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척도의 개발
김미라*․이기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은 의료서비스의 소비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로서 소비자만
족을 증대시키는 일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복지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이용
후 소비자만족 제고를 통해 반복구매나 충성도와 같은 후속 소비행동을 추구하는 의료기관 운영자
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환자와 일반 소비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외래환자가 만족여부를 평가하는 의료서비스의 차원이 의사, 간호사나 검사직원과 같은 의사
외의 직원, 진료체계, 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포함한 척도를 개발하고 경험적
조사를 통해 이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의 수준을 파악한 결과, 병원위치에 대한 만족수
준이 가장 높았으며,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문항들과 척도와의 상관분석 결과 비
교적 높은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개별 문항을 삭제한 후에도 척도의 내적일관성이 변화하지 않아서,
모두 유용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척도의 구성개념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각각
‘의사‘, ‘간호사’, ‘진료체계’, ‘진료환경’, ‘주차’로 명명하였으며, 이 중 ‘의사’요인이 전체 변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신뢰도 분석결과, 각 요인에 부하된 개별 문항들이 일관적으로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내용타당도의 검증결과 문항들이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준타당도를 검증하
기 위하여 직접측정법으로 측정한 전반적인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
이었기 때문에 기준과 관련해서도 타당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문항들
과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들 간의 상관분석결과, 각 요인에 속한 개별 문항들은 모두 같은 차원을,
다른 요인에 속한 문항들은 다른 차원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구성타당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 문제의 제기

로 중요한 소비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편으로
는 불만제기가 많은 소비영역의 하나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

라고 할 수 있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매우 전

어 생활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문적인 것이어서 일반 소비자가 그 질을 평가

*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시간강사(E-mail: mrkim@jnu.ac.kr).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E-mail: kcr@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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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의존적인 특징

의료기관이 국내로 진출하였으며 앞으로 외국

에 더하여 의사와 직접 대면하여야 하기 때문

의료기관의 국내진출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에, 적절한 치료비용을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예상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어 수요자

사용하면서도 불만족한 사항이나 발생한 문제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병원간

에 대해 공급자인 의사나 병원에 대해 제대로

의 경쟁이 심화되어 소비자만족을 간과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마치 은혜를 받는 것

안될 입장이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이

처럼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99년에 '비전21'을 선포하여 환자를 위한 맞

의료의 전문성에 더하여 공급자가 주도하는

춤 서비스를 지향하는 마케팅을 펴고 있으며,

독과점적인 시장이 유지되어 힘의 불균형이

원광대 병원은 2001년에 시민 서비스평가단을

있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를

구성하여 고객만족에 부응하고자 하는 등 의

위한 합법적인 경로가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

료시장에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기 시작한

하고, 현재까지도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

것이다.

있지 않으며, 의료법에 의해 중앙과 지방에 의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료시장의 경쟁이 증가

료심사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피

한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첫째, 서로 경

해구제 신청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여, 1999

쟁하는 병원이 많은 의료환경에서는 소비자들

년 4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의료서비스 피

이 더 많은 선택대안을 갖게 되어 만족여부에

해구제 업무를 실시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따라 다른 대안으로의 이동이 보다 수월해져

구제를 포기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소비자 개인

서 공급자에 비해 소비자가 더 큰 힘을 행사

의 힘 행사 내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송으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의 품질 향

이러한 의료서비스 문제는 최근 여러 가지

상일 것이다. 이미 여러 의료기관들이 병원간

측면에서 사회적인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고객중

인간의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에 대

심의 경영을 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의

한 관심이 높아졌고, 소득수준과 권리의식이

료품질의 향상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의료기관

높아짐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요구수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진

준이 높아지게 되었다. 최근 실시된 한 조사에

료뿐만 아니라 병원시설과 의료인의 태도 등

서는 소비자들의 생활환경에서 향후 개선되기

의 진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의 수준을

를 바라는 생활 환경 분야로서 의료 및 복지

향상시킴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되었으며(한국소비자

증대된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원, 2002), 무엇보다도 2000년 의약분업의

셋째, 의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해 소비자

실시 이후 의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대두

만족이 증가하고 의료서비스 사용의 궁극적인

되었고, 의료환경이 기존과 비교해 크게 달라

목적인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조사에

졌다.

의하면 직원의 친절이 병의 치유에 상당한 영

이를 공급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동안은

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환자가 전체의 59%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

으며,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환자가 25%

조를 보였으나 의사 1인당 인구수가 점차 감

로 전체 환자의 84%가 병원직원들의 친절이

소하고 있으며, 이미 보험과 연계하여 외국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매일

198

외래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척도의 개발

신문, 1995. 9. 14). 결국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

그에 따른 항목들을 개발한 후 분석시에 구성

스의 개선이 국민의 건강수준까지 개선하게

요인에 대한 확인 없이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될 것이다.

