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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evance between medical college professors' wor-

king environment and their job satisfaction. 

  Methods: A survey was done on the job satisfaction of medical college professors in service 

as of March 31, 2004 with 456 responding.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relevance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job satisfaction. 

  Results: A relatively high satisfaction level was seen: satisfaction 55.1% and dissatisfaction 

11.8%. This implies that professors have professional pride in their jobs. Concerning the work 

environment, they were highly dissatisfied in the research support categories, such as human 

resources or financial support, indicating a poor research environment. In terms of work hour 

ratio for medical college professors, medical practice was the largest, 49.8%, and the rest incl-

uded research activities (18.0%) and educational activities (15.6%). In addition, they were the 

least satisfied with research activities. 

  Conclusion: Medical college professors spend a great deal of time in medical practice because 

of their professional identity as medical doctors, compared to professors in other academic 

majors. Of course, although there are apparent differences between professors of basic medical 

science and those of clinical medicine, they can hardly put their time on research activities under 

the circumstances.

  Therefore, further study is necessary according to the future changes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college professors' educational and med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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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교수는 문직업인으로써  세계 어느 국가

에서나 최고 수 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 최고의 인

지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학교수는 인류의 문화

발 에 석이 되는 지식을 창출하는 매우 요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홍창기, 1995). 

  일반 으로 학교수의 임무는 교육과 연구활동

이 심이 되고 있다. 의과 학교수도 그 범주를 벗

어나지 않지만, 일반 학교수와 달리 의사라는 직업 

정체성이 추가되어 교육  연구활동과 더불어 진

료활동의 책무를 조화롭게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2000년 의약분업제도

의 시행으로 의료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의료

계의 망이 불투명해졌고, 의과 학에서 교수로 

직하던 의사의 개원 사태가 유발되면서 의과 학 

교수 스스로가 교수직에 한 의 변화를 갖기 

시작하 다 (박윤형 등, 2004). 

  의과 학교수의 교직만족에 한 연구에 앞서 일

반 인 직무만족의 개념과 직무만족 결정요인에 

해 정의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Smith는 

‘직무만족은 개인이 자기 직무와 련하여 경험하

는 모든 선호도의 총화, 는 이러한 선호도의 균형

상태에서 기인되는 태도’라 하 다 (Smith, 1966). 

Locke와 Edwin은 ‘개인이 직무가치를 성취하는 과

정에서 얻어지는 결과에 한 감정상태’로 보았다

(Locke 등, 1976). 이 듯 직무만족이란 한 개인이 

직무에 해서 느끼는 감정  상태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의 태도, 가치, 신념  욕구 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복합 인 의미체계로 악할 수 있

다 (안근석, 1986). 한편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은 

가치 단 인 면, 정신 ․신체  건강과 련되

며, 개인의 발 과 조직의 원활한 운 을 평가하는 

기 이 되어왔으며, 그 이유는 조직내외 인 측면에

서 작업성과에 향을 다는 가정과 함께 직무만

족도가 높으면 이직률과 결근율이 감소되어 생산성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박성애 등, 

1992). 

  직무만족의 결정요인은 여러 학자에 의해 세분화 

되었다. Reitz는 직무만족을 행동, 정서, 정보 등 크

게 3개 구성요소로 보았다 (Reitz, 1981). 체로 학

자들의 연구결과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5~9개 정도 들고 있으며, 공통 인 요인이 많다. 

주요 연구자별 직무만족요인을 살펴보면, Herzberg

와 Frederick은 성취감, 인정, 작업, 책임, 성장을, 

Myers는 성취감, 인정, 작업, 책임, 성장, 승진을, 

Locke와 Edwin은 작업, 임 , 승진, 인정, 부가 부, 

근무조건, 감독방법, 동료, 회사의 경 방침 등을 들

었다 (이 석, 2000). 체로 많은 학자가 직무만족

에 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성취감, 승진, 성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 의과 학에서 직하고 있는 

