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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의료광고에서 효과적인 매체 선택을 하고자 내원 경로별 진

료비 지출 분석을 통해 진료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H

한의원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내원한 초진환자 1,136명을 대상으로

환자차트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SPSS for Win(ver. 18.0)으로 통계처

리 하였으며, 단변량(교차분석 Chi-square test)과 다변량(로지스틱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원경로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서는 온

라인과 오프라인은 남자가 많았고, 구전과 인근지역은 여자가 많았다. 나이에

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19세 이하가 많았고, 구전은 40~19세, 인근지역에서

는 20~29세가 많았다. 직업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구전은 그 외(주부, 무직,

학생)가 많았고, 인근지역에서는 화이트칼라가 많았다. 발병기간은 온라인이 3

분위(301~730일)로 많았고, 오프라인과 구전은 4분위(731~1533일), 인근지역은

1분위(1~30일)로 많았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료비 분석결과에서는 서울보다 경기, 지방이

100만 원 이상 지출한 사람이 많았고, 나이는 19세 이하, 40대, 50대, 60대가

100만 원 이상 지출한 사람이 많았다. 직업으로는 그 외(주부, 무직, 학생)가

100만 원 이상 지출한 사람이 많았다. 내원경로는 온라인과 구전은 100만 원

이상 지출한 사람이 많았고, 오프라인과 인근지역은 100만 원 이하로 지출한

사람이 많았다.

셋째, 진료비 평균에서는 내원경로별은 온라인이 1,404,908원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은 구전이 1,269,478원, 오프라인 1,089,534원, 인근지역 40,112원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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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질환별로는 눈 질환이 1,505,400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했다. 질환별

내원경로에서는 구전으로 온 귀 질환 환자가 1,698,740원으로 가장 진료비를

많이 지출했다.

넷째, 로지스틱 분석결과에서 질환으로는 귀 질환이 일반질환보다 100만 원

이상 지출할 확률이 11.194배 높았다. 내원경로에서는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1.724배 높았고, 구전은 온라인보다 1.683배 높았다. 인근지역에서는 온라인이

24.483배 높았다.

연구결과의 핵심으로 내원경로별 진료비 분석에서는 온라인이 가장 많이 지

출 했지만, 100만 원 이상 지출을 많이 할 확률은 구전이 높았다. 이는 ‘온라

인 광고’가 보다 많은 환자들을 내원하게 하는 수단으로는 효과적이나, ‘구전’

을 통해 내원한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액의 진료비를 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광고뿐만 아니라, 기존 고

객의 경험을 새로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광고매체, 내원경로, 진료비, 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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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오늘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광고와 무관한 것이 없을 정도로 광고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병원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료광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가 되었고, 의료광고 범위 또한 확장되어가고 있다. 컴퓨터통신, 전자신문, 인

터넷, 케이블TV, 멀티미디어 등 수 많은 뉴미디어가 우리의 생활습관이나 생

활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과거 정보의 독점과 일방적 제공에서 벗어난 사

회의 정보화와 함께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에 의해 지배되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도래 하였다(유승엽, 2004). 인터넷 확산은 그동안 전문영역으로 자리

를 지켜온 의료 부분의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이러

한 정보의 공유는 일반인들의 의료상식을 보다 전문화했다(이미경, 2001). 소

비자의 변화는 의료시장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소비자는 이제 기업의 허울 좋은 이미지 광고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안목이

높아졌다. 소비자들은 직접 기업 활동에 관여하고, 제품 사용경험을 공유하여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주며, 이것은 모두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한다. 기업이 아무리 광고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바꿔보려 해도 SNS의

진실 게임은 작은 조작도 허락하지 않는다(형원준, 2012).

또한, 국민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단순한 질병의 치유를 넘어 건강 검진에

이르기까지 의료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집중되고 있으며, 그 관심은 의료소

비자가 어떤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어떤 의료진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에서 많은

선택권을 갖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과거의 의료공급자 중심에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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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시장에서 의료소비자의 권익과 권리의 향상은 의료서비스 전반에 변화

를 가져오고 있다. 각종 광고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야간진료를 비롯한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의료서비스제공 등

경쟁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양적 증가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의료시장의 질적 성장과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 등 의료소비자

로서의 권리의식의 고양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각 의료기관

은 더욱더 빠르게 의료소비자에게 맞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고, 경쟁 의료기

관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광고를 강화함으로

써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이순성, 2007).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를 보면 개업한 의료기관이 2,030곳이

고, 폐업한 의료기관이 1,662곳이라고 한다. 이렇듯 이제 의료광고는 생존하기

위함이다. 경쟁체제가 심화되면서 치료의 대상이 아닌 고객의 개념으로 인식

을 전환하고 있고, 최근 들어 고객유치의 수단으로 병원마다 홍보기능을 강화

하여 치열한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게다가 2007년 4월 의료법 개정으로

병·의원 광고를 전면 허용하면서 병원 광고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켜졌다.

제일기획에 따르면 2011년 제약·의료광고 시장 규모는 2,198억 원으로 전년

(2,006억 원)보다 9.5% 성장했다. 이제는 지하철 벽면, 신문지면에서 병원광고

를 보는 것이 낯설지 않다. 병원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광고대행사도 수십

곳이다(김유림, 201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지상파TV광고비는 5,567억 원

(22.7%)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은 5,351억 원(21.85%)로 2위를 차지했다. 그다

음은 신문이 4,215억 원(17.2%), 케이블 TV 3,743억 원(15.3%), 잡지 1,148억 원

(4.7%), 라디오 638억 원(2.6%)의 광고비를 차지했다(최훈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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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2011년 인터넷 광고비가 1조 8,560억 원으

로 신문 광고비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신문협회(NAA, Newspaper Association of

America)의 연간 조사 보고서를 보면 미국 신문사들의 지난해 광고 1985년 이

후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틀어 미

국 신문사 전체 매출액이 250억 8,000만 달러로 2009년보다 6.3% 하락했다고

밝혔다.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20058년 490억 4,0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자

25년 만의 최저액이다.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고 온라인 광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 광고는 과거 저평가되던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잠재력을 인정받

으며 연관 산업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 만

큼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조사와 빠르고 정확한 정보 습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강동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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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내원경로별 진료비 분석을 통해 진료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병원광고의 매체를 선택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내원경로별 진료비를 파악한다.

셋째, 진료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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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의료광고

가. 광고의 정의 및 경제적 효과

1) 광고의 정의

광고의 의미는 ‘그대의 마음을 나한테 기울도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광고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학자들이 크게 마케팅적인 관점과 커뮤니케이션 관

점에서 광고를 조명한다.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광고를 보는 것은 상품, 서비스

등의 촉진 또는 판매를 강조한다는 특성이 있다. 단순히 정보의 전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촉진이나 판매에 광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반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광고를 보는 것은 광고가 커뮤니케이션 방법

의 하나라는 점에서 정보의 전달과 설득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광고는 일종의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김원수, 1986).

2) 광고의 경제적 효과

고전 경제학의 이론에서 완전 시장 상황을 가정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이

런 가정은 실현 불가능하다. 기업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양하기 위하여

상품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정보의 소유에서도 실제적으로도 평등하지

도 않다. 신 고전 경제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광고의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장대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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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고에 의한 브랜드의 차별화

광고의 경제적 효과 분석체계의 첫 단계는 브랜드의 차별화로 이는 기업이

광고를 많이 하였을 때 그 기업이 타사보다 차별적이고 지속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브랜드의 차별화는 실제 상품의 차별화와 이미지

차별화로 나눌 수 있는데 정보의 역할이 중요한 탐색상품은 실제적인 상품 특

성의 광고를 통해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둔다. 경험상품은 반복광고를 통해 친

근감을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브랜드 애호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② 소비자 구매행위

소비자의 구매행위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학으로는 좋은 상품만

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호응을 얻기 때문에 불성실한 상품이나 이를 광고하

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실의 소비자들은 각기 다

른 합리성 혹은 가치관에 근거해 구매 의사결정을 하므로 불성실한 상품도 단

기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다.

③ 진입 장벽

경제학에서의 일반적인 견해는 광고가 후발업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인데 광고의 진입장벽 효과가 바로 그것이다. 소비자들이 광고로 인해

특정브랜드를 애용한다면 후발업체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낮은 가격이나 높

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광고의 양을 늘려야 한다. 또한, 광고 규모의 경

제적 효과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가 후발업체 또는 중소기업의 진입

을 억제한다면 소비자는 상품 선택의 기회가 줄고 사회적으로는 상품 혁신이

감소한다.



- 7 -

④ 시장력

시장력은 그 시장의 여러 진입 장벽 문제에 따른 기업 간 힘의 형성을 뜻한

다. 광고의 증가로 인해 소수 기업에 경쟁우위가 편중되면 시장 집중률은 높

아질 수 있다.

