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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공공의료기관의 인지도와 재방문여부와의 관계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병원 재방문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신뢰
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과를 
보면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재방문여부와 독립변수들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서비스품질인식 및 진료환
경적 요인이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의료기관의 재방문과의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소
이미지 및 의료서비스, 진료환경은 재방문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공
공의료기관의 인지도와 재방문과의 관련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질과 인프라를 개선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미지 및 의료서비스, 진료환경에 대한 기대수준을 파악하여 재방문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의료기관 재방문, 의료기관 인지도, 사회적역할, 서비스품질인식, 진료환경

Abstrac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erms of its intent to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hospital revisits by 
proposing measures to enhance name awareness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me 
awareness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and patients’ revisit, and its corresponding influences. The study 
findings were drawn by employing analysis methods such a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tests,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ll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patients’ revisit or not. The perception of service quality and the environmental factor of medical treatment 
increased the explanatory power of independent variables, thereby exhibiting a high correlation with the revisit 
to medical institutions. The usual image, medical service, and medical treatment environment were reveale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atient’s intent to revisit. This study could confirm a correlation between the 
name awareness of medical public institutions and the patients’ revisit or not. Consequently, to improve the 
quality and infrastructure of their medical services, public medical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perform studies 
on measures to increase the revisits of patients by identifying their image, medical services, and treatment 
environment on a consistent basis.     
  
Key Words : Revisit of medical institutions, The name awareness of medical institutions, Social role, The 

perception of service quality, Medical treat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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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료기 들은 국민의 의료기술 기 수  향상, 경쟁의 

심화, 정부 의료정책 강화 등으로 인하여 경 기 상황

에 직면하고 있다[1.2]. 이에 민간의료기 들은 의료시장

의 기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기 은 민간의료기 에 비해 규모, 진료

환경 뿐만 아니라 고객서비스 략   내․외 인지도 

향상 노력에서도 부족한 것이 실이다[2.3]. 

의료기 에서의 인지도란 진료 받기 까지 그 병원

에 한 신뢰감  경쟁력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한 재

방문은 고객이 의료기 의 인력  진료서비스 등에 

한 만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 으로 의료서비스를 이

용하기 하여 의료기 을 방문하는 의도를 의미한다. 

인지도가 높다고 하면 고객들이 의료기 에 해서 이미

지상승  신뢰감을 높일 수 있어 고객들의 병원 재방문

에 정 인 효과를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 들

이 간과해서는 안 될 요한 략이라고 할 수 있다

[4.5.6.7]. 

공공의료기 은 고객과의 신뢰감 형성 에서 본질

 기능인 진료뿐만이 아니라 의료기 의 사회  역할과 

함께 고객욕구를 악함으로써 의료시설과 환경은 물론 

의료서비스 차별화 뿐만 아니라 인지도를 높을 수 있는 

방법에 한 효율 인 응을 강구하여 재방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2.3]. 

이에 따라 공공의료기 들은 고객이 내원하기 에 

정  이미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  측면의 방법에서도 민간의료기 과의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아야 하며, 고객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신뢰

감과 함께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병원이미지 향상과 함께 내원환자의 지속 인 재방문을 

통한 병원 수익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3.4.7.8]. 한 민간의료기 에 

비해 이미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발상의 환을 통

하여 고객들이 내원 에 공공의료기 을 효과 으로 각

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5.9]. 

지 까지의 의료기 의 재방문여부에 한 연구는 의

료서비스  의료환경, 의료인력의 만족도와 이 맞

추어지고 있는 반면에 의료기 의 인지도가 재방문 여부

에 향을 미치는 것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 의 

인지도가 재방문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여 

내원고객의 특성 악 후 재방문을 높을 수 있는 근본

인 안을 찾고자 한다.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의료기 의 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는 경 략 방법을 

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2.1 조사대상자 및 기간

조사 상자들은 충남 지역에 치하고 있는 3개 공공

의료기 을 내원 한 고객들을 상으로 선정하 다. 지

역 내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의 연령  성별을 구분하여 

315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결과 

응답내용이 미비하거나 불확실한 설문응답자 14명를 제

외한 291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을 분석 상으

로 하 으며, 조사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까지이다.

