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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전공의의 수련병원 및 수련과목 선택 요인에 관해 알아보고

자 서울지역 인턴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으로 설문 조사하 다. 연구 자

료는 497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8.01을 사용하 다. 수련병원은 모자협약병원과 독자병원

으로, 수련과목은 정원 확보 과와 정원 미확보 과로 구분하여 대상자의 특

성과의 관계 및 선택 관련 요인을 알아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 중 모자협약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는 인턴은 독자병원에

서 수련하고 있는 인턴에 비해 29세 이하가 많았으며, 서울지역 의대를  

졸업한 인턴이 많았다. 또한 의과대학성적 또는 의사국시전환성적이 높을

수록, 미혼일수록 독자병원보다 모자협약병원에서 많이 수련하고 있었다.

2. 레지던트 수련과목으로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

리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를 선택한 인턴은 없었으며, 일부 

진료 과(흉부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의 전공의

의 지원이 적은 이유로 장래 소득이 적음이 가장 많았다.

3. 레지던트 수련병원과 대상자의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카이제

곱 검정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독자병원을 선택하 으며, 의사국시전환

성적이 높을수록, 출신의대 소재지가 서울일수록, 현재 모자협약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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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하고 있을수록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모자협약병원을 많이 선택하

다. 레지던트 수련병원(모자협약병원) 선택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관련 요인은 의사국시전환성적이었다.

4. 수련과목과 대상자의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카이제곱 검정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정원 확보 과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선택

하 다. 수련과목 선택 시 ‘적성(성격)’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 으

며, 수련과목(정원 확보 과) 선택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한 결과 관련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었다.

결론적으로 수련과목 선택 시 적성 이외에 경제적 요인을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하므로 과목별 전문의의 균형 수급을 위해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인턴 수련 중에 선택한 

병원․과목과 레지던트로 실제 수련하는 병원․과목간 차이가 있는지 이

와 관련된 요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핵심어 :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수련과목, 선택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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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의

식 변화와 교육수준의 향상에 의한 의료의 질적 수요의 증가는 의사들에

게 점점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의료수요의 70%이상의 질

병들이 전문의의 고차원적 의료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질병으로 질

병관리를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일반 의사 수준의 진료만으로 충분

하며 의료의 계속되는 전문화는 의료서비스의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예방의학과 공중보건 편집위원회, 1998), 정부는 전문의 수를 조절

하고자 1998년도부터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

나, 제도상의 큰 변화가 없는 한 의사들은 특정 분야에서만 활동하는 전문

의사가 될 것이고, 의학의 학문적 발전도 전문의사 중심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과대학생 거의 전부가 의과대학 졸업 후 임상의학 전문

분야 진료의사가 되고자 하고, 전공하고 싶은 분야는 내과, 정형외과, 외

과, 정신과, 소아과, 신경외과 순이었다(박정한, 1999). 이는 일부 비인기 

과목의 전공의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전문과목간의 인적 분포 불균형 현

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계속되는 의료의 전문화와 의료인의 직업 선택 내용으로 전공

의의 수련병원 및 수련과목 선택 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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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선행연구를 보면, 전문과목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전문과목별 성

격 유형에 관한 연구 등을 주되게 찾아 볼 수 있다. Monk와 Terris(1956)

는 전문과목을 선택하는데 장래수입, 사회적 지위, 과에 대한 흥미들을 고

려한다고 하 으며, McGrath와 Zimet 등(1977)은 성별로 과를 선택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 다. Schwartz 등(1989)은 근무시간의 조절이 가능한 과

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을 구별해 선택 요인을 살펴 보았다.

국내 연구를 보면, 이근태 등(1983)이 실시한 전국 규모의 의과대학생

들에 대한 의식 및 가치관 조사와 조두  등(1988)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전문과목 선택과 성격 유형에 관한 연구가 있다.

전문과목의 선호와 선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의과대학생 또는 수련 중

인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턴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전문과목간 인적 분포 불균형은 전공의의 수련과목 선택

에 의해 나타나므로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확보율이 높은 과와 그렇지 

않은 과로 구분하여 선택 관련 요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인턴의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수련과목 선택과 관련된 요인

을 알아보고자 하 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턴수련병원 유형에 따라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수련과목의 선

택 현황을 분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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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련병원 및 수련과목 선택과 관련한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세부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전공의의 수련병원 및 수련 과

목 선택과 관련된 요인을 알게 되어 구체적인 전문의 인력 수급 정책에 

사용될 수 있고, 연구의 미진한 부분과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

한 조사 연구의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03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나오는 용어를 주로 사

용하며, 연구 목적상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

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나. 인턴

     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

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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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레지던트

     인턴 과정을 이수한 자(가정의학과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받은 자) 또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

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개 과목을 전공적으로 수련하는 자

를 말한다.

   

   라. 수련병원(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의과

대학, 기타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마. 모병원

     모병원 인정기준(400병상 이상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련전문

과목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과를 포함하여 13개 과 이상인 병원

일 것)에 적합하고, 자병원과 전공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병원

에 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병원을 말한다.

   

   바. 자병원

     자병원 인정기준(인턴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병

원으로부터 레지던트를 파견받아 수련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별 기준

에 적합할 것)에 적합하고, 모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

여 모병원으로부터 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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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모자협약병원

     모병원과 자병원의 지정기준에 각각 적합하고, 전공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전공의를 파견 수련시키는 모병원 및 자병원을 말한다

(대한병원협회, 2003).

   

   아. 독자병원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며, 모자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공의 모

집 및 관리를 단독으로 하는 병원을 말한다(대한병원협회, 2003). 

   자. 정원 확보 과

     최근 5년(1999년∼2003년)간 레지던트 1년차 평균 확보율이 90% 이

상인 과를 말하며, 해당 과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안

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정형외과, 피부과이다(표 23).

   차. 정원 미확보 과

     최근 5년(1999년∼2003년)간 레지던트 1년차 평균 확보율이 90% 미

만인 과를 말하며, 정원 확보 과를 제외한 과이다(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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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전문의 수련제도

 가. 역사적 배경 및 전문 진료 과목 변천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는 1951년 의료업자 전문과목 표방허가의 제도화

에서 출발하 다. 1951년 9월 25일 법률 제221호 국민의료법 제4조 “의료

업자는 명령으로 결정한 바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허가없이 그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정부 주도의 표방허가제가 시작되었다. 1955

년부터 허가사무가 개시되었으며, 1960년부터 소정의 경력을 가진 자에게 

일정한 시험을 치르게 한 후 전문과목 표방을 허가하 다. 1963년도 의료

법 개정시 미국식 제도를 본 따 용어를 전문의 자격인정으로 고치고, 전문

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전문과목을 표방하게 되었으며, 1964년부터 전문

의 수련병원을 지정하는 업무가 시작되었다(김 언, 1977). 

수련제도 초기에는 인턴, 레지던트를 수련의라 칭하여 왔는데 일반인들

에게 정식의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으로 전공의로 명

칭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1971년 8월 17일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제기되어 

대통령령 제8088호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1976.4.15)

부터 수련의 대신 전공의라는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하 으며, 오늘의 전문

의 수련교육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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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문 과목은 2003년 현재 총 26개이며, 각 과목의 변천과정

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우리나라 전문 진료 과목 변천 과정

연도 전문 진료 과목 변천 내용

1952년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정신과, 정형외과, 방사선과(10개 과)

1959년  피부비뇨기과를 피부과와 비뇨기과로 분리

1962년  신경외과, 마취과, 흉곽외과, 병리과 신설

1963년  병리과를 해부병리과와 임상병리과로 분리, 예방의학과 신설

1967년  결핵과 신설

1975년  성형외과 신설

1982년  재활의학과 신설, 신경정신과를 신경과와 정신과로 분리, 

 방사선과를 진단방사선과와 치료방사선과로 분리

1985년  가정의학과 신설

1995년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 신설

2003년  내과, 소아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26개 과)

자료 : 대한의학협회.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1992

    법제처 인터넷 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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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레지던트 정원 및 확보 현황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전문과목별 전속전문의 수와 환자진료실적을 

감안하여 배정하며, 2003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책정부터 병원표준화심

사 진료 과목 부문 점수가 과목별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 최소 점수, 전

공의 정원책정 최소 점수에 미달될 경우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지 않는 등 

전공의 수련의 질적 측면을 반 하기 시작하 다(대한병원협회, 2002). 레

지던트 1년차 정원은 1998년도에는 인턴 수료자 대비 157.8%까지 초과 책

정되었다가 2003년도에는 인턴 수료자 대비 103.0%로 책정되었다. 

