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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치과코디네이터의 업무만족도  업무수행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체계 인 치과코디네이터 업

무를 악하여 고객만족과 더불어 의료기  경 효율화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부산 역시 행정 각 구에 치한 치과 의료기 을 비율분포에 의거하여 표집하되, 그  치과 코디

네이터를 채용하고 있는 226개 치과 의료기 을 상으로 2009년 8월25일부터 9월25일까지 연구자가 직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내용은 일반 인 특성, 치과코디네이터 업무 만족도와 필요성, 

치과코디네이터 채용에 따른 의료서비스 실  등에 따른 효과 항목으로 구성하 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과코디네이터의 주요 업무는 고객 리 업무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 으며, 그  상담부분

의 업무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치과코디네이터의 직무수행 만족도에서는 수  상담, 고객 리, 행정

조직 리 등 모든 업무에서 비교  높은 수를 보 으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업무는 수  상담업무

다. 셋째, 치과코디네이터 채용 이후 환자진료와 병원수익에서도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치과

코디네이터 업무개선 부분으로는 고객 서비스마인드 제고, 정확한 업무체계 확립, 코디네이터 임 개선, 

코디네이터의 교육내용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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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efficiency of hospital management with customer 

satisfaction by understanding qualitative system about more systemic hospital service 

coordinator's job under analyzing the satisfactory degree and coherence of hospital service 

coordinator's job because of increase of customer need level by medical environment 

improvement and the variety of offering method of medical service. I allocated a questionnaire 

per each dental clinic at total 226.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stated above, generally 

necessity on employment of a coordinator appeared high and to the necessity, I considered that 

a dental clinic coordinator's job must strengthen the role for going still more to customer with 

discriminated mind and service not simple kind service to medical consumer, with establishing 

more systematic and realistic educational culture in qualification and educational department of 

a dental coordinator. Also a dental coordinator must be changed to promote customer satisfaction 

and efficiency of hospital management by more systematic business assignment and role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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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에 어들면서 지구 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의료시장과 의료 환경은 새로운 의료서비스 환경 변화

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으로 인

하여 의료서비스에 한 의료소비자의 기 치가  

다양해지고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 심시 에 고객의 

요구를 더 정확히 악하고 그것을 만족시켜주어야 하

는 어려운 실에 놓여있다. 한 한번 제공 되어진 의

료서비스는 바꿀 수 없으며, 상이 총체 인 인간이라

는 부분에 의해 실수와 실패가 용납이 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의 특성으로 더욱 더 신 한 서비스의 근이 필

요하다[1]. 이러한 의료서비스에 한 근을 해 1994

년 치과병원에서[2] 병원코디네이터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치과업무와 치료외 인 부분의 서비스향상에 

따른 고객만족의 유형을 제시하 다. 한 우리나라 치

과 의료기 에서 품질 리 차원의 총체  품질경  기

법을 도입함에 치과 의료기 에서 의료서비스 향상을 

한 품질경 방안 의 하나로 시도하고 있는 것 에 

치과 코디네이터 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치과 병·의원의 

치과 코디네이터 도입은 의료서비스 의 고객만족 

실 을 한 요한 인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

다[1]. 치과 의료기 에서는 고객만족을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치과코디네이터의 역량에 큰 기 를 하고 

있는 병원도 증가하고 있으나, 역할을 발휘해  수 있

는 인력은 많이 부족한 실에 놓여 있다. 그리고 치과

코디네이터의 다양한 업무분야에 한 아직 제도화되

지 않은 교육  실은 인력의 필요에 따른 한계성을 

지 해주고 있다[3]. 그러나, 고객요구도 증진에 따른 

치료외 인 부분의 서비스 향상으로 치과코디네이터의 

채용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  실에 부응

할 수 있는  체계 인 업무지침과 치과코디네이터의 역

할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 의료기 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

과코디네이터의 직무 역할과 치과코디네이터의 업무의 

필요성을 악하고, 치과코디네이터 채용이후 경  효

율화를 악하여 향후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외

인 서비스 향상을 한 치과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정립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으로 첫째, 치과 