Doyle 등(1977)과 Kane 등(1997), 서정희(1993)

이와 같이 의료시장의 경쟁의 강화는 소비자
에게 시장선택의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품

의 연구만이 개발된 항목들을 요인분석을 통
해 구성요인을 확인하였다.

질향상을 통해 소비자만족도 증가할 것으로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는 그 구성요인이나 문

기대된다. 물론 소비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하

항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여 만족여부에 따라 적절한 선택의 변경을 실

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시하는 경우라야 의료시장의 경쟁을 더욱 촉

Doyle 등(1977)의 연구의 경우는 ‘가정의의 이

진하여 그 안에서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을

용가능성’이라는 요인이 우리나라의 의료현실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과는 아직 맞지 않으며, 2차 자료를 이용한

의 문제가 무엇이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어

Kane 등(1997)의 연구의 경우는 척도의 신뢰

떤 부분인 가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도도 보고되어 있지 않으며, 병원시설과 환경

그동안 의료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측면이 누락되어 있다.

않으며 이러한 연구들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유일하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

소비자만족 척도를 개발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으며, 병원의 경영개선이라는 측면에서의 품질

구성요인을 제시한 서정희(1993)의 연구는 조

평가와 병원마케팅의 측면에서 어떤 변수가

사대상 병원에 대한 표집에 관한 정보가 언급

의료서비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의

되어 있지 않으며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에 대

공급자 위주의 연구(Woodside 등, 1989; Singh,

한 구분이 없이 실시되어 일반화에 제약이 있

1990; John, 1992; Taylor 등, 1994; 권해도,

으며, 척도의 문항들이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1989; 윤명숙, 1991; 구순이, 1996; 김세헌 등,

한 본 연구에서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

1997; 서정환 등, 1998; 신종연 등, 2000; 김재

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에 대해

열 등, 2001; 서판수 등, 2001; 최용환, 2001)

무작위 표집을 실시하고 외래환자만을 대상으

가 주로 이루어져왔으며, 소비자 관점에서 접

로 하여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근한 연구는 몇 편 없다.

본 연구는 외래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

본 연구는 소비자의 측면에서 의료서비스에

비자만족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측정도구를 개

대한 소비자만족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

발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향후 이 분야에 대

선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 척도를 구

한 활발한 연구를 도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축하고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

판단된다. 또한 외래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척도의

소비자만족의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외래환자

구성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외의

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에게 제언

경우에 비해 국내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만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하다.
국외의 연구들 중 대부분이 기존 척도의 검
토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의
하위 구성요인을 미리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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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는 치료를 받기 전에 의료행위 자체 즉 의료
서비스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가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2.1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의 개념

치료와 처방이 적절한 것이었는가를 평가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의

1970년대 이후 소비자만족에 관하여 많은 연

료행위 이외의 측면 이를테면 의료진의 친절

구가 진행되었다. 소비자만족에 대한 개념화와

한 태도나 병원 시설의 청결함과 같은 부가적

조작화는 학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 서비스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소비자만족을 설명하는 이론도 보다 넓은 적

만족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용범위를 갖는 종합적인 단일이론을 적용하던

있다.

과거에 비해 상황적인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의 개념화에

보다 제한된 범위를 갖는 상황이론이 제안되

대하여 학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었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만족 연구에 더하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국내외 연구자들의

최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의 연구 또한

개념정의를 살펴보자. 의료서비스만족은 의사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와 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로 정의할 수

연구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있다. 즉 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그동안의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만족의 연구

받은 기타 진료의 질에 관한 개인의 평가가

는 주로 공급자의 입장에서 병원경영의 성공

개인의 만족수준을 나타낸다고 가정하는 것인

을 위한 단서로서 만족을 다룸으로써 환자만

데 이 관점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으며, 만족을 소

(Salancilk & Feller, 1977).

비자의 입장에서 개념화하고 측정한 것은 많

비슷하게 Woodside 등(1989)은 환자만족을

지 않다. 환자만족은 공급자 중심적인 언어로

소비자태도 즉 이용한 의료서비스 경험의 좋

서 소비자만족에 비하여 의료서비스이용자를

고 싫은 정도를 반영하는 구매 후 현상으로

보다 수동적인 객체로 이해하는 용어이지만,

정의하였다.

환자만족과 소비자만족이 같은 내용을 담고

Singh(1990)는 병원방문 후의 환자만족은 여

있다고 판단되어 선행연구를 고찰함에 있어

러 다른 평가들의 조합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이를 모두 포함하였다.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의료서비스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더 나

환자만족은 세 가지 주요한 원천 즉 의사, 의

아가 예방하는 행위이다. 소비자학에서는 의료

료서비스제공자, 보험제공자에 의해 영향을 받

서비스를 의사가 주체가 되어 환자의 증세에

는 평가들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는 것에 대

따라 적절한 투약이나 처치로 치료하는 행위

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였다.