의료보험이 시작되기 전인 1975년에는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의 82.6%

가 확보되다가 의료보험이 시작된 후에는 점점 증가하여 93.3%까지 확보

되었으나 1996년 80.1%, 1997년 75.9%, 1998년 72.3%, 1999년 70.8%로 점

점 감소하 다. 2000년도 정원 대비 8.1% 감원된 2001년도에는 레지던트 

1년차 정원대비 78.2%, 2002년도 85.6%, 2003년도 92.4%로 레지던트 1년

차 확보율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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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인턴 수료자 대 레지던트 1년차(R1) 정원 및 확보 현황      

단위: 명, %

연도
해당년도2월 

인턴수료자

R1 

정원

인턴수료자대

R1정원율

R1

확보

인턴수료자대

R1확보율

R1정원대

확보율

1975 725 708 97.7 585 80.7 82.6 

1980 1,299 1,356 104.4 1,193 91.8 88.0 

1985 1,660 1,555 93.7 1,373 82.7 88.3 

1990 2,839 2,313 81.5 2,159 76.0 93.3 

1995 2,625 3,477 132.5 3,176 121.0 91.3 

1996 2,748 3,979 144.8 3,189 116.0 80.1 

1997 3,059 4,211 137.7 3,198 104.5 75.9 

1998 2,788 4,399 157.8 3,181 114.1 72.3 

1999 2,903 3,924 135.2 2,779 95.7 70.8 

2000 2,880 3,813 132.4 2,822 98.0 74.0 

2001 2,913 3,504 120.3 2,742 94.1 78.2 

2002 3,306 3,430 103.7 2,936 88.8 85.6 

20031) 3,282 3,379 103.0 3,122 95.1 92.4

주 1) 2003년도 레지던트 1년차 확보는 전기, 후기 및 추가모집 결과임.

자료 : 대한병원협회. 연도별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보고서. 

       1999∼2003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 및 수련교육관리업무 오리엔테이션. 2003

    2003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1985년도(=100%) 대비 217.3%로 책

정되었다(표 3). 1985년도 대비 2003년도 정원 책정율이 200% 이상인 과

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

과이며, 결핵과는 감원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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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던트 1년차의 과목별 확보율 현황(표 4)은 과목별 지원 편중 현상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인턴 수료자들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와 

과다한 업무량, 의료사고 많은 과의 경우에 지원을 기피하고, 좋은 수련병

원에서 수련을 받기 위해 수련교육도 대학입시와 같은 재수 현상이 증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의학교육학회, 2000).

    레지던트 수련 중도 포기 및 재수 현상은 상급년차 정원책정에서 그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차기년도 레지던트 2년차 정원이 현재 수련중

인 레지던트 1년차 인원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연도별 전

반기 임용 등록된 레지던트 1년차 인원과 차기년도 레지던트 2년차 정원 

현황을 기준으로 수련 중도 포기율을 살펴보면 1998년도 3.8%, 1999년도 

2.8%, 2001년도 3.3%이다. 수련 중도 포기율이 10% 이상인 과는 1998년

도 외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의학과이며, 1999년도에는 흉부외

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핵의학과이며, 2001년도에는 진단방사

선과, 진단검사의학과 는데, 소위 비인기과 레지던트의 수련 중도 포기현

상이 많음을 알 수 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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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과목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과목명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1) 정원율(%)2)

내 과 249 371 551 652 619 602 606 243.4 

소 아 과 145 181 232 258 234 223 230 158.6 

신 경 과 17 32 72 90 80 78 78 458.8 

정 신 과 57 87 127 142 132 125 129 226.3 

피 부 과 39 54 72 81 76 74 69 176.9 

외 과 141 209 286 279 241 258 257 182.3 

흉 부 외 과 34 56 83 80 70 77 70 205.9 

정 형 외 과 112 159 232 221 212 209 197 175.9 

신 경 외 과 58 73 109 113 104 108 105 181.0 

성 형 외 과 31 51 86 89 75 69 67 216.1 

산 부 인 과 154 185 259 283 272 240 237 153.9 

안 과 54 89 115 132 122 116 111 205.6 

이 비 인 후 과 67 109 144 146 140 134 129 192.5 

비 뇨 기 과 52 68 101 112 99 99 96 184.6 

결 핵 과 7 7 6 5 2 2 2 28.6 

재 활 의 학 과 15 50 68 91 79 73 73 486.7 

마취통증의학과 134 163 242 227 194 193 203 151.5 

진 단 방 사선과 95 119 189 158 129 138 140 147.4 

방사선종양학과 14 15 26 25 11 19 20 142.9 

진단검사의학과 25 39 56 49 33 40 43 172.0 

병 리 과 32 40 63 55 38 49 47 146.9 

가 정 의 학 과 - 122 302 361 362 320 284 232.83)

응 급 의 학 과 - - - 81 102 104 105 129.6
4)

핵 의 학 과 - - - 9 7 16 14 155.64)

산 업 의 학 과 - - - 27 26 25 26 96.34)

예 방 의 학 과 23 34 56 47 45 39 41 178.3

계 1,555 2,313 3,477 3,813 3,504 3,430 3,379 217.3

주 1) 2003년도 레지던트 1년차 확보 인원은 전기, 후기 및 추가모집 결과임.

   2) 1985년도 정원을 100%로 하 을 때 2003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율임.

   3) 1990년도 정원을 100%로 하 을 때 2003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율임.

   4) 2000년도 정원을 100%로 하 을 때 2003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율임.

자료 : 대한병원협회. 연도별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보고서. 

       1999∼2003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 및 수련교육관리업무 오리엔테이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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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도별 과목별 레지던트 1년차 확보율 현황    

단위: %
연도

 과목명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1)

내 과 97.6  97.8  91.3  83.0 79.7  94.7  99.2  

소 아 과 99.3  98.3  96.6  68.2  89.3  99.1  99.6  

신 경 과 100.0  93.8  91.7  68.9  87.5  83.3  100.0 

정 신 과 91.2  96.6  97.6 89.4  96.2  98.4  98.4  

피 부 과 100.0  100.0 97.2  97.5  97.4  98.7  100.0 

외 과 90.8  96.7  87.4  67.0  79.7  75.2  91.1  

흉 부 외 과 82.3  83.9  67.5  46.3  54.3  45.5  57.1  

정 형 외 과 97.3  99.4  98.3  84.6  88.7  95.7  99.0  

신 경 외 과 98.3  97.3  80.7  84.1  86.5  93.5  100.0 

성 형 외 과 100.0  98.0  97.7  97.8  92.0  98.6  100.0 

산 부 인 과 98.7  97.3  97.8  92.9  87.9  91.7  99.6  

안 과 96.3  98.9  98.3  98.5  94.3  97.4  99.1  

이 비 인 후 과 98.5  97.2  96.5  96.6  93.6  98.5  99.2  

비 뇨 기 과 100.0  95.6  92.1  91.1  94.0  93.9  100.0  

결 핵 과 85.7  71.4  83.3  0.0  0.0  0.0  50.0  

재 활 의 학 과 100.0  78.0  92.7  92.3  95.0  91.8  100.0

마취통증의학과 47.0  88.3  83.9  66.1  82.5  91.2  99.5  

진단방사선과 75.8  84.9  95.8  47.5  36.4  39.1  75.7  

방사선종양학과 57.1  73.3  34.6  28.0  45.5  36.8  45.0  

진단검사의학과 76.0  79.5  83.9  32.7  36.4  65.0  37.2  

병 리 과 40.6  72.5  63.5  29.1  47.4  20.4  40.4  

가 정 의 학 과 - 86.1  92.7  51.2  57.2  80.3  96.5  

응 급 의 학 과 - - - 69.1  64.7  54.8  75.2  

핵 의 학 과 - - - 22.2  71.4  31.3  35.7  

산 업 의 학 과 - - - 22.2  46.2  40.0  61.5  

예 방 의 학 과 30.4  52.9  73.2  23.4 24.4 25.6 17.1 

주 1) 2003년도 레지던트 1년차 확보율은 전기, 후기 및 추가모집 결과임.

자료 : 대한병원협회. 연도별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보고서. 

       1999∼2003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 및 수련교육관리업무 오리엔테이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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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별 과목별 레지던트 1년차 수련 중도 포기 현황         

단위 : 명, %

       연도

과목명

         1998                  1999                  2001         

전반기

임  용

1999

R2정원

수련중도

포기율1)
전반기

임  용

2000

R2정원

수련중도

포기율1)
전반기

임  용

2002

R2정원

수련중도

포기율1)

내 과 636 611 3.9 589 568 3.6 541 513 5.2 

소 아 과 205 202 1.5 196 193 1.5  214 214 0.0  

신 경 과 81 79 2.5 71 69 2.8  75 71 5.3  

정 신 과 137 134 2.2 132 133 -0.8
2)
 127 127 0.0  

피 부 과 86 85 1.2 76 75 1.3  74 74 0.0  

외 과 195 175 10.3 207 201 2.9  221 200 9.5  

흉 부 외 과 43 38 11.6 42 36 14.3 43 39 9.3  

정 형 외 과 278 270 2.9 234 226 3.4  200 199 0.5  

신 경 외 과 99 96 3.0  102 96 5.9  100 94 6.0  

성 형 외 과 92 89 3.3 78 80 -2.6
2)
 71 70 1.4  

산 부 인 과 267 264 1.1  258 251 2.7  258 254 1.5  

안 과 137 136 0.7  125 125 0.0  116 116 0.0  

이비인후과 172 170 1.2 131 125 4.6 134 132 1.5 

비 뇨 기 과 108 101 6.5 105 100 4.8 97 94 3.1 

결 핵 과 2 3 -50.02) 1 0 100.0  0 0 0.0 

재활의학과 88 87 1.1 72 71 1.4 76 78 -2.6
2)
 

