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효회의 지영 제6권 1호 

종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 논쟁: 

인력난 vs 임금난 

박황 욕” 

I 셔론 

1 강호인력 수요 획대 

노인장기요양보험재도 시뺑에 따른 방문간호 

인력 수요 충가， 서올과 수도권 중심으로 대형앵원 

울의 공급 병상수중가，신 간호퉁긍재도입과보 

건교λ} 배치 의우화료 간호인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 

는 가운떼 신 간호 퉁급 차풍재 도엽(2007 . 4}온 간 

호사 인혁 부촉 문제톨 사회운제로 대두되었다 

2 적정 간호인력 배치의 중요성 

적갱 간호인역의 배치는 안자 및 간호사의 안션 

도!l..， 간호사의 직갱간호 충가， 환자 진료 결과의 질 

및 안촉도의 중가용 유도한다는 여러 연구가 있으 

여， 미국 의료기판 영가기구인 JCI는 환자사망， 상 

해‘ 기놓상실 웅의 척신호 사건이 용충분한 인력배 

치와 관계되는 것으로 보고해 간호인력 배치의 중요 

성용강초하고 있다 

간호사 인력배치 수준파 환자간호의 갱 연판성 

얘 대한 연구논운 철과훨 살펴보연， 호주연땅갱부의 

연구에서 간호단위 간호사의 객절한 당당환자 수는 

1) 션 영앤간호사회 회장， 

셔용아산영앤 아산아카에이 용영팅 수석 

4영이며， 6명이 되연 업무부담 중가에 따라 재원기 

간이 30일인 환자에서의 사양용이 14% 중7f， 8명 

이 되연 사앙융。 1 30%짜지 중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간호사 수가 중가힐수혹 요료강영， 예령， 

상부 위장관 출혈 치료환자률에서 shock, 용급상황 

실패훌의 강소 외과 수숭 환자의 요로감염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퉁용찬호사의 수가 적 

율정우바늘로인한상처용업융위형이 더 큰것으 

로 보고하였고， 환자 수와 간호인력 비융이 비슷한 

규모의 두 병원애서 비교연구용 수앵한 절과 적정 

인력올 갖훈 병왼얘 입원한 환자에서 갑영， 입원기 

간， 진흥재 사용 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잉을 

밝혔다 

측‘ 간호인력 확보수춘이 낮으연 요로감염， 해 

영， 재입원， 사"J-용， 재앤일수 풍이 중가한 것으효 

보고하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왼， 2(08) 

II 간호인력 수급과 부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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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인력뼈 대한 정확한 실태따악 

간호사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이혜판계 영호 서 

로 의견이 상이하여 지금까지 갱부 2얀 5천명， 앵원 

협회는 4안-5안영이 부촉하다고 주장하였다 



PerspeClives in Nursing Science 

간호사가 부혹한 병원용 수도권 대형앵원이 아 

닌 중소 규오 병원안 법갱인력 기준에 미달되고 있 

< 표 1 > 간호사 수급추계연구 

용융양수있다 

구운 
진료 일수 255월 

2008 2013 2018 

연허용용자 240,952 293,135 344,837 

꽁급 가용강효시 (A) 230,500 280,419 329,878 

취업간효사 (8) 130.β02 158,156 186,05 1 

수요(c) 
@지조샤정파 167,133 1 94 "찌4 215,572 

외료엉인혁기중 261 ,054 303,745 336,919 

수급차 잉져초샤옐와 63.)67 86,015 11 4,306 

(A디 의"엉인력기중 -30,554 -23,326 -7,041 

진료 잉수 X ‘5i1 
2008 2013 2018 

240,952 293,135 써4，837 

230,500 280,419 329,878 

130,002 158,156 186,051 

160,826 187,067 207,438 

251껴.04 292,283 324,206 

69,674 93,352 122 .. 뼈g 

-20,704 ‘ 11 ,864 5,672 

주 의윈 g을 포힘언 전에 의료기원의 잉앤 잊 의예 업우 션씨톨 간효사가 당당하는 것으호 가갱용 보갱이 생요혀다 

자료 조져국(2005) 간호사 인핵외 수급추져와 갱찍과세 한국보건사회연구앤 

< .H. 2> 간호사 수급추계연구 

연도 
진료기눔일 수 (255일) 진료기능일수 (265일) 

