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經營學博士學位論文

베이지안 推論을 活用한 텍스트 

데이터 計量化 模型 設計 및 서비스 

成果 評價 適用에 關한 硏究

: 美國 醫療 서비스를 中心으로

2019年 2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經營學科 經營學專攻

姜   熙   才





- i -

초 록

Fornell(1992)에 따르면 고객 만족이 높아질수록 기존 고객

의 충성도가 향상되고 그것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이어진다고 하

였다. 높은 고객 만족도는 1) 가격민감도를 낮추고, 2)마케팅 비용

감소, 3) 경쟁자의 마케팅 비용 증가, 4)거래비용 감소, 5)고객 이

탈 방지, 6)크로스 셀링 증가, 7)피고용인 이탈 방지, 8)브랜드 평

판 강화, 9) 실패 비용 감소를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적 수익

(economic returns)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후 고객 만족이 재무

적 성과나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또는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어졌고 현대 경영학에서

는 더 이상 고객 만족이 경영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중요한 요

인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고객 만족을 계량화 하기 위한 모형에는 대표적으로

Oliver(1977, 1980)의 ‘기대 불일치 이론(expectation

disconfirmation theory)’이 있다. 고객의 만족은 구매 행위 이전

에 갖고 있던 기대와 구매 경험 이후에 지각된 성과의 일치/불일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조사하

여 발표하고 있는 고객 만족도 지수는 대부분 이 모델을 토대로 하

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 고객의 정성적 요인(기대, 반응, 인

지 상태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각종 다양한 설문조사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지표에 따라 조사 대상 표본을 설정한 뒤, ‘기대

하는 바는 얼마인가?’, ‘얼마나 만족하였는가?’와 같은 질문을 5점,

7점 또는 10점 척도로 설문하고 이에 응답한 고객의 점수를 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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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또는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수치화

된 세부 요인별 고객의 ‘기대’와 ‘반응’을 기대 불일치 모형에 기초한

자체 모형에 적용하여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

조사를 위해 각 기관에서는 매년 큰 규모의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인

력을 투입하고 있다. 문항 숫자, 표본의 숫자, 표본 특성, 조사 대

상 산업 분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설문조사를 위한 비용이 소요된다. 더욱이 이러한 비용

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설문 조사는 1000개 단위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근원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과도한 resource의 투입을 요한다는 단점 이

외에도 설문 조사는 낮은 응답률과 정형화 된 데이터로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주관식 또는 서술형 문항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특히 문항의 배치, 문항 숫자, 질문 뉘앙스의 차이,

객관식 문항 보기 배치 순서 등에도 설문 조사의 결과에 차이가 나

게 되며 따라서 학술적 연구를 위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고객 만족의 중요성 대두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 이를 측정하는 실무적인 방법은 오

랜 기간 발전이나 변화 없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 10여년간에 걸쳐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고객들의

구매 행동 패턴이 변화하는 것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IT,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다양한 서비스 산

업에 대한 온라인 리뷰 플랫폼이 생겨났다. 미국과 같은 경우 대표

적으로 Rotten Tomatoes의 영화 리뷰, Amazon 상품 리뷰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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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해 일자리(Glassdoor), 호텔(TripAdvisor), 기술(CNET

Radio), 레스토랑/병원/미용(Yelp) 등이 있으며 국내에도

POING, 모두닥, 배달의 민족 등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 고객들의

온라인 리뷰를 만들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소비자 리뷰는 구전효과(WOM)의 주요 형태로서 구

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크기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Zhu and Zhang 2010). 이에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확장되어 왔다. 더불어 다양한 서비

스 분야에서 온라인 리뷰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 Howden and Pressy(2008)에서는 여러 서비스 중

에서 특히 의료 서비스나 법를 서비스와 같이 공급자(seller)와 구

매자(buyer)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실패에 따른 위험이나 비

용이 과도한 신뢰재(credence goods)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느끼는

가치, 즉 만족도가 서비스의 성과에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Ranard et al.(2016)의 연구에서 Yelp의 병원 리뷰 평점이

기존의 설문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방법으로 Bayesian inference 방법 중

에 하나인 칼만 필터(Kalman filter)와 파티클 필터(Particl

filter)를 이용하였다. 파티클 필터(Particle Filter)는 시뮬레이션

에 기반을 둔 상태 예측 기술의 하나로 ‘계속적인 몬테카를로 방법

(Sequential Monte Carlo Method)’ 또는 ‘계속적인 중요도표집

과 재표집(Sequential Importance Sampling and

Resampling)’이라고도 한다. 파티클 필터는 측정값을 토대로 확률

밀도 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추정하는 베이지안

필터 알고리즘에 샘플링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시스템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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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선형/비선형 동적 변수일 때, 오차가 포함된 부정확한 측정

값을 토대로 시스템의 상태를 시간 진행에 따라 확률적으로 예측한

다.

온라인 리뷰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고객이 서비스

의 구매 이전에 리뷰를 ‘탐색’하고 이 리뷰에 영향을 받아 구매를 결

정한 고객이 ‘경험’한 이후에 다시 리뷰를 남기며, 그 리뷰가 다시

다른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Ackerberg

2003). 온라인 리뷰 데이터에 들어있는 ‘정보’는 이렇게 재귀적으로

순환하면서 업데이트 되어 가는데, 그 정보는 곧 ‘경험’한 고객들이

‘탐색’ 과정에서 형성한 기대 품질과 경험 이후 형성된 인지 품질간

의 격차, 즉 고객 만족도를 나타낸다.(Zeithaml, Parasurman

and Berry 1985) 이러한 고객 만족도의 잠재적(latent) 특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dynamic) 특성에 기반하여 베이지안

추론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Feldman et al(2018)에서도 온

라인 리뷰 탐색을 통해 사전에 서비스에 대해 기대치를 형성하고

경험을 통해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매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고 하였으며, 사회 심리학에 따르면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며 자신의 판단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Festinger 1954)

이에 따라 품질에 확신을 갖지 못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는 다른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본다고 하였다. (Feldman et al

2018, Pekgun et al.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뷰 텍스트 기반의 고객 서비스

만족도 점수를 측정하는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검증하는 과정

에서 다른 측정 방법과의 정확성을 비교하고 또한 나아가 기존의

설문조사에 기반한 만족도 점수에 대한 대체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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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만족도 점수

추정 방법에는 베이지안 추론법에 기반한 칼만 필터(Kalman

filter)와 파티클 필터(Particle filter)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측정한 만족도 점수를 다중 회귀분석(regression) 모형을 이용해

서비스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온라인 리뷰 텍스트 기반의 고객 만족도 점수의 활용

도를 확장하기 위해 topic modeling을 이용해 리뷰를 분류하여 서

비스의 만족도와 관련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세분화된 만족도 점수를

다시 회귀 모델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리하여 서비스의 각 요인 중

어떤 부분이 서비스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리뷰를 기반으로 한 고객 만족도 점수

의 정확성과 효과성 그리고 활용성이 검증되었고 이는 기존에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한 고객 만족도 조사 방식의 근원적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과도한 시간과 인력 그리고 비용의 투입을

요구하는 설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된 시장 환경과 소비자 구

매 행동 패턴을 반영하여 온라인 리뷰 데이터 기반의 고객 만족도

점수를 실무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텍스트 마이닝, 칼만 필터(Kalman filter), 파티클 필터

(Patricle filter), 베이지안 추론법, 온라인 리뷰, 의료 서비스

학 번: 2014-3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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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고객 만족(customer satisfaction)‘은 1972년 미국 농산부에

서 농산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지수(Index of consumer

satisfaction; CSI)를 발표한 이래 마케팅을 비롯한 경영학 전반에

서 주목을 받으며 핵심적인 연구 주제로 발전해 왔다. Howard

and Sheth(1969)에서는 “구매 행위에 대해 보상되었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인지 상태”라고 고객 만족을 정의 하였으며 <표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그 외에 많은 연구에서 고객 만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 하였다.

이처럼 80년대까지는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단계였

다면 이후 90년대부터는 이를 측정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

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고객 만족을 계량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모델은 Oliver(1977, 1980)의 ‘기대 불일치 이론(expectation

disconfirmation theory)’이다. 고객의 만족은 구매 행위 이전에

갖고 있던 기대와 구매 경험 이후에 지각된 성과의 일치/불일치 정

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기대 불일치 이론을 토대로 이후 많

은 연구들에서 고객 만족을 계량화 하기 위한 연구가 이어졌다.

(Churchill and Surprenant 1982, Bolton and Drew 1991,

Bhattacherje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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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정의

Howard and

Sheth (1969)

구매자가 치른 댓가에 대해 보상되었다고 느끼는

인지적 상태

Czepiel and

Rosenberg

(1976)

고객의 욕구 및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대한 소

비자의 주관적 평가

Hunt (1977) 사전기대와 실제 소비경험의 일치여부에 대한 평가

Engel and

Blackwell

(1982)

사전신념과 선택대안의 일치여부에 대한 평가

Westbrook

(1981)
구매후 유발되는 정서적 반응

Westbrook and

Reilly (1983)
구매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

Tse and Wilton

(1988)

사전 기대와 제품의 실제 성과간의 차이에 대한 반

응

Babin and

Griffin (1998)

일련의 경험에 대한 평가 결과 유발되는 정서적 반

응

Oliver (1997)

충족상태에 대한 반응: 제품/서비스의 특성 또는

제품/서비스 자체가 소비에 대한 충족상태를, 미충

족 또는 과충족 수준을 포함하여, 유쾌한 수준에서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는가에 대한 판단.

<표 1-1> 고객 만족의 정의(박명호, 조형지 1999)

고객 만족을 계량화 하기 위한 연구와 더불어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Cronin et al 2000,

Garbarino and Johnson 1999, Griffin and Hauser 1993,

Tax et al 1998, Hennig-Thurau et al 2002, Luo and

Bhattacharya 2006, Rust et al 1995). 이론적 모델의 개발과

함꼐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고객 만족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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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Fornell(1992)가 있다. Fornell(1992)는 고객 만족이 높아질수

록 기존 고객의 충성도가 향상되고 그것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즉, 높은 고객 만족도는 1) 가격민감도를 낮추

고, 2)마케팅 비용 감소, 3) 경쟁자의 마케팅 비용 증가, 4)거래비

용 감소, 5)고객 이탈 방지, 6)크로스 셀링 증가, 7)피고용인 이탈

방지, 8)브랜드 평판 강화, 9) 실패 비용 감소를 야기하여 궁극적

으로 경제적 수익(economic returns)을 창출한다고 하였다. 또한

Fornell(1994)는 스웨덴의 7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하

였으며, 기업의 고객만족 1단위 증가에 따라 평균적으로 9,400 만

달러의 수익과 11.4%의 ROI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이후 수많은 연구에서 고객 만족이 기업의 재

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고객 만족과 재무적 성과의 관계를 자명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Fornell 2005, Luo and

Bhattacharya 2006, Liu and Jang 2009, Hess et al 2003,

Kandampully and Suhartanto 2000) 즉, 고객 만족을 독립변

수로 설정하여 그 의미와 영향력을 찾고자 하기보다 종속 변수로

상정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수많은 기업에서도 ‘고객 만족’, ‘소비자 만족’을 주된 경영 가치

와 이념으로 내걸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과거

공급 부족의 시장에서 공급 과잉 시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고객주도적 상황하에서 기업은 단순히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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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고객의 고급화, 다양화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 것이다.(이유재 2000)

이러한 학문적 흐름과 함께 산업에서도 고객 만족이 중요하다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기업과 각종 기관에서는 고객 만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뒤를 이었다. 현재에 이르러 대표적으로 공

신력을 갖는 만족도 지수에는 ACSI(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ASQ(American Society for Quality)),

KCSI(Korea Customer Satisfaction Index, 한국능률협회),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한국생산성본

부), PCSI(Public Customer Satisfaction Index, 기획재정부))

가 있으면 이들 지수는 Oliver(1980)의 기대 불일치 모델을 토대

로 하고 있다. 이 만족도 지수는 기업의 실무 경영뿐 아니라 학문적

실증 연구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2.1 설문조사 측정 방법의 한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객 만족’ 개념이 실무적으로나 학문적

으로나 현대의 경영에서 중요한 개념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기업과 기관에서는 고객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객 만족 지표는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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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획재정부 PCSI 산출 모형

<그림 1-2> 한국능률협회 KCSI 산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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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한국생산성본부 NCSI 산출 모형

<그림 1-4> American Society for Quality ACSI 산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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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표들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과 그 관계에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Oliver(1980)의 기대 불일치 모

델을 따르고 있다. 모델을 적용하여 ‘만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소

비자의 ‘기대’와 ‘반응’을 측정해야 하는데 지표를 조사하는 모든 기

관에서는 이를 위해 설문조사(survey)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

림 1-5>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NCSI를 측정할 때 활용하는 설문

지의 일부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러한 고객 만족도 지수를 측정하

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서비스의 특정 속성에 대해 ‘기대하는 바

는 얼마인가?’, ‘얼마나 만족하였는가?’와 같은 질문을 5점, 7점 또

는 10점 척도로 설문하고 이에 응답한 고객의 점수를 산술 평균 또

는 가중 평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수치화된 세부 요인

별 고객의 ‘기대’와 ‘반응’을 기대 불일치 모형에 기초한 자체 모형에

적용하여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 조사를 위해 각 기관에서는 매년 큰 규모의 비용

과 시간,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문항 숫자, 표본의 숫자,

표본 특성, 조사 대상 산업 분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설문조사를 위한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리서치 www.hrc.co.kr). 더욱이 이러한 비용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설문 조사는 일정 수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근원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과도한 resource의 투입을 요한다는 단점 이

외에 설문 조사는 낮은 응답률과 정형화 된 데이터로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주관식 또는 서술형 문항을 사용하는 것을

http://www.hr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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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양하고 있다. 특히 문항의 배치, 문항 숫자, 질문 뉘앙스의 차이,

객관식 문항 보기 배치 순서 등에도 설문 조사의 결과에 차이가 나

게 되며 따라서 학술적 연구를 위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림 1-5> NCSI 조사 설문지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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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고객만족도

측정방법
기업성과 변수 관계 연구방법

Tornow and

Wiley(1991)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총이익

(Gross Profit)
- 상관분석

Anderson et al.(1994) SCSB
ROI +

연립방정식모형

(3SLS)

시장점유율 - 상관분석

Anderson et al.(1997) SCSB

생산성

(종업원 1인당 매출)
+ 패널데이타분석

수익성(ROI) +

Ittner and

Larcker(1998)
ACSI

MVE(market value of equity) + 회귀분석

CAR(cumulative abnormal

returns)
+/- 사건연구

Bernhardt et

al.(2000)

고객만족과

종업원 만족을

설문조사

매출, 고객수, 수익 +/-
Cross-sectional/

Time Series

Edvardsson et

al.(2000)
SCSI

고객충성도 +

PLS이윤(profit) +

Growth(total financial +



- 10 -

turnover)
Yeung and

Ennew(2000)
ACSI 매출/영업이익/순이익/유보이익 + 단순회귀

Yeung et al.(2002) ACSI
영업이익 + 단순회귀/Log-lin

ear/Square-root

순이익 +

박상준과 김현철(2003) NCSI 시장점유율 +/- 시계열분석

Anderson et al.(2004) ACSI Tobin의 q + 패널데이타 모형

Gruca and

Rego(2005)
ACSI

미래의 현금흐름 + HLM(Hierarchic

al Linear

Model)현금흐름 변화량 -

전인수와 김현정(2005) KCSI

매출액성장률 +

단순회귀분석매출액이익률 +

자산이익율 +

이유재와 이청림(2006) KCSI
ROA +

패널데이타 모형
EVA +

이유재, 차경천,

이청림(2008)
KCSI

ROA + Distributed Lag

모형Eva +

<표 1-2> 고객 만족과 기업의 수익성이 관한 실증연구(이유재, 이청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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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비 구매 행동 패턴의 변화

최근 IT,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다양한 서비스 산

업에 대한 온라인 리뷰 플랫폼이 생겨났다. 미국과 같은 경우 대표

적으로 Rotten Tomatoes의 영화 리뷰, Amazon 상품 리뷰를 비

롯해 일자리(Glassdoor), 호텔(TripAdvisor), 기술(CNET

Radio), 레스토랑/병원/미용(Yelp) 등이 있으며 국내에도

POING, 모두닥, 배달의 민족 등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 고객들의

온라인 리뷰를 만들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ripAdvisor(2015)에 따르면 83%의 고객이 호텔 예약을

하기 전에 ‘종종(usually)’ 또는 ‘항상(always)’ 온라인 리뷰를 참

고 한다고 하였으며,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트랜드모니터

(2012)에 따르면 73.8%의 응답자가 광고보다 리뷰를 더 신뢰한다

고 하였다. 더욱이 지인이 추천하더라도 구매 결정 전 상품의 리뷰

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60.5%로 조사되었다. 미국 최대 리뷰 사

이트인 Yelp에서도 평점에 따라 5%에서 최대 9%까지 수익률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특히 Piller(1999)에서는 리뷰의 수가 많을수

록,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리뷰일수록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더 향

상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결정 구조가 기존에 광고, 디자

인, 제품이나 서비스 속성에 의존하던 것에서 변화하여 온라인 리뷰

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온라인 리뷰가 기업 경

영의 성과를 좌우하게 되었다. Chen & Xie(2004)에서는 온라인

소비자 후기(Online Customer Review)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

결정에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하는 시장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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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브랜드 기업에서는 파워블로거들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공식

블로그를 만드는 등 소비자들의 리뷰를 하나의 마케팅 방법으로 사

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중 하나로

볼 수 있다(권희연 2014). 소비자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구매하는 과거의 소비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지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다

(Chevalier & Mayzlin 2006). 이에 Pehilvan et al.(2011)은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등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의견 교환

및 개진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한(empowerment)까지

높아지게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패턴이 시장 환경 변화에 따

라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에 반해 여전히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

한 방법은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설문조사를 통한 고객 만족도 측정 방법이 실제 소비자

구매 행동 패턴과 괴리가 심해지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Archak et al. 2011).

