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저

68

몽골 종합병원 충성고객의 병원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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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Influencing on Hospital Choice of the General Hospital among 

Mongolian Customers with Loyalty

Hyun Sook Lee*

*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on hospital choice of the general hospital 
among customers with loyalty in Mongolia.

Methods:This study was divided into 5 types of hospital choice factor such as physical, human, efficiency, 
accessibility, and hospital image. Data were assessed using 229 patients who visit at a general hospital in 
Mongolia. The collected data from June 20 to July 20 in 2020 were conducted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frequency, t-test, ANOVA, and logistic regression by using SPSS 25.0.

Results:The level of education was significant in the mean difference of customer type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pecially, factors affecting hospital choice of loyalty customers were human and hospital image. 

Conclusion: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present and potential consumerʼs needs, wants, 
and demands. Also, it is important to concern about aspect of marketing strategy of the general hospital in 
Mongolia.

Keywords:Hospital Choice, Customers with Loyalty, Mongolian Hospital  

Ⅰ. 서  론

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

on and Development, OECD)는 국민 또는 환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을 확인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각

국에 OECD가 진행하고 있는 환자경험측정(Patient Rep

orted Experience Measure, PREMs)에 참여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1](OECD, 2017). 국내에서는 조병희 등

(2012)[2]에 의해 환자경험 조사의 당위성이 최초로 검토

되었지만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는 2015년 하반기에 환자경험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2017년 전 국민을 대상

으로 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 시작하였고 의료 현장에서의 

환자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7년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이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환

자경험평가를 도입하였다[3](신정우 등, 2020). 환자경험

평가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

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제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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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다. 2017년 환자경험평

가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2019년에 2차 환자경험평가가 

실시하였고, 2021년에는 3차 환자경험평가가 실행한다. 

또한 환자경험평가는 기존의 임상적 질 수준을 측정하는 

적정성 평가와 달리 환자가 직접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평가로 환자와 의료진 간 

사회적, 심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의료에 

대해 결정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는데 의의

를 두고 있다[4](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몽골의 보건개발국(Health Development Center)에 

Health Indicators(2019) 자료에 따르면, 전국 4,459개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689개 의료기

관이 수도에 위치하고 있다[5](몽골 보건개발국, 2019). 

이는 지방에서 거주하는 환자들의 경우 취약한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

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 울란바타르에 있는 대형의료기

관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몽골의 국립병

원은 진료 절차의 번거로움과 긴 대기시간으로 진료비용

이 더 들더라도 민간병원과 전문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다. 이에 반해 민간병원은 국립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짧은 대기시간, 질이 좋은 의료서비스, 최첨단 의료장

비, 편리한 부대시설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이유

가 될 수 있다. 이에 몽골의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의 고객

만족 향상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충성고객과 잠재

적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 방문시 병원선택시 중

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충성도

가 높은 고객은 재방문의도가 높고 긍정적 구전 (word of 

mouth) 의지가 강하고, 프로슈머(prosumer)로서의 역

할을 수행함에 따라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6]. 

하지만 몽골은 아직 국가에서 진행하는 환자경험 평가

가 없으며 각종 기관에서 의료기관의 고객 만족을 평가하

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2018년 몽골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MOH) 감사평가담당관에서 의료

기관들의 내·외부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 조사를 진

행하였지만 병원선택요인 평가에 관한 비교·분석에 관

련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몽골의 의료기관들은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성고객의 특성에 따른 병원선택요인 평가 

및 분석을 바탕으로 병원의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소재하고 있는 

Grandmed 병원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외래고객을 

대상으로 환자의 병원선택요인 현황과 병원선택요인의 차

이를 살펴본다. 그 다음, 추천의향점수가 높은 충성고객

들이 병원선택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적인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충성고객들의 병원선택요인의 평가하여 고객의 가치를 파

