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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 의대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의대생들은 과중한 학업량과 경쟁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많은 가운데 살
아가고 있다.따라서 이들이 느끼는 삶의 질을 통하여 의과대학생들에 대
한 효과적인 학습 및 생활 지도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실시되었
다.
2005년도에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에 재학 중인 1,2,3학년 학생 213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 대상은 인구학적 특징,삶의 질,학교
성적이었다. 삶의 질 조사는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
(WHOQOL-BREF)와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구 사회학적 구성에 관한 설문
이었다.결과는 전체 점수 및 신체,심리,사회,환경의 4가지 도메인 점수
를 가지고 평가하였다.또한 연구에 참여한 학생 중 자신의 학교성적 열람
을 동의한 학생들 142명의 성적을 분석에 이용하였다.인구 사회학적 구성
및 성적과 삶의 질의 관계를 T-test및 ANOVA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삶의 질 전체 점수와 사회관계 영역에서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신체적 영역에서 1학년,3학년 학생들
의 삶의 질은 2학년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특목고 출
신 학생이 일반고 출신의 학생에 비해서 사회관계 영역에서의 삶의 질이
더 높았다.또한 운동을 1주일에 1시간 초과 3시간 이하로 하는 학생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서 삶의 질 총점 및 신체,사회관계,환경
적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삶의 질이 높았다. 자신의 내적 동기에 의해서
의대를 입학한 학생들이 사회적인 전망에 의해 의대를 선택하게 된 학생들
에 비해서 심리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또한 술을 안
마시는 학생들이 마시는 학생들에 비해서 사회관계 영역에 있어서 삶의 질
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등교 거리,출신고 소재지,기숙사
거주 여부,입학 형태,종교 유무,흡연 유무,커피 음용 여부,수면 시간,
이성 교제,서클 활동,친한 친구 수,한달 용돈 등은 삶의 질 총점 및 4개
영역의 삶의 질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학교 성적 집단
간에 있어 삶의 질 총점,4개 영역의 삶의 질 점수에서는 각 그룹 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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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금연자가 흡연자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성적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여학생들이 취약하며,특히 그들
의 사회적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의과대학 교육을 처음 받는 1학년 및 임상실습을 처음 시작하는 3학
년 학생들의 신체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고,의대생이 일정
한 정도의 운동시간을 가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

핵심되는 말 :의대생,삶의 질,인구 사회학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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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대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지도교수 전우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진 영

Ⅰ . 서론

 입학 당시 의대생들은 다른 또래 집단들과 비슷한 정도의 정신 건강 수준
을 유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1~7 일반적으로 의대생들은 주위로부터 많은
기대와 찬사를 받고 8 남과 사회를 위한 봉사와 협조 , 경제적 안정과 독립
적 임무 수행의 기대를 가지고 의학과에 진학을 한다 .9 하지만 일반 대학
생들과는 차이가 많은 과중한 학업 요구량 , 규격화된 교육과정 , 작은 시험
과 유급으로 긴장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며 8, 의학 공부를 시작
한지 1년이 되기 전에 기대했던 바와 현실과는 거리가 있음을 실감하고 좌
절을 느끼게 되면서 10 정신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1~7 의대생
들의 정신적 문제는 1학년에 시작되어 의대 생활 기간 동안 내내 지속된
다 .11 의학과 1학년에게는 주로 학습 문제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많이 호소
하고 이로 인해 휴학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본과 2학년 학생에
게는 특히 건강 염려증이 많아 미국 의대생의 80%가 이를 겪는다고 한
다 .12 3학년이 되면 배운 이론을 실제에 응용하는 데에 불안해지고 자신감을 잃
게 되며 , 4학년이 되면 국가고시 , 인턴이 되는 걱정을 하게 된다 .12,13  미국과 영
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 이상의 의대생들이 우울증 2,6,7,10또는 정신 건
강의 저하를 3~5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 또한 전체 의대생의 70%가 한때 자
신의 건강을 걱정했다고하며 12 약물 남용의 빈도가 높다고 한다 .14,15 또한
의대생들의 정신적인 문제는 학업 수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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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학생들이 물질 남용을 하는 원인이 되고 18~21 학습과 관련된 부정행위
를 하는 비율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22,23 우리나라의 경우 의대생들이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사회적 관계 , 수면과 휴식 , 성적 활동 레저와 여가 활동에
서의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의사는 환자의 건강에 대한 상담자 역할과 함께 환자에 대한 모범이 되어
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 의사의 행동양식이 환자의 습관에도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25,26 이렇게 환자의 생활 스타일을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건강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 .27 이러한 의대생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의대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보고된다는 것은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 의대
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일 필요하다 . 삶에 있어 주관적 만족감 , 행복감
을 ‘삶의 질 ’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28, 삶의 질은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 환경적 측면들을 포함한다 .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삶의 질은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
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 기대 , 규범 ,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
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지각 ”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29 이에 따라 세
계 보건 기구는 건강상태 , 생활방식 , 생활 만족도 , 정신 상태 , 안락성
(well-bing)등을 다 포함하는 다원적 (multi-dimensional)인 측정 도구로서 세계
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WHOQOL ; WHOQOL;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를 개발하고 , 이의 축약형인 WHO간편
형을 개발하였고 30 이를 번안하여 민성길 등이 한국판 세계 보건 기구 삶
의 질 간편형 척도를 개발하였다 . 한국판 WHOQOL-BREF는 한국판
WHOQOL(A-12)의 24개 하부척도 각각으로부터 한 항목씩 선택되어 구성
되어 있으며 24개의 하부척도는 ① 신체적 건강 영역 (Physical health 

domain), ②심리적 영역 (psychological domain), ③ 사회 관계적 영역 (social 

relationship domain), ④ 환경 영역 (environmental domain)등 4개의 영역
(domain)으로 분류되어 있다 . 추가로 전반적인 삶의 질과 일반적인 건강 인
식에 관한 하부 척도로부터 선택된 두 항목이 포함되어 , WHOQOL-BREF는
26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 4개의 영역으로 세분되어 있다 .31,32  

 의대생들에 대한 연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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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5 특히 국내에서는 일반 대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8 의과대학 교
육은 향후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될 의사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 

의사의 행동 양식과 성격특성이 환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생각한다
면 의과대학생의 교육에 있어서 개인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8,25,26 이런 의미에서 의과대학생들이 주
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 것은 의미있다고 하겠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WHOQOL-BREF를 이용하여 의과대학생들 삶의 질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의사로서의 향후 학생지
도에 활용하고 , 의대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강구책을 마련하는데 도
움을 되고자 수행하였다 . 

Ⅱ .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5년도에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에 재학 중인 1,2,3학년 학생 215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대상은 인구사회학적 특징 , 삶의 질 , 

학교 성적이었다 . 연구에 참여한 215명 중 인구 사회학적 구성에 대한 설

설문 참여 학생
(총213명)

학생부 기록 열람을
동의한 학생
(총142명)

1학년 118 남 72 80 남 52
여 46 여 28

2학년 61 남 33 41 남 22
여 28 여 19

3학년 34 남 24 21 남 14
여 10 여 7

※ 참고
2005학년도 1,2,3학년 재학생은 총 436명이었음.