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Gilbert 등(1992)과 John(1992)은 환자만족은

이러한 서비스에는 의료행위 자체인 본질적인

태도로서 기대의 불일치로 결정된다고 주장하

서비스와 소비자가 의료행위를 받게 되기까지

였다. 이러한 정의는 Oliver(1980)의 기대불일

경험하는 의료 행위 이외의 부가적인 서비스

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로 구분된다(서정희, 1993).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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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
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을 “의료서비스의

이용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들의 조합”으로

루어지지 않았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받

정의하고자 한다.

은 표준화된 척도가 없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연구초기에는 의사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만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동의어로 쓰

치료과정이나 치료결과를 중시하였으나, 점차

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이 두 개념은 비

그 외의 서비스 측면들 즉 최신검사시설, 병원

슷한 측면이 많아서 동의어로 다뤄지기도 하

의 청결상태, 의사를 비롯한 직원들의 태도 등

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질을 하나의 모

이 소비자의 만족수준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

델로 통합하여 내고자 하는 연구도 있으나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다.

(Patterson 등, 1993; Bloemer 등, 1995), 의료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경험에 기초하지만 의

비자만족의 개념을 예를 들면 진료의 기술적

료서비스의 질은 경험에 기초한 값이 아니므

인 측면과 대인적인 측면의 두 부분을 측정하

로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여

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Bloemer 등(1995)은 질은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조사대상에 따라서

만족의 최소요구사항일 뿐이며 만족은 주변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외래환자의 경우

비스요소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고 주

와 입원환자의 경우가 다를 것이고, 소득수준

장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과

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족의 구성

의료서비스의 질을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념이나 이론적인 순서 모두 학자들간 합의를

고려해야 한다. 국내외의 선행연구의 고찰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체로 만족이 질보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을 구성하

다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는 여러 가지 차원들을 살펴보자.
먼저 외국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Hulka 등

2.2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의 측정

(1970)은 North Carolina의 공공 클리닉을 이
용한 저소득층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서

소비자의 권리의식의 향상과 의료환경의 경

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였기 위해 의

쟁증가에 따라 소비자는 쾌적한 의료환경에서

사의 전문적 능력(professional competence),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며 이것이

의사의 인간적 자질(personal qualitiy), 비용/

충족되지 않을 때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간

편이성(cost/convenience)의 3개 요인으로 구

다. 이에 따라 많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보다

성된 42문항을 개발하였다.

편리한 진료체계, 휴식공간, 주차시설 등을 갖

Doyle 등(1977)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추어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게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17개 문항을

된다. 이제 어떤 측면의 평가를 통해 만족을

요인분석하여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가정

측정할 수 있는 가를 살펴본다.

의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family doctors),

서비스의 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을 측정하

병원과 전문가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기 위해서는 Parasuraman 등(1985)이 개발한

hospitals/specialists), 설비의 완벽함(comple-

SERVQUAL이라는 표준화된 척도가 있으나,

teness of facilities), 치료의 연속성(continuity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이를 구성하는 여러 차

of care), 의사의 행동(physician conduct-art

원들과 개념들에 대한 학자들간의 합의가 이

and technical aspects of quality-)의 6개 요인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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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
Ware 등(1988)은 Illinois나 Los Angeles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나 조사

(1999)는 23개 문항을 치료 및 간호 서비스,
지원인력 서비스, 절차서비스, 시설 및 환경
서비스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시행한 동부 HMO(health

김민정과 김순재(1997)의 연구에서는 의료서

maintenance organization)의 외래환자를 대상

비스를 크게 치료와 직접 관련된 의료서비스

으로 한 2차 조사에서도 의사의 기술적인 질

와 치료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의료외

(technical quality), 의사의 대인적 매너(inter-

적 서비스로 나누고, 의료서비스가 전문적이고

personal manner), 대기시간(waiting time) 그

판단이 힘들다는 이유로 인해 의료외적 서비

리고 전반적인 만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스만을 의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외

Ross 등(1993)은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에도 다수의 연구(이현정․장임원, 1998; 김재

병원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

열 등, 2001)가 의료외적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인적(interpersonal), 기술적 질(technical quality),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핵심

접근(access), 의사소통(communication), 서비

서비스(core service)는 치료와 관련된 것이므

스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services), 비용

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의 평가에

(finances)의 6개 요인을 29개 문항으로 측정

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의료서비스에 대한

Kane 등(1997)은 의사와 병원에 대한 일반

소비자만족은 단일 차원이 아니라 제공된 의

적인 만족, 충분한 설명, 진료시간, 병원직원들

료서비스의 여러 측면들을 평가하여 종합적으

의 책임감 등을 포함한 11개 문항을 조사하여

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소비자가 만족여부를

요인분석한 결과, 설명이 충분한가 등의 내용

판단하는 의료서비스는 크게는 의사와 간호사

을 담고 있는 서비스의 질(quality), 병원환경과

를 포함하는 인적인 측면과 시설이나 체계의

직원들의 태도를 의미하는 병원(hospital care),

비인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세분

의사에 대한 전반적 만족을 포함한 의사시간

하여 보면 의료서비스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physician time)의 3개 요인을 제시하였다.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관

Sixma 등(1998)은 일반 개업의(general prac-

한 부분과 간호사나 그 외 행정직원들과 검사

titioner)에 대한 의료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기

직원들과 같이 진료와 관련된 직원들의 태도

존 자료를 이용하여 접근성(accessibility), 대

에 관한 부분, 진료의 편의를 위한 진료체계에

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 정보(information

관한 부분, 병원 내․외부의 시설에 관한 부분

given)의 3가지 측면을 평가하였다.

