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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신성한 의술이라는 개념을 가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
때문에 의료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금기시 되어 왔다. 또한 사회주의적 정책 하에 비교적 안정
적인 의료 환경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시장은 과거부터 대표
적인 공급자 중심의 시장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의료서비스 시장 역시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역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필요로 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소비자 위주로 시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세분화의 기준으로 과거에 사용되었던 소비자
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아니라, 가치와 생활양식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문화와 가치관, 소비패턴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부류인 신종족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ser-M 모델을 사용하여 피부과 개인의원을 방문하는
대표적인 신종족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기관 선택
요인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대표적인 신종족에는 그루밍족, 취업준비족,
골드미스족, 예비신부족이 포함되었고, 각 신종족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환자들을 선별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각각의
신종족에 따라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
났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s요인, 즉 대표원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취업준비족의 경우는 대표원장 요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또한 메커니즘 변수로 사용한 가격-품질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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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루밍족, 골드미스족, 예비신부족에서는 성과(Performance), 즉
의료서비스 선택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취업준비족의 경우
는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전적으로 가격-품질 정책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종족의 종류에 따라 의료기관 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종류와 영향의 크기가 다양하게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특정 신종족을 목표시장으로 하는 병원 마케팅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또한, 최신트렌드를 반영한 시장세분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과
의료진인 동시에 경영진인 대표원장이 저자이기 때문에 심도깊은 심층
분석이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이론이 아닌 실제 진료와 경영 경험을
통해 제시된 분석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의료기관 선택요인, 피부과, 신종족, 메커니즘, ser-M
학

번 : 2009-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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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전통적으로 의료산업은 대표적인 공급자중심의 시장으로 설명
되어 왔다. 의료서비스는 전문영역으로 환자(소비자)가 의료인(공급자)
에 비해 의료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의료서비스
자체를 전문 인력인 의료인이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동시에 실제로 구매하기 전에는 보거나 느낄 수 없는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을 가지는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국내 병원 및 의원수 현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1990년대까지는 사회주의적 정책 하에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의료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의료기관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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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그림 1), 의료
시장의 개방에 따른 해외 의료서비스의 국내 진출 및 대기업의 의료산업
참여 등 사회적, 제도적 여건 또한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의료
산업의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류종걸, 2008).
반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점차 넓고 다양해지고 있다(조우현, 1992). 사회,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대중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증가되고 있어, 환자들은 다양한 선택 대안들 속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더욱 만족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의료산업 시장 역시 공급자 중심에서 점차
소비자(환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Jensen, 1988).
이처럼 의료시장의 변화와 함께 높아진 환자(소비자)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환자 중심의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들이 다양한 병원들 중 특정 병원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면, 향후 병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본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전략수립을

위해서는 시장을 세분화해야 하는데, 개인의 개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고,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다양화, 개성화 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시장세분화에 있어 과거에 사용되었던 단순한 기준으로는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최신트렌드

시장세분화 방법인 신종족(New Tribe)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신종족은
‘특정 문화와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부류’로, 동일한 신종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유사한 소비트렌드를 공유하게 된다
(김진석, 2007). 따라서 환자들을 신종족으로 분류해서 각 신종족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요인을 분석한다면, 추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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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족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병원 선택요인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신종족을 ‘특정 문화와 양
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부류’로 정의하였으며(김진석, 2007), 의료
기관 선택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ser-M 모델에 기반을 두고 분류
하였다. 즉, 기존에 주로 일반 기업들에 적용하였던 ser-M 모델을
처음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의료기관 선택요인은 각각
s요인(대표원장 요인), e요인(환경요인), r요인(자원요인), M요인(매커
니즘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신종족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중요
하게 생각하는 의료기관 선택요인이 무엇인지, 서로 다른 신종족 사이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기관 선택요인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ser-M 모델을 사용한 신종족의 의료기관 선택요인에
대한 피부과 개인의원 사례연구이다. 의료기관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는 국내 의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병원 마케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과 개인
의원을 찾은 대표적인 신종족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각 신종족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기관 선택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특정 신종족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목표(target)로
하는 병원 마케팅 전략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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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의료기관 선택요인

보건의료는

보건서비스(Health

Service)에

의한

결과물로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을 회복, 유지,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공공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일반적 의미의 의료는 좁은
의미의 의료로서 병원이나 기타 시설(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의료요원이
의료를 국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조직적 마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건의료법학, 2002). 또한,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르면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체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었고, 보건의료
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의료서비스는 전문 서비스로서 고도의 전문교육을 거쳐
일정한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들이 행하는 진료행위의 과정
내지 시스템을 의미한다(박주희, 1998). 이러한 의료서비스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진다. 우선,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공익성이 강조된다. 두 번째,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 의해 제공
되는 서비스 상품의 한 종류이다. 첫 번째 특성과 두 번째 특성은 서로
일정 부분 배치되는데, 첫 번째 특성을 고려하면 의료서비스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는 배제되어야 하나, 두 번째 특성을
고려하면 다른 서비스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김미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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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속적 경쟁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들과 다르게 정부 정책
하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의료서비스 개방
등의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료서비스 역시 공익 증진을 위한
신성한 의술의 개념을 벗어나 기업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상품의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유승엽, 2004). 또한 사회, 경제적 성장과 함께
대중들의 의료지식이 늘어나고 의료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도 마케팅을 필요로
하게 되고, 환자 위주의 사고와 접근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병원 마케팅이란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병원의 유지, 발전 및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병원의