마취통증의학과 130 123 5.4 105 102 2.9 170 164 3.5  
진 단 방 사선과 201 191 5.0 101 95 5.9 61 50 18.0 
방사선종양학과 6 6 0.0 7 3 57.1 5 5 0.0 
진단검사의학과 37 33 10.8 24 25 -4.22) 16 13 18.7  

병 리 과 47 43 8.5 19 15 21.0 21 20 4.8 

가정의학과 190 179 5.8 174 176 -1.1
2)
 231 223 3.5  

응급의학과 36 32 11.1 31 32 -3.22) 72 73 -1.42) 

핵 의 학 과 7 7 0.0 3 2 33.3 5 5 0.0 

산업의학과 14 14 0.0 12 11 8.3 13 14 -7.7
2)
 

예방의학과 17 17 0.0 13 15 -15.42) 12 12 0.0 

계 3,311 3,185 3.8 2,908 2,825 2.8  2,953 2,854 3.3 

주 1) 수련 중도 포기율(%) = (a-b)/a*100  

    a : 해당년도 전반기(3,5월) 레지던트 1년차(R1) 임용 인원

    b : 차기년도 레지던트 2년차(R2) 정원

2) 당해연도 후반기 임용, 타과 전문의 취득자 또는 1년 이상 해임자가 해당 과 상급년

차로 수련을 다시 시작하여 해당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1년차 임용등록 인원보다 차기

년도 레지던트 2년차 정원이 많은 경우임. 

자료 : 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보고서. 1999∼2003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 및 수련교육관리업무 오리엔테이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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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의 전문과목 선택요인

Monk와 Terris(1956)는 전문과목을 선택하는데 장래수입, 사회적 지위, 

과에 대한 흥미들을 고려한다고 하 으며, McGrath와 Zimet 등(1977)은 

성별로 과를 선택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 다. 미국에서 의대생들이 전문

과목을 선택하는 양상은 6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졸업한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AIDS 유병률이 높을수록 내과 지망이 적어지고, 인종이 

전문과목 선택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자의 경우는 소아과를 선호

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비교적 자유시간을 보장받는 기술 중심의 수

련과목을 선택하며, 임상실습에 가정의학을 필수로 하는 공립의대 출신들

이 가정의를 더 많이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실습이 전문과목 선

택에 매우 중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wanson AG, 1989). 또한, 미

국 의대생들은 임상실습을 시작하면서 약 79%가 자신이 수련할 전문과목

을 선택하 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Osborn EH, 1993).  

조두  등(1988)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문적 흥미, 개인

의 성격이나 적성이 전문과목을 선택할 때 많이 고려한 사항이라고 하

다. 성적이 우수한 의대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

적 보장된 전문과목인 마취과, 피부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

과, 병리과, 정신과 및 진단방사선과 등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으로 변

하고 있다고 하 다(Schwartz 등, 1989). 전문과목 선택시 성격이나 사회

에 봉사할 기회를 중요하게 고려한 학생은 소아과, 내과 등을 선호하고, 

수입이 많은 것을 중요 향 요소로 고려한 학생은 성형외과, 안과, 정신

과 등을 선호하며, 취직 기회를 많이 고려한 학생은 신경외과, 정신과, 정

형외과 등을 선호한다고 하 다(강복수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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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서울지역에 소재한 수련병원의 인턴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각 병원

의 협조의사를 확인 한 후, 협조의사가 있는 병원에 대해서 구조화된 설문

지를 이용해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기간은 2003년 4월 22일부터 5월 9일

까지 서울지역 38개의 수련병원 중 26개 병원 인턴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를 하 다. 조사기간 동안 회수된 

설문지는 516건(회수율 42.8%)이었고,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에 포함된 것은 이 중 497건이었다. 

다음은 조사대상 병원의 특성에 따른 설문 대상 및 회수 현황이다(표 6).

표 6. 조사 대상 병원의 특성에 따른 설문 대상 및 회수 현황

구분 병원수(개) 설문대상(명) 회수(건) 회수율(%)

종합전문요양기관 15 1,032 407 39.4

종합병원 11 175 99 56.6

모자협약병원 11 898 337 37.5

독자병원 15 309 169 54.7

계 26 1,207 516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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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도구 및 내용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이다. 설문내용은 남

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연구한 ‘대구지역 의예과 학생들의 전

문과목 선호도’의 설문내용과 기타 문헌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하

다. 설문은 24개 범주에 따른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레지던트 수련 과목 선택 시 고려 요인, 전반적인 수련 

만족도, 수련 환경 만족도 등은 5점 척도로 측정하 다. 

레지던트 수련 과목 선택 시 고려 요인을 묻는 항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1)-대체로 중요하지 않다(2)-약간 중요하다(3)-대체로 중요하다(4)-

매우 중요하다(5)’로 측정하 으며, Cronbach α = 0.82이었다. 전반적인 수

련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만족하지 않는다(2)-보통이다(3) -

만족하는 편이다(4)-매우 만족한다(5)’로, 수련 환경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한다(1)-대체로 불만족한다(2)-약간 우수하다(3)-대체로 우수하다(4)-매우 

우수하다(5)’로 측정하 는데 수련 환경 만족도 항목의 Cronbach α = 0.83이

었다. 

수련과목 선택 요인은 과목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15개)을 인자분석하

여 경제적 요인, 업무관련 요인, 과목특성 요인으로 구분하 다.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 및 세부내용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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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 및 세부 내용

구 분 변 수 명 세   부    내   용 측     정

독립변수

 대상자

 특  성

성 1. 남자            2. 여자

연령 1. 25세 이하       2. 26∼29세 

3. 30세 이상

출신의대

소 재 지

1. 서울            2. 지방

의과대학

성    적

(평량평균)

1. 2.99점 이하

2. 3.00∼3.49점 이하

3. 3.50∼3.99점 이하

4. 4.00점 이상

의사국시

전환성적

1. 159점 이하

2. 160∼179점 이하

3. 180점 이상

결혼상태 1. 기혼            2. 미혼 

병역상태 1. 군보            2. 비군보

수련병원

유형

인턴수련병원 1. 모자협약병원    2. 독자병원

레지던트

수련병원

1. 모자협약병원    2. 독자병원

수련과목

계열

레지던트

수련과목

1. 정원 확보 과

2. 정원 미확보 과

레지던트 

수련선택

특성

레지던트수련 

우선순위

1. 수련병원        2. 수련과목

레지던트

수련지역

1. 서울            2. 지방

재수의사유무 1. 있다  

2. 없다

정부 지원 과

수련 의사유무

 1. 있다

2. 없다

일부 과의

전공의 지원이 

낮은 이유

 1. 수련내용이 어려움

 2. 수련기간 과다한 업무

 3. 장래 소득이 적음

 4. 주요 진료 과가 아님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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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 분 변 수 명 내      용 측     정

레지던트

수련과목

선택시

고려 요인

 1. 가정의 경제적 형편

 2. 가족이나 외부 인사의 충고

 3. 고차원 의료기술 획득

 4. 과의 병원내 위상

 5. 과 분위기

 6. 수련 중 근무시간과 일의 강도

 7. 의료사고의 위험

 8. 전문과목의 명성과 권위

 9. 전문의 취득 후 개업 기회

10. 전문의 취득 후 경제적 소득

11. 전문의 취득 후 

   근무시간 조정 용이

12. 전문의 취득 후 

    도시에 거주할 기회

13. 전문의 취득 후 

    사회에 봉사할 기회

14. 전문의로서 충분한 여가시간

15. 적성(성격)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3. 약간 중요하다

4. 대체로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레지던트

수련과목

선택관련

대표 역

요인

경제적 요인  1. 가정의 경제적 형편

 2. 가족이나 외부 인사의 충고

 3. 과의 병원내 위상

 4. 의료사고의 위험

 5. 전문과목의 명성과 권위

 6. 전문의 취득 후 개업 기회

 7. 전문의 취득 후 경제적 소득

 8. 전문의 취득 후 도시거주기회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3. 약간 중요하다

4. 대체로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업무관련요인  1. 과 분위기

 2. 수련 중 근무시간과 일의 강도

 3. 전문의 취득 후 

   근무시간 조정 용이

 4. 전문의로서 충분한 여가시간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3. 약간 중요하다

4. 대체로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과목특성요인  1. 고차원 의료기술 획득,

 2. 전문의 취득 후 

   사회에 봉사할 기회

 3. 적성(성격)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3. 약간 중요하다

4. 대체로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종속변수 레지던트

수련선택

 모자협약병원 선택 여부

 정원 확보 과 선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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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Excel과 SAS 8.01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인턴수련병원유형에 따라 주

요 독립변수를 χ2 test하 다. 주요 독립변수는 성, 연령, 출신의대 소재지, 

의과대학성적, 의사국시전환성적, 결혼상태이다.

