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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치과 내원 환자들의 인 서비스, 서비스 가치 정도를 알아보고 치과 재이용 의사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악하여 공 자와 소비자에게 질  치과 의료서비스에 한 정확한 요구도를 도출, 서로 간에 

정 인 향을 주고자 실시하 다.   북지역의 치과 의료기 에 내원한 성인을 상으로 한 서술  조사

연구이며,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t-test와 one 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인 서비스는 서비스 가치, 재이용 의사와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고, 서

비스 가치도 재이용 의사와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재이용 의사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서비스 가치, 

인 서비스, 치과 의료서비스에 한 차별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원 환자에게 맞춤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최 화된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꾸 한 방법 모색을 통한 실제 용이 요구된다.

키워드 : 재이용 의사, 인 서비스, 서비스 가치, 치과 환자, 의료서비스 차별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reuse intention, determine the accurate 
demand of suppliers and consumers for qualitative dental care service, and identify the cyclic factors positively 
affecting one another.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18.0, t-test and one 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Human service quality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rvice value (r=0.609) and reuse intention (r=0.627) and service value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use intention (r=0.645). The higher service value, the higher human service quality, the lower 
medical service discrimination, the higher level of reuse intention, which accounted for 56.9%.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optimal maintenance of the system from the broad viewpoint of dental care in general 
and apply it in practice by developing good methods steadily.

Key Words : Purchase Intention, Human Service, Service Value, Dental Patients, Medical Service Discrimination

1. 서론 

최근 병원의 경 환경은 속한 기술발달과 경제화, 

고도의 정보화  국제화, 서비스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

하고 있다[1]. 재의 의료 소비자들은 건강에 한 심

도 증가하고, 의료 지식  기  선택능력이 향상되어 있

어 웰빙을 찾고 있다[2]. 의료계도 기존의 공 자 심의 

서비스에서 고객 심의 병원으로 변모하고자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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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 이 게 변화되는 환경은 치과 의료기 들의 질

인 서비스의 증 , 환자만족도, 재이용 의사의 향상 등 

리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4]. 

체 으로 의료서비스 질은 의료 소비자인 환자가 

인식하는 질과 공 자가 평가하는 질로 구분되며, 무엇

보다 의료서비스는 공 자인 의료기 과 수요자인 환자

의 계가 문지식, 경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의료

행 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환자와 의료진과의 상

호작용과 의료 종사자들의 고객지향 인 사고, 행동이 

다른 타 서비스 업종보다도 필요하다[5,6]. 

차 서비스 경 기법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고, 병원 종사자의 친 , 성실도, 문지식 등을 기본으

로 한다[7]. 인  서비스는 의료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요인 의 하나로 상호작용, 상호작용품질, 계품질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8]. 의료진

과 환자의 장기 인 계를 형성, 유지, 발 에 도움이 되

고자 의료진은 환자와의 상호 공감 를 형성, 교류하며 

환자의 요구에 신속, 정확히 반응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를 제공하려고 한다[9]. Kasteler연구와 Dimatteo연구에

서는 특정 의료인과 좋은 계를 유지함으로써 의료서비

스에 흡족한 환자는 기  이용 시 만족도를 올리는데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10,11]. 

소비자들은 비용, 시간 요소, 서비스품질의 교환을 통

해 서비스 가치를 지각하게 되고 이는 만족에 향을 미

치게 된다[7]. Bolton & Drew는 서비스 가치와 서비스 

질과의 계 평가에서 소비자의 가치는 제공받은 서비스 

품질과 그 가로 지불한 비용 사이의 상쇄 효과로 정의

하 다[12]. 한, Ettinger는 특히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서비스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보건의료조직에서 성

공 인 사업 략 수행이라고 설명하 으며, 환자들은 제

공받은 편익과 지불한 비용 간의 상쇄를 통하여 의료 서

비스에 한 가치를 악하게 된다고 하 다[13]. 의료 

서비스 가치는 의료소비자의 반응을 설명하거나 측하

는데 더욱 유용한 개념으로, 서비스 생산 그 자체가 본질

인 가치가 아니라 지각된 서비스 질과 같은 부분이 

체 서비스 가치로 형성된다는 이다[14].