악하는 새로운 경영전략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병원 선택요인의 선행연구 

의료기관은 고객들이 무엇을 최우선 고려하여 병원을 

찾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한 가지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확한 정보의 습득과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병원을 선택하고 있다. 병원선택요

인의 선행연구를 보면, Drosness 와 Lubin[7]은 병원의 

청결성을 강조하였다. Wind와 Spitz [8]는 첨단한 시설

과 장비,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조명시설, 소음 방지시설, 

세련된 인테리어, 병원의 안내표시판, 주차시설, 그리고 

병원 외관의 매력정도가 고객만족도와 연관이 있다고 하

였다. Kotler [9]는 의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Sung [10]은 간호사의 친절함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강

조하였다. Clemmer 와 Schneider [11]는 절차공정성에 

관하여 유연성, 대기시간 등이 감정이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혜진과 이정우 [12]는 의료진의 경

력, 시설과 장비, 거리, 교통의 편리성을 중요한 선택요인

으로 강조하였다. 김영선(2011)[13]은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즉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의료서비스 품질, 그리고 

의료기관 명성은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의료기관에서는 고객 만족과 재이용 의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고, 고

객과 서비스제공자 간의 신뢰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

조하였다. 강민경(2016)[14]은 몽골 의료 소비자들은 한

국 의료관광에 대한 선택속성에 대한 현재 수준이 긍정적

으로 인식할수록 재방문 의도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



병원경영학회지 제26권 제2호

70

고, 의료기관지원서비스, 편의시설, 분위기, 의료관광 지

원서비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재방문 의도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민향 [15]은 접근성과 인

적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병원의 평판은 고객 만

족과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윤아영 [16]은 의사의 신뢰성, 보조직원의 신뢰성, 병원

의 유형성을 영향요인으로 강조하였다. 

2. 고객의 충성도

환자경험 평가문항 중에 타인이 추천 여부 문항인 순추

천지수(net promoter score, NPS) 측정 문항을 포함하

고 있는데 이는 고객의 기업충성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하는 개념[17]이다. 순추천지수는 미국의 컨설팅 회사 

Bain & Company가 측정법을 개발하였으며 11점 척도

로 0-10점으로 구분하였다[18]. 즉 순추천지수는 1-10

점으로 9-10점은 고객 충성도(loyalty)가 매우 높은 고객

을 의미한다. 고객의 충성도는 특정 기업에 대해 만족이 

높은 경우를 말하며, 기업에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반복구매로 이어지며 이러한 호의적 태도와 반복구매라고 

할 수 있다[19](김슬기 외, 2010). 또한 고객의 충성도는 

마케팅의 중요한 핵심개념으로 고객의 제품 또는 서비스

의 재구매와 동일한 행동과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로 인

한 애착 등의 감정의 상태라고 하였다[20]. 즉 고객의 충

성도는 추천의도, 재방문의도, 긍정적 구전의도를 포함하

고 있다[21](Kondasani & Panda, 2015). 고객의 충성

도는 이 기업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

객의 약속이며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이 병원의 서비스를 

앞으로 재이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고객에 추천하기 

때문에 치열한 의료시장에서는 의료기관의 긍정적 경영성

과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22](Sadeh, 2017).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소재하는 Grandmed 종합병원은 

2009년도에 의원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도에 

현지 Jiguur Grand 건설그룹의 100% 투자와 한국 의료 

컨설팅, 한국인 의료진, 한국 의료기기 등 도입으로 한국

식 종합병원을 개원하였다. 현재는 100병상 규모 20 진

료과, 200명 직원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병원을 내원하는 만 19세 이상의 외래환자 

340명을 대상으로 직접 자기 기입하는 조사와 스마트기

기를 이용하여 기입하는 조사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설

문기간은 2020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설문조사 

하였고 응답 표기가 제대로 된 22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

용하였다. 설문지는 이현숙(2012)[23], 박광민(2014)[24], 

양종현(2017)[25]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면제확인 승인(승인번호: KNU_IRB_2020-36)을 받아

서 실시하였다. 