2.2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방법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거 공공병원 운

평가 설문조사 내용  인지도 련 조사내용을 참고하

여 본 연구내용에 맞게 재구성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방법으로 자료를 수집

하 다[10]. 설문지 내용을 사 에 숙지한 설문조사 조사

원이 공공의료기 을 내원한 고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

하고, 연구의 목 , 설문 내용  설문기입요령을 설명한 

후에 조사 상자들이 직  작성토록 한 후 회수하 다. 

단 직  설문지에 기입하기 어려운 고령의 노인계층에 

해서는 설문지 내용을 직  설명하면서 상담원이 작성

하도록 하 다.

설문지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특성에서는 성

별, 연령, 학력, 보험유형, 직업, 이용경험  6개 문항  지

역 공공의료기 의 인지도 측정 련하여  6가지 특성부

문을 구성 하 다. 인지여부  역할인식 특성부문 련 

사  인지도 4문항, 사회 역할 인지도 5문항, 지역주민 

연상  서비스품질인식 특성부문 련 평소이미지 인지

도 5문항, 서비스품질 인지도 4문항, 환경  특성부문 

련 진료환경 인지도 5문항, 마지막으로 재방문여부 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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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하 다. 이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매우 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2」, 매우불만족「1」)으로 측정하 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Excel로 코딩 입력 후 SPSS 

WIN(ver17.0)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조

상 상자인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산출하고, 설문

내용에 한 신뢰성 검증을 해 신뢰성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한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공공의료기 의 인지도 련 6가지 측정항목의 차

이분석을 해 t-test, ANOVA분석 방법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인지도 련 항목과 재방문여부와의 상

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s 상 계분석 실시 후 재방

문여부에 향을 미치는 련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악하기 해 계  다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3. 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63.9%, 여자 36.1%로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분포를 보

다. 연령별로는 30-39세군에서 45.0%로 가장 분포를 보

고, 20-29세군 28.9%, 40세이상군 26.1% 순으로 나타

났다. 학력별은 졸이상이 66.0%, 고졸이하 34.0%로 고

졸이하보다 졸이상이 높은 분포를 보 다. 보험유형별

로는 건강보험 52.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고, 의료

여 40.2%이었으며, 차상 계층 6.9%로 가장 은 분포

를 보 다. 직업별은 자 업이 54.0%로 가장 많은 분포

를 보 고, 행정․ 리직 28.2%, 문직 12.0%순이었으

며, 기타 직종이 5.8%로 가장 은 분포를 보 다. 이용

경험별로는 있다 69.8%, 없다 30.2%로 이용경험이 없다 

보다는 이용경험이 있다가 더 많은 분포를 보 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Persons Ratio

Gender
Man 186 63.9

Woman 105 36.1

Age

20～29 84 28.9

30～39 131 45.0

≥40 76 26.1

Education

level

Less than high 
school 99 34.0

AboveUniversity 
graduate 192 66.0

Type of 
insurance

Health Insurance 154 52.9

Medical Aid 117 40.2

The next higher 
layer 20 6.9

Job

Administrative 82 28.2

Professions 35 12.0

Self-employed 157 54.0

Etc. 17 5.8

Experiences 
with

Y 203 69.8

N 88 30.2

Total 291 100.0

3.2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 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하여 설문문항의 신뢰도  

탐색  요인분석을 하 다. 측정항목의 신뢰도 검정 통

계량을 살펴보면, 사 인지도의 요인은 4개의 항목이 채

택되었으며 Cronbach's α는 0.832, 사회직역할인지도의 

요인은 5개의 항목이 채택되었고  Cronbach's α는 0.835, 

평소이미지인지도 요인은 5개의 요인이 채택되었으며,  

Cronbach's α는 0.854이었다. 그리고 서비스품질인지도 

요인은 4개의 요인이 채택되었으며 Cronbach's α는 

0.768, 진료환경인지도 4개의 요인이 채택되었고, 

Cronbach's α는 0.840, 재방문여부 요인은 2개의 요인이 

채택되었으며, Cronbach's α는 0.812이었다. 측정항목 모

두가  Cronbach's α계수가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신

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개념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주성분 분

