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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 까지 의료서비스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존 연구들은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와의 계

를 규명하는 데만 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문제는 다른 서비스 산업과 상 으로 비교해볼 

때 문제 발생 시 고객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것이라 측되며, 최근 의료 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요

성이 부각되는 시 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문제에 한 정성  자료를 실증 분석하 으며, 단어

구름기법도 이용하 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문제는 항목별로 의료과실, 간호사 업무

미숙, 무심한 진료, 과잉검사  진료, 치료강요  거부, 응 기, 불친 , 약문제, 로세스문제, 불편함 

등 총 10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복구 불가능한 서비스 실패에서 가장 많이 산출된 주요 단어는 의료

과실, 무심한 진료, 간호사의 업무미숙 순이며, 복구 가능한 서비스 실패에서는 불친 한 태도와 약시스템

에 한 부정  경험의 주요 단어가 가장 많이 도출되었다. 의료서비스 문제 후 고객행동은 부분 강력한 

항의를 하며, 아주 심각한 문제에 해서는 공개  항의를 하거나 법 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 요약과 시사 , 그리고 향후 연구에 한 제언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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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studies have been done in medical service area but they have just focu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ause and effect variables. This study, thus, empirically 

analyzed qualitative data regarding medical service problems using word cloud technique. The 

major resul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The data reveal ten sources in medical service – forced 

treatment, excess inspection, misdiagnosis, carelessness, inexperienced service, waiting for 

emergency, reservation problem, unkindness, process problem, and inconvenience. Major words 

in the category of irrecoverable service failure are misdiagnosis, careless treatment, and 

inexperienced service whereas those in recoverable service failure are unkind attitude and 

negative experience in reservation system. Those who experienced a medical service problem are 

usually engaged in a public act and they make public protests and legal action against very 

severe problem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lso suggests a summary, implication, and agenda 

of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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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의료서비스의 요성이 확 됨으로써 매년 통계청은 

의료서비스에 한 국민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를 발표

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높은 의료비(24.7%), 미흡한 치

료결과(20.7%), 긴 진료시간과 입원 기시간(20.2%), 

불친 (11.0), 불성실한 진료(9.5%), 과잉진료  과잉

검사(8.6%) 순으로 불만족 이유를 밝힌 바 있다[1]. 국

내 의료서비스에 한 부분의 연구는 의료서비스 품

질을 다양한 차원으로 도출하고자 하 으며, 고객만족 

 서비스 품질과 같은 핵심변수를 고객지각 에서 

살펴보았다[2]. 최근에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을 

두거나 의료서비스 실패와 복구에 한 연구 등이 주류

를 이루고 있다. 

소비자가 경험하는 서비스 실패는 기업에서 복구노

력을 하 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것과 그

지 못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를 들어, 식당에서 

주문한 메뉴가 바 어 나온 경우는 자에, 그리고 미

장원에서 무 짧게 자른 머리카락의 경우는 후자에 해

당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 문제도 원상태로 

복구가 가능한 실패와 불가능한 실패로 구분된다. 를 

들어 치과에서 썩은 이 신 멀쩡한 이를 뽑은 경우, 의

사가 마취약을 과다 투입하여 의식불명인 경우, 다른 

환자의 링거수액을 놓는 경우 등은 의료서비스 실패 이

의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경우이다. 하지만 병원

의 로세스 문제, 약오류, 그리고 의료진의 서비스 

문제 등은 원상태로의 복구가 가능한 서비스 실패로 볼 

수 있다.

원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한 서비스 문제를 겪은 고객

은 더욱 심한 부정  감정을 느끼고 표출할 것이며[3], 

기업의 복구노력에 한 만족도  서비스제공자와의 

계에도 보다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  

이처럼 발생한 서비스 실패가 원상태로의 복구가 가능

할지 여부에 따라 고객의 감정과 기업 응에 한 고객

의 평가  향후 계품질에 미치는 향도 상이할 것

이기에, 의료서비스 문제 유형에 따른 차별 이고 체계

인 의료기 의 복구 략과 응이 요구될 것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실패와 복구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비스 실패의 유형을 구분치 않

고, 기업의 복구노력에 해 고객이 평가하는 정당성, 

고객만족, 그리고 향후 행동의도 등에 한 조사가 주

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산업

과는 달리 원상태로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더욱 심

각한 문제를 래하기에, 환자에게 발생한 서비스 문제 

유형을 구분하여 문제 유형과 환자의 감정  응행동

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지 까지 의료서비스에 한 부분의 연구가 양  

조사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성  연구방법을 통한 

의료경   서비스 개선방안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은 상황이다[4]. 따라서 본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정성  연구방법인 

critical incident technique(CIT)을 이용하여 의료서비

스 문제의 정교한 부분을 알아보고자 한다. CIT는 체계

으로 서비스 문제나 불만족한 사건을 범주화하고 고

객의 에서 효과 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 을 보여 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불만족 요인 

