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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은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과

정에서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정확하고 적합하

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와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부장적 의료시

스템 하에서는 환자에게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

하게 함으로써 의사의 오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오진

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잘못된 진단이나 처방이

내려지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의료소송

건수도 증가세에 있다(보험심사평가원, 2012).

오진이나 의료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가 진료하는 곳에서부터 환자를 진료에 참

여시킬 필요가 있다. 진료실과 대기실에서부터

환자정보를 의사가 적극 파악함으로써 정확하고

적합한 진단을 내려 오진을 줄일 수 있고 더 나

아가 의료소송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근래 의료서비스 과정의 의사결정구조가 의료

기관 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진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논의되기 시작하였

고 이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환자의 참여가 주목

받게 되었다. 과거에는 고객참여는 관여도의 개

념으로 여겼으나 참여는 어떤 것에 몰입되는 것

뿐만 아니라 감정과 정보의 제공을 통해 상호교

류를 의미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익숙한 의료기관들은 의료시장의 변화에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인

지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보험심사평가원, 2012).

진료과정에 환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형성과인 의료서비스의 품질특성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그 서

비스의 품질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Lovelock, 1983). 게다가 의료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받는 서비스의 분

야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환자가 의료서비스의

절대적인 품질을 평가할 수 없다. 유형재화와 다

르게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와 같은 신용재화는

서비스의 제공자가 주도적으로 재화를 결정하고

소비자는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를 이용한 고객들은 품질평가나 성과측정을 진

료과정에 의한 단서로 추론하기 때문에 진료과

정에 환자를 참여시키는 적극적인 의료행위는

환자만족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Emanuel and

Emanuel, 1992).

이처럼 진료과정에 환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얻

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실

제로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료과정에 환자를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로 의료인과의 지식의 차이,

정보의 차이와 사회계층의 차이로 발생하는 정

보비대칭성 때문에(Bensing, 2000), 의료기관들은

가부장적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둘째

로 질병정보와 전문적인 의학지식은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과 수련과정의 결과로서 의료서비스

의 이용자인 고객의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Chaichik, Kreitler, Shaked, Schwartz and

Rosin, 1992). 셋째로 의사의 진료프로세스는 의

사와 환자의 의사소통을 통해 진단, 처치, 투약

등의 처방이 이루어진다. 의사는 진료행위에 필

요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진료계획을 수립

함으로써 치료성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의 진료상황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요구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진료시간은 평균

2～3분 정도이기 때문에(윤성욱․김수배, 2003)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환자의 불만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고 있고(보험심사평

가원, 2012), 이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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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료시간 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의료

진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요

구받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진료과정에 환자

를 참여시킴으로서 환자만족을 증가시켜 의료기

관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진료환경이 진료실에서의 환자참여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 나아가

이들 간의 관계에서 환자의 부정적 감정이 갖는

조절효과 여부를 규명하여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의료서비스의 진료환경
오늘날 고객들은 위안성과 안락성을 제시하

고 개인적으로 만족을 제공하는 상황을 선택한

다(Maserjian, 1992). 이러한 고객의 선택결과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경쟁을 증가시켰다.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병원관련연구(한선심 외, 2015; 하

민애 외, 2015; 조덕영, 2013)에서 진료환경은 의

사와 환자의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의사

의 진찰과 진단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말한다. 이

는 신체치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 환자를 안락하

게 머물 수 있는 인테리어디자인에 관심을 집중

시킨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들은 진료환경의

디자인을 의료전달의 통합적 요소로 중시하였다

(Lin, 2004).

의료서비스의 물리적 환경의 진료환경 중 의

사와 환자가 대면하는 진료실 및 그 주변요소로

한다. 환자를 진찰하는 일이 진료실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진료환경은 의사의 진찰이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의 질병이나 증상을 살펴서 투약,

처치와 시술을 하는 환경을 말한다.