석을 실시하 으며,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여 

회 하는 방식은 직각회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 다. 요

인분석을 한 기본 가정인 각 측정변수 간의 한 상

성에 한 가정을 확인하기 한 KMO표본 합성검

증값은 0.854로서 0.5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반 으로 변수들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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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riables on the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Question
Pre-awar

eness

Social role 

recognition

Usual 

image 

recognition

Quality 

ofServiceA

wareness

Care 

environmen

t awareness

Revisit 

whether
Cronbach's α

The traditional medical institutions 0.844

0.832
Medical institutions knowin advance. 0.837

Trust in medical institutions 0.739

Reputation in the medical institutions 0.732

Regional medical volunteer 0.816

0.835

Medical society, vulnerable groups 0.789

Active free medical business 0.782

Role in the health care safety net 

underprivileged
0.719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0.695

Private Hospital-contrast images 0.827

0.854

The convenience of using the procedure 0.810

Vibrant medical institutions 0.798

friendly in the medical institutions 0.772

Convenient facilities 0.700

Medical services for the residents 0.803

0.768
Providing friendly service of the staff 0.717

A variety of health care services 0.714

Active Medical convergence activities 0.670

Excellence in medical technology 0.797

0.840

Appropriateness of care location 0.768

Convenience of treatmentprocedures, 0.719

Latest medical equipment 0.613

Reliability of the results of treatment 0.563

Others recommend 0.819
0.812

Later re-visited 0.735

Eigen Vaule 2.9 3.1 3.3 2.4 3.0 2.1

The percentage of variance 11.6 12.3 13.1 9.7 11.9 8.3

Cumulative distribution ratio 48.8 25.3 13.1 58.5 37.2 66.8

KMO : .854,      Bartlett's Test : 0.000,     % of Variance : 66.8%

계는 유의 이며, 총 분산 재율은 66.8%로 나타났

다<Table 2>.

3.3 사전 인지도, 사회적역할 인지도, 평소이

미지 인지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지도 측정항목 

 사 인지도 차이는 연령(p<0.001), 학력(p<0.05), 보험

유형(p<0.000), 직업(p<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 다. 연령에 따라서는 30-39세가, 학력에서는 

졸이상이 사 인지인식이 높으며, 보험유형에서는 의료

여환지군이 직업유형에서는 자 업 종사하는 군이 사

 인지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반  특성에 따른 사회

 역할인식도 차이는 연령(p<0.01), 보험유형(p<0.01), 

이용경험(p<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연령에서는 40세이상이 보험유형은 건강보험군이 사

회 역할 인지도가 높으며, 이용경험에서는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가 사회 역할 인지도에 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특성에 따른 평소이미지 인지도 차이

는 성별(p<0.001), 연령(p<0.05), 보험유형(p<0.05), 이용

경험(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성

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평소이미지 인식이 높으며, 

연력에서는 40세이상이 다른 연령 군 보다 평소이미지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 다. 보험유형에서는 의료 여, 

차상 계층군이 다른 유형은 군보다 높으며, 이용경험에

서는 이용경험이 높을수록 평소이미지 인지도가 높은 것

으로 보 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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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be 3> Demographic analysis for the pre-awareness, social role awareness, and the usual 
image recognition                                                                 (Mean±S.D)

 Variables
Pre-awareness Social role recognition Usual image recognition

Mean±S.D F or t Mean±S.D F or t Mean±S.D F or t

Gender
Man 3.68±0.38

 1.980
3.63±0.37

  1.973
3.58±0.39

   14.648***
Woman 3.61±0.40 3.69±0.87 3.40±0.37

Age

20-29 3.59±0.41

           

