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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품질, 대외적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향후 지방의료원이 지역 내 대표의료기
관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604명으로 하였으며, 분석방법
은 ANOVA, 공분산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결론을 보면, 의료기관 선택요인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나 선호도가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앞으로 지방의료원이 의료서비스 전문화 전략을 수립할 때 주
요 고객집단의 욕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진료비 
수준에 대한 치료효과와 타 의료기관에 비해 저렴한 진료비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요인으로 이에 따른 
이미지 부각과 의료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극대화하여 의료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 복합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인적서비스, 병원인지도, 지각된 비용효과 가치

Abstract  This study reviews equipped with enhanced capability of medical care, quality service, accessibility, 
and consumer awareness to be a competitive and representative local healthcare service provider with improved 
administrative efficiency. The method of analysis are ANOVA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which reveal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demographic factors in determining the preference or degree of 
satisfaction at medical service to select local healthcare institutions suggest that the close review on the needs 
of groups of major customers of local healthcare institutions are necessary when preparing the strategy of 
specialized medical service of local healthcare institutions. this suggests that both images would be important 
factors to secur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local healthcare institution and therefore the strategy maximized the 
enhancement of medical service with embossed image of hospital to attract customers of medical service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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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의료시장은 의료기 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의

료소비자의 권리 향상과 의료소비행동이 더욱 세분화, 

고 화되는 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증가와 

질환별 구조변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요구의 다원화, 의

료기 의 양  증 와 같은 구조 인 요인에 크게 향

을 받는 등 의료기  경 에 있어 한 변화를 맞이하

고 있다[1,2]. 

한 의료시장이 고객 심으로 환되면서 의료기

간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다양화, 문화될 것으로 측

된다[1]. 이에 따른 의료소비자들의 이용특성  의료기

을 선택할 수 있는 요인 즉, 물리  환경, 의료서비스 

품질, 병원이미지 등의 질  수 을 의료소비자가 어떻

게 인지하고 있는지 악하여 의료소비자 요구에 부응하

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들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1,3,4].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추어 지방의료원도 빠르게 변화

하는 의료시장에서 생존하기 해서는 고객 심으로 

환하여 고객이 요시 하고 있는 선택요인이 무엇인지 

악과 함께 선택요인별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에 한 

의료소비자들의 기 와 욕구를 병원경 에 반  할 수 

있는 고객만족 제고 방안의 략이 요하게 되었다[3,5]. 

의료기 도 고객에 해서 진료기술의 우수성과 제공하

는 의료서비스 질에 한 만족도의 요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내원고객의 욕구를 극 수용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지속 으로 내원하고 싶은 의료기 이 되기 한 

방향으로 병원경 의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3,4,5,6]. 

고객만족 수 에 따라 고객이 지속 인 계를 가지

고 서비스를 재이용할 수도 있고,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

에 고객만족 향상을 통해 재이용을 높이려는 노력은 지

방의료원의 핵심 인 경 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므로 의료기 은 의료이용자들의 세분화된 다양한 욕

구와 선택요인 등을 정확히 악하는 것이 고객 심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걸음이며 매우 요한 선결과

제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선택요인을 분석 후 의

료서비스 략을 제시하여 향후 타 의료기 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의 문성을 강화하고 근성과 의

료서비스 품질, 외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향후 지방

의료원이 지역 내 표의료기 으로서 경 효율성을 향

상시키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조사기간 및 대상

조사 상자는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30까지 약 3주 

간 충남 4개 지방의료원을 내원 한 고객들로 성별, 연령 

등 구분 없이 조사기간  내원하는 고객을 상으로 하

다. 한 각 의료원별로 설문조사원을 모집하여 본 연

구주제  설문내용에 한 교육 후 내원하는 고객을 면

담  하여 설문지에 기재하도록 하 다. 설문지 배부는 

A의료원 200부, B의료원 200부, C의료원 200부, D의료원 

200부로 총 800부를 배부하여 총 668부를 회수하 으며, 

회수된 설문조사결과 응답내용이 미비하거나 불확실한 

설문응답 64부를 제외한 604부를 최종 분석 상으로 선

정하 다. 