의료기  이용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

는 개개인들 사이에 존재하기 마련인 차이들이 서열화, 

계화, 차별로 환되고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될 수도 있

어 의료서비스 차원에서도 고려해 야 된다[15]. 이에 최

규 은 보이지 않는 차별의 경우 치과 의료서비스도 개

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 다[16]. 한번 형성된 이미지

는 쉽게 변하지 않으며 정 인 병원의 이미지는 장기

간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의료 소비자에게 인식된 좋

은 면은 병원을 방문하려고 하는 의지를 증 시킬 수 있

다[17]. 

재이용 의사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고객충성도로서 

나타내기도 하며, 제품 는 서비스를 다시 구매할 것인

지에 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가장 직 으로 나타내주

는 지표이다[18]. 그러므로 환자들은 선택기 에 맞는 의

료기 을 찾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의료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하면서 공 자와의 계를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치료과정에 조하려는 경향이 있게 된다[16]. 따

라서 치과 의료기 들도 환자가 인지하는 최상의 치과의

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를 유도하는 마  략

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극 으로 처해

야 한다[14].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환자 지향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인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요자 심의 능동

인 서비스 품질 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다[19]. 의료기 들

은 환자가 서비스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이용 의도를 꾸 히 획득

하는 것이 가장 요한 목표 의 하나이다[19]. 

이에 본 연구는 치과 내원 환자를 상으로 인  서비

스, 서비스 가치가 재이용 의사에 미치는 향 정도를 

악하여 치과 병·의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치과 서비스 환경의 략 인 

시사 을 제시하고자 시행하 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치과 내원 환자들의 인 서비스, 서비스 가

치, 의료서비스에 한 차별감과 재이용 의사와의 계

를 악하고 상자의 인 서비스, 서비스가치, 의료서비

스에 한 차별감이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북지역의 치과 의료기 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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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로 표본 추출한 8개 치과 의료기 에 내원한 성인  

설문에 동의한 250명을 상으로 하 다. 자료수집 기간

은 2015년 2월 2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실시하 으

며, 사 에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이 상자에게 본 연구

의 목   조사내용과 윤리에 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장에서 회수하 다. 이  응답이 미비하여 분석에 사

용할 수 없는 4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246명의 자료를 분

석 상으로 하 다. 

2.3 연구 도구

일반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주  경제 수

, 주  구강건강 6문항이며, 치과 의료 련 특성은 

치과 의원 이용 동기, 치과 의원에 내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치과 의원 내원 횟수, 교통수단, 치료비용부담자, 

불만 사항 경험, 의료서비스에 한 차별감 7문항으로 구

성하 다. 인 서비스 5문항, 서비스 가치 4문항, 재이용 

의사 3문항으로 하 다. 의료서비스에 한 차별감을 평

가하기 한 설문 문항은 정성혜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

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20]. 측정은 각각의 문항

에 해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

로 리커트 척도로 산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의료서

비스에 한 차별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계수는 0.908이었다.

인 서비스는 병원 계자들이 고객에게 보인 친 성 

 문성으로 정의하고,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데 있어

서 Parasuraman et. al이 제시한 서비스 질의 결정요인 

 인  서비스에 계되는 요인들을 선별 후 의료서비

스에 합하게 수정한 박숙 의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보완하 다[21,22].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 으며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 다. 내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계수는 0.846이었다. 

서비스 가치 측정 도구는 Ettinger이 개발한 도구를 

한명숙이 수정·보완한 것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사용

하 다[13,14]. 환자가 얻은 의료서비스 질과 이 서비스를 

얻기 해 지불한 가 간의 상쇄 효과로 리커트 5  척

도로 사용하고, Cronbach's α 계수는 0.852이었다.

재이용 의사 측정 도구는 Zeithaml이 재이용 의사를 

측정하기 해 개발한 문항을 기 로 한 한명숙의 도구

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14,23]. 환자의 이  경험

과 미래에 한 기 를 기반으로 병원을 재방문하고자 

하는 의도로 리커트 5  척도이며, Cronbach's α 계수는 

0.927이었다. 연구 도구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요인분

석을 하 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8.0 for Windows를 이

용하여 일반  특성  치과 의료 련 특성에 따른 인

서비스, 서비스 가치, 재이용 의사는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 다. 인 서비스, 서비스 가치, 재이

용 의사간의 계는 피어슨 상 분석을 이용하 다. 재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서 단계