7.701**

3.69±0.39

  7.704**

3.42±0.39

  4.145*30-39 3.75±0.35 3.56±0.39 3.54±0.39

≥40 3.56±0.40 3.76±0.30 3.59±0.38

Education

level

Less than high 

school
3.58±0.41

 6.615*

3.67±0.35

  0.444

3.53±0.40

  0.305
AbovUniversity 

graduate
3.70±0.37 3.64±0.39 3.51±0.39

Type of 

insurance

Health Insurance 3.58±0.40

             

    7.899***

3.57±0.35

  5.413**

3.46±0.38

  3.144*Medical Aid 3.76±0.35 3.72±0.39 3.58±0.40

The next higher 

layer
3.66±4.16 3.64±0.37 3.57±0.37

Job

Administrative 3.59±0.40

 2.654*

3.67±0.37

  2.554

3.49±0.39

  0.622
Professions 3.59±0.41 3.49±0.44 3.47±0.39

Self-employed 3.72±0.37 3.68±0.35 3.54±0.38

Etc. 3.59±0.39 3.61±0.44 3.46±0.39

Experiences 

with

Y 3.67±0.39
 0.266

3.62±0.38
  4.435*

3.56±0.39
  7.075**

N 3.64±0.39 3.72±0.36 3.42±0.38

*p<0.05, **p<0.01, ***p<0.001

3.4 서비스품질 인지도, 진료환경 인지도, 재

방문여부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서비스품질 인지도 

차이는 성별, 연령, 학력, 보험유형, 직업, 이용경험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진료

환경 인지도에서는 성별(p<0.05), 연령(p<0.001), 학력

(p<0.05), 직업(p<0.05), 이용경험(p<0.01)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성별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진

료환경인지도가 높으며, 연령은 30 가 다른 연령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졸이상이 높았고, 

직업에서는 행정․ 리직, 자 업에 종사하는 군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경험에서는 이용경험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경우가 진료환경 인지도가 높게 나탔다. 재방문여부 차

이에서는 연령(p<0.001), 학력(p<0.05)이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 다. 연령에서는 30-39세이상이 다른 연

령군보다 재방문의사가 높으며, 학력에서는 고졸이하보

다 졸이상이 재방문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3.5 재방문 여부와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공공의료기 의 사 인지도, 사회 역할 인지도, 평소

이미지 인지도, 서비스품질 인지도, 진료환경 인지도, 재

방문 여부와의 상 계를 살펴보면, 재방문여부는 사회

역할 인지도(p<0.001), 평소이미지 인지도(p<0.001), 

서비스품질 인지도(p<0.001), 진료환경 인지도(p<0.001)

와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반면에 사회 역할 인지

도에서 평소이미지 인지도와는 유의한 상 계를 보이

지는 않았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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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Quality of service awareness, care environmental awareness, and to revisit whether the 
demographic analysis                                                             (Mean±S.D)