2. 변수의 측정 및 분석

종속변수는 추천의향점수를 사용하여 비추천고객과 추

천고객으로 구분하였다. 0-10점으로 0에 가까울수록 가

장 나쁜 경우와 10점에 가까울수록 가장 좋은 경우로 측

정하였다[18]. 추천고객은 충성고객(9-10점)과 중립고객

(7-8점)으로 비추천고객은 비충성고객(0-6점)으로 구분

하여 정의하였다.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병원

선택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

령, 교육수준, 직업, 방문 이용으로 선정하였다. 연령은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

상으로 나누었다. 직업은 관리적, 자영업, 전문적, 기술

적, 목축업, 대학생, 기타로 구분하였고 병원 이용을 초

진, 재진으로 구분하였다. 병원선택은 물리적 요인, 인적 

요인, 접근성 요인, 효율성 요인, 병원이미지 요인을 선정

하였으며 총 20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별 평가방

법은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7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각 척도별 ʻ매우 낮게 평가한다ʼ(1점)에서 ʻ매우 높게 평가

한다ʼ(7점)으로 측정하였다. 병원선택요인 20개 문항 간 

Cronbach s Alphaʼ 값은 권장치인 0.6을 넘어서는 0.79 

~ 0.92의 범위에 있어 모든 항목들이 내적일관성에서 높

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었다(Table 1).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5.0(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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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

해 빈도분석과 카이제콥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순추천지수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추천

의향점수에 따른 병원선택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

을 5%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고객유형별 관련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고객유형별 관련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은 137명(59.8%), 남성은 92

명(40.2%) 이었으며, 연령은 30-39세가 99명(43.2%), 

40세 이상은 88명(38.4%), 29세 이하는 42명(18.3%)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124명(54.1%), 대학원 이

상이 60명 (26.2%), 고졸 이하는 45명(19.7%) 순이었다. 

직업으로는 전문직이 71명(31.1%), 자영업은 55명

(24.0%), 관리직은 33명(14.4%), 기술직이 28명

(12.2%), 대학생은 17명(7.4%), 기타가 16명(7.0%), 목

축업은 9명(3.9%)이었다. 병원 이용은 재진이 124명

(54.1%), 초진은 105명(45.9%)이었다. 

고객유형은 충성고객, 중립고객, 비충성고객으로 구분

하였다. 충성고객은 91명(39.7%), 중립고객은 120명

(52.4%), 비충성고객은 18명(7.9%)이었다. 충성고객의 

경우, 여성이 56명(61.5%)으로 남성 35명(38.5%)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30-39세가 44명(48.4%), 40대 이

상이 33명(36.3%), 29세 이하는 14명(15.4%)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57명(62.6%), 대학원 이상은 21명

(23.1%), 고졸 이하는 13명(14.3%) 순이었다. 직업은 자

영업이 27명(29.6%), 전문직은 24명(26.4%), 관리직은 

13명(14.3%), 기술직이 11명(12.1%), 학생이 6명

(6.6%), 목축업과 기타가 각각 5명(5.5%) 순이었다. 병

원이용은 재진환자가 53명(58.2%)으로 초진환자 38명

(41.8%) 보다 많았다. 또한 중립고객의 경우, 여성이 68

명(56.7%)으로 남성 52명(43.3%) 보다 많았고, 연령대

Factors Contents Cronbach α

Physical

Parking facilities

.79
High-tech medical equipment and machine

Convenient facilities

Comfortable and clean hospital environment

Human

Doctorʼs kindness
(intimacy, politeness, explanation in detail)

.91Nurseʼs kindness

Staffʼs kindness

Professional of medical service(a lot of experience, ability, career)

Accessibility

Reasonable cost

.92
Short waiting time

Proximity from house or office

Convenient hospital location or transportation

Connection

Hospital Homepage

.82
Hospital advertisement or brochure

Experienced personʼs recommendation(friends, relatives, neighbors)

