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최근 삶의 질의 향상과 더불어 의료기 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질병의 고통으

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 으로 내원하 지만 사회

에는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질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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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일부 치과 의료소비자들의 기시간에 한 반응과 병원이미지 환자만족도와의 계를 악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 기환경 리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상은 치과 병·의원에 내원한 기시간을 경

험한 성인으로 하 고, 2016년 5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병원이미지

는 장시간 기 시 치과 의료기 신뢰도 변화, 재이용의사 변화, 약시스템, 환자만족도는 성별, 상 기시간설명, 장시간

기 시 치과 의료기 신뢰도 변화, 재이용의사 변화, 약시스템과 련이 있었다. 기시간에 한 정 반응과 병원이

미지, 환자만족도는 양의 상 계로 나타났고, 부정 반응은 병원이미지, 환자만족도와 음의 상 계를 나타났으며, 병원

이미지와 환자만족도는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병원이미지 제고와 환자만족도 향상을 한 실제 인 근방안이 요구

되며, 기의불안과부정 반응을해소할수있는 IT기술 여러컨텐츠를 목한 기환경의변화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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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among dental care consumers’ responses to waiting time, 

hospital image, and patient satisfaction and provide basic data that could help qualitative waiting conditions 

management related to health care service.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18 to June 20, 2016 in adults who 

had spent waiting time at dental hospitals or clinics , and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Hospital image was 

associated with the changes in reliance on dental care centers in case of long wait, the changes in reuse intentions, 

and the reservation system, and patient satisfaction was associated with gender, explanation of expected waiting time, 

the changes in reliance on dental care centers in case of long wait, the changes in reuse intentions, and the 

reservation system. The positive responses to waiting tim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ospital image and patient 

satisfaction; the negative reaction to waiting tim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hospital image and patient 

satisfaction; and hospital imag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atient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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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유지를 해 양질의 진료와 서비스를 찾아 나선다.

한 의료에 한 지식과 인식 수 이 높아지면서 그들

이 릴 수있는 권리를 요구하기에 이르 고, 이로 인해

환자 주의 치료개념이 시되고 있다[1]. 이에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은 내원하는 환자들이원하는 바

를 인식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진료환경을

개선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환자만족도를 높이

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에

한 만족도는 환자로 하여 진료기 이용행태 각

진료기 을 결정하는 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2]. 환

자만족도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표 인지표로서 질

리(Quality improvement)에 있어 그 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3].

의료기 은 의료소비자 심의 정확한 불편사항 즉,

욕구를 악하고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함

으로써 의료소비자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재이용할수 있

게 한다. 이러한 정확한 의료이용실태 악은 경 실

의 어려움에서 우 를 확보하여 의료기 의생존 발 을

도모할 수있을 것이다[4]. 따라서 환자의 기시간 의

료기 내 체류시간을 임과 동시에의료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한 략을 의료기간경 에 도입해야하

는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5]. 의료기 을 이용하는 환

자들의 가장 많고 공통된 불만 의 하나는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기시간의 지연이다[6].

기시간이란 고객이 서비스를 받을 비가 되어 있

는 시간부터 서비스 개시까지의 시간으로제공자와 고객

상호간에 기다리는 상황일 때 기가 발생하며 고객이

시간과 련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서비스를받고자 하는

고객은 많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시설이 부족

한 경우에 일상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제한된 자원의

사용에 따라 자연스러운 상이라고 할 수 있다[7]. 이러

한 기시간 의료기 에서의 진료 기시간은 의료기

평가나 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 질 지표

의 하나이며 개별 의료기 들도 내부 서비스 활동의 일

환으로 기시간에 한 모니터링과 다양한개선을 추진

하고 있다[8]. 의료기 에서의 기시간에 련된 연구로

는 박성희의 일 병원의 외래진료 기시간지연요인 분석

[6], 황지인의 외래환자의 진료시간 진료 기시간

향요인분석[8], 강한승과 고종원의 한국종합병원 이미지

에 한 연구- 기시간 요인을 심으로[7] 등이 있다.

