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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3.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 table 3와 같다. 인적판매
r=.473(p<.001), 구매시점 커뮤니케이션 r=.464(p<.001), 온라인 마케
팅 r=.448(p<.001), 광고 r=.367(p<.001), 판매촉진 r=.351(p<.001)로
모든 관계에 있어 p<.001로 나타나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division

IMC Activities

brand image

outdoors 

Advertising

online 

Marketing

purchase point 

of view
human sale

sale 

Promotion

IMC 

Activities

IMC 

Activitie

s

outdoors 

Advertising
1

online Marketing .307*** 1

purchase point of 

view
.287*** .449*** 1

human sale .243*** .318*** .438*** 1

sale Promotion .204*** .147** .280*** .419*** 1

IMC Activities .716*** .644*** .681*** .729*** .522*** 1

brand image .367*** .448*** .464*** .473*** .351*** .621*** 1

4. 다중회귀분석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0.399로 전체 변동의 39.9%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본 분석에서 변수들의 VIF값은 모두 10이하였고, 허용치는 0.1보
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
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F=55.555,

p<.001). IMC활동의 온라인 마케팅( =.225, p<.001), 인적판매( =.224,

p<.001), 구매시점 커뮤니케이션( =.179, p<.001), 옥외광고( =.164,

p<.001), 판매촉진( =.141, p<.01) 순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ision

Dependent variable: brand image

B
standard 

error
t p VIF

(a constant) .682 .173 3.941*** .000

IMC Activities

outdoor 

advertising
.121 .030 .164 4.000*** .000 1.165

online marketing .224 .044 .225 5.145*** .000 1.333

Point-of-purchase 

communication
.157 .040 .179 3.894*** .000 1.467

personal sales .203 .041 .224 4.917*** .000 1.443

sales promotion .105 .031 .141 3.326** .001 1.244

= .399, adj = .392, F = 55.555***

Table 4. Effects of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IMC) Activities on 

the Dermatologist Brand Image

Ⅳ. 결론
본 연구는 IMC활동이 피부과 브랜드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여 메디컬 스킨케어를 시행하는 피부과의 IMC활동을 통해
피부과의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
는지 분석하고, 확인하여 효과적인 병·의원 마케팅전략 및 활동에 대
하여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
구 결과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MC활동을 대입하
여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시켜야 한다. 피부과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지
향적, 전문적, 체계적, 청결, 정직함으로 피부과 병·의원의 브랜드 이미
지로 형성할 수 있도록 피부과 병·의원의 외적 시설을 계속적으로 보
완해야 하고, 청결도 유지에 힘써야 하며, 새로운 시술법이나 최신 의
료장비의 교체 및 구비에 투자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옥외광
고,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들과의 정보교류와 광고, 병원 내부 안에서의
정보교류와 광고를 계속적으로 개선하되, 고객 지향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피부과 병·의원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계
속적인 IMC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
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피부과를 이용한 20-30대 성인 여성
424명을 표본으로 하였다. 지역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다름에 있어
생각하지 않고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였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역별로 표본을 설정하거나 다른 연령대의 설정을 통해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본 연구는 IMC활동이 피부과 브랜
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IMC활동이 피부과에서도 적극적
으로 도입에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므로 피부
미용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Fig .1 reserch model

현대사회 들어서 외적인 미에 관심도가 높아져 메디컬 스킨케
어를 찾는 고객이 증가하면서 메디컬 스킨케어가 시행되는 병·

의원이 2018년 전국에 대략 약 1만여 곳으로 증가되었다.1)이와
같이 메디컬 스킨케어가 시행되는 병·의원 시장 경쟁의 과열 및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2)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온
라인 또는 SNS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자들은
양질의 정보를 원하며, 병·의원의 메디컬 스킨케어를 구매하는
구매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피부과 병·의원의 급격
한 의료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고객 지향적 변화에 의해3)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소비자들의
인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4) 브랜드 이미지는 그 자체로
잠재력 및 경제력을 만들어주는 요인이기도 하다.5) 그러므로 메
디컬 스킨케어를 시행하는 병·의원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며6),이를 위해 효율적인 마케팅 기법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케팅들을 통합적으로 실행하
는 통 합 적 마 케 팅 커 뮤 니 케 이 션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IMC)활동을 제안하고 있다.7) IMC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Low8)는 IMC활동을 직접적으로 대입
하여 기업의 마케팅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IMC을 주제로 유통업에 적용한 모선종,

