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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람중심 보건의료는 환자의 의료적 증상이나 질병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총체적인 안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이 처한 환경적 맥

락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의미한다[1]. 북미

와 유럽 국가들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이러한 개념에 맞춰 전환해 오

고 있다[2].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재정, 관리 및 전달체계에 대한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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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제시하고, 사람 중심성을 보건의료제공자의 핵심 역량, 일차보

건의료와 보건의료 질 관리의 주요 구성요소로 강조하고 있다[3]. 이러

한 관점에서 환자가 경험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의 관계, 의료기

관의 시설, 진료 및 진료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인식이 환자의 임상적 

치료 결과와 함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로 주

목받고 있다[2]. 환자의 경험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을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진료 결과 개선, 의료 

서비스 이용률 및 비용의 절감,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만족도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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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따라서 선진국들은 의

료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환자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5]. 

우리나라 임상의사와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각각 2.3명, 

6.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인 3.4명과 9.0명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국민 1,000명당 병상 수는 12.3개,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회로 

각각 OECD 국가 평균인 4.5개와 7.4회를 2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7]. 반면 환자의 진료 경험에서 의사의 설명을 이해한 비율 

87.1%, 궁금한 점을 질문할 기회를 경험한 비율 81.7%, 치료 결정과정에 

참여한 비율 81.8%, 의사와 충분한 시간의 진료를 경험한 비율 77.9%로 

OECD 국가와 비교해서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6]. 이와 같은 의료서비

스 제공 인력에 비해 과도한 의료 공급과 서비스 이용은 진료량과 근

무시간을 과중하게 하여 의료진의 이직, 환자의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도 환자-의료서비스 

제공자 간 커뮤니케이션, 진료와 관련된 행정 및 지원 서비스, 대기시

간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을 확인하

기 위해 환자 경험조사를 도입하였다[7]. 

109건의 환자 경험과 만족에 대한 메타연구에 의하면, 환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요인과 보건의료 제공자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

고, 국가별, 조사 목적별로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

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자 만족도 측정 도구는 없다[8]. 환자 요인은 

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 유병 만성질환 개수, 주

관적 건강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이 있었고, 제

공자 측면에서는 환자-의료진, 행정 및 지원서비스, 의료기관의 관리 

상태와 수준, 보건의료제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10]. 이와 같이 환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측면적이고 복합

적이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직간접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진료과정에서 환자가 

경험한 의료서비스가 품질이 높다고 느끼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친지

에게 병원 이용을 권유하게 된다[11]. 

국내의 환자 만족과 재이용 의향에 대한 연구는 환자-의사 간 상호

작용[12,13], 환자-간호사 간 상호작용[14] 등과 같이 영향 요인 중 의료

진-환자 간의 관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연구대상이 국내

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15], 일부 대형병원 환자[16] 등으로 제한

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 환자 경험 관련 요인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만족도와 병원 추천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래 환자의 진료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화함으로써 환자가 경험한 외래서비스 질에 대한 논의의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의 진료 결과에 대한 만

족과 병원 추천의사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환자가 경험한 서비스 질에 따른 진료결과 

만족과 의료기관 추천에 대한 차이를 파악한다.

•  의사-환자 상호작용,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의료기관 및 지원 영

역별로 경험한 서비스 질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진료 결과에 대한 만족과 병원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의료서비스경험

조사의 2차 자료를 활용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19,475,340가구, 

42,798,956명의 모집단에 대해 층화 2단 집락추출방법과 확률비례계

통추출 방식으로 5,000가구를 선정하여,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 

2017년 10-11월에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7]. 많은 선진국들이 보건의

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인구기반의 조사를 통해 환자 

경험을 파악하고 있다[2].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환자경험조사내용과 방법을 분석하고 국내 전문가의 의견

을 수렴하여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진행함으

로써[7], 전체 공공 및 민간 병의원의 외래 서비스 이용경험에 따른 만

족도와 병원 추천의사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총 11,098명의 조사 참여자 중 외래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진료 결

과에 대한 만족과 병원 추천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총 7,488명

(67.5%)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통계작성 

승인(제117099호)과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제

2017-33호)을 받은 후 실시되었고,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고[7], 승인된 자료를 구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환자경험 관련 4개 영역, 12문항의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6이고, 영역별 신뢰도는 ‘의사-환자 상호작용’ 0.76, ‘간호사-환자 상