이에 최근에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의 발전과 맞물려 온라인

리뷰와 평점을 분석하여 고객의 구매 의도나 만족도를 평가, 예측하

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객들에 의해 작성된 온라인

리뷰는 설문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우

선 물리적 한계를 뛰어 넘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할

수 있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가장 큰 이점이 있다. 또한 기존

설문조사는 낮은 응답률과 계량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관식 문항

을 매우 적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온라인 리뷰는 고객이 직접 텍스트를 작성하고 이와 매우 높은 상



- 13 -

관관계를 갖는 점수, 즉 평점을 직접 입력함으로서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를 계량화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6> 온라인 리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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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체계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리뷰 텍스트를 기반으로 고객 만족

도를 추정하는데에 있다. 고객 만족도는 실무적으로 기업을 경영하

거나 경영학적으로 분석하는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서 중요

도와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오랜 기간 연구 되어왔음에도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나 설문조사를 통해 이미 계량화된 정성적 요소 –

소비자의 ‘기대, 반응, 만족, 인지’ 등 - 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를 계량화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만족도의 값을 형성하는 정성적 요인이 시장 환경 변화

즉, 온라인 리뷰가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온라인 리뷰에 기반한 구매 행동이 새로운 리뷰를 낳는 구매 행동

패턴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기존 설문조사 기법에 시간, 비용,

인력 등의 자원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새

로운 고객 만족도 측정 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추정한 고개

만족도 점수의 정확성, 효과성, 활용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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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구성체계

본 연구에서는 1. 고객의 만족도가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고, 2. 고객 만족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구

축되어 있으며, 3. 그 외에 서비스 운영 및 재무 데이터가 가용한

미국 병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본론은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온라인 리뷰를 기반으로 고객 만족도를

추정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고객 만족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는 베이지안 추론법의 하나인 칼만 필터(Kalman filter)와 파티클

필터(Particle filter)를 활용하였다. 고객 만족도를 상태 변수로

정의하고 온라인 리뷰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점수 분포를 관

측 데이터로 설정하였다. 관측 데이터는 미국 최대 리뷰 사이트인

Yelp.com를 통해 미국 병원에 대한 리뷰를 추출하였으며, 리뷰 단

어의 분포 도출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에 하나인 오피니언

마이닝을 적용하였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앞서 칼만 필터와 파티클 필터를 이용해

추정한 고객 만족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고

객 만족도가 과거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고객 만족도 점수보다

효과적임을 검증하기 위해 병원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

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추정된 고객 만족도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기법을 이용해 만족도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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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 하였다. 이 과정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대표적 모형인

SERVQUAL 모형의 5가지 요인(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공감성,

확신성)을 적용하였다. 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고객 만족도와 함께

세부 요인 중 어떤 요인의 만족도가 성과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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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연구 구성 체계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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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모형 Part 1 : 고객 만족도

추정 및 정확성 검증

제 1 절 연구 방법론

1. 오피니언 마이닝

과거 기업에서는 고객의 소리(VOC : voice of customer)를

듣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최근

들어 SNS를 비롯한 IT 기술의 발전으로 고객은 스스로 자신의 의

견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었다(Chevalier & Mayzlin 2006).

영세 자영업자들부터 대기업까지 지금도 고객의 의견을 얻기 위해

유무선 혹은 지면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나 이는 낮은 응

답률로 인해 많은 인력과 비용을 야기한다. 하지만 최근 SNS와 블

로그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설문조사에서 얘기하지

않은 많은 의견을 쏟아내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이 의견들을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는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

한 ‘대규모’, ‘텍스트’형태의 고객의 소리는 기존에 없던, 혹은 기업

에서 구하고자 하였으나 비용과 노력이 과하게 요구되었던 데이터

형태이다.

정보는 크게 정형화된 데이터(Structured data)와 비정형화

된 데이터(Unstructured data)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보

들은 Word, PPT, PDF와 같은 복합문서와 인터넷 페이지, 기사,

SNS 등 비정형 텍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정형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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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IDC Korea 2018) 텍스트 마이닝

은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으

로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정보를 키워드 수

준 뿐만 아니라 Context 수준의 의미를 찾아내는 프로세스를 의미

한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비정형화 되어있는 데이터를 어떻

게 정형화할 것인가(data processing), 그리고 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에서 어떻게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할 것인가(data

analysis)로 나눌 수 있다. 유의미한 정보란 연관성(relavance),

참신성(novelty), 흥미성(interestingness)를 갖는 정보를 의미하

며, 기업 경영에서는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

는 정보를 얘기한다.

미국 최대 온라인 리뷰 사이트인 Yelp를 비롯해 Rotten

Tomatoes, TripAdvisor, Epinions.com, CNet.com 등이 고객

이 스스로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며,

그 의견은 기업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 데이터

가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많아졌으며 접근 또

한 용이해져 이를 이용하고자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오

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은 이러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에서 고객의 긍정 혹은 부정 의견, 만족 혹은 불만족 감성을 분석하

고자 하는 연구 분야이다.

오피니언 마이닝에서 고객의 긍부정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

로 기존에 구축된 사전 등의 리소스를 이용하거나 수작업을 통해서

해당 도메인의 고빈도 긍정/부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WordNet에 오피니언 정보를 추가로 부착한 SentiWordNet

과 WordNet Affect를 주로 활용한다. 각 부착한 레이블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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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범위는 0.0~1.0이며 synset별로 점수의 총합은 1.0 이다.

하지만 언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서의 주제와 문맥의 다양성에

따른 의미 변동, 동음이의어 사용 등의 이유로 인해 범용감성사전을

사용할 경우 감성분석의 정확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

서 최근에는 분석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 맞춤형 감성 사전을 독

자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감성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연구

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Hur et al(2016) 에서는 영화 리뷰에 대한 감성 사전을 구

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Independent subspace method를 적용해

평점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Hur et al(2016)에서는 단어가 포함

된 리뷰들의 평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규분포로 가정하여 긍정/

중립/부정에 대해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외에 출현 빈도

(Yu et al., 2013), 집단 지성(An et al., 2015),

OAR(Opinion Antonym Rule) 알고리즘(Jo et al., 2015),

LP(Label Propagation) 방법(Kim et al., 2015) 등을 이용해

단어의 극성 판별 및 감성 사전을 구축한 연구가 있다. 또한 이밖에

TF-IDF (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등의 수치에 기반 하거나 PMI 등의 통계적 수치를 활용하여 단어

간의 극성을 정의하는 방법도 있다(Lee et al 2016, Turney and

Littman, 2002; Wei Jin et al., 2009; Christopher Scaffidi

et al, 2007).

이처럼 감성 사전을 구축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으며 Song and Lee 연구 (2013)는 범용감성사전을 활용하는

것보다 주제에 특화된 감성사전 사용할 경우 그 정확성이 향상됨을

보였다. 그러나 완연한 긍정/부정의 극성을 갖는 단어로만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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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중립에 가까운 극성을 갖는, 즉 미묘한 감성의 차이를 갖는

단어들의 감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궁극적으로 추정 또는 예측하고

자 하는 텍스트 작성자의 감성을 정확하게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뷰 텍스트에 일정 빈도 이상 등장하는 단어들에

대해 확률 분포를 가정함으로써 텍스트의 전반적인 감성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단어의 극성을 판별하거나 감성 사전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주된 목적이 아니다. 텍스트에 기반하여 구축된 단어의

감성 점수 분포를 이용해 해당 텍스트, 즉 온라인 리뷰가 명시하고

있는 대상인 서비스 단위(병원)의 고객 만족도(잠재 변수, latent

variable)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어의 감성 점수 분포를

추정하기 위한 training set과 고객 만족도 추정에 활용하기 위한

test set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1> 텍스트 마이닝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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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이지안 추론

제품이나 서비스는 구매 이전에 정보를 알 수 있는 탐색재

(search good)과 경험 후에 평가가 가능한 경험재(experience

good)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품질의 편차가 크지 않을 경

우 탐색재로, 편차가 클 경우 경험재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Nelson

(1974)에서 처음 나온 개념으로 서비스는 대부분 경험재로 분류되

어 왔다. 이후 기술이 발전하고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화 되면서 제

품과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탐색’과 ‘경험’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Feldman et al., 2018) 온라인 리뷰 탐

색을 통해 사전에 서비스에 대해 기대치를 형성하고 경험을 통해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사회 심리학에 따르면 개인이 다른 사람들

의 행동을 보며 자신의 판단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Festinger

1954) 이에 따라 품질에 확신을 갖지 못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

용할 때는 다른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본다고 하였다. (Feldman

et al 2018, Pekgun et al. 2018)

온라인 리뷰 플랫폼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온라인

리뷰가 고객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다

양한 연구들을 통해 여러 서비스 분야에서 검증되었

다.(BrightLocal 2017) 이는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고객이 서비스의 구매 이전에

리뷰를 ‘탐색’하고 이 리뷰에 영향을 받아 구매를 결정한 고객이 ‘경

험’한 이후에 다시 리뷰를 남기며, 그 리뷰가 다시 다른 고객의 구

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Ackerberg 2003)

온라인 리뷰 데이터에 들어있는 ‘정보’는 이렇게 재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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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하면서 업데이트 되어 가는데, 그 정보는 곧 ‘경험’한 고객들이

‘탐색’ 과정에서 형성한 기대 품질과 경험 이후 형성된 인지 품질간

의 격차, 즉 고객 만족도를 나타낸다.(Zeithaml, Parasurman

and Berry 1985) 이러한 고객 만족도의 잠재적(latent) 특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dynamic) 특성에 기반하여 베이지안

추론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는 Bayesian inference 방법 중에

하나인 파티클 필터(Particl filter)를 이용해 분석하여 서비스 만

족도 score를 도출하였다. 파티클 필터(Particle Filter)는 시뮬레

이션에 기반을 둔 상태 예측 기술의 하나로 ‘계속적인 몬테카를로

방법(Sequential Monte Carlo Method)’ 또는 ‘계속적인 중요도

표집과 재표집(Sequential Importance Sampling and

Resampling)’이라고도 한다. 파티클 필터는 측정값을 토대로 확률

밀도 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추정하는 베이지안

필터 알고리즘에 샘플링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시스템의 상태

변수가 선형/비선형 동적 변수일 때, 오차가 포함된 부정확한 측정

값을 토대로 시스템의 상태를 시간 진행에 따라 확률적으로 예측한

다.

예를 들어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동하는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

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차량의 위치는 GPS를 이용해 1분간격으로

관측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 때에, 차량이 정확한 가속 또는 감

속 만을 하면서 이동할 경우 물리 공식에 따라 t시점의 위치를 계산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로 상황, 날씨,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차량의 이동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관찰자는 차량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t시점의 위치를 예측한다. 그 다음 t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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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GPS를 이용해 얻은 관측값으로 예측값을 보정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각 시점마다 차량의 위치를 확률적으로 예측하

는 알고리즘으로 파티클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 만일 GPS가 t시

점의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을 경우나 차량이 시간

과 가속도에 대한 물리 공식에 따라 정확하게 이동할 경우 파티클

필터의 적용이 무의미하다. 파티클 필터는 시스템의 상태 변화와 상

태 관측 시에 오차가 포함되는 것을 가정하며 이를 필터링하여 현

시점의 상태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티클 필터는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시스템과 그 시

스템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수 요소로 한다. 본 연구

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각 병원의 서비스 만족도 점수이며,

이를 위한 측정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가 된다. 병원 리뷰 데이터

에 기반하여 감성 사전(단어 리스트)과 단어별 score의 분포를 도

출하였으며, 해당 분포를 관측 데이터로 설정하여 잠재 변수

(latent variable)인 병원의 score, 즉 병원별 서비스 만족도 점수

를 추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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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문헌 연구

온라인 소비자 리뷰는 구전효과(WOM)의 주요 형태로서 구

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크기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Zhu and Zhang 2010). 이에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확장되어 왔다(e.g., Chen & Xie

2004; Gu et al. 2012; Duan et al. 2008; Park & Lee

2009).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온라인 리뷰의 영향을 검증하

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Archak et al.(2011)은

책, CD, 전자제품 등과 같은 경험재(experience goods)에 온라인

리뷰가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Pan et al(2007)에

서는 여행이나 숙박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리뷰는 구매 결정에 매

우 결정적이라고 분석하였다. 그 외에 영화(Chintagunta et al

2010), 도서(Chevalier and Mayzlin 2006), 음반(Dhar and

Chang 2009) 등에 대해 온라인 리뷰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

다.

Howden and Pressy(2008)에서는 여러 서비스 중에서 특

히 의료 서비스나 법를 서비스와 같이 공급자(seller)와 구매자

(buyer)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실패에 따른 위험이나 비용이

과도한 신뢰재(credence goods)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느끼는 가

치, 즉 만족도가 서비스의 성과에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

에 미국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에서는 2006년부터 “the Hospital Consumer Assessment of

Healthcare Providers and Systems(HCAHPS)”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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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는 5점 척도이며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Ranard et al.(2016)의 연구에서 Yelp의 병원 리뷰 분석이

기존의 설문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HCAHPS 설문조사

문항과 Yelp에 게시된 미국 병원에 대한 온라인 평점이 매우 상관

관계가 높다고 하였다. 특히 Yelp에 올라온 온라인 리뷰에 대해 토

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각각의 토픽이 HCSHPS 설문 문항에 대응

됨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2-2> HCAHPS 설문조사 만족도 점수와 Yelp 평점 
상관관계(Ranar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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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AHPS domain (HCAHPS
questions)

Yelp topic (topic
terms)

Communication with nurses
  How often did nurses treat you
with courtesy and respect?

  How often did nurses listen
carefully to you?

  How often did nurses explain
things in a way you could
understand?

Rude doctor/nurse
communicationa (nurse,
asked, told, didn’t,
doctor, questions, rude)

Communication with doctors
  How often did doctors treat you
with courtesy and respect?

  How often did doctors listen
carefully to you?

  How often did doctors explain
things in a way you could
understand?

Patient treatment by
physician and
information provided
(patient, medical,
hospital, information,
treatment, physician,
case)

Responsiveness of hospital staff
  How often did you get help as
soon

as you wanted after you pressed
the call button?

  How often did you get help in
getting to the bathroom or in
using a bedpan as soon as you
wanted?

Nursing responsiveness
(nurse, room, bed,
hours, minutes, nurses,
hour)

Waiting for doctors and
nurses (minutes, room,
waiting, doctor, wait,
hours, nurse)

Pain control
  How often was your pain well
controlled?

  How often did the hospital staff
do everything they could to
help you with your pain?

Pain medications (pain,
doctor, nurse, told,
medication, meds, g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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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liness of hospital
environment
  How often were your room and
bathroom kept clean?

Clean, private, nice
hospital rooms (room,
hospital, rooms, nice,
staff, private, clean)

Overall hospital rating
  What number would you use to

rate this hospital during your

stay?

Horrible hospital
(hospital, place,
people, don’t, worst,
treated, horrible)
Great care (wife,
hospital, staff, care,
good,
great, time)

Likelihood to recommend
  Would you recommend this

hospital

to your friends and family?

Reviewing hospital
experience (hospital,
review, experience, ive,
im, years, time)

<표 2-1> HCAHPS 설문조사 문항과 Yelp 리뷰 토픽(Ranard 2016)

기존의 리뷰 텍스트 기반의 평점 예측 관련 연구는 대부분 리

뷰 텍스트에 대응하는 평점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가에 초점

이 맞춰져 있고 궁극적으로 텍스트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단위의

평점, 즉 서비스 만족도 점수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연구는 이

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하나의 서비스 단위에 대해 작성된

리뷰 텍스트의 평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데에 그칠 뿐, 나아가 서비

스 단위에 대한 전체적인 평점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까지는 이뤄지

지 않고 있다.

구매를 결정하고자 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개별 리뷰 평점의

평균값을 이용하거나, 혹은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을 구축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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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 관점에서는 개별 리뷰의 평점 예측이 중요할 수 있다. 하지

만 서비스 단위를 운영하는 경영자의 관점에서는 수많은 소비자가

작성한 텍스트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해당 서비스 주체가 어느 정도

의 고객 만족도 점수를 갖는가에 더욱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 리뷰 텍스트의 평점을 단순 평균하여 측정한 값이

아닌 베이지안 추론 모델에 따라 분석하여 추정한 서비스 만족도

점수를 도출함으로써 경영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 만족도 점

수를 계량화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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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모형

1. 칼만 필터(Kalman filter)

칼만 필터(Kalman filter)는 이산 시간 선형 동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동작하며, 각 시간에서의 상태 변수는 마르코프 성질

(Markov property)를 가정하고 있다. 특정 시간 k에서의 상태 변

수를 , 사용자 입력을 라고 정의할 때, 칼만 필터에서는 다음

과 같은 관계식을 가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는 해당 시간에서 이전 상태에 기반한 상태 전이

행렬, 는 사용자 입력에 의한 상태 전이 행렬, 그리고 는 공

분산 행렬 를 가지는 다변수 정규분포 ∼  잡음 변

수이다. 또한 상태 변수 와 그 변수를 측정했을 때 얻어진 관측

변수 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는 해당 시간에서 측정에 관계되는 행렬이고, 

는 공분산행렬 를 가지는 다변수 정규 분포 ∼  잡

음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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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상태 변수의 변화에 대한 관계식과 측정 데이터

와 상태 변수 값 사이의 관계식이 선형이 아니거나, 잡음이 정규분

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위배될 경우 칼만 필터의 성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

칼만 필터의 추정 알고리즘은 예측(prediction)과 보정

(update)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예측은 위에서 정의된 시간에

따른 상태 변수 함수에 따라 이루어진다. 은 m시점의 측정값

을 토대로 한 n 시점의 상태 추정값을 의미하며, 은 m시점의

측정값을 토대로 한 n시점의 공분산 행렬을 말한다.

 
 



보정 단계에서는 앞단계의 예측값과 실제 측정값 간의 오차를

이용해 이전에 얻은 값을 귀납적으로 수정한다

  

 


 


 (Kalman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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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이지안 필터(Recursive Bayesian estimation,

Bayesian filter)

베이지안 접근법(Bayesian approach)은 k시점까지의 측정

값 이 주어졌을 때 상태 변수 의 확률밀도함수     를 베

이즈 룰을 이용해 추정하는 방법이다. 베이지안 필터(Bayesian

filter)는 측정값이 일괄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시간 진행에 따라 각

시점에서 새로운 측정값이 주어지는 시스템의 경우 베이지안 접근

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베이지안 필터는 예

측(predict)과 보정(update) 두 단계로 수행된다.

예측은 이전 시점에서 구한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해 다음 시점

상태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예측하는 과정이다. 보정은 현 시점

의 측정값이 주어지면, 그 값을 이용해 현 시점 시스템 상태의 확률

밀도함수를 보정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베이지안 필터 알고리즘

은 먼저 예측을 하고 그 다음 측정값이 주어지면 보정을 하는 순서

로 이루어진다. 이 때에 예측을 하고 보정하기 이전의 확률밀도함수

를 prior 확률 밀도 함수, 보정한 이후의 확률 밀도 함수를

posterior 확률밀도함수라 한다. 베이지안 필터는 실제 상태 변수

에 대한 확률 분포에 최대한 가까운 posterior 확률밀도함수를 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측 :     →    

보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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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베이지안 필터 프로세스

2.1 베이지안 필터 알고리즘

우선 초기(  ) prior 확률밀도함수를 정의해야 한다. 초기

prior 확률밀도함수는 시스템에 대해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가정

하게 된다. 초기 prior 확률밀도함수를 어떻게 가정하는지에 따라

알고리즘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잘못 가정할 경우 시스템의 상

태와 전혀 무관한 posterior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는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는 관측 값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

다.

    

그 다음 예측 과정을 수행한다. t-1 시점의 posterior 확률밀

도함수     가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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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man-Kolmogoroff equation을 이용해 다음 시점의 prior

확률밀도함수를 예측할 수 있다.

           

예측 과정을 통해 얻어진 prior 확률밀도함수에 k 시점의 측

정값 가 주어지면 베이즈룰을 이용해 보정 과정을 수행하여

posterior 확률밀도함수를 구한다. 보정 단계는 기존에 갖고 있던

확률밀도함수에 대한 믿음과 주어진 측정값을 이용해 새로운 믿음

을 세우는 과정이다.

  

⋅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가 작을 경우 확률   이 작아져

상대적으로 prior 확률     의 비중이 커진다. 반대로 측

정값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경우   의 확률이 높아지고 상

대적으로 prior 확률의 비중이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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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prior 확률 밀도 함수  가정

2. 예측 : 

           

3. 보정 :

         

      

4. 2단계부터 반복

<표 2-2> 베이지안 필터 알고리즘

2.2 중요도표집(Importance Sampling)

중요도표집은 대상 분포에서 표집(sampling)이 어려울 경우

표집이 용이한 다른 분포에서 얻은 표본에 중요도(weight)를 주어

대상 분포의 표본을 구하는 표집 방법 중에 하나이다.