에 대한 평가로 나눌 수 있다.

국내연구로는 윤명숙(1991)이 의료서비스의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소비자

품질을 측정하고자 실시한 연구에서 의사소통,

만족의 평가에는 진료의 측면에서의 의료서비

능력, 시간적 편리성, 안전성, 접근성의 5개 요

스에 대한 지각에 더하여 쾌적한 병원시설과

인이라고 밝혔으며, 서정희(1993)는 의사와 간

편리한 접수체계 등의 추가 요인들도 고려하

호원, 근접성, 검사와 환자교육, 시간과 관심,

여야 한다고 보고, 크게는 의사나 간호사 등 '

위치와 시설의 5개 요인을 제시하였고, 이상일

인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과 쾌적하고 편리한

(1994)은 병원환경, 등록과 기타서비스, 의료처

의료서비스의 이용에 도움을 주는 진료체계와

치의 3개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설영애

병원환경 등 '시설에 대한 만족'으로 구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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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의사', '간호사', '진료체계', '진료

성, 그리고 내적일관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

환경' 그리고 '주차관련' 요인들을 의료서비스

서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적일관성에

에 대한 소비자만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의한 방법으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고려하였다.

하였다. 전반적인 만족도를 제외한 17개의 문
항으로 구성된 의료서비스만족도 척도의 신뢰
도 검증은 내적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사용하였고, 0.91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그 외에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가계
소득, 직업, 병원종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3.1 측정도구의 개발

되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을 평가하기

3.2 조사대상

위한 문항은 서정희(1993),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등을 바탕으로 모두 21개의 문항을 작

조사대상은 조사당일에 조사대상병원에서 치

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의미가 중복되는

료를 마친 외래환자들로 제한하였다. 조사대상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

을 외래환자로 제한한 것은 입원환자와 외래

의사의 진료능력, 대기시간, 진료비용, 병원의

환자가 이용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서

위생과 청결 등의 18개 문항을 '매우 만족한다'

비스이용 후 소비자만족도를 평가하는 항목도

에서 '매우 불만족한다‘의 7점 리커트형 척도로

상이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수준이 높음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도구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동등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596)
변

인

성별

연령

직업

집단

빈도(%)

남

241(40.4)

여

355(59.6)

20대 이하

변

인

집단

빈도(%)

고졸이하

282(47.9)

초대졸

105(17.8)

243(40.8)

대졸이상

202(34.3)

30대

146(24.5)

100만원 이하

86(14.6)

40대 이상

207(34.7)

101～200만원

273(46.4)

교육수준*

소득수준*

전문․기술직

73(12.2)

201～300만원

161(27.3)

사무․자영업

139(13.3)

300만원 초과

69(11.7)

생산․서비스

65(10.9)

종합병원

212(35.6)

전업주부

176(29.5)

병원

165(27.7)

기타(학생, 무직)

143(24.0)

의원

219(36.7)

병원종류

*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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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Ⅳ. 연구결과

광주광역시 병원 및 의원 목록을 기초로 먼
저, 지역별 병원의 수를 고려하여 동구 22%,

4.1 개별 문항의 양호도

서구 24%, 남구 19%, 북구 21%, 광산구 14%
로 할당하였으며, 다음으로 병원종류를 고려하

4.1.1 개별 문항들의 특징

여 종합병원과 병원 그리고 의원을 계통추출

외래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을

법을 통해 무작위 추출한 후 각 병원종류별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개별 문항들의 양호도

응답자가 고르게 선정되도록 하였다.

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관

본 조사는 2002년 2월 4일부터 2002년 2월

계를 살펴보았다.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에 대해 사전교

먼저 개별 문항들의 평균점수는 <표 2>에 제

육이 되어있는 20명의 면접원이 조사대상병원

시하였으며, 최고 4.65(병원위치)에서 최소 3.76

을 직접 방문하여 치료를 마친 외래환자들을

(대기시간)이다. 표준편차의 범위는 최고 1.38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법으로 조사하였다. 총

(주차비용)에서 최소 1.03(간호사의 숙련성)으

660부중에서 부실응답과 무응답을 제외하여

로서, 표준편차를 통해 자료의 값들이 평균을

총 596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중심으로 얼마나 멀리 분포되어 있는 가를 파

자료의 분석은 SPSS 10.0 통계 패키지를 이

악함으로써 개별 문항들의 응답자간 응답의

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

차이를 변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

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단계별 회귀분석을

든 문항들의 변별력이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

실시하였다.