Greene et al.(1994)는 진료환경의 구성요소를

진료실, 대기실 등의 물리적 요소, 인적요소의

제3자의 존재와 의사가 진료하는 진료실에 있어

서 진료시간에 대한 압박으로 구분하였다.

진료환경에 대한 선행연구로 윤성욱․김수배

(2003)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이 서

비스품질과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그들은 물리적 환경을 단일차원으로 보았

고, 연구결과는 물리적 환경이 서비스품질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감정을 낮추었

다고 하였다. 또한 윤만희․김정섭․김지한(2005)

의 연구는 한의원 대상으로 쾌적성과 편리성의

차원으로 물리적 환경을 구분하여 고객이 지각

하는 물리적 분위기와 서비스제공자의 응대에

따라 고객의 참여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김주호․훠리사(2011)는 물리적 환경이 신용속

성에 근거한 서비스커뮤니케이션과 경험적 속성

이 중요한 병원, 호텔 등의 서비스에 그 영향력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유재, 김우철

(1998)의 연구는 물리적 환경의 청결성은 고객만

족과 참여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진료환경의 제3자의 존재는 의사와 환자를 제

외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환자는 동료나 보호자

를 동반한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거나 진료결

정을 할 때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증거를 제

시하였다(Greene et al. 1989). 의사는 환자만이

진료 받을 때보다 보호자가 있을 때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고(Labrecque et al., 1991),

Schilling et al.(2002)은 제3자의 존재가 의사와

환자의 관계증진뿐만 아니라 의료정보의 지식이

해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진료환경의 시간압박은 필요한 시간이내

에 어떤 것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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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이다. 즉 원하는 시간 이내에 도달하려는

심리적 상태이다(Maule and Svenson, 1993). 종

합병원의 의사들은 대부분 교육, 연구, 진료와

수술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

해진 진료시간에 예약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시간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보험심사평가원,

2012).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의 진료과정은 특

정한 요일에 자신의 전문분야의 진료를 받기 위

해 환자를 예약받아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종합

병원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환자를 진료

하기보다는 더 많은 환자를 예약하고 있으며, 다

음 진료를 위한 의료진에게 진료실을 비워주어

야 하기 때문에 진료의사들은 시간의 압박을 받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간압박은 세 가지

차원에서 구별해볼 수 있다. 첫째, 구조적, 과정

적 접근이다. 전자는 각 대안을 정보의 관점에서

정의된 투입과 대안들 간의 선택이나 판단으로

서 나타난 산출과의 관계이고 후자는 인지적 과

정으로서 진행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다. 둘째, 의사결정 상황의 위험과 무위험이다.

무위험은 구체적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의 확실성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위험은 수

많은 결과가 발생할 불확실성이다. 모든 결과에

관련된 불확실성의 최소수준이 없다는 상황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

범적, 기술적 접근의 구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전자는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당위성의 문제이고 후자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규범과 기

술의 차이는 인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지만 기

술은 주로 이 관점에 집중하였다(Maule and

Svenson, 1993).

2. 환자참여
의료서비스에서 환자참여에 대한 연구는 관여

도(involvement)의 개념과 의료서비스의 환자 커

뮤니케이션의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왔다. 그

러나 환자참여는 관여도와 환자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는 별개라는 것이 최근의 연구결과였다

(Shelton, 1992). 환자참여는 의료서비스의 진료

과정에서 행동적, 감정적이고 정보적인 환자의

노력이나 시간의 투입을 말한다(Rodie and

Kleine, 2000).

고객참여는 고객이 정신적, 물리적이고 감정적

인 노력을 투입하는 행동과 자원이다(Rodie and

Kleine, 2000). 정신적 투입은 정보와 정신적 노

력을 포함하는데 정보는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세탁물의 얼룩을 제거하는 노력까지이고 정신적

노력은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전문가에게

질문할 내용을 검토하는 것 등의 인지적 노동을

말한다. 물리적 투입은 고객 자신과 신체적 노력

을 말한다.

