수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에서 고객만족도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용어를 접할 수 있었는데,이를 측정하고자 하
는 개념에 따라 몇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다.즉,고객 만족도의 개념을
차원화하면,상호간 예절(Interpersonal manner),기술적인 질(technical
quality),접근성/편리성(accessibility/convenience),경제성(finances),효능/결
과(efficacy/outcomes),지속성(continuity),유용성(availability),물리적 환경
(physicalenvironment)을 고객만족도 개념의 하위 차원으로 제시하였다(최
규선, 1999). 파스코(Pasco)는 소비자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대이론
(expectancytheory)과 불일치 이론을 적용하여 고객이 만족을 느끼는 과정
을 설명하였다.즉 고객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을
갖게 되고 서비스 이용 결과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파
악하였다.대체로 기대한 수준에 비해 실제 지각된 서비스 수준이 높을 경
우 고객은 만족하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불만족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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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국내 종합병원들의 고객만족도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80병상 이

상의 종합병원 118개소 중 62.7%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실시하지 않는 병원 50%가 1～2년 내에 실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여
대다수의 종합병원들이 고객만족도를 활용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조우현 등,1999).
Hulka등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의 개념정의를 처음으로 시도

한 이래(Hulka Zyzamsky,Cassel,Thomson 1970;Zyzansky,Hulka,
Cassel,1974),몇몇의 학자들이 이 개념을 정의하였다.환자의 만족에 관한
연구를 고찰한 Singe(1989)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
도를 정의하는 관점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고 하였다.이 네 가지 관점
중에서 첫 번째의 관점을 취하는 연구들의 수는 가장 많으나,최근에 이루
어진 연구들은 첫 번째의 관점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나머지
세 가지의 관점을 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Hulka등(1970)의 정의로서 만족을 의사와 진료에 대한 고객의 태

도로 정의하는 것이다.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의사,간호사 및 기타 의
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료의 질에 관한 개인의 평가를 구성한 지표가 개인
의 만족수준을 나타낸다고 가정한다.이러한 개념정의는 광범위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Zyzansky,Hulka,Casse,l1974;Wolinsky,1976;Hines등,
1977;Doyle,Ware,1977;Ware등,1978;Locker,Hunt,1978).
둘째,만족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동의 원천은 상황이라고 보는

관점이다.이 관점에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은 상황별로 합산된
총체적인 태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진료상황에서 그 진료의 질에 관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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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로 정의된다.Shore와 Franks(1986)는 개별적인 환자와 의사의 만남
은 진료의 기본단위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 개별적인 만남을 평가하는 것
이 의사 환자관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다 더 완전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러한 주장은 Inui와 Cater(1985)에 의하여 발전되
었다.
셋째,고객만족을 제품과 서비스의 속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라고 정의

하는 입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상황에 대한
감정적 또는 정의적 반응이 만족이라고 보는 견해이다(Oliver,1981).이 관
점에서는 고객이 인지적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인지적
평가와 정의적 평가의 개념과 경험을 구분한다.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지적 평가는 기대이론의 틀 안에서 다루어지고,정의적 평가는 선행하는
인지적 평가로부터 초래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두 개념을 구분한다.
넷째,Ross,Frommelt,Hazelwood및 Chand(1987)의 주장으로 환자의

만족을 건강의 질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하는 것은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이들은 몇몇의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건강하나 행
복하지 않은 환자집단이 발견된다는 사실이 자신들의 견해를 뒷받침해준다
고 하였다.그러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은 순수하게 질에 대한
지각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과 비용 등의 추가요인들도 고려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Hulka와 Zyzanski(1982)도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였고,의료서
비스에 대한 고객만족의 영역을 보다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특히
Ware,Davis-Avery및 Stewart(1978)등은 의료평가의 다양한 측면을 8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고객만족을 측정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접근방법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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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SmithBloom Davis,1986).첫 번째 접근방법은 제품성과에 대하여
과거에 형성되었던 기대가 그 제품의 소비과정에서의 일치 또는 불일치에
대한 느낌의 정도로 측정하는 것이다(Anderson, 1973; Churchill,
Suprenant,1982).두 번째 접근방법은 중요한 제품속성(salientproduct
attributes)을 나타내는 다속성 차원에서 이상과 실제 간의 심리적인 거리로
측정하는 것이다(Day,1977).
두 번째 접근방법에서는 고객은 효용과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제품성과의 원인을 내재적 또는 외재적으로 평가한
다고 가정한다.(Valle,Wallendorf,1977).효용 이론은 매우 추상적이긴 하
나 고객이 만족과 불만족을 경험하는 과정에 관한 매우 정교한 모델일 뿐
만 아니라,의료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다(SmithBloom,Davis,1986).
Hulka등(1970)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의 개념을 세 가지 차

원으로 측정하기 위한 42개의 문항으로 된 척도를 개발하였다.그런데 이
문항들은 모두 의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Ware와 Snyder(1975)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소비자만족을 측정하기 위하

여 22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Likert형 척도를 개발하였다.그러나 경험적으
로 검증한 바에 의하면 22개의 차원 중에서 의사의 행동,가능한 서비스,
치료의 연속성과 편리함,치료에의 접근가능성 등의 4개 차원만이 입증되
었다.
Ware,Snyder,Wright(1976)등은 진료기술에 관한 환자의 지각과 관련

된 문항 5개와 진료의 기술적인 질에 관한 문항 5개로 구성된 고객만족에
관한 측정문항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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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yle과 Ware(1977)는 1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
족척도를 구성하였다.17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접근가능성,가정의의
이용가능성,병원과 전문가의 이용가능성,치료의 연속성,의사의 행동 등
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Roghmann,Hongst,Zastowny(1979)는 치과진료를 포함한 의료에 관한

만족척도를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으로 나누어 다차원척도를 구성하였
다.이것은 Hulka와 그녀의 동료들이 개방형질문지로 조사한 자료를 보완
한 것이다.이 척도를 이용하여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어머니들을 조사 대
상으로 한 자료에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의사 및 의료전문가와의
개인적 경험에 대한 구체적 반응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경
험으로 확인하였다.
Penchansky와 Thomas(1981)는 만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근접성요소

(accesscomponent)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구성하였다.이들은 근접성요
소가 다차원적이라고 주장하였다.이 척도는 문항이 16개이고 이용가능성,
근접가능성,편의의 제공,감당가능성,수용성 등의 5개 차원으로 구성되었
다.
SmithBloom 및 Sonon(1986)은 환자만족은 의료비,지불 및 보험절차,

