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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내원 환자의 성격특성이 의료기관 신뢰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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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association between personality traits, 

organizational trust and intention to revisit. Personality trait was composed of extroversion, 

likability, sincerity. We thought these factors affect to the organizational trust and intention to 

revisit. For this study, 250 dental patients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a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21.0 program. In 

conclusion, we obtained the next results. First, the average of extroversion type was 3.66, the 

sincerity type 3.49, the likability type was 3.83, the organizational trust was 3.43, and the 

intention to revisit was 3.22. Second, the influencing factor in organizational trust were likability 

(β=.325), sincerity (β=.251), adjusted R2=.235. Third, the influencing factor in intention to 

revisit were likability (β=.291), adjusted R2=.081. The analysis result is considered to help the 

future dental servi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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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치과의료기관은 소비자의 소득증 와 권리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고급화, 형화 등 물리적 환경

요인에 한 치열한 경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급변

하는 의료 환경에 적극적으로 처하며, 환자가 인지하는 최

상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유치를 위한 적극

적 마케팅 전략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1]. 
의료서비스는 고객에게 단순한 진단이나 진료 행위를 제공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직접적인 의료서비스인 의료의 질에 한 평가는 고

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또한, 의
사가 아무리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하

였다 하더라도 환자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요인으

로 불쾌감을 느끼었다면, 이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2]. 즉, 의료기관에 한 고객만족은 어떤 특정한 

의학적 치료 상황에 있어서 공급자와 의료서비스품질의 특성

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한 만족도는 

측정, 평가 가능하여 병원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고[3], 환자들은 병원을 이용 후에 만족과 불만족

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재이용, 재방문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4]. 
재이용 의도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다시 구매할 것인지에 

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로

서 재이용의도, 재방문의도 등으로 사용되며, 이와 유사한 개

념으로 고객충성도로써 나타내기도 한다[5]. 이러한 고객의 

재이용의도는 각각의 고객들을 1회 단발성 구매고객이 아닌 

고정 고객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의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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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망에서 볼 때 재이용 의도는 장기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병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6]. 최근 의료기

관에서는 고객만족을 지향하고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병원 마케팅은 의료서비스 

이용자인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신뢰도와 병원만족도를 높이

는데 중점을 두고 의료서비스 제공 및 차별화된 전략개발 등

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사람의 행동결정은 심리적 상태, 행동 경험, 개인 성격, 사

회적 상황, 교육의 정도, 주위의 영향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

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중에서도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바로 성격이다. Rogers[7]는 성격을 모든 경험의 중심

이 되는 자아 즉, 조직적이고 항구적이며 주관적으로 지각된 

실체로서 성격은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

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Cattell[8]은 성격이 유기체와 

환경사이의 모든 행동에 관계하고 상황이 주어질 때 행동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 경향성을 예측할 수 있기에 성격은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에서 주된 관심 상이 되어왔다

[9]. 국내에서도 유 등[10]의 5요인 성격검사 개발 및 타당성 

연구를 기점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탁과 정[11]은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을 상으로 성격과 서비스의 관련성에 

한 연구에서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등의 요인이 서비스 수

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신 등[12]은 호텔 종사자들의 

신경증은 표면행위와 관련을 맺고, 외향성과 성실성과 호감성

은 내면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분

의 연구가 내부마케팅 측면에서 종사자들의 성격특성과 직무

성과, 직무만족도 등에 한 연구로 고객중심의 외부마케팅 

수립을 위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치과의료기관 또한, 차별화

된 마케팅수립을 위한 신뢰와 재이용의도에 한 연구는 활

발히 진행되었으나, 치과내원환자의 성격특성에 따른 의료기

관에 한 신뢰와 재이용의도와의 상관관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내원 환자를 상으로 이들의 성

격특성이 치과의료기관 신뢰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봄으로써, 치과의료기관 경영자에게 차별화된 의료서

비스제공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부산, 울산 및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최근 6개월 내에 치과

치료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를 상으로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치과 내원환자의 성격 특성에 따른 치과 

의료기관 신뢰와 재이용의도와의 상관관계에 해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지는 총 255부를 배부하여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한 5부를 제외한 250부가 최종분석으로 사용되었다.

2. 연구 도구 및 방법

본 연구는 치과 내원 환자의 성격 특성에 따른 치과 의료

기관 신뢰와 재이용의도에 해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

하여 연구 상자가 자가 보고형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설문 

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10문항, 성격 특성 14문항, 최근에 

이용한 치과 병의원에 한 신뢰도 20문항, 치과 병의원에 

한 재이용의도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최근 이용한 치과병원의 종류, 치과방문경

로, 치과 이용기간, 흡연상태, 음주상태로 총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2) 의료기관 신뢰도

치과의료기관에 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지경자[13]
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표시

하여 처리하였다. 치과의료기관에 한 신뢰도의 신뢰성을 측

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계산한 결과 Cronbach’s α=.914
로 나타났다.

