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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1세기의 신성장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최근에 격한 양   질  성장을 하고 있는 의료 이나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의료  상품이 아직 의료 객의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의 해법을 의료 속성에 한 연구에서 찾고자 한다. 여기에 2000년 이후 꾸 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한류에 한 심의 정도가 의료 에 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한다. 이를 해 5가지 가설이 설정되

었고 가설검증을 해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실증분석을 해 SPSS 20.0 통계 로그램을 

활용하 고, 설정된 가설은 검증결과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검증결과 한류에 한 여도는 의료 속성, 

만족도  행동의도에 향을 미쳤으며 의료 속성도 만족도  행동의도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 중심어 :∣한류∣관여도∣의료관광속성∣만족도∣행동의도∣
 

Abstract
 
Medical tourism which is considered a new growth engine of the 21th century has been rapidly 

developing in the both quantity and quality. However, medical tourism products offered by our 

country are not enough to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need of medical tourists. This study 

tried to search for the solutions in the medical tourism attributes. This confirmed whether the 

involvement of Hallyu(Korean wave) which has been growing steadily since 2000 affects 

medical tourism or not. For these purposes, there were 5 hypotheses set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a survey. SPSS 20.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and the established hypotheses were all adopted as a result of verification. It was thus 

confirmed that the involvement of Hanrye affected medical tourism attributes,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Also, medical tourism attributes affected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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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분야에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창조경

제를 실 시킬 수 있는 요한 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

는 의료 은 재 비약 인 양 성장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질  성장을 꽤하고 있다. 방한 의료 객수는 

의료 활성화를 한 정책 시행 첫해인 2009년 

60,201명, 2010년에는 81,789명, 2013년에는 20만 명에 

이르 다. 2014년에 의료 객 유치목표는 25만 명이

고 이것은 달성 가능한 것으로 망되나 우리나라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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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의료  상품이 아직 의료 객의 선호도에 

따라 차별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의료 객들의 

요구와 필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1]. 앞으로 

지속 인 양 성장을 해서는 의료 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질  성장이 동반되어져야 하며 이를 

해서는 에 언 된 문제의 해결과 해결을 한 이론  

토 제공이 요구된다. 

 상품 속성이 객 의사결정에 큰 향을 미치

며, 객은 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지의 속

성들을 비교 분석 한 후 지에 한 태도(만족도)를 

결정하고 선택한다[2-6].  상품 혹은 목 지를 선

택하는데 있어 목 지 속성들이 자의 태도와 선택

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의료 속성에 

한 이해가 방한 의료 객들에 해 언 된 문제의 

요한 해법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해 다.

드라마와 K-pop으로 표되는 한국의 문화가 

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동  유럽으로 되어, 

시 를 변하는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

러한 한류의 흐름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

며 한국이라는 국가를 정 으로 환시키는데 많은 

향을 주고 있다[7]. 최휴종(2005)은 한류가 산업

의 발 을 도모할 수 있음으로 한류의 효율  이용의 

요성을 강조하 고[8], 한류와 의료 에 해 행해

진 연구[8-10]는 한류와 의료 객의 행동의도에 향

계가 있음을 확인해 다. 

특정 상에 하여 지속 으로 심을 갖는 정도를 

여도라 하는데 여의 정도에 따라 선택속성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정도에 차이가 있다

[9-11]. 그러므로 한류에 한 심의 정도에 따라 의료

객의 의료 속성과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정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류

여도와 의료 속성  행동의도 사이의 향 계

를 새로이 확인하며 기존의 연구에서 행해진 의료

속성과 만족도  행동의도 사이의 향 계를 재확인

한다. 이의 확인을 통해서 한류에 한 심의 정도가 

의료 객들의 의료 지 속성에 미치는 향을 구

체화할 수 있으며 의료 객의 필요와 충족을 이해하

여 만족도를 높이도록 의료 객들의 의료 선택에 

한 이해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한류의 새로

운 활용방안 마련  의료  상품 개발  발  략 

수립에 본 논문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한류에 대한 관여도
한류는 국  동남아지역에서 유행하는 한국

문화에 한 열풍을 의미하는 말로 한국드라마 방 으

로 조성된 한국에 한 심이 K-pop의 성공  해외공

연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문화의 흐름을 국 “청년보”

에서 표 하기 해서 처음 사용한 신조어이다. 기 

한류는 국 는 동남아를 상으로 하 으나 지속

으로 한류의 향력이 확 되면서 국과 동남아를 넘

어 아시아 역과  세계의 한국문화선호 상으로 인

식되고 있다.

여는 통 으로 사회심리학에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 왔으나 소비자 행동분야에 여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Krugman(1965)는 여를 “개인이 자신에게 제

공하는 설득  자극의 내용과 자신의 삶의 내용을 연결 

는 연상시키는 정도나 연결의 수”로 정의 하 고[12], 

Koziey와 Anderson(1989)는 여도가 “개개인이 일상

의 상황 속에서 행하는 실마리가 되는 상태 그리고 실

제 개인 태도에 향을 주는 개별 인 의식수 ”이라고 

주장했다[13]. 김성훈(2003)은 한 개인에게 있어 여의 

정도는 상에 따라 다르고 한 가지 상에 한 여

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며 한 어떤 상에 한 개인

의 여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 상  상황

의 함수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9]. 본 논문에서 여도

는  고객만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

한 변수로 개인이 특정 상에 하여 지속 으로 가지

는 심의 정도라 정의한다.  

