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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병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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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festyle of dental consumers and their
hospital satisfaction level in an attempt to lay the foundation for successful dental marketing strategy setting.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720 medical consumers who visited dental institutions in Jeolla buk-do province. A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1 to December 1, 2006,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2.0 program to find out their lifestyle and hospital satisfaction
level. Concerning the impact of lifestyle on satisfaction with dental institutions, lifestyle made a difference to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hospital users with promptness and economicality(p < 0.001). As to connections between hospital-
reuse intention and satisfaction level, those who were willing to reuse the dental institutions they had visited expressed
better satisfaction with promptness(p < 0.05). As for links between health-related lifestyle and hospital satisfaction level,
health conscious style, health promoting style health unconscious styl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to hospital satisfaction level, which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lifestyles and hospital
satisfaction level. As for factors affecting reuse of dental institutions, it's found that their intention to reuse the same
dental institution they had visited was linked to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it, what made them choose it and their health-
related lifestyle. In the future, more precise and in-depth questionnaires should be developed to analyze the health-related
lifestyle of medical consumers.

Key words Dental consumers, Hospital satisfaction, Lifestyle

서 론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소비자들의 욕

구 및 구매 행동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의료소

비자가 느끼는 만족도 역시 양적 측면에서 질적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의료시장의 변화 속에서 의료산업

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심층적인 심

리구조와 행동양식(lifestyle)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들의

복잡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1). 라이프스타일(lifestyle)

이란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생활과제를 해결하고 충족시

키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생

활의식, 생활구조, 생활행동의 패턴화 된 시스템이라고 정

의할 수 있으며2), 건강 라이프스타일(Health lifestyle)이란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일부이면서 건강상태와 수명에 영

향을 미치는 선택적인 행동으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행

위로서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3).

따라서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은 소비자의 특성 및 욕구

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의 가치와 소비행태

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환자 만족도 조사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환자의

입장에서 조사하여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

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4), 김 등1)은 라이프스타일(lifestyle)

이 소비자의 의료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

의 질을 평가하는 수단인 환자만족도 조사는 미래의 의료

이용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의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

스의 개선을 통하여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5). 보

건진료에 대한 만족 정도를 환자의 입장에서 조사하여 보

다 향상된 보건진료서비스의 제공과 진료기관의 경영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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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위한 것으로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

서6), 치과진료내용과 관련된 만족도에 관한 분석이7,8,9-11)

이루어졌으며, 근로자의 환자만족도에 관한 연구12,13)와 진

료 만족도 및 치과의료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조사가5,7,14-16)

이루어졌다. 치과진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의식은 의료

인들이 진료의 양적, 질적 변화 뿐만 아니라 환자 개개인

의 기대도, 만족도를 고려하여 병원 서비스의 개선을 요

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7). 이와 같은 변화가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진료기관의 경영개선과 효율적인

의료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료소비자들의 병

원선택 동기 및 이용실태, 병원 만족도 등의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료소비자들의 병원

선택과 의료기관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중요변수로 투입하여 라

이프스타일과 병원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의료

소비자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것을 기초로 개별 소비자들

에게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치과진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소

비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의료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치과진료기관 선택에 관한 연구를 보고한 바 있으나17),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병원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바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기초로 한 만족도를 연구하여 의

료서비스 마케팅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조사요원 2명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한 다음

35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보완된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2006년 10월 1일부터 12월 1일

까지 전라북도 지역의 구강보건진료기관을 내원하는 의

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총

724부 중 4부는 응답 자료에 결측치가 있어 분석에서 제

외시키고 총720부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1) 건강 라이프스타일 측정도구

건강 라이프스타일 측정에 사용된 도구는 정과 정13))과

김 등1)의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총18문항으로 재구성 하

였으며, 설문문항들은 ‘매우 그렇다’를  5점,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 병원만족 측정도구

병원만족 측정도구는 정 등7)의 보고를 기초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해서 총14문항으로 재구성 하였다. 설문문항은

‘매우 그렇다’를 5점,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로 산출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Varimax 방

식에 의한 회전과 주성분분석(Princial Factor analysis) 방

법에 의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분석은 계층

적 군집방법(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 중에서

Ward의 최소분산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특성과 라

이프스타일과의 관계 검정을 위해서 카이제곱 검정을 실

시하였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서 병원만족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t-검정을 실시하