으로 나타났다.

<표 2> 개별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N=596)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문항내용
의사의 진료능력
의사의 태도
의사의 설명
주사와 약물처방
간호사의 숙련성
간호사의 태도
기타직원들의 친절
진료시간
대기시간
검사절차의 신속․편리
접수․진료비납부 편리
진료비용*
의료장비
병원 위치
병원의 위생과 청결
주차시설*
주차비용*
평균
*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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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순위

4.58
4.50
4.26
4.42
4.41
4.58
4.35
3.94
3.76
4.12
4.35
3.91
4.48
4.65
4.47
4.00
4.03
4.29

1.10
1.16
1.22
1.07
1.03
1.16
1.15
1.13
1.28
1.24
1.21
1.11
1.11
1.28
1.31
1.32
1.38
0.77

3
4
11
7
8
2
9
15
17
12
10
16
5
1
6
14
13

<표 3> 개별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문항내용
의사의 진료능력
의사의 태도
의사의 설명
주사와 약물처방
간호사의 숙련성
간호사의 태도
기타직원들의 친절
진료시간
대기시간
검사절차의 신속․편리
접수․진료비납부 편리
진료비용
의료장비
병원 위치
병원의 위생과 청결
주차시설
주차비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0
.68
.64
.56
.48
.48
.42
.39
.36
.43
.32
.37
.45
.29
.41
.26
.15

1.0
.69
.59
.45
.49
.39
.47
.43
.48
.42
.45
.46
.29
.39
.28
.20

1.0
.57
.47
.43
.39
.49
.43
.43
.41
.44
.40
.26
.38
.28
.19

1.0
.52
.43
.38
.46
.41
.52
.42
.44
.48
.34
.41
.32
.25

1.0
.69
.48
.33
.34
.39
.41
.37
.41
.41
.42
.29
.21

1.0
.59
.30
.30
.37
.38
.30
.38
.41
.44
.29
.24

1.0
.34
.34
.36
.36
.34
.38
.38
.41
.26
.23

1.0
.66
.54
.46
.43
.35
.21
.33
.28
.25

1.0
.63
.47
.43
.24
.20
.29
.30
.25

1.0
.59
.48
.40
.29
.30
.31
.30

1.0
.41
.37
.32
.32
.29
.34

1.0
.43
.28
.33
.34
.36

1.0
.41
.56
.34
.26

1.0
.42 1.0
.36 .39 1.0
.28 .24 .64 1.0

대기시간 외에도 진료비용과 진료시간, 주차

15

16

17

로 나타났다.

시설, 주차비용, 검사절차의 신속․편리, 의사
의 설명이 만족도의 평균값인 4.29(표준편차:
0.7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마

4.1.2 내용타당도의 검증을 통한 개별 문항의
양호도

찬가지로 7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한 서정희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기

(1993)의 연구에서도 대기시간(2.48)에 대한

준 타당도(criterion validity), 구성 타당도(con-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치료에 대한 의사의 설

struct validity)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명(2.57)이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 먼저 전문가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척

개별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3>에 제시

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타당도를 판단하는

하였으며, 최고 .69(의사의 태도와 의사의 설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비자학 교수,

명)에서 .15(의사의 진료능력과 주차비용)로서,

대학원생,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상담 담당자에

모든 문항들이 다른 문항들과 비교적 높은 상

게 본 척도의 문항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

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uilford

비자만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인가를 1점

와 Fruchter(1981)가 잘 구성된 척도의 경우

에서 7점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도

문항간의 상관계수가 .10에서 .60사이에 포함되

록 하였다.

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고려할 때, 136개의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평균과

문항간 상관계수 중에서 7개를 제외한 모두가

표준편차로 살펴본 결과<표 4>, 병원의 위생과

적절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이들 7개 상관계수

청결이 6.3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

는 .61에서 .69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

고, 병원의 위치가 3.8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

와 관련된 문항들, 시간에 관련된 문항들 등

를 보여주었다. 전체 평균이 5.49점으로 본 척

각각 관련된 문항들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

도의 문항들이 외래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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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개별 문항의 적합성 평가(n=25)
번호

문항내용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의사의 진료능력
의사의 태도
의사의 설명
주사와 약물처방
간호사의 숙련성
간호사의 태도
기타직원들의 친절
진료시간
대기시간
검사절차의 신속․편리
접수․진료비납부 편리
진료비용
의료장비
병원 위치
병원의 위생과 청결
주차시설
주차비용
평
균

4.04
6.26
6.30
5.30
4.87
5.09
6.17
5.52
6.09
6.35
5.87
5.48
5.14
3.83
6.39
5.57
5.04
5.49

