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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병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불만과 고충 내용을 분석하여 불만족을 파악함으로써 고객 불만족

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는 고객만족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자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높은 분포를 보였고 계절별로는 환자측면과 보호자측

면 모두 여름에 높았고 요일별로는 모든 측면에서 월요일에 불만족이 많았다. 이용형태별로는 환자측면

은 외래가, 보호자측면은 입원이 높았고 발생부서별로는 환자측면과 보호자측면 모두 진료부에 대한 불

만사항이 많았고 소리함을 통한 접수가 많았다. 2. 불만요일별 항목 특성 중 진료서비스 항목은 진료정

확성이 높은 분포를 보였고 보호자는 진료서비스에서, 환자는 절차서비스에서 높은 불만을 보였다. 3.

발생부서별로는 절차서비스는 진료지원에서 높은 점수가, 진료서비스는 진료부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

며 친절서비스에서는 간호부가 높은 점수를 보였고 편의환경서비스에서는 행정부가 높은 점수를 보였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4. 불만요인별 상관관계의 결과는 진료서비스는 성별의 역 상관관

계를 보였다. 친절서비스는 성별과 연령이 정상관 관계를 보였고, 진료서비스는 역상관 관계를 보였다.

절차서비스는 성별과 연령, 진료서비스, 친절서비스가 역상관 관계를 보였다. 편의환경서비스는 성별과

연령이 정상관 관계를 보였고, 진료서비스, 친절서비스, 절차서비스는 역상관 관계를 보였다. 현 의료서

비스에 대한 고객의 불만 및 고충 내용이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써 그 의의가 있다.

1.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는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

해지면서 각 분야에 걸쳐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 대

안들 속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을 선택하는 이른바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1].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고객이 원하는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은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객 이탈

률을 최소화하고 궁긍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2]. 또한 정부에서 주관하는 의료서비

스 평가, 병원신임평가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관리, 감독 하고 있으며[3] 많은

의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민원관련 부서를 만들어 고

객의 불만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결국 고객이 병원을 다시 방문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개 대학병원에

서 접수된 고객의 불만 및 고충에 대한 내용을 분석

하여 관련 특성을 규명하여 병원경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고객센터에 접수된 병원

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불만과 고충 내용을

분석하여 불만족을 파악함으로써 고객만족 경영 전략

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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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N %

성별

남자 654 47.0

여자 498 35.8

미상 240 17.2

연령

30세 이하 49 03.5

31~50세 205 14.7

51세 이상 147 10.6

미상 991 71.2

행위주체

환자 789 56.7

보호자 465 33.4

기타 138 09.9

합 계 1,392 100

서비스 항목 있다 없다 합계

진료서비스

진료정확성 174(12.5) 1,218(87.5) 1,392(100.0)

의사 설명 85( 6.1) 1,307(93.9) 1,392(100.0)

진료서비스

기타
97( 7.0) 1,295(93,0) 1,392(100.0)

친절서비스

의사 친절 80( 5.7) 1,312(94.3) 1,392(100.0)

간호사 친절 86( 6.2) 1,306(93.8) 1,392(100.0)

직원 친절 96( 6.9) 1,296(93.1) 1,392(100.0)

절차서비스

대기 시간 91( 6.5) 1,301(93.5) 1,392(100.0)

절 차 132( 9.5) 1,260(90.5) 1,392(100.0)

편의환경서비스

병원시설 165(11.9) 1,227(88.1) 1,392(100.0)

주 차 43( 3.1) 1,349(96.9) 1,392(100.0)

청 소 76( 5.5) 1,316(94.5) 1,392(100.0)

입원실 편의 72( 5.2) 1,320(94.8) 1,392(100.0)

냉/난방 26( 1.9) 1,366(98.1) 1,392(100.0)

2.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일개 대학병원을 이용한 고객 중 고

객센터에 불만을 제기하고 접수한 총 1,392건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한 가지 이상 다양한 불만을 제기한

경우 주호소 불만을 1건하고 나머지는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2.2 연구방법

일개 대학병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고객

센터 직통전화로 접수한 내용과 인터넷, 병원 내 설

치되어 있는 30개의 소리함에 투입된 불만 및 건의사

항,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한 내용, 편지 등의 경

로를 통해 접수한 1,392건(2006년 659건, 2007년 733

건)의 불만 및 고충 접수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

다.