표 1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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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항을 작성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21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 학생 중
자신의 학생부 기록 열람을 동의한 학생들 142명의 성적을 분석에 이용하
였다 . 

2. 조사 도구
조사 대상은 인구 사회학적 특징 , 삶의 질 , 학교 성적이었다 . 연구 대상에
게 인구사회학적 특징 및 삶의 질 관련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 성적을 포함한 학적부 기록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는
학생에 한해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  

가 . 인구학적 특징 조사
 인구학적 구성에 관한 조사는 이전에 대학생들에 관한 연구 되었던 것들
을 바탕으로 의과대학생들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 학년 , 성
별 , 종교 , 결혼 상태 , 거주지 , 등교 거리 ,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및 성격 , 입
학 형태 , 의대 선택 동기 , 음주 , 흡연 , 커피 음용 , 운동 시간 , 수면 시간 , 이
성교제 , 서클 활동 , 친한 친구 , 용돈등의 항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 

나 .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 (WHOQOL-BREF)

 삶의 질을 측정한 연구도구는 한국판 WHOQOL-BREF이었다 . 한국판
WHOQOL-BREF의 항목 (item) 점수는 ‘전혀 아니다 ’를 1점으로 , ‘약간 그렇
다 ’는 2점 , ‘그렇다 ’는 3점 , ‘많이 그렇다 ’는 4점 , ‘매우 많이 그렇다 ’는 5점
으로 답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 부정적 질문에 해당하는 항목은 6점에서 해
당 항목 점수를 뺀 값을 해당 점수로 하여 ,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
게 계산되도록 하였다 .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이 4개의
영역 (domain)으로 분류되어 있다 . 4개의 영역은 신체적 영역 (Physical 

Domain), 심리적 영역 (Psychological Domain), 사회 관계적 영역 (Social 

relationships Domain), 환경적 영역 (Environmental Domain)이다 .  영역
(domain)점수는 영역 (domain)내에 포함된 모든 항목 (item)점수의 평균에 4를

(총원/남학생수/여학생수)
1학년(159/107/52)2학년(134/73/61)3학년(143/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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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하여 계산하였다 . 그러므로 영역 점수는 4에서 20의 범위였다 . 총점은 영
역 (domain)점수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 

다 . 성적
 학적부 기록 사용에 동의한 학생들의 2005년도 2학기 평량 평균 (단 3학년
의 3학년 전체 성적의 평량 평균 )을 이용하였다 . 해당 학기의 평량 평균이
A-~A+인 학생들 , 평량 평균이 B-~B+인 학생들 , 평량 평균이 C-~C+인 학생들
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사회 인구학적 구성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D+이하를 받은 학생은 없었다 . 

3. 통계 방법
 인구 사회학적 구성과 삶의 질 그리고 성적과의 관계를 T-test 및 ANOVA

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 운동시간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그룹 (이하 E1

그룹 ), 1주일에 운동을 1시간이하로 하는 그룹 (이하 E2그룹 ), 1주일에 1시
간초과 3시간이하로 하는 그룹 (이하 E3그룹 ), 1주일에 3시간을 초과하여 운
동하는 그룹 (이하 E4그룹 )으로 나누어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 이
후 post Hoc 분석을 하였다 . 의대 입학 동기에 대해서는 적성 , 학문적 흥
미 , 봉사 활동 , 의료 선교 활동 등 자신의 내적 동기에 의해서 의대에 입학
한 그룹과 성적을 고려했거나 ,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의대에 입학
한 그룹 , 진로 , 전망 , 사회적인 선호도 등 사회적 전망에 의해서 의대에 입
학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 수면시간은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그룹 (이하 S1그룹 ), 5시간 초과 7시간 미만으로 자는 그룹 (이하 S2그룹 ), 7

시간 이상 자는 그룹 (이하 S3그룹 )으로 분류하여 ANOVA를 이용해서 분석
하였다 . 친한 친구 수는 친한 친구가 1명 이하인 그룹과 2명 이상인 그룹
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 한달 용돈은 40만원 이하인 그룹과 40만원 초
과인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 음주 , 흡연 , 커피 음용은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t-test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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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결 과

1. 인구 사회학적 자료
 인구 사회학적 자료상 연구대상은 총 213명이었다 (표 2). 성별은 남자 129

명 , 여자 84명이었다 . 1학년 학생은 118명 , 2학년 학생은 61명 , 3학년 학생
은 34명이었고 , 학적부 열람에 동의를 한 학생 수는 1학년은 80명 , 2학년은
41명 , 3학년은 21명이었다 . 결혼 상태는 미혼 209명 , 기혼 4명이었다 . 일반
고를 졸업한 학생은 157명 이었고 , 특수 목적고를 졸업한 학생은 56명이었
다 . 운동시간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은 83명 , 1주일에 운동을 1시간
미만으로 하는 학생은 49명 ,  1주일에 1시간이상 3시간 미만으로 하는 학
생은 48명 , 1주일에 3시간을 초과하여 운동하는 학생은 33명이었다 . 입학동
기에 관해서는 자신의 동기에 의해 입학한 학생은 100명 , 타인의 권유에
의해서 입학하게 된 학생은 49명 , 사회적 전망을 고려해 입학한 학생은 52

명이었다 . 술을 마시지 않는 학생은 69명이었으며 술을 마시는 학생은 144

명이었다 . 학교까지의 등교시간이 30분 이내인 학생은 162명 , 30분을 초과
하는 학생은 51명이었다 . 대도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160명 , 중
소도시 소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34명 , 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
한 학생은 11명 , 기타 11명이었다 . 기숙사에 주로 거주하는 학생이 109명 , 

직계 보호자와 함께 사는 경우를 포함하여 기타장소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104명이었다 . 의예과로 입학한 학생이 203명 , 학사 편입 , 복수전공 등을 통
해 의학과에 진학한 학생이 10명이었다 .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79명 , 종교를 가진 학생이 134명이었다 .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이 194명 ,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19명이었다 . 커피를 마시지 않는 학생은 51명 , 커피
를 마시는 학생은 162명이었다 . 하루에 수면시간이 5시간 이하인 학생은
19명 , 5시간 초과 7시간 미만인 학생은 116명 , 하루에 7시간 이상 잠을 자
는 학생은 70명이었다 .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학생은 118명이었고 , 이성교
제를 하는 학생은 95명이었는데 이중에서 41명이 의대내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다 . 서클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은 43명이었고 , 서클 활동을 하는 학생
은 170명이었다 . 같은 학년 동료 중 각별히 친하며 어려울 때 반드시 도와
줄 친구수가 1명 이하라고 대답한 학생은 35명 , 2명이상이라고 대답한 학
생은 178명이었다 . 한달 용돈이 40만원 이하라고 대답한 학생은 127명 , 40

만원 초과라고 대답한 학생은 86명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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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통계
방법 소그룹 빈도 삶의 질 총점 신체적

