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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student

Factors Affecting the Selection of

Health Information Manager

Kim, Hong 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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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lection of Medical Records for Students majoring in Health

Administration.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141 students with major in th Dep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from 2 colleges located in G city.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

10 to 20, 2018. The data was anlyzed as percentage, frequency,chi square test,

t-test, logistic regression using by SPSS Version 21.0 statistics program.

Results: I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perceived academic

performance was higher (OR = 31.55, 95% CI 5.336-186.568), middle OR

(OR = 6.44, 95% CI 1.297-32.001) 95% CI 1.482-151.607), general hospital

(OR = 13.03, 95% CI 1.327-127.946), hospital (OR = 11.72, 95% CI

1.107-124.271) 95% CI 1.003-1.115) we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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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of the Health Information Manager. Clinical practitioners showed

significant results in the order of university hospitals, general hospitals,

hospitals, and insurance companies in the order of medical records.

Satisfaction with the majo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social

support was significant Respectively.

Conclusion: In conclusion, academic records, clinical practice plac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social support were influenced by the

choice of Health Information Manager for health administration students.

Keyword: Career choices, Major satisfaction, Medical record technicial, Health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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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무기록사는 보건행정을 전공으로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무기록사 국가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발급받게 되면 병원·보험사에서

전문인력으로 근무하게 된다.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관리환경이 급격히 변화

되어, 의무기록을 정보화하는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 업무로 하며, 환자의 진료 기록 내용을 검토 ·분류하며, 의료

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 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암등록·전사 등에 관

해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

다(의무기록사협회, 2018).

의무기록사는 병원업무 이외에 의무기록 서식개발 및 자료보관체계 등 의

료정보관리체계 관련개발에 참여하여 질병과 의료행위 분류, 암등록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의무기록 및 정보를 유지 관리, 질관리, 국내 및

국제 의료기관 평가 시 항목별 평가준비와 진료실적 지표관리를 통해 병원경

영에도 기여하고 있다(윤승희, 2010). 또한, 의무에 관한 기록을 환자·보건 관

련인력에게 법적문제의 증거제시와 교육 보건관련 연구를 위한 중추적인 역

할을 하므로 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홍준현, 2012).

병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 및 가공하여 의료정보를 생성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기록사의 역할도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기 위해 역할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최준영2014; 최준영,2018). 2018년

12월부터 ‘의무기록사’에서 ‘보건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 될 예정이며(보건

복지부, 2018), 의료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확인·수정 관리한다는 점

은 같지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정보관리 역량을 확장 및 강화하여 외

부로 제공되는 정보의 연계성과 최신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용노동부, 2018). 매

년 보건행정 전공 학생의 응시인원은 2012년 기준 2,536명, 2014년 기준

2,676명, 2016년 기준 2,728명, 2018년 기준 2,959명으로 학생 수는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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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있으나, 합격률은 2012년 기준46.5%, 2014년 기준 40.2%, 2016년

기준 44.6%, 2018년 기준 31.1%로 저조양상을 보이고 있다(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2018).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고 필요인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사의 저

조한 배출에 관한 요인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대학생의 진로결정

은 직업가치관,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

계를 나타낸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박영기(2016)연구에서는 진로결정요인

으로 현장실습은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제시하

였으며, 치위생학과 대학생의 경우,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문인오,이경완, 2010). 강민완(2006)의 연구에

서는 대학생활 적응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진로결정에 있어 직업가치관이 한번 형성되면 직업과 관련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강종수, 2018), 고경필(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

감은 일반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직접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보건계열 대학

생의 진로발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진행되어왔

으나, 보건행정 전공학생의 진로선택은 전공만족과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만

확인되었으며(권복선, 2014), 보건행정전공학생의 의무기록사 진로결정에 관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전공 관련 요인과 진로선

택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요인을 고려하여 의무기록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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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연구대상은 G광역시 소재 두 개 대학 보건대학 보건행정과 3학년인 155명

학생들 중 임상실습을 수료한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0월 10일부터~2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

였다. 설문조사 전 해당 대학 학과장의 협조를 얻은 후 직접 방문하여 협조

를 요청한 후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동의를 얻어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총 15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실한 9부를 제외한 141부의 설

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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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사 변수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계층을 이용하였다. 성별은 ‘남’, ‘여’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22-24세’, ‘2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종교는 기독교, 천

주교, 불교로 응답한 경우 ‘있음’, 무교, 무응답인 경우 ‘없음’으로 분류하였고,

사회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 분류하였다.

