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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사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있어서
생활습관, 스트레스 및 만성질환의 중요성
오 수 현·김 진 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Importance of lifestyle, stress, and chronic diseases
in self-rated health of Korean doctors
Su Hyun Oh, PhD·Jin Suk Kim, PhD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Seoul, Korea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and the health of patients can be guaranteed when the doctors are healthy. In this
study, we used the data from the 2016 Korean Physician Survey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lifestyle, stress,
and chronic diseases status with the self-rated health of Korean doctors. Among 7,631 doctors in Korea, 2,336
(30.6%) reported their self-rated health as ‘good’, 4,462 (58.5%) as ‘moderate’, and 833 (10.9%) as ‘bad’. The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actors related to the self-rated health were age, type of
healthcare facility, smoking, exercise, sleep duration, stress, and chronic diseases status. Since doctors’ lifestyle,
stress, and chronic disease status were closely related to their self-rated health, it is imperative to prepare measures
to protect doctors’ health in an intensive medical environment, where too many patients require treatme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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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주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2]. 주관적 건강상태는
다수의 연구에서 현재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유효한 대리변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건강상

수로 활용되고 있으며[3-5], 특히 미래의 건강상태를 반영

태와 건강수준을 바탕으로 스스로 건강을 평가하는 방법이

하는 사망률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다[1]. 일반적으로 건강상태는 임상진료를 통해 객관적 지표

[6,7]. 즉 주관적 건강상태는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건

로 측정되지만 최근에는 의학적 진단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강상태를 반영하는 단순하고 가장 보편적인 지표라고 할 수

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개인의 건강수준을 보여

있다[8]. 주관적 건강상태는 의학적 지식과 일치할 수도 있
으나 의학적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치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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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개인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인자들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
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7].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나, 주요
연구에서 연령, 성별 등을 포함하여 교육수준, 소득, 고용상

Oh SH·Kim JS·Factors affecting self-rated health of Korean doctors

태 및 생활환경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주관적 건강상태

는 77,99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이용하여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1]. 이외에도 흡

2016년 11월 21일부터 2017년 1월 8일까지 약 7주간 진

연, 음주, 운동 등과 같은 생활습관[12-14]과 혈압, 당뇨, 고

행되었다.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는 8,564명(13.8%)이었다

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15-18], 스트레스와 피로도와 같은

[20]. 본 연구는 전체 대상자에서 특정 직역인 전공의, 공

정신건강학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5,19].

보의, 기타 직역 근무자 및 국외 근무자, 결측치를 제외한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의사는

7,63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로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전문직의 하나로서,
일반인보다 생활습관병 발생위험이 높을 수 있고 감염이나

2. 변수

과로와 같은 열악한 진료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건강상의 위

1) 종속변수

해를 경험할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연구대상자 스

사의 평소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건강수준을 의미하며 “평소 선생님의

이는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인 의사가 건강해야 서비스의 질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과 환자의 건강이 함께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20]. 일반적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

으로 의사는 의학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할 것

중 매우 나쁨과 나쁨을 ‘나쁨’으로, 보통은 ‘보통’으로, 좋음과

이라고 생각하지만 업무특성상 바쁜 일정과 스트레스, 생활

매우 좋음은 ‘좋음’으로 재분류 하였다.

습관 변화와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증가로 인해 의사가 일반

2) 독립변수

인에 비해 암 유병률이 약 3배 정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독립변수는 기존 연구 및 2016 전국의사조사의 변수를 고

된 바 있으며[21], 의사의 평균수명이 일반인보다 짧다는 연

려하여 성별, 연령, 결혼상태 등 인구학적 변수와 직역, 취

구결과 또한 존재한다[22].

득 전문과목, 근무기관 종류 등 근무관련 변수를 포함하였

지금까지 성인, 노인, 청소년 등 일반 국민 중 특정 계층을

으며, 생활습관 관련 변수로는 흡연, 음주, 운동, 수면시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관련 요인을 탐색한 국내외 연구

을 고려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정도와 만성질환 유무 변수

들은 다수 발견되나[15,23,24], 우리나라 의사의 주관적 건

를 포함하였다.