2.08
0.69
0.97
1.74
1.18
1.0
0.89
1.31
0.73
0.71
0.76
1.38
1.21
1.77
0.66
1.16
1.58
0.49

소비자만족을 측정하기에 비교적 적합한 것으

었다. 이는 병원의 위치가 고정적인 것이므로

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을 평가하기에

평균점수가 4.04점인 의사의 진료능력이란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와 병원이 소비자가 접

문항은 표준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

근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음으로써 의료서비

며(2.08), 의사의 진료능력은 의료서비스에 있

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소비자로서 만족도의

어서 핵심적인 기능인 진료행위를 수행하는데

평가대상이 된다는 엇갈린 의견을 반영하는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소비자가 전문기술인 의

것으로 추측된다. 병원의 위치가 병원을 선택

사의 진료능력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미 해당

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에게 서비스 만

것으로 보인다.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의사의 진료능력과 의사의 태도, 의사의 설명

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이 다른 문항들보다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의사의 진
료능력이라는 문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

4.2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 척도의
구성요인

다고 판단된다.
또한 3.8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준

4.2.1 요인분석

병원의 위치는 외래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래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의

소비자만족을 측정하기에 매우 적합한 문항임

구성개념을 확인하기 위하여 15개 문항에 대

을 의미하는 7점에서 매우 적합하지 않은 문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장임을 의미하는 1점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

요인의 수를 최소화하면서 정보의 손실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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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시키는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의 경우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간호사가 환자

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유근의 값과 스크

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의사’ 요인보다는 ‘간호

리 검증(scree test), 공통분산의 비율을 고려

사’요인에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하였다. 1.0보다 큰 고유근은 세 개였으나, 공

보인다.

통분산의 비율과 스크리 검증 결과를 토대로

세 번째 요인은 기타직원들의 친절, 대기시

5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

간, 검사절차의 신속함과 편리함, 접수나 진료

행연구들과도 비슷한 것이다. 이들 5개 요인은

비납부의 신속함과 편리함, 진료비용의 5개 문

전체 변량의 약 7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항, 즉 진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치도록

났으며, 다음 <표 5>는 배리맥스 방식으로 회

연결하여 주는 병원의 진료체계에 관련된 문

전한 결과이다.

항들에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진료체계’라고

첫 번째 요인은 의사의 태도, 의사의 설명,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8.65%를 설명하였다.

진료시간의 3개 문항, 즉 의사의 진료와 관련
된 문항들에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나 ‘의사

네 번째 요인은 의료장비, 병원의 위생과 청

‘라고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43.9%를 설

결의 2개 문항, 즉 병원의 시설 및 환경적인

명하였다.

측면에 관련된 문항들에 요인부하량이 높게

두 번째 요인은 주사와 약물처방, 간호사의

나타났기 때문에 ‘진료환경’라고 명명하였으며,

태도, 간호사의 숙련성의 3개 문항에 요인부하

전체 변량의 5.92%를 설명하였다.

량이 높게 나타나 ‘간호사’라고 명명하였으며,

다섯 번째 요인은 주차비용과 주차시설에 관

전체 변량의 8.98%를 설명하였다. 주사와 약물

한 2개의 문항에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났기

<표 5>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의 문항내용과 요인행렬표
요인

의사
(요인1)

간호사
(요인2)

진료체계
(요인3)

진료환경
(요인4)

주차
(요인5)

h2

의사의 태도
의사의 설명
진료시간
주사와 약물처방
간호사의 숙련성
간호사의 태도
기타직원들의 친절
대기시간
검사절차의신속․편리
접수․진료비납부편리
진료비용
의료장비
병원의 위생과 청결
주차시설
주차비용

.78
.79
.65
.35
.26
.08
.30
.19
.24
.13
.40
.30
.14
.14
.05

.25
.24
.25
.74
.85
.71
.08
.15
.19
.29
.05
.16
.31
.13
.10

.27
.27
.30
.17
.13
.27
.75
.83
.76
.64
.43
.18
.15
.14
.19

.18
.12
.24
.14
.14
.25
.16
.02
.14
.15
.27
.79
.78
.21
.04

.07
.07
.13
.11
.12
.07
.06
.11
.14
.20
.31
.14
.15
.83
.89

.78
.77
.65
.73
.83
.66
.68
.76
.71
.57
.52
.79
.77
.79
.85

고유치
공통변량
누적변량

6.58
43.9
43.9

1.35
8.98
52.85

1.30
8.65
61.50

.89
5.92
67.42

.74
4.95
72.36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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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차’라고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도인 전반적인 만

4.95%를 설명하였다.