악, 문제의 범주화, 그리고 고객감정을 분석하기에는  

매우 유용한 분석기법이다[5].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문제를 경험한 소비자 인

터뷰를 통해 얻은 정성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 실패

를 분석하고 유형을 범주화 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

구와는 달리, 원상태로의 복구가능한 문제와 불가능한 

문제를 구분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두 그룹간의 차이를 보다 구체

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의료경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한 략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의료서비스의 문제

최근 의료서비스의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서비스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조성

남[2]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의 만족도 측면을 의사, 간

호사  행정직원이 련된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 

차 등 련항목으로 별하여 ‘비의료  차원’으로 나

눠 만족도를 조사하 다. 특히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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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핵심 인 요인은 인  구성요소라고 제시

하 다. 이는 구 애 등[6]의 연구에서도 가장 요한 

의료기  선호요인은 의사의 진료 문성으로 밝힌 바, 

의료진에 한 만족도가 의료서비스의 반 인 만족

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도출하 다. 유

효  등[7]의 연구에서도 ‘좋은 의사’에 한 인식구조

를 분석한 결과, 진단  치료, 의료커뮤니 이션, 환자

에 한 태도, 의학지식, 기 역량, 평생학습 그룹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들어, 의료서비스 실패  복구에 한 연구

가 보다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조 신[8]

연구에서는 서비스 복구 요인  신속한 응 와 공정성

이 고객만족과 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침을 보여

주었다. 한 불평처리 과정에서  보상보다는 의

사, 간호사, 담당직원 등 인 자원이 충분한 권한을 가

지고 문제해결을 한 최선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무엇

보다 요하다고 지 하 다. 그러나 강명주와 김상조

[9]는 서비스 에 있는 병원 직원을 상으로 그들의 

서비스 복구성과에 미치는 향요인과 직무만족과의 

계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 조직몰입, 워크, 임

워먼트의 순으로 서비스 복구성과가 나타나 조 신의 

[8]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도출하 다. 

김성호 등[4]은 병원의 유형에 계없이 가장 빈번하

게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문제는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

(45%), 행정직원과 간호사의 무성의한 태도(39%, 33%)

임을 도출하 다. 이는 앞서 밝힌 선행연구[8]와 최귀선 

등[10]  Bakakus and Boller[11]의 연구결과와 일맥

상통한다. 최귀선 등[10]과 Bakakus and Boller[11]는 

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

술  품질 평가보다는 기능  품질에 의하여 의료서비

스를 평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능  품질이 요하

다고 강조하 다. 한 박 민 등[12]의 연구에서는 병

원선택요인  인 요인, 외이미지 요인, 근성 요인

이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윤

설민 등[13]은 의료서비스에 한 인식이 수요자 심

으로 바 어 보다 높은 수 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요구

하게 되므로 체계 인 시스템 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는 병원에서 의료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고객

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 다. 먼 , 자료수집 계획  

수립을 하여 정성  기법을 수차례 연구한 교수 2명

과 자료수집자 6명을 모집하 다. 연구자는 설문작성방

법을 직  설명하고 자료수집자에게 2차례 교육을 실

시하 다. 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료수집의 의문

이 없도록 상세히 설명하 으며, 의료서비스 문제를 

인터뷰하면서 응답자 는 자료수집자가 직  설문지

에 기술하게 하는 개방형 질문형태를 취하 다. 본 연

구에 이용된 질문은 Hoffman and Bateson[14]의 설문

형식을 본 연구의 서비스 산업 특성에 부합되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인터뷰내용에 한 자료 수집은 자료수집자 총 6명이 

약 1시간가량 2차례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의

료서비스 실패에 한 결정  사건을 수집하 다. 6명

의 자료수집자가 25일 동안 1,200명이 넘는 응답자를 

하여 인터뷰에 응한 635명의 응답자로부터 인터뷰

한 내용을 회수하 으며, 그  인터뷰 내용이 불성실

한 25부를 제외한 610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응

답자의 인구통계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  

42.5%, 30  13.4%, 40  14.9%, 50  25.4%, 60  이상 

3.8%이며, 성별은 남성 46.7%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2. 자료 분석틀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문제의 주된 요인을 악하고

자 하 으며, 불만족한 경험의 차원을 악하고자 하는

데 합한 해석  에서의 정성  연구방법을 선택

하 다[15]. 그 방법은 고객에게 발생한 의료서비스의 

부정  경험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단어의 빈도수를 살

펴보는 단어 구름(word cloud)과 CIT를 활용하 다. 