2.2 조사내용

본 연구논문의 설문지 구성은 2013년 지역거  공공

병원 운 평가 지침서  환자만족도  지역주민 인지

도 설문내용과 Lee 외(2013), Lim(2007)의 설문내용을 참

고하여 본 연구목 에 맞게 재구성하 다[8,9]. 설문구성

의 내용은 물리  환경  근성은 5문항으로 

Cronbach's α는 0.861으로 나타났으며, 병원 내․외부 환

경은 5문항으로 Cronbach's α는 0.849으로 나타났다. 의

료서비스 품질  인 서비스는 5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0.846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서비스 환경은 5문항으로 

Cronbach's α는 0.875으로 나타났다. 병원이미지  병원

인지도 5문항으로 Cronbach's α는 0.862, 지각 된 비용효

과 가치 5문항으로 Cronbach's α는 0.853으로 나타났다. 

고객충성도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는 

0.867으로 나타났다. 한 인구통계학  특성에 한 7문

항으로 총 39문항으로 설문지 내용을 구성하 다. 인구

통계학  특성을 제외 한 각 문항은 리커드(Likert) 5  

척도(매우 그 다「5」, 그 다「4」, 보통이다「3」,아

니다「2」, 매우 아니다「1」)로 측정하 으며, 설문지 

작성은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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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 Persons(%)

Gender Man 252(41.7)

Woman 352(58.3)

Age ≤29 121(20.0)

30~44 239(39.6)

45~59 141(23.3)

≥60 103(17.1)

Patients with type Health Insurance 404(66.9)

Medical Aid 179(29.6)

Etc 21(3.5)

Monthly income ≤199 100(16.6)

200∼399 295(48.8)

≥400 209(34.6)

Marital Status Married 467(77.3)

Single 137(22.7)

Job Professions 73(12.1)

Administrative 90(14.9)

Business 75(12.4)

Service 63(10.4)

Agriculture, etc. 60(9.9)

Production 139(23.0)

Labor 25(4.1)

Housewives, etc. 79(13.1)

The last school High school or less 112(18.5)

High school or higher 492(81.5)

Total      604(100.0)

2.3 분석방법

최종 수집된 자료는 SPSS 로그램(ver. 17.0), Amos 

구조방정식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설문

내용에 한 조사 상자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교차분

석을 실시하 으며, 의료기  선택요인에 한 인구통계

학  특성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의료기  

선택요인에 한 분석을 해 공분산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 다. 

3. 분석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41.7%, 여자 58.3%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다. 연령은 

30~44세가 39.6%로 가장 높았으며, 45∼49세 23.3%, 29

세 이하 20.0%의 순이었고 60세 이상은 17.1%로 가장 낮

았다. 환자유형은 건강보험이 66.9%로 가장 높았으며, 의

료 여 29.6%, 자보․산재 등 3.5%로 가장 낮았다. 월 평

균소득은 200~399만원 48.8%로 가장 높았으며, 400만원 

이상 34.6%, 199만원 이하 16.6%로 가장 낮았다. 결혼여

부는 기혼 77.3%, 미혼 22.7%로 기혼이 미혼보다 더 높

았으며, 직업은 생산직 2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으로 행정/ 리직 14.9%, 주부/기타 13.1%, 매종사직 

12.4%, 문/기술직 12.1%, 서비스직 10.4%, 농업 등 

9.9% 순이었다. 단순노무직 4.1%으로 가장 낮았다. 최종

학력은 고졸이상 81.5%, 고졸이하 18.5%로 고졸이상 고

졸이하보다 높았다<Table 1>.

3.2 물리적 환경

물리  환경  근성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비교해보면, 성별은 여자 3.72 , 남자 3.36 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연령은 60세 이상이 3.72 으로 가장 높았고, 30~44세 군 

3.57 , 45∼59세 3.50  순이었다. 29세 이하는 3.29 으

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환자

유형은 건강보험이 3.58 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 여 

3.43 , 기타(자보·산재 등)가 3.12  순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Table 2>.