모든

경영활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평수, 1990; 박희자 외, 2000). 효과적인 병원 마케팅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와 의료이용 행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조우현 등, 1992).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연구는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들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의료 산업의 성격이 과거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구매과정
역시 일반 상품을 구매 하는 과정과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Jenson
(1988)은 소비자 행동모형의 개념을 의료산업에 적용하였다. Jen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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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은 그의 연구를 통해 이용자들의 특성과 의료기관 속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한 태도가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ane

등(1988)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질병의 정도, 의료인력의 질, 의료기관의 규모, 장비,
의료비용, 편이성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병원의
청결성(Drossnes and Lubin, 1973), 집에서의 접근성(Boscarina and
Stelber, 1982), 의사요인(Kotler, 1975), 간호사의 친절성(Sung,
1977), 병원 평판(Berkowitz and Flexner, 1981) 등이 중요한 병원
선택 요인들로 제시되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창균(1985), 김성연(1987),
변주선(1988), 김재수(1988) 등은 의료기관 선택기준으로 의료의 질,
편리성,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 친절성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영훈, 윤병준(1994)는 의사의 경험을, 이인경(1996)은 의료기술 및
시설의 현대성, 편의시설을, 김경준(1988), 오태형(1991)은 병원의
이미지를 의료기관 선택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박군제(1994)는
진료비

및

대기시간,

인적

서비스,

시설

및

의료장비,

질병상태,

환자들의 연령, 성, 교육수준에 따라 병원선택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
하였다.
2000년 이후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병원선택에
있어 의료인의 기술과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으로
친절성,

신속간편성,

편리성,

친숙성,

봉사서비스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연구가 있었다(이경아, 2006). 정혜인(2009) 또한 신뢰성,
친절성, 시설, 접근 편리성, 진료시의 편의성 등이 병원을 선택하는
요인에 포함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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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의료서비스의 종류이다. 의료서비스는 특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험(필수적)과 비보험(선택적) 의료서비스이다.
보험(필수적) 의료서비스는 감기나 고혈압, 당뇨와 같이 의료보험 적용
이 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로, 외과, 내과, 소아과, 비뇨기과, 정형
외과,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 등의 진료과목이 주로 해당되고, 의료
서비스 수가는 낮은 편이다. 반면, 비보험(선택적) 의료 서비스는 성형
이나 시술과 같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보험 분야에 대한 의료
서비스로,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의 진료과목이 주로 해당되며,
의료서비스 수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물론 보험(필수적) 의료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진료과에서도 일부 비보험(선택적) 의료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고, 반대로 비보험(선택적) 의료 서비스를 주로 제공
하는 진료과에서도 일부 보험(필수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피부과 개인의원 환자들 중에서도 비보험(선택적) 의료
서비스를

선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례

연구로,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의료
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의 종류이다. 의료기관은 규모와 특성에 따라
1차, 2차, 3차 의료 기관으로 분류된다. 1차 의료기관은 의원, 2차 의료
기관은 병원 및 종합 병원, 3차 의료기관은 국가에서 지정한 대학병원
으로 구분이 되는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방문하는 환자들의 특성
과 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2차 이상
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진과 경영진이 분리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규모가 작은 개인의원의 경우에는 의료진이 동시에 경영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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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더 흔하다. 본 연구는 대표원장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
인 동시에 경영진인 1차 개인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2 신종족 분류를 통한 시장세분화

시장세분화는 소비자를 필요와 욕구에 따라 수요층별로 시장을
분할화 또는 단편화하여, 각 소비자 집단의 필요와 욕구의 내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그에 대해 집중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려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Smith(1956)에 의해 제안된 마케팅 개념이다.
시장세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실제로 제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층을 찾아내고 분류하여 접근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차별화 개념이 공급자가 공급자의 의지에
따라 수요를 결합하는 공급자 위주의 접근방식이라고 한다면, 세분화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다 소비자 중심의
접근방식으로 볼 수 있다(Smith, 1956).
시장세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는 시장을
세분화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세분화의 기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초기에는 주로 소비자들의 연령이나 성별, 결혼 유무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사용되었다(Smith, 1956).

이후, 정량적 변수

(인구, 연령, 소득 등)와 정성적 변수(구매동기, 구매습관)로 변수를
구분하여

진행한

연구도

있었고(Stanton,

1967),

Kotler(2000)는

지리적, 인구통계적, 심리묘사적, 행동적 세분화로 4가지의 기준을 사용
하기도 하였다(표 1). 이와 같이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시장세분화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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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지만,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주로 사용되었던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행동, 심리학적 변수들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Kaynak and Kara, 1996).