2단계에서는 레지던트 수련 선택 현황을 알아보고자 인턴수련병원유형

에 따라 주요 변수와 χ2 test하 다. 주요 변수는 레지던트수련 우선순위, 

레지던트수련지역, 재수의사유무, 레지던트수련과목, 레지던트수련병원이 

현재 수련중인 병원과 동일한지 여부이다. 

3단계에서는 수련병원과 주요 독립변수와의 관계는 χ2 test하 으며, 종속

변수(모자협약병원 선택)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

다. 

4단계에서는 수련과목과 주요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χ2 test하 으며, 수련

과목 계열과 과목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을 t-test하 다. 수련과목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을 인자 분석하여 3개의 대표 역 요인으로 구분하 으며, 수련과목 계열과 3

개의 대표 역 요인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t-test 하 다. 3개의 대표 역 요인과 

주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정원 확보 과 선택)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하 다.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수련과목 선택 관련 주요 독립변수는 성, 연령, 출신의

대 소재지, 의과대학성적, 의사국시전환성적, 결혼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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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틀

인턴수련병원유형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특성 분석

       분석방법 :  χ2 test

인턴수련병원유형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레지던트 수련 선택 현황 분석

       분석방법 :  χ2 test

수련병원 선택 요인 분석

분석방법 : χ2 test 

          correlat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수련과목 선택 요인 분석

분석방법 : χ2 test, t-test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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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턴수련병원유형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표 8). 

전체 497명 중 남자는 332명(66.8%), 여자는 165명(33.2%)이었다. 병원

유형별로 보면, 모자협약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는 남자는 215명(65.5%), 여

자는 113명(34.5%)이었고, 독자병원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각각 117명

(69.2%), 52명(30.8%)이었다. 인턴수련병원유형에 따라 대상자의 성별 분

포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 출신의대 소재지, 의과대학성적, 의사국시전환성적, 결혼상태의 분

포는 인턴수련병원유형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0세 이상인 인턴은 독자병원에서 많이 수련하고 있었으며, 출신의대 

소재지가 서울인 인턴은 모자협약병원에서, 지방인 인턴은 독자병원에서 

많이 수련하고 있었다. 모자협약병원은 의과대학성적이 3.00∼3.99점의 인

턴이 234명(71.4%)이었으며, 독자병원은 3.49∼2.99점 이하의 인턴이 122명

(72.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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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인턴수련병원유형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특 성 세 부 내용
인 턴 수 련 병 원

계 χ²-값
모자협약병원 독자병원

성 남자 215  (65.5) 117  (69.2) 332  (66.8)   0.68

여자 113  (34.5)  52  (30.8) 165  (33.2)

연령

(세)

25 이하  38  (11.6)  17  (10.0)  55  (11.1)  23.49***

26∼29 254  (77.4) 109  (64.5) 363  (73.0)

30 이상  26  ( 7.9)  40  (23.7)  66  (13.3)

무응답  10  ( 3.1)   3  ( 1.8)  13  ( 2.6)

출신

의대

소재지

서울 215  (65.6)  38  (22.5) 253  (50.9) 110.08***

지방  63  (19.2) 113  (66.9) 176  (35.4)

무응답  50  (15.2)  18  (10.6)  68  (13.7)

의과

대학

성적

(점)

2.99 이하  44  (13.4)  60  (35.5) 104  (20.9)  42.86***

3.00∼3.49 116  (35.4)  62  (36.7) 178  (35.8)

3.50∼3.99 118  (36.0)  32  (18.9) 150  (30.1)

4.00 이상  27  ( 8.2)   4  ( 2.4)  31  ( 6.2)

무응답  23  ( 7.0)  11  ( 6.5)  34  ( 6.8)

의사국시

전환성적

(점)

159 이하  47  (14.3)  74  (43.8) 121  (24.4)  55.71***

160∼179 238  (72.6)  81  (47.9) 319  (64.2)

180 이상  22  ( 6.7)   3  ( 1.8)  25  ( 5.0)

무응답  21  ( 6.4)  11  ( 6.4)  32  ( 6.4)

결혼상태 기혼  14  ( 4.3)  18  (10.7)  32  ( 6.4)   7.43**

미혼 306  (93.3) 148  (87.6) 454  (91.4)

무응답   8  ( 2.4)   3  ( 1.8)  11  ( 2.2)

계 328 (100.0) 169 (100.0) 497 (100.0)

주) 무응답 제외하여 χ
2 
test 결과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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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지던트 수련 선택 현황

레지던트 수련 선택에 관한 현황을 연구대상자의 인턴수련병원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9). 

전체 대상자 중 레지던트 수련 시 수련 과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는 인턴은 405명(81.5%)이었고, 레지던트 수련을 희망하는 지역이 서울인 

인턴은 390명(78.5%)이었다. 현재 수련하고 있는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수

련하고자 하는 인턴은 245명(49.3%)이었으며, 본인이 원하는 병원 또는 과

목을 수련하기 위해 재수할 의사가 있느냐에 대해 있다는 경우가 237명

(47.7%)이었다. 레지던트 수련을 희망하는 과목은 내과 103명(27.8%), 정

형외과 37명(10.0%), 소아과 33명(8.9%) 순이었으며, 결핵과, 방사선종양학

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를 수련하려

는 인턴은 없었다. 

레지던트 수련과 관련하여 지역, 과목, 병원을 결정하지 못한 인턴은 각

각 99명(19.9%), 126명(25.4%), 190명(38.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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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인턴수련병원유형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 선택 현황

단위 : 명(%)

특   성 세부 내용
인 턴 수 련 병 원

계 χ²-값
모자협약병원 독자병원

레지던트수련

우선순위

수련병원 69  (21.0) 23  (13.6) 92  (18.5)  3.60

수련과목 259  (79.0) 146  (86.4) 405  (81.5)

레지던트

수련지역

서울 260  (79.3) 130  (76.9) 390  (78.5)  1.82

지방 3  ( 0.9) 5  ( 3.0) 8  ( 1.6)

결정못함 65  (19.8) 34  (20.1) 99  (19.9)

인턴수련병원과

레지던트수련병원

동일여부

그렇다 194  (59.1) 51  (30.2) 245  (49.3)  5.09*

그렇지 않다 40  (12.2) 22  (13.0) 62  (12.5)

결정못함 94  (28.7) 96  (56.8) 190  (38.2)

재수의사유무 있다 170  (51.8) 67  (39.6) 237  (47.7)  6.62
*

없다 158  (48.2) 102  (60.4) 260  (52.3)

레지던트수련

선택과목
1)

내과 74  (22.6) 29  (17.2) 103  (27.8)  24.52

정형외과 22  ( 6.7) 15  ( 8.9) 37  (10.0)

소아과 26  ( 7.9) 7  ( 4.1) 33  ( 8.9)

외과 14  ( 4.3) 12  ( 7.1) 26  ( 7.0)

안과 10  ( 3.0) 16  ( 9.5) 26  ( 7.0)

성형외과 16  ( 4.9) 7  ( 4.1) 23  ( 6.2)

이비인후과 13  ( 4.0) 8  ( 4.7) 21  ( 5.7)

산부인과 9  ( 2.7) 11  ( 6.5) 20  ( 5.4)

피부과 12  ( 3.7) 8  ( 4.7) 20  ( 5.4)

가정의학과 7  ( 2.1) 6  ( 3.6) 13  ( 3.5)

정신과 6  ( 1.8) 6  ( 3.6) 12  ( 3.2)

신경외과 8  ( 2.4) 2  ( 1.2) 10  ( 2.7)

비뇨기과 7  ( 2.1) 2  ( 1.2) 9  ( 2.4)

신경과 4  ( 1.2) 1  ( 0.6) 5  ( 1.4)

흉부외과 4  ( 1.2) 1  ( 0.6) 5  ( 1.4)

재활의학과 2  ( 0.6) 2  ( 1.2) 4  ( 1.1)

마취통증의학과 2  ( 0.6) 0  ( 0.0) 2  ( 0.5)

진단방사선과 1  ( 0.3) 1  ( 0.6) 2  ( 0.5)

결정못함 91  (27.7) 35  (20.7) 126  (25.4)

계 328 (100.0) 169 (100.0) 497 (100.0)

주 1) 무응답: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2)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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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인력 균형 수급을 위해 지원이 적은 일부 과의 전공의를 대상

으로 정부가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설문대상 인턴에게 안내하

고, 해당 과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와 일부 과의 지원이 적은 이유에 대

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10, 표 11). 

대상자 중 403명(81.1%)이 정부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과를 지원할 의사

가 없다고 하 으며, 일부 진료 과의 전공의의 지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 

장래 소득이 적음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457명(92.1%)으로 가장 많았

다.

표 10. 정부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과 지원 의사         

단위 : 명(%)

항    목 세부 내용
인 턴 수 련 병 원 

계
모자협약병원 독자병원

정부수련보조

수당 지급 과

지원의사유무

있다 68  (20.7) 22  (13.0) 90 (18.1)

없다 257  (78.3) 146  (86.4) 403 (81.1)

무응답 3  ( 1.0) 1  ( 0.6) 4 ( 0.8)

계 328 (100.0) 169 (100.0) 497 (100.0)

표 11. 일부 진료 과1)의 전공의 지원이 적은 이유 

단위 : 명(%)

이     유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수련내용이 어려움 226 (45.5) 271 (54.5)

497(100.0)
수련 기간 동안 과다한 업무 286 (57.6) 211 (42.4)

장래소득이 적음 457 (92.0)  40 ( 8.0)

주요 진료 과가 아님 374 (75.2) 123 (24.8)

주 1) 흉부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 26 -

3. 수련병원 선택 현황 및 관련 요인

가. 수련병원 선택 현황

응답자 497명 중 레지던트 수련병원을 기재한 268명에 대해 대상자의 

특성과 수련병원 선택과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12). 

