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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e with the Recognition and Need of the Hospital Service by Major and 

Non-major Health Administration Students

 Lee, Ho-Shik

 Advisor : Park, Jong, M.D., Ph. D.

 Department of Health,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Purpose: In this study, we were to investigated the recognition and needs of the 

hospital services with major and non-major health administration students. 

Method: Contains the 9 general question in the questionnaire such as gender, 

major, grade, about life, living area, living arrangements, account use of hospital, 

medical experience, hospital size and importance of the medical services. 

Recognition and need of the hospital services were include in the questionnaire 

such as reservation, account, medical care, inspection and environmental services 

of the hospital.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is study, we were used the SPSS 

21.0 program and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Results: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erception; recognition of hospital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grad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F=2.638, 

p<0.05). (2) Needs of the hospital service wer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value at student grade(F=3.192, p<0.05) and major student(t=-3.169, p<0.01). Also, 

needs of the administrational service in hospital, we were obtained significant 

differences at student grade(F=3.445, p<0.05) and major student(t=-2.628, p<0.01). 

Needs for care of the hospital, we were observed significant differences at 



gender(t=-2.910, p<0.01) and major student(t=-3.639, p<0.001). (3) Effect of the 

recognition and needs from the general characteristics; F value is 2.638(p<0.05) 

and 3.678(p<0.01) as shown, the regression model showed a significant expression. 

Conclusions: In conclusion, that major health administration students were 

responded in questionnaire that the needs of the hospital service higher than the 

recognition of the hospital service. These results will show the future direction of 

health related education. Also, we need to education with experience and theory 

for carry out on-the-job at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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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치료중심의 

의료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그리고 국민개개인의 건강관리 등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이훈영 등, 2008).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의료진 및 행정 직원 서비

스 환경도 변화해 가면서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친절 서비스 의주로, 직원 편의주위

에서 고객만족 위주로 급속하게 변해하고 있다(김지연 등, 2012). 또한 의료기관도 

의료 소비자를 고객으로 이해하고 의료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윤관호 등, 2010).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병원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해외시장 개방과 국제교류, 의

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에 의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조영혜 등, 2012). 현재까지 병원 등에서 행하여지는 병원서비스는 주로 

의료진 혹은 병원 직원의 시각에서 평가되어 왔으며, 반면에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의료 소비자

들은 자신이 제공받은 병원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민순 

등, 2003). 이러한 현실에서 병원에서 제공받는 병원서비스에 대하여 환자가 느끼는 

병원서비스에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입원환자나 외래환자 및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노미정 외, 2013).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만족을 창출하기 위한 의료인과 의료장비의 상호작용 활동

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와 관련된 직·간접의 모든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신영

출 등, 2007). 또한 현재 많은 연구들이 의료서비스를 단순한 진료서비스를 넘어 진

료이외의 의료외적서비스 및 병원 이미지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이경

수 외, 2011). 특히 의료서비스 중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병원서비스 인식도

는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질을 평가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으며(서승희 외, 2005), 또한 병원서비스 요구도는 환자가 병원에 내원

하여 병원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병원서비스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최봉숙, 2004).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들의 병원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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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변화 속에서 1995년부터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하여 의료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의료 기관들이 의료서비스 향상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하고 또한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다(구영애 등, 2011).

  최근 들어 국가 차원의 의료복지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전국의 각 대학에서도 현

실에 맞추어 보건행정 관련 학과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보건행정 관련 학과에

서의 교육은 주로 의료외적인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다(김현경, 2012). 보건행정 관련 학과에서 주로 교육하는 의료외적인 서비스에는 

크게 병원 직원에 의해 제공되는 원무행정 서비스와 병원시설 서비스, 그리고 제도

적 서비스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의료진에 의한 의료적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임

정자, 2001). 