Base

Segmentation Variables

Geographic

Region, Size, Population density, Climate

Demographic

Age, Gender, Occupation, Life cycle stage

Psychographic

Social class, Personality traits, Lifestyle

Behavioral

Purchase occasion, Benefits sought, Usage rate and
user status, Loyalty status, Attitude

표 1. 시장세분화 방식 (Kotler, 2000)

앞서 언급했던 박창균(1985), 김성연(1987), 김재수(1988)
등의 연구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의료기관 선택기준으로 의료의 질,
편리성,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 친절성 등을 제시하였으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병원선택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 즉, 연령, 성별, 결혼 유무 등의 단편적인 요인의 차이는 환자
들의 병원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
으로 소비자의 특성이나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 등은 소비자의 구매행동
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되어 있다
(Berman and Evans, 1979). 하지만, 위의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대사회에는 개인의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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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패턴 역시 다양해짐에 따라 과거에 사용되었던 단편적인 요인들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선택 행동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사회에 적합한 소비자 행동모형과 예측요인
들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접근 방법
들이 시도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들 중의 하나가 소비자의 가치
와 생활양식에 기반한 연구들이다. 여기에서의 가치는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 의견, 태도 등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
(Pizam and Calantone, 1987).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시장세분화의 기준으로 최신트렌드 분류
방법인 신종족(New Tribe)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신종족은 ‘새로
움’과 ‘부족’의 단순 합성어가 아니라 ‘부족의 성격을 지닌 새로운
부류’를 의미한다. 또한 단순히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문화와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부류’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동일한 신종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유사한 소비 트렌드를
공유하게 된다(김진석, 2007).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신종족’이라는
개념은
불리우는

최근

‘종족’,‘부족’또는‘문화부족’등의

소집단들을

대표하도록

한다.

다양한

원래의‘종족’은

용어로
생물학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이며, 실제 종족을 구분할 때 피부색, 체질적
특징 등과 같은 생물학적 관찰이 더 중요하지만, 혈통, 언어, 종교,
의식주와 같은 물질생활의 전통, 신화, 역사의식, 생계경제의 유형,
터전으로서의

영토적

경계

등에

의하여

인식되는

문화적

특성도

내포하고 있다(김광억, 2005). 서일윤(2004)은 ‘종족’이란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가치관에 근거하여 유사한 생활양식을
보이며, 나아가 유사한 구매와 소비활동을 보이는 집단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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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이동연(2005)은 1990년 이후 출현한 다양한 종류의
문화집단들을 ‘문화부족’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신종족의 시초로 여겨지는 ‘히피족’은 1966년 미국 샌프란
시스코에서 청년층을 주체로 하여 시작된, 탈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을 지칭하는 ‘히피’라는 단어에 ‘족’을 붙여 자유와 사랑, 평화를
추구하고

자신의

행복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는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의미한다. 이후로도 보보스족(브룩스, 2001),
좀비족(호르크스,

2004),

로하스족(레이ㆍ앤더슨,

2006),

노마드족

(엥리슈, 2002) 등 다양한 종류의 신종족이 출현하였고, 현재에도 새로
운 신종족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신종족을 ‘특정 문화와 양
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부류’로 정의하였으며(김진석, 2007), 피부과
개인의원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신종족들 중 대표적인 신종족에 해당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

관점에서

피부과에 방문하는 대표적인 환자들을 연령, 학력, 성별, 경제력, 결혼
유무 및 직업적 특성에 따라 그루밍족, 취업 준비족, 골드미스족, 예비
신부족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 4가지 종류의 신종족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루밍족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외모 가꾸기에 금전적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부류인 신종족으로,
‘그루밍’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단어는 아니지만 최근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김혜성,

말을

빗질하고

2008).

목욕시켜

그루밍(Grooming)이란

주는데서

유래한

마부(Groom)가

단어인데,

전통적으로는

남성을 의미하던 단어가 ‘남성을 치장한다’는 의미로 발전되어 현재는
남성 미용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김은정, 2011). 요새 과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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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외모 가꾸기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루밍족 또한
증가하고 있다(구소희, 2010). 성영신 외 4명(2008)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들이 그루밍 행동을 통해 얻고자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4가지로
여기에는 사회적 권력, 자존감, 유희, 개성표현이 포함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목적은 사회적 권력을 얻기 위함인데, 사회적 권력은
남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갖고 남들에게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현대사회에서 외모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매우 중요해졌으며, 외모 가꾸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자기만족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에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외모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는 외모가 곧 경쟁력이 되므로
남자들도 자신을 꾸미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취업준비족은 현재 무직 상태로 취직을 목표로 준비하는 남성들
및 여성들의 부류를 지칭하는 신종족이다. 유사한 신종족으로는 공시족
(공무원 시험 준비족), 엔지족(No Graduation, 졸업 유예족), 장미족
(장기간 미취업족) 등이 있다. 취업준비족은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외모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반면, 대부분 20대로 평균 연령이 낮은 편이며 현재는 무직
상태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경제적 능력이 낮은 상태로, 주변의 도움
없이는 본인의 외모에 과감하게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따라서 외모 가꾸기에 대한 욕구는 큰 편이나, 경제적인 제약
때문에 비용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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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미스족은 30~40대 미혼 여성 중 학력이 높고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여성들의

부류를

일컫는

신종족이다.

