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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환자의의료기관선택기준에관한조사를실시하는데있다. 외래, 중 병원에서검사한사항을 CD로 담

아타병원진료후현병원에내원한대상자와본병원에서진료후 CD를가지고타병원으로전원하는환자및보호

자를대상으로 2009년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본연구에동의하는대상자 302명을대상으로하였다. 내원ㆍ전원환

자의 물리적특성에서 주차시설, 주위시설, 의료진 서비스 품질에서는 간호사 친절도, 전문성, 설명, 의료 서비스 품질특

성에서는 의료기기 최신설비, 병원 평판에서는 의료인력 의술, 주위 환경, 병원 외적 요인에서는 진료의 권유 항목이 유

의하였다(p<0.05).

내원 시 병원 선택 변수 평균치 검정 결과 중 성별에서는 만족도, 연령별에서는 의료진 서비스품질, 거주지

에서는 병원외적요인, 병원지역에서는 병원평판, 만족도, 진료기관에서는 병원평판, 만족도, 진료구분에서는

만족도에서 유의하였다(p<0.05). 전원 시 병원 선택 변수 평균치 검정결과 중 연령별에서는 의료진 서비스

품질, 거주지에서는 병원외적요인, 병원지역에서는 병원평판, 만족도, 진료기관에서는 병원평판, 만족도, 진료

구분에서는 만족도가 유의하였다(p<0.05). 본 연구에서는 내원ㆍ전원 환자는 물리적 환경, 의료서비스 품질,

병원 평판 등 을 병원 선택에 중요한 요인들로 지각 하고 있으며 간호사와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하여 병

원을 선택한다고 나타났다. 내원 환자는 의료진 서비스 품질, 병원 평판, 만족도에서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

다.

전원 환자는 물리적 환경, 의료진 서비스품질, 의료 서비스 품질, 병원 평판, 만족도에서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자료 분석은 SPSS 12.0 Window Program을 이용하였다.

1. 서론

우리나라 환자들의 의료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여전히

환자들은 3차 의료기관, 서울 병원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따라서 의료기관 이용자들은 병원을 선택하

는데 있어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1], 특히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거화의 근접성 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

는 1차 의료기관에 비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자체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지방

2, 3차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서비스 개선 방향을 수립하

기 위해서 소비자의 욕구 및 병원 선택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갖는 중요성은 보다 각별할 것이다. 이

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모

색되어야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요구를 정

확히 파악해서 이를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마케팅이 필

요하다. 환자가 어떤 동기 또는 기준을 가지고 병원을

찾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과제이다

[2]. 환자들의 병원선택은 환자들 스스로가 평가하는 의

료의 질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에는 의료과정에서의 인적서비스와 진료환경이 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3]. 병원선

택 동기에 대한 환자 만족도 조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주된 내용은 마케팅 전략이 오직 의료, 진료부분

만을 전략영역으로 사물 것이 아니라 진료 외적인 분야,

예를 들면 직원의 친절도, 입원환자 대기시간, 청결상태,

병원이용편이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4].

이에 본 연구는 지방 일개 대학병원의 외래, 병동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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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 분 내 원 전 원 p

성별
남

여

66(42.9)

88(57.1)

80(54.1)

68(45.9)
.052

연령

40세 이하

41-60대

61세이상

63(40.9)

65(42.2)

26(16.9)

44(29.7)

59(39.9)

45(30.4)

.013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학이상

37(24.0)

58(37.7)

59(38.3)

45(30.4)

52(35.1)

51(34.5)

.456

결혼

여부

기혼

미혼/기타

113(73.4)

41(26.6)

125(84.5)

23(15.5)
.018

직업

화이트

블루

주부/기타

74(48.0)

24(15.6)

56(36.4)

51(34.5)

18(12.2)

79(53.4)

.012

가구

월평균

200만원↓

200~299

300~399

400만원↑

40(26.0)

50(32.5)

35(22.7)

29(18.8)

30(20.3)

36(24.3)

32(21.6)

50(33.8)

.025

거주지

대전

충남

기타

73(47.4)

61(39.6)

20(13.0)

66(44.6)

59(39.9)

23(15.5)

.788

진료

기관

1차기관

2차기관

3차기관

55(35.7)

56(36.4)

43(27.9)

23(15.5)

45(30.4)

80(54.1)

.000

보험

자격

건강보험

기타

116(75.3)

38(24.7)

121(81.8)

27(18.2)
0.27

진료

구분

외래

입원

47(30.5)

107(69.5)

78(52.7)

70(47.3)
.000

계
154

(100.%)

148

(100.%)