였으며, 각 변인의 하위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검정

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병원 재이용의사에 따

른 병원 만족도를 검정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강라이프스타일과 병원만족요인의 상관성

을 검정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건강 라이프스타일 및 병원 만족도 신뢰도 계수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Cronbach’a

를 산출하였으며 각 요인별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Table

1과 같다.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신뢰도를 나타낸 결과로

서 각 변인들의 문항간 신뢰도는 건강실천형 α=0.588, 건

강무관심형 α=0.698, 건강관심형 α=0.494, 건강무실천형

α=0.485로 나타났다. 병원만족요인에 관한 신뢰도는 편의

성 α=0.616, 신속성 α=0.631, 신뢰성 α=0.617, 접근성

α=0.625, 경제성 α=0.727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설

문요인들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Reliability coefficient of lifestyle and hospital satisfaction

Factor Variable
Item 

number
Cronbach’a

Lifestyle Type of practicing health 4 .588

Type of indifference to 
health

5 .698

Type of having interest in 
health

5 .494

Type of not practicing 
health

4 .485

Hospital 
satisfaction

Convenience 5 .616

Promptness 3 .631

Reliability 5 .617

Accessibility 2 .625

Economic efficiency 3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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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

연구대상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동질적인 요인으로 조합

하기 위해 시행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및 군집분석

의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요인분석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0이상의 요인은 전체 4개로 추출되었고, 요인

들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관심형’, ‘건강무관심

형’, ‘건강실천형’, ‘건강무실천형’의 4종류로 명명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후 요인점수가 비슷한 사람끼리 묶기 위하

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군집수는 4개로 하였다. 군

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에 속한 응답자 수는 ‘건

강실천형’은 167명, ‘건강무관심형’ 193명, ‘건강관심형’

은 214, ‘건강무실천형’은 146명이었다. 

요인분석에 의한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건강실천형’

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며, 인스턴트식품을

자주 먹지 않으며,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과식은 하지

않으며, 건강을 잘 조절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건강무관심형’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며, 취미나 기호에 맞는 생활

을 못하며, 보수적이고 남에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며, 편

리성보다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편이다. ‘건강관심형’은 사

교적이고 개성추구적이며,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취

미나 기호에 맞는 생활을 하는 편이며, 가끔 불규칙적으

로 식사는 하지만 과식은 하지 않는 편이다. ‘건강무실천

형’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며,

건강을 조절해도 운이 나쁘면 병에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이지 못하며, 유행 추구적이고 현실

보다 가치를 추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병원 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병원만족도 요인은

Table 3과 같다. 병원만족의 5가지 요인 중 ‘신속성’ 요인

에서는 성별, 소득,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

보다 신속성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서는

1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p < 0.05), 연령에서는 10대와 40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주로 이용하

는 치과진료기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신뢰성 요인에서는 주로 이용하는 치과진료기

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

과 종합병원치과와 치과대학병원이 치과병의원, 보건(지)

소 보다 신뢰성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접근성’ 요인에서

는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

증 결과 20대와 40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 < 0.001). ‘경제성’ 요인에서는 연령과 주로 이용하

는 치과진료기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사후검증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경제성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주로 이용하는 치과진료기관’

에서는 종합병원치과와 치과대학병원 간에 차이가 나는 것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편리성’요인에서는 주로 이용하는 치과진료기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결과 종합병

원치과와 치과병의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 < 0.01).

Table 2. Factor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in lifestyle of research subjects

Factor name and cluster number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Type of practicing
health (n=167)

I emphasize importantly and practice health.  .683 -.229  .087  .148

I often eat instant food.  .635  .138  .133 -.273

I have a regular meal and don’t eat too much.  .565  .079 -.022 -.200

A good health care leads to preventing from falling ill.  .495 -.123  .202  .219

Type of
indifference to health
(n=193)

I don't think health importantly and have no interest. -.466  .651  .131 -.157

I fail to make a life in line with hobby or preference. -.430  .633  .146 -.048

I am conservative and don’t mind other people.  .160  .608 -.066  .058

I prefer a garden life to convenience.  .012  .582 -.331  .081

I fail to be sociable and am passive. -.164 .567 -.369  .063

Type of 
having interest in health
(n=214)