건강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 관계적
영역 환경 영역

명
(%)

Mean 

± SD
p value

Mean 

± SD
p value

Mean 

± SD
p value

Mean 

± SD
p value

Mean 

± SD
p value

성별 T

남 129
(60.6)

53.30

±9.08
0.013*

13.20

±2.93
0.121

14.12

±2.59
0.199

12.98

±2.93
0.035*

13.05

±2.35
0.407

여 84
(39.4)

50.00

±6.98

12.80

±2.67

13.04

±2.41

12.34

±2.36

12.38

±2.32

학년 A

1
118
(55.4)

50.95

±8.70

0.060

12.12

±2.62

0.000a

13.49

±2.68

0.258

12.75

±2.81

0.376

12.49

±2.50

0.1012
61

(28.6)

54.26

±8.33

14.90

±2.57

14.16

±2.48

12.40

±3.03

13.26

±1.93

3
34

(16.0)

53.22

±7.65

12.91

±2.39

13.65

±2.30

13.29±

1.96

12.99

±2.42

출신고
성격 T

일반고 157
(73.7)

51.50

±8.94
0.086

12.88

±2.87
0.569

13.61

±2.62
0.267

12.51

±2.87
0.033*

12.70

±2.45
0.169

특목고 56
(26.3)

54.06

±6.88

13.49

±2.70

13.95

±2.43

13.48

±2.23

13.04

±2.06

운동
시간
1주일당

A

E1
0시간

83
(39.0)

49.41

±8.92

0.002b

12.17

±2.75

0.001c

13.37

±2.54

0.241

12.07

±2.97

0.022b

12.13

±2.47

0.019b

E2
1시간 이하

49
(23.0)

52.26

±7.51

13.05

±2.62

13.61

±2.54

12.67

±2.75

12.85

±2.56
E3

1시간 초과
3시간 이하

48
(22.5)

55.30

±7.89

14.04

±2.96

14.31

±2.54

13.57

±2.24

13.67

±1.95

E4
3시간 초과

33
(15.5)

53.81

±8.17

13.78

±2.57

13.82

±2.69

13.29

±2.58

13.11

±1.81

입학
동기 A

M1
자신의 동기

100
(49.8)

53.26

±8.11

0.151

13.39

±2.91

0.259

14.20

±2.45

0.013d

13.09

±2.56

0.133

13.08

±2.24

0.100
M2

타인의 권유
49

(24.4)

51.33

±8.88

12.97

±2.41

13.28

±2.75

12.25

±2.80

12.72

±2.34

M3
사회적 전망

52
(25.9)

50.49

±8.54

12.62

±3.01

13.04

±2.43

12.30

±2.83

12.23

±2.46

음주
유무 T

금주 69
(32.4)

51.87

±7.71
0.132

12.80

±2.83
0.710

13.76

±2.40
0.320

12.98

±2.32
0.043*

12.96

±2.31
0.416

음주 144
(67.6)

52.25

±8.89

13.15

±2.84

13.67

±2.66

12.65

±2.92

12.71

±2.38

등교
거리
(시간 )

T

30분
이내

162
(76.0)

51.74

±8.53
0.849

12.87

±2.74
0.057

13.73

±2.56
0.664

12.70

±2.78
0.454

12.64

±2.38
0.768

30분
초과

51
(23.9)

53.52

±8.48

13.59

±3.07

13.61

±2.64

12.92

±2.67

13.28

±2.23
다음 장에 계속

표 2인구 사회학적 구성 및 인구 사회학적 구성과 삶의 질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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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통계
방법 소그룹 빈도 삶의 질 총점 신체적

건강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 관계적
영역 환경 영역

명
(%)

Mean 

± SD
p value

Mean 

± SD
p value

Mean 

± SD
p value

Mean 

± SD
p value

Mean 

± SD
p value

출신고
소재지 A

대도시 160
(75.1)

52.19

±8.74

0.737

13.02

±2.80

0.887

13.71

±2.62

0.656

12.71

±2.81

0.526

12.92

±2.40

0.531

중소
도시

34
(16.0)

52.67

±8.33

13.14±

3.05

13.47

±2.65

13.29

±2.51

12.78

±2.30

군지역 11
(5.2)

51.92

±7.68

13.51

±2.40

14.55

±2.02

11.87

±2.84

12.64

±2.51

기 타 8
(3.8)

48.06

±5.54

12.50

±3.49

13.33

±1.89

12.53

±2.42

12.56

±1.37

거주지 T

기숙사 109
(51.2)

51.06

±8.86
0.398

12.75

±2.90
0.840

13.73

±2.71
0.396

12.68

±2.69
0.966

12.11

±2.34
0.794

기타 104
(48.4)

53.39

±8.00

13.34

±2.74

13.67

±2.42

12.83

±2.83

13.50

±2.17

입학
형태 T

의예과
입학

203
(95.3)

52.15±

8.63
0.194

13.00

±2.85
0.694

13.68

±2.60
0.210

12.76

±2.78
0.198

12.72

±2.35
0.793

그 밖에 10
(4.7)

51.81

±5.26

13.77

±2.53

14.13

±2.03

12.44

±1.82

14.20

±2.06

종교
유무 T

무교 79
(37.1)

52.16

±8.51
0.636

13.29

±2.80
0.998

13.70

±2.53
0.837

12.41

±3.07
0.067

12.84

±2.82
0.885종교

있음
134
(62.9)

51.12±

8.58

12.90

±2.85

13.70

±2.60

12.97

±2.52

12.76

±2.41

흡연
유무 T

금연 194
(91.1)

51.96±

8.43
0.747

13.01

±2.86
0.139

13.71

±2.52
0.166

12.65

±2.73
0.811

12.76

±2.35
0.948

흡연 19
(8.9)

53.75

±9.49

13.35

±2.56

13.58

±3.13

13.68

±2.94

13.13

±2.48

커피
음용 T

안마
신다

51
(23.9)

52.45

±0.48
0.131

12.83

±2.98
0.490

13.65

±3.02
0.011

12.91

±3.06
0.069

12.99

±2.74
0.091

마신다 162
(76.1)

52.03

±8.23

13.11

±2.79

13.72

±2.42

12.70

±2.65

12.73

±2.23

수면
시간
하루평균

A

S1
5시간 이하

19
(8.9)

51.36

±8.25

0.378

12.77

±2.85

0.138

13.42

±2.42

0.314

12.65

±2.69

0.925

12.42

±2.47

0.268
S2

5시간 초과
7시간미만

116
(54.5)

51.89

±8.69

12.86

±2.94

13.66

±2.62

12.83

±2.69

12.86

±2.41

S3
7시간 이상

70
(32.9)

53.61

±8.61

13.73

±2.53

14.14

±2.65

12.75

±3.00

13.12

±2.07

이성
교제 T

교제
안함

118
(55.4)

50.93

±8.27
0.536

12.63

±2.82
0.884

13.63

±2.46
0.993

12.94

±2.35
0.556

12.13

±2.47
0.974

교제함 95
(44.6)