성별로 보면 모자협약병원에서 수련하고자 한 경우는 남자가 143명

(73.7%), 여자 58명(78.4%)이었으며, 독자병원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각각 

51명(26.3%), 16명(21.6%)이었다. 성별 레지던트 수련병원 선택에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 출신의대 소재지, 의사국시전환성적, 현재 인턴을 수련하고 있는 

병원유형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병원 선택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출신의대 소재지가 지방인 인턴일수록 독자병원

을 많이 선택하 으며, 의사국시전환성적이 높을수록, 현재 모자협약병원

에서 수련중인 인턴은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모자협약병원을 많이 선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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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수련병원 선택 현황

단위 : 명(%)

특  성 세부 내용 모자협약병원 독자병원 계 χ²-값

성 남자 143 (73.7) 51 (26.3) 194(100.0)  0.62

여자 58 (78.4) 16 (21.6)  74(100.0)

연령

(세)

25 이하 24 (70.6) 10 (29.4) 34(100.0) 12.70**

26∼29 164 (79.2) 43 (20.8) 207(100.0)

30 이상 13 (48.2) 14 (51.9) 27(100.0)

출신의대

소재지

서울 155 (90.6) 16 ( 9.4) 171(100.0) 61.66***

지방 46 (47.4) 51 (52.6) 97(100.0)

의과

대학

성적

(점)

2.99 이하 32 (69.6) 14 (30.4) 46(100.0)  4.55

3.00∼3.49 75 (70.8) 31 (29.3) 106(100.0)

3.50∼3.99 79 (79.8) 20 (20.2) 99(100.0)

4.00 이상 15 (88.2) 2 (11.8) 17(100.0)

의사국시

전환성적

(점)

159 이하 37 (62.7) 22 (37.3) 59(100.0)  6.63*

160∼179 156 (78.0) 44 (22.0) 200(100.0)

180 이상 8 (88.9) 1 (11.1) 9(100.0)

결혼상태 기혼 5 (50.0) 5 (50.0) 10(100.0)  3.46

미혼 196 (76.0) 62 (24.0) 258(100.0)

인턴수련

병원유형

모자협약병원 195 (97.5) 5 ( 2.5) 200(100.0) 212.82***

독자병원 6 ( 8.8) 62 (91.2) 68(100.0)

계 201 (75.0) 67 (25.0) 268(100.0)

주)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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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련병원 선택 관련 요인

 1)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정의

 종속변수(모자협약병원 선택여부)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

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재분류한 결과는 표 13이다. 

 종속변수인 모자협약병원을 선택한 경우를 “1”, 선택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분류하 다. 독립변수는 앞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연령은 28

세 이하와 29세 이상, 의과대학성적은 3.50점 이상과 3.49점 이하, 의사국

시전환성적은 160점 이상과 159점 이하로 재분류하 으며, 기타 변수는  

변수값을 “1”과 “0”으로 재부여하 다.

표 13. 수련병원 선택 요인 관련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값

변      수
변수값 1 변수값 0

항목 분석수 항목 분석수

종속변수

  모자협약병원(rehos) 선택 201 비선택  67

독립변수

  성(gender) 남자 194 여자  74

  연령(age) 28세 이하 185 29세 이상  83

  출신의대소재지(ms) 서울 171 지방  97

  의과대학성적(gr) 3.50점 이상 116 3.49점 이하 152

  의사국시전환성적(er) 160점 이상 209 159점 이하  59

  결혼상태(mar) 미혼 258 기혼  10

  인턴수련병원(inhos) 모자협약병원 200 독자병원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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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변수들간 상관분석을 하 다(표 14). 

 상관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0.5이상이고, 레지던트 수련병원 선택 차이

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p<0.001) 출신의대 소재지와 인턴수련병원유형 변

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제외하 다.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 연령, 의과대학성적, 의사국시전환성적, 결혼상태 등을 종속변수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 다. 모델 적합도(likelihood ratio)는 χ²값

이 10.90(p=0.053)으로 적합하 다. 그러나 상수는 p-값이 0.432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상수가 아니었다.

표 14. 수련병원 선택 요인 관련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단위 : 상관계수

gender age ms gr er mar inhos rehos

gender  1.00

age -0.02  1.00

ms  0.02  0.07  1.00

gr -0.22***  0.05 -0.09  1.00

er -0.11  0.15*  0.05  0.25***  1.00

mar -0.03  0.21***  0.02  0.05 -0.01  1.00

inhos -0.03  0.07  0.51***  0.07  0.14*  0.11  1.00

rehos  0.05 -0.06 -0.50*** -0.12* -0.15* -0.11 -0.89***  1.00

주)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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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의사국시전환성적이 레지던트 수련시 모자협약병원 선택과 

관련된 요인이었다. 의사국시전환성적이 160점 이상인 군은 159점 이하인 

군에 비해 레지던트 수련시 모자협약병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odds ratio는 1.93이었다.

4. 수련과목 선택 현황 및 관련 요인

가. 수련과목 선택 현황

응답자 497명 중 수련과목을 기재한 320명의 대상자 특성과 수련과목 

선택과의 관계를 보면 표 16과 같다. 

남자 127명(56.0%), 여자 30명(32.3%)이 정원 확보 과를 선택하 으며, 

성별로 수련과목 선택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표 15. 수련병원 선택 요인 관련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  수 회귀계수 Odds ratio p-값

성 -0.086 0.917 0.800

연령 0.072 1.075 0.821

의과대학성적  0.405 1.499 0.197

의사국시전환성적  0.658 1.930 0.048

결혼상태 1.106 3.023 0.104

상수 -0.595 0.432

주) χ² of likelihood ratio = 10.90(p=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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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연령 및 의사국시전환성적이 높을수록 정원 확보 과를 

많이 선택하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6.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수련과목 선택 현황   

단위 : 명(%)

특  성 세부 내용 정원 확보 과 정원 미확보 과 계 χ²-값

성 남자 127(56.0) 100(44.0) 227(100.0)   14.81***

여자 30(32.3) 63(67.7)  93(100.0)

연령

(세)

25 이하 16(42.1) 22(57.9) 38(100.0)    4.29

26∼29 115(47.7) 126(52.3) 241(100.0)

30 이상 26(63.4) 15(36.6) 41(100.0)

출신의대

소재지

서울 91(49.5) 93(50.5) 184(100.0)    0.03

지방 66(48.5) 70(51.5) 136(100.0)

의과

대학

성적(점)

2.99 이하 36(50.7) 35(49.3) 71(100.0)    0.34

3.00∼3.49 62(47.3) 69(52.7) 131(100.0)

3.50∼3.99 50(49.5) 51(50.5) 101(100.0)

4.00이상 9(52.9) 8(47.1) 17(100.0)

의사국시

전환성적

(점)

159 이하 39(44.8) 48(55.2) 87(100.0)    1.22

160∼179 112(50.2) 111(49.8) 223(100.0)

180 이상 6(60.0) 4(40.0) 10(100.0)

결혼상태 기혼 9(47.4) 10(52.6) 19(100.0)    0.02

미혼 148(49.2) 153(50.8) 301(100.0)

인턴수련

병원유형

모자협약병원 90(45.0) 110(55.0) 200(100.0)    3.52

독자병원 67(55.8) 53(44.2) 120(100.0)

계 157(49.1) 163(50.9) 320(100.0)

주)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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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련과목 선택 관련 요인

 1) 수련과목 선택시 고려 요인 분석

표 17은 수련과목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내용이다. 

연구 대상자는 수련과목 선택시 적성(성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

으며, 정원 미확보 과를 선택한 인턴의 적성(성격) 요인 평균은 정원 확보 

과를 선택한 인턴에 비해 0.08점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적성(성격) 요인을 제외하여 수련과목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

인을 평균 순으로 보면 정원 확보 과의 경우 전문의 취득 후 경제적 소득, 

전문의 취득 후 개업 기회, 전문의로서 충분한 여가 시간 순이었으며, 정

원 미확보 과는 과 분위기, 전문의 취득 후 경제적 소득, 고차원의 의료기

술 획득 순이었다. 

