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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병원산업은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병원산

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더 커지고 있

다. 이처럼 각 국가에서는 산업의 요성이 야기 되

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병원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mpirical analysis on the causality among hospital 

service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managerial implications of 

providing hospital service quality to overcome the crisis 

of hospital industries in Korea.

I. 서 론
인들은 건강에 한 심이 증 , 다양화 되고 있으며, 

우리 일상에서 건강이 차지하는 요성이 증 되어 일상생활

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환경의 변화에 응하기 해서 병원은 자체 인 경

개선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병원도 기업과 

같이 '병원의 경쟁력'을 해 '환자 심의 의료'를 통한 환자

에 한 만족경 을 하는 시 가 도래되었다. 이를 해, 최근 

병원들은 의료의 질 향상에 큰 심을 가지고 지속 인 질 향

상활동을 수행하고, 외 으로도 새로운 마 방법론을 

용하는 등 다각 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무한경쟁은 기업의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모든 역에 골고루 번지고 있

으며 의료산업도 외에 속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병원을 

심으로 한 의료산업의 경쟁양상도 기업에 못치 않는 심각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지 까지 고압 인 진료행 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병원 의사와 같은 진

료기술  진료행 자들뿐 아니라 비진료 인 인   물  

요인까지도 고객만족이라는 새로운 가치기 에 따라 재평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Ⅱ. 이론적 고찰
1. 병원서비스의 개념
원래 병원(hospital)이란 단어가 ' 하다'는 뜻을 지닌 

host와 호텔(hotel)이 결합한 것인데 이것은 병원고객의 욕구

충족이 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병원은 이제 무형재를 산출

하는 주요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고하게 자리를 잡

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처음으로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2년 후인 1989년에는  국민 의료보험으로 확  

실시됨에 따라 환자들의 병원 이용률은 크게 증가하 다. 특히 

의료보험 실시 이후 소규모의 병원보다는 형 종합병원에 

한 환자의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이러한 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보다 충분한 그리고 높은 질

의 의료를 갈망하는 사회  수요증가와 국가의 의료비의 상승

억제가 의료조직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

여진다[이경용, 1996]. 의료보험 용인구 1인당 의료기  이

용건수가 의료보험제도 도입 기인 1977년에는 0.28건에 불

과하 으나 1994년 기  3.96건으로 증가하 는데 이것은 의

료보험으로 인해 국민의 병·의원 이용 문턱이 크게 낮아 졌음

을 단 으로 보여주고 있다[의료보험연합회, 1994].일반 으

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의과학의 기술  측면 (technical care), 

의료인과 환자와의 인 계 (interpersonal relationship)  

진료가 제공되는 물리  환경의 쾌 성(amenity)의 상호작용

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의료업에서의 경쟁이 치열함을 더하여 

가는 가운데 의료인들은 일반 으로 기술  측면을 시하고 

있으나 환자들은 인 계나 물리  환경의 쾌 성을 기술  

측면 못지 않게 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료의 질은 고

객으로서의 환자의 만족도 조사(patient satisfaction survey)

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데 이것은 공 자인 병원 측에 한 병

원고객의 기 , 욕구  진료서비스에 한 인식 등을 반 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환자의 만족도에 의해 의료공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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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교육 추구조사, 특정 진료서비스의 질 향상  환자의 편

의를 한 각종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한국의료

보험연구원, 1993].

고객만족을 용하는 집단에서 병원이나 학교, 공서 등도 

더 이상 외는 아니다. 이에 최근에는 거의 모든 기업이나 조

직에서 고객만족을 요한 업무 의 하나로 실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병원들이 두됨에 따라서 고객의 치료방법

과 더불어 서비스 에 이르러 만족까지 병원들의 각각의 다양

한 방법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해서

는 일본의 마츠시타 고노스 의 정의가 있다. '비지니스에는 

서비스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것은 하나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의무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을 것이다. 한 나만 피곤한 것이 아

니라 고객에게도 그 느낌이 달되고 만다. 서비스란 상 에게 

기쁨을 주고 한 내게도 기쁨이 생기는 것이어야 한다. 자신

이 기뻐하고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참된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고객만족 경 을 이해하는데는 칼 알 이트의 서비

스 트라이앵 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는 고객

만족서비스의 가장 요한 세 가지 요소로 '고객만족 략', '

고객만족시스템', '인 응 '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원 서비스의 만족(치료방법의 다양

성, 물리  환경, 병에 한 정보제공, 의료 문지식, 고객만족, 

약속이행)가 고객만족과 재이용 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를 토 로 하여 병

원 서비스에 한 병원들의 고객 마  략수립에 기여하고

자 한다.