53.38

±8.55

13.07

±2.98

14.07

±2.60

12.96

±2.76

13.06

±2.34

의대내
이성
교제

T

의대내
교제

41
(43.2)

50.93

±8.27
0.698

12.63

±2.82
0.933

13.62

±2.46
0.707

12.94

±2.35
0.215

12.13

±2.47
0.939의대외

교제
54

(56.8)

53.38

±8.55

13.07

±2.98

14.09

±2.60

12.96

±2.76

13.06

±2.34
다음 장에 계속

표 2인구 사회학적 구성 및 인구 사회학적 구성과 삶의 질과의 관계 (앞장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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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통계
방법 소그룹 빈도 삶의 질 총점 신체적

건강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 관계적
영역 환경 영역

명
(%)

Mean 

± SD
p value

Mean 

± SD
p value

Mean 

± SD
p value

Mean 

± SD
p value

Mean 

± SD
p value

서클
활동
유무

T

하지
않음

43
(20.2)

52.17

±8.60
0.969

13.59

±2.83
0.827

13.13±

2.51
0.713

12.22

±2.75
0.901

13.08

±2.33
0.545

활동함 170
(79.8)

52.13

±8.54

12.90

±2.82

13.84

±2.57

12.88

±2.75

12.72

±2.36

친한
친구
수

T

1명이하 35
(16.4)

48.78

±8.09
0.607

12.31

±2.90
0.999

12.57

±2.66
0.904

11.52

±2.98
0.500

12.39

±2.29
0.866

2명이상 178
(83.6)

52.65

±8.50

13.18

±2.81

13.92

±2.50

12.94

±2.68

12.87

±2.36

한달
용돈 T

40만원
이하

127
(59.6)

51.17

±8.23
0.546

12.80

±2.87
0.794

13.34

±2.44
0.165

12.54

±2.73
0.723

12.65

±2.39
0.893

40만원
초과

86
(40.4)

53.55

±8.82

13.40

±2.76

14.24

±2.68

13.06

±2.77

12.99

±2.30

T: T- test로 통계 분석
A: ANOVA로 통계 분석
E1 : 1주일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그룹
E2 : 1주일에 운동을 1시간 이하로 하는 그룹
E3 : 1주일에 운동을 1시간 초과 3시간 이하로 하는 그룹
E4 : 1주일에 운동을 3시간 초과로 하는 그룹
M1 : 자신의 동기 (자신의 적성 , 학문적 흥미 , 봉사활동 , 의료 선교 활동 )

M2 : 타인의 권유 (성적 , 부모 , 가족 , 동료 , 선후배 권유 )

M3 : 사회적 전망 (진로 전망 사회적인 선호도 )

S1 : 하루 평균 5시간 이하 수면
S2 : 하루 평균 5시간 초과 7시간미만 수면
S3 :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수면
*, a, b, c, d : p<0.05

a : 2학년>1학년 and 2학년>3학년
b : E3>E1

c : E3>E1 and E4>E1

d : M1>M3

표 2인구 사회학적 구성 및 인구 사회학적 구성과 삶의 질과의 관계 (앞장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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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사회학적 구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

가 . 성별
 삶의 질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요인은 성별로서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삶의 질 전체 점수가 높았고 , 사회관계 영역에서도 높게 나왔다 . 세
부항목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더 안전하다고 느꼈고 ,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으며 , 더 많은 레저 활동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 더 성생활에대해서 만족하다고 답하였다 . 반면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했다 .

나 . 학년
 신체적 영역에서 2학년 학생들의 삶의 질이 1학년 , 3학년 학생들의 삶의
질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2학년이 1학년 및
3학년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다고 답하였
고 , 인생을 더 즐긴다고 하였고 , 일상생활을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 수면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하였다 . 또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 , 레저 활동 , 일상생활 수행능력 , 일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세부항목에서는 2

학년학생들의삶의질이 1학년학생들의삶의질에 비해서 유의미하게높은것
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에 비하여 충분한 돈을 가
지고있다고답하였고 , 부정적인감정을덜느낀다고답하였다 .

다 . 출신고 (일반고 , 특목고 )

 특수 목적고를 나온 학생들이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의 삶의 질이 높았다 .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특수 목적고를 나온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새로운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 스스
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고 , 성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 

라 . 운동시간
  운동시간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그룹 (이하 E1그룹 ), 1주일에 운동을 1

시간 미만으로 하는 그룹 (이하 E2그룹 ), 1주일에 1시간이상 3시간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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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그룹 (이하 E3그룹 ), 1주일에 3시간 이상으로 하는 그룹 (이하 E4그룹 )

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E3그룹 (주 1시간 초
과 3시간 이하 운동 )이 E1그룹 (주0시간 운동 )에 비해서 삶의 질 총점 및
신체영역사회관계 영역 , 환경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 E3그룹 (주 1시
간 초과 3시간 이하 운동 )의 학생들이 E1그룹 (주0시간 운동 )의 학생들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만족하고 있고 , 인생
을 즐기고 있으며 , 건강에 좋은 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 일상생활을 위한
에너지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고 , 일상생활을 위한 충분한 에너
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대
답하였다 . 

 또한 레저 활동의 기회 항목과이동성항목에서 E3(주 1시간 초과 3시간 이
하 운동 )그룹 및 E4그룹 (주3시간초과운동 )이 E1그룹 (주0시간 운동 )의학생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레저활동의 기회를 충분하게가지고 있다고하
였고 , 더잘 돌아다닐 수 있다고 답하였다 .  E2그룹 (주 1시간 이하운동 ) 및 E3그
룹 (주 1시간 초과 3시간 이하 운동 )의 학생들이 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 E1그
룹 (주0시간 운동 )에 비해서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E1(주0시간 운동 )그룹이 E4그룹 (주3시간 초과 운
동 )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통증으로 인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덜 방
해받는다고대답하였다 .  또 E1그룹 (주0시간 운동 )이 E3그룹 (주 1시간 초과 3

시간 이하 운동 ), E4그룹 (주3시간초과운동 )에비해서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
의학적 치료가 덜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 또한 E1그룹 (주0시간 운동 )이 E2그
룹 (주 1시간 이하 운동 ),E3그룹 (주 1시간 초과 3시간 이하 운동 )에 비해서 통
계적으로유의미하게부정적인감정을덜느끼는것으로대답하였다 . 

마 . 입학 동기
 자신의 내적 동기에 의해서 의대를 입학하게 된 M1그룹이 사회적인 전망
에 의해 의대를 선택하게 된 M3그룹에 비해서 심리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
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M1그룹 (자신의 동기 )이 M3그
룹 (사회적 전망 )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
다고 평가했고 , 삶이 의미있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 M1그룹 (자신의 동기 )이
M2그룹 (타인의 권유 ), M3그룹 (사회적 전망 )에 비해서 친구로부터 받는 도



-12-

움에 만족하다고 하였다 . 