강상태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직역은 개원의, 봉직의, 교수로 구분하였다. 취득 전문과

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목는 크게 내과계열, 외과계열, 지원계열 및 전문의 미취득

의사의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을 살펴보고 생활습관, 스트레

계열로 구분하였다. 내과계열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

스 및 만성질환 요인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를 분석

학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

하고자 하였다.

과가 포함된다. 외과계열은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
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응
급의학과가 포함된다. 지원계열은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

연구대상 및 방법

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예방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로 분류하였다.

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6년 수행
한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이용한 횡단면 기술연구이다. 2016

근무기관 종류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병원, 요
양병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의과대학,
기타(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군병원 등)로 분류하였다.

년 전국의사조사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등

생활습관 관련 변수는 흡연, 음주, 운동, 수면시간을 고려

록(정보 비공개 및 E-mail 정보 미등록 회원 제외)되어 있

하였다. 흡연은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일
대한민국 의사의 주관적 건강상태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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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움, 가끔 피움,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피운적

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없음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음주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

(P=0.000). 직역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는 개원의에 비해

니까? ’라는 질문에,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한 달에

교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

한 번 미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2–4번, 일주일에

었다(P=0.095). 취득 전문과목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는

2–3번 정도, 일주일에 4번 이상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운동

거의 차이가 없었다(P=0.069). 근무기관 종류에 따라서는

은 ‘평소 최소 10분 이상 계속 숨이 차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

치과나 한방병의원 등으로 분류된 기타기관을 제외하고는

는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아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가장 긍정

니오로 응답하게 하였다. 수면시간은 하루 평균 수면시간에

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P=0.016). 결혼상태에 따른 주관적

대해,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8시

건강상태의 차이는 없었다(P=0.554).

간 미만, 8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생활습관 중 흡연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음’이라고

스트레스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

응답한 사람 중 ‘매일 피움’ 19.4%,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 피

끼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

우지 않음’ 34.3%, ‘피운적 없음’은 32.4%로 흡연을 하는 의

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로 응답

사에 비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

하게 하였다. 만성질환 유무는 ‘현재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로 평가하고 있었다(P=0.000). 음주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다.

태 차이는 없었으며(P=0.177), 운동은 하루 10분 이상 하고

3) 자료분석

있다고 응답한 의사가 그렇지 않은 의사에 비해 자신의 건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구학적 및 근무 관련 특성

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한 비율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을 포함하여 생활습관, 스트레스 및 만성질환에 대한 기술통

(P=0.000). 수면시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차이는 ‘8시

계를 제시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

간 초과’라고 응답한 의사가 ‘6시간 미만’이라는 의사에 비

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한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

해 자신의 건강상태을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P=0.000).

다. 이후 단변량 분석에서 P값이 0.05 이하인 변수를 포함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상태와의 관계는 건강상태를 좋다

하여 생활습관, 스트레스, 만성질환과 주관적 건강상태와의

고 인식한 의사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라고 응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답한 비율은 11.8%, ‘거의 느끼지 않는다’ 66.8%로 스트레스

여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IBM

는 많이 느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SPSS Statistics ver.19.0 (IBM Corp., Armonk, NY, USA)

있었다(P=0.000).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는

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좋음’으로 평가한 의사 중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23.4%, 없다고 응답한 의사는 34.0%, ‘나쁨’으로 평가한 의
사 중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19.0%, 없다고 응

분석결과

답한 의사는 7.1%로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그렇
지 않은 의사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

1.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차이

고 있었다(P=0.000).