 3) 재이용의도

치과의료기관에 한 재이용의도 측정도구는 신연순[14]이 

사용한 재이용의도 도구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

로 표시하여 처리하였다. 치과의료기관의 재이용의도에 한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계산한 결과 

Cronbach’s α=.83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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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격특성

개인의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최치영[15]이 번안하

여 사용하였던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성격특성 하위영역은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등 3개 영역

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
으로 표시하여 처리하였다. 성격특성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

해 Cronbach’s α를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890으로 나타났

다. 하부요인별로는 외향성 0.787, 호감성 0.779, 성실성 0.821
로 나타났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설문지의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for 
windows versio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해서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

으며, 최근 이용한 치과 병의원에 한 신뢰도와 병의원에 

한 재이용의도, 성격특성에 한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통계 분석으로 구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이용한 병의원에 한 신뢰도와 병의원에 한 재이용의도의 

차이는 t-test 검증,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최근 이

용한 병의원에 한 신뢰도와 최근 이용한 치과 병의원에 

한 재이용의도와 성격 특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Person’s의 상관계수와 선형회귀분석 중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직업은 학생이 23.2%
로 가장 많았으며, 생산직 17.2%, 전문직 13.6%, 주부 12.4%, 
사무직 12.0%, 판매서비스직 10.8%, 자영업 8.8%, 무직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63.6%, 졸 30.4%, 
학원 6.0%로 조사 되었으며, 치과 접근경로는 타인권유 50.4%, 
본인경험 29.6%, 소문 14.0%, 중매체 6.0%로 타인권유가 가

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101 40.4

Female 149 59.6

Age

20-29 73 29.2

30-39 47 18.8

40-49 72 28.8

50- 58 23.2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159 63.6

University 76 30.4

Graduate school 15 6.0

Job

Student 58 23.2

Salesperson 27 10.8

Office job 30 12.0

Professional 34 13.6

Line worker 43 17.2

Self-employed 22 8.8

Housewife 31 12.4

Unemployed 5 2.0

Access path

Experience 74 29.6

Media 15 6.0

Invite others 126 50.4

Hearsay 35 14.0

Total 250 100.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 연구대상자의 성격특성, 의료기관 신뢰도 및 재이용의도 

정도

연구 상자의 성격특성, 신뢰도, 재이용의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성격특성의 정도는 3.63로 조사 되었고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호감성 3.83, 외향성 3.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실성 3.4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구 상자의 치과의료기

관에 한 신뢰도 정도는 3.22로 조사되었고, 재이용의도 정

도는 3.22로 나타났다.

Variables Categories Mean±SD

Personality Traits Extroversion 3.66±0.64

Likability 3.83±0.66

Sincerity 3.49±0.65

Total 3.63±0.52

Organizational Trust 3.43±0.53

Intention to Revisit 3.22±0.78

<Table 2> Degree of Personality Traits, Organizational Trust, Intention

to Re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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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ersonality Traits

Extroversion Sincerity Likability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Female

3.69±0.69
3.65±0.61

0.304
(0.582)

3.59±0.70
3.42±0.60

3.901
(0.049*)

3.84±0.73
3.83±0.62

0.012
(0.914)

Age

20-29
30-39
40-49
50-

3.78±0.58
3.42±0.63
3.66±0.67
3.74±0.64

3.413
(0.018*)

3.29±0.69
3.33±0.56
3.57±0.57
3.77±0.63

7.861
(0.000**)

3.80±0.66
3.74±0.58
3.76±0.70
4.02±0.67

2.220
(0.086)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e school

3.59±0.62
3.72±0.67
4.16±0.52

5.778
(0.004**)

3.44±0.61
3.54±0.71
3.78±0.70

2.236
(0.109)

3.74±0.69
3.93±0.60
4.31±0.44

6.535
(0.002**)

Job

Student
Salesperson
Office job
Professional
Line worker
Self-employed
Housewife
Unemployed

3.78±0.58
3.85±0.57
3.74±0.52
3.62±0.73
3.33±0.63
3.75±0.69
3.65±0.61
3.68±1.12

2.438
(0.020*)

3.26±0.71
3.59±0.57
3.63±0.60
3.59±0.70
3.38±0.50
3.75±0.71
3.58±0.53
3.30±0.98

2.409
(0.021*)

3.88±0.69
3.79±0.58
3.93±0.60
3.89±0.57
3.48±0.64
4.03±0.69
4.00±0.68
3.73±0.92

2.586
(0.014*)