송인암9), 이동통신기업에 적용한 임채관10)외, 기능성 화장품 기
업에 적용한 임채관, 정성호11), K-리그 축구단에서는 김용래12),

기업에 적용한 강경수13), 프로야구단에 적용한 허권14)의 선행연
구들에서 IMC활동이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밖에도 골프장, 호텔, 백화점, 화장품 기
업, 의류, 전문대학 등의 업종에서 IMC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연
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IMC활동에 의한 피부과 브랜드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기에
이 연구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IMC활동이 피부과의
메디컬 스킨케어를 이용해 본 20-30대 여성이 인식하는 병·의원
의 브랜드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메
디컬 스킨케어를 시행하는 피부과의 IMC활동을 통해 피부과의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효과적인 병·의원 마케팅전략 및 활동에 대하여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활동이 피부과 브
랜드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피부과의 메디컬 스킨케어의 서비스
를 구매하고 이용해 본 20-3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다. 2019년 6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38일간 피부과를 이용하
는 성인 여성 441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 후 자기기
입식 설문조사방법과 온라인 설문을 채택하였다. 배포된 설문
지는 총 441부로 이중 응답과 불성실 응답, 주요한 측정항목에
대해 불완전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한 424부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결혼, 학력, 직업, 피부과 이용 유무, 피부과 방문 목적 총 6문항
으로 명목척도를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자가 다니는 피부과의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활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리
이룽15), 이상훈16), 강수영17), 한성은18)의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
으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였다. IMC활동은 옥외광고 5문항,

온라인 마케팅 4문항, 구매시점 커뮤니케이션 3문항, 인적판매
5문항, 관계마케팅 3문항, 판매촉진 4문항으로 총 24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통합적 마케
팅 커뮤니케이션(IMC)활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
대상자가 피부과의 옥외광고와 온라인 광고, 후기 등을 보고 느
끼는 브랜드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주전19)의 선행연구 자
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고, 총 9문항으로‘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
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비자에게 피부과 병·의원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 지향적이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 청결하며 정
직함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의미한다. 자료분석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
(Data cleaning)과정을 거쳐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며, SPSSWIN 21.0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및 상관관계분석, 다중회
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통
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활동이 피부과 브랜드 이미지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IMC활동은 브랜드 이미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

1. 일반적 특성
피부과를 이용하는 20-30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연령은 25-29세 32.5%, 20-24세 31.6%, 30-34세 19.3%, 35-39

세 16.5% 순으로 나타났고, 결혼은 미혼이 78.5%, 기혼이
21.5%였으며, 학력은 대학교졸업(재학)이 47.6%, 전문대졸업(

재학)이 27.4%, 대학원졸업(재학)이 15.3%, 고졸이하가 9.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그다음은 학생이 24.8%, 사무직/회사원이 15.1%, 서비스/

2. 타당성, 신뢰도검증
1)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IMC)활동
IMC활동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값이
0.855로 높게 나타나 타당도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요인분석
의 적합성 여부를 타나 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Test of Sphericity)는
근사카이제곱 값이 4441.103으로 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측정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요인분석 사용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유값이 1.0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요인적재량이 0.6이상인 항목들
을 기준으로 설명하여 요인 수 5개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고유값이 3.745, 설명비가 19.71%로 나타났다. 요인1의
문항인 피부과에 대한 버스 배너 광고, 버스정류장 광고, 지하철 배너 광고,

전철 안 배너 광고를 보고 관심도, 피부과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광고의 관
심 및 집중도로 구성되어 요인 명을‘옥외광고’라 명명하였다.

