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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2010년 3월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정기회보(Bulletin)에 따르면 한국

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지난 30년간 64.8세에서 78.5세로 늘었다. 통계청(2007)에

의하면, 지난 200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를 차

지함으로써, UN이 분류한 고령화 시대(Ageing Society)로 접어들었다. 이와 같

은 추세라면 2022년경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기며 초 고령사회

(Aged Society)로 진입하게 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어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받아야 하는 계층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처

럼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

람들의 삶에 있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 목표가 된 것이다.

과거에는 아플 때만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

식하기 시작하면서 아프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한다.

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 가능성 여부, 나아가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

다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발 짝 더 나아가 암을 예방

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습관을 고쳐야 하며 꾸준한 운동을 어떻

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Pilzer(2002)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IT 산

업에 이어 황금알을 낳는 차세대 산업이라고 하였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9)

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률이 15%∼

20%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 경우 시장규모가 2배에 가까운 2

조 6000억원∼3조 5000억원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 서비스이용률이 15%로 높

아질 경우 최소 3만 3000명, 20%로 증가 시 4만 5000명에 이르는 고용 창출효

과도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이 의료서비스의 블루오

션이자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탁월한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유행처럼 번진 ‘웰빙’은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에서 활기를

띠도록 자극제가 되고 있다. ‘웰빙’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돼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처럼 굳어졌다. 서구사회는 동양의 요가, 명상을 들여왔고 이것은 마치 ‘웰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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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주자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 문화는 동양에 역수출되었고, 우리나라의 경

우도 마찬가지로 요가와 명상의 붐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와 맞물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정신과 육체적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의학 혹은

자연치유 개념의 ‘치유센터(힐링센터)’가 앞 다투어 문을 열고 있다. 강원도 홍

천의 ‘힐리언스’, 충북 충주의 ‘깊은 산속 옹달샘’, 전남 증도의 태평염전의 ‘소금

동굴 힐링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국외의 경우 이와 유사한 센터로 미국의 ‘쿠퍼

센터’, ‘아쉬람 캠프’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그동안 많은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면서 활기

를 띄고 있다. 그로인한 여러 학계에서도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조

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관련 연

구의 대부분은 의료서비스, 스포츠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하나의 집단을 중

심으로 한 이용실태 조사와 단일 측정항목의 만족도 조사에서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연구 목적 및 의의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SERVQUAL 척도를 중심으로 분석된 연구들과 또한

고객만족에 관한 측정지표 등을 사용하여 분석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산림 건강

치유, 요가, 휘트니스 등 총 세 가지의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비교를 중심으로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고, 그로인한 어느 요인이 각 서비스 산

업에서 고객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검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관리자 및 운영자들이 관심을 기울이

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그 목적을 가진다.

Ⅱ. 이론적 배경
1.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란 “사람들이 금연, 절주, 식이, 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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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각종 의료 유사행위, 마사지, 피부미용 등 다양한 웰빙 서비스까

지 포함하여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는 제공 주체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병원에서 전문

의료인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진단/치료 이외의 부분, 즉 “운동/식이조절 등

생활습관 개선 활동, 상시측정 및 관찰을 통한 질환의 조기발견, 만성질환의 사

후관리 등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망라한다고 볼 수 있다(윤수영, 2009).

건강관리 서비스는 “각 개인의 상태에 맞는 건강교육 및 운동/식단 처방을 제

공하고, 약 복용/혈당 측정 등을 유도하며, 필요 시 병원 방문 및 건강검진을

제안하며, 또한 개인의 진료 이력 및 검사 결과, 투약 정보 등을 장기적으로 축

적하여 가정과 병원에서의 효율적이고 연속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e-PHR

(Personal Health Record, 개인건강기록)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윤수영, 2009). 이러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 및

병·의원, 민간 건강보험회사 소속의 건강관리 서비스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이처럼 건강관리 서비스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 소비

자들의 상시적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켜 주지만, 급증하는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 및 건강보험회사들의 욕구도 동시에 충족시켜 주기 때