  그러나 보건행정 관련 학과의 양적인 팽창에 비례하여 시대의 변화 및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보건행정 관련 교육에서의 교육 방향을 검토하고 참고하는 데 필요

할 만한 연구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박정민 외,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행정학, 원무관리, 의료보험, 요양급여 등과 같은 의료

외적인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받은 보건행정 전공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환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 제공받은 후 병원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

하고 또한 보건행정 전공 학생들과의 병원서비스 인식도 비교 분석을 위해 보건행

정을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들을 비교 대상으로 함께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비교대상 학생들은 공과대학 조경학과, 인문·사회과학대학 소방행정학

과 및 유아교육학과로 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보건행정 비전공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병원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이 병원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파악하고 또한 보건행정을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들을 비교 대상으

로 함께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보건행정 전공 학생들의 교육 및 

교육 방향 등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보건행정 전공 학생들의 교육 및  교육 

방향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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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연구 방법

 A. 연구대상

  전라남도에 소재한 4년제 D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

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보건복지계열 보건행정학과 130명, 공과대학계열 조경학

과 100명, 인문사회계열 소방행정학과 60명, 그리고 유아교육학과 60명을 연구대상

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350부를 배부하였으며, 불성실한 답을 한 설문지 11

부를 제외한 339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B.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2014년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행되었으며, 해당 학과 교수님

의 동의를 얻어 강의실에서 작성되었으며, 대학생들이 병원 등에서 병원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제공받은 병원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병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고자 하는 병원서비스 요구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 도구로는 김정숙(1998)과 최봉숙(2004)이 사용한 조사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병원서비스 인식도는 18문항의 5점 척도, 병원서비스 

요구도는 15개 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일반적 특성은 총 9개이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 내용은 성별, 

전공, 학년, 생활정도, 거주지역, 거주형태, 병원이용 횟수, 진료경험, 병원크기 및 

의료서비스 부문 중요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에서의 전공은 응답자가 속해 있

는 단과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병원이용 횟수는 응답자의 연간 병원 방문 횟수를 

말하는 것이며, 병원크기는 의원, 병원 및 대학병원을 포함하는 종합병원 등을 의

미하는 것이다. 

  병원서비스 인식도 조사는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크게 병원서비스 인

식도,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인식도, 그리고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인식도의 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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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었다. 병원서비스 인식도 부문은 설문지의 인식도 문항 전체

를 의미하는 것이며,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인식도에는 설문지 문항에서 1-12번의 

문항으로써 병원의 원무 부서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며, 진료예약, 

수납절차, 병원내부 시설에 대한 서비스 및 병원 내·외의 환경적 서비스 인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구성되었다.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인식도에는 설문지 문항 

13-18번의 문항으로써 의료진에게 제공받는 진료부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의료진의 진료행위, 친절함, 그리고 검사에 대한 설명 등의 내용이 포

함되어 구성되었다.

  병원서비스 요구도 조사는 총 15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병원서비스 요구도, 병

원서비스 행정부문 요구도, 그리고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요구도의 세 영역으로 구

분하여 구성되었다. 병원서비스 요구도 부문은 설문지의 요구도 문항 전체를 의미

하는 것이며,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요구도에는 설문지 문항에서 1-10번의 문항으로

써 원무 부서로부터 제공받고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 내용이며, 진료예약, 수납

절차, 병원내부 시설에 대한 서비스 요구 부문이 포함되어 구성되었다.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요구에는 설문지 문항 11-15번의 문항으로써 의료진에게 제공받고자하는 

진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진의 진료행위 및 간호사와 

의사로부터 받고자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구성되었다.

  C.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조사에 응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

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

반적으로 Alpha 계수가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엄격하게는 0.7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병원서비스 인식도는 0.868, 병원서

비스 행정부문 인식도는 0.823, 그리고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인식도는 0.792였다. 

또한 병원서비스 요구도는 0.940,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요구도는 0.906,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요구도는 0.905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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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병원서비스 인식도, 행정부문 인식도, 진료부문 인식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서

비스 요구도, 행정부문 인식도, 진료부문 인식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ANOVA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이 병원 서비스 인식도

와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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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A.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 성별은 남자가 158명(46.6%), 여자가 181명(53.4%)이였다. 전