자 및 보호자 중 타 병원을 경유하여 본 병원에 내원한

대상자와 본 병원에서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대상자의

병원 선택 동기를 파악하여 환자의 선택 동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병원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

료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009년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지방에 소재 대

학병원으로 외래, 병동 환자 및 보호자 중 CD 담아 타

병원 진료 후 현 병원에 내원한 대상자와 본 병원에서

진료 후 CD를 가지고 타 병원으로 전원 하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 후 작성된 설문지를 총

320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일관성이 없다

고 판단되는 설문지 18부를 제외하고 최종 302명(전원

자 148부, 내조사원자 154부)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

구를 위한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인구통계학

적 특성, 물리적 환경, 의료진 서비스 품질 평가, 의료서

비스 품질,, 병원의 평판, 병원의 만족 , 병원 외적요인

등 총 45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카이검정과 병원 선택 동기와 환자 만족도는 t-검

증으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

원 선택 동기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t-검증과 ANOVA

로 분석하였다. 내원, 전원에 미치는 동일한 요인에 대

한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였다.

3. 연 구 결 과

3.1. 일반적 특성

총환자 154명 중 여자가 88명으로 여자가 많았

으며, 연령별로는 내원-전원 환자 모두 41～60대가

각각 65명,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원 환자는 40

세 이하가 많았다(p<0.05). 결혼 여부는 내원-전원

한 환자 모두 기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p<0.05). 직업은 내원환자는 화이트칼라가 74명,

전원환자는 주부 및 기타가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p<0.05). 거주지는 내원-전원 환자 모두 대전이 각

각 73명, 66명이었고 내원 환자도 충남 기타 순으

로 나타났다(p<0.01). 보험자격은 내원-전원 모두

건강보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표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3.2. 내원ㆍ전원환자의병원선택요인 영역별점수

내원ㆍ전원 환자의 전체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물리적 환경에서 내원은 평균이 3.40(0.73)이고 전원은

3.59(0.57)로, 의료서비스 품질에서 내원의 평균은

3.26(0.53)이고 전원은 3.39(0.47)로, 병원 평판의 내원

은 3.25(0.53)이고 전원은 3.43(0.45)로 세 항목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p<0.05) 의료진의 서

비스 품질, 만족도, 병원외적 요인의 평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2).

[표2] 내원ㆍ전원환자의병원선택요인영역별점수비교

단위: 평균±표준편차

특 성 내 원 전 원 t p

물리적환경 3.40±0.73 3.59±0.57 2.597 0.010

의료진서비스품질 3.41±0.72 3.50±0.56 1.223 0.222

의료서비스 품질 3.26±0.56 3.39±0.47 2.141 0.033

병원평판 3.25±0.53 3.43±0.45 3.115 0.002

만족도 2.96±0.84 2.96±0.65 -0.064 0.950

외적요인 2.88±0.59 2.98±0.47 1.546 0.125

합 계 3.19± 0.66 3.31± 0.53 1.75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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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내원 전원 t p