하지만 치과 련 기시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치과 의료기 에 내원한 일부 외래

환자를 상으로 기시간 련 특징을 조사하고 병원 이

미지와 환자 진료의 질 지표로 요한 환자만족도간의

어떠한 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한 진료 기

시간의 정 ·부정 반응을 악하여 실상황을 고려

한 진료 기시간 리 환자 만족도 증가를 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략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

2.1 연 대상

본 연구는 2016년 5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

북지역의 치과 의료기 무작 로 표본 추출된 6개 치

과 병·의원에 내원한 성인 고객 설문조사에 동의하고,

기시간을 경험한 치과 의료소비자들을 상으로 본 연

구의 목 , 조사내용 윤리에 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

집하 으며, 그 불성실한 설문 6부를 제외한 334부를

최종 분석하 다.

2.2 연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

용하 으며, 일반 특성 4문항, 기시간 련 특성 6문

항, 기시간에 한 정 반응 4문항, 부정 반응 2문

항, 병원이미지 19문항, 환자만족도 23문항으로 구성하

다. 일반 특징은 성별, 연령, 학력, 월수입으로 하 고,

기시간 련 특성은 지각된 기시간, 상 기시간

설명유무, 진료 정 기시간, 장시간 기 시 치과 의

료기 신뢰도 변화 재이용의사 변화, 약시스템에

한 생각으로 하 다. 지각된 기시간은 강한승과 고

종원의 연구에서 ‘이용한 치과 병·의원의 실제 기시간

은 기 한 기시간보다 길었음’ 으로 정의하고[7], 그 정

도를 악하 다. 기시간에 한 정 반응은 박유

식, 강한승과 고종원의 연구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

하 고[7,9], ‘치과병·의원에서 기다리는 것은어쩔 수 없

는 것이다.’ ‘치과 병·의원에서 기다리는 것은 다음에도

받아들일 수 있다.’ ‘치과 병·의원에서는 약을 하고 와

도 어쩔 수 없이 환자를 기다리게 할 수 있다.’ ‘다음에도

기다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로 4 척도를 이용하

여 수가 높을수록 기시간에 해 수용하는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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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0.846으로

신뢰 할 수있는 수 이었다. 부정 반응은 강한승의 연

구도구를 본 연구 목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고[7], ‘나는 치과 병·의원의 기시간 때문에 부정 감

정을 가졌다.’, ‘나는 치과 병·의원의 물리 기환경 때

문에 부정 감정을 가졌다.’ 로 4 척도를 이용하여

수가 높을수록 기시간에 한 부정 인 반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0.812로 신뢰 할 수 있는

수 이었다. 병원이미지는 한아름의 연구도구를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 고[10], 4 척도로서 수가 높을수록

병원에 한 이미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0.910으로 신뢰도 계수가 높아 동질 인 요소로 내 일

치도가 높다고 할수 있다. 환자만족도는조 식 등의 연

구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고[11], 4 척도를 이

용하여 수가 높을수록 환자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 인 신뢰도의 권장 수 은 0.7이상으로,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0.785로 신뢰할 수 있는 수 이었다.

2.3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8.0 for Windows를 사

용하여 성별에 따른 일반 특성 기시간 련 특성

은 X²- test를 하 고, 기시간 련에 한 견해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 일반 기시간 련 특성에 따

른 기시간에 한 반응, 병원이미지, 환자만족도는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 고, 사후분석으로

는 Scheffe' 다 비교를 이용하 다. 기시간에 한 반

응, 병원이미지, 환자만족도간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실시하 다. 통계 유의성

정을 한 유의수 은 0.05로 하 다.

