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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적 성향이 진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알아보고자 년 월부터 월까지 총 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최종 명의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연령은 세 이상
세 미만이 가장 많았고 여성의 비율이 많았으며 직업은 학생이 가장 많았다 긍정적 소문을 낸 경
우가 부정적 소문을 낸 경우보다 많았고 두 경우 모두 명 에게 소문을 냈다고 한 경우가 많아
긍정적 소문의 전파도가 높고 가족과 친한 지인정도로 파급된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 개인적 성향과
긍정적 부정적 입소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인적 성향과 긍정적 입소문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개인적 성향과 부정적 입소문
긍정적입소문과 부정적 입
소문
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부정적 소문보다는 긍정적 소문의 파급 효과가 크므로 치과 의료 기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이
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마케팅을 수립하여 경영성과를 증대 시키는데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긍정 입소문 부정 입소문 전달경로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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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mouth of the tendency of seeking dental
patient vistis. Data were collected from 250 people living in Busan and Gyeongnam areas between April
2016 to and May 2016 with self-recording questionaires. Final subjects analyzed the final 239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haracteristic of relationships
category, Age 20~30 was higher in age group, a lot of Female more than male. student is more than other
occupations.In both cases, many cases have figured the rumors propagated for 3-4 people with high degree
of positive rumors indicate that the ripple is about family and close friend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personal inclination and positive / negative word of mouth,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rsonal inclination and positive word of mouth. (R = 0.418, p = 0.000). Positive word
of mouth and negative word of mouth (r = 0.113, p = 0.082) were not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personal
inclination and negative word of mouth (r = 0.102, p = 0.115). Judging from the above results, to augment
the Reflecting these factors establish an effective marketing management and medical institutions to
establish a dental marketing strategy that is larger than the negative spillover effects of positive rumors
rumors is considered to be unfounded.
Keywords : dental clinics, negative rumor, positive rumor, propagation path

서론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치과 병 의원 들이 급증하며 치과 의료산업의 발전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
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구도가 심해지고 치과 의료 마케팅이 활발하고 치열해져 치과
병 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이 막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병원 간 의료
적 서비스 질의 차이가 줄어듦에 따라 의료서비스 경쟁이 의료외적 서비스 경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종전에는 치과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생소하였지만 현재 치과 병 의원수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치과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 우리나라 의료광고시장은 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광고 형식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의
료광고 방식에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의 개정과 진료기관들의 경쟁구도 속에 보다
많은 환자들을 치과로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들여 광고와 언론 마케팅을 하는 병원이 증가
하였고 많은 정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을 찾아가는 환자들은 더 이상 환자의 개념이 아닌 고
객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매스컴과 광고커뮤니케이션 입소문 등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
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있어 입소문은 구매선택의 나 영향력을 미치며 매스컴과 커
뮤니케이션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함을 시사했으며 기업이 광고를 줄여도 긍정 입소문
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부정적 입소문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여타의 마케팅 자원을 줄일 수 있
다고 하였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광고 등의 사업적인 메시지 보다 높은 신뢰성을 지니며 기
업의 이윤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입소문 행태가
타인이 진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어떠한 파급 효과를 내고 입소문을 내는 환자들에게 실제 어
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입소문의 방향성 시사점과 의의를 제시하고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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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문을 넘어 전략적 이론으로 구체화하여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도
구 개발과 마케팅 전략 기법의 기초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년 월부터 년 월 사이에 부산 경남 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이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하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총 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 자료수집 과정에서 설문의 주요측정 항목
결측값으로 인해 연구에 이용할 수 없는 명의 설문 자료를 제외한 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일반적인 특성과 부정 및 긍정 소문 유무 입소문 전달 경로에 대해 조
사하였다