우선 확률 밀도 함수 를 따르는 확률 변수 가 있고 이

에 대한 임의의 함수 의 기대값을 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문제에 대한 몬테카를로 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 는 로부터 표집한 개의 표

본이다. 하지만 확률 변수 의 분포에서 표집이 어려울 경우 표집

이 용이한(ex. 정규분포) 다른 분포로부터 표집을 하고, 그 표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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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대상 분포(target distribution)와 제안 분포(proposal

distribution)의 확률값의 비율을 각 표본의 중요도로 부여한다.

표집하고자 하는 대상 분포 와 제안 분포 를 가정해보자.

 


 

중요도표집을 이용한 몬테카를로 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이때

에 를 표본 의 중요도(weight)라고 한다.









   ∼  






2.3 파티클 필터

베이지안 필터를 적용하는 경우,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초기

prior 확률밀도함수의 형태가 해석적인 형태가 아닐 수 있다. 그리

고 해석적인 형태로 주어지더라도 반복적으로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되면 posterior 확률밀도함수의 형태가 매우 복잡해 질 수 있다.

관측값의 분포가 특정 분포로 주어졌을때, prior 확률밀도 함수와

posterior 확률밀도함수가 같은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을

conjugate model이라 한다. Conjugate 모델이 아닌 경우, 베이

지안 필터를 analytic하게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파티클 필터는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도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베이지안

필터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상태 변수에 대한 분포를 표본을 이용해

나타냄으로서 분포에 관계없이 베이지안 필터 적용이 가능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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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을 이용해 통계적 추론을 수행할 수 있다.

파티클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시스템의 상태 변수를

정의하고 상태 전이를 설명하는 상태 전이 모델(state transition

model, 시스템 모델 이라고도 한다)과 상태를 관측하는 관측 모델

(observation model)이 확률적인 형태로 수립되어야 한다.

2.3.1 상태 변수(State variable)

상태 변수는 시스템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 움직이는 물체일 경우 상태 변수는 물체의 위치, 속

도 벡터를 포함해야 하고 계량경제학 모델일 경우 통화의 흐름, 이

자율, 인플레이션 등의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차량

추적 문제의 경우 시간에 따른 차량의 위치와 속도가 상태 변수로

정의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태 변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는 불연속적인 시간을 나타내며 은 자연수의 집합을 의

미한다. 베이지안 필터와 마찬가지로 가 0인 시점은 측정값이 주

어지지 않은 상태로 주어진 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해 초기값을 가정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적용에 의한 예측값은 1시점부터 주어진다.

2.3.2 상태 전이 모델

상태 전이 모델은 시스템의 상태가 다음 시점에 어떤 상태로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시간에 따라 상태가 변화하는 동적

시스템의 전이 메커니즘을 선형 혹은 비선형 함수로 표현한다.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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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시스템의 상태는 전이 메커니즘에 따라 정확하게 상태 이동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손의 움직임 또는 주가와 같은 경우 현재와

과거의 위치 또는 가격에 따라 미래의 위치나 가격이 정확하게 결

정되지 않는다. 이때에 생기는 오차를 전이 오차라 한다. 상태 전이

모델은 이러한 오차가 포함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는 상태 변수 에 대한 선형 또는 비선형 함수이며

는 전이 오차에 대한 확률 변수이다.

2.3.3 관측 모델(observation model)

관측 모델은 시스템의 상태를 관측하여 관측 값을 구하는 모

델이다. 이동 차량 추적 문제의 경우 시점의 차량의 위치를 관측하

는 GPS가 관측 모델이 된다. 관측 모델은 상태 변수를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상태 변수는 직접적인 관

측이 어려운 잠재 변수인 경우가 많다.

상태 전이 모델과 마찬가지로 관측 모델에도 관측 오차가 발

생하게 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관측값 는 상태 변수 에 대한 선형 또는 비선형 함수 

통해 얻어지며, 는 관측 오차에 대한 확률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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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파티클 필터 알고리즘

시스템의 상태 전이 모델이 선형이고 전이 오차와 관측 오차

가 정규분포를 따를 경우 최적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이를 칼만

필터라 한다. 이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에서는 생

략한다. 위의 두 가정사항이 만족하지 않는 시스템의 경우 최적 알

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경우 파티클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

(1) 초기화(Initializing)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태 변수에 대한 분포와 중요도를

가정한다. 분포를 가정한다는 것은 시스템의 초기 상태에 대한 확률

적 표본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는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

는 사전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병원의 서비스 만족도

라는 잠재 변수에 대한 초기 분포를 가정한다고 할 경우 0점에서 5

점 사이 어딘가에 값이 위치할 것이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초기 분

포를 가정하고 이 분포에서 표집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중요도는

초기에 모두 같은 값을 갖도록 설정하며, 초기 상태는 시점이

  인 것으로 가정한다.

(2) 상태 전이(State transition)

상태 전이 모델에 의해 이전 시점의 posterior 확률밀도함수

를 전이 시켜 다음 시점에 대한 prior 확률밀도함수를 구한다. 상태

전이 모델  에 의해 이전 시점의 상태 변수 값 

은 로 이동하게 되고 이에 해당하는 중요도 값 은 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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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도 보정(Weight update)

관측 모델에 의해 관측값이 주어지면 중요도표집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요도를 보정한다. 중요도 보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의의 제안 분포 를 가정할 때 중요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우변의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 하면

인수분해한 식을 ①에 대입하면



- 41 -

보정된 중요도는 정규화 작업을 거치게 된다. 그 이유는

posterior 확률밀도함수의 합을 1로 맞춰줌과 동시에 베이즈룰에서

정규화 상수로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베이즈룰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경우 정규화 상수를 해석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파티클 필터는 중요도를 정규화 시킴으로서 그 문제

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4) 추정(Estimation)

파티클 필터에서는 posterior 확률밀도함수를 다음과 같이 중

요도를 이용해 표현한다.

만약 일 경우(Markov

property)

제안 분포를 prior 확률밀도함수로 가정할 경우

②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k시점의 중요도는 k-1 시점의 중요도에 k

시점의 관측값이 관측될 확률을 곱한 형태로 구할 수 있다

<표 2-3> 파티클 필터 중요도 보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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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는 posterior 확률밀도함수에 대한 0부

터 시점까지의 표본이며 
는 번째 표본에 대한 시점의 중요도

이다. 는 Dirac’s delta func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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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1. 리뷰 텍스트 데이터

본 연구에서 활용한 미국 병원 리뷰 데이터는 Yelp.com을

통해 수집하였다. Yelp는 2004년부터 병원, 치과, 레스토랑, 헤어

샵 등 지역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리뷰를 올리고 또 볼 수 있는 플

랫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8년 2분기까지 총 1억 6천3백만개

의 리뷰가 올라와 있으며, 본 연구에는 그 중 병원과 관련된 60만

개의 리뷰를 수집하였다.

우선 AHD(American Hospital Directory)를 통해 미국 병

원의 전체 리스트를 도출하였다. 미국 51개 지역(50개주에

Washington D.C 포함)에서 7283개 병원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Yelp에 리뷰가 등록되어 있는 병원 중 리뷰 개수가

10개 이상인 병원들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렇게 수집

된 45개주, 1534개의 병원, 597,824개의 리뷰를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4> ~ <표 2-6>은 이렇게 수집한 온라

인 리뷰 샘플이다. Alaska Native Medical Center에 대한 리뷰

이며, 각각 평점이 3점, 5점 1점이다.

Visited the Alaska Native Medical Center twice

while I was in Anchorage. Once was just for a tour

since I'm in healthcare and was curious and wanted to

see what Anchorage hospitals were like.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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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essed by what I saw. 혻The hospital caters to the

native Alaska population and offers free, or virtually

free, culturally appropriate care. Trust me when I tell

you that's no small feat when you stop to consider that

Alaska is the home to 13 native ethnic groups with a

host of languages and cultural differences to consider.

And what's so cool is that the care is

COMPREHENSIVE. Everything that one needs is right

on site. There's on site primary care physician offices,

pharmacies, a dental clinic, Emergency room, and

inpatient care. They even provide transportation for

people who need it. AND because so many natives have

to travel great distances from their villages to get

there, they even have on-site accomodations. They

didn't miss a trick with this place. Other things I loved

about ANMC? They encourage family members to get

patients off the floor and interact, unlike many other

hospitals where patients are treated like prisoners. I

saw some VERY sick patients being permitted to move

freely in the hospital with their families... I thought

that was really awesome. Also cool was the cafeteria-

the food was bangin (although the coffee was wreteched

LOL)... they even had fried bread, which is a native

Alaskan treat and deeeeeeeeelish. But the main reason

I like ANMC? At 10:30 in the morning on the day we

were supposed to leave, I realized that the love of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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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who is native Alaskan, needed to be seen by a

doctor before we left Alaska. We called, and even

though it was way late in the day, they still

accomodated him. There was no begging, pleading or

fanagling like most doctors offices... they just said okay

and he got his appointement. No bullshit. Gotta love

that.Ok, so if you're not native, you might thnk you

would have no reason to visit ANMC, but you'd be

wrong. Especially if you're a healthcare worker, this

place is just interesting. I was fascinated that their

approach to healthcare is on the whole person, and they

were actually DOING it instead of just talking about it.

But assuming you're not native, you might find ANMC

Alaska Native Heritage Collection interesting. There's

over 1,000 native Alaskan crafts on display throughouth

the hospital and they are EVERYWHERE and rival

anything you will see in a museum... in fact, the

collection is probably better. 혻There's also a native

craft gift shop that will make you drool... and besides

wouldn't you feel good knowing that the proceeds from

your purchase go to a good cause? 혻Yeah, I thought

so.

<표 2-4> 온라인 리뷰 예시1(평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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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w me immediately to do a root canal even

though I hadn't made an appointment until February.

Completely professional and really accommodating, they

were all very kind to me and never made me feel like i

was unwelcome. Quick and efficient I didn't feel pain

and I was relaxed by the time they were drilling the

tooth. I plan to go here again. (FYI if you see dr.

Jonathan, can't remember the last name, you are in

good hands!)

<표 2-5> 온라인 리뷰 예시2(평점 5점)

ZERO STARS................,,Nice people work there.

But I went in because I got a fish bone stuck in the

back of my throat. I wasn't dieing wasn't in pain. Took

the doctor 5 mins to pull it out. All he used was there

light a pair of tweezers and a tongue depressor. Was

with the doctor maybe 5 mins. I just got my bill and

was charged 1,833.47 for 5 mins worth of work......

This is so wrong I can not believe it... Can't even pay

for food for myself and they wanna do that? This has

got to change this is horrible. Will never ever go back

<표 2-6> 온라인 리뷰 예시3(평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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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전처리

리뷰 데이터를 분석을 위해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텍스트 모

델링을 위해 단어 주머니 모델(Bag of Words Model)을 활용하였

다. 이의 개념을 그림으로 보이면 <그림 2-5>와 같다. 본 연구에서

는 하나의 리뷰가 하나의 문서로 대응된다.

<그림 2-4> Bag of words model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단어 주머니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하나의 문서가 하나의 주머니에 대응한다.

• 문서가 지니고 있던 단락과 문장의 구분, 어순 등이 중화

된다.

• 문서가 지니고 있던 요소 가운데 보존되는 것은 개별 단어

이다.

• 주머니는 불투명하여 내부의 구조는 바깥에서 직접 관찰할

수 없다.

• 단어들이 들어있는 주머니로부터 문서가 생성되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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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이다.

이렇게 문서 단위의 리뷰를 개별 단어로 쪼갠 다음, 단어 중

에서 특정 품사만 추출하였다. 영어의 품사는 Python에서 다음과

같은 같은 기호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리뷰에 나타난 고객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 맞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만을

분석하였다.(NN, NNS, NNP, NNPS, VB, VBD, VBG, VBN,

VBZ, RB, RBR, RBS, JJ, JJR, JJS). 또한 'was', 'were',

'get','has','have','had','been'과 같이 빈도수가 극단적으로 높

으면서 매우 범용적으로 쓰이는 단어를 제외하였다.

Pos Tag Description Example
CC coordinating conjunction and
CD cardianl number 1, third
DT determiner the
EX existential there there si
FW foreign word d’hoevre

IN
preporsition/subordinating 

conjunction
in, of, like

JJ adjective big
JJR adjective, comparative bigger
JJS adjective, superlative biggest
LS list marker 1)
MD modal could, will
NN noun, singular or mass door

NNS noun plural doors
NNP proper noun, singular John

NNPS proper noun, plural Vikings
PDT predeterminer both the boys
POS possessive ending friend’s
PRP personal pronoun I, he, it

PRP$ possessive pronoun my, his
Pos Tag Description Example

RB adverb however, u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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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파트의 텍스트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칼

만 필터와 파티클 필터 적용을 위해 관측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하

기 위한 분석과 이를 이용해 실제 병원의 서비스 만족도를 추정하

는 분석이다.

우선 후자의 분석을 위해 리뷰 개수가 100개 이상 등록되어

있는 병원 472개를 따로 제외하였다. 그리고 남은 1065개 병원의

리뷰 전체 중에서 100회 미만, 10,000회 초과로 언급되는 단어는

제외하고 전자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1065개의 병원 리뷰 중에서

100회 이상으로 언급되는 단어만 추출한 결과 총 24065개의 단어

로 정리하였으며, 각 단어들이 속해 있는 리뷰의 rating 점수를 이

용하여 분포를 산정하였다.(5.3절 관측 모델)

naturally, here, good
RBR adverb, comparative better
RBS adverb, superlative best
RP particle give up
TO to to go, to him
UH interjection uhhuhhuhh
VB verb, base form take

VBD verb, past form took
VBG verb, gerund/present participle taking
VBN verb, past participle taken
VBP verb, sing, present, non-3d take
VBZ verb, 3rd person sing, present takes
WDT wh-determiner which
WP wh-pronoun who, what

WP$ possessive wh-pronoun whose
WRB wh-adverb where, when

<표 2-7> 파이썬 영어 품사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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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모델링

1. 초기화

칼만 필터와 파티클 필터 적용을 위해서는 초기화 단계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상태 변수는 ‘병원의 서비스 만족도’로 정의하

였다. 서비스 만족도는 0점에서 5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해당

병원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으

므로 상태변수 

는 의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하

였다. 칼만 필터 초기 추정값은 2.5로 설정하였따.

상태 변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을 가진다. 즉, 의 

는 discrete한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

는 각 병원에 대한 리뷰 텍스트 내의 단어의 흐름을 가리킨다. 따라

서 상태변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병원의 개수, 
 는 번째 병

원의 리뷰 단어 개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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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태 전이 모델

상태 전이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는 번째 단어의 점수를 반영한 시점의 상태변수 값, 

는 전이 오차를 나타낸다. 전이 오차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가정

하는데 표준편차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 표본의 분포가 실제 위

치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정확한 추정

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3. 관측 모델

본 연구에서 관측(측정) 데이터는 리뷰 텍스트 데이터이다.

초기에 병원 의 서비스 만족도 점수를 가정하고 병원이 해당 점수

일 때에 특정 단어가 나오게 될 확률을 likelihood로 계산하게 된

다. 예를 들어 어떤 병원의 서비스가 매우 좋다면 긍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반대라면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해당 병원의 초기 점수가 4.5점으로 높게 설

정 되어있었는데 만약 관측 데이터에서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게 될

경우 베이즈 정리에 의해 병원의 만족도 점수는 보정 절차를 거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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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을 위해 우선 리뷰 텍스트에 나오는 단어들의 점

수를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Likelihood distribution, 즉, 해당

점수에서 특정 단어가 나오게 될 확률을 모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4.3절에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24,065개의 단어를 추출하였으며, 이 단어가 속해 있는 리뷰의

rating점수를 이용해 분포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의 예시는 아래 그림과 같다. 긍정 단어 20개와 부정

단어 20개를 예로 들어 각각의 평균 값을 표시하였다. 긍정 단어로

는 ‘highly, recommended, grateful, happier, kindest, best,

amazing, painless, excellent, gratitude, love, incredible,

professional, welcoming, outstanding, reasonable,

fantastic, immaculate, wonderful, favorite’ 등의 단어가 4.7

점 이상의 높은 평균을 갖는 단어로 분석되었다. 부정 단어로는

‘shame, charged, waste, disrespected, humiliated,

negligence, worst, awful, beware, fraud, disgusting,

inhumane, unprofessional, unethical, disgrace,

malpractice, terrible, suing, horrible, incompetent’ 등의 단

어가 1.2점 이하의 낮은 평균을 갖는 단어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관측 데이터를 이용해 병원의 서비스 만족도 점수를

보정하기 위한 관측 모델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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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값 는 위와 같이 상태 변수 


에 관측 오차 가 포

함된 형태로 정의 된다. 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며

표준편차 
는 앞서 분석한 단어별 분포의 표준편차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칼만 필터 적용을 위해 의 분포를 정규분포

로 가정하였으며, 파티클 필터는 절단된 정규분포(truncated

normal)를 가정하였다.