Personal experience

Hospital Image

Hospital reputation
(broadcasting or newspaper)

.84External medical personnelʼs celebrity and fame

High contribution of community

Positioning of the first hospital in district

<Table 1>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for measuremen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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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0대 이상이 49명(40.9%), 30-39세은 46명(38.3%), 

29세 이하가 25명(20.8%)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55명(45.8%), 대학원 이상은 34명(28.4%), 고졸 이하가 

31명(25.8%) 순이었다. 직업은 전문직이 42명(35.1%), 

자영업은 24명(20.0%), 관리직과 기술직이 각각 15명

(12.5%), 학생과 기타가 각각 10명(8.3%), 목축업이 4명

(3.3%) 순이었다. 병원이용은 재진환자가 64명(53.3%)

으로 초진환자 56명(46.7%) 보다 많았다. 그리고 비충성

고객의 경우 여성이 13명(72.2%)으로 남성 5명(27.8%) 

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30-39세가 9명(50.0%), 40대 이

상은 6명(33.3%), 29세 이하가 3명(16.7%) 순이었고, 

교육수준은 대졸이 12명(66.7%), 대학원 이상은 5명

(27.8%), 고졸 이하가 1명(5.5%) 순이었다. 직업은 관리

직과 전문직이 각각 5명(27.8%), 자영업이 4명(22.2%), 

기술직은 2명(11.0%), 학생과 기타가 각각 1명(5.6%) 순

이었다. 병원이용은 초진환자가 11명(61.1%)으로 재진환

자 7명(38.9%) 보다 많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고객유형별 관련성은 성, 연

령대, 직업, 병원이용에서는 관련성이 없었고 교육수준만

이 관련성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추천의향점수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추천의향점수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추천의향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8.20±1.21)로 여성(8.20±1.25)과 남성(8.20±1.16)

이 같았으며, 연령대는 30-39세(8.30±1.30), 40대 이

상(8.16±1.17), 29세 이하(8.05±1.08) 순이었고, 직업

은 목축업(8.67±0.71), 전문직(8.23±1.19), 관리직(8.20± 

1.21), 자영업(8.12±1.32), 기술직(8.04±1.32), 학생

(8.06±1.14)과 기타(8.06±1.12) 순이었다. 병원이용

은 재진환자(8.27±1.13)가 초진환자(8.11±1.30)보다 

높았다. 고객유형과 교육수준에서 차이가 있었고, 연령

대, 학력, 직업, 병원이용에 따라서는 차이는 없었다. 고

Characteristics Total
Low loyalty 

customer
Neutral

High loyalty 
customer

χ²

Total  229(100) 18(7.9) 120(52.4) 91(39.7)

Gender
 Male   92(40.2) 5(27.8) 52(43.3) 35(38.5)

 1.760
 Female 137(59.8) 13(72.2) 68(56.7) 56(61.5)

Age
 ≤29 42(18.3) 3(16.7) 25(20.8) 14(15.4)

2.689 30~39 99(43.3) 9(50.0) 46(38.3) 44(48.4)

 ≥40 88(38.4) 6(33.3) 49(40.9) 33(36.3)

Education
 ≤High School   45(19.7) 1(5.5) 31(25.8) 13(14.3)  9.316*

 ≤University 124(54.1) 12(66.7) 55(45.8) 57(62.6)

 ≥Graduate  University   60(26.2) 5(27.8) 34(28.4) 21(23.1)

Occupation
 Administratorship   33(14.4) 5(27.8) 15(12.5) 13(14.3)

8.253 Private business   55(24.0) 4(22.2) 24(20.0) 27(29.6)

 Profession   71(31.1) 5(27.8) 42(35.1) 24(26.4)

 Technician   28(12.2) 2(11.0) 15(12.5) 11(12.1)

 Cattle-Breeding       9(3.9) 0(0.0) 4(3.3) 5(5.5)

 Student    17(7.4) 1(5.6) 10(8.3) 6(6.6)

