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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요구 분석 



요구 분석(1): 장학금 싞청 시 선호방법 (’18년 행정안전부 설문조사 결과) 

□ “장학금 싞청, 국공립학교 입학/등록 등”의 행정서비스 현재 이용방법 및 선호방법에 관한 설문 결과 

– 총 사례수 경우,  직접방문(22.8%), 우편(3.9%) 보다는 인터넷(54.7%), 모바일(8.2%)을 선호 

– 학생의 경우, 직접방문(17.8%), 우편(1.3%) 보다는 인터넷(60.6%), 모바일(13.2%)을 선호 

□ 장학금 싞청 등의 서비스 이용시 “오프라인(방문, 우편)”보다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등)”을 훨씬 선호 

– 학생, 나이가 어릴수록 온라인 선호도가 훨씬 높은 편 (온라인 80% vs. 오프라인 20%) 

 

싞청방법 현재(%) 선호(%) 

직접방문 41.7 22.8 

팩스/우편 1.4 3.9 

인터넷 44.3 54.7 

모바일 5.7 8.2 

젂화 2.4 5.9 

이메일 1.3 1.3 

문자메시지 1.5 1.3 

SNS메싞저 0.9 1.0 

민원발급기 0.5 0.8 

디지털 TV 0.4 0.2 

싞청방법 현재(%) 선호(%) 

직접방문 22.5 17.8 

팩스/우편 2.7 3.9 

인터넷 66.9 60.6 

모바일 7.6 13.2 

젂화 0.5 2.7 

이메일 0.9 0.6 

문자메시지 1.2 2.4 

SNS메싞저 0.0 0.6 

민원발급기 0.0 0.8 

디지털 TV 0.0 0.0 

싞청방법 현재(%) 선호(%) 

직접방문 26.1 13.9 

팩스/우편 2.7 3.9 

인터넷 59.7 66.3 

모바일 7.4 9.6 

젂화 0.9 3.2 

이메일 1.2 0.8 

문자메시지 0.5 0.9 

SNS메싞저 0.9 0.7 

민원발급기 0.6 0.8 

디지털 TV 0.0 0.0 

사례수(명) 19,054,217 28,132,082 사례수(명) 2,556,055 2,791,031 사례수(명) 3,965,518 5,410,389 

20-29세 학생 총계 

출처 : 행정안젂부,「젂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2018년 (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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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행정안전부,「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2018년 (kosis.kr) 

(현재) 
이용방법 

(향후) 
선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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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분석(2): 대학생 경제상황 설문조사 결과 (’15년 서울대 사례) 

□ 서울대 학부생 경제상황 및 자립인식 조사 결과 

– 응답자의 젃반 이상, 추가적인 등록금 지원 희망 

설문조사 개요 
주관: <서울대저널> 
기간: 2015.4.-5.8 (25일간) 
내용: 서울대 학부생의 경제적 자립에 대핚 인식과 경제상황 조사 
대상: 2015학년 1학기 재학인원 15,626명(2015년 4월 6일 기준, 연건캠퍼스 제외) 중 50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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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분석(3): 국가장학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5년 가천대 사례) 

□ 국가장학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37.2%의 미싞청핚 학생의 19.7%인 14명은 “서류준비가 안돼서”라고 응답 (젂체의 약 7%에 해당) 

– 국가장학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30%가 “복잡한 서류제출”이라고 답변 

– “서류준비”는 국가장학금 싞청하는 데 애로사항으로 작용 

 

출처: 가천대싞문 (2015.4.2). 평등교육종잣돈 3조6000억…국가장학금 싞청했나요 

“2015년 3월 23일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학보사 주관, 가천대 199명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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