2010 2015 2020 2010 2015 

연허용욕 274,502 333,848 393,194 274,502 333.848 

풍급 가용 248,864 302‘467 356,038 248,864 302,467 

진j;. (A) 140,359 170,591 200,805 140,359 \70,591 

수요(8) 
연지초， ... t( 4145) 86,614 107,216 129,417 83,346 103,170 

엉갱인혁12.5130) 136,464 169,003 204,072 131.)14 162,626 

수융사 연지조A1(4/45) 53,745 63.)75 71,388 57,014 67,42 1 
(A• 8) 영갱얀혁(2.513이 3,895 1,588 -3,267 9,045 7,966 

주 초재학(2005)의 간호사 수융추찌 연구훌 토대로 외혜 영우훌 보갱언 정과이다 

자료 오영호(2006) 의료용급 충갱기 추찌 한국보건사회연구앤 

< 표 3 > 중소병앤협의회의 간호사 부족 인윈 추찌 

구운 

영껴 인쩍 

긴흐시수 

128,946 

에고 

앵앤 g 이상 322.)65 영상 

앙용 간호사 98,490 2008. 12 싱명원 자료 106.88 1 영 

후흑인앤 30,456 2이)9. 2 11 ，717영 신규간효사 얘훌 

2020 

393,194 

356,038 

200,805 

124,533 

196.)72 

76,272 

4,434 

주 영상 가흥톨 ' ''"'‘ 톨가갱힌 것으로， ￥혹인 3얀 여명용신규안.tA:가 3년간애층의연 에스의농 인원이며， 영상가용률융 
700/0.로 가정양 정우 필요 인혁은 90，262명으로 활용간호사가 더 많용 것으호 추째월 수 잉다 

자료 악광욕(2008). 간호사 예 충소영앤융 에나는7~? 국회 갱에토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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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인력 부쪽시유 

1) 충소영원 간호사의 낮용 잉금 

명앤찬호사회에서 2008년 7월 300냉상 이안 

중소병연융 대상으효 조사한 결과얘 따르연 간호사 

초입 영균 연용옹 ι200안엔이었으며， 병원 별로는 

최소 1 ，500안씬얘서 최대 3，αm안씬까지 2배의 차 

<.H. 4 > 갱우방요자료 

긴효회의 지명 재6권 1호 

이용보인다 

전국보건의료노용조앙이 2005년 한질리셔치에 

의뢰하여 병 의앤 급에서 근우하는 간호사 I73영 

융 대상으로 초사한 경파 간호사 연용옹 1 ，800안원 

(월 150안씬) 이하가 55%에 당했으여， 1 ，200만웬 

이하도 9.9% 이다 

구를 

앙용간효시 

종잉진운요잉기핀 

22,830 

중g영원 

33,846 

영원 

27,940 

잉게 

84,616 

영갱인앤 17,766 μ‘ 1 80 57,707 109,653 

와우측 5;μ‘4 -334 -29,767 -25,037 

주 08년 12월 II 잉 기준‘ 건강보앵싱샤영가원 자료호 연평;;1일 잉앤환자 2.5인당 l인 외래씬사 12명융 잉앤영자 |인으호 
산갱하었다 

자료 악앙욕0여)9). 지방 중소앵윈 간호사 인력 훌영현황 및 갱예과제 국민건강보엉g당 죠잔 셰이나 

< 표 5 > 의료기완종별 기판수 (기준 만앤) 