연구대상자 7,631명 중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음’
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2,336명(30.6%), ‘보통’은

568

2. 생활습관, 스트레스 및 만성질환에 따른 주관적

4,462명(58.5%), ‘나쁨’은 833명(10.9%)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차이와 관련 요인

(Table 1). 성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는 거의 차이가 없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보통’에 비해 ‘좋음’이라고 응답

었다(P=0.500). 연령군에 따라서는 20대를 제외하면 연령

한 의사의 경우 연령, 근무기관 종류, 흡연, 운동, 스트레스,

대한의사협회지

Oh SH·Kim JS·Factors affecting self-rated health of Korean doctor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self-rated health by related variables
Self rated health
Variable
Sex
Age (yr)

Job position

Specialty

Type of healthcare facility

Marital status

Smoking

Frequency of drinking

Exercise
Sleep duration (hr)

Stress

Chronic disease

Male
Female
≤29
30–39
40–49
50–59
60–69
≥70
Doctors with their own hospital
Employed doctor
Professor
Internal
Surgery
Support
No specialty certification
Clinic
Hospital
General hospital
Tertiary hospital
Convalescent
Health institution
Medical school
Etc.
Unmarried
With spouse
Bereaved
Divorced
Everyday
Occasionally
Ex-smoking
None-smoking
None for last one year
Less than once a month
Once a month
2–4 times a month
2–3 times a week
Above 4 times a week
Yes
No
<6
6≤X<7
7≤X<8
≥8
Very often
Often
Occasionally
A few times/never
Yes
No

Good health
(n=2,336)

Moderate health
(n=4,462)

Bad health
(n=833)

Total

P -value

1,943 (30.7)
393 (30.0)
3 (30.0)
524 (27.2)
753 (27.8)
687 (33.6)
285 (37.7)
84 (44.4)
987 (29.5)
908 (31.1)
441 (32.2)
987 (30.0)
943 (31.2)
306 (30.4)
100 (32.7)
1,096 (29.8)
195 (28.2)
505 (31.6)
372 (32.1)
111 (35.2)
7 (28.0)
36 (33.0)
14 (24.6)
120 (28.9)
2,155 (30.8)
12 (26.1)
49 (29.0)
190 (19.4)
118 (21.9)
864 (34.3)
1,164 (32.4)
331 (32.0)
346 (28.9)
285 (30.8)
763 (31.7)
475 (30.0)
136 (28.0)
1,513 (41.3)
823 (20.8)
258 (27.4)
853 (29.2)
935 (32.8)
290 (31.5)
130 (11.8)
663 (21.9)
1,370 (42.3)
173 (66.8)
573 (23.4)
1,763 (34.0)

3,678 (58.2)
784 (59.8)
6 (60.0)
1,113 (57.8)
1,664 (61.5)
1,170 (57.3)
418 (55.3)
91 (48.1)
1,963 (58.6)
1,710 (58.6)
789 (57.7)
1,930 (58.7)
1,770 (58.5)
603 (59.8)
159 (52.0)
2,148 (58.4)
421 (60.8)
948 (59.3)
643 (55.4)
181 (57.5)
16 (64.0)
65 (59.6)
40 (70.2)
238 (57.3)
4,094 (58.5)
30 (65.2)
100 (59.2)
617 (63.0)
373 (69.3)
1,414 (56.2)
2,058 (57.2)
576 (55.7)
714 (59.6)
536 (57.9)
1,414 (58.8)
934 (59.0)
288 (59.4)
1,933 (52.7)
2,529 (63.8)
511 (54.2)
1,748 (59.8)
1,663 (58.4)
540 (58.7)
631 (57.2)
1,994 (65.7)
1,759 (54.4)
78 (30.1)
1,411 (57.6)
3,051 (58.9)