대기시간과 예약과정 등 의 접근기제(accessmechanism),의사의 도구적
질을 의미하는 도구적 영역(instrumentalmechanism),의사의 개인적 자질
등의 3개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Weiss(1988)는 Rodghmann등(1979)의 척도 중에서 하나의 차원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의 개인적 경험에 대한 반응 차원을 애용하여 5개 문항으
로 척도를 구성했다.문항내용은 ①의사의 신중함 ②의사가 보여주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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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 ③의사는 환자가 말해야만 하는 것을 기꺼이 듣는가?④의사는 환자
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가?⑤의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적합성 등이
다.
Scammon과 Kennard(1983),Zastowny,Roghmann및 Cafferata(1989)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총체적 평가를 의미하는 일반적 만족과 구체적
만족의 두개차원이 있다고 하였다.
Zastowny,Roghmann및 Cafferata(1989)등은 9개의 문항으로 된 도구

적 만족과 5개의 문항으로 된 정서적 만족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의
사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구성하였다.
Singe(1989)는 환자만족은 그 만족의 대상이 다양하고 차원이 다양하다

는 관점을 제시하였다.환자가 만족을 느끼는 대상으로는 의사,병원 및 의
료보험제공자가 있고,환자가 만족을 느끼는 차원에는 정의적 차원,도구적
차원 및 접근 가능성 차원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병원 고객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이현경,장임원(1988)은 창구직원의 친절도,의사 및 간호사의
신뢰도와 친절성,병원의 시설 및 환경 등이 병원이용의 주요요인으로 작
용함을 보였고,서현정(1991)은 진료수준,친절 및 서비스의 우수성,기본
편의시설 및 외형 등이 병원 환자가 선호하는 요인임을 실증하였다.오태
형(1991)은 접근편의성,의료진의 질적 수준,병원규모,명성,친근감,청결
등이 고객만족의 주요변수임을 밝혔다.한편 박창기 등(1992)은 환자에 대
한 친절성과 성실성이 고객만족도에 중요한 변수가 되며 의사 및 간호사의
신뢰성이 병원선택의 결정요인임을 밝혔다.또 남은우(1992)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이 환자들이 바라는 중요한 변수임과 휴일과 야간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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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사와 간호사의 친절성이 고객만족과 관련이 있음을 실증하였다.김수
배,김춘득(1993)은 D병원을 대상으로 환자들의 병원 선호요인을 조사하였
다.한편,조희만 등(1994)은 환자들이 병원 안내시설,병원구조,진단장비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그 외의 요인들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특히 병원에서의 대기시간과 접수
및 수납직원들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신뢰
도는 아주 높다고 분석하였다.조희정(1996)에 의하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낮고 대기시간,비용에 대해서 특히 불만족스러
워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박창균 등(1985)에 따르면 고객 만족과 서비스의 질은 고객 유지와 시장

점유,그리고 이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
다.질 개선 노력을 통한 서비스의 질 개선이 결국 이에 대한 인식으로 고
객을 만족시키게 되고 연속적으로 현재 고객을 유지시키며 다른 한편으로
는 구전의 효과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수익 및 시장
점유를 통한 이윤을 달성하게 된다.이처럼 고객 만족 역시 병원의 서비스
질 개선 여하에 놓여 있으며,이는 고객 보유 뿐 아니라 구전 효과로 인한
신규 환자 확보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이것은 병원의 입장에서는 환
자의 유인이 되겠지만,환자의 입장에서는 병원의 선택 요인이 되겠다.
백수경(2000)은 의료서비스의 내부고객만족,외부고객만족 및 고객충성

도의 인과관계 연구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수록 외래
환자와 입원환자의 외부고객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환자
에게 서비스되는 의료의 질이 높으면 환자의 만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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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에는
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전략적 차원에서 만족도와 재이용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즉 환자
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질의 수준이 높으면 환자는 더 만족하게 되고 이
는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을 다시 이용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효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귀선,1999).
배권성 등(2005)은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병원 입원

환자와 외래입원환자의 만족도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병원 내 의사,간호사 등의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친절도와 병실 및 부대시설 증의 시설요인으로 나타났고,외래환
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진찰 공간 등의 시설요인,진찰절차
및 소요시간 등의 서비스 요인,의사와 간호사 등의 친절도 등의 인력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한 바에 의하면 의료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

은 그 대상이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라는 관점까지는 연구의 진전이 이루어
졌으나,대상과 차원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학
자들마다 그 견해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이에 관한 경
험적 연구의 결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고객만족도 조사연구는 고객이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고 있는가에 관한 경험적 자료로써 의료서비스를 공급
하는 병원경영의 중요한 투입자료가 되고,더 나아가 병원의 경쟁우위 확
보가 가능하다.또한 고객에게는 복지를 증진 시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귀중한 정보가 되며,의료서비스에 관한 고객보호정책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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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의료정책에도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으로 나타나며 환자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 재고와 더 나아가 재무성 향
상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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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양․한방 의료이용형태를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건
강 및 질병관련 특성 그리고 고객만족도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일개 3차 종합전문요양기관을 편의 추출
하여 양방(신경과,신경외과),한방,양․한방 협진을 수행하는 중풍협진센
터에서 2007년 11월20일부터 2007년 12월11일까지 3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
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였다.

① 성인
② 의사소통이 가능한자
③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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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의 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10문항,건강 및 질병 관련특성 11

문항,고객만족도에 대한 37문항으로써 총 5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및 질병관련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문헌고

찰을 통해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고객만족도에 대한 설문지는 한국 QA학회가 개발한 병원고객만족도 최

종 설문지 중 입원용 짧은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항
을 재구성하였다.고객만족도의 문항별 평가는 4등급 리커트(LikertScale)
를 사용하였고 ‘매우 그렇다’는 4점,‘그렇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배점하였다.이와 같이 배점을 하면 '보통’
이라고 모호하게 답변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객만족도
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고,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8770로
검증되었다.
연구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를 간호대 교수