 Others    16(7.0) 1(5.6) 10(8.3) 5(5.5)

Hospital Visit
 First Visit 105(45.9) 11(61.1) 56(46.7) 38(41.8) 2.334

 Revisit 124(54.1) 7(38.9) 64(53.3) 53(58.2)

*P<.05 **P<.01 ***P<.001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ustomer type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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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유형은 비추천(5.61±0.70)보다  중립(7.69±0.46)과 

추천(9.38±0.49)에서, 교육수준은 고졸이하(8.07± 

1.12)보다 대졸(8.27±1.32)과 대학원 이상(8.15± 

1.05)이 추천의향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3. 병원선택요인의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각 변수들과 요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Table 4). 

고객의 병원선택요인별 전체 항목 평가 상·하위 순위

를 살펴보면, 물리적 요인[병원환경(1위)], 인적 요인[의

료진의 전문성(2위)과 간호사의 친절성(3위)]이었으며, 

하위 3위는 접근성 요인[집 또는 직장과의 근접성(20위)], 

물리적 요인[주차시설(19위)], 효율성 요인[합리적인 검

사비와 진료비(18위)]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물리적 요인은 쾌적하고 깨끗한 

병원 환경(5.65±1.13), 최첨단 의료장비와 의료기기

(5.40±1.18), 편리한 편의시설(5.31±1.15), 주차 시설

(3.62±1.42) 순이었다. 인적 요인은 의료진의 전문성

(5.52±1.11), 간호사의 친절성(5.48±1.22), 의사의 친

절성(5.39±1.32), 원무 직원의 친절성(5.17±1.27) 순

이었다. 효율성 요인은 진료 절차의 편리성(5.02±1.26), 

검사의 짧은 대기시간(4.63±1.51), 진료의 짧은 대기시

간(4.62±1.50), 합리적인 검사비와 진료비(4.16±1.42) 

순이었다. 접근성 요인은 병원 홈페이지 및 SNS 

(4.80±1.23), 병원 홍보 및 책자(4.67±1.22), 대중교

통 이용이 편리한 병원 위치(4.42±1.56), 집(직장)과의 

Characteristics M ± S.D F/t
Total 8.20±1.21

Customer Type
 Non-loyal customers 5.61±0.70

 Neutral customers 7.69±0.46    5.012**

 Loyal customers, 9.38±0.49

Gender
 Male 8.20±1.25

 2.138   
 Female 8.20±1.16

Age
 ≤29 8.05±1.08

1.890 30~39 8.30±1.30

 ≥40 8.16±1.17

Education
 ≤High School 8.07±1.12  3.694*

 ≤University 8.27±1.32

 ≥Graduate  University 8.15±1.05

Occupation
 Administratorship 8.12±1.32

0.437 Private business 8.31±1.26

 Profession 8.23±1.19

 Technician 8.04±1.32

 Cattle-Breeding  8.67±0.71

 Student 8.06±1.14

 Others 8.06±1.12

Hospital Visit
 First Visit 8.11±1.30 0.285

 Revisit 8.27±1.13

*P<.05 **P<.01 ***P<.001

<Table 3> Mean Difference of Net Promotor Scor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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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성(3.47±1.81) 순이었다. 병원이미지 요인에서는 

좋은 병원 평판(5.34±0.91), 의료진의 대외적인 실력과 

명성(5.16±0.97), 첫 번째로 생각나는 병원(4.76± 

1.18), 적극적 사회 봉사활동(4.25±1.21) 순이었다. 