2.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불만 주체에

따른 내원특성, 진료특성, 접수방법 및 날씨특성은 카

이스쿼어분석을 실시하였고, 불만요인에 따른 특성은

ANOVA분석하고 불만요인별 상관분석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자료처

리와 분석은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 하였다.

3. 분석 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로 보면 남자

47.0%, 여자 35.8%로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미상이 71.2%, 31~50세 14.7%로

미상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행위주체별로는 환자가

56.7%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보호자가 33.4%

분포를 보였다(표 1).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N( % )

3.2 불만요인에 따른 특성분석

3.2.1 불만요인별 항목특성

불만요일별 항목 특성은 진료서비스 항목 중 진료

정확성이 174건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편의

환경서비스 항목 중 병원시설이 165건으로 그 다음으

로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서비스는 진료

정확성 174건, 진료서비스 기타 97건, 의사설명이 85

건 순이었고 친절서비스는 직원친절이 96건, 간호사

친절이 86건, 의사친절이 80건 순이었다. 절차서비스

는 절차가 132건, 대기시간이 91건의 순이었고 편의

환경서비스는 병원시설이 165건, 청소가 76건, 입원실

편의가 72건, 주차가 43건, 냉/난방이 26건 순이었다

(표 3).

[표 2] 불만요인별 항목특성 단위: N(%)

3.2.2 진료특성에 따른 불만요인

진료특성에 따른 불만요인 특성을 살펴보면 절차서

비스는 외래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진료서비스에서

도 외래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발생부서별로는 절차서비

스는 진료지원에서 높은 점수가, 진료서비스는 진료

부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친절서비스에서는 간호

부가 높은 점수를 보였고 편의환경서비스에서는 행정

부가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01)(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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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특성
진료

서비스

p-

value

친절

서비스

p-val

ue

절차서비

스

p-

value

편의환경

서비스

p-

value

이용형태 0.000 0.004 0.000 0.000

입원 0.08±0.14 0.05±0.12 0.03±0.13 0.08±0.10

외래 0.10±0.15 0.07±0.14 0.14±0.22 0.02±0.07

기타 0.03±0.09 0.04±0.11 0.01±0.05 0.08±0.10

발생부서 0.000 0.000 0.000 0.000

진료부 0.19±0.17 0.05±0.12 0.12±0.21 0.00±0.00

간호부 0.08±0.15 0.16±0.17 0.08±0.18 0.01±0.04

진료지원 0.01±0.06 0.10±0.15 0.20±0.25 0.01±0.05

행정부 0.00±0.00 0.04±0.10 0.04±0.14 0.14±0.09

기타 0.01±0.04 0.03±0.10 0.00±0.04 0.07±0.10

변수 성별 연령
진료

서비스

친절

서비스

절차

서비스

진료서비스 -0.093** -0.032

친절서비스 0.136** 0.058* -0.282**

절차서비스 -0.120** -0.129** -0.256** -0.210**

편의환경

서비스
0.049 0.036 -0.361** -0.296** -0.269**

[표 3] 진료특성에 따른 불만요인 특성

단위: Mean±S.D.

3.3 불만요인별 상관분석

불만요인별 상관관계의 결과는 진료서비스는 성별

(r=-0.093, p<0.01)의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친절서비

스는 성별(r=0.136, p<0.01)과 연령(r=0.058)이 정상관

관계를 보였고, 진료서비스(r=-0.282, p<0.01)는 역상

관 관계를 보였다. 절차서비스는 성별(r=-0.120,

p<0.01)과 연령(r=-0.129), 진료서비스(r=-0.256), 친절

서비스(r=-0.120)이 역상관 관계를 보였다. 편의환경

서비스는 성별(r=0.049, p<0.01)과 연령(r=0.058)이 정

상관 관계를 보였고, 진료서비스(r=-0.361, p<0.01),

친절서비스(r=-0.296), 절차서비스(r=-0.269)는 역상관

관계를 보였다(표 10).

[표 4] 불만요인별 상관분석

* p＜0.05

** p＜0.01

4. 고찰

4.1 연구의 고찰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고객센터에 접수된 병원

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불만과 고충 내용을

분석하여 불만족을 파악함으로써 고객 불만족의 재발

을 막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는 고

객만족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고

찰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로 보면 남

자 47.0%, 여자 35.8%로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분포

를 보였고 연령별로는 미상이 71.2%, 31~50세 14.7%

로 미상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불만을 표시하

되 신분 노출을 밝히기 꺼리는 심리적인 이유와 익명

성을 보장 받고자 소리함의 엽서를 통해 많은 민원을

제기한 특징을 보여준다.