문에 각광받는 새로운 산업 분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2. 서비스 품질

오늘날 많은 서비스 업종들은 서비스 품질을 고객기반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

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김순이ㆍ최재하, 1999). 서비스 산업의 시

장은 점차 세분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고객의 요구도 점점 달라지고 있어, 이

러한 점으로 볼 때 기본적인 고객만족을 고찰해보는 것은 지나친 경쟁으로 망

각하기 쉬운 서비스 품질을 고객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정기한 등, 2009). 또한 고객의 서비스만족에 대한 관점도 나날이 바

뀌고 있음으로 인해 이러한 점을 신중히 고려치 아니한 사업 전략의 수립은 서

비스 제공자에게는 사업적으로도 큰 위험을 따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최문

식, 1993). 따라서 서비스 품질의 측정과 향상이 서비스 산업의 경쟁우위를 결

정짓는 요인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서비스 품질의 구성차원에 대한 연구

가 등장하게 되었다(Berry et al., 1985; Parasuraman et al., 1985; Gronroos,

1990; Johnston et al., 1990; Lehtinen and Lehtinen, 1991; Karmark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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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내용

2차원
Gronroos(1990) 기술 품질, 기능 품질

Berry et al.(1985) 결과 품질, 과정 품질

3차원
Lehtinen and Lehtinen(1991)

물리적 품질, 상호작용 품질, 기업(이미지)

품질

Karmarker(1993) 성과 품질, 적합 품질, 의사소통 품질

다항목

Parasuraman et al.(1985) 신뢰성, 유형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Johnston et al.(1990)

접근, 심미, 관심/도움, 가용, 배려, 청결/단

정, 편안, 몰입, 의사소통, 역량, 친절, 기능성,

친근, 유연성, 고결, 신뢰, 대응, 안전

먼저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차원에 대한 연구는 서비스 품질의 측정 및 향

상의 기초적인 것이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크게 세 가지 접근방법으로 구

분이 되며, 하나는 2차원 접근법이며,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은 3차원 접근법이다

(<표 1> 참조). 그리고 마지막은 서비스 품질의 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고찰하

는 접근법이다. 2차원 접근법은 Gronroos(1990) and Berry et. al.(1985) 등의 연

구에서 찾아볼 수 있고, 서비스 품질 차원의 3차원 접근법은 Lehtinen and

Lehtinen(1991)의 연구와 Karmarker(1993)의 연구에서, 그리고 다 항목 서비스

품질의 결정요인 규명에 대한 연구는 Parasuraman et al.(1985)의 연구와

Johnston et al.(1990)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서비스 품질의 측정설계를 할 경우에 어떤 모형을 선택할 것인가는

연구 목적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품질의 결정요인에 대한 설

계는 Parasuraman et al.(1985)의 연구를 확장한 모형인 Johnston 등(1990)의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에 따른 서비스 품질을 측

정하고자 하는 경우엔 Karmarker(1993)가 제시한 총체적 서비스 품질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 생산 프로세스를 보다 중시하는 측

정에서는 Lehtinen and Lehtinen(1991)의 연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다 하겠다.

<표 1> 서비스 품질 차원 연구의 비교

이 중 Parasuraman et al.(1985)이 제안한 SERVQUAL 이 가장 많이 채택되

어 왔고, 이 SERVQUAL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다양한 영역으로 그 활용도를

넓혀왔다. SERVQULAL은 “서비스 품질에서 그 서비스에 대한 고객이 기대하

는 바와 실제로 인지한 바의 격차라고 하는 이론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것”

이다(Parasuraman et al., 1985). 그러나 최초의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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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비일관성이나 기대라고 하는 개념의 해석상 다양성 등의 문제 때문에 그

신뢰성을 의심하는 연구들이 지속되어왔고, 이에 척도 자체의 타당성과 신뢰성

에 관한 연구(Carman, 1990; Babakus and Boller, 1991; Finn and Lamb, 1991;

Lam and Simon, 1997), 그리고 특정 산업분야에 맞는 항목 선정에 대한 연구들

을 시도하면서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Donnelly et al., 1995; Orwig

et al., 1997)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이들 연구 성과를 토대로 SERVQUAL 척도

를 이용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윤기찬, 2004).