공부문은 공과대학이 96명(28.3%), 인문·사회과학대학이 115명(33.9%), 보건·복지

대학이 128명(37.8%)이였다. 학년은 1학년이 87명(25.7%), 2학년이 95명(28.0%), 3학

년이 66명(19.5%), 4학년이 91명(26.8%)이였으며, 생활정도는 상위그룹이 25명(7.4%), 

중위그룹이 295명(87.0%), 하위그룹이 19명(5.6%)이였다. 거주지역은 광주지역이 217

명(64.0%), 광주 외 지역이 122명(36.0%)이였으며, 거주형태는 부모와 동거가 223명

(65.8%), 하숙, 자취가 45명(13.3%), 친척집이 3명(0.9%), 기숙사가 68명(20.1%)이였

다. 연간 병원 이용 횟수는 1회 이하가 66명(19.5%), 2회~3회는 153명(45.1%), 4회~5

회는 79명(23.3%), 6회 이상이 41명(12.1%)이였으며, 이용병원은 동네 의원이 109명

(32.2%), 병원이 178명(52.5%), 종합병원(대학병원 포함)이 52명(15.3%)이였다. 중요 

의료서비스 부문은 진료부문이 298명(87.9%), 행정부문이 21명(6.2%), 시설환경부문

이 15명(4.4%), 기타(주차, 편리한 교통, 청결 등)가 5명(1.5%)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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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339)

항 목 구 분 표본수(N) %

성별 남자 158 46.6

여자 181 53.4

전공 공과대학 96 28.3

인문·사회과학대학 115 33.9

보건·복지대학 128 37.8

학년 1학년 87 25.7

2학년 95 28.0

3학년 66 19.5

4학년 91 26.8

생활정도 상 25 7.4

중 295 87.0

하 19 5.6

거주지역 광주지역 217 64.0

광주 외 지역 122 36.0

거주형태 부모와 동거 223 65.8

하숙, 자취 45 13.3

친척집 3 0.9

기숙사 68 20.1

병원 이용 

횟수(/년)

1회 이하 66 19.5

2회~3회 153 45.1

4회~5회 79 23.3

6회 이상 41 12.1

이용병원 동네 의원 109 32.2

병원 178 52.5

종합병원(대학병원 포함) 52 15.3

중요 

의료서비스 

부문

진료부문 298 87.9

행정부문 21 6.2

시설환경부문 15 4.4

기타(주차, 편리한 교통, 청결 등)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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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서비스 인식도 조사

  표 2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서비스 인식도 차이검증에 대한 결과를 나타

낸 것으로 병원서비스 인식도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2.638, 

p<0.05). 그러나 성별, 전공, 생활정도, 거주지역, 거주형태, 병원 이용 횟수, 이

용병원, 중요 의료서비스에 따른 병원 서비스 인식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다.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인식도,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인식도에서도 일반적 특

성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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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적 특성의 병원서비스 인식도 차이검증

항 목 구 분 
병원 
서비스 
인식도

t/F

병원 
서비스 
행정부문 
인식도

t/F

병원 
서비스

진료부문 
인식도

t/F

성별 남자 3.62±0.43
1.063

3.64±0.46
1.167

3.58±0.54
0.590

여자 3.56±0.46 3.58±0.48 3.54±0.59

학년 1학년 3.70±0.37

2.638
*

3.71±0.37

2.140

3.67±0.54

2.097
2학년 3.58±0.48 3.59±0.50 3.56±0.57

3학년 3.56±0.44 3.58±0.46 3.52±0.55

4학년 3.52±0.48 3.54±0.51 3.47±0.47

보건행정 비전공 3.60±0.45
0.615

3.62±0.47
0.882

3.56±0.54
0.006

전공 3.57±0.45 3.57±0.46 3.56±0.61

생활정도 상 3.62±0.34

0.794

3.63±0.42

1.200

3.59±0.43

0.119중 3.59±0.46 3.61±0.48 3.56±0.58

하 3.46±0.40 3.44±0.42 3.51±0.49

거주지역 광주지역 3.57±0.44
-0.785

3.59±0.46
-0.484

3.53±0.57
-1.059

광주 외 지역 3.61±0.46 3.62±0.49 3.60±0.55

거주형태 부모와 동거 3.58±0.45

0.288

3.60±0.47

0.353

3.56±0.57

0.595
하숙, 자취 3.58±0.43 3.63±0.46 3.47±0.54

친척집 3.41±0.36 3.36±0.48 3.50±0.50

기숙사 3.62±0.46 3.62±0.48 3.62±0.58

병원 이용 

횟수(/년)