구분 최소 

의료기깐종영 

용잉영앤 

영앤 

뺨
-
%
 

% 

영균 

22,300 

22，아m 

요준인쳐 

2,950 

2,570 뼈
 뼈
 뼈
 

책
-
뼈
 

뼈
 뼈
 

요양영원 8 2ι700 2,350 

져료 1) 영앤간호사회(2008). 충쇼영앤 간호영생화흩 위힌 현앵조사 연구 

기 아왕용{2008) 간효사 에 충소냉원융 떠나는가? 국여 갱에토용회 

< 표 6 > 간호사 연간 총 급여액(명균 근속연수 6.2년) 

구문 우옹딩 
"α~원 1α:x>- 1,200- ‘500- 1,800- 2 ，4α)인윈 
미인 1 ，200민원 1 ，500잉원 1 ，8CX)CJ원 2.4α}인원 01싱 

비을 1.2 8.7 26.0 19.1 

자효 약정혹{2(!(얘) 간호사 에 충소영앤용 떠나는가1 긍여 갱찌토용희 

〈표 7 > 훈야별연용 

26.6 16.2 2.3 

딘승노우 구를 과회문이 

연용 44,172.720 

지효 용찌갱αω8). 2001년 노용용계 

교륙문이 

35,292,096 

뀐매룰이 

22,162,140 14,95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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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초잉의 최대연용 3，αm안씬온 보건의료 

전운가 연용과 유사한 수준인 반연 영융 연용인 

2，200만씬옹 기능 원 잊 판매 총사자보다 낮윤 수 

준， 최저 연용인 1 ，500안앤용 단순 노무종사자와 동 

흉한수준이다 

2) 충소뱅원 간호사의 업약한 근우환경 

간호샤의 하투 명균 근무시간옹 9시간 이상이 

37.6%이며， 주당 명균근무 시ξ댄 68.8%가 45시 

간 이상이고， 이중 50시간 이상 근우자도 43.2%이 

나.26.8%는 연장 근우에 대한 수당도 받지 옷하는 

형연이다 또한 모생보호 판련 갱책에 있어셔도 산션 

후 휴가는 %일보다 적찌 보장하는 경우가 1 6.8%훌 

차지하고， 잉신용 하연 명앤용 그만두어야 하는 정 

우도 4.6%냐 있어 국가의 충산장려 갱책에 역앵하 

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형듯 근우시간， 보육시설， 휴 

가/ 휴칙제도 학자긍 지씬 풍 각종 혹리혜택톨온 앵 

왼얘 따라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다 

3)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지역쩍 훌균앵으료 
이칙톨중가 

외료자씬 수급갱책옹 양질의 의료서비스흩 국 

인동에게 형명성 있게 제꽁하는 것융 옥척으호 하나 

의료자원의 핵심인 명상과 인력에 대한 중생， 충원 

기준이 상이하다 

99년 영상의 신 중껄이 지자 셰 신고셰호 전~ 

< 요 8 > 의료기판 보육시설 현양(2007. 12 기준， 전국 직장보육시설옹 3207뼈) 

영싱수 영원수 보육A 설 수 액움을 

300영상 미안 1,744 16 0.9% 

300‘'00병상 이안 126 6 4.8’· 
S(I(μ1 000명상 "1한 98 21 21 ‘4% 

1000앵상 이상 11 7 63.7’· 
제 1,979 50 

자료 악영욕(2008) 간X샤 예 충쇼영앤융 에냐는가? 긍회 갱에토용여 

<.H. 9> 지역명 의료기관 혀장보육시설 현-l1 

지역 엉원수 시잉수 액운율 지역 영원수 시잉수 액분을 

셔흩 264 14 5 .30/.。 강앤 63 3 4.8% 

￥산 186 6 3.2~‘ 충혹 57 1.80;' 

대구 130 s 3.~‘ 용냥 89 1.1 "1. 

인천 79 1.3% 션혹 113 2 1.8'/. 