물리적

환경

대중

교통
3.63±0.88 3.60±0.77 -0.299 0.76

주차

시설
3.35±0.97 3.85±0.70 5.137 0.00

접근성 3.27±1.21 3.25±1.09 -0.122 0.90

지리적

요건
3.56±0.86 3.73±0.74 1.850 0.06

주위

시설
3.18±0.96 3.53±0.82 3.422 0.00

특성 구분 내원 전원 t p

병원

평판

병원신뢰도 3.37±0.70 3.49±0.62 1.619 0.106

3.27±0.84의료인력ㆍ의술 3.54±0.64 3.113 0.002

치료기술 3.25±0.90 3.35±0.72 1.046 0.296

인접지역 3.39±1.18 3.29±1.13 -0.746 0.456

주위환경 2.97±1.01 3.47±0.74 4.842 0.000

특성 구 분 내 원 전 원 t p-값

의료

서비스

품질

의료신뢰성 3.40±0.75 3.45±0.61 0.721 0.471

의료설비 3.13±0.89 3.56±0.83 4.373 0.000

원무절차 3.29±0.84 3.36±0.65 0.841 0.401

진료절차 3.38±0.86 3.41±0.67 0.326 0.744

대기시간 3.13±0.86 3.18±0.72 0.575 0.566

특성 구 분 내 원 전원 t p

의료진

서비스

품질

의사친절도 3.56±0.85 3.61±0.68 0.641 0.522

간호사친절도 3.58±0.96 3.79±0.66 2.245 0.026

의사전문성 3.50±0.86 3.32±0.83 -1.812 0.071

간호사전문성 3.42±0.84 3.62±0.75 2.176 0.030

의사설명 3.43±0.94 3.43±0.89 -0.027 0.978

간호사설명 3.36±0.94 3.59±0.74 2.320 0.021

의사불만해결 3.25±0.93 3.30±0.80 0.443 0.658

간호사

불만해결
3.32±0.91 3.45±0.77 1.316 0.189

의사소통 3.34±0.87 3.38±0.78 0.361 0.718

간호사소통 3.34±0.91 3.53±0.75 1.971 0.050

3.3. 내원ㆍ전원환자의물리적환경영역요인비교

내원ㆍ전원 환자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주차

시설에서 내원의 평균은 3.35(0.97). 전원은 3.85(0.70)로,

주위시설에서 내원은 3.18(0.96), 전원은 3.53(0.82)로 두

항목에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p<0.05) 대

중교통, 접근성, 지리적 요건의 평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3).

[표 3] 내원ㆍ전원환자의물리적환경영역요인비교

단위: 평균

±표준편차

3.4. 내원ㆍ전원환자의의료진서비스영역요인별비교

내원ㆍ전원 환자의 의료진 서비스 품질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간호사 친절도에서 내원의 평균은 3.58(0.96). 전

원은 3.79(0.66)로 , 간호사 전문성에서 내원의 평균은

3.42(0.94). 전원은 3.62(0.75)로, 간호사 설명에서 내원의

평균은 3.36(0.97). 전원은 3.59(0.74)로 세 항목에선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p<0.05) 의사 친절도, 의

사 전문성, 의사 설명, 의사 불만해결, 간호사 불만해결,

의사소통, 간호사 소통의 평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4).

[표 4] 내원ㆍ전원환자의료진서비스영역요인별 비교

단위: 평균±표준편차

3.5. 내원ㆍ전원환자의의료서비스품질영역요인비교

내원ㆍ전원 환자의 병원 의료 서비스 품질 특성을 비교

해 본 결과 의료기기설비에서 내원의 평균은 3.13(0.89),

전원은 3.56(0.83)로 항목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였으나 (p<0.01) 의료 신뢰성, 원무절차, 진료절차, 대기시

간 평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5)

[표 5] 내원ㆍ전원환자의료서비스영역요인비교

단위:평균±표준편차

3.6. 내원ㆍ전원환자의 병원평판 영역 요인 비교

내원ㆍ전원 환자의 병원 평판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의

료인력ㆍ의술에서 내원의 평균은 3.27(0.84), 전원은

3.54(0.64)로, 주위 환경에서 내원의 평균은 2.97(1.01), 전

원은 3.47(0.74)로 두 항목에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p<0.01) 병원 신뢰도, 치료기술, 인접한 지역 평가 항목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6).

[표 6] 내원ㆍ전원환자의병원평판영역요인비교

단위: 평균±표준편차

3.7. 내원ㆍ전원환자의 만족도 영역요인 비교

내원ㆍ전원 환자의 만족도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병

원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 욕구 충족, 병원 충성도, 비

용 충성도 항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표 7 생략).

3.8. 내원ㆍ전원환자 병원외적 요인영역 비교

내원ㆍ전원 환자의 병원 외적 요인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진료의 권유에서 내원의 평균은 3.34(1.07), 전원은

3.88(0.83)로 항목에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



2010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746 -

특성 구 분 내 원 전 원 t p

병원

외적

요인

진료권유 3.34±1.07 3.88±0.83 4.902 0.000

지인근무 2.47±1.24 2.27±0.89 -1.593 0.112

홍보매체 3.13±1.01 3.14±0.89 0.048 0.962

요양 2.58±1.01 2.61±1.09 0.251 0.802

연구 변수 B　 S.E.　 Wald　 p-값　 Exp(B)　

직업 　 　 4.317 0.116 　

화이트칼라 -0.799 0.394 4.106 0.043 0.450

블루칼라 -0.660 0.507 1.694 0.193 0.517

거주지 　 　 10.519 0.005 　

대전 0.395 0.485 0.665 0.415 1.485

충남 1.653 0.575 8.262 0.004 5.222

병원지역 　 　 14.749 0.001 　

대전 -0.410 0.414 0.981 0.322 0.664

충남 -2.139 0.585 13.356 0.000 0.118

진료기관 　 　 7.144 0.028 　

1차진료 -1.093 0.441 6.132 0.013 0.335

2차진료 -0.246 0.394 0.388 0.533 0.782

건강보험 0.344 0.372 0.852 0.356 1.410

입원 0.871 0.385 5.121 0.024 2.390

병원외적인↑ 0.359 0.291 1.526 0.217 1.432

나 (p<0.01) 지인 근무, 홍보 매체, 요양 평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8).

