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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척추·관절질환 환자 만족도와 병원 추천 의향을 분석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2019년 서울지역 소재 척추·관절 전문병원에서 환자 만족도와 추천 의향을 조사하였고, 인구·사
회적 특성과 환자 만족도와의 관련성, 만족도 영향요인 및 추천 의향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래의 경우 직원 
용모·복장의 단정함과 청결도, 직원 친절도, 시설환경 쾌적성에서 환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대기시간 관련 문항에
서 환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입원의 경우 간호 영역과 병원환경 영역에서 여성의 만족도가 높았다. 하위 영역별로
는 간호 영역 중 고객 존중 및 예의, 고객 경청, 담당 간호사에서 환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병원환경 영역은 전반적
인 병원 청결도와 안전 문항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환자 만족도와 주변에 해당 병원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환자 만족도와 병원 추천 의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관절 질환 
환자 만족도와 추천 의향 평가 결과는 척추·관절 전문병원에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병원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척추질환, 관절질환, 환자 만족도, 병원 추천의향

Abstract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commend a hospital for spinal 
and joint patient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t a spinal and joint hospital in Seoul in 2019,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and patient satisfaction, factors 
influencing hospital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were analyzed. In outpatients, hospital 
satisfaction was higher in neatness and cleanliness of staff, kindness and facility environment comfort, 
and hospital satisfaction was low in questions related to waiting time. In inpatients, women's 
satisfaction was higher in the nursing and hospital environment areas.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satisfaction and the willing to recomme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In the sub-analysis, 
hospital satisfaction was higher in the group that responded with respect and courtesy, listening, 
satisfaction of the nurse, hospital cleanliness and safety. This study is can be u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hospital care services in related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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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내외 의료환경 변화는 의료시장의 경쟁 시대로

의 전환으로 환자 만족도를 지속해서 향상시키고자 고객 
중심, 환자 중심으로의 방안을 모색하고, 환자들의 병원 
선택요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환자 만
족도는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환자가 병원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느냐 하는 문제는 
병원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핵심과제로 드러나고 있다
[1]. 이러한 환자 만족도에는 의사 및 간호사와 환자 상호
작용, 병원시설, 행정 서비스 등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이와 함께 의료시장의 성
격이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 감
에 따라 소비자의 이용 행태와 태도를 조사하여 의료서
비스나 병원경영 관리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환자 만족
도에 대한 실용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3]. 이에 따라 환
자 만족도와 병원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가 되고 있다. 환자 만족도 관련 기존 연구를 
보면, 환자 만족도 측정도구 개발 및 측정방법 연구
[4-5], 환자 만족도 조사와 관련 요인분석[6-8], 의료기
관 내원경로와 만족도 영향요인[9-10], 환자 만족도와 
재방문(이용)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11-12] 등으로 발전
하여왔다. 이들 선행연구에서 환자 만족도 구성요소로 병
원시설 및 환경, 진료 절차 편리성, 직원의 친절성, 진료 
관련 설명(정보제공), 접근성, 경제성 등으로 제시되었다. 
병원 선택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 편리성, 친절성, 제공되
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등이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요
인은 환자 만족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들 선행연구에서의 환자 만족도 및 병원 선
택요인에 관한 연구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정 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
병원에서의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일부 전문병원을 대
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진료비, 지인 추천, 의료기술 수
준, 접근성, 서비스 수준 등이 병원 방문 요인으로 나타났
으나 이들 연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거나 입지 
선택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13-14]. 환자 만족도 연구
는 질환의 특성 또는 의료서비스 종류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
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에서 환자 
만족 경영 방안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제적인 

지침이 될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
는 척추·관절질환 환자를 주로 다루는 전문병원에서 환
자 만족도와 서비스 중심 요인 등을 분석하여 제한적이
나마 척추·관절 전문병원에서 의료서비스 개선방안과 병
원 경영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자료

이 연구는 서울시 일개 척추·관절 병원을 중심으로 
2019년 이 병원에 진료로 내원한 외래 및 입원환자 각 
100명을 대상으로 환자 만족도와 추천 의향을 조사하였
다.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을 사용하였으며, 다변
량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하기 위해 효과크기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80%, 독립변수 4개
를 투입한 결과 최소한의 표본 수는 85명으로 분석되었
다. 이 연구에서는 100명 이상에 맞추어 설문조사를 수
행하였다. 

