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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직무 만족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전공의들의 직무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2011년 4월 5일부터 4월 22일까지 일개 의료원 소속 전공의 309명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공의들의 일반적, 직업적 특성 및 근무환

경, 지위에 대한 인식, 직무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직무 만족에 대하여 조

사하였다.

  단변량 분석 결과 연령이 30세 미만인 군과 년차가 낮은 군의 직무 만족 수준이 

낮았고, 근무 환경에 있어서는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 일일 평균 수면시

간이 6시간 미만, 주당 평균 당직일이 3일 이상, 주당 평균 응급실 당직일이 2일 이

상, 일일 평균 진료환자가 10명 이상, 주당 평균 시술 및 수술건수가 10건 미만인 군

의 직무 만족이 낮았다. 지위 인식 및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의사의 사회경

제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본인의 미래전망이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경

우, 직무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에 직무 만족이 높았다.

  직무 만족을 종속변수로 한 다변량 선형회귀분석 결과 3년차와 4년차 전공의, 일일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이상, 일반적인 의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본인의 미래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직무 만족이 높았고,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 직무 만족이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일일 평균 근무시간, 일일 평균 수면시간과 같은 근무 환경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공의들의 직무 만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조절하고, 본인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전공의의 직무 만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핵심 되는 말 : 전공의, 근무 환경, 지위 인식, 스트레스, 직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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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직무 만족이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정서적인 지향으로 정의되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나, Locke(1969)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평가에서 얻게 되

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정의하였다. 직무 만족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로자의 직무만족이 높아지면 이직 의도(변은숙, 2009; 윤승재, 2008) 및 결

근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생산성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직무에 대한 불만족은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생산성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근로자들에게 미치게 

된다(김종성, 2005). 

  사회가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의사들은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진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양호한 치료결과를 보인다

(DeVoe et al, 2002; Haas et al, 2000; Leigh et al, 2002). 따라서, 의사들의 직무 

만족을 증진시키는 것은 점차 증가하는 의료 소비자들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

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Sibbald et al, 2003).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국내 170여개 직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는 전체 직업중 하위 2위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 최근 몇 년간 의사들

의 만족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

스 및 업무량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Janus et al, 2007; Landon et 

al, 2003; Landon et al, 2006; Wada et al, 2009). 의사들의 직무 만족에 대한 여

러 연구들을 통해 나이, 성별, 전공과목, 수입, 직무 스트레스, 환자의사 관계, 전문직 

인식, 전문직업성, 고용형태, 지위 인식 등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

져 있다(강윤식 등, 1997; 진대구 등, 2003; Keeton et al, 2007; Leigh et al, 

2002; Leigh et al, 2009; Lepnurm et al, 2006; Lepnurm et al, 2007; Wada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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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수련의 과정을 수료한 뒤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을 하는 의사이다. 전공의들은 개원의 및 봉직의와는 달리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

을 받는 피교육자로서의 지위와 환자 진료를 위해 노동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모

두 가진 의사이다(김욱진, 1999). 따라서 근무 환경이나 근무량이 다르며 수련 후 미

래에 대한 기대감, 보상심리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직무 만족에 있어서도 다른 특

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윤식 등, 2001; 정성화 등, 2003; 한동운 등, 

1995). 

  2011년 1/4분기 의료인력 현황 보고에 의하면 전체 의사 인력 81,459명중 대부분

의 전공의들이 근무하고 있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인력은 33,706명이었

다. 이중 전공의는 11,095명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3.2%를 차

지하고 있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전공의들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의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직무 만족에 대해 다양한 전공

과목 및 고용형태에 따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의사들

의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전공의들의 직무 만족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분석함으로써 전공의들의 직무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의들의 직무 만족 수준을 확인하고, 

  둘째, 전공의들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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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일개 의료원에 소속되어 있는 전공의 408명을 대상으로 2011년 4월 

5일부터 2011년 4월 22일까지 무기명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설문 

응답자는 327명으로 설문 회수율은 약 80.1% 이었다. 이중 설문작성이 불성실한 18

명을 제외하고 309명이 최종 분석대상이었다.

