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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21세기에 들어와 경제적 안정이 가져온 결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

지면서 의료서비스와 마케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이 치

과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조사하여 경쟁력을 갖춘 치과 경

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내국인 195명(대학로 홍대 아트센터 방문인과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외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방문자(환자 제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합계)

을 대상으로 하였다. 무작위로 남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으로 연령층을 나

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행된 여러 연구의 설문지를 토대로 설문지 용어

의 적절성, 구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뒤에서 보일 여러 설문 항목들에 대하여

2014년 10월 2일에서 10월 24일, 3주에 걸쳐 저자와 도우미를 통해 조사하였다. 이

기간 동안 20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외국인 환

자 및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95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설문 조사 시 치과 선택의 여러 이유 중 지인소개가 전체의 52.8%, 접근성이

41.0%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입소문이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의료인의 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를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만족도를 살펴보았을 때 현 내원치과에 만족함에도 잠재이탈확률을 가지는 환자

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첫 내원 후에도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환자와 상호보

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음을 알 수 있어, 관계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4. 불만족도는 20-30대 여자가 다른 연령대의 여자들에 비해서 높았으나, 오히려 여

자와 달리 20-30대 남자들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설문자의 수가 많았음에도

다른 연령대의 남자들에 비해 불만족도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객의 유지에 초점을 두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상호적 관

계를 중요시 여겨 고객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재 내원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고객 이

탈방지를 최소화시키는 관리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신규고객을 유

치해서 이탈고객을 채우는 것보다 기존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

이므로 설문지 조사를 통해 고객의 성향을 이해, 분석하여 보호전략을 수립해 기존

보유 고객이탈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어 : 치과의원, 관계마케팅, 입소문 전파자, 지인 소개, 접근성, 이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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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1 문제의 제기

점점 의료시장도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고객 확보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

정이므로 병원 경영에 있어서 단기적인 계획 달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존의 고

객관리를 통한 고객 유지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의 의료서비스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기술뿐 아니라 모든 인적행

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환자의 유지에 초점을 두고 의료인과 환

자 간의 상호적 관계를 중요시 여겨 환자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재 내원 가능성을 증

가시키며 환자의 이탈방지를 최소화시키는 관리에 대한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

다. 게다가 고정 환자로 인한 입소문으로 새로운 환자를 데려올 수 있으므로 소비

자인 환자의 성향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여 고객 세분화를 통한 기존 보유 고객 이탈

방지가 더욱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환자를 유치해서 이탈환자를 채우는

것보다 기존 내원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이므로 설문지 조사를

통해 환자의 성향을 이해하여 보호전략을 수립해서 기존 보유 환자이탈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2 연구 목적

21세기에 들어와 경제적 안정이 가져온 결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

지면서 의료서비스와 마케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이 치

과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조사하여 경쟁력을 갖춘 치과 경

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자의 인구통계학적 조사에 관련된 문항(성별, 국적, 나이)을 기

초로 치과의 규모, 현재 다니고 있는 치과의 선택이유와 가족과 함께 내원여부 등

에 대한 5문항과 만족도에 관한 6문항, 의료인의 친절도 척도에 관한 문항을 설문



지 구성에 넣어 내국인의 치과선택에 있어서 관계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측정하

려고 하였다.

Ⅱ. 문헌 연구

1. 이론적 배경

1.1 CRM( Customer Relatioship Management )

관계마케팅이란 기업이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강화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소비자의 평생가치를 증진시키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데, 제휴나 연합, 연결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용한 마케팅을 말한다. 임종원(1987)은 장기간 동안 고객과

의 유익한 관계를 강화시키는 마케팅은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의 초점 전환이 이루어 진 것이다.1) 함봉진(2006)은 관계

마케팅은 고객시장과 보다 나은 호혜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급자, 종업원, 영향자

그리고 내부시장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마케팅이라 정의하였다.2) 즉, 앞으로 창출

될 고객보다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고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마케팅이다. 관계 마

케팅은 신규 고객의 창출뿐 아니라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2 입소문 전파자란?