⑤ 기업형태

시장력이 증대된 환경에서 가격과 품질경쟁이 활발하지 못하면 기존 업체들

은 높은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만약 광고가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면 광

고는 궁극적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⑥ 시장효과

광고는 이윤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 의료광고의 정의 및 필요성

1) 의료광고의 정의

의료광고는 말 그대로 의료라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소비자를 설득하는 기능이 있다. 즉 의료광고란, “어

떤 방법으로 광고 메시지에서 확인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특정집단의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구매하도록 설득하고자

하는 유료의 비대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원선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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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광고의 필요성

① 대중이미지의 개선

의료는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는 곳이라고 인식되어왔으나 60~70년대를 거

치면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고 나서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되기 시

작했다. 80년대에 와서는 국민복지적, 사회 보장적 차원으로 그리고 90년대 이

후로는 의료 즉 병원도 고유의 공익추구 활동은 물론 의료라는 상품을 파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커지기 시작했다. 또한, 의료분쟁, 과잉청구, 병원의 비리,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파업 등은 병원과 일반대중과의 갈등을 증

폭시켰고, 이와 관련된 언론의 연속보도는 사회적 지지도를 더욱 떨어드리고

있어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광고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② 건강정보에 대한 수요증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는 건강정보에 대한 수요증가로 이어져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서 건강정보를 다루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경향은 일반인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한 건강증진이라는 순기

능과 함께 정보의 범람과 잘못된 정보 때문에 해악 등 역기능을 동시에 가져

오게 되었다. 따라서 순기능 증대와 역기능 감소를 위한 의료계의 책임 있는

광고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③ 의료시설과 인력의 과밀

의과대학과 대형병원들의 신, 증설 의료시설의 개방 움직임 등으로 병원들

로 하여금 지속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점차 심화할 예정

이고 이에 따른 경쟁력 강화 차원의 광고 및 홍보활동의 필요성은 비례하여

증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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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병원 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병원은 다양한 직종의 많은 사람이 모여 환자 진료를 위해 협력하는 노동

집약적 형태의 조직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더욱 원활하고 효과적인 진료활동

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내부 커뮤

니케이션 활동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또한, 조직발전의 필수요소 상호이해와

경영방침의 올바른 전달과 이해를 위해 내부광고 및 홍보활동의 필요성도 점

차 증대되고 있다.

2. 의료광고매체

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개념

온라인 미디어와 오프라인 미디어의 근본적인 개념은 라인을 온(on)으로 하

느냐, 오프(off)로 하느냐에 대한 구문으로 인터넷 망이 초고속 통신망을 근간

으로 하면서 그런 라인형 미디어의 대립된 개념이다. PC통신과 인터넷을 포함

한 디지털 데이터의 네트워크를 온라인으로 본다면, 그에 대립되는 기존의 매

체 개념을 오프라인으로 간주하기도 한다(박정래, 2000)

멀티미디어가 대두되면서 온라인 미디어의 확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멀

티미디어라는 용어는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현재에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멀티미디어가 기존미디어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메시지의 디지털화이다. 이는 기존의 미디어인 라디오나 TV의 전송부

호가 아날로그 방식이었으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2진법적인 부호체계인 디지

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문자, 그래픽, 음성, 영상 등의 복잡한 컴퓨터 부호 형

태로 혼합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음성만 제공하던 라이도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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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보만을 제공하던 인쇄 미디어, 그리고 영상정보를 제공하던 TV가 모두

디지털이라는 통일된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이들 미디어가 사용하는 부호들이

서로 융합되거나 결합되어 새로운 부호를 탄생시키거나 혼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온라인 미디어란 멀티미디어화 된 컴퓨터의 온라인 시

스템을 이용하여 컴퓨터의 화상이나 소프트웨어 상에서 실현되는 다양한 미디

어의 형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온라인 미디어는 디지털화되고 쌍방향적인 시

스템을 갖춘 미디어를 말한다(박성호, 1997).

표 1. 온라인 미디어와 오프라인 미디어

구분 오프라인 온라인

기존매체

TV 엔터테이먼트 포털

인터넷 방송라디오

신문 미디어 사이트

정보, 전문 포털잡지

판촉매체 SP, 판촉, PR
홈페이지

경매 사이트, 쇼핑몰

뉴미디어 케이블TV
부가가치 통신, VOD

PC통신-인터넷-포털

방향성 일방향 쌍방향

타이밍 시간차 동시처리

정보 획일정보 필요정보

매체 단일 복합

총합 독자 커뮤니케이션 대화형 커뮤니케이션

자료: 박정래, 뉴밀레니엄의 매체, 제일기획 사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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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종류 설명

송신자

상업적

광고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이 광고주인 광고

비상업적

광고
종교집단, 정치집단, 노조, 정부, 학교 등이 광고주인 광고

소구

대상자

목표

시장

소비자

광고
개인 소비자나 가정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광고

비즈니스

광고

사업적인 이유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광

고

산업

광고
기업에 판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유통점

광고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도매상 또는 소매상 등

중간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전문직

광고

의사, 변호사같이 전문 직종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

로 하는 광고

농업

광고

농업 경영자와 종사자 그리고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

고

매체

인쇄광고 신문, 잡지에 게재된 광고

방송광고 텔레비전, 라디오로 전달되는 광고

옥외광고 야외(포스터, 간판, 전광판)와 교통(버스, 지하철)광고

기타

매체의

광고

케이블 TV, 직접 우편(DM), 전화번호부, 인터넷, PC 통신 등

의 광고

나. 온·오프라인 광고매체의 종류

1) 광고매체의 기준과 종류

표 2. 광고 분류 기준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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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

지역

지역광고 해당 동내 혹은 해당 도시에만 하는 광고

권역광고 여러 해당 지역을 포괄하는 광고

전국광고 해당 국가의 상당 지역을 포괄하는 광고

국제광고 해당 국가의 국경선을 넘어 외국을 포함하는 광고

광고

목적

상품광고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목표로 하는 광고

기업

이미지

광고

비상품 광고의 대표적 유형으로 기업 자체를 광고

의견광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에 영향을 행사하는 광고

공익광고 사회적으로 대의명분이 있는 내용을 광고

전반적

수요광고
한 상품 범주의 수요촉진을 목표로 하는 광고

선택적

수요광고
특정 브랜드의 수요촉진을 목표로 하는 광고

광고

소구

형태

감정광고
사람들의 감정이나 사회적, 심리적 인지에 작용하려 하는 광

고로 화장품, 패션, 음료수 등에 자주 보인다.

이성광고

사람의 감정이 아닌 논리적 설명을 중심으로 이성에 호소하

는 광고로 주로 고액 내구 소비재나 부동산 광고에 자주 보

인다.

(계속)

2) 오프라인 광고 종류

현재의 의료광고는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 등에 이르는 인쇄매체와 케이블

TV의 채널 증가와 더불어 TV 속의 광고 그리고 대형 현수막, 버스와 지하철

광고판, 전단 등의 옥외매체를 통해 의료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①인쇄매체

인쇄매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인쇄매체는 인쇄미디어라고 하는데 인쇄물

에 의한 정보 전달매체를 일컫는 말이다. 인쇄매체는 인상이 지속하며, 매체가

자체가 보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풀이하며 보이는 이점이 있고, 기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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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고 설득력도 큰 특색을 가지고 있다. 신문, 잡지, 서적에 의한 광고를 비

롯하여 전단, 직접 메일, 카탈로그, 팸플릿, 포스터 등 종류가 매우 많다.

의료광고가 가장 많이 전개되고 있는 곳이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 등이다.

잡지는 의료광고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성용 잡지에서 많

이 사용되며 주로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비뇨기과 등의 진료과 및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체이다. 잡지에서는 광고성 기사와 기사성 광고가 주류

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작성, 게재되는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는 인

정하나, 의료광고성 기사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면 의료광고로 유권해석을 한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 2002).

인쇄매체로 된 의료광고의 유형은 개원을 위한 신문광고, 책이나 의약품 등

의 제품소개를 통해서 의사 및 의료기관 등을 광고하는 때도 있다. 또한, 의료

기기나 장비 등의 특허 출허 등을 빌미로 그 속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을

광고하는 때도 볼 수 있다.

② 옥외매체

옥외광고란 옥외에 상시 또는 일정 기간 벽, 판자와 같이 고정된 것 또는

포스터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말한

다. 옥외매체는 주로 현수막, 지하철 계단의 광고물, 아파트 단지 내의 엘리베

이터 내, 버스광고, 등이 있다.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8호로 제정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서

옥외광고를 정의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또한 불법의료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는 옥외매체에 대해 의료질서의 문란과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수진심리를 유

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불법 과대광고’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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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료나 수술, 치료방법, 치료인수, 치료결과,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것을 과

대광고로 규정하고 옥외매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2003).

옥외매체의 광고가 성행하는 것은 인쇄매체와는 달리 의료법에서 옥외매체

광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있지 않음을 알고 불법 의료광고의 확산속도를 부추

기는 매체라는 특성이 있다(최선호, 2003).

3) 온라인 광고 종류

현재 병원에서 가장 쉽고 편하게 다를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은 온라인을 통

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가능한 마케팅 방식의 종류를 보면, 홈페이지, 포털엔

진 등록, 키워드광고, 커뮤니티 등이 있다. 그리고 흔히 사용하는 이메일 및

웹진, 배너광고, UCC 등이 대표적인 온라인 마케팅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강성권, 2009).

① 홈페이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의원부터 초대형병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거의 홈페이지는 병원소개 및 병원위치

를 알려주는 가장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홈페

이지가 진화하고 있다. 동영상을 이용하여 의료강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

라인을 통해 1:1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수

준으로까지 발전하였다.