<그림 2-5> 긍/부정 단어 예시(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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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환경

파티클 필터 분석 적용 대상 병원은 리뷰 개수가 100개 이상

이면서 AHD(American Hospital Directory)에 재무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병원 200개로 한정하였다. 시뮬레이션 실험은 총

1000개의 파티클을 generate하여 100회 수행하였으며, 실험 환경

은 Python 3.0, Anaconda Jupyter Notebook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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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결 과

칼만필터와 파티클 필터를 이용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

No 병원명 Kal
man

Parti
cle MLE Rate

1 abbeville general  hospital 3.88 3.56 3.61 4.34 
2 abraham lincoln memorial hospital 3.83 3.51 3.50 4.07 
3 adventist health simi valley 3.33 3.20 3.24 3.20 

4 adventist healthcare shady grove medical  
center 3.05 3.19 3.18 2.79 

5 adventist medical center 3.09 3.23 3.19 2.84 
6 advocate good samaritan hospital 3.24 3.21 3.22 3.06 
7 advocate good shepherd hospital 3.27 3.23 3.23 3.12 
8 advocate illinois masonic medical  center 3.24 3.20 3.22 3.06 
9 alameda hospital 3.67 3.32 3.36 3.81 
10 alhambra hospital medical center 3.69 3.30 3.38 3.87 
11 allegan general hospital 3.98 3.60 3.65 4.45 
12 alvarado hospital medical center 3.26 3.23 3.23 3.10 
13 anne arundel medical center 3.62 3.30 3.34 3.77 
14 antelope valley hospital 2.93 3.15 3.16 2.60 
15 arise austin medical center 3.50 3.27 3.30 3.51 
16 arizona specialty hospital 3.12 3.19 3.19 2.87 
17 arizona spine and joint hospital 3.61 3.30 3.34 3.75 
18 aventura hospital and medical center 2.89 3.13 3.15 2.50 
19 banner - university medical center  phoenix 3.25 3.21 3.22 3.08 
20 banner baywood medical center 3.14 3.18 3.20 2.88 
21 banner casa grande medical center 3.08 3.16 3.18 2.81 
22 banner desert medical center 3.16 3.17 3.20 2.92 
23 banner gateway medical center 2.91 3.15 3.15 2.58 
24 banner heart hospital 3.29 3.20 3.24 3.15 
25 banner thunderbird medical center 3.09 3.16 3.18 2.83 
26 baptist hospital 2.83 3.15 3.12 2.29 
27 baptist medical center 3.00 3.18 3.17 2.70 
28 barton memorial hospital 3.09 3.16 3.19 2.86 
29 baylor medical center at uptown 3.32 3.16 3.24 3.18 
30 beaumont hospital royal oak 3.17 3.21 3.20 2.93 
31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3.26 3.23 3.23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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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black river memorial hospital 3.89 3.59 3.61 4.38 
33 boca raton regional hospital 3.53 3.26 3.32 3.59 
34 brandon regional hospital 3.17 3.21 3.20 2.92 
35 broward health imperial point 2.97 3.17 3.17 2.69 
36 broward health medical center 3.40 3.23 3.26 3.37 
37 buffalo hospital 3.79 3.35 3.43 3.98 
38 cedar park regional medical center 3.34 3.19 3.24 3.21 
39 cedars-sinai medical center 3.69 3.31 3.38 3.87 
40 centinela hospital medical center 3.22 3.21 3.21 2.99 
41 central texas  medical center 3.23 3.20 3.22 3.03 
42 chandler regional medical center 3.21 3.18 3.21 2.99 
43 chapman global medical center 2.89 3.11 3.15 2.55 
44 chilton medical center 3.24 3.31 3.22 3.06 
45 chinese hospital 3.86 3.38 3.59 4.18 
46 christ hospital 3.10 3.24 3.19 2.86 
47 cobleskill regional hospital 3.65 3.54 3.35 3.80 
48 college medical center 3.62 3.30 3.34 3.77 
49 community first medical center 3.30 3.20 3.24 3.16 
50 community hospital north 3.41 3.23 3.26 3.38 
51 community hospital of huntington  park 3.04 3.18 3.18 2.78 
52 community hospital of san bernardino 2.96 3.18 3.17 2.68 

53 community hospital of the monterey  
peninsula 3.49 3.24 3.29 3.50 

54 contra costa regional medical center 3.20 3.20 3.21 2.99 
55 coral gables hospital 3.22 3.20 3.21 3.00 
56 dallas medical center 3.41 3.24 3.26 3.38 
57 dameron hospital 2.97 3.16 3.17 2.68 
58 delano regional medical center 3.11 3.17 3.19 2.86 
59 delray medical center 3.40 3.24 3.26 3.35 
60 desert regional medical center 2.94 3.15 3.16 2.65 
61 desert valley hospital 2.78 3.11 3.10 2.06 
62 district one hospital 3.50 3.50 3.30 3.51 
63 doctors hospital of manteca 2.87 3.15 3.13 2.42 
64 doctors hospital of sarasota 3.44 3.25 3.28 3.45 
65 dominican hospital 3.49 3.26 3.29 3.51 
66 duke university hospital 3.80 3.55 3.43 4.01 
67 east jefferson general hospital 3.93 3.36 3.64 4.42 
68 east los angeles doctors hospital 2.88 3.15 3.15 2.45 
69 east orange general hospital 3.43 3.24 3.27 3.39 
70 eden medical center 3.13 3.21 3.19 2.87 
71 edward hospital 3.23 3.24 3.22 3.02 
72 eisenhower medical center 3.48 3.27 3.29 3.48 
73 encino hospital medical center 3.94 3.41 3.64 4.43 
74 englewood hospital and medical  center 3.38 3.21 3.25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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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vanston hospital 3.60 3.31 3.33 3.65 
76 flagstaff medical center 3.13 3.19 3.19 2.87 
77 florida hospital tampa 3.48 3.26 3.29 3.47 
78 flushing hospital medical center 3.06 3.17 3.18 2.79 
79 foothill presbyterian hospital 3.23 3.20 3.22 3.03 
80 french hospital medical center 3.30 3.19 3.24 3.16 
81 fresno surgical hospital 3.21 3.24 3.21 2.99 
82 garfield medical center 3.68 3.33 3.37 3.86 
83 geneva general hospital 3.95 3.59 3.65 4.43 
84 good samaritan hospital 3.52 3.29 3.31 3.52 
85 hemet valley medical center 2.86 3.12 3.13 2.42 
86 henry ford hospital 3.19 3.20 3.21 2.96 
87 hialeah hospital 2.71 3.09 3.04 1.68 
88 hi-desert medical center 3.27 3.23 3.23 3.13 
89 highland hospital 3.39 3.21 3.26 3.31 
90 hills & dales general hospital 3.55 3.51 3.32 3.60 
91 hoag orthopedic institute 3.55 3.29 3.32 3.62 
92 holy cross germantown hospital 2.89 3.13 3.15 2.49 
93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3.76 3.37 3.40 3.95 
94 houston methodist hospital 3.43 3.23 3.28 3.43 
95 howard county general hospital 2.84 3.15 3.12 2.41 
96 huntington beach hospital 3.60 3.30 3.33 3.67 
97 inova alexandria hospital 3.19 3.20 3.21 2.97 
98 inova fair oaks hospital 3.26 3.20 3.23 3.10 
99 inova loudoun hospital 3.38 3.22 3.25 3.27 
100 jackson park hospital 2.85 3.15 3.12 2.41 
101 jamaica hospital medical center 2.75 3.09 3.09 1.99 
102 jersey city medical center 3.65 3.31 3.36 3.80 
103 jfk medical center 2.79 3.11 3.11 2.26 
104 jupiter medical center 3.37 3.25 3.25 3.25 
105 keck hospital of usc 3.73 3.36 3.39 3.90 
106 lakewood regional medical center 3.01 3.16 3.18 2.72 
107 legacy emanuel medical center 3.36 3.24 3.25 3.23 
108 lehigh valley hospital - muhlenberg 3.84 3.56 3.55 4.14 
109 lenox hill hospital 3.35 3.24 3.25 3.22 
110 little colorado medical center 3.42 3.34 3.26 3.39 
111 loma linda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2.94 3.17 3.17 2.65 
112 loma linda university medical center 3.24 3.21 3.22 3.04 
113 long beach memorial medical center 3.41 3.25 3.26 3.38 
114 long island jewish medical center 3.24 3.20 3.22 3.07 
115 los alamitos medical center 3.53 3.31 3.32 3.59 
116 los alamos medical center 3.25 3.35 3.22 3.10 
117 los angeles community hospital 3.61 3.29 3.33 3.74 
118 madera community hospital 2.95 3.16 3.17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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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maimonides medical center 2.92 3.17 3.16 2.59 
120 maricopa medical center 3.15 3.18 3.20 2.90 
121 marin general hospital 3.39 3.26 3.26 3.33 
122 marina del rey hospital 3.89 3.34 3.61 4.39 
123 mark twain medical center 2.91 3.16 3.16 2.58 
124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3.82 3.30 3.48 4.05 
125 mayo clinic hospital 3.31 3.22 3.24 3.17 
126 mease dunedin hospital 3.79 3.59 3.43 3.99 
127 medical city denton 3.13 3.15 3.19 2.87 
128 memorial hospital of gardena 3.15 3.18 3.20 2.88 
129 memorial medical center 3.85 3.33 3.55 4.14 
130 memorial regional hospital 3.15 3.19 3.20 2.90 
131 mercy general hospital 3.19 3.19 3.21 2.95 
132 mercy hospital of folsom 3.28 3.28 3.24 3.15 
133 mercy medical center 3.58 3.32 3.33 3.64 
134 mercy medical center redding 3.01 3.17 3.18 2.74 
135 methodist hospital 3.39 3.17 3.25 3.29 
136 methodist hospital for surgery 3.39 3.21 3.25 3.27 
137 methodist hospital of sacramento 3.18 3.18 3.20 2.95 
138 mills-peninsula medical center 3.84 3.40 3.54 4.14 
139 monongahela valley hospital 3.88 3.55 3.60 4.28 
140 montclair hospital medical center 3.23 3.19 3.22 3.04 
141 morristown medical center 3.02 3.17 3.18 2.76 
142 mount auburn hospital 3.30 3.22 3.24 3.16 
143 nassau university medical center 3.03 3.19 3.18 2.78 
144 newton medical center 2.88 3.15 3.13 2.45 
145 newton-wellesley hospital 3.43 3.25 3.27 3.39 
146 north shore university hospital 3.38 3.24 3.25 3.26 
147 north texas medical center 3.67 3.30 3.37 3.81 
148 northridge hospital medical center 3.43 3.22 3.27 3.39 
149 northwest medical center 3.52 3.22 3.30 3.52 
150 northwestern memorial hospital 3.59 3.29 3.33 3.65 
151 novato community hospital 3.36 3.22 3.25 3.22 
152 o'connor hospital 3.18 3.20 3.21 2.95 
153 ojai valley community hospital 3.88 3.39 3.61 4.28 
154 olympia medical center 3.73 3.35 3.39 3.91 
155 otsego memorial hospital 3.88 3.59 3.61 4.29 
156 palm beach gardens medical center 3.85 3.35 3.56 4.14 
157 palms west hospital 3.14 3.17 3.20 2.88 
158 paradise valley hospital 3.16 3.22 3.20 2.91 
159 parkview community hospital medical center 3.05 3.17 3.18 2.79 
160 pennsylvania hospital 3.19 3.23 3.21 2.97 
161 physician's care surgical hospital 3.07 3.18 3.18 2.80 
162 plainview hospital 3.43 3.25 3.27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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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pomona valley hospital medical center 3.44 3.30 3.28 3.44 
164 pontiac general hospital 3.72 3.50 3.38 3.87 
165 prattville baptist hospital 3.52 3.56 3.31 3.55 
166 presence mercy medical center 2.90 3.12 3.15 2.57 
167 providence holy cross medical center 3.57 3.24 3.33 3.62 
168 providence medical center 3.47 3.27 3.29 3.47 
169 providence portland medical center 3.45 3.24 3.29 3.46 
170 providence tarzana medical center 3.60 3.29 3.33 3.68 
171 queen of the valley medical center 3.17 3.18 3.20 2.93 
172 rappahannock general hospital 3.90 3.59 3.64 4.41 
173 regions hospital 2.74 3.04 3.09 1.79 
174 reston hospital center 3.41 3.27 3.26 3.38 
175 roper hospital 3.53 3.26 3.31 3.57 
176 rush university medical center 3.60 3.30 3.33 3.72 
177 saint joseph hospital 2.90 3.12 3.15 2.56 
178 salem hospital 3.13 3.19 3.19 2.87 
179 scott & white medical center - temple 3.55 3.45 3.32 3.62 
180 sentara northern virginia medical center 2.79 3.11 3.11 2.28 
181 seton medical center austin 3.43 3.22 3.28 3.43 
182 shands starke regional medical center 3.87 3.56 3.60 4.22 
183 south bay hospital 4.01 3.44 3.66 4.60 
184 south lake hospital 3.03 3.17 3.18 2.77 
185 southwest general hospital 3.36 3.23 3.25 3.25 
186 starke hospital 3.73 3.55 3.39 3.94 
187 swedish covenant hospital 3.63 3.36 3.34 3.80 
188 tampa community hospital 3.03 3.19 3.18 2.77 
189 tampa general hospital 3.80 3.28 3.48 4.04 

190 texas health heart & vascular hospital 
arlington 3.25 3.18 3.22 3.08 

191 the hospital at westlake medical  center 3.58 3.29 3.33 3.62 
192 the medical center at albany 3.28 3.28 3.24 3.15 
193 the medical center at franklin 3.73 3.31 3.38 3.90 
194 the university of chicago medical center 3.77 3.36 3.41 3.96 
195 tucson medical center 3.42 3.24 3.27 3.39 
196 tufts medical center 2.93 3.20 3.16 2.59 
197 virginia hospital center 3.34 3.23 3.24 3.21 
198 west boca medical center 3.23 3.19 3.21 3.02 
199 wilkes-barre general hospital 3.80 3.45 3.45 4.01 
200 wyckoff heights medical center 3.56 3.27 3.32 3.62 

<표 2-8> 온라인 리뷰 텍스트 기반 고객 만족도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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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파티클 필터 추정 과정

<그림 2-7> 칼만 필터 추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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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MLE 추정 과정

위 결과 표에서 ‘MLE’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를 이용해 구한 병원의 추정 서비스 만족도 점수이고 rating은 온

라인 데이터에 제시 되어있는 평점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

지표 Particle filter Kalman filter MLE
RMSE 0.271072 0.468984 0.44276

<표 2-9> RMSE 결과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방법에 따라 추정된 만족도 점수와 실

제 평점간의 상관 분석을 수행하였다. 피어슨(Pearson) 상관 계수

와 스피어만(Spearman) 상관 계수를 이용해 변수 값과 Rank 척

도에 대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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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Particle filter Kalman filter Avg.
Pearson 0.782 0.654 0.637

Spearman 0.801 0.678 0.660

<표 2-10> 상관분석 결과

이 결과를 통해 파티클 필터의 추정 결과가 다른 모델로 추정

한 만족도 점수보다 더 높은 정확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상관 분

석 결과 또한 파티클 필터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 가장 높은 값을

갖음과 동시에 충분히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7 절 시사점

파트1의 모델을 통해 온라인 리뷰 텍스트 데이터를 계량화한

점수를 통해 실제 작성된 평점에 가까운 고객 만족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만약 서비스 단위에 대한 평점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를

추정하는 모델이 자칫 무의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서비스업의 경우 아직 온라인 리뷰 플랫폼이 갖

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설사 평점 데이터를 제공하는 리뷰 플랫

폼이 갖춰져 있더라도 그 외에 여러 SNS나, 댓글, 블로그, 기관 문

서 등 평점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 평점이

반영하는 고객 만족도의 신뢰성을 높힐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베이지안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배경에는

리뷰의 ‘평점’이 ‘텍스트’의 정보를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잡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칼만 필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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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클 필터를 이용해 이를 보정한 고객 만족도 점수가 실제 평점

보다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더 유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정확성이

아닌 유효성 검증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 즉, 어떤 ‘만족도 점수’가

실제 서비스의 재무적 성과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로 검증

할 필요가 있다. 이어진 3장에서는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이러한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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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모형 Part 2 : 유효성 검증

제 1 절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의료 서비스는 80년대 이전 의사의 권위적 지배와 환자의 복

종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중심 모델에서 환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증상과 경험을 설명하고, 의사가 이를 경청하는 환자 중심의 서비스

로 변화하였다. 일반 서비스 산업에서의 시장 구조가 공급자 주도에

서 고객 또는 소비자 주도로 변화하면서 의료 서비스도 그 궤를 같

이 하게 된 것이다. 특히 민간 보험과 상업적 의료가 발전한 미국

의료계에서는 ‘병원 경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환자 만족’의 개

념을 도입하게 된다.

1987년 Picker Institute에 의해서 개발된 ‘환자 중심 의료

의 원칙’은 환자중심의 높은 의료의 질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사회

의 기본 틀이 되었으며, 1995년 미국의 CAHPS팀에서는 환자 경

험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설문을 개발하였다. 1998년 코먼웰

스 펀드는 국제보건정책조사(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에 환자 경험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세계 각국의 환자

경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3년 주기로 총 11개국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7년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이처럼 현대의 의료 서비스에서 고객 즉, 환자의 만족도는 필

수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 중요도가 거듭하여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타 다른 서비스의 만족/불만족에 비해 의료 서비스는 신뢰

재라는 특성상 환자의 만족/불만족은 그 효과가 더 크게 증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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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den and Pressy 2008). 이에 여러 온라인 사이트나 앱에

서는 병원과 의사에 대한 고객의 리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모두닥’이라는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제 2 절 문헌 연구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 만족도가 해당 서비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산업에 걸쳐 검증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한 이유는 서비스 만족도가 실제 재

무적 성과에 영향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닌, 본 연구에서 여

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서비스 만족도 점수 중 어떤 서비스 만족

도 점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즉, 재무적 성과를 잘 설명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의료 서비

스에 대해 만족도와 서비스 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한 모형을 이용하

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만족도와 병원의 수익간의 관계

에 대해 검증한 첫 연구는 Nelson et al.(1992)이다. Nelson et

al(1992)에서는 51개 병원, 15000명의 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가 병원 재무적 성과의 17%~27% 정도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요인으로는

admission, daily care, information, nursing, physician,

ancillary, housekeeping, living arrangement, discharge,

billing을 설정하였다.

Raju and Lonial(2002)에서는 미국의 5개 주의 병원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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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Market orientation’, ‘Quality context’,

‘Market/Product development’, ‘Quality outcomes’,

‘Financial performance’ 5가지 요인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에서 고객 만족도가 재

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후 많은 연구에서는 Nelson et al.(1992)를 기초로 하여

내부 직원 만족도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 환자 만족도가 재방문 의

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Hallowell, 1996; Kim

et al., 2009; Hui et al., 2007)

<그림 3-1> Raju and Lonial(2002) 연구 모형

<그림 3-2> Raju and Lonial(2002)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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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Nelson et al(1992)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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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내용
Nelson, E. C., Rust, R. T.,

Zahorik, A., Rose, 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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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고객 만족도가 병원의 재

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이유는 영향이 있는가를 검증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여러 방법을 통해 산출한 만족도 중에 어떤

값이 재무적 성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이용한 많은 모형을 검토하

였으며 그 중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를 설정하여 모형을 수립하

였다.

종속변수로 ‘순의료이익률과 내원 환자수’ 그리고 독립변수로

고객 만족도, 운영비지표(재료비, 관리비, staff 수), 생산성 지표

(평균재원일수, 의사 1인당 환자수), 통제변수로 ‘병원 면적, 병상

수, 위치(state)’를 사용하였다. 수리적 모형은 아래와 같다.

 

        ⋯       

 는 각각 통립변수와 통제변수를 의미한다. 도식화된 모

형은 <그림 3-4>와 같다

같은 모형에 대해 만족도지표 변수 세가지(파티클 필터, 칼만

필터, MLE)를 바꾸면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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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다중회귀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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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결과

다중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수 중 만

족도 지표인 서비스 만족도 점수에 대해 3가지 측정값을 바꿔가며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회귀 분석의 목적

은 하나의 독립변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때, 어떤 측

정 값이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가를 보기 위한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모형에 대해 만족도 점수에 대한

데이터를 3가지로 바꿔가며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결정 계수 값을 구하였다.

모형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정된 결정계수

1

순의료이익

Particle 0.612

2 Kalman 0.528

3 MLE 0.506

4

내원환자수

Particle 0.725

5 Kalman 0.633

6 MLE 0.658

<표 3-2> 다중 회귀분석 연구 결과

종속 변수 두가지(순의료이익, 내원환자수)에 대해 회귀모형

을 통해 분석한 결과 파티클 필터를 통해 도출한 만족도 값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파트2에서 분석한 정확성의 결

과와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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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모형 Part 3 : 활용성 검증

제 1 절 Topic Modeling을 활용한 만족도 세분화

Topic Modeling은 텍스트 마이닝의 클러스터링 기법 중에

하나로 하나의 문서는 하나의 주제로 작성되었다는 가정하에 특정

주제하에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에 대한 문서에서는 "개"와 "뼈다귀"라는

단어가 더 자주 등장하는 반면, 고양이에 대한 문서에서는 "고양이"

와 "야옹"이 더 자주 등장할 것임을 가정한다.

토픽 모델링은 K-means clustering 기법과 같이 토픽의 개

수를 사전에 정해 놓고 토픽에 따라 분류된 단어들에 대해 사후적

으로 주제를 부여한다.

