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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literature study about the satisfaction with oriental medical services

Jung-Hun Lim․Sung-Min Lim*

Korean National Rehabilitation Research Institute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and summarize the satisfaction with oriental medical services in korea.

Methods
From 3 Korean databases (National Assembly Library, Korea Education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and 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eaders), published between 2001 and 2011, we were obtained 13 studies 
that involved the satisfaction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Results
We found that the kindness of doctors and other staffs was significant determinant of satisfaction with oriental 
medical services. The positive recognition about treatment effect and the preference to combined medical system 
were also influenced to satisfaction with oriental medical services. Generally it was necessary for evaluation of 
satisfaction to improve facilities and environments of hospitals. 

Conclusions
The satisfaction with oriental medical services would be related with the kindness of doctors and other staffs, 
the recognition about treatment effect, the preference to combined medical system and environments of hospitals. 
Also to confirm the reasons for the satisfaction with oriental medical services,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using the highest methodologic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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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는 한방의료의 가치와 요성을 새롭게 인

식하는 보건의료 환경이 국내외 으로 조성되고 있

다. 인구 구조의 노령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의 

질병 양상의 변화, 만성 질환 리에 한 서양 의학

 근 방법의 한계, 통 의료의 효용성에 한 

국제  심의 고조 등으로 인하여 한방의료에 한 

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 하지만 2010년 통

계청 사회조사
2)
에 따르면 한의원·한방병원 의료서

비스 이용률은 4.5%, 2011년 한방의료 이용실태 

조사
3)
에서 6.0% 수 으로 병의원의 이용률에 비하

면 낮은 편으로, 한방 의료기 들은 이러한 소비자

의 요구에 부응하기 한 체계  략이 미흡한 실

정이다. 

의료이용은 인구학  요인, 사회·경제  요인, 문

화·심리  요인 등에 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인들

이 독립 이기보다는 각 요인간의 상호 작용속에서 

의료이용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왔다. 이러한 

의료기 을 이용한 환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기본

으로 의료서비스에 한 환자의 기 치와 실제 

경험치 간의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주  단이지

만, 그 자체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요한 

기 이 되고 있으며 환자의 치료순응도  병원 재

이용 의사, 타인에게 권유 의사와도 련되는 등 다

양한 측면에서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이러한 국내·외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수요

자인 환자들의 의식변화에 응하여 한방 의료기

들이 지속 으로 존속 유지하며 성장 발 하기 해

서는 소비자로서의 환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악하

여 이를 만족시켜야 한다. 재 한방의료 만족도에 

한 연구는 부분 설문조사 연구이고 이차  분석 

연구나 체계  문헌고찰 같은 심층 연구가 드문 실

정이다. 이에 자는 지난 10년간의 한방의료 만족

도에 한 문헌 자료를 체계 으로 고찰하여 한방의

료 만족도에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한방의료 만족도에 한 기

존 문헌의 독립 인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여 분석하

다. 문헌 검색은 국회도서 (http://www.nanet. 

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in-

dex.do),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http://www.ndsl.kr/ 

index.do)의 3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되었다. 검

색어는 제목(full title)에서 “한방” AND “만족도”로, 

검색 기간은 최근 10년간(2001년-2011년)으로 제한

하여, 학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상으로 하 다.

문헌선정은 검색된 모든 문헌들에 해 두 명의 

검토자가 독립 으로 시행하 으며, 1차 선택/배제 

과정에서는 제목과 록을 보고 본 연구의 연구 주

제와 련성이 없다고 단되는 문헌들을 배제하

다. 2차 선택/배제 과정에서는 록에서 명확하지 

않은 문헌의 문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주제와 맞

는 문헌을 선택하 음.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논

의하여 의견일치를 이루었고, 일치를 못 이루는 경

우 제 3자가 개입하여 다수결의 원칙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자료 추출은 미리 정해 놓은 자료 추출 양식에 