② 리치 미디어

온라인 광고의 최근 경향은 과거의 단순한 배너광고에서 벗어나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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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기법을 이용하여 비디오, 오디오 및 애니메이션 등으로 호기심을 자극

하는 광고가 유행이다. 일반적인 배너광고보다 조회 수가 최소 2배 이상 높다

는 결과보고가 있다.

③ 키워드 광고/검색엔진

키워드 광고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이용 시 해당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자

동으로 서핑페이지 상단에 있게 하는 광고를 말한다.

④ 이메일 마케팅

인터넷의 사용 때문에 이메일 사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메일 마케팅은 최근 들어 가장 주목받는 마케팅 방법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

고 있다. 고객과 1:1마케팅을 이룰 수 있는 이메일은 인터넷에서의 가장 핵심

적인 매체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메일 마케팅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때 기존의 다른 매체와 비교하면 제

작비 및 광고비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송과 동시에 고객 개

개인의 응답이 시작되어 시장 예측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

이다. 이메일 마케팅에서 특히 활용비중이 높은 광고나 신상품 소개 및 판매,

설문조사 등이다. 또한,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성 메일이 효과가 있다.

동영상 등을 중심으로 한 정보성 메일을 주기적이고 지속적해서 보냄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다.

⑤ 커뮤니티 마케팅

제공자들은 점점 더 사용자들의 입소문 마케팅을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개인들의 콘텐츠 생성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은 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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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이다. 따라서 병원에서도 블로그 형태의 마케팅을 더욱 활발히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⑥ 웹진

웹진은 가장 손쉬운 인터넷 마케팅의 하나로 병원 관련 뉴스나 사이트 소개

등을 통해 병원과 회원 간의 정보 공유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특히 웹진은

정기고객을 많이 확보한 병원은 고객들에게 정기적인 소식과 건강 정보 등을

전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하다.

최근에 보면 웹진을 통해 이벤트를 실시하는 병원도 늘어나고 있다. 고객들

이 참여할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 칭찬이야기, 퀴즈 등을 이용해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IMC)과 온·오프라인 통합의 필요성

1)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전략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의 정의는

다양하며 아직 단일하고 명확한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해 보호하게 보인

다. IMC가 상표나 조직에 대한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몇 가지

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조화시키는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이 주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김충현, 1999).

IMC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서 노스웨스턴 대학의 Schultz(1991)는 “고객 혹

은 잠재적 고객에게 노출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관리하는 과정으로서, 행동으로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의 브랜드를 구매토록

하고 고객의 충성심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I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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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고, PR, 판촉, 구매, 이벤트 그리고 사내 커뮤니케이션 등 이전에 분리된

것으로 보았던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의 전체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 접

근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정의는 고객 및 잠재

고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고객과 브랜드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고객으로부터의

태도반응보다는 행동적 반응이 IMC의 성공에 관건임을 암시하고 있다(김충현,

1999).

IMC는 소비자의 행동적 정보를 중요시하며,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정보

와 메시지를 습득하는 브랜드 접촉점의 모든 수단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광

고, PR, 판촉, 구매, 이벤트 그리고 사내 커뮤니케이션 등의 모든 수단들이 통

합된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해야 소비자에게 정확한 브랜드의 인지효과를 가져

오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발단이 되는 것이다.

2)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의 필요성

마케팅 학자인 필립 코틀러는 새롭게 열리는 인터넷 시장에 기업들이 펼쳐

야 하는 마케팅을 변신 마케팅, 또는 e-마케팅이라고 명명했다(필립코틀러,

2000). 이는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전자수

단들, 즉, 온라인 미디어와 오프라인 미디어를 적절하게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변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미디어

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측면에

서의 변화를 함께 초래하고 있다. 통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광고,

PR, 판촉 등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상의 통합된 메시지를 중요시 했듯이 미디

어 전략에 있어서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양자의 전략적 통합은 필요하다(필립 코틀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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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사고보다는 통합적인 사고가 적실히 필요한 시기

가 도래했다. 그리고 단순한 물리적 통합보다는 내재되어 있는 가치의 통합이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홍성민, 2001).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광고’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광고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지금, 지속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마케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마케팅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라 할

수 있는 광고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거나,

브랜드 선호도를 높이는 등의 수준으로는 광고의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시대

가 되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은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향

해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광고의 흐름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이명훈, 2000).

3. 광고와 매출의 상관관계

관념적으로 광고비와 매출액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존재할 것으로 인

식되지만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하 수많은 연구에 대해 종종 방법론적인

측면과 결론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배스(Bass,1969)는 광고와 매출 간

의 관계에 대하여 “마케팅에서 광고의 매출 효과를 측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

고 복잡하며 논란이 많은 문제가 없는 반면, 그것만큼 더 절실한 문제도 없

다.”라고 말하며 그러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한다.

첫째, 매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분리한 뒤, 광고만의 효과 측정하

기보다 더 어렵고, 둘째, 단순한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광고량이 아닌 광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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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체 선정 등 광고의 질적인 요소를 반영한 광고량 결정의 어려움이다. 셋

째, 광고와 매출 간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영향관계의 규명이 어렵다

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상의 문제가 광고와 매출 간의 정확한 관계를 규명하

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선경 되어야 하지만, 과연 기업들은 광고를 통해서 매

출의 증대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를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그 영향력의 정도 차

이는 있지만, 광고가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짓고 있다.

1987년 ARF/ABP(advertising research foundation/ association of business

publication) 연구에서는 실험법을 이용하여 광고의 매출 효과를 밝히고 있다.

1년간 광고 이외의 다른 판매 촉진을 제한한 상태로 매달 매출 실적을 집계하

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 결과에 나타난 광고 효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광고량이 늘어날수록 매출도 증가한다. 둘째, 광고량이 늘어날수록 이익도 증

가한다. 셋째, 광고량이 증가할수록 문의량도 증가한다. 넷째, 광고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은 광고 후 4~6개월 후이다. 다섯째, 광고효과는 1년 이상 지

속한다.

광고와 매출 간의 낮은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광고

와 매출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광고가 매출

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아니라 광고의 매출 효과가 어느 정도이며 또 얼마 동

안이나 그 효과가 지속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이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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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액진료비

누구에게나 언제든 고액의 진료비를 낳는 질병의 위험은 존재한다. 건강보

험의 급여 확충과 소득계층별 지불능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과중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가 파탄하는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된다. 따라서 사회계층상의 위

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상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진료비 기준설정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본인부

담 고액 진료비 지출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의료를 이용하는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의료비의 지출은 고액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소수의 환자가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991년도에

50만 원 이상의 고액수진건수가 0.5%인데 이들의 고액진료비에 대한 점유율은

25.3%를 차지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건당 50

만 원 이상의 고액진료 수진건수는 과거 10년 동안에 0.14%(1982)에서

0.44%(1991)로 증가하였고 총 진료비에 대한 비율도 9.59%(1982)에서

25.31%(1991)로 증가하였다. 고액진료비 환자는 과거 10년 동안에 진료건수 비

율로는 3.1배, 총 진료비 비율로는 2.6배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집중도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문옥륜(1993).

고액진료를 하는 소수의 환자가 적은 진료비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환자와

동일한 크기의 의료비를 사용하는 경향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비슷한 경향

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개 12%정도의 환자가

총 진료비의 50%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진료비 크기별 환

자 수 백분율에서 잘 타나나며 특히 대진료권 별로 살펴본 결과도 동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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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자군 별로 고액진료비 환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평균연령이

50세를 넘고 6개월 평균진료비가 300만원을 넘으며 6개월간에 평균 40일 이상

을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일이내의 단기 입원환자의 1일 평

균진료비는 814,126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평균진료비

는 2,432천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1일 평균진료비가 70,374원으로 가장

적은 장기 환자는 평균진료비가 3,820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총

진료비는 재원일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옥륜, 1993).

2010년 일산병원 입원 환자 22,848명을 대상으로 고액진료비 결정요인을 분

석한 결과를 보면, 고액 진료비 환자 군이 17.4%(3,967명)를 차지하였고 저액

진료비 환자군은 82.6%(18,881명)을 차지하였다. 이 두 군집의 일반적 특성으

로 성별 비율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 그룹별로는 고액 진료비 환자군(66.0%)이

저액 진료비 환자군 (31.7%)에 비해 60세 이상 비율이 2배 이상 많았다. 그리

고 발생 질환도 저액 진료비 환자군보다 고액 진료비 환자 군이 암은 2.5배,

순환기계 질환은 2배, 근골격계 질환은 3.6배 이상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총 진료비 대비 진료비 항목 비율은 고액 진료비 환자군의 경우 저액 진

료비 환자 군에 비해 주사료(16.1%)와 처치 및 수술(33.1%) 비율로 높게 나타

났다(윤필경, 2011).