699 (11.1)
134 (10.2)
1 (10.0)
290 (15.0)
289 (10.7)
186 (9.1)
53 (7.0)
14 (7.4)
397 (11.9)
298 (10.2)
138 (10.1)
373 (11.3)
314 (10.4)
99 (9.8)
47 (15.4)
431 (11.7)
76 (11.0)
145 (9.1)
145 (12.5)
23 (7.3)
2 (8.0)
8 (7.3)
3 (5.3)
57 (13.7)
752 (10.7)
4 (8.7)
20 (11.8)
172 (17.6)
47 (8.7)
239 (9.5)
375 (10.4)
128 (12.4)
138 (11.5)
104 (11.2)
229 (9.5)
173 (10.9)
61 (12.6)
220 (6.0)
613 (15.5)
174 (18.5)
320 (11.0)
249 (8.7)
90 (9.8)
342 (31.0)
377 (12.4)
106 (3.3)
8 (3.1)
464 (19.0)
369 (7.1)

6,320 (82.8)
1,311 (17.2)
10 (0.1)
1,927 (25.3)
2,706 (35.5)
2,043 (26.8)
756 (9.9)
189 (2.5)
3,347 (43.9)
2,916 (38.2)
1,368 (17.9)
3,290 (43.1)
3,027 (39.7)
1,008 (13.2)
306 (4.0)
3,675 (48.2)
692 (9.1)
1,598 (20.9)
1,160 (15.2)
315 (4.1)
25 (0.3)
109 (1.4)
57 (0.7)
415 (5.4)
7,001 (91.7)
46 (0.6)
169 (2.2)
979 (12.8)
538 (7.1)
2,517 (33.0)
3,597 (47.1)
1,035 (13.6)
1,198 (15.7)
925 (12.1)
2,406 (31.5)
1,582 (20.7)
485 (6.4)
3,666 (48.0)
3,965 (52.0)
943 (12.4)
2,921 (38.3)
2,847 (37.3)
920 (12.1)
1,103 (14.5)
3,034 (39.8)
3,235 (42.4)
259 (3.4)
2,448 (32.1)
5,183 (67.9)

0.500
0.000a)

0.095

0.069

0.016a)

0.554

0.000a)

0.177

0.000a)
0.000a)

0.000a)

0.000a)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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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of self-rated health by lifestyle, stress and chronic diseases
Self rated health (ref: moderate)
Variable

Good health
OR

Age (yr)

Type of healthcare facility

Smoking

Stress

95% CI

P -value

0.592

0.133–2.642

0.492

1.778

0.180–17.538

0.622

0.580

0.407–0.826

0.003a)

2.192

1.154–4.166

0.017a)

40–49

0.580

0.412–0.818

0.002a)

1.049

0.558–1.970

0.882

50–59

0.734

0.522–1.031

0.075

0.815

0.433–1.534

0.527

60–69

0.770

0.539–1.100

0.150

0.692

0.353–1.357

0.284

-

-

-

-

-

Hospital

0.946

0.775–1.154

0.582

0.858

0.640–1.150

0.305

General hospital

1.191

1.031–1.376

0.018a)

0.635

0.505–0.797

0.000a)

≥70 (ref)

a)

-

Tertiary hospital

1.382

1.173–1.630

0.000

0.709

0.554–0.906

0.006a)

Convalescent

1.018

0.778–1.333

0.894

0.648

0.399–1.051

0.078

Health institution

0.558

0.219–1.422

0.222

1.133

0.241–5.338

0.874

Medical school

1.137

0.731–1.769

0.570

0.563

0.256–1.240

0.154

Etc.

0.150

0.606

0.319–1.151

0.126

0.400

0.115–1.392

Clinic (ref)

-

-

-

-

-

-

Everyday

0.633

0.524–0.764

0.000a)

1.373

1.097–1.717

0.006a)

Occasionally

0.603

0.479–0.760

0.000a)

0.664

0.469–0.941

0.021a)

Ex-smoking

1.010

0.891–1.145

0.878

1.003

0.820–1.227

0.977

-

-

-

-

-

-

2.313

2.073–2.580

0.000a)

0.492

0.412–0.587

0.000a)

-

-

-

-

-

-

<6

1.108

0.885–1.387

0.370

1.700

1.242–2.326

0.001a)