2. 조사 변수와 측정 방법

  

1) 일반적, 직업적 특성 및 근무 환경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공의들의 성별, 나이, 결혼 여부 등의 일

반적인 특성과 년차, 전공과목, 주당 평균 당직일, 주당 평균 응급실 당직일, 일일 평

균 근무시간, 일일 평균 수면시간, 일일 평균 진료 환자수, 주당 평균 시술 및 수술건

수 등의 근무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전공과목은 대한의학회의 전공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내과계열, 외과계열, 기타로 구

분하였다. 내과계열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가 포함되었으며, 외과계열에는 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안과, 흉부외과가 포함되었고, 

기타에는 산업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가 포함되

었다.

  일일 평균 진료 환자수는 본인의 담당 입원환자수와 일일 평균 외래 진료 환자수를 

합하여 구하였으며, 평균 수면시간은 당직 근무 시 수면시간과 비 당직 근무 시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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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면시간
당직근무시수면시간×평균당직근무일비당직근무시수면시간×평균당직근무일

시간을 조사한 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구하였다. 

2) 지위 인식

  지위 인식은 현재 본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일반적인 의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본인의 미래 전망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위에 대한 문항은 “상, 중, 하” 

로 응답하도록 한 후 “상”으로 대답한 군과, “중, 하”로 대답한 군으로 분류하였다. 

본인의 미래 전망에 대한 문항은 “좋아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

다” 로 응답하도록 하고,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라고 대답한 군과 

“좋아질 것이다”라고 대답한 군으로 이분하였다.  

  

3)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직무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직무 스트레스는 강윤식 등(2001)이 의료인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인 

HPSI(Health Professional Stress Inventory)를 개발한 연구와 영국 및 캐나다의 의

사들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개발한 설문을 

이용하였다. 이 설문은 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 9문항의 평균 점수를 구한 뒤 50% 중위수를 

이용하여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의 Cronbach’s alpha는 0.674였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장세진(2000)의 18문항으로 구성된 PWI-SF(Psychosocial 

Wellbeing Index-Short For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체 점수의 합을 구한 뒤 

27점 이상을 고위험군, 26점 이하를 정상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설문의 Cronbach’s 

alpha는 0.888이었다.



- 5 -

4) 직무 만족도 측정

  직무 만족도의 측정은 Lepnurm 등(2006)이 의사들의 직무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설문의 일부를 우리나라 전공의의 실정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

지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의들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 

사무직 직원들과의 관계, 지역사회 진료 프로그램, 관리의료에 대한 질문 및 승진과 

관련된 4개 문항을 제외하고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6점 척도를 이용하여 만

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었고,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를 구하였다. 설문의 

Cronbach’s alpha는 0.616이었다.

3. 통계 분석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직업적 특성, 근무 환경, 지위 인식, 스트레스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변수들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비교를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시

행하였고, 변수들 및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직무 만족 수준의 비교를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산분석 시행 후 유의하게 나온 결과에 대해 Tukey HSD 

검정을 시행하였다. 전공의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위해 직무 만족도

를 종속변수로 하고,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변

량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이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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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직업적 특성

  총 연구 대상자는 309명으로 남자가 202명(65.4%), 30세 미만이 157명(50.8%)이

었다. 미혼자가 233명으로 전체의 75.4%였고, 전공과목별로는 내과계열이 179명

(57.9%)으로 가장 많았다. 년차별로는 1년차 80명(25.9%), 2년차 85명(27.5%), 3년

차 77명(24.9%), 4년차 67명(21.7%)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표 1).

변수 단위:명(%)

성별

남자 202( 65.4)

여자 107( 34.6)

연령(세)

<30 157( 50.8)

≧30 152( 49.2)

결혼

미혼 233( 75.4)

기혼 76( 24.6)

전공과목

내과계열 179( 57.9)

외과계열 101( 32.7)

기타 29(  9.4)

년차

1년차 80( 25.9)

2년차 85( 27.5)

3년차 77( 24.9)

4년차 67( 21.7)

계 309(100.0)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직업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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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단위:명(%)

일일 평균 근무시간

12시간 미만 142( 46.0)

12시간 이상 167( 54.0)

일일 평균 수면시간

6시간 미만 188( 60.8)

6시간 이상 121( 39.2)

주당 평균 당직일

3일 미만 213( 68.9)

3일 이상 96( 31.4)

주당 평균 응급실당직일

2일 미만 181( 58.6)

2일 이상 128( 41.4)