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적서비스, 서비스 가치, 

재이용 의사

Table 1에서 보면 성별에서 남자가 인 서비스 5.4 , 

서비스 가치 5.1 , 재이용 의사 5.5 , 여자보다 높게 나

타나 통계 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에 따른 유

의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학력에서는 학졸 이상인 군

에서 서비스가치가 5.2 으로 통계 인 유의성을 보 으

나, 인  서비스, 재이용 의사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진 않았다. 직업이 공무원인 군에서 인 서

비스 5.7 , 서비스 가치 5.4 , 재이용 의사 5.8 으로 높

게 나타나 통계 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주  경

제수 은 재이용 의사에서 좋다고 한 5.6 , 보통 5.3 , 

좋지 않다는 군 5.1 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

3.2 치과 의료관련 특성에 따른 인적서비스, 서비

스 가치, 재이용 의사

Table 2에서 보면 선택 동기에서 진료수 이 높은 군

에서 인 서비스 5.7 , 서비스 가치 5.4 , 재이용 의사 

5.9 ,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인 군에서 인 서

비스가 5.5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인 군에서는 5.4 , 30분 미만인 군에서는 5.2 으로 

나타나 통계 인 유의성을 보 다. 치과 이용 기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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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년 이상인 군에서 서비스가치 5.1 , 재이용 의사 5.6

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 인 유의성을 나타냈다. 교통

수단에서는 재이용 의사가 기타 5.6 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버스 5.4 , 도보 5.2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부

담에서는 재이용 의사가 본인 5.4 , 배우자 5.3 , 기타 

5.2 으로 높았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다. 치과에 

한 불만 사항에서는 불만 경험이 없는 군에서 인 서

비스가 5.3 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 치과 의료서비스에 한 차별감은 낮은 군에

서 인 서비스 5.4 , 서비스 가치 5.3 , 재이용 의사 5.3

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 인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1. Human Service Quality, service value and 

Reuse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Variables Category
Human 
Service 

Service 
Value

Reuse
Intention

Sex

Male 5.4±1.19 5.1±1.16 5.5±1.18

Female 5.2±1.15 4.9±1.14 5.3±1.22

p-value 0.045* 0.002** 0.043*

Age
(year)