의과 학교수에 하여 앞서 살펴본 직무만족 요인

을 심으로 교직 만족도를 조사하여 의 교수의 

교직 에 해 살펴보고자 하 다. 특히 재 의

교수가 처해있는 직무환경과 수행하고 있는 교육, 

진료, 연구, 보직, 사 등의 주요 직무별 만족도를 

살펴보는데 주안 을 두고자 하 으며, 주요직무별 

비   만족도가 교수직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기 자료 수집을 

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용하 다. 우선, 조사의 내

용을 크게 재 교수직에 한 만족도, 여  물

리 인 연구환경 만족도, 안식년 등의 복지수  만

족도, 다섯 가지 주요 직무별 시간비   만족도 

등으로 구분하 다. 만족도의 측정은 인 수

과 타 학교  타 공교수와의 비교에 따른 상  

만족도로 구분하 으며, 계량  모델 구축을 한 

통계  분석을 해서 만족도 수 을 5단계로 구분

하는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 

  설문조사는 지난 2004년 3월 10일부터 3월 27일

까지 국의과 학  의과 학부속병원에 재직 

인 기 의학교수  임상의학교수를 상으로 실시

하 다. 표본의 선정은 국의과 학  의과 학부

속병원에 재직 인 임강사 이상 의과 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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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성별, 연령별, 직 별, 지역  학별 교수

의 수를 감안하여 2,000명을 상으로 하 다. 선정

된 상 2,000명에 해서 각 의과 학  의과 학 

부속병원별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이  

회수된 설문지 456부를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독립변수는 성별, 기  

 임상 등 분야별, 연령별, 직 별, 여수 별, 지

역별 등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 세 가지 이 심이 되

었다. 첫째, 설문항목별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이

것은  교수직에 한 만족수 , 직무환경  안식

년 수 에 한 만족도, 주요직무별 만족도 등을 인

구 통계  특성에 따라 상호비교하기 한 기

인 분석이다.

  둘째, 기 의학교수와 임상의학교수간의 독립표

본 T검정을 실시하 다. 앞서 살펴본 독립변수 가운

데 분야별로 구분된 기 의학교수와 임상의학교수

에 따라 교수직 만족도, 직무환경 만족도, 주요직무

별 만족도 등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를 두 집단간 평균차 검정을 실시하여 통계  유의

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교수직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 직무

환경 요인을 추출하여 통계 으로 검정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직무환경 요인의 추출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이에 따라 도출된 여

만족도, 연구지원  교수재량권 등 3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교수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직무환경 요인이 교수직 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결   과

가. 교직만족도에 한 빈도분석

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 456명에 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분

야별로는 기 의학교수가 13.2%, 임상의학교수 84. 

6%로 나타났다. 한편 20명이상 응답한 표진료과

목을 살펴보면 내과 13.6%, 외과계열 12.5%, 소아과 

6.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  39.5%, 50  

30.7% 순으로 나타났다. 직 에 해서는 정교수

가 49.3%로 가장 많았다. 여별로는 8,000천만~1

억원 사이가 31.6%, 6000만원~8000만원이 30.1%로 

비 이 높았다. 소속 학의 공․사립별로는 국공립

학 응답자가 23.9%, 사립 학 응답자가 75.9%

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이 

54.6%, 부산, 구, , 주, 울산 등 지방 역

시가 29.2%, 그 외의 지방도가 13.2%로 나타났다

(Table I).

2) 교수직에 한 만족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만족도 수는 리커트 5  

척도의 수 (매우불만족 1 , 불만족 2 , 보통 3 , 

만족 4 , 매우 만족 5 )로 하 다. 의과 학교수라

는 직업에 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만족 의견 

(매우 만족 + 만족) 55.1%, 보통 33.0%, 불만족 의견

(매우불만족 + 불만족) 11.8%로 나타나 체로 만족 

의견이 많았다. 특히, 5  척도의 만족도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3.50 으로 만족의견의 비 이 높았다.

3) 직무환경에 한 만족도

  반면, 재의 직무환경에 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불만족의견이 많았다. 

  먼  직무의 재량권  사회  평가는 만족의견

의 비 이 다소 높았다. 직무에 한 재량권 3.35 , 

교수직에 한 사회  평가 3.12 으로 평균이상이

었다.

  여에 해서는  여수 에 한 만족도 2.44

, 타 공분야와 비교한 여만족도 2.49 , 타 학

교와의 비교한 여만족도 2.46  등으로 비슷하나, 

투입한 노력에 비한  여수 이 2.17 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투입된 노력에 비한 

인 여수 에 불만을 갖는 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활동을 한 근무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불만

족 의견이 높았으며, 특히 연구인력의 지원과 연구

에 지원되는 연구비용에 한 불만족이 두드러졌다. 