2. 전공 관련 특성

전공 관련 특성은 전공 선택 동기, 학업성적, 임상실습 기관, 예상 월 평

균보수, 예상 근무시간, 향후 의무기록사 선택 여부를 이용하였다. 전공 선

택 동기는 ‘가족의 권유’, ‘스스로 선택’, ‘취업의 용이성’, ‘기타’를 구분하였고,

임상실습기관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보험사’로 구분하였다. 예상 월

평균 보수는 ‘130-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예

상 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 ‘41-45시간 이하’, ‘46시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향후 의무기록사의 선택 여부는 의무기록사로 응답한 경우 ‘예’, 보험심사자,

보건직공무원, 기타로 응답한 경우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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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요인

3-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Schaufeli 등(2002)에 의해서 개발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y Survey Scale) 척도를 사용한 15개 문항으로, 정서

소진 5문항, 냉소주의 4문항, 효능감 감소 6문항의 3요인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9개의 부정문항과 6개의 긍정문항으로 구성된 6점 척도이며,

부정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

미한다. 국내에 번안된 척도가 없어서 배병훈(2007)의 연구에서 번안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89이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 =.94이었다.

3-2. 임상 실습 스트레스

Beck과 Srivastava(1991)가 개발하고 Kim과 Lee(2005)가 수정·보완한 총

24문항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실습교육 환

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6문항, 실습업무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2005)의 연구에

서는 Chronbach's α=.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90이었다.

3-3. 전공만족도

전공 만족도는 하혜숙(2000)이 작성한 34개 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

된 학과(학부)만족도구 중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연구한 이동재

(2004)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현황을 반영

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동재(2007)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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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강현숙과 조결자(1984)가 개발한 도구와 이성은(2001)이

개발한 도구를 이순희 등(2004)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6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졌다.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 ’3문

항,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5문항,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 9문항,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 7문항,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 3문항,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 ’3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이순희 등(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7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94이였다.

3-5.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8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23문항의 척도

를 홍혜영(1995)이 일부 수정하고 번안하여 타당도 검증 후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general self-efficacy)' 17문항과 대인관련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 6문항의 총 2개 영역,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까지이며, 13개의 부정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홍혜영(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8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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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를 유은경과 설현수(2015)가 수

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사랑과 이해 및 격려와 신뢰

그리고 관심 등의 ‘정서적 지지’ 7문항, 칭찬이나 인정 등의 ‘평가적 지지’ 6문

항,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적 지지’ 6문항, 필요한 돈

이나 물건 등을 제공해 주는‘물질적 지지’ 6문항의 총 4개 영역, 25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이 가족, 친척, 친구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각한 사

회적 지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

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은경과 설현수(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7이었다.

3-7.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정은이와 박용한(2008)이 개발한 대학적응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의 총 5개 영역,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

다’에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은이와 박용한(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이었다.

3-8. 직업가치관

직업 가치관은 안강현·이용환(1988)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기초로

하여 한예정(2014)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외재적 직업가치

관 4문항, 내재적 직업가치관 4문항으로,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

은 5점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자각하고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오지혜(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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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 관련 특성은 백분율과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의무기록사 선택유무와 일반적 특성, 전공 관련 특성과의 관련성은 카이제곱

분석을 이용 하였으며 의무기록사 선택유무와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인지

적 요인과의 관련성은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 하였다. 단순분석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하여 의무기록사 선택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통계검정을 위한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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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1. 일반적 특성

전체 학생의 성별 분포에서 ‘여학생’은 75.9%(107명), ‘22세-24세’는

84.4%(119명), 그 외 ‘25세 이상’은 25.6%(22명)이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0.5%(43명)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상’의 경우 37.6%(53

명), ‘중’은 54.6%(77명), ‘하’는 7.8%(11명)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141)

Variable N %

Sex

Male 34 24.1

Female 107 75.9

Age (years)

22-24 119 84.4

≧25 22 15.6

Religion

Yes 43 30.5

No 98 69.5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High 53 37.6

Middle 77 54.6

Low 11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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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관련 특성