결혼여부는 기혼이 3.57 , 미혼이 3.29 으로 기혼이 

미혼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직업은 농업(등)이 3.80 으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 리

직 3.67 , 주부(기타) 3.56 ,생산직 3.53 , 문/기술직 

3.44 , 매종사직 3.36 , 단순노무직 3.35  순이었다. 

서비스직은 3.27 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

하 다(p<0.01).  

병원 내․외부 환경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비

교해보면, 연령은 60세 이상이 3.42 으로 가장 높았고 

30∼44세 3.18 , 45∼59세 3.13  순으로 29세 이하가 

2.96 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0.01). 환자유형은 건강보험이 3.31 으로 가장 높았

고, 의료 여 3.21 , 기타(자보·산재 등)가 2.89  순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5).

직업은 단순노무직이 3.34 으로 가장 높았고, 주부

(기타) 3.31 , 농업 등 3.20 , 매종사직 3.12 , 생산직 

3.05 , 행정/ 리직 2.99 , 서비스직 2.91  순이었다. 

문/기술직은 2.73 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

의하 다(p<0.001)<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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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Unit : Mean±S.D)

Variable
Accessibility Hospital Environment

Mean±S.D F/t Mean±S.D F/t

Gender 29.415*** 2.831

Man 3.36±0.82 3.35±0.80

Woman 3.72±0.78 3.42±0.73

Age 4.547* 5.855***

≤29 3.29±0.62 2.96±0.70

30~44 3.57±0.83 3.18±0.74

45~59 3.50±0.90 3.13±0.83

≥60 3.72±0.86 3.42±0.82

Patients with type 6.375** 3.890*

Health Insurance 3.58±0.76 3.31±0.84

Medical Aid 3.43±0.89 3.21±.080

Etc 3.12±0.95 2.89±0.96

Monthly income 0.805 0.254

≤199 3.57±0.83 3.13±0.65

200~399 3.48±0.79 3.18±0.83

≥400 3.45±0.89 3.14±0.75

Marital Status 12.665
***

3.085

Married 3.57±0.85 2.88±0.78

Single 3.29±0.67 2.75±0.74

Job 3.196
***

4.490
***

Professions 3.44±0.85 2.73±0.74

Administrative 3.67±0.74 2.99±0.94

Business 3.36±0.97 3.12±0.69

Service 3.27±0.80 2.91±0.65

Agriculture, etc. 3.80±0.74 3.20±0.65

Production 3.53±0.66 3.05±0.68

Labor 3.35±0.81 3.34±0.66

Housewives, etc. 3.56±0.98 3.31±0.90

The last school 1.903 3.504

High school or less 3.61±0.84 3.28±0.77

High school or higher 3.49±0.82 3.1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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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의료서비스 품질

의료서비스 품질  인 서비스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비교해보면, 성별은 여자 3.78 , 남자 3.53 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0.01). 연령은 60세 이상이 3.80 으로 가장 높았고, 

30~40세 3.62 , 29세 이하 3.59  순이었다. 45∼59세는 

3.44 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0.001). 환자유형은 건강보험이 3.70 으로 가장 높았

으며, 의료 여 기타(자보·산재 등)가 3.63 , 의료 여 

3.58  순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5). 직업은 

농업 등이 3.81 으로 가장 높았고, 주부(기타) 3.78 , 행

정/ 리직 3.65 , 문/기술직 3.60 , 매종사직 3.53

, 생산직 3.49 , 서비스직 3.44  순이었다. 단순노무직

은 3.41 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0.001). 