연구인력지원 (1.87 )과 연구지원비 (1.97 )는 2

(불만족)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나 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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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Distribution of Respondents

Categories Total 
Cases %

456 100.0

Gender Male 402 88.2

Female 54 11.8

Field Basic medical science 60 13.2

Clinical medicine 386 84.6

Other 10 2.2

Age 30 - 39 101 22.1

40 - 49 180 39.5

50 - 59 140 30.7

> 60 35 7.7

Position Full-time instructor 28 6.1

Assistant professor 100 21.9

Associate professor 101 22.1

Professor 225 49.3

Other 2 .4

Income

(Korean won)

<60,000,000 76 16.7

60,000,000 - 79,999,999 137 30.1

80,000,000 - 99,999,999 144 31.6

>100,000,000 97 21.3

Other 1 .2

Type of 

ownership 

Public 109 23.9

Private 346 75.9

Other 1 .2

Locality Metropolitan (Seoul, Incheon, Gyunggi-do) 249 54.6

Local megalopolis 133 29.2

Local province 60 13.2

No answer 14 3.1

Table II. Satisfaction Level with Work Environment by Categories 

Categories Items
Unsatisf-
-actory

(%)

Average
(%)

Satisfact-
-ory
(%)

5-point
Scale

Job authority
and evaluation

Discretionary power on the job 18.9 31.3 49.8 3.35

Social reputation of the profession 26.2 36.5 37.4 3.12

Pay level

Satisfactory level at current pay 52.0 32.6 15.4 2.44

Comparison to the pays in other academic 
majors 49.9 36.6 13.5 2.49

Comparison to the pays in other medical 
colleges 50.3 35.5 14.1 2.46

Absolute pay level against input labor 66.0 23.6 10.4 2.17

Work
environment
for research
activities

Research equipments 66.2 22.9 11.0 2.23

Human resources support 79.6 16.3 4.2 1.87

Work space for research performance 73.4 19.1 7.5 2.04 

Research support costs 76.3 18.7 5.1 1.97

Input time for research performance 65.6 18.5 15.9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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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 Duration of Sabbatical Years 

Percent of professors who
have Sabbatical system
in their college (%)

Cases

Duration of Sabbatical years
compared to those in other majors

Duration of Sabbatical years
compared to those in other 
medical colleges

more

(%)

much 
the

same
(%)

less

(%)

No
answer

(%)

more

(%) 

much 
the 

same
(%)

less

(%)

No
answer

(%)

59.9 255 1.6 25.1 55.7 17.6 5.5 29.3 38.7 26.6 

Table IV. Work Time Ratio and the Average Satisfaction Level by Major Job Activities 

Categories Cases
Educational 

activities
(%)

Research 
activities

(%)

Medical 
practice

(%)

Appointed 
position 

activities (%)

Public 
services

(%)

Work time ratio 456 15.6 18.0 49.8 10.1 6.7 

Job satisfaction level 456 2.98 2.43 3.00 2.86 2.86 

Table V. General Satisfaction Level with Academic Profession (T-test)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Professional Satisfaction

of Professors

Equal variances

assumed
0.449 0.503 

0.840 436 0.401 

0.099 
Equal variances not

assumed
0.794 75.948 0.429 

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Table II).

  안식년제도의 경우 응답자의 60%정도가 소속 학 

 학병원에 안식년제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응답

하 다. 안식년이 시행되는 학교  병원에 근무하

는 교수에게 안식년수 에 해 질문한 결과 소속 

종합 학내 타 공과 비교하여 부족 (55.7%)이 많다

(1.6%)보다 월등히 높았다. 타 의과 학과 비교에서

도 부족 (38.7%)이 많다 (5.5%)보다 높았다. 종합해

보면 타 공과 비교한 안식년 부족 의견이 다소 강

하 다 (Table III).