I am sociable and positive.  .145  .007  .734  .021

I pursue individuality. -.143 -.073  .686  .121

I regard health as important. 0.23 .032 .654 .233

I make a life in line with hobby or preference.  .243  .035  .511 -.091

I sometimes have an irregular meal and don't eat too much. -.184 .087 .473  .036

Type of not practicing
health (n=146)

I emphasize health importantly, but fail to practice it. -.183  .092 -.085  .631

I fail to be rational.  .050 -.076 -.047  .619

Bad fortune will lead to falling ill in the face of health care. -.029  .321  .039  .489

I seek for fashion and pursue value rather than reality. -.159 -.029  .342  .488

Eigenvalue 2.858 2.780 1.860 1.808

% In distribution 13.611 13.239 8.855 8.607

% In accumulation & distribution 13.611 26.850 35.705 4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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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병원 만족도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치과진료기관 만족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라이프스타일을 독립변수로, 병원선택

요인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다. 신뢰성,

접근성, 편리성을 제외한 신속성과 경제성 요인에 대해서

는 건강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병원만족 요인을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신속성과 경제성 요인의 유형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신속성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건

강실천형(I)’과 ‘건강무실천형(II)’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경제성 요인에서는 ‘건강실천형

(I)’과  ‘건강무실천형(II)’, ‘건강관심형(III)’, ‘건강무관심형

(IV)’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5. 병원 재이용의사에 따른 병원 만족도

병원 재이용의사에 따른 만족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Table 5와 같다. 신속성의 경우 재이용의사가 있는 경

우가 없는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또한 신뢰성에서도

재이용의사가 있는 경우 만족정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반면 접근성, 경제

Table 3. Hospital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Hospital satisfaction†

 Promptness Reliability Accessibility
Economic
efficiency

Convenience

Sex Male 3.14±0.64 3.33±0.57 3.25±0.57 2.62±0.70 2.64±0.76

Female 3.03±0.62 3.37±0.64 3.24±0.59 2.75±0.80 2.76±0.83

P-value 0.023 0.375 0.824 0.045* 0.897

Income ≤1.00 Million won 2.90±0.59a 3.32±0.59 3.25±0.56 2.60±0.75 3.12±0.74

1.00-2.00 Million won 3.03±0.71ab 3.33±0.66 3.28±0.58 2.67±0.70 3.25±0.73

2.00-3.00 Million won 3.14±0.60b 3.33±0.61 3.22±0.59 2.69±0.71 3.20±0.69

≥3.00 Million won 3.14±0.56b 3.45±0.56 3.25±0.59 2.81±0.92 3.32±0.82

P-value 0.005* 0.221 0.664 0.201 0.185

Age 10 - 19 2.91±0.62a 3.33±0.65 3.23±0.58ab 2.49±0.78 3.20±0.80

20 - 29 3.08±0.64ab 3.35±0.67 3.41±0.57a 2.69±0.72b 3.26±0.73

30 - 39 3.10±0.63ab 3.35±0.61 3.25±0.53ab 2.76±0.75b 3.27±0.73

40 - 49 3.20±0.57b 3.39±0.57 3.10±0.60b 2.72±0.80b 3.23±0.73

More than 50 3.08±0.63ab 3.34±0.56 3.22±0.60ab 2.77±0.69b 3.14±0.69

P-value 0.004* 0.928 <.000** 0.027 0.564

Type of
dental
service

General hospital 3.20±0.52 3.66±0.54a 3.30±0.61 2.45±0.62a 3.68±0.77a

University dental
hospital

3.07±0.57 3.63±0.71a 3.07±0.61 3.10±0.82b 3.55±0.66ab

Dental office 3.07±0.64 3.33±0.61b 3.25±0.58 2.72±0.45ab 3.19±0.73b

Public health center 3.20±0.64 3.23±0.68b 3.44±0.45 2.92±0.50ab 3.33±0.40ab

P-value 0.761 0.004* 0.344 0.028 0.001*
 

†: M±SD
p- value is calculated with t-test and one way-ANOVA (*p < .05, **p < .01)