4. 충성고객의 병원선택 요인 

충성고객의 병원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성고객의 병원선

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적 요인(1.339)과 병원이미

지 요인(1.677)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병원이미지 요인인  좋은 병원 평판(사람, 방송, 신문 

등), 의료진의 대외적인 실력과 명성, 적극적 사회 봉사활

동, 첫 번째로 생각나는 병원 등을 병원선택에 중요한 요

인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인적 요인인 의사의 친절성(친

근함, 공손함, 자세한 설명 등), 간호사의 친절성(친근함, 

공손함, 자세한 설명 등), 원무 직원의 친절성(친근함, 공

손함, 자세한 설명 등), 의료진의 전문성(풍부한 경험, 실

력, 경력 등) 등에 영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몽골의 종합병원 외래환자들의 순추천지수

를 측정하여 병원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몽

골의 종합병원 외래고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체 병

원 환자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른 병원의 외래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여 일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몽골 종합병

원을 대상으로 병원선택요인 문항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

행함으로써 제시된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

는 다른 요인을 추가하여 다양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몽골의 울란바타르 지역의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조

사하여 몽골 병원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다른 지역의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선택요인에 

대한 비교 및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

지 몽골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선택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병원선택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충성고객을 유지 

Factors Contents M ± S.D Ranking 
Physical Parking facilities 3.62±1.42 19

High-tech medical equipment 5.40±1.18 4

Convenient facilities 5.31±1.15 7

Hospital environment 5.65±1.13 1

Human Doctorʼs kindness 5.39±1.32 5

Nurseʼs kindness 5.48±1.22 3

Staffʼs kindness 5.17±1.27 8

Professional of medical service 5.52±1.11 2

Efficiency Reasonable cost 4.16±1.42 18

Short waiting time for treatment 4.62±1.50 15

Short waiting time for examination 4.63±1.51 14

Convenience of treatment process 5.02±1.26 10

Accessibility Hospital homepage & SNS 4.80±1.23 11

Hospital advertisement or brochure 4.67±1.22 13

Convenient hospital location or transportation 4.42±1.56 16

Accessibility from house or office 3.47±1.81 20

Hospital Image Hospital reputation 5.34±0.91 6

Medical personnelʼs celebrity and fame 5.16±0.97 9

High social activity 4.25±1.21 17

Positioning of the first hospital 4.76±1.18 12

<Table 4> Mean and ranking of hospital choic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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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확보하기 위한 병원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참

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 병원의 충성고객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

며, 연령대는 30-39세, 40대 이상, 29세 이하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 대학원 이상, 고졸 이하 순이었고, 직업

은 자영업,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 학생, 목축업과 기타 

순이었다. 병원이용은 재진환자가 초진환자보다 많았다. 

그 결과 몽골의 충성고객 비율은 39.7%로 나타났다. 이

는 민인순 등[26]의 연구결과(71.4%)와 또 다른 연구결

과(65.3%)[27]에 비해서는 비율이 낮게 나왔다. 하지만 

타인추천의 전체 평균 점수는 8.20점, 특히 충성고객의 

타인추천 평균점수는 9.38점이었다. 기존연구 결과[27]

는 타인추천의 전체 평균 점수는 8.70점, 충성고객의 타

인추천 평균 점수는 9.46점으로 비슷한 점수를 보여주었

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타인 추천도 평균점

수는 1차는 82.6점[28], 2차는 81.7점[29]보다 훨씬 높

은 수준이었다. 고객은 병원선택 시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 및 인적정보원의 추천에 의

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30]. 따라서 병원이 충성고객

을 유지 및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직업별, 병원이용별로 차별화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순추천지수의 차이분

석의 결과에 따르면 고객유형은 비충성고객보다 중립고객

과 충성고객에서, 교육수준은 고졸이하보다 대졸과 대학

원 이상이 순추천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고객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

지 않은 상황에서는 순추천지수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31]. 특히 몽골 고객들이 한국을 의료관광 목적

지로 선택할 때 의료기관지원서비스, 편의시설, 분위기 

등 의료관광 지원서비스 수준이 긍정적일수록 재방문 의

도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32]. 앞으로 포스트 코로

나 이후를 대비하여 몽골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객

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구전마케팅을 활용하

여 점점 치열해지는 병원환경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Characteristics B S.E. Exp(B)
Gender(Female) 1