<그림 4-1> Topic Modeling 문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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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Topic Modeling 결과 예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토픽모델링 기법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사용하였다. LDA는 기존의

pLSA(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Analysis)의 한계를 극

복하여 ‘토픽’이라는 잠재변수가 Drichlet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것으로 ‘문서 내 주제’의 분포와 ‘주제별 단어’분포 두가지를 고려하

는 분석이다

LDA분석은 여러 단어들의 집합들이 각각의 토픽들로 묶인

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단어들이 각각의 토픽에 포함될 확률을 계

산하여 그 결과 값을 토대로 토픽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

의 집합으로 추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LDA분석은 주어진 문서

내의 단어 정보를 바탕으로 문서에 잠재되어 있는 단어에 해당하는

토픽을 찾아내는 방법이다(Blei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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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문서 내의 단어 ∊ 에 대해서

(a) ∼

(b) 이 주어졌을 때, 는   로부터 선택한다

<표 4-1> Topic Modeling 알고리즘

<그림 4-3> Topic Modeling 도식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고객들의 온라인 리뷰를 기반으로 한

topic modeling 관련 연구는 Ranard(2016)과 Lee(2017)이 있

다. 각 연구에서 분석한 의료 서비스 관련 토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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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ard

(2016)

Rude doctor/nurse communication

Patient treatment by physician and information

provided

Nursing responsiveness / waiting for doctors and

nurses

Pain medications

Clean, private, nice hospital rooms

Horrible hospital

Test result

Lee

(2017)

Hospital facilities

Doctor consultation

Waiting

Hospital patient treatment

Consultation service

Patient nurse operation

Physician attitude

Registration reservation

<표 4-2> 병원 서비스 관련 Topic Modeling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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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SERVQUAL의 5가지 서비스 품질 요인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Empathy,

Tangibles)에 비춰 리뷰 텍스트의 토픽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토픽 개수 10개로 설정하여 LDA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각 토픽에 소속될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토픽 당 100개씩 추출

하였다. 이후 SERVQUAL 모형의 5가지 요인에 맞춰 토픽을 재분

류 하였다.

<그림 4-4> SERVQUAL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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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SERVQUAL 모형에 따른 고객 만족도 세분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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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SERVQUAL 모형에 따른 고객 만족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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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한 활용성 검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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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결과

Topic modeling을 통해 분석한 5가지 cluster에 할당된 단

어들(예시)과 해당 단어의 점수를 도출하였다.

분류 단어 점수

Tangibles

location 0.010614
place 0.006196

emergency 0.003399
bathroom 0.002568
parking 0.007067

convenience 0.001556
bedside 0.001183

Empathy

attentive 0.002905
friendly 0.019537
awesome 0.004532
great 0.004168
pleasant 0.00394
impressed 0.001573
excellent 0.001346

Responsiveness

waiting 0.004836
ordered 0.003077
paying 0.001895
efficient 0.001577
billing 0.001262
money 0.001303
horrible 0.001643

disappointment 0.001619

Assurance

staff 0.003407
doctors 0.003434
nurses 0.006001

service 0.0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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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modeling을 통해 5가지 cluster로 분류한 단어들을

이용해 세분화된 고객 만족도 점수를 추정하였다. 하나의 병원에 대

한 리뷰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만족도 점수를 추정했던 것을

나누어 tangibles, empathy, responsiveness, assurance,

reliability 5개의 그룹으로 단어를 나누고 각 그룹에 대해

particle filter를 적용하였다.

No 병원명 Tan Emp Res Ass Rel
1 abbeville general  hospital 3.17 3.06 3.05 4.06 3.49 
2 abraham lincoln memorial hospital 2.98 3.23 3.23 3.69 3.80 
3 adventist health simi valley 3.53 3.65 3.37 3.24 3.29 

4 adventist healthcare shady grove 
medical  center 3.21 3.79 3.95 3.22 4.01 

5 adventist medical center 3.42 3.62 3.37 3.29 3.62 
6 advocate good samaritan hospital 3.29 3.77 3.57 3.31 3.48 
7 advocate good shepherd hospital 3.45 2.96 2.95 3.11 3.64 

8 advocate illinois masonic medical  
center 3.67 3.82 3.27 3.72 3.60 

9 alameda hospital 3.10 3.27 3.57 3.58 3.43 
10 alhambra hospital medical center 3.35 2.98 3.80 3.58 3.34 
11 allegan general hospital 2.20 3.87 3.78 3.76 3.22 
12 alvarado hospital medical center 3.19 3.44 2.97 3.45 2.83 

attitude 0.001371

hostess 0.001206

treatment 0.002786

Reliability

knowledge 0.002687

recommended 0.018714
experience 0.008074
professional 0.004025
procedure 0.003158
surgery 0.007824
explained 0.001446

<표 4-3> 각 Cluster별 대표 단어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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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nne arundel medical center 3.86 3.57 4.43 3.62 3.05 
14 antelope valley hospital 3.82 3.49 3.84 2.92 4.03 
15 arise austin medical center 3.27 2.76 4.12 3.62 3.85 
16 arizona specialty hospital 3.24 3.06 4.02 3.77 3.64 
17 arizona spine and joint hospital 3.74 3.67 2.66 3.34 4.09 
18 aventura hospital and medical center 3.46 3.62 3.28 3.76 4.75 

19 banner - university medical center  
phoenix 3.44 3.32 3.49 4.02 3.46 

20 banner baywood medical center 3.14 4.60 3.41 3.88 2.82 
21 banner casa grande medical center 3.16 2.66 3.21 3.46 3.44 
22 banner desert medical center 3.85 3.82 3.70 3.62 3.28 
23 banner gateway medical center 3.24 3.64 3.14 3.86 3.43 
24 banner heart hospital 3.30 3.74 3.74 3.50 4.04 
25 banner thunderbird medical center 3.75 3.45 3.30 3.59 3.13 
26 baptist hospital 2.62 3.32 3.80 3.38 3.35 
27 baptist medical center 3.49 4.05 3.43 3.21 3.69 
28 barton memorial hospital 3.22 3.95 3.87 2.77 4.02 
29 baylor medical center at uptown 3.92 3.67 3.30 3.91 3.35 
30 beaumont hospital royal oak 3.91 3.26 2.87 3.40 3.89 
31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3.72 3.05 3.62 3.49 3.44 
32 black river memorial hospital 3.81 3.58 3.34 3.92 3.77 
33 boca raton regional hospital 3.54 3.00 3.14 3.70 3.04 
34 brandon regional hospital 2.96 3.70 3.03 3.37 4.12 
35 broward health imperial point 3.96 3.22 3.74 3.35 2.75 
36 broward health medical center 3.42 3.26 3.84 4.04 4.00 
37 buffalo hospital 3.79 3.13 3.33 3.23 3.82 
38 cedar park regional medical center 3.91 3.47 3.27 3.98 3.66 
39 cedars-sinai medical center 3.50 3.71 3.79 3.53 3.69 
40 centinela hospital medical center 3.91 3.69 2.72 3.28 3.52 
41 central texas  medical center 3.47 3.56 3.37 3.43 3.23 
42 chandler regional medical center 4.28 3.03 3.82 2.88 3.63 
43 chapman global medical center 3.34 3.15 3.56 3.18 3.67 
44 chilton medical center 3.29 3.55 3.60 3.54 3.70 
45 chinese hospital 3.21 3.08 3.27 3.37 2.97 
46 christ hospital 2.95 3.82 4.54 3.18 4.18 
47 cobleskill regional hospital 3.44 3.69 3.29 4.24 4.32 
48 college medical center 3.67 3.51 4.29 3.34 3.19 
49 community first medical center 3.92 3.44 2.78 3.65 4.54 
50 community hospital north 3.33 3.91 3.89 3.53 3.27 
51 community hospital of huntington  park 3.52 3.04 3.11 3.20 2.88 
52 community hospital of san bernardino 3.79 3.65 3.18 3.73 3.35 

53 community hospital of the monterey  
peninsula 3.43 3.81 3.36 3.36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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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contra costa regional medical center 3.23 3.28 3.79 3.90 4.18 
55 coral gables hospital 3.31 3.11 3.90 3.74 4.16 
56 dallas medical center 3.39 3.07 3.18 3.45 3.56 
57 dameron hospital 3.87 3.16 2.98 3.24 3.94 
58 delano regional medical center 3.91 4.01 3.60 4.02 3.15 
59 delray medical center 4.24 3.57 3.15 3.06 2.80 
60 desert regional medical center 3.32 3.27 2.94 3.05 4.11 
61 desert valley hospital 3.60 3.89 3.35 3.94 3.31 
62 district one hospital 3.18 3.02 3.29 3.28 3.44 
63 doctors hospital of manteca 3.47 4.00 3.92 2.97 3.26 
64 doctors hospital of sarasota 3.04 3.54 4.15 3.68 3.34 
65 dominican hospital 3.62 3.35 3.66 3.97 2.78 
66 duke university hospital 2.50 4.07 3.47 3.24 3.54 
67 east jefferson general hospital 3.19 3.52 3.26 2.86 3.27 
68 east los angeles doctors hospital 3.22 2.49 4.38 4.47 3.47 
69 east orange general hospital 3.17 3.51 3.36 3.82 3.93 
70 eden medical center 3.03 3.75 3.00 3.98 3.79 
71 edward hospital 3.16 3.82 3.59 3.79 3.28 
72 eisenhower medical center 2.38 3.83 3.70 3.93 3.48 
73 encino hospital medical center 3.13 4.06 4.48 2.91 3.78 

74 englewood hospital and medical  
center 3.81 3.95 3.08 4.08 2.90 

75 evanston hospital 2.92 3.30 3.10 3.79 3.62 
76 flagstaff medical center 3.55 3.71 4.17 3.26 3.54 
77 florida hospital tampa 3.77 3.77 3.55 3.21 3.69 
78 flushing hospital medical center 3.65 4.22 3.52 3.48 3.97 
79 foothill presbyterian hospital 3.52 3.60 3.36 3.17 3.39 
80 french hospital medical center 3.74 3.16 4.12 3.05 3.87 
81 fresno surgical hospital 3.35 3.81 3.04 3.75 3.16 
82 garfield medical center 4.01 2.96 3.55 3.73 3.57 
83 geneva general hospital 3.06 3.72 3.48 4.26 3.97 
84 good samaritan hospital 3.52 3.99 3.43 3.42 4.12 
85 hemet valley medical center 3.04 3.57 4.46 3.28 3.28 
86 henry ford hospital 3.56 3.35 3.83 3.50 3.80 
87 hialeah hospital 3.37 3.06 3.62 3.96 3.55 
88 hi-desert medical center 3.99 3.29 3.84 2.93 4.45 
89 highland hospital 3.79 3.36 3.18 3.04 3.20 
90 hills & dales general hospital 3.71 3.67 3.40 3.45 4.06 
91 hoag orthopedic institute 3.14 4.04 3.24 3.41 3.99 
92 holy cross germantown hospital 3.61 4.34 4.04 3.32 4.06 
93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4.32 3.60 3.24 3.79 3.46 
94 houston methodist hospital 4.02 2.88 3.57 3.60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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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howard county general hospital 3.89 2.86 3.66 3.49 3.15 
96 huntington beach hospital 3.47 3.17 3.37 4.37 3.12 
97 inova alexandria hospital 3.39 3.36 3.50 2.86 3.78 
98 inova fair oaks hospital 3.47 3.37 2.75 3.20 3.05 
99 inova loudoun hospital 3.50 3.64 3.57 3.97 3.52 
100 jackson park hospital 3.07 4.47 3.68 3.29 3.31 
101 jamaica hospital medical center 3.67 3.50 3.34 3.69 3.56 
102 jersey city medical center 2.79 3.23 4.25 3.29 3.22 
103 jfk medical center 3.78 3.24 3.92 3.16 3.66 
104 jupiter medical center 2.79 3.06 3.58 2.98 4.04 
105 keck hospital of usc 4.26 3.24 3.51 3.63 3.68 
106 lakewood regional medical center 4.27 3.19 3.74 3.62 4.00 
107 legacy emanuel medical center 3.09 3.77 3.41 2.36 2.82 
108 lehigh valley hospital - muhlenberg 3.49 3.02 3.58 3.97 3.41 
109 lenox hill hospital 4.00 3.33 3.77 3.83 2.91 
110 little colorado medical center 3.70 3.18 3.59 3.15 3.14 
111 loma linda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3.98 3.51 4.36 3.95 2.89 
112 loma linda university medical center 3.24 3.13 3.20 3.51 3.22 
113 long beach memorial medical center 4.29 4.06 4.21 3.33 3.89 
114 long island jewish medical center 3.58 3.86 3.55 2.32 3.16 
115 los alamitos medical center 3.27 3.39 3.49 2.91 2.98 
116 los alamos medical center 3.63 3.04 3.52 4.15 3.04 
117 los angeles community hospital 3.33 3.70 3.66 3.15 3.69 
118 madera community hospital 3.63 3.59 3.54 3.43 3.28 
119 maimonides medical center 2.78 3.12 3.14 2.61 2.87 
120 maricopa medical center 3.07 3.17 3.39 4.29 3.44 
121 marin general hospital 4.01 3.57 3.97 3.18 3.49 
122 marina del rey hospital 2.62 4.19 4.35 3.86 3.72 
123 mark twain medical center 3.29 3.24 3.16 3.85 3.78 
124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3.52 3.74 3.16 3.65 3.66 
125 mayo clinic hospital 3.69 2.79 3.63 3.27 3.49 
126 mease dunedin hospital 4.17 3.36 3.82 3.41 3.90 
127 medical city denton 3.42 3.11 3.31 3.55 3.24 
128 memorial hospital of gardena 3.28 3.29 3.29 3.23 4.29 
129 memorial medical center 3.79 3.15 3.67 3.67 3.47 
130 memorial regional hospital 3.57 3.56 3.42 2.99 3.87 
131 mercy general hospital 3.50 3.79 3.20 3.63 3.35 
132 mercy hospital of folsom 3.03 2.64 3.70 2.43 3.90 
133 mercy medical center 4.05 3.48 3.92 3.56 3.69 
134 mercy medical center redding 4.24 3.04 3.72 3.47 2.90 
135 methodist hospital 3.39 3.27 3.18 3.57 3.84 
136 methodist hospital for surgery 3.93 2.68 3.65 3.71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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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methodist hospital of sacramento 4.01 3.22 3.64 3.11 3.02 
138 mills-peninsula medical center 2.96 3.99 3.44 3.29 2.84 
139 monongahela valley hospital 3.65 3.21 3.46 3.53 3.77 
140 montclair hospital medical center 2.84 2.97 3.92 3.78 3.27 
141 morristown medical center 3.19 3.60 4.10 3.50 3.23 
142 mount auburn hospital 3.77 2.93 3.11 3.33 3.17 
143 nassau university medical center 3.54 3.93 3.43 4.07 3.19 
144 newton medical center 3.65 2.97 3.45 4.40 3.06 
145 newton-wellesley hospital 3.01 4.02 3.17 3.53 3.94 
146 north shore university hospital 4.01 3.39 4.41 3.10 3.42 
147 north texas medical center 3.67 3.62 3.87 3.71 3.25 
148 northridge hospital medical center 3.06 3.59 3.75 3.26 4.19 
149 northwest medical center 3.86 3.49 3.67 3.73 3.51 
150 northwestern memorial hospital 3.13 3.22 3.50 4.44 3.31 
151 novato community hospital 3.72 4.01 3.12 3.57 3.46 
152 o'connor hospital 2.82 3.37 2.99 3.98 3.72 
153 ojai valley community hospital 3.72 3.20 3.29 2.86 3.77 
154 olympia medical center 3.79 3.42 3.26 3.82 3.48 
155 otsego memorial hospital 3.37 3.75 3.39 4.02 2.86 
156 palm beach gardens medical center 2.77 3.38 3.25 3.74 3.07 
157 palms west hospital 3.86 3.34 3.75 3.24 4.08 
158 paradise valley hospital 3.60 3.87 3.56 3.32 3.21 

159 parkview community hospital medical 
center 3.27 4.10 3.15 3.55 3.38 

160 pennsylvania hospital 4.00 4.58 4.09 3.67 3.95 
161 physician's care surgical hospital 3.16 3.68 3.19 4.05 3.66 
162 plainview hospital 3.18 3.61 3.12 3.28 3.64 
163 pomona valley hospital medical center 3.92 2.89 3.56 3.31 4.24 
164 pontiac general hospital 4.33 3.06 3.53 3.84 3.37 
165 prattville baptist hospital 3.77 3.26 3.75 3.30 2.92 
166 presence mercy medical center 3.42 3.18 2.97 3.65 3.60 
167 providence holy cross medical center 4.21 4.59 3.14 3.97 4.55 
168 providence medical center 4.47 3.86 4.00 3.37 3.25 
169 providence portland medical center 3.82 3.97 3.80 3.17 4.01 
170 providence tarzana medical center 3.38 4.11 3.12 3.20 2.87 
171 queen of the valley medical center 3.19 4.48 3.97 3.52 3.26 
172 rappahannock general hospital 3.98 3.71 2.47 3.90 3.36 
173 regions hospital 3.69 3.92 3.10 3.75 3.51 
174 reston hospital center 4.37 3.96 2.83 4.50 3.28 
175 roper hospital 3.62 3.72 3.42 3.53 3.21 
176 rush university medical center 3.46 3.21 3.17 2.96 3.53 
177 saint joseph hospital 2.77 3.23 3.05 4.17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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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salem hospital 3.79 3.91 3.82 3.20 3.88 
179 scott & white medical center - temple 3.17 3.36 3.10 3.85 4.14 
180 sentara northern virginia medical center 3.65 3.67 3.58 4.00 3.48 
181 seton medical center austin 3.73 3.19 3.51 3.08 3.19 
182 shands starke regional medical center 3.48 3.69 3.78 3.18 3.66 
183 south bay hospital 3.24 3.65 3.15 2.93 3.74 
184 south lake hospital 2.92 3.40 3.55 3.47 3.70 
185 southwest general hospital 3.39 4.21 3.03 3.52 3.93 
186 starke hospital 3.64 3.91 3.71 3.12 3.20 
187 swedish covenant hospital 3.22 3.26 3.16 3.41 3.07 
188 tampa community hospital 4.07 3.69 3.75 3.68 3.75 
189 tampa general hospital 3.74 4.34 3.50 3.49 3.53 

190 texas health heart & vascular hospital 
arlington 3.31 3.09 3.52 3.04 3.62 

191 the hospital at westlake medical  center 3.73 2.99 3.21 4.57 3.63 
192 the medical center at albany 3.78 2.36 2.49 3.82 2.90 
193 the medical center at franklin 3.39 4.00 3.86 3.34 3.67 
194 the university of chicago medical center 3.30 3.44 3.55 3.37 3.55 
195 tucson medical center 3.35 3.48 3.68 4.40 4.21 
196 tufts medical center 3.46 3.89 3.89 3.26 3.73 
197 virginia hospital center 3.22 4.08 3.61 3.06 3.19 
198 west boca medical center 3.05 3.68 3.13 3.81 3.55 
199 wilkes-barre general hospital 3.48 3.71 3.88 3.48 2.91 
200 wyckoff heights medical center 3.72 3.01 3.75 3.12 3.95 

<표 4-4> Topic Modeling 결과에 대한 파티클 필터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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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다중 회귀분석 결과

Topic Modeling 결과를 활용해 고객 만족도를 이와 같이 세

분화할 수 있다. 각각의 고객 만족도 점수를 통해 해당 병원의 어떤

부분의 만족도가 낮거나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병

원 서비스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bbeville general hospital 병원의 경우 다른 요

인에 비해 확신성의 점수가 높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감성과 응답

성의 점수가 낮다. 이는 의사, 간호사 그 외에 직원들에 대한 신뢰

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친절함, 대기시간, 불만에 대한 해결 등에

대한 민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분석대상 병원 천제로 볼떄는 종속변수를 내원환자수로 설정

한 경우 모든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종속변수를

순의료이익으로 설정한 경우 공감성과 신뢰성만 유의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객 만족’ 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유형성, 확신성, 반응성에 비해 공감성과 신뢰성이 ‘만족’의 개념을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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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제 1 절 결론

서론을 통해 현대 경영학에서는 더 이상 고객 만족이 경영 실

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

을 역설하였다. 고객 만족도는 기업 경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고 이로 인해 많은 경영학 연구에서 고객 만족도에 대해 오랜 기

간 다루어 왔다.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과 기

관에서 설문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지표에 따라 조사

대상 표본을 설정한 뒤, ‘기대하는 바는 얼마인가?’, ‘얼마나 만족하

였는가?’와 같은 질문을 5점, 7점 또는 10점 척도로 설문하고 이에

응답한 고객의 점수를 산술 평균 또는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설문 조사를 위해 각 기관에서는 매년 큰 규모의 비용

과 시간,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문항 숫자, 표본의 숫자,

표본 특성, 조사 대상 산업 분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설문조사를 위한 비용이 소요된다.