20～29 5.2±1.24 4.9±1.23 5.4±1.28

30～39 5.3±1.13 5.0±1.10 5.4±1.16

≥40 5.3±1.18 4.9±1.19 5.3±1.28

p-value 0.738 0.873 0.342

Education
level

Under
highschool 
graduation

5.2±1.18 4.8±1.12 5.3±1.24

Above 
college 
graduation

5.3±1.16 5.0±1.18 5.5±1.17

p-value 0.069 0.005
**

0.052

Occupation

Independence 
enterprise

5.3±1.18 5.1±1.16 5.4±1.24

Company 
employee

5.2±1.16 4.9±1.16 5.3±1.21

Official 
employee

5.7±1.24 5.4±1.24 5.8±1.26

College
student

5.4±1.25 4.9±1.30 5.5±1.35

Housewife 5.2±1.09 4.8±1.07 5.3±1.13

p-value 0.009** 0.007** 0.011*

Self-reported 
living status 

Good 5.1±1.25 4.9±1.25 5.6±1.22

Moderate 5.2±1.14 5.1±1.12 5.3±1.23

Poor 5.2±1.17 4.8±1.18 5.1±1.06

p-value 0.814 0.882 0.010*

Self-reported
oral health
status

Good 5.3±1.23 4.8±1.22 5.4±1.24

Moderate 5.4±1.12 5.1±1.11 5.3±1.12

Poor 5.4±1.19 4.9±1.15 5.2±1.26

p-value 0.765 0.789 0.412

* : p<0.05, **: p<0.01 

Table 2. Human Service, Service Value and Reuse 

Intention according to dental medical related 

characteristics Unit: Mean±SD

Variable Category
Human 

Service 

Service

Value

Reuse

Intention

Selecting

motivation

Inducement of

acquaintances
5.3±1.27 5.0±1.21 5.4±1.28

Accessibility 4.8±1.18 4.6±1.22 4.9±1.29

Good physician 

interaction
5.3±1.26 5.1±1.24 5.4±1.27

High level 

of treatment
5.7±1.19 5.4±1.26 5.9±1.11

p-value 0.000
**

0.000
**

0.000
**

Time 

required

Less than 30 

minutes
5.2±1.26 4.9±1.25 5.3±1.32

30 minutes 

～1 hour
5.4±1.25 5.0±1.24 5.5±1.29

above 1 hour 5.5±1.37 5.2±1.36 5.6±1.30

p-value 0.004** 0.093 0.052

Period of

using 

dentistry

Under 1 year 5.3±1.31 4.9±1.25 5.3±1.34

Above 1 year

～Under 2 years 
5.2±1.24 4.9±1.24 5.3±1.21

Above 2 years 5.4±1.21 5.1±1.23 5.6±1.23

p-value 0.080 0.006** 0.009**

Method of

transportation

Walk 5.1±1.27 4.8±1.24 5.2±1.29

Bus 5.2±1.25 5.0±1.22 5.4±1.26

Other 5.2±1.23 5.1±1.21 5.6±1.24

p-value 0.323 0.121 0.036

Cost-bearing

Myself 5.3±1.21 4.9±1.26 5.4±1.25

Spouse 5.3±1.23 5.1±1.25 5.3±1.23

Other 5.4±1.22 5.1±1.22 5.2±1.20

p-value 0.435 0.228 0.258

Experiences 

of

dissatisfaction

Yes 5.1±1.17 5.1±1.19 5.2±1.22

No 5.3±1.12 5.2±1.14 5.3±1.15

p-value 0.002** 0.086 0.092

Medical

service

discrimination

Low group 5.4±1.19 5.3±1.21 5.3±1.24

High group 5.0±1.22 5.1±1.18 4.9±1.20

p-value 0.000** 0.004** 0.000**

 * : p<0.05, **: p<0.01 

3.3 인적서비스, 서비스 가치, 재이용 의사 간의 

상관관계 

Table 3에서 보면 인 서비스는 서비스 가치(r=0.609), 

재이용 의사(r=0.627)와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

고, 서비스 가치는 재이용 의사(r=0.645)와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Table 3. Correlation of Human Service Quality, Service 

Value, Reuse Intention

Variables
Human 
Service 

Service
 Value

Reuse 
Intention

Human Service 1.000

Service Value 0.609** 1.000

Reuse Intention 0.627
**

 0.645
**

1.00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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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이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에서 보면 재이용 의사에 유의하게 향을 미

치는 련 독립변수와의 회귀분석결과, 서비스 가치, 인

서비스, 치과 의료서비스에 한 차별감이 재이용 의

사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 가치가 

높을수록, 인 서비스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치과 

의료서비스에 한 차별감이 낮을수록 재이용 의사가 높

게 나타났고, 설명력은 56.9%이었다.

Table 4. Influential factor of Reuse intention multiple 

regression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B SE t p-value

Reuse
Intention

(constant) .387 .235 5.902 0.000

Service Value .226 .071 4.137 0.000

Human Service .144 .082 2.358 0.000

Medical Service
Discrimination -.251 .056 -6.340 0.000

 =0.569 F =102.315** Durbin - Watson =1.78

4. 논의 

환자의 건강  구강건강에 한 심의 증가와 의식 

수 의 향상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한 기 가 높아져 

의료서비스품질의 향상은 요한 부분이 된다[19]. 특히 

의료 환경은 질병 구조의 변천, 의료 수요의 다양화, 고령

사회와 같은 구조 인 요인에 향을 받아 병·의원은 장

래 목표, 경  략 개발과 그 실행에 힘을 기울여야 할 

시 에 와 있다[1]. 의료서비스는 개 의료진들의 외형

인 모습이나 행동을 통해 평가되기 쉬운데, 모든 서비

스 에서 비교  무형성이 높은 분야로 의료서비스품질

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2]. 치료의 임상  결과에 

해서는 환자가 자세히 알기 어려운 치과 의료서비스의 

경우도 환자가 인지한 의료서비스 질에 한 만족도가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필수 요소가 된다[24]. 의료서비스

에 만족한 환자는 지속 으로 이용하고, 인  네트워크

를 통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며, 의료기 에서는 충

성고객을 유도하여 돈독한 계를 형성하는 특정한 의료 

공 자와의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25]. 선택 가능

한 의료기 이 증가함에 따라 일차 의료기 인 치과 의

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객의 특성에 기 하여 제

로 이해하고, 요구사항  다채로운 채 을 통한  의

사소통으로 고객과의 계 설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평생 고객으로의 유도를 가능하게 한다[26]. 