영향력 주도층은 그들의 생각이 여러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하지만 영향력 주도층은 특정 연령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동네, 가족, 직장에

끼여 있는데, 이들은 평소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즉, 도움

이 필요할 때 찾아가 문의하는 사람으로서 사고방식, 유행의 길라잡이가 된다. 이들

은 제기하는 문제의 답을 알고 있고, 답을 모르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해준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경우 광고만 보고 찾아가기에는 다른 소비재에 비해

위험부담이 커서, 이미 경험한 사람의 얘기가 더 신빙성이 가기 마련이므로 입소문

1) 임종원(1987), “Relationship Marketing의 도입과 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연구소,

경영논총, 제12권 제2호, pp 52 -69

2) 함봉진(2006), 신세계 마케팅 관리론, 형설출판사



전파자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3)

1.3 전환 장벽

Ganesan(1994)은 전환 장벽으로 작용하는 전환비용에 대해서 기술하였는데 기존의

거래에서 다른 거래로 전환 시에 요구되는 거래비용, 새로운 거래지점에 익숙해질

때까지의 심리적 비용, 추가로 투입되는 노력에 대한 시간적 비용 모두를 가리킨다

고 하였다. 4) 따라서 전환 장벽이란 새로운 거래지점으로 전환하고자할 때 지각하

는 경제적 비용, 심리적 비용 및 시간적 비용의 지불가능성에 따른 전환으로 어려

운 정도로 정의 할 수 있다.5) Shin et al.(2008)은 소비자와 기존 거래자간의 관계가

단절 되어 새로운 거래자를 찾을 때,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방식에 적응하여 서

비스 제공자나 거래처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전환비용, 새로운 거래처의 서비스

중 가장 매력적인 서비스 제공자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안의 매력, 그리고 새로운

거래로 인해 생기는 신뢰로 인한 가상관계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6) 이러한 전환 장

벽들로 인하여 새로운 거래지점으로의 이탈을 막아 기업과 고객 간의 유대를 강화

시키게 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 중 판매원의 언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고

객의 미래행동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7) 판매원의 언어, 비언어적 커

뮤니케이션에 대하여 고객이 가지는 감정에 의해서 형성된 판매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의 증감이 다른 거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전환 장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

각할 수 있을 것이다. 8)

3) 조니버거 지음, 컨테이저스(전략적 입소문), 문학 동네

4) Ganesan, S. (1994). Determination of long term orientation in buyer seller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58(2), 1-19.

5) Cho, K. H., & Park, B. G. (1999).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the switching barrier and customer satisfaction on store loyalty. Korean Management Review,

28(1), 127-149.

6) Ping, R. A. (1993). The effects of satisfaction and structural constraints

on retailer exiting, voice, loyalty, opportunism, and neglect.

Shin, C. H., Yang, Y. O., & Han, S. L. (2008). A study on the effect of perceived personalization

and switching barriers on loyalty in internet shopping malls.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Research, 13(1), 23-43.

Jeon, I. S. (1992). Switching barrier, imitating barrier, and continuing superiority in competition.

Management Review in Hongik University. 6, 135-152.

7) Chandon, J. L., Leo, P. Y., & Philippe, J. (1997). Service encounter dimensions-a dyadic

perspective: Measuring the dimensions of service encounters as perceived by customer and

personal.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 Industry Management, 8(1), 65-86.

8) 이옥희, 서비스제공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신뢰와 전환 장벽 및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

향,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012,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 14권 제5호, pp. 803~809



1.4. 재구매 의도 관련변인

Biong(1993)에 의하면 재구매 의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경험한 고객

이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현재 거래하고 있는 공급자를 반복 이용할 가능성이라 하

였다.9) 앞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이 긍정적이었느냐 부정적이었느냐에 때라

재구매 의도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10) 고객의 미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비언어적 소통 수단은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

적인 감정을 형성하게 하여 고객의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11)

2. 선행 연구

2.1 의료서비스 품질, 재이용 의도, 구전효과 사이의 인과관계 모형 연구12)

Kotler(2002)는 서비스기업이 고객의 기대를 초과하여 이미 형성된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나 애호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13) 그러나 만족도는 감정적인 판단인 반면에 재이용 의도나 구전효과의

경우는 행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반적인 만족도가

재이용이나 구전효과를 반드시 증가 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14) 따라서 Mittal,

9) Biong, H. (1993). Satisfaction and loyalty to suppliers within the grocery trade.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7(7), 21-38.

10) Bitner, M. J. (1990). Evaluating service encounters: The effects of physical surroundings and

employee responses. Journal of Marketing, 54(April), 69-82.

11) Cho, M. S., & Lee, S. W. (2011). The effect of hotel employee`s service recovery justice on

repurchase intention.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6(1), 371-386.