더욱이 이러한 비용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설문 조사는 1000개

단위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근원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과도한 resource의 투입을 요한다는 단점 이

외에도 설문 조사는 낮은 응답률과 정형화 된 데이터로 계량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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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주관식 또는 서술형 문항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특히 문항의 배치, 문항 숫자, 질문 뉘앙스의 차이,

객관식 문항 보기 배치 순서 등에도 설문 조사의 결과에 차이가 나

게 되며 따라서 학술적 연구를 위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고객 만족의 중요성 대두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 이를 측정하는 실무적인 방법은 오

랜 기간 발전이나 변화 없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 10여년간에 걸쳐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고객들의

구매 행동 패턴이 변화하는 것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뷰 텍스트를 기반으로 고객 만족도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세단계에 걸쳐 이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온라인 리뷰를 기반으로 고객 만족도를

추정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고객 만족도를 추정하는 방법으

로는 베이지안 추론법의 하나인 칼만 필터(Kalman filter)와 파티

클 필터(Particle filter)를 활용하였다. 고객 만족도를 상태 변수

로 정의하고 온라인 리뷰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점수 분포를

관측 데이터로 설정하였다. 관측 데이터는 미국 최대 리뷰 사이트인

Yelp.com를 통해 미국 병원에 대한 리뷰를 추출하였으며, 리뷰 단

어의 분포 도출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에 하나인 오피니언

마이닝을 적용하였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앞서 칼만 필터와 파티클 필터를 이용해

추정한 고객 만족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고

객 만족도가 과거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고객 만족도 점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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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임을 검증하기 위해 병원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

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추정된 고객 만족도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기법을 이용해 만족도 점수를

세분화 하였다. 이 과정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대표적 모형인

SERVQUAL 모형의 5가지 요인(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공감성,

확신성)을 적용하였다. 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고객 만족도와 함께

세부 요인 중 어떤 요인의 만족도가 성과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1. Word score를 확률 변수로 가정하여 service unit에 대

한 고객 만족도 점수를 추정하는 확률 모형을 설계하였다

2. 다른 추정 방법론과의 비교를 통해 베이지안 추론 기반 모

델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3. 추정한 고객 만족도 점수가 서비스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 기존 설문조사에 기반한 측정 방

식에 대한 대체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4. Topic modeling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점수를 세분화 하

였고 이를 SERVQUAL 모형의 서비스 품질 요인에 매칭

하여 제안 모델의 활용성을 넓혔다

5. 세분화된 고객 만족도 점수 또한 서비스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이용해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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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에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측정하던 고객 만족도 점수를 온라인 리

뷰 텍스트로부터 추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추정된 점수가 기업의

성과를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 서비스 단

위에 대한 고객 만족도 점수를 추정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세

분화하여 어떤 부분의 만족도가 높고 낮은지, 그리고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으로 하여

금 기존 설문조사에 투입되던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인력을 줄여 추

가적인 재무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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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여러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점을 갖고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텍스트 리뷰를 기반으로 고객 만족

도를 계량화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추정된 만

족도가 실제 서비스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

증하였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 데이터

(단어)에 대한 긍/부정 점수는 각 서비스 분야에 따라 달

라질 수 있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해당 서비스 분야에 맞

는 감성 사전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적용한 미국 병원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 분야에

적용하여 본 연구 모형을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감성 분포를 단어 수준에서 분석

하였다. 하지만 개별 단어가 아닌 ‘구’나 ‘어절’ 수준에서 분

석한다면 텍스트 데이터의 점수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한 연구를 차후에 진행할 계획이다

3.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고객 만족도가 병원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추정한 고객

만족도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고객 만족도보다 재무적

성과를 더 유의미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목

적이다. 이에 고객 만족도와 재무적 성과의 관계를 입증한

다른 연구에서 모형을 차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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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모형을 설정하여 설문

조사 기반 고객 만족도 점수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4. Topic Modeling을 이용한 고객 만족도 점수 세분화 연구

또한 다른 서비스 분야에 대해 적용해 보고 본 연구의 모

형과 결과가 타당함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분야

로는 영화 온라인 리뷰와 호텔, 요식업 분야가 있다

5.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추론법의 하나로 칼만필터와 파티

클 필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텍스트 마이닝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다양한 방법론이 분석에 시도되고

있다. 제 2 장에서 분석한 모형의 정확도 검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추정 모형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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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파티클 필터 Resampling

파티클 필터 알고리즘이 진행됨에 따라 한가지 문제가 발생한

다. 파티클의 weight가 특정 하나의 값에 집중되어 1에 가까워지

고 나머지 모든 파티클의 weight가 0에 가운 값으로 작아지게

되는데 이를 ‘degeneracy problem’이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반복 중간에 재표집을 수행하여 다시 모든 파티클이 균일한

weight를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여 준다.

이 때, 몇 번의 반복마다 재표집을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야 하는데 그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

이 ‘효과적 표본 크기(effective sample size)’를 설정하여 그 값이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재표집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본 연

구에서는 값으로 0.1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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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aw data 병원 정보

Hospital name Sta
te Hospital name Sta

te
alaska native medical center AK allegan general hospital MI

alaska regional hospital AK
ascension macomb-oakland 
hospital madison heights 

campus
MI

denali center AK ascension providence hospital, 
southfield campuss MI

jber elmendorf air force base 
hospital AK beaumont hospital, grosse 

pointe MI

providence alaska medical center AK beaumont hospital, royal oak MI
the children's hospital at 

providence AK beaumont hospital, troy MI

birmingham va medical center AL beaumont hospital, wayne MI
brookwood baptist medical center AL borgess medical center MI

children's hospital of alabama AL bronson methodist hospital MI
crestwood medical center AL c.s. mott children's hospital MI
grandview medical center AL center for forensic psychiatry MI

huntsville hospital AL dmc detroit receiving hospital MI
medical center enterprise AL dmc sinai-grace hospital MI

mobile infirmary medical center AL garden city hospital MI
prattville baptist hospital AL henry ford hospital MI

uab hospital AL hills & dales general hospital MI
university of south alabama 

children's  & women's hospital AL hurley medical center MI

arkansas children's northwest AR john d. dingell va medical 
center MI

arkansas continued care hospital 
of  jonesboro AR lakeland hospital, niles MI

arkansas heart hospital AR mclaren macomb MI
arkansas state hospital AR michigan surgical hospital MI

baptist health medical center - 
little  rock AR munising memorial hospital MI

washington regional medical 
center AR otsego memorial hospital MI

abrazo arizona heart hospital AZ pontiac general hospital MI

abrazo arrowhead hospital AZ providence-providence park 
hospital novi campus MI

abrazo west campus AZ saint joseph mercy chelsea MI
arizona general hospital AZ saint joseph mercy oakland MI

arizona specialty hospital AZ select specialty hospital - 
grosse pointe MI

arizona spine and joint hospital AZ select specialty hospital - 
macomb county MI

arizona state hospital AZ sparrow hospital MI
banner - university medical center  

phoenix AZ spectrum health butterworth 
hospital MI

banner - university medical center AZ university of michigan hospitals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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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cson and health centers
banner baywood medical center AZ war memorial hospital_MI MI

banner behavioral health hospital AZ abbott northwestern hospital M
N

banner casa grande medical 
center AZ buffalo hospital M

N

banner desert medical center AZ children's hospital - saint paul M
N

banner estrella medical center AZ children's hospitals and clinics 
of minnesota - minneapolis

M
N

banner gateway medical center AZ district one hospital M
N

banner goldfield medical center AZ fairview southdale hospital M
N

banner heart hospital AZ hennepin county medical center M
N

banner ironwood medical center AZ lakeview hospital M
N

banner thunderbird medical 
center AZ mayo clinic health system in 

austin
M
N

cardon children's medical center AZ mayo clinic hospital - 
methodist campus

M
N

carondelet heart & vascular 
institute AZ mercy hospital M

N

chandler regional medical center AZ mille lacs hospital M
N

copper queen community hospital AZ minneapolis va medical center M
N

desert vista behavioral health 
center AZ north memorial health hospital M

N
dignity health east valley 
rehabilitation  hospital AZ regency minneapolis M

N
encompass health rehabilitation 

hospital  of scottsdale AZ regions hospital M
N

flagstaff medical center AZ united hospital M
N

green valley hospital AZ university of minnesota medical 
center - east bank

M
N

havasu regional medical center AZ merit health biloxi MS
haven behavioral hospital of 

phoenix AZ merit health madison MS

honorhealth scottsdale shea 
medical  center AZ ocean springs hospital MS

hu hu kam memorial hospital AZ methodist olive branch hospital MS

kingman regional medical center AZ bozeman health deaconess 
hospital MT

little colorado medical center AZ community medical center MT
maricopa medical center AZ glendive medical center MT

mayo clinic hospital AZ kalispell regional medical center MT
mercy gilbert medical center AZ asheville specialty hospital NC
mountain vista medical center AZ blue ridge regional hospital NC

northwest medical center AZ carolinas healthcare system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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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al health charlotte
oasis behavioral health hospital AZ carolinas medical center NC

oasis hospital AZ carolinas rehabilitation - 
northeast NC

oro valley hospital AZ caromont regional medical 
center NC

page hospital AZ catawba valley medical center NC
phoenix children's hospital AZ central carolina hospital NC

phoenix va health care system AZ central harnett hospital NC
promise hospital of phoenix AZ coastal plain hospital NC
saint joseph's hospital and 

medical  center AZ duke raleigh hospital NC

saint luke's medical center AZ duke regional hospital NC
select specialty hospital - phoenix AZ duke university hospital NC

sells hospital AZ good hope hospital NC
sierra tucson AZ highlands-cashiers hospital NC

sonora behavioral health hospital AZ johnston health clayton NC
southern arizona va health care 

system AZ lake norman regional medical 
center NC

summit healthcare regional 
medical center AZ levine children's hospital NC

tucson medical center AZ mission hospital - memorial 
campus NC

valley hospital phoenix AZ naval hospital camp lejeune NC

valley view medical center AZ new hanover regional medical 
center NC

verde valley medical center AZ north carolina specialty hospital NC
western arizona regional medical 

center AZ novant health huntersville 
medical center NC

wickenburg community hospital AZ novant health kernersville 
medical center NC

yuma regional medical center AZ novant health presbyterian 
medical center NC

60th medical group - david grant 
usaf  medical center CA onslow memorial hospital NC

adventist health clear lake CA pardee hospital NC
adventist health feather river CA park ridge health hospital NC

adventist health frank r. howard 
memorial CA person memorial hospital NC

adventist health glendale CA strategic behavioral 
health-raleigh NC

adventist health lodi memorial CA the moses h. cone memorial 
hospital NC

adventist health simi valley CA the outer banks hospital NC

adventist health tehachapi valley CA the women's hospital of 
greensboro NC

adventist health white memorial CA unc medical center NC
adventist medical center - 

hanford CA unc rex healthcare NC

adventist medical center - reedley CA wake forest university baptist 
medical center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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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ntist ukiah valley CA wakemed cary hospital NC

alameda hospital CA wakemed north family health 
and women's hospital NC

alhambra hospital medical center CA wakemed raleigh campus NC
alta bates summit medical center 

- ashby  campus CA wilmington treatment center NC

alta bates summit medical center 
- summit  campus CA womack army medical center NC

alvarado hospital medical center CA sanford bismarck medical 
center ND

alvarado parkway institute CA essentia health fargo ND

anaheim regional medical center CA boys town national research 
hospital-pacific street NE

antelope valley hospital CA chi health lakeside NE

arden wood CA children's hospital & medical 
center NE

arrowhead regional medical 
center CA methodist hospital NE

arroyo grande community 
hospital CA midwest surgical hospital NE

aurora charter oak hospital CA ogallala community hospital NE
aurora san diego hospital CA the nebraska medical center NE
bakersfield heart hospital CA catholic medical center NH

bakersfield memorial hospital CA cheshire medical center NH
ballard rehabilitation hospital CA concord hospital NH
barlow respiratory hospital CA crotched mountain NH

barton memorial hospital CA dartmouth-hitchcock medical 
center NH

bear valley community hospital CA elliot hospital NH
beverly hospital_CA CA exeter hospital NH

bhc alhambra hospital CA parkland medical center NH
broadview CA portsmouth regional hospital NH

california hospital medical center CA saint joseph hospital NH
california pacific medical center -  

california campus CA southern new hampshire 
medical center NH

california pacific medical center -  
davies campus CA wentworth-douglass hospital NH

california pacific medical center -  
pacific campus CA atlanticare regional medical 

center -atlantic city campus NJ

california rehabilitation institute CA barnabas health behavioral 
health center NJ

canyon ridge hospital CA bayonne medical center NJ
casa colina hospital and centers 

for  healthcare CA bayshore community hospital NJ

cedars-sinai medical center CA cape regional medical center NJ

centinela hospital medical center CA capital health medical center - 
hopewell NJ

central valley specialty hospital CA capital health regional medical 
center NJ

chapman global medical center CA careone at raritan bay medical 
center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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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hospital los angeles CA carrier clinic NJ
children's hospital of orange 

county CA centrastate medical center NJ

children's hospital of orange 
county at  mission CA children's specialized hospital 

new brunswick NJ

chinese hospital CA chilton medical center NJ
chino valley medical center CA christ hospital NJ

city of hope national medical 
center CA christian health care center NJ

clovis community medical center CA community medical center NJ
college hospital cerritos CA cooper university hospital NJ

college hospital costa mesa CA east mountain hospital NJ
college medical center CA east orange general hospital NJ

community hospital of huntington 
park CA englewood hospital and 

medical center NJ

community hospital of san 
bernardino CA essex county hospital center NJ

community hospital of the 
monterey  peninsula CA greystone park psychiatric 

hospital NJ

community memorial hospital CA hackensackumc NJ
contra costa regional medical 

center CA hackettstown medical center NJ

corona regional medical center CA healthsouth rehabilitation 
hospital toms river NJ

cottage rehabilitation hospital CA hoboken university medical 
center NJ

dameron hospital CA hudson regional hospital NJ
del amo hospital CA hunterdon medical center NJ

delano regional medical center CA jersey city medical center NJ

desert regional medical center CA jersey shore university medical 
center NJ

desert valley hospital CA jfk medical center NJ

doctors hospital of manteca CA kessler institute for 
rehabilitation - chester NJ

doctors medical center of 
modesto CA kessler institute for 

rehabilitation - saddle brook NJ

dominican hospital CA monmouth medical center NJ
dsh - atascadero CA morristown medical center NJ
dsh - coalinga CA new bridge medical center NJ

dsh - metropolitan home CA newark beth israel medical 
center NJ

dsh - napa CA newton medical center NJ
dsh - patton CA ocean medical center NJ

dsh - vacaville CA our lady of lourdes medical 
center NJ

east los angeles doctors hospital CA overlook medical center NJ
eastern plumas health care CA princeton medical center NJ

eden medical center CA riverview medical center NJ

eisenhower medical center CA robert wood johnson university 
hospital hamilton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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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camino hospital los gatos CA robert wood johnson university 
hospital somerset NJ

el camino hospital mountain view CA rutgers university behavioral 
healthcare NJ

emanuel medical center CA saint barnabas medical center NJ
encino hospital medical center CA saint clare's denville hospital NJ

fern lodge CA saint clare's hospital - dover NJ

foothill presbyterian hospital CA saint josephs university medical 
center NJ

foothills regional medical center CA saint joseph's wayne hospital NJ
fountain valley regional hospital 

and  medical center CA saint mary's general hospital NJ

fremont hospital CA saint vincent's healthcare and 
rehab center NJ

french hospital medical center CA shore rehabilitation institute NJ
fresno heart & surgical hospital CA southern ocean medical center NJ

fresno medical center CA specialty hospital of central 
jersey NJ

fresno surgical hospital CA the university hospital NJ
garden grove hospital and 

medical center CA the valley hospital NJ

garfield medical center CA trinitas regional medical center NJ
glendale memorial hospital & 

health  center CA virtua marlton hospital NJ

glendora community hospital CA virtua memorial hospital NJ
goleta valley cottage hospital CA virtua voorhees hospital NJ

good samaritan hospital CA haven behavioral hospital of 
albuquerque

N
M

harbor-ucla medical center CA los alamos medical center N
M

hazel hawkins memorial hospital CA mesilla valley hospital N
M

healdsburg district hospital CA presbyterian hospital N
M

healthsouth tustin rehabilitation  
hospital CA turquoise lodge hospital N

M
hemet valley medical center CA albany medical center NY

heritage oaks hospital CA archcare at terence cardinal 
cooke health care center NY

hi-desert medical center CA binghamton general hospital NY
highland hospital CA bronx psychiatric center NY

hoag hospital irvine CA bronxcare hospital center NY

hoag hospital newport beach CA brookhaven memorial hospital 
medical center NY

hoag orthopedic institute CA brunswick hospital center NY
huntington beach hospital CA buffalo general medical center NY

huntington hospital_CA CA buffalo va medical center NY
impact drug and alcohol 

treatment center CA burke rehabilitation hospital NY

inland valley medical center CA cayuga medical center at ithaca NY
john george psychiatric pavilion CA cobleskill regional hospital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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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muir medical center-walnut 
creek  campus CA columbia memorial hospital NY

kaiser permanente anaheim 
medical center CA cornerstone medical arts center NY

kaiser permanente antioch 
medical center CA crouse hospital NY

kaiser permanente los angeles 
medical  center CA eastern long island hospital NY

kaiser permanente manteca 
medical center CA eastern niagara 

hospital-lockport NY

kaiser permanente oakland 
medical center CA ellis hospital NY

kaiser permanente ontario 
medical center CA flushing hospital medical center NY

kaiser permanente orange 
county-irvine  medical center CA four winds saratoga NY

