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 문 지 >

연구주제 : 의료서비스품질, 서비스가치, 명성이 

     관계품질 및 고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의료서비스품질, 서비스가치, 명성이 관계품질 및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중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정답이 없으며 무기명으로 일괄 집계됩니

다. 경험하신 대로 솔직하고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일괄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연구자료로써 사용될 뿐, 

다른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시는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인제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박사과정 강춘한

지도교수: 인제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강한균               



 전혀           보통           매우

아니다          이다         그렇다

1 2 3 4 5 6 7

①이 병원은 병원을 방문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②이 병원은 진료, 검사를 하고자 하는  

과를 찾는 것이 쉽게 되어 있다

③전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을 수월하  

게 갈 수 있도록 병원의 서비스 시설    이 

되어 있다

④병원의 서비스 시설 및 시설물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배치되어 있다

⑤이 병원은 전반적으로 쾌적하고 청결  

하다

⑥병원의 진료실, 입원실, 화장실, 휴게   실, 

매장, 식당 등의 위생은 청결한 편   이다

⑦병원의 통로와 출구는 청결하다

⑧이 병원 종사자(의사, 간호사, 직원)의  

복장은 깔끔하고 청결하다

⑨병원의 건물, 주차장, 휴식공간 등의  

디자인은 깔끔하게 되어 있는 편이다

⑩이 병원의 건물 외관은 깔끔하고 마음  

에 든다

⑪이 병원의 편의시설(편의점, 대기실,  

은행, 식당 등)은 이용하기 편리하다

⑫이 병원의 주치시설은 이용하기에 편  

리하다

⑬이 병원의 부대시설(공중전화, 현금인  

출기 등)은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⑭이 병원의 안내 표지판은 식별하기 편  

리하다

1. 귀하께서 방문하신 병원의 형태에 대해 V  표시해 주십시오.                   

  ①의원    ②병원    ③종합병원    ④대학병원

2. 귀하에 해당하는 번호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① 외래환자   ② 입원환자

3. 귀하는 최근 무슨 과를 방문하셔서 진단 및 치료하셨거나 현재 입원하고 계십니  

   까?   (                    ) 과      (예: 소화기 내과 등) 

4. 병원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해 귀하께서 느끼시는 정도를 해당하는 칸에  (V ) 표시 해 주십시오. 



⑮이 병원은 진료예약, 진료접수 및 수납  

절차가 편리하다

⑯이 병원의 내부시설(환자전용 엘리베    이

터, 휠체어계단, 검사실, 환자 대기    실 등)

은 이용하기 편리하다

⑰이 병원의 입/퇴원 절차는 편리하다 

 전혀           보통           매우

아니다          이다         그렇다

1 2 3 4 5 6 7

①이 병원의 의사, 간호사는 친절하다

②이 병원의 의사는 진료분야에 실력이 

있어 보인다

③이 병원의 간호사는 업무에 능숙하다

④이 병원의 의사는 환자의 증상, 진단결  

  과, 치료과정에 대해 쉽게 설명해 준다

⑤이 병원 간호사는 검사 및 치료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⑥이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에게 신뢰를  

  준다

⑦이 병원의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불평  

 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해  

 준다

⑧이 병원의 담당의사는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준다

⑨이 병원의 간호사는 환자의 요구사항  

  을 잘 들어준다

5. 병원의 인적 서비스 품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해 귀하께서 느끼시는 정도를 해당하는 칸에  (V ) 표시 해 주십시오.



 전혀           보통           매우

아니다          이다         그렇다

1 2 3 4 5 6 7

①이 병원은 지불한 돈에 비해 만족할  

  만한 가치가 있다

②이 병원의 진료비는 제공받은 서비스  

  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

③이 병원의 진료비는 기꺼이 지불할 만  

  한 하다

④이 병원의 진료비는 타 병원과 비교했  

  을 때 적정하다

⑤이 병원에서 제공받은 서비스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⑥이 병원의 시설 및 환경은 편안했다

⑦이 병원의 (진단 및 치료의) 의료서비  

  스를 이용하고 기다리는 데 불편함은  

  없었다

    
 전혀           보통           매우

아니다          이다         그렇다

1 2 3 4 5 6 7

①이 병원의 평판은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다

②이 병원은 전문 인력(의사, 간호사,  

  등)과 최신 의료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

③이 병원은 치료기술과 경험이 많은 것  

  같다

④이 병원에 대해 주위 사람들은 좋게  

  이야기 하고 있다

⑤이 병원은 진료비는 합리적인 것 같다

⑥나는 이 병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병원을 찾았다

6. 병원의 명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해 귀하께서 느끼시는 정도를 해당하는 칸에  (V ) 표시 해 주십시오.  

7. 병원의 의료 서비스가치(경제적/비경제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해 귀하께서 느끼시는 정도를 해당하는 칸에  (V ) 표시 해 주십시오.



 전혀           보통           매우

아니다          이다         그렇다

1 2 3 4 5 6 7

①나는 이 병원을 이용하고자 한 결정에  

  만족한다

②나는 이 병원의 시설에 만족한다

③나는 이 병원의 의료진과 행정직원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④나는 이 병원을 선택한 것에 대해 전  

  반적으로 만족한다

 전혀           보통           매우

아니다          이다         그렇다

1 2 3 4 5 6 7

①같은 질병이나 사고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이 병원을 다시 이용할 것이다

②다른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도 이 병원  

 을 찾을 것이다

③나는 이 병원의 의료비가 다른 병원보  

  다 비싸더라도 계속 이용할 것이다

④나는 이 병원을 주위사람들에게 권하  

  고 싶다

⑤나는 이 병원을 친척, 친지등에게 권하  

  고 싶다

                   

8. 병원 이용에 대한 고객만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해 귀하께서 느끼시는 정도를 해당하는 칸에  (V ) 표시 해 주십시오.

9. 병원의 재이용의도 및 구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해 귀하께서 느끼시는 정도를 해당하는 칸에  (V ) 표시 해 주십시오.



10.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19세 이하    ② 20~29세     ③30~39세     ④ 40~49세     ⑤50~59세 

 ⑥ 60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월 평균 수입은?

① 100만원 이하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①학생  ②회사원  ③자영업자  ④전문직 ⑤종사자

⑥주부  ⑦공무원  ⑧사업가  ⑨군인  ⑩무직  ⑪기타 

6) 귀하가 이 병원에서 치료중인 질병의 기간은? 

__________년_________개월 

7) 귀하가 이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기간은?(입원환자만 기록해 주십시오)

_________년_________개월

8) 귀하께서는 어떤 질환으로 이 병원을 방문 혹은 입원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당뇨  ②천식기 및 호흡기 질환  ③위(위염, 위궤양 등), ④장 궤양(장염 등)

⑤간질환(간경화, 간염 등)  ⑥암(위암, 폐암, 대장암 등)  ⑦노인성 질환(치매) 

⑧디스크, 관절염, 골다공증  ⑨뇌졸중(뇌경색, 뇌출혈)  ⑩고혈압 

⑪심장질환(부정맥, 심근경색, 심부전 등)  ⑫치과질환,  ⑬피부질환  

* 장시간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