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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in dissatisfaction and complaint 

resolution methods for those who visit dental clinics. The subjects were 20 years old or older and 

live in Busan. They were selected by a random sampling method and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the person who accepted it. Statistical analysis was used to calculate frequency and 

percentage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 addition, a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 dissatisfaction and complaint resolution method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groups. Factors in dissatisfaction were as follows: Men were dissatisfied with the 

dentist’s tone and attitude whereas women were dissatisfied with the employee’s tone and attitude 

(p=0.014). Dissatisfaction regarding age, traffic and room temperature were also factors. Age was an 

issue for those between 20-40, parking space and traffic for those between 40-60, and traffic or 

no elevator for those aged 60 years old or more (p=0.028). Complaint resolution method by gender 

and age groups were as follows: Men’s complaints were resolved by delivering a direct message 

to the dentist whereas women suffered patiently (p=0.001). those aged between 20-40 delivered 

complaints to doctors, whereas those aged between 40-60 mostly suffered patiently, but not 

significantly with regard to the age-specific complaint solution method (p=0.234). In order to resolve 

the dissatisfaction of dental patien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xpertise of the entire dental staff, 

including general skills, education in presentation, thorough sterilization and disinfection, diagnosis and 

treatment according to the patient’s condition, and how to solve problematic factors through 

communicating with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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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치의학은 의료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양

질의 의료서비스의 요구가 증 되고 있다. 반면 치과의사의 

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며 1인당 환자 수는 감소되고 영

리법인의 설립, 형치과의 등장, 정보 통신의 발달, 치과 시

설의 상향평준화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치과는 예전의 

소극적인 서비스 형태가 아닌 적극적인 서비스를 요구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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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1].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기관 선

택의 폭은 넓어졌으며, 기존에 내원하던 환자는 더 좋은 의료

진과 의료기술,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동한

다. 

고객만족이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

기 전이나 이용하는 동안 그리고 이용한 후에 서비스와 관련

된 자극에 해 인지한 가치 판단이며 지속되는 반응이다[2]. 

만족이란 종합적 심리상태로 불일치된 기 와 소비자의 소비

경험에 한 충족반응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 에 부응하여 

나타난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고객

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3].

불만족이란 고객의 기 를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로 고객이 

유형적 제품 또는 무형적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선택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비호의적 감정상태[4]로 서비스 제공자가 고

객에게 제공한 가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인지적 상태라

고 볼 수 있다[5]. 구매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어떤 특정서비

스에 해 불편함을 느끼면 전반적 서비스에 한 만족도도 

감소하게 된다[6]. 서비스 실패로 인해 불만족한 고객의 불평

은 서비스 실패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불평행동

이 표출된다[7]. 의료소비자의 기 와 평가간의 차이가 곧 만

족과 불만족의 결과로 표출 될 수 있고 즉 기 보다 실제평

가가 높으면 만족의 결과로 기 보다 실제평가가 낮으면 불

만족의 결과가 발생한다[8]. 불만족이 중요한 이유는 불만족

한 고객은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불평행동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9]. 불만족 소비자의 행동패턴을 살펴보면 

반복구매 및 구매 중단, 주위사람에게 알리기, 공급자에게 불

평을 하였으며 그중 35%의 소비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접점에서 긍정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고객만족도는 높아질 

것이고, 접점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고객만족도는 

낮아진다[11]. 의료서비스는 그 전달과정에서 서비스의 생략

이나 임무에 한 실수나 과실 등에서 발생하여 서비스실패

가 발생한다. 특히 의료서비스실패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이

용의 불편함을 초래함으로 고객을 불만족한 상태에 이르게 

한다[12]. 환자의 불만 및 후속행동과 깊은 연관성이 존재하

여 기관에서는 이를 파악하고 만족과 불만족을 관리해야 한

다[13][14]. 고객의 불평은 최 의 정보로 이를 통해 의료서비

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만족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의료서비스 질적 관리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15].