의료기 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무 역할을 악하고. 둘

째 치과코디네이터의 업무만족도를 악한다. 그리고 

셋째, 치과코디네이터 망에 따른 향후 채용의사를 

악하여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망을 악하고자 한

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의료기 은 2009년 8월 재, 부산시 

치과 의사회 홈페이지(http://www.bda.or.kr) [4]에 등

록되어있는 치과의원 700개소를 체 행정구별 분포에 

의거하여 무작  추출하 으며, 연구 상자는 치과원

장, 치과코디네이터 실장, 치과 일반 코디네이터를 상

으로 하여 2009년 8월 25일부터 2009년 9월25일까지 1

개월 동안 교육받은 조사요원 5명과 연구자가 치과 의

료기 을 직  방문하여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지

에 자기기입식방법에 의해 설문답안작성 후 회수하

다. 

연구도구로는 김정아[5]의 “병원코디네이터 직무역

할과 핵심역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과 박수아[6]

의 “병원코디네이터 역할과 필요도 인식에 한 조사’

의 설문내용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으며 본 설문조사에 앞서 비설문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설문 내용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후 설문지를 

배부하 다. 

조사요원과 연구자에 의해 회수된 설문지는 총 319부

으며, 이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있지 않은 치과 

의료기 에서 회수된 설문지 93부를 제외한 226부를 

연구의 분석 상으로 사용하 다.  

2. 설문항목의 변수 및 신뢰성 검증

치과 코디네이터의 직무수행 효과를 해 작성된 설

문 항목은 Likert 5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 다’ 5

,  ’그 다‘ 4 ,  ’보통이다‘ 3 ,  ’그 지 않다‘ 2 ,  

’매우 그 지 않다‘ 1 으로 부여하 다. 설문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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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사회학  특성 :  성별,  연령,  코디네이터 직

, 코디네이터 근무자 수. 

2) 직무역할 : 수  상담, 고객 리, 행정조직 리

3) 문성  미래 망 : 향후 코디네이터 채용여부, 

코디네이터의 필요성, 코디네이터의 문성, 코디

네이터 향후 망, 와 같이 구성되었고, 설문지 

조사 내용의 타당성 분석을 하여 설문지에 한 

내  일 성 신뢰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치과 코

디네이터 직무수행  수  상담에 한 

Cronbach`s α 수는(Cronbach`s α= .752), 고객

리(Cronbach`s α= .874), 행정조직 리

(Cronbach`s α= .689), 문성  미래 망

(Cronbach`s α= .770)으로 일반 으로 높게 나타

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의 분석은 SPSS 17.0 통계 로그램

을 이용하여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설문 내

용의 수치 인 측정을 한 각 문항의 빈도분석을 실시

하 고, 일반 특성과 조사내용의 측정을 한 교차분석 

 평균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일반 인 특성이 치과

코디네이터의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상자 226명  남성은 33명(14.6%), 여성은 

193명(85.4%) 이었다. 연령은 21세～30세가 108명

(47.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1세～40세가 96명

(42.5%), 41세 이상이 22명(9.7%)로 나타났다.  직 에

서는 일반직원이 111명(49.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으로는 코디네이터 실장인 간 리자가 92명(40.7%), 

치과원장은 23명(10.2%)으로 나타났다.  코디네이터를 

1명 채용하고 있는 치과 의료기 은 174개소(77.0%)이

고, 2명을 채용한 치과 의료기 은 33개소 (14.6%)이며, 

3명을 채용한 치과 의료기  10개소(4.4%), 그리고 4명

이상을 채용한 치과 의료기 은 9개소(4.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변수 구  분 빈  도 비  율

성 별
남성 33 14.6

여성 193 85.4

연 령

21∼30세 108 47.8

31∼40세 96 42.5

41세 이상 22 9.7

직 급

원장 23 10.2

중간관리자 92 40.7

일반직원 111 49.1

채용현황

1명 174 77.0

2명 33 14.6

3명 10 4.4

4명 9 4.0

합 계 226 100.0

2. 치과코디네이터 업무 역할(복수응답)