4) 의과 학교수의 직무별 만족도

  a. 주요직무별 시간비

  의과 학교수의 주요 직무를 크게 교육, 연구, 진

료, 보직, 사활동 등 5가지로 나 어 각각의 직무

에 해 어느 정도의 시간비 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보직활동은 학내 원

회  학  병원에서의 행정보직을 의미하며, 

사활동은 이를 제외한 학술기   학회 임원으로

서의 사  자선단체의 무료진료 등을 포함하

다. 의 교수의 직무별 시간비 은 진료 49.8%, 연

구 18.0%, 교육 15.6%, 보직 10.1%, 사 6.7%의 순

으로 나타났다 (Table IV).

  b. 주요직무별 만족도

  주요직무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모두 보통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순으로 살펴보면 진료

활동 만족도가 3.00 으로 보통수 에 해당되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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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I. Work Environment (T-test)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Discretionary power
on the job

Equal variances
assumed

0.046 0.830 

3.603 442 0.000 

0.471 
Equal variances
not assumed 3.419 75.839 0.001 

Social reputation of
the profession

Equal variances
assumed

2.470 0.117 

4.545 443 0.000 
0.567 

 Equal variances
not assumed 4.239 74.978 0.000 

General satisfaction
with pay

Equal variances
assumed

4.016 0.046 

1.556 442 0.120 
0.220 

 Equal variances
not assumed 1.376 72.746 0.173 

Relative satisfaction
with pay compared 
to those in other majors

Equal variances
assumed

8.223 0.004 

-0.701 441 0.484 
-0.092 

 Equal variances
not assumed -0.599 71.489 0.551 

Relative satisfaction with
pay compared to those
in other medical colleges

Equal variances
assumed

6.948 0.009 

-0.185 441 0.853 
-0.025 

 Equal variances not
assumed -0.161 72.049 0.873 

Absolute satisfaction
against  input labor

Equal variances
assumed

5.208 0.023 

1.990 441 0.047 

0.270 
Equal variances
not assumed 1.787 73.408 0.078 

Satisfaction with research
equipments

Equal variances
assumed

8.435 0.004 

3.356 443 0.001 

0.445 
Equal variances
not assumed 2.856 71.287 0.006 

Satisfaction with human
resources assistance to
the research

Equal variances
assumed

3.512 0.062 

2.751 443 0.006 
0.328 

 Equal variances
not assumed 2.387 71.992 0.020 

Satisfaction with work
space for research
performance

Equal variances
assumed

13.844 0.000 

3.854 443 0.000 

0.495 
Equal variances
not assumed 3.212 70.544 0.002 

Satisfaction with costs of
research support

Equal variances
assumed

11.196 0.001 

2.624 443 0.009 

0.320 
Equal variances
not assumed 2.134 69.754 0.036 

Input time for research
performance

Equal variances
assumed

0.784 0.376 

-0.379 442 0.705 

-0.063 
Equal variances
not assumed -0.420 85.329 0.676 



한국의학교육 : 제 17 권 제 1 호 2005

- 65 -

Table VII. The Duration of Sabbatical Years (T-test)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Percent of professors
who have Sabbatical
system in their college

Equal variances
assumed

250.764 0.000 

-4.302 439 0.000 -0.290 

Equal variances
not assumed

-5.405 95.366 0.000 

Duration of Sabbatical
years compared to those
in other majors

Equal variances
assumed

11.801 0.001 

-2.479 286 0.014 -0.287 

Equal variances
not assumed

-2.241 66.648 0.028  

Duration of Sabbatical
years compared to those
in other medical colleges

Equal variances
assumed

2.263 0.134 

-1.030 286 0.304 -0.147 

Equal variances
not assumed

-1.042 74.036 0.301 

Table VIII. Work Ratio by Major Job Activities (T-test)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Education

Equal variances
assumed

15.496 0.000 

13.231 444 0.000 

15.473 
Equal variances
not assumed 9.443 66.248 0.000 

Research

Equal variances
assumed

107.957 0.000 

15.220 444 0.000 

22.862 
Equal variances
not assumed 8.988 62.829 0.000 

Medical practice

Equal variances
assumed

3.626 0.058 

-20.993 444 0.000 

-50.079 
Equal variances
not assumed -20.198 76.433 0.000 

Appointed
position work

Equal variances
assumed

24.828 0.000 

3.311 444 0.001 

5.859 
Equal variances
not assumed 2.327 65.914 0.023 

Public service

Equal variances
assumed

25.154 0.000 

6.643 444 0.000 

5.806 
Equal variances
not assumed 4.320 64.37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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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X. Satisfaction Level by Major Job Activities (T-test)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Education