정원 확보 과와 정원 미확보 과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의 평균이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요인은 전문의 취득 후 경제적 소득, 전문

의 취득 후 개업기회, 전문의로서 충분한 여가 시간, 전문과목 명성, 의료

사고의 위험, 전문의 취득 후 근무시간 조정 용이, 가정의 경제적 형편, 전

문의 취득 후 도시에 살 기회 요인 등 8개로 정원 확보 과의 평균이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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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수련과목 선택시 고려 요인
2)
  

단위 : 평균± 표준편차 

고 려 요 인1) 정원 확보 과 정원 미확보 과 t-값3)

 적성(성격) 4.14±0.88 4.22±0.80 -0.76

 전문의 취득 후 

 경제적 소득
4.07±0.77 3.69±0.80  4.37***

 전문의 취득 후

 개업기회
4.00±0.86 3.61±1.00  3.82***

 전문의로서

 충분한 여가 시간 
3.80±1.01 3.50±1.04  2.60**

 과 분위기

 (스텝진,상급년차)
3.77±0.95 3.75±0.90  0.18

 전문과목 명성 3.75±0.88 3.39±0.98  3.46
***

 수련 중 근무시간,

 일의 강도
3.51±1.06 3.40±1.01  0.98

 의료사고의 위험 3.50±1.05 3.26±0.94  2.09
*

 (최신) 고차원의

 의료기술 획득
3.50±0.94 3.63±0.87 -1.26

 전문의 취득 후 

 근무시간조정용이
3.48±1.05 3.16±0.92  2.94**

 전문의 취득 후 

 사회 봉사할 기회
3.42±0.93 3.41±0.93  0.08

 가정 경제적 형편 3.41±1.05 3.14±1.02  2.32*

 전문의 취득 후 

 도시에 살 기회
3.28±1.11 2.92±1.03  3.03**

 과의  병원내 위상 3.15±1.00 3.03±1.06  1.02

 가족, 외부인사충고 3.13±0.97 3.02±0.90  1.00

주 1)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2)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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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련과목 선택 요인 구분

수련과목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15개)을 3개의 대표 역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8이다. 

인자분석 결과 요인 1은 전문의 취득 후 경제적 소득, 전문 과목의 명

성과 권위, 전문의 취득 후 개업 기회, 가족이나 외부인사의 충고, 지원과

의 병원 내 위상, 의료사고의 위험, 가정의 경제적 형편, 전문의 취득 후 

도시에 살 기회 등의 8개 요인이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 2는 지원 과 분위기, 전문의 취득 후 근무시간 조정 용이, 수련 

중 근무시간과 일의 강도, 전문의로서 충분한 여가 시간 등의 4개 요인이 

업무관련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 3은 고차원의 의료기술 획득, 전문의 취득 후 사회에 봉사할 기

회, 적성(성격) 등의 3개 요인이 과목 특성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경제적 요인, 업무관련 요인, 과목특성 요인별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0.813, 0.771, 0.57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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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수련과목 선택 고려 요인 구분

고 려 요 인   요인1      요인2     요인3

 전문 과목의 명성과 권위    0.766       -         -

 전문의 취득 후 개업 기회    0.742       -         -

 전문의 취득 후 경제적 소득    0.665       -         -

 지원과의 병원내 위상    0.655       -         -

 의료사고의 위험    0.531       -         -

 전문의 취득 후 도시에 살 기회    0.518       -         -

 가족이나 외부 인사의 충고    0.509       -         -

 가정의 경제적 형편(가족 부양 책임)    0.471       -         -

 수련 중 근무시간과 일의 강도     -        0.801       -

 전문의 취득 후 근무시간 조정 용이     -        0.735       -

 전문의로서 충분한 여가 시간     -        0.733       -

 지원 과 분위기

 (스텝진이나 상급년차 전공의 성격)

    -        0.611       -

 (최신의) 고차원의 의료기술 획득     -         -        0.768

 전문의 취득 후 사회에 봉사할 기회     -         -        0.709

 적성(성격)     -         -        0.666

eigen value    4.668      1.788     1.431

proportion    0.311      0.119     0.095

cumulative    0.311      0.430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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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련과목 계열과 대표 역 요인 분석

  수련과목 선택 관련 대표 역 요인을 수련과목 계열과 t-test한 결

과 경제적 요인과 업무관련 요인의 평균은 정원 확보 과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4) 수련과목 선택 관련 요인

  가)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정의

   종속변수인 정원 확보 과 선택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재분류한 결과는 표 20이다. 

   종속변수인 정원 확보 과를 선택한 경우 “1”, 선택하지 않은 경우 

“0”으로 분류하 다. 독립변수는 앞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연령은 29

세 이상과 28세 이하, 의과대학성적은 3.50점 이상과 3.49점 이하, 의사국

시전환성적은 160점 이상과 159점 이하로 재분류하 다. 레지던트 수련과

표 19. 수련과목 계열과 대표 역 요인 분석

단위 : 평균± 표준편차 

대표 요인 정원 확보 과 정원 미확보 과 t-값2)

 경제적 요인 3.12±0.66 2.80±0.68  4.16
***

 업무관련 요인 3.31±0.89 3.07±0.80  2.49*

 과목특성 요인 3.37±0.79 3.48±0.67 -1.35

주 1)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2)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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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선택 관련 대표 역 요인은 5점 척도이므로 3점 이상인 경우 ‘중요하

다, 1’을 부여하 으며, 2점 이하 경우 ‘중요하지 않다, 0’으로 재분류하

다. 대표 역 요인 중 과목특성 요인은 Cronbach alpha값이 낮아 분석에

서 제외하 다.

표 20. 수련과목 선택 요인 관련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값

변       수
변수값 1 변수값 0

항목 분석수 항목 분석수

종속변수

  정원 확보 과(rs) 선택 157 비선택 163

독립변수

  성(gender) 남자 227 여자  93

  연령(age) 29세 이상  64 28세 이하 256

  출신의대소재지(ms) 서울 184 지방 136

  의과대학성적(gr) 3.50점 이상 118 3.00점 이상 202

  의사국시전환성적(er) 160점 이상 233 159점 이하  87

  결혼상태(mar) 기혼  19 미혼 301

  경제적요인(fac1) 중요하다 246 중요하지 않다  74

  업무관련요인(fac2) 중요하다 263 중요하지 않다  57

  나)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다중 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변수들간 상관분석을 하 다(표 21). 

   상관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성(gender)은 레지던트 수련과목 선택과 

관련하여 유의수준 0.001이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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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작용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다.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 출신의대소재지, 의과대학성적, 의사국시전환성적, 결혼상태, 

경제적 요인, 업무관련 요인 등을 정원 확보 과 선택여부에 대하여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하 다. 모델 적합도(likelihood ratio)는 χ²값이 11.20 

(p=0.130)으로 적합하 다.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이 수련과목 선택과 관련된 요인이었다. 경제

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군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에 비

해 정원 확보 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odds ratio는 2.592 다.

표 21. 수련과목 선택 요인 관련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단위 : 상관계수

gender age ms gr er mar fac1 fac2 rs

gender  1.00

age -0.01  1.00

ms  0.01 -0.04  1.00

gr -0.21*** -0.09 -0.04  1.00

er -0.05 -0.15**  0.09  0.29***  1.00

mar  0.04  0.34*** -0.05 -0.05  0.01  1.00

fac1 -0.01 -0.08  0.02  0.10  0.05 -0.05 1.00

fac2 -0.01 -0.01  0.06  0.07  0.06 -0.09 0.48
***

1.00

rs  0.21
***

 0.02  0.01  0.01  0.05 -0.01 0.17
**

0.05 1.00

주)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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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수련과목 선택 요인 관련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      수 회귀계수 Odds ratio p-값

연령 0.284 1.329 0.357

출신의대소재지 0.013 1.013 0.955

의과대학성적 -0.060 0.942 0.809

의사국시전환성적 0.271 1.311 0.322

결혼상태 -0.195 0.822 0.704

경제적 요인 0.952 2.592 0.003

업무관련 요인 -0.270 0.763 0.440

상수 -0.781 0.036

주) χ² of likelihood ratio = 11.20(p=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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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 자료 및 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전공의의 수련병원 및 수련과목 선택 요인에 관해 알아보고

자 서울지역 인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로부터 연구 자료 

및 방법론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제한점을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인턴의 레지던트 수련 선택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 

인턴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료 수집의 제한으로 서울 지

역에 국한하 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 전국 병원에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의과대학성적, 의사국시전환성적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

성이 있다. 안덕선 등(2000)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예과 입학성

적, 졸업 총평점, 의사국가고시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는데, 졸업 

총평점과 의사국가고시 성적간의 상관계수는 0.635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다고 하 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의과대학성적과 의사국시전환성적

을 상관 분석한 결과 447명 기준으로 상관계수는 0.469 으며(표 24), 수련

병원을 선택한 268명의 의과대학성적과 의사국시전환성적의 상관계수는 

0.25, 수련과목을 선택한 320명의 의과대학성적과 의사국시전환성적의 상

관계수는 0.29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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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련병원 및 수련과목을 기재할 때 동료 인턴을 의식하는 등 반

응도에 따른 편견(response bias)의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가 위와 같은 제한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인턴을 대상으로 하 고, 전공의의 수련병원 및 수련과목 선택에 의

해 전문과목별 인력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므로 전공의 확보율을 

기준으로 과목을 분류하여 선택 관련 요인을 분석하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가. 수련병원 선택 요인

수련병원 선택과 관련한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델 적합도

(likelihood ratio)는 χ²값이 10.90(p=0.053)으로 적합하 으나, 상수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상수가 아니었다. 그리고, 전공의의 수련병원 선택 요인

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여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는데 한계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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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련과목 선택 요인

전문과목을 선택함에 있어 성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 는데(McGrath 등, 

1977), 이 연구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정원 확보 과를 많이 선택하 다.