바 . 음주 유무
 술을 안 마시는 학생들이 마시는 학생들에 비해서 사회관계 영역에 있어
서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친
구로부터 받는 도움에 관한  세부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삶의 질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 부정적인 느낌항목에 있어서는 술을 마시는 학생들이 안 마시는
학생들에비해서삶의질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사 . 그 밖에 결과들
 등교거리 (시간 ), 출신고 소재지 , 기숙사 거주 유무 , 입학 형태 , 종교 유무 , 

흡연 유무 , 커페 음용 , 수면시간 , 이성교제 , 의대 내 이성교제 , 서클 활동 , 

친한 친구수 , 한달 용돈 등은 삶의 질 총점 및 4개 영역의 삶의 질 점수에
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 성적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
 학교 성적 집단 간에 있어 삶의 질 총점 , 4개 영역의 삶의 질 점수에서는
각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4. 그 밖의 결과들
 금연자가 흡연자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성적이 높았다 .(F=9.960, p=0.002) 

다른 인구 사회학적 구성에 따른 성적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Ⅳ . 고 찰
  본 연구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삶의 질 총점 , 사회관계 영역에
서 삶의 질 점수가 높았고 ,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안전감 , 주거 환경 , 레저
활동 , 성적 활동에서 삶의 질 점수가 높았다 . 반면에 수면 항목에서는 여학
생의 삶의 질 점수가 남학생에 비해서 높았는데 , 이는 우리나라 일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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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31,32 반면에 우리나라 일반인들
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회관계 영역 , 성적 활동 ,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여자들의 삶의 질이 남자들의 삶의 질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28,31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같은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
는 반대 결과가 나왔다 .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삶의 질
총점에서 차이가 없었는데 ,30,31,32 본 연구 결과에서는 남학생의 삶의 질 총
점이 높았다 .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여자 의대생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가 여
의사 1백4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의료
계 내에서 성차별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38 또한 여자의사들은 의료계
내에 여의사에 대한 성차별이 있으며 성차별 사례는 전공의 선발 , 인턴 선
발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33,34 의대여학생이 앞으로
수련을 받을 자신의 전문 과목을 선택할 때 가정과 의사 직을 결합시킬 때
수많은 장애에 직면할 것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무조건이 유연한 과
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35 따라서 여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향후 진로 선택
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35,36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학생들은 학업에 대
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심리적인 압박이 심해져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낮아
질 가능성이 있다 . 한편 올해 신규 배출된 의사 면허자 수는 총 3,488명이
며 , 이중 여의사는 1,299명으로 37.2%를 차지했다 . 이는 2004년에 3,760명
중 1,043명 (27.7%), 2005년에는 3,372명 중 1,074명 (31.9%)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37 따라서 머지않은 미래에는 여의사가 현재에 비해서 의료계
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더욱 확대 될 것이다 .36,37 따라서 의과대학에서의 생
활 및 교육 그리고 향후 진로 선택에 있어서 여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2학년이 1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신체적 영역 및
전반적인 삶의 질 , 전반적인 삶의 질 , 긍정적인 사고 , 에너지 , 이동성 , 수면
에서 삶의 질이 높게 평가 되었다 . 또한 전반적인 건강상태 , 레저 활동의 기회 , 

일상 생활 수행 능력 , 일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세부항목에서는 2학년 학생들의
삶의질이 1학년학생들의삶의질에비해서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경제적인 자원과 부정적인 감정의 세부항목에서는 1학년이 2학년에 비
해높은삶의질이높았다 .  의대생들은사회를위한봉사와협조 , 경제적인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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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독립적인 임무수행의 기대를 가지고 본과에 진학한다 .9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과에진학을하면서일반대학생들과는차이가많은과중한학업요구량과규
격화된 교육과정 , 그리고 잦은 시험과 이에 따른 유급 등으로 거의 매일 쫓기는
듯한 긴장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한다 .38,39   특히 1학년의 경우 학습문제로
인한심리문제가많으며이로인해휴학을하는 비율이높다고 한다 . 12   비슷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치대생의 경우도 교육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매년미국치대학년학생들의 3.5%가학업을포기한다고한다 . 38

 3학년의 경우 임상 실습을 처음 경험하게 된다 . 임상실습동안 부딪히는 의사 , 

간호사 등의 다른 의료 인력들과 야기되는 스트레스가 있다 . 40,41,42  또한 인턴 , 

레지던트 , 교수와개인적인접촉이늘어나기때문에이에대한상대적인압박감
및 긴장감이 높아지게 된다 . 대부분의 학생이 실습을 돌면서 인턴 , 레지던트 , 

혹은 전임의 혹은 교수로부터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43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환자 , 질병 , 죽음을 다루는 등의 의학 수련 본래의 요인
과 의학이외의 문제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요소들이 정신 건강
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44 특히 의대생의 스트레스나 우울 , 불안 같은 경
우 대처 기술을 증신시키거나 45,46 지지 체계를 개발 47,48,49하면서 호전 시킬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 특히 1,3학년에게 더 관심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 1학년의 경우 선배나 선생님과 쉽게 접촉할 수 있고 , 기대
되는 양질의 커리큠럼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보다 스트레스가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50

 다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우울증 , 소진 등이 점
점 증가한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 51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고 , 의학과에서 학
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보고 하였다 38  미국과 우리나
라의 의대 구성원 및 커리큠럼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더 연구가 필요
하다 .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p=0.078)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
과로 2학년 학생이 1학년 , 3학년 학생들에 비하여 치료의 필요성에서의 삶
이 질이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2학년 학생들의 80%에서 건강염려증을
경험한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 12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 

 특수 목적고를 나온 학생들이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의 삶의 질이 높았다 .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 , 자존감 , 성생활 항
목에서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일반고를 나온 학생들에 비해서 삶의 질이 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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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게 높았다 . 실제로 최근 특목고 학생들이 의대에 많이 입학하기 때문
에 고등학교 동기 및 선후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사회관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

 일주일동안의 운동시간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E3그룹 (주 1시간
초과 3시간 이하 운동 )이 E1그룹 (주0시간 운동 )에 비해서 삶의 질 총점 및
신체영역사회관계 영역 , 환경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 또한 전반적인
건강상태 , 긍정적인 생각 , 주거환경 , 에너지 , 사는 장소의 상태 항목의 삶의
질이 E3그룹 (주 1시간 초과 3시간 이하 운동 )이 E1그룹 (주 0시간 운동 )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 또한 레저 활동의 기회 항목과 이동성항목에서
E3그룹 (주 1시간 초과 3시간 이하 운동 ) 및 E4그룹이 E1그룹 (주 0시간 운동 )

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삶의 질이 높았다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항목에서는
E2그룹 (주 1시간 이하운동 ) 및 E3그룹 (주 1시간 초과 3시간 이하 운동 )이 E1

그룹 (주 0시간 운동 )에 비해서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 반면에 E1그룹
(주 0시간 운동 )이 통증항목에서는 E4그룹 (주3시간 초과 운동 )에 비해서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 치료의 필요성항목에서는 E3그룹 (주 1시간 초과 3

시간 이하 운동 )과 E4그룹 (주3시간초과운동 )에비해서삶의질이유의미하게
높았으며부정적인감정항목에서는 E2그룹 (주 1시간이하운동 )과 E3그룹 (주 1

시간 초과 3시간 이하 운동 )에비해서삶의질이유의미하게높았다 . 