일일 평균 진료환자

10명 미만 182( 58.9)

10명 이상 127( 41.1)

주당 평균 시술 및 수술건수

10건 미만 181( 58.6)

10건 이상 128( 41.4)

계 309(100.0)

표 2. 연구 대상자의 근무 환경

나. 연구 대상자의 근무 환경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가 167명(54.0%)이었으며, 일일 평균 수

면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가 188명(60.8%)이었다. 주당 평균 당직일이 3일 미만인 

경우가 213명(68.9%)으로 많았으며, 주당 평균 응급실 당직일이 2일 미만인 경우가 

181명(58.6%)이었다. 일일 평균 진료환자가 10명 미만인 경우가 182명(58.9%), 주

당 평균 시술 및 수술건수는 10건 미만인 경우가 181명(58.6%)이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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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대상자의 지위 인식

  연구 대상자의 82.2%인 254명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다고 응답하였

다. 일반적인 의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252명(81.6%)이 높지 않다고 하였다. 본인

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255명(82.5%)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표 3).

변수 단위:명(%)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높다. 55( 17.8)

높지 않다. 254( 82.2)

의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높다. 57( 18.4)

높지 않다. 252( 81.6)

본인의 미래 전망

좋아질 것이다. 54( 17.5)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255( 82.5)

계 309(100.0)

표 3. 연구 대상자의 지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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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특성 별 스트레스 수준

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직업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직업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수준은 연령이 30세 미만

(p=0.000), 전공과목이 내과계열(p=0.000), 년차가 낮은 군(p=0.000)에서 직무 스트

레스가 높은 사람이 유의하게 많았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표 4).



변수
직무 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높은 군 낮은 군 p-value 고위험군 정상군 p-value

성별

남자 116(57.4) 86(42.6) 1.000 26(12.9) 176(87.1) 0.629

여자 61(57.0) 46(43.0) 11(10.3) 96(89.7)

연령(세)

<30 109(69.4) 48(30.6) 0.000 18(11.5) 139(88.5) 0.916

≧30 68(44.7) 84(55.3) 19(12.5) 133(87.5)

결혼

미혼 133(57.1) 100(42.9) 1.000 23( 9.9) 210(90.1) 0.073

기혼 44(57.9) 32(42.1) 14(18.4) 62(81.6)

전공과목

내과계열 117(65.4) 62(34.6) 0.000 27(15.1) 152(84.9) 0.073

외과계열 52(51.5) 49(48.5) 6( 5.9) 95(94.1)

기타 8(27.6) 21(72.4) 4(13.8) 25(86.2)

년차

1년차 70(87.5) 10(12.5) 0.000 14(17.5) 66(82.5) 0.242

2년차 51(60.0) 34(40.0) 7( 8.2) 78(91.8)

3년차 29(37.7) 48(62.3) 7( 9.1) 70(90.9)

4년차 27(40.3) 40(59.7)  9(13.4) 58(86.6)

표 4.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직업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단위:명(%)

-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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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대상자의 근무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근무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이고

(p=0.000), 일일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p=0.000), 주당 평균 당직일이 3일 이

상(p=0.000), 주당 평균 응급실 당직이 2일 이상(p=0.000), 일일 평균 진료환자 10인 

이상(p=0.000), 주당 평균 시술 및 수술건수가 10건 미만인 군(p=0.000)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이 유의하게 많았다. 주당 평균 시술 및 수술건수가 10건 미만

인 군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던 것은 저년차 전공의들 보다 고년차 전공의들이 시술

이나 수술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조직문화 때문이라 생각되었다. 사회심리적 스트레

스는 변수에 따라 유의한 분포를 보이지 않았다(표 5).



변수
직무 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높은 군 낮은 군 p-value 고위험군 정상군 p-value

일일 평균 근무시간

12시간 미만 44(31.0) 98(69.0) 0.000 19(13.4) 123(86.6) 0.599

12시간 이상 133(79.6) 34(20.4) 18(10.8) 149(89.2)

일일 평균 수면시간

6시간 미만 133(70.7) 55(29.3) 0.000 17(9.0) 171(91.0) 0.072

6시간 이상 44(36.4) 77(63.6) 20(16.5) 101(83.5)

주당 평균 당직일

3일 미만 98(46.0) 115(54.0) 0.000 24(11.3) 189(88.7) 0.704

3일 이상 79(82.3) 17(17.7) 13(13.5) 83(86.5)