의료서비스 환경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비교해

보면, 연령은 60세 이상이 3.59 으로 가장 높았고, 45~59

세 3.18 , 29세 이하 3.15  순이었다. 30~44세는 2.95

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환자유형은 의료 여가 3.42 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

보험 3.40 , 의료 여 3.15  순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직업은 주부(기타) 3.31 으로 가장 높았

고, 농업 등 3.28 , 단순노무직 3.25 , 행정/ 리직 3.17

, 생산직 3.09 , 매종사직 3.03 , 문/기술직 2.97

 순이었다. 서비스직은 2.95 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

계 으로 유의하 다(p<0.001)<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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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 the medical service quality              (Unit : Mean±S.D)

Variable
Human Services Medical Services environment

Mean±S.D F/t Mean±S.D F/t

Gender 10.951** 2.277

Man 3.53±0.55 3.38±0.53

Woman 3.78±0.59 3.44±0.49

Age 7.566*** 18.628***

≤29 3.59±0.52 3.15±0.44

30~44 3.62±0.51 2.95±0.40

45~59 3.44±0.63 3.18±0.59

≥60 3.80±0.64 3.59±0.62

Patients with type 3.639* 6.589**

Health Insurance 3.70±0.50 3.40±0.55

Medical Aid 3.58±0.46 3.42±0.59

Etc 3.63±0.51 3.15±0.70

Monthly income 1.475 2.126

≤199 3.69±0.72 3.20±0.51

200~399 3.61±0.48 3.24±0.53

≥400 3.54±0.61 3.11±0.45

Marital Status 0.009 0.100

Married 3.62±0.58 3.20±0.53

Single 3.60±0.51 3.21±0.47

Job 4.592
***

4.367
***

Professions 3.60±0.60 2.97±0.40

Administrative 3.65±0.45 3.17±0.55

Business 3.53±0.36 3.03±0.41

Service 3.44±0.54 2.95±0.49

Agriculture, etc. 3.81±0.64 3.28±0.53

Production 3.49±0.60 3.09±0.47

Labor 3.41±0.60 3.25±0.60

Housewives, etc. 3.78±0.65 3.31±0.61

The last school 0.702 0.187

High school or less 3.63±0.65 3.28±0.58

High school or higher 3.58±0.55 3.3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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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병원이미지

병원이미지  병원인지도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

을 비교해보면, 성별은 여자 3.74 , 남자 3.51 으로 여

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0.01). 연령은 60세 이상이 3.97 으로 가장 높았고, 

30∼44세 3.63 , 45∼59세 3.54  순으로 29세 이하가 

3.41 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0.001). 월 평균소득별은 200~399만원, 400만원 이상

이 3.64 으로 가장 높았고, 199만원 이하가 3.45 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5). 결혼여

부는 기혼이 3.65 , 미혼이 3.45 으로 기혼이 미혼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직업은 농

업(등)이 3.78 으로 가장 높았고, 주부(기타) 3.71 , 행

정/ 리직 3.63 , 매종사직 3.61 , 단순노무직 3.60 , 

생산직 3.56  순이었다. 서비스직은 3.38 으로 가장 낮

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5). 최종학력은 고

졸이하 3.75 , 고졸이상 3.58 으로 고졸이하가 고졸이

상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5).

지각 된 비용효과 가치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비교해보면, 성별은 여자 3.89 , 남자 3.61 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연령은 60세 이상이 3.95 으로 가장 높았고, 30~44세 

3.74 , 45~59세 3.68  순이었다. 29세 이하는 3.64 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5). 직업은 

농업 등이 4.03 으로 가장 높았고, 주부(기타) 3.83 , 

문/기술직 3.66 , 단순노무직 3.64 , 매종사직 3.60 , 

서비스직 3.59 , 생산직 3.47  순이었다. 행정/ 리직은 

3.45 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0.001)<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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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 the hospital images                         (Unit : Mean±S.D)