2.2 조사 방법
자료수집 방법은 단순 무작위 추출로 환자들이 대기하

는 시간 동안 또는 입원 동안 입원실을 방문하여 자발적
인 참여 동의를 얻어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였다. 

2.3 연구 도구
외래 설문 도구는 내원 횟수, 성별, 연령대, 내원 경로 

등 4개 문항과 의료진 및 정보, 병원시설 및 서비스 특성 
등 1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 설문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도구
는 입원 횟수, 성별, 연령대, 내원경로 등 4개 문항과 간
호사 영역, 의사 영역,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 
권리보장 등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원 횟수, 
성별, 연령대, 내원 경로를 제외한 설문 문항은 리커트 4
점 척도(항상 그랬다,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
지 않았다)로 측정하였다. 외래 설문 도구는 선행연구에
서 제시한 문항 중 연구 병원에서 적합한 문항을 선별적
으로 사용하여 설문 도구의 신뢰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
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환자 만족도 선행연구에서 제
시하고 있는 신뢰도 범주는 .630~.936으로 조사되었다. 
입원환자 설문 도구로 사용된 환자경험평가 도구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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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원 환자중심성 평가모형 개발 연구에서 개
발한 도구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9이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분석하였고, 외래 설문 도구는 .957, 입원 설문 
도구는 .931이었다. 

2.4 분석 방법
환자 만족도와 추천 의향을 종속변수로 하고, 관련 요

인으로 대상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환자 만족도는 각 하
부 요인 문항의 중요성이 같다는 가정하에 문항에 대한 
점수(4점)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전반적인 환자 만족도
를 알아보기 위해 영역 구분 없이 만족도 점수를 모두 합
산한 것이고 만족도 변수는 정규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연령은 30대 이하, 40대, 50대로, 병원 내원경로는 
친인척/친구/이웃 등 소개, 인터넷/카페/블로그 검색, 신
문/잡지/TV/간판 등 기타로 구분하였다. 내원(입원) 횟
수, 성별, 연령대, 내원 경로에 따라 만족도 각 요인에 차
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대상자 특성에 따른 환자 만족도
와 관련성을 보고자 상관분석,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변량회귀분석을 통해 환자 만족도
와 추천 의향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든 연
구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3. 연구 결과 
3.1 외래환자 만족도와 추천 의향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42.0%, 여성 58.0%이었다. 연
령은 30대 이하 24.0%, 40대 25.0%, 50대 18.0%, 60대 
이상 33.0%로 50대가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2회 이
상 방문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81.0%로 높았고, 친척/
친구/이웃 등 지인 소개로 내원하는 대상자가 49.0%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Table 1). 외래환자 대상자 전체 환
자 만족도 평균은 3.25점이었고, 연령에서는 30대 이하
에서 높았으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2회 이상 내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와 지인 소개로 내
원한 환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예약 후 내원했음에도 
진료를 위한 오랜 대기시간과 예상 대기시간 및 이유에 
대한 설명 부족, 진료대기 방법 미흡, 검사이유와 병원 이
용에 대한 정보 부족, 귀가 후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부

족, 환자나 보호자의 증상이나 우려에 대해 주의 깊게 들
어주지 않는 부분 등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이러한 만족도 
요인을 대상자의 성별, 연령, 내원 횟수, 내원 경로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Variables mean±SD
Convenient reception/reservation 3.32±0.66
Appropriate waiting time 3.07±0.83
Explanation of the reason for waiting 3.06±0.77
Waiting procedure 3.14±0.75
Explanation of reasons for exam/treatment 3.14±0.78
Nurse’s explanation about symptoms/disease/process 3.33±0.62
Staff clothes cleanliness 3.43±0.62
Kindness of staff 3.43±0.66
Explanation of cautions after returning home 3.20±0.80
Listening to patient comments/questions 3.21±0.75
Facility accessibility 3.23±0.68
Provision of hospital use information 3.15±0.70
Facility environment comfort 3.41±0.57

Table 2. Outpati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hospital 
selection factors 

환자 만족도 각 요인과 병원 추천 의향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환자 만족도 요인과 병원 추천 의향과의 상관
계수(r)가 .5 이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3). 이는 환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변에 
해당 병원을 추천할 의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haracteristics n(%) mean±SD
Gender Male 42(42.0) 3.27±0.58