여도에 한 기존 논문은 3가지 유형을 보인다. 첫

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사이의 계에  향을 미치는 

조 변수로서 여도를 사용한 연구이다[9][10]. 둘째, 

표본집단을 고 여와 여로 구분한 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계에 있어서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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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14]. 셋째, 여도를 독립변수로서 사용하여 직

으로 종속변수와의 향 계를 확인한 연구이다

[10][16]. 최배석(2013)은 여도를 독립변수로 놓고 

여도와 만족도의 계를 확인하 고 동일논문에서 

화 로모션노출과 만족도사이의 향 계에 향을 미

치는 조 변수로 여도를 놓기도 했다[10]. 여도는 

조 변수와 독립변수로 모두 사용될 수 있음을 선행연

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본 논문에서는 여도를 

독립변수로 본다.  

한국을 의료  의 목 으로 방문한 국인들의 

경우 상 으로 한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거나 한류

여도가 높다고 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여도란 것

이 인 측정치가 아닌 상 인 개념으로 한국을 

의료  목 지로 선택해서 치료를 받은 국인들 사

이에서도 다시 한류 여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럼으

로 상 으로 한류에 한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단되는 한국 의료  상품 이용자나 이용했던 경험

이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한류 여도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도 무리가 없다. 

2. 의료관광속성
의료 에 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아직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Goodrich외 1인(1987)은 건강

과 련된 서비스나 시설을 의도 으로 홍보함으로써 

객을 끌어들이는 시설이나 목 지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의료 을 정의하 다[17]. Hall(1996)은 특

별한 흥미가 있는   하나로서 주요 동기가 건강

과 련 있는 으로 의료 을 측면에서 정의

하 다[18]. 임범종외 2인(2009)은 의료에 을 목

한 것을 의료 이라고 제한 후, 환자가 진료, 휴양

과 활동을 병행하며 여행하는 것으로 언 하며 의

료  서비스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 보았다

[19]. 임범종외 2인(2009), 이은미와 이계희(2010)는 여

러 이유로 인해 보다는 의료서비스를 시하여 여

행하는 것을 의료 이라 보았다[4][19]. 의료 에 

한 정의를 살펴보면 의료에 을 목시키는 측면

과 에 의료를 목시키는 측면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고, 재까지는 의료 을 의료를 주축으로 삼고 부

가 인 측면을 이라 보는 시각이 주류이다. 

의료 객은 어떤 목 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지역

이 가지고 있는 개개의 서비스와 유인물에 근거하여 

안  목 지 에서 하나를 결정하는데 이와 같은 개개

의 서비스나 유인물을 속성(attribute)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속성은 어떤 제품의 물리 이고 찰 가능한 

특성을 설명하며 제품 선택기 이 되며 상품의 요성

과 차별성을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다[22]. 김이향외 2인

(2008)은 방한 일본인 여성 자의 의료 속성에 

한 연구에서 서비스 질, 건강추구, 자신감, 지리  

근성 등 4개 요인별 20개 항목의 선택속성을 도출하

다[20]. 이은미와 이계희(2010)는 카노모델을 용한 외

국인 의료 선택속성 연구에서 의료 지원서비스, 

의료 목 지 랜드  상품, 진료시간  의료진의 

친 도, 의료 인 라  렴한 의료비용, 편의시설  

분 기, 인 라 등 6개 요인별 30개 속성을 도출 하

다[4]. 박호표(2012)는 의료 지 인 라  인지도, 

의료 문성  기 의 명성, 환자 리  운 , 의료비

용  정책지원 그리고 의료윤리  의료서비스의 6개 

속성을 도출 하 다[21]. 이은미와 이계희(2010)  박호

표(2012)는 의료 속성에 한 연구들에서 가장 요

한 속성은 의료기술, 의료진에 한 신뢰성  의료기

기의 우수성 등이 공통 이라 분석하 다[4][21]. 

Benett(2004)는 호주의 49개 리조트의 포지셔닝 분석을 

한 연구에서 의료 로그램과 활동 로그램 요인 

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22]. 류성옥과 서용

제(2013)은 의료 수요결정요인을 의료서비스  

서비스 분야로 나 어, 의료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의 

성, 근성  경제성으로 분류하 고 서비스

는 서비스의 락성, 서비스 종사원의 성

으로 분류하 다[23]. 김이향외 2인(2008), 이은미와 이

계희(2010), 박호표(2012)는 의료와 속성을 함께 놓

고 연구[4][20][21]를 진행하 으나 Benett외 2인(2004)

과 류성옥과 서용제(2013)는 의료서비스와 서비스

를 구분하여 연구[22][23]를 진행하 다. 의료 은 이

질 인 성격의 의료와 이 결합된 상품으로 보아 류

성옥과 서용제(2013)의 연구처럼 의료서비스와 서

비스 속성을 구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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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족 및 행동의도
소비자 행동 가운데 하나인 만족은 인간의 행동을 이

해하며 이를 설명하고 측하는데 있어 필수 인 개념

으로서 사회, 경제, 심리, 경 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끊임없는 연구 상이 되고 있다. Hellier외 3인(2003)은 

만족을 고객들의 기 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서비

스 수행의 결과로부터 고객이 느끼는 반 인 즐거움 

는 흡족함의 정도라 정의하 다[24]. 한진수와 경

석(2009)의 연구에서 고객만족은 제품이나 서비스 경험 

후 소비자 행동을 측하기 한 핵심변수로 간주되며 

고객의 필요와 기 에 부응하여 그 결과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는 마  사고의 심  

개념이라고 보았다[25]. 윤병국외 3인(2012)은 한방의

료 에 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한방의료 에 

해 경험 의 기 와 경험 후의 성과가 일치했을 경우

라고 말한다[26]. 