1회 이하 3.57±0.42

0.051

3.58±0.46

0.121

3.56±0.46

0.064
2회~3회 3.59±0.44 3.61±0.47 3.54±0.54

4회~5회 3.59±0.46 3.59±0.46 3.57±0.65

6회 이상 3.61±0.52 3.62±0.51 3.58±0.67

이용병원 동네 의원 3.61±0.41

0.588

3.65±0.42

1.802

3.51±0.56

0.478병원 3.59±0.46 3.60±0.49 3.58±0.57

종합병원 3.53±0.49 3.50±0.50 3.57±0.59

중요 

의료서비스 

부문

진료부문 3.60±0.45

0.625

3.62±0.47

0.914

3.56±0.56

0.104
행정부문 3.50±0.54 3.48±0.53 3.52±0.76

시설환경부문 3.49±0.31 3.48±0.36 3.50±0.42

기타 3.57±0.45 3.60±0.40 3.50±0.61

(p<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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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서비스 요구도 조사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서비스 요구도 조사 결과를 표 3에 나타냈으며, 그 결과 

병원서비스 요구도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3.192, p<0.05), 또

한 전공에 따른 병원서비스 요구도의 차이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t=-3.169, 

p<0.01), 보건행정 전공자(M=3.88)가 보건행정 비전공자(M=3.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용병원에 따른 병원서비스 요구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3.722, 

p<0.05), 성별, 생활정도, 거주지역, 거주형태, 병원 이용 횟수, 중요 의료서비스에 

따른 병원서비스 요구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요구도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3.445, p<0.05), 전공에 따른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요구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

타났으며(t=-2.628, p<0.01), 보건행정 전공(M=3.80)이 보건행정 비전공(M=3.6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용병원에 따른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요구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3.609, p<0.05), 성별, 생활정도, 거주지역, 거주형태, 병원 이용 횟수, 

중요 의료서비스에 따른 에 따른 병원 서비스 행정부문 요구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요구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t=-2.910, p<0.01), 여성(M=3.94)이 남성(M=3.68)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병

원 서비스 진료부문 요구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t=-3.639, p<0.001), 보건

행정 전공자(M=4.03)가 보건행정 비전공자(M=3.6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용병원에 

따른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요구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3.363, p<0.05),  

학년, 생활정도, 거주지역, 거주형태, 병원 이용 횟수, 중요 의료서비스에 따른 병원

서비스 진료부문 요구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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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의 병원서비스 요구도 차이검증

항 목 구 분 
병원 
서비스 
요구도

t/F

병원 
서비스 
행정부문 
요구도

t/F

병원 
서비스

진료부문 
요구도

t/F

성별 남자 3.66±0.72
-1.660

3.64±0.70
-0.781

3.68±0.84
-2.910

**

여자 3.78±0.68 3.70±0.68 3.94±0.81

학년 1학년 3.87±0.55

3.192
*

3.84±0.55

3.445
*

3.94±0.68

2.174
2학년 3.64±0.75 3.60±0.73 3.72±0.89

3학년 3.82±0.63 3.75±0.61 3.95±0.75

4학년 3.60±0.79 3.54±0.78 3.70±0.94

보건행정 비전공 3.63±0.66
-3.169

** 3.60±0.65
-2.628

** 3.69±0.79
-3.639

***

전공 3.88±0.74 3.80±0.73 4.03±0.87

생활정도 상 3.88±0.74

0.808

3.81±0.73

0.553

4.02±0.87

1.130중 3.72±0.69 3.67±0.67 3.81±0.82

하 3.62±0.86 3.62±0.87 3.64±0.97

거주지역 광주지역 3.72±0.68
-0.123

3.66±0.67
-0.404

3.83±0.82
0.638

광주 외 지역 3.73±0.73 3.70±0.72 3.80±0.86

거주형태 부모와 동거 3.76±0.69

0.865

3.71±0.68

0.927

3.86±0.83

0.600
하숙, 자취 3.59±0.69 3.53±0.64 3.70±0.89

친척집 3.60±0.59 3.57±0.38 3.67±1.03

기숙사 3.69±0.75 3.65±0.76 3.76±0.83

병원 이용 

횟수

1회 이하 3.68±0.79

0.671

3.63±0.75

0.868

3.78±0.94

0.485
2회~3회 3.76±0.67 3.73±0.67 3.82±0.77

4회~5회 3.75±0.73 3.68±0.72 3.89±0.87

6회 이상 3.60±0.61 3.55±0.55 3.71±0.85

이용병원 동네 의원 3.87±0.59

3.722
*

3.81±0.59

3.609
*

3.99±0.70

3.363
*

병원 3.65±0.72 3.59±0.73 3.75±0.83

종합병원 3.68±0.79 3.67±0.71 3.69±1.04

중요 

의료서비스 

부문

진료부문 3.72±0.71

0.959

3.67±0.70

0.750

3.82±0.83

1.074
행정부문 3.92±0.61 3.85±0.53 4.06±0.93

시설환경부문 3.51±0.78 3.51±0.78 3.56±0.86

기타 3.65±0.44 3.62±0.37 3.72±0.64

 (p<0.05 *, p<0.01 **, p<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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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병원서비스 인식도 관련 요인