Female 58(58.0) 3.21±0.57

Age
≤30 24(24.0) 3.36±0.48
40-49 25(25.0) 3.14±0.69
50-59 18(18.0) 3.30±0.63
≥60 33(33.0) 3.18±0.51

Number 
of visits

1 19(19.0) 3.18±0.59
≥2 81(81.0) 3.25±0.57

Visit route
Recommendation 
from acquaintance 49(49.0) 3.33±0.53
Internet search 17(17.0) 3.09±0.68
Other 34(34.0) 3.17±0.57
Total 100(100.0) 3.25±0.58

Table 1. Satisfaction by outpatient characteristics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2호310

3.2 입원환자 만족도와 추천 의향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50.0%)과 여성(50.0%)이 고르

게 분포하였다. 연령은 30대 이하 16.0%, 40대 18.0%, 
50대 23.0%, 60대 이상 43.0%로 30대 이하가 가장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입원하는 대상자가 66.0%로 
높았고, 친척/친구/이웃 등 지인 소개로 입원하는 대상자
가 71.0%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Table 4). 입원환자 대
상자 전체 환자 만족도 평균은 3.44점이었고, 남성보다 
여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60
대 이상과 40대에서 높았으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처음 입원하는 대상자와 인터넷/카페/
블로그 검색을 통하여 입원한 환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n(%) mean±SD
Gender Male 50(50.0) 3.36±0.55

Female 50(50.0) 3.52±0.40

Age
≤30 16(16.0) 3.29±0.52
40-49 18(18.0) 3.51±0.48
50-59 23(23.0) 3.35±0.41
≥60 43(43.0) 3.52±0.50

Number 
of visits

1 66(66.0) 3.45±0.47
≥2 34(34.0) 3.44±0.51

Visit route
Recommendation 
from acquaintance 71(71.0) 3.42±0.50
Internet search 11(11.0) 3.60±0.40
Other 18(18.0) 3.45±0.47
Total 100(100.0) 3.44±0.48

Table 4. Satisfaction by inpatient characteristics 

영역별로 환자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의사 영역에서
는 고객 존중 및 예의, 주치의 만족, 고객 경청에서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고, 간호 영역에서는 고객 존중 및 예의, 
고객 경청, 담당 간호사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5).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에서는 통증에 대한 적
절한 조치, 병원환경 영역에서는 전반적인 병원 청결도, 
환자 권리보장 영역에서는 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
한 그룹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Variables mean±SD

Physician 
care services

Respect/Courtesy 3.52±0.56
Listen carefully 3.46±0.66
Opportunity to talk with doctor 3.22±0.83
Notice about round time 3.28±0.79
Satisfaction 3.49±0.60

Nursing care 
services

Respect/Courtesy 3.57±0.54
Listen carefully 3.54±0.61
Explanation for hospital 3.36±0.72
Effort for request for help 3.53±0.56
Satisfaction 3.54±0.59

Medication 
and 

treatment 
process

Explanation for injection, inspection, 
treatment 3.39±0.67
Explanation of side effect 3.24±0.78
Effort for pain control 3.47±0.58
Sympathy and consolation for 
disease 3.32±0.72

Environment Hospital cleanliness 3.44±0.58
Hospital environment safety 3.43±0.56

Patient 
Rights

Square deal 3.45±0.58
Ease of delivering complaints 3.38±0.64
Participation exam/treatment 
decision making 3.40±0.59
Consideration in exam/treatment 3.39±0.63

Table 5. Inpati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hospital 
selection factors

대상자 특성에 따라 만족도 각 영역에 차이가 있는지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간호사 영역과 병원
환경 영역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간호 영역
에서는 고객 존중 및 예의, 고객 경청, 고객 요구 처리 노
력, 담당 간호사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만족도 점수가 높
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5). 남성과 여성 모두 병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문항에서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병원환경 
영역에서는 전반적인 병원의 청결도와 병원환경 안전 요
인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p<.05). 

환자경험평가 점수(가장 좋은 경우 10점)와 주변에 해
당 병원 추천 의향(매우 추천하는 경우 10점) 간의 상관

Outpatient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r .704 .580 .597 .676 .575 .622 .567 .696 .564 .605 .593 .532 .603

p-value <.001 <.001 0.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outpatient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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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916으로 강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입원 경험을 좋다고 평가할
수록 주변에 해당 병원을 이용하도록 추천할 의향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Table 7).