행동이란 외부에서 찰할 수 있는 신체  움직임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며[27], 의도란 고객의 계

획된 미래의 행동을 의미하며 신념과 태도가 행 로 옮

겨질 확률이라고 할 수 있다[28]. Bounding외 3인(1993)

은 행동의도를 고객들이 어떤 상에 한 태도를 형성

한 후 특정한 미래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으로 정의하면서 행동의도의 구성요소로 재이용, 

계속  이용 그리고 정 인 구 으로 구분하 다

[29]. 이익수(2012)는 행동의도를 재방문의도와 추천의

도로 보았다[30]. Fridgen(1991)은 재방문이란 “만족한 

객에게 발생되는 것으로써  마 과 직  연

계될 수 있으며 잠재 객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 고[31], Day(1980)은 추천의도는 “명성을 구축

하는 요한 역할로 인해 객의 사후 행동의 요한 

요소이며 추천은 매우 신뢰할 만한 정보로 인식됨으로 

명성에 향을 미친다”라고 말하 다[32]. 행동의도를 

본 논문에서는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로 본다.

Ⅲ. 연구 설계

1. 가설설정

혜진과 이희승(2010)은 의료 지속성을 의료인

라요인, 요인  복합요인으로 구분하 고[33], 

이호길과 이정철(2010)은 의료서비스품질요인을 진료

문성, 행정우수성, 신뢰성, 근성, 의료장비시설  

생환경으로 구분하여 연구하 다[34]. 혜진과 이희

승  이호길과 이정철의 연구는 의료   속성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 으나, Benett외 2인

(2004)은 49개 호주 리조트에 한 포지셔닝 분석에서 

의료 로그램 속성과 활동 로그램 속성으로 구

분하 고[22], 류성옥과 서용제(2013)도 외국인의료

객 방한 수요결정요인을 의료서비스 분야(의료서비

스 성, 근성, 경제성)와 서비스 분야( 서

비스 락성, 종사원의 성)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

행하 다[23]. Havitz와 Dimanche(1994)는 이용자의 

여도를 이용하여 고객들의 서비스 시설이용 선택  활

동의 차이가 존재함을 설명하 다[35]. 이정학(2003)은 

이용자의 여가 속성평가요인  체험성  편의

성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고[16], 최미화(2010)

도 고 여 집단과 여 집단 간에 근성, 여행상품 

 목 지 선택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11]. 

최주상(2013)은 한류문화 여도가 리용  의료용 

미용  태도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최근에 활

발히 연구되고 있는 의료 과 한류는 각각 개별  주

제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고 의료 과 한류를 연

계한 연구에서도 한류 여도와 의료 서비스 요인간

의 향 계에 련되어 직 으로 행해진 국내외 선

행연구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한 가설설

정은 지에 련한 여도와 의료   선택 요

인 등에 련한 선행문헌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

다.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1 한류관여도는 의료서비스 적절성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한류관여도는 의료서비스 편리성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한류관여도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한류관여도는 관광서비스 매력성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한류관여도는 관광서비스 편리성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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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fing과 Woodruff(1988)는 여도는 고객만족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라 보았

고[37], 서동구와 주 성(2008)의 연구에서도 여도의 

고객만족에 한 향력은 검증되었다[38]. 

최주상(2013)은 한류에 한 여도를 정서   행

동  여도로 나 어 태도  행동의도와의 향

계를 확인하 고 더불어 한류문화에 한 여도가 

미용부분의 의료  만족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36]. 박종희와 진이환(2007)은 여도를 물질 인 상

품과 련하여 구매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선행

요소로 간주했다[39]. 장정희(2009)는 여도가 재방문 

 추천의도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고, 고 여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재방문  타인추천의지도 강함을 확

인하 다[40].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 2 한류관여도는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1 한류관여도는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2 한류관여도는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은미와 이계희(2010)는 의료 속성  일부 요인

이 반  만족도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고[4], 장문

(2011)도 국여성 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부 의료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향을 미침을 확

인하 다[41]. 이은미와 이계희(2010)  박호표(2012)는 

의료 속성에 한 연구들에서 가장 요한 속성은 

의료기술, 의료진에 한 신뢰성  의료기기의 우수성 

등이 공통 이라 분석하 다[4][21]. 그러나 이황외 2인

(2013)은 당한 치료비와 의료기술등이 만족에 향을 

미쳤으나 향을 미치는 정도가 당한 치료비가 의료

기술 보다 큼을 확인하 다[42]. 김조야(2013)는 의료서

비스 구성요소  일부 요소가 재방문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43]. 고호석(2005)은 지선택속성이 행

동의도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고[44], 최용훈(2008)

도 지선택속성  일부 요인이 재방문에 향을 미

침을 확인하 다[3]. 즉, 의료서비스  서비스 요

인에 련된 속성에 한 선행연구들에서 모든 속성은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

1 의료서비스 적절성요인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2 의료서비스 편리성요인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3 의료서비스 접근성요인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4 관광서비스 매력성요인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5 관광서비스 편리성요인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5

1 의료서비스 적절성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의료서비스 편리성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의료서비스 접근성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관광서비스 매력성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관광서비스 편리성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의료서비스 적절성요인은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7 의료서비스 편리성요인은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8 의료서비스 접근성요인은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9 관광서비스 매력성요인은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10 관광서비스 편리성요인은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연구 방법
2.1 변수의 조작적 정의
한류 여도는 개개인이 특정 한류에 하여 지속

으로 가지는 심의 정도라 정의 한다. 의료 속성은 

한국 의료 상품에 한 선택이나 구매를 결정할 때

에 요한 향을 미치거나 고려되는 속성이라 정의한

다. 만족도는 의료서비스  서비스의 경험에서 얻

은 사후 이미지를 평가한 것으로 경험에 한 태도로 

정의한다. 행동의도는 의료 객들이 한국 의료  

 서비스에 한 태도를 결정한 이후 태도를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로 정의한다. 행동의도의 구성

요인은 재방문과 추천의도로 본다.