이옥희, 서비스제공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신뢰와 전환 장벽 및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

향,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012,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 14권 제5호, pp. 803~809

12) 설상철, 김수배, 의료서비스 품질, 재이용의도, 구전효과 사이의 인과관계 모형 연구 – 종합전문

병원과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대한경역학회지 제 17권 제 4호(2004,8)

13) Kotler, Philip(2002), Marketing Management, Prentice –Hall, pp. 36-62

14) Terence A Oliva, Richard L. Oliver and William O. Bearden, The relationships among

consumer satisfaction, involvement, and product performance: A catastrophe theory

application,Behavioral Science, Volume 40, Issue 2, pages 104–132, 1995



Ross and Baldasare (1998)는 부정적/긍정적 속성이 만족도와 재이용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바로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5)

소비자들은 대개 위험을 많이 지각할수록 많은 정보를 획득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위험성이 큰 의료서비스는 구전을 통해 일어나는

정보탐색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전이 의료서비스

마케팅에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한 소비자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이 병원 경영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16)

2.2. 의료서비스제공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고객지향성, 고객만족,

장기적관계지향성,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17)

위 논문에 의하면 구전이란 것은 두 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각각의 개인들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친구나

친척, 가까운 이웃들에게 정보전달을 하여서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전달 경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 특히나 구전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커뮤

니케이션으로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 개개인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각자에 의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화되어서 전달될 수도 있다. 이

러한 구전은 피드백 작용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 고객에게 매우 신뢰

할 만한 정보로 지각되어진다. 따라서 구전이 조직의 이미지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

며 구전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제품 혹은 서비스 구매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지속적이고 장기간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의료소비자가 일반적인 상업제품 구매 시보다 더 구전에 의존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의 선택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소비재에 비해 높기 때문

에 경험자로부터의 정보가 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15) Mittal, Vikas, William T. Ross Jr. and Patrick M. Baldasare (1998). “The Asymmetric Impact

of Negative and Positive Attribute-Level Performance on Overall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s,” Journal of Marketing, 62 (1), 33-47.
16) 설상철, 김수배, 의료서비스 품질, 재이용의도, 구전효과 사이의 인과관계 모형 연구 – 종합전문

병원과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대한경역학회지 제 17권 제 4호(2004,8)

17) 김봉관, 이강호, 의료서비스제공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고객지향성, 고객만족, 장기적 관계

지향성,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략마케팅학회 마케팅논집, 제17권 3호 (2009.09.30.)



2.3. 의료서비스 구매 시 구전 마케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18)

앞의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것들과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와 같은 고 관여 구매

시에 소비자는 서비스 품질을 사전에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지각하게 되어, 다양한 정보원천으로부터 불확실성을 줄이려 하고,

따라서 다른 소비자의 권고를 수용하게 된다.19)

Boscarino와 Steiber (1982) 그리고 Lessig와 Park (1978)에 의하면 의료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질적인 측면과 가족 및 친지들의 구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 의료서비스의 경우 이용

후에도 즉각적으로 품질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신용품질의 특성을 가진 의료서비스는 구전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18) 최호, 의료서비스 구매시 구전마케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병원경영학회지 제 15권 제 4호

19) Moore W. L, D. R Lehman(1980), Individual Differences in Search Behavior for a Nondurabl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7(3), 296-307

Rosen D. L, R. W. Olshavsky(1987) A Protocol Analysis of Brand Choice strategies Involving

Recommendat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4(3), 440-444

20) Boscarino, J. and S. Steiber(1982). Hospital Shopping and Consumer Choice, Journal of Health

Care Marketing, Vol 2(Spring), 15-23

Lessig, V. Parker, C. Whan Park(1978). Promotional Perspectives of Reference Group Influence :

Advertising Implications, Journal of Advertising, Vol 7(2), 41-47



Ⅲ.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1 연구모형

관계마케팅의 일환인 환자의 만족도에 관한 요인과 다른 치과로의 이탈에 관련된

전환 장벽에 대하여 분석하여 환자의 만족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기존

내원환자의 다른 병원으로 이탈 방지 및 입소문 효과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 연구 모형의 큰 틀이다.

즉, 선행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 마케팅의 일환인 “ 의료인의 친절 - 만족,

불만족 요인 분석, 전환 장벽 분석(H2) - 고객만족(H1) - 고객이탈방지, 입소문-

새로운 고객 창출”의 모형 구조 하에서의 현재 치과를 다니고 있는 만족감이 이탈

성에 미치는 영향, 친절의 중요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

다.