kaiser permanente panorama city 
medical  center CA four winds westchester NY

kaiser permanente richmond 
medical center CA geneva general hospital NY

kaiser permanente riverside 
medical  center CA glen cove hospital NY

kaiser permanente roseville 
medical  center CA glens falls hospital NY

kaiser permanente sacramento 
medical  center CA good samaritan hospital 

medical center NY

kaiser permanente san diego 
medical  center CA highland hospital NY

kaiser permanente san francisco 
medical  center CA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NY

kaiser permanente san jose 
medical center CA huntington hospital_NY NY

kaiser permanente san leandro 
medical  center CA interfaith medical center NY

kaiser permanente san rafael 
medical  center CA inter-lakes health NY

kaiser permanente santa clara 
medical  center CA jamaica hospital medical center NY

kaiser permanente santa rosa 
medical  center CA kenmore mercy hospital NY

kaiser permanente south bay 
medical  center CA kingsbrook jewish medical 

center NY

kaiser permanente south san 
francisco  medical center CA lenox hill hospital NY

kaiser permanente vacaville 
medical  center CA long island jewish medical 

center NY

kaiser permanente walnut creek 
medical  center CA maimonides medical center NY

kaiser permanente woodland hills 
medical  center CA manhattan psychiatric center NY

kaiser permanente zion medical 
center CA maria fareri children's hopsital NY

keck hospital of usc CA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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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tfield rehabilitation & specialty  
hospital CA mercy hospital of buffalo NY

kern medical center CA midhudson regional hospital of 
westchester medical center NY

kindred hospital - brea CA montefiore wakefield campus NY

kindred hospital - la mirada CA mount sinai beth israel medical 
center NY

kindred hospital - san diego CA mount sinai brooklyn NY
kindred hospital - san francisco 

bay area CA mount sinai queens NY

kindred hospital - westminster CA mount sinai st. luke's NY
kindred hospital of riverside CA mount sinai west NY

kindred hospital of south bay CA nassau university medical center NY

kindred hospital rancho CA new york city children's center 
- queens campus NY

laguna honda hospital CA new york university hospital for 
joint diseases NY

lakewood regional medical center CA new york university langone 
hospital - brooklyn NY

langley porter psychiatric hospital 
and  clinics CA newyork community hospital NY

las encinas hospital CA
newyork-presbyterian 

hospital/weill cornell medical 
center

NY

loma linda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CA newyork-presbyterian/westcheste

r division NY

loma linda university heart &  
surgical hospital CA north shore university hospital NY

loma linda university medical 
center CA northern dutchess hospital NY

loma linda university medical 
center -  murrieta CA northern westchester hospital NY

lompoc valley medical center CA northport va medical center NY
long beach memorial medical 

center CA nyack hospital NY

los alamitos medical center CA nyc health + hospitals bellevue NY
los angeles community hospital CA nyc health + hospitals carter NY

los angeles community hospital at  
bellflower CA nyc health + hospitals coler NY

los robles hospital and medical 
center CA nyc health + hospitals coney 

island NY

lucile packard children's hospital 
at  stanford CA nyc health + hospitals elmhurst NY

madera community hospital CA nyc health + hospitals harlem NY
mammoth hospital CA nyc health + hospitals jacobi NY

marian regional medical center CA nyc health + hospitals kings 
county NY

marin general hospital CA nyc health + hospitals 
metropolitan NY

marina del rey hospital CA nyc health + hospitals queens NY

mark twain medical center CA nyc health + hospitals 
woodhull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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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all medical center CA olean general hospital NY
mee memorial hospital CA orange regional medical center NY

memorial hospital of gardena CA peconic bay medical center NY
memorial medical center CA phelps memorial hospital center NY

menifee valley medical center CA plainview hospital NY
menlo park surgical hospital CA putnam hospital center NY

mercy general hospital CA rochester general hospital NY
mercy hospital of folsom CA saint charles hospital NY

mercy medical center merced CA saint john's episcopal hospital NY
mercy medical center mount 

shasta CA saratoga hospital NY

mercy medical center redding CA sisters of charity hospital NY

mercy san juan medical center CA soldiers & sailors memorial 
hospital NY

methodist hospital CA south nassau communities 
hospital NY

methodist hospital of sacramento CA south oaks hospital NY
miller childrens and womens 

hospital long  beach CA southside hospital NY

mills health center CA st. joseph hospital NY
mills-peninsula medical center CA staten island university hospital NY
miracle mile medical center CA stony brook children's hospital NY
mission community hospital CA stony brook university hospital NY

mission hospital laguna beach CA syosset hospital NY
mission hospital mission viejo CA the brooklyn hospital center NY

monrovia memorial hospital CA the children's hospital at 
montefiore NY

montclair hospital medical center CA the mount sinai hospital NY

monterey park hospital CA the new york eye and ear 
infirmary NY

moreno valley medical center CA the rusk institute of 
rehabilitation medicine NY

motion picture & television 
hospital CA united memorial medical center NY

mountain community medical 
services CA vassar brothers medical center NY

mountains community hospital CA westchester medical center 
behavioral health center NY

natividad medical center CA white plains hospital NY
naval hospital lemoore CA wyckoff heights medical center NY

naval medical center san diego CA zucker hillside hospital NY
newport bay hospital CA access hospital dayton OH

northbay medical center CA assurance health cincinnati OH
northbay vacavalley hospital CA bethesda north hospital OH

northridge hospital medical center CA chillicothe va medical center OH
novato community hospital CA christ hospital OH

oak valley hospital CA cleveland clinic medina hospital OH

ocean view psychiatric facility CA cleveland clinic rehabilitation 
hospita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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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onnor hospital CA euclid hospital OH
ojai valley community hospital CA fairview hospital OH

olympia medical center CA good samaritan hospital OH
orange coast memorial medical 

center CA grandview medical center OH

orange county global medical 
center CA highland springs OH

oroville hospital CA life line hospital OH

orthopaedic institute for children CA
louis stokes cleveland va 

medical center - wade park 
campus

OH

pacific grove hospital CA lutheran hospital OH
palmdale regional medical center CA memorial hospital OH

palomar health downtown 
campus CA mercy health - west hospital OH

palomar medical center CA mercy health- children's 
hospital OH

palomar medical center poway CA mercy health- fairfield hospital OH
paradise valley hospital CA metrohealth medical center OH

parkview community hospital 
medical  center CA miami valley hospital OH

patients hospital of redding CA mount carmel east OH
petaluma valley hospital CA nationwide children's hospital OH

pih health hospital - downey CA ohio state university wexner 
medical center OH

pih health hospital - whittier CA ohiohealth doctors hospital OH

placentia-linda hospital CA ohiohealth dublin methodist 
hospital OH

pomona valley hospital medical 
center CA promedica toledo hospital OH

providence holy cross medical 
center CA saint elizabeth boardman 

hospital OH

providence little company of 
mary medical  center torrance CA select specialty hospital - 

cincinnati OH

providence saint john's health 
center CA select specialty hospital - 

youngstown (main campus) OH

providence saint joseph medical 
center CA soin medical center OH

providence tarzana medical center CA southwest general health center OH
queen of the valley medical 

center CA the cleveland clinic OH

rady children's hospital - san 
diego CA the medical center at elizabeth 

place OH

rancho los amigos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CA the university of toledo medical 

center OH

bridgeport hospital CT university hospitals ahuja 
medical center OH

connecticut children's medical 
center CT university hospitals cleveland 

medical center OH

connecticut valley hospital CT university of cincinnati medical 
cente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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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bury hospital CT choctaw nation hospital OK
day kimball hospital CT community hospital OK
greenwich hospital CT hillcrest hospital south OK

griffin hospital CT hillcrest medical center OK
hartford hospital CT integris health edmond OK

lawrence & memorial hospital CT lakeside women's hospital OK
manchester memorial hospital CT mercy hospital el reno OK

middlesex hospital CT muscogee creek nation medical 
center OK

midstate medical center CT norman regional hospital OK
milford hospital CT oklahoma heart hospital south OK

new milford hospital CT oklahoma surgical hospital OK

norwalk hospital CT oklahoma university medical 
center edmond OK

saint francis hospital and medical 
center CT pawhuska hospital OK

saint vincent's medical center CT saint francis hospital OK
silver hill hospital CT saint john broken arrow OK

stamford hospital CT the children's center 
rehabilitation hospital OK

the connecticut mental health 
center CT the children's hospital OK

university of connecticut health 
center CT adventist medical center OR

waterbury hospital CT asante three rivers medical 
center OR

yale-new haven children's hospital CT bay area hospital OR
yale-new haven hospital CT cedar hills hospital OR

children's national medical center DC columbia memorial hospital OR

howard university hospital DC kaiser permanente sunnyside 
medical center OR

medstar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DC kaiser permanente westside 

medical center OR

medstar national rehabilitation 
hospital DC legacy emanuel medical center OR

medstar washington hospital 
center DC legacy good samaritan hospital OR

providence hospital DC legacy meridian park hospital OR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ospital DC legacy mount hood medical 
center OR

united medical center DC lower umpqua hospital OR

washington dc va medical center DC mckenzie-willamette medical 
center OR

alfred i. dupont hospital for 
children  & nemours children's 

clinic
DE mercy medical center OR

beebe healthcare DE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hospital OR

christiana hospital DE oregon state hospital - salem OR

saint francis hospital DE peacehealth sacred heart 
medical center university distric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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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specialty hospital - 
wilmington DE portland va medical center OR

wilmington hospital DE providence medford medical 
center OR

all children's hospital FL providence newberg medical 
center OR

arnold palmer hospital for 
children FL providence portland medical 

center OR

aventura hospital and medical 
center FL providence saint vincent 

medical center OR

baptist children's hospital FL providence willamette falls 
medical center OR

baptist heart hospital FL saint alphonsus medical center 
- ontario OR

baptist hospital FL saint charles bend medical 
center OR

baptist medical center beaches FL salem hospital OR
baptist medical center jacksonville FL samaritan north lincoln hospital OR

baptist medical center south FL sky lakes medical center OR
bascom palmer eye institute FL tuality community hospital OR
bayfront health port charlotte FL abington - lansdale hospital PA
bayfront health st. petersburg FL abington hospital PA

bethesda hospital east FL advanced surgical hospital PA
boca raton regional hospital FL allegheny general hospital PA
brandon regional hospital FL aria -jefferson health torresdale PA

broward health coral springs FL aria-jefferson health bucks 
county PA

broward health imperial point FL aria-jefferson health frankford PA
broward health medical center FL brandywine hospital PA

broward health north FL bryn mawr hospital PA
cape coral hospital FL bryn mawr rehab hospital PA

capital regional medical center FL chestnut hill hospital PA

central florida behavioral hospital FL children's hospital of pittsburgh 
of upmc PA

central florida regional hospital FL clarks summit state hospital PA

citrus memorial hospital FL delaware county memorial 
hospital PA

cleveland clinic in florida - 
weston FL doylestown hospital PA

coral gables hospital FL eagleville hospital PA
delray medical center FL easton hospital PA

doctors hospital_FL FL einstein medical center 
montgomery PA

doctors hospital of sarasota FL einstein medical center 
philadelphia PA

fawcett memorial hospital FL first hospital wyoming valley PA
fishermen's hospital FL forbes hospital PA

flagler hospital FL fox chase cancer center PA
florida hospital altamonte FL friends hospital PA
florida hospital apopka FL geisinger bloomsburg hospital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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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rida hospital carrollwood FL geisinger holy spirit PA
florida hospital celebration health FL geisinger medical center PA

florida hospital dade city FL geisinger-community medical 
center PA

florida hospital fish memorial FL girard medical center PA

florida hospital flagler FL good shepherd specialty 
hospital PA

florida hospital kissimmee FL holy redeemer hospital and 
medical center PA

florida hospital memorial medical 
center FL jeanes hospital PA

florida hospital new smyrna FL keystone center PA
florida hospital orlando FL kirkbride center PA
florida hospital tampa FL lancaster general hospital PA

florida hospital wauchula FL lehigh valley hospital - cedar 
crest PA

florida state hospital FL lehigh valley hospital - 
muhlenberg PA

fort lauderdale hospital FL lehigh valley hospital - pocono PA
fort walton beach medical center FL lehigh valley hospital-hazleton PA
good samaritan medical center FL lower bucks hospital PA

gulf breeze hospital FL magee-womens hospital of 
upmc PA

gulf coast medical center FL mercy fitzgerald hospital PA
health central hospital FL monongahela valley hospital PA

health first holmes regional 
medical  center FL penn presbyterian medical 

center PA

heart of florida regional medical 
center FL penn state health children's 

hospital PA

hialeah hospital FL pennsylvania hospital PA
holy cross hospital FL phoenixville hospital PA

homestead hospital FL physician's care surgical 
hospital PA

indian river medical center FL pottstown hospital PA
jackson memorial hospital FL riddle memorial hospital PA

jackson south medical center FL rothman orthopaedic specialty 
hospital PA

james a. haley veterans' hospital FL roxborough memorial hospital PA
jfk medical center FL saint mary medical center PA

joe dimaggio children's hospital FL select specialty hospital - 
johnstown PA

jupiter medical center FL select specialty hospital - 
pittsburgh/upmc PA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FL springfield hospital PA
kindred hospital - south florida -  

hollywood FL suburban community hospital PA

lake wales medical center FL taylor hospital PA
lakeside medical center FL temple university hospital PA

lakewood ranch medical center FL the chester county hospital PA

largo medical center FL the children's hospital of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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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adelphia

lee memorial hospital FL the children's institute of 
pittsburgh PA

leesburg regional medical center FL thomas jefferson university 
hospital - center city campus PA

lower keys medical center FL upmc - mercy PA
mariners hospital FL upmc east PA

martin hospital south FL upmc mckeesport PA
mayo clinic hospital in florida FL upmc montefiore PA

mease dunedin hospital FL upmc pinnacle harrisburg PA
melbourne regional medical 

center FL upmc shadyside PA

memorial hospital FL wellspan york hospital PA
memorial hospital miramar FL wilkes-barre general hospital PA
memorial hospital of tampa FL wills eye hospital PA
memorial hospital pembroke FL butler hospital RI
memorial regional hospital FL hasbro children's hospital RI

mercy hospital FL landmark medical center RI
morton plant hospital FL newport hospital RI

morton plant north bay hospital FL our lady of fatima hospital RI
mount sinai medical center FL providence va medical center RI

munroe regional medical center FL rehabilitation hospital of rhode 
island RI

naval hospital jacksonville FL rhode island hospital RI
nch baker hospital downtown FL roger williams medical center RI

nch north naples hospital FL south county health RI
nicklaus children's hospital FL the miriam hospital RI
north shore medical center FL women & infants hospital RI

northside hospital & tampa bay 
heart  institute FL greenville memorial hospital SC

oak hill hospital FL hilton head hospital SC
orlando regional medical center FL lexington medical center SC

orlando va medical center FL mcleod regional medical center SC

osceola regional medical center FL medical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university hospital SC

oviedo medical center FL palmetto health baptist SC
palm beach gardens medical 

center FL palmetto health heart hospital SC

palms of pasadena hospital FL pelham medical center SC
palms west hospital FL piedmont medical center SC

parrish medical center FL providence health SC
port saint lucie hospital FL roper hospital SC

promise hospital of fort myers FL summerville medical center SC
promise hospital of miami FL trident medical center SC

reception and medical center FL sanford usd medical center 
sioux falls SD

sacred heart hospital on the 
emerald  coast FL baptist memorial hospital - 

collierville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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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t anthony's hospital FL children's hospital at erlanger TN
sandypines FL erlanger baroness hospital TN

sarasota memorial hospital FL erlanger east hospital TN
sebastian river medical center FL le bonheur children's hospital TN

select specialty hospital - miami FL leconte medical center TN
shands starke regional medical 

center FL memphis va medical center TN

south bay hospital FL methodist north hospital TN

south florida state hospital FL monroe carell jr. children's 
hospital at vanderbilt TN

south lake hospital FL regional one medical center TN
south miami hospital FL saint francis hospital - bartlett TN

south seminole hospital FL saint francis hospital-memphis TN

specialty hospital FL saint jude children's research 
hospital TN

tallahassee memorial healthcare FL saint thomas hospital for 
specialty surgery TN

tampa community hospital FL saint thomas midtown hospital TN
tampa general hospital FL saint thomas rutherford hospital TN

the centers-airport road campus FL select specialty hospital - 
nashville TN

the vines hospital FL tennova healthcare clarksville TN
tradition medical center FL tristar centennial medical center TN

uf health shands florida FL tristar hendersonville medical 
center TN

university behavioral center FL tristar skyline medical center TN
university hospital and medical 

center FL tristar stonecrest medical center TN

university of miami hospital FL turkey creek medical center TN
venice regional bayfront health FL vanderbilt behavior health TN

west boca medical center FL vanderbilt university hospital TN

west gables rehabilitation hospital FL advanced diagnostics hospitals 
and clinics TX

westchester general hospital FL arise austin medical center TX
winnie palmer hospital for women 