Variable
Hospital awareness Perceived cost-effective value

Mean±S.D F/t Mean±S.D F/t

Gender 16.281*** 21.710***

Man 3.51±0.73 3.61±0.73

Woman 3.74±0.72 3.89±0.72

Age 12.125*** 3.100*

≤29 3.41±0.59 3.64±0.67

30~44 3.63±0.64 3.74±0.76

45~59 3.54±0.66 3.68±0.71

≥60 3.97±0.76 3.95±0.76

Patients with type 2.692 2.286

Health Insurance 3.59±0.68 3.76±0.72

Medical Aid 3.68±0.62 3.81±0.77

Etc 3.34±0.85 3.41±0.72

Monthly income 3.138* 0.294

≤199 3.64±0.66 3.64±0.66

200~399 3.64±0.66 3.64±0.72

≥400 3.45±0.67 3.58±0.66

Marital Status 9.770
***

1.262

Married 3.65±0.68 3.75±0.75

Single 3.45±0.59 3.67±0.68

Job 2.093
*

5.336
***

Professions 3.57±0.75 3.66±0.67

Administrative 3.63±0.72 3.45±0.73

Business 3.61±0.68 3.60±0.84

Service 3.38±0.49 3.59±0.47

Agriculture, etc. 3.78±0.75 4.03±0.67

Production 3.56±0.61 3.47±0.77

Labor 3.60±0.78 3.64±0.69

Housewives, etc. 3.71±0.61 3.83±0.71

The last school 6.233
*

0.016

High school or less 3.75±0.70 3.74±0.74

High school or higher 3.58±0.66 3.7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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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고객충성도

재이용여부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비교해보면, 

성별은 여자 3.85 , 남자 3.52 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연령은 60세 

이상 이 3.88 으로 가장 높았고, 30∼44세 군 3.63 , 45

∼59세 군 3.53  순으로 29세 이하 군이 3.40 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월 평균소득

별은 199만원 이하가 3.71 으로 가장 높았고, 200-399만

원 이하 3.59 , 400만원 이상이 3.50 으로 가장 낮았으

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5). 

결혼여부는 기혼이 3.67 , 미혼이 3.42 으로 기혼이 

미혼보다 더 높았으며(p<0.001), 환자유형은 건강보험이 

3.67 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 여 3.53 , 기타(자보,산

재 등) 3.43 으로 가장 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0.05). 직업은 농업 등이 3.78 으로 가장 높았고, 

매종사직 3.73 , 주부(기타) 3.70 , 생산직 3.67 , 단순

노무직 3.56 , 문/기술직 3.52  순이었다. 행정/ 리

직, 서비스직은 3.46 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5).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3.76 , 고졸

이상 3.58 으로 고졸이하가 고졸이상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5).

타인추천여부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비교해보

면, 성별은 여자 3.69 , 남자 3.49 으로 여자가 남자보

다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연령은 

60세 이상이 3.77 으로 가장 높았으며, 30∼44세 3.60 , 

45∼59세 3.46  순이었다. 29세 이하는 3.39 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결혼여부는 기혼이 3.62 , 미혼이 3.42 으로 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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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 the customer loyalty                       (Unit : Mean±S.D)

Variable
Whether re-visit Others recommend whether

Mean±S.D F/t Mean±S.D F/t

Gender 14.150*** 12.011**

Man 3.52±0.65 3.49±0.62

Woman 3.85±0.80 3.69±3.49

Age 15.660*** 15.171***

≤29 3.40±0.65 3.39±0.61

30~44 3.63±0.69 3.60±0.67

45~59 3.53±0.74 3.46±0.69

≥60 4.08±0.73 3.77±0.70

Patients with type 3.064* 4.895**

Health Insurance 3.67±0.73 3.62±0.70

Medical Aid 3.63±0.72 3.58±0.68

Etc 3.43±0.60 3.33±0.66

Monthly income 3.399* 2.786

≤199 3.71±0.76 3.66±0.72

200~399 3.59±0.69 3.55±0.67

≥400 3.50±0.73 3.47±0.70

Marital Status 13.661
***

8.862
**

Married 3.67±0.74 3.62±0.71

Single 3.42±0.65 3.42±0.61

Job 2.247
*

3.167
***

Professions 3.52±0.60 3.42±0.60

Administrative 3.46±0.71 3.40±0.68

Business 3.73±0.62 3.69±0.61

Service 3.46±0.69 3.41±0.64

Agriculture, etc. 3.78±0.83 3.78±0.80

Production 3.67±0.73 3.62±0.68

Labor 3.56±0.77 3.60±0.71

Housewives, etc. 3.70±0.84 3.66±0.78

The last school 5.538
*

2.265

High school or less 3.76±0.74 3.66±0.73

High school or higher 3.58±0.72 3.5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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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환자유형은 건강보험이 3.63 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

여 3.46 , 기타(자보, 산재 등) 3.33 으로 낮았으며, 통

계 으로 유의하 다(p<0.05).