이외 SERVQUAL 결정요인을 이용한 서비스만족 평가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김춘식(1999)의 관광 서비스, 김인호와 김익중(1996)의 호텔 서비스, 박흥식

(1996)의 대학행정 서비스, 오창택(1998)의 민원행정 서비스, 이환범과 송건섭

(2002)의 지역축제 서비스, 강호진(2004)의 문화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3.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란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습내용(지식, 정보, 대상, 원리

등)을 포함하며, 학습목적과 목표, 대상, 활동 및 활동과정, 학습장소, 학습방법,

시기, 학습자 조직, 매체 등의 요소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는 하

나의 교육적 시스템”이다(김진화, 2001). 즉, 프로그램이란 “학습자의 실존적 가

치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계획했던 학습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체계

적으로 설계한 조직화된 일련의 학습내용, 학습활동, 학습방법의 통합된 실체”

라고 할 수 있다(김소현, 2008).

일반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에서 프로그램의 개념은 “시간적, 공간적 조

건을 극복하고 체육의 생활화를 지향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의

미한다(Chelladurai, 1985). 따라서 국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정서적으

로 긍정적인 변화를 주어 건전한 인간을 육성하는 과정으로서 프로그램의 가치

를 찾을 수 있다(안영필, 1993).

4.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이란 물리적 구조(Physical Structure), 물리적 자극(Physical

Stimuli), 상징적 조형물(Symbolic Artifact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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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구조란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하는 건축 디자인과

가구의 물리적 배치로 정의하고, 물리적 자극이란 경영자 또는 조직구성원의 의

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고 정의하였다(Belk, 1975). Bitner(1992)는

서비스 산업에서의 물리적 환경을 ‘Servicescape’라고 표현하며, 그것은 “자연적,

사회적 환경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인위적인

환경”이라고 하였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국내문헌을 살펴보면 이형룡 등(2002)은 “서비스 제공자

가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장소, 즉,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 요원이나

고객이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하는 장소를 물리적 환경”이라고 정의하였

으며, 차길수(1995)는 “서비스가 창출되고 서비스 기업과 고객 사이의 상호작용

이 발생하는 환경”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종합하여 정리하면, 물리적 환경이란 “서비스가 발생하는 환경으로 고

객의 감각적인 면에 영향을 주는 인간이 만들어낸 계획적인 환경”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김기영ㆍ김성수ㆍ천희숙, 2007).

5.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

서비스 지향성이란 “조직의 종업원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태도와 행위”를 말하며(Schneider & Bowen, 1980), 조직의 종업원이 고

객만족이라는 공통적 목표를 위해 일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조직이 서비스 지향

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목적의 달성

은 종업원이 그 기업 또는 조직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하였다는 느낌을 갖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결과도 가져온다(이학식ㆍ김영ㆍ이용기,

1998). 따라서 서비스 지향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조직이 해당 산업의 서비스

욕구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반응하여 우월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들 고

객들에게 전달하여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은 “서비스 제공시에 직원의 태도와 행동”이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박성연, 2000), “직원이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 협조하려는 정신 상

태에서 발현되는 일련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서현숙, 2005). 이러한 직원들의

고객 중심적 서비스 지향성은 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과 고

객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장기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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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서현숙, 2005).

6. 고객만족

고객만족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나 혹은 연구기관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

리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는 않다. 이는 고객만족 연구

가 Cardozo(1965) 이후 고객만족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수많은 연구들이 수행되

어 왔다는 점이다. 특히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대한 한

계성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된 이후에는 지각된 성과, 비교기준으로서

의 규범, 공평성, 귀인 이론 등 다양한 패러다임 및 이론구조들이 제기되고 있

기 때문이다.