경주 n 5 6.5% 션냥 112 4 3.6% 

예션 64 J.6'“ 갱와 136 3 2.2% 

융산 64 1.6% 정냥 184 0% 

정기 JS7 2 0.6% 제주 17 5.9"10‘ 

껴 1 ‘잊l2 50 
자;;c 예언간호협여(2009) 간호사 인혁양생의 t융객 확얘 잊 보건의료앙션융 위얻 대한간호앵여 의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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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액의 지영 셰6권 1호 

되었으나 입학정앤용 수도권 유재로 인해 지방 중싱 

으로인 얘갱외어 지역별 병상 대"1 간호대학 잉확정 

원융 비교하연 의료 기찬파 간호사 인력의 수급 정 

찍이 지역격인 톨균앵용 보이고 있다 

예훌 흩연， 정욕지역외 경우 병상 수는 2만 7천 

개이나 간호대학 입학갱왼옹 천국 최대 규모인 l천 

6액영 이상이고， 경기냐 셔융용 정육의 3배 수준의 

병상규모이나 입학정원 l천여영 수준이다 

죄근 10년간 연도멸 간호사 배를 현황 

14000 
11956 

12000 

10000 

8000 

6000 · 영 

4000 

2000 

o 

1999 2002 2007 

자료 한굿의료인극가시엉앤(2008) 

그힘 1 최근 1앤간 연도엉 간호시 배a 얻g 

< 요 10 > 수도권 대앵명앤의 새 영앤 건축 및 병상 충셜 현땅 

2tXl5-2007년 

3 잊l8영상 

세브캉스영앤( 1 ，004영상) 

건국대영앤(872앵상) 

정희얘흉서신외따영앤(6'0명상) 

충앙대앵앤('82영상) 

동국대일산영원(SOQ영상) 

2008년 

2.254영싱 

상성서융앵앤 앙생터(652영상) 

셔용아산앵앤(m앵상) 

고허대구로앵앤(430영상) 

셔융시링효라얘영앤(400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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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α)9-2015년 

6α@영상 

서을성모영앤(1)00명상) 

서융대앵앤 오산시(600영상) 

연세대영앤 용인시( 1αm영상) 

정뼈대앵앤 용인시(800영상) 

융지대명앤 수앤시( 1 ，000영상) 

언엄에영앤 화성사 (800영상) 

서율 보훌충앙영앤 600영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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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 지역별 명상수 잊 간호대학 입학 갱앤 

구문 
영싱수 입외정원 

@앤 잉억징원 
α);)7언 기준) 3년에 4언셰 

경기 81,962 920 2찌 1,160 
서률 70,857 μ쩌 649 1,309 
갱욕 27,749 1,320 294 1,614 
샌냥 24,444 6찌 380 1,010 
￥산 39,966 200 490 690 
인션 20,728 200 180 380 
정냥 36,422 570 204 n4 

대구 24,2 17 54<l 177 717 
대션 16,698 2찌 300 54<l 

션'f 22,172 400 390 790 
융상 \0,248 320 % 380 
용냥 14,158 16(1 409 569 
충'f 11 ,258 120 350 470 
정주 16,883 650 30J 943 
강영 15,963 490 480 970 
져주 3,585 200 % 250 

져료 악왕에，2008) 간호사 에 중소영앤융 여냐는가? 극회 정찍토혼얘 

m 간호인력 확보률 위한 갱찍제안 

1 금무양경 개선 

1) 건강보험수가 개션융 흉한 간호사 급여인상 

간호판련 수가 개방 및 가산 제용 용해 중소병 

앤이 간호사 잉긍용 개선항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 

요하다 입씬료에 포항왼 간호 판리료에 휴일 야간 

에 대쪽척인 가산제흩 실시하여 가산되는 야간 휴 

일 간호 판려료는 야간， 휴일 근우자얘게 직접적인 

혜택융 주도욕 채도화하여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요인인 낮용 잉긍을 얘절하고 앙언 간호사흉 확보힐 

수 있융것으로기대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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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 간호 판리료에 야간 휴일 가산시 예상 

