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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기간 중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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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 growing number of residents bear children during residency train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regnancy and maternity leave experiences of women who delivered infants during their residency training.
Methods: From March 2007 through June 2007, we surveyed 94 women who had given birth during their residency training
during the past 5 years from the survey dat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using snowball sampling.
Results: Most of the respondents (70.2%) delivered in the 3rd and 4th year of residency. The average length of leave was 
68.9 days, and more than half (54.3%) of the women expressed that a maternity leave policy was not formally established 
in the department. In general, participants believed that having a child during residency was difficult (mean=4.18 in 5-point 
Likert scale), and this perception was inversely related with systematic departmental support. 
Conclusion: Pregnancy is a special challenge for residents, with regard to not only physical overexertion but also psychosocial
impacts on pregnant residents and their colleagues. However, most current residency programs do not have written policies
on pregnancy. A formal policy and more flexible curriculum can help both the training program and the pregnant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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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자 의사의 비율이 

늘고 있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여자 의사 수는 전체 

의사의 21.0%인 19,253명으로[1], 의사 10명 중 2명이 

여자 의사이다. 전체 의사 중 여자 의사의 비율은 1975

년에는 13.3%, 1987년에 13.7%였던 반면 1997년에는 

18.0%, 2007년 21.0%가 되어 세월이 지날수록 증가하

고 있으며, 그 증가 추세는 최근에 이르러 더 빨라졌다. 

전체 의사 중 여자 의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젊은 여

자 의사는 그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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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 현상이다[2,3,4,5,6,7,8,9,10,11].

  전공의 수련이 대개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에 

이루어지며, 많은 여자 의사는 수련이 끝날 때를 전후

하여 임신할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10], 여자 전공의가 

수련 기간 중에 임신, 출산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2,3,4,5,6,7,8,9,10,11,12,13,14,15].

  그러나 전공의 수련 기간 중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

은 불규칙한 근무와 당직으로 인한 수면 박탈 등 임산

부 본인의 문제[11]뿐 아니라, 출산한 전공의 본인의 수

련이 중단되고, 전체 전공의의 교육 스케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또한 동료 전공의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

고 있다[5,14].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외국에서 전

공의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2,5,6,7,8,9,10,11,12,13,14,16,17,18], 문제점 파

악과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3,4,12,15,16,

17,18,19],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따로 다룬 논문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전공의 수

련 기간 중에 임신, 출산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고, 대상 전공의 본인은 임신 기간이나 출산 휴

가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2년부터 2007년 6월 사이에 수련 기간 중에 출산

했던 전공의를 대상으로 2007년 3월 1일부터 2007년 6

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기간 동안 출산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서울지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18곳의 인사과와 교육 수련부에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전화 통화를 통한 확

인 후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18개 병원 모

두가 출산휴가를 받은 전공의에 대한 문서 자료는 없는 

상태였고, 2개 병원에서 출산휴가를 받았던 전공의 전

원의 명단을, 1개 병원에서 설문 응답에 동의한 일부 전

공의의 명단을 얻었다. 이후 서울과 경기지역 대학병원

과 종합병원의 일부 과 의국에 전화하는 방법으로 대상

자를 찾고, 추가로 임의추출방법 중 하나인 눈덩이 추

출법(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여 전공의 기간에 

출산하였던 사람 96명에게서 설문을 시행하였다. 그 중 

2002년 이전에 출산한 2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

인 분석 대상은 94명이었다. 