분석 방법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소문유무 및 대상자의 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입소문 전파 경로는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긍정 및 부정소문 유무의 차이와 입소문 전달경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을 이용하였
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로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긍정 및 부정적 소문유무와 소문대상 수
긍정적 소문과 부정적 소문을 낸 경험의 유무와 그 대상자의 수를 알아본 결과 긍정적 소문을
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명
소문을 낸 적이 없는 수는 명
으로 조사되었
다 긍정적 소문을 냈다고 응답한 사람 명 중 명에게 소문을 낸 사람은 명
명 명
명 명
명이상 명
로 명에게 소문을 냈다고 응답한 것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소문을 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명
소문을
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수는 명
로 부정적 소문을 내지 않았다고 응답한 건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소문을 냈다고 응답한 사람 명 중 명에게 소문을 냈다고 응답한 사
람은 명
명 명
명 명
명이상 명
로 명에게 소문
을 냈다고 응답한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2017 HSST

811

표 긍정 및 부정적 소문유무와 소문대상 수

대상자의 입소문 전달경로
긍정적 입소문과 부정적 입소문을 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입소문 전달경로를
다중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 소문 전파 경로의 전체 응답건수 건 중 직접만나서 전달한
경우는 명
전화 및 메신저로 전달한 경우는 명
를 통해 전달한 경우는
명
웹사이트 및 기타 방법은 명 로 직접만나서 전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부정적
소문 전파 경로의 전체 응답건수 건 중 직접 만나서 전달한 경우는 명
전화 및 메신저
를 통해 전달한 경우는 명
를 통해 전달한 경우는 명
웹사이트 및 기타 방법
은 명 로 직접만나서 전달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입소문 전달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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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긍정소문 및 부정소문 유무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소문 유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세미만 명
세 세미만 명
세이상 명
이 긍정적 소문을 낸 적이 있다고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기혼 명
미혼
명
이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명
여자 명
가 긍정적 소문을 낸 적이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종에 따라 사무직 명
근로직 명
학생 명
기타 명
가 긍정적 소문을 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는 명
대학재학
명
대졸이상 명
이 사회계층에 대해서는 하류층 명
중류층 명
상류층 명
가 긍정적 소문을 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정소문 유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세미만 명
세 세미만 명
세이상 명
이 부정적 소문을 낸 적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기혼 명
미혼 명
이 부정적 소문을 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명
여자 명
이 부정적 소문을 낸 적이 있다고 응
답을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 명
대학재
학 명
대졸이상 명
가 직종에 따라서는 사무직 명
근로직 명
학생 명
기타 명
가 부정적 소문을 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사회계층에 대해
서는 하류층 명
중류층 명
상류층 명 가 부정적 소문을 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 소문유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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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정 소문유무 차이

개인적 성향과 긍정적⦁부정적 입소문간의 상관관계
개인적 성향과 긍정적 부정적 입소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인적 성향과 긍정적 입소
문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개인적 성향과 부정적 입소문
긍정적입소문과 부정적 입소문
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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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인적 성향과 긍정적 부정적 입소문간의 상관관계