골드미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던 Christine(2006)은 자신의 저서
에서 골드미스에 대해 ‘대졸 이상의 학력에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30대 미혼여성으로,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자산이
8,000만원 이상 있어야 하며, 승용차를 소유하고 해외여행 및 골프,
스포츠댄스와 같은 자신만의 고유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2008)은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대졸 이상 학력에 연봉 4,000만원 이상의
30~45세

미혼여성인

골드미스족이 6년간

10배 이상

급증하였고,

골드미스족이 종사하는 직업수도 6년간 5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직업별로 살펴보았을 때, 경영 관련 사무직이 가장 많았고, 학원
강사, 학교교사 및 금융/보험관련 사무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골드
미스족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구매력이 높은 집단으로, 자기성취욕과
자신에 대한 투자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다. 서양에서의 ‘알파걸’, 일본에서의 ‘하나코
상’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Christine, 2006).
골드미스족은 능력 있는 올드미스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의 노처녀
라는 단어와는 달리 남자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자기 계발과 취미활동에 투자하는 능력 있는 여성들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문화를 선도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
예비신부족은 결혼을 앞둔 신부들을 일컫는 신종족으로, 결혼식
전까지 일시적으로 예비신부족 종족 상태에 속하게 된다. 예비신부족은
대부분 일생에 한 번 있는 중요한 행사인 결혼식을 준비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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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합리적으로 소비하려는 성향보다는 자기만족을 위해 결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성향이 좀 더 강하다. 평소에 외모 가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류에 해당하는 예비신부족들도 결혼식에서만큼은 대중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결혼식을 앞두고는
비슷한 특징과 소비트렌드를 가지게 된다. 상대적으로 비용에는 덜 민감
하며, 중등도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2.3 ser-M 모델

경영전략 분야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을
설명하기 위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체
기반 관점(Subject-based-view : SBV)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주체
(Subject)에 초점을 맞추어 주체인 최고경영자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기업의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하는 관점이다(Child, 1972; Hambrick
and Masison, 1984; Westley and Minzberg, 1989; Nanus, 1992).
두 번째는 환경 기반 관점(Environment-based-view : EBV)으로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 등의 외부적 환경에 의해 기업의 성공이 결정
된다는 관점이다(Porter, 1980, 1985, 1990; Kogut, 1993; Hannan
and Freeman, 1977; Hannan and Carroll, 1992; Johnson, 1982;
Okimoto, 1989). 마지막 세 번째는 자원 기반 관점(Resource-based
-view : RBV)으로 환경 기반 관점과는 반대로 기업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 존재 하는 독특한 자원이 기업의 성공요인이라고 설명하는
관점이다(Wernerfelt, 1984; Prahalad and Hamel, 1990; Barney,
1991; Grant, 1991; Conner, 1991; Mahoney and Pandia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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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af, 1993). 더 나아가 기업 내부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
이나 지식(Knowledge)을 기업의 경쟁우위의 요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Prahalad and Hamel, 1990; Nonaka, 1995).
위의 세 가지 관점은 각각 주체, 환경,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기업
의 성공 요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체, 환경,
자원 기반 관점을 통합하고 이에 메커니즘의 개념을 더한 메커니즘 기반
관점(Mechanism-based view : MBV)을 적용하였다 (조동성, 2006).
기존의 이론들이 주체, 환경, 자원의 개별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
의 성공 요인을 설명했다면, 메커니즘 기반 관점 에서는 주체, 환경, 자
원 세 가지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업의 메커니즘,
즉 운영원리가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특정 요인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 경쟁 우위가 만들어지는 것
이 아니라, 주체, 환경, 자원이 상호 작용하여 오랜 시간을 거쳐 기업 내
에 구축되어 온 기업의 운영원리 또는 경영방식인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
이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
ser-M 모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또한, 성과는 ser 각각의 요
소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그림 2).

그림 2. ser-M 모델 (조동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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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은 요소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메커니즘의 요소는 주체
(Subject), 환경(Environment), 자원(Resource)이다. 주체는 기업 성
공의 핵심 요인으로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최고 의사 결정자
의 사고와 행위를 의미한다. 환경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을
의미하며, 자원은 기업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기업 고유
의 요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메커니즘이란 주체가 기업의 외부 환경에
반응하여 기업 내부의 자원을 통해 만들어내는 작동원리, 혹은 경영원리
라고 설명할 수 있다.
메커니즘의 구조는 구성(Composition), 순서(Sequence), 시점
(Timing)의 3개의 축으로 나뉜다. 구성(Composition)은 메커니즘의 각
요소인 주체와 환경, 자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순서
(Sequence)는 각각의 요소가 어떤 순서로 획득되었는지를 나타낸다.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순서로 획득하는지에 따라
메커니즘은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 시점(Timing)은 각각의 요소가
어떤

시점에

획득되고

진행되었는지를

나타낸다.