Table 4. Hospital satisfaction by lifestyle

Hospital
satisfaction

 Lifestyle†

P-value Type of 
practicing health (I)

Type of not
 practicing health (II)

Type of having
 interest in health (III)

Type of indifference
to health (IV)

Promptness 3.20±0.66a 3.97±0.59b 3.09±0.64ab 3.14±0.60ab <0.002*

Reliability 3.38±0.61 3.33±0.61 3.38±0.58 3.31±0.67 <0.659

Accessibility 3.27±0.66 3.20±0.58 3.23±0.53 3.30±0.56 <0.440

Economic
Efficiency

2.87±0.65a 2.56±0.68b 2.59±0.80b 2.61±0.69b <0.001**

Convenience 3.24±0.79 3.19±0.76 3.19±0.66 3.30±0.73 <0.506
†: M±SD
p- value is calculated with one way-ANOVA (**p<.01, *p<.05)

Table 5. Hospital satisfaction by hospital-reuse intention

Hospital-reuse intention†

P-value
Yes No

Hospital
satisfaction

Promptness 3.11±0.62 2.91±0.63 <0.002*

Reliability 3.39±0.61 3.16±0.60 <0.001**

Accessibility 3.18±0.49 3.26±0.60 <0.164

Economic 
efficiency

2.73±0.82 2.64±0.75 <0.307

Convenience 3.24±0.74 3.16±0.69 <0.279

†: M±SD
p- value is calculated with t-test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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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편의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건강라이프스타일과 병원만족도와의 관계

건강라이프스타일과 병원만족도 요인 간의 어떠한 관계

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다. 건강라이프스타일과 병원만

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강관심형, 건강실천형, 건강

무관심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

여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고객만족이란 고객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이나

이용하는 동안, 그리고 이용한 후에 서비스와 관련된 자

극에 대해 인지한 가치판단이며 지속되는 반응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18). 병원에서의 환자만족이 중요시 되면서

어떤 요인이 환자 만족을 향상시키며 재이용 의사를 높이

는지에 대해 경영자와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19).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환자만족도를 측정하여 경영에 반

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와 병원협회 차원에서도

병원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제도, 병원 표준화 심사와 같은 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20). 홍 등16)은 치과의료서비스에서도 치료의

임상결과 뿐만 아니라 환자가 인지한 의료서비스 질에 대

한 만족도가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이 등21)은 치과의료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의 중

요도를 파악한 후 치과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자료 제

시의 필요성을 보고하였고, 김 등22)은 의료기관 종사자들

의 의료서비스 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나 이에 따

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좋은 의료서비스가 창출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치과진료기관에서

서비스의 리더로 환자와 병원의 중간에서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에게도 다양하고 가변적인 의료

소비자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의미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향후 세분화된

의료서비스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의료소비자의 건강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며 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유형에 따라 치과진료기관 선택 및 재방문의

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한 바 있다17).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요인들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편리성 요인이 중간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난다고 보고한

제갈 등4)과는 차이가 있었고, 박 등23) 의 환자만족도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일치하였다.

정과 정13)은 병원선택요인 중 신속성, 신뢰성, 경제성, 편

리성, 청결성 요인에서 연령, 최종학력, 직업, 주거형태,

경제 상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무관심형은 병원선택이유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정 등5)은 병원에 대한

기대도를 제외한 의료진에 대한 신뢰성, 진료의 접근성

및 진료비용의 만족도는 유의하게 높아졌다고 보고하였

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병원에 대한 인지도와 치료에 대

한 신뢰도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나타나는 진

료만족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날 수 있다4). 따라서 장

등8)은 병원에 대한 신뢰도, 인지도, 치료내용 및 과정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요인들을 분석하여 진료환경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병원 만족도 요인을 분석한 결과

병원만족의 5가지 요인 중 ‘신속성’ 요인에서는 성별, 소

득,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류 등9)은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성별 및 연령

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

나, 고학력, 고소득 그리고 특진을 신청한 군에서 만족도

가 다른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

하였다. ‘신뢰성’ 요인과 ‘편리성’ 요인에서는 주로 이용

하는 치과진료기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 ‘접근성’ 요인에서는 연령에서, ‘경제성’ 요인에서