주요 단어(key word)에 한 분석은 응답자가 제시

한 단어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주요 단어를 분류할 시 

의미차이가 미미하거나 다른 의미의 표 일 경우 주요 

단어로 통합하는 분석이다. 그 이후 각 도출된 단어의 

출  빈도수는 단어 구름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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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각화하 다[15]. 단어 구름은 태그 구름(tag cloud)

이라고도 하며, 문서에 사용된 단어의 빈도를 시각 으

로 표 하는 것으로 출 되는 빈도수가 많은 단어에 비

례하는 자 크기나 자 색깔로 요도를 나타내어 핵

심내용을 악하는 장 이 있다[16]. 이 기술은 메타 데

이터에서 얻어진 태그들을 분석하고, 요도 등을 고려

하여 시각 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결과물이 단어의 

요도에 따라 자의 굵기와 색상 등을 표 하여 보다 

더 효과 으로 달될 수 있게 하는 장 도 지닌다[15]. 

한 단어들 간 상 계에 주목하는 분석방법으로는 

코워드 분석이 있다. 코워드 분석(co-word analysis)은 

문장 안에서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의 규칙을 조사하여 

주제와 련된 핵심 개념을 악하고 이들의 계를 식

별하는 내용분석 기법이다[17]. 단어 간의 계는 발생

하는 빈도수와 단어 간 친 도를 지수로 환산하고 이 

지수를 기반으로 각각의 세부 역을 표하는 주요 단

어의 빈도와 주요 단어 간의 연계 계를 나타낸다[18].

CIT는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회고  연구방법

(retrospective research method)이다. CIT는 다양한 결

정  사건들을 몇 개의 큰 범주로 구분하고, 수량 으

로 연결하기 부 합한 특정 사건들을 각각의 하  사건

들로 범주화 한다. 고객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품질개선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법이다[5]. 

이 기법은 데이터 신뢰를 해서 응답자가 정직하고 솔

직한 인터뷰를 해야 하며, 조사자의 오해나 잘못된 해

석이 없어야 한다[19]. CIT로부터 얻는 결정  사건은 

고객이 직  경험한 구체 인 사건에 한 정보이며, 

결정  사건 자체에 한 강력한 정보뿐만 아니라 서비

스 개선을 한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법은 교육

학, 의학, 간호학, 서비스, 마 ,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 독자  연

구방법으로서 가치가 충분하여 폭넓게 용되고 있다[3].

Ⅳ. 자료 분석 및 연구결과

1. 의료서비스의 부정적 경험
1단계: 의료서비스 문제의 결정적 사건 인터뷰

본 연구는 응답자가 경험한 의료서비스 문제를 인터

뷰하여 응답자 는 자료수집자가 직  기술하게 하

다. 의료서비스의 부정  경험과 련하여 개방형 질문

지와 인터뷰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부정 이고 인상

인 경험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응답하게 하 다. 이 자

료를 바탕으로 정성  기법을 수차례 연구한 교수 3명

이 분류하 다[표 1]. 

2단계: 사건의 범주화
의료서비스의 부정  경험과 련된 인터뷰 내용을 

범주화한 결과, 복구 불가능한 서비스 문제는 의료과실, 

간호사 업무미숙, 무심한 진료, 치료강요  거부, 과잉

검사  진료, 응 기 6개, 복구 가능한 서비스 문제

는 불친 , 약문제, 로세스문제, 불편함 4개로 총10

개의 하 범주가 구분되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부정

인 경험과 련한 결정  사건에서 심이 되는 요 

문구와 출  빈도수가 많은 단어를 도출하 다. 인터뷰 

내용에 한 답변으로써 비교  구체 이고 상세한 내

용을 서술하므로 한 사례 당 심문구를 한정하지 않고 

응답자의 표 에서 모든 주요 문구를 추출하 다. 특히 

연구자들은 반복 으로 등장하는 주요 단어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하여 인상 인 주요 요인으로 

그룹화하면서 단어를 도출하 다. 특히 3단계의 37개 

주요 단어는 의료서비스 문제를 밝 내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키워드 추출 1차 분류 2차 분류 추상화
7 4 3 의료과실
13 8 4 간호사 업무미숙
15 10 5 무심한 진료
13 8 4 과잉검사 및 진료
11 5 3 치료강요 및 거부
8 4 2 응급 중 대기
18 10 6 불친절한 의료진
7 5 3 예약시스템 문제
10 8 3 프로세스 문제
22 12 4 불편한 편의시설

표 1. 서비스 실패 유형

본 연구의 결정  사건 기법의 분석방법인 범주 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범주화과정은 [표 1]의 4단계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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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진행되었다. 마지막 3단계 분류에서는 최종의 추상

화 개념을 도출하기 해 다양한 경험을 항목별로 분류

하 다. 가장 다양한 항목의 축약은 불친 함이며, 다음

은 5개 항목에서 축약된 무심한 진료로 나타나 고객이 

경험한 의료서비스의 부정 인 경험을 다양한 측면에

서 악할 수 있었다.