Equal variances

assumed
4.718 0.030 

4.598 443 0.000 

0.516 
Equal variances

not assumed
4.319 75.314 0.000 

Research

Equal variances

assumed
2.589 0.108 

6.121 441 0.000 

0.744 
Equal variances

not assumed
5.318 70.650 0.000 

Medical practice

Equal variances

assumed
0.111 0.739 

-1.900 395 0.058 

-0.518 
Equal variances

not assumed
-1.953 11.738 0.075 

Appointed position

 work

Equal variances

assumed
0.156 0.693 

0.422 386 0.673 

0.049 
Equal variances

not assumed
0.422 60.966 0.675 

Public service

Equal variances

assumed
0.001 0.976 

3.731 401 0.000 

0.449 
Equal variances

not assumed
3.648 72.670 0.000 

개 직무 가운데 가장 높았고, 교육활동 2.98 , 보직

활동 2.86 , 사활동 2.86  등의 순이며, 연구활

동은 2.43 으로 특히 낮게 나타났다 (Table IV).

나. 기 의학교수와 임상의학교수간 평균차검정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항목별로 기 의학교

수와 임상의학교수간 만족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되었다. 그 차이에 해 통계  유의성

을 검정하기 해 기 의학교수와 임상의학교수간 

평균차검정을 한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 다.

  독립표본 T검정은 Levene의 등분산 검정방법을 

통해 두 모집단의 분산에 한 동일성 검정을 실시

하여 95%신뢰수 에서 유의수 (p=0.05)보다 큰 

경우 등분산가정하에 분석을, 유의수 보다 작은 경

우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분석을 용하 다.

1) 교직에 한 만족도 평균차검정

  우선 교직에 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기  3.58

, 임상 3.48 으로 기 의가 높게 나타났으나, 

95% 신뢰수 에서 유의하지 않아 (p=0.401>0.05) 

직무만족에 있어서 통계 으로 기 의와 임상의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Table V).

2) 직무환경 만족도에 한 평균차검정

  직무환경을 살펴보면, 직무에 한 재량권에 해

서 기  3.75 , 임상 3.28 (p=0.001)으로 기 의 

만족도가 높으며, 교수직에 한 사회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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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X. Analysis of the Factors on Work Environment＊

Items
Components

1 2 3

Satisfactory level at current pay 0.903 0.149 0.114 

Absolute satisfaction against  input labor 0.860 0.213 -0.008 

Relative satisfaction with pay compared 

to those in other majors
0.837 0.104 0.114 

Relative satisfaction with pay compared to

those in other medical colleges
0.801 0.198 0.029 

Research equipments 0.124 0.830 0.181 

Human resources support 0.201 0.824 0.032 

Research support costs 0.169 0.824 0.024 

Work space for research performance 0.134 0.819 0.073 

Discretionary power on the job 0.256 0.179 0.725 

Social reputation of the profession 0.426 0.235 0.611 

Input time for research performance -0.188 -0.056 0.597 

*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Table XI. Reliability of Factor 3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Discretionary power on the job 6.9536 2.3673 .3390 .2455 .0473

Social reputation of the profession 7.1810 2.4804 .3201 .2440 .0945

Input time for research

performance
6.4614 2.6738 .0441 .0026 .6611

Reliability Coefficients: 3 items Alpha = .3697, Standardized item alpha = .4130

해서 기  3.62 , 임상 3.05 (p=0.000)으로 기

의의 만족도가 높았다. 연구기자재만족도는 기  

2.67 , 임상 2.17 (p=0.006), 연구인력지원만족도

의 경우 기  2.17 , 임상 1.84 (p=0.006), 연구수

행업무공간만족도는 기  2.47 , 임상 1.97 (p= 

0.002), 연구지원 비용만족도는 기  2.25 , 임상 

1.93 (p=0.036) 등으로 95% 신뢰수 에서 유의하

게 나타나 직무환경의 여러 항목에서 기 의가 임

상의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VI).

  안식년제도의 존재에 해서 기  84.7%, 임상 

55.8% (p=0.000)로 95% 신뢰수 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 으며, 타 공과 비교한 안식년 부족에 해

서 기  38.8%, 임상 60.5% (p=0.028)로 유의한 차

이를 보 다 (Table VII).

