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화정  건강진단 수검자의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에 관련된 요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역사회간호학과

나   혜   향



특화정  건강진단 수검자의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에 관련된 요인

지도   김   인   숙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역사회간호학과

나   혜    향



나  향의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년   6월    일



감사의 

 항상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의 논문을 세 하게 지도해 주신 김인숙 교수님과 논문의 주제

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신 채 문 교수님, 임상과 연구로 바쁘신 가운

데서도 흔쾌히 부심을 맡아주신 이상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

다.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이정렬 교수님과 김설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

사를 드립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계숙 간호부

장님, 신규때부터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신 송말순 간호차장님,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셨던 김종숙, 정순화, 김숙현, 노종숙 간호과장님, 옆 병동에

서 도와주신 윤희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외래 업무 

중에서도 알찬 설문조사를 해 주신 조명해 선생님과 내과 외래식구들께 감

사를 드리며, 박찬미 선생님, 64병동 소아과 간호사들께도 감사를 드립니

다. 또한 사랑과 관심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

니다.

 항상 기도의 후원자로 힘들 때 마다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신 가

족들과 두 아들 승민, 승훈이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3년 12월  나  향 올림



- i -

차  례

국문요약 ···················································································································ⅵ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용어의 정의······································································································3

Ⅱ. 이론적 배경 ······························································································6

  1. 고객만족도········································································································6

   가. 고객만족의 개념 ··························································································6

   나. 고객만족도의 측정방법 ··············································································8

  2. 고객충성도······································································································10

   가. 행동적 충성도····························································································12

   나. 태도적 충성도····························································································13

   다. 인지적 충성도····························································································14

   라. 재구매 의도 ································································································14

Ⅲ. 연구방법 ····································································································17

  1. 연구모형 ··········································································································17

  2. 연구대상 ··········································································································18



- ii -

  3. 연구도구 ··········································································································18

  4. 자료수집방법 ··································································································19

  5. 자료분석방법 ··································································································19

Ⅳ. 연구 결과 ·································································································21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 특성 ···························21

  2. 고객만족도 관련요인····················································································23

   가. 고객만족도의 전반적 수준······································································23

   나. 문항별 고객만족도 수준 ··········································································24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원별 고객만족도··············································29

   라.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특성에 따른 차원별 고객만족도··················34

   마. 일반적 특성,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 특성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37

   바. 차원별 고객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의 관련성··································39

   사. 전반적 만족도 관련요인··········································································40

  3. 고객충성도 관련요인····················································································43

   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객충성도····························································43

   나.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 특성에 따른 고객충성도······························45

   다. 차원별 고객만족도 및 전반적 만족도와 고객충성도와의 관련성····· 46

   라. 병원 재이용 의사 관련요인····································································47

   마. 주변에 병원이용 권유의향 관련요인····················································50



- iii -

Ⅴ. 고 찰 ············································································································52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52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55

Ⅵ. 결론 및 제언 ·························································································59

 

참고문헌 ··················································································································62

부록 ··························································································································68

문 초록 ················································································································73



- iv -

표 차 례

표 1.  고객충성도의 4가지 유형 ········································································16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1

표 3.  대상자의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 특성 ················································22

표 4.  차원별 고객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23

표 5.  문항별 고객만족도····················································································25

표 6.  일반적 특성별 시설, 이용 절차 및 의료진기술에 대한 만족도 ·····30

표 7.  일반적 특성별 직원친절성, 수검자에 대한 관심 및 안내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31

표 8.  일반적 특성별 검사종목, 검사비용에 대한 만족도···························33

표 9.  의료이용 특성, 건강 특성별 시설, 이용 절차 및 의료진기술에 

       대한 만족도 ·······························································································35

표 10. 의료이용 특성, 건강 특성별 직원친절성, 수검자에 대한 관심 및 

       안내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36

표 11. 의료이용, 건강 특성에 따른 검사 종목, 비용에 대한 만족도········37

표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38

표 13.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 특성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39

표 14. 차원별 고객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의 상관관계 ······························40

표 15. 전반적 만족도 관련요인에 대한 회귀분석··········································42

표 1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충성도 ····································································44

표 17.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 특성에 따른 충성도 ······································46



- v -

표 18. 차원별 고객만족도 및 전반적 만족도와 고객충성도와의 상관

      관계 ···············································································································47

표 19. 병원 재이용 의사 관련요인에 대한 회귀분석····································49

표 20. 주변에 권유할 의향 관련요인에 대한 회귀분석································51

그 림 차 례

그림 1. 연구의 틀 ··································································································17

부 록 차 례

부록 1. 설문지 ········································································································68



- vi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개 대학부속 종합병원이 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존 

및 성장을 위하여 특화정  건강진단에 참석한 수검자를 대상으로 특화정

 건강진단에 대한 만족도와 고객충성도를 측정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제 요인과의 관련성, 고객만족도의 구성요인과 고객 충성도의 관계를 규명

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대상자는 대학부속 종합병원에서 2003년 4월에서 11월 기간 중 특화정  

건강진단을 받은 수검자 60명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 동안 자료 수집하 다.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

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설문 조사하여 직접 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 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SAS(Ver 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 의료이용 특성, 건강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 고, 

일반적 특성과 의료이용 특성, 건강 특성에 따른 차원별 고객만족도, 전반

적 만족도, 고객충성도의 차는 t-검정과 분산분석, X2-test를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일반적 특성과 전반적 만족도 및 고객충성도(재이용 의사, 주변에 

권유할 의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련성은 상관분석, 차원별 고객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및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과 차원별 고객만족도와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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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의료이용 특성과 차원별 고객만족도와의 관련성에서는 병원이용 

경험(P=0.046)과 병원선택 주체(P=0.049)에 따라 검사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건강 특성과 차원별 고객만족도와의 관

련성에서는 질병 유무( p=0.031)에 따라 시설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특성과 전반적인 만족도와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으나, 건강 특성과는 질병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P=0.041).  

전반적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일반적 특성 중 교육과 수입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며, 질병 유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며, 차원별 고객만

족도에는 관련 요인이 없었다.

넷째, 재이용 의사 관련 요인은 일반적 특성 중 교육과 수입이며, 차원별 

고객만족도에서는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이며, 전반적인 만족도가 관련 

요인이다. 주변에 권유할 의향 관련 요인은 수입과 전반적인 만족도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로 볼 때 차원별 고객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를 설명

하는 변수군이 아니었으며, 재이용 및 주변권유 의향에 환자의 특성이 유

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수군으로서 이를 통해 환자측 요인이 고객충성도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한 연구들이 활성화 되어 병원경 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핵심되는 말 : 고객만족도, 고객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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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외부 환경의 변화로 병원의 경 이 어려워지는 원인은 첫째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기대감과 의료수요의 변화, 둘째 병원 경 자의 외부환

경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 셋째 정부의 각종 규제, 넷째 의료보험과 관련

된 제3자의 개입과 사회의 압력(유승흠, 1990) 등이다. 

  환자들은 과거의 의료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 각종 정보망을 통하여 의

료 지식을 습득하고 병원 선택에 있어서도 공급자 위주에서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소비자 위주의 의료시장으로 병원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

다. 이에 병원 경 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인식 차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자 위주, 환자 우선의 

철학이 앞서야 한다(김명호, 1984).

  따라서 우리나라 병원들이 고객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해지

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특정 병원을 이용한 고객이 다시 그 병

원을 이용하는 서비스 재구매 행위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병원의 서비스 

이용을 권고하는 행위 등이 고객충성도에 지대한 향을 미친다(이문규와 

홍성태, 2002 ; 이선희 등, 2002 ; 조우현 등 1999).

  종합건강진단(특화정  건강진단)은 질병의 위험인자를 발견해내거나 무

증상의 상태에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일군의 건강 검진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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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박일환 등, 1992). 

  종합건강진단의 중요성은 의료기관 측면으로 볼 때 종합건강진단 부문이 

각 병원의 의료서비스 다각화의 일환으로 외래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

스이면서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대표적인 서비스이고(이선희, 1990), 이 

부문의 경  성과는 다른 진료 부문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등 병원 전체

의 경 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전광석, 1990).

  일반 종합건강진단과 달리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특화정  건강진단 수

검자의 경우에 경증 및 건강인이기 때문에 본질적 서비스와 아울러 부가적 

서비스의 중요성이 크며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의 관계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역이므로 병원 경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검자의 유치

와 유지를 위해 부가적인 서비스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특화정  건강

진단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고객의 충성도는 의료기관의 경 에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번 특화정  건강진단을 이용한 경험자

의 판단과 주변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행하는 권고행위는 의료기관의 이용

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고객충성도가 가지는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 자

들은 이와 접한 관련성이 있는 고객만족도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

며 고객만족도와 고객충성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의료부문에서 고객만족도와 고객충성도와의 관련 연구들 가

운데 고객만족도의 세부 역이나 차원이 고객의 구매 행동이나 인지적 충

성도와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한금옥, 1995; 이선희 

등, 2002).

  이에 본 연구는 고객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통제한 후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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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만족도를 구성하는 각 차원별 고객만족도가 전반적 고객만족도와 고객충

성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약 750병상 규모의 일개 대학부속 종합병원의 건

강진단 센타에서 시행한 특화정  건강진단 수검자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측정하여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련성 및 고객만족도의 구성 요인

과 고객충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화정  건강진단 수검자의 프로그램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와 

차원별 만족도를 측정한다.

  둘째, 특화정  건강진단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고객충성도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료이용 특성, 건강 특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셋째, 특화정  건강진단 수검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고객 충성도와 

관련된 요인을 차원별 만족도의 구성 요인을 중심으로 규명한다.

 

3. 용어 정의

가. 특화정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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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강검진의 정의를 보면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의 위험인자를 발견해 

내거나, 무증상의 상태에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항목

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박일환, 1992).

  본 연구에서 특화정  건강진단은 수검자 1인에 계장급 이상 직원이 일

대일 안내자로 동행하여 수검자가 편안한 가운데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한

다. 또한 일반 건강진단은 남녀 구별하여 검사요일이 정해져 있는데 특화

정  건강진단은 부부가 같은 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수 있고, 4시간 내에 검진을 받음으로서 시간 절약이 되고, 건

강 검진 항목을 다양화 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건강 진단 프로그램을 말

한다. 검사 항목은 남녀 공통으로 삼차원(3D) 심장 컴퓨터단층 촬 (16ch 

3D C-T), 흉부 폐 컴퓨터 단층 촬 (16ch 3D C-T), 뇌 자기공명 상 촬

, 수면 위 및 대장내시경(위장, 대장질환 조기진단), 여성은 골 도 검사, 

유방 X-ray, 유방 및 갑상선 초음파, 골반 초음파,등 5가지 종목이며, 남성

은 전립선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검사등 2가지가 추가된다. 검사 비용은 남

자 226만원, 여자 260만원 정도이다.

나. 고객만족도

  고객만족도는 의료 서비스의 다양한 차원과 속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환자들에게 요약 평가되는 개념이다(최귀선, 1999).

  본 연구는 대한 병원 협회와 한국 의료 QA학회가 2000년에 공동으로 

개발한 Cosa2000 설문지 중 외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각 차원별 고객 

만족도를 측정한 점수이며, 각 차원별 고객만족도란 시설과 환경,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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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리성,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 직원들의 친절성과 성의, 수검자에 대

한 관심과 서비스, 안내자의 서비스 및 만족도, 검진종목에 대한 만족도, 

검진비용에 대한 만족도등 8가지 차원에 대한 만족도를 말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고객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 고객충성도

  서비스 충성도의 정의는 태도와 행동의 복합적인 관점으로 서비스에 대

한 상대적 태도와 재구매 행위간 관계의 강도이다(Dick 과 Basu, 1994).

  본 연구에서는 고객충성도를 특화정  건강건단을 받은 후 특화정  건

강건단이 필요한 사람에게 권유할 의향과 다시 특화정  건강진단이 필요

할 때 재이용할 의사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객 

충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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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고객만족도

가. 고객만족의 개념

오늘날 모든 의료기관은 치열한 경쟁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의료기관

이 대처하기 위해 고객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제품과 서비

스를 혁신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객만족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의 전략의 하나이다.