3. 연 결과

3.1 조사대상  별에 따  적  대기시간

련 특  

연구 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 특성 기시간

련 특성의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령에서 40세

이상의 경우여성이 49.5%로남성 31.2% 보다 높게 나타

났고, 학력은 문 졸이상의 경우에서 남성이 73.6%로

여성 59.2%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월수입은 200만원 이

상의 경우에서 남성이 78.8%로 여성 38.8% 보다 높게 나

타났다. 상 기시간에 한 설명을 들은 경우에서 여

성이 61.2%로 남성 49.4% 보다 높게 나타났고, 장시간

기 시 치과의료기 에 한 신뢰도 변화는 여성이

69.9%로 남성 53.2% 보다 높게 나타났다.

3.2 조사대상  대기시간 련에 대한 견해 

연구 상자의 기시간 련에 한 견해에 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기시간이 길어졌을 때 바라는 은

‘다음 방문 시신속한진료소속 차’ 가 33.5%로가장 높

게 나타났고, ‘ 리에 한 친 한 설명’ 이 27.5%, ‘병원

의 의료서비스제공’ 26.3%순으로 나타났다. 기시간동

안 시간 활용에 바라는 은 ‘편의시설제공’ 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강문제 상담’ 이 29.3%, ‘양치질

교육‘ 이 17.1%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실 편의시설에서

가장 높게 차지하는 것은 ’TV시청 컴퓨터‘ 로 38.3%

이었고, ’카페시설‘ 29.6%, ’책 잡지 구독‘ 23.7%로 나

타났다. 치과방문기 이 ’지인소개’ 가 39.5%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가까운 거리’ 25.4%, ‘병원의 다양한 의료서

비스’ 24.3% 로 나타났다.

3.3 조사대상  대기시간 련에 대한 견해 

연구 상자의 일반 기시간 련 특성에 따른

기시간에 한 반응, 병원이미지, 환자만족도 한 의

견은 Table 3과 같다. 기시간에 한 정 반응에서

연령이 20세 이상 29세 미만의 경우가 3.48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세 이상 39세 미만 3.36 , 40세 이상

3.15 순으로 나타나 통계 인 유의성이 있었다. 상

기시간을 들은 경우가 3.43 으로 듣지 못한 경우 3.23

보다 정 반응이 높게나타났고, 장시간 기 시 치과

의료기 신뢰도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경우가 3.45

으로 생긴다는 경우 3.24 보다 정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기시간에 한 부정 반응에서는 진료

정 기시간이 없다는 경우가 2.25 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30분 후 1.95 , 1시간이상 1.66 으로 나타났

다. 병원이미지에서 여성이 2.94 으로 남성 2.70 보다

높게 나타났고, 상 기시간에 한 설명을 들은 경우

2.90 으로 듣지 못한 경우 2.64 보다 병원이미지가 높

게 나타났으며, 장시간 기 시 치과 의료기 에 한 신

뢰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경우가 2.88 으로, 재이용

의사에 변화가 없다는 경우 2.99 으로, 약시스템에

해 효율 이라 생각하는 경우에서 2.95 으로 가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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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높게 나나났고, 괜찮은 편 2.75 , 비효율 인

편 2.61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만족도에서 여성이 2.57

으로 남성 2.33 보다 높게 나타났고, 상 기시간에

해설명을들은 경우 2.54 으로 듣지 못한경우 2.25

보다 환자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장시간 기 시 치과

의료기 신뢰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경우 2.53 , 재이

용의사에 변화가 없다는 경우 2.65 , 약시스템에 해

효율 이라 생각하는 경우 2.49 으로 환자만족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고, 괜찮은 편 2.45 , 비효율 인 편 2.17

순으로 나타났다.

3.4 조사대상  대기시간에 대한 , 병원

미지, 환 만족도간  계

연구 상자의 기시간에 한 반응, 병원이미지, 환

자만족도간의 계는 Table 4와 같다. 기시간에 한

정 반응과 부정 반응은 –0.161로 음의 상 계

가 나타났고, 정 반응과 병원이미지는 0.373, 환자만

족도와는 0.303으로 양의 상 계로 나타났다. 부정

반응은 병원이미지와–0.168, 환자만족도와는–0.289로

음의 상 계가 나타났고, 병원이미지와 환자만족도는

0.496으로 양의 상 계를 보 다.