Ennew and Binks(1999)는 고객참여의 개념을

정보공유, 책임있는 행동과 개인적 상호작용의 3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정보공유는 서비스 전달을 위해 공식적으로 필

요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 책임있

는 행동은 서비스제공자와 고객의 의무와 책임

을 말하고 개인적 상호작용은 서로의 신뢰, 믿음,

지원, 협조, 유연성, 몰입 등과 같은 특성을 포함

한다.

Zandbelt et al.(2007)은 환자참여의 구성요소

를 대화의 상대적 공헌도와 참여하는 행위로 구

분하였다. 대화의 상대적 공헌도는 의사와 환자

의 전체 진료 대화시간에 환자가 대화하는 시간

을 측정하였고 참여하는 행위는 환자가 진료에

관련하여 질문이나 표현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이전에 출판된 146개의 환자참여 논문을 검토

한 결과 진료프로세스에 환자참여를 지지하는

강력한 지지는 부족하다(Haywood et al., 2006)

고 하였다. 이는 많은 환자들이 실제적으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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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보를 공유하지만 진료결정을 환자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은 불일치를 보였다(Barry and

Henderson, 1996).

김유경(2010)은 고객참여에 대한 연구흐름은

첫째, 기업측면에서 고객이 서비스 생산에 관여

하는 이유, 둘째로 고객을 부분종업원으로 고객

관리에 초점을 두는(Bendapudi and Leone, 2003)

것으로 고객이 서비스의 생산성에 공헌하는 것이

고, 마지막으로 고객참여는 서비스의 공동생산을

위한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Aasen et al.(2012)는 환자참여를 권력교환의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로 정의

하였고, 신장투석을 하는 노인환자들과 의료진들

의 진료과정에 대한 환자참여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하였다(Aasen 2015). 그녀는 대화분석을 통

한 결과가 의료진들은 가부장적 태도를 유지하

였고 노인환자들은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료환경이 환자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1: 진료환경은 환자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 1-1: 진료환경의 청결성은 환자의 행동적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2: 진료환경의 청결성은 환자의 감정적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3: 진료환경의 청결성은 환자의 정보적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4: 진료환경의 제3자의 존재는 환자의 행동

적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5: 진료환경의 제3자의 존재는 환자의 감정

적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6: 진료환경의 제3자의 존재는 환자의 정보

적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7: 진료환경의 시간압박은 환자의 행동적

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8: 진료환경의 시간압박은 환자의 감정적

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9: 진료환경의 시간압박은 환자의 정보적

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부정적 감정의 조절효과 
감정은 개인의 마음속의 상태로 감정개념은

정서(affect), 느낌(feeling), 감정(emtion)과 기분

(mood)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정서(affect)는

감정, 기분, 태도 등을 포함하는 특별한 정신상태

를 의미하고(Bagozzi et al., 1999), Cohen and

Areni(1991)는 정서를 방향성을 갖는 느낌상태

(valenced feeling state)로 보았고, 감정을 정서보

다 더 큰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정서는 좋아함/

싫어함, 긍정적/부정적, 찬성/반대의 일차원적 양

극성의 연속개념이고 감정은 사랑스러움, 증오,

공포, 분노 등 거의 무한히 믾은 것을 포괄하는

개념(Holbrook and Batra, 1987)이라고 하였다.

Greenberg and Paivio(1997)는 정서를 자극에 대

한 무의식적 생물학적 반응이고 이 정서에는 적

응적 행동반응체계에 관여하는 자율적 생리적 동

기적 신경적 과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감정의 유형은 Mehrabian and Russell(1974)

의 PAD, Izard(1977)의 DES(differential emotion

scale)와 Plutchik(1980)의 EPI가 있다. PAD는

즐거움(pleasure), 각성(arousal), 지배(dominance)

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었고 DES는 흥미, 즐거

움, 놀라움, 고뇌/슬픔, 분노, 혐오감, 경멸, 두려

움, 수치심/부끄러움, 죄책감의 10개 기본 감정으

로 구성되고, EPI는 두려움, 분노, 기쁨, 슬픔, 수

용, 역겨움, 기대, 놀라움의 8개 요소로 보았다.