2.2 연구방법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추출된 설문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하 다. 본 설문은 5가지 부분으로 구성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9468

구  분 요인 재량

설문 내용 요인명
요인
변수

분산
설명력
(총분산
설명력)

alpha값

현대적인 의료시설
높은 의료기술
차별화된 서비스

의료
서비스 
적절성

.864

.856

.835

25.108 .804

고 변수를 측정하기 해 Likert 5  척도를 사용하

다. 설문은 강남  명동소재 10개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국인을 상으로 실시

되었다. 주로 설문을 진행한 병원은 성형외과, 내과  

치과 고,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300부 가량의 

설문지를 배포하 고 이  183부가 회수 되었다. 회수

된 설문지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거한 후 최종 으로 

150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표 1. 설문지 구성과 측정 척도

변   수 변수출처
문항
수

척   도

일반적특성 임춘례(2011) 6   명목척도
의료서비스 

및 
관광서비스

속성

고선희·박은숙(2012),
류성옥·서용제(2013),
이은미·이계희(2010), 

박호표(2009)
23 5점Likert척도

한류관여도 이종주(2012) 3 5점Likert척도
만족도 윤병국외3인(2012) 2 5점Likert척도
행동의도 임춘례(2011) 4 5점Likert척도

설정된 가설 분석을 해  SPSS 20.0을 이용하여 신

뢰도분석, 요인분석, 빈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IV. 실증분석

1. 인구 ․통계적 특성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구․통계  특성은 다음

과 같다. 체 응답자  남성 61명, 여성 89명이고, 연

령별로는 20  47명, 30  51명, 40  32명, 50  이상 

47명이다. 기혼 92명, 미혼 58명이다. 직업은 회사원 32

명, 자 업 13명, 주부 23명, 문직 25명, 기술직 15명 

학생이 25명이고 기타가 13명이다. 

한국방문횟수는 1번 69명, 2번 34명, 3번 14명이고 4

번 이상 33명이다. 월평균소득은 2만 안 미만 60명, 

2-3만 안 미만 65명, 3-4만 안 미만 12명, 그리고 4만

안 이상 13명이다. 거주지는 베이징 53명, 선양 25명, 

상해 23명, 칭다오 15명, 주 12명 그리고 기타 22명이

다.

표 2. 인구 ․통계적 특성 분석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성
별

남
여

61(40.6)
89(59.4)

결혼
여부

기혼
미혼

92(61.3)
58(38.6)

연
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47(31.3)
51(34.0)
32(21.3)
47(31.3)

직
업

회사원
자영업
주부
전문직
기술직
학생
기타

32(21.3)
13(8.6)
23(15.3)
25(16.6)
15(10.0)
25(16.6)
13(8.6)

방
문
횟
수

1번
2번
3번
4번 이상

69(49)
34(22.6)
14(9.3)
33(22)

월
평
균
소
득

0-2만위안미만
2-3만위안미만
3-4만위안미만
4만위안
이상

60(40)
65(45.3)
12(8)
13(8.6)

거
주
지

베이징
선양
상해
칭다오
광주
기타

53(35.3)
25(16.6)
23(15.3)
15(10)
12(8)
22(14.6)

2. 측정도구 및 측정변수 분석
설문문항의 합성을 단하기 해 Cronbach`s 

alpha 값을 활용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 alpha 

값이 0.6 이상이면 일반 으로 신뢰 할 수 있다. 설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서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고,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하여 직각회   Varimax 방식을 

선택하 다. 요인 재량이 0.4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한다[45].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의료 련 서비스 부분에 

해 도출된 15개의 항목을 요인분석 하여 요인 재치가 

낮은 2개의 요인을 제거한 후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여 3 

개의 요인을 도출하 다. 요인 1은 의료서비스 성, 

요인 2는 의료서비스 편리성, 요인 3은 의료서비스 

근성이라 명명하 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련 

서비스 부분에 해 도출된 10개의 항목을 요인분석 하

여 2개의 요인을 도출하 다. 요인 1은 서비스 매

력성, 요인 2는 서비스 편리성이라 명명하 다.

표 3. 의료관광속성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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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 대한 신뢰
직원의 친절도

.815

.847
사전/사후관리 시스템
대기시간 적정성
ONE-STOP 서비스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시스템/안내체계 편리성

의료
서비스
편리성

.794

.812

.859

.883

.865

15.302
(40.410) .828

비자발급/입국절차핀리성
의료서비스 비용 적절
의료기관 접근 용이성

의료
서비스
접근성

.779

.847

.806
12.773
(53.183) .871

KMO : .805, Bartlett 구형검증 : 734.734, df : 132, p =.000
관광상품 매력성
관광지 접근성
새로운 관광경험
쇼핑

관광
서비스
매력성

.843

.876

.738

.893
49.134 .901

가이드의 전문성
가이드의 친절성
의사소통의 원활
교통 편리
양질의 음식
숙박시설 편리함

관광
서비스
편리성

.859

.869

.902

.735

.758

.794

16.213
(65.347) .869

KMO : .812, Bartlett 구형검증 : 838.632, df : 103, p =.000

독립변수 
종속변수 : 의료서비스 편리성

Beta t 유의확률 채택/기각
한류관여도 .359 6.638 .057 기각
R2 = .412   수정된 R = .371    F 값 =  78.413    

독립변수 
종속변수 : 의료서비스 접근성

Beta t 유의확률 채택/기각
한류관여도 .259 3.546 .060 기각

R2 = .391   수정된 R = .344    F 값 =  57.436    

만족도, 한류 여도, 행동의도에 한 요인들의 신뢰

성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1개의 만족도 요인, 1

개의 여도 요인 그리고 2개의 행동의도(재방문  추

천)요인으로 요인분석 되었고, 신뢰성 분석 결과 모두 

alpha 값이 0.8 이상임으로 신뢰할 수 있다.