맞게 두 명의 검토자가 각각 독립 으로 자료를 추

출하 다. 검토자들은 연구 유형, 조사 기간, 조사 

지역, 조사 상, 표본 크기, 표본 추출, 조사 방법, 

자료 분석, 조사 도구, 주요 결과 등을 추출하여 요약 

분석하 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기존의 한방의료 만족도에 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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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연구 유형 설문조사 연구

조사 기간 2008. 9. - 2008. 12.
조사 지역 국

조사 상 391개 한의원 내원환자

표본 크기 1,208명

표본 추출 지역비례 층화 표본추출 방법

조사 방법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자료 분석 χ2 검증

조사 도구
한방진료 선택 이유, 한의원 선택 동기, 동일 질병의 타 의료기  이용경험, 의료기  변경 이

유, 희망 한방진료, 선호 한약 형태, 한방진료의 우려 , 한방진료에 한 만족도

주요 결과

한방의료 이용  만족도 결과에서 나타난 특성들이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 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음. 한의원 선택 동기에 있어 여성, 40세 이상, 소득 400만원 

이상에서 ‘한의원의 명성과 신뢰’에 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기타 한한의학회지 게재논문

구    분 내        용

연구 유형 설문조사 연구

조사 기간 2009. 2. 23. - 2009. 3. 4.
조사 지역 구

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비교·분석하는 문헌

 고찰을 수행하 다. 총 13편의 문헌이 선정되었

으며,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2편, 학 논문이 11

편이었다. 학 논문은 모두 석사 학 논문이었고, 

보건학 공이 가장 많았다. 연구유형은 설문조사를 

통한 단면연구 으며, 우편  직  설문조사를 통

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조사지역은 국 주요지역

이 3편, 1개 도시 9편, 1개 도내 지역 1편이었다. 

조사 상은 한방병원  한의원 환자 상이 9편, 

보건소 이용자 상 3편, 지역 주민 상이 1편이었

다. 표본 크기는 100명 미만은 2편, 100명 이상에서 

1,000명 미만은 9편, 1,000명 이상 2편이었다. 표본 

추출방법은 임의표집 12편, 지역비례 층화추출이 1

편이었다. 조사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6편, 면

과 자기기입식을 혼용한 설문조사 6편, 면  설문

조사 1편이었다. 자료 분석방법은 한 논문에서 여러 

가지 통계분석 방법이 이용되었는데, 주로 t 검증, 

χ
2 

검증, 분산분석이 사용되었고 이외에 상 계

분석, 회귀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조사 도구는 연구

자들의 조사연구 목 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이 사용

되어졌는데, 일반  특성, 인구학  특성, 사회경제

 특성, 한방의료 이용과 선택 동기, 의료·행정서비

스  시설·환경 편의성, 직원의 친 도, 건강 상태 

 질병 련 사항, 한방의료에 한 인식도  만족

도, 재이용 의도 등으로 다양하 다. 

(1) 서영준 등(2010): 한의원 환자들의 한방의료 이용 행태 및 만족도 실태5)

(2) 변명화(2009): 일개 대도시 보건소 양․한방 진료실 이용 만족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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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조사 상 보건소 내원환자

표본 크기 300명

표본 추출 임의표집

조사 방법 자기기입식, 면  설문조사

자료 분석 t 검정, 교차분석, 분산분석

조사 도구 일반  특성, 보건소 양방  한방진료 이용과 만족도, 한의학 지식정도

주요 결과

만족도 비교에서는 한방 이용군과 양․한방 같이 이용군의 만족도가 양방 이용군의 만족보다 높

게 나타남. 한방만 이용군에서는 직원 친 항목이, 양방만 이용군에서는 진료비 항목의 만족도

가 가장 높았음

기타 석사 학 논문(보건학 공)

구    분 내        용

연구 유형 설문조사 연구

조사 기간 2005. 2. 1. - 2005. 6.30.
조사 지역 도시(6), 소도시(5), 읍면(4)
조사 상 20세 이상의 지역사회 주민

표본 크기 1,360명

표본 추출 임의표집

조사 방법 자기기입식, 면 설문 조사 

자료 분석 χ2 검정, 분산분석, 다 회귀분석

구    분 내        용

연구 유형 설문조사 연구

조사 기간 2007. 5. 1. - 2007. 9. 30.
조사 지역 주

조사 상 1개 한방병원에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

표본 크기 35명

표본 추출 임의표집

조사 방법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자료 분석 t 검정, χ2 검정, 분산분석, 상 계분석