이에 본 연구는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으로 재

이용 의사의 결정 수 을 향상하는데 향을 주는 요인

을 악하여 치과 병·의원 의료서비스의 질 인 향상과 

합리 인 치과 경 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

되었다. 

일반  특성에 따른 인 서비스, 서비스 가치, 재이용 

의사는 남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명숙의 연구에서도 

남자에서 서비스가치, 재이용의사가 높게 나타나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하 다[14]. 남자에서 재이용 의사 높게 나

타난 최규 의 연구와 본 연구결과가 같았다[16]. 학력에

서는 졸 이상인 군에서 서비스 가치가 높게 나타났으

며 이는 선행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14]. 학력이 높거나 

치과 의료에 한 기 지식을 가진 환자들의 치과 의료

서비스에 한 기 수 을 충족시키기 해서는 치과 의

료기 의 기본요소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수 을 한

층 더 강화해야 한다[27]. 그러나 입원환자를 상으로 

한 박상 의 연구에서 성별, 학력은 인 서비스, 고객가

치, 재이용 의사와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하

다[9]. 직업이 공무원인 군에서 인 서비스, 서비스 가

치, 재이용 의사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명

숙의 서비스가치, 재이용 의사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 고, 최규 의 재이용의사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

와 같았다[14,16]. 주  경제 수 이 좋다고 한 군에서 

재이용의사가 높게 나타나 이는 최규 의 월평균 가족 

수입이 높은 군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 다[16]. 치과 의

료기 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성별, 연령, 직업, 소득계층

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응 가 필요함을 강조하 다[28].

치과 의료 련 특성에 따른 인 서비스, 서비스 가치, 

재이용 의사는 선택 동기가 진료수 이 높다고 한 군에

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명숙의 연구에서 서비스 가치

와 재이용 의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14]. 반면 최규

의 연구에서는 주  소개, 과거의 경험, 치료를 잘한다

고 들어서 순으로 나타났다[16].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

인 군에서 인 서비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한명숙의 연

구에서는 재이용 의사에서 높게 나타났고, 최규 의 연

구는 치과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군에서 

재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14,16]. 교통수단에서는 재

이용 의사가 기타 5.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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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규 의 연구와 같은 결과

를 나타냈다[16]. 치과에 한 불만 경험이 없는 군에서 

인 서비스가 높게 나타났다. 치과진료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직원요인, 외부환경요인, 진료 차로 치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직원들의 체계 인 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단하 다[29]. 치과 의료서비스에 한 차별감

은 낮은 군에서 인 서비스, 서비스 가치, 재이용 의사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의료서비스에 한 차별감의 합이 높

을수록 치과 재이용 의사 평균 수는 낮아진 결과, 즉 치

과 의료서비스 질의 의료진, 서비스 가치, 재이용 의사와 

의료서비스에 한 차별감과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

인 결과와 유사하 다[16]. 

인 서비스, 서비스 가치, 재이용 의사 간의 상 계

에서 인 서비스는 서비스 가치, 재이용 의사와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고, 서비스 가치는 재이용 의사

와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정혜은의 연구에

서 치과 보철치료 환자들의 지각된 서비스 가치에 의료

서비스의 사람 요인이 상 계를 나타내 보철치료 환자

들에게 제공되는 보철물과 의료기술 이외에 의료인들이 

환자들에게 친 과 성의를 다하는 것이 충족되어야 함을 

시사하 다[30]. 교정환자를 상으로 한 민희홍 등의 연

구에서 의료서비스 가치는 재이용 의사와는 양의 상

계를 보 고, 이의 향상을 한 서비스 로그램 개발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 다[31]. 