‘2008년 국민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자료 중 2008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까지의 퇴원환자 자료 56,442건에 대하여 본인 부담 고액 진료

비 지출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소득수준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대

해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률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는 남자가 조금 더 많이 지출되고 있지

만 소득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지출 비중을 비교한 본인부담률의 영향력, 상

대금액 기준 고액진료비, 절대 금액 기준 고액진료비 분석 결과는 여성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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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성별의 차이보다 소득의 차이로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

건강의 위험이 높아지는 50~70대의 의료이용률 및 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률

의 영향력 또한 높은 순위에 위치하였다(김경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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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특성 

성별, 나이, 

거주지, 

발병기간, 

치료내용

내원경로 

온라인

오프라인

구전

인근지역

진료비 지출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진료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내원경로별 진료비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가지 파트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내원경로별 환자의 특성을 통해 어떤 환자들이 내원을 하

는지를 보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환자에 특성과 내원경로별 진료비 분석을

통해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그림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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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H한의원의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내원한 초진

환자 총 1,1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변수정의

변수정의는 <표 3>과 같이, 종속변수인 진료비는 패키지, 한약, 치료, 상담

으로 구성되어 있다. 패키지 금액은 100만 원 이상 한약, 치료 등을 한 환자들

이고, 한약은 30만 원 이상부터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불한 환자이고, 치

료는 오천 원부터 100만 원 이하를 지불하였다. 상담은 진료를 받지 않고, 한

방 검사 및 상담만 받고 간 환자로 5만 원부터 10만 원을 지불한 환자이다.

내원경로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온 환자를 온라인으로 분류했고, 오프라인은

신문기사, 책 광고, 방송을 통해 온 환자로 분류하였다. 구전은 소개나 소문을

통해 온 환자이고, 인근지역은 간판을 통해 온 환자를 대상이다.

발병일은 4분위수로 나누어서 1분위는 1~30일이고, 2분위는 31~300일, 3분

위는 301~730일, 4분위는 731~15330일을 말한다.

질환은 한의원 특성상 귀와 눈 질환을 전문으로 하였고, 귀 질환은 이명, 난

청이고, 눈 질환은 녹내장, 비문증, 황반변성이었다. 소아시력은 0~19세까지 시

력개선을 위해 치료를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일반은 근골격계 질환

환자나 한약 등 일반질환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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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종속변수 진료비 100만 원 이상을 1로하고, 이하를 0으로 하였다.

독립변수

내원경로

1. 온라인(인터넷)

2. 오프라인(신문기사, 책, 광고, 방송)

3. 구전(소문, 소개)

4. 인근지역(간판)

성별 1. 남성 2.여성

나이
0~19세 이하, 20-29세, 30-39세, 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거주지

1. 서울

2. 경기

3. 지방(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및 해외)

직업

1. 화이트칼라(공무원, 회사원, 전문직, 서비스직)

2. 블루칼라(제조업, 농업, 건설업, 노동자)

3. 그 외(주부, 학생, 무직)

치료내용

1. 상담: 검사만 받고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2. 한약: 보약, 치료한약

3. 치료: 침 치료, 교정치료

4. 패키지: 치료, 한약을 100만 원 이상 한 환자

발병기간

1. 0-25%: 0-30일

2. 25-50%: 31-300일

3. 50-75%: 301-730일

4. 75-100%: 731-15330일

질환

1. 귀 질환(이명, 난청)

2. 눈 질환(녹내장, 비문증)

3. 소아시력(0~19세까지의 시력저하)

4. 일반(근골격계,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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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관련 변수에 대한 자료를 횡단면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 for Win(ver. 18.0)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가. 단변량 분석(교차분석 Chi-square test)

1) 내원경로별 일반적 특성과 질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

하여 카이제곱통계량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2) 진료비는 100만 원 이상과 100만 원 이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교차분

석을 실시하였다. 진료비를 100만 원으로 기준으로 한 이유는, 지불 방법 중에

패키지가 100만 원 이상 지출한 환자이기 때문이다.

진료비 연속적 척도에 따른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진료비에 로그값을

적용하여 각 일반적 특성별로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내원경로에 따른 진료비지출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면 각 항목이 얼마

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e, LSD, Bonferroni 세 가지 방법으로

사후검정을 실행하였다.

나. 다변량 분석(로지스틱 Logistic regression)

패키지 금액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00만 원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과 내원경로에 대한 진료비 분석을 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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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분석대상자에서 남성은 579명(51.01%)이고, 여성은 556명(48.99%)

이다. 거주지는 서울이 547명(48.67%)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는 19세 이하가

287명(25.65%)으로 많았다.

발병기간으로는 1~30일이 327명(30.03%)으로 많았고, 직업으로는 그 외(주

부, 무직, 학생)가 544명(48.01%)으로 많았다. 질환으로는 귀 질환이 488명

(42.96%)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는 100만 원 이하가 566명(50.6%)이고, 100만

원 이상은 558명(49.64%)이었다.

내원 경로로는 온라인으로 온 사람이 581명(51.37%)으로 많았고, 치료내용으

로는 패키지를 한 사람들이 559명(49.51%)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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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579 51.0

여 556 49.0

거주지분류

서울 547 48.7

경기 348 31.0

지방 229 20.4

나이

19세 이하 287 25.4

20~29세 175 15.5

30~39세 188 16.6

40~49세 176 15.6

50~59세 173 15.3

60~69세 80 7.1

70세 이상 53 4.7

발병기간

1~30일 327 30.0

31~300일 237 21.8

301~730일 283 26.0

731~1533일 242 22.2

직업

화이트칼라 504 44.5

블루칼라 85 7.5

그 외(주부, 무직 , 학생) 544 48.0

질환

귀 질환 488 43.0

눈 질환 139 12.2

소아시력 질환 244 21.5

일반질환 265 23.3

진료비분류
100만 원 이하 566 50.4

100만 원 이상 558 49.6

내원경로

온라인 581 51.4

오프라인 131 11.6

구전 241 21.3

인근지역 178 15.7

치료내용

상담 209 18.5

치료 255 22.6

한약 106 9.4

패키지 559 49.5

전체 1136 100.0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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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변량 분석

가.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내원경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원경로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내원 경로에서 남성은 온라인을 통해 온 사람이 321

명(55.63%)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 또한 온라인으로 온 사람이 260명(47.10%)

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나이에서 19세 이하는 온라인이 202명(71.13%)으로 가장 많았고, 20~29세는

인근 지역으로 95명(54.29%)으로 많았다. 30~39세는 온라인으로 91명(48.92%),

40~49세 또한 온라인으로 95명(58.38%)이었다. 50~59세는 온라인에서 101명

(58.38%)으로 가장 많이 왔으며, 60~69세는 구전으로 31명(38.75%) 많았다. 70

세 이상은 오프라인으로 22명(41.51%)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직업으로는 화이트칼라가 온라인을 통해 208명(41.43%)으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는 인근 지역에서 144명(28.69%)이었다. 블루칼라는 온라인으로 49명

(57.65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구전으로 16명(18.82%)이었다. 그 외(주

부, 무직, 학생)는 온라인으로 324명(59.6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구전

이 128명(23.57%)으로 많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거주지에서 서울은 온라인을 통해 252명(46.3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는 인근지역이 123명(22.61%)이었다. 경기지역은 온라인을 통해 194명(55.91%)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구전이 83명(23.92%)이었다. 지방은 온라인이

134명(58.77%)으로 가장 많이 내원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구전이 49명(21.49%)

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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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구분
내원경로

전체
p-value

온라인 오프라인 구전 인근지역 X2

성별
남 321(55.6) 75(13.0) 112(19.4) 69(12.0) 577(100.0)

0.000***

18.546
여 260(47.1) 56(10.1) 127(23.0) 109(19.8) 552(100.0)

전체 581(51.5) 131(11.6) 239(21.2) 178(15.8) 1129(100.0)

나이

19세 이하 202(71.1) 32(11.3) 49(17.3) 1(0.4) 284(100.0)

0.000***

446.005

20~29세 53(30.3) 8(4.6) 19(10.9) 95(54.3) 175(100.0)

30~39세 91(48.9) 4(2.2) 31(16.7) 60(32.3) 186(100.0)

40~49세 95(54.0) 20(11.4) 49(27.8) 12(6.8) 176(100.0)

50~59세 101(58.4) 21(12.1) 44(25.4) 7(4.1) 173(100.0)

60~69세 23(28.8) 24(30.0) 31(38.8) 2(2.5) 80(100.0)

70세 이상 16(30.2) 22(41.5) 14(26.4) 1(1.9) 53(100.0)

전체 581(51.6) 131(11.6) 237(21.0) 178(15.8) 1127(100.0)

직업

화이트칼라 208(41.4) 54(10.8) 96(19.1) 144(28.7) 502(100.0)

0.000***

117.981

블루칼라 49(57.7) 13(15.3) 16(18.8) 7(8.2) 85(100.0)

그 외
(주부,무직,학생)

324(59.7) 64(11.8) 128(23.6) 27(5.0) 543(100.0)

전체 581(51.4) 131(11.6) 240(21.2) 178(15.8) 1130(100.0)

거주지

분류

서울 252(46.3) 62(11.4) 107(19.7) 123(22.6) 544(100.0)

0.000***

51.654

경기 194(55.9) 36(10.4) 83(23.9) 34(9.8) 347(100.0)

지방 134(58.8) 33(14.5) 49(21.5) 12(5.3) 228(100.0)

전체 580(51.8) 131(11.7) 239(21.4) 169(15.1) 1119(100.0)

*<.05,**<.01,***<.001

표 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내원경로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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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환 특성에 따른 내원경로