6≤X<7

1.009

0.845–1.205

0.918

1.015

0.772–1.334

0.915

7≤X<8

1.063

0.892–1.266

0.495

0.938

0.710–1.238

0.650

Yes

-

-

-

-

-

-

Very often

0.109

0.077–0.153

0.000a)

4.116

1.933–8.764

0.000a)

Often

0.161

0.120–0.215

0.000a)

1.660

0.784–3.513

0.185

Occasionally

0.363

0.273–0.484

0.000a)

0.561

0.261–1.205

0.138

-

-

-

-

-

-

0.582

0.511–0.662

0.000a)

3.758

3.151–4.483

0.000a)

-

-

-

-

-

-

≥8 (ref)

A few times/never
(ref)
Chronic disease

OR

30–39

No (ref)
Sleep duration (hr)

P -value

≤29

None-smoking (ref)
Exercise

95% CI

Bad health

Yes
No (ref)

OR, odds ratio; CI, confidential interval; ref, reference.
a)
P<0.05.

만성질환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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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생활습관 중 흡연상태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는 흡

연령에 따른 의사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는 70대

연을 하지 않은 의사에 비해 매일 흡연을 하는 의사는 건강

이상보다 30대와 40대가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할 가능

상태를 좋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0.63배(0.524–0.764), 가

성이 각각 0.58배(0.407–0.826, 0.412–0.818)였다. 근

끔 흡연을 하는 의사는 0.60배(0.479–0.0760)였으며, 운동

무기관 종류에 따라서는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에 비해 종

은 하지 않은 의사에 비해 평소 1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의사

합병원은 1.19배(1.031-1.376), 상급종합병원은 1.38배

가 주관적 건강상태를 2.31배(2.073–2.580) 좋다고 인식하

(1.173-1.630)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고 있

고 있었다. 스트레스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는 ‘거의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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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응답한 의사에 비해 ‘대단히 많이 느낀다’는 의

의사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사는 0.10배(0.077–0.153), ‘많이 느낀다’는 의사는 0.16배

혀졌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현재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유

(0.120–0.215),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의사는 0.36배

의미한 지표임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들의 건강관리

(0.273–0.484)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만성질환 유무에

중요성에 대해 시시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는 만성질환이 없는 의사에 비해 만성질환이 한 개 이
상 있는 의사가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0.58배(0.511–0.662)였다.

결론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
사들에 비해 ‘나쁨’이라고 응답한 의사의 경우 연령, 근무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사의 생활습관과 만성질환 유무에

관 종류, 흡연, 운동, 수면시간, 스트레스, 만성질환 보유 여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의사 7,631명 중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음’으로 인식하고 있

연령에 따라서는 70대 이상에 비해 30대가 자신의 건강상

는 사람은 2,336명(30.6%), ‘보통’은 4,462명(58.5%), ‘나쁨’

태를 2.19배(1.154–4.166)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근

은 833명(10.9%)으로 나타났다. 2016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무기관 종류에 따라서는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에 비해 종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합병원은 0.63배(0.505-0.797), 상급종합병원은 0.70배

또는 ‘좋은 편이다’라고 인식한 사람은 남성은 51.3%, 여성은

(0.554-0.906)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하고 있었

43.1%였다[25]. 우리나라 일반 성인에 비해 의사의 주관적

다. 흡연상태에 따라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오히려 낮았다. 실제로 국

한 의사는 ‘피운적 없다’라고 응답한 의사에 비해 ‘매일 피운

내 연구결과 일반인에 비해 암 유병률이 남자 의사는 2.5배,

다’는 의사가 1.37배(1.097–1.717) ‘가끔 피운다’는 의사는

여자 의사는 3.9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1].

0.66배(0.469–0.941)였다. 운동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분석결과, 의사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차이는 운동을 하지 않는 의사에 비해 평소 10분 이상 운

연령, 근무기관 종류, 흡연, 운동, 수면시간, 스트레스, 만성

동 한다고 응답한 의사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0.49배(0.412-

질환 유무로 나타났다.