호작용’ 0.74, ‘의료기관 및 지원’ 0.70이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2017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보건의료제도 인식, 건강수준, 의료비용 부담, 개인관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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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총 7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7].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경험을 활용하여 진료에 대한 만족도와 병원 추천의사와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분석에 통제변수로 포함된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응답

자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으로 연령은 만 ‘15-34세’, ‘35-64세’, ‘65세 

이상’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교육수준은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3개 집

단으로 재범주화하였다. 건강관련 요인으로 유병 만성질환의 개수, 주

관적 건강수준, 재방문 여부와 진료 대기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유병 만

성질환의 개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병증, 결핵, 허혈성심장

질환, 뇌혈관질환, 기타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난 1년간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질환의 개수로 정의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현재 귀하

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매

우 나쁘다-매우 좋다)로 측정된 값을 ‘좋다’, ‘매우 좋다’는 ‘건강상태 

좋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건강상태 나쁨’으로 재분류하였다. 또

한 “당해 연도에 방문한 의료기관은 평소 이용하시던 곳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재방문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였다. 진

료 대기시간은 “진료를 접수하신 후 어느 정도 기다리셨습니까?”라는 

질문의 중앙값인 20분을 기준으로 ‘20분 이하’, ‘21분 이상’으로 재분

류하였다. 

환자가 경험한 서비스 

환자가 경험한 서비스 항목은 의사-환자 상호작용, 간호사-환자 상

호작용, 의료기관 및 행정지원으로 구성하였다. 의사-환자 상호작용은 

정중한 응대, 충분한 대화, 충분한 질문 기회, 환자 의견 반영에 대한 

질문에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았다-매우 그랬다)로 측정된 값을 ‘매

우 그랬다’와 ‘대체로 그랬다’를 ‘높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

지 않았다’, ‘보통이다’를 ‘높지 않음’으로 재범주화하였다. 간호사-환자 

상호작용은 정중한 응대, 알기 쉬운 설명에 대한 질문에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았다-매우 그랬다)로 측정된 값을 ‘매우 그랬다’와 ‘대체로 그

랬다’를 ‘높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보통이다’를 

‘높지 않음’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의료기관 및 행정지원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청결함, 의료기관의 안

락함, 행정부서 서비스 만족, 사생활 보호에 대한 질문에 5점 척도(전

혀 그렇지 않았다-매우 그랬다)로 측정된 값을 ‘매우 그랬다’와 ‘대체

로 그랬다’를 ‘높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보통이

다’를 ‘높지 않음’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진료 결과에 대한 만족, 병원 추천의사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진료 결과에 대한 만족, 병원 추천의

사로 선정하였다. 진료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진료 결과에 만족하셨

습니까?”라는 질문에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았다-매우 그랬다)로 측

정된 값을 ‘매우 그랬다’와 ‘대체로 그랬다’를 ‘만족’으로,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보통이다’를 ‘만족 안 함’으로 재범주화하였

다. 또한 병원 추천의사는 “주변에 이 의료기관을 추천하고 싶습니

까?”라는 질문에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았다-매우 그랬다)로 측정된 

값을 ‘매우 그랬다’와 ‘대체로 그랬다’를 ‘추천’으로, ‘전혀 그렇지 않았

다’, ‘그렇지 않았다’, ‘보통이다’를 ‘추천 안 함’으로 재범주화하였다.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23.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으며,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를 

3단계로 적용하여 가중치를 산출, 반영하였다[7]. 대상자의 인구사회학

적 요인은 빈도, 백분율, 평균으로 나타냈고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진료 

결과에 대한 만족과 병원 추천의사에 대한 차이는 χ2 검정으로 분석하

였다. 환자 경험 항목별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빈도, 백분율, 평균을 제

시하였고, 각각의 항목과 진료 결과에 대한 만족과 병원 추천의사 간 

연관성을 Kendall tau-b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회

귀분석을 통해 외래 환자의 진료 결과에 대한 만족과 병원 추천의사

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진료 결과에 대한 만족 및 병원 

추천의사

연구대상자의 47.0%가 여성이었고, 15-96세에 걸친 연구대상자의 평

균연령은 49.2세이었으며, 55.1%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65.4%는 진

단받은 만성 질환이 없는 상태이었다. 59.4%는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라

고 응답하였고, 80.4%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을 재방문하였고, 68.0%의 

접수 후 대기시간은 20분 이하였다. 연구대상자의 89.2% (6,676명)는 진

료 결과에 만족하였고, 평균점수는 4.10 ± 0.59이었으며, 85.2% (6,383명)

는 의료기관을 주변에 추천할 의사가 있었고 평균점수는 4.01± 0.59이

었다.