조사 도구 인구사회학  특성, 이용 련 특성, 의료 서비스 만족도

주요 결과
서비스 만족도에서 측정한 한 역 서비스 만족도가 다른 역의 서비스 만족도에도 향을 미

친다는 것으로 한의사 서비스, 의료 이용 차, 서비스 정성의 세 역이 모두 요함

기타 석사 학 논문(한의학 공)

(3) 박단서(2007):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 만족도 조사7)

(4) 서호석 등(2007): 지역주민의 한방의료 이용성향과 진료만족도8)



  한방의료 만족도에 대한 문헌적 고찰 55

구    분 내        용

연구 유형 설문조사 연구

조사 기간 2007. 5.
조사 지역 구

조사 상 보건소 한방 진료서비스를 이용한 내소 민원인

표본 크기 86명

표본 추출 임의표집

조사 방법 자기기입식, 면  설문조사

자료 분석 χ2 검정, t 검정, 분산분석

조사 도구
시설  환경, 의료서비스, 행정서비스, 한방진료 과정에 한 만족도, 서비스 이용특성, 한방의료의 

일반  인식

주요 결과

보건소 한방 의료서비스에 하여 반 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들의 부분은 

30분 이내의 가까운 곳에 거주함. 나이가 많을수록 침을 선호하고, 한방진료가 건강 리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로 연계․ 진하면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조사됨

기타 석사 학 논문(정책학 공)

구    분 내        용

연구 유형 설문조사 연구

조사 기간 2005. 10. 4. - 2005. 10. 10.
조사 지역 서울

조사 상 4개 한방병원 입원․외래환자

표본 크기 194명

표본 추출 임의표집

조사 방법 자기기입식, 면  설문조사

자료 분석 t 검정, 분산분석

조사 도구 인구사회학  특성, 이용 련 특성, 의료서비스 만족도

주요 결과

60세 이상, 고졸이하, 직업이 없는 환자, 입원 1주 이내 환자, 풍과 구안와사 환자, 한방병원

을 경유한 환자, 과거 이용 경험이 있는 환자일수록 높은 만족도를 보 고, 40세 미만, 고학력, 
문직에서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낮았으며, 시설의 개선이 시 함. 

기타 석사 학 논문(보건학 공)

구    분 내        용

조사 도구 인구학  변수, 사회경제  변수, 부작용, 건강상태, 질병별 치료방법, 치료효과, 진료비, 한방지식

주요 결과
질병별 치료 만족도는 순환기 질환, 소화기 질환, 신경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순이었으며, 만족도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 종교, 건강보험형태, 건강상태, 한방진료의 효과 음 

기타 한 방한의학회지 게재논문

(5) 이부경(2007): 보건소 한방 의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분석-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9)

(6) 김은순(2006): 한방병원 이용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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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연구 유형 설문조사 연구

조사 기간 2005. 2. 14. - 2005. 4. 25.
조사 지역 구

조사 상 2개 양방병원, 2개 한방병원 입원환자

표본 크기 261명

표본 추출 임의표집

조사 방법 면  설문조사

자료 분석 t 검증, 분산분석

조사 도구 일반  특성, 의료기 과 진료방법 선택하는 이유, 만족도

주요 결과

진 치료를 한 병원선택에 있어 근  요인에서, 질환에 한 진료의 선택에 있어서 진을 선택

함. 진이 충분한 진료, 질환에 맞는 한 진료, 치료의 효과, 치료의 기간, 치료시의 기시간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진료방법에 따른 체 만족도는 진 진료가 높게 나타남

기타 석사 학 논문(의료 리학 공)

구    분 내        용

연구 유형 설문조사 연구

조사 기간 2003. 10. 29. - 2003. 11. 3.