고객만족 경 이란 변화하는 경  환경으로부터 조직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요인과, 성장을 어렵게 하는 위협 요인을 분석해내고, 고객의 평

가와 반응을 중심으로 조직의 강, 약점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경  활동에 

결합시킴으로 현재의 상황에 조직을 적응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이며, 이러

한 과정에서 고객만족은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이란 일정기간 여러 번 구매와 상호 작용을 통해 습관적으로 물건이

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고객만족의 정의를 보면, 첫째, 고객만

족을 소비경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로 정의하는 것과 소비평가과정으로 정의

하는 것이다. 소비상황에 의한 평가과정 측면에서는 구매의사 결정 과정을 

통한 구매 전⋅후의 평가 과정을 중심으로 특정한 구매 선택과 관련된 선

택 후의 평가전 판단으로 정의하 다(Westbrook 와 Oliv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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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객만족을 인지적인 반응과 감성적인 반응으로 사전 기대와 사용 

후 성능간의 비교 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적 반응이다(Oliver, 1980). 또

한 고객만족을 사전 기대와 사용 후 지각되는 실제 제품성과 간의 지각된 

불일치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적 반응으로, 결과론적인 입장과 소비 평가 

과정 입장으로 볼 수 있다(Tse 와 Wilton, 1988). 이러한 고객만족이 인지

적⋅감성적 반응에 대해 이두희, 김준환(1995)은 만족을 인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심리적인 반응으로 보았다.

셋째는 고객만족의 개념을 단일 차원과 두 차원으로 본다. 단일 차원이

란 고객만족은 만족과 불만족이 동일 차원에서 발생하므로 불만족이 큰 것

은 만족이 작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 다(Czeipiel 와 Rosenberg, 1977). 이

에 반해 두 차원을 주장하는 경우 단일 차원과 두 차원의 결정은 관련제품

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소비자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차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매우 만족하면서도 또한 매우 

큰 불만족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 다(Maddox, 1981). 이런 관점에 대해 

현용진은 Maddox(1981)이후 본격적으로 행해진 개념구조의 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개념구조에 관한 한, 단일 차원과 두 차원 간에 어느 쪽이 더 

지배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하 다. 이와 같이 고객만족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직의 내․외부 고

객들이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나 소비(교환)후에 보여주는 인지적․정서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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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객 만족도의 측정방법

고객만족도 개념은 다양한 연구들에서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속성들로 설

명되고 정의되어 왔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속성들을 범주화하여 고

객만족도 구성요인으로 학자에 따라 여러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

다. 

보건정책자문단(Health policy and Advisory Unit)의 연구(1989)에서는 

초점집단 인터뷰와 요인 분석을 통하여 환자만족도의 구성요인을 의료서비

스와 정보제공, 물리적 시설, 비유형적인 환경, 식사의 양, 간호서비스등 6

개의 차원으로 정리하 고, 기존 고객만족도의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

하여 상호간 예절, 기술적인 질, 접근성, 편리성, 경제성, 유용성, 지속성, 

물리적인 환경 등 8가지를 구성요인으로 제시하 다(Ware 등, 1978). 또한  

Steiber 와 Krewinski(1990)는 9개 차원으로 접근성/편의성, 자원의 유용성, 

경제성, 쾌적한 주변 환경, 친절성, 정보수집, 정보제공, 의료의 지속성, 질

(quality)을 제시하 다. Hall 과 Dornan(1988)는 고객만족도의 구성요인으

로 시설, 접근성, 사회 심리적 문제에 대한 고려, 기술능력, 정보제공, 비용, 

관료주의, 전반적인 의료의 질, 결과, 의료의 지속성, 친절성의 11가지를 제

시하 다. Parasuraman 등(1988)은 SERVQUAL 척도의 5개 차원 22개 항

목으로 환자만족도의 구성요인을 제시하 다.

국내에서는 국내 118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만족도 조사 현황에 대

한 연구에서 환자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을 5개 차원(물리적 시설과 환경, 

절차의 편리성, 의료 인력의 기술수준과 전문성, 직원의 친절성, 정보제공) 

53개 구성요인으로 분류하 다(이선희 등, 1998).

각 학자들의 환자만족도 구성요인이 다양하며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물리

적인 시설과 환경, 의료진의 기술, 친절성, 편의성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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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측정 방법으로는 다차원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하는 방법 

외에 환자만족도의 총괄지표로서 의료기관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Reidenbach 와 Sandifer-Smallwood(1990)는 환자만족도와 서비스 질, 다

른 사람에게 권유의사와의 관계를 보기 위한 연구에서 환자만족도를 병원

에서 받은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1 = 매우 훌륭하

다, 5 = 매우 형편없다),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1 = 매

우 만족, 5 = 매우 불만족),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의사가 있습니까?(1 = 

매우 그렇다, 5 = 매우 그렇지 않다)의 세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 다. 

Woodside 등(1989)은 서비스 질, 환자만족도, 그리고 행동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환자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받은 서비스

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0= 매우 불만족, 10= 매우 만족)의 10점 척도로 

측정하 다.

이와 같이 총괄지표에 의한 환자만족도의 측정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난 

후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만족도를 가장 잘 대표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환자만족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만족도 구성요인에 대한 환자들의 평가 수준을 점수화하는 방법이다. 즉, 

만족도를 구성하는 개별 항목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까지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거나 이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절대적 수

준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측정이 용이하다

는 장점은 있으나 Oliver(1980)의 불일치 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 환자들의 

기대수준을 반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제기되고 있다(조우현 등, 1999).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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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기위해서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 전 기대수

준과 실제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난 후의 성과수준을 측정하여 성과수준

에서 기대수준을 차감하는 모형이나 기대수준과 성과수준을 동시에 측정하

는 모형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Tse 와 Wilton, 1988).

2. 고객충성도

충성도는 개인들이 특정 상표, 점포, 기업 등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는 경

향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Kofler 와 Armstrong, 1989). 기존의 마케

팅 분야의 연구에서 충성도는 특정상표, 특정점포, 특정기업 제품 등에 대

한 반복구매와 관련된 것으로 연구되어 왔고, 결국은 매출에 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어 왔다(Fourmier 와 Yao, 1997). 1950년대와 1960년

대의 상표충성도의 개념은 최근에 와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를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는 바로 고객임을 상기시키는 고객충성도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Jonathan, 1995). 기업이 개인의 충성도를 많이 확보함으로

써 얻게 되는 이점에는 적어도 마케팅 비용의 절감, 거래 비용의 감소, 소

비자의 유인(turn over)비용의 감소, 상호 판매 성공의 증가, 더 긍정적인 

구전효과, 실패비용의 감소 등을 말할 수 있겠다(Griffin, 1996).

고객충성도는 마케팅 계획의 중요한 전략적 목표중의 하나로 마케팅 노

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확고한 경쟁적 우위 점유를 위해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

한 전략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진다(김광근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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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충성도라는 개념은 코프랜드(Copeland, 1923)의 연구에서 처음 나타

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이 연구에서 ‘고객충성도’라는 용어를 직접 사

용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들은 어떤 상표에 대한 선호 혹은 지속성의 정

도에 따라 특정 상표에 대한 계속적인 태도가 구매자의 행동에 특별한 

향을 미친다.”라는 주장을 하 다. 이러한 주장은 후에 언급된 고객충성도

의 기본 개념과 일치한다.

  이 후 고객충성도의 개념적 정의와 그 측정방법에 대하여 많은 마케팅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접근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어떤 통일된 합의

점에는 도달하지못하고 있다. 더욱이 고객충성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유형재에 관한 연구이고 서비스산업에 있어서의 고객충성도와 관

련된 연구들은 최근에 들어서야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

직까지도 일반 제조업체의 고객충성도 관련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미비한 

실정이다.

  Parasuraman 등(1985)은 서비스 평가의 질을 인도하는 5가지 기저 역

을 제시했다. 즉 명백성, 신빙성, 책임성, 확실성, 감정성으로 지각된 질은 

인식적 평가처럼 유사한 특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역을 강화하는 시

장커뮤니케이션은 반복애고를 강화하는 것 같다. 자주 상기시키는 광고를 

통해서 태도 접근성 증가는 답례방문을 우선할 것이다.

  서비스 공급은 신념 충성도의 열쇠다. 잠재적 전환 비용은 물론 과거 구

매의 고객을 상기시키는 것은 충성도를 만드는 것과 유지함을 평가한다(정

양일 등, 1995).

  Czepiel 과 Gilmore(1987)는 서비스 충성도를 “특수한 상황에서 역동적인 

심리적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태도로 보고 몰입, 긍정적 태도, 사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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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일치감, 믿음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성향”이라고 정의하 고, Dick 과 

Basu(1994)는 서비스 충성도를 태도와 행동의 복합적인 관점에서 정의하

는데, “서비스 충성도란 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태도와 재구매 행위간 관계

의 강도”라고 하 다.

  최소 (1995)은 서비스 충성도를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 애호도”로 보고 

“소비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일관성을 가지고, 특정 서비스 제공자를 이

용하는 행동적 반응과 현재 이용중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

의 복합적인 성향”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충성도와 관련된 개념들은 주로 대상 상표나 점포에 대한 정의로서 상표

충성도나 점포충성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최근 들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박진 , 1999)

  기존 충성도 문헌의 검토에서 서비스 충성도의 개념은 행동적 충성도, 

태도적 충성도, 인지적 충성도, 재구매 의도 등 4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Gremler 와 Brown, 1998).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 충성

도의 구성요소 가운데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고객 행동(재구매 등)이다. 

서비스 충성도의 마지막 구성요소인 재구매 의도는 충성도 측정의 주요 수

단으로 이용되어진다. 

가. 행동적 충성도

  초기의 충성도의 정의는 대부분 이 행동적인 차원에 맞추어졌다

(Pritchard, 1991). 또한 충성도를 “재구매 행동의 가능성”, “소비자가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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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상표를 구매하는 빈도와 회수”라고 하 다. 비록 현재 논의되는 주장들

에서는 충성도가 단지 행동적인 차원만을 측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henberg et al., 1990; Krishnamurthi 와 Raj, 1991). 그러나 Dick 과 

Basu(1994)의 연구에서는 근본적인 재구매 행동의 제한된 요인들의 이해에

서 제공해 주는 행동적 차원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나. 태도적 충성도 

  Day(1969)는 태도적 충성도가 강한 내적 기질에 의해서 시도된 반복구

매를 구성하는 것으로 상표충성도로 보았다. 충성도 측정에 있어서 과거의 

행동적인 개념을 비판하고 상표충성도의 본질을 논의하고자 했고, 상표충

성도가 경쟁 상표를 평가하는 노력의 결과로서 개발된다고 하 다. 이 평

가과정의 결과는 특정 상표에 대한 몰입(commitment)으로 나타난다고 주

장하 다. Jacoby 와 Chestnut(1978)의 연구를 기초로해서 Pritchard(1991)

는 이 태도적 충성도 차원이 상표에 대한 심리적인 몰입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주장하 다. Jarvis 와 Wilcox(1976)는 이 태도적 차원이 고객의 선

호 혹은 의도를 포함한다고 주장하 다. 

  Jacoby 와 Kyner(1973)는 “단일 차원의 척도는 상표충성도와 같이 복잡

한 다차원적인 현상을 측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주장하 고, 그것은 

“충성도를 행동 혹은 태도 하나로 한정하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주장한 

Jacoby 와 Chestnut(1978)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충성도의 복합적

인 척도는 고객충성도 평가를 위한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서 제안되었고 사

용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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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지적 충성도

  충성도의 인지적인 차원은 행동적, 태도적 충성도의 복합적인 차원에 더

하여 최근 들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Jarvis 와 Wilcox(1976)는 인지적 충성도의 측정도구를 개발하 는데, 받

아들여지는 상표, 거절되는 상표, 소비자가 인지하는 상표의 수 등이 포함 

되어있다.

  이와 유사하게, Bellenger 등(1976)은 점포충성도 측정에 있어서 첫째, 그 

상점에서 쇼핑한 비율(%), 둘째, 선호에 의해서 매겨진 경쟁 상점들 중에

서의 순위, 셋째, 고객이 어떤 상품이 필요해서 그 상점을 떠올려 그 상점

에서 쇼핑하는 경향을 이용한 복합 척도를 이용하 다.