[표 8] 내원ㆍ전원환자의병원외적요인영역요인 비교

단위: 평균±표준편차

3.9. 내원ㆍ전원시 병원선택 변수 평균치 검정

내원ㆍ전원 시 병원 선택 변수 평균치 검정결과 성별

에 따른 영역별 평균치 검정에서는 물리적 환경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5). 연령별 영역별에서는 물리

적 환경을 제외한 의료진서비스품질, 의료서비스품질, 병

원평판, 만족도, 병원외적요인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

였다(p<0.01). 직업에 따른 영역에서는 의료진서비스품질,

의료서비스 품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5).

병원지역에 따른 영역에서는 병원외적요인, 병원평판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5). 보험 자격에 따른 영역

에서는 의료 서비스품질만 유의 하였다(p<0.01). 진료구분

에 따른 영역에서는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p<0.05) (표9 생략).

3.10. 내원ㆍ전원 시 병원선택 로지스틱 회귀 분석

내원ㆍ전원의 병원 선택을 종속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업에서는 화이트칼라 직업군이

블루칼라 직업군보다 0.5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 거주 지역과 병원지역에서는 충남지역 거

주자가 내원, 전원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고 진료기관에서는 1차진료기관이, 진료구분에는 입원

환자의 경우 내원, 전원 환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5)(표10).

[표 10] 내원ㆍ전원 시병원선택로지스틱회귀분석

*성별(여=0, 남=1), 연령(40세이하=1, 41-60세=2, 61세이상=3), 학력(중졸이

하=1, 고졸=2, 대학 재학이상=3), 결혼여부(미혼 및 기타=0, 기혼=1), 직업

(화이트칼라=1, 블루칼라=2, 주부및기타=3), 가구의 월평균 소득(200만원

미만=1, 200-299만원=2, 300-399만원=3, 400만원 이상=4), 거주지(대전=1,

충남=2, 기타=3), 병원지역(대전=1, 충남=2, 기타=3), 진료기관(1차진료기관

=1, 2차진료기관=2, 3차진료기관=3), 보험자격(기타=0, 건강보험=1), 진료구

분(입원=0, 외래=1), 새물리적환경 (높다=1, 낮다=2), 새의료진서비스 (높다

=1, 낮다=2), 새의료서비스 (높다=1, 낮다=2), 새평판 (높다=1, 낮다=2), 새

만족도 (높다=1, 낮다=2), 새병원외적요인 (높다=1, 낮다=2)

4. 고 찰

본 연구에서 내원ㆍ전원 환자의 영역별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물리적 환경, 의료서비스 품질, 병원 평판 항목

에선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나(p<0.05) 의료진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 병원외적 요인의 평가 항목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선 물리적 환경과[5], 서비스품

질이 유의하게 나왔으며 병원의 선택에 있어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나타났다[2].

내원ㆍ전원 환자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주차

시설, 주위시설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p<0.05) 대중교통,

접근성, 지리적 요건의 평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나, 기존연구에서는 대중교통과 접근성이 유

의하지 않았지만 주위시설에 대해서는 유의했다[5]. 내

원ㆍ전원 환자의 의료진 서비스 품질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간호사 친절도, 전문성, 설명 유의하였으며(p<0.05)

기존연구에서도 간호사의 친절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2],[5]. 의사 친절도, 의사 전문성, 의사 설명, 의사 불만

해결, 간호사 불만해결, 의사소통, 간호사 소통의 평가 항

목에선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의사의

친절도[5]가,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의사 전문성, 의사 친절

도가 유의했지만 의사 설명도는 유의하지 않았다[7].

내원ㆍ전원 환자의 병원 의료 서비스 품질 특성을 비교

해 본 결과 의료기기 최신설비항목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나(p<0.01) 의료 신뢰성, 원무절차, 진료절차, 대기시

간 평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선 대기시간이 유의하게 나타났고[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원무절차 및 진료절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5].

내원ㆍ전원 환자의 병원 평판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의

료인력 의술, 주위 환경 항목에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p<0.01) 기존연구에서도[6] 의료인력ㆍ의술이 매우 유

의하였다. 병원 신뢰도, 치료기술, 인접한 거주지역 평가

항목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내원ㆍ전원 환자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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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병원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

욕구 충족, 병원 충성도, 비용 충성도 항목 모두에서 유의

하지 않았지만 기존연구[6]에서는 비용에 대하여 유의했

다.