Patient experience evaluation and recommendation
r .916

p-value <.001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atient experience 
evaluation and hospital recommendation

3.3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영역별 총합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의 영향
력을 알아보기 위해 범주화된 변수를 더미변수화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8). 성별의 경우, 외래 
만족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낮았고, 입원 만족도는 남성보
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 만족도는 간호 영역(β=.26)과 병원환경 영역(β
=.24)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투약 및 치료 부문(β=.35)에서 60세 이상 연령이 30세 

이하 연령보다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추천 의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60세 
이상 연령이 30세 이하 연령보다 추천할 의향(β=.32)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수들의 분산 팽창인
자(VIF)는 모두 10 이하였으며, Durbin-Watson 검정
통계량 값은 2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
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 고찰
이 연구는 척추·관절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병원 

추천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서울지역 소재 척추·관절 전문병원에서 구조화된 설문지
를 이용하여 환자 만족도와 추천 의향을 조사하였고, 수
집된 자료로 인구·사회적 특성과 환자 만족도와의 관련
성, 환자 만족도 영향요인 및 추천 의향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래의 경우 직원 용모·복장의 단정함과 청결
도, 직원 친절도, 시설환경 쾌적성 등에서 환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대기시간 관련 문항에서 환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병원이 직원 용모 및 

Physician Nursing Medication and 
treatment Environment Patient Rights

Gender
Male 3.33±0.63 3.36±0.60 3.31±0.59 3.30±0.57 3.34±0.56
Female 3.51±0.52 3.66±0.44 3.40±0.64 3.58±0.48 3.47±0.48

t -1.121 -2.826** -0.775 -2.697** -1.263
Age
 ≤30 3.23±0.66 3.43±0.66 3.09±0.69 3.33±0.70 3.35±0.59
 40-49 3.51±0.53 3.58±0.49 3.42±0.51 3.47±0.47 3.53±0.47
 50-59 3.30±0.54 3.37±0.49 3.29±0.54 3.35±0.51 3.21±0.46
 ≥60 3.53±0.58 3.59±0.54 3.46±0.66 3.51±0.53 3.48±0.54

F 1.456 1.056 1.537 0.684 1.824
Number of visits
 1 3.40±0.56 3.51±0.53 3.35±0.59 3.40±0.54 3.40±0.52
 ≥2 3.42±0.64 3.47±0.60 3.36±0.69 3.52±0.54 3.40±0.54

t -0.163 0.326 -0.017 -1.003 -0.011
Visit route
Recommendation 
from acquaintance 3.40±0.62 3.48±0.55 3.32±0.64 3.42±0.51 3.37±0.54
Internet search 3.60±0.45 3.67±0.42 3.57±0.45 3.64±0.51 3.65±0.46
Other 3.42±0.53 3.52±0.60 3.38±0.63 3.38±0.67 3.41±0.48

F 0.572 0.612 0.805 0.857 1.302
*: p<0.05, **: p<0.01

Table 6. Inpati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Unit: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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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단정함과 청결도, 친절도, 쾌적성에 집중하고 있으
나 대기시간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
자 만족도와 주변에 해당 병원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를 묻는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환자 만족도와 병
원 추천 의향과의 상관계수(r)가 .5 이상으로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
변에 해당 병원을 추천 의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 제시한 환자 만족도가 높
을수록 병원에 대한 추천 의향도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
치하였다[2]. 2회 이상 방문 및 지인 소개로 내원한 환자
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결과는 재진환자는 만족도가 높았
던 본인 의지로 또는 지인 소개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는 선행연구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13]. 