 

라. 재구매 의도

일반적으로 재이용 의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시 이 제품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가?’를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 Cronin 등(1992)은 서비스 

질, 만족도, 재이용 의사와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재이용 의사

를 측정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A서비스 업체를 이용하시겠습니까?’라는 1

개 항목을 7점 척도로 평가하 다. 한편, Boulding 등(1993)은 그의 연구에

서 재이용 의사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하겠습니까?’ 의 2개 항목을 이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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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ithaml 등(1996)은 재이용 의사를 보다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으

로 측정하기 위하여 충성도(loyalty), 전환의지(switch), 지불용의(pay 

more), 불만족한 사항에 대한 외적 불평행동(extermal response), 불만족한 

사항에 대한 내적 불평행동(internal response)의 5개 차원 13개 항목을 개

발하 다. 이 중 충성도 차원은 제공받은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의사가 있

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매우 높은 내적 일치도(Cronbach`s α값 0.93∼0.94)를 

보 다. 전환의지는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곳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차원으로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불용의에 대한 차원은 어느 정도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다시 이 서

비스를 이용하겠는가를 것으로 총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만족한 

사항에 대한 내적 불평행동 차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함들 느꼈다

면 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말하겠는가를 측정하는 차원으로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후 이학식 등(1999)은 호텔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재이용 의사를 평가

하기 위하여 Zeithaml 등(1996)이 제시한 13개 행동의도 항목들 중에서 연

구 상황에 적합한 11개 항목(충성도 4개 항목, 전환의지 1개 항목, 지불용

의 2개 항목, 불만족한 사항에 대한 외족 불평행동 3개 항목, 불만족한 사

항에 대한 내적 불평행동 1개 항목)을 선택하여 측정하 다. 

Griffin(1996)은 고객충성도를 ‘일정기간’이라는 조건을 내포하고 있으며, 

‘두 번 이상의 구매’를 조건으로 한다고 하 으며 이에 선행조건으로는 높

은 애착과 반복구매라고 하 고, (표 1) 과 같이 반복구매와 애착을 상호 

교차하여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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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객충성도의 4가지 유형

자료원 : Griffin, Jill. (1997). Customer Loyalty : How to Earn It, How To Keep 

It, 충성고객 이렇게 만든다. 코리아 리서치 센터(역). 세종서적, 

한편, 보건의료에서 재이용 의사를 측정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Woodside 

등(1989)이 의료서비스 질, 만족도, 재이용 의사와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하

여 재이용 의사를 측정하 다. 그들은 연구에서 재이용 의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시 이 병원을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1개 항목을 ‘매우 

그렇지 않다(0점)∼매우 그렇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측정하 다.

Reidenbach 등(1990)은 SERVQUAL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질 평가 연구

에서 재이용 의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 병원을 주위에 있는 친구나 친척

들에게 권유할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1개 항목을 ‘매우 그렇지 않다(1

점)∼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 다. 조우현 등(1994)은 

병원에서 SERVQUAL의 적용가능성을 검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결과변수

의 하나로 재이용 의사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시 이 병원을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 병원을 주위에 있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권

유할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2개 항목을 사용하 다.

이에 충성도의 여러 개념 중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은 후 재구매 즉 재

이용에 대한 의사와 이 병원을 주위에 있는 다른 친지나 친척들에게 권유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환자의 충성도를 측정하 다.    

반 복  구 매

상대적

애착

높음 낮음

높음 최우량 충성 잠재적 충성

낮음 타당적 충성 비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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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환자의 특성 차원별 만족도

ㆍ 성, 연령 ㆍ시설과 환경

ㆍ 소득수준 ㆍ이용절차의 편리성

ㆍ 교육수준 ㆍ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

ㆍ 거주지역 ㆍ직원들의 친절성과 성의

ㆍ수검자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의료이용특성 ㆍ안내자의 서비스 및 만족도

ㆍ병원이용경험 ㆍ검진종목, 비용에 대한 만족도 고객충성도

ㆍ비용인식 ㆍ재이용 의사

ㆍ주변에 권유할

  의향
ㆍ선택주체

건강특성

ㆍ질병 유무

 
     전반적 만족도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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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개 대학부속 종합병원에서 2003년 4월

에서 11월 기간 중 특화정  건강진단을 받은 수검자 60명을 대상으로 하

다.

3. 연구도구의 구성 및 변수 

  고객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 Measurement)란 의미로 이름 지어진 

Cosa2000 설문지 중 하나인 긴 외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이용하 다

(한국의료QA학회, 2000).

  설문지의 구성은 병원의 시설과 환경(9문항), 병원이용 절차상의 편리성

(5문항),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5문항), 병원 직원들의 친절성과 성의(5문

항), 수검자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5문항), 안내자의 서비스(3

문항), 검진종목(1문항), 검진비용(1문항) 등 총 34문항으로 의료기관(검진

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차원별(Dimension)로 구분하여 측정

하 다. 

측정 항목들 간에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확인하기 위해 크롬바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시설과 환경은 0.90, 이용 절차의 편리

성은 0.83,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은 0.79, 수검자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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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직원들의 친절성과 성의는 0.85이었다.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설문, 재이용 의사에 대한 설문, 자신 이외의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이용한 특화정  건강진단을 이용할 것의 권유 의향에 

대한 설문, 병원이용에 대한 설문 등 4문항과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 만족도, 차원별 만족도는 각각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 동안 자료 수

집하 다.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 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자와 연구자

가 충분한 교육을 시킨 연구 보조자 1명이 실시하 으며 건진 결과를 보러

온 내과 외래에서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사전 승인을 얻은 다

음 일대일 면접 설문하여 연구 대상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게 한 후 회

수하는 방법으로 수집하 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엑셀에 입력, 데이터 베이스화 한 후 SAS(Ver 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료이용 특성, 건강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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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과 의료이용 특성, 건강 특성에 따른 차원별 고객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고객충성도의 차는 t-검정과 분산분석,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3. 차원별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및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과의 관련성은 상관분석을 통해 관계성 여부를 판단하 다. 

  4. 전반적 만족도와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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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거주지역은 

(표 2)와 같다.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 56.7%, 여자 43.3%이다. 연령 분포

는 50-59세가 39.7%이며, 40세 이하는 8.6%이다. 월 소득수준은 299만원이

하가 7.0%, 500만원 이상이 64.9%로 소득 수준이 높았다. 교육 수준은 고

졸이 12.3%, 대졸이 63.2%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거주지역은 강남이 

69.5.%, 강북이 13.5%, 경기도가 17.0%로 강남 거주자가 많았다.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0 

 특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성별              남   34         56.7

             여   26         43.3

 연령              30세-39세    5          8.6

             40세-49세   22         37.9

             50세-59세   23         39.7

             60세-    8         13.8

 수입(만원)              299이하    4          7.0

             300-399    7         12.3

             400-499    9         15.8

             500이상   37         64.9

 교육수준              고졸    7         12.3

             대졸   36         63.2

             대학원이상   14         24.5

 거주지역              강남   41         69.5

             강북    8         13.5

             경기   1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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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의료이용 특성으로 특화정  건강진단을 하기전에 본 병원을 이

용한 경험, 건강진단 선택주체, 질병 유무는 (표 3)과 같다.

병원이용 경험은 외래이용이 43.3%, 입원이 16.7%, 이용 경험이 없는 수

검자는 40.0%이다. 특화정  건강진단 선택은 본인이 21.7%, 가족 소개가 

29.9%, 친지나 친구의 권유가 21.7%,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21.7%, 

기타 5.0%로 가족 및 친구의 권유 및 병원에 아는 사람의 소개가 대부분

을 차지한다. 질병 유무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수검자보다 질병이 없는 수

검자가 71.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3.  대상자의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 특성

n=60 

* 중복응답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병원이용경험 외래 26 43.3

입원 10 16.7

없음 24 40.0

건진선택주체 본인 13 21.7

가족 18 29.9

주위권유 13 21.7

병원관계자 13 21.7

기타 3 5.0

질병 유무* 없음 43 71.0

고혈압 3 5.0

당뇨 6 10.0

심장병 3 5.0

뇌졸증 1 2.0

간암 1 2.0

기타 3 5.0

계 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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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만족도 관련요인

가. 고객만족도의 전반적 수준

차원별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의 전반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차원별 만족도는 안내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4.23)가 가장 높게 

나왔고, 수검자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 만족도(4.21), 직원의 친

절성과 성의(4.11) 순으로 높게 나왔으며, 검진비용(3.63)과 병원의 시설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3.63)가 가장 낮았다. 차원별 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모

두 3점(보통)이상이다.

표 4.  차원별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n=60

   특 성               구 분 평균 ± 표준편차

차원별 만족도

               시설과 환경 3.63 ± 0.59

               이용절차의 편리성 4.08 ± 0.46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 4.09 ± 0.47

               직원의 친절성과 성의 4.11 ± 0.52

               수검자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설명 4.21 ± 0.50

               안내자의 서비스 4.23 ± 0.56

               검진종목 4.05 ± 0.70

               검진비용 3.63 ± 0.83

전반적 만족도 3.90 ±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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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항별 고객만족도 수준

  문항별 고객만족도 수준은 (표 5)와 같다. 병원 시설과 환경 부문에서의 

만족도는 낮으며, 이용절차의 편리성에서는 13.4%가 보통 이하이다. 의료

진의 기술과 전문성은 13.3%, 수검자에 대한 관심은 11.7%, 서비스 전반에 

대한 비용의 수준은 40.7%가 보통 이하로 만족도가 낮고, 직원의 친절성은 

18.3%, 전반적인 서비스는 18.3%, 재이용 의사는 15.1%, 주변권유 의향은 

18.7%가 보통 이하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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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문항별 고객 만족도

빈도(백분율)

문항

5 4 3 2 1
평균 ±

표준편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시설과 환경

1. 병원을 방문하실 때 교통

은 편리하 습니까?
10(16.7) 36(60.0) 11(18.3) 1(1.7) 2(3.3) 3.85 ± 0.84

2. 병원내부는 전반적으로 

깨끗하 습니까?
5(8.3) 40(66.7) 11(18.3) 4(6.7) - 3.77 ± 0.70

3. 병원내부의 환기상태는 

쾌적하 습니까?
5(8.3) 30(50.0) 20(33.4) 5(8.3) - 3.58 ± 0.77

4. 병원내부의 온도(냉/온

방)는 적당하 습니까?
5(8.5) 39(66.1) 14(23.7) 1(1.7) - 3.81 ± 0.60

5. 병원내부의 시설들(검사

실 등)을 찾기 쉬웠습니까?
7(11.7) 33(54.9) 15(25.0) 4(6.7) 1(1.7) 3.68 ± 0.83

6. 특화 정  건진 센터 및 

검사실은 안락하고 쾌적하

습니까?

12(20.0) 25(41.7) 20(33.3) 3(5.0) - 3.77 ± 0.83

7. 주차시설은 이용하시기에 

편리 하 습니까?
3(5.1) 18(30.5) 20(33.9) 14(23.7) 4(6.8) 3.03 ± 1.02

8. 병원 내 화장실 시설은 

깨끗하 습니까?
5(8.3) 32(53.4) 21(35.0) 2(3.3) - 3.67 ± 0.68

9. 이상을 고려할 때 병원의 

시설과 환경에 대해서 만족

하십니까?

4(6.7) 29(48.3) 23(38.3) 4(6.7) - 3.55 ± 0.7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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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5 4 3 2 1
평균 ±

표준편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병원이용 절차의 편리성

1 . 특화정 건진예 약 은      

원하는시간에 할 수 있었

습니까?

14(23.3) 39(65.1) 2(3.3) 5(8.3) - 4.03 ± 0.78

2. 예약된 검사시간이 잘   

지켜졌습니까?
11(18.3) 45(75.0) 4(6.7) - - 4.12 ± 0.40

3. 등록 및 특화 정  건진  

접수 절차는 간편하 습   

니까?

15(25.4) 43(72.9) 1(1.7) - - 4.24 ± 0.47

4. 등록 및 접수, 수납창구  

에서의 대기 시간은 

적당하 습니까?

12(20.0) 41(68.3) 5(8.3) 1(1.7) 1(1.7) 4.03 ± 0.71

5. 이상을 고려할 때 병원  

이용 절차에 대해서 만족

족하십니까?

8(13.3) 44(73.3) 7(11.7) 1(1.7) - 3.98 ± 0.57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

1. 특화정  건진 의사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12(20.0) 43(71.7) 5(8.3) - - 4.12 ± 0.52

2. 담당 간호사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20.3) 42(71.2) 5(8.5) - - 4.12 ± 0.55

3. 다른 과 의료진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10(17.0) 39(66.1) 7(11.9) 3(5.0) - 3.95 ± 0.71

4. 의료기기 및 장비의 

수준은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8(30.0) 36(60.0) 6(10.0) - - 4.20 ± 0.61

5. 이상을 고려할 때 의료  

진의 기술과 전문성에  대

해서 만족하십니까?

16(26.7) 36(60.0) 8(13.3) - - 4.13 ± 0.6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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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문항

5 4 3 2 1
평균 ±

표준편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수검자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

1. 수검절차 및 수납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

니까?

18(30.0) 39(65.0) 3(5.00) - - 4.25 ± 0.54

2. 수검 후 다음 진행절차(결

과안내 등)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까?

23(38.3) 32(53.3) 4(6.7) 1(1.7) - 4.28 ± 0.67

3. 담당안내자는 귀하의 상태

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 습

니까?