  임신과 출산을 했던 전공의의 인구학적 특성, 출산휴

가, 육아 방법, 주위의 지지를 받은 정도, 임신과 출산 

과정의 어려움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휴가 기간, 휴가 동안의 급여, 

출산휴가에 대한 문서화된 원칙 유무 등을 묻고, 주위

에서 지지를 받은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인이 속한 

진료 과 지도교수의 태도, 진료 과와 병원의 구조적 지

원, 동료 전공의의 태도와 지원 정도, 남편의 지원 정도

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정도를 ‘매우 그렇다’와 ‘전혀 그

렇지 않다’ 사이의 5점 척도의 Likert scale을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본인, 동료, 그

리고 본인의 전공의 수련에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었다

고 생각하는지 묻고 마지막으로 만약 모든 상황을 되돌

릴 수 있다면, 수련 기간 중 아기를 갖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dows version 14.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1) 전공의 기간 중 임신, 출산했던 전공의의 특성 

  전공의 기간 중 임신, 출산했던 응답자의 평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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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

Item Number (%)
Age 28 11 11.7

29 24 25.5
30 24 25.5
31 19 20.2
32  7  7.4
33  6  6.4
34  2  2.1
36  1  1.1

Specialty Pediatrics 21 22.3
Internal medicine 16 17.0
Anesthesiology 14 14.9
Obstetrics and Gynecology 11 11.7
Family medicine  6  6.4
Surgery  6  6.4
Psychiatry  5  5.3
Radiology  4  4.3
Neurology  3  3.2
Ophthalmology  2  2.1
Laboratory medicine  2  2.1
Rehabilitation medicine  1  1.1
Dermatology  1  1.1
Otorhinolaryngology  1  1.1
Pathology  1  1.1

Current grade 2  1  1.1
3  9  9.6
4 38 40.4
Graduated (2007) 30 31.9
Graduated (2006) 10 10.6
Graduated (2005)  6  6.4

Grade of the delivery 1st year  2  2.1
2nd year 26 27.7
3rd year 38 40.4
4th year 28 29.8

Age at delivery 26  5  5.3 
27  9  9.6 
28 28 29.8
29 27 28.7
30 17 18.1 
31  4  4.3 
32  3  3.2 
33  1  1.1 

Previous presence of 
pregnant resident in 
their resident programs

Yes 65 69.1
No 27 28.7
Not known  2  2.1

Planned pregnancy Yes 49 52.1 
No 44 46.8 
No response  1  1.1 

Complication during 
pregnancy (Multiple 
choice)

Yes 20 21.3 
Threatened abortion  6  6.4 
Preterm labor  4  4.3
Preterm delivery  4  4.3
Hyperemesis gravidarum  1  1.1 
Acute pyelonephritis  1  1.1 
Meningitis  1  1.1 
Preeclampsia  1  1.1 
Placenta previa  1  1.1
Oligohydramnios  1 1
Others (No description)  2  2.1
No 75 79.8 

은 만 30.2세(표준편차 1.58)였으며, 응답 당시 4년차가 

38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전문과목은 소

아청소년과가 21명(22.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 내과(17.0%), 마취과(14.9%) 순이었다. 출산 시기는 

3년차 38명(40.4%), 4년차 28명(29.8%)으로 대부분 3, 

4년차에 출산하였으며, 출산 당시의 평균 연령은 만 

28.8세(표준편차 1.39)였다. 응답자 중 49명(52.13%)에

서 임신이 계획된 임신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진료과 내

에 본인보다 먼저 출산한 전공의가 있었다는 사람은 65

명(69.2%)이었다. 응답자 중 20명(21.3%)이 임신 당시 

합병증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

해 응답한 사람은 18명이었다. 중복 응답을 한 결과 임

신 당시 합병증은 절박유산이 6건(전체 응답자의 6.4%)

이었으며 조산과 조기 진통(preterm labor)이 각각 4건

(4.3%)씩이었고 그 외 임신과다구토(hyperemesis gra-

vidarum), 급성 신우신염, 뇌수막염, 전자간증(pree-

clampsia) 전치태반, 양수 과소증이 각각 1건씩 있었다. 

임신을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경우에 계획했던 경우에 

비하여 합병증이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p=

0.218) (Table 1).