3인에 의해 검토한 후 수정 보완하였다.수정 보완된 도구는 연구 대상자
들 중 5명을 임의 추출하여 예비조사 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안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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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기기기간간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11월20일부터 2007년 12월11일까지 3주 동안
실시하였다.자료수집방법은 해당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가 직
접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그러나
대상자가 마비 등으로 설문지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
아 기입한 후 연구자가 재방문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였다.총150명에
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150부 전부를 회수하여 100% 회수율을 보였으며,
부실하게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142부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PackageforSocialScience)ver1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의료이용형태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건강 및 질병 관련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χ
2-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의료이용형태 고객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
시하였다.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보이는 것은 사후검증인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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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형형형태태태별별별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의료이용형태에 따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으로 성별,연령,학
력,배우자 유무,종교 유무,직업,거주지,교통편,가족 전체의 월 소득,의
료보장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1과 같았다.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이
용형태별로 교통편,가족전체의 월 소득,의료보장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통편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지하철,버스,택시)을 이용한다가 양방의료

이용자 68.6%,한방의료이용자 72.3%,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 54.5%로 한방
의료이용자가 양방이나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보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

하였다(χ2=12.292,p<0.05).
가족 전체의 월 소득에서는 양방의료이용자는 100만원 미만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한방의료이용자는 400만 원 이상이 53.2%로 가장 많았고,
양․한방 협진은 200-299만원과 400만 원 이상이 각각 27.3%로 나타났으
며,한방의료이용자의 가족 전체 월 소득이 양방의료이용자들보다 많게 나

타남으로써 한방의료이용자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의미하고 있다(χ2

=36.386,p<0.001).
의료보장형태는 양방의료이용자 60.8%,한방의료이용자 85.1%,양․한방

협진의료이용자는 79.5%가 건강보험으로써 한방의료이용자들의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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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양방이나 양․한방협진보다 많았다.의료급여는 양방의료이용자가
29.4%,한방의료이용자가 14.9%,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가 20.5%였으며
양방의료이용자의 의료급여 비율이 한방이나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보다

많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13.482,p<0.05).
성별에 있어서 양방의료이용자는 남자가 60.8%로 많았지만 한방의료이용

자는 여자가 61.7%로 많았고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는 남․여가 52.3%와
47.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즉 양방의료이용자는 남자가 많았고,한방의료
이용자는 여자가 많았으며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는 남․여가 비슷하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5.011,p=0.082).
연령에서는 양방의료이용자가 60대 35.3%로 가장 많았고,한방의료이용자

는 50대가 38.3%,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도 50대 34.1%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양방의료이용자는 60대 이상이 60% 이상 이였고,한방의료이용자는 50
대와 70대 이상이 70% 이상 이였으며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는 50대 이상
이 9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χ2=8.218,p=0.223).
학력을 살펴보면 양방의료이용자는 초졸 43.1%로 가장 많았고,한방의료

이용자는 고졸 이상이 40.3%였고,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도 고졸 이상이
35.9%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즉 양방의료이용자는 초졸,한방과 양․한방
협진의료이용자는 고졸 이상이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χ2=5.658,p=0.463).
배우자의 유무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양방의료이용자는

94.1%,한방의료이용자는 100%,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는 93.2%였으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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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의료이용형태 모두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90%이상 이였으나 통계

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3.150,p=0.207).
종교의 유무를 살펴보면 양방의료이용자는 62.7%,한방의료이용자는

55.3%,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는 59.1%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세 가지
의료이용형태 모두에서 50%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양방의료이용

자가 가장 많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0.558,p=0.756).
직업을 살펴보면 직업이 없는 경우가 양방의료이용자 58.8%,한방의료이

용자 53.2%,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는 직업이 있는 대상자와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동일하게 50%로 나타났으나 양방의료이용자가 한방의료이용자나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 보다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0.771,p=0.680).
거주지를 살펴보면 양방의료이용자의 76.5%가 서울에 거주하였고,한방의

료이용자는 80.9%,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는 75.0%였으며 한방의료이용자
가 양방의료이용자나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보다 서울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0.491,p=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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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 분분분 양양양방방방 한한한방방방 협협협진진진 계계계 χ
2,,, ppp

성성성별별별 남자 31(60.8) 18(38.3) 23(52.3) 72(50.7) 5.011 .082여자 20(39.2) 29(61.7) 21(47.7) 70(49.3)

연연연령령령

49세미만 7(13.7) 2(4.3) 6(13.6) 15(10.6)

8.218 .22350대 9(17.6) 18(38.3) 15(34.1) 42(29.6)
60대 18(35.3) 12(25.5) 10(22.7) 40(28.2)

70대 이상 17(33.3) 15(31.9) 13(29.5) 45(31.7)

학학학력력력

무학 6(11.8) 3(6.4) 6(13.6) 15(10.6)

5.658 .463초졸 22(43.1) 14(29.8) 11(25.0) 47(33.1)
중졸 8(15.7) 11(23.4) 10(22.7) 29(20.4)

고졸 이상 15(29.4) 19(40.4) 17(38.6) 51(35.9)

배배배우우우자자자
유 48(94.1) 47(100.0) 41(93.2) 136(95.8)

3.150 .207무 3( 5.9) 0(000.0) 3( 6.8) 6( 4.2)

종종종교교교 유 32(62.7) 26(55.3) 26(59.1) 84(59.2) 0.558 .756무 19(37.3) 21(44.7) 18(40.9) 58(40.8)

직직직업업업 유 21(41.2) 22(46.8) 22(50.0) 65(45.8) 0.771 .680무 30(58.8) 25(53.2) 22(50.0) 77(54.2)

거거거주주주지지지 서울 39(76.5) 38(80.9) 33(75.0) 110(77.5) 0.491 .782기타 12(23.5) 9(19.1) 11(25.0) 32(22.5)

교교교통통통편편편

대중교통
(지하철,버스,택시)

35(68.6) 34(72.3) 24(54.5) 93(65.5)
12.292* .015자가용 5( 9.8) 11(23.4) 14(31.8) 30(21.1)

기타 및 도보 11(21.6) 2( 4.3) 6(13.6) 19(13.4)

가가가족족족
전전전체체체
월월월소소소득득득

100만원미만 17(33.3) 5(10.6) 8(18.2) 30(21.1)

36.386*** .000

100-199만원 12(23.5) 5(10.6) 7(15.9) 24(16.9)
200-299만원 4( 7.8) 1( 2.1) 12(27.3) 17(12.0)
300-399만원 11(21.6) 11(23.4) 5(11.4) 27(19.0)
400만 원
이상 7(13.7) 25(53.2) 12(27.3) 44(31.0)

의의의료료료
보보보장장장
형형형태태태

건강보험 31(60.8) 40(85.1) 35(79.5) 106(74.6)

13.482* .036의료급여 15(29.4) 7(14.9) 9(20.5) 31(21.8)
산재보험 2( 3.9) 0(000.0) 0(000.0) 2( 1.4)
기타 3( 5.9) 0(000.0) 0(000.0) 3( 2.1)