김명순[5]은 불만호소 행위자 유형으로 환자가, 입원

보다는 외래에서 불만족에 대한 적극적인 호소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불만 행위주체

별로는 환자가 56.7%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외

래 이용시 불만족 사항이 많았다.

이용형태별로는 환자측면에서는 56.7%로 외래가 불

만족이 높았던 반면 보호자측면에서는 입원이 59.4%

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외래와 입원 모

두 소리함을 통한 불만 접수가 많았는데 외래와 병동

에 설치되어 있는 소리함이 방문하기 보다는 쉽게 접

할 수 있고 내용을 기록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불평행위가 자신에게 구체적인 이득을 가져다주기보

다는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으로

이에 불평행위를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므

로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소리함을 많이 이용한

점이다. 현재 각 병동과 검사실, 외래에 설치되어 있

는 30개 소리함을 향후 복도와 편의점, 식당 등에도

설치하여 고객들이 쉽게 불만을 기록하여 고객의 불

만을 채집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 김수배, 김춘득[6]은 부가적인 의료서

비스 요인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병원

시설요인, 의료진 요인에 대한 불만족 순이라고 하였

다. 조희경[7]은 대기시간과 주차비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았다고 하였고, 설영애[8]는 절차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측면과 보호자측면 모두 진료부에 대한 불만사항

이 많았으며 진료서비스 항목 중 진료정확성이 174건

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편의환경서비스 항목

중 병원시설이 165건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의료인으로부터 좀 더 인간적인 대우와 자상한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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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의 불만족 내용들은 접수된 접점지역 직원은 물

론 병원경영진과 일반 직원에 이르는 전 직원들이 공

유할 필요가 있다.

현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불만 및 고충 내용이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

는 기초자료로써 그 의의가 있다.

4.2 연구의 제한점

연구대상을 일개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불만 및 고충

을 제기한 건수만을 선정하였고 일개 대학병원이 갖

는 독점적인 성격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일개 대학병원을 이용한 고

객 중 불만을 제기한 내용 중 여러 가지 불만 중에

주호소 불만만을 1건으로 대상으로 하였기에 대학병

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대표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후

향적 조사연구로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질병의 경

중도, 의료에 대한 태도, 소득수준, 교육수준, 진료수

준 등은 반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불

만 및 고충 내용이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그 의의가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일개 대학병원을 이용한 고객 중 고

객센터에 불만을 제기하고 접수한 총 1,392건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병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불

만과 고충 내용을 분석하여 불만족을 파악함으로써

고객 불만족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

시하고 적용하는 고객만족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

자가 높은 분포를 보였고 계절별로는 환자측면과 보

호자측면 모두 여름에 높았고 요일별로는 모든 측면

에서 월요일에 불만족이 많았다. 이용형태별로는 환

자측면은 외래가, 보호자측면은 입원이 높았고 발생

부서별로는 환자측면과 보호자측면 모두 진료부에 대

한 불만사항이 많았고 소리함을 통한 접수가 많았다.

2. 불만요일별 항목 특성 중 진료서비스 항목은 진료

정확성이 높은 분포를 보였고 보호자는 진료서비스에

서, 환자는 절차서비스에서 높은 불만을 보였다. 3.

발생부서별로는 절차서비스는 진료지원에서 높은 점

수가, 진료서비스는 진료부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

며 친절서비스에서는 간호부가 높은 점수를 보였고

편의환경서비스에서는 행정부가 높은 점수를 보였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4. 불만요인별

상관관계의 결과는 진료서비스는 성별의 역 상관관계

를 보였다. 친절서비스는 성별과 연령이 정상관 관계

를 보였고, 진료서비스는 역상관 관계를 보였다. 절차

서비스는 성별과 연령, 진료서비스, 친절서비스가 역

상관 관계를 보였다. 편의환경서비스는 성별과 연령

이 정상관 관계를 보였고, 진료서비스, 친절서비스,

절차서비스는 역상관 관계를 보였다. 현 의료서비스

에 대한 고객의 불만 및 고충 내용이 병원 의료서비

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써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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