  2) 응답한 전공의의 과 내 성비 

  설문에 응답한 전공의의 같은 년차 동기 수와 그 중 

여자 전공의의 성비에 대하여 조사한 바는 Table 2와 

같다. 같은 년차 동기는 평균 6.6명(표준편차 4.48, 중

앙값 6), 여자 전공의는 평균 3.8명(표준편차 2.49, 중앙

값 3)이었으며, 응답자의 의국 동기 중 여자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4%로 조사되었다.

  출산휴가 기간은 평균 68.9일(표준편차 16.38)이었

고, 중앙값은 60일이었으며, 진료 과 내에 출산 휴가에 

관한 문서화된 원칙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51명

(54.3%)이었다. 출산휴가에 연중(여름, 겨울)휴가를 포

함하여 사용하였다는 응답은 23명(24.5%)이었으며, 출

산 휴가 중 월급을 모두 받은 사람은 88명(93.6%), 일부

를 받은 사람이 4명(4.26%), 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2명

(2.1%) 있었다. 설문 응답자 중 출산 휴가로 보장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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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Residents

Mean total Range SD Median total

Mean 
number of 

female 
residents

Percentage 
of women 

(%)
Range SD

Median 
number of 

female 
residents

6.6 1~24 4.48 6 3.8 64 1~10 2.49 3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Characteristics of Maternity Leave

Characteristics Number (%)
Duration (day)

30  1  1.1 
42  2  2.1 
45  3  3.2 
56  3  3.2 
60 50 53.2 
63  1  1.1 
80  2  2.1 
90 32 34.0 

Formal maternity leave policy
Yes 17 18.1 
No 51 54.3 
Unknown 26 27.7 

Time borrowed from vacation
Yes 23 24.5 
No 71 75.5

Paid leave  
Yes 88 93.6 
No  2  2.1 
Partial  4  4.3 

Pressure to use less than maximum available leave
Yes 17 18.1 

Pressure from: (multiple choice)
Senior residents  9  9.6 
Faculties  8  8.5 
Colleagues (same grade)  3  3.2 
Precedent  2  2.1 

No 77 81.9 

간보다 일찍 복귀하도록 권유 받았다는 사람은 17명

(18%)이었으며, 권유한 대상은 선배라고 대답한 사람이 

9명(52.9%, 중복응답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Table 3). 
  본인이 속한 진료 과의 교수 및 지도의사, 동료 전공

의, 그리고 남편이 임신, 출산기간 본인을 지지해 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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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ceived Emotional Support and Systemic Departmental Support

Issue Averagea) SD

Encouragement and support from faculties 3.2 0.73

Programmatic support, such as rearrangement of schedule 3.0 1.03

Supportive attitudes of colleagues 3.0 0.91

Colleagues’ help with needed coverage(night call, rotation schedule) 3.2 0.99

Increased work time after maternity leave 2.5 0.99

Emotional support from spouse 3.9 0.83

Partner’s participation in housework 3.7 0.87

Partn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3.5 0.97

Partner’s support of responder’s work as a physician 3.7 0.90

SD: Standard deviation.
a)Responses were given on a 1~5 scale, in which 1=not at all, 3=somewhat, 5=very true.

Table 5. Perceived Level of Difficulty of Pregnancy and Nursing during Residency

Issue Averagea) SD correlation coefficientb)c) (p-value)

Carrying out work and child care side by side 4.6 0.58 1) –0.316 (0.002)
2) –0.268 (0.009)

Excess burden on their colleagues 4.0 0.58

Negative impact on their own medical career 3.1 1.01

"I think it is difficult for women residents to be 
pregnant during residency"

4.18 0.98  1) –0.383 (<0.001)

SD: Standard deviation.
a)Responses were given on a 1~5 scale, in which 1=Not at all, 3=Somewhat, 5=very true, b)Spearman rank test, 1) Programmatic 
support, such as maternity leave, rearrange of schedule, 2) Satisfaction of child care problems. c)There i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difficulty in "carrying out both work and child care" and the attitude of faculty, attitude of colleagues, colleagues’ support of the responder’s 
work, or support from spouse.