Oliver(1981)는 고객만족에 대한 정의로 “불일치된 기대와 고객이 소비경험에

대해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감정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된 종합적인 심

리상태” 라고 하였고, Westbook(1980)은 “제품에 대한 고객의 평가라는 측면에

서 고객만족을 고객들이 직접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에 의해 내린 좋

고 나쁜 정도의 평가” 라고 하였다. Westbook and Black(1985)은 “고객만족, 불

만족이란 고객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비교, 평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들이 얼마만큼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감정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 으로 정의하

였으며, Tse and Wilton(1988)은 “제품에 대한 구매 후 실제성과와의 지각차이

평가에 따른 고객의 반응” 이라고 정의하였다.

Madrigal(1995)은 “고객의 경험에 대한 만족의 판단은 그 영향에 대하여 평가

와 같은 인지적 과정으로부터 온다”고 하였고, Fornell et al.(1996)은 “전반적인

고객 만족은 제공된 시장의 기대” 라고 하면서 이 시장의 기대는 과거의 경험

과 미래의 예상으로 구성되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예상에 대한 평가라고 하였다. Gundersen et al.(1996)은

“호텔 고객만족을 특별한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매 후 평가의 판단” 으

로서 정의를 내렸다.

한편 Oliver(1996)는 “고객이 자신의 욕구가 얼마나 채워졌는지 대하여 판단

하는 반응” 이라는 총체적 정의를 제시하면서, 이때 만족 개념이 분석수준에 따

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고객들의 만족반응

을 군집화 한 사회차원, 산업차원, 기업차원 수준에서부터 개인차원 수준의 만

족은 한 거래시점에서의 만족에서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만족이라는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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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고객만족 개념은 만족형성의 시점

에 따라 거래 중심적(Transaction-Specific) 만족과 전반적 혹은 누적적

(Cumulative)만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Boulding et al., 1993). 거래 중심적 관점

에서의 만족은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선택 후 평가판단이며, 마케팅의 행동론적

연구에서 개인 수준에서 고객만족의 선행연구와 결과연구에 대하여 많은 연구

가 이루어졌으며, 반대로 누적적 관점에서의 만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제품이

나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구매와 소비경험에 기초로 하여 전체적인 평가이다

(Johnson and Fornell, 1991). 따라서 특정한 거래의 관점에서의 고객만족은 특

정한 제품이나 서비스 인 카운터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사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에 누적적 만족은 그 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성과에 대한 더 많은 기초

적인 척도를 제공한다(Anderson et al., 1994).

Ⅲ. 연구모형 설계와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기존 선행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산림 건강치유, 요가,

휘트니스 등 세 가지의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물리적

환경,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 등 3개의 독립변수로 구성하였고, SERVQUAL의

척도를 본 연구의 의도대로 각 해당되는 변수의 설문 측정항목으로 사용하여

고객만족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독립변수

프로그램

물리적 환경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

고객만족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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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03 33.7

여 203 66.3

연령

20∼29세 109 35.6

30∼39세 88 28.8

40∼49세 51 16.7

50∼59세 39 12.7

60세 이상 19 6.2

학력

고졸 15 4.9

전문대졸 42 13.7

대졸 192 62.7

석사 이상 57 18.6

월수입

100만원 미만 59 19.3

100∼200만원 47 15.4

200∼300만원 62 20.3

300∼400만원 42 13.7

500만원 이상 96 31.4

직업

학생 58 19.0

회사원 75 24.5

공무원 16 5.2

자영업 38 12.4

기타(전문직) 119 38.9

2. 표본의 특성과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경기지역에 위치한 산림 건강치유, 요가, 휘트

니스 등 각 1곳씩을 선정 후 직접 방문하여 약 100여부 내외로 설문을 수집하

였고, 그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여자가 66.3%로 남자 33.7%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0∼29세

(35.6%)가, 학력은 대졸(62.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에서는

500만원 이상(31.4%), 200∼300만원(20.3%), 100만원 미만(19.3%), 100∼200만원

(15.4%), 300∼400만원(13.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기타 및 전문직(38.9%),

회사원(24.5%), 학생(19.0%), 자영업(12.4%), 공무원(5.2%) 순이었다.