전공선택의 동기는 ‘가족권유’ 25.5%(36명), ‘본인선택’은 41.8%(59명), 취업

의 용이함’은 18.4%(26명), 기타사유는 14.2%(20명)이었다. 학업성적은 ‘상’은

23.4%(33명), ‘중’은 58.2%(82명) ,’하’는 18.4%(26명)이었다. 임상실습을 경험

한 장소로는 대학병원 24.1%(34명), 일반병원 43.3%(61명), 일반병원

21.3%(30명), 보험사로 11.3%(16명)이었다. 전공선택 시 예상되는 보수액은

‘130-150만원’은 17.7%(25명), ‘151-200만원은 84.4%(94명), ‘201만원이상’은

15.6%(22명)이었다. 예상 근무시간으로 ‘40시간 미만’ 27%(38명), ‘41-45시간’

은 56.7%(80명), ‘46시간’ 이상은 16.3%(23명) 이었다. 향후 의무기록사 선택

여부는 ‘예’는 35.5% (50명), ‘아니오’는 64.5%(91명)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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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jor Related Factors of Subject (N=141)

Variable N %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Recommendation by family 36 25.5

My own decision 59 41.8

Ease of employment 26 18.4

Others 20 14.2

Perceived academic performance level

High 33 23.4

Middlel 82 58.2

Low 26 18.4

Site of clinical practice

University Hospital 34 24.1

General hospital 61 43.3

General Practitioner 30 21.3

Insurance company 16 11.3

An expected salary(KRW 10,000)

130-150 25 17.7

151-200 94 84.4

201≤ 22 15.6

Estimated working hours(/a week)

≦40 38 27

41≦45 80 56.7

46≦ 23 16.3

Choice of Health Information Manager(HIM)

Yes 50 35.5

No 91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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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무기록사 선택여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무기록사 선택은 성별, 나이, 종교, 주관적 경제수준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Table 3).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oice of

Health Information Manager

(N=141, N(%))

Variable
Choice of medical records

p
Yes No

Sex .146

Male 9(26.5) 25(73.5)

Female 41(38.3) 66(61.7)

Age(years) .131

22-24 45(37.8) 74(62.2)

≧25 5(22.7) 17(77.3)

Religion .594

Yes 31(72.1) 12(27.9)

No 60(61.2) 38(38.8)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170

High 14(26.4) 39(73.6)

Lower middle 33(42.9) 44(57.1)

Low 3(27.3) 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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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관련 특성에 따른 의무기록사 선택여부

자신의 학업성적을 '상‘으로 인지한 학생의 의무기록사 선택은 20명

(60.6%), '중'으로 인지한 학생의 의무기록사 선택은 27명(32.9%), '하'로 인

지한 학생의 의무기록사 선택은 3명(11.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임상실습기관에 따라서는 대학병원 15명(44.1%), 종합병원 24명(39.3%), 병원

10명(33.3%), 보험회사 1명(6.3%)으로 통계적 경계역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7). 그러나 전공 선택동기, 예상보수, 예상 근무시간은 의무기록

사 선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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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jor Related Factors according to the choice of Health Information Manager

(N=141, N%)

Variable
Choice of medical records

p
Yes No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631

Invitation of family 15(41.7) 21(58.3)

Choose yourself 20(33.9) 39(66.1)

Ease of employment 10(38.5) 16(61.5)

Others 5(25.0) 15(75.0)

Perceived academic performance level <.001

High 20(60.6) 13(39.4)

Middlel 27(32.9) 55(67.1)

Low 3(11.5) 23(88.5)

Site of clinical practice .057

University Hospital 15(44.1) 19(55.9)

General hospital 24(39.3) 37(60.7)

General Practitioner 10(33.3) 20(66.7)

Insurance company 1(6.3) 15(93.8)

Desired fee(KRW 10,000) .678

130-150 9(36.0) 16(64.0)

151-200 35(37.2) 59(62.8)

201≦ 6(27.3) 16(72.7)

Estimated working hours(/week) .432

≦40 11(28.9) 27(71.1)

41-45 32(40.0) 48(60.0)

46≦ 7(30.4) 1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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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요인과 의무기록사

선택과의 관련성

전공만족도 점수는 의무기록사를 선택하는 경우 57.5±7.0점, 선택하지 않은

경우 54.5±10.6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44), 자기효능감 점수는 선

택의 경우 73.4±9.7점, 선택하지 않은 경우 77.4±11.3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35). 사회적 지지 점수는 선택의 경우 94.1±12.3점, 선택하지 않은