계 51(100.0) 47(100.0) 44(100.0) 142(100.0)
*:p<.05,***:p<.001

<<<표 표 표 표 111>>> 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형형형태태태별별별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비비비교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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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형형형태태태별별별 건건건강강강 및및및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111)))건건건강강강 및및및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

양방(신경과,신경외과),한방,양․한방협진이라는 의료이용형태에 따른
건강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았다.
건강 및 질병관련 특요인 중 진단명,최초 진단 후 본병원의 방문순서,

총 입원기간 일수,입원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나머지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진단명은 양방의료기관이용자의 경우는 ‘뇌경색’이 52.9%로 가장 많았

고,한방의료이용자는 ‘중풍후유증’31.9%,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는 ‘뇌경
색’이 75.0%로 많았으며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가 양방의료이용자나 한방

의료이용자보다 ‘뇌경색.이 많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

=38.492,p<0.001).
최초 진단 후 본 병원의 방문순서를 묻는 질문에는 양방의료이용자는

‘첫 번째’가 76.5%,한방의료이용자는 ‘세 번째’이상이 57.4%,양․한방 협
진의료이용자의 경우는 ‘첫 번째’가 59.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양방의
료이용자의 본 병원 방문순서가 한방이나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의 방문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난 것은 뇌혈관질환의 경우 급성기에는 양방의료기
관의 치료를 하고,만성기에는 후유증치료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을 많이 이

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47.794,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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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입원기간일수에서는 ‘1～4주일’사이가 양방의료이용자는 60.8%,한방
의료이용자는 66.0%,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는 54.5%로 나타났으며 한방의
료이용자가 양방이나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 보다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49.517,p<0.01).
입원경로에서는,양방의료이용자는 51.0%가 응급실로 입원했고,한방의

료이용자는 외래로 입원하는 경우가 97.9%,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는 외
래와 응급실이 각각 50%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양방의료이용자의 응급실
입원이나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의 외래와 응급실 입원보다 한방의료이용

자의 외래입원이 월등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

=32.601,p<0.001).
본인이 인지하는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양방의료이용자는 ‘보통’이라

고 대답한 대상자가 39.2%,한방의료이용자는 ‘좋음’이 42.6%,양․한방협
진의료이용자들은 ‘보통’38.6%였으며 이는 한방의료이용자가 양방의료이
용자나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보다 본인이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좋은 것

을 의미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10.721,p=0.030).
진단 시기는 양방의료이용자는 1달 이내가 39.2%,한방의료이용자는

‘2～6달’이 31.9%,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도 ‘2～6달’이 31.8%로였으며 양
방의료이용자의 1달 이내 진단이 한방의료이용자와 양․한방협진의료이용

자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12.492,p=0.052).
타 질병으로의 입원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양방의료이용자는 ‘없다’가

60.8%로 가장 많았고,한방의료이용자는 ‘있다’가 51.1%로 나타났으며,
양․한방 협진의료이용자는 ‘없다’가 68.2%로 나타났다.즉 양․한방협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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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이용자들의 경우 다른 의료이용자들보다 타 질병으로 입원 경험이 적었

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 없었다(χ2=3.571,p=0.168).
가족력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는 대답이 많았는데 양방의료이용자는

62.7%,한방의료이용자는 53.2%,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는 70.5%였으며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의 경우가 양방이나 한방의료이용자보다 가족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32.601,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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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 분분분 양양양방방방 한한한방방방 협협협진진진 계계계 χ
2 ppp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좋음 8(15.7)20(42.6)11(25.0)39(27.5)

10.721* .030보통 20(39.2)17(36.2)17(38.6)54(38.0)
나쁨 23(45.1)10(21.3)16(36.4)49(34.5)

진진진단단단명명명

치매 5( 9.8)3( 6.4)0(000.0) 8( 5.6)

92.799*** .000

뇌경색(infarction)27(52.9)0(000.0)33(75.0)60(41.3)
뇌출혈(haemorrhage)9(17.7)0(000.0)2( 4.5)11( 7.8)
파킨슨(Parkinson's)5( 9.8)0(000.0)0(000.0) 5( 3.5)
구안와사(안면마비)5( 9.8)7(14.9)3( 6.8)15(10.6)

수족탄탄 0(000.0)9(19.1)0(000.0) 9( 6.3)
중풍후유증 0(000.0)15(31.9)2( 4.5)17(12.0)
졸중풍 0(000.0)13(27.7)1( 2.4)14( 9.9)

진진진단단단 시시시기기기

1달 이내 20(39.2)14(29.8)8(18.2)42(29.6)

12.492 .052
2-6달 7(13.7)15(31.9)14(31.8)36(25.4)
7-24달 10(19.6)13(27.7)10(22.7)33(23.2)
25달 이상 14(27.5)5(10.6)12(27.3)31(21.8)

진진진단단단 후후후
본본본 병병병원원원
방방방문문문 순순순서서서

첫 번째 39(76.5)7(14.9)26(59.1)72(50.7)
47.794*** .000두 번째 9(17.6)13(27.7)11(25.0)33(23.2)

세 번째 이상 3( 5.9)27(57.4)7(15.9)37(26.1)
총총총

입입입원원원기기기간간간
일일일수수수

1주일이하 15(29.4)2(4.3) 0(000.0)17(12.0)
32.120*** .0001-4주일 31(60.8)31(66.0)24(54.5)86(60.6)

한 달 이상 5( 9.8)14(29.8)20(45.5)39(27.5)

타타타질질질병병병으으으로로로
입입입원원원경경경험험험

있다 20(39.2)24(51.1)14(31.8)58(40.8)
3.571 .168

없다 31(60.8)23(48.9)30(68.2)84(59.2)

가가가족족족력력력
있다 19(37.3)22(46.8)13(29.5)54(38.0)

2.894 .235
없다 32(62.7)25(53.2)31(70.5)88(62.0)

입입입원원원경경경로로로
외래 25(49.0)46(97.9)22(50.0)93(65.5)

32.601*** .000
응급실 26(51.0)1( 2.1)22(50.0)49(34.5)

계계계 555111(((111000000...000)))444777(((111000000...000)))444444(((111000000...000)))111444222(((111000000...000)))
*:p<.05,***:p<.001

<<<표표표 222>>>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형형형태태태별별별 건건건강강강 및및및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 비비비교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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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병병병원원원 선선선택택택 동동동기기기