는 연령과 주로 이용하는 치과진료기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주로 이용했던 병원이 편리함

을 주면서 병원에 대한 신뢰성을 준 결과라고 사료되며,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환자만족은 소비자 선택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또한 불만

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금전적인 만족도, 시간적

인 만족도, 부대시설및 진료환경의 편이성에 대한 만족

도에 대해서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

Table 6. Correlation between healthy lifestyle and hospital satisfaction

Type of having
 interest in health

Type of 
practicing health

Type of 
indifference to health

Type of not
 practicing health

Hospital
 satisfaction

Type of having interest in 
health

1

Type of practicing health 0.192** 1

Type of indifference to health 0.169**  -0.230** 1

Type of not practicing health 0.186** -0.083*  0.340** 1

Hospital atisfaction 0.242**  -0.196** 0.088* 0.0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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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따라서 고객이 인지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중

요도가 증대되면서 고객이 인지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고객 만족과 고객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전

략적 차원에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4).

한편, 환자의 만족도는 서비스 제공의 결과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5), 소비자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18).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치과진료기관 만족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신뢰성, 접근성, 편리성을 제

외한 신속성과 경제성 요인에 대해서는 건강라이프스타

일에 따라 병원만족 요인을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

났다. 이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실천형의 유형이 정착화

되고 있는 예약진료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에 의한 만족에

서 나온 결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구강보건에 관한 지

식이 증가할수록 환자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간접적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치과진료기관 운영형태에

대한 환자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보며, 구강진료기관 방

문목적에 따라서는 진료비에 대한 환자만족도만이 차이

가 있다고 할 수 있다23). 

병원 재이용의사에 따른 만족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신속성과 신뢰성에서 재이용의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만족정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 < 0.001). 이 결과는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

의 재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전반적인 고객

만족 수준과 관계되어 있으며, 개별요인으로는 의사의 진

료수준과 친절성, 병원의 시설환경, 환자의 질병의 경중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25)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환자만족도가 미래의 구강진료이용에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한 기이용진료기관 재이용의사 및 기이용진료기

관 추천의사와 환자만족도간에 서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

로 보고한 결과12)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만족한 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특정 의료 공급

자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26). 

건강라이프스타일과 병원만족도 요인 간의 어떠한 관계

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

과 병원만족도와 건강관심형, 건강실천형, 건강무관심형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여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라

이프스타일과 병원 만족도와 상호 관련성이 있으며, 건강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병원 만족도 측정 측면에서 중요

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17)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향후

의료소비자의 건강라이프스타일 분석을 위한 보다 정교

하고 심층적인 설문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결과의 자료를 기초로 고객만족을 위한 라이프스

타일을 고려할 수 있길 바란다. 또한 본 연구는 편의표본

을 이용한 연구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

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대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병원 만족도

신뢰도를 파악하고 일반특성에 따른 병원 만족도를 분석

하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병원 만족도를 파악하였으며,

병원 재이용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6년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라북도 지역의 구강보건진료기

관을 내원하는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한 720부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병원만족 요인

을 분석한 결과 ‘신속성’ 요인에서는 성별(p < 0.05),

소득(p < 0.05), 연령(p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신뢰성’ 요인에서는 주로 이용하

는 치과진료기관(p = 0.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접근성’ 요인에서는 연령(p < 0.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성’ 요

인에서는 연령(p < 0.05)과 주로 이용하는 치과진료

기관(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 ‘편리성’ 요인에서는 주로 이용하는 치과진료

기관(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2.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치과진료기관 만족 요인의 차

이는 신속성과 경제성 요인에 대해서는 건강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병원만족 요인을 지각하는 정도가 다

르게 나타났으며, 신속성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건강

실천형(I)’과 ‘건강무실천형(II)’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p < 0.05). 경제성 요인에서는 ‘건강

실천형(I)’과 ‘건강무실천형(II)’, ‘건강관심형(III)’, ‘건

강무관심형(IV)’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3. 병원 재이용의사에 따른 만족요인의 차이는 신속성

의 경우 재이용의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만족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 < 0.05). 또한 신뢰성에서도 재이용의

사가 있는 경우 만족정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4. 건강라이프스타일과 병원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

면, 건강관심형, 건강실천형, 건강무관심형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여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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