주당 평균 응급실당직일

2일 미만 68(37.6) 113(62.4) 0.000 22(12.2) 159(87.8) 1.000

2일 이상 109(85.2) 19(14.8) 15(11.7) 113(88.3)

일일 평균 진료환자

10명 미만 68(37.4) 114(62.6) 0.000 17( 9.3) 165(90.7) 0.126

10명 이상 109(85.8) 18(14.2) 20(15.7) 107(84.3)

주당 평균 시술 및 수술건수

10건 미만 126(69.6) 55(30.4) 0.000 24(13.3) 157(86.7) 0.516

10건 이상 51(39.8) 77(60.2) 13(10.2) 115(89.8)

표 5. 연구 대상자의 근무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단위:명(%)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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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대상자의 지위 인식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연구 대상자의 지위 인식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

고 대답한 군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낮았다(p=0.016). 본인의 미래 전망에 대해 좋아

질 것이라고 대답한 경우에 직무 스트레스가 낮았으나 경계역의 유의성을 보였다

(p=0.051). 의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역시 각 변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6).



변수
직무 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높은 군 낮은 군 p-value 고위험군 정상군 p-value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높다. 23(41.8) 32(58.2) 0.016 9(16.4) 46(83.6) 0.381

높지 않다. 154(60.6) 100(39.4) 28(11.0) 226(89.0)

의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높다. 27(47.4) 30(52.6) 0.127 10(17.5) 47(82.5) 0.227

높지 않다. 150(59.5) 102(40.5) 27(10.7) 225(89.3)

본인의 미래 전망

좋아질 것이다. 24(44.4) 30(55.6) 0.051 7(13.0) 47(87.0) 0.987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153(60.0) 102(40.0) 30(11.8) 225(88.2)

표 6. 연구 대상자의 지위 인식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단위:명(%)

-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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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특성 별 직무 만족 수준

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직업적 특성에 따른 직무 만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직업적 특성에 따른 직무 만족 수준은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p=0.000), 년차가 낮은 경우(p=0.000)에 직무 만족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표 7).

변수
직무 만족

평균±표준편차 p-value

성별

남자 3.2±0.36 0.267

여자 3.2±0.31

연령(세)

<30 3.1±0.34 0.000

≧30 3.3±0.32

결혼

미혼 3.2±0.36 0.663

기혼 3.2±0.26

전공과목

내과계열 3.2±0.33 0.086

외과계열 3.1±0.34

기타 3.3±0.34

년차*

1년차 3.0±0.30a 0.000

2년차 3.1±0.35b

3년차 3.3±0.26c

4년차 3.4±0.30c

* : By ANOVA, post-hoc analysis by Tukey HSD test

표 7.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직업적 특성에 따른 직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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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대상자의 근무 환경에 따른 직무 만족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p=0.000), 일일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p=0.000), 주당 평균 당직일이 3일 미만인 경우(p=0.000), 주당 평균 응

급실당직일이 2일 미만인 경우(p=0.000), 일일 평균 진료환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p=0.000), 주당 평균 시술 및 수술 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p=0.009) 직무 만족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8). 

 

변수
직무 만족

평균±표준편차 p-value

일일 평균 근무시간

12시간 미만 3.4±0.28 0.000

12시간 이상 3.0±0.32

일일 평균 수면시간

6시간 미만 3.1±0.32 0.000

6시간 이상 3.3±0.30

주당 평균 당직일

3일 미만 3.3±0.31 0.000

3일 이상 3.0±0.33

주당 평균 응급실당직일

2일 미만 3.3±0.32 0.000

2일 이상 3.1±0.34

일일 평균 진료환자

10명 미만 3.3±0.31 0.000

10명 이상 3.1±0.35

주당 평균 시술 및 수술건수

10건 미만 3.1±0.36 0.016

10건 이상 3.2±0.30

표 8. 연구 대상자의 근무 환경에 따른 직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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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대상자의 지위 인식 및 스트레스에 따른 직무 만족

  연구 대상자의 지위 인식에 따른 직무 만족은 의사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대답한 경우(p=0.000)와 본인의 미래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경우(p=0.000) 

직무 만족 수준이 높았다(표 9). 