3단계: 인터뷰 사례 결과
각 범주별 구체 인 내용과 인터뷰 사례는 다음과 같

다.

-의료과실: 수술부작용, 꺼풀 비 칭, 수술로 인한 

감각 상실, 마취약 과다투여, 오진 등 

잦은 잔뇨감과 지속 인 통증으로 00비뇨기과를 

방문하 습니다. 소변검사와 몇 가지의 추가 검사결과, 

립선암이라는 진단과 함께 의사는 학병원을 방문

하여 치료할 것을 권유하 습니다. 그리하여 학병원

에서 다양한 검사를 다시 한 결과, 립선암이 아닌 노

화로 인하여 다소 부었으며, 약간의 염증의 증세가 있

을 뿐이라고 하 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하

늘이 무 진 기분을 느껴 잘못된 오진에 해서 무척 

화나고 속상해서 그 의사를 찾아가 염증이며, 약을 먹

고 괜찮아지고 있다고 불쾌했던 감정을 그 로 이야기

를 하 습니다. 그 의사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

지만 의사의 문성에 의문이 들어 두 번 다시 가지  

않고 있습니다.(75세, 남성, 00비뇨기과) 
-간호사의 업무미숙: 을 못 찾는 간호사, 의사지

시를 인지 못하는 간호사, 다른 환자의 수액을 투여

하는 간호사, 미숙련된 간호사 등

간호사가 항암제 링거를 놓아주는데 바늘을 떨어

뜨려 링거 약만 걸어놓고 바늘을 가지러 갔었는데 가만

히 보니 늘 맞던 링거와는 차이가 났습니다. 약을 자세

히 보니 방 환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

머니는 약에 민한 반응을 보여서 항암제를 4번이나 

바꿨는데 만약 미리 발견하지 못하 다면... 맙소사! 그 

약이 어머니 몸에 들어가 심각한 반응을 일으켜 정말 

끔 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

쳤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간호사는 죄송하다며 사과

를 했지만 굉장히 불쾌했고 생명과 련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의식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 습니

다.(32세, 여성, 종합병원)
-무심한 진료: 설명하지 않는 진료, 성의 없는 진료태

도, 건성건성 하는 진료, 부주의한 진료, 특진과 

일반진료 미구별 등

감기몸살 기운으로 한참을 기다리다가 진료를 받

는데 의사가 어떻게 왔냐고 물어서 감기몸살인 것 같다

고 하자 더 이상 증상을 묻지 않고 바로 진료가 끝냈습

니다. 벌써 진료가 끝난 것인지 묻자 의사가 퉁명스러

운 말투로 “감기몸살입니다”라는 말만 하고 약을 처방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처방 을 보니 평소 감기로 병원

에 갔을 때와 다르게 약의 양이 많아 물어보니 의사는 

화를 내면서 다 필요한 약이라서 쓰는 것이라면서 이틀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태도에 기분이 무  

나빠서 다시 내가 먹는 약인데 어떤 약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먹어야 하느냐고 의사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약

에 해 설명해주었습니다. 헌데 콧물과 기침이 나지  

않는데도 련 약이 있어서 이 약까지 먹어야 하냐고  

묻자 못믿겠으면 다른 병원에 가보세요라고 얘기

한 후 바로 의사는 진료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42세, 

남성, 내과)
-치료강요  거부: 다른 의료진의 진료, 의료진 부족

으로 진료 거부, 담당의사 부재, 무성의한 진단 강요, 

강제퇴원, 고가의 피부치료 지속 으로 강요, 수술

강요, 충치치료 강요, 노약자 수술거부 등 

평소보다 허리통증이 심해져서 형병원을 딸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지  당장 수술을 하자고 

해서 딸은 펑펑 울고 도 수술을 해야 하는 지 심각하

게 고민이 되어 여기 기 알아봤습니다. 다시 지인의 

소개로 유명한 개인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의사는 이 정도는 통원치료와 물리치료를 통해서 완

화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술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고 하 습니다. 형병원이 이익창출을 해 무조건 수