  표 4는 병원서비스 인식도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로서, F값은 2.638(p<0.05)

로 나타나, 모형의 회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은 0.023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2.3%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4. 병원서비스 인식도 관련 요인 

항 목 구 분 B S.E β t p

상수 3.697 0.048 　 77.426 0.000

학년

(1학년=0)

2학년 -0.118 0.066 -0.118 -1.782 0.076

3학년 -0.137 0.073 -0.121 -1.883 0.061

4학년 -0.181 0.067 -0.179 -2.717
**

0.007

R
2
=0.023,  Adjusted R

2
=0.014, F=2.638(p<0.05)

 

(p<0.05 *, p<0.01 **, p<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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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보건행정전공이 병원서비스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표 5에서는 보건행정전공이 병원서비스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F값은 3.678(p<0.01)로 나타나, 모형의 회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은 0.062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6.2%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학년 중 4학년(β=-0.139, p<0.05)이, 그리고 이용

병원 중 병원(β=-0.130, p<0.05) 이용자가 병원 서비스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보건행정 전공자(β=0.133, p<0.05)가 병원서비스 요구도가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 보건행정전공이 병원서비스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항 목 구 분 B S.E β t p

상수 3.892 0.103 　 37.960 0.000

학년

(1학년=0)

2학년 -0.202 0.103 -0.129 -1.956 0.051

3학년 -0.052 0.113 -0.030 -.465 0.642

4학년 -0.220 0.104 -0.139 -2.111
*

0.036

이용병원

(동네의원=0)

병원 -0.182 0.085 -0.130 -2.138
*

0.033

종합병원 -0.134 0.117 -0.069 -1.144 0.253

보건행정 전공(비전공=0) 0.192 0.079 0.133 2.442
*

0.015

R
2
=0.062,  Adjusted R

2
=0.045, F=3.678(p<0.01)

 (p<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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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보건행정전공이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요구도에 미치는 영

향

  보건행정전공이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표 6

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F값은 3.388(p<0.01)로 나타나, 모형의 회귀식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은 0.058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이 종

속변수를 5.8%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학

년 중 2학년(β=-0.145, p<0.05)과 4학년(β=-0.132, p<0.05)이, 그리고 이용병원 중 

병원(β=-0.136, p<0.05) 이용자가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요구도 값이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보건행정 전공은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요구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표 6. 보건행정전공이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항 목 구 분 B S.E β t p

상수 3.880 0.101 　 38.422 0.000

학년

(1학년=0)

2학년 -0.222 0.102 -0.145 -2.184
*

0.030

3학년 -0.091 0.111 -0.053 -0.821 0.412

4학년 -0.251 0.103 -0.162 -2.443
*

0.015

이용병원

(동네의원=0)

병원 -0.187 0.084 -0.136 -2.230
*

0.026

종합병원 -0.091 0.115 -0.047 -0.787 0.432

보건행정 전공(비전공=0) 0.144 0.077 0.101 1.858 0.064

R
2
=0.058,  Adjusted R

2
=0.041, F=3.388(p<0.01)

 (p<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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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보건행정전공이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요구도에 미치는 영

향

표 7은 보건행정전공이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

과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F값은 5.029(p<0.001)로 나타나, 모형의 회귀식이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은 0.057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이 종속변수를 5.7%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

과, 보건행정 전공자(β=0.141, p<0.05)가 병원 서비스 진료부문 요구도 값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별, 이용병원은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요구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표 7. 보건행정전공이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항 목 구 분 B S.E β t p

상수 3.787 0.097 　 39.217 0.000

여자(남자=0) 0.143 0.100 0.085 1.435 0.152

이용병원 (동네의원=0)