치과코디네이터의 담당업무에 한 인식으로 상담업

무가 180명(34.9%)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객 리업무 

161명(31.2%), 수업무 121명(23.4%), 행정조직 리 

업무 45명(8.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치과코디네이터 업무역할 빈도 비율 순

상        담 180 34.9 1

고 객  관 리 161 31.2 2

접        수 121 23.4 3

행정조직관리 45 8.7 4

기        타 9 1.7 5

합     계 516 100.0

표 2. 치과코디네이터 업무역할

단위 : 명(%)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치과코디네이터 업

무 역할

코디네이터를 채용한 치과 의료기  조사 상자의 

인구 사회학 인 특성에 따른  업무 역할에 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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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수 상 담 고객 리 행정조직 리 기 타

성별
남 10( 8.3) 29(16.1) 20(12.4) 3( 6.7) -

여 111(91.7) 151(83.9) 141(87.6) 42(93.3) 9(100.0)

연령

21-30세 65(53.7) 82(45.6) 76(47.2) 17(37.8) 8(88.9)

31-40세 45(37.2) 82(45.6) 70(43.5) 22(48.9) 1(11.1)

41세 이상 11( 9.1) 16( 8.9) 15( 9.3) 6(13.3) -

직
급

원  장 12( 9.9) 18(10.0) 17(10.6) 6(13.3) -

중간관리자 48(39.7) 76(42.2) 67(41.6) 20(44.4) 2(22.2)

일반직원 61(50.4) 86(47.8) 77(47.8) 19(42.2) 7(77.8)

전 체 121(100.0) 180(100.0) 161(100.0) 45(100.0) 9(100.0)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치과코디네이터 업무역할

단위 : 명(%) 

항 목 구   분  M±SD 

접수 및 상담
3.99± .537

진료내용의 전달도 4.11±.681

상담과 진료의 연관성 4.18±.759

코디 채용 후 환자 진료증가 3.78±.661

병원 수익에 대한 치료 동의 3.90±.732

고객관리
3.87± .521

환자와 커뮤니케이션 3.90±.673

코디 업무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4.09±.650

업무 분석 전략 활용 효율성 3.58±.830

지속적인 고객 관리 4.06±.781

불만 해소 후 만족도 증진 3.94±.696

코디 채용 후 환자 진료 업무의 능률 향상성 3.81±.665

수익 증가를 위한 코디 기여도 3.83±.694

코디 채용 후 수익의 증가율 3.74±.709

행정조직관리
3.70± .652

직원 화합과 교육 기여도 3.80±.744

타 업무와의 상호작용 3.61±.748

전체 M±SD 3.85±.497

표 4. 치과 코디네이터 직무만족도

결과,  남․여 모두 상담업무가 가장 많았으며(34.9%) 

고객 리(31.2%), 수업무(23.4%), 행정조직 리업무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결과에는 모든 연령

에서도 상담업무가 가장 높았고,  고객 리업무, 수

업무, 행정조직 리업무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 별로

는 원장, 간 리자, 병원직원 등 모든 직 에서 상담

업무가 가장 높았으며 고객 리업무, 수업무, 행정조

직 리업무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4. 치과코디네이터 업무 역할에 따른 직무만족도

치과코디네이터의 업무역할에 한 직무 만족도의 

체평균은 3.85 이고, 수  상담부분의 체 만족

도 수는 3.99 , 고객 리 부분은 3.87 , 행정조직

리 체 평균은 3.70  만족도의 결과를 보 고, 수  

상담 부문에서 상담과 진료의 연결성에 한 만족도는 

4.18 으로 높게 나타났고, 코디네이터의 업무가 고객 

만족에 미치는 향은 4.09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행

정조직 리부분에서는 직원화합  교육기여도에 

한 만족도가 3.80 으로 비교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4].