경우 98.9±14.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8). 그러나 임상실습 스트

레스, 학업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직업가치관, 임상실습 만족도는 의무기

록사 선택 여부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Table 5. Influence factor according to the choice of Health Information

Manager

(N=141, M±SD)

Variable Total
Choice of medical records

p
Yes No

Academic stress 52.1 ± 9.9 50.1 ± 8.4 53.2 ± 10.5 .081

Clinical practice stress 55.6 ± 12.0 56.8 ± 10.9 54.9 ± 12.5 .377

Major satisfaction 55.6 ± 9.6 57.5 ± 7.0 54.5 ± 10.6 .044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99.5 ± 14.6 99.3 ± 17.1 99.7 ± 13.0 .883

Self-efficacy 72.9 ± 10.5 73.4 ± 9.7 77.4 ± 11.3 .035

Social support 97.2 ± 13.7 94.1 ± 12.3 98.9 ± 14.2 .048

College Adjustment 58.2 ± 9.8 59.3 ± 9.5 57.6 ± 10.0 .326

Career values 29.8 ± 4.1 29.4 ± 4.1 30.0 ± 4.1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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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무기록사 선택 관련 요인

의무기록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적이 '상'인 경우의 교차비는 (OR=31.55, 95% C.I

5.336-186.568), '중'인 경우(OR=6.44, 95% C.I 1.297-32.001) 의무기록사 선택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장소가 대학병

원인 경우(OR=14.99, 95% C.I 1.482-151.607), 종합병원인 경우(OR=13.03,

95% C.I 1.327-127.946), 병원인 경우(OR=11.72, 95% C.I 1.107-124.271)로 의

무기록사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경우(OR=1.05, 95% C.I 1.003-1.115), 사회적지지가 낮은 경우(OR=0.95, 95%

C.I 0.928-0.996) 의무기록사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Logistic Regression according to the choice of Health

Information Manager

(N=141)

Variable B OR (95% CI)

Perceived academic performance level

High 3.45 31.55 (5.336-186.568)

Middlel 1.86 6.44 (1.297-32.001)

Low 1.00

Site of clinical practice

University Hospital 2.70 14.99 (1.482-151.607)

General hospital 2.56 13.03 (1.327-127.946)

General Practitioner 2.46 11.72 (1.107-124.271)

Insurance company 1.0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0.05 1.05 (1.003-1.115)

Social support -0.42 0.95 (0.928-0.996)

Self-efficacy -.038 0.96 (0.914-1.013)
*OR(95% CI) :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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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보건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일반적 특성, 전공 관련 요인과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을 고려하여 의무기록사 선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학업성적이

상, 중인 경우, 임상실습장소가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인 경우, 임상실습만

족도가 높은 경우, 사회적지지가 낮은 경우 의무기록사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경우 의무기록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의 경우 실습을 마치고 만족감을 높게 느낄수록,

졸업 후 진로결정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김선환, 2006). 보건계열 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 후 전공 취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전공

에 대한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향숙외, 2010). 전공분

야 임상실습은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과의 일부이며, 예비 전문인력으로 겪는

첫 경험으로 임상실습의 만족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성진, 2011). 만

족스러운 실습을 경험하고 자신감을 얻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습의 가치인식

이 확대되고 전공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유기준 외, 2012), 실습에 대한

성취감은 직업적 선택의 긍정적인 신념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행,

2006).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장에서의 임상실습이 만족스러운 경우 진로 결정

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유기준, 2013), 진로에 대한 실

전경험의 첫 기회이기 때문에,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지면 전공만족도도 높

아지고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생각된다(김수경외, 2018), 따라

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실습 교육을 기획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김수올, 2016).