진료 결과에 대해 만족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성별, 연령을 

제외한 교육 수준(p> 0.001), 유병 만성질환 개수(p = 0.009), 주관적 건

강  상태(p = 0.019),  의료기관  재방문(p > 0.0 01),  진료  대기시간

(p> 0.005)에 대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또한 병원 추천의사가 있는 집단

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성별을 제외한 연령(p > 0.001), 교육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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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2.53-2.55), 진료에 환자의 의견 반영(OR= 6.34, 95% CI = 6.32-

6.36)이 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진료 결과에 

대해 만족할 가능성이 높았다. 간호사-환자 상호작용에서도 간호사의 

정중한 응대(OR =1.61, 95% CI =1.60-1.61), 알기 쉬운 설명(OR =1.42, 

95% CI =1.42-1.43)을 제공받았다고 인식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

해서 진료 결과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았다. 의료기관이 청결하고(OR=  

1.57, 95% CI =1.56-1.57), 안락하며(OR=1.59, 95% CI =1.58-1.59), 병원행

정 서비스가 만족스럽고(OR=1.28, 95% CI =1.27-1.28), 사생활이 보호

된다고(OR =1.34, 95% CI =1.33-1.34) 인식할수록 진료 결과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모형 3에서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 관련 요인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환자가 경험한 서비스 질이 높거나, 평가가 긍정적일수

록 진료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남성(OR= 0.93, 95% CI = 0.93- 

0.94), 65세 이상(OR= 0.90, 95% CI = 0.89-0.90), 대졸 이상 학력일수록

(OR= 0.71, 95% CI = 0.71-0.72)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진료 결과에 만족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개 이상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OR =  

(p> 0.001), 유병 만성질환 개수(p = 0.009), 주관적 건강 상태(p = 0.045), 

의료기관 재방문(p> 0.001), 진료 대기시간(p> 0.001)에 대한 차이는 유

의하였다(Table 1).

환자가 경험한 외래서비스의 항목별 점수는 의료기관의 청결함이 

4.18 ± 0.5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의사의 정중한 응대 4.16 ± 0.61

점, 간호사 정중한 응대 4.14 ± 0.59점, 의사와 충분한 대화 4.13 ± 0.74점

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행정부서 서비스는 4.00 ± 0.71점, 사생활 보호 

3.98 ± 0.67점으로 낮았다. 환자가 경험한 서비스 항목별 점수와 진료 

결과에 대한 만족 간의 상관관계는 0.32-0.54의 범위이었고, 환자가 경

험한 서비스 항목별 점수와 병원 추천의사 간 상관관계는 0.36-0.48의 

범위이었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2).

진료 결과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의사-환자 상호작용에서는 의사의 정중한 

응대(odds ratio, OR=1.77,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1.76-1.78), 

충분한 대화(OR=2.53, 95% CI =2.52-2.53), 충분한 질문 기회(OR=2.54, 

Table 1. Prevalence of satisfaction, willingness to recommend by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7,488)