Table 1. Characteristics related waiting time according to gender                              Unit : N(%)

Variables Category Male Female Total p-value

Age
(year)

20～29 90(39.0) 30(29.1) 120(35.9) 0.006**

30～39 69(29.9) 22(21.4) 91(27.2)

≥40 72(31.2) 51(49.5) 123(36.8)

Education
level

Under highschool
graduation

61(26.4) 42(40.8) 103(30.8) 0.009**

Above college
graduation

170(73.6) 61(59.2) 231(69.2)

income
(10,000 KRW)

<200 49(21.2) 63(61.2) 112(33.5) 0.000**

≥200 182(78.8) 40(38.8) 222(66.5)

Perceived
waiting time

Long 204(88.3) 88(85.4) 292(87.4) 0.464

Not long 27(11.7) 15(14.6) 42(12.6)

Explanation expected waiting time
Yes 114(49.4) 63(61.2) 177(53.0) 0.046*

No 117(50.6) 40(38.8) 157(47.0)

Proper waiting time
before treatment

Not 20(8.7) 7(6.8) 27(8.1) 0.258

about 30 minutes 198(85.7) 94(91.3) 292(87.4)

More than 1 hour 13(5.6) 2(1.9) 15(4.5)

In case of
long wait

Changes in
reliance

Yes 123(53.2) 72(69.9) 195(58.4) 0.004**

No 108(46.8) 31(30.1) 139(41.6)

Changes in
reuse intentions

Yes 48(20.8) 28(27.2) 76(22.8) 0.197

No 183(79.2) 75(72.8) 258(77.2)

Views about
reservation system

Efficient 56(24.2) 33(32.0) 89(26.6) 0.161

Fine 131(56.7) 47(45.6) 178(53.3)

Inefficient 44(19.0) 23(22.3) 67(20.1)

Total 231(100.0) 103(100.0) 334(100.0)

*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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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iews related waiting time                                                            Unit : N(%)

Variables Category N (%)

Requirements
when waiting time is long

Kind explaining about management 92 27.5

Offering medical services 88 26.3

Reducing medical expenses 37 11.1

Rapid medical procedure on next visit 112 33.5

No 5 1.5

Requirements about
using time during waiting

Tooth brushig method education 57 17.1

Consulting about oral health 98 29.3

education about using method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28 8.4

Offering convenience facilities 143 42.8

Other 8 2.4

Convenience facilities
of waiting room

Reading books and magazines 79 23.7

Watching TV or using Computer 128 38.3

Facilities for kids 11 3.3

cafe facilities 99 29.6

Other 17 5.1

Motivation of visiting
to hospital

Internet Search 24 7.2

Friend Recommendation 132 39.5

Closed distance 85 25.4

Various medical service 81 24.3

Past experience about waiting time and reservation system 12 3.6

Table 3. Response of waiting time, hospital image, pati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and 

characteristics related waiting time 

Unit: Mean±SD

Variables Category
Response of waiting time Hospital

image
p-value

Patient

satisfaction
p-value

Positive p-value Negative p-value

Sex
Male 3.37±.84 0.178 1.96±.71 0.822 2.70±.62 0.001** 2.33±.74 0.007**

Female 3.23±.92 1.95±.60 2.94±.55 2.57±.78

Age
(year)

20～29 3.48±.78a 0.012* 1.95±.61 0.065 2.82±.65 0.134 2.50±.76 0.244

30～39 3.36±.87 1.84±.75 2.67±.59 2.34±.71

≥40 3.15±.92b 2.06±.67 2.81±.58 2.37±.80

Education
level

Under highschool
graduation

3.31±.86 0.677 1.99±.64 0.390 2.83±.60 0.256 2.46±.75 0.327

Above college
graduation 3.35±.90 1.91±.70 2.74±.62 2.36±.77

income
(10,000 KRW)