구성과

순서는

정태적인 요소로 시점이 개입되어야만 동태적인 특성을 갖추게 되며,
실제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횡단연구(cross-sectional study)로 동태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메커니즘의 구조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ser-M 모델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본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의 성공을 각각 메커니즘 이론으로 분석하였고(조동성,
1995), 각국의 디자인 산업의 발전 양상을 메커니즘을 통해 분석한
디자인 산업 연구(조동성, 1998), 그리고 한국의 온라인 게임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의 전략을 ser-M 모델을 통해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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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동성, 이강문, 2004)가 있다. 기존에 산업과 일반 기업에 주로
적용하였던 ser-M 모델을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의료기관을 대상
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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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선택적) 의료서비스를 위해 피부과 개인의원에 내원한

비보험

환자들 중에

그루밍족, 취업준비족, 골드미스족, 예비신부족을 대표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피부과 개인의원에서는 실제
다양한 종류의 신종족을 직접 접할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그룹으로
그루밍족, 취업준비족, 골드미스족, 예비신부족을 선택하였다.
주로

각각의

신종족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여

내원하고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어떤 요인
에 의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3.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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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의료기관

선택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변수들을 ser-M 모델에 적용하여 각각 s요인(대표원장
요인), e요인(환경요인), r요인(자원요인), M요인 (메커니즘 요인)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s요인(대표원장 요인)에는 대표원장의 학력, 경력,
나이, 성별, 외모, 친절도, 교육활동, 사회적 공헌도 등의 변수들을
포함하였고, e요인(환경요인)에는 병원의 위치와 환자의 자택이나 직장
으로부터의 물리적인 거리, 접근성, r요인(자원요인) 으로는 의료기관의
규모, 인테리어, 의료장비, 직원요인 등을 포함하였다. M요인(메커니즘
요인)에 있어서는, 메커니즘 자체는 측정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메커니즘의

대위변수로

가격-품질

정책을

사용하였다.

가격-품질

정책은 Day(1990)와 Brouthers(2000)가 기존 전략연구에서 사용
하였던 변수로 Economy(저품질-저가격), Superior value(저가격고품질), Premium value(고가격-고품질) 전략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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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대표원장 요인과 환경요인, 자원요인을
조합하여 저품질-저가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Economy 정책,
저가격-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Superior value 정책, 고가격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Premium value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일종의 메커니즘 형성 과정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가격-품질 정책을 메커니즘의 대위변수로 사용하였다(그림
4).

그림 4. 가격-품질 정책 (Day, 1990; Brouthers, 2000)

성과(Performance)는 의료서비스의 선택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결과물인 성과(Performance)는 다시 ser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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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례분석과 적용

4.1 사례 1 : 그루밍족

그루밍족을 대표하는 환자는 영업직에 종사하는 46세 남자 환자
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그루밍족은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자들의 부류인 신종족이다.
사례 1에 해당하는 그루밍족 남자환자는 40대의 중년 남성으로,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본인의 외모를 가꾸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모가 곧 경쟁력이라는 신념 하에,
수입의 일정 부분을 자신을 위해 기꺼이 투자하고, 그로 인해 수입이
늘어나거나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직업상 깔끔한 외모와 함께
긍정적이고 신뢰가 가는 인상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미용
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관상적인 측면 역시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평소 피부과 시술에 대한 욕구는 있었으나, 주변 시선을
의식해 선뜻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신뢰할만한 피부과와 의료진을
찾고 있는 상태였다. 자신에 대한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고가의 시술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한다. 처음
병원에 내원한 이후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자기관리를 위해 1~2주
간격으로 내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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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s가 P에 미치는 영향

s요인, 즉 대표원장 요인으로는 대표원장의 학력, 경력, 나이,
성별, 외모, 친절도, 교육활동 여부, 사회적 공헌도 등의 변수를 사용
하였다.
그루밍족에 해당하는 남자환자의 경우, ser 중 s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대표원장의 학력 및 경력, 친절도, 외모를
주된 병원 선택요인으로 꼽았으며, 이에 비해 대표원장의 나이나 성별,
교육활동 여부,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2 e가 P에 미치는 영향

e요인, 즉 환경요인으로는 병원의 위치, 환자의 자택이나 직장
으로부터의 물리적인 거리, 접근성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루밍족 남자환자의 경우, ser 중 e요인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
적으로 낮았다. 강남이라는 병원의 위치와 지하철역 바로 앞이라는
접근성 요인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병원 선택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s요인, 즉 대표원장 요인이었다.

4.1.3 r이 P에 미치는 영향

r요인, 즉 자원요인으로는 의료기관의 규모, 인테리어, 의료장비,
직원요인 변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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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족 남자환자의 경우, ser 중 r요인에 대한 중요도는 s요인
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e요인에 비해서는 높았다. 특히, 직원요인과
인테리어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병원의 규모나 의료장비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원요인으로는 직원의 친절성과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4.1.4 M이 P에 미치는 영향

M요인,

즉

메커니즘

요인으로는

병원의

가격-품질

정책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가격-품질 정책은 Economy(저가격-저품질),
Superior

Value(저가격-고품질),

Premium

Value(고가격-고품질)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그루밍족 남자환자의 경우, M요인에 대해서는 Premium Value
(고가격-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선호하였다,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싶다는 욕구는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었으나,
병원 선택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요인은 s요인이었다.