 본 연구에서는 운동 시간에 따른 그룹에 따라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여러
항목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보였다 .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 . 우선적으로 개인적인 다짐이 운동과 스포츠
참여에 양향을 주게 된다 . 이러한 다짐은 주로 ‘즐거움 ’이나 ‘만족감 ’등과
같은 내부적인 보상 , ‘친교 ’ ‘건강 ’ 혹은 인정 ‘등과 같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52 심리학적인 견해로 보아 , 자신에 대한 자의식은 운
동 참여의 주 영향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 싶어 할 뿐 아니라 그러한 긍정적인 자신의 입지가 계속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속성이 있다 .53 또한 신체적인 조건 및 어렸을 때부터 습득해온
스포츠의 사회화도 운동을 꾸준하게 유지시키는 조건이다 .53,54 다양한 긍정
적인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과 신체적 정신적 능력으로 자신의 생활을 성
실하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꾸준하게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높은 삶의 질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운동을 어느 정도 이상 규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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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삶의 질 총점 및 신체 , 사회관
계 , 환경 영역 , 전반적인 건강 상태 , 긍정적인 사고 , 주거 환경 , 에너지 , 사
는 장소의 상태 , 레저 활동의 기회 ,이동성 , 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항목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 인식 및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고 할
수있다 . 또한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를 할 것이
다 .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운동은 우울 불안과 같은 기분 자아개
념 및 작업 해동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43 또한 체력 단련은 안녕
감의 증진과 관련이 있다 .55,56 실제로 대학생들에게서 체력단련 후 ‘삶의
질 ’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57 또한 정신 분석적 이론에 따라 생각해
보면 운동은 분노나 공격성을 씻어주는 정화작용을 할 것이다 . 또한 운동
이 정신적 에너지를 자기 내부로부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출구로 재조
정해주는 이른바 ‘승화 ’라는 보다 적응적인 대응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58 따라서 의과대학생들의 삶의 질의 향상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규
칙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
된다 . E1그룹 (주 0시간 운동 )에 비해서 E4그룹 (주3시간 초과 운동 )이 통증 , 치
료의필요성의항목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삶의질이높았던것은 E4그룹
(주3시간 초과 운동 )의 학생들의 경우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또한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것
과 치료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과는차이가있다 .

 자신의 내적 동기에 의해서 의대를 입학하게 된 M1그룹이 사회적인 전망
에 의해 의대를 선택하게 된 M3그룹 (사회적 전망 )에 비해서 심리적 영역
에서의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M1그룹 (자신의
동기 )이 M3그룹 (사회적 전망 )에 비해서 전반적인 삶의 질 , 삶의 의미 항목
에서 삶의 질 점수가 높았다 . M1그룹 (자신의 동기 )이 M2그룹 (타인의 권
유 ), M3그룹 (사회적 전망 )에 비해서 친구로부터 받는 도움 항목의 삶의 질
점수가 더 높았다 . 본 연구에 참여한 의대생들은 내적 동기에 의해 지원한
학생이 46.9%, 성적을 포함하여 외적 권유에 의해 지원한 사람이 23.6%, 

사회적 전망에 의해 선택한 사람이 24.4%이었다 . 이는 다른 일반 대학교에
서 자신의 적성이나 학문적 흥미로 인해서 과를 선택하게 된 것이 가장 많
았던 경우와 일치한다 .59,60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술을 잘 마셔야 한다는 이전의 통념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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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금주 그룹이 사회관계 영역의 삶의 질이 높았다 . 

본 연구 데이터를 카이 스퀘어 테스트로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여성 , 종교
를 가진 사람의 경우 유유의미한 수준으로 술을 안 마시는 경우가 많았으
므로 음주 유무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 

 성적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에 참여한 213명 중 학적부 열람을 동의한 142명의 학생 성적 데이터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 분석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추후 추
가 연구가 필요하다 . 

 그 밖에 이 연구 주제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인구 구성학적인 요소와 성적
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흡연자가 금연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학업 성취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흡연자 총 19명 중에 남학생이 18명이었
으므로 남녀 간의 학업 성취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전수 본 연구의 대상이 하나의 의
과대학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수가 적어서 전체 의과대학생들에
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 둘째 본 연구는 학적부
기록 사용에 동의한 학생들의 성적만 분석에 이용했다 . 따라서 학적부 기
록 사용에 동의하는 학생들의 성향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성향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 연구 결과를 학적부 기록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이나 ,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까지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 셋째 , 본 연
구는 단일 시점의 횡단 연구였다 . 각 학년 기말 고사 2주에서 한달 전 시
기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 학기 중 어느 시점에 조사를 했느냐에 따
라서 삶의 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넷째 , 학년별로 설문지 응답자의 수
가 차이가 나서 특정학년의 특성이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의대 교육에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했을 경우 면역력이 증가 되었
고 , 우울과 불안이 줄어들었으며 , 정신력이 늘어나고 , 동정심이 증가되었고 , 

선택적 치료에 대한 지식이 증가 되었고 , 스트레스의 효과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으며 , 충돌을 더 잘 해결하게 되었다고 한다 .61 또한 스트레스나 우
울 , 불안 같은 경우 대치 기술을 증신시키거나 45,46 지지 체계를 개발 47,48,49하
면서 호전 시킬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 또한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 우울증 , 불안증 , 심리적 문제 등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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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7,27,62~66 따라서 의과대학생들의 삶의 질과 그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게 되면 요인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학생들의 지도에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수학 능력 향상과 학
습 효과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Ⅴ . 결 론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의대생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여학생들이 취약하
며 , 특히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함
을 보여준다 . 또한 의과대학 교육을 처음 받는 1학년 및 임상실습을 처음
시작하는 3학년 학생들의 신체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고 , 의
대생이 일정한 정도의 운동시간을 가지도록 학생 생활 지도 시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을 강조하거나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의대 진학 동기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대
진학 전 의대 진학 동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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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본 설문 조사는 ‘의과대학생들의 삶의 질’및 그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이 연구는 의과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의대 교육
과정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응답해 주신 내용에 대하
여 비밀은 보장되며 설문지 내용은 반드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입니다.
(이 연구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02-2228-2565또는 yerang@dreamwiz.com으로 연락 주시
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3학기 정신과학 전공 박진영

연세대학교 의학교육학과,정신과 교수 전우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학생부 기록을 함께 연구 분석에 사용 하려

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은 동동동의의의합합합니니니다다다  란의 (  )에 V표 하여 주시고, 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에 학번, 학

년, 번호, 이름을 작성하여 주시고 싸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은 동동동의의의하하하지지지 않않않습습습니니니다다다  란의 (  )에 V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동동동의의의합합합니니니다다다 ---( )

동동동의의의합합합니니니다다다
에 표시하신 

분은 옆의 

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를 꼭 

작성해 주시

기 바랍니

다. 