표 4. 만족도와 한류관여도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구  분 요인 재량

설문 내용 요인명
요인
변수

분산
설명력
(총분산
설명력)

alpha값

의료서비스 만족
관광서비스 만족 만족도 .893

.842 43.638 .802
KMO : .795, Bartlett 구형검증 : 631.135, df : 125, p =.000
한국대중문화에 관심 
한국드라마/kpop 봄
한국연예인에 대한 관심

한류
관여도

.792

.801

.843
37.103 .853

KMO : .813, Bartlett 구형검증 : 741.324, df : 124, p =.000

행 동
의도

의료서비스구매위해 
재방문
관광서비스구매위해 
재방문

재방문
.792
.801 34.492 .847

지인에게 의료서비스 
추천
지인에게 관광서비스 
추천

추천 .835
.827

28.109
(62.601) .825

KMO : .755, Bartlett 구형검증 : 684.623, df : 102, p =.000

3. 가설 검증
3.1 가설 1-1
한류 여도와 의료서비스 성 요인을 회귀 분석

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은 48%이고 유의수  .05에서 

유의확률 .000으로 한류 여도는 의료서비스 성 요

인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표 5. 한류관여도와 의료서비스 적절성 영향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의료서비스 성

Beta t 유의확률 채택/기각

한류관여도 .759 23.756 .000 채택
R2 = .489   수정된 R = .448    F 값 =  507.641   

3.1 가설 1-2
한류 여도와 의료서비스 편리성 요인을 회귀 분석

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은 41%이고 유의수  .05에서 

유의확률 .057로 한류 여도는 의료서비스 편리성 요인

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 다.

표 6. 한류관여도와 의료서비스 편리성 영향분석

3.1 가설 1-3
한류 여도와 의료서비스 근성 요인을 회귀 분석

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은 39%이고 유의수  .05에서 

유의확률 .060으로 한류 여도는 의료서비스 성 요

인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 다.

표 7. 한류관여도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영향분석

3.1 가설 1-4
한류 여도와 서비스 매력성 요인을 회귀 분석

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은 41%이고 유의수  .05에서 

유의확률 .048로 한류 여도는 서비스 매력성 요인

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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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류관여도와 관광서비스 매력성 영향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관광서비스 매력성

Beta t 유의확률 채택/기각
한류관여도 .451 13.314 .048 채택
R2 = .412   수정된 R = .398    F 값 =  37.614    

3.1 가설 1-5
한류 여도와 서비스 편의성 요인을 회귀 분석

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은 38%이고 유의수  .05에서 

유의확률 .049로 한류 여도는 서비스 편의성 요인

에 향을 미쳤다.

표 9. 한류관여도와 관광서비스 편의성 영향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관광서비스 편의성

Beta t 유의확률 채택/기각
한류관여도 .414 12.706 .049 채택
R2 = .381   수정된 R = .358    F 값 =  57.641    

3.2 가설 2
한류 여도와 만족도를 회귀 분석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은 42%이고 유의수  .05에서 유의확률 .000으

로 한류 여도는 의료서비스 성 요인에 향을 미

침을 확인하 다.

표 10. 한류관여도와 만족도 영향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만족도

Beta t 유의확률 채택/기각
한류관여도 .738 20.403 .000 채택
R2 = .423   수정된 R = .403    F 값 =  42.086   

3.3 가설 3-1
한류 여도와 재방문의도를 회귀 분석한 결과, 회귀

식의 설명력은 32%이고 유의수  .05에서 모든 유의확

률이 .000으로 한류 여도가 재방문의도에 향을 미침

을 확인하 다. 

표 11. 한류관여도와 재방문의도 영향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재방문의도

Beta t 유의확률 채택/기각
한류관여도 .749 21.516 .000 채택

R2 = .324   수정된 R = .298    F 값 =  52.421    

3.3 가설 3-2
한류 여도와 추천의도를 회귀 분석한 결과, 회귀식

의 설명력은 33%이고 유의수  .05에서 유의확률  .000

이다.  한류 여도가 추천의도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표 12. 한류관여도와 추천의도 영향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추천의도

Beta t 유의확률 채택/기각
한류관여도 .728 20.102 .000 채택
R2 = .332   수정된 R = .303    F 값 =  48.086    

3.4 가설 4-1, 4-2, 4-3
의료서비스 요인과 만족도를 회귀 분석한 결과, 회귀

식의 설명력은 41%이고 유의수  .05에서 유의확률 

.000으로 의료서비스의 모든 요인은 만족도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공차한계의 값이 .1이하이면 다

공선성이 문제가 있다[45]. 모든 공차한계의 값이 .8이

상임으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t 값

이 큰 독립변수일수록 종속변수와의 계를 설명하는

데 공헌도가 높다[45]. t값에 의하면 의료서비스 성, 

편리성 그리고 근성의 순으로 만족도에 향을 미쳤

다.