양방(신경과,신경외과),한방 그리고 양․한방협진이라는 의료이용형태
에 따른 병원선택 동기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았다
양방의료이용자는 ‘과거 치료경험’이 78.4%로 가장 많았고,‘지인 소개와

가족의 권유’가 62.7%로 두 번째,‘집에서 가까워서’가 33.3%로 세 번째 순
위였다.한방의료이용자는 ‘지인 소개 및 가족의 권유’가 83.0%로 가장 많
았고,‘양․한방협진이 가능해서’가 72.3%로 두 번째,‘과거 치료경험’과 ‘치
료효과가 좋아서’가 각각 61.7%로 동일하게 세 번째 순위를 나타내었다.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는 ‘지인 소개 및 가족의 권유’와 ‘과거 치료경험’
이 각각 75.0%로 가장 많았고,‘양․한방협진이 가능해서’가 41.4%로 두 번
째로 많았다.
각각의 의료이용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지인소개와 가족의 권유’가 가

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양방의료이용자와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는
‘과거 치료경험’을 중시하였지만 한방의료이용자는 양방이나 양․한방협진
의료이용자보다 ‘지인의 소개나 가족 또는 주위의 권유’로 선택하는 경우
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한방의료이용자가 의료이용형태를 선택 할 때 주위
의 추천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입소문 즉 구전효과가 가장 큰 의
료이용형태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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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 분분분 양양양방방방
(((nnn111===555111)))

한한한방방방
(((nnn222===444777)))

협협협진진진
(((nnn333===444444)))

진료비 저렴 13(25.5) 17(36.2) 13(29.5)

의료진 수준 3( 5.9) 1( 2.1) 4( 9.1)
지인의 소개
가족/주위 권유 32(62.7) 39(83.0) 33(75.0)

집에서 가까워 17(33.3) 9(19.1) 17(38.6)

교통 편리 15(29.4) 7(14.9) 11(25.0)

타병원 의뢰 8(15.7) 1( 2.1) 6(13.6)

병원 명성 1( 2.0) 1( 2.1) 0(000.0)

과거 치료경험 40(78.4) 29(61.7) 33(75.0)

진료대기 시간이 짧아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어서 5( 9.8) 4( 8.5) 2( 4.5)

진료절차 편리 0(000.0) 3( 6.4) 3( 6.8)

퇴원 후 환자관리 2( 3.9) 0(000.0) 0(000.0)

진료효과 좋아서 7(13.7) 29(61.7) 8(18.2)

양․한방 협진이 가능해서 3( 5.9) 34(72.3) 20(41.4)

환자질문 설명 8(15.7) 2( 4.3) 5(11.4)

직원태도 친절 2( 2.0) 2( 4.3) 3( 6.8)

119가 데려다 주어서 3( 5.9) 0(000.0) 2( 4.5)

※※※다다다중중중응응응답답답

<<<표표표 333>>>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형형형태태태별별별 병병병원원원선선선택택택 동동동기기기 비비비교교교
빈도빈도빈도빈도((((비율비율비율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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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진진진료료료만만만족족족도도도

양방(신경과,신경외과),한방,양․한방협진이라는 의료이용형태에 따른
진료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4에 제시되었다.한방의료이용자의
진료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이 7.47점으로 제일 높고,양방의 진료만족
도가 7.22점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598,p=0.552).

구구구 분분분 빈빈빈도도도 평평평균균균 표표표준준준편편편자자자 FFF ppp

양양양방방방 50 7.22 1.49

.598 .552한한한방방방 47 7.47 .80

협협협진진진 45 7.43 1.30

<<<표표표 444>>>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형형형태태태별별별 진진진료료료만만만족족족도도도 비비비교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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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형형형태태태별별별 고고고객객객만만만족족족도도도

양방(신경과,신경외과),한방,양․한방협진이라는 의료이용형태에 따른
고객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5에 제시되었다.
각각의 의료이용자들의 고객만족도 평균평점은 4점 만점에 양방의료이

용자는 2.94점으로 가장 높았고,한방의료이용자는 2.79점,양․한방협진의
료이용자는 2.85점 순이었으며 양방의료이용자들의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
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634,p=0.532).그러나 고객
만족도의 세부영역을 비교 하였을 때 의사의 진료와 병원의 편의 시설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사의 진료에서는 사후 검증 결과 양방의료이용자는 3.43점,한방의료

이용자는 3.05점,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는 3.18점으로 양방의료이용자의
의사의 진료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편의시설에서도 사후 검정결과 양방의료이용자(2.51점)가 양․한방협진

의료이용자(2.37점)나 한방의료이용자(2.19점)보다 편의시설에 대한 고객만
족도가 높았다.이는 연구 대상인 의료기관이 50년이라는 역사만큼 낙후된
시설이며 한방이나 협진의 경우 3인용 병실을 4인용으로 구조 변경하여 사
용하는데서 오는 활동범위의 제약과 불편함인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의 진료와 편의시설 이외의 영역들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입․퇴원 절차의 고객만족도의 경우 양방의료이용자 3.00점,한방의

료이용자 2.92점,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는 3.01점이였으며,양․한방협진
의료이용자의 고개만족도가 다른 의료이용자에 비하여 높았으나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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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서비스에서는 양방의료이용자 3.43점,한방의료이용자 3.05점,양․

한방협진의료이용자 3.18점으로 나타났으며 양방의료이용자에서 간호서비
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식사는 양방의료이용자 2.71점,한방의료이용자 2.64점,양․한방협진의

료이용자 2.6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낮은 점수였지만 양방의
료이용자의 만족도는 가장 높았다.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검사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살펴보면,양방의료이용자 2.99점,한방의료

이용자 2.93점,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 2.98점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병실환경은 양방의료이용자 2.52점,한방의료이용자 2.43점,양․한방협

진의료이용자 2.48점으로 나타났으며,이 문항도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았
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병원종합평가 항목은 진료비에 대한 만족도,재이용의사를 묻는 문항,

다른 사람들에게 본 병원을 권유하겠느냐는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양방의료
이용자 3.16점,한방의료이용자 3.07점,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 3.08점으로
나타났다.이 중 양방의료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고객만족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간호서비스,병원종합평가는 평균이

3.0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였고,입․퇴원절차,식사,검사,병실환경,
편의시설은 평균이 3.0이하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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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 분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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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양방(신경과,신경외과),한방,양․한방 협진이라는 세 가지
의료이용형태가 모두 존재하는 의료기관에서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
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건강 및 질병 관련 특성 및 고객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방(신경과,신경외과),한방,양․한방 협진이라는