입원의 경우 간호 영역과 병원환경 영역에서 여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간
호 영역 중 고객 존중 및 예의, 고객 경청, 담당 간호사에
서 환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병원환경 영역은 전반
적인 병원 청결도와 안전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고객 존중(예의) 및 경청에서 40대와 60세 
이상 집단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30대와 50대에
서 만족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만족도 요인(영역별 문항 총합)과 주변에 해당 병원 추천 
의향 간의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도 관련 영역별(간호사, 의사,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변에 해당 병원을 추천할 의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소병원에서 의료진의 친절, 
행정절차 간편성, 짧은 대기시간, 예약 편리성, 깔끔한 복
장 등 요인이 고객만족에 유의하다는 선행연구[13]와 같
이 중소 규모의 전문병원에서 환자 만족도와 추천 및 재
방문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병원은 30대와 50대 입원환자
에서 만족도가 낮았던 점을 볼 때 이들 연령대에서 의사 
영역과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
로 보이고, 병원환경 영역과 간호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
역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평
균 만족도는 외래보다 입원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외래를 
통해 입원하는 일반적인 입원 경로를 볼 때 외래환자 만
족도 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영역별 총합점수를 종
속변수로 하여 성별, 연령대, 내원(입원) 횟수, 내원경로 
등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외래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에서, 연
령이 높을수록, 인터넷/카페/블로그 검색으로 내원한 환
자보다 지인소개로 내원한 환자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처음 입원한 환자에서, 지인 소개
로 입원한 환자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입원 영역별로 만족도를 구분하여 분석한 

Physician Nursing Medication and 
treatment Environment Patient Rights

β T β T β T β T β T
Gender (ref: Male)
 Female 0.12 1.17 0.26 2.59* 0.04 0.40 0.24 2.41* 0.10 0.92
Age (ref: ≤30)
 40-49 0.19 1.40 0.11 0.88 0.22 1.65 0.12 0.90 0.14 1.05
 50-59 0.06 0.40 -0.03 -0.22 0.18 1.25 0.02 0.13 -0.10 -0.68
 ≥60 0.27 1.68 0.16 1.05 0.35 2.28* 0.18 1.19 0.15 0.96
Number of visits (ref: 1)
 ≥2 0.05 0.45 -0.03 -0.32 -0.01 -0.13 0.08 0.08 0.02 0.17
Visit route (ref: Acquaintance)
 Internet search 0.14 1.28 0.09 0.88 0.17 1.59 0.13 1.21 0.16 1.47
 Other -0.01 -0.09 -0.02 -0.21 0.02 0.19 -0.08 -0.82 0.00 0.00

R2 0.011 0.113 0.077 0.116 0.094
F 1.152 1.669 1.080 1.709 1.297

P-value 0.339 0.126 0.383 0.117 0.261
D-W 1.979 2.107 1.977 2.312 2.174

*: p<0.05

Table 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inpatient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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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는 간호 부문과 병원환경 부문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유의하게 만족도가 높았고, 투약 및 치료 부문에서 
60세 이상 연령이 30세 이하 연령보다 만족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 요인과 병원 추천 의향 간 상관분석 결과에서
도 다른 요인보다 접수/예약 관리, 직원친절, 시설환경 
쾌적성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직원 용모/복장 단정함과 청
결, 친절도, 시설환경 쾌적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병원 시설환경이 병원 재이용 영향요인으로 알려진 바에 
따라 외래 환자는 병원 시설환경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
이는 만큼 해당 병원을 재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기시간 관련 문항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
나 해당 병원에서 진료과나 환자 연령, 이전 입원력 등을 
고려한 요일별 적정 환자 수 배정, 예상 대기시간 안내, 
모바일 활용 대기 순번 안내, 공간이나 TV 활용 볼거리 
제공 등 대기시간 관련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
행연구에서도 외래 대기시간과 환자 만족도는 역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 만족도 향상에서 대기시
간 관리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척추·관절 환자에 있어서 중증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향후 분석대상자의 표
본 수 조정과 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다양한 문항을 포
함하여 추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설문조사에 호의적인 대상자를 선택하였고, 응답하지 
않은 설문을 포함하지 않아 편향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
이 있다. 무응답 발생 분석 연구에 따르면 대상자의 교육 
및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연령에서, 설문 시간이 길
수록 무응답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15].

5. 결론
의료진의 진료 서비스, 검사 및 처치, 병원 시설환경 

등의 요인도 환자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진료 대기시간 요인을 포함한 예약 
및 접수 절차도 향후 해당 병원의 재이용 의사와도 연결
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로 연구 대
상자에 대한 추가 설문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만족도가 
낮은 대상자에 대한 심층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향
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원 환자가 재방문할 수 있도록 
대상자 특성에 대한 심층분석과 지속적으로 진료 대시 
시간을 모니터링하여 개선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진료 예약 시스템이 있는 현 상황에서 대기시간을 감
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는 일개 척추·관절 병원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연구 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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