병원 -0.190 0.100 -0.113 -1.891 0.060

종합병원 -0.242 0.138 -0.105 -1.749 0.081

보건행정 전공(비전공=0) 0.242 0.103 0.141 2.345
*

0.020

R
2
=0.057,  Adjusted R

2
=0.046, F=5.029(p<0.001)

 (p<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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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병원서비스 인식도와 요구도와의 관련성 

  표 8은 병원서비스 인식도, 행정부문 인식도, 진료부문 인식도, 병원서비스 요구

도, 행정부문 요구도, 진료부문 요구도에 대하여 상관분석 결과를 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인식도와 진료부문 인식도(0.570)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로 나타났고,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요구도와 진료부문 요구도(0.793)는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병원서비스 인식도와 요구도 간에는 어떤 변수와도 상관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8. 각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병원 

서비스 

인식도

행정부문 

인식도

진료부문 

인식도

병원 

서비스 

요구도

행정부문 

요구도

진료부문 

요구도

병원 서비스 

인식도
1

행정부문 인식도 0.938
***

1

진료부문 인식도 0.820
***

0.570
***

1

병원 서비스 

요구도
0-.032 -0.021 -0.041 1

행정부문 요구도 -0.004 -0.005 -0.002 0.970
***

1

진료부문 요구도 -0.073 -0.045 -0.099 0.917
***

0.793
***

1

(p<0.05 *, p<0.01 **, p<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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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보건행정 전공 학생과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병원서비스 인식

도 및 병원서비스 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전공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파악

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응답자들은 대부

분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연간 병

원 이용 횟수는 2회~3회(45.1%)의 결과를 얻었으며, 동네 의원보다는 병원 급의 의

료 기관을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중에서는 진료부문이 298명(87.9%), 행정부문이 21명(6.2%), 시설환경부문이 15명

(4.4%), 주차, 편리한 교통, 청결 등의 기타의 서비스에 대한 응답이 5명(1.5%)이였

다. 김승남(2014)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래환자의 인식이라는 선행연구에서, 진료

부문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답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 대학 재학 또는 대학 졸업자의 

응답에서 높은 인식도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대학 재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상당부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

우는 본인의 전공과 상관없이 병원에서 제공되는 행정적서비스나 환경적서비스 보

다는 진료에 대한 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공에 따른 서비스 인식도 차이 검증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인식도를 나

타내고 있으며,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만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공에 있어서는 보건행정 비전공 학생들이 보건행정 전공 학생들보다 병원

서비스 인식도,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인식도에서 높은 응답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인식도에서는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

반적으로 대학생들의 병원서비스관련 인식은 보건관련 교과목 수강여부에 상관없

이 비교적 비슷한 인식도를 보였으며, 오히려 병원서비스 행정부문의 경우 비전공 

학생들에게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김현경(2012)의 논문에서 대학생들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보건관련 교육을 수강한 학생이나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나 별 차이

가 없다는 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 대학생들도 위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병원에 방문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을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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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즉, 전반적으로 보건행정 전공과 비전공에 무관하게 병원서비스 

인식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비슷한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일반적 특성의 병원서비스 요구도 조사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 및 전공

에 따른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보건행정 전공자가 보

건행정 비전공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용병원에 따른 병원서비스 요구도조사

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의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요구도 조사에서도 역시 학년에 따른 차이

와 전공에 따른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보건행정 전공

이 보건행정 비전공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용병원에 따른 병원서비스 행정부

문 요구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 특성의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요구도 조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

의하게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에 따른 병원서비

스 진료부문 요구도에서는 보건행정 전공자가 보건행정 비전공자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병원서비스 요구도에 대한 결과들은 이민숙(201)의 연구에서와 같이 전공 

관련 학생들이 비전공 학생들보다 전공에 대한 교육 기회가 많고 또한 전공에 대

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병원서비스 인식도와 병원서비스 요구도와의 관련성 분석을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인식도와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인식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병원서비스 행정부문 요구도와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요구도

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병순(1995)과 김을순(1995) 

등의 연구에서 의료인들의 실력, 친절, 성의, 설명 등과 같은 진료부문이 가장 중요

하다는 상관관계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병원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조사는 전공에 상관없이 크게 차

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병원서비스 요구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보건

행정 관련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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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병원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이 병원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및 요구도를 파악하고 또한 보건행정을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들을 비