질환 특성에 따른 내원경로별 연광선 분석에서 질환을 살펴보면 귀 질환이

온라인으로 304명(62.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구전이 108명(22.18%)

이었다. 눈 질환에서는 온라인이 86명(61.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오프라인이 29명(20.865)이었다. 소아시력 질환으로는 온라인이 183명(75.93%)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프라인이 30명(12.45%)이었다. 일반질환은 인근

지역이 173명(65.5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구전이 82명(31.06%)이었

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치료내용으로는 상담만 받고 간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 304명(62.42%)으로 많

았으며, 치료만 받고 간 사람은 인근 지역을 통해 173명(67.84%)이었다. 한약만

한 사람은 구전으로 48명(45.28%)이었고, 패키지는 온라인이 363명(64.94%)이었

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발병기간으로는 4분위로 나누어서 봤을 때, 1분위(1~30일)는 인근지역이 143

명(4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2분위(31~300일)는 온라인으로 145명(61.18%)이

었다. 3분위(301~730일)는 온라인으로 182명(64.31%)이 내원했으며, 4분위

(731~1533일)도 온라인이 122명(50.41%)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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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구분
내원경로

전체
p-value

온라인 오프라인 구전 인근지역 X
2

질환

귀 질환 304(62.4) 71(14.6) 108(22.2) 4(0.8) 487(100.0)

0.000***

772.475

눈 질환 86(61.9) 29(20.9) 23(16.6) 1(0.7) 139(100.0)

소아시력

질환
183(75.9) 30(12.5) 28(11.6) 0(0.0) 241(100.0)

일반질환 8(3.0) 1(0.4) 82(31.1) 173(65.5) 264(100.0)

전체 581(51.4) 131(11.6) 241(21.3) 178(15.7) 1131(100.0)

치료

내용

상담 133(63.9) 42(20.2) 32(15.4) 1(0.5) 208(100.0)

0.000***

727.571

치료 43(16.9) 11(4.3) 28(11.0) 173(67.8) 255(100.0)

한약 40(37.7) 15(14.2) 48(45.3) 3(2.8) 106(100.0)

패키지 363(64.9) 63(11.3) 132(23.6) 1(0.2) 559(100.0)

전체 579(51.3) 131(11.6) 240(21.3) 178(15.8) 1128(100.0)

발병

기간

1~30일 124(37.9) 12(3.7) 48(14.7) 143(43.7) 327(100.0)

0.000***

306.556

31~300일 145(61.2) 26(11.0) 39(16.5) 27(11.4) 237(100.0)

301~730일 182(64.3) 41(14.5) 55(19.4) 5(1.8) 283(100.0)

731~1533일 122(50.4) 51(21.1) 68(28.1) 1(0.4) 242(100.0)

전체 573(52.6) 130(11.9) 210(19.3) 176(16.2) 1089(100.0)

*<.05,**<.01,***<.001

표 6. 질환 특성에 따른 내원경로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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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료비

1) 진료비, 진료비 로그값의 통계량

연구대상자의 1,124명 중에 진료비의 평균값은 1,123,583원이었다. 진료비의

최소값은 5,000원이고, 최대값은 4,900,000원로 분석되었다.

백분위수에서 25%는 100,000원, 50%는 700,000원, 75%는 2,160,000원이었다.

표 7. 진료비와 진료비 로그값의 통계량

진료비(원) 진료비(로그)

N 유효

결측

1,124

19

1,124

19

범위 4,895,000 2.99

최소값 5,000 3.70

최대값 4,900,000 6.69

평균 1,123,583 5.54

표준편차 1,139,401 0.87

백분위수 25

50

75

100,000

700,000

2,160,000

5.00

5.85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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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료비 평균

 진료비 평균을 분석한 결과 평균 진료비는 1,123,583원(5.54)이었고, 성별에

서 남자는 1,132,216원(5.58)이고, 여자는 1,117,704원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거주지 분석에서는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곳은 경기지역으로 1,263,003원

(5.68)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지방이 1,261,491원(5.74), 서울은 999,533원(5.40) 순

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나이에서는 50~59세로 1,405,205원(5.83)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으며, 다음으

로는 60~69세 1,378,313원(5.81), 40~49세 1,309,449원(5.75), 19세 이하 1,253,548

원(5.75), 30~39세 1,004,778원(5.30), 70세 이상 967,396원(5.65), 20~29세

515,491원(4.79) 순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발병기간으로는 발병기간이 가장 긴 4분위(731~1533일)가 1,386,846원(5.87)

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고, 다음으로 3분위(301~730일) 1,338,078원(5.79), 2분위

(31~300일) 1,275,540원(5.69), 1분위(1~30일) 701,330원(4.98) 순이었다.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

직업은 그 외(주부, 무직, 학생)가 1,263,655원(5.73)으로 가장 많이 지출을 했

으며, 다음으로 화이트칼라가 998,896원(5.34)이고, 블루칼라는 968,824원(5.54)

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질환은 눈 질환이 1,505,400원(5.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귀 질환

1,416,400원(5.88), 소아시력 질환 1,322,326원(5.77), 일반질환 186,684원(4.49) 순

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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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료비 평균 분석

변수명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원)
p-value

t(F)

성별
남 575 5.58 0.82 1,132,216 0.102

1.635여 547 5.50 0.91 1,117,704

거주지

분류

서울 542 5.40 0.92 999,533
0.000***

18.965
경기 345 5.68 0.80 1,263,003

지방 226 5.74 0.71 1,261,491

나이

19세이하 283 5.75 0.70 1,253,548

0.000***

39.995

20~29세 173 4.79 0.94 515,491

30~39세 185 5.30 0.98 1,004,778

40~49세 176 5.75 0.73 1,309,449

50~59세 171 5.83 0.68 1,405,205

60~69세 80 5.81 0.69 1,378,313

70세이상 53 5.65 0.61 967,396

발병

기간

1~30일 324 4.98 0.99 701,330

0.000***

77.820

31~300일 237 5.69 0.80 1,275,540

301~730일 283 5.79 0.70 1,338,078

731~1533일 240 5.87 0.59 1,386,846

직업

화이트칼라 500 5.34 0.97 998,896

0.000***

27.433
블루칼라 85 5.54 0.75 968,824

그 외
(주부, 무직, 학생)

539 5.73 0.74 1,263,655

질환

귀 질환 487 5.88 0.59 1,416,400

0.000***

289.323

눈 질환 139 5.90 0.61 1,505,400

소아시력 질환 240 5.77 0.72 1,322,326

일반질환 258 4.49 0.73 186,684

전체 1124 5.54 0.87 1,123,583

*<.05,**<.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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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료비 분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료비 분류 분석결과 성별에서 남성은 100만 원 이상

이 288명(50.09%)으로 많았고, 여성은 100만 원 이하가 277명(50.64%)으로 100

만 원 이상보다 많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거주지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은 100만 원 이하가 299명(55.17%)으로 많았고,

경기도는 100만 원 이상이 191명(55.36%)으로 많았다. 지방은 100만 원 이상이

124명(54.87%)으로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발병 기간별로 4분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분위(1~30일)는 100만 원 이상

이 224명(69.14%)으로 많았고, 2분위(31~300일)는 100만 원 이하가 134명

(56.54%)으로 많았다. 3분위(301~730일)는 100만 원 이상이 179명(63.25%)으로

많았으며, 4분위(731~1,533일)는 100만 원 이상이 139명(57.92%)으로 많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화이트칼라는 100만 원 이하가 287명(57.40%)으로 많

았고, 블루칼라는 100만 원 이하가 50명(58.82%)으로 많았다. 그 외(주부, 무직,

학생)는 100만 원 이상이 310명(57.51%)으로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

나이별로 분석한 결과 19세 이하는 100만 원 이상이 171명(60.42%)으로 많

았고, 20~29세는 100만 원 이하가 132명(76.30%)으로 많았다. 30~39세는 100만

원 이하가 111명(60.00%)으로 많았고, 40~49세는 100만 원 이상이 102명

(57.95%)으로 많았다. 50~59세는 100만 원 이상이 100명(58.48%)으로 많았고,

60~69세는 100만 원 이상이 48명(60.00%)으로 많았다. 70세 이상은 100만 원

이하가 31명(58.49%)으로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질환별로 분석한 결과 귀 질환은 100만 원 이상이 297명(60.99%)으로 많았

고, 눈 질환은 100만 원 이상이 90명(64.75%)으로 많았다. 소아시력 질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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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상이 153명(63.75%)으로 많았고, 일반질환은 100만 원 이하가 240

명(93.02%)으로 많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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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료비 분류 단위: 명(%)

변 수 명 구분
진료비 분류

전체
p-value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 X
2

성별

남 287(49.9) 288(50.1) 575(100.0)

0.808

.0590
여 277(50.6) 270(49.4) 547(100.0)

전체 564(50.3) 558(49.7) 1122(100.0)

거주지

분류

서울 299(55.2) 243(44.8) 542(100.0)

0.003**

11.888

경기 154(44.6) 191(55.4) 345(100.0)

지방 102(45.1) 124(54.9) 226(100.0)

전체 555(50.0) 558(50.1) 1113(100.0)