<200 3.20±.93 0.065 2.01±.71 0.308 2.83±.62 0.259 2.41±.81 0.869

≥200 3.39±.83 1.93±.66 2.75±.60 2.40±.74

Perceived
waiting time

Long 3.32±.84 0.975 1.96±.65 0.719 2.79±.59 0.302 2.38±.73 0.137

Not long 3.33±1.05 1.92±.83 2.69±.75 2.60±.93

Explanation expected
waiting time

Yes 3.43±1.01 0.045* 1.92±.65 0.221 2.90±.56 0.000** 2.54±.76 0.000**

No 3.23±.71 2.01±.71 2.64±.63 2.25±.74

Proper waiting time
before treatment

Not 3.33±.91 0.842 2.25±.81a 0.018* 2.71±.53 0.820 2.32±.82 0.710

about 30 minutes 3.33±.86 1.95±.66 2.78±.62 2.41±.76

More than 1 hour 3.20±.94 1.66±.61b 2.80±.64 2.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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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5, **: p<0.01 ab≒a≒b: seheffe post hoc test

Table 4. Correlation between response of waiting time, hospital image, patient satisfaction

Variables
Response of waiting time

Hospital image Patient satisfaction
Positive Negative

Response of
waiting time

Positive 1.000

Negative -0.161* 1.000

Hospital image 0.373** -0.168** 1.000

Patient satisfaction 0.303** -0.289** 0.496** 1.000

* : p<0.05, **: p<0.01

4. 논

의료서비스는 수요자인 의료소비자와 공 자인 의료

기 의 계로 고도의 문지식, 경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의료 행 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수요자와 공 자 사이의 계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공 자 주에서 수요자 주

로 변화되고 있다. 한 의료소비자들의 의료지식 선

택능력의 향상으로 의료기 에 한 인식도역시 변화하

게 되었고 높은 수 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12]. 특히 기시간은 의료 서비스에서 고객 불만의 근

본원인이 되고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이 진료를 받기

해 3분 진료에 한 3시간 기라는 용어가 생소하지 않

는 것처럼, 병원 서비스 이용고객의 가장 큰 불만요인은

기시간으로 지 되고 있다[7].

의료기 치과방문 시 발생했던 불만사항으로 비

싼 진료비가 34.1%, 오랜 기시간이 22.1%로 나타나 치

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비싼 진료비와 오랜 기시

간이라고 하 고[13], 서울시 의사회의 조사에서 조사

상 국민의 49.6%가 진료 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고 하 다[14]. 치열하게 개되는 의

료서비스 시장에서 생존하기 한 방안으로는고객 불만

의 가장 큰 원인인 기시간의 단축을 한 부단한 노력

이 지속 으로 확 되어야 한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 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기시간에 특성을 악하고 기 련 특성이 병원이미

지와 환자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치과 의료

기 을방문하는 외래환자를 상으로 연구를 시행하 다.

본 연구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기시간 련 특성을

살펴보면 상 기시간에 한 설명을 들은 경우에서 여

성이 61.2%로 남성 49.4%보다 높게 나타났고, 장시간

기 시 치과 의료기 에 한 신뢰도 변화는 여성이

69.9%로 남성 5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 을 이

용하는 환자들은 성별에 계없이 짧은 기시간을 기

하고 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의료기 에 한

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여 기시간에

한 설명을 알아보고 기 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뢰도

의 변화가 높아짐을 짐작할수 있다. 성별에 한의료기

만족도 연구에서 안은숙과 신호성는 100 을 기 으

로 치과 의료기 체만족도는여성이 남성에비해 0.28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가졌다고 하 다[16]. 하지만

김연표 등은 환자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료의 정성에 향을 주는 요소로 남성환자, 긴 진료

시간, 짧은 기인 경우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 다[17].