내원ㆍ전원 환자의 병원 외적 요인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진료의 권유는 유의하였으며(p<0.01) 유의했다. 그러

나 기존연구[6]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인

근무, 홍보 매체, 요양 평가 항목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내원ㆍ전원 환자는 물리적 환경, 의료서비

스 품질, 병원 평판 등 을 병원 선택에 중요한 요인들로

지각 하고 있으며 간호사와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하여

병원을 선택한다고 나타났다. 내원 환자는 의료진 서비

스 품질, 병원 평판, 만족도에서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전원 환자는 물리적 환경, 의료진 서비스품질, 의료 서비

스 품질, 병원 평판, 만족도에서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술의 신뢰성,

병원 시설의 편리성, 진료절차의 신속성, 진료비의 적절성,

접근의 용이성, 의사의 실력, 환자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그리고 의료장비의 현대성을 제시했다[4]. 의료 서

비스 이용자들의 병원선택의 선호요인에 관해 우수한 의

료진, 근거리, 편리한 교통, 친절한 서비스의 순으로 나타

난다고 했으며, 또한 병원선택에 영향을 준 타인의 영향

력도 병원선택의 선행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7]. 환자가

나름의 선택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해서 이용하고 경험한

진료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지표는 환자만족으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환자들은 그 병원을 재이용 할 것이다.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치열한 경쟁의 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

해서 환자들의 욕구와 함께 의료의 질에 대한 환자만족도

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 후 각 병원 환자

의 병원 선택요인은 물론 그에 따른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함께 조사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기술적 성격상 실제조사가 특정병원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국한 될 수 밖에 없어 전 국민을 대상

으로 평가하는데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 일부지역의 환자 및 보호자의 병원 선택 연구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지방에 소재한 대학병원으로 외래, 병동 환자

및 보호자 중 타 병원 진료 후 현 병원에 내원한 대상자

와 본 병원에서 진료 후 CD를 가지고 타 병원으로 전원

하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2009년 10월 5일부터 10

월 26일까지 본 연구에 동의하는 대상자 302명을 대상으

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기준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자

료 분석은 SPSS 12.0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일반

적 특성은 카이검정, 병원 선택 동기와 환자 만족도는 t-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를 병원 선택 동기에 대

한 유의성 검증은 t-검증, ANOVA로 분석, 내원ㆍ전원에

미치는 동일한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계 분

석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할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내원ㆍ전원 환자의 물리적 특성에서 주차시설, 주위시

설, 의료진 서비스 품질에서는 간호사 친절도, 전문성, 설

명, 의료 서비스 품질 특성에서는 의료기기 최신설비, 병

원 평판에서는 의료인력 의술, 주위 환경, 병원 외적 요인

에서는 진료의 권유 항목이 유의하였다(p<0.05).

내원ㆍ전원 시 병원 선택 변수 평균치 검정 중 성별에

선 물리적 환경. 연령에서는 의료진서비스품질, 병원 의료

서비스품질, 병원평판, 만족도, 병원외적요인, 직업에서는

의료진서비스품질, 의료서비스품질. 병원지역에서는 병원

외적요인, 병원평판, 보험 자격에서는 의료 서비스품질,

진료구분에서는 만족도가 유의하였다(p<0.05).

내원 시 병원 선택 변수 평균치 검정 결과 중 성별에서

는 만족도, 연령별에서는 의료진 서비스품질, 거주지에서

는 병원외적요인, 병원지역에서는 병원평판, 만족도, 진료

기관에서는 병원평판, 만족도, 진료구분에서는 만족도에서

유의하였다(p<0.05).

전원 시 병원 선택 변수 평균치 검정결과 중 연령별에

서는 의료진 서비스품질, 거주지에서는 병원외적요인, 병

원지역에서는 병원평판, 만족도, 진료기관에서는 병원평판,

만족도, 진료구분에서는 만족도가 유의하였다(p<0.05).

본 연구에서는 내원ㆍ전원 환자는 물리적 환경, 의료서

비스 품질, 병원 평판 등 을 병원 선택에 중요한 요인들

로 지각 하고 있으며 간호사와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

하여 병원을 선택한다고 나타났다.

내원 환자는 의료진 서비스 품질, 병원 평판, 만족도에

서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원 환자는 물리적 환경,

의료진 서비스품질, 의료 서비스 품질, 병원 평판, 만족도

에서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환자가 나름의 선택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해서 이용하고

경험한 진료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지표는 환자만족으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환자들은 그 병원을 재이용 할 것이다.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치열한 경쟁의 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환자들의 욕구와 함께 의료의 질에 대한 환

자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 후 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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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환자의 병원 선택요인은 물론 그에 따른 의료 서비스

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함께 조사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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