3) 주요직무별 만족도에 한 평균차검정

  a. 주요직무별 비 에 한 평균차검정

  주요직무별 비 에 한 평균차 검정에서는 기  

 임상교수간 직무별 시간비 에 차이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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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XII. Analysis of the Factors on Modified Variables＊

Items
Components

1 2 3

Satisfactory level at current pay 0.886 0.139 0.224 

Absolute satisfaction against  input labor 0.844 0.105 0.153 

Relative satisfaction with pay compared 

to those in other majors
0.836 0.198 0.164 

Relative satisfaction with pay compared to those in

other medical colleges
0.824 0.206 0.056 

Research equipments 0.116 0.828 0.191 

Human resources support 0.167 0.820 0.076 

Research support costs 0.139 0.820 0.090 

Work space for research performance 0.190 0.816 0.118 

Discretionary power on the job 0.109 0.131 0.882 

Social reputation of the profession 0.305 0.194 0.765 

*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Table XIII. Summary of Regression Model on Work Environment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Change statistics

R square 

change
F change df1 df2

Sig. F 

change

.527 .278 .273 .73 .278 56.349 3 439 .000

a  Predictors : (Constant), regression factor score for pay level, regression factor score  for research support, 

regression factor score for social reputation

b Dependent Variable : Degree of job satisfaction

으로 나타났다. 시간 비 을 비교해 보면, 교육활동

은 기  28.8%, 임상 13.4% (p=0.000)이며, 연구활

동은 기  37.6%, 임상 14.7% (p=0.000)이며, 진료

활동은 기  6.8%, 임상 56.8% (p=0.000)이며, 보직

활동은 기  15.3%, 임상 9.4% (p=0.023)이며, 사

활동은 기  11.6%, 임상 5.8% (p=0.000)로 나타나 

모두 95% 신뢰수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Table VIII). 

  b. 주요직무별 만족도에 한 평균차검정

  한편, 기   임상교수간 주요직무별 만족도를 

비교해 보았다. 교육활동은 기  3.43 , 임상 2.92

(p=0.000), 연구활동은 기  3.08 , 임상 2.34

(p=0.000), 진료활동은 기  2.50 , 임상 3.02

(p=0.058), 보직활동은 기  2.90 , 임상 2.85

(p=0.673), 사활동은 기  3.25 , 임상 2.80

(p=0.000)으로 5가지의 주요직무 가운데 교육, 연구, 

사활동이 기 와 임상교수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IX).

다. 직무환경이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향

  교직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무환경이 매우 요하게 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환경의 각 요인이 직무만

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해 

직무환경의 각 측정변수를 요인분석을 통해 몇 개

의 요인으로 묶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요인을 확정



한국의학교육 : 제 17 권 제 1 호 2005

- 69 -

Table XIV. Regression Coefficients (Beta) on Work Environment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95% Confidence

 interval for B

B
Std.

error
Beta

Lower

 bound

Upper

 bound

(Constant) 3.503 .035  101.190 .000 3.435 3.571

Pay level .280 .035 .328 8.091 .000 .212 .348

Research support .125 .035 .146 3.604 .000 .057 .193

Social reputation .327 .035 .382 9.411 .000 .258 .395

한 뒤 요인값을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만족도를 종

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 요인  신뢰도 분석

  먼  직무환경의 11개 변수에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고유값 (eigen value) 1.0을 기 으로 베

리맥스법에 의한 요인회 으로 Table X과 같은 결

과를 얻었으며, 11개의 변수가  3가지 요인으로 구

분되었다.

  구분된 각 요인에 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여 

측정값인 크론바하 알 계수를 살펴본 결과 1요인 

0.8997, 2요인 0.8645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3요인은 0.3697로 신뢰도가 낮았다. 그런데 3요인에

서 ‘업무수행에 따른 투입시간’이란 변수를 제외할 

경우 신뢰도가 0.6611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수를 분석에서 제외하 다 (Table XI). 신뢰도 분

석결과 확정된 변수를 가지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 Table XII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2) 회귀분석

  요인분석에 의해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된 요인값

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R
2)은 0.278로 나타났으며, 모형은 

유의 (p=0.000)하게 나타났다 (Table XIII). 