20(33.3) 34(56.7) 6(10.0) - - 4.23 ± 0.62

4. 담당 안내자의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2(36.7) 34(56.6) 4(6.7) - - 4.30 ± 0.59

5. 담당 안내자가 귀하의 증

상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들어 주었습니까?

18(30.0) 34(56.7) 8(13.3) - - 4.17 ± 0.64

6. 의료진은 특화 정 건진과

정에서 알게 된 수검자의 비

을 잘 지켜주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16(27.6) 37(63.8) 5(8.6) - - 4.19 ± 0.57

7. 특화정  건진에 걸린 시

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19(31.7) 34(56.6) 7(11.7) - - 4.20 ± 0.63

8. 이상을 고려할 때 수검자

에 대한 의료진의 관심과 서

비스에 대한 설명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15(25.0) 38(63.3) 6(10.0) 1(1.7) - 4.12 ± 0.64

9. 귀하는 특화정  건진 종

목에 만족 하십니까?
14(23.3) 37(61.7) 7(11.7) 2(3.3) - 4.05 ± 0.70

10. 수검을 포함하여 귀하가 

받은 서비스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지불하신 비용 의 수

준은 적절하 습니까?

7(11.9) 28(47.4) 20(33.9) 3(5.1) 1(1.7) 3.63 ± 0.83



- 28 -

문항

5 4 3 2 1
평균 ±

표준편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직원들의 친절성과 성의

1. 특화 정  건진 시 의사

의 태도는 친절하 습니

까? 

2.(33.9) 35(59.3) 3(5.1) 1(1.7) - 4.25 ± 0.63

2. 담당 안내자의 태도는 

친절 하 습니까? 
23(38.3) 36(60.0) 1(1.7) - - 4.37 ± 0.52

3. 기타 검사요원이나 치료

요원(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내시경실 등)의 태도는 친  

절 하 습니까? 

19(32.2) 33(55.9) 7(11.9) - - 4.20 ± 0.64

4. 안내․경비 및 주차요원 

등은 친절하 습니까? 
9(15.5) 27(46.6) 20(34.5) 1(1.7) 1(1.7) 3.72 ± 0.81

5. 이상을 고려할 때 병원

직원들의 친절성과 성의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11(18.3) 38(63.4) 11(18.3) - - 4.00 ± 0.61

전반적서비스 및 충성도 문항

1. 귀하가 받으신 서비스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9(15.0) 40(66.7) 9(15.0) 2(3.3) - 3.90 ± 0.78

2. 다시 특화정 건진을 받

아야 할 때 저희 병원을 

다시 이용 하시겠습니까?

17(28.3) 34(56.6) 7(11.7) 1(1.7) 1(1.7) 4.08 ± 0.78

3. 주위 분들 중 특화정  

건진이 필요한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면 저희 병원

을 이용하라고 권유하시겠

습니까?

18(30.5) 30(50.8) 9(15.3) 1(1.7) 1(1.7) 4.07 ±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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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원별 고객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원별 만족도 중 시설과 환경, 이용절차의 

편리성, 의료진의 기술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표 6)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자

가 남자보다 만족도가 약간 높으며, 연령은 30-39세가 다른 연령대 보다 

만족도가 높다.

교육수준은 대학원졸 이상이 시설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의료진의 기

술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용 절차는 고졸이 높게 나왔다. 소득수준은 수

입이 299만원 이하가 시설과 환경 및 이용 절차의 만족도가 높다. 거주지

역은 강남 거주자가 시설과 환경, 이용절차 및 의료진의 기술에 대한 만족

도가 높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원 친절성, 수검자에 대한 관심, 안내자

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표 7)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자(4.15, 4.31)가 

남자(4.05, 4.14)보다 직원 친절성과 수검자의 관심, 안내자의 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가 높고, 연령은 30-39세가 다른 연령대 보다 안내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50-59세 연령대가 직원 친절성, 수검자에 대한 관심

에 대한 만족도(4.30)가 다른 연령 대에 비해 높다. 교육수준은 대학원졸이

상이 직원 친절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수검자에 대한 관심은 비슷하게 

나왔다. 소득수준은 수입이 299만원 이하가 직원 친절성, 수검자에 대한 관

심, 안내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거주 지역은 강남 거주자가 수

검자에 대한 관심, 안내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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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반적 특성별 시설과 환경, 이용절차 및 의료진기술에 대한 만족도

                                                          n=60

특성 구 분 실수
시설과 환경 이용절차의 편리 의료진의 기술

평균 ± 표준편차      p값

성별 남 34 3.57 ± 0.64
0.321

4.06 ± 0.50
0.701

4.05 ± 0.51
0.467

.여 26 3.72 ± 0.51 4.11 ± 0.41 4.15 ± 0.45

연령 30세-39세 5 4.28 ± 0.44

0.505

4.24 ± 0.48

0.781

4.24 ± 0.65

0.496
40세-49세 22 3.59 ± 0.62 4.01 ± 0.55 3.96 ± 0.50

50세-59세 23 3.71 ± 0.50 4.08 ± 0.40 4.17 ± 0.50

60세- 8 3.42 ± 0.67 4.08 ± 0.30 4.03 ± 0.17

교육 고 졸 7 3.68 ± 0.55

0.534

4.11 ± 0.45

0.885

4.06 ± 0.61

0.932대 졸 36 3.57 ± 0.51 4.10 ± 0.39 4.07 ± 0.42

대학원이상 14 3.77 ± 0.74 4.03 ± 0.68 4.11 ± 0.61

수입 299이하 4 4.06 ± 0.67

0.305

4.15 ± 0.60

0.909

4.00 ± 0.00

0.809
(만원) 300-399 7 3.57 ± 0.79 4.00 ± 0.26 3.94 ± 0.15

400-499 9 3.38 ± 0.51 3.98 ± 0.25 4.00 ± 0.59

500이상 37 3.63 ± 0.56 4.06 ± 0.50 4.11 ± 0.52

거주 강 남 41 3.72 ± 0.60

0.161

4.17 ± 0.52

0.095

4.14 ± 0.46

0.585지역 강 북 8 3.29 ± 0.70 3.93 ± 0.15 3.98 ± 0.33

경 기 10 3.57 ± 0.42 3.86 ± 0.23 3.94 ± 0.65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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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반적 특성별 직원친절성, 수검자에 대한 관심 및 안내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n=60

특성 구 분 실수
직원 친절성 수검자의 관심 안내자 서비스

        평균 ± 표준편차      p 값

성별 남 34 4.05 ± 0.55
0.299

4.14 ± 0.54
0.191  

4.13 ±0.59
0.096

여 26 4.19 ± 0.47 4.31 ± 0.43 4.37 ± 0.50 

연령 30세-39세 5 4.08 ± 0.54

0.597

4.28 ± 0.44

0.496

4.53 ±0.50

0.175
40세-49세 22 4.03 ± 0.54 4.09 ± 0.52 4.06 ±0.58

50세-59세 23 4.21 ± 0.47 4.30 ± 0.51 4.35 ±0.56

60세- 8 4.00 ± 0.56 4.13 ± 0.44 4.08 ±0.46

교육 고졸 7 4.20 ± 0.55

0.782

4.23 ± 0.56

0.932

4.05 ±0.76

0.487대졸 36 4.08 ± 0.52 4.23 ± 0.46 4.31 ±0.49

대학원이상 14 4.17 ± 0.58 4.17 ± 0.64 4.17 ±0.69

수입 299이하 4 4.25 ± 0.50

0.810

4.25 ± 0.50

0.150

4.25 ±0.50

0.214
(만원) 300-399 7 4.00 ± 0.27 3.91 ± 0.16 3.86 ±0.38

400-499 9 3.98 ± 0.52 3.96 ± 0.49 4.04 ±0.39

500이상 37 4.08 ± 0.52 4.26 ± 0.50 4.29 ±0.59

거주 강남 41 4.13 ± 0.50

0.862

4.24 ± 0.51

0.585

4.29 ±0.53

0.493지역 강북 8 4.03 ± 0.61 4.04 ± 0.33 4.08 ±0.39

경기 10 4.14 ± 0.57 4.18 ± 0.59 4.10 ±0.80

*: P<0.0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검사종목 및 검사비용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표 8)

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먼저 검사종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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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서는 남자는 88.2%가 만족한다 라고 하 고, 여자는 80.8%가 만족

한다 라고 하 다. 연령은 50-59세에서 87%가 만족한다 라고 나왔고, 교육

수준은 대학원졸에서 92.9%가 만족한다 라고 나왔다. 소득수준은 수입이 

299만원 이하 대와 300만원 대가 각각 100%가 만족한다 라고 하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검사비용에 대한 만족도도 검사비용과 같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성별에서는 남자는 57.6%, 여자는 

61.5%가 만족한다 라고 하 다. 연령은 50-59세에서 68.2%가 만족한다 라

고 나왔고, 교육수준은 대학원졸에서 64.3%가 만족한다 라고 나왔다. 소득

수준은 수입이 300만원 대에서 100%가 만족한다 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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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일반적 특성별 검사종목, 검사비용에 대한 만족도

                                                      빈도(백분율)

 

특성 구분 명
검사 종목 검사 비용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성별 남 34 30(88.2) 3 (8.8) 1(3.0) 19 (57.6) 13 (39.4) 1 (3.0)

여 26 21 (80.8) 4 (15.4) 1(3.8) 16 (61.5) 7 (26.9) 3 (11.6)

    통계량*/p값 0.68 / 0.713 2.26 / 0.323

연령 30세-39세 5 4 (80.0) 1 (20.0) 0(0.0) 3 (60.0) 2 (40.0) 0 (0.0)

40세-49세 22 18 (81.8) 2 (9.1) 2(9.1) 11 (50.0) 9 (40.9) 2 (9.1)

50세-59세 23 20(87.0) 3 (13.0) 0(0.0) 15 (68.2) 7 (31.8) 0 (0.0)

60세 이상 8 8 (100) 0 (0.0) 0(0.0) 5 (62.5) 2 (25.0) 1 (12.5)

     통계량*/p값 5.00 / 0.544 4.00 / 0.677

교육 고졸 7 6(85.7) 0 (0.0) 1(14.3) 4 (57.1) 2 (28.6) 1 (14.3)

대졸 36 31(86.1) 5 (13.9) 0(0.0) 21 (60.0) 13 (37.1) 1 (2.9)

대학원이상 14 13(92.9) 0 (0.0) 1(7.1) 9 (64.3) 4 (28.6) 1 (7.1)

      통계량*/p값    7.08 / 0.132 1.86 / 0.761

수입 299이하 4 4 (100) 0 (0.0) 0(0.0) 3 (75.0) 0 (0.0) 1 (25.0)

(만원) 300-399 7 7 (100) 0 (0.0) 0(0.0) 7 (100) 0 (0.0) 0 (0.0)

400-499 9 6 (66.7) 2 (22.2) 1(11.1) 5 (55.6) 3 (33.3) 1 (11.1)

500이상 37 31(83.8) 5 (13.5) 1(2.7) 18 (48.6) 17 (46.0) 2 (5.4)

     통계량*/p값 4.71 / 0.581 10.70 / 0.098

거주 강남 41 34 (82.9) 6 (14.6) 1(2.5) 24 (60.0) 13 (32.5) 3 (7.5)

지역 강북 8 7 (87.5) 1 (12.5) 0(0.0) 5 (62.5) 3 (37.5) 0 (0.0)

경기 10 9 (90.0) 0 (0.0) 1(10.0) 6 (60.0) 3 (30.0) 1 (10.0)

     통계량*/p값 3.18 / 0.528 0.799 / 0.939

* X 2-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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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 특성에 따른 차원별 고객만족도

의료이용 특성은 대상자의 병원이용 경험과 건강진단 선택 주체이며, 건

강 특성은 질병 유무를 의미한다. 대상자의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 특성에 

따른 차원별 만족도 중 시설과 환경, 이용절차의 편리성, 의료진의 기술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표 9)와 같이 질병 유무에서 시설과 환경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031), 그 외 의료이용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병원 이용 경험

에서는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수검자가 시설과 환경 및 이용절차에 

만족도가 높고, 의료진의 기술에 대한 만족도는 병원이용 경험이 있는 수

검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선택 주체는 본인이나 가족이 권유한 경우가 시

설과 환경에서 만족도가 높고, 이용절차 및 의료진의 기술은 그 외 소개가 

만족도에서 약간 높았다. 질병 유무는 질병이 있는 수검자가 질병이 없는 

수검자에 비해 시설과 환경, 이용 절차의 편리성 및 의료진의 기술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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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의료이용 특성, 건강 특성별 시설, 이용 절차 및 의료진기술에 대한  