4.1.5 ser이 M에 미치는 영향

ser요인은 모두 기본적으로 M에 영향을 미치나, 각각의 신종족
에 따라 ser의 M에 대한 영향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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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ser-M이 P에 미치는 영향

그루밍족 남자환자의 경우, 병원선택에 있어 ser-M 중 s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M요인, r요인, e요인의 순서로 영향을
받았다. 그루밍족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비용보다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s요인이 의료기관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2 사례 2 : 취업준비족

취업준비족을 대표하는 환자는 무직인 23세 여자환자이다. 취업
준비족은 현재 무직 상태로 취직을 목표로 준비하는 남성들 및 여성들의
부류를 지칭하는 신종족이다.
사례 2에 해당하는 취업준비족 여자환자는 20대의 여성으로,
온라인 검색을 통해 저렴하게 진행되는 이벤트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다. 인터넷 검색이 생활화되어 있으며, 인터넷 상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를 매우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다. 현재 무직인 상태로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시술비용에 매우 민감하여, 최저가 시술을
찾아 병원을 바꾸는 일이 흔하다. 의료서비스의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요시하여, 저가의 저품질 의료서비스를 원한다. 재방문율 및 의료
서비스 재구매율이 낮다. 첫 방문 이후 내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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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s가 P에 미치는 영향

s요인, 즉 대표원장 요인으로는 대표원장의 학력, 경력, 나이,
성별, 외모, 친절도, 교육활동 여부, 사회적 공헌도 등의 변수를 사용
하였다.
취업준비족 여자환자의 경우, ser 중 s요인은 병원 선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약하게 대표원장의 학력 및 경력, 나이, 친절도
에 관심을 보였으나, 실질적으로 병원을 선택하게 된 요인은 비용, 즉
최저가격이었다.

4.2.2 e가 P에 미치는 영향

e요인, 즉 환경요인으로는 병원의 위치, 환자의 자택이나 직장
으로부터의 물리적인 거리, 접근성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취업준비족 여자환자의 경우, ser 중 e요인 역시 병원 선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하철역으로부터의 접근성으로 인해 병원
을 선호하기는 하였지만, 병원을 선택하게 된 요인은 최저가격 이었다.

4.2.3 r이 P에 미치는 영향

r요인, 즉 자원요인으로는 의료기관의 규모, 인테리어, 의료장비,
직원요인 변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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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족 여자환자의 경우, ser 중 r요인에 대한 중요도는
가장 낮았다. 병원의 규모나 인테리어, 의료장비, 직원요인 모두 병원
선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2.4 M이 P에 미치는 영향

M요인,

즉

메커니즘

요인으로는

병원의

가격-품질

정책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가격-품질 정책은 Economy(저가격-저품질),
Superior

Value(저가격-고품질),

Premium

Value(고가격-고품질)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취업준비족 여자환자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최저가 시술을
받기위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전형적으로 Economy(저가격-저품질)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사례였으며, 전적으로 M요인에 의해 병원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4.2.5 ser이 M에 미치는 영향

ser요인은 모두 기본적으로 M에 영향을 미치나, 각각의 신종족
에 따라 ser의 M에 대한 영향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4.2.6 ser-M이 P에 미치는 영향

취업준비족 여자환자의 경우, ser-M 중 M요인에 의해 병원을
선택하였고, s요인, e요인, r요인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s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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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표원장의 학력 및 경력, 나이, 친절도와 e요인 중 접근성은 병원
선택 이후, 병원 선호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준비족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으므로, 의료기관
선택 시 M요인, 즉 비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4.3 사례 3 : 골드미스족

골드미스족을 대표하는 환자는 42세 여자환자로 대학교수이다.
골드미스족은 30~40대의 미혼여성 중 높은 학력과 경제적 능력을 갖춘
여성들의 부류인 신종족이다.
사례 3에 해당하는 골드미스족 여자환자는 40대 여성으로, 지인
의 소개로 신뢰를 갖고 처음 병원을 방문하였다. 자기성취욕이 높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또 해외여행, 골프 등의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긴다. 미혼
이지만 독신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목적과
자기만족 측면에서 커리어만큼 외모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문화를 선도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
하는 골드미스족의 특징에 정확히 부합하며, 여러 피부과를 방문하고
다양한 시술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등도 이상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을 추구한다. 재방문율 및 의료 서비스 재구매
율이 높다. 첫 방문 이후 지속적인 관리 개념의 레이저 시술 및 주사
시술을 받고 있으며, 직업상 일정이 바쁜 관계로 평균 1~2개월에 한
번씩 내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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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s가 P에 미치는 영향

s요인, 즉 대표원장 요인으로는 대표원장의 학력, 경력, 나이,
성별, 외모, 친절도, 교육활동 여부, 사회적 공헌도 등의 변수를 사용
하였다.
골드미스족 여자환자의 경우, 다른 환자로부터 병원을 소개받아
내원하였다. ser 중 s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주로 대표
원장의 학력 및 경력, 성별, 친절도에 영향을 받았다. 반면, 대표원장의
나이나 외모, 교육활동 여부,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관심도는 낮았다.

4.3.2 e가 P에 미치는 영향

e요인, 즉 환경요인으로는 병원의 위치, 환자의 자택이나 직장
으로부터의 물리적인 거리, 접근성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골드미스족 여자환자의 경우, ser 중 e요인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강남이라는 병원의 위치 요인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병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s요인, 즉 대표
원장 요인이었다.

4.3.3 r이 P에 미치는 영향

r요인, 즉 자원요인으로는 의료기관의 규모, 인테리어, 의료장비,
직원요인 변수를 사용하였다.