  Variables

Quality of Service 

Awareness

Care environment 

awareness
Revisit whether

Mean±S.D F or t Mean±S.D F or t Mean±S.D F or t

Gender
Man 3.56±0.39

0.304
3.44±.0.38

 8.119**
3.52±0.47

  2.921
Woman 3.54±0.38 3.58±0.40 3.62±0.46

Age

20-29 3.52±0.38

0.449

3.49±0.41

 6.883***

3.36±.0.46

  9.443***30-39 3.57±0.40 3.60±0.37 3.63±0.45

≥40 3.55±0.37 3.38±0.38 3.61±0.45

Education

level

Less than high 

school
3.55±0.38

0.288

3.42±0.38

 4.627*

3.47±0.47

  4.637*
Above Univer

sity  graduate
3.52±0.38 3.53±0.39 3.60±0.46

Type of 

insurance

Health Insurance 3.54±0.37

0.322

3.49±0.41

 0.625

3.50±0.47

  2.526
Medical Aid 3.56±0.40 3.51±.0.36 3.62±0.45

The next higher 

layer
3.61±0.42 3.40±0.40 3.57±0.46

Job

Administrative 3.58±0.39

0.240

3.50±0.39

 3.134*

3.59±0.47

  0.674
Professions 3.54±0.40 3.34±0.38 3.50±0.47

Self-employed 3.54±0.38 3.54±0.39 3.56±0.47

Etc. 3.56±0.41 3.36±0.40 3.44±0.46

Experiences 

with

Y 3.55±0.39
0.140

3.45±0.38
10.111**

3.53±0.47
  2.257

N 3.57±0.36 3.60±0.38 3.61±0.45

*p<0.05, **p<0.01, ***p<0.001

<Table 5> Correlations for variables revisit whether

Pre-awareness
Social role 

recognition

Usual image 

recognition

Quality of Service 

Awareness

Care environment 

awareness

Pre-awareness 1

Social role recognition 0.214＊＊ 1

Usual image recognition 0.231＊＊　  0.094 1

Quality of Service 

Awareness
0.309＊＊ 0.249＊＊ 0.204＊＊ 1

Care environment 

awarenes
0.390＊＊ 0.307＊＊ 0.226＊＊ 0.416＊＊ 1

Revisit whether 0.374＊＊ 0.196＊＊ 0.275＊＊ 0.394＊＊ 0.570＊＊

3.6 재방문에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 분석

공공의료기 의 재방문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

력을 악하기 하여 3개 모델을 통한 계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모델Ⅰ에 인지여부  역할인식부문 

특성을 독립변수를 투입하 다. 모델Ⅰ의 결과를 보면, 

사 인지도(p<0.001), 사회 역할 인지도(p<0.05)가 재

방문여부에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4%의 설명력을 보 다. 모델Ⅱ에는 모델Ⅰ에 투입된 

변수에 지역주민 연상  서비스품질인식 특성을 독립변

수로 투입하 다. 분석 결과를 보면, 사  인지도

(p<0.001), 평소이미지 인지도(p<0.01), 서비스품질 인지

도(p<0.001)가 재방문여부에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델Ⅱ에 투입된 변수들로 재방문여부를 

25.2%설명할 수 있다. 모델Ⅲ에는 모델Ⅱ에 투입된 변수

에 환경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 다. 

분석결과를 보면, 사  인지도(p<0.01), 평소이미지 인

지도(p<0.05), 서비스품질 인지도(p<0.01), 진료환경인지

도(p<0.001)가 재방문여부에 유의한 련성이 있으며, 모

델 Ⅲ의 환경  측면의 독립변수가 추가됨으로 해서 

13.4%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공공의료기 의 재방문여부

에 진료환경 인지도가 높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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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revisit 
whether

Variables
ModelⅠ ModelⅡ ModelⅢ

B t B t B t

Pre-awareness   0.416  6.262*** 0.287  4.340*** 0.160  2.578**

Social role recognition   0.152  2.200* 0.078  1.173 -0.017 -0.278

Usual image recognition 0.187  2.977** 0.138  2.395*

Quality of Service Awareness 0.329  4.914*** 0.185  2.905**

Care environment awarenes 0.517  7.874***

Constant 4.753 1.129 0.276

R² 0.154 0.252 0.386

*p<0.05, **p<0.01, ***p<0.001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공공의료기 의 인지도와 재방문여부와의 

계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으로써 인지도 상

승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병원 재방

문 증가  경 수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

가 있다.

본 연구조사의 조사 상 일반  특성과 인지도 련 

측정항목들과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 인지 인지도

에서는 연령은 30～39세(3.75), 학력은 졸이상(3.70), 보

험유형은 의료 여(3.76)가 높게 나타났고, 사회 역할 

인지도에서는 연령이 40세이상(3.76), 보험유형은 의료

여환자군(3.72), 이용경험이 없다(3.72)가 높게 나타났으

며, 평소이미지 인지도에서는 보험유형은 의료 여환자

군(3.58), 차상 계층군(3.57)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

공의료기 이 연령 가 높은 군  사회  취약계층을 

해 의료안 망 역할과 무료진료, 사활동 등 공공의

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다

는 인식이 반 된 결과로 보여진다. 이용경험이 있을수

록 평소이미지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미지가 좋으면 내원 환자 증가  고객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김재열, 황복주(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11]. 지속 으로 공공의료기 을 

내원시키기 해서는 편리한 시설  서비스 등의 개선

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안이 요

구된다[11.12].  