족도와 간접측정법으로 측정된 요인들과의 상

요인분석 결과를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보

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

자. 본 연구에서 첫 번째 요인인 ‘의사’요인이

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변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

전반적 만족도와 요인들의 요인점수간의 상관

는 것과 같이 선행연구들도 의사의 진료가 소

계수는 .28에서 .40까지로서 모두 만족할만한

비자의 만족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품질평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준과 관련하여 타당도를

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인다<표 6>. 또한 기준

고 있다(서정희, 1993; 김완석, 1996). 세 번

타당도를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전반

째 요인인 ‘진료체계’는 선행연구에서의 접근

적인 만족도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요인

성(accessability)과 비슷한 개념으로 해당 의

들의 요인점수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료기관의 접수나 수납 또는 진료와 검사가 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 요인들이 모두

끄럽게 연결되는 가를 의미한다. 또한 서정희

모형에 포함되었으며 최소 8%에서 최대 17%

(1993)의 연구에서는 ‘의사’ 요인과 ‘간호사’요

까지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각 요인들이

인이 따로 구분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만족도 측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

‘의사’에 대한 만족과 ‘간호사’에 대한 평가가

문에 제외시켜도 좋은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을 평가하는 데

타났다<표 6>.

다른 차원의 것임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입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완석(1996)의 연

환자의 의료서비스 품질 지각을 측정한 김완

구에서는 전반적인 만족도에 병원환경과 같은

석(1996)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것이다. 또한 '

물리적인 요인이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차‘요인이 따로 구분된 것은 국내외를 막론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하고 유일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인적인 요
인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4.2.2 기준타당도와 구성타당도

으로써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경우 만족여부

비교기준이 되는 다른 척도의 측정결과와의

를 평가하는 영역이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정도를 통해 타당도를 평가하는 기준타당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도는 비교기준의 시점에 따라 동시타당도와

개념을 구성하는 타당한 문항인가를 평가하는

예측타당도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타당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개별 문항들과 5

도를 검증을 위해 직접측정법으로 측정한 의

개 요인의 요인점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

<표 6>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구성요인의 단계적 회귀분석
요인

문항
의
사
간호사
진료체계
진료환경
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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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상관계수

누적R

R 변화량

β

.40
.40
.40
.28
.30

.16
.32
.48
.57
.65

.16
.16
.16
.9
.8

.40
.40
.41
.29
.30

<표 7> 개별 문항들과 구성요인간의 상관분석
요인

의사

간호사

진료체계

진료환경

주차

의사의 태도
의사의 설명
진료시간
주사와 약물처방
간호사의 숙련성
간호사의 태도
기타직원들의 친절
대기시간
검사절차의신속․편리
접수․진료비납부편리
진료비용
의료장비
병원의 위생과 청결
주차시설
주차비용

.78
.79
.65
.35
.26
.08
.30
.19
.24
.13
.40
.30
.14
.14
.05

.25
.24
.25
.74
.85
.71
.08
.15
.19
.20
.06
.16
.31
.13
.10

.27
.27
.30
.17
.13
.27
.75
.83
.76
.64
.43
.18
.15
.14
.19

.18
.12
.24
.14
.14
.25
.16
.02
.14
.15
.27
.79
.78
.21
.05

.07
.07
.13
.11
.12
.08
.06
.11
.14
.20
.31
.14
.15
.83
.89

전반적 만족도

.41

.38

.41

.30

.27

문항

다<표 7>. 먼저, 해당 요인들에 대한 각 문항의

4.3 신뢰도 분석

수렴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별 문항들과
각 문항이 속한 요인의 요인점수 간의 상관계

4.3.1 개별 문항과 척도와의 관계

수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각 문항의 변별타당

개별 문항들과 이들의 합인 척도와의 관계를

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별 문항과 다른 요인의

파악하기 위해 개별 문항들과 전체 척도와의

요인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개별

상관계수와 각 문항이 제거된 후의 cronbach's

문항들은 각 문항이 속한 요인과의 상관계수

α계수를 산출하였다<표 8>.

는 높고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계수는 낮아서,

개별 문항과 전체 척도와의 상관계수는 최고

각 요인에 속한 개별 문항들은 모두 같은 차

.67(의사의 태도)에서 .42(주차비용)로 나타났

원을 다른 요인에 속한 문항들은 다른 차원을

다. Kerlinger(고흥화, 김현수와 백영승 역, 1989)

측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척

가 개별 문항들과 전체 척도와의 상관계수가

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수렴도와 변별도 측

.30이상이면 중요한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면에서 타당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

고 주장한 것을 고려할 때, 본 척도를 구성하

다. 다만 진료비용이 '진료체계'요인과의 상관

는 15개의 문항들은 모두 유용한 것으로 나타

계수가 .43이며 동시에 '의사'요인과의 상관계

났다.

수도 .40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

각 문항이 척도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의

으로 나타나서 보다 높은 변별타당도를 확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문항을 척도에서 제

하기 위해 문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거한 후에 된 후의 cronbach's α계수를 살펴

보인다.