Watson et al.(1988)은 감정을 긍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각기 독립적으로 보았고, 이러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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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도 불구하고 건강성과에 대한 연구는 부정

적 감정에 집중하였다(Pressman and Cohen,

2005). 같은 부정적 감정반응이라도 부정적 감정

의 유형에 따라 고객만족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끄러움,

수치심과 같은 감정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실망감, 후회감,

소외감 등은 고객만족/불만족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Zeelenberg, 2004). 즉 구체적인 감정 접

근방법은 차별화되고 다양한 감정이 고객서비스

의 평가를 차별화하며 향후의 행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정적 감정의

정도에 따라 진료환경이 환자참여에 미치는 영

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2: 진료환경은 부정적 감정에 따라 환자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H 2-1: 진료환경의 청결성은 부정적 감정에

따라 환자의 행동적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2: 진료환경의 청결성은 부정적 감정에

따라 환자의 감정적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3: 진료환경의 청결성은 부정적 감정에

따라 환자의 정보적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4: 진료환경의 제3자의 존재는 부정적 감

정에 따라 환자의 행동적 참여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5: 진료환경의 제3자의 존재는 부정적 감

정에 따라 환자의 감정적 참여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6: 진료환경의 제3자의 존재는 부정적 감

정에 따라 환자의 정보적 참여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7: 진료환경의 시간압박은 부정적 감정에

따라 환자의 행동적 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8: 진료환경의 시간압박은 부정적 감정에

따라 환자의 감정적 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9: 진료환경의 시간압박은 부정적 감정에

따라 환자의 정보적 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의 설정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도출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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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국내 C지역의 종합병

원과 의원을 이용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수집

하였다. 조사절차는 C지역의 병의원과 사전협의

를 거쳤고, 조사원들은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 설

문조사를 위한 4차례 조사방법 및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본 설문조사는 2015년 11월1일부

터 11월 30일까지 조사원 3인이 C지역의 병의원

에서 진료를 마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1일 20

명을 넘지 않도록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별도의 답례품도 제공하였다.

설문지는 총 350부를 배포하여 340부를 회수

하였고(회수율: 97%) 이중 훼손되었거나 부적절

하고 누락된 설문지 20부를 제외한 320부를 대

상으로 SPSS 19.0의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단

계적 회귀분석을 하였고(분석율: 91%), 표본의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50 46.9
여 170 53.1

연령

10대 13 4.1
20대 110 34.4
30대 63 19.7
40대 70 21.9
50대 45 14.1
60대 19 5.9

진료과목

내과 159 49.7
외과 32 10.0
정형외과 28 8.8
신경정신과 10 3.1
이비인후과 30 9.4
피부비뇨기과 15 4.7
기타 46 14.4

월소득

100만원 미만 117 36.6
200만원 미만 76 23.8
300만원 미만 73 22.8
400만원 미만 31 9.7
400만원 이상 23 7.2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본 연구는 진료환경, 환자참여, 부정적 감정변

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선

정된 문항들을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3.1 진료환경 
본 연구는 진료환경의 청결성은 ‘깨끗하고 쾌

적하여 정리정돈이 잘 되었으며 시설이 사용하



242 경영과 정보연구 제35권 제1호

기에 편리한 정도’로, 이유재, 김우철(1998)이 정

의한 것을 수용하였고, 제 3자의 존재는 ‘진료실

에 의사와 환자를 제외한 사람들’로 Zandbelt et

al.(2007)의 정의를 채택하였고, 시간압박은 ‘진료

시간이 충분치 않아 한정된 시간에 진료를 해야

하는 정도’로 Maule et al.(2000)의 정의로 수용

하였으며, 청결성, 제3자의 존재, 시간압박의 각

5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

(7)’의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 환자참여
본 연구에서는 환자참여를 ‘의료서비스 생산과