  스트레스에 따른 직무 만족 수준은 직무 스트레스가 낮은 군의 직무 만족이 높았다

(p=0.000).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9).

변수
직무 만족

평균±표준편차 p-value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높다. 3.2±0.33 0.804

높지 않다. 3.2±0.34

의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높다. 3.4±0.33 0.000

높지 않다. 3.1±0.32

본인의 미래 전망

좋아질 것이다. 3.4±0.33 0.000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3.1±0.32

직무 스트레스

높은 군 3.1±0.33 0.000

낮은 군 3.3±0.30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 3.3±0.36 0.187

정상군 3.2±0.34

표 9. 연구 대상자의 지위 인식 및 스트레스에 따른 직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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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의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

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던 변수인 연령, 년차, 일일 

평균 근무시간, 일일 평균 수면시간, 주당 평균 당직일, 주당 평균 응급실당직일, 일일 

평균 진료환자, 주당 평균 시술 및 수술건수, 의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본인의 미래전망, 직무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 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

변량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3년차(β=0.164, p=0.031)와 4년차(β=0.186, p=0.021) 전공의의 직무 

만족이 높았다.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직무 만족이 낮았으며(β

=-0.147, p=0.001), 일일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이상일 때 직무 만족이 높았다(β

=0.094, p=0.021). 의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와(β

=0.177, p=0.000) 본인의 미래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β=0.186, 

p=0.000) 직무 만족이 높았다(표 10). 이들 변수의 직무만족에 대한 설명력은 38.4%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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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β S.E.* p-value

상수 3.324 0.306 0.000

연령 -0.007 0.010 0.491

년차

2년차 0.107 0.067 0.111

3년차 0.164 0.076 0.031

4년차 0.186 0.080 0.021

일일 평균 근무시간 (12시간이상) -0.147 0.042 0.001

일일 평균 수면시간 (6시간 이상) 0.094 0.041 0.021

주당 평균 당직일 (3일 이상) 0.016 0.068 0.814

주당 평균 응급실당직일 (2일 이상) 0.012 0.042 0.780

일일 평균 진료환자 (10명 이상) -0.061 0.037 0.104

주당 평균 시술 및 수술건수 (10건 이상) 0.039 0.033 0.239

의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높다) 0.177 0.043 0.000

본인의 미래 전망 (좋아질 것이다) 0.186 0.044 0.000

직무 스트레스 (높은 군) -0.035 0.042 0.412

R2 0.410

Adjusted R2 0.384

* : Standard error

표 10. 전공의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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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이번 연구는 전공의들의 직무 만족을 평가하고,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직무 만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일반적, 직업적 

특성 및 근무 환경, 지위 인식과 미래 전망,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년차가 높을수록,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짧고 일일 평균 수면시간이 길

수록, 일반적인 의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본인의 미래 전망

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직무 만족이 높았다. 

  일반적, 직업적 특성에 있어서는 년차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었다. 이는 년차

가 올라갈수록 업무량이 감소하는 전공의들의 업무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었

다. 연령의 경우 단변량 분석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다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

았다. 이는 업무량이나 년차와 같은 요인의 영향력이 보다 더 크게 작용하거나, 일반

적으로 년차가 증가할수록 연령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단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결과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중 4년차 전공의의 

직무 만족이 가장 높았던 김용기 등(2008)의 연구, 치과 전공의들의 년차가 높을수록 

진료 관련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정성화 등(2003)의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였다.

  근무 환경에 있어서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짧고, 일일 평균 수면시간이 길수록 직

무 만족이 유의하게 높았다. 연구의 결과는 수면시간과 근무시간이 의사들의 직무 만

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정성화 등, 2003; Lepnurm et al, 2007; Linzer et al, 

2000)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주당 평균 당직일, 주당 평균 응급실당직일, 일일 평균 

진료환자, 주당 평균 시술 및 수술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던 

것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었다. 그러나 일일 평균 수면시간과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이며 이 두 변수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을 고려하였을 때, 진료 업무의 양이나 강도보다는 수면과 같은 휴식의 정도가 직무 

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당 평균 시술 및 수술건수의 경우 다변량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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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지 않았으나, 단변량 분석에서 주당 평균 시술 및 수술건수가 10건 미만인 군의 