표 13. 의료서비스와 만족도 영향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만족도

Beta t 유의
확률 공차한계 채택/기각

적절성 .351 7.377 .000 .842 채택
편리성 .333 6.336 .000 .857 채택
접근성 .324 6.137 .000 .864 채택

R2 = .412    수정된 R = .393    F 값 = 43.712     

3.4 가설 4-4, 4-5
서비스 요인과 만족도를 회귀 분석한 결과, 회귀

식의 설명력은 42%이고 유의수  .05에서 서비스 

매력성 요인은 유의확률 .000이고 서비스 편리성 

요인은 유의확률 .005로 만족도에 향을 미침을 확인

하 다. 모든 공차한계의 값이 .7이상임으로 다 공선

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t값에 의하면 서비

스 매력성 그리고 편리성 순으로 만족도에 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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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관광서비스 요인과 만족도 영향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만족도

Beta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채택/
기각

매력성 .758 31.408 .000 .827 채택
편리성 .538 24.318 .005 .792 채택

R2 = .425   수정된 R = .401    F 값 =  56.796     p = .000

3.5 가설 5-1, 5-2, 5-3
의료서비스 요인과 행동의도  재방문의도를 회귀 

분석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은 38%이고 유의수  .05

에서 의료서비스 성 요인은 유의확률이 .000, 의료

서비스 편리성 요인은 유의확률이 .000 그리고 의료서

비스 근성 요인은 유의확률이 .012로 모든 의료서비

스 선택속성이 재방문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모

든 공차한계의 값이 .7이상임으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의료서비스 

선택속성은 t값에 의하면 의료서비스 성, 편리성 

그리고 근성의 순이다.

표 15. 의료서비스 속성과 재방문의도 영향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재방문의도

Beta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채택/
기각

적절성 .445 9.282 .000 .853 채택
편리성 .347 7.735 .000 .865 채택
접근성 .219 5.003 .012 .739 채택

R2 = .387    수정된 R = .353   F 값 = 45.926   

3.5 가설 5-4, 5-5
서비스 요인과 행동의도  재방문의도를 회귀 

분석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은 40%이고 유의수  .05

에서 서비스 매력성 요인은 유의확률 .021이고 

서비스 편리성 요인은 유의확률  .057로 서비스 

매력성 요인만이 재방문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모든 공차한계의 값이 .6이상임으로 다 공선성의 문제

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 16. 관광서비스속성요인과 재방문의도 영향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재방문의도

Beta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채택/
기각

매력성 .292 4.152 .021 .683 채택
편리성 .441 1.903 .057 .623 기각

R2 = .404   수정된 R = .380    F 값 = 32.878    

3.5 가설 5-6, 5-7, 5-8
의료서비스 요인과 행동의도  추천의도를 회귀 분

석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은 41%이고 유의수  .05에

서 모든 유의확률  .000으로 의료서비스 모든 의료서비

스 선택속성이 재방문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모

든 공차한계의 값이 .7이상임으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의료서비스 

선택속성은 t값에 의하면 의료서비스 성, 근성 

그리고 성의 순으로 향을 미쳤다.

표 17. 의료서비스 요인과 추천의도 영향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추천의도

Beta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채택/
기각

적절성 .445 7.284 .000 .783 채택
편리성 .247 5.734 .000 .728 채택
접근성 .389 6.608 .000 .801 채택

R2 = .417    수정된 R = .378   F 값 = 30.992   

3.5 가설 5-9, 5-10
의료 속성  서비스 요인과 행동의도  추

천의도를 회귀 분석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은 40%이

고 유의수  .05에서  서비스 매력성 요인은 유의

확률 .000이고 서비스 편리성 요인은 유의확률 .010

으로 모든 서비스 선택속성이 추천의도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공차한계의 값이 .7이상임으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추천의도에 향

을 미치는 서비스 선택속성은 t값에 의하면 서

비스 매력성 그리고 편리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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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관광서비스 속성요인과 추천의도 영향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추천의도

Beta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채택/
기각

매력성 .372 7.515 .000 .815 채택
편리성 .242 4.893 .010 .783 채택

R2 = .403    수정된 R = .384   F 값 = 30.713    

V. 결론 및 연구의 시사점

통계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의료 객들의 한류에 한 여도가 의료서

비스 요인들(의료서비스 성, 편리성  근성)  

의료서비스 성에 향을 미쳤으나 의료서비스 편

리성  근성 요인에는 향을 미치지 못했다. 의료

객들의 한류에 한 여도가 서비스 요인들

( 서비스 매력성  편리성) 모두에 향을 미쳤다. 

둘째, 의료 객들의 한류에 한 여도는 만족도에 

향을 미쳤다. 이것은 최주상(2013)의 연구[36]결론과 

유사하다. 셋째, 의료 객들의 한류에 한 여도는 

행동의도(추천의도  재방문의도)에 향을 미쳤다. 

이는 장정희(2009)의 여도가 재방문  추천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40]와 같다. 

넷째, 의료 속성  의료서비스 요인(의료서비스 

성, 편리성  근성)은 모두 만족도에 향을 미

쳤고, t값에 의하면 향을 미치는 정도는 의료서비스 

성, 편리성  근성의 순이었다. 의료 속성  

서비스 요인( 서비스 매력성  편리성)은 모두 

만족도에 향을 미쳤고, 향을 미치는 정도는 t값에 

의하면 서비스 매력도 그리고 편리성의 순이었다. 