구    분 내        용

연구 유형 설문조사 연구

조사 기간 2004. 12. - 2005. 5.
조사 지역 서울, 울산, 구

조사 상 6개 한방병원 입원 환자

표본 크기 277명

표본 추출 임의표집

조사 방법 자기기입식, 보호자 기입식 설문조사

자료 분석 χ2 검정, 로지스틱회귀분석, 다 회귀분석, 상 계분석

조사 도구 일반  특성, 의료서비스 만족도(한의사, 간호사, 치료시설 이용, 치료경과, 환경, 식사, 입원비 등)

주요 결과
한방병원의 의료서비스 차원  입원비, 식사, 환경 등의 항목은 만족도가 낮았으며, 한 체  

만족도는 치료시설 이용, 한의사, 환경, 치료경과 등에 의하여 향을 받음

기타 석사 학 논문(보건학 공)

(7) 길창덕(2005): 양·한방 진료선택을 위한 환자의 결정요인 분석 및 만족도 -뇌졸중을 중심으로-11)

(8) 전한나(2005): 한방병원 입원 환자들의 환자 만족도12) 

(9) 강형미(2004): 한방병원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일개 대학부속 한방병원 뇌졸중 

환자 및 보호자를 중심으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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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연구 유형 설문조사 연구

조사 기간 2004. 5.
조사 지역 서울

조사 상 10개 한방병원 환자  직원

표본 크기 78명(환자), 48명(직원)

구    분 내        용

조사 지역 서울

조사 상 1개 학부속 한방병원에 입원한 뇌졸  환자  보호자

표본 크기 148명

표본 추출 임의표집

조사 방법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자료 분석 t 검정, 분산분석, 상 계분석

조사 도구
진료서비스, 행정서비스, 환경  시설 서비스, 의료서비스 품질 기 도와 품질정도, 이용 후 충

족정도 등

주요 결과

고객이 기 하는 수 과 친근감, 감성을 갖는 서비스로 고객이 감동하는 맞춤 서비스가 요구됨. 
각종 시설에 한 만족 수 은 한방병원 이용후 충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쳐 환경  시설서

비스 개선이 필요함

기타 석사 학 논문(병원행정 공)

(10) 김소희(2004):뇌졸중 환자의 한방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14)

구    분 내        용

연구 유형 설문조사 연구

조사 기간 2003. 10. 21. - 2003. 11. 7.
조사 지역

조사 상 1개 학부속 한방병원에 입원 인 뇌졸  환자

표본 크기 100명

표본 추출 임의표집

조사 방법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자료 분석 t 검증

조사 도구
일반  특성, 직원의 친 도, 입원생활의 만족도, 병원의 생상태, 병원의 제반시설과 주  환

경, 진료의 성

주요 결과
비교  만족도가 높았던 병원직원의 친 도 부분에서의 지속  교육이 필요하고, 불만족도가 높

게 나타난 한방병원의 생상태, 병원의 시설  환경 등을 개선하여야 함

기타 석사 학 논문(경 학 공)

(11) 조영신(2004): 한방 의료서비스 품질이 환자만족 및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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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표본 추출 임의표집

조사 방법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자료 분석 분산분석, 상 계분석

조사 도구 인구사회  변인, 직무만족도, 서비스품질, 환자만족도, 재이용의도

주요 결과

한방병원이 친 도와 진료 면에서는 환자만족에 부응하고 있으나, 병원시설과 의료장비 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한방 의료서비스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면 체 재이용 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환자 만족도와 재이용의도에서 여성이 높게 나타남

기타 석사 학 논문(호텔 경  공)

구    분 내        용

연구 유형 설문조사 연구

조사 기간 2004. 8. 2 - 2004. 8. 31.
조사 지역 원주

조사 상 1개 한방병원을 내원한 환자

표본 크기 206명

표본 추출 임의표집

조사 방법 자기기입식, 면  설문조사

자료 분석 t 검증, 분산분석, 상 분석, 다 회귀분석

조사 도구 한방 의료에 한 믿음, 병원의 항목별 이용 만족도, 치료 경험, 사회인구학  특성

주요 결과

수에 한 만족도, 간호직원에 한 만족도, 진료비에 한 만족도가 환자의 반 인 만족도

에 향을 미쳤으며, 한방의료의 우월성에 한 믿음도 환자의 반 인 만족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기타 석사 학 논문(보건 리학 공)