1.2 가설설정

H1: 현재 다니고 있는 치과에 대한 만족감은 이탈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치과에 대한 만족도는 의료인의 친절도와 정(+)의 영향을 가질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치과를 선택한 이유, 연령, 치과에 대한 만족도, 다른 치과로 옮길 의향, 친절중요

도를 각각 변수로 설정하여 가설을 검정하는데 필요한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설문지에 나열된 여러 항목의 빈도분석을 통해 어떠한 요소가 치과를 내원하

는 데에 있어 가장 크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이때 지인소개 시에 생각

하는 친절의 중요도는 10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조사대상의 선정 및 자료의 수집

조사대상자는 내국인 195명(대학로 홍대 아트센터 방문인과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외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방문자(환자 제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합계)

을 대상으로 하였다. 무작위로 남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으로 연령층을 나

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행된 여러 연구의 설문지를 토대로 설문지 용어

의 적절성, 구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뒤에서 살펴볼 여러 설문 항목들에 대하여

2014년 10월 2일에서 10월 24일, 3주에 걸쳐 본인과 설문 도우미를 통해 조사하였

다. 이 기간 동안 20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외국

인 환자 및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95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Ⅳ. 가설 검정 및 분석결과

1. 자료의 분석

1.1 빈도 및 경향 분석

1.1.1 인구통계학적 특징 조사

[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분석 결과

--------------------------------------

인구통계학적특성 구분 빈도 percentage(%)



--------------------------------------

성 별 남 99 50.8

여 96 49.2

국 적 내국인 100 100

나 이 남 20-30대 57 57.6

40-50대 27 27.3

60대 이상 15 15.2

여 20-30대 44 45.83

40-50대 27 28.12

60대 이상 25 26.04

--------------------------------------

설문자 중 여자가 49.2%, 남자가 50.8%였으며, 특히 20-30대 여자가 전체 설문자

의 22.6%, 20-30대 남자가 전체의 29.2%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1.1.2. 성별 및 연령대 분석

[표] 치과 선택요인 분석

------------------------------------------------

구분 요소 빈도 percentage(%)

----------------------------------------------------

성 별 남 지인소개 49 49.5

접근성 41 41.4

여 지인소개 54 56.3

접근성 39 41.1

전 체 지인소개 103 52.8

접근성 80 41.0

------------------------------------------

지인소개로 병원을 내원한 환자가 52.8%, 접근성의 요인 때문에 병원을 내원한 환

자가 전체의 41.0%로 지인소개와 접근성이 병원을 내원하는 이유의 큰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나, 첫 치과 내원의 주된 경로가 지인소개인 것으로

나타나 관계 마케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이전 연구결과 논문11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의료인의 친절 중요도

------------------------------------

구분 척도 평균

------------------------------------



나 이 남 20-30대 7.65/10

40-50대 7.38/10

60대 이상 7.3/10

여 20-30대 7.4/10

40-50대 7.24/10

60대 이상 6.61/10

-----------------------------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의료인의 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욱 더 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불만족도와 잠재이탈확률

------------------------------------------------------------------------------------

구분 불만족 빈도 percentage(%) 잠재이탈확률 빈도 percentage(%)

-------------------------------------------------------------------------------------------

나 이 남 20-30대 6 10.5 4 7.01

40-50대 3 11.1 2 7.4

60대 이상 2 13.3 0 0

여 20-30대 8 18.2 4 9.1

40-50대 4 14.8 4 14.8

60대 이상 3 12 3 12

------------------------------------------------------------------------

불만족 환자 수는 20-30대 여자가 다른 연령대의 여자들에 비해서 높았으나 만족

함에도 다른 치과로 옮겨갈 이탈확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잠재이탈확률

이 높은 연령대는 40-50대의 연령대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불만족도는 오히려

여자와 달리 20-30대 남자들이 설문자의 수가 많았음에도 다른 연령대의 남자들에

비해서 작았으며, 비교적 잠재이탈확률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

록 불만족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 만족함에도 다른 치과로 옮겨갈 이탈확

률이 높은 연령대는 40-50대의 연령대로 나타나 여자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의료서비스 특성상, 쉽사리 옮기기는 쉽지가 않지만, 조사 결과 현 내원치과에 만

족함에도 잠재이탈확률이 꽤 있는 것으로 보아 첫 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계 마케

팅을 통해 환자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음을 알 수 있었다.



1.1.3. 불만족 원인, 전환 장벽, 잠재이탈원인 분석

앞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고객의 만족, 불만족, 전환 장벽이 고객의 유지

및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첫걸음이 된다.