정에서 환자가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는 행동적, 감정적, 정보적인 참여에 투입하

는 노력의 정도’로 Rodie & Kleine(2000)가 정의

한 것을 수용하였고 Bitner 등(1997), Rodie &

Kleine(2000), 서문식 등(2000), 윤만희 등(2005)

이종학, 김찬중(2013a, b)의 연구에서 설문지를

통합하여 설문지를 행동적 참여(5문항), 감정적

참여(4문항), 정보적 참여(5문항)로 구분하여 총

14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렇다(7)’의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 부정적 감정
본 연구에서 부정적 감정은 선행연구를 토대

로 ‘환자 개인의 마음속 상태’로 정의하고

Watson et al.(1988)의 질문지 문항을 ‘전혀 그렇

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의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적합하고 연구방법

론상의 간명성(parsimony)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인 성별, 연령, 진료과목과

소득수준 등 의료서비스의 진료환경 이외의 환

자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

였다.

4.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19.0을

이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를 거쳤다. 첫

째,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요인분석과 Cronbach's α계수를 분석하였

다. 둘째, 자료의 특성 파악을 위하여 기술통계

량과 상관계수 등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변수들 간의 영향관계 및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절효과는 추가분석을 통하여 그 특징을 확인

하였다.

Ⅳ. 실증분석 
1.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을 위하여 사용된 측정

도구는 척도 순화과정을 거쳐서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설명

된 총분산은 71.802%이고 청결성, 제3자의 존재

와 시간압박 모두 요인부하량이 0.6이상으로 나

타났고, 신뢰도 계수는 청결성과 제3자의 존재는

.924이었고 시간압박은 .809로 양호한 수준을 보

였다. 또한 <표 4>에서 조절변수의 요인분석 결

과는 설명된 총분산이 83.809%, 요인부하량이

0.8이상으로 나타났고 신뢰도 계수는 .951로 양

호한 수준을 보였다.

<표 3>에서 종속변수의 요인분석 결과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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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된 총분산이 78.464%이었고, 행동적 참여 감정

적 참여와 정보적 참여의 요인부하량이 0.6 이상

으로 나타났고, 신뢰도 계수는 행동적 참여는

.908, 감정적 참여는 .931, 정보적 참여는 .901 등

으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두 개 또는 그 이

상의 변수를 획득할 경우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Harman의 단일요인검증(one factor test)을 실시

하였다(Podsakoff et al., 2003). 이 방법은 변수

들을 측정하는 모든 문항들을 포함한 요인분석

을 실시하여 하나의 요인이 변수들의 대부분의

분산을 설명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만약

변수들의 측정항목들 내에서 동일방법편의가 존

재한다면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측정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할 경우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거나 변수들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요인이

도출될 것이다(Gnyawali et al., 2007).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설명력이 있

는 요인들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가장 설명력

이 큰 요인인 청결성이 전체 분산의 11.046% 만

을 설명하였으므로 동일방법편의 문제는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odsakoff et al.,

2003).

<표 2> 독립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요인
문항

Verimax회전 후의 요인적재값
공통성

청결성 제3자의 존재 시간압박

진료실과 대기실은 깨끗하다 .925 .875

진료실과 대기실은 쾌적하다 .918 .846
정리정돈이 잘 되었다 .900 .833
사용하기 편리하다 .888 .796
편안하게 느껴진다 .794 .642

진료내용을 타인이 들었다 .889 .824
다른사람이 신경쓰였다 .849 .764
타인이 진료정보를 들었다 .848 .747
타인의 진료정보를 들었다 .836 .722