미국 의대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비교적 자유시간을 보장받는 기

술 중심의 수련과목을 선택한다고 하 으며(Swanson,1989), 성적이 우수

한 의대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보장된 전문

과목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 다(Schwartz 등, 

1989). 이 연구에서는 인턴을 대상으로 레지던트 수련을 희망하는 과목을 

조사하 기 때문에 의과대학성적, 의사국시전환성적에 따라 레지던트를 수

련하고자 선택한 과목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문과목을 선택할 때 학문적 흥미, 개인의 성격이나 

적성을 많이 고려한다고 하 는데(조두 , 1988), 이 연구에서도 수련과목 

선택시 적성(성격)을 가장 많이 고려하 다. 대구지역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과목 선호 요인 연구에서는 성격, 학문적 호기심, 사회 봉사할 기

회 등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나(강복수 등, 2000), 이 연구에서는 적성(성격), 

전문의 취득 후 경제적 소득, 전문의 취득 후 개업 기회, 의료사고의 위험, 

전문의 취득 후 근무시간 조정 용이 요인 등이 수련과목 선택에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 

수련과목 선택시 고려 요인(15개)을 인자 분석하여 3개의 대표 역 요

인으로 구분하 으나, 각 항목간 내적 신뢰도가 낮은 요인도 있어 인자분

석에 제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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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 연구는 전공의의 수련병원 및 수련과목 선택 요인에 관해 알아보고

자 서울지역 인턴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으로 설문 조사하 다. 연구 자

료는 497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8.01을 사용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 중 모자협약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는 인턴은 독자병원에

서 수련하고 있는 인턴에 비해 29세 이하가 많았으며, 서울지역 의대를  

졸업한 인턴이 많았다. 또한 의과대학성적 또는 의사국시전환성적이 높을

수록, 미혼일수록 모자협약병원에서 많이 수련하고 있었다.

2. 레지던트 수련과목으로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

리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를 선택한 인턴은 없었으며, 일부 

진료 과(흉부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의 전공의

의 지원이 적은 이유 중 장래 소득이 적어서가 92.1%로 가장 많았다.

3. 레지던트 수련병원과 대상자의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카이제

곱 검정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독자병원을 선택하 으며, 의사국시전환

성적이 높을수록, 출신의대 소재지가 서울일수록, 현재 모자협약병원에서 

수련하고 있을수록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모자협약병원을 많이 선택하

다. 레지던트 수련병원(모자협약병원) 선택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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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의사국시전환성적이 높을수록 모자협약병원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4. 수련과목과 대상자의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카이제곱 검정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정원 확보 과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선택

하 다. 수련과목 선택 시 ‘적성(성격)’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 으

며, 정원 확보 과를 선택한 인턴은 그렇지 않은 인턴에 비해 ‘전문의 취득 

후 경제적 소득, 전문의 취득 후 개업 기회, 전문의로서 충분한 여가 시간, 

전문과목의 명성, 의료사고의 위험, 전문의 취득 후 근무시간 조정 용이, 

가정의 경제적 형편, 전문의 취득 후 도시에 살 기회’ 요인을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게 더 중요하게 고려하 다. 수련과목 선택 관련 요인을 알아보

고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한 결과 경제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턴

이 정원 확보 과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수련과목 선택 시 적성 이외에 경제적 요인을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하므로 과목별 전문의의 균형 수급을 위해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인턴 수련 중에 선택한 

병원․과목과 레지던트로 실제 수련하는 병원․과목 간 차이가 있는지 이

와 관련된 요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주요 제한점은 첫째, 조사 대상이 서울지역 인턴을 대상으로 

제한되었으며, 둘째, 의과대학성적, 의사국시전환성적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수련병원 및 수련과목을 기재할 때 동료 

인턴을 의식하는 등 반응도에 따른 편견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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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23. 최근 5년간(1999∼2003) 과목별 레지던트 1년차 평균 확보율    

단위 : %

구    분 과목명 확보율 구   분 과목명 확보율

정원 확보 과

(10개)

피부과 98.1  정원

 미확보 과

 (13개)

외과 75.1

마취통증의학과 73.4안과 97.2

성형외과 96.4 가정의학과 66.2

이비인후과 95.8 응급의학과 65.2

정신과 94.5 진단방사선과 49.7

비뇨기과 93.3 흉부외과 46.5

재활의학과 93.2 산업의학과 38.7

산부인과 92.4 진단검사의학과 36.1

정형외과 90.5 핵의학과 31.6

신경외과 90.3 병리과 30.2

정원

미확보 과

(3개)

내과 88.6 방사선종양학과 29.9

소아과 85.7 예방의학과 24.2

신경과 84.1 결핵과  6.3

자료 : 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보고서. 1999∼2003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 및 수련교육관리업무 오리엔테이션. 2003

표 24. 의사국시전환성적과 의과대학성적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  수 의사국시전환성적

의과대학성적

상관계수

p-값

관측치

0.469

0.000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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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수련과목 선택 대표 역 요인 분석

단위 : 평균± 표준편차 

특  성 세부내용 경제적요인 t/F값 업무관련요인 t/F값 과목특성요인 t/F값

성 남자 3.01±0.68  1.56 3.23±0.82 -0.55 3.39±0.76 0.30

여자 2.90±0.76 3.27±0.85 3.36±0.75

연령

(세)

25 이하 2.83±0.66  1.22 3.27±0.75  0.35 3.38±0.75 0.10

26 ∼ 29 2.98±0.70 3.25±0.85 3.39±0.73

30 이상 3.01±0.79 3.16±0.83 3.43±0.89

출신의대

소재지

서울 2.96±0.67  0.04 3.26±0.81  1.12 3.43±0.73 0.68

지방 2.96±0.73 3.17±0.88 3.38±0.76

의과

대학

성적

(점)

2.99 이하 2.91±0.73  4.81** 3.16±0.88  4.04** 3.30±0.77 1.85

3.00∼3.49 2.89±0.70 3.15±0.83 3.36±0.79

3.50∼3.99 3.15±0.64 3.44±0.77 3.48±0.69

4.00 이상 2.80±0.79 3.09±0.94 3.19±0.74

의사국시

전환성적

(점)

159 이하 2.92±0.69 0.55 3.19±0.85  1.17 3.30±0.75 1.64

160∼179 3.00±0.71 3.25±0.84 3.42±0.73

180 이상 3.04±0.84 3.48±0.65 3.56±0.86

결혼상태 기혼 2.96±0.69 -0.05 3.15±0.91 -0.63 3.50±0.80 0.90

미혼 2.97±0.71 3.25±0.83 3.37±0.75

인턴수련

병원유형

모자협약병원 3.02±0.71  2.07* 3.26±0.83  0.58 3.42±0.76 1.74

독자병원 2.88±0.71 3.21±0.84 3.30±0.74

전체 평균 2.97±0.71 3.24±0.83 3.38±0.76

주 1)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매우 중요하다

   2)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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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수련 만족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특  성 세 부 내 용 전반적인 수련 만족도 t / F 값

성 남자 3.16±0.89 -0.25

여자 3.18±0.93

출신의대소재지 서울 3.02±0.94 -3.63***

지방 3.32±0.79

인턴수련병원

결정시기

의대입학전 3.17±0.75  0.33

의대재학중 3.22±0.89

의사국시이후 3.13±0.96

전기모집이후 3.10±0.76

군복무중 3.28±0.48

병원의 

인턴 대우

의사 3.58±0.76 39.93**

의사 보조원 2.66±0.88

피교육자 3.24±0.68

근로자 3.02±1.00

인턴수련병원 모자협약병원 3.18±0.95  0.33

독자병원 3.15±0.79

전  체  평  균 3.17±0.90

주 1) 1. 매우 불만족한다, ․․․, 5. 매우 우수하다

   2)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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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수련 환경 만족도                                              단위 : 평균±표준편차

특  성 세부내용
전문의

지도능력
t/F값 임상수련내용 t/F값 수련교육시설 t/F값 후생복지시설 t/F값 전공의 급여 t/F값

성 남자 3.38±0.98  2.75** 3.03±1.07  0.79 2.75±1.15  0.36 2.53±1.15   0.64 2.83±1.15   0.78

여자 3.12±1.05 2.95±0.98 2.71±1.16 2.46±1.12 2.75±1.05

출신의대

소재지

서울 3.35±1.05  0.55 2.89±1.11 -2.02* 2.63±1.14 -1.55 2.44±1.14  -0.67 2.70±1.10  -1.32

지방 3.30±0.93 3.09±0.96 2.81±1.16 2.51±1.12 2.85±1.15

인턴

수련병원

모자협약병원 3.42±1.03  

3.84***
3.15±1.09  4.50

***
2.94±1.21  6.34

***
2.65±1.19   4.02

***
2.96±1.09   4.37

***

독자병원 3.06±0.92 2.71±0.87 2.33±0.90 2.25±0.97 2.50±1.11

인턴

수련병원

결정시기

의대입학전 3.43±0.89  

5.24
***

3.12±1.03 20.35*** 2.79±1.21 20.32*** 2.29±1.16  20.24*** 2.58±0.97   5.81***

의대재학중 3.56±0.97 3.26±1.06 2.88±1.20 2.55±1.16 3.02±1.07

의사국시이후 3.07±1.00 2.75±0.96 2.64±1.12 2.53±1.17 2.78±1.14

전기모집이후 2.81±0.94 2.57±0.94 2.28±0.86 2.35±0.85 1.85±0.78

군복무중 3.33±0.81 3.50±0.83 3.16±1.16 2.66±0.81 2.66±1.21

전 체  평 균 3.30±1.01 3.00±1.04 2.74±1.15 2.51±1.14 2.80±1.12

주 1) 1. 매우 불만족한다, ․․․, 5. 매우 우수하다 

   2)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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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병원 및 수련과목 선택 요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최금숙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공의 선생님들의 수련병원 및 수련과목을 선택할 

 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향후 우리나라 전공의 수급 정책의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선생님의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4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최 금 숙   드림

            ( E-Mail : choigs@kha.or.kr)



- 54 -

해당 항목에 기입하거나 “V"표 하여 주십시오.