0.587)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매일 8시간을 초과해

연령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인구

서 수면을 취하는 의사에 비해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

사회학적 변수로 70대보다 30–40대 의사가 자신의 건강상

고 응답한 의사가 1.70배(1.242–2.326) 자신의 건강상태를

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연령이

나쁘게 평가하고 있었다. 스트레스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높은 의사에 비해 30–40대 의사들이 장시간 근무시간에 따

인식의 차이는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의사

른 업무강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많은 원인이 건강상태에 영

에 비해 ‘많이 받는다’는 의사가 4.11배(1.933–8.764) 건강

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태를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주관적

흡연, 운동은 주관적 건강상태의 주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건강상태는 만성질환이 없는 의사에 비해 만성질환을 한 개

국내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12-14]. 즉 흡연

이상 보유한 의사가 3.75배(3.151–4.483) 자신의 건강상태

을 많이 하는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부정적인 건

에 대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강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흡연과 운동은 의사의 경

우리나라 의사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우도 동일하게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인은 연령, 근무기관 종류, 흡연, 운동, 수면시간, 스트레스,

으로 나타났다. 음주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없다는 연

만성질환 유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 운동 등 평소

구결과가 존재하며[26], 본 연구에서도 음주와 주관적 건강

생활습관을 포함하여 스트레스 및 만성질환의 보유 여부가

상태는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의사의 수면시간도
대한민국 의사의 주관적 건강상태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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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수면시간이 6시

인의 수면부족과 스트레스가 업무집중력을 떨어뜨려 의료사

간 미만인 의사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는 다수 보고되고 있다[27,28].

경향이 있었다. 특히 스트레스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밀접한

의사가 건강해야 질 높은 진료가 가능하며, 국가의 보건의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스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환경 특

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

성상 하루에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야 하는 강도 높은 근로여

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

건 속에서 의사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지

태 인식은 이미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다양한 연

않다. 의료현장에서 높은 업무강도에 따른 수면부족과 스트

구결과를 통해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바[15-18], 의사에

레스가 의사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계속 마

있어서도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의사의 생활습관

주하고 있다. 일반인에 비해 의학적인 지식이 많은 의사가 스

과 스트레스, 만성질환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밀접한 연관성

스로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이번 연구결과는 상당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개인적 차

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의사의 과도한 노동과 희생

원의 관리뿐 아니라 제도적, 정책적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

을 강요하는 분위기속에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성장했다

이 필요하다.

면 이제는 환자와 의사가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제도

본 연구는 전국의사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의

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활습관 및
스트레스, 만성질환 등을 중심으로 최초로 규명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

찾아보기말: 대한민국 의사; 주관적 건강상태; 생활습관;
스트레스; 만성질환

을 지난다. 첫째, 2016 전국의사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자료를 분석한 횡단면 기술연구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
고 있어 의사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을 활용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사의 주관

ORCID
Su Hyun Oh, https://orcid.org/0000-0002-7153-4961
Jin Suk Kim, https://orcid.org/0000-0002-0782-4518

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여 관련 요인을
보다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하고 광범위하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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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온 변수지만 임상검사보다는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
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
신의 건강상태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강하다는 연구결과
도 존재한다[7]. 셋째, 근무기관 종류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
태의 차이는 그 원인을 규명해내지 못하여, 향후 연구에서
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
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관
적 건강상태는 현재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
용되고 있으며, 사망률과의 관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의 건
강상태에 대한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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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사에 대한 객관적 또는 주관적 건
강수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 논문은 2016
년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의사의 생
활습관, 스트레스 및 만성질환이 의사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 및 연구자의 가설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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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확인되었다. 또한, 의사의 노동권과 근로환경 등이 한국의
조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권의 대상으로 취약계층만을 인식했
던 지금까지의 논의를 전문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정책적 시사점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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