다른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였다 .741 .651
많은 환자를 진료하였다 .815 .705
진료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683 .676
의사는 시간압박을 받았다 .668 .667
빠른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였다 .615 .654

고유치(eigen value) 5.410 3.294 1.347
분산설명(%) 38.646 23.532 9.624 (71.802)
신뢰도 계수 .924 .924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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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및 상관관계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4> 조절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요인

문항
Varimax회전 후의 요인적재값

공통성
부정적 감정

진료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였다 .958 .918
진료환경은 나를 무기력하게 하였다 .933 .870
진료환경은 나를 무기력하게 하였다 .896 .803

진료환경은 나를 신체적으로 약하게 하였다 .894 .800
진료환경은 나를 피로하게 하였다 .894 .800

고유치(eigen value) 4.190
분산설명(%) 83.809 (83.809)
신뢰도 계수 .951

<표 3> 종속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요인

문항

Verimax회전 후의 요인적재값
공통성

행동적참여 감정적참여 정보적참여

의사의 협조에 응하였다 .884 .840
의사의 지시에 따랐다 .859 .801
진료에 협력하였다 .847 .790

환자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803 .730
심정적인 몰입을 하였다 .851 .887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였다 .782 .856
우호적인 감정을 가졌다 .760 .851
진료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688 .803
궁금한 것을 요구하였다 .843 .849
원하는 것을 알렸다 .798 .838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796 .826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768 .814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663 .733
고유치(eigen value) 1.012 1.621 7.568
분산설명(%) 7.781 12.468 58.215 (78.464)
신뢰도 계수 .908 .931 .901

<표 5> 연구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1 3.24 1.08 1
2 3.29 1.07 -.079 1
3 3.16 1.26 -.143* .046 1
4 3.25 1.12 -.147** .005 .07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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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Ⅰ의 검증: 의료서비스 진료    
  환경의 주효과 분석
가설 Ⅰ은 의료서비스 진료특성이 환자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주효과(main effect)

분석으로 <표 6>에서 청결성은 행동적 참여와

정보적 참여에, 제3자의 존재는 감정적 참여에,

시간압박은 정보적 참여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서 H1 중 1, 3,

5, 9의 가설은 채택되었다.

4 가설 Ⅱ의 검증 : 부정적 감정의      
  조절효과 분석
의료서비스의 상황적 특성이 환자참여에 미치

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감정이 갖는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 Ⅱ의 검증결과는

<표 6>의 모형 Ⅲ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부

정적 감정의 조절효과를 판정하는 방법은  의

차이를 보거나 상호작용 항의 t값을 보면 알 수

있다(이학식, 2012). 분석결과를 보면, 가설 Ⅱ

중 청결성과 감정적 참여간의 관계에서만 부정

적 감정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어 H 2-2만 채택되

었고 나머지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부정적 감정의 조절효과는 <그림 2>로 제시

하였다. <그림 2>에서 부정적 감정이 높은 집단

이 청결성이 감정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급격히 간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정적 감정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

다. 감정적 참여와 정보적 참여에 더 적극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진료환경의 청결성이 감정적

참여에 긍정적인 참여를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는 환자의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환자의 부정적 감정

을 낮추기 위해서는 진료 이전에 대기실, 예진실

을 구비하고, 대기실에서의 환자가 보다 안락하

고 편리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진료프로세스에

환자의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배치나, 대기실에서

의 대기가 불안하지 않도록 조용하고 차분한 음

악을 들려주거나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서적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5 3.75 0.98 .016 -.048 -.084 .012 1
6 3.43 1.09 .063 -.181** -.064 -.235** .063 1

7 3.44 1.04 .181** -.079 -.143 -.147 .016 .063 1

주) 1: 청결성, 2:제3자의 존재, 3: 시간압박, 4: 부정적 감정, 5: 행동적 참여, 6: 감정적 참여, 7: 정보적 참여,
** p<0.01, * p<0.05