고찰

현재 마케팅에 대한 구분이 방대해지고 언론 광고 경영 분야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고 소
비자들도 이런 다양한 마케팅을 실생활에서 쉽고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러 형태의 치과들이
많이 생기면서 치과분야에서도 경영과 경쟁이라는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과 의료계에서도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고 대 자본을 들여 마케팅을 하는
치과도 다수 있어 환자를 넘어선 고객이 치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중의 하
나가 되었다 다양한 마케팅의 기법 중 최근 들어 다시 입소문마케팅이 다른 마케팅과 비교하여
자본은 적지만 파급효과가 커 주목받고 있는 추세이다 소비자들이 구매와 관련된 위험을 감축하
고 구전정보를 수집하여 실제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그 어느 채널보다도 친구 가족 주
변사람들의 정보원에 더욱 신뢰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는 광고나 상업적인 정보보다 이웃
들이 더욱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부산 경남 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적 성향에 따른 입소문이 타인의 진료기관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
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 의료기관 마케팅전략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
한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어떠한 소문을 더 내는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부정적 소문보다 긍정적 소문을 더 잘 퍼뜨리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평균적으로 소문을 낸 대상자의 수는 명이 가장 많았다 양 의 연구에서
긍정적 소문을 내는 사람이 소문을 내지 않는 사람보다 적다라는 것과 일치하고 입소문을 낸 인원
이 명이 많다는 결과와 유사해 가족과 친한 지인 위주로 얘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긍적적 부정적 입소문 유발 대상자의 입소문 전달경로를 살펴보면 직접 만나서 입소문을 전달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전화 및 메신저 가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양 의 연구에
서도 직접 만나서 입소문을 전달하는 경우가 가장 높다고 나온 결과와 일치하며
의연
구 결과에서 두 사람 사이의 접촉에 의해 입소문이 발생한다는 것과 송 의 연구에서 입소문 마
케팅에 있어서 입소문 영향력자의 특성과 유형이 고려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높게 조사된 전화
및 메신저는 주요 통신 수단인 핸드폰과 바쁜 생활 속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져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 소문과 부정적 소문을 내는 유무를 분석한 결
과 긍정적 소문을 내는 것에는 연령 결혼여부 성별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나왔고 부정적 소문을
내는 것에서는 연령과 결혼여부에서만 소문을 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나왔다 이는 정 의 연
구에서 입소문 영향력자의 특성이 직업과 사회적 계층과 항상 일치 하지 않는 다는 연구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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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 연구에서 긍정적 구전을 발신한 사람들의 특성에 차이가 없다 라는 연구 결과와는 일치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중 특히 연령과 결혼여부에 따라서 긍정적 소문과 부정
적 소문을 내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족과 친한 지인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개인적 성향이 긍정적 소문과 부정적 소문을 내는데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개인적 성향이 강
할수록 긍정적 입소문을 내는 경우가 높아졌는데 이는
와
의 구전커뮤니케이션
모델 중 의견 주도자는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의견을 따라하는 사람들에 비해
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개인적 성향이 강할수록 부정적 입소문을 내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양 의 연구결과인 부정적 입소문을 유발한 대상자들의 대인관계
특성에서 나는 남을 잘 설득하는 사람이다 라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과는
긍정소문 보다는 부정소문을 낸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온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났다
본 연구는 개인적 성향이라는 항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점수화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다
는 것과 부산 경남 일부 지역에서 한정되어 진행되었다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지만 긍정적 소문
과 부정적 소문 중 긍정적 소문을 내는 것에 있어 입소의 파급 효과가 더 크다 라는 것을 보여주
었고 이를 바탕으로 치과 의료기관의 마케팅 전략중의 하나로 입소문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
서는 입소문마케팅을 활용하기 위해 치과 의료계에서 어떠한 식으로 마케팅을 할 것인지 또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방법 다음으로 많이 나온 전화 및 메신저와 현재 높은 스마트폰의 보급률로 인한
를 통한 마케팅 방법에 관해서도 파급효과와 적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적 성향이 진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년 월부터 월까지 총 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고 최종 명의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연령은 세 이상 세 미만이 가장 많았고 여성의 비율이 많았으며
직업은 학생이 가장 많았다
긍정적 소문을 낸 경우가 부정적 소문을 낸 경우보다 많았고 두 경우 모두 명 에게 소
문을 냈다고 한 경우가 많아 긍정적 소문의 전파도가 높고 가족과 친한 지인정도로 파급된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
입소문 전달경로는 긍정적 소문과 부정적 소문 모두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방법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나 면대면 파급효과에 대해 나타냈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전화 및 메신저에 대한 파급효
과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긍정적 소문과 부정적 소문을 내는 것의 차이는 연령과 결혼 유
816

Copyright

2017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4, April (2017)

무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선행연구와는 상이했다 또한 개인적 성향이 긍정적 입
소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성향이 강할수록 긍정적 입소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고 개인적 성향과 부정적 소문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부정적 소문보다는 긍정적 소문의 파급 효과가 크므로 치과 의료
기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마케팅을 수립하여 경영성과를
증대 시키는데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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