나이

19세이하 112(39.6) 171(60.4) 283(100.0)

0.000***

81.648

20~29세 132(76.3) 41(23.7) 173(100.0)

30~39세 111(60.0) 74(40.0) 185(100.0)

40~49세 74(42.1) 102(58.0) 176(100.0)

50~59세 71(41.5) 100(58.5) 171(100.0)

60~69세 32(40.0) 48(60.0) 80(100.0)

70세이상 31(58.5) 22(41.5) 53(100.0)

전체 563(50.2) 558(49.8) 11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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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구분
진료비 분류

전체
p-value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 X
2

(계속)

발병

기간

1~30일 224(69.1) 100(30.9) 324(100.0)

0.000***

77.062

31~300일 103(43.5) 134(56.5) 237(100.0)

301~730일 104(36.8) 179(63.3) 283(100.0)

731~1533일 101(42.1) 139(57.9) 240(100.0)

전체 532(49.1) 552(50.9) 1084(100.0)

직업

화이트칼라 287(57.4) 213(42.6) 500(100.0)

0.000***

25.716

블루칼라 50(58.8) 35(41.2) 85(100.0)

그 외

(주부,무직,학생)
229(42.5) 310(57.5) 539(100.0)

전체 566(50.4) 558(49.6) 1124(100.0)

질환

귀 질환 190(39.0) 297(61.0) 487(100.0)

0.000***

244.731

눈 질환 49(35.3) 90(64.8) 139(100.0)

소아시력

질환
87(36.3) 153(63.8) 240(100.0)

일반질환 240(93.0) 18(7.0) 258(100.0)

전체 566(50.4) 558(49.6) 1124(100.0)

*<.05,**<.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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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원경로에 따른 진료비

1) 내원경로별 진료비 평균

  내원경로별 진료비 기술통계 분석결과 가장 많은 진료비를 지출한 경로는

온라인으로 1,404,908원(5.85)이었고, 다음은 구전 1,269,478원(5.77), 오프라인

1,089,534원(5.67), 인근지역 40,112원(4.13) 순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표 10. 내원경로에 따른 진료비(로그값) 평균의 연관성 분석

변수명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원)

p-value

t(F)

내원경로

온라인 579 5.85 0.64 1,404,908

0.000***

371.164

오프라인 131 5.67 0.66 1,089,534

구전 236 5.77 0.69 1,269,478

인근지역 178 4.13 0.32 40,112

진료비 1124 5.54 0.87 1,123,583

*<.05,**<.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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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구분
진료비 분류

전체
p-value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 X
2

내원경로

온라인 215(37.1) 364(62.9) 579(100.0)

0.000***

215.559

오프라인 69(52.7) 62(47.3) 131(100.0)

구전 105(44.5) 131(55.5) 236(100.0)

인근지역 177(99.4) 1(0.6) 178(100.0)

전체 566(50.4) 558(49.6) 1124(100.0)

*<.05,**<.01,***<.001

2) 내원 경로에 따른 진료비 분류

내원 경로별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인 경우 100만 원 이상이 364명(62.87%)으

로 많았으며, 오프라인인 경우 100만 원 이하가 69명(52.67%)으로 많았다. 구

전인 경우 100만 원 이상이 131명(55.51%)으로 많았으며, 인근 지역은 100만

원 이하가 177명(99.44%)으로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11. 내원경로에 따른 진료비 분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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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원경로에 따른 진료비 평균차이의 사후 다중비교

내원 경로에 따른 진료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면 각 항목이 얼마의 차이

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하였다. Scheffe, LED, Bonferroni 세 가

지 사후검정 방법을 시행하였고, 결과 다음과 같다.

온라인 광고와 오프라인 광고를 통한 진료비 지출의 차이는 0.18382로 온라

인이 광고를 통해 내원한 환자의 진료비가 오프라인을 통해 내원한 환자의 진

료비 지출보다 0.183852 만큼 크고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 온라인이 인

근지역 보다는 1.71586 만큼 지출을 더 많이 했으며, 오프라인보다 인근 지역

이 1.53205 만큼 더 지출했다. 구전은 인근 지역보다 1.63987 더 많이 지출을

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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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내원경로에 따른 진료비 평균차이의 사후 다중비교

(I) (J) 95% 신뢰구간

내원경로 내원경로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하한값 상한값

Scheffe

온라인 오프라인 .18382* 0.05939 0.023 0.0175 0.3501

구전 0.07599 0.04812 0.477 -0.0587 0.2107

인근지역 1.71586* 0.05247 0.000 1.569 1.8628

오프라인 온라인 -.18382* 0.05939 0.023 -0.3501 -0.0175

구전 -0.1078 0.06728 0.463 -0.2962 0.0806

인근지역 1.53205* 0.07046 0.000 1.3348 1.7293

구전 온라인 -0.076 0.04812 0.477 -0.2107 0.0587

오프라인 0.10782 0.06728 0.463 -0.0806 0.2962

인근지역 1.63987* 0.06126 0.000 1.4683 1.8114

인근지역 온라인 -1.71586* 0.05247 0.000 -1.8628 -1.569

오프라인 -1.53205* 0.07046 0.000 -1.7293 -1.3348

구전 -1.63987* 0.06126 0.000 -1.8114 -1.4683

LSD

온라인 오프라인 .18382* 0.05939 0.002 0.0673 0.3003

구전 0.07599 0.04812 0.115 -0.0184 0.1704

인근지역 1.71586* 0.05247 0.000 1.6129 1.8188

오프라인 온라인 -.18382* 0.05939 0.002 -0.3003 -0.0673

구전 -0.1078 0.06728 0.109 -0.2398 0.0242

인근지역 1.53205* 0.07046 0.000 1.3938 1.6703

구전 온라인 -0.076 0.04812 0.115 -0.1704 0.0184

오프라인 0.10782 0.06728 0.109 -0.0242 0.2398

인근지역 1.63987* 0.06126 0.000 1.5197 1.7601

인근지역 온라인 -1.71586* 0.05247 0.000 -1.8188 -1.6129

오프라인 -1.53205* 0.07046 0.000 -1.6703 -1.3938

구전 -1.63987* 0.06126 0.000 -1.7601 -1.5197

Bonferroni

온라인 오프라인 .18382* 0.05939 0.012 0.0269 0.3408

구전 0.07599 0.04812 0.687 -0.0512 0.2032

인근지역 1.71586* 0.05247 0.000 1.5772 1.8545

오프라인 온라인 -.18382* 0.05939 0.012 -0.3408 -0.0269

구전 -0.1078 0.06728 0.656 -0.2856 0.07

인근지역 1.53205* 0.07046 0.000 1.3458 1.7183

구전 온라인 -0.076 0.04812 0.687 -0.2032 0.0512

오프라인 0.10782 0.06728 0.656 -0.07 0.2856

인근지역 1.63987* 0.06126 0.000 1.478 1.8018

인근지역 온라인 -1.71586* 0.05247 0.000 -1.8545 -1.5772

오프라인 -1.53205* 0.07046 0.000 -1.7183 -1.3458

구전 -1.63987* 0.06126 0.000 -1.8018 -1.478

* 평균차는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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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변량 분석

가.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분석(질환통합)

100만 원 이상과 100만 원 이하로 나누어서 일반적 특성과 내원경로에 대한

진료비 분석을 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나이, 성별, 질환, 직업, 내원경로, 지역이 조사되었다.

질환으로는 귀 질환이 일반질환보다 100만원을 이상 지출할 확률이 11.194

배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내원경로에서는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100만 원 이상 지출할 확률이 1.724

배 높았고, 구전은 온라인보다 1.638배 높았다. 인근지역에서는 온라인이 100만

원 이상 지출할 확률이 24.48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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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진료비에영향을미치는관련요인분석

변수명 구분
odds

ratio
유의확률

95%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나이 0.998　 0.534　 0.986　 　1.007

성별
남자 1.000

여자 1.299 0.073 1.975 1.729

질환

귀 질환 1.000 　 　 　

눈 질환 1.234 0.309 0.822 1.850

소아시력 질환 0.892 0.694 0.506 1.574　

일반질환 0.087 0.000 0.046 0.166

직업

그 외(주부, 무직, 학생) 1.000

화이트칼라 1.008 0.966 0.708　 1.435　

블루칼라 0.592 0.058 0.344 1.018

내원경로

온라인 1.000 　 　 　

오프라인 0.580 0.007 0.389 0.863

구전 1.638 0.013 1.108 2.423

인근지역 0.029 0.001 0.004 0.225

지역

서울 1.000

경기 1.217 0.221 0.889 1.668　

지방 1.044 0.807 0.738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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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분석(질환별)

1) 질환별 내원경로 진료비 평균

질환별 내원경로 진료비 평균분석 결과 구전으로 온 귀 질환이 1,698,740원

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고, 다음은 구전으로 온 눈 질환이 1,601,739원, 온라인

으로 온 눈 질환 1,579,000원, 온라인으로 온 귀 질환 1,406,286원, 온라인으로

온 소아시력 질환 1,365,131원, 구전으로 온 소아시력 1,279,642원, 오프라인으

로 온 눈 질환 1,134,137원, 오프라인으로 온 귀 질환 1,098,577원, 오프라인으

로 온 소아시력 1,061,000원, 구전으로 온 일반질환 564,818원, 온라인으로 온

일반질환 240,428원, 오프라인으로 온 일반질환 10,000원 순이었다.