의료이용형태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건강 및 질환 관련 특성과 고객
만족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방의료이용자는 남성이 한방의료이용자는 여성이 과반

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보
다 질병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예방 목적으로 진료서비스를 더 받
으려고 하기 때문에 남성의 의료이용률이 높다는(Nathanson, 1977;
Hibbard,1986)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양방의료이용자의 경우 남성이 많은
것과는 일치하였다.반면에 박현희(1998)의 연구에서는 의원과 종합병원에
서 여성의 의료이용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그런데
현재의 한방의료기관은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이기에 따로 분리하여 연구
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학력을 살펴보면,양방의료이용자는 초졸이 가장

많았고 한방의료이용자는 고졸이 가장 많았다.이는 연구 대상자들이 고령
자들로서 시대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으로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도
있지만 한방의료이용자와 협진의료이용자의 경우는 고졸자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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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고학력자가 대형병원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박군제(1994)의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질병 명은 양방의료이용자와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는 뇌경색이 가장

많았고,한방은 중풍후유증이 가장 많은 분포를 하였다.이는 류규수(1998)
와 윤태영(2000)의 연구에서도 뇌혈관질환이 협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
타난 것과 비슷하며 서미경(1996)의 연구에서도 한방병원 입원환자의
65.4%가 졸중풍으로 입원하였다고 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하지만
한방의 경우는 질병 명을 원인이 아닌 증상으로 진단하며 중풍후유증,수
족탄탄,졸중풍은 뇌혈관질환을 분류한 진단명들이기에 추후 양방과 한방
의 질병 명을 가지고 종합적인 분류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또한 대상자
들이 중풍협진센터 입원환자들임을 감안할 때 추후에는 대상자들의 진료과
에 제한하지 않고 재연구를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접근 요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양방,한방,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들

의 과반수가 서울지역에 거주하였고,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환자들의 거주지와 의료기관의 거리,교통의 편리함
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이선동과 박경식(1997),박상태(1999)의 연
구결과와 같았다.
의료기관의 선택요인을 살펴보면 양방의료이용자와 양․한방협진의료

이용자는 ‘과거 치료경험’으로,한방의료이용자는 ‘지인의 소개 및 가족들
의 권유’가 가장 많았고,양․한협진의료이용자의 경우에도 ‘과거 치료경험
과 지인의 소개’가 동일하게 나왔고,그 다음이 ‘양․한방 협진치료를 위해
서’라고 답하였다.또한 양방의료이용자,한방의료이용자,양․한방 협진의
료이용자 모두에서 ‘지인의 소개 또는 가족의 권유’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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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는 길창덕(2005)의 양․한방 협진에 대하여 치료효과가 좋았고 적절
하며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는 결과와 같았지만 양방의료이용자들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문진료질병군이 많아서 질병의 중증도가 높고,한방의료이용
자는 단순진료질병군이 많아서 질병의 중증도가 낮음을 감안하여야 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한방의료이용자는 단순진료질병군이거나 경제적으로 부유
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건강유지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방의료이용자의 경우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
즉 구전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에 의료기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
해서는 새로운 이용자들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 한다고 하겠다.또한 한방이나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들은 구전효과로 인하여 협진에 대한 많은 기대감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객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양방의료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

으며 입․퇴원 절차의 고객만족도만이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의 고개만족
도가 다른 의료이용자에 비하여 높았다.이는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들의
경우 담당코디네이터가 입원수속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고객만족도가 약간
이라도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한방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의료기관의 건
물이 달라서 한방 환자들의 경우 검사를 하기 위한 이동거리가 멀고,환자
가 직접 외래의 채혈실을 찾아가야 하는 시스템상의 불편함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박창균(1985)은 병원선택에 있어 규모,이용의 편리성이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고,변선주(1987)는 병원선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
인은 의사의 신뢰요인,현대적 시설 및 장비,이용 편리성이라고 하였으며
김성연(1987)은 의료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미치는 중요한 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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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친절성,편리성,신뢰성이라고 하였던 연구들과 같이 시설의 편리성이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윤한상(1987)의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주요 5대 요인을 의술,의사의 친절과 정성,시설 및
의료장비,간호사의 친절성,교통 편리성이라고 한 것과 김욱진(1993)의 대
학병원의 강점요인이 의료진의 신뢰도,시설 및 의료장비라고 한 것과도
공통적으로 시설편리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고객만족도는 전체 항목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었으나 세부항목 중 의

사의 진료와 편의시설만이 의미가 있는 항목이였다.그러나 박창균(1985),
이현경과 장임원(1988),Singe(1989),서현정(1991),오태형(1991),박창기
(1992),남은우(1992),조희만 등(1994),조희정(1996),최귀선(1999),백수경
(2000),배권성(2005)등의 고객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입․퇴원절차,식
사,검사,병원환경,편의시설 등 모든 설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고객만족도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따라서
앞으로 의료이용형태별 고객만족도 조사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그리고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항목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 시행되어야만 고객만족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조사대상자들 중 재방문 의사를 밝힌 대상자의
실제 방문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만족도의 증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건강 및 질병관련특성,고객만족도

에 차이가 있었다.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의료이용형태별 의료서비
스의 접근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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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3차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양․한방(의학․

한의학)중풍협진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양방(신경과,신경외과),한방,
양․한방협진 환자들에게 그들의 의료이용선택요인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및 질병 관련특성과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각각 비교하였다.중풍협
진센터에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총 142부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상자의 의료이용형태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의료이용형태별
로 교통편,월 소득,의료보장형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교통편은 한방의료이용자가 양방이나 양․한방협진이용자보다 대중교통
(지하철,버스,택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 전체의 월 소득에서는
한방의료이용자의 가족 전체 월 소득이 양방의료이용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료보장형태에서는 양방의료이용자나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
보다 한방의료이용자의 건강보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의료급여는 양방의료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둘째,대상자의 의료이용형태별 건강 및 질병 관련특성의 경우 의료이
용형태별로 진단명,최초 진단 후 본병원의 방문순서,전체입원기간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즉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가 양방의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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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한방의료이용자보다 뇌경색이 많았고,양방의료이용자의 최초 진단
후 본 병원 방문순서가 한방이나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의 방문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총 입원기간일수에서는 한방의료이용자가 양방이나 양․
한방협진의료이용자 보다 ‘1～4주일’사이가 제일 많았으며 입원경로에서는
양방의료이용자의 응급실 입원이나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의 외래와 응급
실 입원보다 한방의료이용자의 외래경유 입원이 월등이 많았다.