이는 이은미·이계희(2010)  박호표(2012)의 연구결과

와 일부 유사하다[4][21]. 다섯째, 의료 속성  의료

서비스 요인은 모두 재방문  추천의도에 향을 미쳤

다. 재방문의도에 향을 미치는 정도는 t값에 의하면 

의료서비스 성, 편리성 그리고 근성 순이었다. 추

천의도에 향을 미치는 정도는 t값에 의하면 의료서비

스 성, 근성 그리고 편리성 순이었다.  의료

속성  서비스 요인은 모두 추천의도에 향을 미

쳤고 서비스 요인  매력성 요인만 재방문 의도에 

향을 미쳤다. 이는 장문(2011)의 연구결과[41]와 유사

한다. 추천의도에 향을 미치는 정도는 t값에 의하면 

서비스 매력성 그리고 편리성 순이었다.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류의 심이자 한국 문화에 한 정보습

득의 주요 원천인 TV 드라마를 통해  인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료진이 환자에게 

헌신하는 모습이 외국시청자에게 노출된다. 외국시청

자들은 드라마가 설정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함에도 

직간 으로 드라마에서 보여 지는 모습에 향을 받

는다. 물론 한류에 한 심의 정도는 다르고 그에 따

라 향을 받는 정도도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직

간 인 노출이 의료진에 한 신뢰와 최첨단의료 기

술과 시설변수로 구성되는 의료서비스 성요인에 

향을 주었다 단한다.  한 유사하게 TV 드라마와 

K-pop 등을 통해 노출된 한국의 역사·문화  장소  

 시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 등에 한 지

각이 한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 느끼는 매

력성과 편리성 요인에 향을 미쳤다 단한다. 그러므

로 의료  분야에서 한류를 히 활용할 수 있

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빈번하게 한국의 의료시설과 

의료진 뿐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류에 한 심의 차이가 의료 에 한 

만족도와 한국방문과 계가 깊은 행동의도에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의료 을 활성

화하기 한 사  마  활동의 하나로 한류의 지속 

 확 를 꽤하여 한국 문화에 한 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말해 다. 이는 의

료  뿐 아니라 정 인 한국의 이미지 형성을 해

서도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게  

선행연구의 결과[4][23]도 의료  서비스의 속성

은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두 만족도에 향을 미

쳤다. 이는 모든 의료 속성들에 해 의료 객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기본을 

재확인시킨다. 의료 객들에게 만족을 제공하기 

해서는 객의 필요나 욕구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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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 객들의 필요나 욕구를 잘 이해하기 

해서는 의료 에 한 속성  만족요인을 통계를 활

용해 분석하는 정량 인 조사와 더불어 의료 객들

을 심층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성 인 연구도 필요하

다.

넷째, 의료서비스와 서비스를 동시에 선택해야 

하는 의료 의 경우는 단순히 서비스를 선택하

는 것보다 더욱 신 한 단을 요구한다. 그 단의 결

과에 따라 이후의 삶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것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든 아

니면 타인에 한 추천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같다. 이런 이유로 의료  서비스  의료서비스에 

련된 모든 선택속성들이 재방문  추천의도에 향

을 미치는 것이라 단된다. 잠재  실제  의료

객 증가를 해서는 의료   서비스의 모든 속성

요인에 해 철 한 분석과 리가 요구된다.

본 논문의 설문은 국인들만을 상으로 진행되었

으며 설문에 응답한 국인들은 부분 성형  경증치

료 환자들이었다. 따라서 국을 제외한 타국의 의료

객과 국인들일지라도 증환자를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한국 공사, 자원실태 조사, 2009.

[2] F. P. Noe, "Measurement Specific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Leisure Science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ol.9, No.3, 

pp.163-172, 1987.

[3] 최용훈, 지 선택속성이 자 만족과 재방문

에 미치는 향, 경기 학교 학원 박사학 논

문, 2007.

[4] 이은미, 이계희, "카노 모델을 용한 외국인 의료

선택속성의 수정 IPA", · 져 연구, 제22

권, 제5호, pp.111-130, 2010.

[5] 고선희, 박은숙, "IPA를 이용한 의료 선택속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438-447, 2012.

[6] 이형룡, 김유진, 김정매, "한류문화컨텐츠에 한 

이미지가 의료서비스 참여의도에 미치는 향 -

일본, 국 여성 객을 상으로", 고객만족경

연구, 제15권, 제1호, pp.129-144, 2013.

[7] S. S. Kim, J. Agrusa, H. Lee, and K. Chon, 

"Effect to Korean Television Drama the Flow 

of Japanese Tourists," Tourism Management,  

Vol.28, No.5, pp.1340-1353, 2007.

[8] 최휴종, “한류의 한국  랜드 구축방안”, 한

국항공경 학회지, 제3권, 제1호, 2005.

[9] 김성훈, “제품 여도  제품지식에 따른 온라인 

구 정보 활용연구”, 고학연구, 제14권, 제1호, 

pp.257-280, 2003.

[10] 최배석, “ 화 로모션 노출이 화 람 만족도

에 미치는 향 : 호의<설국열차, 2013>에 

한 람동기와 여도를 심으로”, 한국콘텐

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92-107, 2013.

[11] 최미화, 국실버층 소비자의 여수 에 따른   

 여행상품선택속성에 한 연구, 경희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10.

[12] H. E. Krugman, "The Impact of Television   

Advertising Learning without Involvement,"   

Public Opinion Quarterly, pp.349-359, 1965.

[13] P. W. Koziey and T. Anderson, "Patterning  

 Interpersonal Involvement," Journal of       

Psychology, Vol.123, No.3, pp.217-235, 1989.

[14] 정차숙, 스토리텔링 고의 메시지 구성요소와 

여도가 고 효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성균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13.

[15] 차민경, 공연 술 소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가

치사슬 구조 연구 : 여도에 따른 문화자본 확

방안 용을 심으로, 성균 학교 학원 박

사학 논문, 2013.

[16] 이정학, 펜션 이용자의 여도와 선택속성 

평가, 만족  재이용의도간의 계 연구, 동아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3.

[17] J. N. Goodrich and G. E. Goodrich,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9474

“Health-Care Tourism : An Exploratory Study,” 

Tourism Management, Vol.8, No.3, pp.217-222, 

1987.

[18] C. P. Hall, National Images : A Conceptual  

 Assessment,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Boston, 1996.