2. 서비스 및 서비스품질
2.1 서비스의 개념

서비스개념은 경제발 에 따른 산업구조의 지속 인 변화에 

의해 서비스의 성격 자체가 가변 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개념

이 제품개념에 포함되면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마 학회(AMA)는 서비스를 "제품 매를 해 제공

되거나 매에 부수 으로 제공되는 행 , 편익, 만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Kotler(1988)는 "어느 한 집단에 제공할 수 있

으며, 본질 으로 무형성으로써 소유권이 없는 행 나 이익"

으로 정의하고 있다[4].

2.2 서비스품질의 개념

많은 연구자들은 서비스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서비스품질

(service quality)의 정의와 측정에 해서는 정 한 수 으로 

정의되고, 측정되고, 통제될 수 있는 제품품질의 경우와는 다

른 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특성으로 인하여 서비스품질과 고객을 만족시

키기 한 능력은 서비스 제공자의 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고

객의 의지와도 련이 있다. 즉, 서비스품질은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모든 요소 간에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일반

으로는 고객은 서비스가 그들의 기 를 충족시켰거나 과시

켰을 때 서비스품질을 우호 이거나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Zeithaml(1988) 등은 이러한 에서 "서비스품질은 서비

스의 반 인 우수함이나 우월함에 한 고객의 평가"로 정

의하고 있다[5]. Parasuraman(1985) 등은 서비스품질을 "실

제 인 서비스 성과에 한 고객의 기 와 지각간의 비교"라

고 정의하고 있다[6].

2.3 서비스품질모형

여행, 항공기 기내음식제공 서비스업, 은행 등과 같은 일부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품질 서비스의 제공이 기업성과

에 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서 차 인식하고 있다. 서비스품

질 측정은 서비스마 에서 실증 ․개념  연구들의 주요 

주제 다.

SERVQUAL, SERVPERF, 서비스품질, 서비스성과 등과 

같은 다양한 척도들은 개발되어 왔고, 학계와 업계에 의해 

범 하게 사용되어 왔다.

[표 1] 서비스 품질측정의 관계
서비스품질 = 성과(P) SERVPERF

서비스품질 = 성과(P)-기 (E) SERVQUAL

서비스품질 = 요도 × (성과-기 ) 가 SERVQUAL

서비스품질 = 요도 × (성과) 가 SERVPERF

서비스품질 = ｜성과(P) - 기 (E)｜ 비차감식

3. 고객만족 및 재구매의도
3.1 고객만족의 개념

최근 많은 기업들이 고객만족경 을 경 이념으로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기 해 극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CS

경 선포식을 거행하여 이런 실천의지를 내외에 밝히며, 

사  고객만족 추진 원회를 결성하고, 고객만족에 한 약속 

 선언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객을 만족시킴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마

개념의 핵심은 1970년 부터 리 보 되어 오늘날 학계

에서 매우 요한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90년 에 어들면서 기업을 심으로 고객만족경 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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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개성과 욕구가 다양해진 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며, 

이익을 창출하기 해서는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마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 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시

사해 다. 즉, 경 자들은 서비스차별화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향상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고객만족을 통한 재구매와 구

효과를 요한 경쟁우 의 창출요소로서 강조해 오고 있다

(박정은 외, 1998)[7]. 

3.2 재구매의도

여행상품 이용 고객들이 느끼는 만족․불만족은 소비자들의 

재구매 의사에 결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불만족을 경험

한 고객들은 만족을 경험했던 고객들보다 재구매 할 가능성이 

음이 증명되었고, Oliver(1988)의 연구에서도 고객 만족이 

소비자의 태도에 향을 미치고 계속하여 재구매 의사에도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그의 연구를 통해 지지되었다[8]. 한 

불만족 한 고객들  불평 행 를 한 고객들은 불평 행 를 하

지 않았던 고객들보다 불평 처리 결과에 있어 만족스럽게 처

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구매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불평한 고객들은 그 해당 기업에 해

서 충성도가 상 으로 높다는 것을 깨우쳐 다. 따라서 여

행상품에서는 이러한 고객들에게 경쟁사로의 랜드 환을 

시도하게 하기보다는 언제든지 불평 행 를 할 수 있도록 여

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기업의 이미지와 매출 측면에서도 매

우 요함을 알 수 있다.