구    분 내        용

연구 유형 설문조사 연구

조사 기간 2003. 3. 20. - 2003. 4. 19.
조사 지역 경기도

조사 상 36개 보건소  보건의료원 한방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

표본 크기 551명

표본 추출 임의표집

조사 방법 자기기입식, 면 설문조사

자료 분석 t 검정, χ2 검정, 분산분석

(12) 진향희(2004): 일개 한방병원의 외래환자 만족도 조사 연구-S한방병원을 중심으로-16)

(13) 최희승(2003): 경기도 보건소 이용자의 한방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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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조사 도구 일반  특성, 한방의료 련 특성, 인식도에 한 내용, 이용 만족도

주요 결과
한방 의료의 양 인 확 뿐만 아니라 질 인 측면에 을 두어 진료수 , 시설환경, 직원의 

친 성, 교통 근성, 불편사항 등에서 이용자 심으로 개선하여야 함

기타 석사 학 논문(보건학 공)

Ⅳ. 고찰

일반 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의학의 기술  측

면, 의료인과 환자간의 인 계  진료가 제공되

는 물리  환경의 쾌 성의 상호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의료업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료인들

은 일반 으로 기술  측면을 시하고 있으나, 환

자들은 인 계나 물리  환경의 쾌 성을 기술  

측면 못지않게 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료

의 질은 고객으로서의 환자 만족도 조사에 의해 평

가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공 자인 병

원 측에 한 병원 고객의 기 와 욕구, 진료서비스

에 한 인식 등을 반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

자의 만족도 평가에 의해 의료공 자는 진료서비스

의 질 향상  환자의 편의를 한 각종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13).

환자 만족도 조사 연구들이 비록 조사과정에서 

환자 만족도 측정 과정이 정확하지 않고, 신뢰도  

타당도에 한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환자 만

족도 조사는 의료 이용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한

다. 첫째, 환자의 만족도는 진료의 비용, 진료의 용

이성, 진료의 성과, 진료의 기술 이고 인간 인 면

에까지 향을 미치는 등 체 으로 의료의 질을 

평가한다. 둘째, 입원과정에 만족한 환자들은 의학

 조언을 좀 더 많이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며, 치료

에 좀 더 잘 순응하며, 의료 소송의 결정 여부에 있어 

요하다. 셋째, 병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만족한 

환자들은 의료 재이용에 정 이며, 주변 사람들의 

의료 이용에 향을 미친다. 와 같은 이유로 환자 

만족도는 의료서비스 질의 원천  정보로서 역할을 

하므로, 의료공 자들은 환자 만족도를 간과할 수 

없다. 결국 환자 만족도가 의료의 질 표지이자, 의료

달의 궁극  달로서 기능을 하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기 때

문이다. 한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고객의 만족은 

깊은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고객의 만족과 

정  구   재구매 의도는 정의 계에 있어 만족

도의 측정은 요하다
12).

최근에 이루어진 2011년 한방의료 이용실태 조

사
3)
에서 우선 직  한방의료 기 에서 한방의료를 

이용한 입원  외래환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을 

상으로 한 화조사에서도 부분의 이용자들은 

한방의료에 한 인식 수 이 높고 한방의료를 신뢰

하며 한 한방의료에 해 만족하고 있었다. 한방

의료 이용자들이 한방의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방

치료가 더 효과 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한방치료의 

부작용이 다는 생각, 주변 사람들이 권하기 때문

이었다. 반면 이들의 향후 한방의료에 있어서 개선

해야 할 사안들로서 지 한 것들은 한방의료의 건강

보험 여 확 (특히 부분 으로 여가 제공되고 

있는 물리요법과 탕약의 여화), 한약재의 안 성 

확보, 고가의 진료비를 낮추는 방안, 치료효과  

과학  근거 확보, 문분야별 문성 제고, 진료 

범  확 , 시설  장비 개선 등으로서 신뢰와 기

치가 높은 만큼 반 인 한의학계의 발 을 바라는 

내용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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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방의료 만족도에 한 문헌 13편의 

