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경제성장으로인한국민의소득수준이향상되고

인구의 고령화, 의료보험의 확대 등으로 의료비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시장 개방 환

경 등으로 국·내외 의료기관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삶의질이향상됨에따라의료에대한국민

의식의 향상 되고 소비자들은 의료의 고급화와 최상의

진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의

료소비자인환자의욕구가다양화됨에따라과거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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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서비스스케이프, 인적서비스가 지각된 가치와 고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016
년 7월 1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울산지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외래환자 총 300명이 자기기입식 설문을 
작성하여 통계처리한 결과이다.  그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는 나이가 많을수록 서비스스케이프를 중요하
게 생각하였고, 학력이 높을수록 인적서비스, 지각된 가치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서비스스케이프, 인
적서비스,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적서비스(β
=0.382), 지각된 가치(β=0.376) 순이었다. 즉 의료기관에 내원한 고객들이 제공받은 서비스스케이프나 인적서비스는 고
객의 내적상태와 욕구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고객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결과는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의료기관, 서비스스케이프, 인적서비스,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 융합
Abstract  The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medical servicescape, human services, and effects on perceived 
value and customer satisfaction. From July 1, 2016 to August 31, 2016, a total of 300  outpatients visiting 
the university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 in Ulsan area participated the study. As a result, the general 
features of the Servicescape were more important to the aged and the higher the academic background, the 
higher the scores of Human Service and perceived value were reveale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ervice schedule of the medical institution, human service, perceived value, and customer 
satisfaction. And the factors affecting customer satisfaction were in order of human service (β = 0.382), 
perceived value (β = 0.376). The service scapegoats and personal services offered by customers visiting 
healthcare provid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the internal health and needs of customers, and 
this research results will serve as a basic material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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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중심에서의료수요자중심으로, 진료의권위주의

에서친절서비스위주로, 직원편의보다고객만족위주로

의료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즉 이것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진료서비스만으로는

더이상고객이만족할수없다는것을의미하며의료진

의진료기술뿐만아니라진료외적인서비스스케이프및

인적서비스까지도 고객만족이라는 새로운 가치기준에

따라 재평가되어야 한다[1].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하게 되면 환자들은 병원의 시

설이나공간에서의느낌으로병원에대한신뢰가형성되

고 이 신뢰감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Bitner[2]는 이러한물리적환경을서비스스케이프

(Servicescape)라고 정의하고 서비스스케이프가 고객은

물론이고직원의내적반응인정서, 인지, 생리반응에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의료기관 이용자들 역

시 병원시설이나 진료환경과 같은 서비스스케이프라는

유형적단서에의존하여신뢰를형성하고[3] 의료서비스

스케이프는환자와보호자에게앞으로제공받게될의료

서비스품질에대한기대감을제공하고신뢰감을형성하

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4].

김주연[5]은 물리적환경의중요성은물론이고서비스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유형적 단서를 증거관리라는

포괄적인개념으로제시하면서고객들이이를근거로서

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잘 공감하고 서비

스기업이원하는고객의태도및행동을변화시키는역

할을한다고정의하였다. 서비스스케이프는고객의병원

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고객만족에 많은 영향을 주고[6]

이는 병원서비스에 대한 고객과 직원의 감정과 행동을

형성하여 인적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스케이프는 일관

성이 있어야 하며, 직원이 제공하는 인적 서비스가 뒷받

침될수있도록주의를기울여야한다. 김성호등[7]은인

적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는 서비스스케이프의 강화는

고객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스케이프

에기대감을형성하였다가인적서비스수준이미치지못

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지각가치가마케팅의중요한요소로강조되고있는데

다양한 상황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할 때 가치는 판단

의 기준이 되며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

문이다. 가치는 태도와 행동을 구성하며 인지시스템 내

에서 태도보다 안정적이고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고객

의지각가치를이해하는것은고객의내적반응을파악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긍극적

으로원하는가치를파악하는것과고객지각가치를기반

으로한기업의목표를달성하는것은경쟁적우위에있

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8]. 그러므로지각가치는

의료기관을 내원한 고객들이 제공받은 서비스스케이프

나인적서비스를받은고객의내적상태와욕구를파악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고객만족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9].