[19] 임범종, 윤병국, 권성길, "한국  의료 상품 

개발방안 연구", 호텔경 학연구, 제18권, 제3호, 

pp.317-337, 2009.

[20] 김이향, 최규환, 이종철, “방한일본여성 객의 

의료 선택속성에 한 연구”, 한국 학회 

학술 회 발표논문집, pp.480-490, 2008,

[21] 박호표, "국내 의료  목 지 선택속성과 만족 

 행동의도에 한 실증  연구", 한경 학회

지, 제25권, 제1호, pp.131-146, 2012.

[22] Michelle Benett, Brian King, and Luara M.   

Miller, "The Health Resort Sector in Australia: 

A Positioning Study,"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Paper, Vol.10, No.2, pp.122-137, 2004.

[23] 류성옥, 서용제, "외국인 의료 객의 방한 수

요결정요인", 학연구, 제37권, 제1호, 

pp.123-141, 2013.

[24] Hellier, Phillip K., Geursen, Gus M., Carr, 

Rodney, A. and Richard, John A., "Customer 

Repurchase Intention: A General Structural 

Equation Model,"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37, No.11,  pp.1762-1800, 2013.  

[25] 한진수, 경석, “호텔 서비스의 물리  환경, 고

객가치, 행동 의도 간의 구조  계에 한 연구 

: 제주 지역 특 1  호텔을 심으로”, 한국 학

회 학술 회 발표논문집, pp.481-494, 2009. 

[26] 윤병국, 최성환, 최원범, 남승민, "한방의료체험

을 통한 한방의료  인식이 재방문의사에 미치

는 향", 학연구, 제36권, 제1호, pp.133-156, 

2012.

[27] 이종주, “ 통마을 방문객 만족요인이 반  만

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 한국콘텐츠학

회논문지, 제13권, 제3호, pp.402-413, 2013.

[28] 임춘례, 의료  서비스품질, 가치, 만족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 연구, 경기 학교 학원 박

사학 논문, 2011.

[29] W. Boulding, R. Staelin, A. Kalra, and Zeitham, 

"A Dynamic Process Model of Service Quality : 

From Expectations to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30, No.1, 

pp.7-27, 1993.

[30] 이익수, 골  동기가 골 장 선택, 만족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439-446, 2012.

[31] D. J. Fridgen, "Dimensions of Tourism,"     

Educational Institute of the American Hotel & 

Motel Association, USA: Library of Congress, 

p.235, 1991.

[32] R. L. Day, "Research Perspectives on 

Consumer Complaining Behavior," In Lamb, C. 

W & P. M. Dunne(eds), Theoretical 

Developments in Marketing, Chicago, IL: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pp.211-215, 

1980.

[33] 혜진, 이희승, "해외의료 지 선택속성과 유

형별 시장세분화에 한 연구", 제연구, 제

22권, 제6호, pp.7-23

[34] 이호길, 이정철, “의료서비스 품질이 의료고객 

만족과 지속가능한 의료 에 미치는 향”, 

연구, 제25권, 제3호, pp.279-296, 2010.

[35] M. E. Havitz and F. Dimanche, "Segmenting 

the Adult Fitness Market Using Involvement 

Profile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A Publication of the American 

Academy for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Vol.12, No.3, pp.38-56, 1994.

[36] 최주상, 방한 일본인 객이 지각 국가이미지, 

자아이미지, 한류문화 여도가 태도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 세종 학교 학원 석

사학 논문, 2013.

[37] Bolfing and Woodruff, "Effect of Situational  



한류관여도의 의료관광속성에 관한 영향 475

Involvement on Consumer's Use of Standards 

in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and  

Complaining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Vol.1, pp.16-24, 1988.

[38] 서동구, 주 성, "호텔 스토랑의 로하스 이미지

와 여도, 고객만족, 고객충성도와의 향 계", 

연구, 제23권, 제1호, pp.399-420, 2008.

[39] 박종희, 진이환, "쾌락  가치가 쇼핑행동에 

미치는 향", 연구, 제21권, 제4호, 

pp.121-139, 2007.

[40] 장정희, 외국인의 문화  응도와 불확실회피 

에 따른 한국 음식에 한 태도와 한국 음식  이

용행태, 이화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09.

[41] 장문, 국여성 객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한국 의료  선택속성에 한 연구, 세종 학

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11.

[42] 이황, 이원재, 최 일, "외국인 환자의 국내 병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13권, 제9호, pp.322-333, 2013.

[43] 김조야, 의료서비스 구성요소가 의료고객만족과 

재방문에 미치는 향, 경희 학교 학원 석사

학 논문, 2012.

[44] 고호석, "지역문화축제 객의 선택속성이 재

방문에 미치는 향", 문화 연구, 제7권, 제1

호, pp.101-109, 2005.

[45] 노형진, 한  SPSS10.0에 의한 조사방법  통

계분석, 형설출 사, 2001.

저 자 소 개 

이 종 주(Jong-Joo Lee)                      정회원
▪1992년 2월 : 충북 학교 무역학

과(경 학사)

▪1997년 2월 : 경희 학교 경

학과(경 석사)

▪2003년 2월 : 경기 학교 경

학과( 학박사)

▪2014년 ～ 재 : 경주 학교 경 학과 조교수 

 < 심분야> : 의료 , 한방의료 , 의료 마

정 민 의(Min-Eui Jung)                  정회원
▪1991년 2월 : 제주 학교   

경 학과(경 학사) 

▪1993년 8월 : 경기 학교 경

학과(경 석사) 

▪2001년 8월 : 경기 학교   

경 학과( 학박사)

▪2002년 3월 ～ 재 : 백석 학교 조교수

 < 심분야> : 여행사경 , 마 , 상품기획, 

스토리텔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