본 연구는 각 환자의 불만족 요인과 내용을 분석하여 환자

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에 적합한 해결

방안은 의료기관에도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불만족요인을 

환자의 내원부터 예약까지의 접점에서의 물리적 환경, 위생 

및 감염, 상담, 의료 인력의 인적인 서비스, 의료 외 서비스로 

나누고 그 속에서 느끼는 불만족 요인에 해 연구, 분석을 

통해 불만에 한 응방안을 모색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만족의 재발을 막으며 의료서비스의 고객지향

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중 현재 치

과에 내원 중인 사람을 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조사기간

은 2013년 8월19일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 2주 동안 조사

하였으며, 총 300부 중 미 회수된 설문지는 17부였으며, 그 

중 중복응답이나 응답방법에 오류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255부를 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5문항, 불만족 관련 7문항으

로 총 12문항 이였으며, 자기기입 식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ver 1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백분율을 산출

하였으며, 불만족 관련 문항은 교차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는 전체 255명으로 성별은 남성 117명(45.9%), 

여성 138명(54.1%)으로 연령은 40세 미만 119명(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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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세 미만 67명(26.3%), 60세 이상 69명(27.0%)으로 나타

났으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졸업 5명(2.0%), 중학교졸업 9명

(3.5%), 고등학교졸업 130명(51.0%) 학교졸업 106명(41.5%), 

학원졸업 5명(2.0%)이었다. 직업유무는 ‘있다’가 183명

(71.8%), ‘없다’가 73명(28.2%)로 이었고 현재 내원중인 치과 

종별은 치과의원이 164명(6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였고, 치과병원이 60명(23.5%), 종합병원 17명(6.7%), 학병

원 14명(5.5%)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단위: 명, %

characteristics division frequency (N) percentage(%) 

gender male 117 45.9

female 138 54.1

age  >40 119 46.7

 40~60  67 26.3

 60<  69 27.0

education level primary school   5  2.0

middle school   9  3.5

high school 130 51.0

college 106 41.5

graduate school   5  2.0

job yes 183 71.8

no  73 28.2

type of dental clinic dental clinic 164 64.3

dental hospital  60 23.5

general hospital  17  6.7

university hospital  14  5.5

Total 255 100.0%

2.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불만족요인 

연구 상자들의 불만족 요인 중 남녀에 따른 물리적 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교통이 불편할 때가 80명(31.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차 공간이 없거나 힘들 때, 실내온도가 

불쾌할 때,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느린 경우, 인테리어가 마음

에 안들 때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주차공간이 없거나 힘

들 때, 여성은 교통이 불편할 때 가장 불만족하였고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85).

위생 및 감염요인에서는 기구 및 기자재 멸균상태가 불청

결 할 때가 93명(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실, 타

구 , 화장실, 체어의 불청결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기구 및 기자재의 멸균상태가 불청결 할 때 가장 불만족 하

였고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243). 

상담과정에서의 불만족 요인은 과잉진료가 63명(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료강요, 어려운 단어로 설명, 상담

자의 불친절, 상담 시 설명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상

담 시 설명부족, 여성은 과잉진료가 가장 불만족 하였으며 성

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241). 

인적 서비스 요인에서는 치과의사의 말투 및 태도 126명

(4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원의 말투 및 태도 103

명(40.4%), 치과의사의 외모, 직원의 외모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치과의사의 말투 및 태도를, 여성은 직원의 말투 및 

태도에서 가장 불만족 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유이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4)<Table 2>.

의료 서비스 요인에서는 의사의 미숙련도가 65명(25.5%) , 

직원의 미숙련도 61명(23.9%), 진료시간이 길다 53명(20.8%), 

치료 시 통증 30명(11.8%)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의사의 미숙

련도가 가장 불만족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인 경우 직원의 미

숙련도(26.8%) 가 가장 불만족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91). 

의료 외 서비스요인에서는 기시간이 77명(30.2%)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싼 진료비 68명(26.7%), 예약 힘듬, 치

료 후 관리 없음, 예약 오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기시간이 가장 불만족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유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727). 