동 동 동 동 의 의 의 의 서서서서

본인은 ‘의과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 본인의 학생부 기

록이 분석에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번 ______________   학년____  번호____   

  

이름_______________(싸인)

◉ 동동동의의의하하하지지지 않않않습습습니니니다다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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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주세요.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당신의 형제 관계는 어떠합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_____를 채워주세요.)

_____남 _____녀 중 _____째

3.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없음 ② 기독교(개신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유교 ⑥ 기타(          )

4. 당신은 결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

5. 당신의 현재 거주지는 어떠합니까?

① 집 (직계보호자와 함께 거주) ② 하숙 ③자취

④ 기숙사 ⑤ 친척 또는 친지 집 ⑥ 기타 ( ) 

6. 등교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립니까?

_____ 시간 _____ 분 

7.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① 특별시/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군지역  ④ 기타 (             )

8. 당신의 고등학교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① 일반 인문고  ②과학고 ③외국어 고등학교

④ 기타 (     )

9. 당신의 입학 형태는 어떠합니까? 

① 수시 ② 정시 ③ 특별전형(특례) ④편입(복수전공) ⑤ 기타(          )

10. 의과대학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   )

① 이전까지의 성적  ② 자신의 적성 및 학문적 흥미   

③ 부모, 가족의 권유 ④ 동료 및 선후배의 권유  

⑤졸업 후 진로, 전망  ⑥ 사회적인 선호도 

⑦ 봉사활동, 의료 선교 활동을 위하여 ⑧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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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당신의 음주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4주간을 평균으로)

(술 종류) ____주(酒) ; _____ 병 ; _____ 회/week

12. 당신이 음주를 시작한 나이는 만으로 몇 살입니까?

 만 _____ 세

 

13. 당신의 흡연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루 (    )갑  *  (      ) years

14. 커피는 하루에 평균 몇 잔 정도 드십니까? (최근 4주간을 평균으로)

하루 _________잔 

15. 당신의 운동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4주간을 평균으로)

_____ 시간 / week  ;  운동 종목 (               )

16.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_____ 시간

17. 현재 교제하고 있는 이성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 같은 학년 내 커플 

⒝ 같은 학년은 아니지만 같은 과내 커플

⒞ 그 밖에 

18. 당신이 써클과 관련된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은 평균 몇 시간 정도 입니까?

① 써클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② 1주일에 _________ 시간

19. 같은 같은 같은 같은 학년 학년 학년 학년 동료동료동료동료 중 ‘각별히 친하며 어려울 때 반드시 도와줄 사람’은 몇 명인가

요?   (          ) 명

20. 같은 같은 같은 같은 학년 학년 학년 학년 동료동료동료동료 중 ‘각별히 친하며 어려울 때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

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 주세요. 

① ② ③

21. 당신의 한 달 용돈은 어느 정도 입니까?        

월 _________________ 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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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세계계계보보보건건건기기기구구구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척척척도도도

  이 질문지는 당신의 삶의 질, 건강 및 인생의 여러 영역들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느끼

는지 묻는 것입니다. 빠뜨리는 문항 없이 모든 문항에 답변하십시오. 만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확실할 경우, 가장 적절해 보이는 답변을 하나 고르십시오.

  당신의 규범, 희망(바램), 기쁨, 관심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 질문지는 당신이 

최근 최근 최근 최근 2222주동안주동안주동안주동안(오늘을 포함해서)에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입니

다.  

  ①은 정도가 0%, ②는정도가 25%, ③은 정도가 50%, ④는 정도가 75%, ⑤는 정도가 

100%을 나타냅니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나쁨나쁨나쁨나쁨

Very Very Very Very 

poorpoorpoorpoor

나쁨나쁨나쁨나쁨

PoorPoorPoorPoor

나쁘지도 나쁘지도 나쁘지도 나쁘지도 

좋지도 좋지도 좋지도 좋지도 

않음않음않음않음

NeitherNeitherNeitherNeither

poor poor poor poor nornornornor

goodgoodgoodgood

좋음좋음좋음좋음

GoodGoodGoodGood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좋음좋음좋음좋음

Very Very Very Very 

goodgoodgoodgood

1
당신은 당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How would you rate your quality of life?
① ② ③ ④ 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불만족불만족불만족불만족

VeryVeryVeryVery

dissatisfdissatisfdissatisfdissatisf

iediediedied

불만족불만족불만족불만족

DissatisfDissatisfDissatisfDissatisf

iediediedied

만족하지만족하지만족하지만족하지

도 도 도 도 

불만족하불만족하불만족하불만족하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않음않음않음않음

NeitherNeitherNeitherNeither

satisfied satisfied satisfied satisfied 

nornornornor

dissatisfdissatisfdissatisfdissatisf

iediediedied

만족만족만족만족

SatisfiedSatisfiedSatisfiedSatisfied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만족만족만족만족

VeryVeryVeryVery

satisfiedsatisfiedsatisfiedsatisfied

2

당신은 당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health?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당신이 지난 2주동안(오늘을 포함해서) 어떤 것

들을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많이많이많이많이 경험하였는지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The following questions ask about how how how how much much much much you you you you 

haveexperienced haveexperienced haveexperienced haveexperienced certain certain certain certain things things things things in in in in the the the the last last last last two two two two weeks.weeks.weeks.weeks.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아니다아니다아니다아니다

Not Not Not Not at at at at 

allallallall

약간 약간 약간 약간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A A A A littlelittlelittlelittle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A A A A 

moderatmoderatmoderatmoderat

eeee

amountamountamountamount

많이 많이 많이 많이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Very Very Very Very 

muchmuchmuchmuch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많이 많이 많이 많이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An An An An 

extremeextremeextremeextreme

amountamountamountamount

3

당신은 (신체적) 통증으로 인해 당신이 해야 할 일

들을 어느 정도 방해 받는다고 느낍니까?

To what extent do you feel that physical pain prevents 

you from doing what you need to do?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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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신은 일상생활을 잘 하기 위해 얼마나 치료가 

필요합니까?

How much do you need any medical treatment to 

function in your daily life?

① ② ③ ④ ⑤

5
당신은 인생을 얼마나 즐기십니까?

How much do you enjoy life?
① ② ③ ④ ⑤

6

당신은 당신의 삶이 어느 정도 의미 있다고 느낍

니까?

To what extent do you feel your life to be meaningful?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당신이 지난 2주동안(오늘을 포함해서) 어떤 것

들을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많이많이많이많이 경험하였는지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The following questions ask about how how how how much much much much you you you you have have have have 

experienced experienced experienced experienced certain certain certain certain things things things things in in in in the the the the last last last last two two two two weeks.weeks.weeks.weeks.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아니다아니다아니다아니다

Not Not Not Not at at at at 

allallallall

약간 약간 약간 약간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A A A A littlelittlelittlelittle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A A A A 

moderatmoderatmoderatmoderat

eeee

amountamountamountamount

많이 많이 많이 많이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Very Very Very Very 

muchmuchmuchmuch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많이 많이 많이 많이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ExtremelExtremelExtremelExtremel

yyyy

7
당신은 얼마나 잘 정신을 집중할 수 있습니까?