       만족도                                                n=60

특성 구 분 실수
시설과 환경 이용절차의 편리 의료진의 기술

  평균 ± 표준편차        p 값

병원 외래 26 3.63 ± 0.51
0.478

3.95 ±0.51
  0.131

4.08 ± 0.55

이용 입원 10 3.44 ± 0.44 4.12 ±0.38 4.16 ± 0.51  0.896

경험 없음 24 3.72 ± 0.72 4.21 ±0.41 4.08 ± 0.42

선택 본인,가족 31 3.72 ± 0.62
0.233

4.06 ±0.54
0.719

4.07 ± 0.49
0.716

주체 그외에 29 3.54 ± 0.56 4.10 ±0.38 4.12 ± 0.49

질병 있다 17 3.90 ± 0.56
0.031

4.19 ±0.41
0.255

4.14 ± 0.43
0.636

유무 없다 43 3.53 ± 0.58 4.04 ±0.48 4.07 ± 0.51

*: P<0.05

대상자의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 특성에 따른 차원별 만족도 중 직원의 

친절성, 수검자에 대한 관심, 안내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표 

10)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병원이용 경험에서는 병원이용 경험이 없는 수검자의 만족도가 

높고, 선택주체는 본인이나 가족이 소개한 경우는 시설과 환경에 대한 만

족도 높다. 질병 유무는 질병이 있는 수검자가 질병이 없는 수검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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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의료이용 특성, 건강 특성별 직원 친절성, 수검자에 대한 관심 및  

     안내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n=60

*: P<0.05

대상자의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 특성에 따른 차원별 만족도 중 검사종

목과 검사비용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표 11)과 같다. 먼저 검사종목에 대

한 만족도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병원이용 

경험에서는 이용경험이 없는 수검자의 만족도가 87.5%로 가장 높게 나왔

고, 선택 주체에서는 가족 외의 소개가 89.7%가 만족한다 라고 하 고, 질

병이 있는 수검자가 94.1%가 만족한다 라고 나왔다. 

검사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병원이용 경험과 선택주체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 고(p=0.030) (p=0.046), 질병이 있는 수검자의 만족도가 

70.6%로 나왔다. 병원이용 경험에서는 이용경험이 없는 수검자의 만족도가 

70.8% 가장 높게 나왔고, 선택 주체에서는 본인 및 가족의 소개가 63.3%

로 만족한다 라고 나왔다. 

특성 구 분 실수
직원친절성 수검자에대한관심 안내자 서비스

평균 ± 표준편차    p값

병원 외래 26 4.16 ± 0.48

0.142

4.18 ± 0.51

0.769

4.21 ± 0.62

0.561이용 입원 10 3.82 ± 0.50 4.16 ± 0.47 4.10 ± 0.55

경험 없음 24 4.19 ± 0.54 4.27 ± 0.51  4.32 ± 0.52

선택 본인,가족 31 4.14 ± 0.46
0.653

4.21 ± 0.50
0.966

4.23 ± 0.56
0.916

주체 그외에 29 4.08 ± 0.58 4.21 ± 0.50 4.24 ± 0.58

질병 있다 17 4.15 ± 0.66
0.719

4.36 ± 0.47
0.129

4.33 ± 0.55
0.392

유무 없다 43 4.10 ± 0.46 4.15 ± 0.50 4.19 ±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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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의료이용, 건강 특성에 따른 검사 종목, 비용에 대한 만족도

빈도(백분율)

특성 구분 명
검사 종목 검사 비용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병원 외래 26 22(84.6) 2 (7.7) 2 (7.7) 16 (64.0) 6 (24.0) 3 (12.0)

이용 입원 10 8 (80.0) 2 (20.0) 0 (0.0) 2 (20.0) 7 (70.0) 1 (10.0)

경험 없다 24 21(87.5) 3 (12.5) 0 (0.0) 17 (70.8) 7 (29.2) 0 (0.0)

  통계량* / p값 3.62 / 0.459 10.75 / 0.030

병원 본인,가족 31 25 (80.7) 4 (12.9) 2 (6.4) 19 (63.3) 7 (23.4) 4 (13.3)

선택 그밖에 29 26(89.7) 3 (10.3) 0 (0.0) 16 (55.2) 13 (44.8) 0 (0.0)

  통계량* / p값 2.10 / 0.350 6.04 / 0.049

질병 있다 17 16(94.1) 1 (5.9) 0 (0.0) 12 (70.6) 5 (29.4) 0 (0.0)

없다 43 35 (81.4) 6 (14.0) 2 (4.6) 23 (54.8) 15 (35.7) 4 (9.6)

  통계량* / p값 1.70 / 0.427 2.27 / 0.321

*X 2-  
  

test

마. 일반적 특성,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 특성에 따른 전반  

     적 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를 보면 (표 12)와 같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성별에서는 여자(84.6%)가 남자(79.4%)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높고, 연령은 60세 이상이 100%로 다른 연령 대에 비해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83.3%로 만족도가 높았다. 수입은 400만

원 대가 100%로 가장 높고, 거주지역은 강북이 강남보다 약간 높게 나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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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

                                                                      빈도(백분율)

특성 구분 실수
전반적인 만족도

통계량* p값
만족 보통 불만

성별 남 34 27 (79.4) 6 (17.7) 1(2.9)
0.45 0.798

여 26 22 (84.6) 3 (11.5) 1(3.9)

연령 30세-39세 5 4 (80.0) 1 (20.0) 0(0.0)

7.55 0.273
40세-49세 22 16 (72.7) 6 (27.3) 0(0.0)

50세-59세 23 19 (82.6) 2 (8.7) 2(8.7)

60세- 8 8 (100) 0 (0.0) 0(0.0)

교육 고졸 7 5 (71.4) 1 (14.3) 1(14.3)

4.27 0.371대졸 36 30 (83.3) 6 (16.7) 0(0.0)

대학원이상 14 11 (78.6) 2 (14.3) 1(7.1)

수입 299이하 4 3 (75.0) 0 (0.0) 1(25.0)

9.32 0.156
(만원) 300-399 7 6 (85.7) 1 (14.3) 0(0.0)

400-499 9 9 (100) 0 (0.0) 0(0.0)

500이상 37 28 (75.7) 8 (21.6) 1(2.7)

거주 강남 41 35 (85.4) 5 (12.2) 1(2.4)

2.29 0.683지역 강북 8 7 (87.5) 1 (12.5) 0(0.0)

경기 10 7 (70.0) 2 (20.0) 1(10.0)

* X 2-  
  

test 

대상자의 의료이용 특성, 건강 특성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를 보면 (표 

13)과 같이 질병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41),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병원이용 경험에서 외래이용 경험이 있는 

수검자가 84.6%로 전반적 만족도가 가장 높고, 선택 주체는 그 밖의 소개

가 86.2%가 만족한다 라고 나왔다. 질병 유무는 질병이 없는 수검자가 

81.4% 만족한다 라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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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 특성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

                                                                      빈도(백분율)

 * X 2-  
  

test 

바. 차원별 고객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의 관련성

차원별 고객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점수를 상관 분석한 결과 (표 14)와 

같이 차원별 고객만족도 변수들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으나 전

반적 만족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차원별 고객만족도 중 

수검자 관심과 안내자의 서비스와의 상관관계가 0.84로 가장 높았고, 수검

자 관심과 검진종목은 0.66으로 높았다. 반면 시설과 환경, 안내자의 서비

스와는 가장 낮은 상관관계(0.36)로 나타났다.

 

특성 구분 실수
전반적인 만족도

통계량* p값
만족 보통 불만

병원이용 외래 26 22 (84.6) 3 (11.5) 1(3.9)

6.19 0.19 경험 입원 10 6 (60.0) 4 (40.0) 0(0.0)

없다 24 21 (87.5) 2 (8.3) 1(4.2)

선택주체 본인,가족 31 24 (77.4) 6 (19.4) 1(3.2)
0.95 0.620

그밖에 29 25 (86.2) 3 (10.3) 1(3.5)

질병유무 있다 17 14 (82.4) 1 (5.9) 2(11.7)

6.37 0.041
없다 43 35 (81.4) 8 (18.6)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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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차원별 고객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의 상관관계

시설
이용

절차

의료진

기술

수검자

관심

직원

친절성

안내자

서비스

검진

종목

검사

비용

B 0.40**

C 0.43** 0.38**

D 0.45** 0.53** 0.64***

E 0.47** 0.34** 0.45** 0.63***

F 0.36** 0.35** 0.55*** 0.84*** 0.63***

G 0.53*** 0.42** 0.62*** 0.66*** 0.54*** 0.56***

H 0.39** 0.41** 0.41** 0.59*** 0.50*** 0.49*** 0.65***

T  0.07  0.02  0.19 0.13  0.10   0.14  0.13 0.12

  *: P<0.05, **: P<0.01, ***: P<0.0001

 A: 병원의 시설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

 B: 병원 이용절차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C: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D: 수검자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E: 병원직원들의 친절성과 성의, F: 안내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G: 검사종목, H: 검사비용, T: 전반적 만족도

사. 전반적 만족도 관련요인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모형 1과 모형 1에 차원별 고객만족도를 독

립변수로 추가 투입한 모형 2의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대상자 특성만을 독립변수군으로 투입한 모형 1은 교육수준이 고졸에 비

해 대졸(회귀계수=0.810, p=0.042), 대학원졸(회귀계수=0.870, p=0.050)이상

인 수검자들의 전반적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수입도 2백미만에 비해



- 41 -

서 2백대(회귀계수=1.956, p=0.017), 3백대(회귀계수=1.710, p=0.013), 4백대

(회귀계수=1.671, p=0.010), 5백대(회귀계수=1.558, p=0.012)이상인 수검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모형 1에서 교육과 수입이 전반적 만

족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3.7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모형 1에 

차원별 고객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추가 투입한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서와 

같이 수입이 2백미만에 비해서 2백대(회귀계수=2.462, p=0.006), 3백대(회귀

계수=1.796, p=0.010), 4백대(회귀계수=2.101, p=0.002), 5백대(회귀계수

=1.851, p=0.006)이상의 수검자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질

병 유무에서는 질병이 없는 수검자에 비해서 질병이 있는 수검자가(회귀계

수=-0.623, p=0.025)전반적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왔고, 50.0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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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전반적 만족도 관련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계수 오차 유의성 계수 오차 유의성

일반적특성

연령 0.009 0.015 ns 0.005 0.015 ns

성별(남/여) -0.288 0.245 ns -0.259 0.252 ns

교육(대졸/고졸) 0.810 0.385 0.042* 0.799 0.391 ns

교육(대학원/고졸) 0.870 0.431 0.050* 0.824 0.440 ns

수입(2백대/2백미만) 1.956 0.782 0.017* 2.462 0.827 0.006**

수입(3백대/2백미만) 1.710 0.654 0.013* 1.796 0.655 0.010**

수입(4백대/2백미만) 1.671 0.616 0.010** 2.101 0.633 0.002**

수입(5백대/2백미만) 1.558 0.589 0.012* 1.851 0.620 0.006**

질병(있다/없다) -0.306 0.244 ns -0.623 0.265 0.025*

거주지역

(강남/강북,경기)
0.178 0.274 ns 0.184 0.285 ns

병원이용

(외래,입원/없음)
0.113 0.232 ns 0.181 0.244 ns

건진선택

(본인,가족/기타)
-0.168 0.232 ns -0.199 0.247 ns

차원별 고객만족도

시설과 환경 0.336 0.248 ns

이용절차의 편리성 -0.330 0.284 ns

의료진기술과 전문성 -0.225 0.358 ns

수검자관심 0.162 0.489 ns

직원친절성과 성의 -0.400 0.287 ns

안내자서비스 0.073 0.369 ns

검사종목 0.275 0.304 ns

검사비용 0.230 0.208 ns

R
2

0.3371 0.5004

유의성 *: P<0.05, **: P<0.01, ***: P<0.000, ns:의미없음

모형1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넣은 모형

모형2  일반적 특성, 차원별 고객만족도를 독립변수로 넣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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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충성도 관련요인

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객충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충성도를 보면 (표 16)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먼저 재이용 의사를 보면 성별에서는 여자

가 남자보다 재이용 의사가 높으며, 연령은 30-39세가 100%로 다른 연령

대 보다 재이용 의사가 높다. 교육은 고졸에서 100%로 높고, 소득수준은 

400만원대가 100%로 가장 높다. 거주지역은 경기 거주자가 90%로 재이용 

의사가 높았다.