  회귀분석결과 만들어진 회귀식은 아래와 같으며, 

구분된 세 가지 요인에 포함된 변수의 내용에 따라 

각각 1요인은 여수 , 2요인은 연구지원, 3요인은 

직무재량권  평 으로 명명하 다.

 Y = 3.503 + 0.280X1 + 0.125X2 + 0.327X3

  * Y : 직무만족도

  * X1 : 여수  요인값

  * X2 : 연구지원 요인값

  * X3 : 직무재량권  평  요인값

  한편 각 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표 화계수 (Beta)로 비교해 본 결과 여수  0.328, 

연구지원 0.146, 직무재량권  평  0.382로 나타

나 직무재량권  평 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향

을 미치고 있다 (Table XIV). 

고   찰

  의과 학교수는 다른 공교수와 달리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의과 학교수는 일반 으로 학생교

육을 담당하는 시간이 일반 학 교수들에 비해 

은 편이며, 특히 임상교수들은 환자진료라는 책무가 

교육책무 못지 않게 요하다 (강복수, 1999). 따라

서 일반 학교수와 의과 학교수는 직무내용  직

무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비교가 매우 어렵다.

  특히 최근에 의과 학교수만을 상으로 체계

으로 직무만족도를 측정한 조사가 없었다. 본 연구

에서 조사된 의과 학교수의 교직만족도는 만족 

55.1%, 불만족 11.8%로 나타났다. 과거 윤제학이 

학교수의 직무스트 스에 한 실증  연구에서 일

반 학교수를 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교직에 해 만족 78.9%, 불만족 11.3%이었

다 (윤제학, 1992). 이와 비교하면 재 의과 학교

수의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정 재는 

의료종사자의 직무만족에 한 실증  분석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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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직무만족도가 리커트척도 5 만 에 3.46

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3.50 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 재, 2000). 

  직무만족도의 세부항목별로 연구를 비교해 보

면 직무의 재량권에 해서는 본 조사에서는 만족 

49.8%, 불만족 18.9%로, 이는 윤제학의 연구에 나타

난 만족 50.8%, 불만족 31.0%와 비교할 때 다소 불

만족이 은 수 이다. 연구가자재와 련하여서는 

만족 11.0%, 불만족 66.2%로 윤제학의 연구에서 나

타난 만족 7.0%, 불만족 74.7%와 비교하여 다소 만

족도가 높다. 하지만 이것은 연구기자재가 많이 투

입되는 의과 학의 특수성 때문에 연구기자재가 거

의 없는 타 공과의 직  비교가 어렵다는 을 감

안하여야 한다. 의과 학교수의 직무별 시간비 을 

살펴보면 진료가 49.8%로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 18.0%, 교육 15.6% 등으로 일반 학교수들과

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의과 학은 크게 분야별로 기 의학교수와 임상

의학교수로 나뉘며 각각 직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직무별 만족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직무환경에 한 만족도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기 의학교수가 임상의학교수에 비

해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주요 직무별 만족도 비교

에 있어서도 진료활동에서는 임상의학교수가 기

의학교수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

에 교육․진료․보직․ 사 등에서는 임상의학교수

가 기 의학교수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한편 교직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직무환경 요인

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요인이 교직만족도

에 어떠한 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여수

 0.328, 연구지원 0.146, 직무재량권  사회  평

 0.382로 나타나 교수의 직무재량권  사회  평

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것은 아직까지 ‘교수’라는 직책  사회 인 평가가 

여  연구지원 등의 물리 인 환경보다 교직만

족에 더 큰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과 학교수는 다른 공교수와 달리 진료활동

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연구활동에 시간

을 할애할 수 없는 여건에 있다. 많은 의 교수들이 

연구환경에 있어 연구지원 비용  연구지원 인력

의 부족 등을 지 하며, 연구활동에 해 문제 을 

제기하고 있어 연구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21세

기 한국의학교육계획보고’에 따르면, 의과 학교수

는 교육, 연구, 진료 등의 주요업무 가운데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업무만을 특화하고, 특화된 업무 역

에만 념하도록 하는 기능별교수제의 도입을 통해 

의학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의과

학장 의회, 2000). 행 교수평가제도는 재 의

과 학교수의 주요업무활동별 시간 비  등을 감안

하여 학별 실정에 맞추어 다소 조정되는 것이 바

람직하며, 특히 연구와 진료활동에 한 평가비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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