이에본논문에서는의료기관의서비스스케이프, 인적

서비스품질이환자의지각가치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

고 이들 변수들이 고객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7월 1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울

산지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외래환자를 대

상으로연구의목적을충분하게설명하고자기기입식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28부를 회수였고, 무응답 및

응답이불분명한 28부를제외하고 300부를최종분석자

료로 이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연구에서사용한설문도구는일반적인특성 4문항,

의료기관의 서비스스케이프 18문항, 인적서비스18문항,

지각된 가치 6문항, 고객만족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서비스스케이프와 인적서비스에 대한 측정도구는

Bitner[2]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천미옥[10]이 축소하여

사용한것을본연구에맞게수정, 보완하여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서점수가높을수록서비스스케이프와

인적서비스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서비스스케이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α 

= .845이었고인적서비스에대한신뢰도는 Cronbach`α =

.928이었다.

지각된 가치 측정도구는 김복동[11]이 선행연구를 고

객만족에 대한 측정도구는 김양균 등[12]이 사용한 도구

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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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감정적 애착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951이었고 고객만족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965이었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18.0 프로그램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은빈도와 백분율로산출하였고,

일반적특성에따른서비스스케이프, 인적서비스,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변수간의 상관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독립변수인서비스

스케이프, 인적서비스가 종속변수인 고객만족에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남자가 138명(46.0%), 여자는 162명

(54.0%)이었다. 연령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62명

(20.7%)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이 65명(20.3%), 50

세 이상~60세 미만이 59명(19.7%), 30세 이상~40세 미만

48명(16.0%), 20세 미만 26명(8.7%)순이었다. 학력은 고

졸이 125명(41.7%)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직장인 89명

(29.7%)이 가장 많았고 주부 70명(23.3%), 자영업 47명

(15.7%), 학생 46명(15.3%) 순이었다.

Characteristic Categoyy n(%)
Gender Male 138(46.0)

Female 162(54.0)

Age

>20 26(8.7)
20~29 44(14.7)
30~39 48(16.0)
40~49 62(20.7)
50~59 59(19.7)
≥60 61(20.3)

Education status
≤Middle school 60(20.0)
High school 125(41.7)
University 107(35.6)
Postgraduate school 8(2.7)

Job

Office 89(29.7)
Self-empolyment 47(15.7)
Houswife 70(23.3)
Student 46(15.3)
Others 48(16.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00)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 인적서
비스,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

Characteristic
Servicescape Human service Perceived value Customer satisfaction

Mean±SD
p-
value

Mean±SD
p-
value

Mean±SD
p-
value

Mean±SD
p-
value

Age
>20 3.88±0.54a,b

0.021
*

3.93±0.63

0.901

3.89±0.61

0.149

3.81±0.57

0.085
20~29 3.92±0.61a,b 3.89±0.65 3.64±0.68 3.59±0.64
30~39 3.73±0.58a 3.92±0.60 3.61±0.68 3.85±0.68
40~49 3.81±0.65a,b 3.87±0.63 3.60±0.65 3.80±0.64
50~59 3.70±0.47a 3.82±0.53 3.50±0.66 3.56±0.65
≥60 4.03±0.51b 3.97±0.52 3.74±0.65 3.84±0.74

Education status
≤Middle school 4.01±0.48b

0.008
**

3.94±0.69a

0.048
*

3.88±0.61a,b

0.003
**

3.86±0.67

0.171
High school 3.87±0.54a 3.86±0.66a 3.61±0.65a,b 3.71±0.64
University 3.71±0.63a 3.86±0.68a 3.52±0.67a 3.68±0.71

Postgraduate school 3.96±0.55b 4.54±0.46b 3.96±0.71b 4.09±0.58
Job

Office 3.72±0.64

0.058

3.90±0.71

0.248

3.56±0.68

0.147

3.69±0.73

0.476
Self-empolyment 3.80±0.53 3.81±0.72 3.57±0.60 3.72±0.54
Houswife 3.99±0.48 4.05±0.61 3.77±0.72 3.87±0.57
Student 3.87±0.50 3.86±0.56 3.76±0.60 3.70±0.50
Others 3.84±0.61 3.79±0.75 3.55±0.62 3.70±0.78

* : p<0.05, ** : p<0.01, *** : p<0.001 a,b,c : Duncan

<Table 2> Dental Care Service, Emotional Attachment and Customer Behavior in accordance with Characteristics  
(N=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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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의료기관의 서비스스케이프, 인적서비

스, 지각된가치, 고객만족에관한차이를분석한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연령에 따라 서비스스케이프는