&  babies FL atrium medical center TX

winter haven hospital FL audie l. murphy memorial va 
hospital TX

winter haven women's hospital FL austin lakes hospital TX
winter park memorial hospital FL austin oaks hospital TX

dekalb medical hillandale GA austin state hospital TX

doctors hospital of augusta GA baptist emergency hospital 
hausman TX

eastside medical center GA baptist emergency hospital 
overlook TX

emory university hospital GA baptist emergency hospital 
westover hills TX

emory university orthopaedics & 
spine  hospital GA baptist medical center TX

georgia regional hospital - atlanta GA baylor emergency medical 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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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at aubrey

gordon hospital GA baylor institute for 
rehabilitation TX

gwinnett medical center - duluth GA baylor medical center at 
uptown TX

hillside GA baylor orthopedic and spine 
hospital at arlington TX

northside hospital - atlanta GA baylor scott & white fort worth TX

northside hospital - forsyth GA baylor scott & white medical 
center - brenham TX

piedmont atlanta hospital GA baylor scott & white medical 
center - carrollton TX

ridgeview institute GA baylor scott & white medical 
center - lakeway TX

saint simons by-the-sea GA baylor scott & white medical 
center - marble falls TX

shepherd center GA baylor scott & white medical 
center - mckinney TX

southern regional medical center GA baylor scott & white medical 
center - round rock TX

wellstar atlanta medical center GA baylor scott & white medical 
center - waxahachie TX

wellstar atlanta medical center - 
south  campus GA baylor scott and white at cedar 

park TX

wellstar douglas hospital GA baylor scott and white medical 
center-frisco TX

wellstar kennestone hospital GA baylor surgical hospital at fort 
worth TX

wellstar paulding hospital GA baylor university medical center 
at dallas TX

chi health mercy council bluffs IA bayshore medical center TX
iowa specialty hospital-belmond IA behavioral hospital of bellaire TX

mercy iowa city IA ben taub general hospital TX

mercy medical center west lakes IA carl r. darnall army medical 
center TX

university of iowa hospitals &  
clinics IA cedar park regional medical 

center TX

bear lake memorial hospital ID central texas medical center TX

gritman medical center ID central texas rehabilitation 
hospital TX

kootenai health ID children's hospital of san 
antonio TX

st. luke's boise medical center ID children's medical center dallas TX
st. luke's magic valley medical 

center ID children's medical center plano TX

teton valley hospital ID children's memorial hermann 
hospital TX

treasure valley hospital ID christus santa rosa hospital - 
medical center TX

west valley medical center ID christus santa rosa hospital - 
new braunfels TX

abraham lincoln memorial 
hospital IL christus santa rosa 

hospital-westover hills 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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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cate good samaritan hospital IL city hospital at white rock TX
advocate good shepherd hospital IL college station medical center TX
advocate illinois masonic medical 

center IL conroe regional medical center TX

advocate lutheran general 
hospital IL cook children's medical center TX

advocate sherman hospital IL cornerstone hospital of austin TX
advocate south suburban hospital IL covenant medical center TX

advocate trinity hospital IL cross creek hospital TX
alton memorial hospital IL cypress creek hospital TX

amita health adventist medical 
center  bolingbrook IL cypress fairbanks medical 

center hospital TX

anderson hospital IL dallas behavioral healthcare 
hospital TX

ann & robert h. lurie children's  
hospital of chicago IL dallas medical center TX

bernard a. mitchell hospital IL dallas va medical center TX
captain james a. lovell federal 

health  care center IL del sol medical center TX

carle foundation hospital IL dell children's medical center of 
central texas TX

centegra hospital - huntley IL dell seton medical center at 
the university of texas TX

chicago behavioral hospital IL doctors hospital at renaissance TX
chicago children's center for 

behavioral  health IL el campo memorial hospital TX

chicago lakeshore hospital IL el paso children's hospital TX
chicago read mental health center IL el paso specialty hospital TX

community first medical center IL encompass health rehabilitation 
hospital of austin TX

edward hines, jr. va hospital IL encompass health rehabilitation 
hospital of round rock TX

edward hospital IL falls community hospital & 
clinic TX

elmhurst hospital IL first surgical hospital TX
evanston hospital IL first texas hospital TX

franciscan health chicago heights 
campus IL foundation surgical hospital of 

houston TX

glenbrook hospital IL garland behavioral hospital TX

highland park hospital IL georgetown behavioral health 
institute TX

holy cross hospital_IL IL grace medical center TX
ingalls memorial hospital IL heart hospital of austin TX

jackson park hospital IL hendrick medical center TX
linden oaks behavioral health IL hermann drive surgical hospital TX

little company of mary hospital IL houston behavioral healthcare 
hospital TX

loyola university medical center IL houston hospital for specialized 
surgery TX

macneal hospital IL houston methodist hospital TX
marianjoy rehabilitation hospital IL houston methodist st. john 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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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memorial medical center IL houston methodist the 
woodlands hospital TX

mercy hospital & medical center IL houston methodist west 
hospital TX

methodist hospital of chicago IL houston northwest medical 
center TX

morris hospital IL huntsville memorial hospital TX
mount sinai hospital IL icon hospital TX

northwest community hospital IL iraan general hospital TX
northwestern lake forest hospital IL kerrville state hospital TX
northwestern medicine central 

dupage  hospital IL kindred hospital - clear lake TX

northwestern medicine delnor 
hospital IL kindred hospital - san antonio TX

northwestern medicine kishwaukee 
hospital IL kindred hospital - spring TX

northwestern medicine prentice 
womens  hospital IL kindred hospital - sugar land TX

northwestern memorial hospital IL kingwood medical center TX
osf saint francis medical center IL kingwood pines hospital TX
presence mercy medical center IL las palmas medical center TX
presence resurrection medical 

center IL laurel ridge treatment center TX

presence saint joseph hospital in 
elgin IL louis & peaches owen heart 

hospital TX

presence saint joseph medical 
center IL mcallen medical center TX

provident hospital of cook county IL medical city arlington TX
rush oak park hospital IL medical city children's hospital TX

rush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IL medical city denton TX
rush university medical center IL medical city fort worth TX

rush-copley medical center IL medical city frisco TX

saint anthony hospital IL medical city green oaks 
hospital TX

saint bernard hospital and health 
care  center IL medical city hospital TX

silver cross hospital IL medical city las colinas TX
sinai children's hospital IL medical city lewisville TX

skokie hospital IL medical city mckinney TX
swedish covenant hospital IL medical city north hills hospital TX
swedishamerican hospital IL medical city plano TX

the center for care and discovery IL memorial hermann - texas 
medical center TX

the pavilion IL memorial hermann katy 
hospital TX

the university of chicago medical 
center IL memorial hermann memorial 

city medical center TX

vista medical center east IL memorial hermann orthopedic 
& spine hospital TX

wabash general hospital IL memorial hermann pearland 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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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weiss memorial hospital IL memorial hermann southeast 
hospital TX

west suburban medical center IL memorial hermann southwest 
hospital TX

westlake hospital IL memorial hermann the 
woodlands medical center TX

clark memorial hospital IN memorial hermann tomball TX
community hospital IN mesa springs TX

community hospital east IN mesquite specialty hospital TX
community hospital north IN methodist children's hospital TX
community hospital south IN methodist dallas medical center TX
indiana university health 
bloomington  hospital IN methodist hospital TX

indiana university health 
methodist  hospital IN methodist hospital for surgery TX

indiana university health university  
hospital IN methodist hospital south TX

king's daughters' hospital & 
health  services IN methodist mansfield medical 

center TX

logansport memorial hospital IN methodist mckinney hospital TX
lutheran hospital IN methodist rehabilitation hospital TX
memorial hospital IN methodist sugar land hospital TX
orthoindy hospital IN methodist-southlake hospital TX

park center IN metroplex adventist hospital TX
physicians medical center IN midland memorial hospital TX

portage hospital IN millwood hospital TX
richard l. roudebush va medical 

center IN muenster memorial hospital TX

riley hospital for children IN nacogdoches memorial hospital TX
riverview health IN nix behavioral health center TX
starke hospital IN north central baptist hospital TX

atchison hospital KS north cypress medical center TX
blue valley hospital KS north texas medical center TX

children's mercy hospital kansas KS northeast methodist hospital TX
doctors hospital_KS KS northwest hills surgical hospital TX

kansas medical center KS our children's house at dallas TX
larned state hospital KS park plaza hospital TX

lawrence memorial hospital KS parkland hospital TX
menorah medical center KS pearland medical center TX
mercy hospital columbus KS plano specialty hospital TX

olathe medical center KS plano surgical hospital TX
overland park regional medical 

center KS promise hospital of dallas TX

providence medical center KS promise hospital of wichita falls TX
saint luke's cushing memorial 

hospital KS providence health center TX

shawnee mission medical center KS rice medical center TX
the university of kansas hospital KS rock springs 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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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 christi hospital in manhattan KS saint david's children's hospital TX

via christi hospital in pittsburg KS saint david's georgetown 
hospital TX

wesley medical center KS saint david's medical center TX

baptist health lexington KY saint david's rehabilitation 
hospital TX

baptist health louisville KY saint david's round rock 
medical center TX

baptist health paducah KY saint mark's medical center TX

eastern state hospital KY san antonio behavioral 
healthcare hospital TX

louisville va medical center KY san antonio state hospital TX

murray-calloway county hospital KY scott & white medical center - 
temple TX

norton brownsboro hospital KY select specialty hospital - dallas TX
norton hospital KY seton medical center austin TX

our lady of peace KY seton medical center harker 
heights TX

rockcastle regional hospital KY seton shoal creek hospital TX
saints mary & elizabeth hospital KY seton southwest hospital TX

the medical center at albany KY shamrock general hospital TX

the medical center at franklin KY shriners hospitals for 
children-galveston TX

abbeville general hospital LA southwest general hospital TX
amg specialty hospital - houma LA sundance hospital TX

avoyelles hospital LA texas children's hospital TX
baton rouge general medical 

center LA texas children's hospital the 
woodlands TX

bayne-jones army community 
hospital LA texas general hospital TX

children's hospital LA texas health arlington memorial 
hospital TX

christus health shreveport-bossier LA texas health center for 
diagnostics & surgery TX

community care hospital LA texas health heart & vascular 
hospital arlington TX

east jefferson general hospital LA texas health hospital - 
carrollton TX

iberia extended care hospital LA texas health presbyterian 
hospital dallas TX

lady of the sea hospital LA texas health specialty hospital TX
lakeview regional medical center LA texas institute for surgery TX

new orleans east hospital LA texas orthopedic hospital TX

ochsner medical center LA texas rehabilitation hospital of 
fort worth TX

anna jaques hospital MA texas rural hospital TX

baystate medical center MA texas scottish rite hospital for 
children TX

berkshire medical center MA texas star recovery TX
beth israel deaconess hospital - 

needham MA the heart hospital at baylor 
plano 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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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h israel deaconess 
hospital-plymouth MA the hospital at westlake 

medical center TX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MA the hospitals of providence 

memorial campus TX

beverly hospital_MA MA the woman's hospital of texas TX
boston children's hospital MA university hospital TX

boston medical center MA west houston medical center TX

bridgewater state hospital MA davis hospital and medical 
center UT

brigham and women's hospital MA intermountain medical center UT
cape cod hospital MA jordan valley medical center UT
carney hospital MA lds hospital UT

cha cambridge hospital MA lone peak hospital UT
cha everett hospital MA mckay-dee hospital UT

charlton memorial hospital MA mountain point medical center UT
chestnut hill benevolent 

association MA orem community hospital UT

cooley dickinson hospital MA park city hospital UT
emerson hospital MA primary children's hospital UT
falmouth hospital MA promise hospital of salt lake UT

good samaritan medical center MA provo canyon behavioral 
hospital UT

harrington memorial hospital MA riverton hospital UT
high point hospital MA salt lake behavioral health UT

holy family hospital -haverhill MA university of utah health care UT
holyoke medical center MA utah state hospital UT

lahey hospital and medical center MA utah valley hospital UT
lawrence general hospital MA utah valley specialty hospital UT

lawrence memorial hospital MA augusta health VA

martha's vineyard hospital MA bon secours maryview medical 
center VA

massachusetts eye and ear 
infirmary MA capital caring VA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A chesapeake regional medical 
center VA

mclean hospital MA children's hospital of richmond 
at vcu VA

melrose-wakefield hospital MA children's hospital of the king's 
daughters VA

metrowest medical center - 
framingham  union hospital MA chippenham hospital VA

milford regional medical center MA dominion hospital VA

morton hospital MA encompass health rehabilitation 
hospital of northern virginia VA

mount auburn hospital MA fauquier hospital VA
new england baptist hospital MA fort belvoir community hospital VA
new england rehabilitation 

hospital at  lowell MA hampton va medical center VA

newton-wellesley hospital MA henrico doctor's hospital VA
norwood hospital MA hunter holmes mcguire va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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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enter
pembroke hospital MA inova alexandria hospital VA

providence behavioral health 
hospital MA inova fair oaks hospital VA

saint elizabeth's medical center MA inova fairfax hospital VA
saint vincent hospital at worcester  

medical center MA inova loudoun hospital VA

shriners hospitals for children - 
boston MA john randolph medical center VA

signature healthcare brockton 
hospital MA johnston-willis hospital VA

south shore hospital MA mary washington hospital VA

spaulding rehabilitation hospital MA memorial regional medical 
center VA

spaulding rehabilitation hospital 
of the  cape cod MA naval medical center 

portsmouth VA

tewksbury hospital MA north spring behavioral 
healthcare VA

tufts medical center MA northern virginia mental health 
institute VA

umass memorial marlborough 
hospital MA

novant health uva health 
system haymarket medical 

center
VA

umass memorial medical center - 
memorial  campus MA

novant health uva health 
system prince william medical 

center
VA

walden behavioral care MA rappahannock general hospital VA
western massachusetts hospital MA reston hospital center VA
adventist healthcare physical 

health  & rehabilitation takoma 
park

MD retreat doctors' hospital VA

adventist healthcare shady grove 
medical  center MD richmond community hospital VA

anne arundel medical center MD riverside regional medical 
center VA

atlantic general hospital MD sentara careplex hospital VA
calvert memorial hospital MD sentara heart hospital VA

carroll hospital center MD sentara leigh hospital VA

doctors community hospital MD sentara martha jefferson 
hospital VA

eastern shore hospital center MD sentara northern virginia 
medical center VA

fort washington medical center MD sentara virginia beach general 
hospital VA

frederick memorial hospital MD sentara williamsburg regional 
medical center VA

greater baltimore medical center MD spotsylvania regional medical 
center VA

holy cross germantown hospital MD stafford hospital VA
holy cross hospital_MD MD stonesprings hospital center VA

howard county general hospital MD the pavilion at williamsburg 
place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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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 hopkins bayview medical 
center MD university of virginia medical 

center VA

johns hopkins suburban hospital MD virginia hospital center VA
medstar franklin square medical 

center MD winchester medical center VA

medstar good samaritan hospital MD aspirus wausau hospital WI
medstar harbor hospital MD aurora medical center kenosha WI

medstar montgomery medical 
center MD aurora sinai medical center WI

medstar southern maryland 
hospital MD aurora west allis memorial 

hospital WI

mercy medical center MD black river memorial hospital WI
mount washington pediatric 

hospital MD children's hospital of wisconsin WI

saint agnes hospital MD flambeau hospital WI

sheppard & enoch pratt hospital MD froedtert & medical college of 
wisconsin WI

sinai hospital of baltimore MD hudson hospital WI
spring grove hospital center MD kenosha medical center WI

springfield hospital center MD milwaukee county behavioral 
health WI

the johns hopkins hospital MD prohealth oconomowoc 
memorial hospital WI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clinical center MD the monroe clinic hospital WI

union hospital MD unitypoint health - meriter WI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washington medical center MD university hospital WI

university of maryland medical 
center MD westfields hospital WI

university of maryland saint 
joseph  medical center MD berkeley medical center WV

university of maryland upper 
chesapeake  medical center MD jefferson medical center WV

va maryland health care system -  
baltimore va medical center MD martinsburg va medical center WV

western maryland hospital center MD thomas memorial hospital WV
maine medical center ME war memorial hospital_WV WV

rumford hospital ME cheyenne regional medical 
center 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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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Fornell (1992), as the customer loyalty

gets higher,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a company will

increase. If the customer satisfaction increases : 1) lower

price elasticity, 2) reducing marketing costs, 3)

increasing marketing costs for competitors, 4) lower

transaction costs, 5) reduce customer turnover, 6)

increasing cross-selling, 7) lower employee turnover, 8)

enhance reputation, 9) reduce failure cost. Many

following studies tried to prove the effect of customer

satisfaction on financial performance or loyalty

empirically and to find out what factors affect custo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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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r (1977, 1980) is an representing study that

established the expectation disconfirmation theory for

quantifying customer satisfaction.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er is determined by the expectation and the

disagreement of the perceived performance after the

purchasing experience. Many customer satisfaction

indexes that have been surveyed and published by many

companies and organizations are based on this model.

The model requires several qualitative factors, such as

expectation, reaction, cognitive status, etc. and those can

be obtained by survey

After setting the sample to be surveyed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indicators, the questionnaire was asked

to answer questions such as 'What is the expectation?'

And 'How satisfied were you?' With a scale of 5, 7 or

10, and the answers are performed in an arithmetic mean

or weighted average. In this way, the customer 's

‘expectation’, ‘reaction’, ‘cognitive status’ for each factors

are applied to the self-defined model based on the

expectation disconfirmation model to measure customer

satisfaction. For these surveys, each institution is

investing a large amount of cost, time, and manpower

each year. Although the number of questions, the number

of sampl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and the

industries to be surveyed vary, it costs from several

million won to several hundred million won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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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Moreover, despite these costs, there is a

fundamental limitation that it is difficult to obtain more

than a few thousands samples.

In addition to the disadvantages of requiring such

excessive resource input, the questionnaire are not

recommanded to use essay-type questions because of the

limited response rate and difficulty in quantifying into

structured data.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questionnaires differ in the placement of items, number

of items, differences in question nuances, and placement

order of multiple choice items, and thus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data for academic research.

While the importance of customer satisfaction has

emerged and many studies have been done to prove its

effectiveness, the practical method of measuring it has

been carried out repeatedly without development or

change for a long time. Moreover, over the past decade,

the market environment has changed and, accordingly, it

has not adequately reflected changes in customers'

buying behavior patterns.

With the recent advances in IT and mobile

technology, an online review platform has emerged for

various service industrie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Rotten Tomatoes movie reviews, Amazon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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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s, Glassdoor, Hotel, CNET Radio, Restaurant /

Hospital / Beauty (Yelp) , And the nation of delivery, to

make and consume customers' online reviews.

Online consumer reviews are the major form of word

of mouth (WOM), which has a decisive influence on

purchase decisions and its size is expanding (Zhu and

Zhang 2010). Its importance has been constantly

discussed and has been expanded through various

studies. In addition,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impact of online reviews in various service

areas. Howden and Pressy (2008) claimed that, for

credence service, such as a medical service or a law

service, which have high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a seller and a buyer and the risk or cost of failure is

excessive, customer satisfaction has even bigger impact

on service performance. In other words, the customer

value, that is, satisfaction, is very important to the

performance of the service. In addition, Ranard et al.

(2016) found that Yelp's hospital review rating can

complement existing surveys.

In this study, Kalman filter and Particle filter, one

of the Bayesian inference method are used. Particle Filter

is also called a 'Sequential Monte Carlo Method' or

'Sequential Importance Sampling and Resampling' as one

of simulation-based state prediction techniqu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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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 filter is a method of using a sampling technique

in a Bayesian filter algorithm that estimates a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based on measured values.

When the state variable of the system is a linear /

nonlinear dynamic variable, the state of the system is

stochastically predicted according to the time progress

based on the incorrect measurement value including the

error.

Online reviews reflect these characteristics. The

customer "browses" the review prior to purchase of the

service, and the customer who has made the purchase

decision influenced by the review leaves a review after

the "experience". And the review again affects other

customers' purchase decisions (Ackerberg 2003).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online review data is

updated in a recursive manner,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pected quality and ‘cognitive quality’

formed by the 'experienced' customers(Zeithaml,

Parasurman and Berry 1985). The Bayesian inference

method can be applied based on the latent characteristics

of the customer satisfaction 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ime. In Feldman et al

(2018), online search reviews indicate that purchase

decisions are made in the form of prior expectations of

services and evaluation of them through experience.

According to social psychology, individuals lower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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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by checking behaviors of others (Festinger,

1954), and so that when using the product or service

that are not convinced of quality, they examine other

consumer responses. (Feldman et al 2018, Pekgun et al.,

2018)

In this study, we propose a model to measure

customer service satisfaction score based on online review

text. We compare the accuracy of the model with other

measurement methods to find out if it can replace the

survey, Also we statistically verify the effect of estimated

customer satifaction on the service financial performance,

The Kalman filter and the particle filter based on the

Bayesian inference method were used for the satisfaction

score estimation method. Satisfaction scores measured by

the Kalman filter and the particle filter were applied to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to verify the effec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In addition, to extend the

utilization of the online satisfaction text-based customer

satisfaction score proposed in this study, we classify the

reviews using topic modeling and derive service

satisfaction and related factors, and the subdivided

satisfaction score was again verified by the regression

model . Thus, we examined which part of each factor of

the service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 servic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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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accuracy, effectiveness, and

usability of customer satisfaction score based on online

reviews were verified, which will overcome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survey method based on

survey. It will be possible to utilize the customer

satisfaction score based on the online review data

practically and academically, reflecting the changed

market environment and the pattern of consumer

purchase behavior, and furthermore, replacing survey

method which requires excessive time, manpower and cost

input.

Keyword : Text Mining, Kalman Filter, Particle Filter,

Bayesian Inference, Online Review, Hospit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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