주요 결과를 종합해보면 의료진  직원의 친 도가 

가장 주요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치료 효과에 한 정  인식  진에 한 선호 

역시 만족도 향상에 향을 미쳤다. 그리고 반

으로 만족도의 향상을 해서 시설  환경 부문에 

한 개선이 시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질 으로 의료서비스의 은 환자라는 고객

에 한 심리 인 편안함과 안정감에 맞추어져야 

한다. 서비스 수행 시 극 인 자세로 환자에게 신

뢰감과 기 감을 총체 으로 만족시켜 정서  안정

감을 주어야 한다. 모든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경험

을 바탕으로 실질 인 환자만족을 향상시키려는 노

력을 해야 한다. 환자들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서

비스에 한 기 수 을 갖게 되고 서비스를 이용한 

후 그 성과가 기 수 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

하게 되는데, 체로 기 한 수 에 비해 실제 인지

된 서비스 수 이 높을 경우 환자는 만족하게 되지

만 반 의 경우엔 불만족을 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15).

이에 의료진  직원의 친 도는 가장 주요한 만

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료진의 진료태도, 

환자에 한 진료 반에 한 세심한 배려로 한방

의료에 한 정  이미지와 신뢰성 제고를 한 

인  자원에 한 지속 인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꾸 히 요구된다.

치료효과에 한 정  인식은 만족도 향상을 

해 요한데, 2011년 한방의료 이용실태 조사
3)
에

서 한방진료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치료효

과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방 의료서비스 질에 한 

일정한 기 을 설정하여 한방 의료서비스 표 화를 

통해 한방의료에 한 정  이미지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진에 한 선호도 역시 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데, 진이 한방과 양방이 상호 보완 으로 결합

하여 환자의 진료 효과를 높이고, 환자들의 시간 ·
경제  손실을 여 으로써 의료기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는 것

이 반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방과 양방의 

력 진료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핵심 주체인 의

사와 한의사의 상호 이해와 긴 한 력이 가장 

요하다. 

한방의료에 있어 반 으로 만족도의 향상을 

해서 시설  환경 부문에 한 개선이 시 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진료시설의 소, 편의시설의 미

비, 병원 장비  시설의 노후화에 한 계획 인 

시설  환경에 한 개선을 단계 으로 수반해나가

야 한다. 특히 한방의료의 특성상 고령의 연령층과 

여성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데, 이들을 해 교통 

 주차시설, 내부 이동경로 등을 개선하여 근성

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한방의료 만족도에 한 독립

인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일반화하고자 하 으

나 제한 은 있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일반 인 학

술지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 으므로, 보다 특

화된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인 검색이나 회색 문헌 

등의 좀더 다양한 논문들을 상으로 하면 풍부한 

결과들을 추가 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한 수집된 자료들에 있어서도 제한된 지역과 

한방병원·한의원에서의 임의표집 등으로 인한 표본

추출 과정과 환자들에게서 나온 편향 인 피험자의 

결과 해석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고

려가 있어야 한다. 향후 통계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 기술  분석이나 비교 분석이 다수여서 미리 

계획된 가설과 검증을 통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

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문헌의 

질 평가를 통한 논문의 질  수 을 검증하여 엄격

한 문헌 선택·배제 과정을 거쳐 차별화된 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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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평가를 통한 심층 인 분석도 필요할 것으

로 여겨진다. 

V. 결론

한방의료 만족도에 한 문헌 13편의 주요 결과

를 종합해보면 의료진  직원의 친 도가 가장 주

요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치료 효

과에 한 정  인식  진에 한 선호 역시 

만족도 향상에 향을 미쳤다. 그리고 반 으로 

만족도의 향상을 해서 시설  환경 부문에 한 

개선이 시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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