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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브랜드 네임 스펙트럼 이론을 이용하여 병원 명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는 모든 병원

을 대상으로 하였고, 명칭은 의미있는 단위로 분류한 후 스펙트럼 이론에 따라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임의적 명칭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암시적, 서술적, 그리고 조어적 명칭의 순이었다. 단일 스펙트럼 구성된 

명칭이 가장 많았으며, 스펙트럼이 2개와 3개로 구분된 명칭의 순이었다.

I. 서론 

  브랜드 네임은 브랜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의 하나이다[1]. 브랜드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병원명의 언어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병원에서는 병원 네임을 경쟁 병원의 네임과 비교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브랜드 전략을 수립

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네임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병원명의 언어적 특

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2008년 대한병원협회 명부에 수록된 병원

중 수도권에 위치하는 종합병원과 병원 460개을 대상으

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종별유형, 설립시기, 소유형태의 

변수도 사용하였다.

  명칭의 분석을 위하여 병원의 명칭은 의미있는 단어로 

구분하였다. 분류된 단어를 이용하여 4가지 스펙트럼으

로 분류하였다. 스펙트럼 분류결과와 병원의 구조특성 

변수를 이용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표 1은 분석에 사용된 병원의 특성과 명칭 수의 기술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병원별 명칭 수 기술통계량 

명칭 수

변수 병원수 평균값 표준편차

종별형태

  종합병원  100 1.5 0.5 

  병원  360 1.6 0.6 

설립구분

  개인  284 1.5 0.6 

  의료법인  100 1.5 0.5 

  기타 76 1.6 0.6 

병원크기

   30<=병상수<100  243 1.5 0.6 

  100<=병상수<300  151 1.5 0.5 

  300<=병상수 66 1.5 0.6 

설립연도

  설립연도 <=2000  214 1.5 0.5 

  설립연도 > 2000  246 1.6 0.6 

병원별 명칭 수

  1개 228

  2개 219

  3개 13

전체  460 1.5 0.6 

  표 2는 스펙트럼 분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스펙트럼 분류 

명칭유형 서술적 암시적 임의적 조어적

병원 수 64 196 321 21

  표 3은 전체 병원 명칭을 구성하는 스펙트럼의 분석결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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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병원명칭 스펙트럼 형태

병원 수

단일 스펙트럼 325개

2개 스펙트럼 128개

3개 스펙트럼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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