<표 2> 표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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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3.1 프로그램
프로그램 경영이론에 있어 Long(1983)과 Griffin(1987)은 프로그램의 성격을

시장 지향성과 서비스 지향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이 필요함을 제시한바 있다(김진화, 2001).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인 측면은 고객

만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고객과 눈높이를 맞추며,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무엇이 불만인지 알아내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수한 프로그램과

좋은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해야만 고객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영희, 2003; 임종만 등, 2003; 이광희ㆍ홍운기, 2005). 따라서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에서 프로그램 요인은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가설 1.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에서 프로그램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물리적 환경
고객이 서비스제공 기업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물리적 환경이 고객의 평가와 지각에 미치는 중요성은 다른 요인들보다 더욱

크게 작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한진수ㆍ현경석, 2008). 서비스 산업에서 물리적

환경은 고객의 서비스 지각과 만족, 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김천중ㆍ정진철, 2003; 조우제, 2004).

Wakefield and Blodgett(1994)는 축구경기장, 야구경기장, 카지노 게임장과 같은

레저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물리적 환경요인, 즉, 공간적 배치와 접근성,

시설물의 미적요소, 시설물의 청결함, 의자의 편안함, 전자장비와 디스플레이 등

이 고객만족과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김찬미와

조연철(2003)은 헬스클럽의 물리적 환경이 재방문 및 구전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에서 물리적 환경 요인은 고객만

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가설 2.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에서 물리적 환경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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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연구자

독

립

변

수

프

로

그

램

X1

프로그램의 참여

도, 고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

공되는 각종 서

비스의 정도

프로그램은 이해하기가 쉽다

Carman(1990)

Headley and Miller

(1993)

Schmidt and

Strickland(1998)

X2 프로그램은 참여 가치가 있다

X3 프로그램은 참신하다

X4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X5 프로그램은 흥미롭다

X6
프로그램은 약속시간대로 진

행 한다

3.3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
서비스는 고객과 종업원간의 상호접촉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고객접점 종

업원의 태도와 행동은 고객의 서비스 품질평가와 만족수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김명일, 2005). 이에 고객이 느끼는 만족수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과 접촉하는 잠깐의 순간에서 결정되므로 고객과 직원이 접촉하는 순간을 “진

실의 순간”이라고 한다(Norman, 2001).

Wiley(1991)의 연구에서는 최상의 대고객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환경과 고객만족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조직이 고객서비스에 관

심을 가질수록,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노력할수록 고객만족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고, Hartline and Ferrel(1996), Lytle et al.(1998)의 연구에서는 직원

의 서비스 지향성이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며, 조

직의 이익과 성장, 고객만족, 고객 애호도 등의 결과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에서 직원의 서비스 지

향성 요인은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가설 3.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에서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은 고객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최근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고

려하여 새롭게 정의하였고, 그에 맞는 설문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작성되었다. 따

라서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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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7 프로그램은 참여하기가 쉽다

X8
프로그램은 가격이 합리적이

다

물

리

적

환

경

X9

고객이 느끼는

물리적 시설환경

에 대한 반응 정

도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Marcum and

Greenstein(1985)

Hansen and

Gauthier(1992)

Graham(1994)

Kochman(1995)

김용만(1997)

이용식 등(2000)

X10 시설의 이용은 편리하다

X11 시설의 위치는 적합하다

X12 시설은 청결하다

X13 시설의 외관은 보기가 좋다

X14 시설은 프로그램에 적합하다

X15 시설은 체험하기가 좋다

직
원
의

서
비
스

지
향
성

X16

서비스를 제공하

는 직원의 의지

와 준비성 정도,

고객과의 의사소

통과 고객의 이

해 정도

직원에게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lake and

Mouton(1984)

Baker(1987)

Naver and Slater(1990)

Chandon et al.(1997)

Gwinner et al.(1998)

이덕로,이성석(2002)

이세호(2009)