- 28 -

골드미스족 여자환자의 경우, 병원 선택에 있어 ser 중 r요인에
의한 영향은 e요인과 마찬가지로 낮았다. 특히, 병원의 크기나 인테리어,
의료장비, 직원에 대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였
으나, 실질적인 병원 선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3.4 M이 P에 미치는 영향

M요인,

즉

메커니즘

요인으로는

병원의

가격-품질

정책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가격-품질 정책은 Economy(저가격-저품질),
Superior

Value(저가격-고품질),

Premium

Value(고가격-고품질)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골드미스족

여자환자의

Value(저가격-고품질)

경우,

의료서비스를

M요인에

대해서는

선호하였으며,

Superior

저가격-고품질

정책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선호하는 특징을 보였다. 최저 비용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인 저가격에 중등도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은 병원 선택에 있어 s요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4.3.5 ser이 M에 미치는 영향

ser요인은 모두 기본적으로 M에 영향을 미치나, 각각의 신종족
에 따라 ser의 M에 대한 영향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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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ser-M이 P에 미치는 영향

골드미스족 여자환자의 경우, 병원 선택에 있어 ser-M 중
s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받은 요인은
M요인이었다. e요인과 r요인은 병원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거의 영향
을 미치지 못하였다. 골드미스족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중요시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s요인과 M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4.4 사례 4 : 예비신부족

예비신부족을 대표하는 환자는 회사원인 29세 여자 환자이다.
예비신부족은 결혼을 앞둔 신부들의 부류로 결혼식 전까지 일시적으로
예비신부족 종족에 속하게 된다.
사례 2에 해당하는 예비신부족 여자환자는 20대의 여성으로,
병원 근처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병원 간판을 보고 처음 병원을 방문
하였다. 결혼식을 앞두고 2~3개월 간의 집중적인 피부관리 및 레이저
시술을 위해 내원한 사례이다. 이 환자는 평소 피부과 시술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분으로, 웨딩촬영과 결혼식을 위해 처음으로 레이저시술 및
피부관리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고 방문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술상담은 비교적 쉽게 진행되었고,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중등도 이상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였다. 결혼식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추구하는

예비신부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동시에 결혼준비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많은 관계로 먼 거리의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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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방문하기에는 어려워 근처의 피부과 중 신뢰할만한 피부과를
찾아서 선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결혼식 전까지 1~2주 간격으로 꾸준
히 내원하였으나, 결혼식이 끝나고 약속된 시술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방문하지 않고 있다.

4.4.1 s가 P에 미치는 영향

s요인, 즉 대표원장 요인으로는 대표원장의 학력, 경력, 나이,
성별, 외모, 친절도, 교육활동 여부, 사회적 공헌도 등의 변수를 사용
하였다.
예비신부족 여자환자의 경우, ser 중 s요인을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대표원장의 학력 및 경력을 특히 중요시 하였으며, 반면
대표원장의 나이나 성별, 외모, 친절도, 교육활동 여부,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4.4.2 e가 P에 미치는 영향

e요인, 즉 환경요인으로는 병원의 위치, 환자의 자택이나 직장
으로부터의 물리적인 거리, 접근성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예비신부족 여자환자의 경우, 결혼준비와

회사생활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틈틈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직장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 내원하였다. s요인, e요인, r요인 모두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병원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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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요인은 e요인이었다. 직장으로부터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장 중요
하였고, 병원의 위치와 접근성 요인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4.4.3 r이 P에 미치는 영향

r요인, 즉 자원요인으로는 의료기관의 규모, 인테리어, 의료장비,
직원요인 변수를 사용하였다.
취업준비족 여자환자의 경우, ser 중 r요인에 대한 중요도는
e요인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s요인과는 비슷하였다. 병원의 규모나
인테리어, 직원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의료장비에
대한 관심도는 낮았다. 직원요인 중에서는 직원의 친절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4.4.4 M이 P에 미치는 영향

M요인,

즉

메커니즘

요인으로는

병원의

가격-품질

정책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가격-품질 정책은 Economy(저가격-저품질),
Superior

Value(저가격-고품질),

Premium

Value(고가격-고품질)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예비신부족

여자환자의

Value(고가격-고품질)

경우,

의료서비스를

M요인에

대해서는

선호하였고,

일생에

Premium
한

번인

결혼식을 위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최고의 서비스를 원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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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때문에 실제 병원 선택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부분은
e요인이었다는 것이다.

4.4.5 ser이 M에 미치는 영향

ser요인은 모두 기본적으로 M에 영향을 미치나, 각각의 신종족
에 따라 ser의 M에 대한 영향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4.4.6 ser-M이 P에 미치는 영향

예비신부족 여자환자의 경우, 병원 선택에 있어 ser-M 중
e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s요인, r요인과 M요인은 비슷한
정도로 중요시하는 특징을 보였다. 예비신부족은 주어진 시간 내에
병원과

의료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

특수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의료기관 선택 시 e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격에 대한 민감도는 낮은 편이고, 방문한 이후에는 시술을 포함
한 의료서비스를 비교적 쉽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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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5.1 연구결과 및 시사점

사례연구를 통해 신종족의 종류에 따라 의료기관 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종류와 영향의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루밍족 남자환자의 경우, 병원선택에 있어 ser-M 중
s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M요인, r요인, e요인의 순서로
영향을 받았으며, 비용에 민감한 취업준비족 여자환자는 ser-M 중
M요인에 의해 병원을 선택하였고, s요인, e요인, r요인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골드미스족은 병원
선택에