셋째,의료이용형태에 따른 병원 선택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각각의 의료이용자에게서 공통적으로 ‘지인소개와 가족의 권
유’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양방의료이용자와과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는
‘과거 치료경험’을 중시하였지만 한방의료이용자는 ‘지인의 소개나 가족 또
는 주위의 권유’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양방의 경우 한방,양․한방협진 의료이용형태에 따른 진료만족도
의 경우 한방의료이용자의 진료만족도가 제일 높고,양방의료이용자의 진
료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섯 번째,의료이용형태에 따른 고객만족도는 의사의 진료와 편의시설
에 대해서는 양방의료이용자의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았지만 입․퇴원 절차
의 고객만족도는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양방,한방,양․한방협진의료이용형태에 따른 그들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과 건강 및 질병 관련 특성에는 각각 양방의료이용자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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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많고 한방의료이용자는 여성이 많다든지 혹은 한방의료이용자가 양방
이나 양․한방협진의료이용자보다 월 소득이 많고 ‘지인의 소개나 가족 또
는 주위의 권유’로 병원을 선택하는 특성이 있었지만,고객만족도는 전체적
으로 양방의료이용자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의료이용형태에 따른 환자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그리고 건강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
하다.

2.의료이용형태별로 대상자의 특성에 적절한 마케팅을 적용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3.의료이용형태의 특성별 대상자 특성에 맞는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하
다.

4.전반적인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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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귀하의 건강을 기원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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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역사회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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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귀귀하하하와와와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항항항목목목에에에 VVV표표표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현재본인이느끼는건강상태 1)매우좋음 2)좋음 3)보통 4)나쁨 5)매우나쁨

2.치료받고 있는 질병의 진단명

3.현재의 질환을 처음 진단 받은 시기 개월 전

4.위 질환을 진단 받은 후 본원이 몇 번째 방문한 기관입니까? 번 째

5.현재 본원 입원기간 일 또는 개월

6.과거 다른 질병으로 입원한 경험 1)있다(병명 ) 2)없다

7.가족중귀하와같은질병을가지신분이있습니까?1)예(누구? )2)아니요

8.본원에서 선택한 진료 1)양방 2)한방 3)양․한방 협진

9.입원 경로 1)외래 2)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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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귀하가 본 병원을 선택하여 오게 된 동기를 모두 V표하여 주십시오.
111)))진료비가 저렴해서
2)의료진의 수준이 높아서
3)아는 사람의 소개로,가족과 주위의 권유로
4)집에서 가까워서
5)교통이 편리해서
6)타병원에서 의뢰 받아서
7)병원 명성이 높아서
8)진료비가 저렴해서
9)과거에 치료 경험이 있거나,다니던 병원으로 나의 병력을 잘 알아서
10)진료 대기 시간이 짧아서,필요한 진료를 제 때에 받을 수 있어서
11)진료 절차가 편리할 것 같아서
12)퇴원 후 환자 관리가 잘되어 있어서
13)진료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14)양방과 한방 진료를 같이 받을 수 있어서
15)의료진이 환자의 질문에 충분이 설명을 해주어서
16)환자들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가 친절하고 성실해서
17)119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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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본 병원에서 제공받은 진료에 만족하는 정도를 아래 숫자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매매매우우우 불불불만만만족족족))) (((매매매우우우 만만만족족족)))
1 2 3 4 5 6 7 8 9 10

12.매우 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본본본원원원에에에서서서 제제제공공공 받받받은은은 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대대해해해 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만만만족족족하하하는는는 정정정도도도
를를를 해해해당당당 난난난에에에 VVV표표표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항항항 목목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1)입원수속 절차는 편리하셨습니까?

2)입원 수속 후 병실 도착까지 대기 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3)입원예약에 만족하셨습니까?

4)입․퇴원 수속 담당직원은 친절하였습니까?

5)퇴원 수속 절차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6)담당의사는 검사,수술,병세,치료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까?

7)담당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 만족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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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항 목목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8)담당의사는 친절하였습니까?

9)입원 후 병실생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10)담당간호사는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
명해주었습니까?

11)간호사가 제공하는 처치,주사 등 간호서비스에
만족하셨습니까?

12)담당간호사는 친절하였습니까?

13)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맛,메뉴)는 만족하십니까?

14)음식,식기류는 위생적이었습니까?

15)배식원은 친절하였습니까?

16)병원식사는 주로 어떤 것으로 하셨습니까?
① 일반식 ②치료식

17)검사실 직원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
명해 주었습니까?

18)검사실 직원이 제공한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19)검사실 직원은 친절하였습니까?

20)진료나 검사 과정에서 신체노출 등 수치감을 느
끼지 않도록 직원이 충분히 배려하였습니까?

21)병실은 전반적으로 청결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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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항 목목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22)병실의 온도(냉/난방 상태)는 적절하였습니까?

23)병상의 공기는 쾌적하였습니까?

24)병실의 화장실은 청결하였습니까?

25)병실의 샤워실은 이용하기에 편리하셨습니까?

26)공동화장실은 이용하기에 만족하셨습니까?

27)휴식공간은 이용하기에 만족하셨습니까?

28)장애자 편의 시설은 이용하기에 만족하셨습니까?

29)주차시설은 이용하기에 만족하셨습니까?

30)공중전화는 이용하기에 만족하셨습니까?

31)외래객 식사 이용에 만족하셨습니까?(지하)

32)매점은 이용하시기에 만족하셨습니까?

33)병원 내 안내표지판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34)본 병원에서 지불하신 진료비 수준은 적절하였습니까?

35)본 병원에서 제공받은 각종 서비스에 만족하셨습니까?
36)다른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본 병원을 다시 이
용하시겠습니까?