직무 만족이 낮게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 직업적 특성에서 유의한 요인이

었던 년차와 서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된 전공의들은 

시술이나 수술을 주로 고년차 전공의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공의들은 

년차가 증가할수록 저년차 전공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면시간은 증가하고, 근무시

간은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전공의들의 독특한 업무 특성이 반영되어 단변량 분

석에서는 오히려 시술 및 수술건수가 10건 미만으로 낮은 군의 직무 만족이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위 인식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의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본인의 미래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직무 만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치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정성화 등(2003)의 연구,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김용기 등(200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또한 연구 대상에는 차이가 

있으나, 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한 진대구 등(2003)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이

러한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었을 때에 대한 기대감이 전공

의들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일반적인 의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8.4%, 본인의 의사로서의 미래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7.5%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전문의 취득 후의 진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강윤식 등(1997)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연구

에서도 미래 전망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0%에 불과하였고, 치과 전공의

들을 대상으로 한 정성화 등(2003)의 연구에서도 지위가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

우가 8.4%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미래 지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는 선행연구들과 결과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밝혀낼 수는 없었지만, 의사 인력 증가로 인한 경쟁의 

심화 등과 같은 의료 환경의 변화를 전공의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수련의와 의과대학 학생

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전공의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 22 -

선택하고, 본인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

다.  

  현재 전공의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들의 대부분은 주 5일, 주당 40시간의 법정근

로시간이 적용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과도한 근무시간과 부족한 수면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전체 전공의 중 54.0%(167명)의 전

공의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하였는데, 근무시간과 수면시간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영향임을 고려하면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와 부족한 

수면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2009년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전공의 

수련 규칙 표준안”을 제시하였으나 강제성이 없어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은 이전과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따른 

적정 근무시간을 제시하며, 이를 모든 전공의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가진 

“수련 규칙”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들의 조직문화 개선도 동

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각 년차들이 고르게 업무를 분담하지 

않고 주로 저년차 전공의들에게 업무가 편중되어 있다. 저년차 전공의들에게 주어진 

과도한 업무로 인해 휴식시간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저년차 전공의들의 직무 만족

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형평성 있는 업무 분담이 전공의들의 직무 만족 증진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저년차 전공의들이 본인의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고년차 전공의들의 개인적인 업무나 진료 외 잡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저년차 전공의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는 전공의들의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의료원 소속의 전공의만을 대상으로 하여 각 병원

의 다양한 업무 환경 및 조직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체 

전공의들에 대한 영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설문 조사가 자기기

입식 조사였기 때문에 과대 혹은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 마

지막으로 설문 조사 시점이 4월이었기 때문에 각 년차별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번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의 근무환경과, 본인의 지위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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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쁠수록 직무 만족이 낮았던 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일관되

게 나타난 결과였다. 따라서 전공의의 낮은 직무 만족도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들이 의사로서의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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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직무 만족의 수준과 그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1년 4월 일개 의료원 소속 전공의 408명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공의들의 일반적, 직업적 특성 및 근무환경, 지위에 대한 인식, 

직무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직무 만족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최종분석대상

은 309명이었다. 

  단변량 분석 결과 연령이 30세 미만인 군과 년차가 낮은 군의 직무 만족 수준이 

낮았고, 근무 환경에 있어서는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 일일 평균 수면시

간이 6시간 미만, 주당 평균 당직일이 3일 이상, 주당 평균 응급실 당직일이 2일 이

상, 일일 평균 진료환자가 10명 이상, 주당 평균 시술 및 수술건수가 10건 미만인 군

의 직무 만족이 낮았다. 지위 인식 및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의사의 사회경

제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본인의 미래전망이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경

우, 직무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에 직무 만족이 높았다.

  단변량 분석에서 직무 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을 독립변

수로, 직무 만족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

과 년차가 3년차와 4년차인 경우, 일일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일반적

인 의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본인의 미래 전망이 좋아질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직무 만족이 높았고,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 직무 만족이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일일 평균 근무시간, 일일 평균 수면시간과 같은 근무 환경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직무 만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공

의들의 직무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과도한 근무시간을 조절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

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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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공의들의 근무환경 및 스트레스, 직무 만족에 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전공의 선생님들의 직무 만족 정도를 평가하고, 스트레스 및 근무 환

경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응답은 통계분석 목적으로 사용되며 익명으로 처리되며 설문내용의 외