<Table 2> Dissatisfaction factors to dental clinic of study subjects 

by gender

단위: 명(%)

characteristics
Dissatisfaction 

factors
total

male

(n=117)

female

(n=138)
p-value

Physical 
environment

parking space 59(23.1) 36(30.8) 23(16.7)

0.085

elevator 39(15.3) 19(16.2) 20(14.5)

interior design 25(9.8) 10(8.5) 15(10.9)

room temperature 52(20.4) 20(17.1) 32(23.2)

traffic 80(31.4) 32(27.4) 48(34.8)

Hygiene & 
infection　

waiting room 54(21.2) 26(22.2) 28(20.3)

0.243

instrument&tool 93(36.5) 47(40.2) 46(33.3)

toilet 36(14.1) 16(13.7) 20(14.5)

unit chair 30(11.8) 8(6.8) 22(15.9)

spittoon 42(16.5) 20(17.1) 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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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불만족요인 

연구 상자들의 불만족 요인 중 연령에 따른 물리적 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교통이 불편한 경우, 주차공간이 없거나 힘

든 경우 가장 불만족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8). 위생 및 

감염요인에서는 기구 및 기자재가 불청결한 경우가 가장 불

만족이었으며, 기실, 타구 , 화장실, 체어 순으로 불청결시 

불만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과정에 한 불만족 요인으

로는 과잉진료, 진료 강요 시 가장 불만족하였으며 인적 서비

스 요인에 한 불만족 요인은 치과의사와 직원의 말투 및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료 서비스에 한 불만족

요인은 의사의 미숙련도 ,직원의 미숙련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의료 외 서비스에 한 불만족은 기시간, 비싼 진료비 

순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 외의 위생 및 감염 요인, 상담 

과정, 인적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의료 외 서비스에 해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Table 3> Dissatisfaction factors to dental clinic of study subjects 

by age groups 

단위 : 명(%)

4.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불만해결 방법 

연구 상자의 불만해결방법을 살펴보면 그냥 참는다가 86

명(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에게 전달 84명

characteristics
Dissatisfaction 

factors
total

male

(n=117)

female

(n=138)
p-value

Consultation 
process

overabundance of 
treatment

63(24.7) 24(20.5) 39(28.3)

0.241

treatment coercion 60(23.5) 24(20.5) 36(26.0)

difficult word used 43(16.9) 23(16.7) 20(14.5)

unkindness of 
consultant 

43(16.9) 20(17.1) 23(16.7)

lack of explanation 
in consultation 

46(18.0) 26(22.2) 20(14.5)

Human
service

dentist’s 
appearance

22(8.6) 14(12.0) 8(5.8)

0.014

dental staff’s 
tone and attitude

126(49.4) 66(56.4) 60(43.5)

dental staff’s  
appearance

4(1.6) 1(8.5) 3(2.17)

dental staff’s 
tone and attitude

103(40.4) 36(30.8) 67(48.5)

Medical 
Services

dentist’s 
unskillfulness 

65(25.5) 37(31.6) 28(20.3)

0.091

dental staff’s 
unskillfulness 

61(23.9) 24(20.5) 37(26.8)

treatment time is 
long

53(20.8) 18(15.4) 35(25.4)

pain 30(11.8) 14(12.0) 16(11.6)

lack of explanation 46(18.0) 24(20.5) 22(16.0)

Non-medical
service

expensive fee 68(26.7) 29(24.8) 39(28.2)

0.727

no management 
after treatment 

38(14.9) 19(16.2) 19(13.7)

waiting time 77(30.2) 32(27.3) 45(32.6)

difficulty 
reservation

42(16.5) 22(18.8) 20(14.4)

reservation error 30(11.8) 15(12.8) 15(10.9)

character-
istics

Dissatisfaction factors total
>40

(n=119)
40~60
(n=67)

60<
(n=69)

p-value

Physical
environment

parking space 59(23.1) 29(24.4) 22(32.8) 8(11.6)

0.028

elevator 39(15.3) 14(11.8) 8(11.9) 17(24.6)

interior design 25(9.8) 12(10.1) 8(11.9) 5(7.2)

room temperature 52(20.4) 30(25.2) 9(13.4) 13(8.8)

traffic 80(31.4) 34(28.6) 20(29.9) 26(37.7)

Hygiene & 
infection　

waiting room 54(21.2) 19(16.0) 15(22.4) 20(29.0)

0.114

instrument&tool 93(36.5) 50(42.0) 25(37.3) 18(26.1)

toilet 36(14.1) 19(16.0) 6(9.0) 11(15.9)

unit chair 30(11.8) 15(12.6) 5(7.5) 10(14.5)

spittoon 42(16.5) 16(13.4) 16(23.9) 10(14.5)

Consultation 
process

overabundance of 
treatment

63(24.7) 30(25.2) 16(23.9) 17(24.6)