술을 권유하는 것 같아서 무척 불쾌하 으며, 의사들에 

한 신뢰까지 떨어졌습니다.(48세, 여성, 종합병원) 
-과잉검사  진료: 각종 검사강요, 고가 의료 상

(CT, MRI) 재촬  등

갑자기 무릎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와서 뚝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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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병원으로 갔었습니다. 담당의사가 X-ray를 어서

는 모르니 MRI를 촬 해야 알 수 있다면서 MRI 검사

를 강요하듯 하 습니다. 검사비가 비싼 MRI를 자꾸 

촬 하자고 하는 것에 불쾌하 으며, 병원의 수익을 올

리기 해 무작정 검사부터 하자는 태도에 화가 났었습

니다.(65세, 여성, 종합병원)
-응   기문제: 응 조치 미룬 채 기, 교 인수

인계로 인한 기, 치료 도  장시간 기, 응 환자 

방치한 기 등

새벽에 원동기 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응

상태로 인근 학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당시 시간

는 간호사의 교 시간 30분 으로 임 근무자가 붓

기 때문에 제 로 깁스를 하지 못하고 충 부목만 

어 손목을 고정하고 그 외에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

다. 계속 고통을 호소하며 진통제라도 투여해달라고 하

지만 지  근무교 와 인수인계 시간이라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50분 이상 그 상태로 지체되었습니

다. 지  생각해도 고통으로 이가 떨리는군요.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극심한 고통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이

라는 것을 무시하는 간호사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

니다.(26세, 남성, 학병원) 
-불친 한 의료진: 의사, 간호사  행정지원 등 병원

의 모든 인 자원의 불친 을 포함함. 반말하는 의

사, 떠드는 간호사, 늑장 응하는 간호사, 인사를 하

지 않는 간호사, 핸드폰에만 몰두하는 간호사, 의료

진의 비웃는 표정, 성  수치심을 일으키는 의료진, 

짐짝 다루듯 하는 물리치료사, 퉁명스러운 행정직

원, 불친 한 안내데스크 직원 등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그 병동은 특히 나이가 많은  

암환자들이 있는 병동인데 간호사가 나이 많은 환자들

에게 서비스 의식은커녕 환자를 아랫사람 하는 듯 행

동하 습니다.  암환자에게 기계 이고 의 없는 태

도로 일 했으며, 사무 으로만 처리하는 태도에 불만

이 생겨 그 간호사에게 불만을 제기하 더니 사과하기

는커녕 화장실에 간다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간호

사에게 나이 게일 선서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

다(49세, 여성, 종합병원) 
- 약시스템 문제: 약 후 긴 기, 약시스템 무용

지물, 진료  기 등

오 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아 10시 약을 해

두고 기다렸으나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

다. 조 한 마음이 들어 간호사에게 왜 이 게 늦어지

는지 물어봤더니 앞에 약한 환자 진료가 늦어졌다면

서 5분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하 습니다. 약을 했음

에도 불구하고 기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32세, 남성, 00내과) 

- 로세스 문제: 뺑뺑이 돌리는 병원 로세스, 혼란

스런 시스템, 복잡한 시스템 등 

건강검진을 받기 해 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학병원의 서비스 문제는 건강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마다 직  찾아가서 기하며 수를 해야 한다는 

입니다. 부서마다 직  수를 하다 보니 수하는 

횟수도 많고 그에 따른 기시간도 상당히 길어졌습니

다. 그 에 방문했던 병원과 비교되며 그 병원은 건강

검진센터에서 행정직원이 직  수를 해두고 우리는 

가만히 정해진 순서 로 검진만 받으면 되는 시스템이

다. 이동 거리도 작고 각 부서의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

게 환자를 분배해줘서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히 짧게 느

껴졌습니다. 환자에 한 배려가 부족한 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요!(46세, 여성, 

학병원)
-불편한 편의시설: 호출벨 고장, 장애인 주차장, 화장

실 청결문제, 주차시설  병실 부족 등

장인어른이 병원에 입원하여 병문안을 간 이 있

습니다. 거리가 멀어 차를 몰고 방문을 하 는데 상당

히 불편하 습니다. 주변 교통도 매우 혼잡하고 거의  

30분 동안 기다리다가 겨우 주차할 수 있어 항의를 하

자 고객이 많이 몰리는 피크타임이 되면 병원주차장으

로 도 히 감당이 안된다는 변명만 했고, 곧 주차시설

이 완공되니 그때쯤 괜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만  

학병원이지 주차시설도 제 로 갖추지 않은 학병

원이라니 이해할 수 없네요.(35세, 남성, 학병원)

4단계: 단어 구름 분석
인터뷰 내용의 주요 문구를 다시 출  단어의 빈도수 

기 으로 주요 단어를 도출하 다. 그  복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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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비스 문제(그룹1)와 복구 가능한 서비스 문제(그

룹2)로 나눠 각 그룹에서 주요 단어를 단어 구름 기술

로 표 하여 크기로 시각화하 다[그림 1][그림 2]. 