How well are you able to concentrate?
① ② ③ ④ ⑤

8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낍니

까?        

How safe do you feel in your daily life?

① ② ③ ④ ⑤

9

당신은 얼마나 건강에 좋은 주거환경에 살고 있습

니까?

How healthy is your physical environment?

① ② ③ ④ ⑤

다음 문제들은 지난 지난 지난 지난 2222주간주간주간주간((((오늘을 오늘을 오늘을 오늘을 포함해서포함해서포함해서포함해서)))) 당신이 어

떤 것들을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전적으로전적으로전적으로전적으로' ' ' ' 경험하였으며 혹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The following questions ask about how how how how completely completely completely completely you you you you 

experience experience experience experience or or or or were were were were able able able able to to to to do do do do certain certain certain certain things things things things in in in in the the the the last last last last two two two two 

weeks.weeks.weeks.weeks.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아니다아니다아니다아니다

Not Not Not Not at at at at 

allallallall

약간 약간 약간 약간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A A A A littlelittlelittlelittle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ModeratModeratModeratModerat

elyelyelyely

대부분 대부분 대부분 대부분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MostlyMostlyMostlyMostly

전적으로 전적으로 전적으로 전적으로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CompletCompletCompletComplet

elyelyelyely

10

당신은 일상생활을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have enough energy for everyday life?

① ② ③ ④ ⑤

11
당신의 신체적 외모에 만족합니까?

Are you able to accept your bodily appearance?
① ② ③ ④ ⑤

12

당신은 당신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Have you enough money to meet your needs?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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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당신은 매일 매일의 삶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How available to you is the information that you need in 

your day-to-day life?

① ② ③ ④ ⑤

14

당신은 레저(여가)활동을 위한 기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To what extent do you have the opportunity for leisure 

activities?

① ② ③ ④ ⑤

15
당신은 얼마나 잘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How well are you able to get around?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지난 2주동안(오늘을 포함해서) 당신의 삶의 다

양한 영역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만족했고만족했고만족했고만족했고, , , , 행복했고행복했고행복했고행복했고, , , , 

좋았는지좋았는지좋았는지좋았는지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The following questions ask you to say how good good good good or or or or 

satisfied satisfied satisfied satisfied you you you you have have have have felt felt felt felt about about about about various various various various aspects aspects aspects aspects of of of of your your your your 

life life life life over over over over the the the the last last last last two two two two weeks.weeks.weeks.weeks.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불만족불만족불만족불만족

Very Very Very Very 

dissatisfdissatisfdissatisfdissatisf

iediediedied

불만족불만족불만족불만족

DissatisfDissatisfDissatisfDissatisf

iediediedied

만족하지만족하지만족하지만족하지

도 도 도 도 

불만족하불만족하불만족하불만족하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않음않음않음않음

Neither Neither Neither Neither 

satisfied satisfied satisfied satisfied 

nor nor nor nor 

dissatisfdissatisfdissatisfdissatisf

iediediedied

만족만족만족만족

SatisfiedSatisfiedSatisfiedSatisfied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만족만족만족만족

Very Very Very Very 

satisfiedsatisfiedsatisfiedsatisfied

16

당신은 당신의 수면(잘 자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만

족하고 있습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sleep?

① ② ③ ④ ⑤

17

당신은 일상생활의 활동을 수행하는 당신의 능력

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ability to perform your 

daily living activities?

① ② ③ ④ ⑤

18

당신은 당신의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capacity for work?

① ② ③ ④ ⑤

19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

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self?

① ② ③ ④ ⑤

20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 대인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

족하고 있습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personal relationships?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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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모든 설문 문항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21

당신은 당신의 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

습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sex life?

① ② ③ ④ ⑤

22

당신은 당신의 친구로부터 받고 있는 도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support you get from your 

friends?

① ② ③ ④ ⑤

23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장소의 상태에 대해 얼

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conditions of your living 

place?

① ② ③ ④ ⑤

24

당신은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access to health 

services?

① ② ③ ④ ⑤

25

당신은 당신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transport?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예를 들어, 당신의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의 도

움, 혹은 안전상 위협과 같은 것들을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자주 자주 자주 자주 경험

했거나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The following question refers to how how how how often often often often you you you you have have have have felt felt felt felt or or or or 

experienced experienced experienced experienced certain certain certain certain things things things things in in in in the the the the last last last last two two two two weeks.weeks.weeks.weeks.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아니다아니다아니다아니다

NeverNeverNeverNever

드물게 드물게 드물게 드물게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SeldomSeldomSeldomSeldom

제법 제법 제법 제법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Quite Quite Quite Quite 

oftenoftenoftenoften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자주 자주 자주 자주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Very Very Very Very 

oftenoftenoftenoften

항상 항상 항상 항상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AlwaysAlwaysAlwaysAlways

26

당신은 침울한 기분, 절망, 불안,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How often do you have negative feelings such as blue 

mood, despair, anxiety, depression?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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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Korean Medical Students’ Quality of Life

Jin Young Park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 Taek Jeon)

 Medical students are living under heavy stress coming from excessive work 

load and competition. Thus,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examine the quality 

of life that medical students feel and to set directions for guiding medical 

students’ study and life. 

 For this study,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215 medical students 

who were freshmen, sophomores or juniors attending the Medical School of 

Yonsei University as of 2005. The contents of survey were their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the quality of life and school record. The survey on life quality 

was made using WHO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 brief form (WHOQOL‐

BREF) and a self‐developed questionnaire on socio‐demographical composition. 

The results were assessed using the total score and the scores of four domains 

–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In addition, we analyzed 

the school record of 142 students, who consented to open their school records, 

out of the 215 participants. The relations among socio‐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the quality of life and school record were tested through t‐test 

and ANOVA.:

 The total score of quality of life and the social domain score of mal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female student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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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domain, the quality of life of the freshmen and the junior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sophomores.  Students from special high 

school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f quality of life than students from 

ordinary high schools in the social domain.  In addition, students who exercise 

1~3 hours a week had significantly higher total score of the quality of life 

and the scores of the phys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domains. The students 

who chose to enter medical school by internal motivation had higher scores on 

quality of life in the psychological domains than those who chose to enter 

medical school because of the prospects of the medical profession.  Also, 

those who do not drink alcohol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the social 

domain than those who drink alcohol.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total score of the quality of life and the scores of the four domains in 

relations to the distance from home to school, the area in which graduated 

high schools are located, whether the students live in a dormitory, how they 

entered medical school, religion, smoking, coffee, sleeping hours, whether the 

students have a boyfriend or a girlfriend, club activities, the number of close 

friends, and allowances.  Smoker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non-smok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presented above show that female students are 

more vulnerable in terms of the quality of life and it is important to guide 

them in establishing social relations.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freshmen who start medical study and juniors who start clinical experiment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ir physical condition, and thus medical students 

should be actively supported to take regular exercise.

���������������������������������������������������������������������������

Key Words : Medical student, Quality of life, socio-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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