조사 상의 일반  특성과 공공의료기  서비스품질 

인지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산학진외(2011)연구에서는 서비스품질인식이 병원재방

문에 정 인 향을 다고 하 다[8]. 이에 공공의료

기 은 다양한 의료서비스  고객마인드 등의 서비스품

질이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5.8.13]. 진

료환경 인지도는 성별에서 여자(3.58)가, 연령은 30～39

세(3.60), 학력은 졸이상(3.53), 직업은 자 업군(3.54), 

이용경험이 없다(3.60)군이 공공의료기 의 진료환경 인

지도가 높다고는 나왔지만, 통계 으로 높은 비율을 보

이지는 않았다. 이는 공공의료기 이  민간의료기 에 

비해 의료기술, 의료장비, 진료 차, 편의시설 등 진료환

경 인 라가 부족하다는 문재 , 김용태(2010)연구와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2.4.6]. 

재방문여부에서는 연령이 높은 군이  학력에서는 고

졸보다 졸이상에서 재 방문여부가 높게 나왔고, 유의

한 수 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의료 여, 차 상 계층 환

자군에서 재방문여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상 계분석에서는 재방문여부와 독립변수들 간에 

모두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병원 재방문을 높이기 

해서는 인지도 련 측정항목을 지속 으로 개선하고 

발 시킬 수 있는 인 라구축  서비스 인식 개선 등의 

안이 필요하다.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악

하기 해 인식여부  역할인식특성, 지역주민연상  

서비스품질인식특성, 환경 특성의 3개 모델에 의한 

계  다 회귀분석 하 다. 분석결과를 보면 서비스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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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진료환경  요인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을 증가

시켜 의료기 의 재방문과의 높은 련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는 의료서비스  진료환경은 재방문의

사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조철호(2010), 양종 , 

장동민(2012)연구와 일치한다[14.15].

본 연구를 통해 공공의료기 은 재방문을 높이기 

해서는 다음과 같이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첫째, 공공의료기 이 주로 취약계층 상으로 의료서

비스  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이미지에서 탈피 

할 수 있는 인지도 략이 필요하다. 공공의료기 이 친

근한 이미지 구축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인 라

가 갖추어져야지만 고객들의 재방문은 증가 될 수가 있

을 것이다[3.7.16].  

둘째, 서비스품질인식은 고객의 의료구매행동변화에 

따른 재방문 효과에 요한 요인을 향을 미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13.17]. 지경자, 박천만, 이종렬(2011)은 

서비스품질인식이 환자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정 인 

향을 다고 하 고, 권미 (2010)은 서비스 품질 

이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의 서비스 성과를 제고시킨다

고 하 다[18.19].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비스품질 인지도

가 고객만족과 재방문 증가에 정 인 효과를  수 있

으므로 공공의료기 은 직원의 서비스품질인식 제고, 의

겸수렴활동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재구성하여 맞춤 의

료서비스 략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3.5.11].

셋째, 진료환경측면에서는 문재 , 김용태(2010)의 연

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공공의료기 은 과거에 낙후된 

시설  장비의 환경으로 인하여 고객유치의 한계로 인

해 경 상의 어려움을 겪었다[2.6]. 이를 개선하기 해

서는 정부의 투자를 통한 시설보강  최상의 진료환경 

인 라가 구축 되어야지만 공공의료기 의 인지도  재

방문 상승을 통한 병원 수익에 기여 할 수가 있을 것이다

[2.4.6.14.17.18]. 본 연구를 통해서 공공의료기 의 인지

도와 재방문과의 련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공공의

료기 은 의료서비스 질과 인 라를 개선시키기 해서 

지속 으로 이미지  의료서비스, 진료환경에 한 기

수 을 악하여 재방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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