인  서비스는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고, 이를 병원의 의료기술 이외에 의료 계

자들이 환자에게 개별 인 심 등 최선을 다할 때 환자

가 지각하는 가치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지각된 가치는 재이용 의사에 정의 향력이 있음을 확

인하 다[22]. 병원의 인 서비스는 서비스 가치에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서비스 

계 환자집단 모두 환자가 지각한 서비스 가치는 환자 

만족과 재이용 의도에 매우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고 보고하 다[19]. 소비자인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의료서비스 품질 핵심요인  인

서비스가 의료서비스에 한 가치 지각과 만족에 어느 

정도 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 다. 의료서비스의 

핵심  공 자인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환자와 

한 련이 있으므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로 지속 인 교육과 서비스 실패에 처하기 

한 매뉴얼이 필요하다[9]. 한, 환자들에게도 교육 

근성이 용이한 매체를 활용하여 상세한 설명이 뒷받침된

다면 리의 효율성이 증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다

양한 분야에서 마네킹 시뮬 이션 교육, 구강 보건교육

을 한 IT기술  로 을 이용한 교육 매체 제작, 모든 

교육 장에서 실용 이면서 융합된 교육 매체가 개발되

어 집단 특성별로 용되어야 한다[32-34]. 

서비스 가치, 인 서비스, 치과 의료서비스에 한 차

별감이 재이용 의사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 가치가 높을수록, 인 서비스에 한 만족도

가 높을수록, 치과 의료서비스에 한 차별감이 낮을수

록 재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최규 의 연구에서 재

이용의사는 서비스 가치와 유의한 정의 상 계를, 의

료서비스에 한 차별감과는 부의 상 계를 보 다

[16]. 치과 재이용 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로

는 치과 의료서비스 질의 의료진, 친 성, 서비스 가치, 

의료서비스에 한 차별감 등이 있었고,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한 차별감

을 인지하여 외 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자가 느껴지는 

차별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경로의 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 바 

있다[16]. 임문희의 연구에서도 인  서비스의 계수 값이 

높아 재이용 의사를 높이기 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환

자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어야 하며, 환자의 의견을 충

분히 반 하고, 치료과정에 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 다[4]. 의료서비스에 

한 만족은 인 요인이 진료환경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 보고하 으며, 재이용 의사에 치과 생사의 역할이 

요하므로 치과 생사의 인  의료서비스에 한 구체

인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 하 다[35,36]. 

환자가 지각하는 서비스 가치가 재이용 의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과정 시 발생하는 지

각가치를 높여  필요가 있다고 연구하 다[25]. 한명숙

의 연구에서 서비스 가치는 재이용 의사에 유의한 향

을 나타냈으나 재이용 의사에 미치는 향 에서 서비

스 가치가 가장 낮은 향을 미쳐 이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의 필요성을 보고하 다[14].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의 질, 만족도, 재이용 의사, 타인추천 의향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각 요구에 부합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랜드 이미지화, 충성도, 지

각된 가치에 한 략을 으로 개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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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7-39]. 한, 고객, 직원의 만족과 내부  환경을 

고려한 개선은 병원의 성과에도 정 인 향을 나타낸

다[40].

본 연구는 재이용 의사에 서비스 가치, 인 서비스, 의

료서비스에 한 차별감이 향을 미치는 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   북

지역 일부 치과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한 시 에서 

이루어진 단면  연구라는 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재이용 의사에 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

여 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인  의료서비스 수 , 병원 

규모별, 환자 상태별 등을 고려한 융합  범  확 를 통

해 반복 연구를 실시 할 것을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으로 재이용 

의사의 결정 수 을 향상하는데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고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남자에서 인 서비스, 서비스 가치, 재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났고, 졸 이상인 군에서 서비스 가치가, 공무원인 

군에서 인 서비스, 서비스 가치, 재이용 의사가, 주  

경제 수 이 좋다고 한 군에서 재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

났다. 진료수 이 높다고 한 군에서 인 서비스, 서비스 

가치, 재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1시간 이상이 소

요되는 군에서 인 서비스가 높게 나타났다. 2년 이상 치

과이용 군에서 서비스 가치, 재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났

고, 치과에 한 불만 경험이 없는 군에서 인 서비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 의료서비스에 한 차별감이 낮

은 군에서 인 서비스, 서비스 가치, 재이용 의사 높게 나

타났다. 인 서비스는 서비스 가치, 재이용 의사와 유의

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고, 서비스 가치는 재이용 의

사와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재이용 의사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서비스 가치, 인 서비스, 치과 의

료서비스에 한 차별감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이용 의사는 치과 내원환자의 의료서비

스에 한 차별감이 없고, 맞춤 인 서비스와 서비스 가

치가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으며, 치과 의료에 한 

폭넓은 으로 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제 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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