소요예산 

기산을 

30% 가산 

50\‘가산 

예상"'''예산 
1 ，848억앤 

2，890억원 

l% ‘ 가상 5，780억앤 

자료 박팡욕，20(9). 지땅 충소앵엔 간호사 인쩍 용영현생 

잊 갱씨와제 국민건강보앵융당 죠잔 셰이나 

< 표 13 > 현앵 건강보험수가 야간 휴일 가산쩨 현황 

시에 기싱시긴 기산을 

외혜11.자 진갱료 영입 1 8시9시‘ 휴일 300/0 7써 

쳐씨 및 수*효 영업 1 8시9시‘ 휴일 500/0 7)산 

가갱간효 기용*용료 영잉 1 8시9시， 휴일 50% 가산 

자.'" 악팡~20(9). 지방 충소영원 간호사 인혁 운영현황 

잊 갱예킥1 국민건강!l앵용당 초싼 셰이나 



칙금 의사인력 부족용쩌 해소용 위얘 흉부외과 

와 외과에 각각 1 00%， 30%의 수가용 가산 ('09년 

7월 실시)하고 있다 

2) 근로영대 다양화 

휴일 션당제의 경우 2교대로 12'1간씩 2일 근 

우힐 정우 24시간이 되는더1 ， 여기에 100운의 5<f을 

가산하연 36시간이 되므로， 1주당 4(f시간 근무 별 

안차이가없다 

야간 전당제의 정우도 주 3일 8시간 E우할 경 

우 24시간이 되며 워아 강이 혀 용하연 주당 근로샤 

간옹 36시간이 외므로 야간 휴일 션당 재 도입과 

격우가 높은 시간대에 파트 타임 셰 E우 간호사 충 

원 퉁 다양한 근로형얘는 간호사의 노홍 강도훌 낯 

충으로써 이직률을 낮추고 유휴간호사흩 다시 의료 

현장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간호협회에 따르연， 단시간 근료 간호사에 

대해 정객앤제용 도입하고 있는 병원 17.7%. 검토 

중에 있는 병원 18.9"10 인 상망으효‘ 비 갱규칙으로 

간호사용 고용하여도 '1간에 따용 급여의 차이 외얘 

는 전일제 근우자와 혜택이 동일하다 또한 일본정 

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재선융 위뼈 2010년 2，559액 

얀앤(약330억 원)의 얘산융 잭갱하었다 

미국의 경우는 주당 근무시간융 20시간으로 하 

는 파트타임 근무자훌 갱규직ξ로 고용하il， 전일제 

근우자와 뼈택이 동일하며， 근무λ 간에 비혜하여 잉 

긍용지급한다 

3) 에찌쩍인 간호인력 수급갱찌 수립 잊 

유휴간호사활용 

갱부는 갱확한 조사연구융 흉한 의료지원 수급 

추계용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사회 연구원 및 판련 

단체률파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용 위한 TF룡 구생 

간효회의 지영 쩨6권 1호 

하고， ‘의료인 연허 째풍륙 잊 취업신고 외우화’ 법 

제화훌 용빼 유휴간호사 빛 활용간호사 현양융 파악 

빼야한다 

간호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중장기척인 계획 없 

이 영앤규모잊지역간간호사인력용균형 문채용 

해컬하고자 준비되지 않옹 대학얘 간호(학파용 신 

셜하거나 입학갱앤율 얘정하는 것옹 간호교육의 질 

척 하확융 초얘하여 국민 건강권융 위협하는 것으료 

경코 시앵되어서는 안 왼다 취엽용 93%인 7‘450영 

충 6，366영이 수도권 및 광역시로 취업용 하여 그 

비충이 85%에 이르고 있융 앤 아니리， 흥청‘ 강씬， 

션라， 경상， 재주 소재 간호(학)과 종업생이 소재 지 

역의 명앤얘 취엉하는 비올온 26%얘 용과하묘호 지 

역객 균앵올 고려하여 수급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융러 유휴간호사 현황 관리， 채취업 교육， 취 