복구 불가능한 의료서비스 문제(그룹1)에서 출 빈

도 수가 많은 단어는 다음과 같다. 오진(336회), 무성의

한 진료(318회), 과잉검사(277회), 과잉진료(241회), 업

무미숙(297회), 치료강요(259회), 치료거부(376회), 응

상황 기(167회), 진료  기(158회), 간호사(187회), 

기(177회), 진료(317회), 무성의한(124회), 의료진(218

회), 응 환자(94회), 거부(150회), 강요(143회) 등이다. 

이 주요 단어(customize words)의 출  빈도수를 크기

로 시각화하여 [그림 1]로 표시하 다. 이는 응답자가 

많이 사용하는 주요 단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부정  

경험  인상 인 사례를 밝 내는 단서이며, 복구 불

가능한 의료서비스 문제를 악할 수 있다.

그림 1. 복구 불가능한 의료서비스 문제

복구 가능한 의료서비스 문제(그룹2)에서 출 빈도 

수가 많은 주요 단어는 간호사 불친 (318회), 의사 불

친 (277회), 직원 불친 (297회), 불친 한(109회), 

약문제(583회), 로세스문제(241회), 불편한 시설(259

회), 시스템문제(384회), 간호사(212회), 표정(124회) 등 

단어의 크기를 시각화하여 표시하 다. 이는 그룹1과 

마찬가지로 인터뷰 내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요 단어

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부정  경험  인상 인 것을 

밝 내었다. 한 복구 가능한 의료서비스 문제를 악

할 수 있다.

그림 2. 복구 가능한 의료서비스 문제

2. 의료서비스 문제의 유형별 분석
의료서비스 문제와 련된 인터뷰 내용을 범주화한 

결과, 두 개의 주 문제 유형과 문제 유형별 각 하 범주

별 구체 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의료서비스 문제 유형 에서 그룹1은 결정  사건의 

62.3%의 비율로 복구 불가능한 의료서비스 문제가 빈

번하게 발생하 으며, 복구 가능한 의료서비스 문제는 

37.7%로 나타났다. 각 그룹의 하  문제 유형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문제 유형은 의료과실

(24.9%), 불친 한 의료진(16.2%), 약시스템 문제

(11.5%), 간호사 업무미숙(11.0%), 무심한 진료(10.5%), 

과잉검사  진료(6.7%), 로세스 문제(6.6%), 치료강

요  거부(6.4%), 불편한 편의시설(3.4%), 응   

기문제(2.8%) 등의 순으로 분류되었다. 의료과실의 경

우, 하  문제 유형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유형

이며, 다음으로는 불친 한 의료진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문제의 심각성은 의료과실(S=4.86), 응  

 기문제(S=4.41), 치료강요  거부(S=3.92), 무심

한 진료(S=3.84), 과잉검사  진료(S=3.78), 간호사 업

무미숙(S=3.62), 로세스 문제(S=3.49), 불친 한 의료

진(S=3.44), 약시스템 문제(S=2.97), 불편한 편의시설

(S=2.71) 등의 순이다. 의료서비스 문제에 한 불쾌감

도 상한 바와 같이 의료과실(D=4.88)에서 가장 높았

으며, 다음으로 치료강요  거부와 응   기문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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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제 유형 N %
심각성

1
불쾌감

2

평균 SD 평균 SD
Group 1  복구 불가능한 의료서비스 문제

 의료과실 152 24.9 4.86 0.569 4.88 0.575
 간호사 업무미숙 67 11.0 3.62 1.393 4.22 1.253
 무심한 진료 64 10.5 3.84 1.275 4.22 1.215
 과잉검사 및 진료 41 6.7 3.78 1.406 4.12 1.187
 치료 강요 및 거부 39 6.4 3.92 1.201 4.69 0.731
 응급 중 대기문제 17 2.8 4.41 0.939 4.65 0.786

소 계 380 62.3
Group 2  복구 가능한 의료서비스 문제

 불친절한 의료진 99 16.2 3.49 1.559 4.26 1.084
 예약시스템 문제 70 11.5 2.97 1.450 3.51 1.432
 프로세스 문제 40 6.6 3.07 1.643 4.18 1.432
 불편한 편의시설 21 3.4 2.71 1.546 3.33 1.653

소 계 230 37.7
총 계 610 100.0

1 심각성은 1(사소한 문제)에서 5(심각한 문제)로 측정됨.
2 불쾌감은 1(조금 불쾌함)에서 5(매우 불쾌함)로 측정됨.