37)진료가 필요할 경우 본 병원을 주위 분들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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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항항항목목목에에에 VVV표표표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성별 1)남 2)여
2.나이 만 세
3.학력 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전문)대학졸업 6)대학원 이상
4.결혼 상태 1)미혼 2)배우자 있음 3)사별,이혼,별거
5.종교 1)없다 2)개신교 3)천주교 4)불교 5)기타(무엇 )
6.직업
1)공무원 및 군인 2)사무직 3)전문직 4)기능 및 기술직
5)서비스직 6)단순노무직 7)상업 8)농․어․임업
9)주부 10)학생 11)무직

7.거주지 시(도) 도(군)
8.본 병원에 오실 때 주로 이용하신 교통편
1)지하철 2)버스 3)자가용 4)택시 5)기타( )

9.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 만 원
10.의료보장형태
1)건강보험 2)의료급여 3)산재보험 4)일반 5)기타(무엇 )

♣♣♣ 지지지금금금까까까지지지 질질질문문문에에에 응응응해해해주주주셔셔셔서서서 대대대단단단히히히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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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변변수수수 CCCrrrooonnnbbbaaaccchhh'''sssAAAlllppphhhaaa

고고고
객객객
만만만
족족족
도도도

입․퇴원절차 .7920

.8770

의사의 진료 .9382

간호 서비스 .8680

식사 .6772

검사 .6879

병실환경 .8999

편의시설 .8557

병원 종합 평가 .8515

<<<부부부록록록>>>신신신뢰뢰뢰도도도 검검검증증증



- 69 -

---AAABBBSSSTTTRRRAAACCCTTT---

AAAssstttuuudddyyyooonnnttthhheee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ooofffcccuuussstttooommmeeerrrsss
aaannndddsssaaatttiiisssfffaaaccctttiiiooonnnssscccaaallleeeaaabbbooouuutttssseeerrrvvviiiccceeeccclllaaassssssiiifffiiieeedddiiinnntttooocccllliiinnniiiccc
bbbeeetttwwweeeeeennnbbbiiiooommmeeedddiiiccciiinnneeeaaannndddTTTrrraaadddiiitttiiiooonnnaaalllKKKooorrreeeaaannnmmmeeedddiiiccciiinnneee

HHHeeeeeeJJJuuunnngggYYYaaannnggg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PPPuuubbbllliiicccHHHeeeaaalllttthhh
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DDDiiirrreeecccttteeedddbbbyyyPPPrrrooofffeeessssssooorrrIIIlll---sssuuunnnKKKooo

Thisstudyinvestigatedandcomparedcharacteristicsofsociology
ofpopulation ofmedicalserviceselection factors,health and disease
characteristicsandcustomers'satisfactions,etcofthepatientswhowere
hospitalizedatBiomedicine(thedepartmentofneurology,thedepartment
ofneurosurgery),TraditionalKorean Medicineservice,and integrated
service ofboth Biomedicine and TraditionalKorean Medicine at
integrated hospitalsforstrokethatbelonged to tertiary medicalcare
institutions.The subjects were the ones who were hospitalized at
hospitalsformedicalcareofstroke,and142copiesof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wereusedtocollect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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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findingswereasfollow:

Firstly,characteristicsofsociology ofthepopulation ofmedical
servicesuseofthesubjectshadsignificantdifferenceattransportation,
monthlyincomeand InsuranceCategory(medicare)guarantee,etc.In
otherwords,TraditionalKorean Medicineusersmadeuseofpublic
transportation,forinstance,subway,busesandtaxi,etcmorethanthe
oneswhomadeuseofeitherBiomedicineoranintegratedserviceof
both Biomedicine and TraditionalKorean Medicine:And,monthly
incomeofthefamilyoftheoneswhomadeuseofTraditionalKorean
MedicinewashigherthanthatoftheoneswhodidBiomedicine.The
healthinsuranceratiooftheoneswhomadeuseofTraditionalKorean
MedicinewashigherthanthatoftheoneswhodideitherBiomedicine
oran integrated serviceofboth Biomedicineand TraditionalKorean
Medicine,andtheoneswhomadeuseofBiomedicinepaidtomedicaid
themost.

Secondly,thepatientshadcharacteristicsofhealthanddiseasesof
theuseofmedicalservicesasfollow:Thenameofdiagnosisoftheuse
ofmedicalservices,theorderofvisitofmain hospitalafterinitial
diagnosis,and total period of hospitalization, etc had significant
difference.In otherwords,theoneswhomadeuseofanintegrated
serviceofbothBiomedicineand TraditionalKoreanMedicinesu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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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cerebralinfarctionmorethantheoneswhomadeuseofeither
Biomedicine 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And,after the first
diagnosis,theoneswhomadeuseofBiomedicinevisitedthehospital
quickerthan theoneswhomadeuseofeitherintegrated serviceof
both Biomedicine an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r Traditional
KoreanMedicine.Totalnumberofdayofhospitalizationoftheones
whomadeuseofTraditionalKoreanMedicineduring1to4weekswas
larger than thatofthe ones who did either Biomedicine or an
integratedserviceofbothBiomedicineandTraditionalKoreanMedicine:
And,thenumberoftheoneswho madeuseofBiomedicineto be
hospitalized atemergencyroom wasmuchlargerthantheoneswho
didTraditionalKoreanMedicinetobehospitalizedasoutpatients.

Thirdly, the selection motives of hospitals had significant
differencedependinguponuseofmedicalservices:Inotherwords,each
userofmedicalservicescommonlyfollowed'intimates'introductionand
family recommendation' the most frequently, and both users of
Biomedicineand usersofintegrated serviceofboth Biomedicinean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ought much of 'medical treatment
experienceinthepast',andusersofTraditionalKoreanMedicineoften
selected'intimates'introductionandrecommendationofeitherfamilyor
neigh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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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ly,satisfactionofmedicaltreatmentvarieddependingupon
types ofmedicalservices:In other words,satisfaction ofmedical
treatmentofusersofTraditionalKorean Medicine wasthe highest,
whilethatofBiomedicine wasthelowest.

Fifthly,customers'satisfaction varied depending upon typesof
medicalservices:Thecustomers'satisfactionofusersofBiomedicinewas
the highestatphysicians'medicaltreatmentas wellasconvenient
facilities,whilethatofusersofintegratedserviceofbothBiomedicine
and TraditionalKorean Medicinewasthehighestatarrangementfor
enteringandleavingahospital.

Inconclusion,characteristicsofsociologyofpopulationaswellas
characteristicsofhealthand diseasesvaried dependingupontypesof
medicalservices:In otherwords,men preferred Biomedicine,while
womendid TraditionalKoreanMedicine:Theoneswhomadeuseof
TraditionalKoreanMedicineearnedmoremonthlyincomethantheones
who made use ofeitherBiomedicine orintegrated service ofboth
BiomedicineandTraditionalKoreanMedicinedidmonthlyincome,and
the former selected hospitals by 'intimates' introduction and
recommendationofeitherfamilyorneighbors;,andtheoneswhomade
useofBiomedicinehadcustomers'satisfactionthe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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