도에 대해서는 Likert scale을 이용하였을 때 Table 4

와 같이 조사되었으며, 평균적으로는 보통으로 응답하

였다.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진료 과 교수 및 지도

의사가 배려하였던 정도와 동료 전공의들이 호의적으

로 대한 정도가 서로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았고 또한 

임신 기간 중 합병증으로 인한 휴직 여부와 과 교수 및 

지도의사나 동료 전공의들의 태도 사이에도 연관성은 

없었다. 기타 육아지원(병원과 연계된 탁아소, 아이가 

아플 때 따로 휴가를 쓰는 등)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1명

(1.06%)만이 보육 비용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41명(43.6%)이 아이 양육을 친정어머니가 

해주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중복응답 결과 63명

(67%)이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 다음으

로는 가사 도우미 31명(33.0%), 시어머니 25명(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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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eneral Consideration of Having a Baby during Residency

Issues Numbers (%)
Most troublesome issue during pregnancy and post-leave work during residency

1) Difficulty arranging child care 42 44.7
2) Burden from carrying out both work and child care 36 38.3 
3) Stress from colleagues  7  7.4 
4) Fatigue and sleep deprivation  5  5.3
5) Interruption of training  0 0 
6) Stress from faculty  0 0 
Others  4  4.3

All of above  1
1)+2)  1 
No problem: feel sorry to trouble colleagues  1
No problem  1

 What would you change if you set the clock back?
No regrets, same choice 54 57.4
Have the baby at a higher grade of the training 22 23.4
Have the baby after residency 12 12.8 
I don’t know  5  5.3 
I would have no desire to have the baby  1  1.1 

남편 2명(2.1%) 등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중복 응답자 

포함). 기타 다른 육아 방법에 대한 주관식 항목이 있었

으나 응답자는 없었다. 육아 방법에 대해 만족하는 정

도는 평균 3.5점(표준편차 0.84)이었다. 한편 모유 수유

를 하였다고 대답한 사람은 63명(67.0%)이었다.

  출산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웠는지에 대

해서 평균 4.6점(5점 만점, 표준편차 0.58)으로 어려웠

다고 응답하였으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본인의 수련

에 지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3.1점

(표준편차 1.01)으로 보통 정도였다. 본인의 임신과 출

산으로 인해 다른 전공의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

각한다는 응답은 평균 4점(표준편차 0.58)으로 대부분

의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였다. 출산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응답은 진료 과의 구조적 지

원, 육아 방법에 대한 만족 정도와 각각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고(p=0.002, p=0.009), 출산 당시 년차, 진료 과

의 교수 및 지도의사, 동료 전공의, 남편의 지지 정도와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5).

  전공의 수련 중에 임신과 출산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웠다고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평균 4.18점(표준편

차 0.98)으로 어려웠다고 대답하였고, 이는 진료 과의 

구조적 지원에 대한 만족 정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p<0.0001). 임신과 출산 과정, 그리고 출산 휴가 이

후 가장 문제가 된 것 하나를 고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42명(44.7%)이 아이를 맡기는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고 

대답하였고, 일과 육아를 하는 과중한 부담이 가장 어

렵다는 응답이 36명(38.3%)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의 

응답으로 다른 전공의와의 갈등 7명(7.45%), 육체적 피

로 5명(5.3%)이었고, 수련기간 공백기로 인한 문제나 

소속 과에서 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에는 응답자가 

없었다. 기타 의견으로 육체적 피로와 일과 육아를 병

행하는 과도한 부담 두 곳에 중복 응답한 경우가 1명, 

보기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었다는 응답이 1

명, 그리고 문제가 된 것이 없고 동료에게 미안한 것이 



김선영 외: 전공의 수련 기간 중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험

 

181

가장 문제라는 응답이 1명,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응답

한 사람이 1명 있었다. 