Variables
Satisfaction with treatment outcome Willingness to recommend hospital

Dissatisfaction Satisfaction p Unwillingness Willingness p

Sex
   Female 434 (52.3) 3,829 (56.2) 0.360 611 (53.8) 3,652 (56.1) 0.236
   Male 378 (47.7) 2,847 (43.8) 494 (46.2) 2,731 (43.9)
Age (y)
   15-34 176 (28.0) 1,263 (22.0) 0.510 253 (28.2) 1,186 (21.6) <0.001 
   35-64 461 (55.0) 3,759 (56.9) 632 (55.7) 3,588 (56.8)
   ≥65 175 (17.0) 1,654 (21.1) 220 (16.1) 1,609 (21.6)
Level of education
   Primary 68 (6.2) 943 (10.2) <0.001 112 (6.5) 899 (10.5) <0.001
   Mid_high 453 (53.6) 3,676 (55.6) 594 (58.4) 3,535 (54.7)
   ≥College 291 (40.2) 2,057 (34.1) 399 (35.1) 1,949 (34.8)
No of comorbidity
   0 568 (74.1) 4,326 (67.8) 0.009 762 (71.6) 4,132 (67.9) 0.009
   1-2 222 (23.6) 2,085 (28.1) 297 (24.4) 2,010 (28.2)
   ≥3 22 (2.4) 265 (4.2) 46 (4.0) 241 (3.9)
Perceived Health status
   Poor 361 (39.9) 2,680 (35.2) 0.019 479 (36.5) 2,562 (35.7) 0.045 
   Good 451 (60.1) 3,995 (64.8) 626 (63.5) 3,820 (64.3)
No of visit
   First 250 (31.3) 1,216 (18.7) <0.001 303 (26.5) 1,163 (18.9) <0.001
   Revisit 562 (68.7) 5,460 (81.3) 802 (73.5) 5,220 (81.1)
Waiting time (min)
   ≤20 523 (60.9) 4,568 (71.0) 0.005 696 (61.7) 4,395 (71.5) <0.001
   ≥21 243 (39.1) 1,682 (29.0) 334 (38.3) 1,591 (28.5)

Value are presented as weighted percent (%).
p-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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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95% CI =2.33-2.38),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지하는 경우(OR=  

1.34, 95% CI =1.34-1.35)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의료기관을 재방문한 경우(OR=1.36, 95% CI =1.35-1.36) 처음 방

문한 경우에 비해 진료 결과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진료 대기

Table 2. Association between patients’ perceived service quality, satisfaction with treatment outcome and willingness to recommend 

Dimensions 1 2 3 4 5 6 7 8 9 10 11

2 0.42**
3 0.39** 0.31**
4 0.46** 0.42** 0.38**
5 0.48** 0.36** 0.34** 0.39**
6 0.43** 0.42** 0.38** 0.41** 0.54**
7 0.41** 0.29** 0.27** 0.32** 0.40** 0.36**
8 0.28** 0.37** 0.31** 0.28** 0.31** 0.35** 0.32**
9 0.31** 0.33** 0.33** 0.32** 0.34** 0.34** 0.28** 0.29**
10 0.34** 0.31** 0.34** 0.36** 0.34** 0.40** 0.37** 0.26** 0.35**
11 0.48** 0.44** 0.40** 0.54** 0.45** 0.48** 0.35** 0.32** 0.34** 0.36**
12 0.39** 0.36** 0.36** 0.40** 0.43** 0.45** 0.42** 0.38** 0.37** 0.45** 0.48**

1. Being treated with respect by physician, 2. Spent enough time to talk, 3. Ample opportunities to questions, 4. Being involved in decisions about care, 5. 
Being treated with respect by nurse, 6. Easy-to-understand explanations by nurse, 7. Hospital cleanliness, 8. Hospital comfort, 9. Administrative service, 10. 
Hospital Privacy, 11. Satisfaction with treatment outcome, 12. Willingness to recommend hospital.
Correlation was calculated by Kendall’s tau-b test. 
**p<0.01.

Table 3. Logistic regression for satisfaction with treatment outcome

Variables 
OR (95% CI) OR (95% CI) OR (95% CI)