Access path

Experience
Media
Invite others
Hearsay

3.55±0.66
3.89±0.59
3.73±0.62
3.58±0.69

1.990
(0.116)

3.40±0.63
3.28±0.88
3.58±0.63
3.43±0.63

1.842
(0.140)

3.73±0.73
3.80±0.57
3.89±0.60
3.82±0.75

0.917
(0.433)

Total 3.66±0.64 3.49±0.65 3.83±0.66

Variables

Personality Traits
Organizational Trust Intention to Revisit

Total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Female

3.68±0.58
3.59±0.48

1.746
(0.188)

3.43±0.58
3.43±0.49

0.000
(0.990)

3.15±0.89
3.27±0.70

1.480
(0.225)

Age

20-29
30-39
40-49
50-

3.58±0.47
3.45±0.47
3.65±0.56
3.82±0.53

4.599
(0.004**)

3.38±0.47
3.38±0.62
3.47±0.58
3.48±0.45

0.652
(0.583)

2.89±0.91
3.15±0.75
3.40±0.63
3.48±0.66

8.391
(0.000**)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e school

3.56±0.49
3.69±0.56
4.03±0.50

6.558
(0.002**)

3.39±0.52
3.50±0.57
3.50±0.35

1.307
(0.272)

3.19±0.75
3.29±0.79
3.26±1.04

0.482
(0.618)

Job

Student
Salesperson
Office job
Professional
Line worker
Self-employed
Housewife
Unemployed

3.58±0.48
3.73±0.47
3.74±0.50
3.67±0.56
3.39±0.50
3.81±0.59
3.70±0.47
3.53±0.95

2.193
(0.028*)

3.39±0.50
3.44±0.60
3.48±0.60
3.40±0.44
3.35±0.46
3.63±0.56
3.47±0.61
3.00±0.46

0.757
(0.624)

2.92±0.87
3.34±0.65
3.33±0.57
3.51±0.71
3.15±0.65
3.53±0.72
3.27±0.90
2.50±1.18

3.386
(0.002**)

Access path

Experience
Media
Invite others
Hearsay

3.53±0.52
3.61±0.61
3.71±0.49
3.57±0.59

1.887
(0.132)

3.37±0.54
3.33±0.49
3.48±0.53
3.39±0.51

0.976
(0.405)

3.02±0.76
2.71±1.06
3.38±0.75
3.29±0.63

5.934
(0.001**)

Total 3.63±0.52 3.43±0.53 3.22±0.78

** : p<0.01 * : p<0.05

<Table 3> Difference of Personality Traits, Organizational Trust, Intention to Revisi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격특성, 의료기관 신뢰도 및 

재이용의도 분석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격특성, 신뢰도, 
재이용의도의 집단 간 차이는 <Table 3>에서 제시하였다. 성별 

조사에서는 남성의 경우 성실성 정도가 3.59로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에서는 20  이하가 외향성 3.78로 가

장 높았으며, 성실성은 50  이상이 3.77로 가장 높았고, 40  

3.57, 30  3.33, 20  3.29로 조사되었다. 또한, 재이용의도에서

도 50  이상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외향성과 호감성에서 학원졸업, 학교

졸업, 고졸이하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외향성 및 

호감성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 조사에서 외향성에

서는 영업직 종사자가 3.85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 3.78,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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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6

1. Extroversion 1

2. Sincerity .467** 1

3. Likability .407** .448** 1

4. Personality Traits .800** .861** .691** 1

5. Organizational Trust .286** .396** .437** .457** 1

6. Intention to Revisit .142* .201** .291** .249** .541** 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Traits, Organizational Trust and Intention to Revisit 

Variables B SE β t p

Likability .257 .049 .325 5.241 .000

Sincerity .203 .050 .251 4.041 .000

F=16.328, Adj R2=.235

<Table 5> The effect of Personality Traits on Organizational Trust

Variables B SE β t p

Likability .343 .072 .291 4.792 .000

F=22.960, Adj R2=.081

<Table 6> The effect of Personality Traits on Intention to Revisit 

업 3.75, 회사원 3.74, 무직 3.68, 주부 3.65, 전문직 3.62, 생산

직 3.3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실성에서는 자영업자가 3.75
로 가장 높았고, 학생이 3.26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호감

성에서도 자영업자가 4.03으로 가장 높았으나, 무직이 3.73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치과방문 경로별 조사에서 재이용의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타인의 권유가 3.38로 가장 높았으며, 소문 3.29, 과거경험 

3.02, 언론방송 2.71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성격특성 하부요인과 신뢰도, 재이용의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성격특성 하부요인과 신뢰도, 재이용의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격특성의 하부요인과 신뢰

도 및 재이용의도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5. 성격특성 요인들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각 성격특성 요인들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격 특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신뢰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중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