60세 이상이 4.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세 이

상~60세 미만이 3.7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

하게 나타났다(p<0.05). 학력에 따른 서비스스케이프는

중졸이하가 4.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이 3.71

점으로가장낮게나타나학력이낮을수록서비스스케이

프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다(p<0.01). 인적서비스는 대

학원 졸업이 4.54점으로 가장 높게나타났고(p<0.05), 지

각된 가치는 대학원 졸업이 3.9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3.3 서비스스케이프, 인적서비스, 지각된 가치, 고
객만족의 상관관계
의료기관의 서비스스케이프, 인적서비스, 지각된 가

치, 고객만족의상관관계를살펴본결과 <Table 3>과같

이모든변수간에양의상관관계를보였으며유의한수

준을 나타내고 있다.

3.4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료기관고객만족에관련된요인들의연관성의강도

를분석한결과는 Table 4와 같다. 고객만족에가장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인적서비스(β=0.382), 지각된 가치(β

=0.376)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0.001). 설명력은 54.4%였다.

4. 결론
이 연구는 의료기관의 서비스스케이프, 인적서비스가

환자의지각가치및고객만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고객만족을통하여의료기관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수

행되었다. 연령에 따라 서비스스케이프는 60세 이상이

4.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천미옥[10]의 연구의 서

비스스케이프 공조환경이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보여일부일치하는결과이다. 또한정광영[13]의 연구에

서 1차의료기관은 60대이상이물리적환경에서가장높

은 점수를 보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서비스스케이프와 인적서비스에

만족할수록 지각된 가치는 높아지고 이는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은숙[14]의 연구에서 치

과 의료서비스품질에 만족할수록 고객만족도, 고객충성

도가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환자와 감정적으로

관계를잘유지하고병원이용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를

높인다면 현재 이용하는 병원을 이용할 의사가 높을 뿐

Variable Servicescape Human service Perceived value Customer satisfaction

Servicescape 1 0.499** 0.590** 0.492**

Human service 1 0.647** 0.665**

Perceived value 1 0.668**

Customer satisfaction 1

**: p<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Dental Care Service, Emotional Attachment and Customer Behavior(N=300)

<Table 4> Factors Affecting Customer Behavior(N=320)
Variable B SE β T p-value

Constant 0.445 0.243 1.832 0.068

Servicescape .094 .059 .080 1.586 0.114

Human service .379 .053 .382 7.116 0.000***

Perceived value .382 .058 .376 6.558 0.000***

Age .010 .017 .024 .607 0.545

Education status .010 .037 .012 .274 0.784

Job .001 .020 .002 .051 0.960

R2=0.544 F=58.37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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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주변에 구전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신소홍[15]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고객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적

서비스(β=0.382), 지각된 가치(β=0.376)순이었다. 본 연

구에서 서비스스케이프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은 오재신[16], 장록기[17]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이는 인적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은 서비스스케이프의

강화는 고객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비

스스케이프 강화 뿐만아니라 의료진의 전문성과 환자에

대한 배려 등의 인적서비스 강화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결국서비스스케이프는병원의이미지, 고객만족도, 직원

의행동등에영향을주고서비스스케이프와인적서비스

를받은환자의가치를변화시키고내적반응을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인력의 서비스 태도가 의료소

비자의지각된가치에영향을주어고객만족에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서비스스케이프와 인적서비스는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미치므로병원의분위기, 음악, 향기, 인테리어등

고객만족에영향을미칠수있는서비스스케이프에더욱

신경을쓰고의료진들은친절한서비스로최상의진료를

제공하여 고객의 내적상태와 요구를 파악해야한다.

둘째, 환자들이내원한의료기관에대하여만족하는데

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인적서비스와 지각된

가치로 나타났다. 서비스스케이프는 고객만족과 상관관

계는있으나고객만족에영향을직접적으로미치지는않

았다. 따라서 단순한 고객과 의료진의 관계가 아닌 인간

적관계가형성되어의료진은내원환자에게최상의양질

의 진료와 서비스로 고객의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의료기관의 서비스스케이프와 인적서비스가 만족

될때 의료소비자들은제공받은서비스를더욱잘지각

하며 가치있는 판단을 하게 되어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연구 결과

가 나타내는 시사점을 토대로 의료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서비스스케이프와 인적서비스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부

족한점을개선하여고객에게최상의의료서비스를제공

함으로써 고객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내적반응을 일으켜

고객을만족시키며의료기관의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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