표14. 질환별 내원경로 진료비 평균 단위: 명/원

온라인 오프라인 구전 인근지역

귀
304 71 108 4

1,406,286 1,098,577 1,698,740 203,250

눈
86 29 23 1

1,579,000 1,134,137 1,601,739 3,700,000

소아시력
182 30 28 -

1,365,131 1,061,000 1,278,642 -

일반질환
7 1 77 173

240,428 10,000 564,818 1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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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환별 로지스틱 분석

질환을 나누어서 로지스틱을 한 결과, 귀 질환<표 15>에서는 구전이 온라인보다

100만 원 이상 지출할 확률이 1.698배 높게 나왔고, 눈 질환<표 16>에서는 온라인

이 오프라인보다 3.135배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소아시력 질환 <표 17>에서는 서울이 경기도 보다 3.047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15. 귀질환환자의진료비에영향을미치는관련요인분석

변수명 구분
odds
ratio

유의확률
95%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나이 0.991　 0.200 0.978　 　1.005

성별
남자 1.000

여자 1.218 0.341 0.811 1.829

직업

그 외(주부, 무직, 학생) 1.000

화이트칼라 1.035 0.875 0.670　 1.601　

블루칼라 0.672 0.219 0.357 1.266

내원경로

오라인 1.000 　 　 　

오프라인 0.751 0.310 0.431 1.306

구전 1.638 0.013 1.108 2.423

인근지역 - - - -

지역

서울 1.000

경기 0.838 0.430 0.540 1.300　

지방 0.939 0.792 0.589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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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눈질환환자의진료비분석

변수명 구분
odds
ratio

유의확률
95%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나이 1.004 0.713 0.982　 1.028

성별
남자 1.000

여자 1.226 0.317 0.667 3.489

직업

그 외(주부, 무직, 학생) 1.000

화이트칼라 1.326 0.532 0.547 3.218

블루칼라 0.688 0.592 0.175 2.702

내원경로

온라인 1.000 　 　 　

오프라인 0.319 0.012 0.130 0.781

구전 1.999 0.257 0.604 6.617

인근지역 - - - -

지역

서울 1.000

경기 0.837 0.430 0.688 4.907

지방 0.821 0.792 0.331 2.035

표 17. 소아시력질환환자의진료비영향을미치는관련요인분석

변수명 구분 odds
ratio

유의확률 95%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나이 1.024 0.727 0.895 1.172

성별
남자 1.000

여자 1.374 0.248 0.802 2.356

직업

그 외(주부, 무직, 학생) 1.000

화이트칼라 0.552 0.682 0.032 9.462

블루칼라 - - - -

내원경로

온라인 1.000 　 　 　

오프라인 0.529 0.120 0.237 1.180

구전 1.157 0.746 0.479 2.795

인근지역 - - - -

지역

서울 1.000

경기 2.047 0.019 1.123 3.732

지방 1.140 0.723 0.55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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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가. 의료광고 매체

본 연구는 의료광고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고자 진료비 분석

을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보기 위해 설문지를 통해 매

체선택이나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김윤정(2002)의 연구는 서울 소재 클리닉 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지 41부와 7

개의 클리닉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103부를 분석 자료를 통해 원장을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홍보방법 및 홍보에 활용하는 매체 등을 알아보았

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병원과 관련해 접촉한 매체 혹은

선호하는 매체 및 매체별 영향력 등을 알아보았다.

유재홍(2003)은 인터넷 광고의 효과분석을 하고자, 인터넷 광고를 접했을 가

능성이 높은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으로 선정하여 140만 부의 설문조사를

하였다. 인터넷 광고가 광고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

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터넷 광고 효과의 효율적인 방

향제시를 하고자 하였다.

이선희(2003)는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기관 선택 시 활용하는 정보원과 정보

원 활용 정도와 이들 정보원이 실제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20세 이상 일반 국민 1,507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유승엽(2004)의 의료광고 매체별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의료광고 규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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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법에 근거하여 의료광고의 매체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의

료광고 규제내용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수현(2004)의 의료광고가 의료기관 선택에 관한 연구에서는 의료광고를

통해서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와 의료소비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의 의

료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으로는 전북지

역에서 거주하는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벌었으며, 종합병원 방문자와 공공기

관 방문자, 공공장소에서의 의료소비자 274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하

여 설문을 시행하여 274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김은희(2009)에서는 병원규모와 메시지 적합 여부 및 광고배경에 따라 의료

광고 태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실험연구를 하였다. 천안과 서울에 거주

한 성인을 선정하여 365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앞서 말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병원선택을 하는데 병원광고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문지를 통해 홍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가 아닌 1년 동안 환자 차트를 통해 매체별 진료비 분석을 하였다는 점

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나. 진료비 분석

문옥륜(1993)은 의료보험 고액진료비 환자의 특성연구에서는 6개월간 의료

보험 연합회에 진료비를 청구한 지역의료보험의 입원 진료비 청구명세서

152,756건을 분석하였다. 고액진료비 환자의 분포와 고액진료비 환자의 환자군

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액진료비 환자의 다빈도 상병별 특성을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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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영(2010)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에서는 개인별, 요양기관별

특성 중 진료비 증가 요인과 관련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활용하여 진료비 증가 추이와 요인분석을 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총 2,354,147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윤필경(2011)은 고액진료비 결정요인 분석연구는 고액 진료 환자의 의료이

용 특성을 파악하고 고액 진료비 발생 요인을 찾아 앞으로 정부의 보장성 확

대의 우선순위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일산병원 입원환자 1년 동

안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22,8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김경아(2011)는 건강보험환자의 고액 본인부담 진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에

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한 ‘200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

료 중 2008년 12월 요양기관을 퇴원한 환자의 진료비 자료 56,442건을 이용하

였다. 본인부담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의료 이용률 및 변이계

수를 이용한 환자들의 특성을 살펴보았고, 환자들의 특성이 본인부담금과 본

인부담률에 미치는 영향력과 고액 진료비에 대해 절대 금액과 상대비율 두 가

지 기준을 선정하여 인구학적, 사회학적, 병원특성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장선정(2012)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진료비

분석을 하고자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주상병

으로 진단된 2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 나이, 발병 동기, 임상 증상, 병

력기간, 입원 당시 상태, 입원기간, 치료성적에 따른 분포를 분석하였고 또한

총 진료비를 구성하는 항목별 진료비를 구분하여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진료비 분석은 고액진료비 환자의 특성을 연구하여 적정

수준의 의료비 지출을 유도하고자 정책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내원경로별 진료비에 미치는 요인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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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가. 의료광고 매체

본 연구에서 의료광고의 매체별 진료비 지출 순서는 온라인, 구전, 오프라

인, 인근 지역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김윤정(2002)에서는 서울 소재 클리닉 원장 41부와 환자 대상 103부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첫째 클리닉에서 행하고 있는 매체별 홍

보활동은 잡지, 인터넷, 신문, 지하철, TV, 팸플릿, 라디오, 버스 순으로 홍보활

동이 활발했다. 하지만 환자들이 실제로 많이 접촉하는 홍보매체는 인터넷, 잡

지, TV, 신문, 지하철, 팸플릿, 라디오, 버스 순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클리닉 원장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홍보매체는 TV, 신문, 잡지 순으로

조사됐으나, 환자들이 선호하는 매체로는 인터넷, 잡지, TV, 신문, 지하철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매체의 영향력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TV, 잡지, 버스, 지하철, 신문, 인터넷, 팸플릿, 라디오 순으로 영

향력이 나타나 선호하는 매체와 영향 받는 매체 사이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김진률(2004)에서는 포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병원관

계자 18부, 환자대상 104부를 분석 자료로 하였다. 분석결과, 각 병원의 홍보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홍보매체를 보면 TV, 라디오, 인터넷 순으로

홍보활동이 활발했다. 하지만 환자들이 실제로 많이 접촉하는 홍보매체로는

팸플릿, 버스, TV, 인터넷, 신문, 잡지, 라디오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수현(2004), 의료광고와 의료기관 선택에 관한 연구에서 종합병원 방문자

와 공공기관, 공공장소에서 의료소비자 2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의료소비자들은 TV 속에서 질병에 대한 증상이나 치료 장면 등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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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해 의료광고라고 인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슷하게 나

타났으며, 언론매체나 방송매체 혹은 의료기관서 발행하는 홍보자료 중 의료

기관 선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TV에서의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료기관의 홍보 책자, 인터넷 홈페이

지 순으로 나타났다.

변성진(2009), 의료광고가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소재병원을 대상으로 1,156부의 설문지 결과 의료광고 매체에 대한

인지도는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인터넷 매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 과에서 인터넷 매체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매체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의료광고의 영향력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서 보자면, 김윤정

(2002), 김진률(2004), 최수연(2004), 변성진(2009) 모두 오프라인이 더 큰 영향

력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이 많이 접촉하는 매체는 김윤정(2002),

김진률(2004)에서 온라인으로 결과가 나왔다. 변성진(2009)은 연령이 낮을수록,

또한 200병상 미만, 소아청소년 과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으로 온 환자가 제일 많은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

아, 스마트폰의 활성화와 인터넷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에서 서핑을

통해 다채널에서 확신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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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료비 분석

본 연구의 진료비 분석 결과,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진료비를 지출하였

다. 이는 문옥륜(1993) 고액진료비 환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고액의 진료비를

지출할 확률이 높다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김경아(2011)에서는 고액 본인 부

담진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본인 부담 진료비가 남자가 조금 더 많이 지출되고 있다

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장선정(2012)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

은 진료비를 지출하였다.