0.299

treatment coercion 60(23.5) 30(25.2) 16(23.9) 14(20.3)

difficult word used 43(16.9) 19(16.0) 7(10.4) 17(24.6)

unkindness of consultant 43(16.9) 20(16.8) 10(14.9) 13(18.8)

lack of explanation in 
consultation 

46(18.0) 20(16.8) 18(26.9) 8(11.6)

Human
service

dentist’s appearance 22(8.6) 14(11.8) 4(6.0) 4(5.8)

0.437

dental staff’s tone and 
attitude

126(49.4) 52(43.7) 36(53.7) 38(55.1)

dental staff’s 
appearance

4(1.6) 1(0.8) 1(1.5) 2(2.9)

dental staff’s tone and 
attitude

103(40.4) 52(43.7) 26(38.8) 25(36.2)

Medical 
Services

dentist’s unskillfulness 65(25.5) 28(23.5) 21(31.3) 16(23.2)

0.707

dental staff’s 
unskillfulness 

61(23.9) 31(26.1) 11(16.4) 19(27.5)

treatment time is long 53(20.8) 26(21.8) 12(17.9) 15(21.7)

pain 30(11.8) 12(10.1) 11(16.4) 7(10.1)

lack of explanation 46(18.0) 22(18.5) 12(17.9) 12(17.4)

Non-medical
service

expensive fee 68(26.7) 28(23.5) 20(29.9) 20(29.0)

0.125

no management after 
treatment 

38(14.9) 26(21.8) 8(11.9) 4(5.8)

waiting time 77(30.2) 34(28.6) 21(31.3) 22(31.9)

difficulty reservation 42(16.5) 15(12.6) 11(16.4) 16(23.2)

reservation error 30(11.8) 16(13.4) 7(10.4) 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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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직원에게 전달 61명(23.9%),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에 작성한다 16명(6.3%),공공기관에 신고한다가 8명(3.1%)으

로 나타났다. 불만 해결방법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의사 에게 직접 전달한다(9.3%)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그

냥 참는다(34.0%)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Table 4>. 

<Table 4> Complaints resolution method according to subjects’ 

gender

단위 : 명(%)

characteristics division total
male
(n=117)

female
(n=138)

p-value

Complaints 
resolution 
method

suppress 86(33.7) 39(33.3) 47(34.0)

0.001

delivering direct 
message to the dentist

84(32.9) 46(39.3) 38(27.5)

delivering direct 
message to the dental 

staff
61(23.9) 19(16.2) 42(30.4)

use the Internet or home 
page

16(6.3) 5(4.2) 11(8.0)

public institution 
accusation

8(3.1) 8(6.8) 0(0)

5. 연구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불만해결 방법 

불만해결 방법을 연령별에 따라 살펴보면 20~40세미만과 

60세 이상은 의사에게 직접 전달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40~60

세 미만은 그냥 참는다(40.3%)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234)<Table 5>.

<Table 5> Complaints resolution method according to the age 

groups

단위 : 명(%)

characteristics division total 
>40

(n=119)
40~60
(n=67)

60<
(n=69)

p-
value

Complaints 
resolution 
method

suppress 86(33.7) 37(31.1) 27(40.3) 22(31.9)

0.234

delivering direct 
message to the 

dentist
84(32.9) 38(31.9) 20(29.9) 26(37.7)

delivering direct 
message to the dental 

staff
61(23.9) 29(24.4) 13(19.4) 19(27.5)

use the Internet or 
home page

16(6.3) 12(10.1) 4(6.0) 0(0.0)

public institution 
accusation

8(3.1) 3(2.5) 3(4.5) 2(2.9)

Ⅳ. 고찰

최근에는 환자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확 되면서 치과계에

는 불만족요인을 단순히 임상적 상태 이외에 사회 심리적 측

면까지 요구 받고 있다. 병원의 의사, 간호사, 직원 등 인적요

인이 불만족 요인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등

[16]의 변화는 의료마케팅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함을 말

해준다. 