한 실제 성별에 따른 기시간을 연구한 논문을 살펴

In case of
long wait

Changes
in reliance

Yes 3.24±.94 0.023* 2.02±.73 0.051 2.70±.63 0.008** 2.32±.79 0.012*

No 3.45±.75 1.87±.59 2.88±.56 2.53±.70

Changes
in reuse
intentions

Yes 3.35±.77 0.769 1.93±.54 0.665 2.72±.62 0.001** 2.33±.77 0.001**

No 3.32±.90 1.97±.71 2.99±.53 2.65±.70

Views about
reservation system

Efficient 3.31±.91 0.550 1.96±.66 0.875 2.95±.69a 0.002** 2.49±.83a 0.019*

Fine 3.29±.85 1.94±.69 2.75±.57b 2.45±.71a

Inefficient 3.43±.87 2.00±.67 2.61±.54b 2.17±.77b

Total 3.32±.87 1.96±.68 2.78±.61 2.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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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고유경은 성별에 따른 진료 기시간은차이가 없다

고 하 고[18], 황지인도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상담

시간과 기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실제 남녀별

기시간에 한 차이는 없었다[8]. 기다림은 부정 으로

인식이 되면, 사람의 긴장과 스트 스를 증가시키고, 결

국 같은 시간이라도 더욱 길게 인지한다는 것이다. 스트

스(stress)나 긴장(tense)의 느낌은 인간의 내부시계

(internal clock)를 가속화시키고, 결국 시간이 느리게 흘

러간다고 인지하게 만든다[19]. 의료기 에서의 기다림

에 한 감정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스트 스 등의 심리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기시간 해결을 해 심리 방법을 이용한 근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자의 기시간 련 견해를 살펴보면 기시간이

길어졌을 때 바라는 은 ‘다음 방문 시 신속한 진료 소

속 차’ 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 리에 한 친

한 설명’ 이 27.5%, ‘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26.3% 순

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시간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해 기시간 에 병원 홍보자료 동 상 자료를 보

여주고 있으며, 기환자의 순서 기시간을 모니터

에 표 하는 등 고객의 지루한 기시간의 심리 불암

감을 해소시켜 주기 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7]. 이향님 등은 환자만족도에 진료 차 요인과 치과

생사의 친 성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 다

[20]. 기시간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재방문 시 신속한

진료 차가 이루어지고 의료진은 친 함을유지하며 최

상의 의료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한다면 환자들은 기시

간에 한 문제에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치과 의료기 과 의료종사자는 환자만족을 한 계획

인 환자 리 로그램의 개발을 해 노력하고 친 서

비스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한 체계 인 교육 로

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기시간동안 시간 활용에 바라는 은 ‘편의시

설제공’ 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실 편의시

설에서 가장 높게 차지하는 것은 ’TV시청 컴퓨터‘ 로

38.3%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은미 등은 치과방문 시

불만사항으로 비싼 진료비와 오랜 기시간이 나타났고

치과에서 가장 원하는 시설로는 최 단 기계설비가

46.7%, 편안한 기실은 32.8%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

다[13]. 의료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을 해 기공간 내에

서의 체감 기시간 단축이 필요하며, 이를 해 시간지

각의 개념이 용될 수 있다. 시간지각이란 주 으로

인지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물리 환경 내 수많은 요소

들과의 상호작용이 바탕이 되어 주 으로 시간을 인지

하게 된다[21]. 그러므로 치과 의료기 은 환자의 불암감

을 이고 심리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치과 기실환

경 개선을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시간에 한 정 반응에서 상 기시간을 들

은 경우가 3.43 으로 듣지 못한경우 3.23 보다 정

반응이 높게 나타났고, 기시간에 한 부정 반응에

서는 진료 정 기시간이 없다는 경우가 2.25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분 후 1.95 , 1시간이상 1.66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aister의 불확실한 기