나이에서는 1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69세에서 100만 원 이상 지출

할 확률이 100만 원 이하 지출할 확률보다 높았다. 문옥륜(1993)에서는 전체

입원환자가 20세에서 39세 사이에 45% 이상이 집중되어 있지만 고액진료비

환자들은 50세 이상이 62%나 차지하였다. 장선정(2012)의 연구에서는 40대, 30

대, 50대, 20대, 60대, 70대, 10대 순이었다. 김경아(2011)에서는 본인부담금액

에 대해서 40대가 80세 이상인 고령층에서 본인부담금액의 지출이 높았으나

본인부담률에 대한 영향력 분석 결과는 고령층이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

었다.

지역으로는 서울에서는 100만 원 이하 지출 확률이 높았으나, 경기와 지방

에서는 100만 원 이상 지출할 확률이 높았다. 김경아(2011)에서는 도시유형에

따른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영향력 순위에도 농어촌지역 거주자들보

다 중소도시 거주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나,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농어촌지역 거주자들이 지출하는 본인부담금의 소득 대비 부

담은 중소도시 거주자들보다 크게 적용하였다.

질환에서는 전문 질환인 귀 질환, 눈 질환, 소아시력 질환에서는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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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출확률이 높았으나, 일반질환에서는 100만 원 이하로 지출할 확률이

높았다. 윤필경(2011)에서는 고액 진료비 환자군에서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신생물(암), 순환기계의 질환 순이었다.

발병기간을 4분위로 나누어서 봤을 때 1분위(1~30일)은 100만 원 이하로 지

출한 사람이 많았고, 2~4분위는 100만 원 이상 지출을 많이 하였다. 장선정

(2012)에서는 최급성기,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로 나누어서 봤을 때 진료비

를 많이 지출하는 순서는 아급성기, 급성기, 만성기, 최급성기 순서였다.

내원 경로별 지출을 보면 온라인과 구전이 100만 원 이상 지출할 확률이 높

았고, 오프라인과 인근 지역에서는 100만 원 이하로 지출을 많이 하였다. 이는

온라인과 구전의 신뢰도가 높고, 인근 지역은 일반질환으로 내원을 많이 하기

때문이었고, 오프라인은 예전보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결국 오프라인에서 노출이 온라인의 검색으로 이어지게 하고 서핑을 통해

확신이 결국 내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사이클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맞물리는

관계 속에서 병원홍보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연구의 제한점

병원의 홍보활동은 병원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소극적이었으

나,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람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병원

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홍보 전략을 위해 의료광고에 따른 매체별 진료

비 분석을 통해 병원광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 56 -

첫째, 조사대상자가 한의원 환자에게 국한했다는 것이다. 양방보다는 한방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내원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의료기관으로 해석하기에 부

족함이 있다.

둘째, 질환이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일반 질환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명, 녹내장, 소아시력 개선 등 난치성에만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질환

과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내원 경로가 온라인을 통해서 온 비율이 51.4%이고, 오프라인을 통해

온 비율은 11.6%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누어서 홍보비를 보면,

온라인이 전체 홍보비에서 70.1% 지출했으며, 오프라인은 29.8%를 지출했다.

이는 온라인의 홍보비를 많이 들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올 확률이 높았을 것

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차후에는 오프라인과 동일한 홍보비를 지출한 데이터

를 가지고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상이 한의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난치성 질환의 특성 때문에

홍보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표

본을 설정하여 연구가 진행되면 더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57 -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내원 경로별 진료비 지출 분석을 통해 진료비의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원경로에 따른 일반

적 특성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남자가 많았고, 구전과 인근지역은 여자

가 많았다. 나이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19세 이하가 많았고, 구전은

40~19세, 인근지역에서는 20~29세가 많았다. 직업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구

전은 그 외(주부, 무직, 학생 외)가 많았고, 인근지역에서는 화이트칼라가 많았

다. 발병기간으로는 온라인은 3분위(301~730일)이고, 오프라인과 구전은 4분위

(731~1533일), 인근지역은 1분위(1~30일)로 많았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료비 분석결과에서는 서울보다 경기, 지방이

100만 원 이상 지출한 사람이 많았고, 나이는 19세 이하, 40대, 50대, 60대는

100만 원 이상 지출한 사람이 많았다. 직업으로는 그 외(주부, 무직, 학생)가

100만 원 이상 지출한 사람이 많았다. 내원경로는 온라인과 구전은 100만 원

이상 지출한 사람이 많았고, 오프라인과 인근지역은 100만 원 이하로 지출한

사람이 많았다.

셋째, 진료비 평균에서는 내원경로별은 온라인이 1,404,908원으로 제일 많았

고, 질환별로는 눈 질환이 1,505,4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질환별 내원경로에서

는 구전으로 온 귀 질환 환자가 1,698,740원으로 가장 진료비를 많이 지출했

다.

넷째, 진료비 로지스틱 분석결과에서 질환으로는 귀 질환이 일반질환보다

100만 원 이상 지출할 확률이 11.194배 높았다. 내원경로에서는 온라인이 오프

라인보다 1.724배 높았고, 구전은 온라인보다 1.683배 높았다. 인근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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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 24.483배 높았다.

연구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결과에서 내원경로별 진료비 분석에서는 온라인 진료비 지출이 가

장 많았지만, 100만 원 이상 지출할 확률은 구전이 높았다. 온라인 광고가 보

다 많은 환자들을 내원하게 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이나, 구전을 통해 내원한

환자가 상대적으로 고액의 진료비를 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불특

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광고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의 경험을 새로

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

다.

둘째, 상담만 받고 갈 확률이 온라인은 22.9%, 오프라인은 32.0%, 구전은

13.0%로 오프라인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일방적으로

보여 지는 광고로는 소비자를 병원으로 끌어오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 투명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구전과 온라인

에서 제공해야할 것이다.

셋째,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나, 오프라인과 맞물렸을 때 시너지 효

과를 낼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인지를 하고, 온라인 검색을 통해 확신을 얻

은 사람들이 내원하기 때문에 온라인은 오프라인과 균형을 갖춰서 가야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홍보 전략이 있어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미디어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훌륭한 홍보 전략을 세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병원의 시장 흐름을 주시하여, 환자에게 다가가는 홍보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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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Expense Analysis

by Referral Routes from Medical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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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ferral route and medical

expense in order to find more effective media for medical advertisement.

Patient charts of 1136 new inpatients at an oriental medicine clinic from

May 2011 to April 2012 were analyzed. For an analysis, SPSS for

Windows(ver. 18.0) was used to run Chi-square tests and Logistic

regressions.

Followings are the results. First, male patients were more likely to visit

through online media or off-line advertisement, while female patients were

more likely to visit via the word of mouth and from the neighboring area.

Patients who vistied through online and offline marketing were 19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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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or under, those who visited through the word of mouth were 40~19

years old, and those who were from the neighboring area were 20~29

years old. In terms of occupation, patients through online, offline, and word

of mouth marketing had higher percentage of housewife, unemployed,

students, etc. whereas those who were from the neighboring area were

mostly white-collar workers. For the onset period, online had third term

(301~730 days), offline and word of mouth had fourth term(731~1533 days),

and neighboring area had first term (1~30 days).

Second, the results of multivariate analysis on the medical expense show

that those who were from KyeonGi and rural areas spent over 1,000,000

won than Seoul, and 19 or under, 40s, 50s, and 60s had many people spent

more than 1,000,000 won. For occupation, others (housewife, unemployed,

students) had many people who spent more than 1,000,000 won. For

referral routes, online and word of mouth had many people who spent

more than 1,000,000 won, and offline and neighboring area had many

people who spent less than 1,000,000 won.

Third, among average medical expense of referral routes, online was the

highest with 1,404,908 won, next was word of mouth with 1,269,478 won,

offline was 1,089,534 won, and neighboring area was 40,112 was. By

illness, eye illness was the highest expense with 1,505,400. Among referral

routes by illness, ear illness patients who came due to word of mouth

spent the most medical expense with 1,698,740 won.

Fourt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 showed that chance of ear

illness spending over 1,000,000 won was 11.194 times higher tha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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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ness. Online was 1.724 times higher than offline, and word of mouth was

1.683 times higher than online among referral routes. Online was 24.483

times higher in neighboring area.

Study results of expense analysis by each referral route showed that

online spent the most, however, chance of spending over 1,000,000 won

was higher in word of mouth. This indicates that ‘online advertisement’

can be effective method to hospitalize more patients. But having higher

chance of spending relatively large amount of medical expense with ‘word

of mouth’, it implies the necessity of not only internet advertisement for

unspecified individuals, but also actively utilizing experience of existing

clients as a marketing method to attract new patients.

Keyword: advertising media, referral routes, medical expense, medical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