부유출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응답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므로 솔직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 4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석사과정 이남수

(문의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산업의학과 이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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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은?      □ 남자     □ 여자

2. 몇 년차이십니까?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3.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_세

4. 전공과목은 어떤 것이십니까?  ___________________과

5. 결혼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미혼   □ 기혼  □ 기타

6.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___시간

7. 주당 평균 당직일은 몇일이십니까?    ________________일

8. 주당 평균 응급실 호출(주, 야간) 담당은 몇일이십니까? _____________일

9. 1일 평균 수면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당직근무 시 ________________시간      비 당직근무 시 _______________시간

10. 본인이 담당하는 입원환자는 평균 몇 명입니까?          ________________명

11. 본인의 하루 평균 외래진료환자는 몇 명입니까?      ________________명

12. 평균 하루 혹은 1주 동안 시행하는 시술이나, 참가하는 수술건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하루에 __________건(1주에 ________일),      1주에 __________건

13. 스스로 생각하는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떠합니까?

□ 상 □ 중 □ 하

14. 일반적인 의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 □ 중 □ 하

15. 의사로서 자신의 미래 전망은 어떠합니까?

□ 좋아질 것이다.    □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 나빠질 것이다.

16. 의사라는 직업은 본인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17. 현재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전공과목의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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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사라는 직업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19. 다음은 업무 시 느끼는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입니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진료업무 때문에 가족 및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다.

하루 업무를 마치면 매우 피곤하다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한다.

진료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환자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말을 잘 안듣는 환자가 많다.

열심히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환자들을 치료해야 한다.

새로운 의학지식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잘못판단하면 환자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의료사고나 분쟁이 생기지 않을지 신경이 쓰인다.

20. 선생님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설문입니다. 

질  문

전혀 

만족

못한다

만족

못한다

약간 

만족

못한다

약간 

만족

한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병원 업무로 인해 사생활이 방해받지 않는다.

병원 외부에서의 사회생활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다. 

본인의 근무일정 조정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다.  

업무 시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만족스럽다.

업무 시 형성하는 간호사와의 관계가 만족스럽다.

현재 본인의 수입에 만족한다.

업무에 필요한 병원 시설이나 검사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환자의 필요에 맞는 진료를 제공하고 있음에 만족한다.

전공과목에 대한 본인의 최신 지식에 만족한다.

본인이 형성하는 환자-의사관계에 만족한다.

본인이 진료하고 있는 환자의 다양성이 만족스럽다.

업무 시 형성하는 다른 의사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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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제시된 18개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최근 몇 주 동안 경험하셨거나 느끼셨던 육체적 심리적 상

태에 해당되는 칸에 체크(V)표시하여 주십시오.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이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매우 편한하며 건강하다고 느낀다.

잠자고 난 후에도 개운한 감이 없다.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어 먹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느낀다.

근심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고 느낀다.

기력(원기)이 왕성함을 느낀다.

밤이면 심란해지거나 불안해 진다.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잘 관리해 나간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느낀다.

내가 행한 일의 방법이나 절차에 만족한다.

어떤 일을 바로 착수(시작)할 수 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안절부절 못하거나 성질이 심술 궂게 되어 진다.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불행하고 우울함을 느낀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지고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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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Stress and Working Conditions on Job Satisfaction 

of Residents

Nam Soo Lee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ng Uk Won, MD, DrPH)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ssess the effect of stress and working 

conditions on job satisfaction of residents. A total of 309 residents working at 

4 hospitals in Korea were recruited in this study. A self-administered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ssess sociodemographics, job 

characteristics, working conditions, job stress, psychosocial stress, perception 

on socioeconomic status, perception on their future prospect and job 

satisfaction. 

  A univariate analysis results shows that job satisfaction was high in the high 

grade, young age, low work load, long sleep hour, positive perception on 

socioeconomic status of physicians and positive perception on their future 

prospect group.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show that job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grade, daily working hour, daily sleep hour, 

perception on socioeconomic status of physician and perception on their future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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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results indicate that job satisfaction of residents was affected by 

work load and perception on future prospect. In order to promote the job 

satisfaction of residents, there is a need to develop effective policies to 

reduce residents' work load. 

---------------------------------------------------------------

Key Words: Residents, Working condition, Stress, Job satisf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