교 대상으로 함께 조사하여 전공에 따른 병원서비스 인식도 및 요구도를 비교 분

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보건행정 전공 학생들의 교육 및 교육 방향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전라남도 일개 지역에 소재한 4년제 D대학교에

서 보건행정을 전공한 학생과 보건행정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보건행정 전공 학생과 비전공 대학생에서의 병원서비스 인식도, 병원

서비스 행정부문 인식도 및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인식도에서 보건관련 교과목 수

강여부에 상관없이 비교적 비슷한 인식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서비스 

행정부문의 인식도에서는 보건행정 비전공 학생들에게서 보건행정 전공 학생들 보

다 다소 높은 인식도 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일반적 특성의 병원서비스 요구도 

조사에서는 보건행정 전공자가 비전공자보다 병원서비스 요구도, 병원서비스 행정

부문 요구도 및 병원서비스 진료부문 요구도에서 높은 요구도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병원서비스 인식도와 병원서비스 요구도에 대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병원서비스 인식도와 병원서비스 요구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보건행정 전공 학생들의 병원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보다는 병원서비

스 요구도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의 보건관련 교육

의 방향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건행정 

전공 학생들의 보건관련 교육에서는 이론과 현장 실습 등을 적절히 병행하는 교육

을 통해 관련 분야 직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한 이해력 향상 등에 필요한 교

육 변화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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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일반사항

1. 학생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학생이 속해 있는 단과대는?

① 공과대학 ② 인문사회과학대학 ③ 보건복지대학

3. 학생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4. 학생의 생활정도는?

① 상 ② 중 ③ 하

5. 현재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① 광주지역 ② 광주 외 지역

6. 현재 학생이 거주하는 형태는?

① 부모와 동거 ② 하숙, 자취 ③ 친척집 ④ 기숙사

7. 학생은 1년에 병원은 몇 회 정도 이용하십니까?

① 1회 이하 ② 2회∼3회 ③ 4회∼5회 ④ 6회 이상

8. 학생은 주로 어느 병원을 이용하십니까?

① 동네 의원 ② 병원   ③ 종합병원(대학병원 포함)

9. 학생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의료서비스 부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진료부문 ② 행정부문

③ 시설환경부문 ④ 기타(주차, 편리한 교통, 청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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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병원 서비스 인식도 조사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진료 예약 절차는 간편하였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2. 진료 예약(재진예약 포함)에 대한 충분한 안내

를 받았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3. 수납 절차는 간편하였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4. 원무과 직원은 진료비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였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5. 원무과 직원들은 학생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

어 대하였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6. 병원의 안내 표지판을 이용하여 병원 내 시설

을 찾기가 용이하였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7. 예약된 진료 시간은 잘 준수하였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8. 진료 대기 시간은 적당하였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9. 병원의 진료 대기 장소는 편리하였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10. 전반적으로 병원 이용 절차에 만족하였습니

까?
⑤ ④ ③ ② ①

11. 진료소견서, 진단서 등의 서류발급 절차가 간

편하였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12. 병원의 실내외 환경은 청결하였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13. 의료진은 학생의 진료에 적절한 시간을 할애

하였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14. 의료진은 학생의 병력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

까?
⑤ ④ ③ ② ①

15. 의료진은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

해주었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16. 의료진은 학생의 질문에 대해 주의 깊게 들어

주었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17. 의료진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18. 의료진은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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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병원 서비스 요구도 조사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

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진료 예약(재진예약 포함)에 대한 불충분한 안

내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수납 절차의 복잡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원무과 직원의 진료비에 대해 불충분한 설명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원무과 직원들의 환자에 대한 부족한 존중과 

예의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병원의 불충분한 안내 표지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예약된 진료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개선

할 필요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긴 진료 대기 시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8. 병원의 불편한 진료 대기 장소는 개선할 필요

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9. 진료소견서, 진단서 등의 서류발급 절차의 불

편함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10. 병원의 실내외 불쾌한 환경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11. 환자 진료에 대한 부족한 시간 할애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12. 의료진의 부족한 환자 병력 파악은 개선할 필

요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13. 원무과 직원의 불친절성은 개선할 필요가 있

다.
⑤ ④ ③ ② ①

14. 간호사의 불친절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15. 의사의 불친절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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