   Male 0.378 0.453 1.460

Age(≤29)

   30~39 -0.497 0.735 0.608

   ≥40 0.526 0.540 1.692

Education(≤High School) 1

   ≤University -0.545 0.793 0.580

   ≥Graduate  University 0.533 0.520 1.704

Occupation(Administratorship) 1

   Private business -1.205 1.095 0.300

   Profession -0.515 1.039 0.598

   Technician -1.414 1.063 0.243

   Cattle-Breeding  -0.215 1.108 0.806

   Student 1.401 1.223 4.058

   Others -0.926 1.294 0.396

Hospital Visit(First Visit) 1

   Revisit -0.136 0.462 0.873

Physical 0.036 0.082 1.036

Human 0.292 0.078    1.339***

Efficiency -0.011 0.071 0.989

Accessibility 0.009 0.070 1.009

Hospital Image 0.517 0.116    1.677***

*P<.05 **P<.01 ***P<.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Hospital Choice of Customers with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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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병원선택요인 20개 문항 중에서 1위는 물리적 

요인의 병원환경(5.65점)으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결과[28, 29]에 따르면, 1차 환자경험

평가 전체 평균(83.9)에서 깨끗한 환경인지와 안전한 환

경인지 등 병원환경 영역(84.1점)과 2차 환자경험평가 전

체 평균(82.7점)에서 병원환경 영역(82.6점)의 점수가 높

게 조사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병원의 청결성, 세련

된 인테리어, 병원의 안내표시판 등을 강조하였다[7, 8]. 

몽골의 외래환자들은 현지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병원의 

깨끗하고 쾌적한 병원환경 및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병

원선택요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병원환경을 

경험한 고객들이 병원을 본인, 가족 및 친척, 지인에게 추

천할 비율이 높다는 것을 하는 알 수 있다. 한국의료기관

을 방문하는 몽골 환자도 지원서비스와 병원 시설 및 분

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36]. 또한 2위와 3위는 인적 

요인에서 의료진의 전문성(5.52점)과 간호사의 친절성

(5.4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과[28, 29]에 따르면, 간호사서비스 영역은 1차 결과

(88.8점)와 2차 결과(86.1점)로 6개 환자경험 영역 중 가

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의사서비스 

영역은 1차 결과(82.3점)와 2차 결과(81.6점)로 타 영역

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기존연구들[9, 10, 13]에 

따르면, 의사의 중요성, 간호사의 친절성,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의료서비스 품질 등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강조

하였다. 결과적으로 의료는 인적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고객을 위한 서비

스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넷째, 충성고객의 병원선택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병원이미지 요인 즉, 좋은 병원 평판(사람, 방송, 신문 

등), 의료진의 대외적인 실력과 명성, 적극적 사회 봉사활

동, 첫 번째로 생각나는 병원과 인적요인으로 의사의 친

절성(친근함, 공손함, 자세한 설명 등), 간호사의 친절성

(친근함, 공손함, 자세한 설명 등), 원무 직원의 친절성

(친근함, 공손함, 자세한 설명 등), 의료진의 전문성(풍부

한 경험, 실력, 경력 등)으로 나타났다. 병원이미지는 지

역사회 봉사 활동 및 기여도, 평판, 구전 커뮤니케이션 등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25], 병원평판, 병원의 명성 및 신

뢰도, 추천 등이 고객충성도에 중요한 요인이었다[15, 

33, 34, 35]. 또한 충성고객과 가장 높은 관련있는 요인

은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보조직원의 신뢰성, 의

사의 실력과 의술에 대한 신뢰감 등 인적요인이었다[15, 

16, 30].

따라서 몽골의 의료기관은 추천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과 서비스제공자 간의 인적요인을 강화할 뿐만 아니

라 대외적인 요인까지도 고려하여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병원 PR 및 홍보, 사회봉사 활동 등 사회적 책임 마케팅

을 통한 병원의 대외이미지를 향상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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