주변권유 의향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성별

에서는 남자가 81.8%로 여자 80.8%보다 약간 높게 나왔고, 연령은 30-39

세가 100%로 높게 나왔고, 40대는 68.2%로 낮게 나왔다. 교육수준은 비슷

하게 나왔고 소득수준은 300만원대가 85.7%로 가장 높았다. 거주지역은 강

남 거주자가 82.5%로 높게 나왔다.

대상자의 의료이용 특성에 따른 재이용 의사의 차이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병원이용 경험 중 이용한 경험이 없는 수검자의 재

이용n의사가 87.3%로 나왔고, 병원 선택에서는 본인이나 가족 소개보다 그 

밖에가 86.2%로 높게 나왔다. 질병 유무는 비슷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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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충성도

                                                                      빈도(백분율)

특성 구분
재이용 의사 주변 권유 의향

명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성별 남 34 28 (82.4) 5 (14.7) 1(2.9) 27 (81.8) 5 (15.2) 1 (3.0)

여 26 23(88.5) 2 (7.7) 1(3.8) 21(80.8) 4 (15.4) 1 (3.8)

    통계량*/p값 0.72 / 0.697 0.03 / 0.985

연령 30세-39세 5 5 (100) 0 (0.0) 0(0.0) 4 (100) 0 (0.0) 0 (0.0)

40세-49세 22 16(72.7) 5 (22.7) 1(4.6) 15 (68.2) 6 (27.3) 1 (4.5)

50세-59세 23 21(91.2) 1 (4.4) 1(4.4) 21(91.2) 1 (4.4) 1 (4.4)

60세- 8 7 (87.5) 1 (12.5) 0(0.0) 7 (87.5) 1 (12.5) 0 (0.0)

    통계량*/p값 5.03 / 0.540 6.33 / 0.387

교육 고졸 7 7 (100) 0 (0.0) 0(0.0) 6(85.7) 1 (14.3) 0 (0.0)

대졸 36 31(86.1) 5 (13.9) 0(0.0) 30(85.7) 4 (11.4) 1 (2.9)

대학원이상 14 10(71.4) 2 (14.3) 2(14.3) 10(71.4) 3 (21.4) 1 (7.2)

    통계량*/p값    7.62 / 0.107 1.76 / 0.779

수입 299이하 4 3(75.0) 0 (0.0) 1(25.0) 2(50.0) 1 (25.0) 1 (25.0)

(만원) 300-399 7 6(85.7) 1 (14.3) 0(0.0) 6(85.7) 1 (14.3) 0 (0.0)

400-499 9 9 (100) 0 (0.0) 0(0.0) 7 (77.8) 2 (22.2) 0 (0.0)

500이상 37 30(81.1) 6 (16.2) 1(2.7) 30(83.3) 5 (13.9) 1 (2.8)

    통계량*/p값 8.33 / 0.215 6.84 / 0.336

거주 강남 41 35 (85.3) 4 (9.8) 2(4.9) 33(82.5) 6 (15.0) 1 (2.5)

지역 강북 8 6(75.0) 2 (25.0) 0(0.0) 6(75.0) 1 (12.5) 1 (12.5)

경기 10 9 (90.0) 0 (0.0) 1(10.0) 8 (80.0) 2 (20.0) 0 (0.0)

    통계량*/p값 2.35 / 0.672 2.58 / 0.630

 * X 2-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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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 특성에 따른 고객충성도

대상자의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 특성에 따른 충성도의 차이를 보면 (표 

17)과 같다. 먼저 재이용 의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병원이

용 경험 중 외래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수검자가 88.5%로 재이용 의사가 

가장 높게 나왔고, 선택 주체에서는 본인이나 가족 소개보다 그 밖에가 

86.2%로 높게 나왔다. 질병 유무는 질병을 가진 수검자가 88.2%로 나왔다. 

주변권유 의향은 질병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그 밖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병원이용 경험 중 외래이

용 경험이 있는 수검자의 권유 의향이 84.6%로 높고, 선택 주체에서는 그 

밖의 소개가 86.2%이며, 질병 유무에서는 질병이 있는 수검자의 주변권유 

의향이 88.2%로 나왔다.



- 46 -

표 17.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 특성에 따른 충성도

                                                                      빈도(백분율)

특성 구분 명
재이용 의사 주변 권유 의향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병원 외래 26 23(88.5) 2 (7.7) 1(3.8) 22(84.6) 4 (15.4) 0 (0.0)

이용 입원 10 8 (80.0) 2 (20.0) 0(0.0) 7 (70.0) 3 (30.0) 0 (0.0)

경험 없다 24 20(83.3) 3 (12.5) 1(4.2) 19 (82.6) 2 (8.7) 2 (8.7)

    통계량*/p값 1.44 / 0.837 5.40 / 0.249

병원 본인,가족 31 26(83.9) 3 (9.7) 2(6.4) 23(76.7) 6 (20.0) 1 (3.3)

선택 그밖에 29 25 (86.2) 4 (13.8) 0(0.0) 25 (86.2) 3 (10.3) 1 (3.5)

    통계량*/p값 2.10 / 0.350 1.07 / 0.587

질병 있다 17 15 (88.2) 1 (5.9) 1(5.9) 15 (88.2) 0 (0.0) 2 (11.8)

없다 43 36(83.7) 6 (14.0) 1(2.3) 33(78.6) 9 (21.4) 0 (0.0)

    통계량*/p값    1.17 / 0.557 8.72 / 0.013

* X 2-  
  

test

다. 차원별 고객만족도 및 전반적 만족도와 고객충성도와의  

    관련성

차원별 고객만족도 및 전반적 만족도와 고객충성도의 상관분석은 (표 

18)과 같이 변수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재이용 의사와의 

상관 계수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0.63으로 가장 컸고, 시설과 환경(0.27), 의

료진의 기술과 전문성(0.47), 수검자에 대한 관심(0.31), 검사종목(0.33), 검

사비용(0.33)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주변에 권유할 의향과의 상관계수

는 전반적 만족도가 0.58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 으며, 시설과 환경

(0.30),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0.44), 수검자에 대한 관심(0.32), 직원들의 

친절성과 성의(0.27), 안내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0.27), 검사종목(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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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0.33)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재이용 의사(0.63)와 주변에 권유할 의향(0.58) 즉 고객충성도와 전반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 다. 차원별 고객만족도 중 이용절차의 

편리성은 충성도와 관련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 

     

표 18. 차원별 고객만족도 및 전반적 만족도와 고객충성도와의 상관관계

라. 병원 재이용 의사 관련요인

본인이 이용한 병원의 재이용 의사 관련요인 분석방법 역시 다중회귀분

석을 이용하 으며 그 결과는 (표 19)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군으로 하여 구성한 모형 1에서는 수입

이 2백만원 미만에 비해 300만원대(회귀계수=1.619, p=0.030), 400만원대(회

귀계수=1.566, p=0.026), 500만원대(회귀계수=1.513, p=0.02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 다.

모형 1에 차원별 고객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를 독립변수군으로 추가하여 

A B C D E F G H T

재이용 

의사
0.27* 0.23 0.47** 0.31* 0.21 0.22 0.27* 0.33* 0.63***

권유할 

의향
0.30* 0.23 0.44** 0.32* 0.27* 0.27* 0.38** 0.33* 0.58***

*: P<0.05, **: P<0.01, ***: P<0.0001

 A: 병원의시설과 환경               B: 병원 이용절차의 편리성

 C: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          D: 수검자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E: 병원직원들의 친절성과 성의,      F: 안내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G: 검사종목,                        H: 검사비용, T: 전반적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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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 모형 2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교육이 고졸에 비해 대학원졸(회귀계

수=-0.868, p=0.027)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차원별 고객만족도에서는 의

료진의 기술과 전문성(회귀계수=0.661, p=0.02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전반적 만족도(회귀계수=0.608, p=0.0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병원 재이용 의사에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모형을 적합시

켰을 때 설명력이 22.64%이고, 수입이 높을수록 재이용 의사가 높다. 일반

적 특성 및 차원별 고객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 을 때 

70.10%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교육수준,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 때 재이용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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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  병원 재이용 의사 관련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특

성
구 분

모형 1 모형 2

계수 오차 유의성 계수 오차 유의성

일    연령 0.012 0.016 ns 0.007 0.012 ns

반    성별(남/여) -0.100 0.270 ns 0.060 0.205 ns

적    교육(대졸/고졸) -0.257 0.424 ns -0.488 0.334 ns

특    교육(대학원/고졸) -0.510 0.474 ns -0.868 0.373 0.027*

성  수입(2백대/2백미만) 1.324 0.861 ns 0.239 0.752 ns

 수입(3백대/2백미만) 1.619 0.721 0.030* 0.591 0.585 ns

 수입(4백대/2백미만) 1.566 0.678 0.026* 0.617 0.591 ns

 수입(5백대/2백미만) 1.513 0.649 0.025* 0.700 0.564 ns

질병(있다/없다) -0.095 0.269 ns -0.079 0.231 ns

거주지역

(강남/강북,경기)
0.219 0.301 ns -0.092 0.230 ns

병원이용

(외래,입원/없음)
0.002 0.256 ns -0.043 0.198 ns

건진선택

(본인,가족/기타)
-0.236 0.256 ns -0.141 0.200 ns

차  시설과 환경 0.230 0.205 ns

원 이용절차의 편리성 0.096 0.233 ns

별 의료진의기술과전문성 0.661 0.288 0.029*

만 수검자에 대한 관심 -0.016 0.393 ns

족 직원의 친절성과 성의 0.061 0.237 ns

도 안내자의 서비스 -0.248 0.296 ns

검사종목 -0.242 0.247 ns

검사 비용 0.211 0.172 ns

전반적 만족도 0.608 0.125
0.0001**

*

 R
2

0.2264 0.7010

*: P<0.05, **: P<0.01, ***: P<0.000, ns:의미 없음

모형 1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넣은 모형

모형 2 일반적 특성, 차원별 고객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넣     

    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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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변에 병원이용 권유의향 관련요인

병원이용을 주변에 권유할 의향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석 역시 다중회

귀분석을 이용하 으며 그 결과는 (표 20)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만을 독립변수로 구성한 모형 1에서 수입이 주변권

유 의향에 유의한 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수입이 2백미만에 비

해 2백대(회귀계수=2.136, p=0.017), 3백대(회귀계수=2.498, p=0.001), 4백대

(회귀계수=2.442, p=0.001), 5백대(회귀계수=2.528, p=0.001)이상인 수검자의 

주변권유 의향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 1에 차원별 고객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를 독립변수 추가하여 구성

한 모형 2의 경우, 전반적 만족도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수입이 유의

한 변수 고, 차원별 고객만족도 변수군에서는 유의한 변수가 없었다. 

주변권유 의향에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 모형을 적합시켰

을 때 설명력이 31.54%이고, 일반적 특성과 차원별 고객만족도, 전반적 만

족도를 독립변수로 하 을 때에는 67.14% 설명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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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주변에 권유할 의향 관련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특성 구 분
모형 1 모형 2

계수 오차 유의성 계수 오차 유의성

일    연령 0.017 0.016 ns 0.011 0.014 ns

반    성별(남/여) -0.342 0.277 ns -0.320 0.237 ns

적    교육(대졸/고졸) -0.799 0.423 ns -0.229 0.372 ns

특    교육(대학원/고졸) -0.026 0.476 ns -0.308 0.417 ns

성  수입(2백대/2백미만) 2.136 0.858 0.017* 1.655 0.839 ns

 수입(3백대/2백미만) 2.498 0.723 0.001** 1.869 0.653 0.008**

 수입(4백대/2백미만) 2.442 0.677 0.001** 2.123 0.660 0.003**

 수입(5백대/2백미만) 2.528 0.647 0.001** 2.244 0.629 0.001**

질병(있다/없다) 0.077 0.269 ns -0.032 0.257 ns

거주지역

(강남/강북,경기)
0.354 0.302 ns 0.142 0.259 ns

병원이용

(외래,입원/없음)
0.026 0.258 ns 0.093 0.221 ns

건진선택

(본인,가족/기타)
-0.037 0.260 ns 0.059 0.225 ns

차  시설과 환경 0.199 0.229 ns

원 이용절차의 편리성 -0.010 0.268 ns

별 의료진의기술과전문성 0.422 0.323 ns

만 수검자에 대한 관심 -0.269 0.443 ns

족 직원의 친절성과 성의 0.077 0.265 ns

도 안내자의 서비스 -0.222 0.347 ns

검사종목 0.223 0.278 ns

검사 비용 0.288 0.193 ns

전반적 만족도 0.524 0.148 0.001*

 R2 0.3154 0.6714

*: P<0.05,  **: P<0.01,  ***: P<0.000,   ns:의미 없음

모형 1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넣은 모형

모형 2 일반적 특성, 차원별 고개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넣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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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특화정  건강진단 수검자의 고객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특화정  건강진단 후 외래 방문하여 결과를 보기 위해 대기 중인 수검

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이 연구에서 조사도구로 사용한 

CoSa2000은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의료 QA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4종류의 

표준화된 설문지 가운데 하나이다. 이 조사도구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이루

어진 고객만족도 연구를 종합적으로 반 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그 타당도

와 신뢰도가 입증되었고, 국내의 여러 병원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

나 이 조사도구는 특화정  건강진단이 외래 역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

기는 하나 외래를 이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개

발되었기 때문에 건강진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건강진단 후 대부분이 외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향

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 다.  