도에 미치는 변수는 호감성, 성실성 순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3.5%였다<Table 
5>. 성격특성 요인 중 외향성 요인은 신뢰도를 예측하는데 유

의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성격특성 요인들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각 성격특성 요인들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성격 특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재이용의도를 종속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중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변수는 호감성만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성격특성 하부요인 

중 외향성 요인과 성실성 요인은 재이용의도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고찰

고객만족도는 최근 병원마케팅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

내원 및 긍정적 구전행동 등 병원의 장기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유용한 변수로 고객만족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16]. 본 연구는 고객만족도 측정의 도

구로 의료기관 신뢰와 재이용의도를 상으로 하였으며, 치과

의료서비스를 경험하는 내원환자의 성격특성이 치과의료기관 

신뢰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치과 의료

기관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성격특성별 유형은 연령별 조사에서 외향성이 

20 에서 3.78로 가장 강하였고, 성실성은 50세 이상에서 3.77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 의 젊음이 

패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성실성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

라 자기중심적 자율성보다는 가족 및 직장에 한 책임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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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된 결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별 조사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외향성과 호감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상 적으로 폭 넓은 인적교류를 통해 

상 방과의 화를 즐기고 의견을 존중하는 등 외향성, 호감

성 특성이 강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Barney[17]는 성격과 직무수행간의 관계조사에서, 외향성 

요인은 관리직과 영업직에서 정(+)의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즉, 영업직 종사자의 경우 외향적 성향이 강할수록 직무수행 

능력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직업별 조사에서도 외향성

의 경우 판매직 종사자가 3.75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직 종사

자가 3.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직업 특성에 따른 외향성 요

인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생산직 종사자의 경

우 작업의 특성상 획일화, 분업화되어 있는 업무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외향적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낮은 것이라 생각되

며, 판매직의 경우 꾸준한 인관계를 통해 외향적 성향이 높

아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성실성의 경우에서는 자영업자가 

3.75로 가장 높았고, 학생이 3.26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이 또한 직업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내원환자의 성격특성이 의료기관에 한 신뢰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면, 호감성, 성실성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체의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최치영[15]의 연구에서 종사자들의 외향성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의 경우 의료기관에 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사자의 외향적 경향인 사람과의 

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한 지식습득 활동은 기관에 

한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보여 지나, 외향성 성격특성을 지닌 

치과내원환자의 경우 호기심이 많고, 사회적 행사에 적극 참

여함으로써 의료기관에 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는 

곳 의료기관에 한 절 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인다. 반면, 호감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상 를 배려하고 의견

을 존중하며 배려심이 많아 의료서비스에 한 조금의 불만

이 존재하더라도 비교적 기관에 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생

각된다.
최근 병원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병원 마케팅 측면에

서 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만족도, 재이용 및 권유 의사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명숙

[1]은 환자가 치과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질이 높다고 인지할 

경우 환자의 만족도 및 서비스가치가 높게 되어 의료기관 재

이용의도가 높아지며, 이를 바탕으로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서는 병원경영자들은 치과 의료서비스 질, 환자만족도 및 서

비스가치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환자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을 선

택하고, 방문을 통해 만족하게 된 환자는 재방문을 하게 되고 

주위에 권유하게 된다. 성격특성에 따른 치과 의료기관 내원

환자들의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성 중 호감성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 특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적절

한 자기 노출이 가능하여 개인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며 구

전의 전파 속도 및 재이용 측면에서 내향적 성격의 소유자 보

다 더 활발한 구전 활동을 한다[18,19]. 최순혁[20]은 치과내원

환자들의 재이용을 위해서는 환자들이 사용한 노력과 시간, 
진료비에 한 가치를 높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며, 무엇보다도 치과의 고유 업무인 환자에 한 치료부분에 

있어서 고객들이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수면치과치료 환자의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신연순[14]의 연구에서는 재이용 및 권유의사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세심한 배려와 친절이 요구된

다고 하였고 이는 환자들의 호감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의 하

나로 본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치과의료의 경우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부가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과 의료종

사자들은 의료서비스의 질, 신뢰성, 치료 효과의 향상 뿐만아

니라, 환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려 깊게 배려하는 등 환자

들의 호감성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마케팅이 필요하리라 생

각된다.
치과의료기관의 의료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치과내원환

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성격특성이 의료기관 신

뢰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가 고객분

석을 통한 고객중심의 치과경영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로 도움이 되리라 본다. 본 연구는 표집 상이 부산, 울산, 경
남지역의 치과를 내원한 환자로 제한되어 있어 그 결과를 모

든 치과내원환자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다 광범위한 상의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치과 의료기관의 신

뢰와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개인적 특성 요

인들을 포함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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