본 결과, 15개 문항이 모두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문항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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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개별문항과 척도의 관계
문항내용

척도와의 상관관계

문항제외시
cronbach's α

의사의 태도
의사의 설명
진료시간
주사와 약물처방
간호사의 숙련성
간호사의 태도
기타직원들의 친절
대기시간
검사절차의 신속․편리
접수․진료비납부 편리
진료비용
의료장비
병원의 위생과 청결
주차시설
주차비용

.67
.65
.67
.62
.60
.56
.62
.60
.66
.61
.60
.59
.56
.50
.42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1

4.3.2 요인별 신뢰도 계수

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문항들이

각 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을 파

일관적으로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

악하기 위하여, 요인별로 cronbach's α 계수를

미하는 내적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산출한 결과<표 9>, 요인별 cronbach's α계수
는 최고 .86에서 최저 .71로서 하위요인들 모두
.70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unnally

Ⅴ. 결론 및 제언

(1987)가 탐색수준의 척도는 .70이상이어야 한
다고 한 주장에 비추어볼 때 만족할만한 수준
이었으며, 문항간의 평균상관계수 및 문항수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은 의료서

정적인 관계에 있는, 즉 문항간 평균상관계수

비스의 소비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로서

가 같은 경우 문항수가 증가하면 cronbach's

소비자만족을 증대시키는 일은 궁극적으로 소

α계수도 커지는 속성을 고려할 때, 진료환경

비자복지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료

과 주차요인은 각각 3, 2개의 적은 수의 문항

서비스의 이용 후 소비자만족 제고를 통해 반

<표 9> 요인별 신뢰도 계수
계수

문항수

cronbach's α

의
사
간호사
진료체계
진료환경
주
차

3
3
5
2
2

.82
.80
.84
.72
.79

전체 척도

17

.91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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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매나 충성도와 같은 후속 소비행동을 추

개별 문항들이 일관적으로 같은 개념을 측정

구하는 의료기관 운영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소비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넷째, 내용타당도의 검증결과 문항들이 비교

본 연구에서는 외래환자의 의료서비스에 있

적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준타당도를

어 소비자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검증하기 위하여 직접측정법으로 측정한 전반

고찰을 통해 소비자가 만족여부를 평가하는

적인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만

의료서비스의 차원이 의사, 간호사나 검사직원

족할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준과 관련해서

과 같은 의사 외의 직원, 진료체계, 시설 등으

도 타당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로 이루어져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포함한 척

다. 또한 개별 문항들과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

도를 개발하고 경험적 조사를 통해 이의 타당

들 간의 상관분석결과, 각 요인에 속한 개별

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문항들은 모두 같은 차원을, 다른 요인에 속한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의 수준을 파악한 결과, 병원위치에 대한
만족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의료

문항들은 다른 차원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구성타당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

의료서비스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 대

해서 무엇보다도 접수체계를 개선하여 대기시

체로 관여도가 높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

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

스의 소비자들 간에도 질병의 종류나 심각성

났다. 이는 일부 병원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에 따라 관여도가 다를 것으로 기대되며, 서비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예약이나 접수

스의 이용정도에 따라 소비자만족도의 평가내

와 동시에 담당의사의 진료실에 접수상황이

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질병의

기록되는 네트워크의 구축 등 병원의 접수체

종류나 서비스의 이용정도와 같은 조절변인을

계를 바꿈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려함으로써, 상황 특수적인 연구를 수행함으

둘째, 척도의 신뢰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문항들과 척도와의 상관분석

로써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도록 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결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개별

<논문접수일 : 2002. 12. 11>

문항을 삭제한 후에도 척도의 내적일관성이

<게재확정일 : 2003. 6. 3>

변화하지 않아서, 모두 유용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척도의 구성개념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
어 각각 ‘의사‘, ‘간호사’, ‘진료체계’, ‘진료환경’,
‘주차’로 명명하였으며, 이 중 ‘의사’요인이 전
체 변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
다. 또한 신뢰도 분석결과, 각 요인에 부하된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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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onsumer Satisfaction Scale for
Outpatients' Medical Services
Mi-Ra Kim*․Kee Choon Rhee**

Abstract
As consumer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s is an evaluation for consumer experience with
medical service, ultimately increasing consumer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s may be a
contribution to consumer welfare. So it has a great significance not only for provider of medical
services who seeks following purchasing or loyalty through increasing consumer satisfaction, but
also for patients or consumers.
For this study the scale was developed to measure outpatients' Consumer satisfaction and
verified through empirical surve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satisfaction in the location of hospital was the highest and the satisfaction in the time of
waiting was the lowest.
2.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satisfactory, and it had a high correlation with its items.
3. The factors were ‘doctors’, ‘nurses’, ‘medical systems’, ‘medical environments’ and ‘parking’,
and the variation of the ‘doctors’ factor was the biggest among them.
4. The validity of the scale was accepted in content validity, criterion validity and construct
validity.
Key words: medical service, outpatients, consumer satisfaction, expectation-disconfirmatiom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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