불만족 원인을 살펴보면 상대적 고비용, 의료기술 만족, 과잉진료 3가지로 나타났

으며, 다른 치과로 옮길 의향이 있게 만드는 요소는 저렴한 비용, 접근성, 친절성으

로 나타나 이들이 집단의 주요 이탈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 내원 치과에 불만족함에도 계속 내원하게 하는 전환 장벽은 귀찮은 정도,

복수의 의사 선택 가능여부, 첫 진료 내원 후에만 측정 가능한 의료기술 만족도 등

이 있어 이러한 전환 장벽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경우에는 다른 치과로 환자의 이

탈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1.2 선형 구조 분석

1.2.1 위계회귀분석

본 연구는 연구모형을 회귀분석으로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친

절중요도, 만족도, 선택이유, 성별, 연령대, 다른 치과로 옮길 의향” 여섯 가지 변수

를 회귀모형에 넣고 관계를 검증하였다.

특히 종속변수에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순차적으로 파악할 때 쓰

이게 되는 위계분석을 통하여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을 도출하였다.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에 각각의 설문 문항을 넣어 여러 가지 모델을 측정한 뒤 모델간의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이는 베타 값의 순으로 나타내었다.)

고객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 평가를 위해 전체 195

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모델을 사용하였다. 친절 중요도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큰 변수를 살펴보면 만족도(β=0.072)가 제일 큰 변수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선택

이유(β=0.068), 성별(β=-0.026), 연령대(β=-0.119), 다른 치과로 옮길 의향 (β

=-0.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다 보니 독립변수들 간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분석결과 Durbin-Watson이 1.909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

접하고 있으며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상관관계가 큰 친절 중요도와 만족도를 단순 회귀 분석하였을 때 0.042

의 유의확률을 가지며 Durbin-Watson이 2.092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여 이



또한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2.2. 단순회귀분석

만족도와 다른 치과로 옮길 의향을 각각 종속변수와 매개변수로 넣어 단순 회귀

분석하였을 때 유의확률은 0.016, Durbin-Watson 1.843, 부분 상관 계수 값이 0.175

로 이 또한 단순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2.3.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결과 친절 중요도와 만족도가 상관관계가 컸고, 만족도와 다른 치과로

옮길 의향이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나 친절 중요도가 다른 치과로 옮길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인의 친절 중요도가 고객 이탈

방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어 관계마케팅의 주된 요소인 친절 환자들의

치과 선택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경향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3 가설 검정

- H1 (현재 다니고 있는 치과에 대한 만족감은 이탈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에 대한 검정: 문항의 SPSS 빈도 분석 결과 경향성은 맞으나, 현재 다니고

있는 치과에 만족함에도 불구 이탈 가능성이 미약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H2 (치과에 대한 만족도는 의료인의 친절도와 정(+)의 영향을 가질 것이다.)에

대한 검정: SPSS 회귀 분석 결과 유의한 영향으로 맞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고찰

2.1 RFM (recency, frequency, and monetary)

앞의 결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관계 마케팅이 환자들의 치과 선택 시에 많은 영

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설문지를 작성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는데,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고객

유형 분류 시에 동일한 유형 내에 속한 고객들일지라도 고객이 기업에 기여하는 정

도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RFM (recency, frequency, and monetary) 자료를 기

반으로 고객의 수익기여도를 살펴보아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RFM



자료를 이용하면 최근에,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고객의 수익기여도를 나타내어, 간단하게 고객가치를 다양한 관

점에서 잘 설명해줄 수 있으며, 이를 계량화해서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

기 때문에 많은 마케팅 담당자들이 이를 사용한다. 인구통계학적인 기본 변수인 나

이, 성별, 직업, 거주 지역은 내원 환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특성을 대략적으로 파악

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마케팅적인 의미로 쓰이기에는 부족하므로 수익

성을 토대로 환자를 분류하여 연구한다면, 환자들이 내원하는 특정 치과에 대해서

좋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2 고객 추천가치(CRV, customer referral value)

입소문 전파의 경우도 옹호와 호의도의 가치를 생각하여 고객 추천가치(CRV,

customer referral value)를 측정하면 실제 소개활동을 전개될지 미지수인 부분과

구매가능성이 높은 잠재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천활동을 전개하고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이를 측정하여 특별한 마케팅이나 영업활동을 전개하지 않더라

도 새로운 내원환자를 확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소개의지”가 있는지를 측정

해보는 연구를 진행해보는 것도 참고해보면 좋겠다.