는 정된 기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설명되지 않은

기는 설명된 기보다더 길게느껴질수 있다는 것과같

은 결과를 보 다[22]. 김일권 등은 기시간에 한 충

분한 설명은 기시간을 이는 정 인 효과가 있다고

하 다[23]. 그러므로 의료제공자는 환자들이 알고자하

는 기를 모니터화해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기에 한 충분한 설명과 기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시간 련 특성에 따른 병원이미지와 환자만족도

를 살펴보면 상 기시간설명을 들은 경우, 장시간

기 시 치과신뢰도변화가 있고 재이용 의사 변화가 있는

경우, 약시스템이 효율 이라고 생각한 경우 병원이미

지와 환자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 기시간에

한 정 반응이 병원이미지와 환자만족도에 양의 상

계가 있었고 부정 반응은 음의 상 계를 나타냈

다. Katz 등은 실제 기시간은 소비자 만족과 상 계

가 있다고 하 고[24], Davis와 Heineke은 불일치 기시

간, 지각된 기시간 ,실제 기시간은모두 소비자만족에

향을 미친다 하 다[25]. 한아름은 병원이미지는 고객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치고, 고객만족도는 재이용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하 고[10], 지민경은

서비스 가치는 재이용 의사와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다고 하 다[26]. 지각된 기시간, 편안한 기환경,

철 한 약시스템 등 환자의 심리 요소와 진료 외

인 환경은 병원에 한이미지에 향을 수있고진료

서비스에 한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정 인

병원의 이미지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쉽게 변하지 않으며 의료소비자에게 인

식된 정 인 병원이미지는 소비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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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병원을 방문하려고 하는 의지를 증 시킬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시간에 느낄 수있는 고객의 심

리 안정과 연 된 기시간의 환경개선방안과 지각된

기시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 문제인기다림을 승화시

킬 수 있도록 하기 한 기시간에 한 의료지식정

보 서비스, IT기술을 활용한 약시스템의 개선 등 기

시간에 한 효율 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어온 일반 병원의 기시간

연구를 토 로 일부 치과 의료기 환자에 한 기시

간 련 특성이 병원의 체 이미지와환자만족도에 미치

는 향을 확인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연구

상자가 일부지역 치과 병·의원으로 한정되어 일반화하

기에는 어려운 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국 으로

상자를 확 하고 기시간 해결을 한심리 근방

법 IT를 이용한 약시스템에 한 내용이 추가되어

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부 치과 의료소비자들의 심리 향요

인인 기시간에 한 반응과 병원이미지 환자만족도

와의 계를 규명하여 효율 이면서 구체 인 의료서비

스의 기환경 개선 리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

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시간에 한 정 반응은 20세 이상 29세 미

만의 경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 기시간

을 들은 경우, 장시간 기 시 치과 의료기 신뢰

도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경우에서 높게 나타

났다.

2. 기시간에 한 부정 반응은 진료 정 기

시간은 없다는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3. 병원이미지는 여성에서, 상 기시간에 한 설명

을 들은 경우, 장시간 기 시 치과 의료기 신뢰

도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경우, 재이용의사에 변화

가 없다는 경우, 약시스템에 해 효율 이라 생

각하는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4. 환자만족도는 여성에서, 상 기시간에 해 설명

을 들은 경우, 장시간 기 시 치과 의료기 신뢰

도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경우, 재이용의사에 변화

가 없다는 경우, 약시스템에 해 효율 이라 생

각하는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5. 기시간에 한 정 반응과 병원이미지, 환자

만족도와는 양의 상 계가 나타났고, 부정 반

응은 병원이미지, 환자만족도와 음의 상 계를

나타났으며, 병원이미지와 환자만족도는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치과 의료소비자들의 기시간

에 한 반응에 해 악 할 수 있었고, 병원이미지 제

고와 환자만족도 향상을 한 보다 실제 인 근방안이

요구되며, 기의 불안과 부정 반응을 해소할 수 있는

IT기술 여러 컨텐츠를 활용한 기환경의 변화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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