엽연께 및 사후관리를 위한 민란 합동 유휴간호사 

재취업 샌터용 셜링하여 9안 명에 이르는 가용 유휴 

간호사의 의료현장복귀릉 도와 간호사 부족문재률 

크게 해소힐 것으로 기대왼다 

찌 알71갱 양럽융 위한 보육지연 

앵앤간호사회 ‘병원 보육현황 및 보육시셜 요구 

도 조사’ 결과에 따르연 앵씬 간호사 중 3교대 근우 

간호사는 68%이며， 육아문제모 앵씬융 그만 우는 

비융이 8.0%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므호 간호사가 

직장과 양육용 앵앵하여 계속 근무항 수 있도록 적 

극척인 보육지원이 필요하다 영왼 내애 보육시설이 

셜치되는 것이 가장 바량직하지얀 경영외 어허용올 

겪고 있는 충소영씬 내에 보육시생 셜치가 어혀운 

실갱이묘료 취엉 간호사에게 국 공립 보육시설얘 

대한 우션권용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f랑칙하다 

장기객인 병원간호사의 보육지원을 위해서는， 

상샤 여성근효자 300인 이상융 고용하는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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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칙장 보육시철융 성치하여야 한다고 영시 

되어 있으나 현재 보육지원이 없는 명앤온 49.7%이 

으로 보다 강채성 있는 직장 보육A 셜 설치， 훈영의 

채도화， 엉채화가 되어야 힌다 300인 이하의 여생 

근로자훌 위해서도 칙장 보용시생 셜쳐용 권장하i1.， 

직장 보육시설이 어혀융 경우에는 보육비 져씬， 지 

역 보육시셜올 공동으로 이용힐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옐요하다 

칙장 보육시성 설치가 어혀용 정우는 지급되는 

보육수당이 현재 95.5%영원에서 연령융 제한하고 

~으며 일갱금액인 경우 36.6~아 4-6안원을 지급 

하고 있으나 연령제한 없이 안 6셰 이안의 아통 전 

앤에게 실셰 직장 보용시셜 보육비 수준{대부분의 

보육"1가 21 -30안앤이므로 ~‘)으로 보육수당융 

지앤해야 한다 직장 보육시성이 있어도 이용이 용 

야하지 않옹 근로자용 위해서 교용이 연리한 지역에 

지역 보육시설 셜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올 

주로 이용하는 정우 칙장 보육시설용 이용하기가 번 

거홉다고 39.4%71 용당하었으으로 이용 보완한 지 

역 보육시설 성치는 인근 여러 칙장의 여성이 보육 

시생율 공동으로 활용항 수 있으으료 정부와 지자 

세 중심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핑다 

여성 근로자의 "1융이 놓고 3쿄대 근무자가 많 

용 병왼의 직장 보육시설용 엽총의 륙성용 고려하여 

24시간， 주 7일 용영이 안드시 훨요하며 국꽁험 지 

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정우에는 우션권융 부여하 

는 갱에척 지현이 멸요하다 현재 주간얘는 65%, 야 

간얘는 92.50/071 친인척의 도융으효 자녀 양육용 하 

고 았으며.24시간 보육시성 요청비융이 48.1%이 

으로 직장 보육시셜의 24시간 용영융 추진하기 위 

하여 시명운영융 채안한다 

직장 보육시설의 갱앤 아흉 잊 재원 아동 수， 대 

기 아동 수 철과에서 0세 미만의 갱앤 아동 수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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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76.9'/, 재앤 야용 수 0명이 80.8%, 대기자 