  마지막으로 만약 모든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면, 수

련 기간 중 임신, 출산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

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4명(57.4%)이 후회는 하

지 않으며,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응답하였고 22명

(23.4%)이 좀더 높은 년차에 출산하겠다, 12명(12.8%)

이 전공의 기간 이후에 출산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모

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5명(5.3%), 출산을 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1명(1.1%) 있었다(Table 6).

  이 연구는 전공의 수련 기간 중 임신, 출산한 전공의 

94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대상자를 설문 시점

에서 5년 이전에 출산한 경우로 제한한 이유는, 최근 수

년간 여자 전공의 수의 급격한 증가와 남녀 차별에 대

한 의식, 제도적 변화로 인해 수련 환경에도 변화가 있

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평균 출산 휴가기간은 68.9일이고 중간값은 

60일이었지만, 출산휴가 기간이 30일부터 90일까지 응

답자 간의 차이가 많았으며 응답자의 62.8%에서 출산 

휴가 기간이 60일 이하였고, 9.6%가 60일 미만이었다. 

또한 출산휴가로 보장된 시간보다 일찍 복귀하도록 권

유 받는 경우가 있고, 진료 과 내에 출산 휴가에 관한 

문서화된 원칙이 없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조

사 과정에서 많은 병원에 임신, 출산하는 전공의에 대

한 현황 파악 등 기초 자료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출산 휴가가 병원이나 학회 차원의 원칙 아래 이루

어지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대응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 문제가 개선되

지 않으면 임신, 출산하는 전공의 사이에 과별, 병원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전공의 사이, 또는 

진료과나 병원 내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응답자는 대체로 본인이 속한 진료 과 교수와 지도의

사 지지와 진료 과의 구조적인 지원, 동료 전공의의 호

의적인 태도, 그리고 동료 전공의들의 배려 등에 대해

서 보통이거나 그 이상의 점수를 주었지만, 전공의 수

련 기간 중 출산하였던 경험에 대해서는 어려웠다고 생

각하였고 특히 전공의 수련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에 대

해서는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본인뿐 아

니라 동료 전공의에게 과중한 부담이 주어졌다고 생각

하였다. 그러나 출산휴가나 근무 스케줄 등에서 진료 

과의 배려가 있었을 때 임신, 출산, 육아에서 느끼는 어

려움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출산휴가 기간의 차이와 문서화된 원칙이 없는 등의 문

제와 더불어서 전공의의 임신과 출산 문제에 대하여 진

료 과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출산휴가를 받은 전공의가 한 명일 때는 다

른 전공의들이 무리해서라도 그 공백을 메울 수 있겠지

만, 같은 년차가 두 명 혹은 그 이상 출산휴가를 받는 

상황에서는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그런 일은 앞

으로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5,19]. 따라서 본인

과 진료 과 모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중 파견이나 순환 근무의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고, 근무 스케줄을 예측 가능하게 만

드는 방법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8,11]. 그리고 여러 

병원, 각자 다른 과 사이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

인 방법이 학회 등에서 제안되고[9] 각 진료 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문서화된 원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

다. 한편 전공의 본인도 임신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계

획하고[4], 임신한 전공의는 가능한 한 빨리 동료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근무 스케줄을 다시 짜고 조정할 여

유를 주어야 하는[10] 등의 권고가 이전의 연구에서 제

시되었다. 