5. 직급 ․채용 인원에 따른 직무 만족도

치과코디네이터를 채용한 의료기  조사 상자의 

직 별 코디네이터의 직무만족도 결과는 간 리자의 

입장에서 본 직무만족도가 3.94 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원장, 일반직원의 순으로 모든 직 에서 비교  

높게 나타났다. 수  상담부분에서 직무 만족도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객 리, 행정조직 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코디네이터의 직무 만족도는 치과 의료

기  근무자의 직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치과 코디네이터 채용 인원수에 따른 체 직무 

만족도에서는 채용인원 3명에서 가장 높게 4.42 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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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수  상담 고객 리 행정조직 리   체

직
급

원장 4.07±.461 3.91±.499 3.70±.598 3.89±.445

중간관리자 4.05±.566 3.95±.517 3.80±.642 3.94±.500

일반직원 3.93±.523 3.79±.521 3.62±.665 3.78±.499

F 1.760 2.465 1.876 2.559

채
용
인
원
수

1명 3.95±.498 3.81±.452 3.66±.620 3.81±.451

2명 4.06±.676 3.97±.717 3.79±.810 3.94±.654

3명 4.55±.369 4.55±.364 4.15±.747 4.42±.429

   4명이상 3.97±.565 3.89±.557 3.72±.264 3.86±.405

F 4.327** 7.443*** 2.061 5.431**

*p<0.05   **p<0.01   ***p<0.001

표 5. 직급․채용 인원에 따른 직무 만족도

 단위:M±SD 

내     용 평균비율(%) ± 표 편차
치과코디네이터 채용 후 평균 환자 증감율 16.14 ± 23.712

치과코디네이터 채용 후 평균 수익의 증감율 14.41 ± 22.731

표 7. 치과코디네이터 채용에 따른 경영효과  

구  분  변  수
회귀계수

(표 화회귀계수)
t

성별a 여 .135(.096) 1.260

나이b
31-40세 .138(.138) 1.849

41세이상 .005(.003) .035

직급c
원장 -.071(-.070) -.493

중간관리자 -.197(-.198) -1.293

채용현황 채용인원수 .082(.148) 2.247*

절편 3.691 21.612***

F-값 2.653**

R
2
 (Adjusted-R

2
) .068(.042)

*p<0.05   **p<0.01   ***p<0.001
준거집단 : a = 남성, b = 21-30세, c = 일반직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회귀분석

타냈고,  수  상담업무는 채용인원 3명에서 4.55 , 

고객 리 업무 4.55 , 행정조직 리 업무 4.55 으로 

가장 높은 수를 나타냈으며  2명, 4명이상, 1명의 순

으로 만족도를 보 다. 치과 코디네이터 채용 인원수에 

따라 행정조직 리 업무이외의 직무 만족도 부분에 유

의한 차이를 보 다(p<0.01)((p<0.05)[표 5].

      

6.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

인구사회학  특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F값은 

2.653(p=.017)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성별에서는 남

성보다는 여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

을수록 직 별로는 일반직원에 비하여 원장과 간

리자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치과코디네이터의 

채용인원수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쳤으며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26)[표 6].

       

7. 치과 코디네이터 채용에 따른 경영 효과

치과 코디네이터 채용에 따른 경 효과를 분석한 결

과 치과 의료기 에서 치과 코디네이터를 채용한 이후

의 평균 환자증가율은 16.14%만큼 증가하 으며, 치과 

코디네이터를 채용한 이후의 평균 수익의 증가율은 

14.41%만큼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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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빈  도(명) 비  율(%)
 치과코디네이터를 오래 고용할 예정 196 86.7

 치과코디네이터 이직 시 필요한 기간만 고용할 예정 30 13.3

전            체 226 100.0

표 8. 치과코디네이터 향후 채용 계획

단위 : 명(%) 

우선순 서비스 마인드 제고
정확한 업무분담 

 
업무체계  조정

교육의 질  체계 개선 임  개 선

 1 121(53.5) 65(28.8) 16( 7.1) 23(10.2)