Model 1 Model 2 Model 3

Male 0.93 (0.93-0.94)*
Age (y) (ref: 15-34)
   35-64 1.05 (1.05-1.06)*
   ≥65 0.90 (0.89-0.90)*
Level of education (ref: primary)
   Mid_high 0.91 (0.90-0.92)*
   ≥College 0.71 (0.71-0.72)*
No of comorbidity (ref: 0)
   1-2 1.15 (1.14-1.15)*
   ≥3 2.35 (2.33-2.38)*
Good Health status 1.34 (1.34-1.35)*
No of visit (revisit) 1.44 (1.43-1.44)* 1.36 (1.35-1.36)*
Waiting time (≥21 min) 0.66 (0.65-0.66)* 0.65 (0.64-0.65)*
Being treated with respect by physician 1.77 (1.76-1.78)* 1.96 (1.95-1.96)* 1.89 (1.88-1.90)*
Spent enough time to talk 2.53 (2.52-2.53)* 2.40 (2.39-2.41)* 2.39 (2.38-2.39)*
Ample opportunities to questions 2.54 (2.53-2.55)* 2.45 (2.44-2.45)* 2.47 (2.47-2.48)*
Being involved in decisions about care 6.34 (6.32-6.36)* 5.79 (5.77-5.81)* 5.93 (5.91-5.95)*
Being treated with respect by nurse 1.61 (1.60-1.61)* 1.53 (1.52-1.53)* 1.52 (1.51-1.53)*
Easy-to-understand explanations by nurse 1.42 (1.42-1.43)* 1.55 (1.54-1.55)* 1.53 (1.52-1.53)*
Hospital cleanliness 1.57 (1.56-1.57)* 1.51 (1.50-1.51)* 1.43 (1.43-1.44)*
Hospital comfort 1.59 (1.58-1.59)* 1.54 (1.53-1.54)* 1.56 (1.56-1.57)*
Administrative service 1.28 (1.27-1.28)* 1.41 (1.41-1.42)* 1.45 (1.44-1.45)*
Hospital privacy 1.34 (1.33-1.34)* 1.24 (1.24-1.25)* 1.26 (1.25-1.26)*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each model.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Model 2: No of visit, Waiting time were 
adjusted, Model 3: Sex, Age, Level of education, No of comorbidity, Perceived Health status, No of visit, Waiting time were adjuste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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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21분 이상일 경우(OR = 0.65, 95% CI = 0.64-0.65) 진료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Table 3).

병원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OR =1.05, 95% CI =1.04-1.05), 65세 이상(OR =1.39, 95% CI =  

1.39-1.40), 의료기관을 재방문한 경우(OR=1.26, 95% CI =1.25-1.26), 그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병원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대

졸 이상 학력(OR= 0.97, 95% CI = 0.96-0.97), 1개 이상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OR = 0.81, 95% CI = 0.80-0.8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OR = 0.89, 

95% CI = 0.89-0.8), 진료 대기시간이 21분 이상일 경우(OR = 0.69, 95% 

CI = 0.69-0.69) 병원을 추천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모형 3에서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 관련 요인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의사의 정중한 응대(OR=1.14, 95% CI =1.14-1.15), 충분

한 대화(OR=1.55, 95% CI =1.55-1.56), 충분한 질문 기회(OR=2.07, 95% 

CI =2.07-2.08), 진료에 환자의 의견 반영(OR =1.67, 95% CI =1.66-1.67)

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병원을 추천할 가능

성이 높았다. 간호사의 정중한 응대(OR=2.39, 95% CI =2.38-2.4), 알기 

쉬운 설명(OR=1.80, 95% CI =1.79-1.81)이 제공된다고 인식할수록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병원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기관

이 청결하고(OR =3.10, 95% CI =3.09-3.11), 안락하며(OR =2.68, 95% 

CI =2.67-2.68), 행정부서 서비스가 만족스럽고(OR=2.11, 95% CI =2.10-

2.11), 사생활이 보호된다고 느낄수록(OR=2.17, 95% CI =2.17-2.18) 병원

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Table 4).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 진료 과정의 환자경

험을 모두 보정한 결과 진료 결과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병원을 추

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OR =3.39, 95% CI =3.37-3.40)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5). 

고  찰

본 연구는 환자가 경험한 외래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는 인구사회학

적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만족도 및 병원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

Table 4. Logistic regression for outpatients’ willingness to recommend hospital

Variables
OR (95% CI) OR (95% CI) OR (95% CI)