  이 연구에서 합병증을 경험한 사람은 다섯 명 중 한 

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자 수가 94명이며 

각 합병증을 경험한 수는 1~5명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 인구의 유병률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

까지 전공의 수련 기간에 임신할 경우 임신 합병증이 

증가하는가에 대해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은 일관된 결

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Finch[5]가 29개의 선행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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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문헌 고찰을 한 결과 전공의의 임신에서 임신 후

기 합병증이 더 증가하며 특히 조기 진통이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 연구의 응답자 중에서 임신을 미리 계획했던 

사람은 절반 정도에 그쳤다. 이 연구에서는 계획 또는 

계획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

으나, 이전의 한 연구에서 전공의가 임신을 고려하게 

되는 요인으로 본인의 나이, 불임에 대한 걱정, 아이를 

좋아하는 것, 배우자의 나이 등이 있고 임신 계획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심지어 인공유산을 하게 되는 요

인으로 진료 과 교수 및 지도의사의 부정적인 태도, 남

자 동료 전공의들의 태도, 시간이 없음, 아이를 맡기기

가 여의치 않음 등을 제시한 바 있다[7].

  이미 출산을 한 사람으로서 응답자들이 가장 어려움

을 느꼈던 것은 아이를 맡기는 문제였다. 거의 모든 응

답자가 육아 문제에 대해서 친정어머니와 가사 도우미, 

시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있었으며, 기타 의견은 한 명도 

없었고, 병원의 구조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

다는 점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지만 아직 육아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지지가 부족한 현실이 병원에도 예

외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엄마이면서 의사의 역할 

두 가지 모두를 잘 해내고 싶은 여자 의사들에게 결국 

큰 부담이 된다[15].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구 이전에 전공의 수련 중의 출

산 문제에 대해 따로 다룬 논문을 찾기 힘들다. 1992년 

전국의 남녀 의사를 대상으로 여자 의사의 성차별에 대

한 인식에 대하여 조사한 설문 연구[20] 중의 일부로, 

여자의사가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다

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6.3%가 어

느 정도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고, 여자 의사에서

는 94.2%가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

다고 응답하였다. 또 이러한 차별의 타당성에 대해서 

전체의 37.0%가 어느 정도 이상 타당하다고 응답하여, 

당시 연구에서는 출산 및 육아문제가 여자 의사 차별 

문제에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성차별 문제나 병원 간의 비교 등 가치 판

단이나 비교 분석은 배제하고 전공의 기간 중 임신, 출

산하는 실태 조사와 인식 조사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

전에 없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

과는 앞으로 증가할 문제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을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

초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응

답자의 모집 방법과 규모의 문제점이다. 응답 대상을 

찾을 때 서울, 경기 지역의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으로 

대상을 한정하였고, 설문 응답자를 통해 소개받거나 아

는 사람에게 접근해 나가는 눈덩이 추출법을 이용하였

으므로, 설문 대상자의 분포가 치우쳤으며 그 수가 적

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과별 전공의 숫자나 성비를 볼 

때, 전공의 숫자가 비교적 많으며, 전체 전공의 집단에 

비해 여성 전공의의 성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 임의추출로 모집한 집단이 전체 전공

의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

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공의 수련 중에 출산한 전공의 

전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연구를 통해 여

러 대형 병원에도 전공의의 출산 휴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

체 전공의 숫자가 적거나 여자 전공의 비율이 낮은 가

운데 임신, 출산한 전공의는 상대적으로 더 큰 심리적 

장벽과 육체적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것보다 실제로 전공의들이 느끼는 어

려움은 더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설문

은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응답이 이루어졌으므로, 응

답자간에 출산에서 응답까지의 기간 차이에 따른 오류

의 가능성이 있고, 동료 전체와 진료 과 교수 및 지도의

사에게 설문조사를 추가한다면 이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들을 보완

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 의사가 많아지고 전공의 기간 중 임신과 출산이 

늘어나는 것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법적, 사

회적으로 직장 여성의 임신을 보장하는 분위기가 확산

되면서 임신하는 전공의 본인의 부담은 조금 덜해지는 

듯하지만, 그 공백으로 인한 동료, 진료 과, 그리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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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6].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임신과 출산은 사고나 질병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

과는 다르게, 예측이 가능하며 대책을 마련할 기간이 

주어지는 공백이다. 이 문제에 대한 열린 자세와, 문제

점 해결을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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