이 조사도구에서 조사하는 통제변수는 성, 연령, 소득수준, 학력, 거주지 

이다. 이 변수 이외에 고객만족도와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

수는 많으나 이 연구에서 별도로 이 변수들을 추가하여 조사하지는 않았

다. 이 연구에서 주된 관심 역은 고객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고객만족도를 구성하는 여러 차원들과 전반

적 만족도나 고객충성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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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종속변수의 하나로 설정된 고객충성도는 소비자 애호도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소비자와 어떤 브랜드와의 장기적인 관계”로 정의하며 

흔히 소비자 만족의 종속변수로 설명된다(이문규와 홍성태, 2002). 또, 고

객충성도는 유형재의 경우에는 브랜드 충성도, 의료서비스와 같이 서비스 

제품의 경우에는 서비스 애호도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때 서비스 애호

도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교환관계를 지속시키는 특정한 

태도”(Czepiel 와 Gilmore, 1987)라는 정의가 일반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

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 애호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다. 

소비자 애호도는 행동적인 측면과 태도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

중 행동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이를 측정하는 행동 척도는 어떤 구매행동의 

반복이나 전체 구매에서 차지하는 특정 브랜드 제품의 비율로 측정된다. 

그러나 행동척도는 소비자의 과거 행동, 즉 반복구매에 기초하고 있는 것

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정말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좋아해서 

반복구매를 하는 것인지)를 알기 힘들고 미래 행동에 대한 예측력이 약하

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소비자의 선호도에 기초한 태도척도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태도나 ‘재구매 의도’등을 질문함으로써 브랜드의 애호도를 결정하고자 하

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척도는 소비자가 정말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반복 구매를 하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미래행동에 대한 예측력도 어

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문규와 홍성태, 2002). 또 행동 

척도는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고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

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태도척도를 사용하여 고객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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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측정하 다. 그러나 소비자 태도와 실제 구매 행동 간에는 언제든지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태도척도는 고객충성도에 대한 정확한 척도가 

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인이 재이용

할 의사와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이용을 권유할 의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서 고객충성도를 측정하 으나 태도척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완전히 극

복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고객충성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척도를 개발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만족도와 고객충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료이용 특성 및 건강 특성 변수, 차원별 고객만족도를 독립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최종 분석방법으로 이용하 다. 이 분석

방법만으로는 설정된 연구 모형의 구조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환자만족도, 서비스 가치 및 재이용 의사에 미치는 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최귀선(1999)과 구순이(1995)는 설정된 가설모형을 구

조방정식모형을 통해 효과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

시한 연구의 틀은 각각의 독립변수군이 고객만족도와 고객충성도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의 크기를 파악함과 동시에 개별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에 적합한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채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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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한 대학병원 특화정  건강진단 수검자를 대상으로 건진 후 

결과를 보기 위해 외래로 내원 후 대기 중인 수검자 60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 다. 연

령별로 보면 40∼59세가 77.6%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연

령이 많아짐에 따라 높아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 교육수준은 대졸이상

이 87.7%를 차지하고, 소득수준은 소득 계층을 보다 세분한 범주로 사용하

으며, 500만원 이상이 64.9%로 나타났고 거주지역은 강남이 69.5%로 나

타났다. 이는 건강진단 기관이 강남구에 위치한 향인 듯 하다.

일반적 특성과 차원별 고객만족도와의 관련성을 보면, 통계적으로 관련

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차원별 고객만족도에서 각 역 중 병원의 시설

과 환경에서는 대부분 만족도가 3점대로 낮았다. 그러나 수검자에 대한 관

심, 직원의 친절성, 안내자의 서비스 등 인적 자원 부문에서는 만족도가 4

점대로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축공사 등으로 인해 주차 시설의 불편 

등으로 인한 요인이 많다고 생각한다. 또한 병원의 시설과 환경에 대한 만

족도, 병원 직원들이 친절성과 성의에 대한 만족도가 남자와 높은 연령 군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한 오양석(2003)과 반응성과 보장성 차원에서 

만족도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한금옥(1995), 이안구

(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조사 연

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들(변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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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김수배, 1993; 어광수, 1997)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의료이용 특성에 따른 차원별 고객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검사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병원이용 경험(P=0.03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 병원선택 주체(P=0.049)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검사비용외 다른 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일반적 특성에서와 같이 

병원의 시설과 환경 부문에서 만족도가 3점대로 낮았으며, 그 외의 역에

서는 만족도가 4점대로 높았다. 이에 병원의 시설과 환경 부문에 많은 개

선이 필요하다. 

어광수(1997), 정주은(1995), 이경용(1996) 등의 연구결과나 설 애(1999) 

등의 연구결과는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불평행동은 만족/불만족요인 중에서는 지원인력 서비스나 절차서비스에 집

중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가 환자측 요인이나 병원이용 

요인을 통제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환자들이 진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질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불만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

고 병원 시설과 환경, 진료절차, 직원의 친절도 등 그 질에 대해 쉽게 판단

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한 의견을 나타냈다. 

충성도 관련요인은 환자의 일반적 특성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없었으며, 주변권유 의향에서 질병 유무(p=0.013)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로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의료기관의 선호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불일치하는 소견이다(설동원, 1996; 조우현, 1994). 그러

나 의료기관 선호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양질의 의료, 지리적 위치, 전통, 

의사의 추천 등으로, 이 요인을 통제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병원의 선

택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Inguanzo 와 Har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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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박창균, 1985; 김성연, 1987; 서현정, 1991)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사회

학적 요인은 의료기관에 대한 질 평가, 만족도 등을 매개로 하여 의료기관

의 선호나 재선택에 향을 미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서비스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에 대한 연구 중 구

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소비자 가치, 만족도, 재이용의사 등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재이용 의사에 전반적 만족도, 의사결정에 대한 만족도, 재

이용시의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 만족도가 유의한 향을 미친다(최귀선, 

1999)고 하 으나 이 연구가 재이용 의사에 만족도의 어떤 요인이 향을 

주는지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 다.

병원 선호도에 대한 변주선(1987)의 연구 결과도 만족도와 병원 재선택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론

을 내리고 있다. 또, 이변량 분석에서 만족도와 관련된 거의 모든 문항이 

의료기관의 재선택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한금옥(1995)

의 연구는 본 연구와 유사한 변수들을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동정성과 외

형성만이 의료기관의 재선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동정성을 환자에 

대한 관심과 설명에 대한 만족도와 유사한 차원으로 본다면 이는 본 연구

와 일치되는 결과이나, 본 연구결과에서 외형성에 포함될 수 있는 병원의 

시설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재이용 의사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

는 한금옥의 연구가 장기적으로 시설을 이용해야 하므로 병원의 시설의 편

리성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만족도가 재이용 의사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

고한 연구들도 있다. 박주희(1994)는 불만족 경험이 이용하는 병원을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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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최귀선(1999)과 유사한 구조방정

식 모형을 통해 행위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구순이(1995)의 

연구결과에서도 치료나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의료기관의 재선택과 관

련이 없다고 보고하 다. 

또한 수검자의 건의사항으로 총 20건 중 시설과 환경에 대한 건의 4건, 

검사실 3건, 이용절차 1건, 건진 후 추후관리 9건, 서비스 3건이다. 이와 관

련하여 특화정  건강진단 후 수검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계속적인 추후관

리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수입과 교육만이 고객충성도를 설

명하는 변수이고, 건강 특성 중에서는 질병 유무가 주변권유 의향을 설명

하는 변수이며, 의료이용 특성은 고객충성도를 설명하는 변수군이 아니었

다. 차원별 고객만족도에서는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만이 유의함으로 재

이용 의사에 향을 미치며 전반적 만족도는 고객충성도를 설명하는 변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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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대학병원 특화정  건강진단을 이용한 수검자들

의 고객만족도를 파악하고, 의료기관의 재이용이나 이용 후에 다른 사람에

게 서비스의 이용을 권하는 형태 등 고객충성도와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이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위하여 대한병원협회가 개발한 

CoSa2000 설문지를 활용하 다. 연구의 대상은 특화정  건강진단을 이용

한 수검자 60명으로 구성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9월 30일부터 

2003년 10월 30일까지 1차 48부 수집 후 분석하 으며, 2차로 11월 30일까

지 12부 추가하여 총 60부를 분석하 다. 수집된 자료는 SAS(ver8.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ANOVA, t-검정, 카이 

제곱 검정, 피어슨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과 차원별 고객만족도와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의료이용 특성과 차원별 고객만족도와의 관련성에서는 병원이용 

경험(P=0.046)과 병원 선택 주체(P=0.049)에 따라 검사비용에 대한 만족도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건강 특성과 차원별 고객만족도와의 

관련성에서는 질병 유무( p=0.031)에 따라 시설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특성과 전반적인 만족도와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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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나 건강 특성과는 질병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41). 전반적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일반적 특성 중 교육과 수

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질병 유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며, 차

원별 고객만족도에는 관련 요인이 없었다.

넷째, 재이용 의사 관련요인은 일반적 특성 중 교육과 수입이며, 차원별 

고객만족도에서는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이고, 전반적인 만족도가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주변권유 의향에서도 수입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로 볼 때 차원별 고객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를 설명

하는 변수군이 아니었으며, 재이용 및 주변권유 의향은 수검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반적 만족도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수군으로서 이를 통해 

환자측 요인이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전반적 만족도와 고객충성도에 차원별 고객만족도가 관련이 없다

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화정  건강진단 수검자와 일반 건강진단 수검자의 만족도와 충

성도를 비교 연구하여 수익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과 수입이 높은 수검자의 좀 더 자세한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

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신설 등 고객만족 경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특화정  건강진단 후 수검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계속적인 추후관리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고객관계 마케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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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한다.

넷째, 특화정  건강진단시 전담 안내자의 필요성과 특화정  건강진단

을 받은 후 절차의 편리성으로 전용 수납창구 및 외래에서의 추후관리 시

스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62 -

참 고 문 헌

강상권. 한 종합건진센타 이용자의 만족도와 서비스 요구 분석. 연세대학

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강윤정. 스키장의 서비스 질이 소비자 충성도에 미치는 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구순이. 소비자만족의 형성과정과 향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5

권해도. 소비자 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김석 . 호텔종사원 행동과 고객의 사전지식이 만족 충성도에 미치는 

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성연. 병원의 이미지가 병원선택에 미치는 향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김승관. 고객만족과 전환비용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승남.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래환자의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욱진. 한 지역병원에 대한 외래환자의 선호도 분석 및 대응방안. 연세대

학교 대학원, 1993

김혜 . 외식서비스이용자 충성도 모형의 구성개념 탐색과 구조적 경로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63 -

박일환, 허봉렬. 정기건강 검진에 대한 피검진자의 인식도 조사. 가정의, 

1992

박진 . 항공사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향. 대

구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9

박재성. 외래환자 만족도 측정도구의 개발. 연세대학교, 1995

박창균. 병원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환자들의 병원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변주선. 한 중소병원의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설동원. 병원 재선택의 결정요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안선경. 의료서비스의 구성요인 및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관련 변수 분석. 

한양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안 면. 호텔관계 마케팅의 향요인이 호텔 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안준환. 서비스 만족과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기술적 품질과 기능적 품

질의 역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어광수. 병원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오양석. 외래환자 고객만족도와 충성도 및 관련요인.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오태형. 병원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유승흠. 병원관리. 수문사, 1985

윤미례. 의료서비스의 고객만족 및 재이용 의도에 대한 향요인 연구. 숙

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64 -

윤승자. 항공사 이미지가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경성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기용. 은행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0

이두희, 김준환. 고객만족도의 측정과 분석에 관한 체계적 고찰. 상품학 

연구, 1995; 12(1): 54-72. 