직업에서는 농업 등이 3.78 으로 가장 높았고, 매 

종사직 3.69 , 주부(기타) 3.66 , 생산직 3.62 , 단순노

무직 3.60 , 문/기술직 3.42 , 서비스직 3.41  순이었

다. 행정/ 리직은 3.40 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 으

로 유의하 다(p<0.01)<Table 5>.

3.6 구조모형모델 적합도 평가

의료기  선택요인의 특성들이 종속변수에 어떤 향

을 미치는지를 직 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계로, 잠재

변수(물리  환경, 의료서비스 품질, 병원이미지)와 종속

변수(고객충성도) 간의 인과 계를 악하기 하여 공

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 다. 체 인 모델의 합성을 

보면 Chi-square=45.671(df=14)이며 유의수 은 p=0.000

로 나타났다. 기 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공분산행렬 내에 분산과 공분산이 추정 공분산행렬에 의

해서 설명되어지는 양을 나타내며, 보통 0.9이상이면 양

호한 수 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0.981로서 

0.9를 과하여 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

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는 기

부합치(GFI)와 마찬가지로 보통 0.9이상이면 양호한 수

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0.952로 모델의 부합도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원소 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R)는 값이 을수록 부합도가 높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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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있으며, 략 0.06이하의 RMR을 보일 때 잘 맞는 모델로 

간주하는데 본 연구에서의 RMR은 0.020로 부합도에서 

문제가 없었다. 한 근사제곱근 평균제곱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는 체

으로 0.05에서 0.08이하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0.062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mpatibility
Indices of fitness Score Remark

Goodness of Fit Index (GFI) 0.981
Acceptable

(0.90이상)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0.952

Acceptable

(0.90이상)

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0.020
Acceptable

(0.06이하)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0.062

Acceptable

(0.05~0.08)

3.7 구조방정식모형의 구축

구조방정식을 통해 구해진 내생잠재변수에 한 외생

잠재변수의 효과를 보면,「진료 문화에 한 고객충성

도」는 「물리  환경」에 한 경로계수가 1.118로 정

(+)의 직 효과가 있었고,「의료서비스 품질」에 한 

경로계수가 1.109로 정(+)의 직 인 효과는 있었으며, 

「병원이미지」에 한 경로계수가 1.939으로 정(+)의 

직 효과가 있었다. 한편 내생잠재변수 간의 유의한 경

로계수를 보면,「물리  환경」은「의료서비스품질」에 

한 경로계수가 0.165으로 정(+)의 직 효과가 있었고,

「병원이미지」에 한 경로계수가 0.143으로 정(+)의 

직 효과가 있었으며, 「의료서비스 품질」은 「병원이

미지」에 한 경로계수가 0.115로 정(+)의 직 효과가 

있었다<Table 1,5>. 이상의 경로계수는 「병원이미지」

가 높은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진료 문화에 한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치는「병원

이미지」의 병원인지도, 지각 된 비용효과 가치 간에는 

인과 계가 추정되었다[Fig 1].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목표고객 상을 선정 후 경

략을 제시하여 향후 문화된 의료기 으로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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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료의 문성을 강화하고 의료기  근성과 의료

서비스 품질, 외  이미지를 높여 향후 지방의료원이 

지역 내 표의료기 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성별은 여성, 연령은 60세 이

상, 환자유형은 건강보험과 의료 여, 결혼여부는 기혼, 

직업은 농업 등, 주부(기타), 최종학력은 학력이 낮을수

록 지방의료원 이용에 해서 반 으로 만족하고 있으

며, Kim, Lim 외의 연구와 유사하 다[8,9]. 향후 병원경

의 략수립을 한 목표고객으로 선정하는데 고려해

야할 요인이라고 사료되며, 지방의료원의 선택요인에 

한 고객들의 만족도나 선호도가 인구통계학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앞으로 지방의료원이 문

화 된 의료서비스 략을 수립할 때 주요 고객 군의 욕구

에 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1,10]. 