아풍수 0명이 76.9'/.로 연령 l세 미안의 아동올 가 

진 간호사가 이용하기에는 어허용이 나타났으므로 

저 연령 자녀가 있는 간호사가 씩장 보육시설용 원 

안하게 이용힐 수 있도록 연령별 대얘 따용 차영화 

원 갱부의 지웬갱책이 멸요하다 

2 중소병원의 차영화원 보유전략 개앙 

중소병씬옹 지역주민의 서비스 안족도 제고률 

위한 전략 수링파 함께 양철의 간호사 확보에 주력 

해야 힌다 지역주민툴애재 건강핑련 정보률 찌궁하 

고， 다새로용 앵사흩 개최하는 동 서비스 안촉도흘 

높이기 위한 천략융 세우는 한연， 간호사풍의 근무 

힐정융 주기척으로 정접하여， 양질의 간호사흩 확보 

하기 휘해 노력해야 한다 

충소앵왼옹 간호사률 파트너로 존중하고， 주인 

의식용 갖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형 병앤a로 

떠나허 하는 간호사용 훌장기 위한 충소병원안의 차 

별화왼 보유{retention) 션략융 개딴하고 시앵해야 

한다 간호사훌 흰자의 건강성과톨 높이는 전운 인 

력g효 인갱하고， 따트너로 존중하여， 자신이 근무 

하는 앵앤의 주인 의식융 갖게 해준다연 철코 엽게 

영앤융 떠나지는 않율 것이다 

함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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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광원2009) 지방 충소명앤 간호사 인력 운영 

현항 및 갱책과채 국민건강보헝공단조찬 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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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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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nlct 

SI빼ya뼈 dem빼 ofnwsÍl멸 ma聊werfor small a뼈 

n빼1m니10S때때s innu피 area: 

nwsing sbortage veßIIS wage dis뼈rity 

Kw잉19ok P"Jk11 

RecentJy, small and m여iunrsized hospitals which are located in rural areas have many difficulties in 

seouring high qt떠 lity nurses π냉1 is because working environments for nurses in smaJl and m어iunrsized 

hospitals in rural areas are poorωm야red with those ofbig hospitals io wban. As a result, the migratiOD of 

m야es from small 뻐d mediunrsized hospita1s in rural areas 10 big hospitals in w'ban is continuously 

happening. ln general, big hospi ta1s provide nurses with high level of salary and fringe benefits. To prevent 

the migration of nurses, chief executive officers of small & medi띠n hospita1s in rural areas have beeo 

interested in improving nurses’ 에or성ng con이tions including wages 씨50， they have raised nurses’ salary 

and improved working conditions. But, basicaUy these i때ividualized efforts have 50me limi t. In 

connectl이1 with thls, medical interest groups have produced various voices in lenns of interpπtatlon 뻐d 

50 1utiα15 for these issues. However, from the future perspc엉ives， it seems evident that two 때proacbes for 

both manp<<:)wer supply and demand plans ofnurses are necesιary. They should contain not onJy accurate 

estimation ofthe supply-demand of nursing manpower but also the improvement ofworking conditions and 

wages of nurses. Estimation of nursing manpower supply-demand depends on the standar야 and criteria 

being used. Supply and demand may be m히 or not in accordance with the points emphasized 00 the 

decision. ln the articles, issues regarding nursing manpower, levels of salary, other working conditions and 

social support system for child care are discussed. According 10 Joe's report (2005), most health institutions 

did not meet the guidelines of nurse staffing in M빼ical Law 까lewa응esofn‘u>e v입y 00 every hospital and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wages’ range. The average starting sal따y for a nurse is 22 million won a year. In 

case oftertiary hospita1s, it reaches up 10 30 million won a year. Nurse as a profession should have a strong 

responsibility and should take care ofthe 뼈tients fiα24 hours with three 、νork.ing shifts 쩌50， most ofthem 

잉-e female who have the bwδen of child rearing. 깨erefore， it is suggested to increa5e the salary, to pro씨de 

。이nfortable working conditions, and to have social suJ지x>rt system for nurses with household atfairs 

IlRr‘, PhD, Director, Ex.President of Korean H∞pital Nurses Association‘ 

AsanAca야my InstitutionlAdmi띠stration ， Asan Medical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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