있어

ser-M

중

s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요인은 M요인이었다. 비교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있는 예비신부족은 병원 선택에 있어 ser-M 중 e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s요인, r요인과 M요인은 비슷한 정도로 중요시하는 특징
을 보였다.
연구에 포함된 신종족들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s요인, 즉 대표
원장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취업준비족의 경우는
대표원장 요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메커니즘 변수로 사용한
가격-품질 정책을 살펴보면, 모든 종류의 신종족에서 의료서비스 선택
에 영향을 미쳤으나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신종족별로 다양하게 나타
났다. 즉, 그루밍족, 골드미스족, 예비신부족에서는 의료서비스 선택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취업준비족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전적으로 가격-품질 정책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결론적

- 34 -

으로, 본 연구를 통해 신종족의 종류에 따라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종류와 영향의 크기가 다양하게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특정 신종족을 목표시장으로 하는 병원마케팅 전략수립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에 산업이나 기업체에 주로 적용되었던 ser
-M 모델을 처음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의료기관 선택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ser-M 모델을 사용하여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메커니즘의
대위변수로는 가격-품질 정책을 선택하여 Economy(저가격-저품질),
Superior

Value(저가격-고품질),

Premium

Value(고가격-고품질)

정책으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최신트렌드를 반영한 시장세분화 방법으로‘신종족’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과거에 주로 사용되었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한
시장세분화 이후, 시장세분화의 기준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제시되
었는데,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문화, 양식 혹은 가치관 관련 변수들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특정 문화나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부류’로 비슷한 소비트렌드를 공유하는 신종족의 개념을 사용
하였으며, 최신트렌드를 반영한 시장세분화 방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인 동시
에 경영진인 대표원장이 저자이기 때문에 심도 깊은 인터뷰와 심층
분석이 가능하였고, 이를 통해 더욱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론이 이론이 아닌 실제 경영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추후 의료기관과 병원마케팅에 적용하는데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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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이러한 시사점과 기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한 추가적인 연구
들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첫 번째, 본 연구는 피부과에 내원한 비보험(선택적) 의료서비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크게 보험(필수적) 의료서비스와 비보험(선택적)
의료서비스로 분류된다. 이 두 종류의 의료서비스는 거의 다른 종류의
서비스 상품이라고 할 만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보험
(필수적) 의료서비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 연구의 결과
를 적용시키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험(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은, 진료수가가 낮고 당장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큼 병원
선택시 e요인, 즉 환경요인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본 연구는 피부과 개인의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2차, 혹은 3차 병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1차 의료기관 즉, 개인의원의 경우는
의료진과 경영진이 일치하기 때문에 ser-M 분석에서 s요인이 대표원장
요인이 되었으나, 2차와 3차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과 경영진이 분리
되기 때문에 의료진 요인은 s요인이 아니라 r요인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교적 규모가 큰 1차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의료진이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진과 경영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와는 다른 형태의 연구 디자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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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본 연구는 피부과 개인의원을 찾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진행한 사례연구이다. 즉, 피부과 개인의원을 찾는
다양한 신종족들을 찾아내고, 그 중에 대표적인 신종족들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요인을 분석한데 의의가 있으나, 사례연구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각각 신종족의 대표적인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연구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큰 규모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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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healthcare institution
selection factors
based on ser-M model
: a case study in a local dermatology clinic
Younhee Kim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fferently from general companies healthcare institutions
have

been

generally

unaccepted

in

the

society

to

pursue

economic profit because their product, healthcare service has
been regarded as sacred medical therapy. Medical industry
circumstances were stable under the social policy in the past
and healthcare service market has been considered one of the
typical seller’s markets. But currently with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 healthcare service market is also changing 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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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r’s market which is highly competitive. To actively react to
this change healthcare institutions also need proactive marketing
activities and for the efficient marketing it’s necessary to
segment the market according to the consumer’s need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new-tribe, which is defined as the group of
people who share the cultures, values and consumption patterns,
is used instead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mmonly
used in the past for market segmentation standard in accordance
with the newest trend focusing on the culture and lifestyle.
This study is a case study on healthcare institution
selection factors based on ser-M model in the patients who
belong to the typical new-tribes. Grooming tribe, Job-preparing
tribe, Gold-miss tribe and Bride-to-be tribe are included in the
typical new-tribes. The patients who are thought to represent
each new-tribe were selected and went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The results show that healthcare service selection
factor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new-tribes.
Generally

almost

patients

think

s-factor

is

important,

but

Job-preparing tribe patient is not affected by s-factor. And for
the cost-quality policy variable as a mechanism factor, it is
partially

affecting

the

performance(the

healthcare

institution

selection) in the patients of Grooming, Gold-miss, Bride-to-be
tribe whereas it is totally affecting the performance in the
Job-preparing tribe patient. This study shows that the kind and
the effect size of

selection factors are different in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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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tribe patient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result will be used
as a practical and detailed data, which are needed in the hospital
marketing field, in the future. The followings are thought to be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First, this study uses the market
segmentation

method

reflecting

the

newest

trend.

Second,

because the representative doctor, who is the doctor and CEO at
the same time, is the author it was possible to conduct the
in-depth interview and whole study more intensively. Third, the
result

of

this

study

comes

from

the

actual

medical

managerial experiences not just from th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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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ser-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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