표 2. 의료서비스 문제 유형

그룹1

의료서비스 문제 유형  복구 불가능한 서비스 문제

의 심각성 수 이 복구 가능한 서비스 문제보다 모두 

높았고, 특히 의료과실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

서비스 문제이며, 그 문제의 심각성(S=4.86)과 불쾌감

(D=4.88)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진료진의 ‘의료과

실’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생명과 직결되고, 의료서비스

는 신용속성을 지녔기에 응답자가 지각하는 심각성은 

더 큰 것이다.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난 뒤에 그 가

치를 악하거나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내용은 오진으로 밝 진 사례만

을 수집하 으므로 응답자에게는 더욱더 두렵고 불쾌

감이 상승한 결정  사건들임을 상할 수 있다. 윤성

욱과 서미옥[3]도 신체와 직결된 서비스 문제 발생 시 

심각성과 불쾌감 정도가 하 범주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구 애 등[6]의 연구에서도 설

령 다른 의료서비스가 우수할 지라도 진료의 문성이 

낮다면 의료서비스의 만족도 상승은 기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진료의 문

성이 낮다면 신뢰와 믿음이 깨지고 한 이를 경험한 

고객은 실망과 분노로 인해 의료진과 병원 체에 한 

신뢰를 상실하 다고 응답하 다. 

구 애 등[6]은 환자들이 에는 의료를 시혜나 인

술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최

근에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제

의한 바, 진료에 한 불충분한 설명의 경우, 고객은 받

아야 할 서비스를 제 로 받지 못하므로 심각한 의료서

비스 문제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도 무심한 

진료의 심각성은 3.84, 불쾌감은 4.22로 나타났다. 덧붙

여 2014년 통계청[1] 조사결과에서도 치료결과의 미흡

과 불성실한 진료, 불친  등이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

유임을 밝혔으며, 의사진료 시 설명과 친 한 태도가 

의료기 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라고 

제의하 다.

그룹2

복구 가능한 의료서비스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친 한 의료진으로 나타났다. 고객은 의료서비스에

서 의료진에 한 기 가 반 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

다. 불친 한 의료진은 의사(S=3.61, D=4.57), 간호사

(S=3.31, D=4.33), 행정지원(S=3.40, D=3.88)으로 구분

된다. 특히 의사의 태도가 보다 요함을 다시 확인하

다. 한 의료진의 불친 한 태도는 복구 불가능한 

의료서비스 문제의 불쾌감 못지않게 상당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의 실력과 믿음직함, 자상한 진

료 설명과 친 , 그리고 경청하는 태도 등 의사의 자질

과 태도가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요인이라고 제안한 선행연구[2] 결과와 일맥상통

하다.

3. 의료서비스 문제 발생 시 고객행동
의료서비스 문제 발생 시 구체 인 고객행동유형은 

강력한 항의(77.8%, S=3.75, D=4.23), 소극  항의

(6.7%, S=3.00, D=3.78), 보상을 요구하는 항의(5.9%, 

S=4.28, D=4.89), 공개  항의(3.3%, S=4.70, D=5.00)와 

기타(3.3%, S=3.70, D=4.20), 법  항의(3.0%, S=5.00, 

D=4.89) 순이다. 문제를 경험한 부분의 고객은 말로

만 강력하게 항의하는 행동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분의 고객이 특정한 의료서비스 결과를 평가할 만

큼 문  지식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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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문제의 심각성 수 이 가장 높은 경우 

‘법 으로 항의’하는 행동을 하며, 다음으로 홈페이지에 

직  항의하는 것으로 공개 으로 불쾌감을 표출하는 

‘공개  항의’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공개  항의의 

행동유형은 아주 은 수치인 3.3%이지만 심각성

(S=4.70)과 불쾌감(D=5.00) 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행동 N % 심각성 불쾌감

복구
불가능
서비스
실패

  강력한 항의 278 45.6 4.26 4.84
  소극적 항의 24 4.0 3.25 4.08
  보상 요구 31 5.0 4.48 4.39
  법적 항의 17 2.8 5.00 4.89
  공개적 항의 11 1.8 4.64 5.00
  기타(보이콧) 19 3.1 3.74 4.26
소계(평균) 380 62.3 4.23 4.58