Model 1 Model 2 Model 3

Male 1.05 (1.04-1.05)*
Age (y) (ref: 15-34)
   35-64 1.27 (1.26-1.27)*
   ≥65 1.39 (1.39-1.40)*
Level of education (ref: primary)
   Mid_high 0.82 (0.82-0.83)*
   ≥College 0.97 (0.96-0.97)*
No of comorbidity (ref: 0)
   1-2 0.81 (0.80-0.81)*
   ≥3 0.65 (0.65-0.66)*
Good Health status 0.89 (0.89-0.89)*
No of visit (revisit) 1.26 (1.25-1.26)* 1.26 (1.25-1.26)*
Waiting time (≥21 min) 0.69 (0.69-0.69)* 0.69 (0.69-0.69)*
Being treated with respect by physician 1.18 (1.18-1.18)* 1.13 (1.13-1.14)* 1.14 (1.14-1.15)*
Spent enough time to talk 1.51 (1.51-1.52)* 1.56 (1.56-1.57)* 1.55 (1.55-1.56)*
Ample opportunities to questions 2.04 (2.03-2.04)* 2.09 (2.09-2.10)* 2.07 (2.07-2.08)*
Being involved in decisions about care 1.79 (1.78-1.79)* 1.66 (1.65-1.66)* 1.67 (1.66-1.67)*
Being treated with respect by nurse 2.26 (2.25-2.27)* 2.39 (2.38-2.40)* 2.39 (2.38-2.40)*
Easy-to-understand explanations by nurse 1.75 (1.75-1.76)* 1.80 (1.79-1.81)* 1.80 (1.79-1.81)*
Hospital cleanliness 2.92 (2.91-2.93)* 2.95 (2.94-2.96)* 3.10 (3.09-3.11)*
Hospital comfort 2.60 (2.59-2.61)* 2.66 (2.66-2.67)* 2.68 (2.67-2.68)*
Administrative service 2.07 (2.06-2.07)* 2.15 (2.14-2.16)* 2.11 (2.10-2.11)*
Hospital privacy 2.30 (2.30-2.31)* 2.21 (2.20-2.21)* 2.17 (2.17-2.18)*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each model.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Model 2: No of visit, Waiting time were 
adjusted, Model 3: Sex, Age, Level of education, No of comorbidity, Perceived Health status, No of visit, Waiting time were adjuste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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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는 점을 전국단위 환자경험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실증적으로 제

시하였다. 분석 결과, 환자의 진료 결과에 대한 만족에는 의사-환자 상

호작용,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병원시설 및 행정지원 서비스 등이 전

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18,19]. 특히 진료 결과 만족에 대한 교차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의사-환자 상호작용으로, 환자 의견 반영, 충분한 질문 기회, 충분한 대

화, 정중한 응대의 순으로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이었다[20]. 치료계

획에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환자를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이 아니라 환자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21]. 이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존중받고 있

고, 충분한 대화와 질문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와 치료과정을 이해

하게 되면 진료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가 높아지고 불안이 감소되어, 의

료진과 의사소통도 원활해진다.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환자의 

만족,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와 치료 순응 간에 정적인 관련이 있다[3]. 

또한 환자의 치료적 의사결정 참여는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뿐만 아니

라 건강관련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12] 등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109건

의 연구를 분석한 메타연구에서 환자와 의료진 간 대인관계가 환자의 

병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의사의 언어적, 비

언어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중요한 요소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

고 임상 의료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8]. 이처럼 의료진-환자 상호작용을 개선하여 진료과

정에서 환자가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환자 간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

명당 2.3명으로 적고,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7회로 많은 것

으로 나타나[6] 현실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가 경험한 서비스 질은 간호사의 정중한 응대, 의사의 정중한 

응대, 간호사의 알기 쉬운 설명, 환자 의견 반영 등의 순으로 82-90%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나[13] 2016년 

환자 경험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22],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성

인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경험평가를 실시하여 국민들에게는 의

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질 향상할 수 있는 제

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외래서비스에 

대해서는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80%는 외래를 재방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재방문은 처음 방문한 경우에 비해 환자의 진료 결과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23]. 이는 의료

기관을 처음 방문한 환자는 수동적이고 비교적 만족도에 대해서 관대

한 입장을 취하나, 내원 횟수가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정보와 의료

진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만족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게 된다는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16] 보여준다. 환

자-의료진 간의 관계에 필수적인 신뢰는 진료의 연속성이 높아질수록 

강화되므로[23], 본 연구의 재방문한 환자들도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의료진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역으로 긍정적인 

진료 경험이 만족도를 높이고, 환자의 만족감은 의료기관이 재방문으

로 이어졌을 수 있다. 따라서 재방문, 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그리고 환자의 진료에 대한 만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로를 규명

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느낄수록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은 선행연

구들과 일치된 결과였으나 유병 만성질환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만족

도가 높아지는 것은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였다[24]. 특히 다중 질

환과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장애나 활동 제한이 있거나, 불안, 스트레

스, 우울 등을 동반하는 정신질환이 있는 중증의 환자는 만족도가 낮

아졌다[8]. 즉 유병 질환의 개수보다는 질병의 유형, 중증도 등이 만족

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65.4%가 

유병 만성질환이 없거나, 질환이 있는 경우도 외래서비스를 통해 지속

적으로 외래 방문을 통해 질병을 관리해 오면서 상대적으로 건강하거

나 경증의 환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

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연구대상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관련 