요인 2은 고유값이 3.387, 설명비가 17.824%로 나타났다. 요인2의 문항인
내가 다니는(다녔던）피부과 직원의 공손 및 친절도, 고객의 요구에 처리
속도, 고객과의 친밀관계, 자발적 서비스를 제공의 정도, 고객의 니즈에 맞
는 시술&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제공으로 구성되어 요인 명을‘인적
판매’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고유값이 2.563, 설명비가 13.488%로 나타났다. 요인3의 문항 인
터넷상(블로그, 카페)에서 피부과의 시술&관리 프로그램, 이달에 이벤트에
대한 후기 평, 추천 글·댓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피부정보
확인도, 피부과 홈페이지에서의 정보 확인도로 구성되어 요인 명을‘온라인
마케팅’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은 고유값이 2.232, 설명비가 11.746%로 나타났다. 요인4의 문항 내
가 다니는(다녔던) 피부과의 데스크에서 이벤트 정보, 벽면에 시술&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포스터, 사진 정보, 대기실에 시술&관리 프로그램 책자,

전·후 비교 사진책자 배치의 정도로 구성되어 요인 명을‘구매시점 커뮤니
케이션’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5은 고유값이 1.744, 설명비가 9.179%로 나타났다. 요인5의 문항 내
가 다니는(다녔던) 피부과는 다양한 제휴서비스(커피숍 할인권, 헬스장 할
인권, 주변회사 직원에게 할인권, 호텔 할인권 등)를 제공 정도, 구전활동
시 혜택(할인쿠폰, 관리 1회 서비스 등)의 정도로 구성되어 요인 명을‘판매
촉진’이라 명명하였다. IMC활동의 요인분석은 table 1과 같다.

division

Factor name

outdoor 

advertising

personal 

sales

online 

Marketing

purchase 

point of 

view

sale 

Promotion

I was interested in seeing a bus banner advertisement for a dermatologist. .872 .077 .064 .079 .128

I was interested in seeing an advertisement at a bus stop for a dermatology clinic. .870 .112 .074 .069 .108

I was interested in seeing a subway banner ad for a dermatology clinic. .860 .109 .097 .070 -.001

I was interested in seeing a banner advertisement on the train for a dermatology clinic. .843 .057 .085 .093 -.022

The advertisement for the program and service of dermatology focused my attention. .765 .056 .185 .124 .062

The staff at the dermatology clinic I attend (who attended) are polite and friendly. .069 .840 .139 .224 -.032

The staff at the dermatology department I attend (who attended) are quick to respond to customer needs. .060 .836 .117 .156 .019

The staff at the dermatology department I attend (who attended)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with

customers.
.122 .779 .074 .120 .293

The staff at the dermatology department I attend (who attended) provide services even if the customer

does not want it.
.096 .775 .014 -.022 .299

The staff at the dermatology department I attend (I attended)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treatment &

management program that customers want.
.104 .693 .205 .295 .106

You can find reviews about dermatology procedures & management programs and

events this month on the Internet (blog, cafe).
.051 .110 .813 .120 .216

You can find recommended articles and comments about dermatology treatment &

management programs and events this month on the Internet (blog, cafe).
.137 .105 .810 .103 .246

You can easily find information about dermatology procedures & management programs

and events this month on various social media sites (Facebook, Instagram, etc.).
.118 .138 .756 .185 -.187

You can easily find information about procedures & management programs and events

this month on the dermatology website.
.220 .117 .652 .244 -.239

You can see the details of the event at the desk of the dermatologist I attend (or attended). .144 .199 .185 .799 .014

On the wall at the dermatology department I attended (attended), you can see posters and photos

about the procedure & management program.
.093 .184 .229 .790 .077

In the waiting room of the dermatology department I attended (which I attended), a booklet of the

procedure & management program and a booklet of before and after comparison photos are placed.
.123 .177 .128 .755 .168

The dermatology clinic that I attended provides various affiliate services (ex) coupons for coffee shops,

discount coupons for gyms, discount coupons for nearby company employees, hotel discount coupons,

etc.).