복구 
가능
서비스
실패 

  강력한 항의 197 32.2 3.15 3.57
  소극적 항의 17 2.8 2.77 3.47
  보상 요구 5 0.8 4.00 5.00
  법적 항의 1 0.2 5.00 5.00
  공개적 항의 9 1.5 4.78 5.00
  기타 1 0.2 3.00 3.00
소계(평균) 230 37.7 3.78 4.17
총계 610 100.0

표 3. 고객 행동유형

[표 3]은 복구 가능 vs. 복구 불가능 의료서비스 실패

를 고객행동 유형별로 분류하 다. 복구 가능과 복구 

불가능 서비스 실패 시 모두 빈번한 고객행동은 말로만 

강력한 항의를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한 복구 가능 

여부와 계없이 법  항의  공개  항의는 의료서비

스 실패의 심각성과 불쾌감이 상당히 높을 때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보이콧 형태는 개인 인 구매 지, 주변사

람들에게 입소문 내기 등 개인  차원에서 행하는 보이

콧 형태이다. 이는 서정희와 향란[20]에서도 보이콧

이 일반 이고 빈번한 참여 형태임을 밝힌 바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의료서비스 문제에 한 정성  연구는 사실상 미흡

하며, 본 연구는 복구 가능 vs. 복구 불가능한 의료서비

스 문제 유형으로 구분하 다. 그  많이 도출된 빈도

수를 바탕으로 악된 주요 요인을 단어 구름과 CIT 기

법으로 실증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서

비스 문제는 의료과실, 간호사의 업무미숙, 무심한 진

료, 과잉검사  진료, 치료강요  거부, 응   기

문제, 불친 함, 약시스템문제, 로세스 문제, 불편

한 편의시설 등 총10개 요인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의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악할 수 있었다. 그  복

구 불가능한 서비스 문제에서 의료과실, 치료강요  

거부, 과잉검사  진료, 간호사의 업무미숙, 무심한 진

료, 응   기 6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복구 가

능한 서비스 문제에서는 약시스템 문제, 불친 함, 

로세스 문제, 불편한 편의시설 4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어구름 기법을 활용한 복구 불가능한 서비스 문

제에서도 가장 많이 산출된 주요 단어는 의료과실과 오

진이며, 그 다음이 무심한 진료, 간호사의 업무미숙, 과

잉검사  진료, 치료강요 순이다. 한 의료과실은 가

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문제이며, 심각성과 

불쾌감도 본 연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 만족과 불만족에 

향을 미치는 핵심 인 요인이 인력의 문성임을 확

인하 다. 무엇보다 의료진의 문성 강화와 생명윤리

에 한 각성이 더욱더 필요함을 보여 다. 

둘째, 불친 의 출 단어 빈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

다. 주요 단어로는 간호사, 의사 그리고 직원 불친 , 불

친  등 부정  경험에 의한 주요 단어가 총1,001회로 

도출되어 정기 인 서비스 보수교육이 필요하리라 보

인다. 덧붙여 언어  커뮤니 이션 뿐만 아니라 고객이 

간단한 진료를 체감하게 하는 경험  로세스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병원 약의 철 한 리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약시스템의 부정  경험으로 인한 주

요 단어 빈도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의료서비스의 

약문화가 제 로 정착되지 않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

다. 약 련 문제는 의료서비스의 핵심을 보조해주는 

가치증  서비스의 성격이나 체계가 없는 약시스템

은 오히려 고객 불만족의 원인이 되므로 철 한 약시



의료서비스 실패유형 재조명: 복구 가능과 복구 불가능 서비스 81

스템 정착이 의료서비스에 필요하다. 약시스템의 철

한 리가 어렵다면 순서 기가 불만족의 원인을 없

앨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의료서비스 문제 후 고객행동은 부분 공개

인 행동을 하며, 그  아주 심각한 문제에 해서는 공

개  항의를 하거나 법 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항의는 빈번한 고객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지만 

SNS의 발달로 부정  경험을 한 고객에게 힘을 실어주

었으므로 의료서비스 문제를 경험한 모든 고객을 리

하는 극 인 복구노력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문제 610개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 다. 의료서비스 문제로 산출되는 주요 단어를 

바탕으로 고객의 불만족을 세분화하고 단어 구름 기법

을 통해 시각화하 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노력에 

따른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정성  연구기법이 가지는 자

료의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인터뷰에 조한 

상자가 20 에 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병원유형별로 의료서비스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 의 종별과 진

료과목, 수용시설  입원과 외래기능에 따라 병원  

환자를 세 하게 분류하여 의료서비스의 문제를 조사 

 분석한다면 의료기 의 맞춤별 복구 략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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