요인은 진료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25] 의료기관이나 의료제공자의 

선택에도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26]. 따라서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선택 시에 이러한 환자의 성향이 반영이 되었고, 진료 결

과에 대한 만족과 병원 추천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의 성과 연령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은 연구 설계, 조사 대상 

및 지역, 측정 도구 등에 따라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

는 반면,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환자 만족과 병원 추천의사가 낮아

Table 5. Logistic regression for outpatients’ willingness to recommend 
hospital to satisfaction with treatment outcome

Model B SE
Adjusted 

OR
95% CI p

Satisfaction with 
treatment outcome

1.22 0.002 3.39 3.37-3.40 <0.001

-2LL=16,157,948.5, Adjusted R2 =0.46, Chi square=8,440,685.61  

SE, standard error;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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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점[8,24]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고학력의 보호자들도 학

력이 높을수록 치료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 교육수준이 높은 환자나 보호자는 질병상태에 대해 더 잘 알

고 있어 의사 결정이나 치료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더 높은 기대

치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기대치가 의료서비스 제공자와의 상호작용

에서 충족되지 못하면 만족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진료 결과에 대한 만족은 환자의 의료기관 

추천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선행연구에서 환자가 경험한 의료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병원에 대한 추천 의사도 높아진 것과 일

치하는 결과이다. 국내 외래환자 대상인 본 연구와 입원환자, 외국인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러한 고

객충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환자의 만족도라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12,28]. 또한 환자의 의료기관 추천에 의사-환자 상호작

용,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의료기관 및 행정지원 서비스가 모두 유의

한 영향을 미쳤으나 그중에서도 의료기관의 청결함, 의료기관의 안락

함, 간호사 정중한 응대, 사생활 보호 등과 같이 의료적 처치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들의 

진료 결과에 대한 만족에는 의사-환자 상호작용의 영향이 더 컸던 것

과는 대조적이고, 선행연구에서 의료진,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이

해를 도움, 전인적 케어 등이 환자의 의료기관 추천에 큰 영향을 미친 

것과도[17]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리나라 외래환자의 경우, 선택의 자

율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고, 중증도는 높지 않으면서 이용 빈

도도 높아서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추천 시 시설의 편리성, 간호사의 

친절한 응대, 사생활 보호 등 진료의 과정적 측면을 더 중요시하는 것

으로 이해된다. 

병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환자 경험 조사의 경우 응답자들의 사회

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반면, 

동 조사의 경우 조사원의 방문조사로 이루어졌고, 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환자가 경험한 서비스 질과 진료에 대한 

만족 및 병원 추천의사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표본의 수가 크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유의확률에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에서 많은 유사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만족에 대

한 정의가 다양하고, 측정 도구 또한 일관되지 않았고 보건의료시스템, 

문화적 맥락 등도 달라서 단순 비교가 어려웠다. 다행히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한 환자보고지표 조사(Patient Reported Indicator Survey, 

PaRIS)를 외래 만성질환자를 우선대상으로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

어[2], 개발된 표준 설문을 활용하여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제안한다. 또

한 외래와 입원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요인 및 환자 경험

이 다를 수 있으므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한 비교 연구를 제안

한다.

본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환자가 경험한 외래서비스 질은 진료 결과에 대한 만족과 병원 

추천의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것

에 의의가 크다.

결  론

보건의료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인지하는 서비

스 경험을 긍정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

자의 상호작용, 의료기관의 시설 및 진료지원 서비스 등 전반적인 개선

의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보건의료 체계의 반응성, 환자 중심의

료 측면에서 환자경험은 중요한 개선의 단초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서

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은 환자의 만족도, 진료 효과 및 건강상태

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외래 의료기관에 대한 추천 의사에 

시설의 청결함과 안락함, 간호사의 정중한 응대 등 진료 이외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향후 외래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

향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세부적인 진료

환경별로 환자의 만족도, 의료서비스 질, 병원 추천 의사 등에 대한 다

양한 전향적 연구와 단면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종단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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