2.3 변수

본 연구의 경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변수를

많이 늘리지 못하였지만 “월수입, 가족의 수, 같은 건물 안에 치과가 얼마나 있는지

(층수, 이름, 치과의 수), 미혼, 기혼, 거주 지역 (수도권, 지방), 학력 수준, 환자 유

형” 등의 변수를 조사에 더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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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서비스 설문지

본 설문조사는 논문을 위한 자료로 익명 처리됩니다. 소중한 자료로 쓰일

예정이오니 성심껏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여주십시오.

① 남자 ② 여자

1-2. 국적을 선택하여주십시오.

① 내국인 ② 외국인

1-3. 연령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20대~30대 ② 40대~50대 ③ 60대 이상

2-1. 귀하가 다니고 계시는 치과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 대학병원(ex, 서울대학교치과병원) ② 기업병원(ex. 아산병원)

③ 기타 개인동네치과

2-1-2. ③ 기타 개인동네치과 를 택하신 분은 다음에 답하여 주십시오. 주변에

다른 중소 혹은 대형병원이 있습니까?

① 예 ( 그럼에도 동네 치과를 내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아니오

2-2. 귀하가 현재 다니고 계시는 치과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족, 친지의 소개

② 다른 병원의 의사소개

③ 먼저 치료 받았던 환자의 소개

④ 가까운 거리

⑤ 매스컴이나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기사 및 광고)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3. 가족들이 본인이 다니는 치과에 함께 다니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2-3-2. ② 아니오를 택한 분은 다음에 답하여 주십시오.

가족들이 함께 한 치과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거리(직장이나 학교) 문제 ② 추천인이 달라서 ③ 기타(_________________)

3-1. 지금 다니고 계시는 치과에 만족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1-2. ① 예 를 택한 분은 다음에 답하여 주십시오.

만족하시는 가장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기술 만족 ② 친절한 서비스 ③ 상대적으로 저비용

④ 가까운 거리

3-1-3. ② 아니오 를 택한 분은 다음에 답하여 주십시오.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의료기술 불만족 ② 불친절한 서비스 ③ 상대적으로 고비용

④ 과잉진료를 권유하는 듯함 ⑤ 먼 거리

3-1-3-2. 다른 치과로 옮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1-3-3. 불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옮기실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다른 치과를 알아보기 귀찮아서 ②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3-1-3-4. 어떠한 장점이 더 있을 경우에 다른 치과로 옮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 다음 중 자신이 치과를 선택하거나 지인을 소개 할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① 의료기술 만족 ② 친절한 서비스 ③ 상대적으로 저비용

④ 가까운 거리

3-2-2. 치과의사나 치위생사의 친절도가 병원 선택이나 지인 소개에 영향을 미치는

척도를 0-10사이 숫자로 골라주십시오.

(최저) 1____2____3____4____5____6____7____8____9____10 (최고)



  Abstract

The importance of Customer

Relationship Marketing in the

National Residents’s Choice of Dental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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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ing to the 21st century, as a result of economic stability and growth,

people has had a keen interest in the health.

Therefore, there is a large range of necessity of medical service and marketing.

To maximize the competitive pressure,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factors of

influence on the choice of dental services.

The survey was randomly proceeded with the questionnaire composed of 16

items for 195 national residents.

Based on the prior research questionnaire, our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the reason of choice, whether satisfactory or unsatisfactory responses and the

scale of hospitality and so forth.

Next is the result of our study.

1. Among covariates, a buddy referral variable accounts for 52.8% and

accessibility does for 41.0% in the result of the survey of the reason why

respondents chose the their continuously visiting dental clinic. This result shows



that patients commonly rely on new information about the dental service

through “Word-of-Mouth”

2. In a survey, the scale of hospitality is more important to female respondents

than among males and as decreasing age of respondents, they think the scale of

hospitality is influential.

3. Despite of showing “very satisfactory responses”, some respondents tends to

move to another dental clinic. Therefore, using relationship marketing is

important to dental service not to lose retaining patients.

4. The highest “unsatisfactory responses” was appeared in the 20-30 age group

of female. In the 20-30 age group of male tends to the opposite direction.

Upon acquired our study data, we has found that we need to focus on the

medical service provider-patient relationship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and

then we can not only minimize the breakaway retaining patients but also

maximize the increasing patients.

key-word : dental clinic, customer relationship marketing, buddy’s referral,

Word-of-Mouth, accessibility, not to move

student number : 2011-2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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