Ⅲ. 실증분석
1. 가설설정
병원서비스 품질과 만족와의 계를 분석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병원 서비스 만족이 고객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

다.

  1-1. 치료방법의 다양성이 고객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

다.

  1-2. 물리  환경이 고객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1-3. 병에 한 정보 제공이 고객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

다.

  1-4. 의료 문지식이 고객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1-5. 환자에 한 이해가 고객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1-6. 의료서비스 약속이행이 고객만족에 향을 미칠 것

이다.

2. 가설검정
가설 1은 병원 서비스 만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으로 

치료방법의 다양성, 물리  환경, 병에 한 정보제공, 의료

문지식, 환자에 한 이해. 의료서비스 약속이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고객 만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향 계를 살펴

보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병원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p R² F p

B Beta

상수 -.498 -1.925 .058

.777 45.390 .000
a

치료방법의

다양성
-.017 -.015 -.236 .814

물리  환경 .342 .340 4.528 .000

병에 한 

정보제공
.108 .097 1.239 .219

의료 문

지식
.256 .224 2.510 .014

환자에 한 

이해
.165 .144 1.753 .084

의료서비스

약속 이행
.349 .281 3.873 .000

회귀분석결과 R2가 0.777로서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77.7%

로 나타났다. 아울러 F값은 45.390 이며 P값은 0.000으로서 유

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병원 서비스의 인식수 이 고객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따

라서 병원 서비스의 인식수 이 고객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병원 서비스 만족이 고객만족에 어떻게 향을 미

치는 지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우선 치료방법의 다양성은 t

값이 -.236이며 p 값이 0.814(p<0.01)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병원 서비스만족의 특성인 치료방법이 

다양하게 구비되었을 때 고객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가설 1-1은 채택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물리  환경은 t값이 4.528이며 p값이 

0.000(p<0.05)으로서 유의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병

원 서비스에 한 만족의 특성인 물리  환경이 고객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즉 병원에 최상의 서비

스가 제공되기 해서는 물리  환경도 크게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2는 채택 되었다. 다음으로 정보 제공

은 t값이 1.239이며 p값은 0.219(p<0.05)으로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병원 서비스 만족의 특성  정

보 제공은 고객 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병원 이용시에 병에 한 한 정보를 제 로 제공받아도 

고객은 병원 이용에 만족 할 수 없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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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은 채택되지 않았다.

그 다음 병원 문지식은 t값이 2.510이며 p값이 0.014 

(p<0.05)으로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 서비스 만

족의 특성  의료 문지식은 고객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해석 되어 진다. 이는 의료 문지식이 뛰어 날수로고 환

자들은 병원에 한 인식이 좋은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가

설 1-4는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환자에 한 이해는 t값이 

1.753이며 p값은 0.084(p<0.05)로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병원 서비스 만족의 특성  환자에 한 이해는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병원 

이용시 환자 에 한 병원측의 이해는 별로 요 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5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약속 이행은 t값이 3.873이며 p값은 

0.000(p<0.01)으로서 유의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병

원 서비스 만족의 특성  약속 이행은 고객 만족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병원 환자와의  한 약속이

행이 얼마나 제 로 이행하느냐 하는 것은 고객에게는 요한 

만족요인으로 설명되어 진다. 따라서 가설 1-6은 채택되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최근의 병원서비스에 한 고객들이 만족과 재방

문을 살펴 볼 수 있다. 인들의 건강에 한 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병원 서비스

는 고객의 만족과 타 병원과의 경쟁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병원 서비스 만족을 연구 상으로 

하여 병원의 서비스의 고객만족, 재방문 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 으로써 병원의 경쟁력강화를 한 략에 

기여하고자 한다. 

와 같은 연구의 목 을 토 로 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향 계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병원 서비스 만족과 고객만족간의 향 계를 알아보

기 한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정을 살펴보면 치료방법의 다

양성은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물리  환경은 고객만족에 매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병원이용시에 병원측이 제공하는 의료 문지

식은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 제

공은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에 

한 이해는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약속이행은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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