X17
직원은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

한다

X18
직원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

준다

X19 직원에 대해 신뢰한다

X20
직원의 서비스는 매순간 동일

하다

X21 직원은 항상 친절하다

종

속

변

수

고

객

만

족

Y1

프로그램, 시설,

서비스 등 고객

이 체감하는 전

반적인 만족감

정도

나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Howard and

Sheth(1969)

Westbook and

.Reilly(1983)

Fakey and

Crompton(1991)

Cronin and Taylor(1994)

Tes and Wilton(1988)

조윤식(2003)

Y2 나는 정서적으로 편안해졌다

Y3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Y4
나는 이곳에서 정보를 많이

습득했다

Y5
나는 이곳을 다음에도 이용

하겠다

Y6
나는 이곳을 적극적으로 추천

하겠다

Ⅳ. 연구 분석결과
1. 신뢰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각 문항간의 일관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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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Cronbach's ɑ

1 2 3

독

립

변

수

프로

그램

X1 프로그램은 이해하기가 쉽다

.855 .834 .903

X2 프로그램은 참여 가치가 있다

X3 프로그램은 참신하다

X4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X5 프로그램은 흥미롭다

X6 프로그램은 약속시간대로 진행 한다

X7 프로그램은 참여하기가 쉽다

X8 프로그램은 가격이 합리적이다

물리적

환경

X9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840 .833 .886

X10 시설의 이용은 편리하다

X11 시설의 위치는 적합하다

X12 시설은 청결하다

X13 시설의 외관은 보기가 좋다

X14 시설은 프로그램에 적합하다

X15 시설은 체험하기가 좋다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

X16 직원에게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906 .863 .927

X17 직원은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 한다

X18 직원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준다

X19 직원에 대해 신뢰 한다

X20 직원의 서비스는 매순간 동일하다

X21 직원은 항상 친절하다

종

속

변

수

고객

만족

Y1 나는 전반적으로 만족 한다

.849 .867 .908

Y2 나는 정서적으로 편안해졌다

Y3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Y4 나는 이곳에서 정보를 많이 습득했다

Y5 나는 이곳을 다음에도 이용 하겠다

Y6 나는 이곳을 적극적으로 추천 하겠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림 건강치유, 요가, 휘트니스 등 3개의 건강관

리 서비스 산업의 Cronbach's α계수는 모두 0.80 이상으로 분석되어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표 4> 신뢰성 검정결과

1(산림 건강치유), 2(요가), 3(휘트니스)

2. 타당성 검정

타당성(Validity)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 하였으냐

하는 문제로 평가방법에 따라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기준타당성

(Criterion Validity),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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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산림 건강치유 요가 휘트니스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요인2 요인3

프로

그램

.225 .371 .600 .597 .182 .229 .670 .397 .072

.119 .318 .613 .701 .160 .207 .829 .109 .180

.164 .218 .715 .588 .053 .187 .811 .146 .196

.305 .348 .620 .527 .053 .199 .742 .128 .250

.149 .285 .621 .664 .282 .156 .765 .177 .222

.341 .035 .656 .707 .178 .104 .800 .142 .199

.227 .076 .660 .678 -.002 .338 .678 .145 .225

.031 .265 .579 .679 -.037 .112 .512 .132 .331

물리적

환경

.041 .663 .321 .308 .644 .187 .199 .130 .712

.193 .663 .347 .146 .731 .105 .248 .237 .683

.162 .543 .147 .341 .596 -.028 .200 .375 .694

.151 .657 .163 .260 .630 .102 .225 .298 .735

.206 .795 .032 -.119 .799 .022 .301 .297 .639

.157 .714 .336 -.041 .776 .100 .299 .390 .669

.196 .689 .294 .025 .581 .313 .227 .391 .507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

.586 .286 .303 .306 .249 .609 .174 .755 .217

.763 .247 .288 .256 .299 .689 -.015 .789 .382

.800 .209 .074 .113 .221 .824 .181 .836 .219

.748 .121 .302 .186 .229 .662 .233 .778 .307

.882 .166 .119 .278 -.026 .782 .386 .760 .283

.856 .110 .201 .363 -.169 .695 .209 .777 .280

고유치 8.551 2.248 1.450 6.927 2.757 1.672 9.899 2.508 1.279

누적(%) 40.717 51.421 58.325 32.985 46.115 54.076 47.139 59.079 65.171

적으로 측정도구의 개념타당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이 사용된다.