<표 6>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행동적 참여 감정적 참여 정보적 참여
독립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성별 -.023 -.025 -.031 -.007 -.006 -.021 -.059 -.057 -.067
연령 -.011 -.015 -.022 -.120* -.096* -.090* -.007 -.022 -.006
진료과목 .010 .013 .017 -.018 -.006 .001 -.033 -.039 -.035
월소득 -.037 -.038 -.041 -.058 -.074 -.059 .040 .047 .057
청결성 .229*** .248*** -.004 -.005 .181*** .181***

제3자의존재 -.048 -.038 -.169* -.159* -.079 -.079
시간압박 -.084 -.078 -.078 -.075 -.143*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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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부정적 감정의 조절효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의료서비스의 진료환경 특성 중 청결성 요인

은 환자참여의 행동적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깨끗하고 정리정돈

이 잘 되어있는 곳이나 상황에는 환자들이 진료

받고자 하는 참여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서비스의 진료환경 중 제3자의 존재는 환

자참여의 감정적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3자의 존재로 환자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에게 심정적인 몰입을 방해하고 의사와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진료환경 중 제3자의 존재는 환

자참여의 정보적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의 존재는 환자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사항을 의사에게 정보를 제시하

여 주고 환자를 대신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전달

하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의 진료환경 중 시간압박은 환자

참여의 정보적 참여에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났

다. 진료시간의 압박을 느끼는 것은 진료시간의

부족이나 다른 환자들의 대기에 의해 의사가 진

료를 빨리 재촉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분하게 환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예진실을 운영함으로써 진료실의 시간압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진료환경 중 청결성과 부정적

감정의 상호작용 효과는 환자참여의 감정적 참

여에 긍정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깨끗하고 정리

정돈이 잘되어 있으면 부정적 감정이 차분하게

정돈되기 때문에 항상 진료실, 대기실의 환경은

정리정돈과 청결함을 유지해야 한다.

환자의 부정적 감정을 낮추는 것이 의사의 진

료에서 감정적이고 정보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때문에 대기실, 예진실 등의 시설을 적절히구비

부정적감정 .012 .021 -.225*** -.207*** -.147* -.147*
a*d .081 -.139* -.069
b*d .022 -.036 -.012
c*d .006 .057 .112

  .067 .072 .085 .047 .097 .116 .030 .047 .066
F 11.423*** 9.428*** 8.956*** 7.834*** 11.314*** 10.297*** 10.747*** 8.888*** 8.505***

2

1

0

-1

-2

저 부정적 감정 고

감정적 참여

정보적 참여
행동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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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고 환자가 안락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기

다릴 수 있도록 환자의 동선 고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지역의 종합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

용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각수준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

로, 진료환경의 청결성, 제3자의 존재 등 진료실

에서의 현상을 반영하여 환자참여에 미치는 영

향관계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의료기관

의 내부시설, 물리적 특성, 의료진 특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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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Treatment Setting of the Medical Services on the Patient Participation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
**

*****Kim, Chan-Jung*․Lee, Jong-Hak**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reatment setting on patient

particip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 between treatment setting and patient

particip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s goals, the 320 samples for this empirical study were

collected from the general hospital and medical clinic outpatients in C and carried out hierarchial

regression by SPSS 19.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re is positive effect of

cleanness of the treatment setting on behavior factor in patient participation. The higher aging of

patient have influences on emotional factor in patient participation. There are positive effects of the

third person in treatment settings on emotional and informational factors in patient participation.

There is negative effect of negative emotion on emotional and informational factors in patient

participation. There are negative effects of time pressure in treatment settings on emotional and

informational factors in Patient Participation. On interaction effect, there are positive effects of

cleanness in treatment setting and negative emotion on emotional and informational factors in

patient participation. Implications for theoretical and practical patient participation are discussed.

Key Words: treatment setting, patient participation. negative emotion,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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