.105 .245 .015 .009 .830

When I tell someone about the dermatology I attend (which I went to), I give them benefits (discount

coupons, one-time care service, etc.).
.095 .189 .053 .250 .775

eigenvalues 3.745 3.387 2.563 2.232 1.744

dispersion rate 19.710 17.824 13.488 11.746 9.179

Cumulative dispersion rate 19.710 37.534 51.022 62.769 71.947

reliability .911 .881 .809 .798 .740

KMO = .855, Bartlett's test result χ²= 4441.103 (df=171, p=.000)

Table 1. Factor analysis of IMC activity

2)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KMO값이 0.914로 높게 나타나 타당도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타나 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Test of

Sphericity)는 근사카이제곱 값이 2339.319로 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측정 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요인분석 사용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요인이 기존변수의 정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고유값(eigen-value)을 이용하여,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요인적재량이 0.6이상인 항목들을 기준
으로 설명하여 요인 수 1개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요인은 고유값이 5.453,

설명비가 60.58%로 나타났다. 요인의 문항은 광고 및 후기 등을 보고 알게
된 피부과는 올바른 진료결과,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확한 주의사항 설명
도, 전문적인 경험이 풍부한 직원, 의료지식이 풍부한 의사, 최신 의료장비,

청결한 시설, 약속한 시간에 체계적인 서비스의 제공도, 지속적으로 고객지
향적 운영,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로 연상되는지의 물음으로 구성되어 요
인 명을‘브랜드 이미지’라 명명하였다. 브랜드 이미지의 요인분석은 table

2과 같다.

division

Factor name

brand image

The dermatology that I learned from seeing advertisements and reviews reminded me of the correct treatment results. .851

It is reminiscent of a dermatology clinic that I learned from seeing advertisements and reviews, and will provide systematic follow-

up care and accurate explanations of precautions.
.817

It is reminiscent of the dermatology clinic, which I learned from seeing advertisements and reviews, with professional and

experienced staff.
.816

It is reminiscent of the dermatology clinic that I found out by seeing advertisements and reviews, and it is reminiscent of a doctor

with abundant medical knowledge.
.799

It is reminiscent of a dermatology clinic that I learned from seeing advertisements and reviews, and was equipped with the latest

medical equipment.
.791

It is reminiscent of a dermatology clinic that I found out through advertisements and reviews, and must have had clean facilities. .779

The dermatology clinic, which I learned from seeing advertisements and reviews, is reminiscent of providing systematic services at

the promised time.
.768

It is recalled that the dermatology clinic, which I learned from seeing advertisements and reviews, is continuously customer-

oriented.
.758

It is reminiscent of a dermatology clinic that I learned from seeing advertisements and reviews, and it is located in a very

convenient location.
.600

eigenvalues 5.453

dispersion rate 60.588

Cumulative dispersion rate 60.588

reliability .917

KMO = .914, Bartlett's test result χ²= 2339.319 (df=36, p=.000)

Table 2. Factor analysis of Bran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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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용 및 방법

판매/영업이 13.7%, 자영업과 기타가 같은 비율로 4.7%, 공무원
과 주부도 같은 비율로 4.0%, 마지막 순으로 생산/단순 노무직
0.5%로 나타났다. 피부과를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
는 100%였으며, 피부과의 방문목적으로는 보톡스, 필러 등 쁘
띠시술이 19.7%, 여드름 치료가 16.0%, 점 제거가 13.9%, 레이
저 제모가 12.4%, 색소 치료가 9.7%, 수분, 보습 관리가 9.4%, 

피부질환 진료가 8.1%, 모공 치료가 5.0%, 다이어트 시술이
4.5%, 기타가 1.1%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