 현 인턴 수련에 관한 내용

1. 선생님이 현재 수련중인 병원은? (중복 기재 가능) 

 □ ① 종합전문요양기관                

 □ ② 종합병원  

 □ ③ 대학부속병원

2. 선생님이 현재 수련중인 병원을 언제 결정하 습니까? 

 □ ① 의대 입학 전                

 □ ② 의대 재학 중  

 □ ③ 의사국시이후

 □ ④ 전기모집이후

 □ ⑤ 기 타 (                   )

3. 현 병원장 및 병원 최고 운 자들은 인턴을 ? 

 □ ① 의사로써 대우해 준다.  

 □ ② 의사 보조원으로 대우해 준다.

 □ ③ 의과대학 교육의 연장인 피교육자로 대우해 준다.

 □ ④ 기 타 (                   )

4. 선생님은 인턴을 몇 번째 수련하고 있습니까?

 □ ① 1번  → 6번 문항으로 

 □ ② 2번 이상 → 5번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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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생님이 과거에 인턴을 수련한 수련병원(소재지 포함)과 년도를

   기재해 주십시오.

  (                년도,             시,              병원) 

6. 선생님은 현재 수련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만족한다.

7. 현재 선생님이 수련하고 있는 병원의 수련교육 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   문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대체로 

불만족한다.

③ 약간 

우수하다.

④ 대체로

우수하다.

 ⑤ 매우 

우수하다.

 지도 전문의의 지도 능력

 임상 수련 내용

 (수련계획, 취급 질병 범위 및 환자 등)

 수련 관련 교육 도서, 기자재 등

 교육 시설

 후생복지시설

 (휴식공간, 숙소, 샤워실 등)

 전공의 급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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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수련과목 선택에 관한 내용

8. 선생님은 레지던트 수련병원과 수련과목 선택 시 어느 것을 더 중요하  

   게 고려하시겠습니까?

 □ ① 수련병원         □ ② 수련과목    □ ③ 기타 (             )

9. 선생님은 어느 병원, 어느 과를 수련하고 싶습니까?  

 (병원을 정하지 못한 경우 레지던트 수련 선호 소재지 및 과목명 기재)

  1지망 :              시,                병원,               과

  2지망 :              시,                병원,               과

10. 선생님이 위의 병원에서 수련받고자 하는 이유는?

   (레지던트 수련병원을 정하지 못한 경우 해당없음)

질           문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출신의대부속병원이므로

 지원 과의 수준이 

 다른 병원보다 우수하므로

 전공의로서 많은 환자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수련 후 취업에 유리하므로

 



- 57 -

11. 선생님은 선호하는 병원 또는 과목을 수련하기 위해 재수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회)          □ ② 없다.

12. 일부 진료 과(흉부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의 

   전공의 지원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유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수련내용이 어려움

 수련기간동안의 과다한 업무

 장래 소득이 적음

 주요 진료 과가 아님

13. 보건복지부는 전문 과목간 전문의 균형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도에 9개 과(결핵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병리과, 진단방사선  

   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흉부외과)에 대해

   국공립병원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응급의학과는 모든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과를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과)           □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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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선생님이 수련과목을 선택할 때 고려할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입니다.

    각 항목마다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지 해당 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항           목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약간

중요하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적성(성격)

 (최신의) 고차원의 의료기술 획득

 전문의 취득 후 사회에 봉사할 기회

 전문의 취득 후 경제적 소득

 전문 과목의 명성과 권위

 전문의 취득 후 개업 기회

 가족이나 외부 인사의 충고

 지원 과의 병원내 위상

 지원 과 분위기

 (스텝진이나 상급년차 전공의 성격)

 의료사고의 위험

 가정의 경제적 형편(가족 부양 책임)

 전문의 취득 후 도시에 살 기회

 전문의 취득 후 근무시간 조정 용이

 수련 중 근무시간과 일의 강도

 전문의로서 충분한 여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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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특성

15. 선생님의 성별은?       

 □ ① 남        □ ② 여

16. 선생님의 출생연도는? (19         년)

17. 선생님의 의과대학 졸업년도 및 출신의과대학은?

 (            년도,              의과대학  졸업)

18. 선생님의 의과대학 성적(평량 평균)은?

 □ ① 2.00∼2.49

 □ ② 2.50∼2.99

 □ ③ 3.00∼3.49

 □ ④ 3.50∼3.99

 □ ⑤ 4.00 이상

19. 선생님의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은(200점 만점시)?

 □ ① 120점 미만  

 □ ② 120점 이상∼140점 미만

 □ ③ 140점 이상∼160점 미만

 □ ④ 160점 이상∼180점 미만

 □ ⑤ 1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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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모님 중 의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슨 과이십니까? 

 □ ① 그렇다. (부(父):                과, 모(母)                   과)

 □ ② 아니다.

21. 형제나 가까운 친지 중에 의사가 있습니까? 

 □ ① 그렇다. (내용 기재 :                                     과)    

 □ ② 아니다.

22. 선생님은 결혼을 ?

 □ ① 했다.      □ ② 안했다.

23. 선생님의 병역 상태는? (남자인 경우만 해당)

 □ ① 군보      □ ② 비군보

24. 선생님의 종교는? 

 □ ① 기독교   

 □ ② 불교

 □ ③ 천주교

 □ ④ 유교

 □ ⑤ 기타(           교) 

이 조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시고 성의껏 답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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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cal graduates' choosing factors of 

teaching hospitals and specialties

                                    Choi, Geum-Soo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ung-Hum Yu, M.D., Dr.P.H.) 

  This study conducted a self-answering questionnaire on the subject 

of interns in Seoul to find out medical graduates' choosing factors of 

teaching hospitals and specialties. The number of subjects for study 

materials was 497, and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8.01 

was used for analysis. In teaching hospitals, one is an affiliated hospita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program and the other is a non-affiliated 

hospital. In specialties, the subject of reaching the regular number and 

the other of lacking the quorum were divided. 

  The main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1. Among the subjects, there were many interns under 29, who were 

training in affiliated hospitals, compared to those in non-affil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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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s, and many of them graduated from medical colleges in Seoul 

area. Also, the higher their school records or license exam scores they 

had and the more unmarried men there were, the more men were 

training in affiliated hospitals rather than non-affiliated hospitals.

  

  2. As specialized subjects for residents, no interns selected 

Tuberculosis, Laboratory Medicine, Pathology, Therapeutic Radiology 

and Oncology, Emergency Medicine, Nuclear Medicine, and Occupational 

Medicine. Since there were few applicants of specialists in some 

treatment divisions (Thoracic Surgery, Pathology, Laboratory Medicine, 

Therapeutic Radiology and Oncology, etc), their future incomes were 

low.

  3. As a result of x2-test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teaching hospital an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he older 

they were, the more they selected non-affiliated hospital. The higher 

license exam scores they had, the more of them graduated from medical 

colleges in Seoul, and the more they were training in affiliated hospitals 

at present, the more they selected affiliated hospitals as teaching 

hospitals for residents.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find 

the factor related with selection of teaching hospitals (affiliated 

hospitals), the concerned factor was license exam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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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s a result of x
2
-test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alties an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here was significant finding 

that male interns choose more than female for the subject of reaching 

the regular number. When choosing specialty, they consider the factor 

of 'aptitude (character)' most important.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find the related factor in choosing specialty(the 

subject of reaching the regular number), the concerned factor was an 

economic factor.

  In conclusion, the economic factor is regarded most importantly 

besides aptitude when choosing specialty. Therefore, policy improvement 

plans have to be prepared taking into consideration for balanced supply 

of specialists for each subject. 

  It should be tracked and investigated that whether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subjects of hospitals selected during intern's training and 

the subjects of hospitals where they are training as residents,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concerned factors.

──────────────────────────────────

Key words : intern, resident, teaching hospital, specialty, choosing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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