<표 5>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독립 변수들의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표이다.

<표 5> 요인분석 결과

3. 회귀분석

본 절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에서 존재하는 프로그램, 물리적 환경, 직

원의 서비스 지향성 등 3개의 요인이 고객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

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산림 건강치유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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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eta t F

공선성 통계량

공차

한계
VIF

독립

변수

프로그램 .438 6.239***

34.419
***

.506 1.978

물리적 환경 .494 7.038*** .561 1.784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 .270 3.848*** .663 1.508

모형요약 R = .713 / R
2
= .508

변수 Beta t F

공선성 통계량

공차

한계
VIF

독립

변수

프로그램 .392 4.735
***

15.842***

.650 1.538

물리적 환경 .199 2.401** .843 1.187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 .365 4.398
***

.638 1.567

모형요약 R = .571 / R
2
= .327

분석결과 모델의 설명력은 50.8%를 보였고, F값은 34.419(p=.00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설 검정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p=.01), 물리적 환경

(p=.01),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p=.01) 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β=.494), 프로그램(β=.438),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β=.270) 순으로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표 6> 회귀분석 결과(산림 건강치유)

주) * p < 0.1, ** p < 0.05, *** p < 0.01.

다음은 요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델의 설명력은 32.7%를 보였고, F값은 15.842(p=.00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설 검정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p=.01), 물리적 환경

(p=.05),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p=.01) 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프로그램(β=.392), 직원의 서비스 지향

성(β=.365), 물리적 환경(β=.199) 순으로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7> 회귀분석 결과(요가)

주)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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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eta t F

공선성 통계량

공차

한계
VIF

독립

변수

프로그램 .395 6.410***

55.924
***

.619 1.616

물리적 환경 .385 6.252
***

.421 2.377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 .576 9.359*** .500 1.999

모형요약 R = .798 / R2 = .636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가설 구성개념 간 관계

가설

방향
Beta 결과

산림

건강치유

가설1 프로그램

➡
고객

만족

+ .438 채택

가설2 물리적 환경 + .494 채택

가설3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 + .270 채택

요가

가설1 프로그램

➡
고객

만족

+ .392 채택

가설2 물리적 환경 + .199 채택

가설3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 + .365 채택

휘트니스

가설1 프로그램

➡
고객

만족

+ .395 채택

가설2 물리적 환경 + .385 채택

가설3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 + .576 채택

마지막으로 휘트니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델의 설명력은 63.6%를 보였고, F값은 55.924(p=.00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설 검정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p=.01), 물리적 환경

(p=.01),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p=.01) 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β=.576), 프로그

램(β=.395), 물리적 환경(β=.385) 순으로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8> 회귀분석 결과(휘트니스)

주) * p < 0.1, ** p < 0.05, *** p < 0.01.

<표 9>는 본 연구의 가설 검정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9> 연구가설의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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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산림 건강치유, 요가, 휘트니스 등 총 세 가지의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비교를 중심으로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고, 그로인한 어느

요인이 각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여 검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의 SERVQUAL 척도를 중심으로 분석된

연구들과 또한 고객만족에 관한 측정지표 등을 사용하여 분석된 연구들을 바탕

으로 프로그램, 물리적 환경,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 등 3개의 요인을 도출하여

각 서비스 산업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 건강치유 센터는 물리적 환경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산림 건강치유 센터는 건강한 삶과 거리가 먼 현대인들의 생활습

관을 바르게 고침으로써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

만 자연과 접하기 쉽지 않은 도시 생활자들이 산림 건강치유 센터를 생활개선

보다 쉼, 스트레스 해소로 찾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

로 편안한 숙소, 청결성과 외관 등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시설환경 요인들에 영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요가 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요가 대부분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가 센터는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가 요구되는 기타 다른 건강관리 서비스 산