사회적지지는 보건행정 전공학생의 의무기록사 선택에 부적인 영향이 있었

다. 일반 대학생에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황현정외, 2015),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2003; 한수현,

2003;이선영, 2004; 송현심, 홍혜영, 2010).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에서는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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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주변으로부터 진로 관련 정보 획득 등의 사사회적 지지가 진로에 대한 인

지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대인외, 2015).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 결정에 아주 적은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와(박미경, 2009) 사회적 지지가 진로 결정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한

연구(이상희, 2007)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보건행

정 전공학생들은 자신의 적성 및 흥미 보다 성적과 취업이라는 조건에 맞춰

학과를 선택한 경우가 많고(이혜승외, 2016) 본 연구의 대상자는 졸업예정자

로 어느 정도 진로가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수 및 친구의 지지가 진로

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으로 생각한다(황현

정외, 2015).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에 비해 ‘상’인 경우 31.6배, ‘중’인 경우 6.4배 의무기

록사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계열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성적이 높은 경우 중하위권인 경우에 비해 진로준

비행동이 높게 나타났고(2014, 박대성),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

성적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이 높게 나타나(2004, 이복희) 본 연구와 일치하였

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에 성실하고 높은 학과 만족

도를 보인다(박대성, 2014,; 배성숙외, 2014). 또한 일부 보건계열 학생의 경

우, 학습에 대한 부진은 전공에 대해 자부심 뿐 아니라 자신감이 저하되어

학과 인식에 영향을 미쳐(장기환외, 2008)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과에 대한 만족은 대학생활 뿐 아니라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므

로 학습 동기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의 학습방법 개선 등 학업성적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2014, 박대성; 이혜승외,

2016).

실습기관이 보험사인 경우에 비해 대학병원인 경우 15.0배, 종합병원 13.0

배, 병원 11.7배 의무기록사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

건행정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별 직업선택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결과를 비교하기 어려우나 보건행정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평가 결과, 종

합병원보다 병원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보였다(이은희, 2008). 실습교육은 전

공지식, 이론 및 기술 등을 실습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제

공하며 전문성 확보와 전문 의무기록사를 배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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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이은희, 2008)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다양하고, 폭넓은 실습이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보건행정 학생들은 짧은 현장실

습을 경험하고 있어, 실질적인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폭넓은 실습 제

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권현주외, 2009)

전공만족도 점수는 의무기록사를 선택하는 경우 57.5±7.0점, 선택하지 않은

경우 54.5±10.6점으로 의무기록사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전공 만족도 점수가

높았다. 보건행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이여진외, 2012) 향후 의무기

록사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전공만족이 62.4%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연

구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상실습

을 경험하는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김수정외, 2018).

자기효능감 점수는 의무기록사를 선택하는 경우 73.4±9.7점, 선택하지 않은

경우 77.4±11.3점으로 의무기록사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자기효능감 점수가 낮

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자기효능감 점수가 진로결정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올, 2016).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

과에서도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은 경우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

타내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고경필, 2014). 이러한 결과는 전공

학과에 대한 불만이나 학업에 대한 부진은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학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인다고 하였다(이여진외, 2012). 또한, 보건계

열의 경우 전공 및 실습을 경험하면서 자기평가, 진로계획 등에서 스트레스

를 받게 되면서 진로에 대한 관심과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다소 낮아지는 것

과 관련 있을 것으로(이경아, 2015) 판단되지만 더 다양하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보건행정전공의 많은

대학이 있음에도 다방면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사대상

이 한정되어 전국의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을 대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범위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3년

제 대학으로 조사가 시행되었으나, 4년제의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

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건행정과 학생의 의무기록사 선택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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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습 만족도, 실습기관, 학업성적, 사회적지지가 관련이 있어 보건행정과

학생의 의무기록사 선택에 있어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는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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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보건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일반적 특성, 전공 관련 요인과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 등이 의무기록사 선택에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G광역시 B대학과 S대학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14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카이제곱검정, t-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

의수준은 p<0.05이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인지된 학업성적이 상(OR=31.55, 95% C.I

5.336-186.568), 중(OR=6.44, 95% C.I 1.297-32.001)인 경우, 임상실습 장소가

대학병원(OR=14.99, 95% C.I 1.482-151.607), 종합병원(OR=13.03, 95% C.I

1.327-127.946), 병원(OR=11.72, 95% C.I 1.107-124.271)인 경우, 임상실습 만

족도가 높은 경우(OR=1.05, 95% C.I 1.003-1.115) 의무기록사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기관이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보험회사 순으로 의무기록사 선택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며, 전공만족도는 정

적방향을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부적 방향으로 의무기록사 선택에 유의

한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보건행정 전공 학생의 의무기록사 선택에는 학업성적, 임상실습

장소, 임상실습 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의무기록사 양성을 위해 전공만족 및 성적향상을 위한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실습의 경험을 폭넓게 확대 필요성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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