이문규, 홍성태. 소비자 행동의 이해. 법문사, 2002

이선희, 김진희, 조우현,등. 국내 종합병원 환자 만족도 조사현황 분석. 한

국의료QA학회지, 1998; 5(1): 42-57

이선희, 이혜진, 정상혁. 고객충성도 관련요인 탐색 및 만족도와의 관계 분

석. 제54차 대한 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연제집, 2002

이숙희. 웹사이트 개인화 정도가 사이트 충성도에 미치는 향. 중앙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2

임민수. 백화점의 고객만족 경 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996

전광석. 우리나라 종합건강진단센타의 수익성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고

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전인수. 서비스마케팅. 석정, 1998

정양일, 이강래. 소비자 충성도에 관한 연구. 대전산업대학교 논문집, 1995 

12권. 

정주은. 환자의 지정진료 선택과 관련한 진료만족도 연구. 연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1995

조우현, 이선희, 이해종, 등. 의료 서비스 마케팅. 퇴설당, 1999



- 65 -

조우현, 최귀선, 강명근, 등. 병원 만족도 조사. 한국의료QA학회, 1999

조우현, 손명세. 병 경 의 혁신. 학연사, 1994

최귀선. 의료서비스의 질이 환자만족도, 서비스가치, 재이용 의사에 미치는 

향에 대한 구조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최소 . 서비스 애호도의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화여

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5

최유경. 고객만족경 과 고객충성도와의 상관성 연구: 이동통신 산업을 중

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코리아리서치 센터(역). 충성고객 이렇게 만든다. 세종서적, 1997

한금옥. 입원환자의 서비스 만족도와 병원 재선택 의사와의 관련성. 연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황지인, 박현애. 결과지표로서의 환자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001; 13(1): 29-39

Carman  JM. Correlates of Brand Loyalty: Some Positive Resul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70; 7(February)

Copeland MT. Relation of Consumer's Buying Habits to marketing 

Methods, Harvard Business Review 1923; 1(April) 

Cronin JJ, Taylor SA. Measuring Service Quality : A re-examination 

and Extension, J Mark 1992; 56: 55-68

Czepiel JA, Robert Gilmore. Exploring the Concept of Loyalty in Service 

Marketing Challenge: Intergrating for Competitive Advantage, 

Chicago. IL: AMA 1987 



- 66 -

Day, George S. A Two Dimensional Concept of Brand Loyalty,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1969; 9(september) 

Donabedian A. Explorations in Quality Assessment and Monitoring 

Health Administration Press, Ann Arber 1980; Vol I

Fisk TA, Brown CJ, Cannizzaro K, et al. Creating Patient Satisfaction 

and Loyalty, J Health Care Mark 1990; 10(2): 5-15 

Fox JG, Storms DM. A Different Approach to Sociodemographic 

Predictors of Satisfaction with Health Care, Soc Sci Med 1981; 

15: 557-564 

Gilbert FW, Lumpkin JR, Dant RP. Adaption and Customer 

Expectations of Health Care Options, J Health Care Mark 

1992; 12(3): 46-55

Hall JA, Dornan MC. Meta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Medical Care: 

Description of Research Domain and Analysis of Overall 

Satisfaction Level, Soc Sci Med 1988; 27: 637

John J. Research in Brief : Patient Satisfaction: the Impact of Past 

Experience, J Health Care Mark 1992; 12(3): 56-64

Oliver, Richard L. Measurerment and Evaluation of Satisfaction Process 

in Retail Setting, Journal of Retailing 1981; 57(fall) 

Parasuraman A, Zeithaml VA, Berry LL. SERVQUAL: A Multiple 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 of Service Quality, J 

Retailing 1988; 64: 14-40



- 67 -

Reidenbach RE, Sandifer-Smallwood B. Exploring Perceptions of 

Hospital Operations by a Modified SERVQUAL Approach, J 

Health Care Mark 1990; 10(4): 47-66 

Steiber SR, Krowinsky WJ. Measuring and Managing Patient 

Satisfaction,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Company 1990

Strasser S, David RM. Measuring Patient Satisfaction for Improved 

Patient Services, Ann Arbor MI Health Administration Press 

1991

Tse DK, Wilton PC. Model of Consumer Satisfaction Formation: an 

Exten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88; 25(5): 204-212  

Ware JE, Davis-Avery A, Stewart AL. The Measurerment and Meaning 

of Patient Satisfaction. Health Med Care Serv Rev 1978; 1(1): 

1-15

Williams J. Patient Judgement of Hospital Quality, Med Care 1990; 29(9)

Woodside AG, Frey L, Daly RT. Linking Service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J Health Care Mark 1989; 

9(4): 5-17

Zeithaml VA, Bitner MJ. Service Marketing, Mcgraw-Hill Co. Inc 1996: 

123



- 68 -

 

부록1 설문지                                    ID No.

특화 정  건진 고객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세브란스병원에서는 특화 정  건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의료서

비스 개선을 위한 저희 병원의 노력에 중요한 자료로 반 될 것입니

다. 또한 여기에 제시된 의견은 전산처리 되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

료로 사용될 뿐 다른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

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

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세 브 란 스 병 원                     

                               전화 : 3497 - 3064,  019-398-5158  

                                                        (나  향)

특화 정  건진 수검자님께서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작성자   □ 1. 수검자 본인     □ 2. 보호자

•성 별           □ 1. 남              □ 2. 여

•거주지:             시․도         구․군         동 

•연 령      만      세            • 직 업    

•교육수준   ① 고등학교 이하 □  ② (전문)대학 재학/졸업  □  

             ③ 대학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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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의견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질문한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을 때는 <해당 없음>에 표시해 주십시오.

병원의 시설과 환경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병원을 방문하실 때 교통은 편리하

습니까?

2. 병원내부는 전반적으로 깨끗하 습

니까?

3. 병원내부의 환기상태는 쾌적하 습

니까?

4. 병원내부의 온도(냉/온방)는 적당

하 습니까?

5. 병원내부의 시설들(검사실 등)을 

찾기 쉬웠습니까?

6. 특화 정  건진 센타 및 검사실은 

안락하고 쾌적하 습니까?

7. 주차시설은 이용하시기에 편리하

습니까?

8. 병원 내 화장실 시설은 깨끗하 습

니까?

9. 이상을 고려할 때 병원의 시설과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병원이용 절차의 편리성

1. 특화 정  건진 예약은 원하는 시

간에 할 수 있었습니까?

2. 예약된 검사시간이 잘 지켜졌습니

까?

3. 등록 및 특화 정  건진 접수 절차

는 간편하 습니까?

4. 등록 및 접수, 수납 창구에서의 대

기 시간은 적당하 습니까?

5. 이상을 고려할 때 병원이용 절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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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특화정 건진 의사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담당 간호사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3. 다른 과 의료진과의 협조가 잘 이루    

 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4. 의료기기 및 장비의 수준은 우수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5. 이상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수검자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

1. 수검절차 및 수납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까?

2. 수검 후 다음 진행절차(결과안내 등)   

  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까?

3. 담당 안내자는 귀하의 상태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 습니까?

4. 담당 안내자의 서비스에 만족하십니

까?

5. 담당 안내자가 귀하의 증상에 대한 이

야기를 충분히 잘 들어 주었습니까?

6. 의료진은 특화 정  건진 과정에서     

알게 된 수검자의 비 을 잘 지켜주었    

다고 생각하십니까?

7. 특화 정  건진에 걸린 시간이 적당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이상을 고려할 때 수검자에 대한 의료

진의 관심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9. 귀하는 특화 정  건진 종목에 만족    

하십니까?

10. 수검을 포함하여 귀하가 받은 서비    

스 전반을 고려해볼 때 지불하신 비용    

의 수준은 적절하 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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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들의 친절성과 성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특화 정  건진 시 의사의 태도는 

친절하 습니까? 

2. 담당 안내자의 태도는 친절하 습

니까? 

3. 기타 검사요원이나 치료요원(임상

병리실, 방사선실, 내시경실 등)의 태

도는 친절 하 습니까? 

4. 안내․경비 및 주차요원 등은 친

절 하 습니까? 

5. 이상을 고려할 때 병원직원들의 

친절성과 성의에 대해서 만족하십니

까?

■ 귀하의 건강상태에 대해 해당하는 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1. 귀하가 가장 염려되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3가지만 표시하세요)

  ①고혈압□  ②당뇨병□  ③심장병□  ④뇌졸증□  ⑤간암□  ⑥폐암□

  ⑦위암  □  ⑧유방암□  ⑨자궁암□  ⑩기타(                      )

2. 현재 치료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① 당뇨병 □ ② 심장병□  ③ 뇌졸증□  ④간암□  ⑤폐암□ ⑥위암□

  ⑦ 고혈압 □ ⑧ 자궁암□  ⑨ 유방암□  ⑩ 기타 □  ⑪ 없음(      )

3. 정기적인 종합 건강 검진이 건강의 유지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아닌 편이다    □     ⑤ 전혀 아니다    □

4. 특화 정  건진을 받기 전에 본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외래 □         ② 입원 □          ③ 없음  □

5. 귀하께서 이용하신 특화 정  건진의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① 본인 □         ② 가족  □          ③ 친지나 친구의 권유  □

  ④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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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께서 받으신 모든 특화 정  건진과 그 외 부가적인 서비스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귀하가 저희 병원에서 받으신 서비스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

2. 다시 특화 정  건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저희 병원을 이용  

   하시겠습니까?

   ① 전혀 이용할 생각이 없다 □      ② 별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이용할 생각이 있다       □

   ⑤ 반드시 이용할 것이다    □

3. 주위 분들 중 특화 정  건진이 필요한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면 저희   

   병원을 이용하라고 권유하시겠습니까?

   ① 전혀 권유할 생각이 없다 □   ② 별로 권유할 생각이 없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권유할 생각이 있다          □

   ⑤ 반드시 권유할 생각이다  □

4. 귀하께서는 평소 병원(특화 정  건진) 이용 시 다음 각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2가  

   지를 골라 순서대로 그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번, (    )번

   ① 병원의 시설과 환경                 ② 병원이용 절차의 편리성

   ③ 의료진의 기술과 전문성             ④ 병원직원들의 친절과 성의

   ⑤ 수검자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

5. 귀하의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면 월평균 어느 정도 입니까?

   ① 199만원 이하 □                   ② 200만원-299만원 이하  □  

   ③ 300만원-399만원 이하 □           ④ 400만원-499만원 이하  □    

   ⑤ 500만원 이상 □

6.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바라는 것  

  이 있으시면 모두 적어 주십시오.

성의껏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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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ed Factors with Customer Satisfaction and Royalty 

toward Special Health Examination Service of a Hospital

                                              Hyang   Na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In Sook Kim, Ph.D.)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clients' satisfaction degree on 

special health examination and further define factors related to their 

loyalty. This research targeted 60 clients who went through special 

health examination service from April to November, and covered the 

data collected from August 30 through November 30, 2003.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e-on-one interview based on questionnaire 

filled by interviewees themselves.

Date analysis was made through SAS(Ver 8.0) statistics software 

program. This analysis process was made differently according to 

item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preference to specific medical 

treatment were analys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and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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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ustomer satisfaction and general satisfaction degree and customer 

loyalty depending on general characteristics, personal preference to 

specific medical treatment and physical condition were analysed by 

t-test, ANOVA, and X²-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affecting 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satisfaction degree and customer loyalty degree (intention to 

reuse or to recommend to other potential clients) was analysed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dimensions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elements affecting satisfaction degree and customer loyalty were 

examined by multi-regressive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mensions 

of customer satisfaction degree was noticeably shown on a statistical 

basi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medical 

treatment use and dimensions of clients' satisfaction degree, the extent 

of satisfaction with checkup cost were noticeab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hospital user(P=0.046) and the determiner of hospital 

choice(P=0.049).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characteristics and 

dimensions of clients' satisfaction degree, the satisfaction of facilities 

and environment was shown differently according to whether clients 

had disease or not.

Third, 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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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satisfaction showed nothing in terms of statistics, it was 

noticeably different in relation to health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whether clients had disease or not.(P=0.041) Along with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disease, education and income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had some statistical meaning as factors related to overall 

satisfaction degree, but dimensions of clients' satisfaction degree didn't 

have.

Fourth, as factors of intention to reuse there were education and 

income in general characteristics, technique and expertise of medical 

staff in dimensions of clients' satisfaction degree. And general 

satisfaction degree was another factor. As factors of intention to 

recommend to others there were income and overall satisfaction degree.

As the results mentioned above shows, dimensions of clients' 

satisfaction degree were not variant that could account for overall 

satisfaction degree. I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lients' intention to reuse or recommend to others have great impact on 

clients' loyalty, playing a role of meaningful  variant group. In other 

words, the examinee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clients' loyalty.

Finally, I hope that studies using Standardized instruments will be 

more activated and used as materials for hospital administration. 

Key words : customer satisfaction degree, customer loyal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