업보다 고객들의 관심이 좁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휘트니스 센터에서는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이 고객만족에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나왔다. 휘트니스 센터는 근육단련, 몸매 가꾸기, 체력증진 등

개인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달리 짜주어야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휘트니스 세터 직원들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지향성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이상과 같이 분석된 연구결과를 통해서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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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휘트니스 센터의 설문지를 수거할 때 물리적 환경이 고객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오히려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이 만족도에

더 큰 관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때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사업 특성별로 고객이 지각하는 영향요인의 중

요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파악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각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은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에 최우선

적으로 역점을 두고 운영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특성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현대화된 운동장비와 차별

화된 프로그램, 쾌적하고 고급화된 시설 마련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

시점은 건강과 운동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양적 추구에서 질적 추구로 바뀌

어가고 있다는 것도 직시해야 한다. 그 의미는 운동을 단순히 신체적 가치나 정

서적 가치 추구에만 머물지 않고 교제나 유대를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에까지

미치도록 서비스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고객들 간의 유대관

계를 위한 부가적인 프로그램 도입과 친근한 분위기, 적절한 동선체계도 함께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3.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을 수집하면서 모집단의 불균형을 들 수 있고, 여성이 주 고객을

이루는 요가 센터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과반 수 이상 많다는 것을 직시하

지 못하였다. 또한 휘트니스 센터의 경우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지역의

D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설문이 이루어져 모집단의 수입에 있어서

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밖에 직업을 묻는 일반사항의 항목에서 ‘가정

주부’를 넣지 못해 모두 ‘기타 전문직’으로 기입이 되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었

다. Van Raaij and Francken(1984)은 만족을 “실제와 기대하는 상황에서 인식

된 모순과 기대하는 상황을 가로막는 내적 조건(개인적 지위, 능력, 지식) 및 외

적 조건(환경, 시간, 경제력, 거리, 시설)의 인식에서 결정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내적 및 외적 조건에 의해 만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

한 치우침이 없다면 더욱 정확한 연구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둘째, 산림 건강치유, 요가, 휘트니스를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에 대한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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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소 떨어진다. 사전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관리 서비

스 산업 영역을 하나로 묶는 것은 다소 무리가 존재할 수 있다.

셋째, Parasuraman et al.(1985)이 제시한 고객만족에 미치는 서비스 품질

(SERVQUAL)의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선행 연구들도 함께 조사하여 이를 바

탕으로 고객만족을 높여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도출하여 요인별 상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SERVQUAL) 요인에만

너무 치우쳐 운영자의 권위도, 광고 등 고객만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넷째,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만족을 높여 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운영자에게는 수익의 극대화를, 고

객에게는 만족을 높여 외부고객과 내부고객, 운영자 모두에게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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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Sources Affecting Customer Satisfaction in Healthcare

Service Business:

with Focus on Comparison of Wellbeing Care, Yoga, and Fitness Businesses

Kim, Joon-Ho*․Choi, Ji-Eun**

This study was searching for elements affecting satisfaction of customers

by comparing health management service businesses such as wellbeing care,

yoga, and fitness. The discovered elements were analyzed and verified to

find which elements are affecting what businesses through case studies.

Multidirectional analysis was implemented for each service type using

program, physical environment, and provided service drawn from the

previous researches with SERVQUAL criteria and measured values on

customer satisfac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physical environment in forest wellbeing care,

program in yoga, and provided service in fitness were the most affecting

elements. Thus, each health management service business must consider the

lifestyle and trend of customers, and the specialized service corresponding to

its uniqueness must be provided to customers. Surely, modernized exercise

equipment, personalized program, and comfortable-luxurious settings are

must have in order to be competitive. In addition, the business owners have

to realize that customers are moving to quality from quantity. This means

exercise must be brought up to the level of social value for relationship and

links rather than left at the level of simple physical and mental trainings.

To achieve these, other programs to support relationship among customers

and circulating system with friendly environment must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Key Words : Health Management Service, Program, Physical Environment,

Provided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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