연구 상자의 치과내원 시 불만족요인 중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교통이 불편할 때가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테리어가 가장 낮게(9.8%)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환자

가 불만족으로 느끼는 이유가 인테리어 등의 외관보다 입지

와 근접성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 연구에

서도 치료나 간호서비스보다 절차와 편의환경서비스에서 남

녀 모두 가장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불

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 시 환자가 쉽게 병원을 

찾고 내원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이 많고 주차공간을 확보하

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7]  

연구 상자의 치과내원 시 불만족요인 중 위생 및 감염 

요인을 살펴보면 기자재 멸균상태의 불청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녀 모두 그리고 모든 연령 에서 가장 불만

족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치과에서 멸균과 소독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

다고 하겠다. 이의 연구에서도 간호활동과 처치 항목 중 신체 

청결과 개인위생 항목이 가장 불만족으로 나타나 치과나 의

원에서 모두 잘못된 감염관리가 중요한 불만족 요인이었다

[18]. 이러한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자재의 올바른 

멸균법과 진공팩 포장을 철저히 하고, 멸균할 수 있는 기자재

와 소독을 해야 하는 기자재를 분리멸균 및 소독을 해야 할 

것이며 1회용 기자재는 1번 쓰고 폐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연구 상자들의 치과내원 시 불만족요인 중 상담과정요인

을 살펴보면 과잉진료(24.7%)및 진료강요(23.5%)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여와 40세 미만에서 가장 불만족 요인으로 나타

났으나 60세 이상에서는 어려운 단어로 상담하는 경우가 과

잉진료와 같은 비율로 불만족이었다. 이러한 불만족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 개인의 구강질환에 한 적절한 진

단과 치료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환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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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 상자들의 치과내원 시 불만족요인 중 인적 서비스 

요인을 살펴보면 치과의사의 말투 및 태도(49.4%)에서 가장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치과의사의 말투 및 태도에 불만족을 느

꼈으며 의사나 직원의 외모보다는 말투와 외모가 더욱 중요

한 불만족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만족 요인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의사는 전문성을 기하면서도 예의 있는 태도로 

환자를 해야 할 것이며, 권위적인 말투는 지양해야 할 것이

다. 

연구 상자들의 치과내원 시 불만족요인 중 의료서비스요

인을 살펴보면 의사의 미숙련(35.5%)과 직원의 미숙련

(23.9%)이 불만족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40세~60세 미만

에서는 의사의 미숙련이, 여성과 40세 미만, 60세 이상에서는 

직원의 미숙련이 불만족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기술과 신뢰성이 좋아야 한다는 연구와도 일치

한 결과였다. 따라서 환자 치료 시 미숙련에 의해 불편감을 

느끼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의사와 스탭 모두 진료스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해 생각하고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

록 전문임상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연구 상자들의 치과내원 시 불만족요인 중 의료외서비스

요인을 살펴보면 남녀와 모든 연령 에서 기시간이 가장 

불만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러한 불만족 요인을 해

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환자수가 

많은 병원은 그에 따라 체어와 직원의 수를 늘려야 할 것이

다. 그리고 계속적인 예약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불만해결방법은 그냥 참는다(37.3%)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불만을 이야기 하지 않는 환자라 하더라도 

늘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불만족 요인에 

한 요구가 있었다면 그 요인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치과내원환자의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는 치과 전 직원의 전문성 확 와 기술의 증진, 인성교육, 철

저한 멸균과 소독, 환자의 상태에 맞는 진단 및 치료 등의 개

선과 함께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요소 해

결 등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상을 20-60 까지 다양한 연령

를 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다양한 연령 와 

남녀성별을 상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이였다. 향

후 치과를 내원하는 환자의 불만족요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와 더 많은 조사 상을 선정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Ⅴ. 결론

치과 병⋅의원 내원 고객의 불만족요인과 불만 응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치과내원환자 

255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 상자의 불만족 요인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남성의 경우 치과의사의 말투 및 태도를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직원의 말투 및 태도를 

가장 불만족 하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14). 

2. 연구 상자의 불만족 요인을 연령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20~40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교통이 불편한 경우 가장 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60세 미만은 주차하기 

힘이 들 때가 가장 불만족 하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8). 

3. 연구 상자의 불만해결방법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은 의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여성는 그냥 참는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4. 연구 상자의 불만해결 방법을 연령별에 따라 살펴보면 

20~40세미만과 60세 미만은 의사에게 직접 전달한다가 가

장 많았으며, 40~60세 미만은 그냥 참는다가 가장 많았으

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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