이에 따라 같은 지방의료원일지라도 동일한 략이 

아닌 소재 지역마다 고객 군의 특성을 반 한 문화된 

의료서비스 략을 구상해야 하며, 인구통계학  특성에 

한 지방의료원 선택요인의 차이는 고객집단을 세분화

하여 표 시장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포지셔닝 략을 

구상하는데 고려해야 할 기 인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1,4,6,7]. 

고객충성도 측정변수를 재이용여부와 타인 추천 여부

로 하여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선택요인을 알아보

고자 구조방정식 모델을 구축 하 다. 근성, 인 서비

스, 병원인지도, 지각된 비용효과 이미지 간에는 정(+)의 

직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 근성 

확보는 지방의료원이 타 의료기 과 경쟁우 를 선 할 

수 있는 요 선택요인으로 지역 내 거주환경, 교통 여건

의 변화에 따른 의료소비자 집단의 변화를 빠르게 악

하여 지방의료원의 시장 역을 설정한 후 지역 내의 잠

재 고객들을 상으로 집 인 마 략을 수립해야 

한다[1,5,8]. 한 편리한 진료시설 이용  쾌 한 내․

외부 환경 구축은 의료기  경쟁력확보의 제조건으로 

인식해야 하며, 내․외부환경 인 라 구축이 잘 되어있

는 의료기 에 한 벤치마킹과 극 인 시설투자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1,7,8,9,11]. 

의료진의 문성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환경 제공이 

다원화 된 고객의 기  수 을 만족을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문성 확보와 함께 고객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요한 선택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 우

수의료진의 확보는 의료서비스 제공 범 의 수 과 

한 련성이 있으며, 지방의료원의 경쟁우 를 확보할 

수 있는 요한 략요인이 된다 할 수 있다. 앞으로 지

방의료원은 문병원  학병원과의 진료 력 제휴  

의료 인력 교류가 극 으로 필요하며, 차별화 된 경쟁

력 확보 지속 으로 유지해 나가려면 세분화된 문 인

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각 된 비용효과 가치는 다른 선택요인보다 평균

수가 높았는데,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지방의료원을 연상

하는 표이미지로 ‘가격이 렴한’, ‘경제 으로 부담 없

이 이용’이미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1]. 이는 진료

비 수 에 한 치료효과와 타 의료기 에 비해 렴한 

진료비가 지방의료원이 경쟁우 를 확보할 수 있는 요

요인으로 진료비가 렴하며 치료효과가 좋다는 이미지

를 부각시키고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극

화하여 의료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략이 요구된다[1,12,13,14,45]. 

앞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 내 표의료기 으로 경쟁

력을 강화하기 해서는 선택요인에 한 분석과 함께 

그에 따른 차별화 략의 실행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차별화 략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차별

화 략에 맞는 문 분야의 의료진와 최신 진료환경 확

보 등의 구조와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요하며, 지역 내 

기 간의 략  제휴 통한 진료 력  의뢰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범 의 집 화가 필요하다[1,14,15]. 한 차

별화 략은 의료기 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환경 등

을 차별화시켜 경쟁의료기 과 비교해서 고객이 지방의

료원을 우월하게 지각하도록 만드는 략으로 차별화에 

한 요인들은 의료진의 우수성과 신뢰성, 병원 시설환

경의 우수성, 근의 용이성, 진료 차의 편의성 등이 고

려 상이 되며, 표 으로 인 자원, 의료서비스 품질, 

이미지를 차별화하는 략을 실행하여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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