 2 50(22.1) 94(41.6) 45(19.9) 38(16.8)

 3 38(16.8) 46(20.4) 73(32.3) 69(30.5)

 4 17( 7.5) 21( 9.3) 92(40.7) 96(42.5)

표 9. 치과코디네이터 업무 개선사항

단위 : 명(%)

8. 치과코디네이터 향후 채용 계획

치과코디네이터의 향후 채용계획을 살펴 본 결과, 치

과코디네이터를 ‘가능한 오래 고용 할 것이다’라는 응답

자가 196명(86.7%) ‘필요한 기간까지만 고용’하겠다는 

30명(13.3%)으로 치과업무에서 치과코디네이터의 필요

성이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9. 치과코디네이터 업무 개선점

치과코디네이터의 재 업무  개선사항을 복수응

답으로 우선순 를 조사한 결과, 서비스 마인드제고에

서 121명(53.5%) 1순 , 정확한 역할분담  업무체계

의 조정은 94명(41.6%)으로 2순 를, 교육의 질  체계 

개선은 73명(32.3%)으로 3순 으며, 임 개선은 96명

(42.5%)으로 4순 를 나타냈다[표 9]. 

Ⅳ. 고찰 및 결론

치과코디네이터란 치과 의료기 의 고객 에서 고

객 상담, 조직 리, 병원기획 업무와 병원마   고

객 계 리 등을 담당하는 의료서비스 문가를 말한

다. 한 치과코디네이터는 고객에 한 서비스 품질을 

고품격 랜드로 디자인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진

료 동의율을 높이고 재 구매의욕  동기를 자연스럽게 

유발시킨다[1][10].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악할 

수 있는 고객 에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 화

시킴은 물론 외부고객인 환자와 의사  직원과의 계

를 원활하게 하는 조정자와 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치과 의료기 에서 고객만족 실 을 

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코디네이터의 

역할에 한 기 치가  높아지면서 이들의 업무역

할에 한 심과 기  한 증가하고 있고 치과코디네

이터의 채용으로 병원경 에도 양 인 성장을 하고 있

다[11-14]. 

  우리병원에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요하

기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악하

고 그에 맞추어 환자 심의, 환자를 한, 각 의료기

의 맞춤식 의료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때이다.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들이 살펴보지 못하는 곳까지 세심하

게 찾아서 배려해주고 만족시켜  수 있는 병원의 진료

외 인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해 치과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역량은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에 치하는 치과코디네이터

의 실을 찾아보고 해마다 증가하는 치과코디네이터

의 수요에 따른 역할 만족도, 그들의 병원 실 기여도

등을 살펴보고 병원업무 분석과 더불어 더 나은 서비스 

향상을 해 개선되어야 할 과 향후 필요성과 갈수록 

늘어나는 치과코디네이터의 수요의 증가에 따른  문제

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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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타당성 분석을 해 Pilot Test를 실시하 고, 

일반 으로 문항 간 신뢰도 검증에서 이용되는 

Cronbach 알 (α)값이 0.6이상이면( α≥ 0.6)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므로 본 연구의 설문항목 간 신뢰도 

검증에서는 신뢰도 값이 수  상담(a=.752), 고객

리(a=.874), 행정조직 리 (a=.689), 문성  미래 

망 (a=.770) 모두 높게 나타났으므로 연구 분석에 이용

하 다

연구 상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의 분포도가 남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 의 특성 

 하나로 언 되고 있는 남․여 구성인력의 분포와 같

은 형태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조사 상자가 

의료기  종사자를 상으로 조사하 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연구 상자를 병원장, 간 리자, 일반직원으

로 하 으며 한 개의 병원 당 한 개의 설문조사를 실시

함으로 직원의 수가 병원장과 간 리자의 수보다 많

을 것으로 감안할 때 체 인 직 별 분포로 일반직원

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과코디네이터의 업무를 체 직 (치과원장, 치

과코디네이터 실장, 일반직원)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상담업무로 응답자  

총 180명(34.9%)의 응답을 보인 것은 박수아[6]의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 125명  1  리셉션 46명(36.8%), 

고객 리 13명(10.4%)과 차이를 보인다. 한 직 에 

따른 치과코디네이터 업무의 빈도도 상담업무, 고객

리, 수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체 응답자의 

상자의 수가 다소 많은 차이를 보이는 부분과 상자

에 계없이 상 인 기 으로 비교한다면 의료 환경

의 변화와 의료수요 개념의 변화에 따라 고객의 개념이 

달라지고 요구도가 높아짐으로 변화 하는 의료 환경에 

보다 만족된 서비스 향상을 하여 병원 리부분으로 

치과 병원 서비스코디네이터를 채용하는 병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생각 된다.

모든 직 에서 치과코디네이터의 업무를 고객 리업

무로 보고 있으며 행정 조직 리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치과코디네이터의 업무가 실질

인 치과업무보다는 고객서비스 인 부분에서 더 많은 

필요성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코디네이터의 업무를 고객 리, 수  상담, 행

정조직 리, 기타 업무의 순으로 기타 업무로는 병원에

서 시행되는 업무의 부분이 문화․세분화 되어 있으

며 한 각 병원의 특성에 따라 일반 인 문 인력으

로 부족한 부분은 병원코디네이터의 보조업무 는 스

텝의 보조업무 등 비정규직직원의 수로 생각되어진다.

치과코디네이터의 직무수행 만족도에 따른 부분은 

3.85 (5  척도)으로 박수아[6]의 67.1%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냈으며, 일반직원의 만족도 보다 병원장과 

간 리자의 만족도 수가 더 높은 결과를 보 는데, 

이는 실질 인 치과코디네이터의 향후 망과 필요성

을 잘 시사해주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여러 연구에서 

입증하고 있다[7-9][15].

치과코디네이터의 경 효율성을 실제 분석하기 하

여 환 자 증감비율  비용수익증감률의 결과에서는 병

원코디네이터를 채용한 병원은 총수입의 평균 14.41%

의 증가율을 보 으며 환자 증감률도 평균 16.14%의 

증가를 보 는데, 박수아[6]의 병원코디네이터가 병원

의 수익을 증가시켜 다는 연구결과에서와 같은 의미

를 나타내고 있다.

치과코디네이터에 한 주요 개선 으로 서비스 마

인드가 121(53.5%), 정확한 역할 분담  업무 체계조  

94(41.6%), 교육의 질  개선 73(32.3%), 임  

96(42.5%)으로 서비스 마인드가 가장 요한 부분으로 

조사되었다. 박수아[6], 이유재[16]의 논문에서는 고객

리능력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는데, 본 논문

의 결과와 유사한 내용으로 언 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 된다. 

향후 치과코디네이터의 채용의사는 근무를 하고 있

는 병원의 경우 ‘가능한 오래 고용할 것이다’ 라는 결과

가86.79%으로 비교  치과코디네이터의 향후 망성

은 높은 것으로 시사된다. 치과코디네이터의 채용 황

을 살펴보면,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채용비율은 증

가되고 있으며 업무 만족도 한 비교  높은 황을 

보이고 있으나, 치과코디네이터의 자격을 가진 인력들

의 능력은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병원코

디네이터의 업무가 고객 리 부분이 높은 빈도를 차지

하는 만큼 서비스는 제공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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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한 다양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러 연구에

서 입증하고 있다[17-20]. 의료서비스의 특성에서 나타

나는 것과 같이 고객들이 한결같은 서비스를 원한다는 

것을 직시하고 서비스 마인드와 체계화된 업무를 통한 

서비스의 질 인 개선을 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치과코디네이터의 역할정립에 

따른 표 화된 교육지침과 더불어 교육의 질 인 능력

을 향상하여 제도에 한 개선사항과 더불어 교육자의 

자격  교육생들의 능력별 평가제도 그리고 인턴사원

제도 등을 도입하여 보다 문 인 지식과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국가 , 교육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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